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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 2014년 1월 10일: 정문술 전 KAIST 이사장이 미래전략대학원의 발전기금으로
215억원을 출연함. 미래전략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의 미래전략을 연구할
것을 요청.
▲ 2014년 2월 중순: 한상욱 변호사(김&장)가 국가미래전략 연구보고서를 ‘정문
술리포트’라 부르자고 제안함.
▲ 2014년 3월 초순: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회의에서 국가미래전략보고서(문
술리포트)을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2014년 4월 1일: 문술리포트 전담인력으로 김진향 연구교수를 임용하고, 기획
위원회를 구성함.
▲ 2014년 4월 20일: 연구방향 결정 및 분야별 자문위원과 원고 집필자 위촉. 분
야별 토론과 원고집필 시작.
▲ 2014년 8월 10일: 원고초안 수집 및 초고검토 시작. 분야별 전문가 3~5인이 원
고 수정에 참여(총 100여명).
▲ 2014년 10월 7일: 1차 종합된 초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서울 프레스센터).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함.
▲ 2014년 10월 23일: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에 수정된 원고를 배포하고 검토
의견 수렴함.
▲ 2014년 12월 1일: 제1회 한국미래전략 학술대회에서 문술리포트 설명회 개최함
(서울 코엑스).
▲ 2014년 12월 11일: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에서 문술리포트 최종 완성본 발
행 보고회 개최함

가슴 떨리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늘 고맙고 감사한,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슴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을 수립한
다는 것은, 일의 주제나 성격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만 수백 명에 달하고,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부터, 미래사회 전망, 분야별 전략과 미래비전까지, 매우 방대한 과제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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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현실에 대한 분석과 해석조차도 너무 다양한데, 30년 후의 미래사회를 전
망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더욱이 우
리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
에 경험 있는 그룹이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가슴으로 출발했습니
다.
비통함이 새로운 에너지로 승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미래전략 보고서 작업을 막 시작하는 시기에 발생한 국가 초유의 사태였던
‘세월호 참사’는 그야말로 아무 일도 손에 잡을 수 없게 했던 참담한 시간이었
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선진국이
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는 비통한 상황은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재난 앞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지식인의 자괴감이 컸습니다.
길거리에 노란리본들이 매달렸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국가는 국민의 ‘행복’
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참담한 현실이 바로 국가
미래전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비통한 마음이 분노로 바뀌며 새로운 에너지가
꿈틀거렸습니다. 국가미래전략의 첫 번째 키워드가 정해졌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국가미래전략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 지지와 성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생소한 국
가전략의 영역이었지만 각자의 전문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들을 다듬어 낼 수 있었습니다. 원고 초안 집필과 해당 원고들에 대한
검토, 자문까지 총 100 여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국회의
원, 대학원생들이 성심을 다해 참여해주셨습니다.
기획위원, 편집위원, 초안집필위원, 검토자문위원 분들과 나누었던 수천통의 메일
과 문자, SNS, 전화통화에는 늘 한결 같은 감사와 고마움이 채워졌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고귀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국가미래전략보고서 작성 과
정 자체가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가는 기쁨과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시류에 휘둘리지 않는 싱크탱크(Think Tank)가 되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
원의 토대를 닦아 주신 정문술 전 카이스트 이사장님의 말씀은, 연구보고서가 나
오기까지 여러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올곧게 세울 수 있는 큰 원칙과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적 호불호를 초월한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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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정신’의 태도 또한 그런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균열이 심
한 우리사회를 생각하며, 항상 “치우치지 않음이 어디인가?” 자문했습니다. 오
로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섭니다.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를 만들기 위해 또 다시 준비하고자 합니다. 완벽하
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미래전략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전략도 변해야 합니다. 현재를 바탕
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더욱 정제하고 분야를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전략보고서를 선보일 수 있
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한 모든 분들이 우국충정(憂國衷情)의 마음으로 국가를 바라보고 국민을 향
하는 국가미래전략보고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지와
성원이 있기에 문술리포트는 해를 거듭해 가며 아시아평화중심 창조국가를 향한
나침반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술리포트가 발전해 가는 만큼, 대한민국
의 미래도 함께 발전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입니다.
문술리포트의 목적도 국민의 행복입니다. 오늘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
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고개 숙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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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과제>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과 갈등해결, 평화(통일)와 국제정치,
지속성장과

번영,

지속가능한

민주복지국가,

에너지

환경문제까지

향후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미래의
모습을

갈등과

분열의

저활력·고위험사회인

“새로운

암흑시대(New

Dark

Age)”와 모든 이가 행복한 복지사회인 “새로운 황금시대(New Golden Age)”의
2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해 보았다. 이러한 양 시나리오를 선택한 이유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통해

정책결정자들뿐

아니라

미래학과

미래전략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대중들이 더 쉽게 개념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편,

하와이주립대

극단적으로

미래학연구소장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데이터(Jim
두

가지

Dator)

교수의

지적처럼

시나리오만으로는

좋은

국가미래전략보고서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에너지가 부족한
나쁜 상황에서도 좋은 것들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상황에서도 나쁜 것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래세계는 극단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만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 따라서
2016년 보고서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나도록 보완된 시나리오를 담아야 할 것이다.
처음 시도한 국가미래전략보고서 작성과 검토를 위해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아래에 제기되는 나름의 문제점들은
향후의 작업 속에서 계속 보완해갈 예정이다.
l

연관성이 깊은 다수의 내용들이 앞 뒤 문맥이 매끄럽지 않거나 상호 모순점이
노출된 점

l

다양한 트렌드와 이머징 이슈의 식별과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

l

체계적이고 동적인 미래 분석을 위한 컴퓨터 모델 개발의 필요성

l

과학기술에 기반 한 미래와 인간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 분석이
부족한 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인식하고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들을 열린
마음으로 수렴하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보완할 개정판 보고서에 담아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미래학의 석학이신 Jim Dator 하와이대 교수가 제시한 의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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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과 미래전략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원문을 발췌하여 아래에 싣는다.

Thank you for separating the contradictory trends into two scenarios, “Scenario
1. The New Dark Age: a Society with Low Energy and High Risk by Conflict
and Disunity” and “Scenario 2. The New Golden Age: an Active Welfare
Society with Everyone’s Happiness”.
However I very strongly recommend you not pose one as horrible and the other
as wonderful. There are many good things about low energy and many bad
things about continued growth. There are winners and losers in each. One
reason futures research is resisted both by many scholars and ordinary people is
that it is often presented via two equally implausible futures, as you have done
here.
You do need to separate the trends into two (or more) contrasting scenarios;
that makes sense. But you need to title and then describe each of them equally
fairly, with good and bad aspects for each, I believe, not one all good and one
all bad. It is the duty of a futurist to help create the best possible path forward
REGARDLESS of the objective conditions. The real world is never all good or all
bad as you depict it in these two alternatives now.
I also thank you for responding positively to my other suggestions. To repeat
what I said earlier, I know that I may have missed entirely the point of what
was being written, and so that my comments are worthless to you, but I am
relieved you found them of some use.
What is the relation of this list of crises facing Korea with the preceding
trends? For one thing, the list also makes clear the serious contradiction
between the trends, showing that they cannot all happen as described
You need either to develop a systems-dynamic computer model to show varieties
of interrelations among these variables, or adopt an alternative futures approach,
but listing the megatrends is only confusing and misleading.

386

And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where

are

emerging

issues

identified

and

discussed?

Where

is

a

consideration of the things that WILL happen to interrupt those trends and
create new ones?
You

need

to

technology”.

think

carefully

about

“Future

change

based

on

science

I have heard from Japanese colleagues recently who say they

now know that it was a mistake to forecast, and then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expect that people would keep up and adopt them.

They are

trying to do the opposite: to find out what kind of a future people want, and
then to develop technologies based on that. How can new technologies enable
people to live as they prefer? Not how can we change humans to fit the
demands of new technologies.
The

slogan

of

the

1940-1941

New

Finds--Industry Applies--Man Conforms.”

York

World’s

Fair

was

"Science

There is absolutely no way such a

slogan could exist in the US and Europe now, and even in Japan people appear
to be doubting that “man should conform” to whatever technology requires.
You need to think about that too. The view expressed in this document is very
old-fashioned fut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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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강성모 KAIST 총장
이념이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을 통해 국가 미래비전과
전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필자들의 열정이 희망이자 곧 미래입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국가미래전략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지식인들의 소명으로, 넓고 긴 안목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행복
국가-평화국가-과학국가-창업국가에 공감하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우리의 미
래임을 확신한다.
임형규 SK부회장
국가 미래전략은 기업경영에도 매우 중요하다. 회사의 장기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정윤 영재학교장
30년 후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이 되는 장기적인 투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뤄내
야 합니다.
Jim Dator 하와이대 교수
매년 나올 이 보고서는 한국의 도전과 성공을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은 다시 한번 미래를 리드할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미래전략에 좋은 자료라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