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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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