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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지속가능 ESG 기술
천자춘추

권경현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ESG는 기업경영의 화두이자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렇다면 ESG경영을 해
야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답은 2004
년 이니셔티브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
었다. 유엔이 투자자와 함께 ESG를 강
조한 명확한 이유가 적시돼 있다.
세계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회
에서 환경적, 사회적, 거버
넌스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
는지가 기업이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
기 때문이다. 즉 주주가치,
바로 ‘투자자의 가치’를 높
일 수 있고 유엔이 1972년 주제로 삼았
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올바른 ESG경영을 위
해서는 올바른 ESG 지표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ESG 지표가 경영, 투자, 정
보공개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ESG경영을 선포한 LX공사
는 디지털트윈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도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
다. 디지털트윈은 현실과 똑같은 디지
털 쌍둥이를 가상세계에 연동되게 만
들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결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기술이다. 앞서 LX
공사는 2018년부터 전주시와 함께 ‘디

지털트윈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환경·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섰다.
먼저 폭염과 미세먼지가 심한 전주
시에 도심숲 조성을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의 행정 서비스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LX디지털트윈 표준모델이 미
래지향적 ESG 모델인 것은 ‘협력형
모델’을 토대로 구축됐기 때문이다. 생
활실험실인 ‘리빙랩’을 마련해 산·학·
연·관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정책
아이디어에 반영함으로써 도시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이처럼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들의 참여를 유도해 ESG에 대한 영향
력을 높이고 공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LX공
사는 ㈜한글과컴퓨터와 함
께 전주시 디지털트윈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서비스 완
성도를 높이는 데 노력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
자와 협력해 제품과 서비
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방형 혁신
을 이끌었다. 이제 LX공사는 국토교
통부로부터 지정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관리기관’으로서 전국에 디
지털트윈을 확대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LX경기북부지역
본부에서도 양평군과 함께 스마트시티
IN 양평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트윈 모델을 구축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트
윈국토’는 재난안전, 교통, 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
폼으로서 부각될 것이다.

빛나는 문화유산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은 원래 당
간지주에서 동북쪽으로 약 60m 떨
어진 지점의 사역 중심 공간으로
추정되는 곳에 무너져 있었는데,
1960년 유유산업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
기단은 단층으로 지대석은 판석
형 석재를 여러 장 결구해 마련했
다. 그 위에 각형 2단의 별석(別石)
받침을 높게 뒀는데 고려시대 석탑
에서 채용된 수법을 보인다.
면석(面石)은 4장의 석재를 결구

했고, 우주
(隅柱)는 좁
고 낮게 모
각 (模 刻)했
다. 갑석(甲
石)은 2장의
석재를 결구
했는데 하
부 에 갑석
높이보다 낮
은 부연을 마련하고, 상면에도 낮
게 탑신 받침을 뒀다. 전체적으로
고려시대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성행한 석탑의 양식을 반영하고
문화재청 제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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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실패, 문제는 상황 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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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윤석열 정부의 100일에 대해 평가
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고된 실패’였다.
혹자는 100일을 보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
가를 물을 것이다. 국정 운영의 성공 여부는 철
학과 방향 설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전략과
책략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100
일의 난맥상은 기본적으로 국가 과제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잘못된 방향 설정
에서 비롯한다.
문제는 잘못된 방향 설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실패의 악순환, 이른바 ‘잘못 낀 첫 단추’의 함
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방향 설정의 핵심
은 자신이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는 과거 정부와
공통점도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물론이고 이명
박-박근혜 정부 시대와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과거의
지식체계나 지혜, 경험 등으로 예측이나 대응
하기 어려운) ‘새로운 처음’형 위기의 시대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때의 글로벌 금융위기부
터 문재인 정부 때의 코로나 팬데믹 위기 등이
그것들이다. ‘새로운 처음’형 위기는 전 지구적
규모를 띤다는 점에서 어느 국가도 위기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러나 위기관리 역량에 따
라 충격의 결과는 차이가 존재하고, (21세기형
팬데믹에 대한 새로운 방역 문법을 제시한 K방역이 보여주었 듯이) 위기에 대한 새로운 길
을 제시할 때 21세기 선도국으로 부상할 기회
를 갖는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한국 사회의 ‘암’이 된
자산 불평등의 구조화 문제이다. 한국 사회는
사실상 부와 신분이 세습되고, 부가 부를 낳는
‘고인물 사회’가 돼 버렸다.
팬데믹 이후 2년간 국민순소득은 103조 원

이 증가한 반면 국내순자산은 소득증가분의
31배인 3천239조원이 증가했다. 이런 사회에
서 누가 땀 흘려 노동하고 싶은가? 불완전한 일
자리로 생계안정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들
의 빚투를 어떻게 비난하거나 막을 수 있는가?
순자산 증가분의 87%인 2천825조원이 부
동산 자산 증가였고, 부동산 자산 증가분의
68%인 1천918조원이 토지 자산 증가였다. 그
리고 (2020년 기준) 개인 소유 토지 중 약 58%
를 상위 10%가 소유하고, 법인 소유 토지 중
약 91%를 상위 10% 법인이 소유했다.
조선시대 말보다 토지 집중이 훨씬 심한 상태
다. 저량(貯量) 개념인 자산은 세습의 속성을 갖
는다. 소득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30배 이상이
라는 사실은 부가 부를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부동산 자산 상위 2%
의 평균 대출금은 약 3억7천만원이었던 반면
하위 30%의 평균 대출금은 2천300만원에 불
과했다. 자산이 많을수록 돈을 값싸게 이용
할 기회가 많다 보니 부를 축적하기에 절대적
으로 유리하다. 지난 2년간 통화량 증가분이
700조가 넘었지만 이 중 실물경제로 유입된
돈은 약 21%인 147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산시장으로 흘러갔다. 통화시스템이 부와
신분의 세습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는 (1원1표 원칙의) 시장 ‘경제권력’
과 (1인1표 원칙의) 민주주의 ‘정치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만 지속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의 세습에 따른 성장과 혁신의 둔화,
출산 파업, 불안의 일상화 등은 민주주의 실종
의 결과물이다.
민간부문에서 돈의 배분은 실물 영역과 금
융 영역으로 구분되고, 실물 영역에서 돈의 배
분은 가치 창출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의 역할
차이 및 자본과 노동의 협상력 차이 등에 의해
결정되고, 금융 영역에서 돈의 배분은 돈의 지
배력 및 금융에 대한 공동체의 통제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영
역이고, 그 결과가 정권 재창출의 실패였다.
역대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차이라면 기존의
‘새로운 처음’형 위기들에 본격적인 패권 충돌
의 리스크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취임
사부터 바이든의 가치 동맹에 적극 동참을 선언
한) 윤석열 정권은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
맹’으로 전환함으로써 ‘패권 충돌 리스크’를 자
초했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 문재인 정권에서
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달리 한국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개념으로 스스로 편입시킨 것이다.
위기관리에 실패한 것이다. 게다가 세제 개
편으로 재벌 대기업과 부자를 지원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적자를 (특혜를 낳는) 국유
자산 매각으로 메우고, (무역적자로의 전환에
따라 환율 안정성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외
환법 개정으로 부유층 재산의 해외 유출을 지
원하는 등 부의 세습화 해체라는 시대 과제와
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방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
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
며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후변화가 삶의 풍경을?
여름을 맞은 시골 하천은 대중목욕탕이었다. 아
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밤이나
낮이나 물이 고여 있는 하천은 벌거벗은 사람들
로 웅성거렸다. 논두렁 밭두렁을 따라 소를 몰고
풀을 뜯기는 사람들도 흔히 보였다. 당산나무 밑
우산각은 논밭에서 일하다 지친 농부들이 더위
를 피해 쉬면서 오수를 즐기는 풍경이 심심치 않
게 눈에 띄었다.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목화밭 고랑을 따라
목화를 따는 아낙네들의 모습도 보였다. 여름은
농작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 동물들은 추운 겨울
월동을 위해, 사람들은 겨울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계절이었다. 이래저래 낭만이 적잖았

기고

한정규
문학평론가

다. 그런 계절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오염으로 얼룩진 하천은 악취와 일렁이는 오물
덩어리로 목욕은커녕 손발을 씻기에도 겁이 난다.
혹여 피부병이라도 옮길까 봐 하천 물가를 피해

야 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폭풍우 장마로 농토
가 유실되고 가옥이나 도로가 침수돼 허둥댔다.
태풍이 몰아쳐 나무를 넘어뜨리고 낙과는 물론
비닐하우스를 날려 보냈다. 이같이 여름은 무더
위,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와 태풍, 가뭄까지도 번
갈아 오고 가며 만물을 괴롭히는 계절로 변했다.
지구온난화는 더 많은 나날을 더 무덥고 더 강한
폭풍우, 더 많은 태풍을 몰고 오고 때로는 더 극심
한 가뭄을 가져다주는 계절로 변하게 하고 있다.
여름이 사계 중 인간이 생활하기에 가장 만만치
않은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계절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변화하는 삶의 풍경이며 이상 기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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ዙႤዘጆ൪ഢᄛቅዅႦᕮᕫቕൟႦᕮ່ႤႦതँዅंዖᕱႊᕫ
ഗँंዄጠᅥᕫᄧၵጎጞዑጎᕳቍዑ೯Ⴆᕮ່ዱᄞ
࿒ዅᐆዤዂྊዘጌᕫഗँዅंዄᐆዤၖዄዱᄞዖኈዑᏈဣቍ
ຍᕫቕቘຍᏉዝዅႤᕫ፞መ൪ྊഋዑᕫበዂဿྊዖႦᕮ
ᕱႊቍዖዑೋዠᏈ൏ዤ၏ጾጾዖഢഗዙෳྊႤᒭ
ೝእዖቍዖዑ࿀ጎᐆᕫቕጾᆳഗँंዑᕴຉጾጾᄿ
ጾ൏ዅጎᐆᕫቕጾᆳ൪ၑབ
ฦእዙ
ࢦ౸ࢧዣᅙᕗჀඓሽᄍຊ
ವഏ๚ඛᇚዣᅘภჃዬᇆ༯ပഓᕂᕂ
 ภჃၨቾ።
าᓦቻჀകሼᅙ
ࢦቪࢧዣᅙᕗჀၬᇲᅏ
ವ၊๚ቀጅ೧ആඛྨჱཚඛഓ
าᓦቻჀᇚቊ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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ዣኳᎫ፭ቻቶኳᎫೇ಼
ጾᆴᖲᄛᕴኤጆ൪ ዖᕫዖདᕭ ቹጾᆴᖲᄛኤጆ
൪ ዖᕫዅዖདᕭ ᄿ൪ฦእዙೌᖲᄛ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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ൟႦᕮ່ႤႦዅዅዖᕱႊᕫഗዑႦᕮ່ႤႦዑ൏
࿈ዑဣ࿀ዅዖᔵധᆲഒᕫഗስᖲᄛጠᅥᕫ൪ྊഋዑ
ᕫበዂဿྊೌዖᖲᄛႦᕮᕱႊቍዖዑೋዠᏈ൏ዤ႑
ഢഗዱዙዙႤᒭೝእቍദഒᖲᄛቍዖዑ࿀ጎᐆᕫ
ᆳ൪ၑདခೌᄛዑጾጾᕴຉᄛቍጾ൏ዅጎᐆᕫᆳ൪ၑ
དቹዖቍഢഗᕰ
ฦእዙ
ࢦ౸ࢧዣᅙᕗჀᔙካഏ
၉Ⴣᇻᅘ༂ሓ༯ပഓ ᆻ
าᓦቻჀᄭᕊ
ࢦቪࢧዣᅙᕗჀ౼ካഏ
౼๚ዣᅘሽჃೇรഓ ሽჃ
าᓦቻჀዃျ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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ᔈᄊችྀካ፤ 
ቊቾჀྀᕌჱᅘඛᇚ
ቭኔካഓပഓ ቶယᄊችካኖฉቖྀችቶᄊኖჃᇲาᔐ
ᇺᄊᔒᅗችᔐ಼ᄭယงรᕂ༯ါጃᄊኖჃ
ྰ༰ቪᎀ၉ᔐᇺᔒᅗችჀಖቪᅚᎄᔐ಼ቊቾ༯ᄊᔒ
ᅗችᅞᒪቪᇅቧ༯ቖྀችᇲาᔒ፭ጂቪቧᅚ။ቩ
ቻೇ಼ಣኖቼቾ༯၉ᑒಂቊቻඤᇲഄ፭ᇊ໊ฉᄭጂቪᅚ಼ᔐᅘ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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ኤዂྊᕫ൪ྊഋዑᕫഗൟၞၵዂྊᄿጾዑሥኤፇ
ኤዅጾጾቍᖩ൦ᕫቕኤዂྊᅤᕮዅഋዑᕫበዖ
ዤ႑ᅤቍዖዑೋዠᏈ൏ዤዖഢഗዱዙྊႤᒭೝእዖቍዖ
ዑ࿀ീጾ൏ዅೋ፠ጾጾീጾ൏ዅ႑ᖲᄛቍೌጎᐆᕫᆳ൪ၑབ
ฦእዙ

ዣᅙᕗჀᔷዋᔖಖცᅁลዼᅁበᇺჱ
ശඐผቛ፤ᇙၪඋྰ ᗃມ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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ᖧ፞ሦᕣጾᆴᖲᄛ ँं ທჃኹᕣᖠᆪጾᆴ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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ዙෳႤᒭೝእዖቍዑഉᄿ࿀ጎᐆᕫቕጾᆳഗ
ँंᖲᄛዑጾጾ൪್ቍጾ൏ዅጎᐆᕫቕጾ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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ฦእዙ
ࢦ౸ࢧᕌጃᇋᔈዣᅙᕗ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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าᓦቻჀቻኖ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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