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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심의
대학혁신 패러다임

1. 변화하는 대학 이념: 교육·연구·창업의 3위1체

대학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교육이 가장 큰 역할이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또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교육하는 곳이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창업과 분

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정보화되어가면서 여기에

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에서는 창업

연구 임무가 새롭게 가미되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을 위한 교육, 창업을 위한 연구, 또는 역으로 교육과 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구에 도움이 되는 창업이 대학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 즉,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의 명문대학은 대부분이 연구중심

<교육, 연구, 창업>이 <3위1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인데,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제 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양대 이념이 되어 있다.
지식창의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학은 다시 한번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생산수단의 무인자동화와 글로벌화가 진
행되면서, 기존의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선
진국들은 단순제조업에 더 이상 경제를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지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
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제 대학은 새로운
지식의 발굴과 함께 이를 기업화 하는 과정인‘창업’역
할을 새롭게 담당해야 한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명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일은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

[그림 1] 변화하는 대학의 이념

2. 창업국가의 빠진 고리: 대학창업
이번 정부의‘창조경제’
는 상상-도전-창업을 통해 새
로운 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다. 창조경
제가 성공하려면 창업국가전략으로 가야 한다. 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창업천국’
을 만들면 된다. 지난 2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4년 업무계획을 보면,
다양한 창업관련 정책이 망라되어 있다([그림 2] 참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그 동안 창업국가전략의 논의에 있어서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다보니 정책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창업 주체별로 구분해보면, 대기업이 주
도하는 사내창업, 연구원을 포함해 개인들이 주도하는 중

[그림 2] 2014 창업 활성화 전략과 추진과제
(출처: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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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벤처창업, 그리고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주도하는

대학만이 구성원들에게 창업을 권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

대학창업이 있다.

한 주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성공 여
부는 상상-도전-창업으로 이어지는 대학창업의 활성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대학과 버클리대학이 주

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창업에 불을 지

도하여 만들어진 곳이다. 특히 스탠포드대학의 창업 활동

필 수 있으면 창조경제에도 불이 붙을 것이다. 그러나 대

은 놀랍다. 스탠포드대학의 졸업생, 학생, 교수가 창업한

학이 냉랭하면 정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열기는 달아오

회사가 4만개에 이르고, 이들이 올리는 연매출액은 2조 7

르지 않을 것이다.

천억 불(약 3천조 원)로 세계 경제규모 5위인 프랑스의
GDP와 맞먹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GDP인 1조 2천억

과거 국민의 정부 때 벤처육성정책을 펴면서 대학에도

불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그림 3] 참고). 국가경제와 창

벤처창업 붐이 인 적이 있었지만, 미국발 IT 붕괴로 인해

조경제를 위해서 대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국내 벤처들이 줄도산하면서 대학창업의 싹도 같이 시들

있다. 우수한 인력이 대학으로 몰려들고, 그 속에서 배워

었다. 지난 10여 년간 대학에서 창업은 패가망신의 길이

사회로 나간다. 대학 시절 주위에 창업하는 사람이 많으

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 빈자리를 SCI 논

면, 창업은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어렵지 않게 도전하

문 중심의 대학평가와 교수평가 제도가 차지하면서, 대학

게 된다. 대학 시절에 창업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

은 무사안일의 경연장이 되고 있다. 교수는 SCI 숫자의

는 일이라고 배우면 도전이 어려워진다.

노예가 되고 학생들은 취업 준비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림 4]는 전체 CEO 중 교수 및 연구
원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대학
의 창업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림 3] 스탠포드대 창업 매출 효과
(출처: Charles E. Eesley & William F. Miller, Impact: Stanford
University’
s Economic Impact via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Stanford University Survey Report, 2012. 10)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독립적인 창업을 권유할 리도 없다.

[그림 4] 교수 및 연구원 CEO 비중(%)
(출처: 2014 중소기업청 대통령 보고)

3. 연구중심대학에서 창업중심대학으로

우선 연구중심대학 중에서 창업중심대학을 기치로 내

생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의사·변호사·공무원이 되

거는 대학이 나와야 한다. 성공한 창업이 네이처·사이언

는 것보다 창업을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대학이 나와

스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보다 높게 평가되고, 우수한 학

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스탠포드대학과 비슷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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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심의
대학혁신 패러다임

념을 가지는 대학이 한국에서도 나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연대보증제도·스톡옵션제한·병역특례
창업제한 등을 철폐하고, 창업에 자본과 대기업 투자가

이를 위해서 정부와 대학에서는 관련 제도를 바꿔줘야

들어올 수 있도록 기술거래·인수합병·특허권보호를 강

한다. 대학과 교수의 업적은 창업의 개수와 매출액, 그리

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나아가 초·중·고에서도 기업

고 창출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학교는 창

가정신·창업·발명·창의공학·미래전략을 특별활동을

업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특허, 사회 봉사 등을 높이 평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이는 기존의 기초과

가해주고,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창업하는 방법을

학이나 수학, 가정·기술 과목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배우며, 학교 연구를 통해 창업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철학적 배경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4.“가벼운 창업”
으로 청년들에게 활기를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대학창업은 기존의 벤

또한, 대학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이스라엘이나 미국, 유

처창업과 달리 가벼운 창업이어야 한다. 생산시설을 갖추

럽의 선진국들처럼 국방분야의 기초연구를 대학이 주도

어 완제품을 만들고 판매에 성공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

하게 하고, 여기서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산규제와

는 과정은 대학창업에게는 너무 길다. 1천만 원 ~ 3천만

보안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 무인화·로봇화·

원 정도의 적은 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고 몇 년 안에

정보화 되어가는 미래 국방환경 변화는 새로운 아이디어

특허나 제품, 회사를 팔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회사에 투자

와 지식의 창출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하는 일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좋은

이 될 것이므로, 기존의 벤처투자(venture capital)보다

기회다.

엔젤투자(angel capital)가 주요 투자자가 될 것이다. 이
러한 제도 하에서 나오는 대학창업회사들은 엔젤회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청

(angel company)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정부는 이런 엔

년들이 부품 인생을 살려고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젤회사들이 거래될 수 있는 기술거래소와 인수합병

서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들은 젊기 때문에 실패해도

(M&A) 시장을 활성화해주면 된다.

잃을 것이 별로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들
에게 새로운 세상을 펼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 분

또한, 대학창업을 아이디어-기술개발-제품화-이전 등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대학에 요구되

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제도를

는 시대적 사명이다. 대학이 <교육-연구-창업>이라는 <3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식창

위1체>적 이념으로 창업국가전략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

의시대에는 현실적으로 첨단·고급기술과 전문성에 기반

우리나라에 창업의 불을 지피는 일은 대학이 아니면 할

한 기술창업이 위주가 되므로 대학원생, 특히 박사과정 학

수 있는 곳이 없다. 지금 대학창업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

생들이 활발히 창업할 수 있게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요한 국가 미래전략인 이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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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료허브 국가미래전략:

상생의 생명 나눔 릴레이
인체 장기 및 조직 기증의 지속적인 확산을 향한 첫걸음

이상지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박진하 건국산업 대표
김원천 (주)누보에너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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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인체 장기와 조직 이식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과

Human organ and tissue transplant is an effective

그렇지 않은 병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생명을 구하고 기본

way to save lives and restore basic functions from

적인 기능을 되살리는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다. 그러나 세

both fatal disorders and common illnesses. However,

계적으로 기증 장기와 조직이 턱없이 부족해 전체 수요의

organ and tissue donation is in short supply, meeting

10%에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이식 대기

less than 10% of the global demand. We thus propose

자가 장기 또는 조직을 이식 받은 후 사망 시 자신의 장기

the“Win-Win Relay for Sharing Life,”a method in

와 조직을 함께 기증하는 모델인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방

which transplant patients donate their organs and

식(Win-Win Relay for Sharing Life)을 제안한다.

tissues when they die, after they receive a

상생의 생명나눔 릴레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transplant of organ or tissue they were waiting for.

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는 누군가로

For the Win-Win Relay to success, it should

시작된 기증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satisfy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The first is the

(Sustainability)이고, 둘째는 기증된 신체조직과 장기의

Sustainability; a donation should be followed by

수가 누진을 거듭하여 이식대기자가 필요로 하는 조직 및

other donations continuously. The second is

장기의 수요와, 기증을 통해 공급되는 조직 및 장기의 차이

Proliferation;the quantity of donated organs and

를 점진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확장성(Proliferation)이

tissues has to increase cumulatively, and narrow the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편으로 인체

gap between the organ/tissue demand and the

조직 및 장기 기증 시 기증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작성

donation supply. To be specific, we suggest inserting

하는 본인 동의서에 세 가지 추가 조항을 넣는 것이 있다.

three additional clauses to donation consent forms

또한 예측 모델을 통해 생명 나눔 릴레이의 확장성을 평가

for the sustainability. When we assess the

한 결과로는 매년 초기 장기 및 조직 기증자가 100명씩일

proliferation of the Win-Win Relay using a

때 이를 이식 받은 사람이 모두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

simulation, the results show that when there are 100

참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0년 후 뇌사 장기 기증자와 조직

donors every year each for organ/tissue and they all

기증자는 각각 3배 및 100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

participate in the relay, the relay increases

났다.

organ/tissue donators by triple and 100 times after

의료 분야 국가미래전략으로서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가

10 years, respectively.

확산되면, 우리나라 의료산업과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

If the Win-Win relay spreads out as a national

는 계기가 마련됨과 더불어 다양한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

medical future strategy, our medical industry and

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증 문화가 대한민

technology will have greater opportunity to develop,

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는 국내 인체 조직

not to mention its additional effect: the growth of

의 자급자족을 넘어 일본과 중국과 연계하는 동북아 의료

various related industries. We also hope that if the

허브, 나아가 세계 의료허브로 발돋움하는 선도국가가 될

donation culture successfully settles in Korea, our

것이다.

country will not only be self-sufficient for
organ/tissue donations, but also become a medical
hub in northeast Asia connecting Japan and China,
and grow into a global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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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장기 및 조직 이식의 국내외 현황

간장 이식으로 23,721건이 실시되었으며 약 21%를 차지하
였다. 신장 이식과 간장 이식을 합하면 전체 고정장기 이식

가. 세계적인 장기 이식 현황

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10%는 심장

인체 장기 및 조직의 이식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의료대

이식이 5,741건, 폐 이식이 4,278건, 췌장 이식이 2,564건,

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 향

소장 이식이 209건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

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인체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식 대

인 2010년 대비 약 5.4%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년

상이 되는 장기는 신장, 간,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각

도와 유사하게 전체 장기 이식 수요의 10%에도 못 미치는

막, 안구 등을 포함하고, 인체 조직은 뼈, 연골 근막, 인대

것으로 알려졌다.

및 건,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과 함께 골수, 말초혈
또는 제대혈로부터 얻어지는 조혈 줄기세포를 포함한다. 그
러나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혈액과 혈액제제는 물론 생식
체, 배아 및 태아 조직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이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2] 전세계 국가별 인구 백만 명당 고형장기 이식 빈도 분포
(2011년)

신장, 간, 심장 또는 폐 등의 고형 장기 이식은 매년 점점
더 늘어나 모든 국가에서 통상적인 건강의 요소가 되었으며
더 이상 부유한 나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2]에
[그림 1] 세계 고형장기별 이식 현황 (2011년)

전세계 국가별 고형장기 이식 빈도 분포를 2011년 기준으
로 인구 백만 명당 장기 이식 빈도 수를 색깔로 구분하여 세

인 간 의 고 형 장 기 이 식 (human solid organ

계 지도 상에 나타내었다. 또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지역

transplantation)은 1954년 Joseph Murray 박사와 그의

은 하얀색으로 나타내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는 회색

동료들에 의해 최초로 신장이식에 성공함으로써 현실화되

으로 표시하였다.

었다. 스페인의 국립이식기구(National Transplant

[그림 3]에는 국가별로 인구 백만명 당 고형장기별 이식

Organization, ONT)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빈도수를 구분하고 전체 장기 이식 빈도 총수가 많은 순서

Organization,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GODT(Global

에 따라 상위 50개국을 2011년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인구

Observatory o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의 보

백만명 당 장기 이식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크로아티아

고서에 따르면 ,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1 기준으

(Croatia)로 약 95건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노르웨이

로 총 112,631건의 고형장기 이식이 실시되었다. 이 중 가

(Norway), 미국(US), 벨기에(Belgium), 스페인(Spain),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76,118건의 신장이식으로 전

오스트리아(Austria), 스웨덴(Sweden) 등이었고 우리나라

체 고정장기 이식의 약 68%에 달한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는 인구 백만 명당 50여 건으로 23번째로 나타났다. 한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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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전년도인 2010년 기준으로는 오스트리아(Austria)가 90
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US), 크로아티아

구분

기증자
(명)

(Croatia), 노르웨이(Norway), 포르투갈(Portugal), 벨기

뇌사

408

에(Belgium), 스페인(Spain) 등의 순위로 나타났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20번째였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고형장기 이식 빈도의 국가

고형장기

계
소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1,747 1,311 766 363 34 107

NHBD*

1

4

사후

112

191

2

2
191

2,040 2,017 1,914 1,015 897

2

전체

2,561 3,959 3,227 1,783 1,260

36

NHBD: Non Heart Beating Donor

폐 췌도 소장 골수 각막
37
3
1
436

2

생존시

별 순위가 다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직

103
107

37

3

1

103

629

출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K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Annual Report of the Transplant 2012)

[표 1] 우리나라 장기이식 현황(2012년)
(단위 : 건)

구분

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2008

2,705

1,142

950

24

84

2009

3,015

1,238

1,018

23

2010

2,975

1,287

1,066

27

2011

3,656

1,639

1,210

2012

3,856

1,783

1,260

췌도

소장

각막

7

2

496

65

8

1

662

73

18

1

503

43

98

35

3

2

626

36

107

37

3

1

629

출처: 장기이식관리센터,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표 2] 우리나라 년도별 장기별 이식 추이(골수 이식 미포함)

[표 2]를 참조하여 최근 5년간 장기별로 이식 추이를 살펴
보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형장기 이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장기 이식의 추이를 보면, [그림
[그림 3] 2011년 국가별 인구 백만 명당 장기 이식 빈도 순위
(상위 50개국)

4]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에 총 1,739건이었으나 2012
년에 이르러 총 3,959건으로 약 2.3배로 증가하였다. 이 중
에서 뇌사 장기 기증에 의한 이식은 2002년 164건에서

나. 국내 장기 이식 현황

2012년에 이르러 1,751건으로 약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Korean

고, 전체 평균 증가율 2.3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로

Network for Organ Sharing)의 2012 장기이식 통계연

나타났다. 또한 사후 장기 기증에 의한 이식은 2002년 113

2)

보(Annual Report of the Transplant 2012) 에 따르면,

건에서 2012년 191건으로 약 1.7배, 생체 장기 기증에 의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이식은 2002년 1,462건에서 2012년 2,017건으로 약 1.4배

장기이식은 총 3,959건이었고 이 중 고형장기 이식은

증가하였다.

3,227건으로 전체 이식 대비 약 81.5%를 차지하였고, 나머
지는 각막이식과 골수이식이 각각 629건과 103건이 시행되
었다. 고형장기 이식 3,227건 중에서 신장 이식이 1,783건
으로 전체 이식 대비 약 45%로 가장 많았고 간장 이식
1,260건으로 약 31.8%을 차지하였으며 신장 이식과 간장
이식을 합하면 전체 대비 약 77%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췌
장 이식 34건, 심장 이식 107건, 폐 이식 37건, 췌도 이식 3
건, 소장 이식 1건이 시행되었다.
Including bone marrow and cornea
※ 골수, 각막 포함

출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K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Annual Report of the Transplant 2012)

[그림 4] 우리나라 장기 이식의 추이(2002년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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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를 참조하여 지난 10년간의 뇌사 장기 이식 추이
를 장기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뇌사 신장 이식의 경우
2002년 68건에서 2012년 768건으로 약 11배 이상 증가하
였고 뇌사 간장 이식은 2002년 28건에서 2012년 363건으
로 약 13배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8건에 불과하던 췌장 이식은 2011년에 43건을 크게 늘어났
다가 2012년에 34건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심장 이
식은 2002년 11건에서 2012년 1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
다. 폐 이식은 2002년 2건에서 2012년 37건으로 전반적으
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림 6] 국가별 인구 백만명 당 사후 장기 기증자 비율(2011)

Observatory o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의 보
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상위 70개국의 국가별 인구
백만명 당 뇌사를 포함한 사후 장기 기증자 비율(PMP, Per
Million Population)은 [그림 6]에서 볼 수 있다. 스페인이
약 45 PMP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크로아티아, 벨기에 등
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5 PMP로 43번째로 나타났다.
※ 고형장기 이용은 뇌사 기증자의 평균 기증 장기수를 말함

[그림 5] 뇌사 고형장기 이식 추이(2002년~2012년)

나. 국내 장기 기증 현황
[그림 7]을 참조하면 2012년도 우리나라 뇌사 기증자는
409명, 사후 기증자는 112명, 생존 시 기증자는 2,040명이

2. 인체 장기 및 조직 기증의 국내외 현황

었으며 전체 기증자 2,561명 중 약 80%가 생존 시 기증자
로 나타나 선진국의 경우 뇌사 기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 세계적인 장기 기증 현황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는 뇌사자, 사망자 또는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 그 중에서도 특히 뇌사 장기 기증의 경우를

사람들의 기증에 의해서 가능한데 이식을 위한 장기기증은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 36건에서 2011년에 368건으

각 나라의 문화, 정책 등에 따라 뇌사자 기증이 많은 경우,

로 약 10배, 2012년에는 409건으로 10년만에 약 11배 이상

살아있는 사람의 기증이 더 많은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

빠르게 늘어났지만, 뇌사 장기 이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 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은 거의 전적으로 뇌사 또는 사

2011년에는 2012년의 전체 이식 장기 2,561건의 약 16%에

후 장기 기증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뇌사 기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생체 장기 기증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시행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증가폭은 보이지 않고 있다.

뇌사자의 경우 거의 모든 장기를 이식에 사용 가능하도록

한편 [그림 8]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대기자

하고 있다. 스페인의 국립이식기구(National Transplant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2002년도에 8,386명에서

Organization, ONT)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2012년도에 20,850명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

Organization,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GODT(Global

났다.

14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상생의 생명 나눔 릴레이

※ 골수, 각막 포함

출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그림 7] 우리나라 년도별 장기 기증 추이(2002년~2012년)

[그림 9]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수와 장기 기증자수의 대략적인
변화 추이

병이 악화되거나 장기 이식을 받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수
도 있다. 장기이식 관리센터의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 이식자의 등록일로부터 이식일까지의 대기시
간은 장기에 따라 다르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대기시간은 [표 3]과 같다. 2012년 기준으로 살펴 보면, 가장
이식을 많이 받는 신장 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시간은 883
일이며 췌장 이식의 경우는 평균 3년이상 대기하는 것을 알
※ 이식대기자는 각 연도말 기준 누계이며, 이식등록자에서 이식자, 사망자, 본인수술취소자, 검사값 누락자 등 제외
출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그림 8] 우리나라 년도별 장기 이식 대기자 추이(2002~2012)

[그림 7]과 [그림 8]을 비교하면, 2012년도에 전체 장기
기증자 수 2,561명은 같은 해 장기 이식 대기자 수 20,850
명의 약 12%에 불과하며 장기 기증자 수가 장기 이식 대기

수 있다.
(단위 : 일)

구분

평균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2008

471

839

126

970

56

2009

436

797

111

887

2010

474

830

138

2011

532

913

2012

535

883

췌도

소장

각막

118

178

336

130

75

47

279

925

124

83

25

318

160

1,044

142

53

39

792

305

167

972

166

102

269

247

347

출처: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자 수에 비해 약 18,289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02년도에는 전체 장기 기증자 수가 1,573명으로 같

[표 3] 이식자의 평균 대기시간

은 해 장기 이식 대기자 수 8,368명에 비해 6,795명이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2년도에 장기 이식 대기

다. 국내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 현황

자수에서 장기 기증자 수를 뺀 차이는 2002년도에 비해 약

인체조직 이식이란 기증 받은 사체의 일부를 환자에게 질

2.7배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부터 2012년

병 치료를 위하여 이식하는 것으로 장기이식과 유사하다고

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 이식 대기자 수와 장기 기증

볼 수 있지만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 이식의 경우에

자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변화 추이를 보이고

는 대부분 생명의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반해 인체

있으며 대략적으로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조직 이식은 생명의 유지와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지 않는

장기 이식 대기자 수와 장기 기증자 수의 차이에 해당하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외에도 이식을 위한 인체조직의

는 환자들은 장기 이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일부는

적출, 처리과정, 보관, 분배 및 적응 질병 등이 장기이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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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을 참조하면, 2011년 총 268,372개 인체조직

경우와 차이가 난다.

중 국내 자급비울은 24%로 64,409개였다. 2012년에는 총
구분

인체조직

장기

종류

뼈, 피부 및 근막, 연골,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양막(태반 안쪽의 막) 등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안구

기증시기

사망 후 15시간 이내

살아있을 때 혹은 뇌사 시 (사후 불가능)

[표 5]를 참조하면, 2011년 전체 인체조직 기증자 2,205명

이식시기

가공, 보관 과정 거쳐 이식 (최장 5년)

즉각적으로 이식

중 생존 기증자가 1,9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에

특징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이 수혜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

뇌사자와 사후기증자는 각각 141명과 93명으로 총 234명

관련법

2004년 인체조직 관련법 의거, 상품 분류

1999년 장기법 의거, 공적 체계 관리

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수

[표 4] 인체조직과 장기 이식의 차이점

306,152개 중 국내 자급 비율은 21.4%에 해당하는 65,302
개로 부족한 상황은 2011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입금액만도 총 2,269만 2,000달러에 이르러 이로 인해 환
자들이 경제적 부담 가중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5).

기증 및 이식 대상이 되는 인체조직은 뼈, 피부, 인대, 혈
(단위 : 명)

관, 심장판막, 연골, 근막, 양막 등이 있는데 뼈와 피부가 가
장 많이 소요된다. 특히 화상환자의 경우 급하게 피부를 이
식해야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고, 운동선수의 무
릎 인대 등이 손상됐을 때, 심장이나 간 이식 수술 때도 혈

구분

계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240

계

16,605

15,710

655

2005년

2,442

2,393

48

1

2006년

2,726

2,660

62

4

2007년

2,408

2,306

77

25

관 등 인체조직이 필요하다. 장기 이식은 뇌사인 경우에 주

2008년

2,516

2,358

124

34

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인체조직 이식은 뇌사가 아니라도

2009년

2,252

2,103

111

38

2010년

2,056

1,919

92

45

2011년

2,205

1,971

141

93

사후에 가능하다.
미국 등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인체조직 이식이 임상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정형외과, 흉
부외과, 성형외과, 치과영역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안과 영

출처: 2011년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 현황

[표 5] 인체조직 기증자 수 변화 추이(2005-2011)

역 등 거의 모든 의료영역에서 정착된 의료시술로 받아 들
여지고 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
람의 기증자로부터 100명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3.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기증의 지속성과 확산을 위한
첫걸음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3.1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기준으로 장기 이식 대
기자에 비해 장기 기증자는 대략 12%에 불과할 정도로 턱
없이 부족하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부족한 장기의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식용 장기의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별반 다르지 않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한 인체 조직은 대부분 수
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국내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 현황 분석

[그림 10] 국내 인체조직 생산 및 가공 현황(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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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은 누군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
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착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

상생의 생명 나눔 릴레이

통이다. 선의 또는 연민과 같은 감성에 의존하는 착한 마음

규정되어 있다. 이 본인 동의서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으로 이루어지는 타인을 위해 주기만 하는 기증은 보다 뚜

있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

렷한 동기가 없는 경우 지속적인 확대 가능성이 취약한 한

해결을 위한 바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계점을 가진다. 착한 기증을 통해 일부 문제점이 해소되기
는 하지만, 기증된 인체조직 및 장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이 잘 드러난 셈이다.

“첫째, 나는 뇌사 또는 심장사 등을 포함하여 사후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식 가능한 모든 나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인체조직 및 장기 기

장기를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장기등의 기능회복, 질환

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선의나 연민보다는 기증자의 개인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식하도록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의 자부심, 애정, 열정 등에 호소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위

않고 기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 미래 비전이나 가치를 공유하거나 보다 혁신적인 새로운

둘째, 나는 사후에‘인체조직안전 및 관련 등에 관한 법

방식을 창안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기

률’
에 따라 이식 가능한 모든 인체조직을 환자의 신체적

증을 이끌어 냄으로써 풀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동

완전성, 생리적 기능 회복 또는 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시에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Win-

이식하도록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기증하는 것에

Win Relay for Sharing Life)를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해

동의합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는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상생의 생명나눔 릴레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기증 문화가

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누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뜻으

로 시작된 기증이 연속적으로 이어 가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로, 상기 첫째 및 둘째 항은 물론 본 셋째 항을 동일하게

(Sustaina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에 따라 기증된 조

포함하는 내용으로‘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동

직과 장기의 수가 누진적으로 늘어나 가능한 한 빨리 이식

의서’
를 작성하는 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내가 기증하는

대기자가 필요로 하는 조직과 장기의 수요와 기증을 통해

인체조직 또는 장기등을 이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급되는 조직과 장기 수간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확장성(Proliferation)이다.
3.2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릴레이경주에서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연속적으로 이어
달리기가 가능한 것은 바톤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편을 이
루는 구간별 주자 간에 바톤을 주고 받으면서 앞으로 달리
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릴레이경주에 참가하는 달리기 선
수들은 빨리 달리는 실력 못지 않게 바톤을 잘 주고 받는 실
력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명나눔 릴레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바톤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한 쉽
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에서 정해진 규정을 지키면서
이러한 바톤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누군가가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 기증자 본인의 자발적
인 의지에 따라 작성하게 되어 있는 본인 동의서라는 것이

[그림 11]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첫 사례, 본인 동의서와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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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호에는 장기

가하였고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약 27% 가량 증가한 셈이

기증자 본인의 동의 방법으로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다. 2012년도에 뇌사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총 1,751명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

이고 뇌사 장기 기증자는 409명이므로 뇌사 장기 기증자 1

로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인체조직안전 및 관련

명당 평균 4.28개 장기를 이식한 결과를 나타낸다. 반면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는 인체조직 기증자 본인의

인체 조직의 경우는 기증자 1명당 평균 100명에게 이식이

동의 방법으로 장기 기증의 본인 동의 방법을 준용하도록

가능한 것으로 산정한다.

규정하고 있다. 본인 동의를 위한 문서는 유언에 준하는 성

(단위 : 백분율%)

격을 띠고 있으므로 별도의 형식이 없이 기증자 본인이 자

3개월

1년

3년

5년

7년

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97

89.23

85.79

83.58

81.27

[그림 11]은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한 첫 사례로,
신장 이식 대기자 목록에 등록하고 투석을 시작하기 직전의

출처: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표 6] 뇌사 장기 이식자의 생존율

환자(성명: 김원천)의 본인 동의서와 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
터 발급받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이다. 이러한 상생 생명

또한 [표 6]을 참조하면, 뇌사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1년

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경우 기존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회

후 생존율이 평균 89.23%로 발표되었고 이는 1년 후의 사

적으로 또는 기증자 자신에게는 어떤 효과와 이익이 있을

망률이 평균 10.77%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3년 후의 생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존율과 사망률은 각각 85.79%와 14.21%, 5년 후의 생존율
과 사망률은 83.58%와 16.42%, 7년 후의 생존율과 사망률

3.3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의 확장성(Proliferation)

은 81.27%와 18.73%다.

장기 이식은 주로 뇌사 기증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하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를 적용하

고, 인체 조직 이식에 대해서는 뇌사와 사후기증을 포함하

는 경우 연도별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자의 가상적인 변화

여 통합적으로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의 효과를 살펴 보기로

추이를 통계 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기존의 년도별 기

한다.

증자와 비교함으로써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의 효과를 분석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하였다.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한 기증자가 사망하는

국인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02년 509.7명, 2011년

경우 이식이 가능한 인원수를 산출하기 위해 인체조직과 장기

4)

513.6명에서 2012년 530.8명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연

이식을 구분하여 통상적인 사망률과 뇌사 사망률을 상황에

평균 사망율은 약 0.53%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따라 별도로 적용하였고 1명의 기증자로부터 혜택을 볼 수

체 사망자 중에서 뇌사로 사망하는 경우는 평균 2% 정도에

있는 조직 이식자의 수의 평균치(nt = 100)와 장기 이식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하다. 장기 기증이 가능한 뇌사의 원인

의 수의 평균치(no = 4.28)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은 대부분 두부 외상에 따른 뇌의 실질손상과 뇌혈관계 질

우선 장기 이식을 중심으로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효과를

환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사고나 질환으

살펴 보자.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를 시작한 기준연도로부터

로 인한 뇌사 사망자는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약 1300여

y년이 경과한 해에 뇌사 장기 이식자의 수 NO(y)는 해당

명 정도로 세계적으로 장기 기증이 활발한 스페인보다 많은

연도 뇌사 장기 기증자 수 DO(y)로부터 NO(y) = noDo(y)와

뇌사 규모에 해당하는 셈이다.

같이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이제 해당 연도 뇌사 장기의 기

2010년 268명이었던 우리나라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증자수 DO(y)는 다음 식(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2011년에는 368명으로 37.3%나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40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3). 2002년
36명과 비교하면 10년간 뇌사 자기 기증자는 대략 11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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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y) = DO1(y) + DO2(y) WO + DO3(y) WT

(1)

상생의 생명 나눔 릴레이

여기서 DO1(y)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를 적용하지 않은

DO3(y) = ∑M、
m=1 NT(y - m)dT(m)dB

(4)

기존의 뇌사 장기 기증자수를 나타낸다. 만일 미래의 특정
한 해에 기존의 방식에 의한 뇌사 장기 기증자수 DO1(y)를

여기서 NT(y-m)은 당년(y)으로부터 m년 전의 인체 조

예측하기 위해서는 직전 년도의 뇌사 장기 이식자의 수

직 이식자 수를 나타내며 동일한 해의 조직 기증자 수

DO1(y-1)에 년간 평균 증가율 go을 적용하여 대략적인 산

DT(y-m)에 기증자 1인당 평균 조직 이식자 수 nT = 100을

출이 가능하며 다음 식(2)와 같이 주어진다. 참고로 2002년

적용하여 N(y-m) = nTDT(y-m)와 같이 간단히 산출될 수

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뇌사 장기 이식자의 년간 평

있다. 또한 dT(m)는 인체 조직 이식자가 이식을 받은 해로

균 증가율은 go = 0.27로 알려졌다.

부터 m년 후의 1년간 평균 사망률을 나타낸다. 만일 조직
이식자의 연평균 사망률을 한국인의 일반적인 연평균 사망

DO1(y) = DO1(y-1) (1+go)

(2)

율 d = 0.53%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조직 이식을 받은 해
로부터 m년이 지난 해당 연도의 사망률은 dT(m) = (1-

또한 DO2(y)는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사 장기 이식

md)d 와 같이 주어질 수 있다. 또한 WT는 조직 이식자 중

을 받은 사람 중 당해년도의 뇌사 사망자의 수에 해당하고

에서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참여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0

WO는 뇌사자 중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한 기증자 비

과 1 사이값을 갖는다. 생체 장기 기증과 달리 뇌사의 경우

율을 나타내며 0과 1사이 값을 갖는다. DO2(y)는 다음 식

장기 기증은 나이 제한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3)과 같이 주어진다.

16세부터 6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식(4)에서 기증
가능 기간을 조직 이식 후 최장 M、
=20년까지 적용하여 합
M

DO2(y) = ∑m=1 NO(y - m)dO(m)dB

(3)

산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또한 장기 기증은 사망자 중 뇌
사의 경우로 한정하였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뇌사

여기서 m = 1, 2, 3, … M 은 뇌사 장기이식을 받은 후

자 비율은 dB = 2%를 적용한다.

경과된 기간을 1년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NO(y-m)는 당해

다음으로 인체 조직 이식을 중심으로 상생 생명나눔 릴레

년도(y)를 기준으로 m년 전에 뇌사 장기 이식을 받은 장기

이의 효과를 살펴 보자.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를 시작한 기

이식자 수에 해당하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O(y-m)

준년도로부터 y년이 경과한 해에 인체 조직 이식자의 수

= noDo(y-m)와 같이 주어진다. 또한 dO(m)는 뇌사 장기

NT(y)는 해당 연도 조직 기증자의 수 DT(y)로부터 NT(y) =

이식을 받은 자가 m년 경과 후의 년평균 사망률을 나타내

nTD(y)와 같이 간단히 산출할 수 있다. 이제 해당 연도 조직

고 dB는 사망자 중 뇌사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나라의

기증자의 수 DT(y)는 다음 식(5)와 같이 얻을 수 있다.

경우 대략 dB = 2% 정도로 알려져 있다. 표6에 주어진 생
존율로부터 m = 1년 후 연평균 사망율은 dO(1) = 10.77%

DT(y) = DT1(y) + DT2(y) WT + DT3(y) WO

(5)

이고, m = 7년 후 연평균 사망율 dO(7)는 약 1% 정도로 산
출되며 그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감소하는 것으로

여기서 DT1(y)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를 적용하지 않고

예상되므로 식(3)에서 최장 M = 7년까지 적용하여 매년 발

기존의 방식으로 기증된 인체 조직 이식자 수다. 만일 미래

생하는 뇌사자 별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의 특정한 해에 기존의 방식에 의한 인체 조직 기증자수

마지막으로 DO3(y)는 전년도에 인체조직을 이식 받은 자

DT1(y)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직전 년도의 조직 이식자의 수

중에서 해당 연도의 뇌사 사망자 수에 해당하고 WT는 뇌사

DT1(y-1)에 년간 평균 증가율 gT을 곱한 값으로 대략적인

사망자 중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한 기증자 비율을

산출이 가능하며 전년도의 인체조직 이식자의 수 T1(y-1)에

나타내며 0과 1사이값을 갖는다. DO3(y)는 아래 식(4)와 같

연간 평균 증가율 gT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산출이 가능하며

이 주어진다.

다음 식(6)과 같이 주어진다. 참고로 2006년부터 2011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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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우리나라 기증에 의한 조직 이식자의 연간 평균 증가율

나눔 릴레이에 동참한 기증자 비율을 나타내며 0과 1사이값

은 대략적으로 gT = 0.29로 나타났다.

을 갖는다. DT3(y)는 아래 식(8)과 같이 주어진다.

DT1(y) = DT1(y-1) (1+gT)

DT3(y) = ∑Mm=1 DO(y - m)dO(m)

(6)

(8)

또한 DT2(y)는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직 이식을 받

여기서 DO(y-m)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m년 전 뇌사

은 사람 중 해당 연도에 사망자 수에 해당하고 WT는 사망자

장기 이식자 수이고 dO(m) 뇌사 장기 이식을 받은 m년 후

중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한 기증자 비율을 나타내며

의 연간 평균 사망율이다.

0과 1사이값을 갖는다. DT2(y) 다음 식(7)과 같이 주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수식을 적용하여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에 의한 장기 및 조직 기증자의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M、
m=1

DT2(y) = ∑

NT(y - m)dT(m)

(7)

비교해 보기 위해 편이상 기존의 장기 및 조직 기증자의 수
를 100명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여기서 NT(y-m)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m년 이전에 인체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비율 WO와 조직 이식을

조직 이식자의 수에 해당하며 dT(m)는 조직 이식자가 이식

받은 사람이 상생 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비율 WT를 각각

을 받은 후 m년 후의 사망률을 나타내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0과 1사이 값으로 달리 설정하는 경우 장기 기증자와 조직

같이 dT(m) = (1-md)d 와 같이 주어질 수 있고 d는 한국인

기증자의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알아 보았다.
식(1)로부터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의해 뇌사 장기 기

의 연평균 사망율 d = 0.53%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DT3(y)는 이전의 뇌사 장기 이식자 중에서 해

증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

당 연도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WO는 사망자 중 상생 생명

다. 뇌사 장기 이식자가 모두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의한 뇌사 장기 기증자수
DO2(y) WO + DO3(y) WT
WO=1
WO=1
WO=1
WT=0.25
WT=0.5
WT=0.75

년도(y)

기존의
뇌사 장기
기증자수
DO1(y)

WO=1
WT=0

0

100

-

-

-

-

-

1

100

1

1

1

2

2

2

100

1

2

3

3

4

3

100

1

2

4

6

8

5

100

1

4

6

9

13

5

100

1

4

8

13

21

6

100

2

5

10

19

33

7

100

2

6

14

28

52

8

100

2

7

18

40

81

9

100

2

8

23

56

124

10

100

3

9

29

79

191

[표 7] 릴레이에 의한 뇌사 장기 기증자수의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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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1
WT=1

상생의 생명 나눔 릴레이

경우(WO = 1)를 가정하고 조직 이식자가 상생 생명나눔 릴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의해 인체 조직 기증자 수가 어

레이에 동참하는 비율(WT)을 0, 0.25, 0.5 0.75, 1의 5가

느 정도 증가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식(5)를 적용해 산출한

지로 변화시키면서 뇌사 장기 기증자의 수가 어느 정도 늘

결과는 [표 8]과 같다. 장기 이식자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어나는지 비교하였다.

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WO = 0)와 모두 동참하는 경우(WO

WT = 0인 경우 조직 이식자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 1)로 구분하고, 인체 조직 이식자가 생명나눔 릴레이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뇌사 장기 이식자만 참여하는 경우로

참여하는 비율(WT)을 0.3, 0.5, 1 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기준연도로 부터 10년 후에 기존의 뇌사 장기 기증자 수에

우선 장기 이식자는 릴레이에 참여하지 않고(WO = 0) 조직

비해 3%에 해당하는 3명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미미

이식자의 30%만 릴레이에 참여하는 경우(WT = 0.3), 기준

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뇌사 장기 이식자

년도로 부터 10년 후에 기존 인체 조직 기증자 수 100명에

뿐 아니라 조직 이식자도 모두 뇌사 시에 장기 기증을 하는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309명의 조직 기증자가 늘어나는 것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경우(WT = 1)를 가정하

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체 조직 이식자의 절반이 릴레이에

면, 10년 후에는 약 2배에 해당하는 191명의 뇌사 장기 기

참여하는 경우(WT = 0.5), 10년 후 늘어나는 조직 기증자

증자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약 3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는 924명으로 9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조

있다. 장기 이식의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뇌사의 경

직 이식자가 모두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경우

우에만 제한적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기

(WT = 1), 10년 후에 6,756명으로 무려 67배에 달하는 조직

증자만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경우 장기 기증자

기증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 기증자도

의 증가 효과가 미미한 반면에 조직 이식자가 함께 참여함

모두 릴레이에 동참한다면 9,556명까지 늘어나 약 100배에

으로써 장기 기증자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른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을 보여 준다.

뇌사의 경우에만 기증이 가능한 장기 이식과 달리 뇌사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의한 조직 기증자수
DT2(y) WT + DT3(y) WO
WT=0.5
WT=0.5
WT=1
WO=0
WO=1
WO=0

년도(y)

기존의
조직
기증자수
DT1(y)

WT=0.3
WO=0

0

100

-

-

-

-

-

1

100

16

27

73

53

99

2

100

34

60

126

134

213

3

100

55

102

194

257

386

5

100

80

155

276

445

649

5

100

108

222

381

731

1050

6

100

140

306

513

1168

1664

7

100

178

412

680

1834

2602

8

100

221

545

885

2849

4031

9

100

271

713

1145

4396

6216

10

100

329

924

1472

6756

9556

WT=1
W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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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사망후에도 조직의 기증이 가능한 조직 기증의
경우 1명의 기증으로 약 100명에게 조직을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의한 조직 기증자의 증가폭
이 장기 기증에 비해 획기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세계의료허브를 향한 국가미래전략
인체 장기와 조직 이식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과
그렇지 않은 병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생명을 구하거나 기본
적인 기능을 되살리는 효과적인 치료수단이다. 또한 경제적

[그림 12] 세계 의료 허브 국가 미래전략의 3차원 평가 모델

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신장
이식은 투석과 같은 말기 신장병 치료에 있어서 높은 성공

(PMP, Per Million Population)은 스페인이 약 45 PMP

률과 우수한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크로아티아, 벨기에 등이며 우리나

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장, 간, 심장 등의 고형 장기 이식

라의 경우 약 5 PMP로 43번째로 나타났다.

의 성공과 우수한 생존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요를

장기 이식 대기자 수와 장기 기증자 수의 차이에 해당하

이끌었다. 또한 피부 이식은 화상차료에 효과적이고 각막

는 환자들은 장기 이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일부는

이식은 실명을 성공적으로 막아주는 효과를 본다. 면역학적

병이 악화되거나 장기 이식을 받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수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X선이나 약물 등

도 있다. 장기이식 관리센터의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에

에 의한 면역 억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인체 조직

따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기 이식자의 등록일로

이식의 성공율은 각각의 치료 영역에서 그러한 조직 이식이

부터 이식일까지의 대기시간은 장기에 따라 다르며 2012년

자주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도록 확신을 주기도 한다. 그러

기준으로 가장 이식을 많이 받는 신장 이식의 경우 평균 대

나 국가 별로 장기 및 조직의 부족 현상, 기증과 관리 및 배

기시간은 883일이며 췌장 이식의 경우는 평균 3년 이상 대

분을 위한 제도, 윤리적으로 받아 들이기 어려운 관행 등 풀

기하는 것을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 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어야 할 문제점은 여전히 적지 않게 남아 있다.

환자에게 필요한 수요와 기증에 의해 공급되는 장기 간의

장기 및 조직 이식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격차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다.

살펴 보고 세계적인 의료허브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미래전

인체조직의 경우는 2012년에 이식된 조직 총 306,152개

략을 수립하기 위해 [그림 12]와 같이 시간(Time), 공간

중 국내 자급 비율은 21.4%에 해당하는 65,302개로 기증

(Space), 분야(Displine)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되는 3차원

조직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2011년과 크게

평가 모델을 적용하였다.

다르지 않았다. 인체조직은 믿을 수 있는 품질과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기증 장기와 조직이 턱

주요한데, 외국 기관에서 수출하는 조직마다 바코드를 붙여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나이나 사망원인 등 기증자의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전 세계적으로 총 112,631건의

시술한 뒤 문제가 생겨도 역추적할 수 있지만 기증자 정보

고형장기 이식이 실시되어 전년도 대비 약 5.4% 증가하였

가 확실하지 않으면 조직 이식을 통해 생전에 그 기증자가

으나 여전히 장기 기증은 전체 수요의 10%에 미치지 못하

앓던 병에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

는 것으로 알려졌다.1) 2011년 기준으로 상위 70개국의 국가

라에서 대부분의 조직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가장

별 인구 백만명 당 뇌사를 포함한 사후 장기 기증자 비율

많이 이식되는 뼈를 예로 들면, 미국 내에서의 통상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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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생명 나눔 릴레이

급 가격이 우리나라에서의 공급하는 가격보다 월등히 비싸

리나라의 장기 및 조직 기증과 이식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품질이 나쁜 싸구려 조직을 수입할

보고자 한다. 2010년대 우리나라의 수준(노란색 3점)은 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인체 조직은 가공 과정을 거

북아 평균 수준(주황색 2점)에 앞서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치고 나면 구분이 잘 안 되고 기증자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

수준(초록색 4점)에는 못미치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수준을

에 따라 이식 후 재생능력 등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기

7점 만점에 4점(초록색)으로 평가한 근거는 장기 기증에 의

때문에 국내 기증 인체조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이식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본 논단에서 제안하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방식에 따르
면, 장기 기증자 수의 증가는 미미한 편이지만 인체조직 기

각국의 인체 조직의 자급자족율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략
2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증자의 수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

본 논단을 통해 제안하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가 최초로

기 기증과 조직 기증을 통합하여 이식 대기자가 장기 또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고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주변의 여

조직을 이식 받은 후 사망시 자신의 장기와 조직을 함께 기

론조사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하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동참이 확산되는 경우 인체

바탕으로 대략 1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인구 백만 명당 인체

조직의 기증이 급속도로 늘어나 수년 내에 국내에서 이식에

조직 및 기증자 수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20년 이

필요한 인체조직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

내에 세계적인 수준을 넘어 세계 의료허브국가로 자리매김

한 기증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경우 국

하는 것을 바람직한 국가 미래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내 인체 조직의 자급자족을 넘어 일본과 중국과 연계하는

이러한 국가 미래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동북아 의료허브를 넘어 세계 의료허브로 발돋음하는 선도

많은 국민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마음을 모아 한 방향으로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세계적인 의료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이 상승하는 과정에
서 우리나라 의료산업과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
가 마련되고 다양한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부가적인
기대효과로 미래의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로 국
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의료비와 보험료가 절감되
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증 문화가 정착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드
러나는 경우 인체 조직뿐 아니라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
는 뇌사 장기증자의 수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승 작용으로 인체 조직과 장기 이식
대기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해
이식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경우, 젊은 층의 노
동력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다가올
고령 사회에 심각하게 예상되는 노동력 감소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시간(T)-분야(D)의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살펴 보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시간(T)-공간
(S)으로 이동하여 동북아 및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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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 한 여성이 뒷문으로 버스에 타다 다칠 뻔했다며 여성 버스기사에게

배려의 미래
사회혁신 없이
선진미래 없다

막말을 내뱉는다.
“아줌마. 내가 타는데 아줌마가 문 닫았잖아. 사람 타는 거 안 보였어. 사
람 타는 거 안 봤냐고.”
“뒷문으로 타면 안된다”
는 기사 말에도 막무가내다.
“뭘 잘했다고 난리야. 여자 운전자 아니랄까봐 말 더럽게 많네. 왜 뒤로
타는 게 잘못됐냐고. 정신병자 같은 소리, 진짜.”
#2. 술에 취한 남성이 멀쩡히 앉아 있는 다른 승객들에게 자리를 비켜달
라고 떼를 쓴다. 이윽고 한 여성 승객 앞에 선다.“함께 앉자”
며 행패를
부리고 욕설까지 내뱉는다. 여성이 거부하지만 그칠 줄 모른다.
“저기 괜찮은데, 옆에 앉아도 돼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두 건의 토막이야기는 최근 사이버공간을 달군‘버스 막말녀·막말남’

이규연
중앙일보 논설위원,
탐사저널리스트

동영상 내용이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막말 시리즈가 단골 뉴스거리
가 됐다. 시민들은 동영상을 보며 말초적인 흥미와 함께 씁쓸함을 느낀다.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인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Yes”
라고 말할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토막이야기쯤이야 한번 혀를 차고 넘어갈 일일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2월 벌어진 이른바‘층간소음 살인사건’
을 보면 우
리 사회의 현주소를 한번쯤 돌아보게 한다. 당시 필자는 현장을 돌아보고
칼럼을 썼다. 다음은 칼럼 중 일부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Q아파트 단지. 설날을 맞아 아래층을 방문한 김
모(45)씨가 위층을 방문한 또 다른 김 모(32) 형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대다수 신문은 층간소음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며,‘층간소음 살인’
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하지만 실상은 과장되고 핵심 포인트가 빗나가
있었다. Q아파트 단지는 지은 지 만 13년 된 아파트다. 특별히 부실시공이
문제되지 않은, 낡지도 새것도 아닌 평범한 아파트다. 위층과 아래층은 그
이전에 층간소음으로 다툰 적도 없었다. 평소 위층에는 노부부가 단출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만 설을 쇠러 온 가족(세 살의 손녀도 있
었음)이 있어서 다소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아래층이 위층으로 찾아올라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났다. 항의가 금방 욕설로 변했다. 아래층의
김씨는 위층의 김씨 형제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
이다. 층간소음 때문이 아니라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해 생긴 비극이다.
아이를 조용하게 타일렀더라면, 다소곳이 항의만 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살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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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동영상과 이웃 간 살인은 단순히 윤리적·도덕적 개탄 대상에 불

과할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런 막말과 살인이 너무 자주

할 수밖에 없다. 갈등을 해결하고 범죄를 예방·대처하며 노

벌어진다.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지 않으면 도저히 선진국이

년층을 부양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이런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치명적 허점인 것이다. 한국의 오피

사회문제를 방치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까.“결코

니언 리더들은 경제성장과 정치개혁에는 목청을 돋우면서도

그렇지 않다”
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사회문제 해결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엄밀하게 말하

경제와 사회 및 환경이 상호보완적, 상호강화적 구조를 취하

면, 문제 자체는 인식하고 개탄하면서도 대안과 미래전략을

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근대적

짜는 데는 인색하다.“안타까운 일이지만, 세태가 그런데 어

출발점에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찌 하겠어”
“소득만 올라가면 사라질 걸”
하며 강물에 오줌을

Growth)가 있다.

누듯 흘려보낸다. 사회혁신과 공동체 실험을 외치는 사람은

로마클럽은 1968년 지구촌의 유력인사들이 로마에서 만

순진하거나 과격한 사람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그러다보니

든 국제적인 연구집단이다. 한 나라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인

한국사회의 구조는 균형을 잃게 됐다. 이웃에 관심이 없고

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활

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회가 됐다. 비단 지역사회와 타인만

동했다. 이들은 2년여 간의 연구와 고민을 바탕으로 1972년

도 아니다. 가족은 어떤가. 서양에 비해서도 가족 지탱력이

연구보고서를 낸다. 그것이 바로『성장의 한계』
이다. 로마클

약한 나라가 됐다면 믿을 건가.

럽은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미래사회상을 탐구했다. 인구와

2014년 1월 30일, 미국 사회조사기관인 퓨(Pew) 리서치

식량, 자원, 환경 그리고 산업이었다. 다섯 가지 요소가‘현재

센터는‘노령화에 대한 세계적 관점’
이라는 연구결과를 홈페

상태’
의 추세를 보인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하게

이지에 올렸다.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의 2만 2425명을 대상

될 것인가가 핵심 연구주제였다. 책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질문항목 가운데‘누가 노년층의

얘기가 나온다.2)

삶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하는가’
가 있었다. 이에‘자신’
이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한국이 53%로 가장 높았다. 응

오늘날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가난과 고용 문제와

답자 절반 이상이 스스로 노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답한

같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 한국인의 노후에 대한 정부역할 기

운 일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대감은 33%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가족에 대한 기

유일한 해결책이 성장일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성장에 대

대치(10%)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노후 책임이 가족에 있다

한 의존은 헛된 희망을 낳는다. 그러한 성장은 영원히 지속

는 답은 파키스탄(77%)이 최고였고, 대부분의 국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한한 세계에서 맹목적으로 물질적인

20~30%대를 보였다. 한국사회만 유독 가족을 사회적 지지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1)

뿐이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들

조사 결과를 보며 의외라고 여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사 말고도 한국인의 가족 의존도나 친밀도가 바
닥 수준이라는 국제조사는 얼마든지 있다. 이웃이나 타인 뿐

로마클럽은 다섯 가지 요인의 추세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아니라 가족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진술문을 완성한다.‘앞으로 100년 안에 인류는 성장의 한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은 외로운 늑대가 돼

계에 도달한다.’인구폭발과 환경오염, 식량감소, 자원고갈이

가고 있다.

라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성장은 그 한계에 이른다는 것이다.

막말과 충동살인, 씁쓸한 늑대는 갖가지 사회문제를 양산

로마클럽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지구의 자정능력을 경

1) 헤럴드경제, 2014년 2월 4일 자 2면
2) 도넬라 H. 메도즈, 데니스 L. 메도즈, 요르겐 랜더스, 김병순 역(2012),『성장의 한계』
, 갈라파고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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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경제성장만으로 진보할 수 없다

⑤사회네트워크 안정성, ⑥경제적 안정, ⑦정부에 대한 신뢰,

는 인식을 지구촌에 심는 데는 성공했다.

⑧소수그룹에 관용성, ⑨성차별, ⑩지니계수, ⑪환경 지속가

로마클럽이 문제의식은 던졌지만 그 해법을 제시하지는

능성, ⑫주관적 건강상태 등이다. 이중에서 한국은 사회네트

못했다. 국제사회는 대안과 미래전략을 짜기 위해 고심을 거

워크 안정성(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접촉빈도 등)에서 꼴찌(34

듭한다. 15년 뒤인 1987년 개최된 환경 및 발전에 관한 세

위)를 기록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32위), 소수그룹에 대한

계위원회에서 드디어‘지속 가능 발전’
이 그 해법으로 등장

관용성(28위), 살해(26위), 정부신뢰도(26위), 1인당 방 수

한다. 이후 지속 가능 발전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25위)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행사하는 핵심담론이 된다. 87년 회의에서 제시된 지속가능

행복지수는 경제중심지수와 대립적인 관계를 보인다. 이를

발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을

사회과학적인 틀에서 종합화하려는 시도로, 경제사회발전지

추구할 수 있는 능력, 미래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표가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경제사회

능력을 훼손함이 없이 현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도

발전지표가 발표됐다.5) 지표는 지속가능 발전의 틀에 따라

록 하는 능력’
이라는 것이다. 92년‘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

성장동력과 사회통합, 환경 등 3개 대분류의 영역으로 구분

우선언’
과 2002년‘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를

됐다. 성장동력은 다시 안정적 성장(소득, 거시안정성, 금융

거치면서 지속가능 발전은 세 가지 개념 요소를 중심으로 구

발전 및 경제개방성)과 산업경쟁력(정보화, 기술혁신, 인적자

3)

체화한다.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호다. 하지만 이 역시

본)으로 구분했다. 사회통합은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자유,

실천적, 정책적, 계량적 측면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안전, 역능, 복지분배, 저출산)과 사회의 관용성과 정부의 신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 이후 경제만이 아닌 지수로 한 사

뢰수준(사회적 자본, 관용사회, 정부역량)으로 구성됐다. 환

회와 국가를 평가하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시도돼 왔다. 이전

경은 환경효율(자원효율성, 환경위해성)과 대응노력(재생역량

까지 지고지순한 잣대는 국내총생산(GDP)이었다. 국적을 불

과 국제기여)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표에 따라 한국사회를

문하고 한 나라의 국경 내에 이루어진 총생산활동의 합이다.

평가해 본 결과, 어두운 모습이 드러났다.

‘소득=나라수준’
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던 시절에는 GDP

1995년 21위였던 한국의 사회통합지표는 15년 뒤인

는 경제척도만이 아닌, 사회발전의 척도로도 사용됐다. 하지

2009년 24위로 떨어졌다. 반면 성장동력 지표는 20위에서

만 GDP는 치안수준, 사회적 관용, 여유, 소득분배, 환경오

13위로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9년 기준으로 31개국

염 등의 고려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경제가 발전하면

중 기술혁신 6위, 금융발전 8위, 거시안정성(물가와 재정)

뭐하나, 그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데”
하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

13위, 경제개방성 14위, 환경재생역량 15위 등으로 집계됐

이 고개를 끄덕인다. 한 사회나 국가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다. 반면 사회안전 31위, 관용사회 31위, 복지분배 27위, 자

지수화하기 위해 행복지수가 개발됐다. 불행하게도, GDP와

유 26위로 나타났다. 너그럽지 못하고 불안한 한국사회의

행복지수의 격차가 큰, 대표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구조가 다양한 지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기준 한국의 GDP는 1조

행복지수와 경제사회발전지표 등은 경제와 사회가 불가분

1975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5위다. 우리의 행복은 그 수준

의 관계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4)

일까. 얼마 전‘보건사회연구’
에 한 편의 논문이 실렸다.

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종종 나온다. 경제적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비교한 결과다. 한국은 10점 만

측면에서 본 자살연구가 대표적인 예다. 대한민국은‘자살공

점에 4.2점을 받아 34개국 중 32위였다. 우리보다 낮은 곳

화국’
이라고 불려도 항변 한마디 못할 나라다. 자살률은 경

은 터키와 멕시코다. 행복지수 계산에 쓰인 지수는 다음과

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11년

같다. ①1인당 방 수, ②가처분 소득, ③고용 정도, ④살해,

기준 10만 명당 33.3명으로 평균치인 12.3명의 3배 가까운

3) The Johannersburg Declaration on Sutainable Development, 1(4 September 2002) http://www.housing.gov.za.
4) 이내찬(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보건사회연구』
, 32(2).
5) 박명호 등(2013),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연구,『경제학연구』
,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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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그리스와는 10배 이상의 차이
를 보인다. 이런 자살률을 낮추면 연간 2조원의 경제적 효과
를 얻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12월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자살률을 정부 목표
치인 10만 명당 20명으로 줄이면 최대 2조971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살 시도자의 의료비용,
응급이송비용, 생명연장효과, 가족의 간접비용 등을 계산해
낸 결과다.
[그림 2] 불균형 삼각형

필자는 대중적 행동구호로‘배려’
라는 단어를 쓰고자 한
다. 미래의 산업현장과 행정창구, 입법단계, 복지전달시스템,
지역사회서비스에 배려의 코드를 심는 것이다. 기계적인 분
배와 평등을 구현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한정된 재원·자원
에서 배려적인 정책을 세우고 그런 행정서비스를 행하며 끈
끈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정교하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
어야 한다.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경
[그림 1] 미래한국 가로막는 한국의 자화상

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것 이상의 지식과 지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지금은 자
선사업가로 변신한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미국,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 스위스 -.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경제수

한 적이 있다.“나는 돈을 벌 때 이상으로 돈을 쓸 때 고민
한다.”

준도 높지만 관용과 신뢰 의식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세

막말 버스동영상에서 성장의 한계를 느낀다면‘오버’
일지

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가 지금처럼 경제성장에만 몰두하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세계 1위 자살율과 기록적인 저출산,

고 사회통합이나 사회형평을 외면한다면 경제성장 조차 한

극심한 배타성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할 늪지대인

계에 봉착할 것이다. 우리는 성장과 일등에 취해 속도와 빛

것만은 분명하다. 그 함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스웨덴·독

에 빠져들었다. 그 이면에 격려와 배려, 지지가 자라기 힘든

일·덴마크·핀란드 같은 한국은 없다. 많은 미래연구자가

음지가 생겨났다. 정치권과 기업의 난제를 풀려 매달리면서

‘더 크고 더 반듯한 삼각형 사회’
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보

도 삶·생명의 고민에는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다.

태야 한다.

여기 삼각형이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환경이 세 변
이다. 삼각형의 면적은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의 변도 길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회통합과 환
경의 변은 그보다 훨씬 더 길어져야 한다. 바람직한 미래는
현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래연구자들은 대한민국의
‘찌그러진 삼각형’
을 직시해야 한다. 정삼각형으로 만들 미
래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사회문제 해결
에 있어 소극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
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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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미래 안전사회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

기업 및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하기 위한 전략자원으로써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과학기술의 역
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IT, IBM 등 글로벌 기
업과 대학, 연구소는 물론 일본, 영국 등 국가들도 미래변화 전망 기반의
다양한 유망기술 도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이다. 우리
나라도 2013년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수
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미래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해
기술예측을 통한 미래 유망기술의 발굴과 합리적 선택에 어려움이 존재한
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 및 국가의 상황에 적합한 유망기술 발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미래예측본부장

굴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KISTEP은 2009년부터 10대 미래 유망기술을 지속적으로 선정·발표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한국사회 핵심 트렌드를 선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중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이슈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안전위험의 증가’
를 핵심 트렌드로 선정하여 한국사회의 미래 위험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
응하기 위한 기술을 KISTEP 10대 유망기술로 선정하였다.

미래 안전사회를 위한 핵심이슈 분석
최근 한국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이슈는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삶의 질 특히, 안전에 대한 욕구와
민감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안행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26.5%가
재난·안전사고·범죄 등 사회전반의 위험으로부터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안전수준(3.98점)을 OECD국가(4.95점)에 비해 낮
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재난·안전사고 및 범죄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 스미싱 등의 사이버 위험과 신종질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
험요소가 등장하여 우리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14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선정 연구’
에서는 앞서 언급한 미
래 한국사회의 여러 위험요소 중 지난 3년간의 뉴스키워드 분석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그림1]
참조).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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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안전사회를 위한 10대 유망기술
‘2014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과정은 크게
유망기술 후보군 도출과 우선순위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참조). 먼저 도출된 위험 이슈들을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4가지 요소인 예측·예방·대응·복구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미래니즈를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미래니즈
를 대표하는 키워드 기반의 특허분석과 국내외에서 발표한
미래유망기술 검토,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래 안전분야
[그림 1] 뉴스키워드 분석을 통한 안전위험 이슈 도출

2009~2013년 뉴스 6백42만개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증
가추세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도출하였고 이들의 연관어 분
석을 통해 미래 이슈를 선정하였다. 이후 연관 이슈들의 그
룹화 과정을 거쳐 사이버, 강력범죄, 식품안전, 신종질환 등

니즈 충족을 위한 총 67개의 미래기술 후보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후보군에 대해 기술의 구체성 및 진보성을 평가해
20개의 후보기술로 압축하였으며, 이후 실현가능성, 위험이
슈 대응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KISTEP
내외 과학기술전문가 100명의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최종
10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였다.

4개 분야로 안전위험 이슈를 구분하였다.
분야

사이버
위험

미래 이슈
사이버 재산범죄 증가(인터넷 사기, 온라인뱅킹 피해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사생활 유출
사이버 범죄의 지능화, 다양화
개인정보유출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 증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산업, 국가기반시설 피해위험증가

강력범죄
위험

흉악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증가
강력범죄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고통 및 가족해체
외국인 범죄의 증가로 신원확인, 확보 어려움, 외국인
기피 현상
강력범죄로 인한 불안감

식품안전
위험

수입식품의 증가, 온난화 등 식품안전 위협 요인의 증가
가축전염병, 방사능오염 등 새로운 위해요인
가공식품 소비 증가에 따른 식품첨가물 증가
유전자재조합 등 식품산업의 신기술에 대한 불안감

신종질환
위협

대유행 감염병의 지속 발생
감염관련 취약계층의 증가 등 사회적 관심증대
결핵 등 일부 감염병의 재유행
환경호르몬, 전자파 등으로 인한 신종환경성 질환의
등장

“미래 안전”
분야
미래 니즈 도출

- 위험 이슈 대응을 위한 니즈를
예측·예방·대응·복구의 프로
세스에 따라 도출

니즈충족을 위해
필요한 기술 탐색

- 니즈키워드 중심으로 검색된 특허
에서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후보
기술 도출
- 미래유망기술 DB에서 기술을 미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래안전
분야 유망 기술후보 도출
-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술검토 및
신규아이디어도출

미래
유망기술
도출

미래유망기술
1차 평가

- 기술의 구체성, 진보성 등

10대 미래유망
기술 최종선정

- 과학기술 전문가(100명) 우선순위
평가
- 실현 가능성, 위험이슈 대응성, 경
제적 파급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표 2] 미래유망기술 도출절차

[표 1] 한국사회 미래 안전위험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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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 사이버위험 대응

오랜 기간 동안 심리적 고통을 미치게 된다. 강력범죄나 무
차별적 살인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증대되고 있어, 최근 사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 사기, 온라

회불안요인으로 강력범죄발생이 경제위기, 안보, 재난 등을

인뱅킹 해킹 등 사이버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사이버범죄는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그 기법이 고도화·지

유망기술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범죄상황을 자동

능화 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와 사생활 유출로 경

으로 인식하는 상황인식 기술, 범죄 감시·범인 검거를 위한

제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험에

초소형 비행감시로봇이 있다.

대응하기 위한 유망기술로는 기존의 신분증명방식을 대체할
생체인증 기술, 가상환경에서 운영되는 가상화 보안기술, 도

기술명

세부 내용

기술정의 - 개개인의 생체 고유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하는 방식. 주요 방법으로 지문이나 음성, 망막
을 사용
미래활용 - PIN, 비밀번호 등의 기존 신분증명방식
을 대체하여 망각, 분실, 도난의 위험이 없는 높은
보안 성능 제공이 가능. 늘어가는 사이버 활동에서
신원의 위장/도용을 막을 수 있음

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

기술정의 - 과거 범죄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와 시간을
예측하는 기술
미래활용 - 범죄 위치와 유형 등을 주소지 주변으로
상세하게 제공해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정보를 파악
하고 예방하거나 범죄 발생율이 높은 지역에 경찰인
력 우선배치를 통해 범죄 예방

기술정의 - 가상환경 내부로 침투하는 보안 위협과
공격을 막기 위해 VM(Virtual machine)을 적용하
여 가상환경 내에서 운영되는 보안제품 및 서비스
기술
미래활용 -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및 BYOD 트렌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환경 내부로 침투하는 보
안위협에 대응

상황인식

청, 감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양자정보통신 기술이
있다.
기술명

생체인증
(Biometrics)

가상화 보안

양자정보통신

세부 내용

기술정의 - 양자 기술로 생성한 암호키를 송수신 측
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도청이 있어
도 암호키 자체가 손상돼 내용을 알수 없는 통신기술
미래활용 - 도청,감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신기술로 금융 및 개인 신용정보가 오가는 금융망,
각종 개인정보가 오가는 의료망 등의 보안체계에 새
로운 패러다임 제공 가능

초소형
비행감시로봇

기술정의 - 사용자의 행위, 주변환경 등을 분석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기능을 자동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미래활용 - 범죄상황 인식을 통해 범죄 발생 시 즉
각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역할 이 가능, 또한 사이
버분야에서는 자동 침입 탐지 등을 통해 공격 대응
가능

기술정의 - 실내외에서 자율비행하면서 위험요소를
감시, 추적해 정보를 제공하는 비행로봇
미래활용 - 범죄 발생 모니터링, 범인 추적 등 범죄
대응 분야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정찰용(소방, 방재,
군사용 등)으로 사용 가능

3. 식품안전 위험 대응
수입식품의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이며, 광우병이나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식품오
염의 새로운 위험요소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조합생

2. 강력범죄 위험 대응

물체나 나노기술 등 새로운 식품기술은 그 안전성이 아직 입
증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다. 식품의

한국의 범죄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특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망기술로는 유해성분 탐지가 가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상해를 가하는 강력범죄가 높은 증가

능한 전자코와 유통, 보관 과정에서 위해물질을 차단하고 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체적,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품을 보호하는 스마트패키징 기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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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전자코

세부 내용
기술정의 - 인간의 후각 시스템을 모방한 전자적 장
치로, 인간의 코가 연속적으로 다른 냄새를 맡지 못
하며, 맡을 수 있는 냄새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
해 만들어진 시스템
미래활용 - 냄새 분자와 반응을 통해 상태, 유해성
분 탐지 등이 가능해 식품, 의료, 환경 분야에서 다
양하게 활용 가능

기술정의 - 온도, pH, 압력, 빛과 같은 외부와 내부
환경 변화을 모니터링하거나 적응하면서 식품을 보
호하는 기술
미래활용 - 식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서 편리성과 함께 제품을 품질을 유지, 향상이 가능해
식품 스마트패키징 이를 통한 식품안전성 증대 가능

결어
사회 전반으로 위험요소가 다양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
는 상황에서 미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
으로 한국사회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슈를 발굴
하였고, 이에 따른 미래니즈와 니즈 충족을 위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로 도출된 미
래 안전을 위한 유망기술들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안전 분야의 기존 기술을
대체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위
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기술은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고,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4. 신종질환 위험 대응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술별 연구개발 동향, 경쟁
여건, 기술개발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망기술

SARS, 신종플루 등 대유행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 감염병의 확산은 무역, 관광, 서비스의 급속한 수요

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축 등 국가 경제활동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종플
루 유행시 우리나라 연간 GDP는 0.4~9.1% 감소가 예상된
다. 이러한 신종질환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망기술로는 현
장에서 신속하게 원인균을 진단할 수 있는 고속진단 페이지
칩, 대규모 전염병 발생시 빠르게 백신공급이 가능한 식물생
산 백신이 있다.

기술명

고속진단 페이퍼칩

식물생산 백신
(그린백신)

세부 내용
기술정의 - 멤브레인 상 미세유체칩을 이용하여 현
장에서 질병의 원인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
는 기술
미래활용 - 의료 현장에서 감염 환자로부터 감염 원
인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 가능

기술정의 -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식물에 유용한
유전형질을 삽입시켜 발현시킴으로써 유용한 단백질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미래활용 - 병원균 감염 우려가 없고, 배양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쉽고 경제적인 백신 양산이 가능해
대규모 전염병 발생시 빠르게 백신 공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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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만드는
미래

21세기 들어 금융·재정위기, 테러, 북아프리카민주화, 지진해일,
이상기후, 빈부갈등, 에너지·곡물 가격상승 등 다양한 지구환경과
질서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의 요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의문과 인류 생존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늘 각종 미디어, 자료, 회의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많은 정보와 데이터 등을 접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예측 전문가들
이 미래사회변화나 전략을 언급할 때‘위험, 불확실, 융합, 소통, 지속
가능, 봉사, 과학기술, 지혜 (risky, uncertain, coalition,
communication, sustainable, service, S&T, wisdom)’
등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런 말들은 보통 사람들도 많이 접하지만 단어의 외면적 의미보다
내포적 의미가 강조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정 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前 과학기술부 차관

가 많다. 이는 미래사회의 변화가 그만큼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들고
빠르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중 미래변화와 관련 두 가지 핵심요
소는 가치창출의 근간인 과학기술발전과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을 보존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이다. 즉, 인류 미래
전략의 기본은 우수핵심인재가 주도하여 지혜를 모아 지구를 보존해
가면서 과학발전을 통해 큰 가치를 창출하여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의
향상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항상 보다 풍요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해 오고 있
다. 약 200만 년 전 인간이 지구위에 탄생하였지만 200여 년 전까지
인류의 삶은 비참했었다. 중세 르네상스, 종교혁명, 과학혁명 소위 3R
이 전개되면서 비로소 인간의 자유, 인권, 창의성을 토대로 인본(人本)
사회 진전과 함께 엄청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창출에 따른 가
치의 증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풍요, 건강, 안전을 획
기적으로 증가시켜 주었다.
그간의 과학기술발전을 토대로 화석연료에너지 활용, 교통·정보통
신·의료산업의 발전이 인류번영의 기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과 함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도시화는 여러 가
지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해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질병,
물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큰 고민과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적인 글로벌 기업, 선진국 정부, 전문 연구기관 등은 세계적인 관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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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과 영향력에 맞는 미래대응전

정신과 함께 분배와 성장의 조화 쪽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략 연구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관과 국가들은 정보교류, 글로벌 협력 등을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간은 그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다른 기관, 국가의 미래전략 관련 엄청난 정보와 자

통해 자신의 삶의 질 향상 본능을 추구하면서 지구현안

료를 서로 갖고 있고 관련 국제기구·단체들에 참여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적 역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들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정보와 교류를

생각한다. 미래변화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

토대로 미래변화 관련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목표나 비

시간 속에서 인간이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현재 우리의

전 설정은 잘 준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좋은 목표나

모습은 과거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
이라는 말이 있다. 결

과제를 설정해도 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 여건과 역량을

국 인류는 긍정적·발전적 방향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

분석하여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

구 공동체를 만들려고 다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

가가 더욱 중요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는‘누가, 어떻게’
를 더 고민하면서 미
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역량과 여건을
잘 분석하여 누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와 우선순위, 추진체계, 국제협력, 재원 등을 어
떻게 효율적으로 선택,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더 신중하
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발전의 한계에 달한 토지·자원의 이용,
인간의 노동력·생산성 향상을 과학기술발전과 어떻게 연
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한 미래 전략의 몇 가지 기본방향은 우선 우수한 인재
를 잘 육성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첫째,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질병, 물 등 지구현안 과제를 과학기술 발전
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해결
방안을 수집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고갈되는 화
석연료 고갈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개발과 확산되는 정보
통신기술을 인류 발전에 긍정적인 발전 패러다임으로 확
충하여야 한다. 수소, 태양, 생물 에너지의 개발, 산업 진
흥 그리고 미래 IT기술을 각 산업과 사회의 가치 증가에
잘 적용하여 미래 인류발전의 핵심요소로 활용하여야 한
다. 셋째, 200여 년간 인류 발전의 근간인 자본주의의 무
한경쟁, 승자 독식의 개념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
한경쟁은 계속되겠지만 승자독식의 개념(소위 Winner
Takes It All)은 공헌·봉사, 융합·소통, 지혜·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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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전후질서의
균열과 재편

격동의 동북아 정세
최근 동북아에서는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기존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2년 출범한 일본의 아베 내각은‘보통국
가’실현을 목표로 미일동맹 강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위예산 증액 등
일련의 공세적인 안보방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
사는 2013년 말에 발표한 해병대 기능의 부대인 수륙기동단 창설 방침과
아울러 전후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의 근간인‘전수방위’원칙에 대한 근본
적인 수정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를 전격 참배
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전쟁을‘자존자위의 전쟁’
이라고 규정한 그의 퇴행
적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한편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CADIZ:
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이

김정섭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사전 통보를 요구하였다. 여기에는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오키나와 북부에 위치
한 주일미군 훈련장,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 일본 등 관련 당사국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특
히 11월 26일 B-52 전략폭격기 두 대를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비행토록 하는 무력시위까지 감행하였고, 이에 중국은 미국의 행동을 제
국주의, 패권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자신이 선포한 방공식
별구역을 지킬 결심, 의지,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하였다. 이
러한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은 미국 중심의 기존의 서태평양 질서를 중국
이 더 이상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로의 재균형
(rebalancing)’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전략
적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2020년까지 미 해군
력의 60%를 이 지역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일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한 2013년 10월 미일 2+2 회의에서는 일본의 안보적 역할 확대를
인정하고 미일간 역할분담의 재조정 및 병력운용의 통합을 위해‘미일 가
이드라인’
을 개정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주일미군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신형 수직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 P-8 초계기, 글로벌 호크 무인 정
찰기 등을 일본에 배치하고 아울러 호주와 필리핀 등에 미군의 군사적 배
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호 교차하면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각국
의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이 지역의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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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힘을 바탕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조

화로운 신형대국관계가 모색될 것인가? 일본 아베정부가
추진하는 보통국가화와 역사수정주의가 동북아 안보에 던

정부, 교육, 언론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심화되는 미소냉전으로 인해 그

지는 함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하에서는 동북

방향을 잃고 만다. 즉, 1949년 마오의 중국내전 승리에 따

아 각국의 국가전략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역동

라 미국이 선택할 동아시아 동맹국을 상실하자 일본의 전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정세를 이해하고 동북아 안보질

략적 가치는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전전(戰前) 체제에 대

서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한 단죄와 극복 노력은 그 추동력을 잃고 오히려 역전되게
된다. 여기에 더해 한국전쟁 발발로 일본의 전쟁 후방기지
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주일미군이

동북아 안보질서의 기원: 전후질서(샌프란시스코

전선에 차출되자 안보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자

체제)의 형성과 한국전쟁의 유산

위대의 창설, 방위청의 설치 등 일본 방위력을 증강하는 것
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동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였고

북아 정세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이 지역 안보질서

이어 미일동맹이 체결되었다. 추방되었던 구체제 인사들이

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일본은 독일과 달리

대거 복권되었고 전범 처벌은 축소되었다. 관료-재벌-자민

반성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 있으며 한중일 삼국은 아직도

당이 결탁하는 일본의 보수민주주의는 바로 역코스

과거의 역사에 갇혀 있는가? 동아시아지역에는 왜 유럽과

(reverse course)라고 불리는 이러한 반동적 흐름 속에서

달리 다자동맹, 다자안보체제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한국

태동하게 된다.1) 이로써 일본은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청산

과 일본이 공히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의

없이 전범국가에서 일약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안보협력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때로는 미묘하고 어려운

서 국제사회에 무임승차하게 된 것이다. 위안부, 야스쿠니

과제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의문들의 근저에는 2차

신사참배, 영토문제 등에서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퇴행적

대전 이후 형성된 동아시아 고유의 샌프란시스코 냉전 체

역사인식 이면에는 이러한 얄궂은 냉전의 역사가 자리 잡

제와 한국전쟁의 유산이 자리 잡고 있다.

고 있다.

2차 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연합군의 점령통치를 받게

한편 유럽의 얄타체제와는 달리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체

됨으로써 독일과 마찬가지로 탈 군국주의와 역사청산이 이

제는 집단안보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한국전쟁 전후 집

루어지는 듯이 보였다.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의 점령통치

단안보기구 구성 노력이 있었으나 유럽안보 약화를 우려한

기간에 일본의 제국 육군과 해군은 해체되었고 내무성이나

영국의 반대와 과거 식민 국가들과의 대등한 참여를 꺼렸

경찰과 같은 군국주의 관련 정부기관은 해체되거나 약화되

던 일본의 회피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범아시아

었다.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전범으로 고발

주의의 부활을 경계한 미국 역시 아시아 각국의 횡적인 결

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잔학행위 혐의로 수천 명의 장교들

합(다자주의) 보다는 미국과의 일대일 종적인 관계(양자주

이 고발되었고 요코하마에서만 700여명이 사형선고,

의)를 선호하였고 아시아 각국도 민족주의 에너지를 기반으

3000여명이 각종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구질서와 밀

로 일국 단위의 발전주의 모델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동아

접한 연관이 있는 인사들 20여만 명이 각종 공공생활, 즉

시아는 미국이 일본을 하위파트너로 삼는 가운데 그 아래

1)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도 A급 전범으로 복역하였으나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바뀌면서 공직에 복귀하여 1957년 일본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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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국과 동남아국가들이 배치되는 수직적 구조로 고착되게

사회의 실현을 위해 경제발전의 지속을 원할 뿐 아니라 미

되었고 오늘날까지 다자적 문제해결이나 역내 국가들 간의

국, 일본에 비해 해·공군력의 열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

대화와 협의를 통한 신뢰구축의 전통이 자리 잡지 못하게

는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군비경쟁과 무력충돌의

되었다.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미
중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밝힌 상호공존과 공익을 추
구하는‘신형대국관계’
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공식별구역의 일방적 선포 사례에
서 보듯이 중국의 행동이 점점 단호해지고 거침이 없어지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논쟁의 대상이 아니

있음 또한 사실이다. 특히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동중국,

다. 그리고 커가는 중국의 힘이 동아시아 질서에 변화를 줄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는 힘의 사용까지

것이라는 것 또한 상식적인 전망이다. 문제는 그 변화가 언

불사하겠다는 거친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

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혹자는 전

국이 미일동맹의 강화,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 증강 등을 통

세계 국방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해 자신들을 포위, 견제해 오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과 세계 제일의 경제력 그리고 소프트파워까지 고려할 때

이에 따라 중국의 지정학 전략은‘서쪽 안정, 북쪽 의지, 동

미국의 패권 쇠퇴설은 과장되었으며 상당기간 미국이 주도

남 투쟁’
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도,

하는 국제질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파키스탄 등 중국의 서쪽은 안정시키면서 북쪽의 중앙아시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중국이 현재의 7% 성

아지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의지하는 가운데 동남지방

장세를 유지할 경우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

을 중국의 지정학 전략의 중심으로 삼는 전략을 말한다. 이

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 케네디의 지적과

지역이야 말로 타이완, 한반도, 일본, 남중국해 등 충돌과

같이 강대국의 흥망은 결국 경제력이 냉혹한 척도가 되어

갈등이 잠복해 있는 곳이며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도 결국

왔음을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동아시아내의 힘의 균형은 멀지

이 지역부터 본격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않은 장래에 중국에게 유리하게 기울게 될 것이다. 특히, 천

항모공격용 미사일(둥펑 21D), 해상공격용 전투기, 잠수함

문학적인 재정적자와 테러와의 전쟁으로 지친 미국을 제치고

전력 등의 확충을 통해 미국의 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

이미 중국의 발전모델(소위 베이징 컨센서스)이 많은 개발

을 지연시키는‘접근 차단 및 지역거부(anti access, area

도상국에게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denial)’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증대된 힘을 바탕으로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중국의 경제, 군사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미중

질서에 어떠한 요구를 할 것인가? 중국은 주변정세를 어떻

간 패권경쟁이 본격화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중 모두 국내

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가장 비

경제 발전과 회복에 중심을 두는 가운데 견제와 협력이 공

관적인 전망은 중국이 미국을 축출하고 아시아를 제패할 것

존하는 현재 흐름이 가까운 장래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러

이라는 예측이다. 중국이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지배, 정복

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팽창해 가는 중국

할 가능성은 낮지만 자신의 규범을 강제하고 자유행동의 반

은 자기정체성과 국익개념을 확장해 갈 것이며 이는 동중국

경을 넓힐 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국제정치의 공격적 현실

해, 남중국해, 한반도 등 미국이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 동아

주의 학파는 미국이 19세기 초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 독점

시아 지역의 해양패권에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을 만들어 낼

적 지위를 알린 것처럼 중국도 아시아에서 중국판 먼로 독

가능성이 크다. 다이빙궈 중국 전 국무위원은“중국 패권론

트린을 천명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윤리적

은 순전히 근거 없는 의심”
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거나 덜 민족주의적이지 않다면 미국과 다르게 행동할 것

그의 발언의 진지함이나 의도를 의심하지 않더라도 그가 미

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전

래 세대의 결정을 대변할 수는 없다. 19세기 이래 처음으로

면적인 미중 패권경쟁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소강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주변국을 압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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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태어난 미래 세대들은 그들의 세계관과 비전에 따라

의 국방군화 및 핵무장 추진까지 주장한다. 또한 대동아 전

중국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쟁은 자위전쟁이라고 하는 등 전전 일본의 역사를 전면적으
로 긍정하고 있다. 한편 오자와 이치로가 제기한‘보통국가
론’
은 일본이 경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외교안보적 역할을

일본: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와 공세적 안보방위

국제사회에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내안보

정책 추진

체제 강화, 미일동맹 강화, 대외 안보역할 확대를 요구하게
된다. 다만 과거 일본 역사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고 인정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세적인 안보방위정책은 북

한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와는 구별된다. 이외에도 군사력 강

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일동맹을 강화하

화보다는 과학기술력과 경제력을 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거나 일본의 안보적 역할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대

대외적 영향력과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평화국가

동아전쟁이 자위전쟁이라고 하는 극히 위험하고 퇴행적인

론’
도 존재한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역사 수정주의도 포함하고 있어 아베 내각이 진정 목표로

주장에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하는 일본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따

아베정부 안보정책의 성격을 평가해 본다면 전후체제로

라서 이하에서는 전후 일본이 견지해 온 전통적 안보방위정

부터의 탈피와 극복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의 부상과

책 기조와 탈냉전 이후 일본의 국가전략과 관련한 다양한

아울러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고 보는

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아베내각의 안보방위정책의 성격을

일본으로서는 더 이상 미일동맹에 의존하는 통상국가 모델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로는 자국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안보정

전후 일본의 국가전략의 근간은 1954년까지 일본 총리를

책면에서는 기존의 보통국가화 담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역임한 요시다 시게루의 정책 노선을 지칭하는 소위‘요시

수 있다. 다만 영토, 역사 문제에 있어 강경한 수정주의적

다 독트린’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해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국가주의에서 표방하는 극

양국가와의 제휴강화가 일본을 발전과 번영의 길로 유도한

우적 사고도 도사리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보통국

다고 믿은 요시다 전 총리는 경제성장에 우선을 두고 안전

가화 추진만 하더라도 주변국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보장은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재군

마당에 과거 침략의 역사를 긍정, 미화하는 역사인식을 보

비나 방위력 증강은 경제부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억제되

임에 따라 이웃국가들의 분노와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었으며 이러한 경무장 정책은 이후에도 일본의 보수 본류

또한 한일 관계를 경색시킴으로써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

노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까지 계속된

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나가려는 미국의 재균형정책에도

비군사화 규범에 따라 일본은 공격능력을 갖지 않고 방어에

부담을 주고 있다.

만 전념하겠다는 전수방위 원칙이나 비핵 3원칙, 무기수출
금지 3원칙 등을 준수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반적 방위력
개념이라든지 공중급유금지 원칙, 방위비의 GNP 1% 이내

미국의 전략적 대응: 재균형(rebalancing) 정책

원칙 등도 모두 이러한 비군사화 규범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러다가 탈냉전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경제력이 세계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본적

2~3위에 이르게 되고 군사력도 국방비 세계 6위권 수준에

인 선택이 있다. 하나는 억제정책이다. 중국의 깃털이 자라

접어들자 일본의 국가전략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등장하

기 전에 이를 억제하고 발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로써

게 되었다. 먼저 가장 극우적인 견해로는 전 동경도 지사

타협은 오직 중국의 야심을 격려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시하라 신타로 등이 주장하는‘신국가주의’
, ‘국수주의’

른 하나는 중국의 강대국화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국제질서

가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위협인식을 바탕

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접촉, 협력해야

으로 일본의 독립과 자주를 강조하고, 헌법 개헌과 자위대

한다는 개입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양극단은 모두 위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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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억제 내지 봉쇄 정책은 냉전적 접근으로써 금융,

며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나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무역 등 이미 미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화시대의

고 하겠다.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반면 무조건적인 개입정책은 중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도박과 같다. 따라서 미국의 현실적인 선
택은 혼합전략일 수밖에 없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아

새로운 동북아질서의 모색

시아로의 재균형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용과 협력 기조는 유지하는 가운데

2차 대전 이후 이어져 온 미국중심의 동북아 질서의 변화

아태지역에서 미군의 존재감을 높이고 지역동맹국들과의 적

는 불가피하다. 패권을 지탱해 주는 권력의 제반 차원, 즉

절한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있다. 최근 미국의 아시아중시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호주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이중 일부 분야에서는 종국

나 일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주일미군의 군

적으로는 역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사력 강화, 미사일방어 등 미일동맹의 강화가 적극적으로

기존의 통상국가론에서 탈피하여‘주장하는 외교’
,‘전쟁할

추진되고 있다. 국방예산의 삭감, 13년에 걸친 대테러 전쟁

수 있는 국가’
를 외치고 있어 미국의 안보우선에 더 이상

의 피로 등을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보통국가화를 향해

소극적으로 안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의 세력전

안보역할을 확대하려는 동맹국 일본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

이 현상과 더불어 역내 두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지역패

제한다는‘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
을 구사하

권을 다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태평양전쟁 종결

고 있는 것이다.

이후 남겨진 미완의 과제들 — 영토경계의 분쟁, 역사인식

이러한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의 성공은 커져가는 중국의

의 괴리, 일본의 보통국가화 논쟁 등 — 이 터져 나오고 있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미국 주도의 동맹

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정한 정세 아래에서 우리가 모색

체제에 포섭하여 유지할 수 있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

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 동북아질서의 모습은 무엇일까?

만약 미국이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시아 문제에 대한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의 점증하는 자기주장과 미국

관여를 약화시킨다면 동맹국들의 동요 내지 이탈로 인해 역

의 기득권 수호가 부딪히면서 패권 경쟁이 노골화 되는 상

내 세력균형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적

황이다. 여기에 일본의 공세적인 외교안보 행보가 과거 역

대적인 반중연대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일본과 같은 소수국

사에 대한 부정적인 집단기억을 부단히 환기시킬 경우 동북

가를 제외하고는 선뜻 이 대열에 동참하려는 국가는 많지

아 각국은 서로를 불신하고 견제하면서 안보딜레마에서 헤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재균형정책의 핵심은 대중 협력

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자신의 안보만을 배타적으로 확

과 견제를 어느 수준에서 적절히 균형을 잡을 것인가의 문

보하려는 노력은 결국 상대방의 안보를 저해함으로써 악순

제로 귀착된다. IMF나 세계은행으로 대표되는 서구중심의

환의 상호작용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역내

경제 레짐(브레튼우즈 체제)에서부터 방공식별구역과 같은

에 대결과 진영논리가 상호 공존과 협력 노력을 압도할 것

군사안보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자신의 기득권을 어

이며 한국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의 압력이 가중될 수

디까지 양보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어느 수준에서 용인

있다. 따라서 중견국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여전히 외교

2)

할 것인가? 과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부상하는 독일을

안보의 중심축으로 삼되, 미국이 대중국 견제보다는 중일간

대영제국 등 기존의 패권국가들이 적절히 포용 내지 견제하

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안정적으로 관

지 못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의 미

리하고 일본의 신국가주의적 경향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래는 미중 양국이 변화하는 세력균형에 여하히 상호 적응하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예컨대 IMF 의결권 지분은 미국이 17.4%, 중국과 인도는 각각 6.4%와 2.7%에 불과하다. 중국은 자신이 현재의 국제경제질서의 수혜자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제도와 규범이 중국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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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이탈하여 중국 중

관계, 중일관계의 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심의 새로운 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자는 중국선택론 내

동북아시아의 미래는 역내 주요 행위자들이 어떤 구상과

지 편승(bandwagoning) 전략이 성급하고 부적절함은 물

전략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론, 한국이 지나치게 공세적인 반중연대에 참여하는 듯한

현재는 아베정부의 도발적 행보, 중국의 해상·공중 관할권

인상을 주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그럴 경우 중국과의 만성

관련 공세적 행동,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등이 맞물려

적 긴장관계가 고착화되어 한중무역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

견제와 갈등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그 위험성에 대

될 수 있음은 물론 북한 핵문제 해결, 불안정사태 대비, 통

한 경고나 우울한 전망이 주를 이루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

일여건 조성 등 우리의 국익과 직결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만이 동북아의 현실은 아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더욱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일본 전략으로

촘촘해 지고 있는 협력의 거미망, 평화담론으로 연대하는

서는 반일 민족주의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 역학구도에서 일

각국의 시민사회, 대중국 협력 및 신뢰구축을 주장하는 일

본을 어떻게 활용하며 또 견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본의 관료와 정치가 및 자유주의 계열의 지식인, 일본과의

즉,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라는 동북아 역학구

우호관계를 역설하는 중국내 신사고 등도 엄연히 존재하고

도 변화에 대한 위험분산의 차원에서 일본의 안보적 위치와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질서의 미래는 이러한 공존과 협력의

역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의 적극적 안보방위

비전이 영토민족주의, 제로섬의 지정학 사고, 역사 논쟁 등

정책의 변화가 일본 보수세력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분리되

과 같은 불신과 갈등의 압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어야 하며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지 않도록 외

달라질 것이다.

교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어떤 한 국가의 일극적인 주도권 경쟁보다는 다자간
안보협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국과의 쌍무적인 동맹 시스
템은 지역안정을 위해 긴요하지만 동아시아에도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중층적 지역질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물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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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라도 한미일, 한중일 등 소다자주의 협의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3자간 대화가 분야별, 수준별로 활
성화된다면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한국외교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미중

백영서,「핵심 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파주: 창비, 2013).
W.G.비즐리(장인성 역),
『일본 근현대사』
(서울: 을유문화사, 2000).
이삼성,“21세기 동아시아 지정학: 미국의 동아태지역 해양패권과
중미관계.”
「국가전략」제 13권 1호, 2007.
하영선 편,「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서울: 동아시아연구
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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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및 신청 모집

21세기 들어 한국은 경제위기, 고령화, 실업, 에너지, 환경 등의 거시적이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래학 및 미래예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이러한 시대
적 변화에 발맞추고, 국가적 과제에 대처할 새로운 방법의 모색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설립되었다.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미래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3년부터 KAIST 미래전략대상을 수여
하고 있다.
2013년 미래전략대상 제1회 수상자는 짐 데이터(Jim Dator)* 교수였다. KAIST 미래전략대상의 포상 대상은 미래학
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경제산업, 자원환경, 사회문화, 정치제도 분야의 미래연구 및 미래전략의 수립·운영을 통해 국가경
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기업(단체) 및 개인이다. 추천 또는 신청을 통하여 2014년 포상 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 중이다.
* 1960년대 초반부터 미래학을 연구한 제1세대 미래학 연구자로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과 교수와 하와이대 부설 연구소인‘하와이미래학연구센터
(Hawaii Research Center for Futures Studies)’
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1. 추천 및 신청방법
■ 추천 및 신청기한: 2014년 3월 14일 금요일까지
■ 제출서류: 자유 양식 또는 KAIST 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에 첨부된
추천서/신청서 양식으로 공적 내용 기술
■ 제출방법: e-mail 제출 (kayoung@kaist.ac.kr)
■ 담 당 자: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박가영
■ 문 의 처: 042-35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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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상 개요
종류

인원

KAIST 총장상

1

대상
국내외 기업 및 소속 임직원
국내외 대학 및 소속 교수, 연구원
기타 미래연구·전략 업무 관련자 및 단체

상금

상금 후원

1천만 원

김옥란기념사업회

3. 포상 목적
■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미래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미래연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미래예측 수요 충족과 전문 인재 양성
■ 미래연구 및 미래전략의 성공적인 수립과 운영 등을 통해 국가경쟁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치하

4. 포상 분야
■ 미래학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경제산업, 자원환경, 사회문화, 정치제도 분야

5. 심사 기준
심사 기준

평가 점수

미래예측 및 전략 분야의 연구 및 사업실적

200

국가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및 기여도

200

국제적 지명도 (학술지, 언론, 인용건수)

200

사회공헌 및 경제기반 조성 성과

200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성과

200

합

계

1,000

6. 포상 절차
공고 (3월 초)

서류 제출 (3월 14일)

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
(http://futures.kaist.ac.kr)

추천서/신청서,
공적 조서 및 증빙자료

심사 (3월 말)

심사위원회 구성 (3월 중순)

포상 대상자 선정 심사
(서류심사에 합격한 후보 중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요청)

산·학·연 종사자 중 미래예측 및 전략·정책분야 전문가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

시상식 (4월 3일)
미래전략대상 수상자 시상식 및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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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술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

인재 양성을 위한 통 큰 기부

- 1월 10일 리츠칼튼호텔에서 KAIST 발전기금 약정식열려 -

정문술 (76) KAIST 전 이사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인재를 양성하고 뇌 과학 분야
연구를 위해 215억원을 KAIST에 기부하였다. 2001년 기부한 300억을 합하면 그의 기부액은
51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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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정 전 이사장은“2001년 당시 많은 사람이 IT와 BT의 융합연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KAIST는 바이오·뇌과학 분야를 개척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면서
“당시 더 큰 금액을 기부하
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융합연구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
이어“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과‘부를 대물림하지 않겠다’
는 개인

c

적 약속 때문에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
며“이번 기부는 개인적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였
으며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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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당시 개인 기부액으로는
최대인 300억원을 KAIST에 기부한
정 전 이사장은 정보공학과 생명공학을
융합한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KAIST는 바이오
및뇌공학과를 설치한 바 있다.

b

KAIST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정문술 기금을 미래전략대학원 육성과‘뇌 인지과학’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다.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현재 미래전략·과학저널리즘·지식재산 분야에서 석사 과정의 인력양성 프로

그램을 운영 중이며 박사과정을 신설하여 하버드대 캐네디 스쿨과 같이 국제관계, 경제, 산업, 국방, 과학
기술 분야에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제시하는‘싱크탱크(Think Tank)’기관으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1년 정문술 기금을 바탕으로 IT(정보기술)과 BT(바이오기술)를 융합한 바이오 및 뇌공학과를
만든 데 이어 이번엔‘뇌 인지과학’석·박사 과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c

강성모 KAIST 총장은“이번 기부는 KAIST가 미지의 학문 분야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KAIST가 세계 속의 연구대학이 되는 데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44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b

정문술 전 이사장의 연이은 기부는 지난 1996년 미래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원장과 맺은 개인적 인연이 계기가 되었다. 정문술 전 이사장은 2001년
300억 기부 때와 같이 이번에도 기부 전제 조건으로 이광형 원장의 헌신을 요구했고 이광형 원장
도 미래전략대학원 운영을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형 원장은“그 분은 벤처기업을 운영하거나 회사에 다니는 5남매를 두고 있으나 일반 부모의

c

통상적인 보살핌 이상의 도움은 주지 않고 있다. 이번 기부로 개인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전세다.”
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기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1)

1)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89106

See Futures : The Quarterly Magazine 45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소식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좌」개최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서울 프레스센터(19층)에서「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좌」
를 실시한다. 본 강좌는 대
한민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담론 및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동향 및 미래
전망을 논의한다. 연사의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참가자가 자유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 강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명망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미래전략에 대한 강연과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1차 특별강연 -“창조적 상상력과 미래전략”
(현장취재: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이제원 연구원)

지난 2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을 초청한「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좌」첫 강
연이 열렸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한국과총 이장재 정책연구소장, 한화생명 최성환 은퇴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
하여 각 분야를 대표해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였다. 강연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좌-우)
깁갑수 평론가, 최성환 소장,
곽재원 부회장, 이어령 고문,
이장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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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인터페이스’
가 중요해지는 시대다.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령 고문에 따르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매개하는,‘디지로그(digital+analogue)’
의 개념이다. 워크맨과 소리
바다, 아날로그 상의 음향기기와 인터넷의 환경을 합쳐서 아이팟(iPod)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낸 스티브
잡스도 인터페이스를 한 사람이다. IT 뿐만이 아니다. 오래 전에는 해상 수송 구간에서 육상 수송으로 물건을 옮겨
실어야 할 때, 밖에 꺼내어 쌓아두었다. 그러나 컨테이너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선박이나 항구 창고의
환경이 동일해졌다. 이처럼 창조력과 상상력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며, 특히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 인간과
기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있는‘사이 혁명’
이 바로 인터페이스 혁명이다.
우리는 정보를 구입하지만 사실상 지불하는 가격은 정보를 담은 틀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는 영화의 장르나 완성도에 따라 티켓의 가격이 달라지기보다는 영화관의 시설이나 상영 시각을 기준
으로 균등하게 가격이 책정된다. 책 역시도 그 가격은 내용의 완성도보다는 종이의 크기, 두께, 잉크 사용량 등에
대개 비례한다. 다시 말해 요리는 공짜이나 요리를 담은 그릇 값을 내온 것이다. 그러나 책이라는 미디어에 종이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가? 여태까지 팔지 않던 것을 팔게 되고, 팔던 것을 팔지 못한다. 이 같은‘free
society’
가 우리의 미래다. 그렇기에 인터페이스에서 앞으로의 창조가 나오는 것이다.
이어령 고문은‘관심, 관찰, 관계’
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평생 동안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관심, 관찰,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 막강한 창조능력을 가진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인재가 길러질 것이라
전망하며, 백지상태로 돌아가 시인이 경제에, 과학기술인이 정책에 관심을 가진다면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
날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이번 강연은, 시간이 다소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열성적으로 자리를 지키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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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특별강연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조건 : 기적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자멸할 것인가”
지난 3월 7일에는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을 초청하여 한국프레스센터에서‘국
가’
와‘미래’
라는 키워드를 통해 대한민국
의 성장을 되짚어보고, 이러한 성장의 기적
이 계속될 수 있는지 깊이 담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60년간 어마어마한 성
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특징은 극단성에 있
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현대의 사회병리
△ 강연 중인 김진현 세계포럼 이사장

현상이 큰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
은 전통적으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

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로 당당한 독립국가적인 요소를 지니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만의 근대화 혁명을 성찰적으
로 바라보고, 사회병리현상을 조정해야만 기적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온건한 비관론을 펼쳤다.
김정탁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는 기적과 자
멸의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최적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문제와 한국은 아직 약소국이며 홍콩 또는 싱가폴의 경쟁
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후 특별강연 안내
■ 일 시 : 매월 첫째 주 금요일 (2014년 12월까지)
■ 장 소 :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프레스센터)
■ 주 제 : 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동향 및 미래 전망
■ 주 최 :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미래전략대학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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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AIST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가
주관하여‘성장의 한계와 재도약(Limits to Growth, and Quantum Jumps)’
이란
주제로 미래전략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하와이대학 미래연구
소장 짐 데이터 교수와 뉴스쿨 데이비드 반 잔트 총장이 각각‘미래학에서 본 한국의
한계와 가능성’
과‘미래사회 변화와 우리의 선택’
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할 예정
이다. 또한 KAIST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의 주요 연구분야인 사회
(Society), 과학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인구(Population), 정치
(Politics),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등 STEPPER 각 분야 관련 전문가
들이 모여, 한국의 성장의 한계를 돌아보고 한국이 성장의 가능성을 위해 어떤 미래

행/사/안/내
“성장의한계 in STEPPER
(Limits to Growth, and
Quantum Jumps)”

미래전략심포지엄 개최

전략을 갖고가야 할지에 대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1. 행사개요
■ 주 제 : 미래학에서 본 한국의 한계와 가능성을 논의
■ 일 시 : 2014년 4월 3일(목) 14:30-17: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및 주관 :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미래전략대학원

2. 진행내용
(1) 특별강연
- 미래학에서 본 한국의 한계와 가능성 :
Jim Dator 하와이대 교수(KAIST 겸직교수)
- 미래사회변화와 우리의 선택 :
David E. Van Zandt 파슨스(Parsons The New School) 총장
(2) 주제발표
S (사회) 사회갈등과 프레임의 재설정 : 성균관대학교 강영진 교수
T (기술) 기술의 한계와 3차원 기술사상적 해법 : KAIST 임춘택 교수
E (경제) 자본주의와 현 금융시스템의 한계 : KAIST 채수찬 교수
P (인구) 인구구조 변화와 3가지 미래전략 옵션 : 한국행정연구원 서용석 박사
P (정치) 정치의 한계와 미래전략 기구 :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E (환경)/R (자원) 에너지 자원 고갈 및 환경의 문제 : KAIST 박승빈 공과대학장
(3) 종합토론
- 오피니언 리더들이 생각하는 성장의 한계와 재도약 :
중앙일보 이규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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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카이스트,
미래를 여는
명강의
[편집]
임춘택 KAIST원자력및양자공학과 부교수/미래전략대학원 겸임
교수

이광형 KAIST바이오및뇌공학과 석좌교수/미래전략대학원장
[목차]
서문:어떻게 미래를 선도해 갈 것인가?
미래예측:스테퍼(STEPPER)를 선점하고 메시아(MESIA)를 육성하라
- 임춘택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부교수/미래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중국:동아시아 시대에 앞서 우리의 성공전략을 점검하라
- 정 윤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뇌과학:좌·우뇌 균형의 시대가 온다
-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부교수/미래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콘텐츠:상상력에 테크놀로지를 입혀라
-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미래를 여는 팁 1:창조경제란 무엇인가
- 이민화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소설미디어:소셜미디어, 혁신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 진달용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프로그램 겸임교수
지식재산: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만의 특화된 무형자산을 선점하라
- 박성필 카이스트 지식재산프로그램 초빙교수
환경:환경과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라
- 이규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로봇:1가구 1로봇 시대, 로봇이 당신 모르게 생활을 바꾼다
-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로봇기술플랫폼사업단장
항공우주:최첨단 지식기반의 항공우주산업이 나아갈 길
- 김형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
생명공학:100세 시대, 지속적인 행복을 위한 과학
-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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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팁 2:다보스포럼 세계 10대 이머징 테크놀로지 2012-2013
- 이상엽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KI 연구원장
벤처:대학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7가지 제안
- 이광형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석좌교수/미래전략대학원장

[주요내용]
“
『카이스트, 미래를 여는 명강의 2014』
은 각각의 과학 분야
에서 40여 년 넘게 연구해온 카이스트 최고의 지식인들이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했던 특강을 모은 것이다. 우리 일상
을 바꾸고 있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로봇, 바이오산업, 콘텐츠산업 등의 거대한 흐름까지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다양한 측면에서 말한다. 지금 대한민
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를 누
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교보문고 인터넷: 책 소개> 내용 중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는 미래학 및 미래전략을 체계적
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국내 최초로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학 및 미래전략의 연구를 목
표로 하는 곳이다. 10년 이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각 분야별로 모색하는 일을 3년 전부터
시작하였다. 더불어 그 결과물을「미래전략총서」시리즈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우리나라 미래
전략의 큰 틀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면, 이번 세 번
째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일으켜야 할 미래산업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책 서문> 내용 중

KAIST 미래전략대학원
2014년도 입학식
지난 2014년 3월 8일(토)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의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지식재산대학원프
로그램,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은 KAIST 본교(대전)에서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가 만나는 융합분야인 위 프로그램에는 총 100여 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선배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입학식 행사는 이광형 미래전략대학원장의
경과보고로 시작해 김다흰(미래전략), 강명구(지식재산), 김기범(과학저널리즘) 학생의 신입생 선서로
이어졌고 강성모 KAIST 총장의 환영사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은 미래학과 전략·정책을 연구·교육하여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부처, 언론사, 연구소 등에 몸을 담고 있는 전문가
들이 신입생으로 입학하였다.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은 법조인, 대기업 연구원이 신입생의 주를
이루며 과학기술·법·경영을 아우르는 학문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가의 길을 걷고자 입학하
였다. 과학저널리즘프로그램에는 미래전략기획·과학과 사회의 소통·미래 미디어 산업 분야를 이
끌고자 하는 언론인들이 프로그램에 합류하였다.

◁ (좌-우) 선서를 하고 있는 김기범(과학저널리즘),
강명구(지식재산), 김다흰(미래전략) 신입생 대표

본교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
파이팅을 외치는
미래전략대학원 신입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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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창업중심의 대학혁신 패러다임: 교육-연구-창업의 3위1체

논단
세계의료허브 국가미래전략: 상생의 생명 나눔 릴레이

전문가 칼럼
배려의 미래 - 사회혁신 없이 선진미래 없다
미래 안전사회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
사람이 만드는 미래
동북아 전후질서의 균열과 재편
KAIST 미래전략대상 후보 모집
정문술,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인재 양성을 위한 통 큰 기부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4월 심포지엄 개최
‘카이스트, 미래를 여는 명강의’도서발간

발행처
발행인
편집인
담당자
발행일
인쇄일
디자인

_
_
_
_
_
_
_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이광형 센터장
이상지 연구교수
서종환 선임연구원, 이제원 연구원
2014년 3월 17일
2014년 3월 14일
AJ디자인기획

KAIST미래전략연구센터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N5 #2250
T. 042-350-4025 / F. 042-350-4020 / H. http://futures.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