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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Inclusive Korea 2021」 국제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주제로 오는 7월
6일(화)부터 7일(수) 양일 간 개최되며, ‘위기와 혁신, 그리고 포용’, ‘공정과 평화, 그리고
도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Inclusive Korea 2021」이 미래지향적 국가 실현을 위해 포용과 공정, 평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과 함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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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정해구

홍장표

대통령직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원장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사장

Letter of Invitation

We cordially invite you to Inclusive Korea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co-hosted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PCPP) and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 and organiz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The two-day international conference (July 6-7) will be held under the main
them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Four-Year Journey: Inclusive
Recovery and a Leap Forward.’ The event will center around vibrant discussions
on ‘crisis, innovation, and embracement’ and ‘fairness, peace and a leap
forward.’ It will also serve as an ideal platform where realistic and effective
strategies, and the conviction to succeed can be shared to evolve into a
forward-thinking country.
We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and look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at
this timely event.

July 2021

Dae Yop Cho

Hae-Gu Jung

Jang-Pyo Hong

Chairma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Chairperson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resid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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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Opening Session

Opening Remarks

조대엽ㅣ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Dae Yop ChoㅣChairma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2019.12 ~ 현재
2018.10 ~ 현재
2000.09 ~ 현재
2019.05 ~ 2019.12
2015.03 ~ 2020.03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민생경제분과 의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2019.12 ~ Present
2018.10 ~ Present
2000.09 ~ Present
2019.05 ~ 2019.12



2015.03 ~ 2020.03

Chairma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Chairman of the Board, Financial Industry Public Interest Foundation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Section Head, Subcommittee of Welfare Economic,
The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Dean, Graduate School of Labor Studies,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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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조대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인 ‘포용국가’를 주제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Inclusive Korea
국제컨퍼런스’가 네 번째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주시고 늘 든든하게 동반해주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주관해주신 KDI 홍장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각 세션을 맡아 지원해주신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축사를 보내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4개 세션과 종합토론에서 고견을 들려주실 국내외 석학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는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사는 부와 자원과 권력이 편중되는 오랜 ‘집중문명의 시대’가 지배했습니다.
집중문명의 고도화는 가혹한 억압을 낳아 당대 인류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은 후에야
비로소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인류의 원초적 협력의 형태인 ‘노동협력’이래
‘종교협력’과 ‘이념협력’의 시대가 열렸고, 노동과 종교와 이념은 다시 집중문명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착취와 억압과 통제가 제도화되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이념협력이 해체된 인류에게 새로운 협력문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류는 노동과 종교와 이념을 통한 협력이 쇠퇴한 후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제 4의 협력문명시대’, ‘가치협력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협력문명의 근원은 ‘공동체적 자기애’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기공동체에서부터 인류공동체로 확장되는 ‘공동체적 자기애’입니다.
공동체적 자기애는 무엇보다도 ‘포용’의 가치를 통해 협력과 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포용은
협력과 연대의 뿌리이며, 협력과 연대는 포용의 열매입니다. 생명가치와 공존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포용을 통한 협력의 질서야말로 인류가 열어야 할 신문명입니다.

Open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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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강력한
공동체적 자기애와 포용의 정신으로 협력과 연대의 질서를 구축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포용’에 기반을 둔 ‘혁신’의 비전으로
정확하고 거침없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개최되는 ‘Inclusive Korea 2021’은 바로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비전을
나르는 또 하나의 수레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제로
첫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2018년 9월 ‘포용국가’가 국가 비전으로 채택되었습니다.
Inclusive Korea 2019는 신남방정책을 주제로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 방안을
논의했고, 다음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 대전환 전략으로서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남은 1년과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4년은 중첩된 거대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집권 초기 북핵 위기,
한일 통상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는 예측하지 못한 3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놀라운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 왔습니다.
2017년 북핵 위기는 평창 올림픽과 다자 외교, 국방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19년 한일 통상위기는 우리의 반도체 부품 산업의 위기이자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정부는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부장 특별회계의
신설, 소부장 특화단지 건설 등 기업과의 다각적 협력으로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인류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명사적 위기입니다. 우리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적 협조에 기반을 둔 개방, 투명, 민주 방역이라는 협력주의
패러다임으로 전면적인 봉쇄 없이 팬데믹을 억제한 방역 표준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역 성과에 선제적 경제 대응력을 더해 주요국 중에서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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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한국경제는 전기 대비 1.6% 성장세를 이어가며 국제기구의 전망을 훌쩍
뛰어넘어 빠른 경제회복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지난해
113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지만,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는 4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영국의 국제평가기관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도 상승해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국민과 함께 한 위기대응과 미래대응의 성과는 최근 G7 정상회의와 P4G
서울 정상회의와 같은 외교 무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유례없이
높아졌고, 감염병 대유행과 기후변화 등 지구적 공동 과제에 대해 중심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국정 성과는 오로지 국민이 만들어주신 국민의 성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과는 우리 국민의 자신감의 역사로 축적되어야 합니다.
지난 4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고도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대
강국론’으로 제시한 위기 대응, 미래 대응, 복지 확장, 권력 개혁, 한반도 평화 유지의 5대
성과를 이뤄내는 과정에서도 ‘정의’의 실현과 대립과 분열을 넘은 ‘포용적 공동체’를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은 일관되게 지켜졌습니다.
‘포용 공동체’라는 우리의 목표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이며, 코로나19로 더욱 확대된 사회 격차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세계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은 더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의 비전과 성과를 돌아보는 오늘 컨퍼런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신문명과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pen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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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Remarks

정해구ㅣ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Hae-Gu JungㅣChairperson,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1.03 ~ 현재
2018.02 ~ 2018.03
2017.09 ~ 2019.12
2017.06 ~ 2017.12
2017.05 ~ 2017.07
2006.02 ~ 2009.02
2003.06 ~ 2007.07
2003.01 ~ 2003.02
2000.09 ~ 2002.09
2000.03 ~ 2020.02

제8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 위원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021.03 ~ Present





2018.02 ~ 2018.03
2017.09 ~ 2019.12
2017.06 ~ 2017.12



2017.05 ~ 2017.07





2006.02 ~ 2009.02
2003.06 ~ 2007.07
2003.01 ~ 2003.02




2000.09 ~ 2002.09
2000.03 ~ 2020.02

The 8th Chairperson,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hairman, Special Advisory Committee on Constitutional Reform
Chairma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Chairm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Reform and
Development Committee
Member, The Subcommittee for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State Affairs Planning Advisory Committee
Director,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Korea Democracy Foundation
Membe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Member, The Political Reform Research Division,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Head, The Operating Committee, Korea Progressive Academy Council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ungkongho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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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Inclusive Korea 2021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축사를 해주시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격려사를
해주시는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고등연구소 소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는 염원에 응답하여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벌써 출범
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에서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촛불시위를 통해 분출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었습니다.‘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하에
그리고 그것의 진전된 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하에 추진되었던‘국민이 주인인
정부’‘더불어 잘 사는 경제’‘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고르게 발전하는 지역’‘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5대 국정목표와 이에 따른 20대 국정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한일 간 무역분쟁 속에서 추진된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강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 문재인 케어를 비롯하여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복지 강화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나아가, 남북 간 정상회담과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간 정상회담도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초부터 갑작스럽게 도래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우리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활동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고용
축소를 막아내는데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1년 반여에 걸쳐 진행된 코로나19 위기에 있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그 어떤
나라보다 잘 대처해 왔습니다. 그것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기여와 전 국민의 협조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이 위기에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봉쇄
없이도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Welcom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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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 같은 대처가 위기 때마다 그 힘을 발휘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단기간 내에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시킨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이로 인한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었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회복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선도국가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그 회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까지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현명한 대처로 이제 ‘회복’과 ‘도약’이 논의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포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는 자영업자와 일용직·임시직 노동자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과 과중한 돌봄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회복’과 ‘도전’은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 안는
‘포용적 회복’‘포용적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둘 국정 과제는 올해
4%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위기로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 디지털 뉴딜과 탄소중립의 목표까지 더해진 그린 뉴딜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포용의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과 내일의
토론회에서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사 준비를
함께 해주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님, 그리고 본 행사를 주관해 주신
한국개발연구원 홍장표 원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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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Remarks

김부겸ㅣ국무총리
Boo-kyum KimㅣPrime Minister, Republic of Korea



2021. 05 ~ 현재

국무총리



2021. 05 ~ Present

Prime Minister,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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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ve Korea 2021’ 국제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행사를 주관하시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컨퍼런스가 빛날 수 있도록 기조강연을 해주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의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펼쳐질 컨퍼런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모색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4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기에 강한 정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도, 코로나19 팬데믹도 국민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힘입어서
잘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도 다시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간은 국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들을 잘 정리해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어서고 누군가는 낙담하는 불균형한 회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어서는
그런 따뜻한 회복, 포용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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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코로나19를 맞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한다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열띤 논의를 통해서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제언을 기탄없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귀담아듣고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Inclusive Korea 2021’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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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ing Remarks

이 근ㅣ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Keun LeeㅣVice Chairman,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1992 ~ 현재
1992 ~ 현재
2019 ~ 2020
2016 ~ 2019
2016 ~ 2018
2013 ~ 2018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비교경제연구센터 센터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세계경제포럼 글로벌미래위원회 위원
국제슘페터학회 회장
유엔 개발정책위원회 위원








1992 ~ Present
1992 ~ Present
2019 ~ 2020
2016 ~ 2019
2016 ~ 2018
2013 ~ 2018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ead, Center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The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Member, Global Future Council, World Economic Forum
President, International Schumpeter Society
Member,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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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근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Inclusive
Korea 2021>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회의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KDI 홍장표 원장께 감사드립니다. 그 외,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께도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핵, 한일통상, 그리고 코로나19라는 3대 위기 상황이 돌발함에 따라, 이 위기
극복에 우선 순위가 자연스럽게 이동하였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를 통한 위기 극복으로 우리 정부가 위기에 강한 정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몇 가지 측면에서 일정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즉,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언 등 미래를 여는 정부, 아동수당 도입, 공공의료강화 등 복지를 확장한 정부,
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확립 등으로 권력을 개혁한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경제·외교 다변화 등 평화시대를 연 정부로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운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경제는 풀지 못한 난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양극화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실시해온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한국경제에 대한 SWOT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1) 강점: 한국경제는 기존의 튼튼한 제조 대기업과 신흥 디지털 플랫폼이 모두 활동하고
있다는 커다란 강점(Strength)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혁신적인 플랫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2) 약점: 그러나 코로나 위기시 와이어링하니스라는 중국산 부품 하나 때문에 자동차
조립이 중단되는 등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비용절감 및 효율성 위주의 과도한
세계화라는 약점(Weakness)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은 미국, 일본에

Encourag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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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고 시장은 중국에 의존하는 이중구조도 미·중 갈등 상황에서 드러나는 약점의 한
측면입니다.
3) 기회요인: 한편, 최근 미중 갈등과 대중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기조로 인하여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확산되고, 코로나 및 한일 갈등에 따라, IT를 뒤 잇는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바이오 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회(Opportunity)
요인입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즉, 미국의 대중(對中)관세, 중국의
임금상승, 디지털화 및 정부의 유인책 등으로 리쇼어링 가능성이 증대하고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가치사슬
국산화 등도 중요합니다.
4) 위협요인: 그러나,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각종 정책의 부작용으로 자영업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주도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투자보다 주식, 부동산 등 금융투자가 증가함에 따른 금융화 가속화, K자 회복에
따른 불평등 및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은 우리 경제의 위협(Threat)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자영업 지원 방식에 추가하여, 유연근로시간제,
디지털 공장 도입/확산, 대-중소기업간 역량 공유 및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보육, 육아, 교육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부문 강화로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 되는 동시에 여성의 취업여건을 개선을
통해 여성 고용율도 향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
즉, 강점은 더 잘 유지해나가고 약점들은 보완하되, 기회 요인은 살리고 위험 요인은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5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 남은 1년의 기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여 원래의 비전인 포용적 혁신국가를 실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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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ㅣ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Sa-Youl GhimㅣChairman,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2020.03 ~ 현재
2000.03 ~ 현재
2007 ~ 2009
2004 ~ 2005
1996 ~ 1998
1993 ~ 1996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객원선임연구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연구원







2020.03 ~ Present
2000.03 ~ Present
2007 ~ 2009
2004 ~ 2005
1996 ~ 1998



1993 ~ 1996

Chairman,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fessor, Department of Life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tanding Representative, Daegu Civic Group Solidarity Conference
Member,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for Education Innovation
Visiting Senior Research Engine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Research Associate, Univeris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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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Inclusive Korea 2021｣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능후 前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님 등 행사를 함께 이끌어 주시는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진행될 컨퍼런스는 K-방역, 한국판 뉴딜, 포용사회, 공정사회 등의
키워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4년간의 여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께 마음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 가는 세계 선도국가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이나, 우리는 방역과 경제 위기의 극복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계층
간 단절을 극복하고 불평등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포용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지혜가 함께 모아지기를 기대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시의적절한 시기에 그간의 공과를 정리하고 ‘회복과 도약’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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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위기와 혁신, 그리고 포용
Crisis, Innovation and Embracement

[Keynote Session]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
A Strong Government
Tackling the COVID-19 Crisis

Keynote Speech 1

포용과 혁신의 힘 – 위기를 발판으로 도약하는 한국
The Power of Inclusion and Innovation
- Korea Using Crisis as a Stepping Stone to New Opportunities

박능후ㅣ경기대학교 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
Neung Hoo ParkㅣProfessor, Kyonggi University

(Former Minist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0







2004.03 ~ 현재
2017.07 ~ 2020.12
2016.01 ~ 2016.12
2008.07 ~ 2009.06
1998.05 ~ 2004.02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04.03 ~ Present
2017.07 ~ 2020.12
2016.01 ~ 2016.12
2008.07 ~ 2009.06
1998.05 ~ 2004.02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Minister,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resident,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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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2

펜데믹 대응: 우리는 다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가?
Pandemic Preparedness:
Are We Ready for the Next One?

앨런 번스타인ㅣ캐나다고등연구소 소장
Alan BernsteinㅣPresident, CIFAR







2012 ~ 현재
2010 ~ 2012
2000 ~ 2010
1994 ~ 2000
1985 ~ 1994

캐나다고등연구소 소장
글로벌 HIV 백신 기업 상무 이사
캐나다 보건연구소 소장
새뮤얼 루넨펠드 연구소 연구소장
새뮤얼 루넨펠드 연구소 부국장







2012 ~ Present
2010 ~ 2012
2000 ~ 2010
1994 ~ 2000
1985 ~ 1994

President & CEO, CIFAR
Executive Director, Global HIV Vaccine Enterprise
President,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Director of Research, Samuel Lunenfeld Research Institute
Associate Director, Samuel Lunenfeld Research Institute

Keynote Session_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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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ession_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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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ession_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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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The Korean New Deal
and the Government Opening up the Future

Chair

홍장표ㅣKDI 원장
Jang-Pyo HongㅣPresident, KDI

38








2021.05 ~ 현재
2018.07 ~ 2020.12
2017.07 ~ 2018.06
2014.02 ~ 2015.02
2014.01 ~ 2015.12
1991.03 ~ 2021.05

KDI 원장 및 KDI 국제정책대학원 총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한국지역정책학회 이사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21.05 ~ Present
2018.07 ~ 2020.12
2017.07 ~ 2018.06
2014.02 ~ 2015.02
2014.01 ~ 2015.12
1991.03 ~ 2021.05

President, KDI and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Chair, Special Presidential Committee on Income-led Growth
First Senior Secretary on Economic Affairs, Office of the President
President, Korea Development Economics Association
Director,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Policy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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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1

한국판 뉴딜과 선도형 경제
The Korean New Deal and Global Leading Economy

구자현ㅣKDI 지식경제연구부장
Jahyun KooㅣDirector, Department of Knowledge Economy, KDI








2020.12 ~ 현재
2019.12 ~ 현재
2013.01 ~ 현재
2019.04 ~ 2020.04
2017.05 ~ 2017.11
1996.01 ~ 2013.0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KDI 연구위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일자리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은행 차장








2020.12 ~ Present
2019.12 ~ Present
2013.01 ~ Present
2019.04 ~ 2020.04
2017.05 ~ 2017.11
1996.01 ~ 2013.01

Member,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Director, Department of Knowledge Economy, KDI
Fellow, KDI
Member,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Committee
Research Fellow, Presidential Committee on Jobs
Senior Economist, Bank of Korea

Session 1_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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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_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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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_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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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_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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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_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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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_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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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_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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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_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53

Presentation 2

탄소중립2050과 에너지 대전환
A Carbon-Neutral 2050 and the Energy Transformation

윤순진ㅣ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Sun-Jin Yunㅣ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person, 2050 Carbon Neutrality Commission)

54











2021.05 ~ 현재
2005.08 ~ 현재
2020.12 ~ 2021.05
2018.06 ~ 2021.06
2018.01 ~ 2019.12
2017.12 ~ 2021.05
2017.05 ~ 2021.03
2011.08 ~ 2012.07
2001.09 ~ 2005.09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장)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방문교수 (풀브라이트 방문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1.05 ~ Present
2005.08 ~ Present







2020.12 ~ 2021.05
2018.06 ~ 2021.06
2018.01 ~ 2019.12
2017.12 ~ 2021.05
2017.05 ~ 2021.03




2011.08 ~ 2012.07
2001.09 ~ 2005.09

Chairperson, 2050 Carbon Neutrality Commissio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pers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Chairperson, Korea Energy Information Culture Agency
President, Korea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Sociology
Commissione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Chairperson, Executive Committee for
One Less Nuclear Power Plants and Energy Policy Committee
Fulbright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Maryland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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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_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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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_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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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ing Points on Prof. Yun’s Korea carbon
neutrality paper
□ I want to first thank Prof. Sun-Jin Yun for inviting me to comment on her paper, and
the conference organizers for assembling an excellent program on a set of critical
topics not only for Korea but also for Korea’s leadership on the global stage.

□ We are facing a critical period this year as a global community.
○ By now we all know the urgency of the issue and the scale of the challenge. Korea
is now navigating a difficult challenge of reaching a high-ambition climate pathway
for Korea that also supports a vibrant economy and provides broadly shared
benefits.
○ Fortunately, there are reasons to be hopeful. Changes in our global politics,
expanded public support and actions from across all of society, and the dramatic
decreases in costs for many clean technologies, have given our leaders a real
opportunity to take action to set the world on a path toward successfully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 In light of this rare moment for action, Prof. Yun’s paper makes many excellent
points; because of my limited time I would like to focus on three to highlight in my
comments.
○ The first point is the very important progress we have see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cent months to ratchet up ambition to keep warming under 1.5
degrees, and Korea’s important leadership role. As Prof. Yun notes, climate science
finds that global carbon neutrality by roughly mid-century is crucial to achieve 1.5
degree goal. Korea, along with doze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s now
pledged to reach net-zero emissions by 2050. Korea’s leadership as an advanced
economy is also encouraging developing nations to put forward carbon neutrality
pledge, and I applaud this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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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cond point made in Prof. Yun’s paper is the importance of action across
diverse parts of society. She points how not only national governments, but also the
private sector globally has increasingly been taking on new commitments—
commitments like 100% renewable energy, 2050 net zero, and more. In fact, work
that our research team has been doing in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few years
has demonstrated the central importance of “all of society” approaches on climate
action that can be robustly built by ambitious national policies rooted in support and
commitments from subnational actors and the private sector. While the exact
policies of such All of Society approaches will vary by country, diverse actors in all
countries will need to evaluate what they can do working with their governments,
to achieve the high levels of ambition needed to reach net zero pathways.
○ A third critical point made my Prof. Yun is the importance about thinking of the
coming rapid economic transition as one of opportunity. And that means not only
opportunity for some, but opportunity for all. As all of our countries continue to move
quickly toward a low-carbon 2030 and 2050, we must also look to ensure that the
benefits are broadly shared, and that the economically vulnerable are not left
behind.

□ As Korea seeks to navigate this pathway, several next steps stand out as critical.
○ First is for Korea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national climate strategy that will
guide action for the next decade, and as part of that, President Moon recently
committed, at President Biden’s climate leaders summit, to a new and enhanced
NDC or 2030 climate target. Korean leadership to join the U.S., Europe, UK, Canada,
Japan, and other countries who have put forward NDCs of high ambition, in line with
the science. While national circumstances vary, 2030 targets like those offered by
Canada (40-45% reductions), Japan (46-50% reductions) and the U.S. (50-52%
reductions) present reasonably good comparisons to the Korean situation, and a
significantly strengthened NDC will be critical to achieve a pathway to its goal for
carbon neutrality.
○ For any country, including Korea, long-term pledges must be matched with actions
on the ground. Korea has already taken a big step in this direction with the
moratorium on new coal builds and a commitment on halting coal finance. As Korea
develops it climate strategy, similar levels of action can be part of concrete polic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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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emissions across all sectors and all greenhouse gases. I recognize that my
own country of the United States also has work to do to achieve our high ambition
2030 and 2050 numbers, and I believe we have several pathways that can allow us
to get there.
○ In the Korean context, many such opportunities seem to be quite potentially
valuable, and many experts there have already been discussing strengths and
weakness of different approaches. Collaborative research that our center has been
involved in has highlighted a few of these types of possibilities. For example, since
Korea has been very successful at a no new coal policy, this could be enhanced by
halting lifetime extensions for existing coal and accelerating their retirement. In
transportation, Korea is well positioned to be a globally leading nation in both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vehicles, so could consider policies to accelerate
deployment of these technologies. In buildings and industry, accelerated
electrification and efficiency measures would be helpful to transition rapidly
enough.

□ Given both the immense challenge of reaching the 2050 neutrality goal, and the
real and near-term opportunity for Korea to set itself on a pathway that will realize
a new growth pathway toward that climate-friendly future, the new Carbon
Neutrality Committee seems to have a very important job. Addressing climate
change in every country will require an all-of-society effort that also draws from
the nation’s best analytical thinking and policy ideas. I give my best wishes and full
support to Prof. Sun and the entire Carbon Neutrality Committee as they undertake
this important work, which will be important not only for Korea’s future but also for
our global ability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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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 2050 탄소중립
○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와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여건 상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와 국제관계상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예상 보다 긍정적으로 논의 중

□ 2030 NDC 상향
○ 전 세계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상, 국제 논의의 초점은
2050 보다는 10년 뒤인 2030년 배출량으로 이동
○ 2050 탄소중립은 30년 뒤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전제로 하는 목표이나, 2030년은 현재 실현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달성해야 하며, 이행과정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자발적인 목표이나
구속력이 강함

□ 2030 NDC 상향 얼마나 해야 하나?
○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에 동참하되,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목표 설정 필요
- 즉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을 모두 활용 필요
○ 상향식 목표 설정은 각 분야의 감축잠재량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 진단이 필요
○ 하향식 목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 설정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의 NDC 상향 노력에
상응하는 목표 설정도 하나의 방법임
- NDC 상향 노력은 (1) 최근 NDC를 상향한 주요국가(미국, EU, 일본, 독일, 영국)의 NDC
상향률((신규 감축률 – 기존 감축률)/기존감축률)과 (2) 2017년(우리나라 NDC 기준연도)
대비 신규 NDC들의 감축률로 평가 가능
○ 두 가지 평가 방식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NDC는 기존 2017년 대비 24.4% 감축에서 최소
31.3%에서 51.7% 감축으로 상향 필요
○ 이 수치는 우리보다 감축여건이 낫고 선진국인 국가들의 감축 노력이라는 점에서 우리 NDC
상향의 상한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 국가의 NDC 상향으로도 1.5도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연구기관들의 평가를 감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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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변화
○ 예전에는 지자체 간 상호작용 증가와 광역교통망의 확충에 따라,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하지만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메가시티나 행정구역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되고 있음
○ 김태영 박사님의 발표 자료에는 메가시티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음

□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은 공멸로 이어질 수 있음
○ 수도권은 집적의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높은 집값; 낮은 출산율; 낮은 삶의 만족도 등
○ 반면에 비수도권은 집적의 경제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 재생비용의 증가, 인프라 유지비용 증가 등
○ 안타깝게도 이러한 수도권 일극화가 갖는 ‘(공멸 위기의)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본 기존
연구는 없음
○ 인구 500-700만 정도의 지역 대도시권을 국가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키울 수 있음:
서울보다 약간 더 큰 싱가포르의 인구는 570만 정도; 서울의 두 배인 홍콩의 인구는 750만 정도
à 우리나라의 경우, 3-4곳 정도로 국가적 경쟁력을 지닌 대도시권을 키울 수 있음

□ 지역 대도시권 육성 정책 시 유의할 점
○ 광역연합이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됨 à bottom-up 방식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함
○ 하지만 중앙정부의 역할도 큼. 특히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 1.
중앙정부의 역할은, 대도시권 간 중복적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지방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것임(e.g. 특화산업의 중복투자 방지); 2.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의 제공(e.g. 앵커기업 개발권 부여(원형지 개발 포함), 세제
인센티브, 이주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제공); 3. 지역 거점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 à
대학-기업의 연계 프로그램에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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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으로는, 대도시권 육성 정책에 맞춘 지방분권의 모습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함

□ (교통/통신 환경) 비수도권의 취약한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개선
○ 기본적으로 비수도권의 광역인프라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없음. 경제성분석은 수요에
관한 과거추세를 기반으로 하는데, 비수도권은 수요가 점차 감소되어 왔기 때문
○ 비수도권의 경우는, 수요가 있어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논리보다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

□ (정주 환경) 지역인재가 선호하는 정주환경 구축
○ (Do Jobs follow people or people follow jobs? 논의) 예전에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특징을 보였는데, 지금은 일자리(기업)이 인재들을 찾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à
혁신성장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는 것은 이러한 혁신인재의 분포와 관련성이 큼
○ 결국은 혁신인재들이 어떠한 정주환경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메가시티 논의와
연결해야 함

□ (일자리 환경)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생태계 구축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필요
○ 중앙정부-지방정부-대학-지자체-민간기업 등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산업생태계의 구축 à
여기에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캠퍼스 혁신파크’ 및 ‘도심융합특구’ 등의 사업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일자리’와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공간 플랫폼에 대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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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Care and Public Healthcare
Strengthening: Discussion
Discussant: Jangho Yoon, PhD, Division of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Biostatistics, F Edward Hebert School of Medicine,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Bethesda, MD, USA. Email:
jangho.yoon@usuhs.edu.

This discussion note touches on five key points that are complementary to Prof. Lim’s
presentation and may serve as an additional guidance to public healthcare system
strengthening efforts in Korea.

1. Pay more attention to the increasing presence of multiple comorbidities and
mental-physical comorbidities in elevating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 A continued growth of chronic conditions is clearly an increasing concern in Korea
and elsewhere. Further, the rising presence of multiple comorbidities, defined as
the presence of one or more conditions in the same person, is an increasing concern
in Korea and in other developed countries.1-4 Affecting over 40% of adults in the
U.S. (42% in 2014), multiple comorbidities have a profound impact on poorer health
outcomes,1, 5-9 health care utilization,1,10 and health care expenditures.10,11
□ It also should be noted that a growing number of patients are affected by chronic
mental-physical comorbidities, defined as co-occurring chronic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For example, in 2014 mood disorders and anxiety disorders
together tied lipid disorders as the second most common chronic conditions in the
U.S. adult population (21.6%) following only hypertension (27.0%).1 It is well
documented

that

severe

psychiatric

disorders,

such

as

schizophrenia,

schizoaffective disorder, bipolar disorder,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 often
co-occur with other physical chronic conditions such as cardiovascular disease,
hypertension,
,12,13

mellitus

HIV,

obesity-related

cancer,

hyperlipidemia,

as well a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and

diabete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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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esigning the health care system in response to the changing population disease
profile should involve concurrent changes to health insurance policy and healthcare
workforce policy that would enable successful healthcare system transformation. It
is because healthcare delivery reform efforts cannot be successful, without
supportive financing mechanisms and ready workforce.

2. Institute ‘patient-centered value-based care’ with emphasis on disease prevention,
primary care and care coordination, as an integral part of healthcare delivery reform
□ As the Presenter accurately assesses, the current provider-centered care delivery
system is not well equipped to address an ever-growing presence of chronic
conditions in the Korean population.
□ Prior research in this area underscores a clear need for improvements in care for
patients with multiple conditions, especially those with multiple comorbidities as
the presence of multiple chronic conditions may result in difficulty for care
coordination and increased health care costs.
□ Modern integrated care delivery models such as patient-centered medical home
(PCMH) and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represent patient-centered and
value-oriented alternatives to the current fragmented care delivery system in
Korea. The recent proliferation of ACO in the U.S. is in large part due to the plausibl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se delivery models could improve quality of care and
control costs. They particularly suited to address the complex needs of patients with
chronic conditions and multiple comorbidities.
□ Also, it is my observation that physical and mental/behavioral health has often been
treated separately in Korea. However, mental and physical health are closely
intertwined, and therefore cannot and should not be addressed separately by the
healthcare system. A care delivery model that integrates mental and physical
healthcare may better address the complex needs of patients with multiple
mental-physical comorbidities, and may be crucial to addressing health inequalities
while addressing the cost burdens of chronic conditions.
□ One of such public healthcare delivery models is particularly noteworthy. In 2012
the State of Oregon began enrolling Oregon Health Plan (OHP) beneficiaries in
Coordinated Care Organizations (CCOs). OHP is Oregon’s state-run Medic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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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for the poor and disabled. To date, Oregon’s CCOs provide care to more
than 90 percent of Oregon Medicaid beneficiaries.15 A CCO is a local network
of providers and payers that have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quality and cost
of patient care. CCOs: 1) explicitly integrate mental, physical, and oral health care;
2) emphasize primary care, disease prevention and care coordination through
patient-centered medical homes; 3) receive risk-adjusted capitated global
payments; and 4) participate in pay-for-performance arrangements including,
among others, enrollment in patient-centered medical homes, well-care visits,
depression screening, and follow-up after hospitalization for mental illness.
□ I believe transforming the current Korean healthcare system to this or similar
delivery model will be also supportive of Korean government’s continued efforts to
strengthen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ding health insurance benefits
necessarily involves an increase in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NHE). In this
context, disease prevention and effective care management through enhanced
primary care may address an increase in NHE, not necessarily sacrificing quality.
In particular, emphasis on complex patients with chronic conditions may address
increases in NHE while address health inequalities.

3. Public healthcare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healthcare system
□ The healthcare market is characterized by substantial information asymmetry and
agency problem. So, it is quite predictable that the healthcare market would always
fail in various ways, affecting individuals in low-income social minority groups the
most. On the other hand, the market-based healthcare system allows for greater
efficiency and consumer choice than a more regulated system. Therefore, I believe
a new paradigm of public healthcare should address both proactive and
complementary nature of the healthcare system.
○ Public healthcare should be proactive in improving population health through
various public health activities (e.g., health education, disease surveillance,
preventive services) that would benefit the entire community.
○ Public healthcare also should be complementary in order to address needs of the
patients who fall through the cracks of the private healthcare market.
□ For example, in the U.S., public hospitals owned by governments represent
approximately 22% of all U.S. hospital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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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et. Compared to other private hospitals, they serve more patients who have
low income, are uninsured, or are covered by Medicaid. They serve a critical role as
teaching institutions, often the first choice for trauma center, and provide a large
amount of unreimbursed care. Also, not-for-profit private hospitals, which
somewhat resemble public hospitals in Korea, and public hospitals tend to locate
themselves in low-income communities, compared to for-profit private hospitals.
□ Community health centers (CHC) have also played an integral role as the nation’s
healthcare system for more than 50 years.
○ CHCs are a complementary element of the U.S. healthcare system as they deliver
neighborhood-based critical primary care tailored to the unique cultural, social,
and health needs of the diverse communities they serve, both urban and rural.
○ CHCs are also a proactive element of the U.S. healthcare system as they benefit
the entire community and nation by providing a variety of essential public health
services, such as monitoring health status to identify community health
problems, offering health education, investigating health hazards in the
community, and developing community health policies.
□ Research shows that CHCs: 1) reduce mortality and health disparities, and 2)
generate $24 billion in savings for the entire health care system annually.
□ Therefore, we can deduce that supporting public healthcare for low-income social
minorities and residents outside of major metropolitan areas in Korea does not just
make a political sense, but it also could be an economically prudent choice.

4. Evaluate unintended consequences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extension
□ Although the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has reduced household health
expenditures, it appears to have led to the growth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through the so-called moral hazard, which is a predictable response to coverage
expansion. Coverage expansion has also been accompanied by the so-called
balloon effect of non-covered services. Unfortunately, MoonCare’s strategies to
addressing the balloon effect do not seem to produce desirable outcomes, and
there is need for a systematic management of non-covered services. Creating and
maintaining a national database of non-covered services could be a potentially
viable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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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t takes more than healthcare
□ It is my observation that the concept of healthcare is still being narrowly defined as
being medical care-centered.
□ We should start thinking beyond just healthcare in all health policy discussions. It is
never enough to emphasize that there are other equally-important determinants of
population and individual health,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oH) such as
housing and employment.
□ Investing in public healthcare is an effort to directly address market failure for
low-income social minority populations, and therefore SDoH is particularly relevant
for public healthcare.
□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U.S. healthcare systems of all kinds are currently
moving beyond clinical care alone to connect patients to resources that support
food access, housing, employment, transportation, and other social determinants―
a broad-based approach to patient care that has echoes in the CHC model.
□ It is also noteworthy that accountable care delivery models are increasingly
incorporating SDoH as a key conceptual component of integrated care delivery. This
is a bold acknowledgment of the fact that addressing health inequalities can be
effective when both equal access to healthcare and SDoH are jointly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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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hasize the turning points in the Moon-Jae In policies:
○ rupture with the limitation in public spending, especially social spending (whereas
Kora had always a very low level of social spending amongst OECD countries). A
move towards domestic-demand led growth?
○ rupture in the type of policies implemented, when it was mostly focused on
investment, and not so much on redistribution and compensation. Increase in the
compensatory spending,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elderly and for the outsiders
(numerous in Korea: low skilled, independent workers (shop keepers).
○ rupture in the traditional familialization (children should take care of their parents if
they have difficulties)
○ Is de-familization complete? especially towards the elderly. No more conditions for
the poor elderly to receive income benefits without having to ask their children first?
What about the pension system, why not delivering better pension right now?
○ are social policies sufficiently targeted at the biggest losers of the labour market:
low skill persons, independent workers, women? (see the high degree of dualization
of the Korean Labour market)
○ Redistribution is great, but what about the state of social investment?
○ Social investment was more used to increase labor market participation (especially
of women, with the increase in childcare, support for children). What about the
failure in increasing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research have shown that
low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is due to the way work is organized, with long
hours of work, and high level of hierarchy and sexism)?
○ still low rates infertility. Why? Cost of education? Difficulties for women to have a
career and more than one child? Parents to cater for while educating (and paying for)
children?
○ Social investment was more used to increase labor market participation. But what
about the function of investing in skill creation? Increase the capacity of Korea to
enter a knowledge-based innovative economy, capable of producing dynamic
services. Is the organiz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apt at delivering this? Highly
elitist, selective and expensive educational system runs the risk of limiting the

168

Inclusive Korea 2021_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number of high skill people. Alos, the type of education (based on learning by heart
and obeying may not be in line with the need of creativity and soft skills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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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state and inclusive growth
○ Dr Sung-Eun Jo provides an important and welcome discussion of the recent
expansion and the underlying policy changes with regard to the Korea Welfare
State. Public social expenditure – a key indicator on the importance of Welfare
States, in Korea has grown markedly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shows that public social expenditure increased
form 2.5% of GDP in 1991 to 10.8% of GDP in 2018, even though that is just over
half the OECD average at 20% of GDP.
○ A 2014 study by KIHASA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included a scenario whereby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Korea would increase to
26.6 % of GDP in 2050 the second lowest after Canada (22%), with many countries
in the 30 to 40% range.
○ Public expenditure on pensions (including survivor payments) increased form 0.8%
of GDP in 1991 to 3.1% of GDP in 2018; public expenditure on health increased
fourfold from 1.2 to 4.8% of GDP , and from 2002 to 2018, public spending on family
support increased more than tenfold from 01% of GDP to 1.2% of GDP
○ There is a range of reasons for the increase of social spending, including:
- the maturing of pension saving systems, and the introduction of social pensions
- the increase in prices for services, e.g. health services,
- greater access to benefits, e.g.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s to
increase access to livelihood support
- extending of coverage of paid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support as well as
childcare systems.
○ To make welfare policy more inclusive and contribute to continued labour force
participation is not just a public responsibility, but also involves workplaces
(employers and unions) as well as workers (fathers and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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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elp them do so, public policy could include - Increase parental leave benefit payment rates e.g. through take leave for a
shorter period at a higher payment rate
- Consider extending the new child allowance to all children until adulthood
- Extend support to help young people and families looking to buy or rent
accommodation

□ Maintain consistency and support level of family policy to generate trust
○ Workplaces
- Expand opportunities for regular employees to work part-time, with pay reduced
proportionally, but continued career opportunities
- Strengthen measures to tackle discrimination and promote gender equality at
work
- Enhance flexible working opportunities: the COVID-19 pandemic may have
increased awareness and opportunities to work from home and use other flexible
work options.
- Monitoring of maximum working hours legislation
○ Parents
- Dare to Share: unpaid work in and around the house is shared unequally across
men and women less than an hour per day by men, more than 3,5 hrs per day by
women. Among younger generations attitudes are changing, general societal
workplace patterns have to be consistent.
- key challenge for Korea: Reduce the costs (in time and money) of child education
∙ e.g. through Increased investment in public schooling to reduce the need for
private education

Background information
OECD (2019), 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 https://www.oecd.org/fr/publications/

rejuvenating-korea-policies-for-a-changing-society-c5eed747-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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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1. 발표내용의 전체 기조 <돌봄의 사회화>에 공감
□ 한국의 돌봄 체계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가구/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적 돌봄 중심 체계를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를 규정한 제반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
○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의 명확한 권리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확장된
사회서비스 개념은 개별 서비스를 공급하고 확대하며 전달체계를 정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향후 빠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돌봄 서비스 등 핵심 보건복지서비스를
규정하는 개념정비와 제도정비가 필요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개념과 그에 따른 정책들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수용이 필요
○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방식과 재정방식 어느 것으로도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이나 사회부조와 구분되는 다른 범주의 제도로 규정하기보다 어떤 사회서비스를
사회보험 방식에 따라 공급하고, 다른 사회서비스를 일반재정에서 투입해야 하는지 가닥을 잡는
일이 더 시급

2.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 개혁의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음
□ 한국사회는 빠른 인구고령화에 대비할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이중의 충격(double shock)을 받게 될 개연성이 큰 상황
○ 이중의 충격이란 ①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인한 높은 노인 빈곤율, ② 노인돌봄체계
미정비에 따른 노인 돌봄의 공백문제를 지칭
□ 문제는 현재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향후 수년 내에 세대, 계층 간 갈등이 격화되어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기 힘든 정치적 환경에 진입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
○ 많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이미 공적연금제도 등을 개혁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요양보호(LTC)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사회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
제시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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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후소득보장정책과 돌봄 정책을 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장단기 개혁플랜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
○ 위의 두 정책영역에서 국가의 공적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개별가구와
구성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서 그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3. 노인돌봄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과제
□ 발표자가 강조한 것처럼, 돌봄의 사회화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
□ 장기요양 등 노인 돌봄의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필요
○ ①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② 공급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한 근로여건과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③ 제도적 측면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증가하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
□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정책방향이지만,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열려있는 접근방식이 필요
○ (돌봄 정책의 기본방향) 돌봄 서비스 공급자의 근로조건과 임금 그리고 서비스의 질 관리는
정부차원에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 서비스 공급자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임금과 서비스 질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임
○ (서비스 확장기의 과제) 현재 돌봄 서비스 공급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수요자 중심 접근과
공급자 중심 접근 간의 충돌의 양태를 나타내기도 함.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경험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 명확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조정방안이 시급
○ (정부의 인프라 확충전략) 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어떤 서비스를 중심으로 직접투자를 확대할 것인지 선택이 필요. 민간공급자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 (공공성에 대한 열려진 접근) 필자가 언급하는 공공 돌봄에 대한 우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13~15쪽)은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공공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잘 담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지역사회 공유형 인프라는 향후 커뮤니티 케어 등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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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적정한 근로조건과 임금의 보장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전제조건. 하지만 개별가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 어떤 서비스를 어떠한 방식, 예를 들면, 사회보험방식이나 재정방식에 따라 공급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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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 Present
2011.09 ~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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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Ⅰ.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
안녕하세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대근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오랜 시간 우리
시민사회의 요청이었고, 여전히 진행 중인 미완의 프로젝트입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그동안의
개혁을 위한 노력이 상당부분 결실을 맺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성찰을 통해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고,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도록
민주적 법치국가의 전망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Inclusive Korea 2021>에서는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우리 시대 개혁의 쟁점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찍이 이 분야에 대한 선제적 고민과 깊은 연구를 하신 이국운
교수님이 발제를 통해 개혁의 당위와 필요성, 현황, 개혁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줍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진단을 넘어 발제문은 공화주의라는 관점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저는 이번 발제를 통해 우리 시대 요구되는 개혁에 대해, 가장 심오하면서도 본질적인
성찰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Ⅱ. 발표문에 대한 요약과 이해
먼저 이국운 교수님은 발제문을 통해, 국민주권의 실현 및 기본적 인권의 실현과 다원적 삶의
제도적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과 함께, 권력의 부패경향성을 대처하고 형사사법권력의 최후
수단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법치의 타락에 대한 경계와 예방뿐만 아니라
87년 헌법 이후 사회변화의 반영과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발제에서는 최근 개혁의 성과이자 현황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합니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②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③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검찰
인사제도 정비, ④ 경찰 사무의 3분화(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분화)에 따른
견제와 균형, ⑤ 인권 중심 치안행정 확립과 정보경찰 제도 정비, ⑥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업무
폐지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물론 이러한 개혁의 성과 내지 쟁점은 자의적으로 추출되거나 선별되어 다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발제문에 따르면 오늘날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는 몇 가지 우리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적 필연성을 갖습니다. ① 식민지 시대 이래의 형사사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시도였으며, 그 성과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식민지 형사사법기구와 국가주의
개혁), ② 남북의 이념대결과 한국전쟁, 군사쿠데타의 발발과 식민지 형사사법기구의 신분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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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부패 친화성(국가주의 개혁의 좌절, 왜곡, 일탈), ③ 1987년 체제 성립에 따른 민주화의
한계와 검찰의 위상 및 기능 강화(민주화와 국가주의 형사사법의 강화), ④ ‘정치의 형사사법화’에
따른 반작용으로서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담론의 등장과 형사사법의 재제도화
요청(자유주의 개혁담론의 등장과 한계), ⑤ 검찰 주도의 적폐청산과 법무부 주도의 검찰개혁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일관된 비전의 결여가 바로 현 권력기관 개혁이 갖는 역사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발표문은 개혁의 현 성과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개혁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① 공공선과 법치주의, 그리고 시민적 덕성을 통한 정치철학의 정립(공화주의 형사사법개혁론의
정립), ②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엄격히 준별하고, 사실판단의 전문성을 다원화하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수사권 다원화와 형사사법 新거버넌스), ③ 특별사법경찰 영역에서 수사기구 전문화 및
전문수사기구 조직, 자치경찰로 이양을 위한 수사인력 양성, ④ 자치경찰제를 공고히 하고 검사장
직선제 등 시민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형사사법에서 풀뿌리 자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형사
사법과정에서 시민적 자치의 강화), ⑤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을 강화하고
형사사법기구의 조직 문화를 혁신하며 법률구조를 확대하는 등 형사사법 생태계 내부에서
형사사법의 참여 주체들의 미시적 권력 균형(형사사법 생태계의 미시적 권력 균형)이 그렇습니다.

Ⅲ. 공감과 대안 그리고 고민들
언급한 것처럼 시의적절하게 분석되고 조망된 발제문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논의의 생산적인 전개를 위해서, 또 발표문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발제문에서는 자유주의적 관점이 국가주의 형사사법의 재제도화를 위한 개혁 담론의 주축으로
등장했지만, 이러한 자유주의 담론이 “형사피해자에 대한 무관심과 배제, 법률가 중심의
형사사법 운영, 형사적 치유 역량의 상실, 바람직한 삶과 좋은 사회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약화 등”의 약점을 내포하였고 나아가 “결정적으로...공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형사사법의 재제도화를 완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역사적 맥락 4). 때문에 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대안으로, 짐작컨대, ‘공공선’과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 형사사법개혁론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주의의 단초들, 이탈리아의 공화주의, 미국의 공화주의와 같은 역사적
의미의 공화주의 담론들과 ‘비지배적 자유’를 강조하는 최근 신공화주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화주의 담론이 정치적 제도와 실천으로 구현된 바는 없습니다. 심지어 신공화주의
담론은 공공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변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이론적 지형을 형성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발제문에서 강조하는 바의 “공화주의 형사사법개혁론”은 다소 요원한 목표가
아닐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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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권 다원화와 수사기구 전문화를 통한 새로운 형사사법 거버넌스를 구상하는 발제문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의 엄격한 분리(이른바 “합리성 증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新거버넌스’는 그동안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매우 설득력 있는
방향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①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이 명확히 분리(과제 1)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②
수사‘권(력)’의 다원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수사‘역량’이 분산(다원화)되거나 경계가
지나치게 나누어짐으로 인해, 오히려 수사의 전문성(과제 2)이 약화되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③ 법무부 장관의 보충적 수사
감독권(과제 1)은 인권침해에 대한 방파제가 될 수 있지만,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이 따릅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3. 그동안 논의되어 온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다름 아닌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견제로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른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대원칙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본연의 역할은 장차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전히 검찰은 직접 수사의 여지를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종결에 대한 보완의 형식으로 수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보다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역할은 ① 기소와 ② 공소유지, 그리고 ③ (경찰) 수사에 대한 인권감독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발제문은 주로 검찰을 비롯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논의와 그동안의 성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사법(법원)권력에 대한 개혁담론과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원 내 행정권력의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 특히 과거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사법농단은 사법 불신이라는 큰 폐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정 및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몇몇 사건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군사법원 및 군사재판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은 사법이 견지해야 할 최소한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한정된 지면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사법권력의 개혁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도 발제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Ⅳ. 미완의 그러나 지속되어야 할 개혁
형사사법개혁 차원의 다양한 층위의 논의와 함께 법치국가의 구조변동과 형사사법 거버넌스의
미래를 모색하는 일은 여전한 과제이자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늘 현재의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성찰, 그리고 민주적 참여를 통해 부단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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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가 그러한 노력의 과정이자 결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하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과 특히 역사와 현실에 대한 엄중한 시선을 통해 우리 시대 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발제자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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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

이은정ㅣ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동아시아대학원 원장
Eun-Jeung LeeㅣDirector,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Free University of Berlin







현재
2020 ~ 현재
2016 ~ 현재
2013 ~ 현재
2014 ~ 2017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겸 동아시아대학원 원장
한독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측 자문위원)
베를린-브란덴부르크학술원 (구 프러시아 왕립학술원) 정회원
아카데미아 오이로페아 (유럽 한림원) 정회원
한독통일외교안보정책 자문위원 (독일측 자문위원)






Present
Present
2020 ~ Present
2016 ~ Present




2013 ~ Present
2014 ~ 2017

Professor for Korean Studies, Free University of Berlin
Director,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Free University of Berlin
Advisor, Korea-German Advisory Committee on Unification
Member, Berlin Brandenburg Academy of Art and Science
(f. Prussian Royal Academy of Art and Science)
Member, Academia Europea
Advisor, German-Korean Advisory Council for Foreign and Unifi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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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
□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와 필요성
○ (절대권력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의 필요성
○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님
○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 필요

□ Meritocracy의 한계
○ 시험을 통해 선발된 권력의 정당성 – 다원적인 검증과정의 부재로 인한 권위와 신뢰의 상실
○ 권위주의적 지배체제 하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부재 – 검찰개혁 필요성의 근거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한국의 군사쿠데타 합리화 사례) vs. “행위가 발생한 시기의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체제 하에서 행해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 검찰과 사법부의 권위 실추 vs. 정치의 사법화

□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외국에서 본 시각)
○ 입법기관은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법으로부터 자유롭다?
○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을 지배한다?

□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참여
○ 사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 선출직 검사장의 전문성 검증?
○ 중앙과 지방의 입법 간의 이해갈등에 대한 조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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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3

김종철ㅣ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Jongcheol KimㅣProfessor,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2018.02 ~ 2018.07
2017.01 ~ 2018.12
2017.02 ~ 2017.12
2010.08 ~ 2011.07
2005.03 ~ 2007.0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세계헌법학회(IACL) 제10차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미국 산타클라라 로스쿨 특임방문교수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2018.02 ~ 2018.07



2017.01 ~ 2018.12



2017.02 ~ 2017.12




2010.08 ~ 2011.07
2005.03 ~ 2007.02

Vice-Chairperson, The Special Advisory Committee for Peoples’ Constitution,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Secretary-General, The Korean Organizing Committee,
The 10th World Congress of Constitutional Law 2018 in Seoul
Advisor, Advisory Committee for the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National Assembly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 School of Law, Santa Clara University, US
Advisor, Policy Advisory Committe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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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4

박노자ㅣ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
Vladimir TikhonovㅣProfessor, University of Oslo

230







2006.09 ~ 현재
2021.03 ~ 2021.08
2015.07 ~ 2019.04
2000.03 ~ 2006.08
1997.03 ~ 2000.03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문화연구 및 동방언어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국제센터 초빙연구원
유럽 한국학회(AKSE) 이사회 이사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문화연구 및 동방언어학과 부교수
경희대학교 러시아어과 강의전임강사



2006.09 ~ Present



2021.03 ~ 2021.08




2015.07 ~ 2019.04
2000.03 ~ 2006.08



1997.03 ~ 2000.03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Studies and Oriental Language,
Oslo University
Visiting Fellow, Kyujanggak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oard Member,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AKS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Studies and Oriental Language, University of Oslo
Contract-based Professorship, Russian Department,
Kyung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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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와 청렴사회 실현: 반부패 개혁 국정과제의
추진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평
1. 현 정부에 들어 한국의 청렴도가 높아진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2016년에 최악의
52위로 떨어졌는데, 촛불 항쟁,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는 그 여파와 일련의 정책 효과가 있어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 33위에 도달했다.
2. 그러나 “청렴도 33위”는 결코 안심해서 안될 수준이다. 구매력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의
세계적 랭킹 (36위)과 대략 비슷하고,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과 대체로 비슷한 청렴도지만,
예컨대 일본 (19위)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랭킹이다. 물론 싱가포르 (3위)나 홍콩 (11위) 등
아시아권 고(高)청렴도의 사회들과 여전히 격차가 크게 나지만,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종래의 정경유착 등의 구도가 유사한 면들이 많기에, 일본보다 낮은 랭킹이라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기대만큼 진척이 크지 않았다면 이야기도 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상 초장기
1당 집권의 정치 구조인 반면, 한국은 양당제가 잘 안착된 경우다. 그런데도 아직 청렴도 제고의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놓여 있다.
3. ‘국제 투명성 기구’가 10개 안팎의 단체, 기관으로부터의 점수를 수렴하여 청렴도 랭킹을
매기는데, 한국에 특히 평균에 못 미치는 점수를 준 것은 Political and Economical Risk
Consultancy (PERC)과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다. PERC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경영 활동에 있어서의 부패의 정도이며, EIU같은 경우에는 공공 자원의 사취, 그리고 뇌물
수수 관행 등을 주로 조사한다. PERC가 한국에 준 점수는 평균보다 13점이나 낮았고, EIU의
점수는 12.4점이나 평균 이하였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업’과 ‘국가/공공부문’의 접촉면에서는
종종 부패가 발생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원인과 개선의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4.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은, LH 투기 사태가 계기가 되어서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그 법이 오랫동안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었던 것은, 부패방지를 위한 입법 메커니즘의
미비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약 200만 명 정도
될 것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5-6백만 명일 것이다. 대한민국 총인구의 10분의 1이다. 그들과
관계되는 사적 이해관계자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과연 현재 시스템으로서 가능할 것인지,
제3자가 연루된 차명 거래까지 어떻게 관리, 통제할 것인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기도 한다.
5. LH 사태 같은 공직자 부패 스캔들은 다수의 공분을 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정국 전개 요인으로
작용되지만, 사실 부패라는 현상은 언론이 크게 다루는 “스캔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구조”의
문제다. 고시 준비를 약 3-4년 동안 하는 등 돈과 노력 등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공직자가 된
사람들은 폐쇄적인 소사회를 이루고 대규모의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운영한다. ‘이윤’이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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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된 신자유주의적 사회에서는 이들의 보상 요구 심리로 인한 공공재 사취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억제하기란 절대 쉽지 않다. 결국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이 약화되고 상명하복식 지휘,
통제 체제가 ‘민주화’될 수 있을 것인가가 부패방지의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6. 2년 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에 대한 질문에서도 일반 국민
83.7%가 긍정적으로 답해 특혜가 있다고 봤다. 과연 공직자 퇴직 이후 유관 분야에 취업에
있어서의 법정 제한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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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5

류동민ㅣ충남대학교 교수
Dong-Min Rieuㅣ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20.05 ~ 현재
1998.09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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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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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 D. Acemoglu는 포용적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또한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p.119)
→ 사실상 사유재산권 보장이 핵심. 너무 추상적이라 설명력이 약함(or 모든 것을 설명 가능함!)
□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라면, 각 경제주체는 일정한 시간지평 하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 가능할 것임. 재벌의 시장지배력 남용도 결국 관련 경제주체들(협력업체,
중소기업, 소비자 등)의 경제환경을 예측 및 계획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데에 있을 것. 오너쉽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 또한 무엇보다도 종업원, 나아가 주주 등의 예측과 계획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력으로 작동함

□ 포용적 성장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3가지 핵심 축으로 상정할 때, 과연 공정경제
개념이 기업 간의 문제뿐인가? 소득주도성장=소득격차 완화(를 통한 성장), 혁신성장=창의적
기업 활동 촉진이라면, 공정경제를 대기업집단 규제만으로 이해하는 경우 간과하게 되는
영역들이 존재함. 마치 소득 주도 성장론이 결과적으로 자산격차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과
유사함
□ 한국 경제의 주요 모순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등의 영역(이른바 갑)과 영세자영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영역(이른바 을), 두 영역 간의 대립에 있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수단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노동 등이 다양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힌 것도
이러한 대립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가?
□ 이러한 모순의 해결은 시장의 민주화(혹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만으로는 어려울 것임.
생산현장과 기업 내 민주주의의 필요성(오너 vs. 소액주주의 문제만은 아님). 물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최근 젊은 세대의 공정담론은 포용적 경제제도의 영역 안에 편입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의
차이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지? 개별 행위자의 관점에서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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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영역의 질적 격차가 심화함에 따라, (1) 어떻게 해서든 전자에 편입되어야 하며, (2)
전자에 편입된 이들의 정당성을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가 형성됨. 공정경쟁 담론은 (2)를
겨냥하는 반면 (1)의 문제는 건드리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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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6

이화령ㅣKDI 연구위원
Hwa Ryung LeeㅣFellow,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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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질서와 시장의 민주화
(김윤정 연구위원 발표)” 토론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 움직임을 경제력집중 억제,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갑을관계 규제, 사인의 권리구제수단 확보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정책의 의의를 설명
□ 앞선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공정거래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및 범위는 커지고 있어 이에 발맞춘 정책집행체계 변화가 요구되고, 디지털 경제
또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
□ 경제력집중과 사익편취는 대기업집단 규율. 시장집중, 일반집중, 소유집중에서 시장집중은
경쟁당국의 핵심 업무에 해당. 그러나 발표에서 다루어졌듯 일반집중과 소유 집중도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하락시키며 시장집중을 심화시키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어
공정거래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유럽 등 해외주요경쟁당국에서도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면서 경제력이
소수의 빅 테크에 집중되는 일반집중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보임. 지난 해 큰 관심을 모으며 발간된
미국 국회의 antitrust subcommittee의 리포트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이 언론,
혁신, privacy와 데이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우리나라도 기존의
재벌 위주 논의에서 앞으로 제기된 디지털 conglomerate에 대한 것으로 논의를 변화 및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다음으로, 최근 갑을관계 규율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음. 그러나 이렇듯
공정위의 역할이 커지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공정거래정책
본연의 경쟁주창 기능이 compromise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따라서 갑을관계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 소비자원, 지자체 간의 협업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디지털경제에 있어서는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업체간의 갑을관계와 불공정거래 또는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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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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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Snyder comments for Inclusive Korea session on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keeping Government Sang Ki Kim paper: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the Maintenanc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participate virtually in today’s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first four years of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o comment on
the paper by Dr. Sang Ki Kim, which evaluates the Moon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on remaining tasks to be
accomplished by the end of the Moon administration.
□ The paper asserts that a major accomplishment of the Moon administration involves
the actions Moon took to re-open a pathway to peaceful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pathway appeared to have been closed at the time Moon
became President by diametrically opposed posi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on the legitimacy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rising tensions
in 2017 resulting from North Korean missile testing and President Trump’s
rhetorical escalation in response to North Korea’s intensive ICBM testing.
□ I agree with Dr. Kim that President Moon’s actions intended to avert U.S.-North
Korean conflict were a major accomplishment of his administration and that Moon
deserves credit for his intermediary role and successful efforts to reopen
U.S.-North Korea diplomacy. But I disagree on the centrality of Moon’s pledge to
postpone military exercises as a factor contributing to Moon’s diplomatic
breakthrough.
□ I do not believe that Moon’s pledge to postpone military exercises on December 19,
2017 was central to Kim Jong-Un’s decision to pursue summit diplomacy in 2018.
First, Kim Jong Un had already signaled the possibility of a pause in missile tests
following its successful November 28, 2017 test of the Hwasong-15 with Kim
Jong-Un’s declaration that “now we have finally realized the great historic cause of
completing the state nuclear force, the cause of building a rocket power.” The
successful tests enabled Kim to shift from testing to diplomacy from a position of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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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Trump had already signaled openness to possible summitry with Kim Jong
Un in a secret message conveyed by UN Political Undersecretary Jeffrey Feltman
to North Korean senior officials during a December 2017 visit to Pyongyang. I
believe these developments were as significant to Kim’s pursuit of summitry if not
more so than the postponement of military exercises.
□ These enabling conditions still required South Korea’s intermediary role, but it was
not easy, and Moon showed great perserverance. Moon’s efforts to engineer a
meeting between US and North Korean senior officials at both the opening and
closing Olympic ceremonies failed. Pence and Kim Yo-jong stood in the VIP box, but
never met. This necessitated Moon’s decision to send a special envoy a week after
the end of the Olympic games. The third time was a charm. I credit Moon’s
persistence in establishing a needed dialogue link between Trump and Kim, even
pursuing a secret inter-Korean summit at Panmunjom in late May that helped to put
the Singapore summit back together on very short notice.
□ I believe that North Korea deeply understands the purposes and importance of
mutual deterrence in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This understanding is
clearly signaled through North Korea’s nuclear project, a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establish mutual nuclear deterrence, which the North Koreans clearly regard as
a more stable, desirable, and symmetric situation than the decades long
vulnerability they felt facing a U.S. nuclear threat with no adequate defense option
against such a powerful weapon. North Korea might characterize the U.S. policy as
hostile and might demand unilateral security concess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ut it has not been clear that they value the concessions they are
demanding or are willing to match them with reciprocal self-restraint measures.
Instead, they seek to pocket unilateral security concessions that might provide a
basis for future exploitation. Still, it is worth continuing to probe possibilities by
keeping the diplomatic conversation open.
□ I agree that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test North Korea’s commitment to mutual confidence-building and tension-reduction
measures. But the steps taken have been largely symbolic and were not fully
reciprocated by the North. Instead, South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CMA has
been largely unilateral. The CMA has tangibly lowered tensions and has resulted
in a revised US-ROK military posture toward North Korea, but it has not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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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al breakthrough. I regard the CMA as an accomplishment for Moon, but
one that revealed the fundamental unwillingness of North Korea to embrace
peaceful coexistence as an alternative to military deterrence as a source of security.
Ultimately, the failure to sustain momentum in inter-Korean relations more than
anything else has exposed North Korea’s unwillingness to serve as Moon’s partner
in peacebuilding.
□ Having successfully brought Trump and Kim together in 2018, can Moon reprise his
accomplishment as intermediary with Biden in the coming months? I see some
significant obstacles, primarily related to fallout that occurred in the gap between
the 2018 Pyongyang summit and the failure of the 2019 Hanoi summit. I believe that
developments during this critical period—combined with American analytical
conclusions about the limits of Kim’s credibility resulting from the Hanoi
experience—have damaged Moon’s capacity and margin to play an intermediary
role. In advance of the Hanoi summit, Kim appears to have overestimated Moon’s
ability to influence Trump and both Kim and Moon appear to have overestimated
Trump’s desperation to make a political deal that would have traded US-DPRK
détente for partial rather than complet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 By mak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 central objective of his North Korea policy
and by signaling that Kim would have to commi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as a
prerequisite for renewed U.S.-North Korea summitry, Biden has considerably
narrowed the likelihood that Kim Jong Un will return to US-North Korea summitry,
at least within Moon’s term. Under these circumstances, I do not believ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convinced to postpone US-North Korea military
exercises or that a postponement would reopen the door to US-North Korea
diplomacy. Instead, I anticipate that the Biden-Kim drama will play itself out after
the conclusion of the Moon administration and will be influenced to some degree by
the outcome of the next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join you virtually and to comment on Dr. Kim’s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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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유지(토론문)
2018년 새해 벽두 평창 올림픽 계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전개되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남북한, 북미, 남북미, 북중, 북러 등 양자와 3자 등 다양한 구성을 보이면서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행위자는 북미 양자관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변수인 북미 관계의 변화는 크게 상황요인,
정책요인, 그리고 시간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 상황 요인
○ 상황 요인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과정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핵화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는 정책 요인이 전개되는 전략적 공간을 의미한다. 북미
관계에서 상황 요인은 ① 미중 전략경쟁 ② 북미 협상에 임하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미중 전략경쟁은 2018년 상황보다 더 치열해졌고 영역도 확장되었다.
북한의 입장은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한 핵보유국이라는 입장에서, 미국은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러한 상황 요인은 과거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자 북미 전략적 불신과 맞물리면서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주기적인 상호 기싸움과
신경전을 야기하는 주된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 정책 요인
○ 북미 관계의 정책요인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미의 접근방법이자 비핵화 협상을 통해 북미
양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이다. 북한은 비핵화 프레임으로 핵 폐기와
체제안전보장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이라는 입장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선 비핵화 후 체제안전보장’이라는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조정되고 실용적인 단계적 합의 추구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 유지와 북한의 인권 문제 거론, 그리고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 요인과 맞물려 작동하는 북미 양국의 정책요인은
비핵화 협상의 교착 혹은 재개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다. 따라서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정책 요인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요인에서
미국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의 장기 교착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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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요인
○ 시간 요인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미 양국의 대내외적 정치 일정에 따라 상황 요인과 정책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매개변수라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북미의 상황 요인을 고려했을
경우, 시간 요인이 북미 어느 쪽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력은 집권 초기보다는 훨씬 안정되어 있다. 비록
대북제재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북중 관계 강화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요인이 북한에게 크게 압박을 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미국은 국내정치 상황(중산층 복원)에 일차적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비핵화 프로세스에
시간적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북미 비핵화프로세스가동을 위해서는 또 다른
독립변수나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의 능동적 입장
○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한국의 역할은 2018년 평창에서 2019년 하노이에 이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상황 요인과 정책 요인을 감안했을
경우,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의 재개는 한국의 미국 설득이나 교착된 남북관계 재개라는 또 다른
변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한미 정책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프레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계화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남북한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접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착된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전환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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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토론문
□ 현재 한국군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전쟁의 형태와 야상이 바뀔 수 있는 전쟁의 미래와 위협의
주체와 성격이 바뀌는 미래의 전쟁 모두에서 두 개의 거대한 변화를 직면하고 있음.
□ 인공지능과 자율무기, 드론과 3차원 프린터, 로봇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은
21세기 새로운 전쟁 양상과 군사부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군사기술의 효과적 적용과 도입을 통한 작전과 교리, 군 구조 및 운용의 혁신으로
이어져야 함. 문제는 한국군의 경우 과거 여러 정부에서 시도된 국방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전쟁을 거쳐 냉전 시대에 형성된 군 구조와 의식을 유지하는 성향을 가짐.
□ 한편, 미래의 전쟁은 더 이상 북한과의 대규모 지상전만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급변하는
지정학과 세력경쟁을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 북한군과의 정규전뿐 아니라 우발적인 핵 사용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동시에 대비하고 관리하려는 노력과 함께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사이버
전쟁이나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칭 전략에도 대비해야 함.
□ 동시에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군비 통제가 공고화되는 미래를 상정하여 한반도 주변의 다른
안보위협, 중국과 일본과의 장기적 군사경쟁이나 마찰에 대비하는 새로운 노력도 필요. 이는 우리
군이 현재 상정하는 군사작전이나 임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전략과
작전개념의 수립이 필요함을 의미.
□ 역사적으로 군사혁신은 기존의 강대한 군사력이나 군사대국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핵심 군사역량을 파괴하는 노력에서 시작.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과 사고를 넘어서는
창조적이고 과감한 실험정신,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조직의 문화와 용기가 필요.
□ 한국전쟁 이래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해온 우리군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격변 속에 국내적으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감군 등 창군 이래 국내외에서
밀려오는 가장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절박성이야말로 역대
군사혁신의 가장 중요한 동인.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철저한 자기부정과 진취적인
실험정신, 그리고 개혁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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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이중경로정책 꾸준히 추진해야
□ 강한 국방과 평화 이니셔티브의 조합
○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부 정책당국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강한 국방과 평화 이니셔티브가
조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였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기조인데 이걸 동시에 끌고 가면 사달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 그동안 북한은 F-35와 글로벌 호크 도입, 경항모와 현무-4 괴물 미사일 등 우리의 국방력 강화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 도를 넘는 험악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북한의
험구는 과거 보수 정부 시기보다 더 한 것 같다. 과거 정부처럼 북한과 말의 전쟁(war of
words)을 벌이며 맞대응하면 내부 선전용으로 써먹기나 좋을 텐데 이번 정부는 맞대응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빌미로 막나가도 꾹 참는다.
○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뉴스가 들려온다. 괴물 미사일 개발
소식이 있는가 하면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뉴스도 나오고, 군사용 위성이 올라가는 영상도
공개된다. 항공모함과 스텔스 구축함 얘기도 나온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여파로 주요국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는데 남한은 기적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국방비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
○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6위라는 둥, 한국군은 ‘야수 모드(beast mode)’로 전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뉴스를 쏟아낸다. 고노 다로가 일본 방위상으로 재직할 때, 그는
남북한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는데 왜 남한이 국방비를 저리
증액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남한이 북한에게 계속 평화를 얘기한다. 그것도 최고의
진정성을 가지고 말이다. 북한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할 만하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통상적인
결정이겠지만 핵탄두만 계속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의하면
북한은 40~50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한다. 40개를 갖던 100개를 만들던 정치적, 군사적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기를 쓰고 탄두 수량을 늘일수록 제재는 더 조여 온다. 남한은 계속
관계를 개선하자고 한다.
○ 북한 입장에서는 가던 길을 계속 가면 중국이 제동을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두고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고 변명 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괜히 북한이 문제를 만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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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경로정책의 효과 서서히 나타날 것
○ 다수의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강한 국방과 평화 이니셔티브의 불안한 동거를 우려한 것과는 달리
그 효과가 앞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접근에 진정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중요한 징후다. 물론 앞으로 북한이 도발적으로 나올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협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 문재인 정부의 강한 국방과 평화 이니셔티브의 조합을 한국형 이중경로정책으로 명명할 수 있다.
40여 년 전에 미국이 소련에 대해 이 정책을 썼다. 군사력 증강과 대화의 투 트랙 접근이다. 1978년
카터 대통령이 결정했고, 다음 해에 나토(NATO) 지도자들의 추인을 받아 공식 추진되었다.
정치적 과실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카터의 정책을 이어받은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와
협상했다. 그 결과물이 1987년의 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이다. 중거리핵미사일의 폐기는
그 후로 3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총 15년이 넘게 걸린 프로젝트였다.
○ 한국형 이중경로 정책을 시작한 지 이제 4년이 조금 넘었다. 상황이 교착되었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 미국의 경우, 78년부터 86년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인 셈이다.
국방력 건설과 평화 이니셔티브를 같이 구동해야 국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 힘을
믿고 프로그램대로 반복하기만 하면 된다.

Session 4: Discussion

277

Discussion 5

정재관ㅣ고려대학교 교수
Jai Kwan JungㅣProfessor, Korea University

278







2011 ~ 현재
2008 ~ 2011
2008
2001
1995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정치학과 교수
미국 코넬대학교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2011 ~ Present
2008 ~ 2011




2008
2001



1995

Professor,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Political Science and the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Ph.D., Department of Government, Cornell University
M.A.,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B.A.,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Inclusive Korea 2021_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포용적 국제협력과 국제외교의 다변화” 토론문
□ “포용적 국제협력과 국제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차원
목표가 무엇이었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외교·안보 성과로서 남기고자 하는 역사적
유산(legacy)은 무엇인가?
□ 발표문에서 지적하듯이, 그 목표가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면,
지난 4년 동안 목표 대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3대 목표인 ①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②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차원에서 평가해 본다면, “포용적 국제협력과 국제외교의 다변화”는 세 가지 목표에 각각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러한 평가는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책적 차원 연속성과 학술적 차원 영속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발표문에서 강조하는 중견국 외교, 스마트 파워, 공공 외교, 등의 개념과 전략이 그 각각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외교 주체의 다변화라는 시대적 맥락에 조응하는 적실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모두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통합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 “균형 외교를 통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층적 차원의 토론과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중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현재의 시대적 조건에서 과연 균형 외교가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선택인지,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선택인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 정책 등은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데
어떠한 성과를 축적해 왔는지 등의 논리적 순차성을 가진 토론과 평가가 필요하다.
□ “트리플 넥서스(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구축)”를 통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밀접히 연결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이는 앞서 언급한 중견국 외교, 스마트
파워, 공공 외교, 균형 외교 등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되어 왔나? 그리고 국제사회와
밀접히 연결된 접근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는 국제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과 정책적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국제사회와 밀접히
연결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반대급부로 우리는 국제사회에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정책적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남은 임기
동안 유산으로서 남기고자 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Session 4: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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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table Discussion]

문재인 정부 4년의 변화와 포용·회복·도약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Four-Year Journey:
Inclusive Recovery and a Leap Forward

Chair

정해구ㅣ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Hae-Gu JungㅣChairperson,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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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 ~ 현재
2018.02 ~ 2018.03
2017.09 ~ 2019.12
2017.06 ~ 2017.12
2017.05 ~ 2017.07
2006.02 ~ 2009.02
2003.06 ~ 2007.07
2003.01 ~ 2003.02
2000.09 ~ 2002.09
2000.03 ~ 2020.02

제8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 위원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021.03 ~ Present





2018.02 ~ 2018.03
2017.09 ~ 2019.12
2017.06 ~ 2017.12



2017.05 ~ 2017.07





2006.02 ~ 2009.02
2003.06 ~ 2007.07
2003.01 ~ 2003.02




2000.09 ~ 2002.09
2000.03 ~ 2020.02

The 8th Chairperson,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hairman, Special Advisory Committee on Constitutional Reform
Chairma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Chairm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Reform and
Development Committee
Member, The Subcommittee for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State Affairs Planning Advisory Committee
Director,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Korea Democracy Foundation
Membe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Member, The Political Reform Research Division,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Head, The Operating Committee, Korea Progressive Academy Council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ungkongho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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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ㅣ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Sun-Jin Yunㅣ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person, 2050 Carbon Neutrality Commission)
남영숙ㅣ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Young-sook NamㅣChairperson, Presidential Committee on New Southern Policy
문용식ㅣ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Yong-sik MoonㅣPresident,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홍장표ㅣKDI 원장
Jang-Pyo HongㅣPresident, KDI
이태수ㅣ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Tae Soo Leeㅣ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인섭ㅣ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In Sup HanㅣPresiden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고유환ㅣ통일연구원 원장
Yu-hwan Kohㅣ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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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ㅣ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Sun-Jin Yunㅣ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person, 2050 Carbon Neutralit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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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 현재
2005.08 ~ 현재
2020.12 ~ 2021.05
2018.06 ~ 2021.06
2018.01 ~ 2019.12
2017.12 ~ 2021.05
2017.05 ~ 2021.03
2011.08 ~ 2012.07
2001.09 ~ 2005.09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장)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방문교수 (풀브라이트 방문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1.05 ~ Present
2005.08 ~ Present







2020.12 ~ 2021.05
2018.06 ~ 2021.06
2018.01 ~ 2019.12
2017.12 ~ 2021.05
2017.05 ~ 2021.03




2011.08 ~ 2012.07
2001.09 ~ 2005.09

Chairperson, 2050 Carbon Neutrality Commissio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pers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Chairperson, Korea Energy Information Culture Agency
President, Korea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Sociology
Commissione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Chairperson, Executive Committee for
One Less Nuclear Power Plants and Energy Policy Committee
Fulbright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Maryland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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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ㅣ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Young-sook NamㅣChairperson, Presidential Committee on New Southern Policy










2018.04 ~ 2021.05
2016.01 ~ 2018.04
2008.03 ~ 2018.04
2006.02 ~ 2008.02
2005.02 ~ 2006.02
2003.09 ~ 2005.02
1997.10 ~ 2003.08
1995.05 ~ 1997.09

주노르웨이대한민국대사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제2교섭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국 지역협력과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및 중국팀장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코노미스트
국제노동기구 이코노미스트





2018.04 ~ 2021.05
2016.01 ~ 2018.04
2008.03 ~ 2018.04



2006.02 ~ 2008.02



2005.02 ~ 2006.02



2003.09 ~ 2005.02




1997.10 ~ 2003.08
1995.05 ~ 1997.09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The Kingdom of Norway
Secretary General,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Deputy Director-General,
FTA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irector, ICT Investment and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search Fellow and Head of China Research Te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Economis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search Economist, International Labor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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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3

문용식ㅣ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Yong-sik MoonㅣPresident,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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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현재
2018 ~ 현재
2017 ~ 2018
2015 ~ 2016
2001 ~ 201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총리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나우콤 대표이사, 아프리카 TV 창립





2018 ~ Present
2018 ~ Present
2017 ~ 2018




2015 ~ 2016
2001 ~ 2011

President,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Member, Open Data Strategy Council
Memb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hairman of Digital Communications, Democratic Party of Korea
CEO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Nowcom (CUR. Afreeca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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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ㅣKDI 원장
Jang-Pyo HongㅣPresident, KDI








2021.05 ~ 현재
2018.07 ~ 2020.12
2017.07 ~ 2018.06
2014.02 ~ 2015.02
2014.01 ~ 2015.12
1991.03 ~ 2021.05

KDI 원장 및 KDI 국제정책대학원 총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한국지역정책학회 이사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21.05 ~ Present
2018.07 ~ 2020.12
2017.07 ~ 2018.06
2014.02 ~ 2015.02
2014.01 ~ 2015.12
1991.03 ~ 2021.05

President, KDI and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Chair, Special Presidential Committee on Income-led Growth
First Senior Secretary on Economic Affairs, Office of the President
President, Korea Development Economics Association
Director,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Policy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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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5

이태수ㅣ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Tae Soo Leeㅣ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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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 현재
2019.01 ~ 2021.04
2017.10 ~ 2019.10
2004.10 ~ 2007.02
1993.03 ~ 2021.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21.05 ~ Present
2019.01 ~ 2021.04
2017.10 ~ 2019.10
2004.10 ~ 2007.02



1993.03 ~ 2021.04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embe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Member,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esident,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kottongnae University

Inclusive Korea 2021_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Discussion 6

한인섭ㅣ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In Sup HanㅣPresiden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1995.09 ~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5.09 ~ Prese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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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7

고유환ㅣ통일연구원 원장
Yu-hwan Kohㅣ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8 ~ 현재
2017 ~ 현재
2017 ~ 2020
2017 ~ 2020
2017 ~ 2019
1994 ~ 2020



2018 ~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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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한반도분과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위원장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Chair, Korean Peninsula Sub-Committee,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 ~ Present Chair, Planning and Coordination Committe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2017 ~ 2020
Member, Peace and Prosperity Sub-Committe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2017 ~ 2020
Chair, Policy Advisory Committe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ChungWaDae (Blue House)
2017 ~ 2019
Chair, Peace and Prosperity Sub-Committee,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1994 ~ 2020
Professor,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Inclusive Korea 2021_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MEMO]

Inclusive Korea 2021_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