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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우정실험

이 종 탁*

핀란드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전범(典範)국가가 돼 있다. 핀란드의 아름다
운 숲과 호수 때문이 아니다. 사우나의 나라, 노키아의 나라여서도 아니다. 사회복지와 교육복
지를 동시에 이뤄낸 교육 개혁의 성공국가로 인식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경쟁을 시키지
않고, 성적표에 등수를 매기지 않는데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어
떻게 부동의 1위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비법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전문가들이 이에 관해 내놓은 연구서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것 저것 읽어보아도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도 이 대로 하면 되겠다 싶은, 손에 잡히는 비법은 안 보인다. 어쩌면 없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다. 핀란드는 남한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530만 명의 작은 나라인데
다 우리와 걸어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니까 말이다. 그래도 참고할 만한 내용은 있다. 그 중 39
인의 교육 전문가가 현지를 다녀와 펴낸 책 ‘핀란드 교육 혁명’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다. 핀란드 엄마들은 추운 겨울에도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밖에서 잠을 재운다는 사실이다.
생후 두 달된 아기를 밖에서 재우기 시작해 두 살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영하 15도 이
하로 내려가면 실내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이상이면 예외없이 밖에서 재운다. 그것도
몇몇 성깔 있는 집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핀란드 국민이면 예외없이 100% 그렇게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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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핀란드 풍습이다. 아기를 밖에서 재우면 아기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 머
리도 좋아지고 참을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병실에 누워있는 산모에게 핀란드 간호
사가 해주는 첫번째 조언이 이 것이란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발상이다. 아동학대도 보통 학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추위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늘날 모두가 공부 잘하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니 그저 혀를 내두르는 수 밖에 없다.
이런 핀란드가 요즘 우정부문에서 기상천외한 역발상의 실험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실험은 세계 각국의 우정당국이 역점을 두어 시행하는 서비스와 정 반대의 개념에서 출
발한다. 대부분의 우정당국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형태로 바꿔 전달
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보내는 사람이 전자메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 그 내용을 종이편
지에 담아 받는 이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보내는 이는 전자메일의 신속함, 편
리함을 이용할 수 있고, 받는 이는 종이편지의 정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우리 우정사업본부
에서 종전에는 우체국 전자우편, 요즘엔 e그린우편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바로 그 서비스다.
그런데 핀란드 우정 이텔라는 지난 4월 12일부터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해 고
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고객에게 가는 종이편지를 우체국에서 개봉해 그 내용을 스캔한 다음
PDF 파일로 전환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터넷이란 넷포스티(NetPosti), 우
리로 치면 포스트넷과 같은 우체국 사이트를 말한다. 종이편지가 PDF 파일로 변환돼 넷포스티
에 올라가면 수신인에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하고 알려줘 넷
포스티에 접속, 열어보도록 하는 방식이다.
편지를 스캔한다는 것은 편지 내용이 고스란히 우정당국에 노출된다는 얘기다. 처녀총각이 주
고받는 연애편지도,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담고 있는 비밀편지도 영구히 지워지지 않는 국가
디지털 정보로 바뀌는 셈이다. 나의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당국이 언제든 꺼내서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면, 생각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일이다.
하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그다지 하지 않는 것 같다. 우정당국이 안틸라라는 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실험 참가자를 모집했을 때 개인 120 가구와 기업 20곳이 “내 편지를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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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좋다”며 신청했다. 실험이 시작된지 5개월이 된 9월 현재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만족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텔라의 발표다.
이 실험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텔라는 연말쯤 다른 하나의 실험을 더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실험참여가구가 접속하는 넷포스티에 신문 PDF 파일을 제공해 종이
신문 대신 전자신문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신문 PDF 파일은 이미 여러나라에 보편화돼
있으나 이번 실험을 통해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신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핀란드 우정은 편지 한통을 부쳤을 때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일찌감치 계산해낸 놀라운
전력이 있다. 2006년 기준으로 편지 한통을 부치면 수신자에 배달되기까지 평균 36g의 탄소가
배출되며, 이는 승용차 한 대가 200m를 운행할 때 내뿜는 배출량과 같다는 수치를 내놓은 것
이다.
우리 사회에선 상상도 못할 서비스이고 엄두도 내기 힘든 계산법이지만, 핀란드에선 도전적․
창의적 실험정신이 있어 가능한 것 같다. 이번 편지 스캔 서비스를 통해 미래시대 우편서비스의
적합모델을 찾아보겠다는 핀란드 우정의 실험이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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