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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49대 회장 후보

윤철호
사회평론 대표

1962.3.3 생 (54세)

1980.03

서울대학교 철학과 입학

1985.08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1991.08~1992.10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편집장

1992.11~현재

㈜사회평론 대표이사

2011.02~2014.06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

2014.02~2015.12

대한출판문화협회 48대 이사

2014.06~2015.02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권한대행

2014.08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

2015.02~2017.02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2015.03~현재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

2016.02~현재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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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o n C h u l H o

기호

책을 읽는 일, 책을 만드는 일의
소중함을 아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01

하나 되는 출판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온 출판계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단행본, 학술, 과학기술, 종교, 참고서, 교
과서, 어린이, 전자책… 분야는 달라도 우리 모두는 책의 소중함을 아는 출판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서로 같은 출판인이라는 동류의식도 갖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힘을 합쳐야 어려운 업
계의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학습자료협회, 한
국아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

동네마다 서점과 도서관이 살아 숨쉬는 풍경을 만들어갑시다.
서점이 사라져 출판사는 배본할 곳이 사라지고 독자들은 책을 구경할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독자도 출
판사도 독과점 수준의 대형 서점에 고삐가 잡혀 있는 형국입니다. 도서정가제를 넘어 서점육성법을 만
들고 도서관에는 책과 사서들이 넘치는 풍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독서기반 없이는 선진 문화
강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03

출판진흥기금 1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출판은 사양 산업으로 취급받으면서 아무런 투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도매
상 부도에 대한 대처, 디지털시대의 출판중흥을 위한 투자, 독서 진흥… 모두 돈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
다. 국회 입법을 통해 출판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계의
힘만으로도 이룰 수 있습니다.

04

블랙리스트의 집행기구로 전락한 출판진흥원을
출판인의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만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독재정권의 검열기구였던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새
로운 이름을 붙여주고 수명을 연장해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출판진흥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사태’에
서 그 하부 집행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속히 출판진흥원을
출판인의 것으로 만들어 정상화시켜야합니다.

05

출판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과 정책, 제도를
뜯어 고칩시다.
출판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낡은 유통기구, 어음관행, EBS 등 공공기관들의 출판 산업 진출 특혜,
출판을 홀대하는 잘못된 문화정책과 예산 배정, 저작권 판면권 등 보호받지 못하는 출판권자들의 권
리… 이것만 개혁해도 출판은 즉시 살아날 것입니다. 필요하면 법을 만들고 정부정책을 바꾸고, 업계의
관행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06

전 국민이 책을 읽고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갑시다.
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국민들의 독서문화 조성에 힘쓰지 않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독서문
화를 매개로 지역마다 뿌리 내린 서점과 도서관은 물론, 책을 읽는 직장, 독서능력을 개발시키는 학교
교육,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가와 삶의 방식까지 우리 사회 모두, 특히 출판인이 앞장 서서 만들어 가야
할 우리의 바람직한 미래입니다. 여기에 출판의 미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