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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간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기술을 꼽으라면 아마 스마

미래의 로봇은 학습을 통해 환경과 상황에 적응할 것

트폰이 먼저 거론될 것이다. 2007년 애플 사의 아이폰과 삼성

미래 인간 사회는 최근 나타나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인구 구

의 옴니아 등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이미 1인 1기기 시대가 도

조가 변화하고 이로 인해 산업 구조 및 생활 스타일에 큰 변동이 있을

래한 스마트폰은 작으면서도 모바일 인터넷, 카메라, 전화 등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의 로봇은 인간

기능을 두루 갖춘 하드웨어를 값싸게 공급함과 동시에 앱스토

과 협업하여 복잡한 일들을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어(Application Store)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

과 가사지원,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 로봇이 주

능과 콘텐츠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새로운 시

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활용되고 있는 로봇들은 반복적

장을 형성하고 인간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스마트

인 일을 수행하거나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일과 같은 기계적인 측면

폰은 어느덧 등장한 지 약 10년이 흘러 이제는 인간 사회에서

이 중시된다면, 미래의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로봇은 감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스마트폰의

성적, 사회적, 인지적 측면이 중시되어 인간과 지능적/정서적으로 교

정보 제공에 기반한 서비스에 인간 사회는 이미 익숙해졌고 정

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위해 사람의 의도나 필요,

보 제공 이상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처한 상황 등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 및 행동할 수 있는 지능에 대한

이제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넘어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서비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를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각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들 또한 주어진 작업을

이러한 요구는 최근 등장하는 여러 영화에서 더 구체적인 모습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지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로봇 지

으로 나타나는데, 영화 ‘Her’에 등장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

능은 학습 기능 측면에서 지금의 로봇들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사

이고 이해해주는 인공 지능 운영체제’의 지능적/감성적 서비스

실 학습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인

와 영화 ‘Robot & Frank’에 등장하는 가정용 로봇의 여러 실

터넷 검색 엔진이 주어진 키워드에 대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질적 서비스(청소, 식사 준비, 건강 체크 등)들이 그 예라 할 수

쉽게 찾게 하고, 쇼핑몰에서는 기존의 구매 내역 및 관심 상품들에 기

있다. 또한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이러한 실질적 서비스에 대

반해 이용자가 원할 만한 상품을 추천하고, SNS에서도 이용자의 활

한 요구에 부응할 기술은 로봇 기술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으

동 내역 및 관심사에 기반해 새로운 정보를 추천하는 등의 서비스가

며, 최근에는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공개한 감성 로봇 ‘Pepper’,

모두 학습 기술의 적용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은

미국 MIT에서 공개한 세계 최초 가정용 로봇 ‘JIBO’ 등이 등장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매개체가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하였다. 이러한 로봇들은 기존 스마트폰의 정보 제공 기반 서비

있다면, 미래에는 이러한 학습 기술이 직접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로

스에서 더 나아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봇이라는 영역에 적용되어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넘어 더

인간의 삶을 더 큰 폭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많고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학습 기반의 지능을 탑재

알람을 울리기만 하던 스마트폰이 팔과 다리를 갖추어 주인을 흔

한 미래 로봇은 사용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서비스나 작

들어 깨우고, 오늘의 스케줄을 알려주며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을

업을 학습하고 수행하거나, 새로운 환경 및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고

미리 챙겨준다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 그리고 머지않아

대응해야 할지를 학습하는 등 사람과 유사한 발전하는 지능을 가지

다가올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게 될 것이다.

● See Futures : Vol.04 • FALL 2014

05

Cover Story
● 미래를 여는 3대 유망기술 – 로봇

클라우드로 로봇끼리 데이터를 공유ㆍ빅데이터로 새

데이터는 생성 양, 주기, 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매우

도 적용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로봇이 갖추고 있는 센서가

로운 가치를 찾아 학습

커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

아닌 다른 사물로부터 얻고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나 로봇의 학습 지능만으로는 똑똑한 로봇을 기대할 수

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데이터 기술 이전의 데이터들은

혹은 앞서 언급한 빅데이터 기술에서의 비정형화된 데이터

없다. 이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

서비스 이용 고객의 수, 연령층, 성별 등 데이터를 수집하려

수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는 정

며 특히 로봇이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상황, 의도 등을 인식

는 주체에 의해 정형화되고 구조화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보 제공에 기반하여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 반

하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분석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

해, 로봇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스스로 분석, 처리, 판

터를 필요로 한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대의 컴

이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한다면, 빅

단하고 실질적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에 큰

퓨터가 얻고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이듯 로봇 또

데이터 기술은 특정 의도를 가지지 않은 채로 비정형화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하나의 개체로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한

데이터를 방대한 양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기존의 방식으로

계를 넘기 위해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 분배할 수 있는 클라

는 찾아내지 못했던 변수들 간의 연관관계나 새로운 가치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할 날도 머지않아

겨줌과 동시에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원자 폭탄으로 활용되

우드 컴퓨팅 기술을 로봇에 적용한 클라우드 로봇 연구가

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기술

로봇 기술의 발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

었듯, 그리고 초고속 추진체 기술이 우주 개척을 위한 우주

활발히 진행 중이며, 미래의 로봇은 이 클라우드 기술을 이

은 로봇 기술에 있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 가공, 처

급된 학습 지능, 클라우드 시스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

선의 개발로 이어짐과 동시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로

용해 여러 환경에 놓인 여러 대의 로봇이 학습에 필요한 데

리, 분석할 기술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로봇의 서

술들 또한 발전하고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로봇

도 이어졌듯, 결국 로봇 기술 또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유용

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학습의 속도가 빨라짐과 동시에 제공

비스 학습 과정이 학습하려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 고려해야

기술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은 이들이 로봇 기술과 시장의 본

한 존재가 될 수도, 아니면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하는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많

할 변수들을 찾고 변수간의 연관관계를 찾는 것이 포함되어

격화를 위한 준비단계, 혹은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이기

수도 있을 것이다. 로봇은 인간의 친구가 될 것인가 적이 될

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제

있음을 고려할 때 로봇 지능과 서비스의 향상에도 기여를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무리는 아닌 듯하다. 또한 최근

것인가?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인간과 로봇이

공하듯 로봇 또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나 학습의 결과물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로봇 두

구글은 2013년에만 8개의 로봇 회사를 인수하며 인간형 로

공존하는 미래 사회가 다가오는 만큼, 로봇의 사회적, 윤리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기술의 발전과 융합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와 같이 로봇 또

봇, 로봇 팔, 바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정

적, 법제적 정의 또한 필요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수많은 앱이 생겨나며 로봇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매

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의 선두 주자였던 구글이 로봇 시장에

또한 저장 공간의 제공에서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자체를

일 업그레이드되는 시대를 기대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라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정보와 실질적 서비스를 할 수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여 사용하려는 특정 소프트웨어

할 수 있다.

있는 로봇의 결합으로, 로봇산업에서의 빅뱅이 일어날 조짐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서도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

미래의 로봇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양식에 있어서도 변화

이 아닐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다. 이처럼 정보와 로봇기

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를 보일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로봇들은 필요에 따라 각종

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관심이 지속되는 한, 미래의 로봇

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의미도 있

센서들(카메라, 마이크, 터치 등)을 로봇에 부착하고 이들

은 고도화된 지능과 작업 수행 능력으로 인간사회에 점차적

지만 서버 내에서 데이터의 처리 및 가공이 일어나므로 사

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 속 사물

으로 녹아들 것이다. 특히,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자동

용자 PC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사

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 인터넷

차, 스마트폰 시장 등에 비해 로봇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양의 환경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Internet of Things) 기술의 발달은 미래의 로봇이 더 쉽고

의 가능성이 더 다양할 수 있는 만큼 로봇 시장의 가능성 또

진다. 이러한 기술이 로봇에 적용되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정확한,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할 것

한 클 것으로 전망된다.

를 처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성능 수준의 시스템을 각각의

이다. 현재 사물 인터넷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하지만 로봇의 지능 발달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

로봇이 모두 갖추고 있을 필요가 줄어들고 이는 곧 단가 하

는 디즈니월드의 미키마우스 인형을 들 수 있다. 이 인형은

다. 로봇이 등장하는 많은 소설과 영화에서 그려지듯이 지

락 등의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도 로봇의 보급에 큰 기여를

눈, 코, 팔, 배 곳곳에 적외선 센서를 갖추고 있으며 여러 인

능적 로봇은 인간에게 유용한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지만,

할 것이다.

형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해 어느 놀이기구의 줄이

다른 의도로 활용하면 인간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될

클라우드 로봇이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에 기여를 한다면,

가장 짧은지,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 과학 기술 발달의 역사를 되짚어봤

방대한 양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의 분석 및 처리 과정에서는

게 알려준다. 이는 곧 사물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은 데

을 때, 이는 로봇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

이터를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로봇 기술에

원자력 기술이 우리에게 유용한 원자력 발전 에너지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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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서비스 로봇 (영화 ‘Robot & Frank’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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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의 세계 시장 전망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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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빈이 살펴보던 선수의 프로필 (영화 ‘머니볼’ 중에서)>

야구부터 반도체 공장까지,
빅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의 힘
장영재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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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볼과 데이터 분석

가 우수해야 한다는 선입견이었다. 물론 선수의 기량을 판단하기

뚱뚱해서 도루를 못하는 1번타자, 팔꿈치 수술로 공을 던지는 데

위해 기본적인 데이터도 활용되었지만 그마저 한계가 있었다. 예

무리가 있는 1루수, 선천적으로 발이 휜 만곡족 장애인인 주전 투

를 들어 대부분의 구단이 타자를 평가할 때 판단 기준은 타율이나

수, 퇴물로 여겨 방출되었지만 7번 타자를 맡은 꿰찬 40대 타자. 이

방어율과 같은 단순한 개인적 평가 기준에 집중되어 있었다. 개인

정도 팀이면 괴짜 외인구단 뺨칠 정도의 라인업이다. 여기에 감독

의 역량이 팀의 승리에 미치는 다소 복잡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과 운영 프런트는 더 가관이다. 절대로 도루나 희생번트 지시를 하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게 당시 현실이었다.

지 않는 감독, 구단 운영에서 경기 작전 지도까지 구단의 모든 사

과연 이러한 기존 상식과 방식이 팀 운영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소한 일에 직접 관여하는 구단주, 직접 선수를 보지도 않고 통계

까? 빌리 빈은 100년 넘은 야구의 편견에 데이터란 망치를 들었다.

수치만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스카우트 담당자.

그는 메이저리그 구단 최초로 야구 경력이 전무한, 통계학과 경제

영화의 한 야구팀이냐고? 천만에. 미국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

학을 공부한 이를 자신의 보좌관으로 영입한 후, 선수의 개인 자질

슬레틱스 팀의 2000-2003년 시즌 당시의 선수와 구단의 모습이

중 팀 승리에 기여하는 요소를 분석해 냈다. 놀랍게도 이런 데이터

다. 이 시즌 동안 애슬레틱스는 4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놀

분석은 상식과 다른 의외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 선수 개개인의 외

라운 기록을 달성했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기록은 당

모보다는 좋은 공을 기다릴 수 있는 차분하고 끈질긴 품성이, 단

시 메이저리그 최고 부자 구단인 뉴욕 양키스 팀 연봉의 불과 삼분

순 타율보다는 투수의 투구 수를 늘려 출루하는 능력이 팀 승리에

의 일도 안되는 애슬레틱스의 저연봉 선수들이 이뤄낸 성과란 점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작전에 남용되

이다. 당시 애슬레틱스의 선수 구성, 그리고 구단의 투자 대비 성

는 도루나 번트가 기대에 비해서 팀 승리에 미치는 기여도는 낮다

과는 140년 넘는 메이저리그 역사의 최대의 이변으로 기억되고 있

는 사실도 파악했다. 빌리 빈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수 영입

다. 그럼 애슬레틱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단지 우연이었을

과 선수 구성에 직접 관여하였고 일반 상식으로는 저평가 될 수 밖

까? 이들의 성공의 비결은 야구계 인습과 편견을 허문 데이터 분

에 없었던 선수를 싼 값에 영입해 훌륭한 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

석과 이를 통한 과학적인 운영 방식에 있다.

하버드 대학 통계학과의 칼 모리스 교수는 마코브 체인(Markov

부자 구단들이 거액 연봉으로 스타급 선수들을 마구 영입해 팀의

Chain)이란 확률 모델을 바탕으로 120년 간의 메이저리그 데이터

전력을 키우는 돈의 경기로 전락된 메이저리그에서 과연 가난한

를 분석해 빌리 빈의 통찰력이 상당히 근거가 있음을 학문적으로

구단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이것이 당시 애슬레틱스의 구단주인

밝혀내기도 했다 .

빌리 빈의 고민이었다. 그러나 빌리 빈에게는 다른 구단주들이 가

후에 이러한 빌리 빈의 상식을 깬 발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영

지지 못한,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었다.

은 이후 모든 메이저리그 팀의 운영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요즘 대

당시 구단의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젊은 선수를 영입할 때 판

부분의 메이저리그 팀은 수학이나 통계학을 전공한 분석가를 두

단 기준은 바로 외모였다. 대부분의 스카우터들의 마음은 큰 키에

고 있으며 이들은 직접 팀의 선수 기용이나 세부 작전에 관여하고

넓은 어깨와 강인해 보이는 인상의 선수들에게로 향했었다. 또한

있다. 나아가 빌리 빈의 성공 스토리는 야구계를 넘어 하버드 비즈

야구는 단체적인 성격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편견에

니스 스쿨을 비롯한 유수 경영 대학원에서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사로잡혀 있었다. 즉 좋은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선수

있다. 야구는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에 비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

● See Futures : Vol.04 • FAL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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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오늘은 일반 데이터로 칭해야 된다는 모순이 생긴다. 이

2011년 초 MIT 슬론 매너지먼트 리뷰에서는 ‘빅데이터와 빅데이

처럼 나날이 속속 신기술이 선보이는 세상에서 특정 용량을 구분

터를 분석하는 기술인 애널리틱스가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해 빅데이터냐 일반 데이터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

라는 커버스토리를 통해, 데이터가 단순한 트렌드 분석이나 보고

다면 요즘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대 데이

서 작성 등의 부차적인 지원이 아닌 기업 역량의 핵심이 될 것이

터 시대를 바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빅데이터가 의미하

라 소개하며 경제와 비즈니스 관점의 빅데이터 포문을 열기 시작

는 바다.

했다 . 그리고 정책입안이나 경제 성장의 도구로 빅데이터의 가치
가 부각되며 이제는 기술적인 이슈에서 경영, 경제, 안보 등 다양

<인류의 탄생부터 축적된 데이터의 양>

기업 경영의 르네상스,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한 분야의 이슈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

고 있다. 야구를 데이터의 스포츠이자 과학의 스포츠라 부르는 이

적 단어가 혁신적 패러다임의 이슈로 증폭되었을까?

몇년 전부터 하드웨어 가격 하락과 분석기술의 발달로, 꼭 데이터

장한 빅데이터와 애널리틱스의 성공적인 활용 예는 글로벌 반도

유다. 빌리 빈이 기존 야구계에 팽배했던 편견과 상식의 틀을 깨고

그림과 같이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불과 오늘로부터 10여 년 전인

전문 기업이 아니라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찾을 수 있다.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각 경기

2003년까지 쌓아놓은 데이터의 양은 약 5엑사바이트다. 그런데

했다. 유통사들은 쌓아놓고만 있던 고객들의 주문 정보를 분석하

반도체 공장은 수백 개의 공정으로 이뤄진 인간이 창조한 가장 복

당 모든 선수들의 경기력에 관한 세부 데이터에 있다 .

2003년 이후 이 규모의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걸린 시간을 불과 단

고, 카드사들은 카드 회원 고객들의 구매 패턴에 관심을 기울이기

잡한 공장 설비 중의 하나다. 특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설비 기계는

이제 이야기를 기업의 운영으로 옮겨보자. 기업의 운영이 상식이

이틀에 불과했다. 데이터의 생성량과 쌓이는 그 규모는 이제 과거

시작했다. 교통 물류 기업들도 상품의 이동 경로와 여행객들의 이

대당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고가 장비로 이들의 생산율

나 리더의 카리스마에서만 좌지우지 되는 시대는 급속히 저물고

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동 경로가 상당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광고회

이 전체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리고 각 장비에서 초당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발점이 바로 데이터다. 데이터

IT 기술, 휴대폰과 같은 개인용 휴대기기,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

사도 개개인의 취향을 파악하면 고도화된 광고 전략을 세우고 과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생성되는 검색어

가 없었던 시절에는 사실의 근거는 희박했고 결국 경험과 상식이

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정보량은 폭증하고 있

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데이터의 양과 비교될 정도다. 마이크론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바

운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데이터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지난

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빅데이터는 학자들 간에만

에 이르렀다.

탕으로 각 장비의 효율성과 전체 운영의 최적화 방식을 구현하는

몇 년 사이 급속히 발전된 IT 인프라와 대용량 데이터 베이스 범용

통용되는 언어였고 당시에는 ‘페타바이트나 혹은 제타바이트급

빅데이터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애널리틱

프로젝트를 실행했었다.

화로 기업은 오히려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

의 데이터가 빅데이터’라는 식으로 용량에 따라 일반 데이터와 빅

스(Analytics)다. 애널리틱스를 직역하면 ‘분석’이다. 그러나 일반

하는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다. 데이터는 새로운 경영 방식

데이터를 구별하기 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처리

적 비즈니스 분석과는 달리 여기서의 애널리틱스는 복잡한 연산

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열람하기 어려운 대용량의 데이터를

을 수학적 최적화나 고도의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해

더 나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와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

빅데이터라 칭하기도 했었다. 기업에서도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

그 결과를 도출한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과거

즘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운영

를 담아둘 기술력이 부족했고 담아 둔들 이들을 통한 의미있는 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과 같은 데이터 전문기업들의 전유물이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

석이 불가능해 생성과 동시에 거의 폐기가 되었다. 단지 이러한 대

었다. 그러나 컴퓨팅 기술의 발달과 이러한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이다 .

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은 구글과 같은 우수한 인력을 수

범용 소프트웨어가 선보이며 다양한 기업들이 고도의 수학을 응

용할 수 있는 소수 기업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다.

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다. 우선 기업들이 데이터의

반이 마련되었다.

빅데이터란 IT기술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폭증하는 데이터

가치를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한발 더 나아가 전문가가 아니더라

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는 기술적 의미에서 탄생했다. 10여

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이 속속

년 전 야후와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등장하면서 방대한 정보를 모으고 함께 분석하는 가치가 새롭게

업과 대용량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IT기업에서 기존 데이터

부상하면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맞

양과 비교될 수 없는 양의 데이터를 보관, 처리, 분석하는 방식을

춰 ‘빅데이터’의 정의도 확대되고 있다. 특정 용량 이상이나 기존

고민하며 생긴 기술적인 용어다. 비록 태생은 기술이지만 2011년

데이터베이스로 처리가 불가능한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 칭하

이후 이 단어는 기술뿐 아닌 사회, 문화, 정치 등 우리 삶의 이슈이

던 것도 다시 정의되어야 했다.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로 어제는

자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기술 중심

처리 못하던 용량의 데이터가 내일은 처리 가능하다면, 어제의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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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여는 3대 유망기술 – 빅데이터

통상적으로 각 기계의 생산성은 단위 시간당 각각의 기계가 얼마

을 토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학적 경영을 기

만큼 많은 제품을 생산했는가로 생산 설비의 생산성을 판단한다.

본 경영의 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론 경영진은 업계에 통용되어 온 이 평가 방식이 관

비즈니스 운영의 거의 모든 면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

연 옳을까란 질문을 던졌다. 물론 공장 내 모든 생산 기계들이 많

다. 데이터가 없었던 시절 쌓인 기업 운영의 편견과 인습이 이제는

은 일을 수행한다면 전체적인 공장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데이터를 통해 하나 둘씩 무너져가고 있다. 경영의 르네상스다. 이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이크론사는 지난 몇 년간 모든 경영 상

제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기업의 몫이다.

과거 데이터 분석 방식
데이터

데이터
수집

과거 트렌드
분석

앞으로의
현상 유추

목적에 필요한 액션
및 의사결정 파악

필요한
데이터 파악

데이터 수집

리포트

식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점검해보는 일종의 경영 현대화 프
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데이터를 지혜로 가공하는 결과 중심적 애널리틱스

이 중의 하나가 바로 기계의 높은 생산성이 반드시 전체 공장 생산

기존 데이터 패러다임에서는 각 데이터는 여러 다른 출처에서 생성

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원인은 공장 내 물류 흐름과 기

되고 이들은 서로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필요한

명확한 목적 설정

계 유지 보수 작업이 서로 엇박자를 내기 때문이었다.

요구에 따라 여러 데이터가 자유롭게 연결되거나, 연결된 데이터가

(예. 쿠폰 이용률
10% 향상)

반도체 제조의 일부 핵심 장비는 장비의 특성상 많게는 하루에 몇

분석을 위해 분리되기도 한다. 즉, 정적으로 남아 그저 고스란히 보

번이고 기계 가동을 잠시 중단 시키고 기계 유지 보수를 위한 점

존만 되던 데이터들이 역동적으로 필요에 따라 합체와 분리를 거듭

검을 실행해야 한다. 물류 투입이 적어 기계가 생산해야 할 물량이

하는 것이다.

적을 경우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반대로 생산해야 할 물량이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결과 중심적 접근이

많을 경우 유지 보수를 잠시 미루고 기계를 가동하는 것이 이상적

다. 과거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던 시절에는 없는 데이터라도 모아서

인 운영이다. 그러나 실제 공장 운영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데이터

이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의 새로운 패러다임 –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의사결정

패턴분석을 해 본 결과 물량이 많은 시점에 기계 가동을 중단하고

이 이뤄졌다. 즉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를 분석 한 후 분석의 의

빅데이터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나 IT의 트렌드만은 아니다. 인간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가 무엇인지 유추하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데이

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데이터는 언제나 부족하다. 설사 데

이러한 발견은 기계의 작동 현황, 공장 내 생산 물량 이동, 그리고

터 분석의 아웃풋의 대부분은 과거 트렌드를 분석한 리포트였다.

이터가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취합해 이를 의사결정에 바로 사용

기계의 유지 보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파악할 수 있는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분석은 매우 결과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컴퓨팅 기기와 진보된 IT, 특히 스마

문제로 단순히 기계의 생산율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것이었다.

변모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비용을 줄일 것인

트폰의 보편화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제 손 안의 컴퓨

마치 야구에서 타자 개개인 타율만으로 팀 기여도를 판별하기 여

지’, ‘어떤 상품의 매출을 올릴 것인지’, 혹은 ‘특정 매장의 고객 유

터인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수집하고 이를

려운 경우와 비슷하다.

입수를 늘릴 것인지’,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이 목적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대다. 기존의 의사결정이 좋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마이크론사는 수학의 스케줄링 이론을

위해 내려야 할 의사결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데이터를 수

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지금

이용해 어느 시점에서 어떤 기계의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해야 하

집하는 것이다. 기존 방식과 달리 빅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수집

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미

는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공장 전체 생

은 가장 마지막에 이뤄진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언제든지 충분

소비자는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가

산성 향상이란 결과로 이어졌다. 데이터 분석과 과학적 경영으로

히 구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데이터

격비교 사이트에서 상품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글로벌 패션 브랜

일궈낸 결과였다. 직원이나 개인의 희생이나 협력업체를 강요한

사회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딘가는 분명히 쌓여있

드인 자라는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판매 재고정보를 바탕으로 어

마른 수건 짜내기식 효율 증대가 아닌, 데이터와 애널리틱스를 통

고, 설사 데이터가 현재는 쌓여있지 않더라도 데이터는 새롭게 수

느 매장에 어떤 상품을 배치할지를 알고리즘을 통해 결정한다. 이

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혁신한 사례다. 이후 마이크론사는 모든 공

집할 수 있다. 수집과 가공하기 전의 데이터는 정보가 아니고 정보

처럼 이제 의사결정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

장 운영에서 기계와 공장 운영 그리고 생산된 상품이 소비자에게

는 지식이 아니며 지식은 지혜가 아니다. 이 데이터를 지혜로 연결

다임을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환경을 구축하

전달되는 공급 사슬망의 데이터까지 모두 연계해 종합적인 분석

해 주는 것이 바로 애널리틱스다.

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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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의 미래,
라이프 케어
건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라이프 케어(Life-care) 시대
유회준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

그 누가 그랬던가? 집 나가면 큰 고생이라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건강하면 됐지 뭐.”

“걱정 말고 네 할 일만 하거라. 나머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다, 집 나가면 큰 고생이다. 이유가 뭘까? 오로지 나에게만 무

그렇다. 건강이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몸 성히 웃고 즐길 수

헬스케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사용자가

한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더 이상 옆에 계시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라는 생각 아닌가? 집 나와 고생하는 현

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사용자의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

지 않기 때문 아닐까?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옆을 지켜주며 우리

대인들의 힘든 삶 속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실 제 괴로움 다

을 정도의 착용감을 주어야 하며, 2) 여러 번 교체를 해야 하는 번

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성껏 관리해주시고, 내가 앞으로 해

잊으신 ‘어머니’와 같은 관심으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해줄 헬스케

거로움이 없고, 3) 오랜 기간 사용을 하더라도 부작용을 주지 않

야 할 일 또한 본인 일처럼 함께 살펴주신다. 그러다 힘들 때에는

어는 어떠한 형태로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해주어야만 할까?

아야 한다. 이에 적합하게 개발된 것이 Planar Fashionable Circuit

신체적으로도 혹은 정신적으로도 본인에게 의지하고 다시 회복할

건강 관리의 첫째로 중요한 것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Board(P-FCB) 플랫폼2이다. 이 플랫폼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수 있도록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 어머니를 회상하며 다소

그 다음으로는 아프더라도 그 질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미리 치료

있는 회로 보드인 Printed Circuit Board와 달리 옷의 재질인 천 위

뜬금없이 글을 시작해보았지만 이러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 그

를 하는 것이다. 끝으로는 치료 후에도 환자가 호전된 상태를 유지

에 회로가 바로 인쇄되어 동작할 수 있는 형태로, 이를 활용하여

것이 바로 우리 헬스케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아닐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반도체 칩을 옷에 바로 집적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현대인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못하다. 바쁜 일상 속에 수없이 많

다. 다시 말해 건강 관리란 질병의 예방, 치료, 그리고 사후 관리 각

있다. 사용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옷을 입는 것처럼 시스템을 착용

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견디며 수고스러운 삶을 고생 속에 살아가

각의 관점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도 사용자가 알게 모르게 꾸준하

할 수 있으며, 반도체 칩으로 구현된 소형의 저전력 시스템을 구성

고 있다. 사실 우리의 고생은 성경 예레미야애가서 3장 33절 에서

게 진행되어야 한다. 마치 우리 어머니의 관심처럼 말이다. 각각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용량의 배터리로도 장시간 동작하게 하는

도 언급하였듯, 그다지 주께서도 원하셨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대해 어떠한 기술들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로 연구되고 있으며, 앞

것이 가능하며, 피부에 닿아도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체 신

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소개 및 논의해보

호를 연속적으로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록 한다.

구성한 시스템 중 질병의 예방의 관점에서 개발된 유방암 진단기3

1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한계를 시험하듯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그나마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같은
마음가짐이 아닐까?

14

1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

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심이 아니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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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anar Fashionable
Circuit Board 플랫폼

기존의 경우, 여성이 병원에 가지 않고 유방암을 자가 진단하는 방

Network(WBAN), 그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기로 인정

법은 본인의 촉각에 의지하는 것이 한계였다. 하지만 촉각이 느낄

받는 Human Body Communication(HBC)을 활용한 통신 시스템

수 있는 감각은 사람마다 다르고 한계가 있으며, 의학 지식이 없는

이다. HBC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체를 매질로 사용하여

상태에서 본인의 느낌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 확률

통신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몸에 부착된 전극만을 이용하여

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면 침대 형태의 큰 진

인체 위에서 신호를 직접 주고 받으며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

단 기기에 벗은 몸을 눕히고 움직임을 최대한 줄인 채 진단을 위한

가능하다.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도성이 좋은 인체를 매질

자세를 취해야만 했다. 이 경우 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

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통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며, 의사 앞에서이지만 옷을 벗어야 하기에 수치심이 동반될 수 있

가능성을 인정받아 2012년에 새로이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이 표

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며, 위에서 언급한 P-FCB 플랫폼을 사

준을 만족하는 송수신기를 포함하는 이 시스템은 표준에서 요구

용하여 개발된 것이 바로 의복형 유방암 자가진단 시스템이다. 스

하는 보안 방식인 AES-128을 따르며 최대 64개의 센서를 하나의

포츠 브라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연결

네트워크에 포함할 수 있어 안전하게 다수의 센서를 수용할 수 있

하여 자신의 유방암 유무 여부를 전기적 임피던스를 스캔하여 3D

는 기능을 제공한다.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상 생활을 하는 것에도 전혀 지

4 반도체 칩을 사용한 전기침 치료기

장이 없으며, 오랜 기간 착용하더라도 부작용을 주지 않기에 현대

“엄마가 잔소리 할 때가 좋은 거야, 엄마 말 들어”

인이 사용함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여성의 말하기 힘

지금까지 소개한 3가지 형태의 시스템에 근거한다면, 사용자는 헬

든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결해주는 면에서 학계와 시장에서 큰

방 의학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극복할 수 있게 해주어 반

스케어 시스템으로부터 어떠한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치료 그리

관심을 받았다.

도체 학계는 물론 한의학계로부터 또한 큰 관심을 받았다.

고 그 이후의 관리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할 것인가? 답이 없는 열린 문제이겠지만, ‘어머니’와 같은 존

“얘야, 어디 가서 아프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니! 봐, 훨씬 낫지?”

“엄마는 네가 말 안 해도 다 안다”

재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내 건

그렇다면, 치료의 경우는 어떨까? 이번에는 마찬가지의 플랫폼으

바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

강만을 걱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본인의 삶처럼 혹

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한방의 치료를 과학적

이다. 건강을 중요시하면서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

은 그 이상으로 중요도를 놓고 바라봐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으로 접근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의원에 가면

제인데,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기술 또한 헬스케어에서 높은 필

앞서 소개한 건강 관련 예방, 치료,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일반 침도 맞을 수 있지만, 침 치료와 전기 자극을 함께 주어 치료

요성으로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앞서 소개한 2가지의 시스템

의 구수한 잔소리처럼 투약 시기, 식단 관리, 일정 관리 등의 삶과

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전기침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

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자가진단이 가능

관련된 모든 관리를 함께 해주는 동반자, 정말 엄마 같은 존재가

존의 전기침 시스템은 작은 침의 머리에 전기 자극을 위한 선을 집

함을 보았으며, 또한 편리하게 치료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할

아닐까?

게로 연결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

수 있었다. 이같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자신의 건강 정보, 치료

더 이상 건강만을 관리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내 삶을

으며 작은 움직임에도 침이 빠져버리는 불편함을 야기했다. 또한,

전후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개인 데이터베이스에 모으

맞춤형으로 관리해주는 삶 도우미, 라이프 케어(Life-care) 시스템

침 치료의 효과를 전적으로 한의사의 경험적 진단을 근거로 하기

거나, 내가 허가한 주치의에게 나의 건강 정보를 보내는 하나의 작

이 우리 삶에 보다 밀접하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말 어머니

때문에 사용자의 상태가 얼마나 호전되었는가 또한 그 과학적 근

은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책임질 방법으로

같은 존재로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사랑만한 것이 어디 있

거가 불확실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하나의 통신계를 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이

겠냐마는, 척박한 현대인들의 삶 속에 따스한 손길 하나 얹는다는

이에 반도체 칩으로 개발한 전기침 치료기 는 동전 크기의 작은 시

슈는 첫째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건강 정보를 검출하고 송수신

심정으로 헬스케어의 미래, 라이프 케어가 그 작은 위안의 시작이

스템과 연결된 실처럼 가는 전선을 통하여 사용자의 신체에 가해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전력으로 통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되었으면 한다. 혹시 이 글을 다 읽었다면, 지금 어머니께 안부 전

지는 힘의 크기를 줄이고, 치료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극대화 하였

그리고 건강 정보는 매우 사적인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보안적인

화 한 번 드려 보는 것이 어떨까?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으며, 사용자의 치료 전후의 근전도를 검출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

면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는 근육의 피로도를 계산하여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

이에 새로이 소개할 시스템은 IEEE에서 표준으로 규정하는 통신

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의 한

중에 하나인 802.15.6 인체 주변에서의 통신 Wireless Body Area

4

3 P-FCB 플랫폼을 이용해 개발한 유방암 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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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실험
김상욱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나노기술의 미래:
연성소재와 분자조립
부터는 나일론과 올레핀계 고분자 등 인공적인 합성 연성

액체와 고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는 연성물질

소재들의 발전에 따라 산업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기 시작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모든 전자기기들이 유연하고 생체

우리는 흔히 물질의 세 가지 상태로서 기체, 액체, 고체를

에 부착하기 쉬운 형태로 발전해가는 추세에 따라 연성소

든다. 고체상태에서는 원자나 분자들이 매우 강한 결합력

재들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을 통해 규칙적이고 움직일 수 없게 배열되어 있어 거시적
으로 매우 단단한 성질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액체 상태
에서는 원자나 분자간의 인력이 약화되어 규칙적인 배열
보다는 무질서하고 서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
어 거시적인 세계에서도 쉽게 흐르고 변형될 수 있는 성질

음식•옷•핸드폰 등 친숙한 곳에 사용하는
연성소재

을 나타낸다. 또한 기체상태에서는 원자나 기체 간의 인력
이 거의 희박하여 밀도가 매우 낮고 자유롭게 팽창하는 성

우리의 의식주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성소재가 얼마

질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물질

나 우리 생활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의 상태 구분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진리 같이 받아들여

있다. 우리가 매끼 먹는 음식들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

지고 있으나 사실은 이들 분류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예

방 등의 생체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외적인 물질의 상태들이 자연계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천연 또는 합성 고분자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집

그 중에서도 액체와 고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며 기계

이나 건물을 짓는 데에는 천연소재나 고분자소재에 기반한

적으로 유연하면서도 고체와 같이 형태를 유지하려는 탄

다양한 소재들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전통적인 연

성(elasticity)을 보이는 일련의 물질들을 우리는 연성물질

성소재의 활용분야와 함께 최근에는 좀 더 고부가가치를

(Soft Condensed Matter or Soft Matter)이라 부르며, 이들을

가지는 ICT 기술이나 NT, BT, ET 기술분야에도 연성소재의

실용적인 소재로 활용할 경우 연성소재(Soft Materials)라고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전자

일컫는다.

기기들이 가볍고 유연하며 휴대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발전
하고 있어 여기에서도 고분자 등의 연성소재의 비중이 높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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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연성소재에 속하는 대표적인 소재로서는 고분

아지고 있다. 또한 많은 연성소재에서 나타나는 분자조립

자, 콜로이드, 계면활성제 용액, 생체소재 등을 들 수 있다.

현상을 이용하여 기능과 물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구조와

이들은 기계적으로 유연한 특성 때문에 인류역사상 매우

물성의 연성소재를 개발하려는 연구 또한 매우 활발히 진

오래 전부터 실생활에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20세기 중반

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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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성소재의 구조와 물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개념의

광식각공정이 큰 구조를 깎아서 원하는 미세구조를 만드

맵(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

신소재를 개발하려는 연구들이 매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는 top-down 방식이라면, 분자조립을 통해 나노패턴을 만

ITRS Roadmap)에 등록되어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연성소재의 분자조립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드는 방식은 bottom-up 방식으로 흔히 일컫는다. 현재 반

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술의 시초

있는 대표적인 연구분야로는 먼저 생명과학, 의과학분야

도체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자조립 나노패

가 된 연구결과가 2003년 네이처 논문(“Epitaxial Self-

연성소재의 분자조립이란 생명체의 활동에서 흔히 관찰할

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자조립현상이 가

턴 기술은 블록공중합체(block copolymer)라는 특별한 형

Assembly of Block Copolymers on Lithographically Defined

수 있는 현상으로 특정한 화학구조를 가진 분자들이 무질

장 두드러진 것이 생체소재이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함으

태의 고분자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이들이 원하는 기판 상

Nanopatterned Substrates” Nature 424, 411-414, 2003)으

서한 불규칙적인 형태로부터 스스로 규칙적인 형태로 배열

로써 질병 진단이나 치료 또는 신물질 개발에 이용하려는

에서 분자조립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규칙적이고

로 발표될 때만해도 이 기술의 실용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하여 새로운 구조와 특성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알기

연구들이 매우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약물전달(drug

집적도가 높은 나노패턴을 이용해 반도체 패턴을 만드는

있었음을 돌이켜보면, 불과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새로운

쉬운 예로 세포막이나 바이러스의 구조를 들 수 있다 .

delivery)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자조립체를 이용하여 원하

방식이다.

기술이 탄생하고 전세계적으로 산업적 응용기술 개발이 진

무질서한 형태로부터 규칙적인 형태로 스스로
배열하는 분자조립 특성

는 약물을 병이 걸린 특정부위에만 전달하기 위한 기술들

Increasing Block A Portion

이 개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독한 약물에 의해 인체 내의

의 태동과 발전을 지난 10여 년간 몸소 체험해온 연구자로

다른 부분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병에 걸린 부위만 고

서 이와 같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발전

농도로 약물에 노출시켜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매

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술개발이

우 효율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많은 약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연구자들에게는 우리의 새

품들에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인공장기나 인공생체조직

로운 기초연구결과가 좀 더 빨리 실용화되고 그 가치를 발

의 개발과 관련하여 연성소재의 분자조립을 적용한 다양한
<계면활성제가 분자조립하여 형성하는 세포막 이중층 구조>

행되는 보기 드문 발전속도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 기술

<블록공중합체의 분자조립에 의한 나노구조 형성>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휘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
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특히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나 인체
에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활발히 개
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연성소재 고유의 유연한 물
성과 생체적합성 그리고 분자조립 원리를 활용한 초미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나노패턴 등 첨단 전자기기
산업에 빠르게 응용되는 추세

<블록공중합체 분자조립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나노패턴 구조들>

고집적 구조의 형성은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과학기술분
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자조립 원리에 기반한 이 방식은 궁극적으로 3나노미터
<바이러스를
형성하는 단백질>

<단백질의 분자조립으로
형성된 구형 바이러스>

최근에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성소재 분자조립을

의 초미세 선폭을 가지는 패턴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로 알

이용한 신기술분야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고성능 전

려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블록공중합체의 분자

자기기를 위한 나노패터닝 분야를 들 수 있다. 고성능 전자

조립 나노패턴 기술이 학계에서의 기초연구에만 머물고 있

세포막은 지질(lipid)이라 불리는 생체분자들이 물에 녹았

기기에는 필수적으로 전자회로를 미세하게 새길 수 있는

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국제반도체기술 로드

을 때 스스로 형성하는 이중막 구조에 해당한다. 지질분자

패턴기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반도체나 디스플

들은 하나의 분자 내에 물에 녹는 부분과 녹지 않는 부분

레이 분야에서는 주로 사진기의 원리와 유사한 광식각공정

이 공존하여 이들의 물에 대한 용해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photolithography)을 통해 회로의 패턴을 새겨왔다. 빛에

소수성힘(hydrophobic interaction)에 의해 스스로 세포막

민감한 감광제에 원하는 패턴이 새겨진 마스트를 통해 높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단백질

은 에너지의 빛을 조사하면 감광제 상에 마스크 패턴의 형

의 외벽을 이루는 단백질과 내부에 위치하는 RNA가 외부

태를 그대로 복사한 노광패턴이 새겨지며, 현상과정을 통

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조립되어 바이러스를 이루어 자기복

해 감광제를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원하는 패턴을 구현하는

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분자조

방식이다. 이 광식각공정이 비록 수십 년간 반도체와 디스

립 현상은 생명현상의 기본원리로서 매우 오랫동안 중요한

플레이의 발전을 주도해왔으나 최근에는 반도체 회로의 선

기초연구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폭이 10나노미터에 가까운 초미세 선폭에 다다름에 따라

따라 이와 같은 자연계의 신기한 원리를 인공적으로 조절

본질적인 광학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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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기판이나 평평하지 않은 기판을 위한 분자조립 나노패턴 공정의 예>

<분자조립 나노패턴 공정으로 만들어진 휘어지는 반도체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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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의 비전
이민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사)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정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정부 X.0
창조란 무엇인가? 고(故) 스티브 잡스는 ‘창조는 연결이다’라고 말했다. 연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STEPPER

는 규제 개혁을 통해 벽을 허무는 것이 급선무다. 여기에 연결을 도와주는 개방 플랫폼과 기업가정
신이 더해지면 창조는 순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필수 불가결한 규정 때문에 변화와 협업 하

●

Politics

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수직적인 부처들 간의 벽이 높아 의사결정이 느리고 실시간 대응이 어렵
다.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조는 기업 사이와 국민 사이의 연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스마트 직접민주주의 실현

결을 도와주기 위해 필요하다.
정부X.0은 웹 X.0의 발달과 일치한다. 1.0은 연결, 2.0은 공유, 3.0은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정부 1.0은 행정전산화 및 전자정부에 초점을 두었는데, 전세계 전자정부 순위에서 1등을 할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후 단순한 연결에서 개방과 공유로 웹의 추세가 변하면서 공공
데이터 제공이 중심인 정부 2.0이 등장했다. 2009년 미국, 영국, 호주는 이구동성으로 ‘개인정보가
아니고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공공데이터는 개방한다’를 골자로 정부2.0 원칙을 선언했다.
2011년에는 EU와 27개 회원국 공공기관, OECD도 공공데이터 개방에 동참하게 됐다. 지난 해 6월
에는 G8 정상이 데이터 개방협정에 서명하고 5대 기본원칙을 발표하였고, 정부2.0은 시작된 지 5년
만에 국가 간 공공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3.0은 시멘틱 웹(semantic web: 의미의
웹)을 사용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간의 상호관계 파악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할 수 있게 한다.

무조건 데이터를 공개한다
(open date by default)

질적으로 양적으로
(quality and quantity)

거버넌스의 향상을 위해 데이터 개방
(releasing data for improve governance)

모두가 사용하게
(usable by all)

혁신을 위한 데이터 개방
(releasing data for innovation)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pen-data-charter/g8-open-data-charter-andtechnical-annex
<G8 데이터 개방협정 5대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포맷 통합, 국가 클라우드 환경 조성으로 인프라 구축해야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1.0 고도화에 집중하느라 정부2.0에 늦게 대응했고 사실상 정부2.0
에도 뒤처진 수준이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행정안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거행하
고 3대 전략별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3.0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데
이터 포털(www.data.go.kr)을 만들고 정보공개법을 개정했고, 민관소통협력을 위한 국가오픈데이
터포럼(www.opendatakoreaforum.kr)도 출범했다. 또한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
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엄밀히 말하면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
스 통합 제공’ 두 가지만 정부3.0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정부 2.0에 속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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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진하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포맷으로 되어 있어 연결이 안되는 경우도

스마트폰과 정부 3.0을 결합한 스마트 직접민주주의, K-Voting

많고, 데이터 품질이 좋지 않으며, 유용한 정보는 유료이고, API 이용건수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다. 국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이다. 국가 클라우

이제 세상 정보가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의 주머니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치킨과 맥주 배달을 떠올

드 환경이 없어 드롭박스, 클라우드 메일, 에버노트 등 다양한 공유 및 협업 툴 사용이 어렵다. 보안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우리 나라가 정부3.0으로 도약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i

려 보자. 먹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과 결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친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손쉽게 알 수 있다. 도시 전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개인은 도시로 들어가는 창발
적 융합이 일어나게 된다. 소위 말하는 스마트 컨버전스인 셈이다.

전략 1: 투명한 정부

01

02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 관 협치 강화

우리나라 정부 3.0
실현을 위한 3대 전략별
10대 중점 추진과제

전략 2: 유능한 정부

개인을 정보와 융합하는 스마트폰은 개인이 전체를 반영하고, 전체가 개인이 되게 한다. 스마트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폰 투표 기술은 정부3.0이 스마트 직접민주주의를 여는 열쇠라 봐도 무방하다. 현재 스마트폰 투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표 기술을 개발한 나라는 스페인과 한국밖에 없다. 우리 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에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K-Voting(www.kvoting.go.kr) 운영을 시작했다. 협회 선거를 할 때 보통 1인당 2만원이 들던 것에

과학적 행정 구현

비해, K-Voting을 이용하면 1인당 500원(4,001~6,000명, 1인 기준)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 시
스템은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선거에까지 확대해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문제를 우
려하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03

전략 3: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 6월 20일 보도자료

일반 기관ㆍ 단체
구분

Mashup

기본수수료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2,000명 이하

700원

2,001~4,000명

600원

4,001~6,000명

500원

(1년이내 동일 기관)

추가선거

초 ㆍ중ㆍ 고교
온라인 투표

400원

6,001명 이상

비고

*일반이용에
문자발송 포함

500원

<우리나라 정부 3.0 실현을 위한 3대 전략별 10대 중점 추진과제>

공공데이터에 ‘매쉬업’을 적용해 가치창출

현장투표용

(문자발송할 경우) (문자발송없을경우)

300원

(별도 협의)

*3건 이내
동시선거

<K-Voting 이용 수수료(부가세 별도, 수수료/선거인 1인 기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매쉬업(Mashup)1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버스정류장에 있으면 실시간으
로 버스 도착을 알려주는 교통통합 정보서비스가 대표적인 매쉬업 서비스다. 매쉬업 서비스에는 3

K-Voting은 선거보다 정책결정에 먼저 활용되는 것이 좋다. 다리를 세울 것이냐 말것이냐 문제를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편의증진형으로 여러 공공데이터를 종합해 가공하여 이용자들이 보

놓고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결정을 내리면 차원이 다른 정부가 된다. (사)창조경제연구회가

기 편하게 제공하는 유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운행 정보를 담은 서울버스 앱(App)과 병원정

1,000명의 일반인들에게 스마트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5%의 정부 예산 절감,

보를 제공하는 메디라떼(MediLatte)가 대표적인 예다. 서울버스 앱과 달리, 메디라떼는 병원 광고를

7.6%의 사회적 갈등 비용 축소, 7.9%의 이권 경제의 축소라는 결과를 얻은 적이 있다. 각각 29조의

통해 서비스 1년 만에 1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두 번째 유형은 가치부가형으로, 국민내비

정부예산 효율화, 19조의 사회갈등 비용 절감, 4조의 이권경제 축소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두 배나

김기사와 K웨더가 대표적이다. 김기사는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내비게

되는 경제 성장 동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직접민주주의는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을 대폭

이션으로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됐다. K웨더는 기상정보에 고품질 컨텐츠를 추가하여 연 매출 100

축소시키며, 국가 예산의 효율성은 대폭 증대시킨다. 물론 상당한 반발과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악

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마지막으로 가치창출형 매쉬업은 다양한 데이터를 묶어 새로운 고객 가치

용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KTX는 탑승 시 입구에서

나 사업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그레이트스쿨스(www.greatschools.org)는 학부모에게 학교선택에

표 검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 불시에 조사하여 무임 승차자에게 많은 벌금을 물린다. 예전의 표 검사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데, 자녀가 있는 미국 가정의 50%가 방문하여 매해 4,400만 명이 방문

를 하던 사전통제에서 사후병과로 바뀐 것이다. 만약 30년 전에 이를 시행했다면 매우 혼란스러웠

부동산 구매에 유용한 조언을 해준다.

1 매쉬업:웹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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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다. 질로우(zillow.com)는 부동산, 인구통계, 학군 정도 등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을 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직접민주주의도 이와 같이, 스마트폰과 정부3.0의 도움을 받아 서막
을 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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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의 비전
이주진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위원

STEPPER
●

Technology
미·소 우주개발경쟁 - 창의기술 개발로 귀결

1957년 10월4일 구소련에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였다. 다음날 아침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면 톱기사로 ‘소련
의 인공위성이 세계 상공을 돌고 있다’고 대서특필하였고 미국은 군
비에 대한 위기감은 물론 과학기술에 대한 열등감에 휘청였는데, 이
를 ‘스푸트니크 쇼크’라 명명할 정도였다. 게다가 1961년 3월 소련

경쟁으로부터 촉발된 우주기술 개발,
미래 교통·에너지·공공부문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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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가린을 태운 유인우주선이 지구궤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1960
년 11월에 당선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5월, 의회 연설에

<아폴로 달사령선 및 착륙선 >

서 미국은 10년 이내에 인간이 달에 착륙한 후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
킨다는 ‘아폴로계획‘을 선언하였다. 아폴로계획은 NASA에게 주어졌
고 당시 국장으로 임명된 제임스 E. 웹은 너무 거대한 프로젝트와 기

론이거니와, 더 큰 기술적 성과도 거두었다. 대표적인 것은 컴퓨터 분

술적 난제로 생각되어 거절하였으나 케네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야의 획기적인 발전이다. 달탐사선에 탑재하기 위해서 컴팩트한 컴

에 그 거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아폴로계획을 추진하기에

퓨터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반도체회로가 혁신적으로 발전하여 현

는 의회의 입법조치, 일반대중의 호응, 다른 국가들의 협조 등의 정치

재의 IC 기술과 소형컴퓨터가 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또, 통신 분야

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수많은 기술적 난제들로 막혀 있는 것으로 보

에서는 장거리 무선통신이 발달하게 되었다. 소재 분야에서는 로켓

였다.

과 달탐사선들의 구조비를 낮추기 위한 경량재질을 개발하여 현재

추진계획을 정리하자 10,000가지 이상의 작업목록이 설정되었다. 달

의 탄소베이스의 복합재료, 고강도 알루미늄 등이 개발되기 시작하

까지 갈 수 있는 강력한 로켓, 즉 당시 최대 로켓인 새턴-1의 5배 추

는 데 일조하였다. 그밖에도 우주복의 냉각기술이 화재진압용 소방

력을 가진 엔진을 개발함은 물론, 달착륙에서의 달표면에 대한 정보,

복에 적용되기도 하는 등 인류 최초로 달탐사를 시도했던 아폴로 프

우주의 방사선 차폐가 완벽한 우주복, 달착륙선이 이륙 후 달궤도를

로그램 덕분에 미국은 창의적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것이 현재

돌고 있는 본선과의 접선하는 랑데부, 지구진입 시의 각도 조정, 대기

의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권 진입 시 열 차폐까지 각종 기술적인 문제들이 도출되었다. 이는 지

아니다.

구상에서는 겪지 못한 초고온, 고진공 등의 새로운 극한기술들의 돌

1967년의 아폴로 1호, 화재로 실패하였지만 1969년에 달착륙을 성

파가 필요한 난제였다. 여기에는 지구와 달까지의 통신을 위한 심우

공한 11호, 이후로 17호까지 미국은 유인 달착륙을 6회 성공하였고,

주 통신망 구축을 위해 스페인, 호주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거대한

이후로 우주탐사 기술은 미국이 단연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중이다.

안테나를 설치하는 작업도 포함되었다.

1972년에는 파이오니어 10호가 목성에 접근하여 목성사진을 전송

이러한 인류 최초의 달탐사 도전은 대통령과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하는데 성공하였고 2013년엔 비록 교신은 끊어졌지만 지구로부터

과 더불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 대

120억km 지점(약 80광년)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 발

학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협력해 이루어 진 결과였다.

사된 파이오니어 11호는 1979년 토성의 띠 3500km까지 접근하였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은 소련과의 군비경쟁력 승리는 물

다. 1977년 9월에 발사된 ‘보이저 1호’는 2013년 9월에 태양계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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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태양으로부터 약 190억km 지점을 날아가고 있다. 지구역사 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초로 심우주로 여행하는 파이오니어 10호는 시속 45,000km로 날아

특히 미래 육상교통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PAV)라는 개념이 있다.

가 약 3만 년 후에 황소자리 붉은 별 Ross 248을 지나고 200만 년 후

이미 나는 기술은 상당히 개발되고 있으나 운행에 있어 안전을 담보

에는 지구로부터 65만 광년 떨어진 황소자리 1등성 알테바란을 지날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에는 어쩌면 만날지도 모

위해서는 무인운행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무인운행기술은 우선

르는 외계에 우리를 알리기 위하여 지구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진

위치, 속도가 정확히 측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인프라를 PNT 기

금속명함판을 실어 보냈다.

술개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정확한 PNT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이

미래교통•미래에너지에 우주기술 활용

성의 상용화가 두드러졌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군용으로 시작한

를 바탕으로 항공, 해양, 육상교통에서 각 차량들에 무인주행기술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도 민간에서 활발히 활용하게 되어,

확장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내비게이션까지 확

인공위성은 미래 에너지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 우주태양발전이

장되었다. GPS 위성시스템은 지상의 모든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측

대표적인 예다. 현재 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발전기술에는 화석

정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GPS 위성에 대응

연료 사용 발전, 원자력에너지 발전이 주로 쓰이는데, 신에너지로 풍

하는 위성시스템인 Galileo 시스템을, 러시아는 GLONASS를, 중국은

력, 지상태양 발전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안 중 하나로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 후 지구로 전송하는 방안이 연구

COMPAS 등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1

구분

<파이오니어 10, 11호에 실린 지구명함>

우주개발은 이렇게 미·소의 군비경쟁으로 시작되었지만 기술과 과
학기술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1980
년대에 들어오면서 인공위성의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정지궤도 위성기술이 개발되면서 민간 부문에서도 통신·방송위

28

GPS-Ⅲ GLONASS GALILEO COMPASS

용분야 또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기능적인 측면인 Positioning,

고 중형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에 대응되는 발전량(약 1GW)을 생산

IRNSS

Navigation, Timing의 PNT로 정의되고 이들에 대한 활용연구도 활발

하기 위해서는 대략 3.6 km2 크기의 태양 전지판이 필요하다. 아직까

히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항공교통분야의 획기

지는 전력의 무선전송기술과 초대형 전지판의 경량화기술이 미흡하

적인 개선을 위하여 NextGen 2025 계획을 2003년에 수립하고 2025

고, 특히 우주로의 수송수단인 발사체 가격이 비싸 실용성이 없어 보

년까지 항공교통운항에 있어서 교통체증을 35%이상 줄이고 항공기

이지만 미래를 위한 에너지원의 확보분야로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

사고와 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기술개발과 시스템

으로 사료된다. 특히 최근 미국의 Space X 사가 발사비용을 현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NextGen 2025 프로그램은 항공기 운행에 있

kg당 2만 달러 수준에서 그 1/5이하로 낮추는 저렴한 발사체를 개발

어 무인비행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교통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다, 고효율 태양광셀 전력무선전송기술의 개발이 이루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통은 항공뿐만이 아니라 육상 및 해양교통에

어지고 있기에 우주태양발전을 미래의 에너지원의 대안으로 제시할

있어서 교통량 증가에 따르는 체증감소와 안전도 향상이 무엇보다

수 있다.

미국

러시아

EU

중국

일본

인도

필요
위성수

24기

24기

27기

35기

3기
[7기확장]

7기

최초발사
시기

1978

1982

2005

2000

2010

2010

5개
/각종

2개
/각종

항법신호 L1,L2,L5 G1,G2,G3 E1,E5,E6 B1,B2,B3 L1,L2,L5,LEX L5,S
운영시기

2003~

일부운영중

2019~

2020~

되고 있다. 현재의 태양광셀(solar cell)의 효율(20% 내외)을 가정하

QZSS

운영국

궤도면수
6개
3개
3개
3개
/고도 /20,200km /19,140km /23,257km /21,500km

위성항법시스템(GN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의 활

2017~

2015~

<각국의 GNSS 프로그램>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1 GNSS : 지구상 약 20,000km 상공에 수십 기의 위치탐지 인공위성군을 운영하여 항공, 육상 및 해양의 물체의 위치를 탐지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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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재난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우주기술

인공위성의 활용분야 중에 최근 들어 급속히 확대되는 분야가 지구

우리나라도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인 아리랑위성 2호, 3호와

환경, 재난/재해 및 안전감시 분야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전천후로 지상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위성 아리랑 5호를 비롯해 정지

와 환경오염으로 지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변화

궤도에서 기상과 해양을 관측할 수 있는 천리안위성을 운영하고 있

하고 있다. 자연이 몰고 오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재해에 그치지 않고,

다. 2013년 말에 발표된 우주개발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해상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도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감시와 예측을 통해

도를 향상시킨 광학위성과 레이더위성, 24시간 한반도 기상/환경 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유럽은 2014년부터 위성 기술을 활용한 환

측이 가능한 정지궤도위성을 지속적으로 우주에 보낼 계획이다. 이

경변화 대응을 위한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Copernicus Program)’

렇게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지구관측위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위성

을 본격 가동한다. 유럽우주청을 중심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지구관

이 보내온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과 그 정보를 지형, 농작물,

측위성 6기를 이용해 기후변화, 해양환경, 육상환경, 농업, 지진 등을

산림, 해류 등의 특성과 연계시켜 재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준비

정밀관측하고 분석하여 지구환경 및 재해/재난 관리를 과학화하겠

해 놓아야 한다.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에

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육상 및 해상의 각종 환경센서와 항공관측

적용할 수 있는 정보분석이 제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료와 함께 기상위성과 환경위성을 운영해 기후변화 현황과 변동

위성영상을 활용한 재난 모니터링 기술은 기후, 환경, 해양오염 등 국

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광학영상위성 여러 기의 군을 운용하

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공기술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 도시계획, 농작물/산림을 관측, 수자원관리, 홍수지역 예상 시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환경관측에 우리나라가 역할을 수행하고, 국

레이션, 특히 레이더 영상위성 군을 운용하여 선박사고로 인한 기름

가 위상을 제고하도록 중요한 분야로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유출 추적 등의 오염감시, 불법어선 감시, 어자원 감시 등 인류 생존
에 직결되는 환경,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종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하는
거대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위성명

발사년도

특성

아리랑 2호

2006. 7

지구저궤도, 광학영상 1m

통신해양기상위성

2009. 6

정지궤도 위성
24시간 기상, 해양관측

아리랑 3호

2012. 5

지구저궤도, 광학영상 0.7m

아리랑 5호

2013. 8

지구저궤도(전천후관측)
레이다영상 1/5/20m

아리랑 3A호

2014 예정

지구저궤도
광학+ IR영상 0.5/2 m
<우리나라 지구관측위성 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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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독일의 철학자 칼 뢰비트(Karl L 'with)에 따르면 역사철학이라는 말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시작된 근대 이성에 대한 확신은 미래를

을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한 것은 프랑스의 계몽

진보의 관점에서 낙관적으로 보게 하였다. 특히 18~19세기에 걸친

철학자 볼테르였다고 한다. 볼테르의 저서인 <각국의 매너와 정신에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시민혁명은 이러한 믿음에 현실적 근거를 제

대한 에세이 Essai sur les mceurs et I'esprit des nations>에서 그는 신

공했다. 이제 인류 역사는 지속적인 진보에 의해 점점 더 나은 세상으

의 섭리가 아닌 인간의 의지와 이성에 의해 전개되는 역사에 대한 철

로 향하는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

학적 연구를 제안하였다. 볼테르의 낙관적이고 이성에 대한 믿음에

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면, 교

바탕을 둔 역사철학은 독일의 헤겔에 의해 계승되었다. 프랑스의 대

통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은 인간의 삶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해

혁명에 대한 소식을 접한 뒤 저술한 <정신현상학 Ph nomenologie

주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달은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인류에게

des Geistes>에서 헤겔은 절대이성의 변증법적 운동의 산물로서 역사

가져와서 그 본산지인 영국에서는 효용성(utility)을 모든 가치의 기

가 전개되며 자유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해석했다.

준으로 삼는 공리주의 철학이 등장할 정도가 되었다.

인류의 미래를 인간의 노력에 의한 진보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물론 자본주의가 유례없는 성장을 거듭했던 19세기에도 미래에 대

것은 볼테르나 헤겔과 같은 근대 철학자들이었다. 이처럼 인간과 이

한 장밋빛 비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물질적 풍요와 함

성 중심의 역사철학은 근대의 산물이지만 역사에 대한 나름의 개념

께 가져온 계급 불평등의 심화와 경제공황의 주기적 발생은 자본주

적 모형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다. 예컨대 불교의 윤회사상을 비롯

의의 파국적 미래를 예견하는 칼 맑스와 같은 사회주의 사상을 낳는

해서 많은 사상들에서는 역사를 순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

배경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

관에서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과거의 재현이고 따

의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면서 점

라서 미래를 준비하거나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

점 더 거대한 전 세계적 체제로 발전했다. 일각에서는 칼 맑스의 사회

지 못한다. 이와 달리 기독교적 역사관은 종말과 구원의 역사관이다.

주의 또한 자본주의에 대한 장밋빛 대안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

인류의 역사는 원죄 이후 지속적으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으며 종말

관을 지닌 또 다른 계몽주의의 계승일 따름이라는 관점도 있다.

의 시점에 신의 구원이 있는 것이다. 중세 중국의 역사관 역시 고대의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근대적 유토피아적 관점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

이상적 국가로부터 퇴보하는 과정으로 역사를 보고 있다. 결국 근대

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의 양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부터이다.

이전의 역사관 혹은 역사철학은 미래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거 지

이성의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향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면들에 눈을 뜨게 되면서 비인간적이고 문명파괴적인 결과들을 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려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게 되었다. 아마도 대표적인 경험은 나치에

기대, 준비라는 생각은 인류 역사에서 근대의 산물이다. 계몽주의 이

의한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 그리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가져

전의 시기에 미래는 신의 의지 혹은 운명의 힘에 달린 문제였다. 계몽

왔던 핵폭탄의 위력에 대한 경험일 것이다. 인간이 그동안 축적해온

주의 시기를 지나면서 인간 이성의 불빛이 과거 중세의 미몽을 깨고

문명과 이성을 한 번에 파괴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인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지면서 미래는 신

간은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낙관만이 아니라 디스토피아적 비관

이 아닌 인간의 영역이 되었다.

과 불안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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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연구의 관점들

미래연구의 개념적 모형과 방법

우선 선형적, 비선형적 성장은 가장 단순한 모형으로 위에서 살펴본

깝다. 과학사 연구자인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 Structure of

근대 초기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모형이다. 선형

Scientific Revolution>에서 언급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러한 모형의

적이건 비선형적이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형이

대표적인 예인데, 기술의 변화 역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미래에 대한 관점들이 다른 것처럼 미래를 보는 개념적 모형과 그에

다. 이러한 모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인구의 변화이다. 물론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메가 트렌드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대

접어들면서부터였다. 많은 학자들은 유럽의 많은 학자와 정치인, 기

따라 미래를 연구하는 방법들 또한 다양하다. 아래의 그림들은 미래

최근 들어 우리 사회를 비롯한 많은 사회들에서 인구의 증가만이 아

표적이다.

업가, 교육인들이 참여한 로마클럽이 1968년에 발간한 보고서, <성

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모형들을 보여준다.

닌 감소를 예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정한 경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마지막 모형은 일정한 방향성이 없고 경우에 따라 상반된 방향의 가

장의 한계 Limits to Growth>를 그 출발점으로 보기도 한다. 로마클럽

점에서 성장모형은 가장 기본적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모형을

능성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경로의 분기가 이루어지는 분기점에서

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이 보고서에서 무제한적 인구증가, 제한된 자

가정할 수 있을 때 미래연구의 방법은 현재의 추세를 미래로 연장하

우연적 혹은 상황적 요인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가능성이 실현되기 때

원공급, 군비경쟁에 따른 파괴력의 증가, 그리고 늘어나는 환경오염

는 외삽(extrapolation)을 사용한다.

문이다. 앞의 모형들에서 객관적 조건이나 경향들이 주도적으로 작

때문에 인류가 전면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인류 문명

다음으로 큰 방향성은 찾을 수 있지만 그 방향성을 중심으로 변이가

용한다면 경로의 분기에서는 주체의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진단과 전망이 본격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후

나타날 때 우리는 불확실성 속의 성장모형을 생각하게 된다. 불확실

한다. 분기점에서 주체의 선택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경로로 갈라지는

성 때문에 변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정

결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에 해당되

대의 학자들은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제한된 자원을 비교해서 파국
의 위험을 경고했던 19세기의 맬더스와 비교해서 로마클럽을 신맬

<선형적, 비선형적 성장>

<불확실성 속의 성장>

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형에 가장 가까운 것은 현대 자

는 경우에 미래의 연구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나리오 분석

더스주의라고 부르기도 했다.

본주의 경기변동이다. 대부분의 경제에서 경기변동이 주기적으로

의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분기점에 언제 어떻게 이르게 될 것이며 분

최근의 사회과학 연구들 중에서 이러한 연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

반복되며 이러한 경기변동은 경제에 대한 예측에 불확실성을 가져

기점에서 어떤 선택에 따라 어떤 가능성이 실현될 것인가를 따져볼

는 것은 위험(risk)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조직 연구자인 찰

온다. 경기변동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예측 모형은 일반적인 외삽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스 퍼로우가 미국의 핵발전소 누출사고를 연구했던 <정상적 사고

의 방법보다 훨씬 복잡해져서 순환성(cyclity)에 대한 고려를 추가로

면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이러한 경

Normal Accidents>라던가 사회이론 연구자인 울리히 벡이 저술한

요구한다. 하지만 추가적 고려를 제외한다면 과거로부터의 시계열

로의 분기 모형을 전제로 한 작업이 될 것이다.

<위험사회 Risk Society> 같은 책들에서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

적 경향성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래에 대한 본격적 관심과 연구는 근대와 함께 시작된 일이다. 하지

렇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와 제도가 작은 규모의 사고는

앞의 두 모형이 연속적 변화 혹은 성장을 전제한다면 세 번째 모형은

만 이제 우리는 포스트 근대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지 않는 시점에 와

예방하지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불연속적 단절을 전제한다. 진화이론에서 단절적 균형(punctuated

있다. 이 시점에서도 미래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

가져오게 되는 사회적 과정의 불가피성을 잘 보여준다.

equilibriu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모형은 변화가 점진적이고

효할까?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근대 초

하지만 미래의 연구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관점만 지배적이었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급격하게 이루어진

기와 같은 낙관적 전망과 확신이 약해진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앨빈 토플러 혹은 존 네이스빗 등의

다음에는 안정적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 안정

있다. 점점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미래는 우리에

대중적 미래연구자들이나 UN미래포럼의 짐 데이토 등 많은 미래 연

과 급격한 변화가 반복되는 것이다. 앞의 성장모형이 점진적 진화

게 피할 수 없는 주제이지만 쉽지 않은 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자들은 미래에 대해 기술적 발전이 인류의 새로운 지평을 지속적

(evolution)에 가깝다면 뒤의 모형은 단절적 혁명(revolution)에 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단절적 변화>

<경로의 분기>

으로 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발달,
신재료의 등장 등으로 해서 인간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들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
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첨단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발명과 혁신의 선두를 이끌어왔던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임박했다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에서 주장했던 포스
트 휴먼의 가능성일 것이다. 인류가 물리적 한계와 생물적 한계를 벗
어나 자신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미래가 가까웠다고 하
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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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추격으로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인터뷰

기로에 선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처방은?

현재의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등과 꼴찌 사이는 다 샌드위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위축될 필요 없이 이 상
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우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들여다보자. 예전에는 경쟁상대라 생각하지 않았던 중국이라는 거대
한 나라가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중국의 빠른 추격은 우리에게 위협이라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빠른 성장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에 기계를 수출해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 또 일본은 우리가 제조하는 기계의 부품을 우리에

진행/정리: 미래전략연구센터 최혜승 연구원

게 팔아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한걸음 앞서 나가
야 한다. 즉, 이미 조립산업은 중국한테 많이 추격을 받았기에 우리도 이제는 전략을 바꿔 조
립을 하는 데 쓰이는 기계를 수출해야 한다. 좀 더 내다보면 20년 뒤에는 중국이 조립 기계를
7월 31일 저녁, KAIST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로 유명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

제3국에 수출할 텐데, 그때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품소재산업을 해야 한다.

장하준 교수가 미래전략대학원 초청으로 본교를 찾았다. KI 빌딩의 퓨전홀의 300석이 모자라 바닥에 앉아 3시간 동안 경청한 학생들은 장
교수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본 매거진은 강의 전,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장하준 교수를 만나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에 대한 인터뷰

현재 일본, 독일, 스위스가 중소규모의 부품소재 산업을 특화시켜 수출하고 있다. 우리도 중소

를 진행했다.

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산업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대기업의 힘이 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현 구조 상,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과 좋은 인력을 양성하
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통해 이런 고급 산업에 필요한 연
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하게 연구개발비로 지원해주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인가? 아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든다. 하지만 초
점이 대기업에 맞춰져 있어서 대기업 중심의 조립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산업을 부흥시키려면 현재보다 정부가 더 연구개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
다. 연구개발은 단순히 돈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 연구개발의 좋은 인력을 끌어오려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고
용을 안정시켜야 하고, 또 복지를 확대시켜 연구자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적성에 안 맞아도 돈이 되는 의대를 진학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새로 나온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은 어떤 내용인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대기피현상이 생기고 의대편중현상이 생기는 것은 훌륭한 인재를

경제학은 재미있는 과목이다. 하지만 비전공자는 ‘경제학’ 하면 수많

낭비하는 셈이다. 의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직업안정을 시키고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게

은 수식과 경제용어에 주눅 들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전달하

진학해야 연구개발 인력의 질이 올라간다는 의미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하다.

고자 하는 주제는 복잡하고 껄끄러울 수 밖에 없더라도 경제학이 재
미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생각하
면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경제학 원론이라기 보다는 현실 속에 경제학이 어떻게 적용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제학은 어렵지 않은 상식적인 학문이
다.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1부 ‘경제학에 익숙해지기’, 2부 ‘경제
학 사용하기’로 구성된 경제학 입문서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
이 좀 더 경제학을 친근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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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
다. 장하준 교수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미래’란?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5월 강연

자본주의는 현재 갈림길에 서 있다. 환경문제, 국제 간 빈부격차 등 여러 원인 때문에 갈
등이 많이 일어나고 국내에서도 점점 빈부격차가 늘어나면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 진취성을 잃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도덕적 갈등이 많은 사람들의 진취성을 잃
게 만든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일반 생

미디어의 미래
매스미디어에서
셀 미디어의 시대로

산직 노동자든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든 기본적인 안전망이 깔려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혁신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risk-taking)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단순히 누
가 잘살고 못살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동력인 진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에서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

으면 자본주의가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월 첫째 주 금요일에 서울 프레스센터(19층)에서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좌」를 실시한다. 본 강좌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황금기였던 1950년-70년대에는 경제성장률도 높고 기술혁신도 많이 일어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담론 및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동향 및 미래 전망을 논의

경제가 현재보다 훨씬 역동적이었다. 또한 그때는 지금보다 대부분의 나라가 더 평등했

한다. 연사의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참가자가 자유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 강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명

다. 직선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자본주의를 대체할

망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미래전략에 대한 강연과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 있는 대안적인 체제는 없기에 자본주의는 한동안 계속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
만 언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미래는 현
재 갈림길에 서 있다. 한 길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체제, 다른 길은 활력을 잃고 망하

5월 2일 금요일에 열린 제 4차 강연에서는 공훈의 ㈜소셜뉴스위키트리 대표가 매스미디어

는 체제다. 자본주의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는 현재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에서 셀 미디어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의 환경을 다루며 차세대 미디어가 살아남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인터넷이 등장하며 변화하기 시작한 미디어 환경은 최근 들어 더욱 진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미디어와 여론, 사회를 연결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세월
호 사태가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며 집단 우울증과 더불어 통치권, 언론이 비난의 표적이 된 적
이 있다. 이러한 현 시기를 미디어 조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변화무쌍한
㈜소셜뉴스위키트리 공훈의 대표
망하는 체제

체제
지속가능

미디어 시장을 파악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1는 이미 진행 중인 미디어 환경 변화의 중
심 축을 차지하고 있다. SNS의 본질은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자체를 인터넷에 옮겨놓은 것으
로서, 일상의 대화를 인터넷에 옮김과 동시에 다수 대 다수의 대화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다
양한 장소와 시간대의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때 SNS는 잠깐의 유행이자
인터넷의 새로운 기능일 뿐이라고 여겨졌지만 현재의 SNS는 미디어의 중심에서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존 미디어가 유력 언론사 몇 곳을 중심으로 여론을 주도해 나갔다면, SNS
는 사용자(네티즌) 개개인이 미디어의 주체가 되는 ‘셀 미디어’의 형태이다. 이 같은 SNS의 성
장으로 인해 언론과 정치가 타격을 받고 있다. 정치는 언어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설득하

자본주의

는 과정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파하는 도구가 바뀌면 판도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기
업들의 홍보나 마케팅 방식이 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 기업들은 과거에 매스미디어에
의존했던 홍보, 광고, 마케팅을 자신의 미디어와 그 확산력을 이용해 진행하며, 이들은 자신과
관련된 뉴스에 관한한 가장 강력한 미디어를 직접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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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SNS 기반 사회에서는 누구나 미디어로서 존재할 수 있다. 특히 트위터(Twitter)2

운 대안으로 생각해야 한다. 즉, 전문 기자의 탐사 저널리즘이나 내러티브 저널리즘(narrative

를 주축으로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미디어의 생산자가 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journalism)4 등이 유료화 콘텐츠로 팔리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의 크림 반도 사

제는 기자가 쓰는 뉴스가 아니라 일반인의 뉴스가 ‘뉴스’의 새로운 정의가 되었다. 특히 2009

태 등은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중 보도하는 언론이 없는데, 이러

년 초기 트위터의 입력창은 ‘What are you doing?’으로 사용자에게 신변잡기적인 내용을 물었

한 보도들이 콘텐츠로서 인정받아 이를 유료화해도 돈 주고 읽을 독자가 많이지도록 하는 것

지만, 지금은 ‘What’s happening?’으로 사용자에게 스스로 뉴스의 생산자가 되기를 주문하는

이 미디어가 나아갈 방향이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가독성이 높도록 정보를 구성하는 것도

방식으로 변모했다. 또 기존 언론은 넓은 세계의 일부를 ‘샘플링(sampling)’하는 데 불과했지

차세대 미디어가 해야 할 일이다.

만 SNS를 통해 전 세계의 사용자가 언론의 주체가 된 이후로는 세상의 모든 일이 뉴스가 된다.
페이스북(Facebook) 또한 뉴스피드(News Feed)를 통해 각 개인이 매체가 되기를 주문하며,
이를 통해 방송 시간이나 신문 발행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알려지지 못했던 일들이 뉴스가 된
다. 더 이상 뉴스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뉴스의 참여자로서 존
재하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인쇄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중심축이 이동하
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2015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매체가 인쇄 매체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 뉴스 작성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져 이전 뉴스가 추구하던 역 피라미드 형식의 기
사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움직이는 이미지, 동영상 등)를 포함시킨 뉴스가 새로운 ‘스
토리’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내가 찾아 봐야 하는 뉴스’보다는 내가 관심 가질 내용
이 ‘나를 찾아오는 뉴스’로 뉴스의 전달 과정이 변화한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세대 간의 속도 차에 따른 ‘미디어 디바이드(media
divide)’는 큰 문제가 된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10대들은
SNS를 통해 직접 소통했지만, 사고 수습을 맡은 정부 당국은 전통 방식대로 대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기존 언론은 당국의 브리핑을 통한 발표와 자체 취재진의 취재에 의존해 뉴스를 보
도했기 때문에, 피해자인 10대들과 정부 당국, 그리고 매스미디어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소
통했던 것이다. 때문에 SNS에서 제기된 의혹은 순식간에 번져나가고, 증폭될 대로 증폭된 이
후에야 당국이 인지하고 뒤늦게 해명하는 순환을 반복하며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 터진 대형 사고는 미디어 불균형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미디어 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변혁을 꾀해야 한다. 우선은 크라우드 소싱
(Crowd Sourcing)3 뉴스 서비스를 통해 뉴스 참여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뉴스에 관한 수요를
해소해 주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우퍼블릭(www.nowpublic.com), 허핑턴포스트(www.
juffingtonpost.com), 디모틱스(www.demotix.com) 등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크라우드 소
싱 방식의 웹사이트이다. 또 언론, 홍보, 마케팅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
다. 매체가 많아진 지금은 광고주의 자금력으로 지면에 기사를 싣는 것만으로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희소성 있는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뉴스 유료화 모델을 새로
1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
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이다.
2 트위터는 140자 이내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이트로
twitter(지저귀다)의 뜻 그대로 재잘거리듯이 일상의 작은 얘기들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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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라우드 소싱이란 ‘대중’(crowd)과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기업
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나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자 기여로 혁신을 달성하면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
4 기존의 단순 사실 전달식 기사 형태에서 벗어나 소설 문장처럼 이야기하듯 구성하는 기
사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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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좌

김상협 KAIST 경영대학 녹색성장대학원 교수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6월 강연

정부가 녹색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그린빅뱅전략 필요

립하고 추진 중이다. 2012년에는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GGGI)가

무엇보다 그린빅뱅을 통한 복합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린빅뱅

전략을, 녹색 기술 센터(GTC)가 기술을, 녹색 기후 기금(GCF)이 재

은 정부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관련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

원을 맡는 그린트라이앵글(Green Triangle)을 완성하였다. 그린트라

해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면 산업계 지각 변동은 물론이고 생활의 녹

이앵글에 인재육성을 더하여 KAIST 경영대학 녹색성장대학원도 설

색혁명까지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미

립됐다. 아무리 좋은 전략, 기술, 재정이 있어도 이를 이끌어 갈 우수

국에서는 기후변화, 환경적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부가 고

한 인재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민을 시작하자 민간에서 인터넷, 클린에너지, 우주의 세 가지 해결 방
법을 생각해냈고 이베이, 스페이스엑스, 테슬라가 창립됐다. 특히, 테

녹색성장전략은 지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이자 비전이었다. 한국은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 경제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있어 녹색성장전략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빅뱅
그린 략
전

슬라는 IT기반의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2013년 2만 대, 2014년

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GDP의 2%를 기후변

1분기까지 6천 9백 대를 판매하며 창립 10년 남짓에 시가총액이 GM,

화 대응에 투입한 결과, 약 75만 개의 일자리 중 25만 개의 일자리

Ford에 빠르게 육박해가고 있다.

창출이 녹색뉴딜, 녹색투자 등 녹색성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분
석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빨리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도

한국의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독립부처가 필요하다. 신사

했다. 하지만 한국은 녹색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

업, 신기회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부족한 만큼 정치적 고아(Political

다. 그동안은 탑다운(Top-down) 방식에 치중되어 사회적인 공

Orphan)가 되지 않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 국가 정책은 10년 이상 긴

감, 저변을 흡수하는데 미흡했고, 온실가스는 줄어들었다고 확언

시간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고객추구를 위한 국가 거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구축해 놓은 녹색 구조의 리더

넌스가 검토되어야 함과 동시에 정파적인 문제를 초월하는 의제가 되

기후 변화는 극단적인 기상문제,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 생태계 붕괴 가능성, 식량위기, 에너지

십을 발휘하고, 녹색 투자를 계속하며 투자의 핵심인 녹색기술 발

어야 한다. 결국 국가의 리더십, 국제 거버넌스의 문제다. 훗날 한국이

가격의 변동 등에 영향을 주며 매우 중요한 세계 경제의 변수로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에 주력해야 한다. 법제화한 배출권거래 제도도 확실히 실행하

주도적으로 국제 기후체제에 상당한 기여, 리더십을 행사해 왔다는

기후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기온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되 시장 친화적으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 본격적인 에너지 프로젝

점은 정치적 리더십으로 이어질 것이다. 20년 이후 국가의 단일 국제

진행되고 있고 세계에서 8번째로 CO₂를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트, 수요관리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할 필

기구, 글로벌 거버넌스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병렬적으로 함께 존재

기후변화를 글로벌 리더십 발휘와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정부는 2009년 대통령 소

요가 있다. 녹색성장에 대한 지역적, 국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고

하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이 정신적으로 큰 나라, 가치 있는 나라

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PCGG)를 출범시켰고 현재 2차(’14~’18)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

통일시대에 녹색 분야가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녹색성장에 있다.

중요한 과제다. 김상협 KAIST 경영대학 녹색성장대학원 교수는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연에서 녹색성장전략을 포함한 대한민국 미래 전략을 강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 사
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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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극지는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극지에 문제가 생겨 순환이 되지 않
는 시나리오가 영화 ‘투모로우’ 다.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7월 강연

극지에 과학기술
미래 있다

그밖에도 남극의 얼음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 바다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연구, 불빛이나
수증기 등의 변수가 방해가 되는 우주 연구 등을 하기에 남극은 최적화된 장소다. 우리나라
는 남극 연구를 위해 1988년에 세종기지를 건설했고, 제 2기지로 2014년에 장보고 과학기지
를 준공했다.
연구뿐 아니라 남극에는 각종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등 잠재력이 큰 자원들이 풍부하게 분포
하고 있다. 석유나 부동액 같은 남극의 지하자원은 그 잠재력이 엄청나지만, 국제적인 소유
분쟁 탓에 2048년까지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산자원의 경우 현재 개발 중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수산자원을 획득하고 있다. 1959년 남극의 소유권을 주장하

7월 4일 금요일에 열린 제 6차 강연에서는 김예동 극지연구소 소장이 극지연구의 배경과

지 말자는 조약이 체결되어 현재 남극은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승인이 불필요하나, 이외

극지의 소유권 문제, 극지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종민 한국해운물류학회

의 목적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회장은 토론에서 북극 항로, 극지전용위성,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짚었으며 허두
영 동아사이언스 전무는 극지의 홍보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북극은 남극보다는 훨씬 가까우나 1978년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개방하기 전까지는 접근
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북극해는 지구환

극지 과학은 사실 학문적인 정의는 아니다. 자연과학과 공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기술이 극지
라는 지역에서 이어지는 개념이다. 극지는 남극과 북극으로 이루어진다. 남극은 2.5km 정도
김예동 극지연구소 소장

의 두께인 얼음 밑에 대륙이 있고, 북극은 2~3m 정도의 두께인 얼음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이다. 남극의 중요성은 그 크기에 있다. 무려 대한민국의 약 60배 이상 되는 크기로, 지구 면

경변화에 민감하며 지구온난화 조기 경보장치 역할을 한다. 또 대륙붕에 대규모 석유 및 가
스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북극해 항로를 개발한다면 이에 따른 해양 플랜트, 조선, 항만, 도로
건설 등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곳이다. 한종길 교수에 따르면 북극항로를 개발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빠르게 가는 방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연구가 활발한 나
라가 없다. 그러나 일년에 2~3개월, 얼음이 녹아야만 배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회사

적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가 배를 정기적으로 투입할 만큼 안정성이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또 우리나라
극지연구소의 연구 대상에는 운석도 포함된다. 전세계에서 발견되는 운석 약 6만 개 중에서
80% 정도가 남극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남극의 대륙은 98%가 얼음인데, 그 얼음 위에 떨
어진 운석은 얼음과 같이 흘러가다가 산맥에 걸린다. 그러면 얼음은 녹아서 빠져나가고 돌만
남게 되어, 산맥 근처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운석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핵심적인 극지연구에는 지구온난화가 있다. 지구의 환경 변화 중에서 오존층 파괴나
해수면 상승보다 중요한 것이 온난화 문제다. 남극에서 온난화 연구를 한다니 얼핏 생각하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순환을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적도에 가장 많으며, 극지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지만 적도와 극지 사이에 바
다를 통한 열 교류가 있기 때문에 지구 스스로 평균 온도를 유지한다. 해양의 조류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이를 순환시키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극지임을 감안

만 사용하는 극지전용위성이 있어야 빙산의 흐름과 기상을 관측해 북극항로를 지나는 선박
이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으므로, 전용위성을 개발해야 한다. 러시아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
력도 필수적이다.
극지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MBC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이

● 이후 특별강연 안내

나 SBS 런닝맨의 ‘극지연구소’ 편 등 점차 국민들이 극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지만, 홍보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원로과학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정부나 기

일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2014년 12월까지)

관단체에 극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현재의 아이스-엔지니어링(빙공학)이나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프레스센터)

폴라-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공계 전문가뿐 아니라 문과계의 북극인재, 선박운용

주제 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동향 및 미래 전망

가능한 선원, 대기를 예측하는 인재 등 다양한 극지 전문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극지 과학기술은 기초 및 응용과학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과학과 종합과학의 특성을 가
진다. 극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과학영토의 확장을 꾀하고, 국제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주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미래전략대학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

있다. 극지 연구는 미래 후손을 위한 값진 투자인 것이다.

46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 See Futures : Vol.04 • FALL 2014

47

●미래학 지형도

국내외 미래학 행사 소개

행사명

Posthuman Politics: 6th Conference
of the Beyond Humanism Network

미래전략대학원 입시요강

개최국

날짜

행사내용

그리스

9/25-28, 2014

인간주의를 넘어 포스트휴머니즘을 탐구하기 위한 국제 학회

오스트리아

9/30 - 10/1,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on
Next Generation Infrastructure
(ISNGI 2014)

MIP

건축물을 중심으로 인구, 환경, 경제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미래전략대학원

위한 국제 연구 발표 진행

KAIST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21세기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정치질서 변화, 기후-환경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문술 레포트(MR) 공청회

한국

10/7, 2014

변화와 인구-자원문제의 대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신기술과 지식융합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해나가기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위하여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전략과 대형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과 과학언론을
Government Foresight
Organizations Network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Foresight for Long Term Policy Making : Ideal and reality'
한국

10/23-24, 2014

SJ

라는 주제로 3개의 세부 세션을 통해 국내외

창의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

FS

미래예측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

UNESCO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Learning Today for a

일본

11/10-12, 2014

지속가능한발전의 활성화 방안 논의와 미래 교육에 대한
토론 진행

Sustainable Future

Analysis (FTA)

SJ

‘Creative interfaces for forward looking activities’,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Cutting edge FTA approaches’ 등에 대한 토론 진행

Master of Science Journalism

Graduate Program for Future Strategy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지구환경 속에서

해를 증진시켜 공학과 법률, 그리고 경

언론문화의 융합을 이해하고 뉴미디어

사회, 기술 등 미래변화요소를 고려하

영 마인드를 고루 갖춘 지식 재산 고급

시대를 선도하는 고급인력을 양성

여 미래전략을 기획할 고급인력을 양성

미래지향기술분석(Future-Oriented Technology Analysis,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ture-Oriented Technology

FS

MIP
미국

11/27-28, 2014

FTA) 방법 을 중심으로 ‘FTA and Innovation Systems’,

인력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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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공 및 학위과정

입학전형 일정 [2015학년도 봄학기 입학]

석사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지식재산대학원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 50명
•과학저널리즘대학원 (Master of Science Journalism) : 30명

2014.10.08(수) 10:00
~ 10.20(월) 17:00

인터넷 접수
(apply.jinhak.com)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서류제출 기한

2014.10.22(수) 18:00까지
서류 제출분에 한함
(우편접수 포함)

KAIST 대전캠퍼스
대학원입학팀
(창의학습관 508호)

온라인 입력 후 출력본, 성
적표 등의 제출서류를 입학
관리팀으로 송부 (서류제출
기한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접수확인 기간

2014.10.08(수) ~ 10.29(수)

KAIST 입학처 홈페이지
(admission.kaist.ac.kr)

제출서류 발송 후 2~3일
후에 도착여부 확인요망
(개별연락은 하지 않음)

원서접수

•미래전략대학원 (Graduate Program for Future Strategy) : 30명

박사과정
•미래전략대학원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 10명

입학전형

1단계 서류심사
2014.11.13(목) 17:00 이후
합격자 발표

•1차 전형: 서류전형

KAIST 입학처 홈페이지
(admission.kaist.ac.kr)

•2차 전형: 면접전형

지원자격

면접전형

2014.11.17(월) ~ 11.21(금)

1차합격자 발표 시 게시

최종합격자
발표

2014.12.05(금) 17:00 이후

KAIST 입학처 홈페이지
(admission.kaist.ac.kr)

개인별 면접전형 일정
확인 (해당 학과별 실시)

•석사과정: 국내외 정규학사 학위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석사 학위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 참고

입학문의
입시설명회
각 프로그램
석,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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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석사과정] 지식재산대학원: 042) 350-4222~3, http://ip.kaist.ac.kr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

3차 설명회

지식재산

9월 27일(토) 18:3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3호

10월 4일(토) 18:3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3호

10월 11일(토) 18:3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3호

과학
저널리즘

9월 27일(토) 19:0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1호

10월 4일(토) 19:0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1호

10월 11일(토) 19:0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1호

미래전략

9월 25일(목) 18:00
[세종] 국립세종도서관

9월 27일(토) 19:30
[서울] KAIST 도곡캠퍼스 101호

10월 6일(월) 19:00
[대전] KAIST 정문술빌딩 드림홀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과학저널리즘대학원: 042) 350-4202, http://sj.kaist.ac.kr
미래전략대학원: 042) 350-4023, http://futures.kaist.ac.kr
[박사과정] 미래전략대학원: 042) 350-4022, http://futures.kaist.ac.kr

지원서류 접수처
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구성동373-1)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입학팀 (창의학습관 5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