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 지형도

2017 미래학회 국제 학술대회 개최
취재·정리 배일한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미래연구 학술단체인 ‘미래학회’(The Korea Association for

이날 학회의 오전 세션은 ‘소셜 네트워크의 미래’를 주제로 임마

Futures Studies)가 4월 21일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누엘 페스트라이쉬 (Emanuel Yi Pastreich) 경희대 교수, 아시아

(NIA) 서울청사에서 해외 미래학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17

도시개발의 미래를 주제로 김동건 한샘UDM상무, 아시아 인구증

미래학회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가의 미래를 주제로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발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학회와 아태지역 미래학자 네트워크(Asia

표가 이어졌다.

Pacific Futurists Network: APFN),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이어진 오전 워크샵에서 호주 미래학자 호세 라모스(Jose

공동 개최하는 국제 미래학 컨퍼런스 형태로 모든 발표를 영어로

Ramos)가 레고블록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표현하는 게임을 소개

진행하여 행사수준을 높였다.

해서 관심을 끌었다. 오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동환 중앙대 교

‘아시아를 위한 미래(Creating New Stories and Alternative Futures

수가 ‘촛불시위의 동역학’과 ‘선호미래 그리기’에 대해, 이명호

for Asia : Beyind the Factory and the Rule of Big Men)’라는 표제

여시재 이사가 ‘4차 산업 혁명의 미래’, 체릴 청(Cheryl Chung)

로 열린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국내 미래연구자들은 물론 미국, 영

싱가포르 리콴유 대학교수가 ‘선호미래 묘사’, 존 스위니(Jone

국,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 미래학자 33명이 참석

Sweeney)가 ‘적십자활동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해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오후 두 번째 세션은 핸드온 워크숍(Hands-on Workshop)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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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미래예측에 유용한 도구를 게임형태로 진행하는 방법들

이날 행사는 해외에서 온 참석자들이 곳곳에서 모여 다양한 미래

이 소개됐다. 송미미(Song Mei Mei) 대만 탐강대 교수는 대만과 중

예측기법을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줘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국 간 양안관계의 미래를 게임형태로 예측하는 기법을 발표했다.

국제 미래학 컨퍼런스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영국 쉐이핑 퓨처 대표는 미래예측

한편 제3회 미래학회 춘계 학술대회는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일반

에 최신 온라인 DB를 활용하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미래

논문 세션에서 우수논문 한 편을 골라서 베스트 데뷔 페이퍼 상을

학연구방법론을 소개하는 학생들의 일반논문세션까지 포함 총 6

수여했다. 수상작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 세션을 마무리한 후에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미래 한국의 감염병 대응 전략 연구 - 뎅기열의 유입과 토착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석사과정 양종수
인간의 삶은 질병이라는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즉시 인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장소적 범위를 한국으로, 시간적 변화 범위는 15년 후를, 아울러 미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성 곤
충 매개 질환인 뎅기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뎅기열은 한국보다 기온이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토
병이나, 열대기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여행이 빈번해지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한
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질병의 유입에 관하여는 해외여행객의 수와 뎅기열 발생의 빈도를 중심으로 뎅기열의 해외 유입가
능성을 파악하였으며, 뎅기열의 토착화 가능성에 관하여는 매개곤충인 이집트 숲 모기와 같이 뎅기열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알려진 흰줄 숲 모기를 중심으로 발생가능성을 예측한다. 미래 예측에는 뎅기열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
하기 위해 STEPPER를 활용하고, 미래의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과거의 추세선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3차원 미래예
측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따라 현재까지 알려진 전파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에서의
뎅기열 발생가능성과 토착화 가능성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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