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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통찰에 대한 1년 분투기

커버스토리 - 국가미래전략 보고서 문술리포트
국민행복의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 만들기 》 06

30년 후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예리한 통찰을 담으려 했던

김진향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KAIST See Futures’가 이번 호로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치, 경

21세기 선비 정신으로 30년 뒤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다 》 08

제, 과학기술, 문화, 국제 정세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현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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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어도 생명력 있는 민간 국가미래보고서 국민 참여 필요해 》 12

진단과 장기적 미래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과 정책을 제

취재・정리 이제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더욱
풍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다짐해 본다.

미래를 위한 실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투명 디스플레이 》 14

이번 호에도 주목할 만한 글들이 여럿 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이슬람

최경철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

국가(IS) 조직에 대한 미국 주도의 연합군 공습이 있었고, 지도자 아
석학의 비전

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슬람 국가(IS), 과거 영광의 재현을 표방한 국제사회의 위협 》 18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이번 호에서는 IS의 배경과 그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이 일으키는 국제적 사건을 전문가에게 들어보았다.

사이버 안보의 미래 – 미국의 사이버전 환경과 국내 보안 전략을 비교하다 》 22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과 현실이 서로 직접적인 영

안태남 예비역 육군준장

향을 미치거나 구분과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정보통신을 통한 침
투가 한 나라의 군에 위협이 되고, 온라인으로 생성되는 화폐가 현실

화제의 인포그래픽스

의 가치를 지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번 인포그래픽 코너에

안전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기 》 26

서는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다루었다. 그리고 예비역 준장에게 사
미래학 지형도

이버 안보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물포커스 - Ulla Rosenström 박사 》 28
이번 가을은 유난히 미래전략연구센터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였다.

르포 - KAIST 과학저널리즘 학생들의 MIT・하버드 방문기 》 30

매년 할 계획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민간 국가미래전략보고서 ‘문술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좌

리포트’의 초안이 완성돼 공청회를 가졌고, 조만간 최종본이 출간될

❶ KTX에 기반한 창조경제 실현 전략 》 36

예정이다. 또, 한국을 국제 특허 허브로 육성하자는 목적을 가진 ‘IP

❷ 신생벤처기업을 시작하자 》 38

허브 창립총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아울러, 미래전략대학원이 주
관하여 수행중인 ‘미래 한국경제와 기업경쟁력’ 관련 연구 결과를 공

국내외 미래학 행사 - 한국 미래전략 학술대회 》 40

유하는 워크숍도 있었고, 국회와 세종시에서 각각 최고위과정이 시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 41

작됐다. 또, 12월에는 제 1회 한국미래전략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미

미래전략 학술용역 워크숍 개최 》 42

래전략대학원이 생긴지 2년째, 여태까지 고군분투한 결과가 껍질을

제2회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정 》 46

깨고 세상으로 나오는 중이다.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이 필요하다.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 1기 수료·2기 입학 》 47

KAIST See Futures는 그 과정을 내밀한 시선으로 촘촘히 담아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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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Futures 창간 1주년을

“1년 전보다 더 나은 지금,

“미래란, 현재를 실천하는 것부터

“카이스트가 대한민국 미래

시작입니다.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씩
내딛을 수 있도록 See Futures가
미래학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략의 메카로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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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Fu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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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년보다 더 나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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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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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Futures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쳐보는
멋진 See Futures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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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 See Futures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의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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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그러나 세심한 미래여행의 길잡이로
성장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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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술리포트

국민행복의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 만들기
2045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문술리포트
김진향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급변하는 시대변화, 과학적 미래준비의 필요성

주년이 되는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며, 어떠한 비전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급속한 시대변화가 국가-사회문화를 바꾸

을 담아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미래전략대학원은

사회

교육전략, 문화전략, 복지전략, 미디어전략, 의료전략

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의 고도화는 글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 석학들의 문제의식과 미래전망, 국가적

기술

산업전략, 연구개발전략, 지식재산전략, 국토교통전략, 정보통신전략

로벌화와 맞물려 국가의 경계까지 모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학

차원의 전략들을 전체 방향에 맞게 수립, 자문, 종합-체계화하는

인자환

인구전략, 기후변화전략, 환경전략, 자원전략

기술의 변화는 산업혁명 당시의 시대변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

과정을 리포트에 담았다. 그렇게 발간된 ‘문술리포트(약칭 MR)’의

정치

정치제도전략, 외교전략, 국방전략, 정보전략

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뚜렷하게 비치는 환경기후변화와 인구문

중점 문제의식은 ‘과학기술이 바꾸는 미래사회(현재~2045년)의

경제

경제전략, 창업국가전략, 농업전략, 의료전략

제의 징후들은 눈에 보이는 미래위기들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저

급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국민이 행복한, 모범적인 세

출산·고령화, 경제적 저성장과 양극화, 극단적 사회불신과 갈등

계 선진일류국가로 발전시켜갈 것인가?’이다.

<미래비전과 대전략>

의 심화, 분단심화와 남북간 긴장고조, 세계경제 불황의 구조화,
글로벌화의 심화와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등 그야말로 광범위한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의 미래비전과 4개 대전략

세월호 참사를 ‘국민행복’ 키워드로 승화

변화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술리포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2045년 국가 미래비전

‘국민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데는 세월호 참사의 비통함이

이러한 미래변화를 그냥 막연히 다가오는 위기로 대책 없이 맞이

으로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를 도출하고 ‘국민행복 대전략’,

한 몫을 했다. 보고서 작업을 막 시작하는 시기에 발생한 초유의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지금부터 30년 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반전, 승화시킬 것인

‘아시아평화 대전략’, ‘과학국정 대전략’, ‘창업국가 대전략’을 비전

국가재난사태 ‘세월호 참사’는 그야말로 아무 일도 손에 잡을 수

즉 대한민국의 2045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가? 그 갈림길에서 미래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실현을 위한 4개의 대전략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분야별 세부전략

없게 했던 참담한 시간이었다. 길거리에 노란 리본들이 하나 둘 매

국가미래전략 보고서(문술리포트-MR) 작성을

할 거시적 미래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수립을 위한 범주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이 ‘미래사회 변화의

달리고 있었다. 리본들이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주요동인’으로 선정한 STEPPER(사회-S, 기술-T, 환경-E, 인구-P,

한다고 울부짖는 듯했다. 현실은 엄정한 국가미래전략을 요구하

갈지(之)자 행보의 정부 미래전략

정치-P, 경제-E, 자원-R) 분류를 중심으로 21개의 세부분야로 나

고 있었다. 비통한 마음이 새로운 에너지로 바뀌며 꿈틀거렸다. 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할 국가차원의 미래전

누었다. 이 분야별 세부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전체

가미래전략의 첫 번째 키워드, ‘국민행복’이 정해진 것이 그때다.

략은 5년 단임제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운영 기조도 함께 바

총 140개의 핵심전략(82개)과 중점 추진정책(58개)이 제안됐다.

뀌는 통에 갈지(之)자 행보를 해왔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권 차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는 다시 말해, ‘국가목표’인 ‘국민행복’

“문술리포트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 필요”

원의 미래전략은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영속성

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기반으로 ‘창조국가’를 실현함으로써

처음 시도된 국가미래전략보고서이기에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하

과 실효성을 갖기에 어려움이 많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번영·발전해가자는 것으로 MR이 제시하

지만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보고서가

을 떠나 21세기 선비정신의 자세로, 오로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

는 핵심 미래전략이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2045년 미래세계의 중

될 것이며, 문술리포트는 매년 수정・보완되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장기미래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

심지역이다.

다듬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또, 문술리포트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2014년 12월 책으로 출판한다.
그 배경과 과정, 주요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었다. 마침 2014년 1월, 정문술 전 KAIST 이사장은 215억의 사재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국민 누구나 범국가, 범시민 차원에서 선도

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 기부하면서 국가미래전략을 연구
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나라가 일관되게 발전할 수 있는 장기미래

적으로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구조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

전략의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또
로써 ‘국가미래전략’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였다.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미래전략, 문술리포트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한 세대 후인 30년 후를 상정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국가를 생각하며, 현재의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논
의했다. 미래전략은 미래의 눈으로 현재의 모습을 혁신・창조하
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당리당략적,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자유
로운 민간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30년 후 2045년은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해다. 광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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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더욱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미
래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

6

분야별 세부전략

국가 미래전략에 대한 더 많은 문제의식들이 더 많은 공론의 장에
국민행복 대전략
• 국민행복중심의국가발전(성장→행복)
• 양극화 해소(공정분배, 불평등 해소)
• 사회안전망 구축(일할 수 있는 기회)
• 다양성 존중과 관용(사회적 연대) 등

과학국정 대전략
• 전문성 강화 중심 정부조직 개편
• 과학적 국정운영
• 이공계 기피문제 해결
• 비과학적 비합리적 행정의 개선 등

● See Futures : Vol.05 • WINTER 2014

아시아평화 대전략
• 남북 평화의 제도화
• 정치적-경제적 발전
• 사회정신문화 발전
• 남북경제협력 확대의 실리평화 등

창업국가 대전략
• 교육-연구-창업 삼위일체 교원평가
• 사내창업, 여성창업 활성화 등
• 지식재산제도 개선
• 스톡옵션제도 개선 등

서 토의되고 확산됨으로써 진일보한 국가미래전략 담론들이 더욱
풍부하게 확산되기를 바란다.
국가미래전략을 고민하면서 한 순간도 놓지 않았던 가치는 ‘국민
행복’이었다. 국가의 목적은 국민행복이다. 문술리포트의 목적도
국민행복이다. 미래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막연히 다
가오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그 미래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먼저
준비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창조의 과정이다. 국
가미래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문술리포트(MR)가 발
전해 가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발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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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선비 정신으로
30년 뒤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다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문술리포트 공청회 스케치
문화전략
취재・정리 임화진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제원 연구원

사회 분야를 대표해 발표된 문화전략은, 우리가 코스모폴리탄으
로서 세계 속에서 다른 민족과 공존해 나가며 문화를 융성해 나

문화

S
교육

환경

자원

Pp

En

R

아시아
평화

복지

과학
국정

S

분류

Pt
창업
국가

KAIST 이사

외교

Pt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

S

의료

Pt
Pt

국민
행복

곽재원

정치제도

S

S

미디어

인구

Ec

국방

정보

농업

Ec

T
국토교통

T
산업

T

T
정보통신

T

연구개발

지식재산

Ec

가야 한다 메시지를 전했다.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아
시아의 ‘작지만 화려한 미국’ 이었다. 서양문화가 갑자기 들어오
면서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서
구의 문화를 고급문화나 하위문화 구분할 것 없이 받아들였다.

사회(S),
기술(T),

과학국정 대전략

우리도 서양인들처럼 영화를 만들고, 일본 차트를 휩쓰는 가요를

환경(En),

왜 지금 미래전략을 논하는 것일까? 세기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우리가 서양 문화를 주도하고 있

인구(Pp),

살펴보면, 실제 세기가 시작하고 10년이 지나야 새로운 세기가

는지 여부에 있다. 서양 문화에 편승해서 창작을 하고 있다고는

정치(Pt),

열린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전 세기에

하나, 우리만의 문화나 정신으로 문화를 이끌고 있지는 않다. 전

가지고 있던 앙금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

세계의 콩쿠르를 휩쓸지만 독창적인 작곡이나 해석을 하지 못하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세기는 싸움으로부터 격렬하게 시작

고 있고, 독창적인 예술가나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가는 과학 같

되었고 공업을 중심으로 했던 산업혁명 세기였다. 제레미 리프킨

은 다른 분야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비해 적다. 모방을 통해 제작

이 말한 제 3차 산업은 2차 산업의 연장으로, 전 세기의 연장선상

솜씨(craftsmanship)를 키웠으니, 앞으로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

에 있었다. 올해나 내년쯤 비로소 시작되는 21세기는 퀀텀 점프

리가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를 발휘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quantum jump), 즉 문명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다.

문화전략이 국민행복전략과 맞닿아 있는지도 늘 확인해야 한다.

경제(Ec),
자원(R)

창업
경제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 체계>

우리나라 선조들의 선비정신은 나라를 길게 이끄는 원동력이

4대 전략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는 과학기술 중심국가,

여태껏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았지만, 일

되어왔다. 조선이 5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돈도

미래전략은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문

과학 강국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됐다. 지금까지는 일관성 있게

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더 이상은 성장이 행복을 담

술리포트에서 미래의 대상시간은 30년으로, 한 세대를 기준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정책이 과학을 밀어주던 시기였다.

보하지 않게 된다. 미래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행복, 국민

한다. 미래전략은 다름 아닌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정책으로 과학기술을 국가가 리드하는

삶의 질, 그리고 다양성의 확보다. 정부는 경제성장 중심에서 행

기 때문이다. 문술리포트가 제시하는 2045년의 국가미래 비전은

것이 아니라, 과학이 국정 전반에 기여하고, 증거를 남기며 국가

복사회로 이행해 나가는 데 문화가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략을 세

권력도 없기에 두려울 것이 없는 선비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의와 백성을 대변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과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다. 이 비전을 바탕으로 백여 명의 전

를 지원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올해 예산 357조

워야 한다. 일터에서 여가시간이 만들어져야 문화를 즐길 수 있

갈등해결, 평화통일, 지속성장과 번영,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문가가 모여 크게 네 가지의 대전략을 수립했다.

원 중에서 17조 원만 정부 R&D 예산이고, 나머지는 보건복지, 교

고, 문화를 즐기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중요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를 여럿 안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 운영은

첫째는 국민행복 대전략으로, 국민의 행복은 국가의 근본적인 목

육, 국방 등에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재난재해와 글로벌 이

요소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경제, 녹색경제, 창조경제 등으로

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둘째는 아시아 평화 대전략이다. 분

슈,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것을 최대한 보장하고 예술가들의 창의적 결과물을 지적재산으

변경되는 상황이다. 국가 장기전략보고서에 일관성이 없는

단국가로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사명이 있기 때문

도 불구하고 예산 중에서 11조만이 배정되었다. 과학기술은 미

로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에도 정부의 관심이 절실

이다. 셋째는 합리성을 강조해 국가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과

래를 담보하는 국가예산이기에, 나홀로 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

하다. 인간이란 자신들의 것에 대한 과도한 애정을 쏟도록 디자

학국정 대전략이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하도

이 전 사회에 침투되는 국가 비전에 맞추는 전략을 짜야 한다. 전

인 되어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열린 태도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주된 이유는 정부 주도로, 또는 정출연의 주도로 작성하였고,
이들은 정권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록 벤처를 육성하는 창업국가 대전략이 있다. 문술리포트 공청회

문성 강화 중심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경제·안보·사회 등

교육해야만 얻을 수 있다. 또, 고령화 시대는 문화의 주체를 바꿀

국가의 미래 비전은 이권의 개입 없이 21세기의 선비정신을

에서는 4대전략 중에서 과학국정, 그리고 세부전략 중에서 각 분

전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이 국가의 기술정책을 스마트하게 이끄

수도, 양극화시킬 수도 있는 변수다. 소득 또한 문화를 양극화시

가지고 세워져야 하며, 문술리포트가 그 길을 열고 있다.

야 전략을 하나씩 대표로 다루었다.

는 것이 필요하다.

킬 수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부의 역할이다.

8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 See Futures : Vol.05 • WINTER 2014

9

/ 문술리포트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임춘택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인구전략
미래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견인하는 특징은 네 가지다.
첫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우리나라 인구가 현상유지하기

과학국정 대전략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2명에 한참 미달한다. 둘째, 지역 간

김원준

기술분야를 대표해 발표된 산업전략은, IT 융합형 ‘MESIA(Medicalbio, Energy-environment, Safety, Intellectual service,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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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두마차 전략으로 축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핀란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드, 중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이다. 지난 50년 간 노동집약형 산업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편차와 농촌의 고령
인구 증가 추세는 미래로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셋째, 빠른 고령
화 속도다. 1985년대 인구구조 형태는 젊은 층이 더 많은 피라미
드 형태였지만 지금은 점차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고령층이 더

에서 시작해 산업을 육성해 오면서 지금은 철강, 조선, 자동차, 화

경제전략

정치제도전략

많은 역 피라미드 형태가 되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인구는

학, 전자 등 현대문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5대 기간산업분야에서

경제분야의 세 전략인 경제전략, 창업국가전략, 농업전략을 포

정치란 본질적으로는 권력과 선택의 배분 문제다. 권력은 최소

감소할 것이고, 206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산업들은 이미 성숙단계(S-Cur

괄하는 경제미래전략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필

한의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데에서 생기며, 정치는 가치

상 고령 인구가 되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끝으로 외

ve)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산업

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GDP는 1995년에 1만 달러를 넘어섰고,

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는 인간이 멋대로 행동하는

국인들의 꾸준한 유입이라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

은 10여년 전 황우석 사기사건 등으로 정체된 상태이며, IT 분야

2010년에 2만 달러, 그리고 2015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것에 어떻게 제약을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민주주의라는 정

회를 넘어 본격적인 이민사회로 향하는 중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는 안정적이지만 언젠가는 성숙단계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예상된다. 500만 인구-3만 달러 클럽에 내년에 가입하게 되는 것

치 제도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과 복잡한 인과관계

변화들이 가져올 문제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생산가능

산업은 30년 정도 육성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G7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이

가 있다. 사회에는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저하, 고령자 수가 증가함에 따르는 보험

우리는 이미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성숙한 산업

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

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제도다. 상당한 비용이 주로 빈부격차

같은 사회비용지출의 증가, 일자리와 연금을 둘러싼 노인세대와

과, 현재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적 체제나 구조가 변했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갈등 해결에 사용된다. 완벽히 해결은 하

청년세대 간의 갈등, 부양 문제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러나 기회

으로 나누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는 어렵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성장할지, 정체할지,

지 못하더라도, 갈등이 사회를 와해시키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

의 측면도 있다. 외국인 유입은 내수시장과 세수 확대를 가져올

창조경제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1등의 전략만을 강조한다. 그

쇠퇴할지는 지금 설정하는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미국은

서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와 갈등이 생

수 있으며, 인종의 융합을 통해 창발적 시너지효과를 내는 긍정

러나 지나치게 유행에 따라 단기필마(單騎匹馬) 형의 개척자 전

GDP 5만 달러로 성장했고, 유럽은 3만 달러에서 정체하고 있다.

겨나는 형태가 문제다. 우리나라는 갈등이 중첩되어 있어 정치

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략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의 모든 산업을 창조경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성

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변화

제의 패러다임에 맞춰 1등을 추구하는 개척자 전략을 적용할 필

장 중심의 정책에서 점차 복지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제도는 과거 30년 동안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과

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탄력적인 적응이다. 대응이란 바꾸기 위

요도 없고,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되는 분야가 많다. 현재 한국이 일

우리나라 산업의 상황은, 기술이 포화되면서 그 효용이 소비자가

정을 거쳤다. 행정부가 입법부에 종속적인 형태로 지내오다가,

한 노력을 뜻하며, 적응은 시류에 편승하는 전략이다. 이를테면 대

본, 독일과 더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5대 기간산업인

원하는 이상으로 제공되어 시장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소비자들

민주주의 이후에 상당히 균형을 회복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

응은 출산율 제고를 통해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국가적인

전자, 기계, 조선・해양, 석유・화학・철강은 IT 융합에 의한 기

의 반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30년 동안 유지해 온 이

다. 한국의 또 다른 특징은 활발한 시민사회다. 정치적으로 목소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적응은 인구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술창조전략인 개척자 전략을 적용해야 하는 분야다. 반면, 현재

전략보다는, 소셜커머스나 소셜 비즈니스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를 표출하는 시민집단이 있다. 그렇지만 소외된 집단도 많다.

기조로의 전환과, 자율적이고 순환적인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높은 기술과 규제 장벽을 형성

하에서 전략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기술 자체의 효용이

과거 행정부는 지시 위주의 기관이었지만, 이제는 사회 각 구조

전환 전략을 들 수 있다. 적응에는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며, 적응

하고 있는 5대 전략산업인 ‘MESIA’, 즉 의료바이오, 에너지환경,

아닌 디자인에 집중하고, 소비자의 감성 중심으로 서비스의 새로

와 협업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은 일종의 와일드

이 늦으면 늦을수록 지연에 대한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안전산업, 지적서비스, 항공우주산업에는 신기술로 인해 지배적

운 모습을 풀어내야 한다. 또한 통일 시대의 경제를 준비하고, 고

카드로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사건이다. 그러나 통일은 코

인 기술패권이 변화되고 새로운 기술사상이 출현할 때 1등이 될

령·여성인구와 외국인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이들 인력

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수 있도록 2등 전략인 추격자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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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술리포트

“정권이 바뀌어도 생명력
있는 민간 국가미래보고서
국민 참여 필요해”
문술리포트 발간인, 이광형 미래전략대학원장 인터뷰
진행・정리 이제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제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현실에 대한 분석과 해석

06

문술리포트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국가의 목표인 ‘국민행복’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03

사회를 전망하고 국가전략을 수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국가미래전략 보고서가 나

립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더욱이 우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 지지와 성원이 있었습

문술리포트의 예상 독자층은 누구인지, 어떠한 파급

리는 경험이 없었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생소한 국가전략의 영역이었지만 각자의

효과를 기대하고 보고서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일에 경험 있는 그룹이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떨리

전문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들

는 가슴으로 출발했습니다.

을 다듬어 낼 수 있었습니다. 원고 초안 집필과 해당 원고들에 대한

기반으로 ‘창조국가’를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중심

이 연구의 동기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발전

국가’로 번영·발전해가자는 취지에서 세부 분야별 미래 전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최고 결정권자들이 이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를 읽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채택하면 좋은 일이

02

도와주신 분들께 지면을 빌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전해주세요.

도 너무 다양한데, 30년 후의 미래

01

100여 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한 결과물인데요.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좋은 전략을 개발해 업데이트 해나갈 것

05

검토, 자문까지 총 100여 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 정부-공공기관

이번이 첫 보고서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관계자, 국회의원, 대학원생들이 성심을 다해 참여해주셨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향후 수정 방향이

기획위원, 편집위원, 초안집필위원, 검토자문위원, 등과 나누었던

있다면?

수천 통의 메일과 문자, SNS, 전화통화에는 늘 한결 같은 감사와 고

정문술 회장님의 이름을 딴 보고서인데, 이와 관련된

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가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과 거리를 둔 민간인들이 준비하기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미래전략은 정적인 것이

마움이 채워졌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고귀한 마

전 카이스트 이사장인 정문술 회장님께서 2014년 초에 미래전략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의 보고서는 생명력이 있을 것입니

아니라 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전

음으로 만들어진 국가미래전략보고서 작성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대학원에 215억 원을 기증하면서 당부하셨습니다. 국가가 한 방

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들이 읽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략도 변해야 합니다.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더욱 정제

행복을 만들어가는 기쁨과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향으로 일관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장기 전략이 필요하

하고 분야를 확대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경험을 바

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

04

든 정책이 5년짜리가 되고, 대통령이 바뀌면 기존 정책이 무시되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미

함께 한 모든 분들이 우국충정(憂國衷情)의 마음으로 국가를 바

국가전략은 어느 소수의 그룹이 개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부 말씀에 따라서 출발하였기 때문

래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일의 주제나 성격상 쉬운 일이 아니었

라보고 국민을 향하는 국가미래전략보고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참여하여야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고, 또한 공감을 가질

에, 보고서의 이름을 ‘문술리포트’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습니다. 국가의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만 수백 명

격려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지와 성원 덕에 문술리포트는 해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을 가져야 영속성이 있고, 실현될 가

에 달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부

거듭해 가며 아시아평화중심 창조국가를 향한 나침반으로 발전

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하여 주

터 미래사회 전망, 분야별 전략과 미래비전까지, 매우 방대한 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기를 바랍니다.

니, 국가미래전략에 관한 연구하고 인력을 길러달라고 하셨습니

12

문술리포트를 발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전략보고서를 선보일 수 있을

말씀해 주세요.

것이라 믿습니다.

07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 See Futures : Vol.05 • WINTER 2014

그 외에 문술리포트에 대해 매거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13

미래를 위한 실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와 빛을 투과하는 디스플레이

이나 둘둘 말아서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정도를 상상할 수 있을

요즘은 디스플레이를 연구 개발하는 공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것이다.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을 자

들 사이에서도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가 회자되며, 미래기술

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IT관련 상품을 기획할 때 그 용도

이 아닌 현재의 기술로 인식되곤 한다. 아이폰 6를 바지 뒷주머니

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에 넣고 깔고 앉으면 휘어지는 현상을 두고, 일부는 ‘플렉시블 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가 플렉시블/투명 디스플

스플레이’가 아니냐며 조롱할 정도로 친숙한 단어다. 플렉시블 디

레이의 연구 개발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눈앞에

스플레이는 공상과학 영화에 필수적으로 등장하고, 기업의 플렉

거의 다 와있는 듯한 이 신기술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공학적 문

시블 투명 디스플레이 홍보동영상이 유튜브 등으로 널리 퍼지면

제가 너무 많다.

서 곧 상용화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플렉시블/투명 디스
플레이는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일까? 그리
고 도대체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는 무엇일까?
몇 년 전에 대형 TV 시장에서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s)와 PDP(Plasma Display Panel)의 두 디
스플레이 방식을 놓고 어느 것이 기술적 우위에 있고 어떤 방식

좌_코닝의광고중투명디스플레이

이 기술적으로 좋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우 _영화“REDPLANET”중투명플렉시블디스플레이

의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TFT-LCD가 좋은지, AMOLED(Active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투명 디스플레이
최경철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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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또는 다른 표현으로 TFT-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난제

OLED)가 좋은지 등, 디스플레이 방식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

먼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살펴보면, 기판기술, 백플레인

으며, 휘어진(Curved) TV도 TFT-LCD와 TFT-OLED, 두 방식 모

(backplane) 기술, 디스플레이 형태, 그리고 봉지(encapsulation)

두가 출시되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플렉시블/투명디스플레이

기술 등의 기술적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신뢰성이 있는 고품질의

는 어떤 방식의 디스플레이에 속하며, 그의 기술적 속성은 무엇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자가 되려면 우선 이 4가지의 기술이 각각

인가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정의되어있지는 않다.

완성되고, 이 기술들을 결합해서 휠 때도 일반적인 평판 디스플레

왜냐하면,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분

이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한다.

류되는 것이 아니고, 디스플레이의 기능적 측면을 설명하는 것

기판 기술은 기존에 사용되던 딱딱하고 휠 수 없는 유리나 실리

에서 온 명칭이고, 기존의 어떤 디스플레이 방식, 예를 들면 LCD,

콘 기판을 대신하여 휨(flexibility)정도가 좋은 유연성 기판을 고

PDP, OLED, EPD(Electro-Phoretic Display), FED(Field Emission

려해야 한다. 그 후보군으로 얇은 유리(thin glass: 두께 100μm 이

Display) 등의 어떠한 디스플레이 소자도 기능적으로 유연하거나

하), 금속호일(metal foil: 두께 125μm 이하), 플라스틱 필름 등

어느 정도 투명하다면,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로 사용될 수 있

이 있다. 플렉시블 기판은 광학적으로 투명하고, 표면의 거칠기

다. 다시 정리하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란 휘어지거나 접히는 등

가 10nm 이하, 열팽창 계수가 적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반응

의 기능적 요소를 갖춘 디스플레이 소자로 정의할 수 있고, 투명

성이 적고, 수분 및 산소 투습률이 양호하며, 기계적으로 안정하

디스플레이란 어느 정도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투과하는 기능을

여 잘 깨지지 않고, 열방출이 잘되고, 전기적으로는 절연성이 우

갖춘 디스플레이 소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휘어지거나

수한 해야 하는 등의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

접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투명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

지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판은 없기 때문에 투명성, 유연

한 기준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플라스틱 필름을 플렉시블 디

그러면 왜 우리는 이와 같은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를 기대하

스플레이 소자의 기판으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현재 활용되고

는 것일까? 실제로 이를 연구 개발하는 연구자들도 투명/플렉시

있는 플라스틱 필름 종류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어디에 사용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

PEN(polyethylene naphthalate), PC(polycarbonate),

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막연히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장면

PES(polyethersulphone) 그리고 PI(polyimide) 등이 있다. 이와 같

● See Futures : Vol.05 • WINT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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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투명 디스플레이

은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할 경우, 디스플레이 소자를 형성하기 위한

가져야 한다. 또한 배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연성을 갖고, 긴 배

투명 디스플레이의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난제

공정 온도가 150℃ 이하에서 제한된다. 이와 같은 낮은 공정온도에

선 전체가 균일하면서 금속과 같은 낮은 전기전도도를 가져야 한

투명디스플레이의 기술적 구성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유사하

서 플라스틱 기판 위에 형성된 소자(특히 TFT)는 내부의 불안정성

다. 전극기술도 현재 양극, 음극, 배선 등의 응용에 따라 서로 다른

나, 모든 구성 요소를 투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디스플레이

때문에 전계 이동도(mobility), 신뢰성 및 수명이 좋지 않다. 다만 PI

재료 및 구조를 플렉시블 전극을 연구개발 중에 있다.

의 구조 및 재료를 변경하여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이는 설계 및 연

의 경우 열변형 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가 350℃로 비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형태로 어느 방식이 가장 적

구가 필요하다. 구성 요소 별로 살펴보면, 기판은 투명해야 하므로

적 높아, 기존의 고온 공정도 가능하나, 투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합할까? 어느 디스플레이 모드라도 휘어지거나 접히거나 둘둘 말

기존 기술인 투명 유리를 사용하면 되고, 유연성 및 제조원가를 고

이에 PI를 투명하게 만드는 연구가 활발하고, 현재 그 가시적인 성과

수만 있다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플렉시

려한다면 투명 플라스틱 기판도 연구개발 대상이 된다. 투명 디스

좌 _ LG 디스플레이의 18인치 투명(가시광선 투과율 30%) OLED 와 Oxide TFT 기술을
사용한 노트북
중 _ 삼성 디스플레이의 14인치 투명(가시광선 투과율 30%) OLED 와 Poly TFT 기술을
사용한 노트북
우 _ 삼성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없는 투명 TFT-LCD

를 이루어 내어 시제품 소자에 적용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블 디스플레이 소자로 가장 유력한 것은 OLED이다. OLED는 소자

플레이 방식으로는 현재 OLED와 TFT-LCD를 고려할 수 있지만,

백플레인 기술은 박막 트랜지스터(TFT)와 전극 기술을 포함한

가 유기(organic) 또는 고분자(polymer)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 선

LCD의 경우 모듈에서 백라이트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다. TFT기술은 트랜지스터의 활성층(active layer) 물질의 종류에

천적으로 휨 특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OLED 소자 내의 유기물은

백라이트를 제거하고 외광을 사용하여 투명 디스플레이의 영상을

미래 기술에서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역할

따라, amorphous silicon, nano-crystalline silicon, poly-silicon,

산소 및 수분에 민감해서 노출될 경우 열화되기 때문에 플렉시블

표시하기도 한다. OLED의 경우, 디스플레이 구조를 투명하게 가

이와 같이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각각의 기술적 구성 요소

transition metal oxide(TMO), 그리고 organic TFT로 분류할 수 있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때 투명하고 유연한 봉지 기술이 필수이고,

져가기 위해 두 가지 구조가 연구되고 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

들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 어떤 구조, 또는 어

고, 현재 그 어느 방식의 TFT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완전히 적

OLED 소자 내의 무기물 층인 디스플레이 전극과 봉지층에 대한

이 픽셀의 발광 부분과 TFT을 모두 투명한 요소로 구성된 구조, 두

떤 재료가 사용될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가능성

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플라스틱 위에 저온 공정으로 만들어 지는

유연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번째는, 디스플레이 픽셀의 발광부분과 TFT을 기존 기술을 활용

을 두고 연구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 관련 제품들이 프로토타입으

Amorphous TFTs는 대면적 균일도가 우수하나, 전계 이동도가 낮

봉지기술은 플렉시블 내부의 소자를 보호하고 신뢰성 있는 소자

하고 불투명하게 만들고, 픽셀의 구조를 투명부분과 불투명 부분

로 전시되거나 상품으로 등장하면서, 그 기술의 완성에 대한 기대

로 만들게 위해 특히 필요한 기술이다. 특히 유기 재료가 포함된

으로 나뉘어 투명 부분의 개구율(aperture ratio)을 조절하여 투명

를 부풀리고 있다. 2014년도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인 경우, LG

플렉시블 소자의 경우 물 투습률이 10 g/m /day 이하 정도가 되

도를 결정하는 구조가 있다. 첫 번째 투명 디스플레이 구조를 위해

Display 에서 20인치 플렉시블 OLED을 발표하였다[그림 좌]. 투

전계 이동도가 좋지만(수십 cm /V/s), 상대적으로 높은 공정온도

어야 한다. 이를 위해 OLED 디스플레이 소자에 적용한 봉지 기

서는 발광부분과 TFT가 모두 투명한 재료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

명 디스플레이의 경우, 냉장고 도어 및 광고용 패널로 투명 LCD

가 필요하므로 TFT의 active layer 보다는 source / drain의 접촉층

술은 잘 휘지 않는 유리와 메탈 금속을 이용해왔으나 플렉시블 소

히 음극 부분과 TFT가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명 음극연구 및

가 채용되어 상품으로 출시되었지만[그림 우], 우리가 기대하는

(contact layer)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transition metal oxide

자 기술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TFE(Thin

TMO을 이용한 투명 TFT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투명 디스플레이

것만큼의 고품질 디스플레이는 아니었다. 또, LG Display 와 삼성

는 상온 공정이 가능하며, 그 전계 이동도 또한 우수하여 플렉시블

Film Encapsulation)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TFE

의 봉지기술은 기존의 투명한 유리봉지기술을 사용하면 되지만,

Display는 투명 OLED을 이용하여 투명 노트북 컴퓨터를 시연해

디스플레이 소자의 TFT로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 개발

은 기본적으로 유기막과 무기막의 적층구조로 이루어져있고, 이

디스플레이소자의 두께를 줄이고,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면 투명

보인 바 있다[그림 좌/중]. 향후 고품위의 고신뢰성을 가진 투명/

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rganic TFT인 경우, 그 유연

구조를 2층 또는 그 이상의 층수를 쌓아 수분 및 산소 침투를 방지

TFE 기술 활용이 더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IT제품에서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

성이 어느 TFT 소자보다도 뛰어나지만, 전계 이동도가 낮고 신뢰

하는 기술이다. TFE 기술은 유연성이 있고, 다층 구조에서 물 투습

다. OLED 및 LCD을 활용한 투명 디스플레이의 경우 가시광선 투

던 모든 요소기술들이 완성되어야 하거나, 새로운 요소기술에 대

2

고(0.1~1 cm /V/s), 소자의 안정성 및 신뢰성(특히 OLED와 결합
하는 경우)이 나빠지게 된다. Nano-crystalline TFT는 상대적으로
2

-6

-6

2

2

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금 기술로는 고품위의 플렉

률이 10 g/m /day 정도되기 때문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자의

과율이 30%~40% 정도이고, 더 높은 투과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블 디스플레이 소자의 TFT로는 적합하지 않다.

봉지기술로 적합하나, 휨 테스트 후에 TFE의 특성 변화가 관찰되

는 배선전극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전기전도도가

디스플레이는 미래의 유비쿼터스 및 사물 인터넷 시대에 어디서

플렉시블 전극은, 기존의 디스플레이 전극으로 주로 사용하

고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금속 배선처럼 우수하면서 투과율이 높은 전극배선 기술은 현재

든 정보를 받고 공유하게 해 줄 수 있는 매체가 될 것이고, 이런 미

는 ITO(Indium Tin Oxide)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상업적 응용을 위한 고투과 투명 디

래 사회에 디자인이 자유로운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

이 진행되고 있다. 그 후보로는 나노와이어(nanowire), 나

스플레이 실현을 위해서는 투명 배선 기술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하면 응용 제품이 많이 개발될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기존의 기술

노메쉬(nanomesh), CNT(Carbon Nano Tube), 그래핀,

또한 투명 디스플레이가 되었을 경우에는 광 효율이 나빠지므로 전

의 조합으로 아이폰/아이패드와 같은 신개념의 응용 제품을 창출

DMD(Dielectric-Metal-Dielectric), conducting organic polymer

력소모량이 많아지면 상업용 제품으로서의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

하였듯이, 미래에는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 신기술로 단순히

서 광을 제어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보는 것 만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제품이 창출될 것이다. 플

등의 여러 종류의 방법이 연구개발 중이다. 플렉시블 전극은 휨을
반복했을 때 균열(crack)이 없이 전기 전도성을 유지하면서, 양극
또는 음극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당한 일함수(work function)을

좌_ 소니의 플라스틱 기판 위에 organic TFT을 사용한 플렉시블 OLED
중_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라스틱 기판 위에 Poly TFT을 사용한 플렉시블 OLED

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탄생이 눈앞에 있는

우_ LG 디스플레이의 플라스틱 기판 위에 Oxide TFT(IGZO)을 사용한 18인치 플렉시블 OLED

데 이를 응용한 새로운 제품분야를 창출하는 아이디어가 현재로
는 부재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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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IS),
과거 영광의
재현을 표방한
국제사회의 위협
종교와 역사로 무장한 유혈세력 IS와
프로파간다 전략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재정과 군사력 토대로 공식 국가 선언한 이슬람 국가(IS)

뭇 다르다. 일종의 돌연변이다. 어떤 배경으로 인해 생겨난 걸까?

식 국가를 선언하면서 이름을 IS로 확정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시

도 이슬람 원리에 의한 국가건설은 후일로 미루어놓았었다. 언젠

2014년 세계는 소위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이하 IS)’ 의 공포

IS는 2002년 요르단 출신의 지하디스트 아부무사브 알 자르카위

리아 내전이었다.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

가는 이슬람 국가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당장의

에 휩싸여있다. 이어지는 참수, 미국과 아랍연합국의 공습, 시리

(Abu Musab al Zarkawi)에 의해 만들어졌다. 당시의 이름은 ‘유일

Assad)의 폭정에 저항하는 수니파 반군세력에 가담했던 아부바

목표는 아니었다.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이나 아이만

아 이라크에서의 격렬한 전투 그리고 글로벌 지하디스트들의 결

신과 성전(Jammat al Tawhid wal Jihad)’이었다. 초창기에는 중동

크르는 IS의 노련한 전투경험과 노획한 군사장비 등을 이용, 영향

알 자와히리(Ayman al Zawahiri) 등 알 카에다 지도자들의 목표는

집은 기존의 알 카에다 테러노선과는 또 다른 현상이다. 이들은 스

에 산개하는 여러 이슬람 무장집단 중 하나였다. 아프가니스탄에

력을 획득한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지역에서 아예 이슬람 원리에

단순했다. 먼저 중동에서 이교도 및 이방 군대를 축출하고 중동 내

스로를 저항 그룹이 아닌 국가라 칭한다.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

서 소련과 싸웠던 무자히딘(Mujaheedin)의 후예들이 중동 곳곳에

의해 다스려지는 신정국가 수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무서운 속도

타락한 정부를 붕괴시킨 후, 먼 훗날 궁극적으로는 이슬람의 본질

(AbuBakr al Baghdadi)가 이끄는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이 시리아

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투쟁 모임을 결성, 이슬람 전사의 향수를 유

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미군과의 싸움에서 얻어진 전

을 구현하는 국가를 세운다는 장기적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었다.

와 이라크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건국을 선언한 것이다. 일견 보

지하려 했던 시기였다. 이들 중 가장 큰 그룹이 바로 알 카에다(Al

투경험, 시리아 반군활동을 통해 획득한 물자와 장비, 이라크 종파

그러나 IS는 달랐다. 아예 바로 국가 수립을 선언, 거세게 치고 나

통명사처럼 들리지만, 자신들은 고유명사로 ‘이슬람국가(IS)’를

Qaeda) 였고 이들은 9.11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킨다. 이후 국

투쟁에서 정부군이 버리고 간 중화기 노획 등을 통한 군사력 확대

갔다. 처음엔 황당한 생각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영화로웠던 이슬

사용한다. 아랍어로는 ‘이라크와 샴지방에서의 이슬람 국가 ةلودلا

제사회 특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술 점령 당시 얻은 4억 2천 9백만 달러

람의 시대 즉 중세 칼리프조의 국가를 21세기에 부활시킨다는 전

 ’ماشلاوقارعلايفةيمالسالا라는 의미의 단어들을 축약, ‘다에쉬(Daesh)’라

테러세력 발본색원에 나선다. 동시에 테러 지원국가들에 대한 정

의 현금과 직접 장악한 시리아 유전 등 재정적 원천 역시 IS 발호의

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 잠재적 지하디스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올 한 해를 관통하며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권교체 작업에도 나서 그 일환으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주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힘과 돈을 장악한 조직이 국

트(Jihadist, 일명 외로운 늑대들)들이 알 카에다 같은 특정 그룹에

관심사가 되고 있다.

수행하게 된다.

가를 선언한 것이다.

게 공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소속되어 활동하게 만들

본디 이슬람을 국시(國是)로 하는 국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

IS의 전신이었던 ‘유일신과 성전’ 그룹은 이라크에서 미군과 투쟁

금도 이란이나 수단 같은 국가들 역시 이슬람 성법(Shariah)에 의

을 지속하면서 점차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04년 한

서구 열강에 도전하는 이미지·칼리프 시대 복귀로의

를 가진 국가를 선언하게 됨에 따라 전 세계에 산개한 잠재적 지하

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천명하고 있다. 서방과 가까운 사우디아라

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고 김선일 참수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

장밋빛 선전 전략

디스트들이 대거 몰려들게 된다. 국가라는 탄탄한 플랫폼이 만들

비아도 왕정국가이면서 동시에 이슬람 가치에 의한 국가운영을

후 이름을 ‘알카에다 이라크(AQI)’, ‘이라크 이슬람 국가(ISI)’, ‘이

IS는 기존의 알 카에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한 전략

어진 것이다.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IS는 이들 기존의 이슬람 통치 국가와는 사

라크-샴 이슬람 국가(ISIS)’ 등으로 계속 바꾸어오던 차, 최근 공

을 구사하고 있다. 이슬람 테러리즘의 상징이었던 알 카에다조차

이슬람원리에 근거한 국가를 선언했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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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아니다. 주목을 끌고 사람을 결집시키려

마툴 이슬라미야(이슬람 공동체 Ummah t-al Islamiyyah)’, 그 상

면 프로파간다(propaganda) 능력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이들

상속의 공동체가 네트워크 속에서 국가라는 가장 고전적인 정치

의 선전·선동술은 대략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전 세계 80개국

행위로 구현되고 있다. 범세계적 종교를 기반으로 한 이런 국가가

에서 약 1만 6천 명의 전사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국

일찍이 있었던가? IS는 7세기 시작되었던 영화로운 칼리프의 시

제사회에서 강대국과 겨루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일련의 참

대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면서 지도자 이름도 당시 초대 칼리프였

수를 보여주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북카

던 아부바크르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 거점 역시 시리아와 이라

프카즈와 신장위구르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으로 골치를 앓는

크로 일치한다.

러시아와 중국에게도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가장 공포스러운 현실은 IS 내에서 활동하는 소위 해외파 테러전사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의 인질을 억류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높

들(Foreign Terrorist Fighters, 이하 FTF) 의 문제다. 평온함의 대명

이고 있다. 위험한 존재임을 알지만 현재의 삶에 불만을 가진 무

사인 몰디브 출신 IS 전사들이 시리아에서 활동할 정도다. 특정 지

슬림들에게 내심 시원함을 줄 수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과

역을 근거로 한 테러리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집, 내 이웃에서 누군

IS의 현 통치 지역

서구열강에게 늘 당하기만 했던 중동-이슬람권의 역사에 대해서

가가 대량 살상을 획책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었다.

IS가 통치하는 지역 (2014년 11월 1일 기준) IS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살던 무슬림들에게는 이들 강대국과 대

80개국에서 몰려든 이들 전사들이 언젠가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

영토를 선언한 지역 이라크와 시리아 나머지 부분

립각을 세우는 IS의 존재 자체가 신선했을 수 있고, 도전을 불러일

IS류의 이념을 전파하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슬람이

으킨 측면도 있다.

가장 번성했던 7세기 역사의 한 정점을 현시점으로 끌어들여 복원

IS가 영토를 선언한 지역

무엇보다 이들이 시현하는 국가는 일견 매력적으로 보인다. 정치

시키는 IS의 역사이념화는 전술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을 만큼 탁

이라크와 시리아 나머지 부분

적인 선전술의 절정이다. 특히 잠정적 수도 역할을 하는 시리아 북

월하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고민이 놓여있다.

부 라까(Raqqa)에서의 이슬람 원형 통치의 복원은 전세계에 흩어

미국의 공습, 터키의 압박, 걸프의 공조 그리고 이에 잔혹하게 대응

져 있는 숱한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영화로운 칼리프의 시

하는 IS의 구도는 힘겨루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 힘

대(Khalipha Rashidum)의 재현을 선언했다. 가렴주구하는 관리들

의 충돌 혹은 군사전략상의 교범을 넘어서는 구도다. 역사에 기반

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설령 또 한 번의 전면전을 시작해

증오를 양산하며 단순히 피를 부르는 유혈 폭력집단인데도 적지

을 축출하고, 공평한 부의 분배를 추구한다며 자신들이 획득한 막

한 정체성과 종교적 초월성은 IS의 물리적 힘과 맞물려 가공할만한

서 IS를 궤멸시킨다 한들, 10년 후에 이라크와 시리아에 평화로운

않은 무슬림들이 이들의 프로파간다에 속아 넘어가고 있음을 강

대한 재원으로 마치 이상적으로 보이는 공동체를 건설한 것처럼

위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간의 국경을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민이 많다. 당장 미국 내 여론

선전한다. 적지 않은 이들이 혹하는 이유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해체했다고 자랑하면서 1916년부터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자의적

이에 어떻게 국제공조를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불이 붙

중에서도 자국 국민들이 참수당하고, 알카에다보다 더 극악한 이

통해서도 장밋빛 이슬람 국가를 대거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으로 나뉘었던 국경, 즉 제국주의의 유산을 하나씩 해체하고 있다

었다. 뉴욕, 제네바, 이스탄불, 파리, 런던 할 것 없이 전 세계 주요

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날뛰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사실이 아니다. 겉으로는 이상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이슬람 공동

고 선언한다. 정통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도시에서는 IS에 관한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특정

처럼 보이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표출되고 있

체 건설을 이유로 살인 등의 이교도 탄압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

치하에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국민들이 시리아의 아사드나 이라크

한 영토를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의 싸움이라면 미국 등의 국제사

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해온 노선대로 여전히

같은 수니파 온건 무슬림의 생명까지도 가차 없이 빼앗는 이들의

의 말리키 정부보다는 IS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접지 않고 있

회가 압도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와 이념, 그리고 초국경적 정서

미국의 국제문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싶어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행태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다. 그러나 아무리 이들이 참수를 이어가고 있고, 소수 종파나 기독

가 녹아들어있는 현상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IS와의 싸움은 매우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의 공조, 즉 다자적 해결을 선호

교 공동체에 대한 탄압과 살해를 일삼아도 국제사회가 발본색원할

어렵다. IS에는 조직 내에 자살테러를 자원하는 긴 리스트가 존재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IS는 더욱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도 사

수 있는 뾰족한 수를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한다. 그들에게는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극단적인 종교적 이념이

실이다. 이래저래 딜레마다.

우선하기에 어쩌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며

한치 앞도 안 보이는 혼돈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제

1

범세계적 종교·역사적 정통성에 기반한 힘, 국안
IS는 국제분쟁의 통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국제정치 교과서의 한

IS가 통치하는 지역(2014년 11월 1일 기준)

부분을 새로 써야 할 지경이다. 이들은 분명 국경과 영토를 선명

청년층의 이슬람 극단주의 투신과 IS의 프로파간다 막아야

자신들을 옥죄어 오는 그림을 ‘성전(聖戰)’으로 미화하고 싶어하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일단 IS에 의해 희생되는 무고한 민

히 한 채 국가를 선언했다.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을 거점으로 하

오바마 행정부는 지상군 투입가능성은 최소화한 채 공습에만 의

는지도 모른다.

간인을 보호해야 하고, 군사적으로 IS를 봉쇄시키는 데 힘을 모아

는 국가다. 그런데 국경을 넓히겠단다. 일단 내부정치를 안정화시

존, IS의 확대만 일단 막아보려는 요량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미국

이런 고민 속에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은 시간을 길게 잡은 것으

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아랍 중동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투신

키고 훗날을 도모하는 게 상식인데, 이들은 남으로는 아라비아반

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부시 행정부의 미국이 아니다.

로 보인다. 일단 급속도로 확산되는 IS의 영향력을 막아내고, 국

하는 젊은이들을 우회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높은 청년실

도, 동으로는 이란과 심지어 인도까지 자국의 미래 영토임을 선언

가뜩이나 미국 내 재정적자로 인해 국방비 절감에 온 힘을 기울여

제사회 특히 아랍 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들을

업률과 경제불균형은 더 이상 중동 내 특정 국가의 삶의 질과 관련

했다. 1300년 넘게 그저 사유 속에서만 존재해 왔던 하나 된 ‘움

왔던 터, 아무리 IS가 잔인무도하게 행동한다 해도 전쟁을 다시 하

고립시키려는 방향을 잡은 것 같다. IS가 스마트한 선전·선동술

된 경제 혹은 복지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젠 안보의 문제다.

과 효율적인 수사학을 구사하는 데 대해서도 이들이 ‘이슬람’도

처음 경험하는 현상, IS의 미래는 곧 국제정치질서 전반에 영향을

‘국가’도 아님을 강조하는 대응 논리로 상대하기 시작했다. IS는

미치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1 선전이라는 뜻으로 정보의 도구를 통하여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감정과 행동을 일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조직적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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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의 미래,
미국의 사이버전 환경과
국내 보안 전략을 비교하다
안태남 예비역 육군준장

인류 역사에서 전쟁의 형태는 그 시대의 기술에 따라 변화되어 왔
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의

1. 사이버 방위전략의 전환 배경: 전쟁은 사이버 공간의
정보체계를 활용한다

특이한 형태 중에 하나는 인터넷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

2. 사이버전에 노출된 위협 환경: 사이버전은 큰 자원이
필요하지 않고, 속도와 기동성이 생명이며, 공격 주체를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적이 발사한 미사일은 발

파악하기 힘들다

사 국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적이 퍼뜨린 컴퓨터 바이러스

을 전장으로 삼아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상의 전쟁, 즉 사이버전이

미국 | 사이버 위협이 미국의 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

다. 새로운 전장인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위협을

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 국방부는 군사 네트워크를 방어하기

미국 | 미군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은 정보기술에 의존하고 있으

통해 대가를 치르게 하기보다는 공격자가 공격을 통해 어떤 이

당하며, 때로는 실질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해 국가적 차원에서 문

위한 다중의 강력한 방어막을 설치하였으며 전군의 사이버 작

며 이는 병참 지원, 세계 각지 전력의 지휘 통제, 실시간 첩보제

익도 가져갈 수 없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여기서 목표는

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수시로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

전 통합을 위해 새로운 미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였다. 미 국방

공 및 원격 작전을 포함한다. 미국 정부의 디지털 기반은 미국

방어체계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설립하여 적이 공격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적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부는 현재 정부 네트워크 보호 및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국토안

이 적을 상대할 때 강력한 우위를 점하도록 해주고 있으나, 정보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실이다. 우리 국방의 사이버전에 대한 전략연구는 현재의 국방 정

보부와 협조 중에 있으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막을 국제적

기술에 대한 심한 의존은 반대로 적이 이를 이용하여 미군 능력

미국의 국가안보에 있어 사이버위협은 군사적 표적만 해당되는

보화 실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

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중인 동맹국들과도

및 작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거나, 재래식 전력을 방해하고 미

것이 아니다. 해커들과 타국의 정부는 민간기반시설의 통제망

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군 정보체계의 보안 문제 등으로 우리 군

협조하고 있다. 사이버위협 대비를 위해 방대한 양의 기초 작업

국경제에 위협을 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위협에 대

에 정교한 방해 공격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미 전력망, 대중교

체계를 공개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개된 유

이 남아있으나, 미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미국을 보호하기 위

비하는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 미 국방부는 사이버 위협의 몇 가

통망, 금융체계의 컴퓨터 고장은 막대한 물리적 피해와 경제적

사 사이버 전략체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개 가능한 분야를 분석

해 이미 다수의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이다.

지 주요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사이버전은 비대칭전이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부대전개, 병력보충, 민간 물품 병력 지

다. 컴퓨터 장비는 스텔스기 구입이나 항공모함 건설과 같이 막

급 등은 부득이하게 일반 인터넷 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일반

한국 | 전쟁의 패러다임이 정보체계를 활용한 전력으로 전환되고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미군 전력에 충분히 위협을 가할

인터넷 망과 주요 미 인프라 관련 망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은

있어서, 위에 언급한 미국의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대동소이하고

수 있다. 미국 네트워크에 아주 조그마한 약점만 발견된다면,

미 정부의 국가 안보기관이나 국가방위 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

10명 정도의 사명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만 갖고도 전 세계

임무일 것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만 취약한 것이 아니다. 하드웨

의 공격은 이미 언론을 통해 다루어진 바 있다. 군 정보기관 발표

에 퍼져 있는 미국의 병참 체계를 위협하고, 작전 계획을 탈취하

어와 소프트웨어는 가용되는 시스템에 적용되기 이전에 조작될

와 외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체계적으로 사이버 전사를 대량으

며, 첩보능력을 무력화 하거나 목표물에 대한 무기 조달을 방해

위험이 있다. 불량코드는 논리폭탄이라고도 불리는데 소프트웨

전략(Defending a New Domain, The

로 양성하고 있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우리 군은 북한과 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사이버전장에서는 공세가 우위를 점한

어 개발과정에 삽입되어 사용 중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킨다. 하

Pentagon’s Cyberstrategy)”이라는 글

교해서 현저히 방대한 정보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이

다. 사이버전은 속도와 기동성이 생명인 기동전과 매우 유사하

드웨어 관련해서는 원격조정이 가능한 “kill switch”와 숨겨진

을 통해 미국의 사이버전에 관련된 문제점

버전에 대한 방위전략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군도

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이 적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사이버

“backdoor”를 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칩에 내장할 수 있어 외

을 분석해서 사이버전이 종전의 전쟁형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공조를 하고 있으며 특히

방어체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셋째, 보복공격

부에서도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

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도출하고, 새로이 생

전쟁의 주체가 되는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를 설치하고 각 예하

가능성을 확실히 각인 시켜 적을 억제했던 냉전시대의 기존 방

조과정에서의 조작위험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며, 아마 가장 사

대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CERT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

식은 사이버공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람들에게 덜 인식된 사이버위협일 것이다. 제조과정에서의 조

이버 팀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보다 적극

사이버전에서는 공격 주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다, 파악한다

작은 감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뿌리 뽑기는 더더욱 어렵다.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 사이버전 전략을 생
각해 보고자 한다.

윌리엄 J. 린 3세(William J. Lynn III)는 “새
로운 영역에 대한 방어, 펜타곤의 사이버

겨나는 전쟁 영역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제
시한 바 있다. 린의 글을 간략히 소개하며
국내 사정에 맞게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는 그렇지 않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억제이론은 보복을

적인 대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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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3. 우월성의 이용: 미국은 사이버 군사력 창출 능력이 있다

4. 새 시대의 시작: 안전한 사이버공간이 국가 안보와 경제 보안을

미국은 언제 어디서 군사분쟁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한적이

쉬운 일이 아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규정을 만드는

거의 없다. 사이버공격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데 그 이유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관련 규정은 먼저 단순한 해커, 범

는 정부와 정부 이외의 단체 모두가 위협을 가하는 대상이기 때

죄활동(위조, 절도 등)과 간첩행위 및 미국에 대한 공격을 구별

미국 | 미국은(타 국가의) 기술 자원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즐

문이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작전상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극대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 법규에는 전시와 평상시에

기고 있으며, 사이버 세계에서 우수한 군사력을 창출할 능력이

미국 | 사이버보안이 직면한 난해한 과제는 신기술 시대의 시

화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적용되는 법을 근거로, 개별 사안마다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하며

있다. 국방부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공공부문을 지원할 수 있

작을 의미한다. 초기에 미국의 가장 강력한 힘은 변화에 대한

균형 잡힌 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범세계적인 특성

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nduring Security

인식이었다. 사이버위협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사이버공

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우방들도 사이버 방어의 일익을 담당해

Framework라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하여 주요 IT 및 방위 산

격은 잠재적인 적들이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우월함에 피해

한국 | 우리 군을 싸워서 이기는 군으로 양성하기 위해, 군은 정보

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냉전 때의 정책 신조였던 공유의 경보

업체의 대표들이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국방부의 고위 관

를 주기 위한 수단이며, 즉각적이고 추적하기 어려운 방식으

체계를 활용한 전력을 꾸준히 증강시켜왔다. 적보다 먼저 보고, 먼

체계를 사이버 세계에도 적용해야 한다. 공중으로부터의 공격

리들과 정기적으로 회동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 기관

로 공격을 시행한다. 이러한 공격은 핵 폭발 시 대량의 사상자

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하기 위한 C4ISRPGM 체계(타격복합체계)

을 경보하기 위해 미국이 공중 및 우주 방어 체계를 우방국들과

들은 사이버 보안으로 연구 방향을 전환하였다. 중요한 혁신

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미국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

를 구축했고 무기체계도 대량살상무기에서 정밀 타격으로 전환하

연계하고 있듯이, 미국과 우방국들은 협력하여 침입에 대비한

으로 꼽히는 것은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대학교 및 기업들에 대한 해커들

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무기체계는 모두 최신의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를 감시해야 한다.

Agency(DARPA)가 개발한 National Cyber Range 프로그

의 체계적인 공격은 미국의 지적 재산과 함께, 세계 경제에서

와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체계라서 북한 사이버 공격의

램이다. 미군은 목표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부대를 훈련시키고

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주된 타깃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체계

다양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국방부 자체는 사이

으로 인해 美 국방부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

강화시킨다

를 공격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사적인 분야뿐만 아

한국 | 사이버전의 특성 중 하나는 정보체계와 정보보안(Information

버전이 시작되면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하여야만 한다. 이 전략의 기본 요소에는 교육, 설비, 사이버방

니라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민간 분야에도, 그리고

Security)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수십 년 전 인터넷을 개발하였던 DARPA는 인터넷 모델 중 하

어 전력 지휘에 대한 조직 구성도 개발, 적극적인 방어 중심의

국가 기간 산업에도 유사한 공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미

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한 동일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나인 National Cyber Range를 개발하였는데, 군은 이를 통

층상 방위 채용, 미국의 주요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

서 린의 주장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해 사이버 방어능력을 시험할 수 있다. DARPA는 더욱 근본적

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 능력을 활용한 타 기관 지원, 美 동맹

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분석한 사이버전의 특징을 볼 때, 시

된다. 다만, 우리 군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사이버전에 대비해

인 연구를 추구하는데, 이는 침입자들의 능력과 공격을 저지할

국들과 함께 집단 방위 체제 구축, 추가적인 사이버방어 능력

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데다 그야말로 적은 비용과 인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전체 국방력 대비 보

수 있도록 美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공격 위주의

의 급속 발전을 위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전략의 목표는

력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린

다 강력하게 조직과 예산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사이버 환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DARPA에서는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이 미국의

이 분석한 사이버전에 노출된 위협 환경은, 현재 미국의 입장과 우

그렇지만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

미군의 사이버보안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운영체제, 컴퓨터 언

국가안보와 경제보안을 강화하는 데 있다.

리가 처한 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본다. 또한 사이버전의 특

한 방어 및 공격 무기체계의 개발과 적의 무기체계를 이해하고 대

어를 재설계 및 개선하기 위해 美 국방부의 네트워크 구조의 기

성 또한 전세계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응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전문성을 우리 군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

본 설계를 다시 고안하도록 과학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복

리이다. 그래서 사이버전 관련 전문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집

합적인 IT의 토대는 하룻밤 새가 아닌 여러 세대에 걸쳐 변할 것

한국 | 우리의 안보 환경에서, 미국이 겪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사

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기술 지원 집단은 민간전문기관과 상

이며, 미국은 현재 기술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취약성을 보완

이버전 환경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지금은 린이 분석 및 제안

미국 | 사이버 세계에서는 공격이 방어보다 우세한 점을 감안하

호 협조하고 기술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해야 하지만, 보안 문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한 사이버전 전략을 참고로 해, 막 시작된 사이버전에 대비해 제

여 미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 국방

등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연

부는 3중으로 중복된 방어선이 포함된 시스템을 전개시켰다.

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중 2개는 민간용 최고급품으로, 일반 컴퓨터의 백신을 사용

우리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도 국방 분야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국

한국 | 우리의 정보기술과 이와 관련한 환경이 많이 발전되어 온 것

하고 보안 소프트웨어를 보존하며 방어벽을 최신으로 유지함

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신호정보 분야 및 국

은 사실이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로 열세함은 자타

은 물론 침입을 탐지한다. 세 번째 수단은 정부가 제공하는 최

정원 관련 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들 기관

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린의 주장과 같

고 전문적인 적극적 방어책이다.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

들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상부 조직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지

이 사이버전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해서

야 하므로 이 시스템을 전개시키는 것이다. 적극적 방어 시스템

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적절한 도구개발을 위한 환경조성과 제도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된 국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지혜를 모을 시점이다.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네트워크 방어에 관한 규칙

한다. 특히 정보체계의 도입 주기는, 린의 말처럼 일반 무기체계

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칙을 만드는 것은 결코

도입 주기와 구분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 규정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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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포그래픽스
* 각각의 새로운 해시값은 모든 기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해시값 *

안전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기

+

커피도 사먹고 인터넷 쇼핑 결제도 된다는 비트코인,

채굴 컴퓨터들은 기존 해시값들의 조합,
새로운
해시값

+

윤찬과 은영의 거래를 통해 살펴봅시다. 온라인 쇼핑몰을

임시값

새로운 해시값을 계산해낸다.

+

운영하는 윤찬이는 비트코인(bitcoin)으로 상품 대금을 받기

새로운 거래 블록, 그리고 임시값을 통해

+

시작했고 은영이는 비트코인으로 옷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시값

+

번역 및 각색 이제원 / 디자인 세일포커스

새로운
해시값

❶
지갑과 주소

윤찬이와 은영이는

지갑이란 여러 개의

각자 컴퓨터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주소에

‘지갑(wallet)’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가지고 있다.

파일을 말한다.

섞인 문자열(해시값)로 변형해 준다. 원본 데이터의 아주 작은
변화라 해도, 결과로 나오는 해시값은 매우 달라진다. 게다가 어떤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열로,
물품 대금을 보낼
새 비트코인 주소를
생성한다.

❷
새로운 주소
만들기

각각의 주소마다

1HULMwZEPkjE

비트코인

PeCh43BeKJL1y
bLCWrfDpN

잔고가 있다.

+

암호화 해시 함수는 다량의 데이터를 고정 길이의 알파벳과 숫자가

주소는 영문자와

윤찬이는 은영이가

새로운
해시값

임시값

암호화 해시(Cryptographic Hashes)

등이다.

초기 데이터가 특정한 해시값으로 변형될지 알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The root
of all evil

The root of
all evil???

0000 0000
0000…

해시를 생성하는 일은 계산 측면에선 별 것

6d0a1899086a…

아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스템에는 새로운

(56개 글자가 이어짐)

해시값이 정해진 형태여야만 한다. 값의

The root
of all euil

486c6be46dde…

The root
of all veil

b8db7ee98392…

앞머리가 특정 개수의 0으로 시작해야 한다.

어떤임시값을써야해시값이
요구된개수의0으로

주소를 은행 계좌라고 생각하면 편리

❸
대금
지불하기

개인
암호키

공개
암호키

하지만 작동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

b4056df6691f8
dt72e56302dda
d345d6

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만들고 싶
은 만큼 주소를 만들 수 있는데, 개인

공개 키 암호화의 기초
윤찬이가 새 주소를 만든다는 뜻은 사실 개인
암호키와 공개 암호키로 구성된 ‘암호화 키
쌍’을 생성한 것이다. 어떤 메시지를 본인만
아는 개인 키로 서명한다면, 그것과 맞는 공
개 키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공개 키는

은영이는 윤찬이의
비트코인을

개인 키로 서명된 메시지는 누구든지 공개 키
를사용해서유효한것인지확인할수있다.

수가없다.그래서성공할

‘임시값’을사용한다.임시값이란해시를하기전에데이터에추가하는

때까지여러다른임시값을

임의의숫자이다.임시값을바꾸면해시값이아주다르게바뀐다.

사용해해시값을많이
생성해볼수밖에없다.

운주소를만드는것이권장된다.
따라서 어떤 주소가 은영이의 것인

광식

지 아무도 모르는 한, 은영이의 프라
이버시는 보장된다.

비트코인클라이언트에
알려준다.

광형

잔고로 들어있는 새 주소가 생성된다.

계산하도록

❹
거래
인증하기

설정된다.
광식, 광수, 광형은
비트코인 채굴자(miner)다.

공개암호키
(Publickey)

❺
거래
인증 완료

이들의 컴퓨터는
거래들을 새로운

이제 네트워크 상의 누구든지 공개 암호키를

‘거래 블록

각각의 개인 암호키가 들어있다. 비트코인

사용해서 이 거래 요청이 합법적인 계좌

(transaction block)’

클라이언트는 은영이의 거래 요청을 받아

소유주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으로 묶는다.

윤찬&은영

은영이가 윤찬이에게 이체한 거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근 거래에
묻힌다. 이 거래의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하려면 광수의 작업을 다시
해야 하고(아주 약간의 변화라도 우승자의 임시값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모든 거래를 채굴한 사람들의 작업도

출금할 주소의 개인 암호키로 서명한다.

26

이 경우 광수가 획득했다. 광수의 지갑에는 갓 조폐된 비트코인이

해시함수를

최근 10분 간의
은영이의 지갑에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주소들

있다. 이것은 우승자에게 50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거래로,

컴퓨터는암호화

이체하겠다고 자신의
개인암호키
(Privatekey)

블록마다 ‘코인베이스(coinbase)’라고 부르는 거래가 포함되어

광식이형제들의

광수

인 주소는 특정 공개 키를 나타내게 되고, 그

주소로물품대금만큼의

시작하는지채굴자들은알

동일한데이터로부터다른해시값을생성하기위해서비트코인은

정보 보호 차원에서 매 거래마다 새로

누구나 알 수 있다). 윤찬이의 새로운 비트코
에 맞는 개인 키는 윤찬이 지갑에 저장된다.

임시값(Nonces)

다시 하는 수고를 거쳐야만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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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인물 포커스

Rosenström 박사께서 핀란드 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달한다. 정부는 정리된 보고서를 12개의 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일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반영할 것을 주문한다. 그 뒤 다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구

정부 정책분석국(Goverment Policy Analysis Unit)에서 정치

성되면 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미래보고서를 반영한다.

인이나 정책담당자에게 미래이슈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일을

예를 들면, 새 정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주제로 미래보고서

하고 있다. 의사결정권자가 다양한 미래연구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를 준비한다고 치자. 이 보고서에는 이전 정부가 마련하고 국회의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 그래야 이들이 미래의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

의견을 반영한 에너지의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어

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도 과거 정부가 했던 미래 작업이 연속성을 갖는다.

박

R

옳은 미래란 없다,
다양한 미래가
있을 뿐

박

정부의 미래연구 과정

미래연구의 결과가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R

주제 선정 후 의회에 보고서 제출

나는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 촉진자(facilitator), 또
는 조력자(coordinator)이지 미래연구자는 아니다. 이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미래사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가에게 전달

정부

③

할 것인지 고민한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지킨다. 정부가 펴

선거
①

내는 미래보고서의 표지에 바탕색으로 보라색을 사용하는 이유도 미

Ulla Rosenström 박사,
핀란드 정부의 미래 준비 시스템 소개

영향

래연구는 이념과 가치 측면에서 중립적이란 의도 때문이다.

박

진행・정리 박성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미래연구자로서 당신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싶다.

R

본인을 중립적 커뮤니케이터라고 간주한다고 해도 정책가들을
정부
미래보고서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설득한다기보다 알 건 알아야 한
다는 접근을 한다. 정치는 가치에 관한 것이다. 각 당마다 옳

정부 미래연구 네트워크 모임에서 만난 Rosenström 박사

정부프로그램

영향

설득할 때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판단할 것 아닌가?

정부 미래연구 네트워크 모임에서 만난 Rosenström 박사

②

부처 미래 검토 보고서를 위한
핀란드 정책입안 환경 설명

부처 별
미래 검토 보고서

< 핀란드 정부의 미래연구 과정 >

다고 믿고 있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늘 정치판은 가치의 대립이 일어
나는데, 여기서 나는 그들이 미래세대적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은 유용한 정책이 미래에선 유용하지 않을 수 있

박

다. 이걸 미리 이해하고 정책을 만든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옳은 미래
정부가 미래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세계2차

래연구를 통해 도출한 미래사회의 기회와 위험을 근거로 현 정부의

(right future)란 없다. 다양한 미래가 있을 뿐이다. 다양한 미래를 논할

대전 이후 폐허가 된 유럽에선 인류가 얼마나 서로에게 파괴적일 수

정책이나 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했다.

수록 핀란드의 국제 경쟁력은 높아진다고 믿는다.

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고려

지난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5회

하는 사회적, 지적 분위기를 고양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것이 60

정부 미래연구 네트워크 모임에선 여러 국가의 정부에서 활약하는

년대 선진국 클럽(OECD)을 중심으로 정부쪽에선 중장기적 전망을

총리실에서 일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장관들이나
의사결정자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겠다.

R

다른 부처들이 다양한 미래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온갖 방
법을 동원한다. 타 부처 사람들과 비격식(informal) 미팅도

많이 갖는다. 미래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거나 이메일, 메신저, 트위
핀란드는 정부와 국회가 미래이슈를 두고 대화(dialogue)라

터 등으로 미래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한국은 미래연구자들이 어

공무원, 연구원, 정책담당자들이 모여 정부가 효과적으로 미래연구

고 불리는 프로세스를 통해 미래준비를 착실히 하는 국가로

떻게 정책가들과 소통하는지 궁금하다. 문화적 배경이 달라 접근하

기초로 공공정책을 형성하자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여기서 만난 Ulla Rosenström

유명하다. 간략하게 과정을 설명해 달라.

는 방식도 다를 것 같다. 내 방법의 핵심은 닥치는 대로 그들과 소통

정부의 미래연구 초기 미래예측의 정확성을 따지던 것에서 정부는 산

박사는 핀란드 총리실에서 정부의 미래연구를 고민하는 고참 공무

선거 직후 새 정부(총리실)는 앞으로 5~8년 뒤 미래에 어

한다는 것이다.

업계와 학계 등 시민사회를 미래연구에 끌어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깨

원(senior specialist)이다. 핀란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떤 이슈가 중요해질 것인지 구상하는 위원회를 조직한다. 예

닫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또 미래연구의 결과를

함께 미래연구에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

컨대 에너지의 미래라고 치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시민사회 등 광

Rosenström 박사는 생물학을 전공한 과학자 출신이다. 정부에서

확정된 대안으로 간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의 옵션으로 간주하

다. See Futures는 Rosenström 박사를 만나 핀란드의 정부 미래연

범위하게 듣고 미래 보고서를 작성한 뒤 국회 미래상임위원회(The

20년 일했고, 우연히 미래연구와 인연을 맺은 것이 벌써 10년이 됐

고 이중에 어떤 것을 먼저 집행할 것인가의 고민으로 발전시켰다. 또

구에 대한 그의 경험과 혜안을 들었다.

Committee for the Future)에 보낸다. 미래상임위는 200여명의 국회

다고 전했다. 그는 다양한 미래에 대해 배우는 것이 늘 즐겁다며 활

의원들에게 정부의 보고서를 돌리고 의견을 물은 뒤 이를 총리실에

짝 웃었다.

국가적 차원의 미래연구를 넘어 지정학적 미래 이슈를 고민하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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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저널리즘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넓히고
미래전략대학원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해외대학들이
과학저널리즘과 미래전략에 대해 어떤 방
식으로 접근하는지 배우고 그것들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기로 정했다. 물론 해외언
론사들의 실질적인 과학취재방식과 과학·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변화를 살펴보는 것
역시 우리가 정한 목표였다. 하지만 첫 해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었던 만큼 해외언론과
현장방문은 이후 GPP에 더 발전적으로 반
영되길 기대한다.
우선 과학저널리즘의 세계적 흐름을 이해
하기 위해 미국 MIT의 Knight 과학저널리즘
펠로우쉽(KSJ)과 과학작문대학원을 방문했
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저널리즘과 과학커
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학교는 미국 MIT와
미주리대, 조지아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등 10여 곳이다. 이 가운데 MIT를 GPP 첫해
방문지로 정한 이유는 우리와 가장 닮은 발
전 방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등 인문학 분야로 역량을 확대하고 있
다. MIT KSJ는 10년 이상 활동한 과학전문기
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펠로우들은
두 학기동안 MIT와 하버드 등 보스턴 지역
대학에서 과학 관련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우리학과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커리큘
럼을 짜는 반면 KSJ는 펠로우들이 본인의 관

KAIST 과학저널리즘 학생들의
MIT・하버드 방문기

미래전략대학원과 정문술SJ대상을 세계로

심사에 맞는 수업을 직접 찾는다. 하지만 학
위를 주지 않는 연수과정이고 성적 평가가

이지수 한
 국경제TV경제부기자,과학저널리즘대학원5기

없다는 차이가 있다.
필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KSJ의 디렉터
웨이드 로우쉬(Wade Roush) 박사는 우리
의 방문을 무척 환영하면서도 이런 차이

과학저널리즘 대학원 국제실습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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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저널리즘대학원(SJ: Master of Science

를 겪었다. 그리고 학교를 벗어나 어떤 경험

점을 염려했다. 그리고 이 점을 보완하고

Journalism)은 올해 처음으로 국제실습프

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GPP

자 MIT 비교미디어학과 소속의 과학작문

로그램(GPP: Global Practice Project)을 도

가 미래전략대학원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

대학원도 함께 방문하기를 조언했다. 로

입했다.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

할 것인지 토론하고 준비했다. 우리는 GPP

우쉬 박사의 소개로 과학작문대학원의 디

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수많은 시행착오

라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학생들이 과

렉터 대행 세스 무느킨(Seth Mnookin)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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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저널리즘을 탐방하다

수와도 연락이 닿았고 최종적으로 이틀간

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포럼은 미래

내에 한정될 수 있는 시각을 보완하고 기

의 MIT 방문일정을 마련했다. 우리는 첫날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술적인 부분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 언론

KSJ의 펠로우와 로우쉬 박사, 둘째 날 무느

판단했다. 또 주시리아 미국대사를 지낸

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다. 두 번째

킨 교수와 과학작문대학원 학생들을 만나

로버트 포드(Robert Ford)의 중동정세에

트랙은 평가의 대상을 국내를 넘어 아시

바쁘게 걷는 수많은 사람들과 살짝 흐린 하늘이 인

과학저널리즘에 대해 논의했다. 또 KSJ 펠

대한 강연에 참석키로 했다. 역시 한반도

아, 태평양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궁

상적이었다. 밤이 되자 거대한 건물들 사이로 흐르

로우들과 함께 에볼라에 대한 미국의 대응

를 벗어나 국제적인 시각으로 미래전략을

극적으로는 미국의 퓰리처상처럼 전 세계

는 빛의 강물은 내가 정말 세계의 심장 속에 와있다

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다.

언론을 대상으로 과학저널리즘상을 수여

는 생각이 들게 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

우리가 고민한 또 다른 부분은 GPP를 통해

이번 GPP는 앞서 SJ의 정체성과 미래전략

하도록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해 우리는 뉴욕에서 약 350킬로미터 떨어진 보스

미래전략대학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대학원의 발전방향 외에도 2012년부터

미래전략대학원은 이제 5살 어린아이다.

는 것이었다. 미래전략대학원은 과학과 기

시상된 정문술 과학저널리즘상을 글로벌

GPP는 SJ학생들이 이 아이가 조금 더 잘

술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한 언론상으로 발전시키는 우리의 비전이

자랄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물이다. 물

야 한다. 그리고 점차 분야를 확대해 다가

담겼다. 우리는 정문술상이 국내를 넘어

론 그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해서 다른 학

올 모든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아시아 태평양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내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

한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씽크탱크로 자리

점차 확대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해외대

다. 하지만 대학원의 모든 가족들이 아이

매김해야 한다는 데 우리는 뜻을 모았다.

학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GPP를 기획하는

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데

GPP는 해외사례를 토대로 학생들이 이런

단계에서 약 4개월간 미국 MIT 및 하버드,

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미래전략대학원

발전방향에 대한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되길

존스홉킨스, 컬럼비아대학교 등 학계 관

의 학생과 교수, 조교와 교직원 모두는 신

바랐다. 그리고 공공정책과 국제관계 등을

계자들과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분을 따지지 말고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

다루는 여러 학교 가운데 하버드 케네디

그리고 이번 공식일정 가운데 MIT와 하

을 가져야 한다. 부모라면 엄마아빠 가릴

공공정책대학원, 케네디 스쿨을 찾아가기

버드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글

것 없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세

로 정했다. 케네디스쿨은 대학원 소속 15

로벌 정문술상 프로젝트는 두 가지 트랙

상의 이치이듯 말이다. 우리는 이제 터놓

개 연구센터에서 분야별로 방대한 정책을

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로 평가의 주

고 얘기해야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발전

만들고 관련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국제

체를 넓히고 그다음은 평가의 대상을 확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어떻

적 시각에서 사안을 연구한다. 이들 센터

대하는 방식이다. 우선 국내언론을 대상

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

가운데 카이스트가 강점을 갖는 Science,

으로 해외 대학과 함께 후보작을 심사하

공감대를 만들고 한 방향으로 역량을 쏟

Technology and Public Policy(STP)를 다

고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정문술상 후보

는다면, 이것이 5년차 조직의 일원인 우리

루는 곳이 벨퍼(Belfer) 센터이다. 우리는

작에 대해서 1차적으로 대학원생들의 추

들의 거스를 수 없는 책무다.

벨퍼 센터를 시작으로 점차 분야를 넓혀

천단계가 진행되고 이후 교수 및 심사위

장기적으로는 케네디스쿨 다른 센터들의

원들의 평가가 이뤄진다. 이 두 단계 가운

장점을 습득해나가기로 했다. 케네디 스

데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해외대학 구

쿨 이사회의 일원이자 벨퍼 센터장인 그래

성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국

김동현한국디지털병원수출조합매니저,과학저널리즘대학원4기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쩐지 익숙한 느
낌이 들었다. 아마도 그 동안 책과 사람들을 통해서
익히 알아왔던 미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뉴욕은

턴으로 향했다. MIT, 하버드 등 동부의 명문대학이
모인 이 곳은 교육의 도시로 불린다. 실제로 시내를
둘러보니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이 도시 전체가 하
나의 캠퍼스 같았다. 미국판 ‘대전’이랄까.

MIT Knight 과학저널리즘 펠로우쉽(KSJ)의 로우쉬(Wade Roush) 박사와 SJ 학생들

햄 앨리슨(Graham Alison) 교수는 SJ학생
들이 국제적 이슈를 다루는 몇가지 행사에
참석하기를 권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우
선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에 대한 포
럼에 참석하기로 했다. 양국과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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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에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은 MIT다.

카플란(Matt Kaplan) 영국 이코노미스트

다음날 다시 MIT를 찾은 우리는 비교미디어

구를 지원한다. 하버드 한 켠에 마련된 연

보고 있었다. 이번 GPP를 기획한 SJ 5기 학

세계의 흐름에 맞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KSJ 사무실에 도착하자 디렉터 웨이드 로

지 기자는 이곳에 오기 전 다양한 저서와

학과 소속의 과학작문대학원을 방문했다. 이

구실에서 펠로우들은 1년 간 제약 없는 연

우들은 어느 때 보다도 집중해서 그들의

나아가야 할까?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우쉬 박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로

기사를 통해 활동했지만 결국 과학적 지식

곳에서 과학작문전공 디렉터인 세스 무느

구를 하게 된다. 더욱이 어떠한 과제나 결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이지

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 그 해답에 대

우쉬 박사는 3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

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KSJ에

킨 교수 및 대학원생들과 1시간반 가량 면

과물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

수 기자는 질의응답 시간에 패널들에게 날

해 많은 것을 느끼고 온 탐방이었다. 이번

동하고 올해 처음으로 모교인 이곳에 부임

서 관련분야의 전공수업과 여러 세미나에

담시간을 가졌다. 석사과정인 이곳은 매년

었다. Radcliffe 탐방을 마치고 우리는 하버

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중국이 미국을 제

GPP 탐방이 작은 씨앗이 되어 세계로 뻗

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로우쉬 박사와의

참석하면서 다시 현장에 나갈 원동력을 얻

1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해 과학이슈에 대

드 캐네디스쿨로 향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치고 1등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

어나가는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이 되기

면담을 통해 과학저널리스트 양성에는 많

고 있었다. 면담 후 우리는 로우쉬 박사와

한 글짓기에 대해 강도 높은 교육을 하고

로버트 포드(Robert S. Ford) 전 주 시리아

냐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실내의 모든

를 기대한다. 이번 GPP를 기획한 SJ 5기 학

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KSJ는

함께 에볼라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있었다. 학생들은 매 수업시간마다 에세이

미국대사의 중동정세에 대한 생생한 증언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패널들은 당황하

우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펠로우들을 위해 매주 최신 과학이슈에 대

참석했다. 세미나는 현재 미국 보건의료계

를 작성하고 교수들의 첨삭을 받는다고 했

을 들었다. 그의 시각은 철저하게 미국의

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패널은 이 기자에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분야별 최고 전문

의 최대 이슈인 에볼라에 대한 학계의 여

다. 무느킨 교수 역시 정문술상 선정에 여

입장을 대변했다. 이슬람 문화권의 학생들

게 “중국 사람이냐”며 되물었다. 그들의

가들의 강의를 통해 펠로우들은 그 시기의

러 반응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다

러 가지 형태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

은 거침없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지적했고

당혹스런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

가장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습득하게 된

양한 패널들이 미국인의 시각뿐만 아니라

다. 학과소속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직접

포드 전 대사는 이를 담담하게 받아쳤다.

는다. 하버드 탐방 및 포럼을 모두 끝낸 우

다. 또 펠로우들이 여러 랩들과의 네트워

아프리카의 관점과 보건역사학적 해석 등

혹은 문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우리는 다음 일정을 위해 케네디 스쿨의 1

리는 케네디 스쿨에서 유학중인 한인 학생

크를 구성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마련

폭넓은 시각을 보여줬다. 세미나를 마치고

있다며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층 로비로 향했다. 이곳에서 케네디 스쿨

들과 간단한 저녁식사를 했다. 우리는 동

하고 있었다. 매년 두 차례 해외 방문을 통

로우쉬 박사와 향후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JFK포

석한 유학생들에게 카이스트 미래전략대

해 글로벌 현장방문 기회도 제공하고 있

나눴다. 로우쉬 박사는 우리의 정문술상에

하버드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럼 이라 불리는 행사는 ‘2차 세계대전은

학원과 SJ과정을 소개하고 GPP와 정문술

다. 면담에 함께 참석한 KSJ 펠로우 매트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고 만약 펠로우들이

Radcliffe Institute of Advanced Study의 디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주제로 4명의

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수상작 선정작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KSJ

렉터 앨리슨 프랭클린(Alison Franklin)이

패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

전체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었다. 비학위 과정인 Radcliffe는 매년 50

행됐다. 미국과 중국은 시대를 양분하는

말했다.

여명의 펠로우를 뽑아 다양한 분야의 연

경쟁자이자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패널들은 전반적

KAIST 과학저널리즘대학원
프로그램은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과
함께 미래전략대학원을
대표하는 석사 학위과정이다.

으로 미국인의 국익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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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좌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장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9월 강연 – 오재학 본부장

KTX에 기반한
창조경제 실현 전략

가스를 공동 개발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을 전세계의 성장엔진으

로운 경제활동이 탄생할 것이다. 빠른 KTX에 기반한 고급 서비

로 육성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

스산업도 등장할 것이다. 국토의 시공간을 단축하여 전국이 하나

화협력 실현도 가능하다.

의 도시로 통합하고, KTX역의 지역교통 및 경제발전 거점 기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횡단

이 강화되고, 전국 단일도시화 등 전국적 국토공간 구조로 변모

철도를 기본 축으로 하여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대용량의 저렴하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고 안전한 국제수송 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고속철도를 중심으

지금까지 구축된 KTX 네트워크에 의해 대한민국은 이미 단일도

로 도로, 해운, 항공이 결합된 다양한 국제수송망의 연결이 가능하

시권화가 진행 중이다. KTX 영향권 확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다. 유라시아는 물론, 중동, 코카서스, 발칸반도, 동유럽을 포함하

대립이 해소되었고, 지역 간 교통체계가 변화하여 KTX가 장거리

는 초광역권으로 확대할 수 있다. 물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행

통행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KTX 정차도시는 지역 간

을 위해서는 경의선(개성~평양~신의주) 철도 현대화와 동해선

통행의 교통거점으로 부상하였다. KTX 역사 내 회의수요 및 상업

(부산~속초~원산~나진~블라디보스토크) 철도 현대화가 먼저

시설 매출 증가, KTX 정차도시에서의 국제회의 개최비중 증가 등

이루어 져야 한다.

KTX를 활용한 새로운 경제활동도 창출되고 있다. KTX 개통직후

지난 50년, 한국경제는 중화학공업과 IT산업이 주도했지만, 한국

도소매업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KTX 역세권 지가상승

경제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고속철도 산업을 육성해야 한

추이가 뚜렷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다. 고속철도 사업은 침체된 국가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

KTX는 MICE 산업 이며 지식기반 융복합산업은 KTX 역세권으로

역경제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과

의 집적이 가속화 중이다. 이것이 KTX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이

철도산업과 만성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국산화 차량, 최고의 토목

더욱 필요한 이유다. 그러므로 KTX 기반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실

기술, 창조적 도시개발전략과 융합 등은 차별화된 세계시장 수출

현전략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KTX 네트워크 기반 새로운

전략이 될 것이다.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둘째, 융복합 산업창조 플랫폼 모

KTX 노믹스(Nomics)란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특성화 개발을

델을 개발한다. 셋째, ‘정착→결합→확산’을 통해 KTX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 및 경제 거점 기능을 촉진하여 중심으로 전국을 하나의

지속적인 도시 및 지역발전의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그 밖에 KTX

도시처럼 발전’하는 것이다. KTX 노믹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

기반 창조경제를 위해 당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KTX 기

을 하나의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추도시권 상생반전의 융

반 창조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KTX 기반 창조경

합적 기틀을 마련한다. 지역내 차원에서는 도시재생 및 지역발전

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 맞춤형 KTX 거점역세권 개

의 코어를 제공하며, 광역적 차원에서는 광역권 간, 지역 간, 글로

발 및 규제특례 허용도 필요하다.

1

벌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KTX 네트워크 구축계획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리 서종환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는 2020년까지 총 연장 2,361km에 이르는 고속화철도를 가질 예
정이며, 이는 총 인구의 84%, 총 면적의 82%에 수혜를 미친다.

한반도 통일, 유라시아 지역의 가파른 경제성장 등이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철도투자 비중은 세계 6위지만 세계 철

주요 도시간도 90분 이내로 연결되며, 30분 이내로 KTX에 접근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를

도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대로 작다. 2025년은 한국이 세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KTX 노믹스의 출현이 예상된다. 즉, 전

기본으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수송망으로써

계 철도시장에 포지셔닝(Positioning) 할 수 있는 최적기가 될 것

국 마케팅 시대 도래, 전국 상권 백화점 탄생 등 KTX를 이용한 새

고속철도가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장은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강연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

이다.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의 고속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면, 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거대 단일시장을 형성
할 수 있다. 즉, 유럽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중
국횡단철도, 한반도 종단철도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성장동력으로써 KTX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Express)가 탄생하는 것이다. 더불어, 북극항로를 개발해 유라시

제시했다.

아의 끝과 끝을 연결하고,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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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좌

이나리 은행청년권창업재단 기업가정신센터장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10월 강연 – 이나리 센터장

신생벤처기업을
시작하자

오픈 소스(Open Source), 오픈 마켓(Open Market) 등을 통해 지

D.Camp의 최우선목표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다. 기

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업가 정신이란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하며, 눈치가 빠른 것이 아

소통하고 거래하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 모바일 혁명은 슘페터

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볼 수 있는 직관을 의미한다. 기업

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로, 전 세계 기존의 산업의 공식과 경제의

가는 제약과 위험부담을 뚫고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공식을 모두 파괴한다.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지도 아직 모르

지금은 창업하기 좋은 시대다.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한 전면 접속

는 것을 창조한다.’고 말한 스티브 잡스와 같이 시장에 없던 새로운

의 시대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물리적, 지리적 위치가 중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

요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어디서든 접속만 하면 소통이 가능하다.

창업육성에 힘쓰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

시장이 전 지구적 규모이며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광고, 유통 비

다. 먼저, 자금지원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국

용이 감소했다.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고 보편화되고 있어, 세계 최

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면서 D.Camp를 벤치마킹하고

고의 엔젤 투자가와 성공한 창업가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 최첨단

있으나 외형보다는 노하우, 네트워크, 문화 등을 참고대상으로 삼

제품과 기술개발 상황이 블로그(Blog)와 페이스북(Facebook),

아야 한다. 또한, 현재 창조경제타운 온라인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유튜브(Youtube) 등 뉴미디어(New Media)를 통해 공개되고 있

로 오픈 셰어링(Open Sharing), 코워킹(Coworking) 등이 활발하

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창업비용이 크게 감

게 이뤄지는 플랫폼이라기 보다는 일반 웹사이트처럼 느껴진다.

소되었고, 인구 증가와 컴퓨터 자동화의 여파로 안정적인 일자리

중학생의 소프트웨어 코딩(Coding) 교육의 경우도 컴퓨터적 사고

가 지속적으로 줄어 취직이 아닌 창업이 불가피한 시대가 됐다. 우

자체와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글로벌진출도 중요

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어 새로운

하지만 외국 투자자나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지금은 변화가 너무 빠르고, 빠른

것도 중요하다. 이는 지역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더 넓고 긴

변화 앞에서 누구나 자기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시대이며, 통찰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답은 사람이다. 창업은

력을 갖고 앞서 갈 수 있는 창업 외에는 다른 탈출구는 없다.

나쁘지 않은 것, 실패해도 괜찮은 것, 재도전하면 훌륭한 것이라는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생태계가 필요한데, 창업자, 멘토,

사실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야 한다.

투자가의 3가지 필수 요건의 3분야가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지
속 발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 좋은 예로 이베이
(eBay)가 인수한 실리콘밸리의 결제시스템 및 서비스 회사인
‘페이팔 마피아(PayPal Mafia)’가 있다. 초기 공동 창업자들은 이
베이에 페이팔을 매각해서 번 큰 돈을 활용해 재투자하거나 창업
을 돕는 인큐베이터(Incubator)를 만들었다. 이들이 연쇄적으로

정리 서종환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투자해서 탄생시킨 벤처회사들 가운데는 전기차를 만들어 낸 테
슬라(Tesla)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리콘밸리의 강점인 선순환

이나리 은행청년권창업재단(D.Camp)

스타트업(Start-Up)이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 생겨

구조를 본받아야 한다.

기업가정신센터장은 지난 「2025 대한민국

나는 어린 기업을 의미한다. 쉽게 표현하면 신생 벤처기업이라 할

D.Camp는 한국 최초의 창업 생태계다. D.Camp는 창업자에게 사

미래전략」 8차 강연에서 ‘기업가, 창업가

수 있으며, 새롭고 젊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Start-Up

무실 대신 협업공간을 제공한다. 창업자들이 교류와 협업을 통해

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창업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터, 혹은 교육이나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

일을 열심히 만 하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으로 활용된다. D.Camp 이용자들은 젊고 기술이 좋아야 하며, 40

묻는다면 답은 창업밖에 없다. 모바일(Mobile) 혁명이 몰고 온 전

년 걸리는 일을 4년 안에 해야 하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고도의

세계적 차원의 거대한 변화도 Start-Up이 필요한 중대한 이유다.

집중력이 필요하다. D.Camp는 창업자들이 좋은 투자자와 공동창

모바일 혁명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앱(App), 소셜네트워크서비

업자, 엔지니어와 조언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수시로 각종 네트워

스(SNS),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크 행사와 글로벌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정신이 한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창업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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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미래학 지형도

홍보
국내 외 미래학 행사 소개

한국 미래전략 학술대회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대안적 미래를 위한 우리나라 미래연구 평가와 새로운 시작
Reflection and New Beginning
2014년 12월 1일 월요일 9:00 ~ 18:00 COEX(3층 컨퍼런스 룸)

홍정훈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행사 의의 및 목적

프로그램

• 국내외 미래학 분야 최신 정보 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제1회 한국 미래전략 학술대회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미래연구의 방향,

• 미래연구의 필요성, 유용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미래예측 등
미래학 관련 연구 저변을 확대

연구방법, 연구 분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갖고자 합니다.

KAIST미래전략대학원과 국회는 9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생, 연구진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

누구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 연극 등 미래체험을 통한 미래사회 및 미래연구의 속성 이해

는 작년 9월 26일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

우리나라 미래연구의 초석이 될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에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특허허브 국가로 만들기 위한
관련 법안을 점검하고 추진위원회의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

시각
09:00~09:20

09:20~10:00

10:00~12:00

12:00~12:40

12:40~14:00

14:00~15:40

15:40~16:00

16:00~17:40

17:40

행사 내용
사전 등록
개회식
개회 선언
축사 1
축사 2
특별 보고

발표자

박병원 대회조직위원장(STEPI)
이석준 차관(미래창조과학부)
송종국 원장(STEPI)
문술 국가미래전략보고서 발표 김진향 교수(KAIST)
제1부 : 대한민국 미래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우리나라 미래연구의 시작과 발전 김진현(前과기부장관)
현재
국내 미래연구 현황 및 진단 박병원(STEPI)
우리나라 미래전략이슈와 대응 방안:범국가차원의 미래문해력 제고를 위한
미래
전략공동체 건설 우천식(KDI)
패널 토론
오찬
튜토리얼

세션 1
(317A)
김원택(홍익대)

세션 2
(317C)
이순영(리소페)

미래상황극
(318C)

디자인 사고기법을 활용한
미래예측 실습

프랑스 예측기법
La Prospective 실습

4가지 미래상황극을 통한
미래경험/예측

*참가 희망자는 튜토리얼1, 튜토리얼2, 미래상황극 중 택 1
제2부 : 미래연구의 이론, 방법 그리고 활용(전문가 초청 세션)
이론
미래연구의 영역과 대상 Patrick van der Duin(TU Delft)
발표자
방법/내용
미래학 및 미래예측의 교육과 학습 Meimei Song(Tamkang University)
활용
미래연구와 정책·실행 강홍렬 (KISDI)
패널 토론
Coffee Break
제3부:학술 논문 발표
세션 A
세션 B
세션 C
세션 D
(317A)
(317B)
(317C)
(318A)
Horizontal scanning
Foresight & Policy
Foresight & Society
Theory & Methods
각 세션별 토론 세션별 발표6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Best Debut Paper 시상(각 세션별)

좌장
-

장소
-

박성원
(STEPI)

대회의실
(327)

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를 특허·지식재산 분야
의 세계 중심국가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래 결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및 KAIST
이광형 교수가 공동대표 등 여야 의원 64명과 지식재산 관련 민간 전문가 20여
명 등이 참여했다.
이번 창립총회는 강창희 前 국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이광형 KAIST 교수의 ‘세계

이규연
(중앙일보)

대회의실
(327)

-

튜토리얼1
대회의실(317A)

및 특허법 개정안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튜토리얼2
대회의실(317C)

등 특허분야 전문성은 매우 취약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추진계획 발표’, 윤종용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의 ‘특
허의 국제적 동향’, 한상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특허허브 국가의 방향

튜토리얼→
이상지(KAIST)

미래상황극→
박성원(STEPI)

미래상황극
연극실(318C)

박병원
조직위원장

대회의실
(327)

이광형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5대 특허 강국이지만 법·제도·인력양
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혜영 공동대표는 “특허
허브국가 추진은 변호사 비용만 연간 2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특허소송 시장을
우리나라로 흡수하고, 관광·식품 산업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는 창조경제를 위
한 블루오션이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일정으로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먼저 특허소송 관

-

-

각 세션별 좌장

소회의실
(317A,B,C,318A)

박병원
조직위원장

대회의실
(327)

할 집중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허 관련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특허청과 함께 특허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특허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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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학술용역
워크숍 개최
취재 ∙ 정리 서종환 미래전략센터 선임연구원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지난 9월 22일 월요일(오후 4시) 구로
디지털단지 디폴리스 A동 2층 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ICT 융합
형 에너지 효율화 전략 마련 학술연구’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주관하여 고려대학교 컴
퓨터 정보공학과 조충호 교수 연구실에서 수행중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ICT 융합형 에너지 절약형 기술 분야
에 대한 미래 전략으로서 건축물분야의 2030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차원의 제도 구축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10월 1일 수요일(오후 1시 반)에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
원 GL Room에서 ‘미래 한국경제와 기업경쟁력 강화전략 마련 학
술연구’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주관
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문휘창 교수 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결과로서, 한국경제와 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10년 간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기업과 국가
경제를 상호 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각 발표회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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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형
에너지 효율화
미래전략
발표자 조충호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30 글로벌 ‘Green Race’에 대응하여 에너지 기술 및 산업의

한 국가의 경제 문제는 생산성보다 소득이 많거나 소득보다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립이 필요한 국가 미래전략은 미래

지출이 많은 경우 발생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

변화의 방향을 읽는 메가트렌드(Megatrends)에 기반을 두어

적인 방법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해결

야 한다. 미래 ‘Green Race’ 사회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조, 사

해야할 주요과제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과제 두 가지로 요약할

업방식, 가치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회구조의

수 있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공동가치창출(CSV) 전

메가트렌드로는 ICT 첨단 도시 출현으로 도시환경 이슈 증대

략이 필요하다. CSV는 기업이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면

로 에너지 효율화 인프라 투자 증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

서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해 경제/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키

가스 규제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활용(태양, 풍력 등), 새로

우자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생존을 위한 사회적 활

운 에너지 자원 활용(바이오, 희귀금속, 신석유가스 등), 에너

동(CSR for Survival), 자기만족을 위한 사회적 활동(CSR for

지 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을 꼽을 수 있다. 사업방식의 메가트

Self-satisfaction),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회 창출(CSO

렌드로는 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 소비자와 기업 간 판매가

for Image),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회 창출(CSO for

개방된 프로슈머(Prosumer) 형태의 참여와 공유를 통한 사업

Competitiveness) 등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CSV 전략은

모델인 오픈 파트너쉽(Open Partnership), 에너지 효율화 및

CSR을 CSO로 바꾸는데 필요하다. 다음으로 창조경제는 에디

합리적 사용을 위한 문화 조성과 법제도 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슨형과 게이츠형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 에디슨형은 원천

책임 부과가 있다. 가치 측면에서의 메가트렌드로는 물질적인

기술에 집중하는 것인 반면, 게이츠형은 MS사의 오피스 SW,

풍요로 정신적 가치에 대한 열망 증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

Apple사의 iPhone과 같이 기존 기술을 잘 융합하여 보다 높은

는 시대적 가치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사회 가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둘 중 게이츠형 전략이 창조경제를

중시,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쾌적한 환

위해 보다 적합한 전략이며 한국의 전략산업은 경제/신성장

경 사회의 가치 증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와 더불

에서 안전/국방(일본/미국), 환경/사회(유럽), 생태계(싱가포

어 우리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ICT 및 디지털 기술이 있다는 점

르)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을 동시

을 감안할 때, 미래 에너지 기술 전략은 인간 감성을 중요시하

에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해야 한다. 이로

는 창의적이고 ICT 기술과 융합된 형태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

써 국가는 일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을 발굴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은 지구

한국의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창출을 위한 전략(일명 K-전

평균 증가치의 약 3배이고, 기후변화협약 가입 후 온실가스 감

략)은 기존 “What”접근법이 아닌 새로운 “How” 접근법으로

축 압력이 가중되어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달

설명이 가능하며, ABCD 모델로 요약할 수 있다. ABCD는 속

성을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에너지 환경

도와 정확성을 요구하는 민첩성(Agility), 모방과 글로벌 스탠

이 변화함에 따라 공급정책보다 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며, 지

다드가 필요한 벤치마킹(Benchmarking), 혼합과 시너지 창

속가능한 건물에너지 절감기술과 온실가스 배출관리기술이

출을 포함하는 융합(Convergence), 성실과 목적 지향성이 뒷

필요하다. 건물부분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은 한국의 에너

받침되어야 하는 전념(Dedication)을 각각 의미한다. ABCD

지 소비 특성에 부합하며, 경제성이 높아 미국도 우선으로 추

모델은 한국 발전의 다음 단계를 위한 전략 수립과 개발도도

진하고 있다. 그 밖에 공급부족을 메우기 위한 사후적 수요관

상국에 대한 원조에 유용하며, 경제, 경영 이외의 분야에도 적

리, 낮은 에너지 가격 정책, 캠페인, 홍보, 실내온도 제한 등 일

용 가능하다. 이러한 미래 한국경제와 기업경쟁력 강화 전략

시적 부화관리에서 벗어나 합리적 수요관리를 통한 공급자원

은 경제 육성을 넘어 사회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장기

확충, 부담 경감, 에너지 가격기능 강화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

적으로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 한국경제와
기업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자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해야 한다. 사업방식도 정부재정지원에서 민간과 시장 중심으
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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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
1기 수료·2기 입학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2014년 4월부터 세종시 국립세종도서

수업과 그룹별 프로젝트 연구 및 결과 발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

관에서 ‘국가미래전략고위과정’을 개설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이

행되며, 발표 및 토론능력을 향상시키고 주요 현안에 대한 안목도

과정은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할 과장급(서기관) 이상의 중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앙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

제2회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정

상으로 하며 국가미래전략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

지금까지 에너지 미래전략(박승빈 KAIST 대회부총장), 경제정책

다. 이 교육을 통해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과

분야의 미래전략(조동철 KDI School 교수), 복지정책분야의 미래

학기술과 인문사회의 지식융합을 바탕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 미래학과 미래예측(이광형 KAIST

역량을 키우고 국정 핵심 과제별 미래전략의 이해와 확산을 도모

미래전략대학원 원장, 이상지 KAIST 교수), ICT분야와 디지털 정

하며 향후 미래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미래전략 연구

부의 미래(김성희 KAIST 교수), 인터넷컴퓨팅의 미래전략(윤찬현

와 인재양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AIST 국가미래전

KAIST 교수), 미래전략을 가진 성공한 리더들의 뇌(정재승 KAIST

략고위과정은 국내 최초의 미래전략 고위 연구과정으로 고위 공

교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미래변화 7대 요

무원과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참여하여 20년 이상의 장기

소와 대한민국 신 산업전략(임춘택 KAIST 교수), 지식재산 미래

전략과 대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박성필 KAIST 교수), 사물 인터넷(IoT) 미래전략(이상지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활성화하는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다.

KAIST 교수), 세계 10대 기술과 바이오 미래전략(이상엽 KAIST 교
수), Prospering in times of innovation(조기훈 딜로이트 전무), 3D

2014년 4월 3일부터 2014년 8월 28일까지 45명의 국가공무원 및

Printing이 창조하는 미래(이경상 한국생산성본부 단장), 로봇미

산업계 임원들이 1기 과정을 성공리에 수료 하였으며, 2기 과정은

래전략(오준호 KAIST 교수)이란 주제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

KAIST 미래전략대학원과 국회의정연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

고 과학기술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곳이 바로

2014년 9월에 시작하여 총 54명의 인원이 열성과 관심을 가지고

막 시간은 미래전략에 관한 그룹별 프로젝트 연구 결과 발표 및 토

도 9월부터 12월까지 12주 간 ‘제2회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

KAIST이다. 그래서 미래를 만드는 국회와 KAIST가 손을 잡고 국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수료할 예정이다. 2기 교육은 미래전

론을 위한 워크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을 진행한다. 본 과정은 국회의원 및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긍정적

략에 대한 주제로 1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강의는 토론식

대상으로 총 12회의 강의로 진행된다.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9

인 계기를 제공했다.

시까지 진행되는 강의에도 불구하고 총 83명의 의원과 고위직 공

‘제2회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정’은 미래학 강의와 과학·기

무원이 수강한다. 수업은 60분의 강의와 30분간의 날카로운 질문

술,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하여 국가미래

과 적극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비전에 대한 국회의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미래

대한민국은 커져가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미래예측·

학 분야는 미래학 소개 및 3차원 미래예측법이 소개되었다. 과학·

비전 및 국가미래정책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인 평가 및 대안제시

기술 분야는 사물인터넷, 자동차의 미래, 바이오 미래전략 등을 다

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모방·추격에서 벗어나 첨

루고, 경제·산업 분야는 에너지, 특허허브, 금융경제 미래전략

단 산업기술과 지식융합을 바탕으로 미래선도 패러다임으로 전환

에 대해 다룬다. 또한,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미디어와 SNS의 미

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장기전략과

래, 문화기술의 미래 및 헬스케어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마지

대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미래전

막 강의는 3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법과 예산을 통해 만드는 곳이 바로 국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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