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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와
재도약
STEPPER 각 분야 전문가의
대한민국 진단과 해법
세계 2차대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모든 국가의 공식적인 미래상이 되었다. 그 가운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에 이룬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다. 세계 어디에도 한국처럼 성장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나라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계의 전
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소득불균형과 노령인구의 증가, 부존자원의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고갈 등을 경험하면서 성장의 한계의 부딪혔다는 견
해를 속속 내어놓고 있다.
현장취재. 조진삼 | KAIST 미래전략센터 선임연구원, 글. 이제원 |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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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트(Fiat)의 사장을 역임하였던 이탈리아 기업가 페체이(Peccei)는 ‘다가오는 균열(the
chasm of ahead)’이라는 저술에서 단순한 경제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책만으로는 인류를 계몽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MIT의 포레스터(J. Forrester) 교수에게 계
량적 컴퓨터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가 바로 1972년에 펴낸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 보
고서다. 이 보고서를 기점으로 인류의 미래가 과연 한계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성장이 가
능한지를 놓고 수십 년간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자들의 역할을 간과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돌이켜 보건대 그 보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옳았다.

Limits to
growth
and
quantum
jumps

우리는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 경고한 붕괴의 초입에 진입한 것이다.

한계는 여러 국면에서 온다. ‘성장의 한계와 재도약(Limits to Growth, and Quantum Jumps)’을
주제로 한 미래전략심포지엄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STEPPER; S=사회, T=기술, E=환경, P=인
구, P=정치, E=경제, R=자원)은 한 목소리로 진단한다.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은 성장세의 하락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심포지엄의 발표자 반 잔트 총장은
미래에는 기술 진보로 인해 정보량이 증가하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되는데, 발 빠른 집단은 신
(新) 경제에 참여하여 전문직으로서 고소득을 올리지만 다른 집단은 저소득과 무한경쟁에 내몰릴
것이라 본다. 그 결과 중산층은 축소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 주장은 채수
찬 교수의 진단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지식경제 사회의 산업은 고정 비용이 큰 반면, 변동
비용이 작은 구조로 점차 변모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규모가 늘어나야 평균비용이 감소하여 더 많
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득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소득의 분배가 시장 및 정치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여러 전문가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반 잔트 총장은 다음 세대의 번
영을 위해 ‘인적자원의 개발’을 핵심으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창의성에 기반하여 부를 창조해야
하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의 유형은 유연성이 있고, 본인의 분야 외에도 협력을 잘 하는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는 고교졸업자와 대학졸업자의 생애임금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대졸자가 졸업
장이 없어도 되는 직장에 불완전 고용(underemployment)되는 경향 또한 늘어나고 있다. 디자인
과 사회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졌더라도 교류하며 융합할 수 있는 인적자본을 만들어
내야 실제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고, 교육에서부터 출발하는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반면 채수
찬 교수는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금융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아직 논의는 더 필요
하지만 새로운 화폐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균등한 소득분배 구조로 사회가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
나 균등한 소득분배만으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때
돈을 기준으로 갈등사태를 평가하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갈등은 돈 때문이
아니라 욕구(needs)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강영진 교수에 따르면 욕구의 원인은 다양하고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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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처럼 다양한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프레임을 단순히 돈에 맞추는 것
이 아닌,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프레임을 재설정하는 데에서부터 사회갈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성장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고, 그것은 경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970년, 합계출산율1
4.53명 이후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만혼 경향으로 인해 여
성의 가임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의 대체가 힘들어
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성장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며, 인구의 고령화 또한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 하지만 우리나
라의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문제와 함께 기회도 찾아온다는 것이 서용석 박사의 견해다.

인구구조 변화를 견인하는 3요소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 유입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 연금, 보험 및 기타 사회복지 등의 확충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부담이 가
중되고, 노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사회는 보수화되고 혁신이 지체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면 각 사회의 구성
원들이 여유롭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질적 경제로 이동할 수 있고, 교육, 주택, 교통 문제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해방되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오염 물질이 줄어들고, 자원 고갈
위험도 완화되는 쾌적한 환경이 구현될 기회도 존재한다.

이는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고갈, 그리고 환경의 관점과도 긴밀하게 맞닿은 이슈다. 박승빈
1 5~39세에 여성 1인이 출산하는 아이의 수
2 리비히 법칙, 또는 최소양분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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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식물이 무한히 자라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는 현상2에 우리나라의 성장을 빗대었다. 식물
의 성장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양분의 양에 의해 결정되듯 사회의 성장 또한 자원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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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주기율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의 매장량을 인간의 사용속도로 나눈 것으로, 빨간
색에서 노란색에 이르기까지 고갈 예상연도를 표시하고 있다. 백금(Pt)의 경우 향후 10년치밖에
남아있지 않다. 자동차 제조 등에 필수적인 원료인데도 말이다. 자원의 고갈은 에너지 고갈을 수
반한다. 그리고 인구의 성장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
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문가도 많지만, 우려하는 전문가도 많다.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
할 대용량 배터리를 제조하기 위해 다른 부존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
지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파괴나 해수면 상승, 자원 고갈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화석연료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

우리 앞에는 다양한
대안미래(alternative futures)가
놓여있다. 각각의 대안은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이미지, 신념, 희망, 공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각,
계획, 이야기, 그리고 조직이나 개인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시나리오다.

발을 한다면 다시 자원 고갈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예언할 수는 없다. 우리 앞에는 다양한 대안미래(alternative futures)가 놓
여있다. 각각의 대안은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이미지, 신념, 희망, 공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각, 계획, 이야기, 그리고 조직이나 개인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시
나리오다. 짐 데이터 교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나 붕괴(collapse) 모두 우리나라에 가능한 대
안미래라고 한다. 어쩌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보존사회(conserver society)나 고도의 기술을 입
은 변형사회(transformational society)도 가능한 대안미래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자원의 고갈(hunt et al. (2013), Chapter 1, RSC Green Chemistry No. 22)

Remaining years until depletion of known
reserves (based on current rate of extraction)
5-50 years
50-100 years
100-50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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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종류의 대안미래

지속
성장

붕괴

Continued
Growth

Collapse

보존
사회

변형
사회

Conserver
Society

Transformational
Society

그렇다면 대안 미래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일어날 법한 미래일까? 그리고 우리가 목
표로 할 미래상에 한 발자국을 내딛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임춘택 교수는 시간/분
야/공간 축에서 모든 현상이 얽혀있다고 보고, 시간 축만을 고려한 ‘미래학’이 아닌 포괄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미지학’과 그것을 설명하는 ‘망우주론’을 제시했다. 우리는 현상들이 얽혀있는
망 안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 전체를 예측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틀을 통해 성장
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5대 신전략산업 MESIA(Medical-Bio, EnergyEnvironment, Safety, Intellectual Service, Aerospace)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임 교수는 주장했
다. 또 정치 및 정책 관점에서 김세연 의원은 미래 예측과 전략 수립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정부 내
미래기획원 설립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봤다.

망우주론: 모든 물질•장과 정신은 시간•공간•분야간 망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함

i i ' j j 'kk'

χ

i jk

...

χ02

i ≠ i'
j ≠ j'
k≠ k'

χ : 상태변수
(물질, 에너지, 장, 정신, 이슈 값)

•

i jk

α

•

i i ' j j 'kk' :

(i :시간, j :공간, k: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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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field)

χ00

χ12

χ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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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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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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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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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χ = α

...

공간(space)

선형시공간이산상태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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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2211
α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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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1

α2011

χ20

α3111
α3011

χ31

...

χ30

...

시간(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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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4월 3일 개최된 KAIST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주최 ‘성장의 한계와 재도약
(Limits to growth and quantum jumps)’이라는 심포지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 심포지엄 행사 프로그램 순서표
행사 내용

연사

제1부 개회식 및 미래전략대상 시상식(30분)

사회 : KAIST 임춘택 교수

개회 선언 및 인사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미래전략대상 시상식
제2부 특별 강연

사회 : KAIST 이상지 연구교수

미래학에서 본 한국의 한계와 가능성

Jim Dator 교수
(하와이 대학, KAIST 겸직교수)

미래사회변화와 우리의 선택

David E. Van Zandt 총장
(Parsons The New School)

제3부 주제 발표

사회 : KAIST 이상지 연구교수

S(사회) : 사회갈등과 프레임의 재설정

강영진 교수(성균관대학교)

T(기술) : 기술의 한계와 3차원 기술사상적 해법

임춘택 교수(KAIST)

E(경제) : 자본주의와 현 금융시스템의 한계

채수찬 교수(KAIST)

P(인구) : 인구구조 변화와 3가지 미래전략 옵션

서용석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P(정치) : 정치의 한계와 미래전략 기구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E/R(환경/자원) : 에너지 고갈 및 환경의 문제

박승빈 공과대학장(KAIST)

제4부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 : KAIST 이상지 연구교수

종합 토론 :
오피니언 리더들이 생각하는 성장의 한계와 재도약

이규연 논설위원(중앙일보)

● See Futures : Vol.03 • SUMM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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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실험
이상지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사물인터넷 시대,

10

IOT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길이 있다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사물인터넷은 지능형 사물 연결망이다

Internet
of
Things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고 쓰는 사물 대부분이 인터

국은 혁신 게이트웨이 BIG(British Innovation Gateway) 프

넷으로 연결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nternet

로젝트, 중국은 감지중국(感知中國) 전략 등 세계 주요국은

of Things, IoT) 시대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사물인터넷은 사

글로벌 사물인터넷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추

람, 사물, 공간, 데이터, 서비스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

진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2014년 5월8일 사물인터넷

로 연결되어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 정보가 생성, 수집, 공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❸. 국민, 기업, 정부가 힘을

유, 활용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인터넷

모아 중소/중견 사물인터넷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안전하고

에 연결된 사물은 지금도 주변에서 적잖게 볼 수 있지만 사

역동적인 사물인터넷(IoT)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물인터넷이 여는 세상은 이와 다르다 (표 1 참고). 센서 중

을 범부처, 민간 협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용되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
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 USN)이나 사물통신
(Machine-to-Machine, M2M)과 달리 사물인터넷은 작동

글로벌 역량 및 원천기술이 부족한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경쟁력강화 필요하다

기(actuator)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처리 기

● 가트너(Gartner)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연

능이 보강된 지능형 마이크로 컴퓨팅 기기로 발전할 것이다.

결된 사물은 현재 약 26억 개(1% 미만)이나 2020년에는 약

서로 다른 영역/도메인의 사물들 간에 협업이 이루어지고 다

260억 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며, 향후 모든 것이 인터넷에

양한 플랫폼에 연결되는 등 개방형으로 운용된다. 무엇보다

연결되어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혁신과 사업 기회가 창출될

사물이 인간의 도움 없이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❶.

것으로 전망했다. 맥치나 리서치(Machina Research)는 세

사물인터넷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

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천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다. 요소 기술들의 특성에 따라 센싱 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

1조 달러로 연평균 약 2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스

트워크 인프라 기술, 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보

코(Cisco)는 2020년까지 전 세계 기업 총 이익을 21% 성장

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분산 객체정보 식별 기술 등 5가

시키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로 향후 10년간 19조 달러의 경제

지 핵심 기반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❷ (표 2 참고).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구글(Google)은 최근 모토
로라(Motorola)를 29억불에 매각하고 사물인터넷 벤처기업

정부도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 네스트 랩스(Nest Labs)를 32억 불에 매입하는 등 사물인
터넷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였으며, 시스코는 영국정부와 함

● 올해 개최된 CES(2014년 2월), MWC(2014년 3

께 BIG 프로젝트 추진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

월), CeBIT(2014년 4월)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전시회에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도 사물인터넷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미국은 제조업 본국 회

2.3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 남짓에 불과하고 내수시장이

귀전략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 독일은

협소하다. 또한, 글로벌 역량 및 원천기술이 부족하며 내수시

가상-실세계 통합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 영

장 등으로 범부처 민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 See Futures : Vol.03 • SUMM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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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데이터 공유 플랫폼 제안 :
상호운영성과 개방성이 특징

해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을 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다.
본 논단을 통해 다양한 응용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

●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요소는 5가지로 각각

능한 사물인터넷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비스(Service),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 보안(Security)이며, 첫 글자를 따서
‘SPNDSe’라고도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다.
사물인터넷의 플랫폼은 각종 센서, 모바일 디바이스, PC, 서

식별아이디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으로
사물인터넷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가능

버 등의 하드웨어와 다양한 공개 소프트웨어들을 구입하여 누
구든지 쉽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용 편이성과 이종 데

● 사물인터넷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

이터의 공유 및 서비스 간의 연동을 위한 상호운용성이 제공

해 이메일 주소와 유사한 형식의 식별아이디를 고려할 수 있

되어야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응용 서비스를 보

다.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 gildong@kaist.ac.kr에서 ‘kaist.

다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방형이어야 한

ac.kr’은 범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정해지고 DNS에 등록 관리

다. 전 세계적으로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에 많은 기

되는 이메일서버의 도메인네임에 해당한다. ‘gildong’은 동일

업과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공통적으로

한 이메일서버 내에서 가입한 특정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은 완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여 등록하는 식별자에 해당하
며 ‘@’는 상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구분기호에 해당한다. 사물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을 위해 반

인터넷에서 생성되어 공유하고자 하는 사물데이터(센서가 설

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의

치된 건물 내 위치정보 등)를 범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식별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다. 하드웨어 상호운용성은

는 사물데이터 식별아이디는 이메일주소와 유사한 형식으로

사물인터넷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표준화와 표준화된 통

gildong#kaist.ac.kr과 같이 정할 수 있다. 여기서 구분기호

신 프로토콜, 도메인네임(Domain Name) 및 IP주소 등으로

‘#’은 사람을 식별하는 이메일 주소와 차별화하기 위해 ‘@’와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상호운용성

다르게 선택되었고 ‘#’외에 다른 특수기호를 사용해도 무방

은 운영체제(OS), 프로그램 언어, DBMS, 개방형 API, 소프트

할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사물데이터 식별아이디에서 ‘kaist.

웨어 아키텍처 및 프레임워크 등의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상

ac.kr’은 이메일 서버와 별도로 구축되는 사물데이터서버를

당한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물

성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

데이터 식별아이디의 ‘gildong’은 상기 사물데이터서버 내에

다. 특히, 다양한 센서 등에서 생성되고 다수의 분산된 서버에

서 등록 저장되는 특정 사물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사물

저장·관리되고 되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응용 서비스를 위

데이터 식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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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데이터 식별아이디는 물리적 데이터(Physical Data)

별아이디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한 후 시

가 아니라 해당 물리적 데이터에 접근하는 주소 역할을 할 수

간대별 센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획득된 데이터를 활용

있도록 임의로 고유한 특성을 지니도록 정한 논리적 아이디

한 원인 분석을 거친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자 앱에 경고 신호

(Logical ID)로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사물데이터 식별아이

와 함께 고장 난 온도센서 교체수리 요청데이터를 보낼 것이

디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물리적 데이터에 접

다. 위와 같이 경고 신호를 통보 받은 해당 빌딩 관리자는 고장

근하는 과정에서 미리 설정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난 온도센서를 교체 수리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이 제공하는

절차를 추가로 삽입함으로써 기존의 DRM등의 콘텐츠 보안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편리하게 해당 빌딩을 찾아 갈 수 있

기능 외에 이중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다. 빌딩에 도착한 후에는 빌딩 내부의 고장난 센서가 설치된

한 물리적 데이터 대신 사물데이터 식별아이디를 이용하여 응

장소를 찾아 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센서의 건물 내 위치정

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데이터가 변경이 있

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실내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 편

을 경우 사물데이터서버에서 물리적 데이터만 수정 갱신하고

리하게 빌딩 내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사물데이터 식별아이디는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프로

스마트폰 앱에서는 고장 난 온도 센서의 사물데이터 식별아이

그램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존의

디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에 서버로부터 저장된 온도센서가 설

URL 주소 등을 사물데이터 식별아이디로 적용하는 경우, 물

치된 빌딩의 위치정보와 해당 센서의 빌딩 내 위치정보를 쉽

리적 데이터의 저장 서버가 바뀌는 상황 등으로 URL 주소를

고 빠르게 획득한 후에 별도의 내비게이션 앱에 제공함으로써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를 적용한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른 앱 간에 사물데이터 식별아이디를 이용한 연동 서

URL 주소를 모두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비스가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성되는 방대한 사물데이터는 제각각 사
물데이터 식별아이디를 지정하여 클라우드 가상서버에 분산
저장되고 응용소프트웨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스

사물인터넷을 통해 가능한 서비스 혁명 :
인터스트리 4.0과 개방형 SNS 플랫폼

마트폰 사용자가 지능형 빌딩 시스템(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 관리용 앱(App)을 이용하여 다수

● 앞서 설명한 사물데이터 식별아이디를 활용한 사

의 건물들을 통합 관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물인터넷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가상세계-실세계 통합 기반

특정 빌딩의 온도, 습도, 조명, 출입관리 등을 위

의 산업, 개방형 SNS 등 디양한 응용 분야에서 공통으로 적용

해 설치된 수많은 센서들 중 특정 온도 센서

이 가능할 것이다. 가상세계-실세계 통합 기반의 산업과 연계

의 고장으로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비정

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해당 빌딩

4.0(Industry 4.0)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❹. 인터스트리 4.0은

관리 시스템에서는 해당 빌딩의

가상세계에서 상품의 주문과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수많은 센서 별 사물데이터 식

후에 3차원 프린팅과 같이 지능화된 산업 생산시설과 연계하
여 설계된 제품을 자동으로 생산하며, 소비자에게 공급한 후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A/S까지 제공하는 개념이다. 소비자
에게 제공된 상품별로 주문에서부터 생산 배송, 판매 및 사용
에 이르기까지의 전주기 상품정보를 상품별 사물데이터 식별
아이디로 등록 관리하는 경우, 동일 제품의 재 구매부터 사용
중 발생하는 A/S까지 전 주기에 걸쳐 고객 중심의 맞춤 서비스
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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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태다. 하지만 기존의 폐쇄형 SNS에 개방형 SNS 플랫
SNS
물류

폼을 적용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로 개선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

가전

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우리나라 SNS인 싸이월드의 각 콘텐
츠에 대해 ‘contentID#cyworld.co.kr’와 같이 사물데이터 식
산업

의료

별아이디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의 싸이월드 데이터베이스 구
성을 해당 콘텐츠별로 식별아이디를 저장할 수 있는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하는 형태로 개선하고, 식별아이디의 등록 기능

선박

게임

과 검색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
라 인구의 절반이 가입한 바 있는 싸이월드를 개방형 SNS 플
랫폼으로 변환하고 기존의 축척된 콘텐츠에 식별아이디를 자

자동차

교육
국방

동 또는 수동으로 부여한 후에 개방형 사물인터넷 데이터 공
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연계하는 경우 사물인터넷 세계 시장 선도에 디딤돌로 활용할

사물데이터 식별아이디를 고객이 올리는 SNS 컨텐츠에 적용

수 있다. 개방형 SNS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페이스

하는 경우 분산된 이종 SNS 서버 간에 식별아이디를 통한 콘

북도 ‘contentsID#facebook.com’ 과 같은 사물데이터 식별

텐츠 공유 서비스는 물론이고 콘텐츠 별로 저작권, 사용 시간,

아이디로 개방형 SNS 플랫폼 혁신에 동참할 것이다. 개방형

과금, 보안 등의 동적인 메타데이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

SNS 플랫폼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SNS들이 독자적인 서

어질 수 있다. 다수의 이종 SNS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개방형 SNS 플

서로 연합하여 자유롭게 콘텐츠를 공유하고 상호운용이 가능

랫폼의 확대가 더욱 기대된다.

하도록 소위 ‘개방형 SNS 플랫폼’을 구현하는 경우, SNS 뿐
아니라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연동 서비스가 가능하므
로 향후 사물인터넷 시장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기존 SNS는 대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폐쇄형
서비스이므로 현재의 상태로는 타 SNS와 데이터 공유가 쉽지
않아 개방형 사물인터넷과 연계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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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사물인터넷으로 달라질 세상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지 꼭 10년 째 되는 2024년 4월 16일,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신사가 그 당시 바

여행준비

다 속으로 영영 사라진 막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진도 앞 바다 사건 현장을 다녀 올 채비를 하고 있다. 검은 양
복을 입은 그가 자신의 거실 벽면의 거울 앞에 서서 ‘모자’라고 말하자 말귀를 알아들은 거울이 그가 평소에 즐겨
쓰는 헌팅캡, 밀리터리캡, 중절모에 페도라까지 갖가지 스타일의 모자 사진들을 거울 한 귀퉁이에 비춰 준다. 잠
시 생각에 잠긴 그가 손가락으로 중절모 사진을 가리키자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어느 새 중절모를 쓴 모습으
로 바뀌었다. 다시 그가 ‘검은 색’이라고 말하자 거울에는 연한 갈색의 중절모 대신 검은 중절모를 쓴 모습이 나
타났다. 거울 속의 모습에 만족한 그가 고개를 끄떡이고는 옆에 있는 3차원 프린터에서 빠른 속도로 찍어낸 검은
중절모를 쓰고는 차고로 향했다.이 시나리오는 지능형 스마트 거울을 통해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세계에서 모자를 쓴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 분석을 한 후에 실세계의 3차원 프린
터로 개인 맞춤형 모자를 직접 출력하는 가상세계-실세계 통합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물인터넷을 산업적으로

3D

응용하는 사례를 보여 준다.

차고에서 밤새 무선으로 충전을 마친 전기자동차인 스마트카(Smart Car)에 올라 탄 신사가 ‘인천항 여객터미

스마트카로 이동

널’이라고 말하자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고 지능형 내비게이션이 무인주행모드로 작동하면서 천천히 차고를 나
섰다. 인천항으로 가는 도로 상에서는 차선 감지 장치와 충돌방지 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앞뒤좌우에서 달리는
다른 차들과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추돌을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기도 한다. 교차로에서는 신
호등의 표시 상태 정보를 근거리 무선통신망으로 전송 받아서 자동으로 정지하거나 통과한다. 인천항으로 가는
동안 신사는 차창을 통해 길가에 길게 늘어선 노란 유채꽃들을 보다가 창문에 손가락으로 유채꽃을 포함하는 일
정한 영역을 동그라미 또는 네모로 지정한 다음 창문을 꾹 눌렀다. 그 순간 유채꽃이 바라다 보이는 쪽을 향하도
록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투시 각도가 변하면서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촬영된 유채꽃 사진이 유리 창문에 표
시되어 나타난다. 신사는 손가락으로 창문에 나타난 메뉴 버튼을 선택한 다음 사진의 일부분을 잘라 내고 사진
위에 글씨를 쓰는 등 편집을 끝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른다. 곧 이어 방금 편집한 사진을 자신이 가입한 개방형
SNS인 BBoSS (가칭, Big Bang of SNS)에 올려서 SNS 친구로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공유한다.
인천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에는 스마트 항만 무선 안내 서비스에 따라 승선 대기 장소로 이동한 후에 차량

항만 도착 및 선박 선승

및 승객에 대한 밴드 타입의 스마트 승선권을 발급 받은 후 승선절차에 따라 승선한다. 사물인터넷이 갖춰진 소
위 선박 4.0급의 ‘네월호’ 승선 절차는 항공기 탑승 수준으로 승객은 물론 함께 탑승하는 차량까지 포함하여 미리
전산 발급 받은 스마트 승선권에 장착된 무선 식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의해 승선 시에 자
동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승선한다.

선박에 선적되는 화물과 차량은 항행 중에 긴급한 회전 또는 파도 등에 의해 선박이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에도

화물 및 차량 선적 관리

정해진 위치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의 중심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따라서 화물과 차량의 고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책임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경고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화물과 차량 별로 정해진 적재
위치에 설치된 다수의 하중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 화물 또는 차량이 최초 적재 위치로부터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
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적재 화물 및 차량을 고정시키는 벨트가 적절한 장력으로 체결되어 조이고 있
는지 자동으로 감지하기 위해서 벨트의 걸쇠에 장력 센서를 설치하면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이러한 센서들이 선박 내의 사물인터넷과 연결되고 통신 기능을 갖추고 화물 및 차량 적재 관리 시스템에 데
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실시간 감시, 경고 및 사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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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스마트 승선권은 손목에 찰 수 있도록 밴드 형태로 간단한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으며 건전지는 선

스마트 선박 안전 항행 및
사고 시 안전 대책

박 내 이동 중에 자동으로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스마트 승선권은 사물인터넷이 구축된 스마트 선박 내에
서 어디든지 사물인터넷에 연결되어 선박 내에서 양방향으로 상호 소통하고 시설물의 위치 정보, 행사 정보 또
는 안전상 필요한 정보 제공 등 휘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
선박에 설치되는 자동항행 시스템은 출항 시는 물론 운항 중에 선장 또는 기관사 등 사람의 판단 착오 또는 조작
실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위험한 상황에 대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제어

SERVICE

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짙은 안개나 높은 파도 또는 사물인터넷 기능이 구비되지 않은
타 선박의 실수에 의한 추돌 등으로 선박이 침몰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불의의
사고로 침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네월호’의 안전관리시스템의 중앙 컴퓨터에서 즉시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
고 승객이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 승선권과 사물인터넷 통신을 통해 승객 각자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한다. 이어서 승객들을 구출하기 위해 개인별로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 승선권의 디스플레이와 음성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구명정이 있는 곳까지 안전한 이동 경로를 알리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안전관리시스템
중앙 컴퓨터는 사물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네월호’에 장착된 각각의 스마트 구명정과 소통하여 미리 정해진 매
뉴얼에 따라 승객들을 구출할 준비를 하도록 요청한다. 구명정에 구조 요청 시에 각각의 구명정 별로 구출 대상
승객들의 명단과 각각의 승객들의 위치정보를 시시각각 스마트 구명정에 알려 준다. 또한 승객이 휴대한 스마트
승선권은 방수 기능으로 수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을 하며, 선박 내 층별로 모든 공간에 설치된 사물인터넷의
근거리 통신망과 스마트 승선권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선박 침몰 사고 시에도 선박 내의 어디에 있든지 사고 승객
의 위치를 쉽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객 탐색 및 구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네월호’가 타 선박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내를 스마트 승선권을 통해 전달받은 신사는 자신의 스마

구조 상황 동영상 촬영 및
SNS 공유

트폰으로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이 동영상은 선박의 사물인터넷과 광대역 위
성통신망으로 개방형 SNS인 BBOS를 통해 빠르고 생생하게 중계되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내
는 물론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게 되었다. 구조 안내에 따라 구명정으로 이동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촬
영을 함으로써 선박의 사고 발생 이후 안전하게 구조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본 가족들은 걱정 속에서도 안도할 수

NETWORK

있었다.

SECURITY
‘네월호 ‘ 사고 및 구조 과정에서 승객들 각자의 주치의들이 소속된 병원에서는 승객들이 착용하고 있는 스마트

건강 상태 원격진단

건강센서가 감지하는 승객의 체온, 맥박, 혈압 등의 건강 감지 데이터는 선박의 사물인터넷과 통신위성을 통해
병원으로 전송된다. 병원에서는 실시간으로 승객의 건강 감지 데이터를 수신하면서 해당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앰뷸런스를 사고 해역의 인근 항구로 급파하였다. 위급한 일부 환자
는 헬기로 신속하게 구조되어 대기 중인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동 중에도 환자의 스마
트 건강센서에서 감지하는 건강 데이터는 앰뷸런스에 설치된 사물인터넷을 통해 병원으로 전송되어 이동 중인
앰뷸런스와 병원의 협력 진료가 이루어져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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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사물인터넷 5가지 핵심 기반 기술

핵심기술

설명

센서(Sensor) 기술

전통적인 온도, 습도, 열, 가스, 조도, 초음파 센서 등에서부터 원격 감지, 개구경합성레이다(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치센서, 모션센서, 영상센서 등 유형의 사물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물
리적 센서를 포함한다. 물리적인 센서는 응용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정보처리능력을 내
장한 스마트 센서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다중 센서를 통해 이미 센싱한 데이터로부터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가상 센싱 기능도 포함된다. 가상 센싱 기술은 기존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센서보다 한 차원 높은 다중 센서 기
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층 더 지능적이고 고차원적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PLATFORM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사물인터넷의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장치로는 기존의 근거리무선개인통신망(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피코캐스트(PiCoCast, Pico-Cell Broadcast) 근거리무선통신, 와이파이(WiFi, Wireless
Fidelity), 3세대(3G)/4세대(4G)/LTE(Long Term Evolution), 블루투스(Bluetooth), 이더넷(Ethernet), 광대
역통신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위성통신, 마이크로웨이브(Microware), 시리얼(Serial)
통신, 전력선통신망(PLC, Power Line Communication) 등 사물인터넷의 주요 3대 요소인 인간과 사물 및 서비
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유·무선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사람, 사물, 서비스 간에 연동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개념과 달리 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정보를 센싱, 가공/추출/처리, 저장, 판단, 상
황 인식, 인지, 인증/인가, 디스커버리, 객체 정형화, 온톨로지(Ontology) 기반의 시맨틱(Semantic), 오픈 센서
API, 가상화, 위치확인, 프로세스 관리, 오픈 플랫폼 기술, 미들웨어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 웹 서비스 기술, 소
셜네트워크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의 저장, 처리, 변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DEVICE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네트워크, 단말 및 센서, 대량의 데이터 등 사물인터넷 구성 요소에 대한 해킹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
술로, 적용 분야별로 기능,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적합한 보안 기술 적용
이 요구된다. 해킹이 일어날 경우 경제적, 산업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명 피해도 유발될 수 있다. 일례로,
차량에 지능형 센서, 통신 등 ICT기술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소위 스마트 차량 및 교통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으
며, 안전성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각종 미래지향적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차
량의 지능화 및 통신의 발전은 차량의 대부분의 기능을 악의적으로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차량
내부 또는 외부의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경우 브레이크나 회전 방향을 조종하거나 GPS 데이터를 위조하는 등 차
량 및 교통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개인 정보 유
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홈 기술
의 일환으로 홈케어 로봇에 장착된 CCTV를 통해 집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기기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및 나아가서는 범죄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산 데이터 식별 기술

이종 분산 시스템 및 서비스 간에 정보 공유를 위한 객체 식별기술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 환경에서 서버,
개인 PC, 스마트폰, 단말기, 스위치 등의 기계를 범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메인네임
(또는 URL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 간에 각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가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식별 기술은 스마트폰 등의 사용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생성하거나 SNS를 통해 공유되는 다중매체 콘텐츠, 뉴스와 방송 콘텐츠, 의료정보, 교육정보, 각종 센서에 의해
생성되는 실시간 정보, 고정 시설물 또는 이동체의 위치정보, 각종 기계의 상태정보 및 제어정보, 제품의 생산정
보, 물류유통정보, 판매정보 및 고객정보, 연구개발 기술정보,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그 자체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것은 아니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사람, 사물, 서비스 간에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보장되면서 이종 데이터를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호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
한 분산 데이터 식별 기술이 요구된다.

● See Futures : Vol.03 • SUMMER 2014

17

●석학의 비전
임춘택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STEPPER
●

Society

안전
산업

18

미래
전략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MEDICAL-BIO
ENERGY-ENVIRONMENT
SAFETY
INTELLECTUAL SERVICE
AEROSPACE

아지는 고위험사회 (High Risk Society)가 된다. 우리 사회에 대형사고

4.16을 <안전의 날>로 제정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고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안전 점검이 실시되

그동안의 대한민국 역사를 3.1, 4.19, 5.16, 5.18, 6.25, 8.15 등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세월

말한다면 여기에 4.16이 새로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아직도 진행 중인

호 사고의 교훈 중 하나다.

고 부실한 제도 등이 땜질식으로나마 개선되어, 당분간은 유사사고가

세월호 참사 때문이다. 304명에 달하는 사망·실종자에, 충분한 시간
이 있었음에도 탑승인원의 1/3정도밖에 구조하지 못한 점, 대부분의 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

린 학생들을 배안에 남게 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선원들, 과적과 개조, 운

험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는 시민들을 상시적 불안과 긴장상태에 놓이

항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해온 관계당국과 해당업체,

게 하고 정부의 안전관리능력을 불신케 하는 요인이다. 지하철도 아파

그리고 전 세계에 방송된 ‘부끄러운’ 이 사건이 선진국의 문턱에 섰다는

트도 도로도 터미널도 차도 배도 비행기도 군대도 회사도 병원도 학교

대한민국에서 ‘2014년 현재’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를 자괴감에 빠져

도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4.16을 계기로 정부를 비롯하

들게 하고 있다.

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선진국형 안전사회 구축> 노력이 필요한 이
유다.

되짚어보면,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수백 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었다. 서해 훼리호 침몰(’93) 사고로 탑승자 292명
전원이 사망했고, 성수대교 붕괴(’94)로 32명이 사망했으며, 삼풍백화

가스폭발(’95)로 101명이 사망했는데, 8년 후에 같은 대구지하철에서

선진국형 안전산업으로 물적 토대가 구축돼야
안전한 사회

화재참사(’03)로 21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적이 있다.

왜 선진국에서는 대형사고가 드물고, 교통사고나 화재, 산업재해, 해상

점 붕괴(’95)로는 50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대구지하철 공사장

사고 등이 우리보다 5~10배 가까이 낮은 것일까? 안전의식이나 안전
모든 사고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사고를 유발하거나 막지 못한

문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바보라고 해도 사고를 당하지 않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고 ‘안전 불감증’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하는 것

을 수 있는 ‘바보안전시스템 (Foolproof Security System)’이 사회적으

으로 끝내서는 이러한 대형 사고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 선진국이 될수

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사고가 나거나 오작동하는 것이 불가

록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며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많

능해야 한다.”는 원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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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하강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 것처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는 이러한 미래변화추세를 고려하여, 2013

럼, 설사 ‘안전의식’이 없더라도 사회 기반시설은 안전해야 하는 것이다.

년에 우리나라가 집중 육성해야할 5대 전략산업으로 MESIA 즉, 의료·
바이오(Medical-Bio), 에너지·환경(Energy- Environment), 안전

오늘날의 모든 선진국들은 과학문명으로 이룩된 사회이고, 인간과 기계

(Safety), 지식서비스(Intellectual Service), 항공우주(Aerospace) 산

의 충돌지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능력을 키워

업을 제시한 바 있다 (See Futures 2013년 창간호, KAIST). 2014년

왔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정

초에는 KISTEP에서 사이버, 강력범죄, 식품안전, 신종질환 등의 분야

부 주도의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제도마련, 안전교육과 함

에 걸쳐 ‘미래 안전사회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한 바 있는데

께 안전산업 (Safety Industry)의 육성을 통해 가능하다. 안전산업은 선

(See Futures 2014년 봄호, KAIST), 이러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진국만이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고, 역으로 안전산업이 없이는 선
진국이 될 수가 없다.

5대 전략산업의 세부 산업분야

MEDICAL-BIO
의료 바이오 산업

ENERGYENVIRONMENT
에너지·환경 산업

SAFETY
안전 산업

INTELLECTUAL
SERVICE
지적서비스 산업

•수출의료 : 스마트헬스(U헬스), 디지털병원/연구중심병원, 의료관광, 의료기기
•내수의료 : 의료서비스(병원/의원/실버), 의료정보, 소모품
•생명기술 : 제약/신약, 유전자치료, 농업(종묘), 식품(가공, 저장, 유통)
•융합기술 : 바이오칩, 바이오정보, 바이오화학, 수술/재활로봇

•에너지 : 대체/재생 에너지(태양력·풍력·조력, 바이오매스), 미래형 원전(피동형,고속증식로),
핵융합, 수소/암모니아/메탄하이드레이트, 스마트 에너지그리드
•환경 : 물(식수/관개/상하수도/재처리), CO2 저감/저장, 폐기물(처리/관리), 생물다양성 관리,
바이오환경기술, 오염감지/관리, 환경호르몬

•사회보호 : 사이버/건물보안, 방범/경호 장비·서비스, 호신용품, 구호체계
•소방방재 : 소방(로봇, 장비), 산업재해/자연재해 예방, 구조/구난체계
•감시경계 : 출입국/해안선 감시, 무인감시/경계로봇·자동화
•사회기술 : 법의학/범죄수사기술, 교통안전, SNS기반 복지
•국방치안 : 무인·로봇(경계, 정보, 작전), 사이버·정보, 비살상·대테러

•지식산업 : 지재권 생산/유통, 특허소송, 엔젤투자, 벤처 M&A, 고객관리(CR)
•소프트산업 : 콘텐츠(3D), 모바일SW, 모바일앱, 빅데이터, 클라우드
•금융/보험 : 모바일금융, 창조금융, 온라인/모바일 보험
•교육산업 : 웹/모바일교육, 인강/사이버강의, Education 3.0
•문화산업 : 영화/음악, 게임/애니/오락, 관광/레포츠, SF산업(스토리, CG)

AEROSPACE
항공우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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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 민항기/개인항공, 군용기, 무인기(감시·관제·통신/성층권), 항공전자/정보
•우주 : 위성(탑재장비), 발사체, 위성정보, 위성측지, 우주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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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MESIA 중에서 안전산업은 5개 분야 즉, 사회보호, 소방방

안전산업은 여타 산업과는 달리 그 자체로 공익산업이고 사회적 기여를

재, 감시경계, 사회기술, 국방치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기술발전과

하는 산업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개인과 국가, 민간과 정부, 소방과 방재, 치안과

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물적 토대이고, 4.16의 가르침과 안타까운

국방 등의 구분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융합되어가는 점을 고려한 것

희생을 오랫동안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이버보안과 무인·로봇, 치안과 교통안전 관
련 안전산업의 육성에 적극 주력해야한다.

안전산업을 포함하여 MESIA 전략산업의 특징은 민간기업 스스로는 육
성하기가 어렵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
히, 에너지·환경산업과 더불어 안전산업은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즉, 규제가 없이는 환경이나 안전이 지켜지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산업도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

안전산업은 선진국만이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고,
역으로 안전산업이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제는 철폐돼야하지만 합리적 규제는 적극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현재
흩어져 있는 안전관련 법·제도를 미래변화에 맞게 선진국 수준으로 혹
은 더 앞서 나가는 수준으로 잘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정보통신(IT) 관련 세계적 인재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
는 우리나라는 MESIA 전략산업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안전산업을 위시로 하여 지적서비스산업, 항공우주
산업, 의료·바이오산업 모두가 IT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
문이다. 로봇분야에 올해 약 1,600억 원의 연구개발이 진행
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소방·방재와 구조구난 관련
로봇에는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5대 MESIA 전략산업의 미
래가치는 현재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5대 기간산업인 전자·
통신, 기계·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재료 분야보
다 더 크다. 이러한 전략산업을 총괄 육성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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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비즈니스는
디자인,
스토리,
마케팅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된다
원소스멀티유스(OSMU)의 대명사
캐릭터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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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비즈니스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만화, 영화, 게임, 출

캐릭터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캐릭터들

판 등이 성공을 거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

도 이미지가 비서사적인 무언의 느낌을 나타내거나, 고객이 해당 캐릭

싱과 머천다이징 등으로 캐릭터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것이다. 또 하나

터의 특징에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캐릭터의 이미지 특징 그 자체가 매

는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캐릭터가 사랑을 받아 이후 만화, 영화, 게임,

력적인 스토리의 기능을 한다.

출판, 테마파크, 라이선싱, 머천다이징 등으로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경

사랑받는 디자인

우이다.

캐릭터는 귀엽거나 멋져야 한다. 미키마우스, 헬로키티, 뽀로로, 뿌까,
디즈니사의 대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는 본래 1928년 ‘증기선 윌리’라

라바, 곰돌이 푸 등 대부분의 동물 캐릭터는 쥐, 고양이, 펭귄, 애벌레, 곰

는 만화영화의 주인공이지만 이 만화영화가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큰

등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고 무서운 동물들을 단순화 또는 의인화한 디

인기를 얻어 현재까지 디즈니사의 대표 캐릭터로 전세계에서 사랑을 받

자인을 통해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캐릭터로 만들었다. 반면에 마

으며 매년 수조 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린다. 미국 마블코믹스의 스파이

블코믹스 사의 만화영화 캐릭터들인 헐크, 스파이더맨, 어벤저스, 캡틴

더맨은 1961년에 만화로 출간된 이후 영화로 수 차례 리메이크 되면서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등은 귀엽기보다는 괴물 또는 영웅의 이미지

현재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이며, 핀란드 로비오사의 앵그리버드

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스토리에 기반한 영웅 캐릭터들로서 멋진 디자

는 게임 내 캐릭터인데 게임물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어 게임

인의 캐릭터들이다.

캐릭터 관련 비즈니스가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또한 영국의 피터래빗
과 한국의 구름빵 캐릭터는 동화책 출판의 성공으로 해당 캐릭터 비즈

귀여워서든 멋져서든 캐릭터는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사랑을

니스가 성공하게 된 사례다. 반면에 일본의 헬로키티, 그리고 한국의 뿌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캐릭터는 일면 연예인과 비슷하다. 연예인은 예

까는 만화, 영화, 출판 등을 통해 먼저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쁘거나 연기를 잘해야 사랑 받는다. 캐릭터도 디자인이 귀엽거나 멋져

캐릭터 상품이 이러한 미디어를 대체하고, 캐릭터의 이

야 한다. 연예인은 나이가 들어 외모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으면 인기

미지 자체가 스토리를 대체한 캐릭터로 분류된다.

가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져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 더욱 더

오히려 인기를 얻은 후 만화, 게임, 뮤지컬, 영화 등

인기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다양한 2차적 저작물 제작으로 인기를 확대, 재생
산하여 캐릭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캐릭터는 나이가 들지 않고 외모가 변하지 않는다. 간혹 스포츠
스타나 슈퍼스타를 캐릭터화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연예

두 가지 유형 모두 일시적인 성공 단계를 지나 지속적인 인기를 가지게

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스타 캐릭터 사업도 어느

되면 진정한 원소스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콘텐츠를

정도 스타의 인기 덕분에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스타들의 인기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가 가능

가 시들게 되면 해당 스타의 캐릭터도 그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데에 다

한 캐릭터가 된다. 캐릭터 비즈니스는 <인기획득> → <충성심 있는 수요

른 캐릭터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점이 스타 캐릭터의 한계이고

자 층 확보> → <캐릭터 라이선싱> → <캐릭터 머천다이징>의 단계를 거

문제점이다. 만약 어떤 스타의 전성기 때 특징을 잘 반영한 독립적인 캐

치게 되고, 성공적인 캐릭터가 되면 원작을 벗어나서 만화, 영화, 게임,

릭터를 개발하여 그 캐릭터로 별도의 만화, 게임, 영화 등을 만드는 등

뮤지컬, 테마파크,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부가사업화가 가능하게 된다.

멀티유스에 성공한다면 스타의 은퇴 후나 죽음 후에도 해당 스타의 전

성공한 캐릭터에는 ‘사랑받는 디자인’, ‘매력적인 스토리’, ‘지식재산권

성기 때의 모습을 사랑하는 팬들 덕분에 해당 캐릭터는 영원히 사랑을

에 기반한 라이선싱과 머천다이징’이라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물론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그런 캐릭터로 성공한 예는 나타난 것 같

헬로키티, 리락쿠마처럼 스토리 없이 이미지 디자인만으로 성공을 한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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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스토리

디즈니사는 그림동화에 나온 스토리 소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공

뽀로로는 2세~5세 유아를 타겟으로 하여 유아의 관점에서 재미있는 스

주 원형 스토리를 찾아서 디즈니 스타일로 각색한 만화영화를 만들어

토리를 만들어 시장을 공략했다. 부모의 관점에서 교육적인 훈육 내용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뮬란, 포카혼타스, 쿵푸팬더 등 캐릭터물의 성공

을 만화를 통해 전달하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시도였고, 이에 성공

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캐릭터가 반드시 유럽이나 서구의 스토리에 기

하여 전세계 유아들의 대통령(일명 ‘뽀통령’)으로 불리게 되었다. 라바

반한 캐릭터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스토리의 기반이 전세계

는 두 마리 애벌레의 좌충우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90초짜리로 짧게

어느 민족, 시대, 국가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위기극복, 모험, 우

제작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90

정, 사랑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감동적으로 녹아 들어 있는 스토리라

초 분량이므로 제작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짧고 강력한 웃음을 선사함

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원형 문화, 구전 설화 및

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다. 디즈니사는 백설공주, 피노키

한국 고대 상고사의 스토리들을 발굴하여 보편적이고 현대적 가치에 맞

오 등 서구의 전래 동화를 만화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포카혼타스, 뮬란,

게 재해석, 수정, 각색을 하여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면 한국적 역사문

쿵푸 팬더 등 전세계에 산재해있는 타 국가, 민족들의 고유 스토리를 가

화 캐릭터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본다.

져다가 디즈니식으로 재창조하여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마블코믹
스사는 현실의 불안감, 위기감, 문제점 등을 상상 속의 영웅 스토리로 극
복하여 쾌감과 재미를 주어 성공했다. 반면에 헬로키티는 입이 없어 말
을 할 수 없는 기묘하면서도 귀여운 고양이 이미지 캐릭터로 10대~20
대 소녀들의 감정이입을 이끌어내어 이미지의 느낌과 분위기로 스토리
를 대체하였다. 그리고 마시마로는 곰 같은 토끼의 엽기적인 행동이 사
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인기를 얻었다.

이와 같은 성공한 캐릭터의 스토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가 있는 스토리다. 라바, 뽀로로, 마시마로, 미키
마우스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개인이나 사회의 부족한 점을 상상
속에서 메꾸고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 스토리
다. 어벤저스, 토르, 해리포터, 아이언맨, 헐크, 헬로키티, 스파이더맨,
배트맨 등이 이러한 캐릭터들이다. 세 번째는 사랑, 모험, 가족애, 위기
극복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다양한 민족, 국가, 시대를 배경으로 하
여 재미있으면서도 기승전결이 분명한 스토리다. 뮬란, 포카혼타스, 백
설공주, 쿵푸팬더 등이 이러한 캐릭터들이다. 그림형제의 그림동화는
독일 및 유럽에서 구전되던 전래동화를 모아 1812년에 초판을 출판했
는데 초판에는 끔찍하고 음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후일
수정 및 각색이 되었고, 디즈니사가 만화로 만들 때에는 내용이 더 수정
되어 오늘날 알고 있는 스토리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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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기반한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징

로 먼저 창작하여 저작권등록을 한 후 투자를 받아 영상물을 제작하게

캐릭터 비즈니스의 핵심은 라이선싱과 머천다이징이다. 여기서 캐릭터

고 하더라도 원화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

의 수익이 발생한다. 물론 디즈니사나 마블코믹스사의 만화와 영화 그

문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투자자의 투자를 받아 제작한 만화영화가

리고 게임물 등 캐릭터의 원작 자체도 전세계적인 흥행 성공으로 제작

대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에 대한 판권이나 관련 부가사업에 있어서 투

비를 상회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즈니사나 마블코

자자들에게 많은 수익을 배분하고 권리를 주면서도, 캐릭터 저작권자는

믹스사의 캐릭터들도 영화 수입보다도 머천다이징 및 라이선싱 수입의

원화캐릭터 자체에 대한 라이선싱 사업 및 별개의 2차 저작물 제작을 통

비율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영상판권 수입이 극히

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물론 투자계약 체결 시 저작권에 기반하

미미하여 대부분의 수익을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징에서 올리고 있다.

여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된다면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투자조건이라

헬로키티는 5만개 종의 상품으로 연간 1조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구름빵 동화의 작가가 매절계약 형태로 저작권을 출판사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구름빵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창작자가 얻은 수익은 아주 미미하

라이선싱과 머천다이징의 차이점은 라이선싱은 캐릭터를 사용허락하

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저작권을 양도할 때 2차적 저

고 대가를 받는 계약에 의한 수익 실현 구조이고, 머천다이징은 캐릭터

작물 작성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

를 상품에 붙이거나 디자인에 반영하는 등 캐릭터 관련 상품을 기획, 개

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캐릭터가 흥행에 성공한 후 그 후의 영

발,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머천다이징을 제3자에게 하도록 할 경우

화, 만화, 게임, 뮤지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가 보

결국 넓은 의미의 캐릭터 사용허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싱이야

유할 수 있다. 저작권을 투자자에게 양도하게 될 상황에도 이러한 저작

말로 캐릭터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라이선싱은 ‘권리’의 소유를 전제로

권법 지식을 활용하여 최대한 권리를 뺏기지 않도록 정밀하게 따져 계

하고 있으며, 캐릭터 비즈니스의 핵심적 권리는 바로 캐릭터에 대한 저

약을 해야 한다.

작권이다.
미국, 일본의 캐릭터 비즈니스 시장은 한국보다 규모가 무척 큰데, 많은
캐릭터 관련 저작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에 해당하는 메인 캐릭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작권 및 계약에 관하여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터 원화 자체에 대한 저작권 확보이다. 왜냐하면 만화, 영화, 뮤지컬, 게

합리적 수익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캐릭터 비즈

임 등이 각각 별개의 2차적 저작물 내지 별개의 영상저작물 등이 될 수

니스 계약에 있어 창작자인 저작권 개발자들에 대한 수익 배분이 투자

있지만, 이러한 영상물 또는 게임물은 투자비가 막대하므로 투자자들이

자들이나 유통사들보다 적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캐릭터 비즈니스가

공동저작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라이선싱 사업에 있어서도

제대로 활성화되고 시장과 산업이 커지려면 창작자인 캐릭터 개발자나

복잡한 권리관계와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최초로 캐릭터

개발사가 적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가 공표되는 방식이 만화영화라고 하더라도 원화 캐릭터 디자인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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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관련 지식재산권으로는 저작권 외에도 캐릭터의 이름이나 모
양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상표권 라이선싱이 있다. 저작권은 공표 후 70
년 또는 사망 후 70년 동안만 존속되지만, 상표권은 갱신을 통해 영구적
으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특정 캐릭터가 특정 상품의 브랜드로 정착
이 된다면, 해당 캐릭터는 브랜드화된 성공적 상표로서 라이선싱을 통
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특히 의류, 패션, 화장품, 향수, 액세서리
분야에서는 캐릭터의 브랜드 상표화 비즈니스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캐릭터의 특징을 잡아내어 특정 상품에 대한 디자인권
을 등록하여 독점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
어 혼동을 일으키는 제품들에 대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여 부

한 권리 소유자를 보호하고 모조품을 방지하고 침해를 금지하고 손해를

한국적 캐릭터의 개발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배상 받는 데 1차적 역할을 하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겨울연가, 대장금 등 드라마에서 시작한 한류가 이제는 K-POP을 통해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 음식, 한글, 한국 문화 등까지 전

는 사용자에게 이용허락을 하고 로열티를 받도록 하는 라이선싱 사업의

반적으로 확대가 되는 분위기이다. 한류의 힘 덕분에 우리나라 기업들

기초 권리로서의 지식재산권 활용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도 높아져서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정경쟁방지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은 캐릭터에 대

한류 관점에서 캐릭터 비즈니스를 고려해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캐릭
라이선싱 계약을 할 때는 이용허락 대상 지역, 상품의 종류, 기간, 이용

터들은 한류와 큰 관계 없이도 이 정도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방법 등 여러 가지 조건의 조합을 가지고 다양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러한 라이선싱 비즈니스의 지속적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출 및

대표적인 성공 캐릭터 중 하나인 뿌까는 중국집 소녀를 모델로 한 캐릭

홍보가 필요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 영화,

터로서 그 귀여움과 매력 때문에 중국, 미국, 유럽, 남미 등 전세계에서

뮤지컬, 테마파크, 프랜차이즈 등 콘텐츠 형태의 일회성 2차적 저작물

인기를 얻었다. 뽀로로 또한 펭귄 등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캐릭터로서

등의 생산, 소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캐릭터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

어디에도 한국적인 것이 표현된 것은 없지만 치밀한 시장조사, 기획, 스

본이 없다면 투자자에게 영화, 만화, 뮤지컬, 게임 등에 대한 수익을 조

토리개발, 제작을 통하여 보편성 있는 인기를 얻어 성공하였다. 학부모

금 더 양보하더라도, 일단 높은 품질의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통해 대중

들이 애기들이 김치를 먹을 수 있게 김치를 먹는 장면으로 애니메이션

에게 지속적으로 소비, 공유,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에도 뽀로로가 특정 국가나 특정 음식 홍보에 이

수익은 라이선싱 비즈니스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전략상 좋을 것으로

용되면 보편성을 잃을 수 있어 거절했다는 기사도 있을 정도였다. 라바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라바가 다른 캐릭터와 달리 긴 시간의 막대한 투

또한 재미있는 웃음을 누구에게나 준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얻고 세계

자비가 소요되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90초짜리 에피소드를 제작하여 경

로 뻗어나가고 있다. 즉, 우리나라 캐릭터들은 한류의 인기 때문에 성공

기버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무상으로 상영하는 전략을 펼친 것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자체의 디자인 품질 수준, 창의성 있는

캐릭터 홍보 전략상 탁월한 성공이었다.

이미지 및 스토리 개발, 웃음이라는 세계 공통의 가치 등이 인정받아 성
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비즈니스에 국가적 요소나 민족적 요소가

캐릭터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의 디자인, 스토리, 이

끼어들면 본질이 훼손되고 제품의 수준도 떨어질 수 있으며 감동이나

미지 외에도 어떠한 지식재산권 전략에 의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할 것인

만족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디즈니의 뮬란이나 포카혼타스, 쿵푸팬

지, 처음부터 정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제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더 등의 성공을 비추어 보면, 그 원천 스토리 배경이나 문화 배경이 어느

포인트가 될 것이다.

국가나 어느 민족이든 상관 없다는 점을 반대로 역설하고 있다.

26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즉 재미, 모험적 요소, 위기극복, 감정이입, 사랑, 우정 등 인류 누구나 쉽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

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원천 스토리

존감이 낮고 우리의 가치를 항상 외국의 인정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의 배경이 한국 것이라도 상관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한류 덕분에 전세계

경향이 은연중에 나타난다.

에서 한국적인 것, 한국문화, 한국음식, 한국말, 한국역사에 관심을 가
지는 팬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적인 원형스토리 및 역

인류 시초의 역사를 기록한 ‘부도지’의 마고 신화, 단군시대 이전의 환

사문화스토리에 기반한 한국적 캐릭터가 출현한다면 디즈니사의 캐릭

인, 환웅시대와 단군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환단고기에 기록된 치우천황

터들에 필적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을 비롯한 많은 서사적 이야기들, 그 외 전국 각지에서 구전으로 전해오
는 설화와 동화와 전통 문화 모두가 세계인들 입장에서 보면 신비하고

디즈니사가 그림형제의 잔혹하고 음란한 동화를 각색하여 아름답고 꿈

경이로운 우리만의 원형문화 스토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과 희망이 넘치는 스토리들로 만들어 캐릭터 비즈니스에 성공한 것처

잃어버린 역사와 전통을 발굴하고 정리하고 현대에 맞게 보편적 가치

럼, 우리나라의 전통 구전 동화나 설화, 신화, 고대 역사에 기반한 원형

와 재미를 입혀 재창작, 재해석한 캐릭터 비즈니스를 통해 전세계와

스토리를 재해석, 재창작한다면 한국적 캐릭터의 세계적인 성공이 가능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캐릭터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할 것이다.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역사 문화 콘텐츠와
캐릭터 비즈니스의 미래
우리나라는 중국을 종주국으로 섬긴 이씨 조선 600년, 일본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은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우리 고유의 것은 비루하며,
외국 것이 위대하고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씨 조선과 일제를 거치면서 우리 선조들의 위대함과 웅
혼한 역사를 기술한 역사 서적들을 대부분 회수하여 폐기하였고 남아있
는 것은 비굴한 사관의 삼국사기 같은 역사서뿐인데도 그것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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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덕분에 전세계에서 한국적인 것,
한국문화, 한국음식, 한국말, 한국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팬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적인 원형스토리
및 역사문화스토리에 기반한 한국적
캐릭터가 출현한다면 디즈니사의
캐릭터들에 필적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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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창업을
가로 막는
‘공무원 퍼팅’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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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에서 ‘공무원 퍼팅’이라는 말이 있다. 홀(구멍)에 공을 넣는 단계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쳐서 공을 넣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공을 홀에
넣기 위해서는 적어도 홀보다는 멀리 나가게 밀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공이 홀을 넘어갈까 무서워 너무 힘을 약하게 주어, 공이 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들이 부작용을 염려하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빗대어 하는 말인 것 같다. 공이 홀에 미치지 못하면, 절대 넣을 수
없다. 일단은 홀을 넘어가게 밀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부모 2명 중 1명이 자녀의 창업을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 창업에 대한 ‘공포’를 잘 반영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부활
과 함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패기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몇 가지 개
선책이 제시된 바 있지만, 그 개선 내용은 여전히 부족하다. 대학 창업을 가로 막는 3가지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는 연대보증, 스톡옵션, 병
역특례자 창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하나.

연대보증

2014년1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보와 신보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우수창업

주식회사가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을 때,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게 하는

자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첫째, 자체 평가기준으로

제도가 연대보증이다. 회사가 실패하여 빚을 갚지 못하면, 대표이사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1년 이내의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

책임을 떠안게 된다. 회사 빚의 규모가 수억 원 또는 십수억 원 수준이 되

억원까지 보증비율 85%로 5년간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둘째,

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다가 실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창업 또는 기관투자 비중 30%이상 투자

패하였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

기업 등 3년 이내의 전문가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보증비율
85%로 5년간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2013년 7월에 창조경제연구회에서 실시한 대학생 창업관련 설문조사
에서 신용불량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하겠다는 의사는 10.5%인데 반해

한편, 2014년 2월 박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경제혁신

신용불량 위험이 제거되면 창업하겠다는 의사는 69.4%로 약 6배 이상

3개년 계획’에서도 ‘우수창업자 연대보증면제’ 정책이 발표되었다. 중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이 창업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지

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기업평가 기준에서, 기존의 SB-(5등급)에서

적되고 있는 것이다.

SC+(6등급)으로 한 단계 더 확대할 계획이라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약
1천 개의 회사가 추가로 연대보증을 면제 받게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

정부에서는 창업자 연대보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

다. 얼핏 들으면 반가운 소식처럼 여겨질 수 있다.

고 있다. 2013년10월에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소
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업 평가기준

하지만, 이 정도의 조치로서는 창업의 ‘공포’를 녹이기 어렵다고 생각한

SB(4등급)에서 SB-(5등급)으로 1단계 확대 조정하였다.

다. 이상의 조치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의 경우에 해당되는 될 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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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가등급별 정의(중소기업진흥공단)
등급
SA등급

SB등급

SC등급

SD등급

SE등급

표기

+

SA+

◦

SA

+

SB+

◦

SB

-

SB-

+

SC+

◦

SC

-

SC-

+

SD+

◦

SD

-

SD-

+

SE+

◦

SE

등급정의

비고

기술성과 사업성이 매우 우수하여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여 사업부실화 가능성이 거의 없음.

매우우량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여 사업부실화 가능성이 적음.

양호

현재의 기술력과 사업성이 보통수준이고 미래성장 가능성도 보통수준이며,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불안한 요소가 있음.

보통

현재의 기술력과 사업성이 다소 미흡한 수준이고 미래성장 가능성도 보통이하
수준으로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불안한 요소가 있음.

보통이하

기술성과 사업성 측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미래성장
가능성도 거의 없는 편으로, 사업부실화 가능성이 높음.

위험

의 금융권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은행에 적용되고 있지만, 기

주는 것이다. 돈이 없어 직원들에게 충분한 처우를 해 줄 수 없는 벤처기

보와 신보의 비보증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15%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나

이 면제된다고 한다.

라에서는 이것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다. 즉,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창업은 곧 집안의 패가망
신’이라는 등식이 자리 잡고 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을 때 상황을

2006년에 미국식 스톡옵션제도가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변형되어 버렸

반전시키려고 한다면, 대담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조금씩 찔끔 찔끔 대

다.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면 회사는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하

응해서는 사람들의 심리를 바꾸지 못한다. 창업의 공포도 마찬가지라

게 바꾸었다. 당연히 회사는 재무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여 불이익을 받

생각한다. 연대보증에서도 좀더 폭 넓은 면제 확대적용 및 보편적인 성

게 된다. 개인에게는 주식을 매입하는 시점에 세금(근로소득세)를 내도

실실패 인정제도 도입 등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록 불이익을 주었다. 주식을 팔아야 이익이 생기고, 세금은 이익이 생길
때 납부하는 것인데, 취지와는 다르게 변했다. 당연히 스톡옵션의 고유
기능을 상실했다.

둘.

스톡옵션

금년 들어서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주식을 매입할 때 내던 세금을
팔 때 내도록 고친다고 한다. 이때 세율은 1억원 이내는 양도세, 그 이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을 구입할

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한단다. 양도세의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충분히 보상을 해주지 못하

감면의 혜택이 있다.

지만, 나중에 회사가 잘 되어 주가가 오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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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제도는 미국에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돕기 위하여 창

현재 대부분의 이공계 우수인력은 대학이나 회사에서 병역특례를 받고

안한 제도다. 그 목적에 충실하게 놔두면 된다. 즉, 미국처럼 벤처기업의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부는 대학창업을 권장하고 있다. 창업이 국

경우에는 기업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세금에도 양도세

가경제의 혁신을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면, 전문연구요원의 창업에 대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회사와 개인에게 인센티브

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병역의무의 준엄함을 인정한다.

가 될 수 있다. 인센티브가 없다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가질 않는 현

하지만 다른 사람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자신이 회사를

상이 계속될 것이다.

만들면 안 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공무원 퍼팅
지금 이 시대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다시 나타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

셋.

병역특례자 창업

실까 생각해본다.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하여 회사를 일으키고, 일자리
를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라고 말할 것 같다. 그 만큼 창업은 국

병역특례자가 복무 기간 중에 창업을 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서는 원

가 장래를 위하여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의 대기업중심 산업구조로 가

천적으로 막혀 있다. 병역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이나

다가는 국가가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창업을 하게 되

정부는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

면 병역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만,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심
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나치게 부작용을 걱정하다 보면 목

창업한 기업이 병무청에서 선정하는 지정업체가 되어도 여전히 문제가

표달성은 어려워진다. 골프의 퍼팅에서도 일단 공이 홀을 지나가게 밀

있다. 동법 제38조의2에는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

어야, 공이 홀에 들어갈 수 있다.

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다. 본인이 대표이사이므로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되어 법을 어기는 결
과가 된다.

조금만 더 세게 밀어주세요.
그러면 창업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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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과학기술은
뗄 수 없는 관계

미래전략대상 수상자 인터뷰

반 잔트 뉴스쿨 총장

David E. Van Zandt
파슨스 디자인 단과대학(Parsons The New School for

제2회 미래전략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

Design)으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뉴스쿨(The New School)

탁 드립니다.

의 데이비드 반 잔트(David E. Van Zandt) 총장이 제2회 KAIST

차세대 과학기술 리더를 양성하는 데 앞선 KAIST에서 미래전략대상을

미래전략대상을 수상했다. 본 매거진에서는 수상 소감과 함께 디자

수상하니 영광입니다. KAIST와 제가 현재 총장으로 재임중인 뉴스쿨은

인과 창의성에 대한 반 잔트 총장의 일문일답을 들어보았다.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시각을 배양해 주는 것을 추구해왔습니다. 미래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수렴할 수 있는 다
양한 문화 적응력, 그리고 국제시대에 발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국제 네트
워크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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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성장의 한계와 재도약’ 심포지엄 발표 중,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디자인이 필수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미래에는 디자인이 사회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디자인과 사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디자인 혁신이 사회적, 경제
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퍼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새로 확립했고, 트위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는 결국 전세계
에서 일어나는 개혁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기까지 디자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토록, 좋은
디자인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연구실에서부터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까
지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창의성을 강조하며 창의성이 발현할 수 있는 ‘창
조경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뒷

저는 미래에 디자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회를 이끌어갈지 예측하는 것

받침이 되는 창의성은 어떻게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비롯한 디자인 사고방

뉴스쿨의 4대 교육 원칙은 창의적인 발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통찰력

식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인류 공통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

있는 시각을 기르기 위한 비판적인 사고,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해결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점점 불균형해지고 늘어나는 세계인구를 수

책 선정, 프로젝트 위주 수업, 뉴욕시와 뉴스쿨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활

용할 수 있는 도시 및 해안선 디자인,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생

용 극대화 등은 뉴스쿨의 4대 교육 원칙입니다. 창의적인 발상은 디자

산의 새로운 재구성, 가정에서부터 국가 보안을 위해 쓰이는 다양한 종

인의 근본이기에 뉴스쿨은 이토록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이 외에 자율

류의 로봇 디자인 등 많은 부분에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적이고 개방된 담론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자율성과 개방성은 창의적인
발상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특이한 발상을 위해

3D 프린팅과 같이 새로운 기술은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

뉴스쿨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니다. 디자인이 앞으로 과학기술발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 보시는
지요?

‘창조의 미래’란?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해도 디자인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process of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를 ‘창

making(제조 과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조’해 나갈 본인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저보다는 저희 학생들이 대답

은 ‘사물을 창조한다’라는 의미의 폭과 깊이를 넓혔습니다. 이는 곧 복합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미래는 과거가 아닌 현 세대가 만들

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융합적인 시야를 요구하기 때문에 디자

어 가는 것이니까요.

이너들을 이에 맞추어 교육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에 빨리 적응을 해야 하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새

●

로운 제품과 이에 맞는 디자인을 예측해야 합니다.

KAIST 미래전략대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래학 및 미래예측에 대한 수요가

디자인과 과학기술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디자인이 없

증가하는 시점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국가적 과제에 대처할 새로

는 기술은 존재할 수 없고, 기술 없는 디자인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

운 방법의 모색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설립되었으며 김

니다.

옥란기념사업회에서 상금을 후원한다.

● See Futures : Vol.03 • SUMMER 2014

33

●미래학 지형도
인물포커스❷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성원 박사,
미래학 저널 논문상 수상

미래는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변화와 함께 논
장자야말로 참된
미래 연구자

국내 몇 안 되는 미래학자 중 한 명인 박성원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부연
구위원)가 미래학학술지(Journal of Futures Studies)에서 매년 최고 논문에 수여하는
Jan Lee Martin 재단상을 수상했다.
박성원 박사는 한국적인 미래 연구 방법론 개발을 위해 미래학자이자 본인의 지도교수이기
도 한 짐 데이터(Jim Dator)를 중국의 장자(莊子)의 시각을 통해 재해석한 논문으로 상을
수상하였으며 본 매거진은 이메일 인터뷰로 그가 미래학을 연구하게 된 계기와 미래학에 대
한 철학을 들어보았다.

박 박사는 2006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로 있을 때 짐 데이터를 인터뷰하면서 처음으로 다양한
대안을 연구하는 미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2시간 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숨통이 트
였다’는 생각이 들만큼 흥미로운 학문이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하와이가 어느 구석에 위치해 있
는지도 모르면서 Dator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하와이로 갔다.

대만 탐강대 미래학대학원의 소하일 이나야툴라(Sohail Inayatullah) 교수가 펴내는 미래학학술
지에 실린 그의 논문은 본 매거진 창간호에 ‘동아시아 문화에 적절한 미래연구의 시각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소개된 바 있다. 논문의 본래 제목은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ast
Asian Futures Studies: Reinterpreting Dator through Zhuangzi’로, 서구의 미래학을 한국에
들여올 때 일종의 한국화(tailoring to Korea) 작업을 거쳐야 하며, 이때 동아시아를 비롯한 우리
나라 문화 곳곳에 내재된 장자의 시각이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장자는 변화를 통제하기보다
는 즐겼고, 삶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확대하려는 노력을 한 사람이다. 또 장자는 자
신을 애벌레에서 출발해 나비가 된 것으로도 보고, 반대로 나비를 먼저 보고 그의 근원인 애벌레
로도 보는 깊이 있는 시각을 개발했다. 그렇기에 박성원 박사는 미래연구가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이라고 정의한다면 변화와 아주 즐겁게 논 장자야말로 참된 미래연구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변화와 놀아봐야 비로소 변화의 근원과 방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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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 Dator
4가지 미래
-------------이슈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상상하라
-------------더 나은 미래 비전을
제시

VS 장자
연구대상

------미래를 보는
시선

------미래를
연구하는 이유

존재의 본질
-------------더 멀리 더 다양하게
혼돈속에 자유로운 인간
-------------조화로운 삶

01

03

적절함을 반영한 관계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수용성
→ 주류 의견이나 지배적 담론에
저항하면서 대안을 제시

동아시아적 가치를
적용한

02

미래연구의 4가지 예

일상에 집중하는 자발성
→ 해석, 직관, 논쟁이 더 많이
개입되는 미래연구

04
비결정주의
→ 다양한, 서로 다른 미래의
이미지나 비전을 포용

그에 따르면 장자 시각의 미래연구는 사실 한국적인 미래연구 방법론을 개발하는 중간
과정이었다. 모든 방법론은 그 지역의 문화, 습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

후속 연구는 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한국적 미래연구
방법 개발
정약용도 활용 가능

에 한국에 특화된 미래연구 방법론도 있어야 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미래연구 방법을
프로스펙티브(prospective)라고 하고, 인도의 방법을 비전 경쟁이라고 특징짓듯 말이
다. 혹자는 장자가 한국인이 아니기에 그의 시각을 이용한 방법론은 한국적이지 않다
고 생각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중국인일지라도 텍스트로서의 장자는 한국을 포함한 동
아시아 전체가 가장 많이 소비한 공유재이다. 물론 한국의 역사에서 나타난 위대한 한
국인들, 예를 들면 정약용 선생도 한국적 미래연구 방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인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미래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았
고, 왜 보려고 했고, 어떻게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를 알아보는 것이다.

박성원 박사는 미래연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카이
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펴내는 See Futures(본 매거진)를 권했다. 읽다 보면 필자
들의 미래연구에 대한 열정, 어린이 같은 호기심, 한국사회가 추구할 가치가 담겨 있다
고 전했다.

● See Futures : Vol.03 • SUMM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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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특강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제 3차 강연

한국의
대전략,
어떻게 그려야 하나?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서울 프레스센터(19층)에서 「2025 대
한민국 미래전략 강좌」를 실시한다. 본 강좌는 대한민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담론 및 비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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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
한 분야의 명망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미래전략에 대한 강연과 자유로
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좌에서 강연 중인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날 강연에서 ‘대전략(Grand Strategy)’의 정의와 이를 수립
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루었다. 그러면서 5년 내에 내릴 몇 가지 전략적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2025년의 결과를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로 나눠 예측하고 2025년 대한민국을 위
한 가장 바람직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대전략이란 한 국가의 생존, 번영, 존엄/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비전, 이론, 그리고 담론을 포괄하는
전략이다. 즉,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히틀러의 생존 공간(Lebensraum) 전략과 조지 캐넌의 봉쇄(Containment) 전략,
그리고 헨리 키신저의 화해(Détente) 전략이 존재했다. 히틀러는 동부 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유럽
의 중심핵을, 그리고 유럽의 중심핵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의 도서(유라시아, 아프리카)를 지배하며
이곳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자라는 전략을 폈다. 조지 캐넌은 소련과 공산주의 확산을
봉쇄하기 위한 대소련정책의 일환으로 봉쇄 전략을 폈고, 헨리 키신저는 봉쇄 전략을 완전히 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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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꾸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수교 가능성을 열어주고, 유럽 동맹국 간 신뢰
구축의 길로 유인한 화해 전략을 썼다.

이러한 대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당면한 안보, 위협 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현재 한국은 북한에게 핵 및 재래식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북한 급변 사태와 붕
괴에 따른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다. 중일 패권 경합, 영토 분쟁, 역사 분쟁 등 지역 분쟁에 그치지 않
고 미 ・중 대립과 마찰 같은 세계적인 차원의 패권경쟁에 민감한 환경에 속해있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5년 내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2025년 즈음
이 되면 나타난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는 관여와 포용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및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면 정상회담, 국회회담 등의 자유로운 교류 협력을 하는 형태인 실질적 통일이나 북한이
민주주의를 도입했을 경우 하나의 주권을 가진 법적 통일 방식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압박
과 봉쇄 전략을 편다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고 흡수 혹은 무력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 경우에는
대규모 또는 소규모 분쟁이 일어나고, 군사적 충돌과 이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공존한다. 이도 저
도 아니라면, 우리는 무관심과 시간 끌기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
력이 더욱 커지며, 시간이 흘러 신탁형 통일을 이루거나 영구분단이 될 가능성도 생긴다.

동북아 지역 전략에는 5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현상유지와 이중적 헤징 전략으로, 안보는 미
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방식이다. 균형 전략은 과거 핀란드가 중립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소련 편을 들었던 사례처럼 핀란드화 현상(Finlandization)이 우려되는 전략이다. 또
한미동맹을 이탈하여 새로운 강대국인 중국에 편승하는 전략, 미, 중 어느 나라에도 편향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한 중간세력 국가로 전환하여 영세중립국을 선언하는 홀로 서기 전략, 유럽의 EU와
같은 동북아 경제・안보협력 기구를 구축하는 새 질서 만들기 전략 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은 다수이나 미・중의 관계가 좋을 때, 현상 유지에서 새 질서를 만드는 다자질서 전략이 가장 이상
적일 것이다.

세계 수준에서는 4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미국을 통한 평화인 Pax Americana, 중극을 통한 평
화인 Pax Sinica, UN을 통한 다자협력 체계 평화인 Pax Universalitas, 그리고 현상유지 또는 다극
화/파편화된 세계질서이다. 사실상 현상유지가 가장 선택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이 힘을 갖기는 하
지만 지역 수준의 세력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UN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

● 이후 특별강연 안내

예측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균형외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구상은 대
전략의 시발점으로 손색이 없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hard power(영토, 인구, 경제력, 과학
기술력 등)와 soft power(문화적 능력, 지적능력, 브랜드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
제는 network power(정부, 비정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와 smart power(지도자의 비전과 상상
력, 정책 수립 및 수행 능력), 그리고 cohesive power(내부적 단결력-국민 통합)를 배양해야 하는
시점이다.

● See Futures : Vol.03 • SUMMER 2014

일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2014년 12월까지)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프레스센터)
주제 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동향
및 미래 전망
주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미래전략대학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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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
제1부 마무리,제2부의 시작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올 4월부터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공무원, 언론인, 학계 저명인사 등을 대상으로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을 진행해왔
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대비할 수 있도록, 21세기 지식 창의 시대에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미래학 패러
다임을 제시하여 정부와 기업의 중장기 전략과 창조적 사고역량, 정책개발역량과 미래전략개발 역량을 함양하려는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이다. 매주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교육생들이 능동적으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제1부에서는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장관의 창조경제, 정하웅 교수의 복잡계와 빅데이터, 김성희 교수의 ICT 분야와 디지털정부, 임춘택 교수의 미래
변화 7대 요소와 신 산업전략, 진영곤 전 고용복지수석의 복지정책분야, 이광형 교수의 미래학과 미래예측법, 정재승 교수의 뇌과학, 정진승 소장의
환경정책분야 강의와 워크숍이 있었다. 5월 말에 시작되는 제2부에서는 이상엽 교수, 이동만 교수, 조기훈 전무, 조동철 교수 등이 바이오, 글로벌기
업 전략, 경제민주화, 지식재산, 인터넷컴퓨팅, 로봇 등 미래를 이끌어 갈 분야들의 미래전략을 다룬다. 전체 강사진의 약력 및 수강 정보는 홈페이지
(futures.kaist.ac.kr)에 소개되어 있다.

국내외 미래학
행사 소개
행사명

개최국

날짜

행사내용

국내 제5회 세계전략포럼

서울

6/11-12, 2014

‘21세기 소통의 위기: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소통의 위기를 진단하고
정의와 통합, 번역, 평화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해법을 찾음

국내 코리아 인터넷 컨퍼런스 2014

서울

6/23-24, 2014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제2의 인터넷'을 주제로 최신 인터넷 기술 소개와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

대전

8/4-8, 2014

매년 여름 카이스트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대학생 컨퍼런스로,
과학기술과 사회, 예술과 감성, 석학과 청춘의 만남을 추구하는 학술과
교류의 장이 될 예정

핀란드

6/11-13, 2014

핀란드 투르쿠 대학교 미래 연구 센터(Finland Futures Research Centre)에서
‘Sustainable futures in a changing climate’이라는 주제로 개최

미국

7/11-13, 2014

‘World Future Society’ 연례 컨퍼런스로 ‘What If’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

네덜란드

7/20-24, 2014

‘System Dynamics Society’ 연례 컨퍼런스로 올해는 ‘Good governance
in a complex world’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

국내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Integr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ICISTS)-KAIST

해외 The Future Infinite Conference
해외

World Future 2014

해외

The 3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ystem
Dynamics Society

해외

건축물을 중심으로 인구, 환경, 경제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한 국제
International Symposium
오스트리아 9/30– 10/1, 2014
연구 발표가 진행될 예정
Next Generatio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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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포그래픽스

대한민국 국민에게

?

미래사회란

2040년

언제부터 미래사회?
현재로부터 5~25년 후를 미래사회라고 인식

미래사회의 주요 가치

연령별 선호 가치

68.
7%

2021년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N5 #2250
Tel 042-350-4025
http://futures.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