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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창조경제를 위한 조언

위기의 한국,
겉도는 창조경제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 우리가 그
동안 구사해온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성장전략은 이제 그 종점에
다다랐고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가 포

박상일 (주)파크시스템스 대표이사·(사)벤처리더스클럽 회장

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 기간산
업인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전자산업은 이미 중국
에 의해 추월당했거나 곧 추월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경제규모나
생산비용 면에서 우리는 도저히 중국과 맞설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중화학공업은 대규모 해외 자원과 수입 에너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갈수

필자는 미국 스탠퍼드대학으로 유학을 갔다가 박사학위를 마치

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그동안 대기업 위주 경제성장

고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했었다. 9년간 기업을 경영하

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경제민주화와 복

다가 이를 매각하고 귀국하여 두 번째 벤처기업을 창업, 지금까지

지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청년고급인력의 실업

18년간 경영해오고 있다. 남들이 대부분 가는 안전한 길이 얼마든

과 인구구조변화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

지 있었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두 번씩이나 벤처기업을 창업한

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

것은, 기술창업이야말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발하

들 것이므로 이제까지 누려왔던 인구배당효과는 사라지고 앞으로
는 그 반대의 효과가 작용할 것이다.

는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장전략을 과감히 폐

사업을 하면서 미국에서 겪은 어려움은 자금부족, 경험부족, 언어

기하고,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을 선택하고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장벽, 문화의 차이 등 개인적인 이유였던 데 비해, 한국에서는 누

미래를 창조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패러다임은 에너지와 자

구에게나 해당되는 사업환경 자체의 열악함이 가장 큰 어려움이

원의 해외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월등한 국제경쟁력을 가지면

었다. 미국 사회는 수평적이고 공평한 데 반해 한국 사회는 수직적

서 고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이며 불공정한 면이 매우 많다. 권력과 금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바로 과학기술집약형 글로벌 강소기업을 의미한다. 우수한 인적

크고 사회적 인식과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자원을 가진 우리나라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산업형태
다. 기술창업이 활발해지고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면 독일, 이스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을’에 대

엘, 대만, 스웨덴처럼 기술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는 안

한 ‘갑’의 횡포가 끊이지 않는다. 또 우수 인력은 대학 재학 중에 대

정적인 경제구조를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급인력의 고용효과

기업에 의해 산학장학생으로 입도선매되어 아예 인력시장에 나오

가 높아 경제민주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 않는다. 간혹 나오는 경우에도 규모가 작은 기업은 취업의 고려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인식 아래 경제민주화라는 기치를 내세웠

대상이 아니다. 고급인력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술벤

고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년

처기업에게 치명적인 문제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의 미래 신

간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노
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창

성장동력을 창조할 기술창업이 성공할 수 없다.

조경제의 핵심주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초점이 충분치 않았고 때
로는 빗나갔기 때문이다. 정작 벤처생태계를 옥죄고 있는 잘못된
제도는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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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병역특례제도이다.

아니라 향후 그 기업의 관련제품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닌 융자로 창업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에 병역특례제도가 변질되어 제 역할을 하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부채를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재기불능이 된다.

지 못하고 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국공립 연구소, 대
학에게까지 병역특례자가 갈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는 개선

확고한 공정경쟁질서 정립 위해

그리고 코스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기술주 위주의 시장에 걸맞

되어야 한다. 병역특례제도의 수혜자를 기술 벤처기업으로 국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 수정을

은 본연의 역할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재무적 지표만 볼 것

시켜 우수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량한 신생기업이라 해도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

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시장 잠재력, 성장 가능성 등 질적인 면을

래, 기술 탈취, 핵심인력 빼가기 등 부당한 일로 성장 기회를 박탈

중시하여 상장요건을 합리화하고 기업가치평가를 고도화하여야

기술벤처 중심의 R&D 정책 대전환

당하거나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경쟁

하며 불량기업을 과감히 퇴출시켜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다수의 소규모 민간 과제 지원으로

질서의 확립, 지식재산권 보호, 고용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어떤 개혁이든 기득권의 반발과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

국가 R&D 정책도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추격형 경

등 법률적 보호 장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조계는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집단은 대기업, 특

우수한 기술벤처기업이 탄생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성장 시대에는 국가기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매우 낙후돼있고,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중

히 재벌들이다. 이들에게는 강소기업의 출현이 달가울 리가 없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필요로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역할을 했다. 선진국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필요한 산업기술을 개

소기업이 제대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수한 인재가 강소기업으로 몰려가고 납품업체의 경쟁력과 협상

최고급 인재들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벤처기업에 가담한다. 필

발하기 위해 출연연구소를 설립하고 대기업과 연계하여 대형국책

특히 부당한 사례가 발생해도 공정거래법은 몇몇 정부기관만이

력이 높아져 제값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이들에게는 매우

자도 미국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했을 때는 스탠퍼드대학 후배들은

과제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선도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못마땅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업종과 직간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론 MIT 출신, 컬럼비아대학 MBA를 거쳐 맥킨지의 컨설턴트로

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신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어떤 기

미국, 영국, 독일처럼 전속고발권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부당한

신생 강소기업이 출현하면 대기업은 기필코 이들을 도태시키려고

일했던 사람도 어렵지 않게 영입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술을 모방, 습득, 개발해야 하는지 목표가 확실했던 과거와 달리,

사례가 발생하면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발

할 것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으며, 이것은 중소기업이

는 톱 클래스 인재를 영입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기술개발 목표가 불분명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술

이 남용될 것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기업과 분쟁이 발생했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

어렵사리 당사자를 설득해도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영입이 무

이 돌파구를 가져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다. 그러

을 경우 법조계에 대한 영향력과 자금력 때문에 개인이나 중소기

다. 이들은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조하는 척 하

산되기 일쑤였다.

므로 이제는 정부가 대규모 산업기술 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

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확실한 사례가 아니면 중

면서도 물밑으로는 집요한 방해공작을 펼칠 것이다. 이러한 방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어느 분야로 진출하는가

이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다수의 소규모 과제를 수행할 수 있

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를 차단하고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

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된다. 지금과 같이 고급 인력이 공무

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과 R&D 정책 방향이 전환되

일이다.

정경쟁질서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 정치, 사회, 사법, 문화 등

원, 공기업, 대기업, 금융업 등 안정적인 조직으로만 가려고 해서

어야 한다.

또 지식재산보호를 강화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

을 종합 권력화한 재벌에게 더 이상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는 미래가 없다. 이들에게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그리고 과거에는 국내 대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견기업이나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법관 전문성 강

이 이미 경제, 산업,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충분히 제기되었다. 재벌

(Entrepreneurship)을 함양시키고 필요한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중소기업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

화,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제도, 소송대리인 전문성 강화

의 계열사를 문어발 재벌, 무소불위의 권력재벌로부터 해방시키는

한다. 주위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합류하려는

하는 것에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세계 각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낮추어주는 방안이 강

것이 곧 정상적 대기업으로의 회복이고 기업 본연의 기능 정상화

이들을 만류할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처럼 격려하고 박수

국의 대기업이 두려워하는 경쟁업체가 바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구되어야 한다.

이기도 하다.

쳐주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 사례를 발굴,

다. 아직도 정부 R&D 자금을 대기업에 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홍보하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아이돌스타나 스포츠스타가

또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은 대학이나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자금시장여건 개선

등 40개의 독점기업을 해체한 일, 그리고 근래에 AT&T를 분할하고

아니라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깨우쳐주어야 한다.

과제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 코스닥을 증권거래소에서 독립해야

Microsoft의 끼워팔기를 제재한 일은 경제권력의 집중이 얼마나 해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벤처기업에 합류하는 인재들에게 금전적

가장 효율적으로, 또 열성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이 벤처기

지난 10여 년 사이 벤처캐피털의 수준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 궤도

로운 지를 확실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환경이 있기 때문

보상도 필수적이다. 자금력과 이익 창출능력이 부족한 초기의 벤

업이다. 대학교, 연구소, 대기업에 비해 이들은 기술개발의 성패

에 진입한 벤처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해졌다. 단, 불

에 실리콘밸리와 같은 벤처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

처기업이 적은 연봉으로도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에 따른 보상이 크고 조직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공정한 투자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한 표준투자계

리나라도 자본과 권력의 결탁을 철저히 막고 불공정 거래를 확실히

스톡옵션제도이다. 그런데 현행 스톡옵션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

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또 기술개발의 목표도 뚜렷하

약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시급한 사안은 창업 초기에 필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신뢰

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말 과

다. 논문이나 특허 등 외형적인 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요로 하는 자금을 투자해 줄 엔젤투자자가 극히 적고 이들의 역량

자본이 축적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구체적인 창업활성화 정책을

세문제가 약간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불충분하다. 투자자와 동일

품화해야 하므로 실용성이 높은 연구를 하게 된다. 정부 R&D 자금

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은퇴한 벤처기업가가 엔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글로벌 강소기업의 출현

한 과세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비상장기업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을 우선적으로 벤처기업에게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정부

투자자가 되곤 하는데 벤처기업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로서는

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행사가격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주식보상비용도 기업 자율에

R&D 자금으로 연명하는 벤처기업은 솎아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생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제혜택, 정책자금지원 등을 동원

맡겨야 한다.

위해서는 과제의 성공, 실패를 수행 기업이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

해서라도 엔젤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아

기술창업의 관건은
고급인력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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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창업 지원기관

요즈마 펀드(Yozma fund)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운영된 이스라엘의 벤처투자
펀드다. 이 펀드는 1993년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 산하의 수석과학관실(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OCS)이 1억 달러를 재원으로 출범시켰다. 1990년대 당시 이스
라엘에서는 벤처캐피탈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스라엘 정부의
벤처펀드 조성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였다. 하지만 요즈마 펀드는 정부가 조성한 초
기펀드를 기초로 해외 투자펀드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이를 통해 벤처투자자금의
확보와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펀드 초창기 2.6억 달러 규모
(정부 1억 달러, 해외민간투자 1.6억 달러)에서 2000년까지 30.7억 달러를 조성하여
이스라엘 벤처창업 신화달성의 주역을 담당했으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벤처창업 생
태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즈마 펀드는 98년에 정부주도 프로
그램으로서는 종료되었으나, 펀드 정책을 주도했던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 수석

이스라엘 창조경제의 주역,
요즈마그룹(Yozma Group)을 만나다

과학관은 그 노하우를 살려 민간 벤처투자기업인 요즈마 그룹(Yozma Group)을 출범
시켜 요즈마 펀드의 투자철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 하에서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카이스트 See Futures 편집진은 지난 2014년 11월 3일 서울
여의도 요즈마그룹 한국지사를 방문하여 요즈마 펀드의 의의와 향후 사업방향에 대하

취재・정리 조진삼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여 이원재 한국법인장과 면담을 가졌다.

“투자수익률 100%의 또 다른 비결은 될 성 싶은 사업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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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선발하여 사업초기부터 과감하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요즈마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절대 이렇게 될 수

가 500만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이처럼 급

기에, 이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정

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사람으로 영입하였

이 높아졌고, 요즈마 펀드에서도 연대보증

소개를 부탁한다.

없는 나라였다. 국토의 70%가 사막이고

격한 대규모 인구유입은 고용시장에 상당

부가 앞장서서 조성해 준다면 이스라엘의

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벤처가 좋은 사업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대출 개

먼저, 저희 요즈마그룹을 찾아주셔서 감

석유 등 지하 부존자원도 없는데 전쟁이

히 큰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총리 주도

벤처창업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즈마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그 중에서 해외에서

념에서 투자 개념으로의 전환은 원금손실

사드린다. 어떤 의미로 요즈마 펀드는 이

나 각종 분쟁이 많은 나라다. 그럼에도 이

하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펀드의 기본 철학이다. 이러한 구상을 총리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

을 각오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로서는

스라엘에게는 희망의 펀드였다. 벤처창업

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은 창조경제를 성공

을 긴급히 모색하게 되었다. 이갈 에를리히

에게 건의하여 펀드를 출범시켰고, 결과적

이스라엘 국민 누구라도 아이디어가 있으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재정 손

이 전무했던 이스라엘이 오늘날 창업국가

적으로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사실 이스라

(Yigal Erlich) 요즈마그룹 회장이 당시 수

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면 일단 와서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

로 탈바꿈한 원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엘도 처음에는 창업실패국가였다. 그 이유

석과학관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 분이 고

갖추었고, 덕분에 이스라엘 창조경제의 리

나 에를리히 회장의 국회 연설 등을 통한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펀드규모를

는 간단하다.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주변

안한 펀드가 요즈마 펀드(Yozma fund)였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요

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에

강력한 리더십 하에 펀드가 정부가 1억 달

자랑한다. 전세계 벤처펀드의 35%가 이스

국이 적대국이라서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

다. 수석과학관이라는 직위는 이스라엘에

즈마의 방식이 궁금하다.

도 연대보증이 있었다. 벤처에 투자할 자

러를 조성해줬다. 이는 전체 펀드조성 목

라엘에 투입될 정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없었다. 93년도 이전에는 투자가 이스

서는 벤처 양성, 경제양성, R&D기획 운영

출범 당시 요즈마 펀드의 최우선 목표는

금 규모가 부족한 시절이다보니 연대보증

표금액 2.6억 달러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

벤처캐피탈 운영회사들 상당수가 이스라

라엘에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당연히 실

에 이르기까지 총괄지휘를 하는 최고책임

해외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라도 있어야 했다. 사실 이것은 소규모

액이지만(약 40%) 명실공히 이스라엘 정

엘에 입주해 있다. 이스라엘은 전세계 국

업률은 매우 높았다. 더구나 90년대 소련

자다. 요즈마(Yozma)의 의미는 출발 또는

요즈마 펀드를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전

펀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부가 투자하는 공신력 높은 재원이었다.

가 중에서 나스닥 상장기업수를 3번째로

의 붕괴로, 소련 내 유대인 약 100만 명 정

이니셔티브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에게는

지역에 인큐베이터부터 하나씩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

이를 토대로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해외투

많이 보유한 나라이기도 하다.

도가 유입되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

유대인 네트워크가 이미 전세계에 퍼져 있

인큐베이터를 담당할 대표들은 해외 경험

면서 점차 연대보증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

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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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대한 제언이

다. 요즈마는 모태펀드기 때문에 벤처펀드

직위를 10년 동안 연임한 후 은퇴하였으

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계약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요즈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국가가 나설

며, 정부주도의 요즈마 펀드가 종료함에

오시면 된다. 이러한 인큐베이팅 전략은

는 펀드 조성 시 유한책임파트너(limited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정부는 마중물만

따라 민간 주도의 요즈마 2호, 3호 펀드를

요즈마가 다른 펀드를 유치할 때 사업성과

partner) 자격으로 참여하므로 펀드 운용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현 정부 이후

해야 한다. 이것이 요즈마그룹 회장의 철

론칭하면서 요즈마그룹(Yozma Group)

신뢰성에 있어서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에 있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주 파트

에도 벤처육성정책이 계속 활기차게 이어

학이다.

의 회장이 되었다. 요즈마 펀드 운영 과정

다만 회장님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대기업

너(master partner)에 일임한다.

지도록 해외투자유치를 더욱 활성화하면

에서 축적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여전히 살

을 탐방해보니 카이스트와 같은 우수한 대

현재 요즈마펀드의 IRR(내부수

아 움직이고 있기에 민간 펀드로 전환한

학의 출신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근무하고

익률)은 100%에 육박한다. 그

이후에는 정부투자 없이도 훌륭한 성과를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재들이 창업을 기

비결은 무엇인가?

내고 있다. 2013년에 3호 펀드를 종료하고

피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회장님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요즈마 펀드는

투자금의 유치와 더불어 그들의 투자 문

에를리히 회장이 관심있었던 것은 1.6억달

현재 4호 펀드를 조성 중에 있다.

은 카이스트의 좋은 인재들과 협력해서 그

예를 들어 10개 투자안 중에서 7개 실패하

화와 선진 운영기법이 유입된다. 아울러,

러에 달하는 해외투자금액 그 자체는 아니

투자수익률 100%의 또다른 비결은 될 성

들이 벤처기업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함

더라도 3개가 아주 크게 성공하기에 전체

M&A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M&A가 활성

었다. 투자유치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인재

싶은 사업 아이디어를 조기에 선발하여 사

께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한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100%에 육박하는

화 되어야 벤처투자자들에게 높은 투자수

와 노하우를 수혈받는 것이 목표였다. 아울

업초기부터 과감하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요즈마 펀드

구조다. 성공한 3개마저도 예전에는 쓰라

익률이 보장된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진출

러 글로벌 네트워크도 풍부해졌다. 덕분에

이렇게 투자해야만 투자수익률이 극대화

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스라엘도 전

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요

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M&A 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생기면 글로벌 시

된다. 그런 맥락에서 에를리히 회장은 우

국적으로 벤처 인큐베이팅을 했다. 당연히

즈마는 실패를 그냥 실패라고 보지 않는

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 그동안 키워놓은 이스라엘 내의 지역

장 중에서 수익성 높은 시장을 선별하여 침

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카이스트와의 협력

한국에서도 지방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 검

다. 훌륭한 경험자산으로 간주한다. 오히

인큐베이터와 그를 통해 육성된 벤처기업

투할 수 있었다. 글로벌 네트워크 덕분에

에 많은 관심이 있다.

토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되면 항

려 실패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

들이 해외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

동일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서도 최대

상 우리는 투자할 준비가 되어있다.

민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실패로 인해 재

었다. 그리고 펀드 조성 후에는 개별 투자

의 수익을 창출하는 노하우를 가지게 된 것

최근 요즈마그룹이 한국에 1조

벤처 펀드 조성 및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기를 못하는 현재의 벤처 비즈니스 구조

적인 비전은?

안에 대해서 요즈마는 최대 40%까지만 투

이다.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많

특정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할

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창업자 연

제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0년 전

자하고 나머지는 민간펀드에서 투자하도

외에서 펀드가 빠르게 들어왔고, 이는 규모

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 왜 요즈마 그룹은 한

생각이다. IT, BT 쪽에 우선 관심이 많으며

대보증제도도 철폐해야 한다. 이는 실패의

신학을 전공한 부모님을 따라 이스라엘로

록 했다.

의 경제로 이어져 요즈마 특유의 고수익 체

국에 투자하려고 하는가?

특히 의료 분야에 관심이 크다.

책임을 창업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다. 이

이주했다. 예루살렘에서 현지 초·중·고

또 하나의 투자유치전략은 업사이드 인센

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한국 시장 자체도 이유가 되겠지만 글로벌

런 것을 바꾸지 못하면 결코 숨은 챔피언

등학교를 졸업하고, 히브리대학에서 경제

티브(upside incentive)를 제안한 것이다.

요즈마 펀드가 이처럼 높은 수익성을 확보

시장을 염두해 두고 들어온 것이다. 요즈마

글로벌 시장 전체를 분석하고

을 찾아낼 수 없다.

학과 통계학을 전공했다. 2011년부터 2년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털을 조성할 때 투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출범한 INBAL펀

그룹은 신흥시장 진출을 전략적 목표로 삼

대응하려면 쉬운 일이 아닌데

한국 내 벤처창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

간 한국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

자의 손실 보전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정

드가 92년도에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고 있다. 요즈마가 추구하는 높은 수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돌은 창업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과 그것을

흥원의 이스라엘사무소에서 과장으로 근

부가 보전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

에를리히 회장 이전의 수석과학관이 만든

달성하려면 신흥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체 컨설팅 기업을 가

확대생산하는 구조다. 이를 정부가 해결해

무하였으며, 2013년 초 요즈마그룹 한국

가 많지만, 요즈마 펀드는 발상을 달리해

것인데, 최대 40%만 참여하는 요즈마 펀

필요하다. 다만 신흥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지고 있으므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데이터

주어야 한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서 잘

지사장에 임명됐다. 해외에 있으면 누구나

서 개별 벤처투자안이 성공했을 경우 정부

드와는 달리 국민세금으로만 조성되는 펀

것보다는 한국 기업에 투자해서 이를 신흥

베이스가 풍부하다. 해외투자자는 3-4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애국자가 된다. 나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

가 갖고 있는 지분(최대 40%)을 5-7%의

드였다. 더구나 투자성공 시 민간에 지분

시장에 진출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궁극적

이후의 미래사회의 핫 아이템에 투자하는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만 생각하는데 창업

을 간직하며 해외에서 자라났다. 이제 요

경과이자만 지불하면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을 이양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끝까지 책

으로 나스닥이나 여타의 글로벌 주식시장

것에 관심이 크다. 전세계 글로벌 트렌드

시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즈마를 대표하여 한국에 왔으니, 우리 한

를 민간 투자자에게 제공했다. 즉, 정부는

임지고 운영하는 펀드였다. 이런 유형의

에 상장시키는 것이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요즈마의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에서 성장하려

국도 정말 이스라엘처럼 성공적인 창업국

철저히 마중물의 역할만 하고 원금만 회

펀드는 실패사례밖에 없다. 전액 공공자금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

강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 할 경우에는 대기업과의 경쟁, 각종 규

가 되기를 염원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수하는 출구전략을 썼고, 이것이 민간 자

이므로 공무원이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해,

고 판단하고 있다.

제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다. 다만,

고 싶은 것이 나의 비전이다.

본에게는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했던 것이

모험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즈마

한국에서의 투자도 요즈마 펀드의 전통을

다. 이렇게 정부 지분을 인수한 민간 투자

펀드가 정부지분 참여를 최대 40%까지만

따라, 펀드조성 이전에 인큐베이터부터 조

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펀드를 이끌어 가

제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며 정착함에 따라 요즈마 펀드는 종료되었

에를리히 회장은 3년 임기의 수석과학관

#3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 그룹 회장과 이원재 한국법인장

10

#4

#5

#6

좋겠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해외투

#7

펀드 투자 실패시 어떻게 대응

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를 가로막는 규

하는지?

제들이 있다. 해외투자만 잘 이루어진다면

펀드 조성에 참여한 다른 투자

해외 진출 시에는 단독으로 진입하려 하지

자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영향

말고, 현지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형식을

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요즈마 스타트

력을 행사하는지(특히 펀드 운용에 있어서)

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것이 요즈

업 캠퍼스). 국내 최대인 2천 평 규모다. 아

궁금하다.

마의 투자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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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9

이원재 법인장이 요즈마 펀드
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와 개인

11

간단한 소개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달라.

의사 출신 CEO의
벤처창업기

82년생으로 서울대에서 치의학과를 전공했다. 삼성의료원에 전공
의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에 창업을 하게 되었다. 원래부
터 창업의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군복무 시절 독서모임을
통해 좋은 책을 많이 접하면서 내가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고민하
게 된 것이 창업의 첫 출발점이었던 것 같다. 의사로서의 삶도 의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인터뷰

미가 충분히 있지만, ‘기술을 통해 인류사회를 혁신하는 것.’ 바로

조진삼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꿈이라는 사실을 각인하게 되었다. 기술은 기
업이라는 사회조직을 통해서 인류사회를 혁신하고 기여한다. 이
러한 생각에 벤처창업을 시작했다. 내가 창업한 비바리퍼블리카
는 요즘 흔히 말하는 핀테크(Fintech)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지식경제로의 전환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는 현 정부 주도

하는 IT기업이다. 아직 신생 벤처기업이라서 매출액 규모는 시작

하에 창조경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강력한 정책지원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순이익 구조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벤처 CEO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재학시절
에 창업을 시도하며, 기업체의 엔지니어, 방송업계 종사자,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원래 내성적인 성격인데 일을 하다 보니 외향적으로 바뀌었다. 회

쌓이면서 이러한 약점은 다 극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외부의 고

사 내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폭넓게 회사 내부 직원의 의견

정관념은 다소 걸림돌이다. 예를 들자면, 의대출신이라고 밝히면

을 들어보고, 멘토들의 의견도 청취한 후 결정은 혼자 내리는 편이

투자자나 사업관계자들이 의사출신 CEO를 진정성 있게 보려 하

다. 평소 체력적으로 건강한 편인데 이것도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금융·법률 등 전문서비스업 종사자 등 창업의 주체도 다양

요소라고 생각한다. 일에 몰입하다 보면 밤을 지새우기 일쑤인데

의사출신 CEO들은 사업하다가 잘 안되면 다시 의사로 돌아가서

해지는 추세다. 이처럼 다양화된 벤처창업은 창조경제 활성

체력적으로도 별 무리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다.

개업하면 그만일 것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의사
출신 CEO들은 첨단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도

화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창업 시 의사 출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벤처창업에 활기가 불어넣어진 현 시점에서 현장

있다.

의사들은 학습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히 새

의 소리를 통해 관련 정부시책의 방향성이 올바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로운 지식을 익히고 활용하는 능력은 의사수련 과정에서부터 몸

안정적인 의료업을 떠나서 창업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라

에 익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진취적이다.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업했는지? 그간의 성과는 어떠했

카이스트 See Futures 편집진은 지난 2014년 11월, 핀테크

몰입하면 잠도 안자고 일한다. 이러한 역량과 태도는 창업초기에

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벤처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Viva Republica) 본사를 방문

CEO로서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

벤처기업 창업을 결심할 당시, 의료산업은 일반인의 생각과는 달

했다. 스마트폰 기반의 간편한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되어 있기에, 초기 벤처창업자금을 신속

리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해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의 의료산업

하게 조성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장점이다.

은 이대로는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비록 의사이긴 하지

그러나 약점도 있다. 상대적으로 경영능력, 비전설정능력, 커뮤니

만 냉정히 생각해볼 때 IT분야에 더 많은 혁신과 가치가 열려있다

케이션능력 등 실제 회사 업무에 필요한 요소기능을 제대로 확보

고 보고 창업을 결심했다. 의료산업은 점점 더 크게 위축되고 있어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사실 의대출신이라서 IT분야 개발자를 모

과거와 같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의사들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으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이 분야에 대한 인맥이 없다. 기회를 어

IT분야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처음 개발한 제품은 ‘다보트’라는 의

떻게든 만들어서(창업박람회, IT분야 구인구직 웹사이트 등) 개발

사결정 지원 애플리케이션이다. 다음카카오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자를 많이 접촉하고 그렇게 알음알음 실력 있는 엔지니어를 섭외

개발하게 된 것인데, 2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모았지만 돈은 많이

했다.

벌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핀테크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인 ‘토스’를

창업단계에서 의사출신 CEO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창업 이후

자체 개발해서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토스는 우리 회사의 9번

사업 영위 단계에서는 의대출신으로서 겪는 특별한 약점은 없다.

째 개발제품이다. 그 동안 많은 도전을 했고, 성공이든 실패든 회

1 파이낸셜 테크놀로지(financial technology)의 줄임말로서 주로 모바일을 통한 결제·송금·자산관리·크라우드 펀딩 등과 같이 금융분야의 고유기능에 IT기술이 접목된 융합산업분야를 의미한다.

창업 시의 약점은 대부분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것인데, 사업경험이

사의 내실을 다지고 기술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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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사는 의사 출신 이승건 대표가 설립한 핀테크(Fintech)

분야 벤처기업이다. 이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출신
CEO로서 벤처창업의 현실과 창업활성화 정책에 대한 견해
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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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그렇다면 전직 의사로서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향후 구체적으로

사람이다. 이러한 생산적이고 윤리적인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

학은 캠퍼스도 본교와 따로 있다. 이러한 타 분야에 대한 인맥단절

면허를 반납한 의사출신 CEO에게는 정부자금 지원 우선권을 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는가?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산업변화의 동

어야만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면서 기업이 바람직하

이 사업창업 시에 큰 문제다. 앞서 설명했듯이 본인의 경우에도 창

여한다거나, ‘MD출신 CEO인증(가칭)’을 통해 각종 창업지원제도

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게 성장하는 것이다.

업단계에서 실력 있는 IT개발자를 확보하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

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의

향후 20년간 의료산업에서의 가장 큰 테마는 의료와 첨단기술과

그 다음으로, 의사가 창업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다. 신기술 기반의 벤처는 창업초기에 유능한 인적자원 확보가 핵

사출신 CEO 본인들도 배수의 진을 치고 사업에 임할 수 있고, 사

의 융합이라고 본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없었던 신산업이 많이 창

사업가로 변모하는 것인데, 이 경우 핵심성공요인(Key Success

심인데, 유능한 인재는 대부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의뢰하고 추

업가로서 마음가짐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

출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

Factors: KSF)이 바뀐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전통적인 의료

천 받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아울러 의대출신은 그 동안 일

위의 사업관계자들에게 의사출신 CEO의 사업에 대한 열정과 진

날 사항이다. 일례로, 비침습적인 탐지장비 산업분야, 원격진료분

산업에서 핵심은 의사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며, 약을 처방한다.

을 혼자 해왔고, 명령을 받기보다는 명령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야도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며, 의료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의료기기와 제약, 의료서비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의사의 판단

지내왔다. 따라서 전반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직

도 의료관련 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줄 것이다. 헬스케어 분

이 핵심이다. 반면 의료산업 이외의 영역으로 의사가 진출한다면

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노하우를 길러주는 것도 필요하다.

야는 기존에는 불가능 했던 것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맥박/혈압/

(예를 들어 제조업), 제조업에서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사업분

또, 의사출신 예비 CEO들에게 경영능력을 길러주면 좋겠다. 시장

토스(Toss)는 전화번호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 애플

당수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

야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분산되어 있다. 이

의 트렌드를 읽고, 목표시장을 정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며,

리케이션이다. 2015년 2월 26일에 정식 출시했다. 앱을 다운로드

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확보되면 종전에는 없던 새로운 고부가

러한 점이 의료산업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이다. 이것을 인식하지

인재를 선발하고, 회계 및 법률지식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부 및

받아서(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이용), 송금 받을 사람의 전

가치 의료서비스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의

않으면 벤처창업 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만 몰두하게 된다. 이러

외부 경영전반에 대한 능력향상을 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화번호와 송금액, 암호만 입력하면 송금이 이뤄진다. 돈을 받는 사

료산업의 경계가 확장되고 변모할 것이다.

한 우려를 방지해줄 필요가 있다.

항목들은 지식이라기보다는 경험에 가깝다. 따라서 실무중심의

람은 토스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현 정부의 방침을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사업기획서 작성, 회계, 세무, 경영전략 수립 등 창업에 필요한 실

현장프로그램을 잘 육성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보내는 사람이 송금을 완료하면 받는 사람의 휴대폰에 문자로 웹

의료민영화는 저지하면서 의료산업은 일으켜야 하는 정책적 충돌

무교육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장황한 설명보다는 핵심적이

대기업 투자 유치를 연결해준다거나 M&A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

사이트 주소가 전달되고, 거기에 송금 받고자 하는 계좌 번호만 입

상황에 놓여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의 규제는 매

고 실무적인 내용부터 바로 파고드는 집약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처럼 벤처기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는

력하면 송금의 전 과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우 많은 편인데, 이로 인해 나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예를 든다면 Fast Track Asia에서 실시하는 Fast Campus 라는 프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야인데 이것을 정부정책

현재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

가격에 제공받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 의료복지에는 분명 도움이

로그램이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정말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만으로 변화를 유도하긴 힘들 것이다. 이러한 출구전략 분야는 대

람이 토스를 통해 돈을 보낼 수 있으며, 향후 전북은행, 우체국 등

된다. 그러나 이것이 부가산업의 육성에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있다.) 관행적으로 하는 창업교육은 정부예산만 불필요하게 소진

기업에게 정부가 강요할 수도 없고, 시장에서 대기업이 자발적으

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받는 사람은 어떤 은행계좌를 가지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할까? 정부는 새로운 정책

하는 느낌이다.

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M&A를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환경

고 있든 상관이 없다는 점과 송금 수수료도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규제를 푸는 쪽으로만 가면 될 것 같다. 의

창업단계에서 자금지원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자금이나 시설

을 조성해주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송금 즉시 이체가 완료돼 1영업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료업 종사자가 새로운 부가산업을 창출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이

지원이 있다면 당장에는 창업자 입장에서 편하겠지만, 진정한 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벤처창업을 시도하

금융사고에 대한 대비도 해놓았다. 토스는 통신 전 구간 암호화 체

불공정한 경쟁상황에 놓이거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업가로서 변신하는 시기를 오히려 늦출 수도 있다(이러한 변신 과

는 의사들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사면허정지를 하면 좋

계를 갖추고 있다. 제3자의 부정 이용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볼 경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조적 역할을 해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정은 생각보다 길다.) 돈부터 쥐어주면 순서가 맞지 않다. 지원이

겠다. 그 대신 다른 쪽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우 비바리퍼블리카가 손해액을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필요한 시기는 창업시점이 아니라 사업확장 등 후속 단계에서 거

비바리퍼블리카의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토스(Toss)는?

론되면 좋을 듯 하다.
의사출신 CEO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프로그

다음으로 인적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사업에 필

램을 만든다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

요한 국내 네트워크조성은 모든 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사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

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정립도 안된 상태에서 창업하는 CEO

으면 좋을 것이다(Sparklab 이나 beSuccess 같은 홍보 및 네트워

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가정신의 함양은 비즈니스

크업체와 연결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반면, 해외 네트워크

의 성공요인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궁극적으로 사회를 풍요

는 필요한 벤처기업에 한정적으로 연계해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롭게 만드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가 된다. 기업

인맥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의대는 이게 참 좁다. 의

가는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기술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대 분야 이외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힘들다. 심지어 서울대 의과대

2

3

2 www.sparklabs.co.kr
3 www.besucc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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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와 메이커 사회
2011년 윌 마셜(Will Marshall)은 “Labor and the Producer Society” 라는 리포트를 발표했다. 고용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었기에 의미가 있는 리포트였는데, 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그동안의 경제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빚을 중심으로
소비를 진작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거품이 생기고, 같은 문제가 머지 않은 미래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의 경제성장이라고 했던 것도 중산층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거의 없었음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빚과 빚
을 바탕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착시 현상으로 과도한 소비를 이끌어 낸 것일 뿐이며, 이것이 결국 현재의 금융
위기를 만들어 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역으로 말한다면 소비를 늘려서 다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 마셜은 이런 소비자 중심의 사회를 생산
자 중심의 사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를 증대시키기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
며, 공유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주장하였다.

메이커 운동의 부상

욱 많은 지점들이 미국 전역에 오픈할 예정이다. 한 달에 100달

윌 마셜이 주장한 생산자 사회는 현실에서는 DIY(do-it-

러만 내면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 각종 전자장비와 같은 첨단

yourself) 트렌드로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했다. 다양한 형태의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

DIY 프로젝트들을 통해 과거에는 꿈꾸지 못했던 제품들을 만들

고 하고 있다. 테크샵보다는 조금 작지만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고,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창업을 하거나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좋아하는 메이커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Maker

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미주리 주의 시골에서

Space)나 해커스페이스(Hacker Space) 등의 소규모의 공간은 전

진행되고 있는 Open Source Ecology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Global Village Construction Set’라는 것을 이용해서 농업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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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들을 직접 만들어낸다.

3D 프린터,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DIY 축제, Maker Faire의 인기도 이런

3D 프린터도 점점 영향력을 키우는 추세다. 3D 프린터가 새로운

변화에 무관하지 않다. 수많은 열정적인 메이커들이 모여서 다양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아직 지

한 형태의 물건들을 자랑하는 이 이벤트는 2006년 샌프란시스코

나친 전망이며 여러 산업에 3D 프린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서

베이 지역에서 22,000명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전 세

산업혁명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려면 현재로서는 많

계 135개 지역에서 781,000명이 모여서 자신들이 직접 만든 것을

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미래와 관련한 의미 있는 발전은 현

자랑하고, 공유하며, 즐기는 거대한 이벤트로 성장하였다.

재진행형이다. 의학계에서는 바이러스 항체와 인체 기관까지 3D

메이커 운동을 위해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점점 많

프린터로 만드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상당부분 성과도 내고 있

아진다. 실리콘 밸리에서 시작된 테크샵(TechShop)은 디트로이

다. 중국에서는 3D 프린터로 집도 짓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하

트와 오스틴, 피츠버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롤리(Raleigh) 등 8

지만 이런 뉴스와 현실화, 상용화는 다른 이야기다. 현재까지는

개 지역에 이미 오픈하였고, 로스엔젤레스와 세인트루이스 등 더

“이런 것도 만들어봤다” 하는 정도다.

● See Futures : Vol.06 • SPRI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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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와 메이커 사회

현재 3D 프린터로 만드는 제품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라 내구성이

수 있다. 표준화된 디자인에 지친 사람들은 점점 신선하고 기발한

그렇다고 마냥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러니 같지

설계한 복잡한 설계도와 모델이 유출되어 누구나 쉽게 찍어내고

떨어진다. 대상물을 적층방식으로 쌓아올리는 시스템인데, 가격

아이디어를 찾을 것이다. 남다른 논점과 관점, 디자인 감각을 가

만, 아무것이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들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치 음악산업에서 디지털 음원

이 많이 저렴해지면서 보급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진 사람들이 대접받을 것이다. 지금은 몇몇 브랜드가 최고의 제품

이 있다. 총기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면 다

의 복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음악가들과 음반사들

다. 필자의 집에도 아래 그림의 ‘아몬드’가 한 대 있다.

과 스타일을 제시하고 대중이 따라가는 모습이지만 가까운 미래

툼이 생길 때 너무나 쉽게 무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폭력

이 큰 어려움을 겪었듯이 디자이너들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말

에는 내가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과 협업한 제품이 더 인정

을 행사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공포와 무

라는 법도 없다.

을 받을 수 있다. 물론 3D 프린터로 찍어낸 제품과 ‘장인’이 만든

질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테러 조직들이 무기를 쉽게

현재의 경제위기가 괴롭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

제품은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장인정신은 앞으로

얻을 수 있다면 국가의 안보나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가 점점 어려

지만, 역사는 이런 위기상황을 통해 사회전반의 모순을 발견하고

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인정받을 것이다. 럭셔리 시계 브랜드에서

워지고, 여기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서 긍정적인 가치비용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곤 한다. 어설프게 과거의

단순한 기술만 이용해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정교하고 아름다

을 월등히 초월할지도 모른다.

생활패턴을 유지하며 사회의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한탄을 하기

운 제품을 선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소비재 시장은 장인이 만

또 하나의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는 언제 어디서나 제작환경만 있

보다는 새롭게 부상하는 메이커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든 것과 내가 직접 만든 제품이 뒤섞이는 쪽으로 전개될 확률이

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으므로 디자인 저작권 등을 포함한 새로

모두가 함께 한다면, 산업혁명 이후 등장했던 지난 200년 간의 산

높다. 내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없게 통제해 놓은 제품에는 눈길을

운 저작권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불법복제가 판

업시대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 진행할지도 모를 일

주지 않는 사람도 늘 것이다.

을 쳤듯이, 디지털로 만든 3D 모델이나 하드웨어 설계도에 여러

이다. 메이커 사회와 메이커 운동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가지 저작권을 걸고 복제방지 기술을 탑재하더라도, 이것이 쉽게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내스타트업인오픈크리에이터스의보급형3D프린터아몬드
출처:http://opencreators.com/ocp/

메이커 사회,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뚫리고 유포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많은 시간을 들여

3D 프린터와 오픈소스 하드웨어 등으로 인해 촉발된 메이커 운동
이 일반화된 미래사회는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

3D 프린터로 집에서 무엇을 찍어낼까? 현재 가장 많이 찍어 내는

메이커 운동이 만드는 유토피아 사회의 모습은 MIT의 닐 거센펠

건 아이들을 위한 캐릭터다. 친구에게 준다며 ‘요다’나 ‘토토로’를

트 교수가 오래 전부터 그려내었다. 그는 2001년에 이미 디지털

프린팅해 달라고 부탁한다. 핀셋이나 컵받침처럼 집에서 필요한 물

기술이 아날로그 기술을 만나서 비트가 원자를 변화시킬 것이라

건을 찍어내기도 한다. 디자이너나 건축가처럼 직접 대상물을 디자

는 의미의 CBA(The Center for Bits and Atoms)를 MIT에 설립하

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양한 제품을

고 운영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예견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만들 수 있다. 오픈 소스 사이트인 ‘싱기버스닷컴Thingiverse.com’

그는 패버(fabber)라는 용어로 미래사회를 예측했는데, 패버는

같은 곳에 가면 수많은 제품의 ‘도면’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를 3D

디지털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패브리케이터(digital fabricator)를 말

프린터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가져와 크기와 형태 등을 살짝 매만지

하는 것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물건을 만들어내

면 된다.

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는 이를 데스크탑 제조공장이라고 표현

3D 프린터는 금속, 폴리우레탄, 나무 등 다양한 재질을 찍을 수 있

을 하기도 하였는데,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레이저 커터와 밀링

는 제품 개발이 한창이다. 주물, 압출, 레이저 커팅 같은 방법을 접

머신, 전자회로조립과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그래밍 등이 가능한

목해 프린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8비트

데스크탑 제조환경에서 다양한 설계도를 골라서 재료만 넣으면

컴퓨터가 처음 보급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초기에는 컴퓨터에 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는 결국 사람들이

심이 많았던 교육계에서 코딩도 가르치고, 각 가정에 보급된 컴퓨

자신이 원하는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터로는 주로 게임 등을 하면서 5-10년이 흘렀다. 이후 컴퓨터 속

이런 환경이 일반화되면 오늘날 디지털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

22,000*

도가 빨라지고, 쓸만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며, 네트워크 시스템

듯, 원하는 설계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돌리기만 하면 제품이

1
2006

이 구축된 이후에 커다란 혁신이 일어났다. 3D 프린터 역시 지금

나오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사실 사진의 경우도 필름현상과 인

당장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재료가 다양해지고 품질

화작업이 과거 코닥이나 후지필름 작업공장에서나 가능했던 것

도 좋아지면서 서서히 산업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동네의 1시간 현상소로 넘어오고,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와 컬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러 프린터를 통해 개인의 작업으로 넘어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상

매력이다. 이는 ‘산업혁명’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상이 헛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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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r Faire

Ⓡ

781,000

119 275,000

Nine Year Growth
■Flagship Faires
■Featured Faires
■Mini Maker Faires

530,000

93 247,000
333,000

97,000**
65,000**

2
2007

83,000

2

1

2008

2009

2 5,000
78,000***

* Bay Area Faire only
** Bay Area, Austin
*** Bay Area, Detroit, New York
**** Bay Area, New York
* Detroit, Kansas City, Tokyo
** Detroit, Kansas City, Tokyo, UK, Rome
*** Detroit, Kansas City, Tokyo, UK, Rome, Shenzhen, Oslo, Trondheim, Milwaukee, Atlanta, Silver Spring, Orlando, Paris

3
2010

135,000***

21 66,000

3
2011

291,000***

2

215,000****

56 126,000

241,000
160,000
13 25,000

14

175,000***

3

47,000*

2

160,000****

2012

5

88,000**

2

195,000****

2013

2014
PROJECTED

메이커페어의성장
출처:http://makerfaire.com/bay-area-2014/media-kit-press-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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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내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훈련이 창의력 회복의 핵심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한국에 필요한 인재유형은 달라져 왔다. 일

아직도 아프리카나 인도 등 오지에서는 수백만의 조산아들이

제 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이끌 민족 지도자가 필요했고 전후

사망에 이르러 산모들과 가족들의 가슴을 찢어 놓는다. 선진국

에는 경제부흥과 새마을 운동을 전개할 근면성실형 리더들이

병원이라면 다들 가지고 있는, 2만불이나 하는 인큐베이터가

요구되었다. 80년대에는 종합상사 주도의 수출역군들, 그리고

없기 때문이다. 보다 값싸고 오지에서도 유지보수가 가능한 인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IT 기술을 활용해 재고와 품절 없이 민

큐베이터 개발을 위해 각종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첩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리더들이 필요했다. 세계적인

전기도 없고 고장 나면 수리도 할 수 없는 오지의 병원과 산모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산업별 생태계 성장을 이끌고 있

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d.school의 학생들 10여 명은 당

한국 기업들의 창의력을 찾아서

는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창의력이 절박한 실정이다. “창의력

초 주어진 ‘저렴한 인큐베이터 개발’ 이라는 문제를 거부하고

형원준 SAP Korea 대표

결여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온 획일적 주입식 교육의 결과라

진짜 문제를 찾아 오지로 떠나 공감(empathize) 과정을 거친

단기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다.” 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뒤 ‘체온유지’가 실제 문제(real problem)이라고 재정의한다.

많다. 그러나 설령 교육체계를 창의력 중심으로 지금 당장 바꾼

진짜 문제를 찾고 나자 체온유지를 위한 수 많은 아이디어를 내

다 해도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20

는 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미니 슬리핑백을 천과 가위로

년은 족히 걸릴 것이며, 한국의 기업들이 이를 마냥 기다릴 수

자르면서 핫팩 등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만은 없다. 그렇다면 2~3년 안에 한국 기업들의 창의력을 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200달러짜리 인큐베이터를 개발하

띄게 향상시키는 묘수는 없을까?

고 양산을 해서 수만의 생명을 구하게 된 감동 스토리는 대표적

인간 중심 디자인으로 수많은 히트제품을 많이 탄생시키기로

인 d.school의 성공사례다.

디자인 씽킹
(Design Thinking)

유명한 IDEO의 설립자이자 스탠포드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켈
리(David Kelley)는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 설립자 핫
소 플래트너(Hasso Plattner)에게 10년 전 거액을 기부 받아 스
탠포드대학 내 d.school(공식명칭: Hasso Plattner Institute)을
설립했다. d.school은 스탠포드대학의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
을 대상으로 디자인 씽킹 (Design Thinking) 방법론을 발전시
키는 중심지로서 매년 수많은 산관학 융합 프로젝트들을 진행

Human
Desirability

하고 유명 제품과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는 실리콘밸리 혁신 문
화의 핵심 엔진이 되고 있다. SAP 에서도 d.school에서 가져온
디자인 씽킹 방법론을 전 직원이 일하는 표준 방법론으로 채택

Game
Changing
Innovation

한 이후 독일 회사답게 보수적이고 논리적이기만 하던 기업문
화가 비약적으로 창의적인 회사로 변신하게 되었으며 조직적
창의력을 찾는 SAP의 고객기업들에게도 성황리에 보급하기 시
작했다.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디자인 씽킹 세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조직의 창의력이 단기간 내에 훈련되고 향상될 수 있

Economical
Viability

Technical
Feasibility

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디자인 씽킹이야말로 새마을 운동,
붉은 악마 응원단, 프로세스 혁신, 삼성전자의 SCM 처럼 2~3
년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도 큰 변화, 그 중에서도 창발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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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씽킹

디자인 씽킹의 방법론과 몸으로 익혀야 할 도구들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강단에서 여러 학기 디자인 씽킹 이론

도하면 상대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 문제를 찾는 노력에

하게 뚝딱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빨리 시행착오를 겪도록 하

디자인 씽킹에서 말하는 혁신은 첫째, 인간적인 갈망(Human

이나 사례들을 강의한 교수님이라도 실제 디자인 씽킹 세션을 지

크나큰 동기를 얻게 된다는 점을 활용한다. 머리뿐 아니라 가슴

다 보면 소수의 쓸만한 아이디어를 건질 수 있게 된다. 대부분

Desirability), 둘째,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셋

속적으로 진행해 보지 않고서는 골프를 칠 줄 모르면서 이론만으

으로 좌뇌와 우뇌를 모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처음부터 잘 하려다 보니 시제품을 전문 부서에 넘겨

째, 경제적 사업성(Economic Viability)의 공동 영역에서 일어난다

로 남을 코치 하겠다는 것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둘째, 진짜 문제를 다시 찾아 나선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어

서 가급적 완벽하게 그리고 비싸게 만들게 된다. 이처럼 비싸

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이 세가지 영역 중 하

Facilitator를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들은 직접 해 보지 않고는 모른

진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해결 방법들만 배워왔다. 디자인 씽킹

고 높은 완성도의 프로토타입(High fidelity Prototyping)에 의

나라도 결여된 상황에서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마치 불가능

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을 통해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원점에서 다시 찾는 훈련을 받을

존하면 스스로 만든 프로토타입과 점점 사랑에 빠지기 쉽고 뒤

수 있다. Real problem만 잘 정의하면 혁신의 반은 이루어진다.

늦게 대규모로 실패하기 십상이며, 전문화 되고 분업화된 기업

하다는 걸 알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투자하면서 기업의 자원
을 한없이 분산시키는 것과 같다. 디자인 씽킹은 이런 사상을 바탕

디자인 씽킹과 브레인스토밍의 차이

그러나 기업의 95%는 엉뚱한 문제를 푸느라 대부분의 돈과 시

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하다. 종이, 레고블록, 철사, 참가자의 롤

으로 크게 Empathize(공감과 배려), Define(문제 정의), Ideate(아

한편, 브레인스토밍과 비교해 디자인 씽킹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

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 해결에 바로 착수하지

플레이 등 쓰고 버리는 재료를 이용해 분야간 협업을 하게 되

이디어 도출), Prototype 그리고 Test의 5단계로 프레임워크를 제

을 자주 받게 된다. 일단 브레인스토밍은 디자인 씽킹의 Ideate 단

않고 “진짜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묻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면 모인 자리에서 싸게 빨리 실패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프로

시하며, 단계별로 직관적이고도 효과적인 툴들을 갖추고 있어 각

계에서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기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전에 본질에 대한 도전을 해서 더 큰 혁신

토타입은 버리려고 만드는 것이므로 몇 분만에 만들 수 있도록

상황에 적합한 툴들을 즉시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디자

업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발 방식의 하나로 사용된 브레인스토

의 기회를 찾는 것이다.

한다. 낮은 완성도(Low fidelity)의, 신속한 프로토타입(Rapid

인 씽킹 커뮤니티에서 Disrupter라 부르는 전문 Facilitator들의 산

밍과 비교해 디자인 씽킹은 어떤 강력한 특징들이 있을까?

셋째, 서너 살 어린아이들의 유치하지만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

Prototyping)에 의한 집단 소통과 통찰은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파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Disrupter들은 무엇보다 전반적인 소통

첫째, 디자인 씽킹은 Empathy(공감과 배려)를 강조하여 참가자들

을 갖도록 유도한다. 나이와 직위의 권위주의도 버리고 다양한

줄이는 동시에 신속하게 경제적 사업성(Viability)과 기술적 구

과 협업의 흐름을 조율하여 창의력을 극대화할 집단 지성을 단시

이 가장 인간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역할과 사회적 배경도 잊은 채 서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격 없

현 가능성(Feasibility)이 있는 혁신방안을 찾아 준다.

간에 효과적으로 끌어내도록 하기 때문에 극소수 천재에 의존하

유도한다. 그냥 공감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다. 누가 참여하든 상관 없이 그들을

는 창의력 개발 방법론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방식의 ‘일하는 방

경험하는 것을 강조한다. 인류학자들이 오지의 원주민들을 제대로

마치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있는 개구쟁이들로 변하게 한다. 어

창조경제, 창의경영 하드웨어 속에 디자인 씽킹을 담아야!

법’이 된다.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일부가 되어 똑같이 분장하고 같은 모습으로

린 아이의 마음을 되찾아 주면 사물과 사람이 왜곡 없이 있는

이러한 강력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디자인 씽킹은 조직에서 단

디자인 씽킹의 개념과 방법론을 익히는 것은 마치 자전거나 골프

먹고 생활하는 체험을 통해 상대의 입장을 깊이 배려하는 과정과 유

그대로 순수하게 보인다.

시간에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이

를 배우는 것과 유사하다. 책과 이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직접 해

사하다. 디자인 씽킹에서도 상대의 입장을 아주 깊이 이해하도록 유

넷째, 디자인 씽킹을 통해 회의시간과 소통의 효율이 크게 개선

끌어낸다. 또한 이렇게 사원부터 사장까지 영업부터 생산, 마케

된다. 1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마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팅, 재무팀이나 외부 파트너들까지 종횡으로 모여 집단적으로

공장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각자의 의견들을 쏟아낼 수 있게 된

창출된 아이디어들은 이미 그 구체화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

다. 아이디어 내는 시간을 수 십 분씩 주는 일은 없다. 모든 과

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행까지 힘들고 긴 합의과정을

정에 1-2분 단위로 쪼개서 시간을 잰다. 남의 아이디어를 비판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의사결정과 전략실행 관점에서도 기

할 겨를이 없다. 포스트잇을 사용해 단 몇 분 만에 수백 가지 아

업의 민첩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디어를 동시에 양산 하고 스티커 투표로 수많은 아이디어들

한국기업들은 삼성전자에서 시작해서 확산된 ‘프로세스 혁신

을 과감히 버린다. 다시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계획된

(PI)’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질적, 양적으로 앞서왔다. 이제

시간에 진도는 나간다. 이처럼 집단적으로 통찰력을 활용하기

프로세스(Process)뿐 아니라 제품(Product), 인재(People)는

때문에 처음엔 논리적, 통계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

물론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새로운 혁신 방법론이 필요하

인다. 하나씩 기다려서 순차적으로 일하는 것에 비해 수십 배의

다. 일하는 방법을 남달리 뛰어난 것으로 바꾸는 것은 황금알을

속도와 효율을 내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시간을 많이 가지

낳는 거위를 얻는 것과 같다. 요즘 한국의 기업들과 정부기관들

고 끙끙댄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아이

이 일제히 ‘창조경제, 창의경영’을 외치고 혁신센터나 창업지

디어들을 쌓아 올려가면 신속하게 아이디어가 발전하게 된다.

원센터 설립 등 하드웨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에 잘

돈이 되는 일인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고객만족과 함께 동

맞도록 진화시킨 디자인 씽킹을 그 하드웨어 속에 설치 한다면

시 병행하여 확인해 갈 수 있다.

한국의 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일하는 방법과 문화를 2~3년 내

다섯째, 아이디어는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되 수많은 아이디어

에 바꾸고 2020년쯤이면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나라로 인정

들이 빨리 싸게 망하도록 유도한다. 아이디어를 추려내고 신속

받고 있을 것이다.

공감
Empathize

시험
Test

프로토타입
Prototype

정의
Define

아이디어도출
Ideate

디자인씽킹의5단계프레임워크:Empathize,Define,Ideate,Prototyp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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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만명)

아동 행복지수 최하위,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

7,000

21.5

아동복지법상아동수

20.9

20.1

총인구대비아동구성비

(%)

19.6

19.0

18.4

5,073

5,095

5,114

6,000
5,000

4,954

4,977

5,052

20.0
15.0

4,000
10.0

3,000
2,000
1,000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해법은
가정·학교·사회 연동시스템

0

1,066

2008

1,040

2009

1,016

2010

992

2011

670

2012

943

2013

5.0
0.0

아동복지법상아동수및총인구대비구성비변화추이
신혜령 한국아동복지학회장·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출처:김미숙외(2014),「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지원연구」자료재구성

한편 지난해 9월 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새해에 들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건들이 거의 매
일 보도되다시피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현장이 비
춰지는 과정은 우리 사회가 아동을 보는 시각과 보호하는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원인과 대책을 논하기 이전에 모든 대한민
국의 아이들이 어린나이부터 철저히 대상화되는 환경 속에서 생

저출산시대의 양육은 가족 고유 영역 아닌 사회적 기능

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맞는 아이와 지켜보는 아이들, 이를 몇

우리는 삼십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

번이고 본 시청자들은 모두 악몽을 꾸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3년 1.19명으로 2005년 1.08명을

5%가 채 안되는 가운데 국가의 보육책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기점으로 11년째 초저출산국 기준인 1.3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

없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목표는 요원하다. 프랑스를 비롯한

다. 그에 따라 아동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당장 2016년부터

선진국가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교사의 처우수준이 높고

대학의 입학정원이 해당학생 수를 넘어서고 대학 구조조정은 발

고급인력이 투입된다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한다. 생의 초기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

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중요성이 현실에서 반영된 것이다.

탄에 불과하다. 연금논쟁이 한창이지만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
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 어렵다.

아동돌봄시스템의 준비 부족·복지 서비스 민간 위탁으로

안전행정부(2014)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인한 부작용 많아 - 가정·지역사회·국가 역할 체계화해야

총인구 대비 아동인구의 구성비는 2010년 20.1%에서 2013년

첫째, 아동돌봄시스템이 부모와 아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

18.4%로 줄고 있다.

다. 영유아보육의 경우, 수요에 따른 다양한 모형으로 보육환경을

핵가족, 한부모가구, 조손가구와 다문화가구의 증가가 눈에 띄게

갖추기 전에 일시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늘어나고 있고 여성경제참여율의 증가로 맞벌이가구가 증가하

영아보육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부모의 직장은 여전히 육아휴직

면서 보육서비스가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아

이 어렵고 야근이 빈번하다. 이로 인한 부모들의 요구는 어린이집

동·가족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가족의 고유영역이었던 양육의 기

에 집중되고 있다. 영아보육은 가정양육을 우선시하면서 고용제도

능도 사회적 기능으로 전환시켰다.

를 이 틀 안에서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육을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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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시스템

예산 지원함으로써 집에서 양육하던 영아들까지 어린이집으로 몰

로 확산되기까지 지역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주요 문제를 조정

아이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리게 했다. 정책의 선택이 얼마나 허망하게 이루어지는지 실감하

하고 시행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튼튼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게 되었고 다음해에 양육수당을 일부 확보하여 지급함으로써 정

히 해야 한다. 보육필요아동과 지역별 어린이집의 수의 수요공급

우리나라 아동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는 OECD 비

책의 선후관계가 바뀌는 일을 경험했다.

에 따른 확대, 프로그램의 내실화, 담당인력의 확보에서 공공과 민

교기준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1위인 네덜란드가 94.2점인데 비

둘째,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부실함으로 인한 서비스 효과성이 낮

간의 역할을 체계화해야 한다. 보육뿐 아니라 아동복지서비스 전

해 우리나라는 60.3점으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아동들

다는 점이다. 일시적인 사건에 의한 급조된 정책결정은 아동복지

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공의 역할부재는 민간기관의 양적 확대와

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간단한 항목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아

전달체계를 기형적으로 만들어놓았다. 서비스를 담당할 인력과

서비스 질의 저하로 발전하였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성과평가는

동(9~17세)의 방과후 생활은 학원 및 자율학습 등 주로 학습위주

우리는 항상 문제되는 부분만을 다루다 보니 이 삼자가 연동되지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계속 서비스가 확충되면서 공공이

양적인 평가지표 중심으로 구축되어 수요자중심의 질적 서비스는

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동실천율도 낮아서 조사대상 아동

못하여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항상 희생자는 아동과 부모

책임질 아동서비스주체가 국공립, 비영리법인보다 개인에게 사업

항상 보조지표이다. 아동최우선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의 약1/3은 단 하루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된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다고 등교시간만 늦춘다면 부모의

장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거의 바뀌었다.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

않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족이란 공동체에 인간성

출근시간과의 갭을 누가 메꾸어줄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계는 아동복지정책이 구체적인 서비스제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으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의 인적 자본으로서 아동과 가족에 대

을 불어넣는 일일 것이다. 부모와 교사를 통해 보호와 훈련이 이루

다. 일찍 등교해서 수업을 일찍 마치고 체육 및 특기활동을 학교

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리고 일선기관을 거쳐 서비스로

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어지고 사랑을 통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

내에서 지원해서 아동의 발달을 돕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아

전달되는 구조이다. 특히 보육과 같이 재정을 국가가 전담하는 서

개발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발달하도록

로, 4인 가족에서 3인, 또는 2인 가족으로 가족구성원이 축소되면

동권리와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이 기반 위

비스를 민간이 거의 전담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감독의 역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 한 아이를

서 아동의 보호는 적극적인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

에서 학교의 등교시간과 부모의 출근시간이 연동되고 하교이후의

만 수행함으로써 민간서비스의 지도감독기능이 부실해지고 이익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굳이 인용하지

시스템과 목표가 아동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아동발달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창출구조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작은 정부를

않더라도 이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와 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과 국가는 가정을 유지하는 동력을 제

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도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아동돌봄시스템

지향하지만 복지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조직과 담당공무원의 증가

가가 손을 잡고 가야 한다. 아동들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을

공해야 한다. 대가족이 아닌 소규모가족에서 부모역할을 할 수 있

을 확대하여 시간제 돌봄시스템을 보편화하고 아이들의 방임을

가 따르지 않는 이상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

는 근로시간과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시간제 근로를 다

예방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무상복지가 아니다. 자신의 경제적

셋째, 아동중심의 서비스보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정과 민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

양화하여 육아와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 등

형편에 맞추어 비용을 감당하도록 사회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

있다.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서비스는 주요정책으

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시간과 부모의 출근시간이 연동되고 등하교시간에 부모가 함께

이다.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할 수 있도록 안전과 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때 시간제 일자리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학생, 주부, 노인들이
시간제로 아동돌봄에 투입될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교하여 집
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26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학교·부모직장·사회가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 사회 통해

25페이지 그래프에서 보듯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의 사회구성비율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

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결국 1인의 역량은 고령화사회에서 더욱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제도가 좀 더 기본적인 아동안전에 기반한

중요해지고 있으나 국제비교의 암울한 통계수치를 벗어날 희망은

사회적 틀을 갖추는데 집중할 때다.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

는 부모가 학교에 데려다주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30여 년

생의 초기단계인 영유아에서 아동단계까지의 양육과 교육에 안

전에 미국에 잠깐 살면서 경험한 가정과 사회와 기업의 조화에 감

전과 인간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고

탄한 적이 있다. 아이들의 등교시간과 부모의 출근시간이 비슷하

나아가 청소년기의 가출, 비행, 중독, 자살 등의 커다란 문제에 봉

여 같이 집에서 출발하여 7시 30분에 등교하고 오후 4시 30분에

착하기 쉽다. 아동청소년이 불행한 사회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

퇴근과 하교가 이루어지고 TV 아동프로그램이 4시30부터 시작하

다. 젊은이 한 명 한 명의 경쟁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동과 부

여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있었다. 6세 이하 아

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책임은 가정과 사회 모두에게 있

이들을 30분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아동학대관련법이 엄

다. 아동친화적인 사회,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

격하게 가정을 감시하고 있었다. 학교와 부모직장과 사회의 시스

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가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

템이 자연스럽게 역할과 기능을 맞물려서 아동의 안전과 성장을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상할 수 있는

지원한 것이다.

원동력이다.

● See Futures : Vol.06 • SPRING 2015

27

왜 싱크탱크인가?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나라다.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높은 대학진학률

민간 독립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로 인해 몇 년 지나지 않아 전세계 수준의 인구대비 고등교육 수료자 수를 자랑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지적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이는 많지 않다. 특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수준이 높지 않다. 이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생산의 영역’인 기초과학과 인문학은 고사하고, ‘적용의
과학’인 정책논의의 수준도 높지 않다는 점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한국은 언론, 대
학, 정당 등 지식을 생산하는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다. 이들의 외형은 여느 선진
국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많은 선진국,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
다. 바로 민간 독립 싱크탱크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아스펜연구소를 통해 보는
싱크탱크의 역할과 가능

싱크탱크란 무엇일까? 앤드류 리치(Andrew Rich) 뉴욕시립대 교수는 싱크탱크
를 “독립적이고, 이해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비영리 조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영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문가의 식견과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정의한다
(2004). 또 제임스 맥건(James McGann) 펜실베니아대 교수 등은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정책지향의 연구와 분석, 조언을 생산하는 조직으로, 정책결정자와 대중들이
공공정책 이슈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라고 정의하기도 했다(2011). 미국적 전통에서 ‘싱크탱크’란 대체로 민간 독립 싱
크탱크를 말한다. 즉 특정한 조직의 하위조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 전체
의 정책결정자나 대중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조언하는 싱크탱크라는
의미다. 또한 특정한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런 싱크탱크가 주로 민간의 자원을 통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형
태를 민간 독립 싱크탱크라 부를 수 있다. 즉 ‘독립성’과 ‘민간 중심’이 미국 싱크탱
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립성’이란 싱크탱크의 가치를 상징한다. 특정 집단이
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면 정책과 관련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싱크탱크라면 설립이념에는 충실하되 개별 사안에 대한 판
단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정파로부터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중
심’이란 그 독립성을 구현하는 하나의 조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자금이나 운영에
서 정부나 특정 정파의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독립성을 지켜간다는 것이다.
민간 독립 싱크탱크의 개념은 다른 형태의 싱크탱크와 구별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싱크탱크는 중국사회과학원으로 거의 일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곳은 중국 정부
의 싱크탱크이다. 따라서 민간이 아님은 분명하다. 한편 중국사회과학원은 수십개
의 서로 다른 연구소로 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은 내용상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함
을 주창하기도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독립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독립적이면서 민간이 아닌 싱크탱크도 존재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기민당 계
열의 아데나워재단과 사민당 계열의 에버트재단이 오랫동안 독립적 싱크탱
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민간 싱크탱크가 아니다. 정부로부터 거액
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각 정당으로부터도 완
전히 독립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각기 설립이념에 따라 시민교육을
주로 수행하며 국내외 NGO들을 지원하는 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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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펜연구소의 차별성
– 초당파적인 주관자 역할
미국은 민간 독립 싱크탱크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워싱턴DC를 중심
으로 집결해 있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들은 주로 거액 기부자의 후원으로 설립되어
재단이나 소액 다수 기부자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막강한 정책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며 대부분 민간기업으로부터도 독립적이다. 일부는 기업으
로부터도 많은 후원을 받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나 재단으로부터 사업비
를 받으므로 독립성이 확보된다. 많은 싱크탱크들이 명확한 이념적 색깔을 갖고 있
는 것도 특징이다. 정당이나 정파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싱크탱크별로 공
화당계열과 민주당계열이 분류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아스펜연구소는 브루킹스, 헤리티지 등 워싱턴의 다른 정책싱크탱크들과는
몇 가지 면에서 중요한 차별점을 지닌다. 대부분 싱크탱크가 스스로 강력한 이념을
아스펜연구소컨퍼런스센터의겨울전경

주창하며, 민주 공화 양당의 대립구도에서 한쪽 편에 서 있으며, 대중을 계몽하는
데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들이다. 이는 아스펜연구소의 몇 가
지 전략과 연관을 맺고 있다.

요약하면 싱크탱크란 정책과 관련된 지식을 전

치성향을 뛰어넘는 지적 교류의 장을 열어젖혔다.

첫째, 주관자(convener) 전략이다. 이 곳은 첨예한 정책 이슈를 다루되, 직접 연구

문적으로 생산해 보급하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사람은 아스펜연구소의 설립자 월터 펩키였다. 그는 미국 시카

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대신 해당 분야 의사결정권자와 최고 전문가들이 만나 이야

며, 독립성을 그 가치로 삼고 있는 조직이라고

고의 ‘미국 컨테이너 회사’의 회장이었다. 펩키 회장은 그 행사에 이듬해인 1950년에

기를 나누는 자리를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요 정책에 대한 포럼은 상당수를

할 수 있겠다. 사회문제 해법을 놓고 벌이는 논

싱크탱크 아스펜연구소를 설립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리더들이

비공개로 진행해, 의사결정권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실제 문제에 대

쟁이 감정적 이념논쟁으로 번지는 일이 잦은 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세계를 움직이는 생각(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

해 적나라한 이야기를 나누며 컨센서스 또는 솔루션에 접근하도록 한다.

국적 현실은 어쩌면 이런 논쟁을 지적 토론으로

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그 뒤 아스펜은 철학, 인문학, 과학,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

둘째, 초당파적 접근법이다. 주관자 역할 덕에 연구소 자체의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

승화시킬 수 있는 제 3지대가 존재하지 않기에

야에서 미국의 정책 리더를 초청해 공개 및 비공개 포럼을 끊임없이 연다. 음악축제

하지 않는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 또한 과학, 기술, 환경 등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주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이념논쟁을 문제의 해법

와 디자인 컨퍼런스도 열어 주제의 다양성을 과시한다. 그리고 지금 아스펜연구소는

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며 민주 공화 양당의 리더들이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는 분

에 대한 지적 토론으로 승화시키며 문제해결에

직원 300명을 거느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초점을 맞추도록 이끄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의

아스펜연구소(Aspen Institute)는 미국 워싱턴DC, 메릴랜드주 와이 리버, 콜로라도

이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연구소 리더십은 대체로 비즈니스, 언론 등 당

역할이 절실하다.

주 아스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정책 싱크탱크다. 아스펜에는 아스펜 미도스 리조

파적이지 않으며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세운다. 초대 연구

트를 포함한 컨벤션 시설이 있으며, 와이 리버에도 교육이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다.

소장은 설립자인 기업가 월터 펩키였으며, 현 연구소장은 시사주간지 <타임>

아스펜연구소의 설립과 역사

평소에는 워싱턴 DC의 사무실에 대부분의 스탭이 상주하고 있으며, 행사 때 아스펜

편집장과 <CNN>사장을 지냈으며 스티브 잡스 전기 작가로 유명하기도 한 언

1949년 여름, 미국 콜로라도의 작은 도시 아스

과 와이 리버의 시설을 활용한다. 중대한 정책 이슈들에 대해 당파에 치우치지 않은

펜에 세계적인 예술가, 학자, 기업가들이 모여

균형잡힌 해법을 내놓는 것,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가치에 기반한 리더십을 양성하

셋째, 오피니언 리더 중심성이다. 헤리티지가 공격적인 대중화 전략으로 티파티

들었다. 독일 철학자 괴테의 탄생 200주년을 기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스펜연구소는 특히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이 당파를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것 등과 대조적으로, 아스펜은 ‘경제적으로

념하기 위해서였다. 의사이자 철학자인 알버트

가리지 않고 모여 앉아 주요한 이슈를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싱크탱크로 입지를

여유 있는 여론주도층’을 명확한 타깃으로 설정한다. 많은 정책포럼에서 그 결과물

슈바이처,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확고히 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램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소수의 전문가와 정책결정

이 대중에게 발간되지 않으며,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는다. 수많은 보고서를 의회에

가세트, 폴란드의 음악가 아서 루빈스타인 등

자가 참여한 가운데 허심탄회한 토론이 벌어진다. 기업인이 설립을 주도했다는 점

제출하며, 소속 연구원이 의회 청문회에서 전문가 증언을 하는 것을 중요한 성과로

거장들에다 세계적 언론인들까지 2천여명이 이

과 초당파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토론의 주관자(convener)를 자

제시하고 있는 다른 싱크탱크들과의 차별점이다. 아스펜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곳에 모였다. 이들은 2주 동안 끊임없이 수준 높

처하며 자신의 이념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스펜연구소는 미국의 중

오피니언 리더들이 포럼에서 생각을 나누고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연구

은 아이디어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며 분야와 정

요한 싱크탱크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한다.

소의 성과라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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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조성한다. 전통적으로 정책포럼은 상당부분 비공개로 진행하며 두 진영

론인 월터 아이작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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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펜연구소의 프로그램

로그램 수준이나 참가비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이를 대부분 지원하며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프

안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 개혁과 관련된 의제는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기획

아스펜연구소는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 않다. 대

대중적인 것이다. 1주일 동안 350명의 연사와 1500명

로그램이다. 이 리더십프로그램은 아스펜을 허

하고 실현시켰다. 참여연대는 재벌개혁과 사법정의와 관련된 의제를 여럿 기획해

신 워싱턴을 둘러싼 정가와 맨해튼을 둘러싼 투

의 유료 등록 청중과 150여명의 장학생이 참석한 가

브로 미래 리더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결국 정부가 받아들여 실행하도록 했다. 경실련은 공정경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계에는 높은 영향력과 인지도를 자랑한다. 아

운데 벌어지는 생각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유명 휴양

이 목적이다.

과 관련된 기획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대형의제 기획

스펜연구소의 프로그램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정

지인 콜로라도 주 아스펜에서 여름에 열리며, 강연에

책프로그램, 대중프로그램, 세미나와 리더십프로

개별적으로 등록해 참석하는 개별 참석자들까지 합하

한국형 싱크탱크의 가능성

못하고 있다. 국정기획기능은 선출직 중심의 정치권으로 점점 더 넘어가는 경향을

그램의 네 갈래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면 연인원 4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2013년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과

보이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정당 싱크탱크

여름 행사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 재직 때 재무장관을

제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화와 형식적 민주주의

들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낸 로버트 루빈, 조지 부시 정부 때 재무장관을 지

도입이라는 근대적 과제 두 가지를 달성한 이

시민단체들은 인적 물적 열악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 대 반민주

정책결정자들을 모아 초당파적 토론을 통해 해

낸 헨리 폴슨, 오바마 정부의 현직 재무장관인 제이콥 루가 모두 연사로 참석하며 초

후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문제가 제대로 정의

대결구도가 존재하던 시대에 있던 시민사회의 도덕적 우위가 상대적으로 약화하면

법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소규모 포럼을 중심으

당파성을 과시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에릭 캔터가 참석하는 한편, 총격사고로

되지 않으며, 문제 해결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

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힘도 약해졌다. 다시 말해 사회 변화를 이끄는 대

로 사업이 진행되며,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전

국민적 영웅이 된 가브리엘 기퍼즈 전 하원의원이 남편과 함께 참석해 연설하기도

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최소한 사회 변화

형의제를 기획할 주체가 불분명하다. 여기서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싱크탱크의

문가와 민주 공화 양당 정책결정자들의 초당파

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킥스타터의 CEO 페리 첸 같은벤처기

라는 측면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역할이 필요해진다.

적 토론이 열리는 장이다. 토론 결과는 보고서

업가가 참석하는 한편, 칼라일그룹 공동창립자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같은 거물급 투

현재의 교착상태는 사회 시스템 변화에 관한 아

둘째, 컨센서스 도출 수요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나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인

로 발간하는 일도 있고, 정부에 공개 및 비공개

자자도 참석했다. <뉴욕타임스>기자인 토머스 프리드먼과 버진그룹 창업자인 리처

이디어의 기획 및 컨센서스 도출 과정에서 발견

격한 대립 속에서도 정책결정자 그룹 내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던 과거

제안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접 지역사

드 브랜슨이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는 폭넓은 자리다.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시민운동

된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사회 변화를 이끄는

와 달리, 보수와 진보 사이의 대립은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며 격화되고 있다. 이

회로 들어가서 정책과 시민사회와 기업을 연결

의 미래에 대해서부터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해서까지, 항공산업의 미래로부터 우

대형의제는 새롭게 등장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런 대립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

시키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여행의 가능성까지, 미국 헌법정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첫째, 사회 변화를 이끄는 대형의제(big idea)의

사회에서 처음으로 미국식 양당제와 비슷한 대통령 선거 양상과 결과가 나타났고,

대부분의 경우 토론 자체를 성과로 간주한다.

야말로 종횡무진이다. 올해 주제는 대체로 경제, 교통, 교육, 미디어, 공공정책 등으로

기획은 과거 정부와 시민운동의 전유물이었다.

2013년에는 결과적으로 그 양상과 결과가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단계에

정책결정자가 참석한 경우에는 특별히 내용을

윤곽만 넓게 정해져 있었는데, 경계를 넘나드는 내용이 많으니 문자 그대로 모든 분

산업화시대 대형의제는 정부가 앞장서 이끌었

접어들고 있다. 한 마디로 정치적 반대편과는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 고착

보고서화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책에 영향을 끼

야에 대한 가장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하는 자리다.

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

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하게 사회를 후퇴시키는 행위라도, 이제 전사회적 컨센서스

처들은 경제개발계획으로부터 개방과 자유화

를 이끌어내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반대로 명백하게 사회를 진보시키는 이

까지 국가적 대형의제를 처음부터 고안하고 입

슈라도, 전사회적 컨센서스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사회 대부분의 이슈가 이렇게

➊ 정책프로그램

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책프로그램 내

력이 과거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경제부처의 권능을 누리지

부에는 37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있으며, 각 프

➌ 아스펜 세미나

로그램은 독자적으로 다시 다양한 사업을 벌이

아스펜 세미나는 15~20여명의 각 분야 리더를 모아 1주일 동안 다양한 텍스트를 놓

되어 버렸다. 크게 보아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고, 보수 진보라는 양대 정파의 이해

고 있다. 각 프로그램이 하나의 연구소와 같은

고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텍스트를 통해 인간

관계와 연결되면서 쉽사리 정파적 이슈로 전락하고 만다. 양쪽 모두가 해법에 천착

기능을 하는 곳이 적지 않다. 실제로 각각의 정

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토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간이다. 바쁜 일상에 시달

해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합리적 토론 플랫폼’이 필요해지는 것은 그래서다.

책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기획되고 스스로 모

리던 리더들이 일상의 고민에서 벗어나 근본적 성찰을 하는 격리된 시간을 마련해

이런 배경 아래, 대형의제 기획능력이 있으며 다양한 세력의 컨센서스를 도출할

금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의사결정 역시

주자는 월터 펩키의 설립 당시 생각을 반영해 연구소 초기부터 60여년 간 진행해 온

수 있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학이든 언론이든 싱

독립적이다. 영역으로는 대부분 정책 분야를 포

프로그램이다. 참석자가 이 프로그램을 거치면 정신적으로 재충전되어 다시 근본적

크탱크든, 지식을 다루는 개별기관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이

괄한다. 아스펜연구소의 대표적인 정책프로그

문제에 천착하며 새로운 사업 포커스를 찾으며 성찰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주는

디어’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실험되는 큰 생태계 안의 한 개체다. 이런 관

램으로는 Aspen Strategy Group, Congressional

것이 이 과정의 목적이다.

점에서 보자면 민간 독립 싱크탱크가 열악하고 언론과 대학이 과잉인 한

Program, Economic Opportunities, Business &
Society, Education & Society 등이 있다.

국은 한 가지 종이 통째로 없어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식생태계라
➍ 리더십 프로그램

고 비유할 수도 있겠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미국 워싱턴의 싱

리더십 프로그램은 전세계 리더를 잇는 일종의 펠로우 프로그램이다. 잠재적 리더

크탱크 모델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글에서 소개한 아스펜연구소

➋ 대중프로그램 – 아스펜 아이디어 페스티벌

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아스펜연구소의 지향대로 ‘문명화된 대화’를 나눌 수 있

(Aspen Institute)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실행사업을 상당부분 포괄하는 미국진보센

1867년 창간해 진지한 시사매체로 자리잡고 있

는 사람들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로 2년 가량 운영되며, 소수가 참여하는

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혁신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아쇼카 : 공공을

는 <The Atlantic>과 공동주최하는 Aspen Ideas

수 차례의 세미나, 다수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 등을

위한 혁신가(Ashoka: Innovators for the Public)’ 같은 기관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Festival은 아스펜연구소의 프로그램 가운데 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참석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리더십프로그램은

한국에 구현할 방법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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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연구, 원천 기술 개발, 상용화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주
춤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원유 초과 공급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원유 가격은
국내 기업의 재무와 이익, 그리고 사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
속 가능한 대체 연료 및 소재 생산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R&D 투자를 소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
녹색 기술을 통한 신 성장 산업의 창출, 기후 변화 대응과 산업 육성을 모두 이루
겠다는 의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 기술과 산업 모델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
고 있다. 미래창조부는 이를 위해 글로벌 프론티어와 같은 대형 과제를 지속적으

미세 조류를 말리고 있는 차드 호수의 여성들

로 주관하고 있으며, 차세대 바이오 매스 연구단(단장 양지원)은 정부의 장기 비
전에 동참해 지속 가능성이 있고 친환경적인, 그리고 기후 변화에 직접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지구의 현재·미래 식량과 연료, 소재의 수요라는 다면적인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미세조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세조류는 지구의 생성 당시부터 광합성을 통해 지구에 산소를 생산, 공급하기
시작하고 그 덕택에 수없이 많은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을 유도했다. 게다가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미세조류는 우리 식생활의 일부로 늘 존재해 왔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차드족은 차드 호수에 피는 Spirulina라고 하는 고급 단백질과 항산화
제가 풍부한 미세조류를 수확하여 주식으로 사용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미세조
류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영양분 때문에 차드족이 다른 아프리카 종족들에 비해
키도 크고 건강하며, 차드족 여인들의 피부가 특별히 곱고 아름답다고 말한다. 뿐
만 아니라 아이러니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자연 재해와 천재 지변, 기
후 변화의 주범인 원유도 수억 년 전에 미세조류가 땅속에 묻혀 고온과 고압, 긴
시간을 통해 변형된 것이다.

수송연료부터 의약품까지,
지구를 구할 ‘미래의 꽃’
미세조류
광합성 통해 기름 만들어내고 석유보다 깨끗하게 연소
박민성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겸직교수·(재)차세대 바이오매스 연구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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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이후로 현대 문명의 꽃을 피운 화
석 연료는 우리 인류에게 지구 온난화란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대두나 옥수수 같은 유지작물들은 대부분 많은 땅을 필요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적

로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에서 키워야 하고, 질 좋은 담수를 필요로 하

인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는 화두가 자리

기 때문에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식량작물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세조

잡은 현 시점에도 미국은 셰일 가스의 대

류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바닷물

량 생산을 통해 사우디 아메리카(Saudi

과 같이 염도가 높은 물에서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삼면이 바다로

America)라고 빗대어 불릴 정도로 셰일

둘러싸인 나라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다. 게다가 미세조류는 육상식물에 비해

가스석유의 시추량을 늘리고 수출하기 시

서 훨씬 활발한 광합성, 빠른 분열과 생장, 오일 생산성을 높이는 대사 경로들을

작했다. 전세계 정치와 경제를 조종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다른 유지작물들에 비해 낮게는 다섯

미국 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자행된 결

배, 높게는 수백 배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육상

과로, 또 다시 원유 가격은 배럴당 50달러

식물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고정 및 제거에 효과적

이하까지 바닥을 쳤다. 원유가격 하락에

이다. 실제로 지구의 이산화탄소 순환의 대부분은 미세조류에 의해서 이루어지

따라, 지속 가능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기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일을 저장하고 있는 미세조류들.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유체(油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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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

유전자 변형 / 선택

배양

채취

바이오매스 건조

오일 추출

바이오디젤 생산

미세조류는 강한 빛을 받거나 질소나 인, 황, 철과 같은 영양원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탄소화합물을 기름의 형태로 바꾸어 몸에

채취

건조

축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세조류에 따라서는 낮게는 전 체중량의 10%, 높
게는 70%까지 기름을 축적할 수 있다. 미세조류에서 나오는 오일은 간단한 화학
반응을 통해 쉽게 바이오 디젤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의 몇 가지 업그레이딩

미세조류
기름 추출

비건조 바이오매스의
직접 에스테르교환반응

기술을 통해 윤활유, 경유, 등유, 휘발유, 심지어는 항공유까지 만들 수 있다. 그리
고 무엇보다도 미세조류에서 유래한 수송 연료들의 뛰어난 점은, 기존의 원유 제

바이오디젤

변환

품들과 직접 혼합이 가능하며, 현재의 모든 차종이나 중장비 차량, 비행기들의 엔
진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정유 설비, 수송

미세조류 바이오 디젤 생산 전 공정 과정

배관, 수송 방식, 주유소 설비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
한 미세조류 유래 휘발유는 현존 휘발유보다 더 깨끗하게 연소된다. 이러한 다양

제거하는 저에너지·고효율의 미세조류 수확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가지는 데 필요한 기술, 공정, 상용화 모델들을 어

한 장점 때문에 미국은 1980년 대부터 미세조류 기반 수송연료 생산 연구에 꾸준

인 방법으로 미세조류 오일을 다양한 수송연료로 전환하는 기술과 통합 공정을

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한 투자를 해왔다. 2008년부터 연구비를 늘리고 2010년 이후부터 수조에 달하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게다가 재투입된 에너지와 원료의 완

가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연구비

R&D, 실증연구, 생산에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 같은 세계 동향에 발 맞추어 한국

전한 선순환을 위해서 생활 폐수를 포함한 다양한 폐수에 들어 있는 질소, 인, 탄

와 인력과 재원을 투자해 왔으며, 일찍부터 다수의

에서도 2010년에 차세대 바이오매스 연구단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소원을 사용하여 미세조류를 배양하는 기술도 개발해 폐수 처리와 바이오 연료

중소기업 및 SKI, SK Chemical, POSCO, 남부발전

지원하기 시작했다.

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중이다.

등의 대기업들을 연구단의 일원으로 초청하여 질

수송연료 연구 외에도, 기름을 추출하고 남는 미세조류의 잔사를 사용해 생분해

높은 산학 협동 연구체제를 구축해왔다. 한발 더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연구 프로젝트들의 목표는 미세조류 수송연료의 가격 경

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유기농 비료 및 여러 가지 고급 동물성 사료를 개발·

나아가서, 향후 두 세달 안에 연구단 자체에서 지

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배럴당 100달러 수준의 원유에서 생산되는 경유나

생산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미세조류의 고급 오일 성분은 화장품의 소재로

난 4년 반 동안 축적해온 기술, 지식, 인력을 기반

휘발유 등에 비해 경쟁력 있는 수송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제반 기술을 2020년까

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DHA/EPA와 같은 고가의 오메가 오일들을 다량 함유하

으로 최첨단의 연구·기술력에 기반을 둔 건강기

지 개발하고 2025년까지는 상용화·산업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지난 100년

고 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건강 식품의 재료가 될 수도 있을 만큼 가능성이 무궁

능식품 및 화장품 소재와 시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이상을 천문학적인 숫자의 정부 지원과 기업의 투자를 받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

무진하다. 또 미세조류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강화되어 있다. 진화적

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할 것이다.

을 해오고, 생산가격의 절감을 위해 지금도 꾸준히 기술의 첨예도를 높이기 위해

으로 볼 때, 미세조류 특유의 활발한 광합성 기작을 갖고 있어서 나쁜 대사 산물인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육성’이라는 큰 비전을 바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원유 기반의 석유화학 산업에 비한다면 5-6년 밖에 되지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산화 기능이 있는 다양한 키로티노

탕으로, 바이오매스 기반의 녹색 기술 산업의 생성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지도 않은 투자를 받은 미세조류 연료에게 기존의

이드 계열의 물질을 고농도로 만드는 생합성 경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과 유지에 필요한 기초 연구, 원천 기술 개발, 상용

석유화학 제품들과 가격 경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그래

서 아스타잔틴이라는 천연물은 황금의 단위 무게당 가격의 수백 배로, 세계적으로

화, 산업화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

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넘어야 할 험하고 높은 산들이 많은 것도

많은 건강기능식품회사들이 생산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세조류는 의약품이 될 수

처 간의 협력을 통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노력하는

사실이다.

있는 물질들도 함유하고 있다. 항바이러스, 항암 물질을 포함해 고혈압을 막을 수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부인

예를 들면 미세조류의 광합성이 현재 이론적으로 가능한 생산 한계를 넘어야 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미세조류는 우리가 필요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들의 결실 덕분에 2010년에

고, 현존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오일 추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석유화학 산

하는 에너지, 연료, 식품, 의약, 친환경 하수처리, 탄소 저감형 기후변화 대응산업

는 세계 9-10위였던 한국의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

업에서는 최근까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친환경적인 공법의 개발과 실현, 지속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원이다.

연료 연구가 현재 전세계에서 1-3위 수준으로 올

가능한 공정의 개발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자들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3천 5백 조에 달하는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 시장이 2030

라섰다. 이를 통해 한국이 전세계 소비재 산업의 1

그 어려움이 큰 만큼 더 창의적이며 유연성 있게, 또 무척 빠른 속도로 대처하고

년까지 20% 이상 미세조류와 같은 바이오매스 기반의 원료로 대치될 것으로 예

위로 자리매김한 삼성전자의 연매출에 버금가는

있다. 차세대 바이오매스 연구단에 속한 250명 이상의 연구자들은 빨리 자라고,

견된다. 거기에다 의약품, 식품, 사료 시장까지 합하면 미세조류 기반의 소재제품

글로벌 기업을 신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오일의 함량이 높은 미세조류를 자연에서 탐색하는 일과 함께, 현대 합성 생물학

을 기반으로 엄청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신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바이

것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다.

과 대사 공학을 응용해 우량 미세조류를 개발하고, 미세조류를 가장 고농도로 배

오매스 연구단에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미세조류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다양한 산

양할 수 있는 기술을 찾고 있다. 또한 수상 식물인 미세조류에서 대부분의 물을

업 및 기업의 형태를 먼저 예측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36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 See Futures : Vol.06 • SPRING 2015

37

화제의 인포그래픽스

모바일 결제 시장,
알아두면 좋을 것들

출처: www.rishabhsoft.com

번역 및 각색 이제원 / 디자인 세일포커스

모바일 결제 사용자

모바일 결제 앱

현재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휴대폰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휴대폰 결제 사용자 수

76
61

91

45

54

141
121

64

68억

35억

21.5억

101
81 91

4 5 5

아시아/태평양

40%

$

구글월렛

2014년 미국 소비자
사용 기준

26%

$

그루폰

17%

$

애플 패스북
아프리카
2014

디지털 지갑
서비스들

중동

13 17 22

라틴아메리카

79%

164

유럽
북아메리카

$

페이팔

2015

2016 (단위: 백만)

마스터카드
페이패스

$

아이시스

모바일 결제
사용자 중

39%는

$

5%
4%

모바일 결제 수용 현황

밀레니얼 세대

39%

31%

밀레니얼 세대
(18-26세)

밀레니얼 세대: 1982~2000년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를 일컫는 말

X세대
(27-39세)

18%
베이비붐 세대
(40-50세)

12%
배포

노년층
(51세 이상)

배포 준비

시험 단계

계획 단계

아직 관심 없음

이동통신 사업자
22%

모바일 결제 거래

37%

30%

10%

1%

금융기관
19%

세계적인 모바일 결제 거래량은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결제 앱 사용처

24%

45%

11%

1%

상점

2017년 $7210억에

10%

도달할 전망

20%

38%

29%

3%

휴대폰 제조사

721

8%

9%

28%

36%

19%

$

106
$
2011

38

164
$
2012

상점 구매

235

결제대행사

패스트푸드

17%

$

2013

APP
2017

주차

엔터테인먼트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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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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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

39%

40%

24%

60%

80%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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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인물포커스

임

송

한국에 방문하시는 것이 처음이라고 들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매우 흥미로운 자리였다.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

임

임화진

송

메이메이 송

KAIST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에
임

송

한 말씀 부탁한다.
Welcome to Futures! 미래학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래학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

이 분야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것을

웠다. 한국의 다양한 분야와 세대의 미래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 의견

도와주는 매우 놀라운 분야다. 미래전략대학원이 미래학 연구의 원더

을 교류한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학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는 중요한

랜드에 입성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미래학을 즐기면서 함께

심볼이 되었다고 본다. 이런 흥미로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쁘다. 또한 한국의 미래연구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뜻깊은 이야기를
대만 탐캉대학 메이메이 송 교수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의 미래학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하
고 있어 향후 그 발전이 기대된다.

임
송

Welcome to Futures!

임

송

대만 탐캉대학 메이메이 송 교수 인터뷰

지금 세계는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즉, 미래학을
연구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

탐캉대학의 미래학교육 프로그램은 20년이 넘는 경험을

람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혼돈을

가지고 있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 줄 논리와 방법론을 미래학에서 찾을 것이기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들려달라.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 또한 미래학 교육이 다가올 10년간

탐캉대학의 대학원 프로그램은 이제 13년 차가 되었고 학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아시아에서 미래학 교육의 역할이

프로그램은 1995년에 설립되었다. 약 10년 가까운 시간을 지

매우 커질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미래학 교육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

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미래학을 새롭게 접하는 학생들에게 어

진행・정리 임화진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앞으로의 미래학 교육에 대한 전망은?

서 역동적으로 변모할 것을 확신한다.

려운 개념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해 줄 것인가에 대해 매년 고민해
야 한다는 점이었다. 사실 처음 미래학을 접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지난 12월 1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1회 한국미래전략학술대회에 초청연사로 참석하기 위해 탐
캉대학의 메이메이 송(Meimei Song) 교수가 내한했다. 탐캉대학은 대만의 가장 큰 사립대학으로 20년
넘게 미래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미래학 교육의 선두주자다. 미래학 분야의 저널인 <Journal of
Futures Studies>를 발간하는 등 연구활동도 활발하다. 탐캉대학의 미래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흥미로운

접해왔던 지식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매우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메이메이 송 교수는 미래학을 배움으로써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라는

보통이다. 따라서 미래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철학을 이해시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 더 깊고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

것은 적어도 2-3달 이상 걸리게 된다. 물론 초기에 미래학에 대해 이

를 기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더욱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해하게 되면 학생들 스스로도 그들이 이해한 것이 무엇인지 놀라게

능력도 가지게 된다는 것과 지금까지의 통념을 뒤엎는 사고, 즉 비선

된다. 그만큼 미래학은 가치관에 대한 전환을 겪게 되는 학문이라고

형적이고 더욱 종합적이며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차원의 사고

할 수 있다.

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미래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이라

소개를 해준 메이메이 송 교수를 만나 탐캉대학의 미래교육 시스템과 앞으로의 미래학 교육이 나아갈 방

고 말해주며 인터뷰를 끝맺었다.

향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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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9차 강연 – 허영 국가 R&D PD

의료산업이 미래를 이끈다
정리 서종환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되고 있다. 또한, 기기의 디지털화로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관리가

기술력 부족으로 중간기술 시장에만 진출 중이다. 또한, 국내는 의

주사업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마케팅력을 갖춘 IT기업이 의료

료기기 시장이 협소하여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

기기 시장에 신규 진입하였다. 더불어 IT, BT, NT 접목으로 극미세

도 문제이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는 의료용품의 80%가

량의 생체물질을 검출하거나, 질병을 진단부터 치료까지 자동으

수입제품인데, 한-미, 한-EU의 FTA 협상타결로 3-5년이면 대부분

로 수행하는 신개념 복합의료기기를 출시하는 등 융복합이 가속

관세가 철폐될 것이어서 그 전까지 시급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대기업 제품은 극히 소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제조산업의 기반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의료산업은 의학과 전기전자, 기계, 재료, 광학 및 통계 등이 융합된 다학제 융합산업으로

수이고 중소기업의 중저가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

이 잡혀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신기술과 생산기술을 융합할 능력

따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의료서비스(80%), 제약(15%), 의료기기(5%)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율이 반도체나 자동차

어, 자체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150여 개사(전체의 8.7%)에 불

도 있다. 국내 의료기기의 R&D 역량을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인력

높아졌고, 첨단의료기기의 출현과

산업보다 높다. 의료기기는 사람과 동물에게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

과하고 연구시설, 전문인력 부족으로 연구개발 역량이 열세인 상

도 풍부하고, 다수의 대학병원, 높은 인구밀집도 등으로 고가장비

사한 제품으로 정의되는데, 의료기기산업은 다음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임상의학과 전

황이다. 또한, 초음파 진단장치, X-RAY 등 영상기기와 치과용 치

소비시장이 확대되는 중이다. 반면, 품질 경쟁력은 저조하고 영세

기전자, 기계, 재료, 광학이 융합된 대표적인 융합산업이다. 둘째, 안전성, 신뢰성이 구매의

료재료, 콘택트렌즈 등 소모성 재료 등이 주력 생산품이다.

기업 위주이고 기술력도 선진국의 60-70% 수준으로 낮다. 매출이

결정요인이며, 진입장벽이 높은 독과점 산업이다. 셋째, 생명을 다루는 특성으로 인해 인허

글로벌 의료기기 세계시장을 100%로 봤을 때 한국은 1.3%로 13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체가 88.5%를 차지하며 마케팅 능력이 부

의료기기의 대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허영 국가 R&D
PD(Program Director)는 「2025

가 절차가 까다로운 규제산업이다. 넷째, 높은 고용유발효과, 고부가가치, 고임금의 선진국

위 수준이다. 전년대비 시장규모를 볼 때, 중국은 21.4%, 러시아는

족하여 인지도가 낮다. 핵심 고급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전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연에서

형 지식기반 산업이다.

11.1% 증가했지만, 한국은 4.9% 증가에 그쳤다. 한국의 의료기기

체인력 중 연구인력 비율은 세계 평균(12%)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사업전략을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산업현황을 살펴보자. 존슨앤존슨, GE, 지멘스, 필립스

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으로 초음파 영상진단기 등 일부 품

수요자인 병원과 연계하는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기술

제시했다.

등 세계 주요기업은 대규모 R&D 투자, 우수기술 보유 전문기업과의 M&A를 통해 거대화

목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은 투자금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인력, 인허가, 해외수출 등 경쟁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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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 넷째, 제품의 안전성과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고, 품질에

앞으로 기대되는 의학기술로는 유전자 진단, 현장현시검사, 의학

대한 규제에 맞춰 품질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

적 명상, 유전자 치료, 인공장기, 의학용 레이저, 국부적인 진단, 조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R&D가 수요자 중심이 되도록 사

직공학, 컴퓨터의 자료 진단, 약 배달 시스템 등이 있다. 특히, 휴

전기획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표준규격에 의한 개발시험과 임상

대형 초음파 진단기기(3.5 모니터 장착, 휴대용, 구급차량 등에 활

학회와 연계한 성능검증을 필수화하고, 핵심, 응용 및 개발 단계별

용), 녹내장 치료 콘택트렌즈(각막형태변화로 압력조절, 실시간

탄력적 지원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국내외 공동협력 R&D를 확

정보 원격전송), 스마트 패치(무통증 선택적 약물투입, 칼로리 가

대하고, 전주기 지원 매니저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이드라인 제공) 등 웨어러블 의료기기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

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

밖에 클라우드 기반 EMR과 스마트 PHR, 스마트 센서(비침습적 혈

계하여 사전허가심의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화되고 특화된 임상

당 특정기), 초저선량 영상유도 융합 치료기기, 다기능 내시경 및

시험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그 밖에 융합화에 따른 제도

생분해성 스텐트, 스마트 CAD 및 인공장기 등이 유망한 차세대 의

정비, 글로벌 규제강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해외 인허가기관들과

료기기로 전망된다.

상호 협력체계 강화 등도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국제 경쟁력

마지막으로, 병원, 기업, 정부 등 각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전략을

의 확보와 기술의 우위선점이 필요하다. 둘째로, 핵심기술의 국제

제안한다. 먼저, 병원은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수요기관으로 참

특허화 및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로, 특허기술의 분석을 강

여해야 한다. 병원에 테스트 베드·데모 기회를 부여하고, 개방형

화해야 한다. 특히, 최신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

공동 협력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병

라, 수요자의 요구사항도 변화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원 별로 브랜드화도 해야 한다. 기업은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전략으로써 상생포럼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핵심의료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공동개발 및 마케팅 전담 기업을 운

기기의 제품화가 필요하며, 병원과 기업이 상시 연계하는 사업을

용해야 한다. 국내 기업 간 M&A도 추진하고, 선도기업을 집중적

추진해야 한다.

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인력(은퇴기술자, 출연연 연구

해외시장은 선진국, 신흥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냐에 따라, 고객에

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국내 인프라(HW, SW,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은 시장규모는 크나

정보)의 옴니버스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마케

국내 자체 브랜드 완제품 진출이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낮은 브

팅지원, 펀드조성, 제도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랜드 인지도와 낮은 기술수준이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ODM·OEM 방식으로 틈새
시장을 진출해야 하며, 현지의 의료서비스 제공업체를 공략해야

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10차 강연 –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이 이끌어야 한다

21세기는 2000년에 시작되었나? 실제로
는 그렇지 않다. 그 전 세기에 남아있는 연
도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
미에서의 한 세기 시작은 바로 2010년이라
말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세기의 시

한다. 성장세가 높은 신흥국은 국내 완제품 진출이 가능하여 중점
공략이 필요한 목표시장이다. 신흥국은 한국 제품에 우호적인 곳

정리 서종환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나 한류가 형성된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작은 1900년이 아닌 1914년이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부터 세계가
바뀌며 20세기가 등장한 것이다. 20세기는

있으며,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나 현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시

2011년 리만쇼크 이후 전 세계의 경제침체로 인해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미래예측보고서가

전쟁의 시작이자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

작규모가 작고 공공시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정부조달 중심의 구

범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5년 대한민국 미래전략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혜안을

의 출발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진정한 21

매가 필요한 시장이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을 목표로 삼거나, 원

얻고자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와 미래전략대학원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

조·공여 ODA 등을 활용한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기업이 해

정책연구소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했고, 지난 12월 그

외진출 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해당국가의 의

세기는 2014년을 지나 2015년부터 시작된
다고 생각한다.

료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해야 하며, 의료보험제도 및 관련 규

대단원의 마무리를 지었다 (표 참고). 최종 토론회는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전

한국은 세계 속 작은 나라임에도 과학기

정을 숙지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 니즈와 선호도를 조사해야 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의 발표로 마련되었고 세계변화와 위기 속에서

술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다. 셋째, 에이전트와 기존 판매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있다.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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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데, 이는 10년, 20년 뒤를 예측한다. 이들이 말하는 2030

모든 나라들이 리만쇼크 이후로 다양하고 각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 그 나라에 리더십을 제공했고, 그 바탕에 산업적인 기술이 있었

년 메가트렌드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상상

있지만 가장 큰 주제는 출구를 찾는 것이다.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

기 때문이었다. 상당기간 모든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은 과학이

력과 창의력에 과학기술과 ICT가 접목되어 응용되는 경제체제다.

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것인지 출구 찾기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술로 가고, 기술이 어떻게 산업으로 가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과학기술이 권력의 힘으로 정치적인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무

지향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

세계를 바꾼 5가지 과학기술 공식이 있다. 먼저, 만유인력의 법칙인

력이 될 수 있으며 경제력의 파급효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더 시각을 넓혀, 과거를 간파하는 Insight

데, 만유인력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우주선을 달에 안착할 수 있

현재의 힘 대결은 기술 회계론이나 여러 회계론들이 펼쳐지고 있는

와 미래를 예측하는 Foresight가 중요하며, 통찰력과 예지력을 어

었다. 둘째는 유체역학의 법칙으로, 이것을 이용해 비행기가 바람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가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 식

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미래예측에

의 압력을 이용해 날아가는 비행기의 항공산업을 발전시켰다. 셋

량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의 노출이다.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영국의 국방부에서 Insight, Trend,

째는 전자기 유도법칙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Foresight의 개념, 정의를 내리는데,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등 전자제품들을 발전시켰다. 넷째는 열역학 제 2법칙, 자동차의 엔

세계의 변화, 문제점과 위기를 파악하고자, 매년 1월 마지막 주 스

Insight이고 셋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Insight는 1-2년 사

진 등을 만들어냈다. 마지막으로, 특수 상대성이론인데, 핵무기와

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 올해의 이슈, 내년의 이

이를 예측하고, Trend는 3-5년, Foresight는 5-10년이며 기간이 길

우주선 등의 산업으로 지난 300년 동안의 세계를 바꾸었다.

슈가 무엇이 될 것인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의 키워드

어질수록 불확정성이 높아진다. Foresight는 10-30년 단위로 측정

를 발표한다. 2013년에는 사회나 정치, 비즈니스의 연계상 속에서

된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 미

앞으로 한국은 포스트 박정희의 모델과 신 산업창출이 필요하다.

바뀌고 있으며 지구촌의 경제가 역동적으로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래전략을 계획할 때, Forecasting과 Backcasting을 주로 사용한다.

50년 간 유지해온 중후하고 장대한 산업전략의 전환과 신성장 동

빗나갔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011년 리만쇼크 이후 전 세계의 경

Forecasting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트렌드로 이어져

력을 창출을 이뤄야 한다. 또한, 진정한 공업대국의 길을 모색하여

제가 침체된 것이다. 침체되어 저성장시대가 계속 되다 보니 이젠

나가서 2-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전략을 짜는 사

야 한다. GDP의 30%를 차지하는 공업생산이지만 기술적자는 연

세계가 성장에 익숙하기 보단 저성장이 당연하고, 저성장과 함께

람들은 Forecasting만으로는 부족하고 2-30년 후에 미래는 어떻게

간 50억 달러이며 자신만의 기술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다.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범이 탄생하게 되었다.

될 것인가를 예측할 때 피드백을 이용해 Backcasting하여 무엇을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은 질과 양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오늘날처럼 우리경제가 침체기이고 복

ICT에 의한 사회혁신 실현도 이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프로세스

영국의 보고서는 멕시코, 아프리카, 아시아의 문제를 주로 싣다가,

잡하게 움직일 땐, Backcasting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대

와 제품, 서비스의 혁신도 필요하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치창조

올해는 새 우주시대, 빅데이터, 박근혜의 창조경제 또한 이슈가 될

부분의 전략보고서는 20년 후를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의 비즈니스모델도 구축해야 하며, 이는 기술 중시의 제조업은 종

2040, 2050등 미래예측보고서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

것이라 예측했다. 2015년에는 유로존의 침체, 중국의 성장변화, 미

무엇을 해야 한다고 써야 한다.

래시장을 전제하고 국제비교우위가 단명하기 때문이다. 조합설계

몇 년간 리만쇼크 이후 전 세계가 훨씬 더 불확실해졌기 때문이

국의 독단적인 활개 등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 속

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세계의 모

에서도 중국은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데 7억 5천만의 인구가 중국

세계는 지금 기술혁명 등 기술과 산업, 기술과 사회, 기술과 문화 등

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사회구조의 변화가 필요

든 기관에서 많은 예측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

의 큰 변화를 줄 것이다. 일본은, 역시 아베노믹스로 아베 총리가 제

모든 것이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기술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고

하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래예측보고서들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구가 멸망하고 있

정정책, 금융정책엔 성공했지만 친성장정책은 아직 어려우며 정치

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세계적인 힘을 가질 때를 보면 과거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령화, 환경문제가 다급한 문제로

권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의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엔 물리적으로 식민지를 가지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국가가 국제적

ICT 공통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며, 주요 이슈들은 경제성장과 고용,

다루어지고 있다. 세계의 경제패권이 완전히 동양으로 넘어와 아

등의 나라는 리더십으로 거론되었는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관

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위상을 갖느냐가 그 나라의 힘이

정보전달 능력, 도시개발, 고령화 사회, 자원문제, 오픈 이노베이션,

시아가 세계를 움직일 것이라는 다이나미즘과 세계의 도시밀집

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위기대처와 공화

다. 세계적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부강하게 되었느냐 할 때는, 산업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활용 등이 있다.

화 현상도 주요한 이슈다. 이는 도시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

당 입지 강화가 주요 이슈다. 유럽은 경제가 나쁜 상황 속에서도 러

루어지는 시티 라이프가 훨씬 더 심화되는 시기가 되었음을 뜻한

시아를 견제할 것이다. 지역 문제를 포함, 유럽에서 가장 골치 아픈

다. 또한, 북극의 국가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거기서 모든 경

러시아의 악재도 고민해야 한다. 중동아프리카는 이슬람의 문제로,

쟁활동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 말한다. New-North시대라고도 하

이란-이라크-터키 등의 지역에서 새로운 국가가 출현해 새로운 중

며, 점점 더 세계경제권이 북극으로 올라가서 북극해와 관련된 8

동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셰일가스와 세계경제침체, 석유가격의

개 국가, 12개 지역이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지역이 될 것

폭락 등의 관계로 경제의 요동이 예측된다.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이라 예상하고 있다.

의 문제로 아프리카 전체의 투자문제에 위기를 겪고 있다. 지금까
지 1만 7천 명이 감염되고 6-7천 명이 사망했으며 여전히 아프리카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 FBI에서도 4년에 한번 미래예측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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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큰 문제로 남아있다.

의 제조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국제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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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국내외 미래학 행사 소개

2015

국내외 미래학 행사

Event
Schedule
1 - 8월 매주 금요일

1. 21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New York City Chapter:
Amy Zalman, World Future
Society CEO, to discuss the
Future of Futurism

한국
2016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정기토론회.
매주 다른 주제로 개최

미국
세계미래학회(WFS)의 뉴욕지부의 연례행사.

제1회 한국미래전략학술대회
성공리에 개최

미래학의 미래에 대해 세계미래학회 CEO이자
회장인 Amy Zalman가 발표

1. 28

3. 1

4th Viennese Talks on Resilience
and Networks

The World's First Futures Film
Festival

오스트리아

호주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와

미래를 주제로 한 영화제로는 처음 개최되는 행사.

네트워크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발표와 토론을 진행

다양한 미래에 대한 내용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알리고
체험할 수 있음

3. 12 - 3. 14

5. 24 - 5. 30

SU SUMMIT SPAIN

Future Earth young scientists'
networking conference 2015

스페인
특이점 대학(Singularity University) 이 개최하는 서밋.

이탈리아

임화진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지난해 12월 1일 월요일,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과학기술정책연

며 향후 미래전략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망하였다.

구원, 서울대학교가 공동 주최 및 주관하는 제1회 한국 미래전략

학술대회는 학생, 연구진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학술대회가 COEX 컨퍼런스 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라면 누구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대안적 미래를 위한 우리나라 미래연구 평가와 새로운 시작’이라

마련되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래예측기법을 배우는

는 주제로 갈수록 증폭되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위기에

튜토리얼 세션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펼쳐진 미래상황극이 공연되

직면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특

는 회장에는 가득 메워진 청중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오후 제 2

히, 단기적인 해법이 아닌 새로운 관점의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기

부의 전문가 초청세션에서는 미래연구의 이론, 방법 그리고 활용

위해 과거를 돌아보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네덜란드 Delft공과

학술대회는 크게 오전, 오후의 전문가 세션과 학술논문세션, 튜토

대학의 Patrick van der Duin 교수는 미래연구의 개념부터 영역까

리얼과 연극이 개최되었다. 제 1부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연구의 과

지 폭넓은 내용을, 대만 탐캉대학의 Meimei Song 박사는 탐캉대

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미래연구의 초석을 다진 연사

학의 미래학 교육시스템을 학생들의 변화와 의견을 중심으로 소

들이 발표를 가졌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개하며 미래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시스템

연구의 시작을 열었던 연구자로서 풍부한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

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연구원의 강홍렬 박사는 열정적인 발

로 우리나라 미래연구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병

표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연구의 정책 및 실행상의 문제점과 활용

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미래연구의 현황 및 진단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이라는 주제로 국내 미래연구의 한계점인 통합적인 정책의 부재

학술논문세션에서는 4개의 주제(미래 이슈 스캐닝, 미래예측 및

과학기술이 산업과 환경규제에 어떤 영향을

젊은 과학자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와 단발적인 미래연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정

정책연구, 미래예측과 사회, 미래학 관련 이론 및 방법론)를 중심

줄 것인지 토론

교류하는 행사

책수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천식 KDI국제정

으로 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책대학원 교수는 KDI에서 실험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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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세션
A.

한 국 미 래 전 략 학 술 대 회

미래 이슈 스캐닝
Horizontal Scanning

초 연결 사회 시대의 미래 청소년 라이프 스타일 변화 전망
<Best Debut Paper 수상논문>

학 술 논 문

초 록

대기업의 X-이벤트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장우영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에 있어 정보통신 대기업과
관련된 X-이벤트 발생시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

김지환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도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산업에 있어

세션
B.

미래예측 및 정책연구
Foresight & Policy

3차원 미래예측법을 이용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변화 분석

<Best Debut Paper 수상논문>

최혜승·이광형·Jim Dator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국가미래경영법 제정
윤정수 해양수산부

본 연구를 통해서 헌법에 감사원(필벌)만 있고 신상원(신상)이 없
어 규제만 발달한 규제 공화국이 되었고, 창조 기본법이 없어 창조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알 수 있으며, 특히 창조자에 대한 평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미래 예측 방법론을 사용하여 가상의 캐릭

서 글로벌 경쟁생태계 구축, 지배구조 시장화를 통한 CEO리스크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3차원 미래

가, 보상, 활용 등 인재관리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터에 대한 미래 워크숍을 청소년들과 성인 대상으로 진행 하였으

완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확립, 미래전략부서 구

예측법과 부호화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따라서 미래의 창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창조 관

며 세대 간의 의식 구조 비교를 통해 미래 사회 변동을 전망해 보

축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정책 제언 및 정책 방향을 3차원 미래예측법

리 체계를 정립해야 하며 그 방안은 통치구조, 법 제정, 국민생활

의 3축인 시간, 공간, 분야로 부호화시켜 시대별 패러다임 변화 패

까지 일치시켜야 한다.

았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서 초 연결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상의
캐릭터와 미래 청소년들은 매우 급격한 소통을 하게 될 것이며 이

가축전염병으로 바라본 과학적 사실의 사회적 합의에 관한 연구

턴을 관찰했다.
의사들의 미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의사혁신프로그램 개발

로 인한 세대 갈등은 미래 사회 변동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영수 KAIST 과학저널리즘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언론과 중앙/지방정부가 AI의 확산 대처라는 불확

Legal Implications of Robot Automation
Shubha Gokhal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obots will become more complex and autonomous in the
foreseeable future. Increasingly autonomous robot decisions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uman life. Robot ethicists term
these robots as moral agents because their autonomous acts will
create new moral and ethical consequences. It is quite foreseeable
that a victim of a harmful robot act will want legal redress for his
suffering. This paper argues that although various legal theories
may be a possible source of protection for autonomously
acting robots, the law will need to evolve new legal theories for
determining liability for autonomous robot actions.

미래 혁신투자플랫폼이 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의 전략적,
정책적 요소 연구

실한 과학적 이슈에 있어 어떠한 시각과 방어기제를 가지고 대하
는 가를 살펴봄으로 인해 과학적 사실인 질병에 대해 한국사회가

고락현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채수찬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본 논문에서는 의사출신 창업가 대상 인터뷰를 통해, 3차원 미래예
이두연·김원준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측법에 의한 의료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의사(Medical Doctor)에

어떻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 시키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방

본 논문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의미를 고찰하고 해외 크라우드펀

게 적합한 창업성공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창업지원 프로그

법으로는 방송·신문 매체 5가지 376개의 기사 프레임 분석, 중

딩과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봤다. 또한, 국내 크

램을 개발하였다. 의사출신 창업자 8인과 의료분야 전문 패널 11인

앙/지자체가 발간한 백서 분석을 통해 AI에 대한 정보원 별 시각의

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성과를 분석하여 크라우드펀딩의 미래 전략

에 대한 방문 인터뷰를 토대로 의사창업의 핵심성공요인과 의료산

차이, 각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키워드 분석을

적 요소와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업의 미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의사대상 창업교

해 본 결과기사의 경우 과학적 프레임보다 인간, 사회적 프레임 중
심으로 변질, 백서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또 지자체와 농민

육 프로그램인 의사혁신프로그램의 4가지 유형을 개발하였다.
한국과 핀란드의 국가미래전략 수립 구조 비교연구
친환경 언어정책과 배달말·글의 미래

간의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규연·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

TSE+P 방법을 이용한 미래예측

핀란드는 수평적, 개방적이고 전략 실행과 환류 개선이 가능한 국

이의재 한국생산기술연구소

가미래전략 수립구조를 갖고 있다. 안정적이고 확장성이 크며 발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와 각종 문서 및 국민의 문해력(文解

전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형태를 한 것이다. 반면 한국

力, literacy) 수준을 살펴보면 나라의 장래를 전망할 수 있다. 통일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TSE+P 분석법을 고안하여 국내 자율주행 자

의 미래전략 수립구조는 몇몇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위주로 수립

을 앞두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행 국어기본법과 어문

동차의 미래를 기술, 사회, 경제, 정치적인 측면에 통합적으로 분석

되는 수직적, 폐쇄적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

규범 속의 관련 사항들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마땅한지, 우려 깊은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으면 한국의 국가미래전략의 미래는 밝지 않다.

현상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전략적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심충만·홍석근·최성익·방은희·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자율 주행 자동차의 미래에 영향 주

현실성이 낮고 기본철학이 결여된 ‘한국어 세계화 운동’보다는 실

는 기술, 사회, 경제, 정치적인 요소들이 복잡한 인과 관계를 이루고

질적 효과까지 담보하는 ‘정음 세계화 운동’에 주력해야 한다. 정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요소가 자율주행 자동

밀한 통계자료 확보를 통해 바른 언어정책을 확립하고 미래전략

차의 미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은 곧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동방의 빛
나는 등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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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C.

미래예측과 사회
Foresight & Society

의료기술 발전에 의한 미래사회 변화: 암 진단/치료 기술을 중심으로

세션
D.

미래학 관련 이론 및 방법론
Theory & Methods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 디자인적 요소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미래예측 분야에도 최근 도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미래예측 모델 개발
- 농촌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Best Debut Paper 수상논문>

양혜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의료기술의 발전은 예방중심 의료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야기하

Three Cafes : Advanced participatory methodology for

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집

futures studies <Best Debut Paper 수상논문>

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예

여 의료서비스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박재경·정재승 KAIST 미래전략대학원

특허분석을 통해 암 진단/치료기술의 동향을 파악하여 미래 의료

농촌 지역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중단기적이며 종합계

서비스의 변화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주요 이

획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계획 수립 시 미래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

해관계자와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족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계
획 수립을 가정하여 미래관리 5단계를 고려하여 미래예측 모델을 개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 원자력 발전 축소시 대안

발하였다. 계획 수립 시 미래예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관련
된 분야 종사자, 사업지역 주민뿐 아니라 미래학 전문가의 협력이 있
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법률의 제정 또한 필요한 점을 알 수 있었다.

김종남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이 논문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까지만 완공하고, 40년 이상된
것은 순차적으로 폐기하여 2035년의 원전 비중을 10% 이하로 유

Political Protest Detection using Sentiment Analysis:

지할 경우에 대체 가능한 에너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

The Case of Korean Social Media

다. 원전 감축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화석연료로 대체,

측에 이용된 게이미피케이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기존보다 몰
Bong C. Jung · Kwang H. Lee KAIST, Jim Dator Hawaii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methodology to
assist members of a company to explore alternative futures, and
to envision an ideal future society they desire, thereby helping the
company’s sustainability based on alignment and concentrated
capacity.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developed
an advanced methodology for participatory future strategy research.
This methodology is called the “Three Cafes,” and is comprised of
three steps: the World Cafe, the Futures Cafe, and the Game Cafe.
The Three Cafes was devised as a methodology to draw future
alternatives to achieve desired futures in a range of fields.

This paper investigates how well sentiments, measured from social
media, detect political protests from Korean social media in South
Korea. Korean sentiment feature sets were constructed by referring
to SentiWordNet, commonly used for sentiment analysis. Five testbed topics were extracted as political events from the most wellknown Korean social media, Daum Agora. Time series sentiments
were measured to represent whether the extracted topics had actual
protests. The approach of this study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prediction results to the occurrences of the actual political
protests concerning the topics, manually investigated.

분하여 각 시나리오별 장 단점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
래 전략을 수립하였다.

적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미래예측에 본 연구결과를 이용
하는 것은 참여적 미래예측 방법론과 더불어 주로 소수 전문가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던 기존 미래예측 활동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보사회의 미래와 변화의 동인에 관한 연구
유민기·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미래학적 관점에서 논
국토 예측 방법론 정립에 관한 연구

에너지 효율이 포함된 에너지 mix, 동북아 에너지 통합 등으로 구
Jong Hwan Suh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입과 참여의 특성을 강화한 새로운 방법론을 설계 하고 이의 실제

의했다. 과학기술사회학 분야에서는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설
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

임지영 국토연구원

(actor-network-theory: ANT)’을 사용했다. 또한 미래학 분야에서 ‘4

국토 미래연구는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받은 국토의 미래모습을 국토트

가지 대안미래 (4-alternative futures)’을 연구의 배경이론으로 사용했

렌드, 국토 시나리오 등으로 유연하고 다양하게 그려보고, 국토의 미래

다. 과학기술사회학과 미래학의 방법론을 융합적인 사용하여 다양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비전의 평가

발전방향을 가늠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국토 창조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미래상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 일본 지방자치단체 종합계획의 텍스트마이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초연결 사회 국가 리더십의 위기와 미래 변화

임화진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기업미래지수의 개발, 타당성 검증,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3차원 미래예측에 의한 대안 분석

조진삼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이도헌 2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허정환 국토교통부, 임춘택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 일본 지방자치

본 논문에서는 리더십, 조직, 투자 등 6개 영역에 걸쳐 총 25개로

지식과 감정의 교류 및 연대가 가장 긴밀해지고 영토 등 경계가 소

단체 중 지속가능한 지역형성에 특별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 환경

구성된 집약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표별 타당성(Validity)

멸되는 초연결 사회에 국가 리더십은 위기와 붕괴에 직면할 수 있

모델도시의 종합계획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다. 분

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다수의 기업들을 한정

다. 초연결 사회에 개인의 능력과 욕망은 극대화되고 정치, 경제,

석 소프트웨어는 R을 기반으로 한 kh-coder를 이용하였다. 분석

된 기간과 인력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평가운영방안

문화의 중앙집권적 권력은 분산되고 해체된다. 본 논문은 교통, 미

현재 한국 도시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를

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 제시하였다. 개발된 기업미래지수를 활용할 경우, 기업의 미래

디어 등 개인 연결 기술이 발달하고 연결 속도가 빨라질수록 리더

환경분석 및 3차원 미래예측방법으로 2040년 다양하게 변화할 4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시책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였다. 또한 지역

성장성과 지속성 확보가 기대된다.

십은 하락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문헌조사와 CLA, 3차원 미래예측

가지 모습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바람직한 주거의 모습으로 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서술, 개념 등이 많아 비전으로서

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 방향성 또한 불투명한 부분이 많았다.

2040년 한국의 도시 및 아파트의 미래
유철규·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비전이 지속가능한 발전
에 부합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비전 형성을 위한

방법론에 따라 국가 리더십의 핵심 동인(動因)을 추적하고, 시나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미래예측 방법론 적용 가능성 연구

리오 기법으로 국가 리더십의 미래를 예측한다. 리더십은 ‘바람직
한 미래를 위한 선택과 실천’이라는 점에서 미래학의 목적과 유사

박기홍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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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미래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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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일정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 일시 : 1~7월말 매주 금요일(16:30~18:30) • 장소 : 광화문 KT빌딩(1층 드림엔터) • 문의 : moonsoul.report@gmail.com

2015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매주 개최

대분류

미래전망
국가비전

사회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기술

미래전략연구센터는 지난해 12월
출판한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문술리포트)를 대폭

인구
환경
자원

보완하여 국가미래전략 2016으로
발전시키고자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를 지난 1월 초부터

정치

현재까지 매주 진행 중이다.
2014년
1월: 정문술(전 KAIST 이사장) 국가미래전략
연구요청

경제

2~3월: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기획위원회 구성
4~8월: 미래전략기조, 연구방향 결정, 집필/

1.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출판경과
지난 1월 9일 시작한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는 오는 7월 말까지 미래사회
전망과 국가미래비전, 4개 대전략, 28개 분야별 전략까지 총 34개 주제를 중
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올해 국가미래전략 보고서에 담는
분야는 지난해보다 7개 분야(노동, 에너지, 행정, 사회안전, 금융, 주택, 해양
수산)가 늘어났다.
토론회는 2014년 12월 출판된 기존 보고서(도서)를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전략과 정책,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도록 관
련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들을 적극 초대하여 발표/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더
불어 매 토론회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플로어 토론에 참여하도
록 유도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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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신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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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해양수산(신규)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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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석 실장/김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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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교수
배규식 박사
김영욱 박사
강희정 박사
임춘택 교수
유희열 교수
조동호 교수
고영회 회장
차미숙 박사
서용석 박사
김명자 전 장관
오태광 원장
이재욱 실장
임만성 교수
김소영 교수
김동환 교수
김준형 교수
임춘택 교수
주대준 교수
박두용 교수
박병원 회장/김원준 교수
신보성 박사
벤처리더스클럽
남원석 박사
임정빈 교수
김종덕 본부장

일자
1.9
1.16
3.6
2.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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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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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2
3.27
7.1
7.17
7.31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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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3

4.1
4.17
5.8
5.15
5.22
특강/대담
5.29
6.12
6.5
6.19
6.26

자문위원 위촉
자문회의, 워크샵 등 진행
분야별 원고 작성 및 자문
8~9월: 초안원고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총괄수정(총 100여 명)
10월: 초
 안보고서 공청회 및 국회(최고위과정)
의견수렴
추가수정 및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출
 판 및 설명회(제1회 미래전략학술대회)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의 기본자료인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보고서’는 KAIST 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
(http://futures.kaist.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단행본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 (도서출판: 이콘) 로도
출판되어 있다.
매주 열리는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참가신청이나 주제분야별 전략과 정책, 아이디어 제언은 이메일
(moonsoul.report@gmail.com)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msreport2015) 페이지 게시를 통해 가능하다.
매주 토론회 종료 후, 주제별 발표자료는 발표자의 동의를 구하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출판 및 발행보고회(국회 최고위 미래전
략과정)

2015년
1월: 2쇄 제작
1월~현재: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진행중

한편 KAIST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기 6회까지 진행한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에 대한 관련 학자,
전문가 및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일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기존 7월 말 종료계획을 12월까지 확대한다면, 그간의 정기토론회에서 시의성과 대중성 등을 고려하여 상위
로 선정된 주제분야를 더욱 폭넓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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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 2기 수료, 3기 입학 모집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드는 과학적 사고,
창조적 전략을 배운다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개설한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이

문화기술, 미래 자동차, 인공 지능, 대한민국 신 산업 분야 등의 미

2015년 2월 5일 제2기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제2기

래전략을 다룰 예정이며 총 14주에 걸쳐 진행된다.

수료생은 前 대전시장,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
원부 등을 비롯한 국가 중앙·지방 공무원 42명과 민간인 9명으

1기와 2기를 성공리에 운영하며 미래전략 연구와 인재양성에 토

로 총 51명이다.

대를 마련한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은 앞으로 3기를 운영하며 20
년 이상의 장기 전략과 대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창조경제를 활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2014년 국

성화하는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 최초로 개설한 미래전략 고위 연구과정이다. 이 과정은 향후 우
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할 과장급(서기관) 이상의 중앙 공무원, 지
방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국가

[문의처] 미래전략대학원: 042) 350-4019, http://futures.kaist.ac.kr/ASP1
담당자 윤이정: 042) 350-4019, aspasp@kaist.ac.kr

미래전략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수업이 주를 이룬다. 이 교육을 통

2015년 상반기
국회 국가미래전략과정

해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지식을 융합하고
국정의 핵심 과제별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을 배양한다.
김홍태 2기 회장(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적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훌
륭한 교수님, 원우님과 교류하며 본인이 속한 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더욱 폭넓게 발전할 수 있었다며 수료 소감을 밝혔다. 또한,

2015년 1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주간 제2회 국회 국가미래
전략과정이 진행된다. 본 과정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과 국회
의정연수원이 국회 사무처, 예산처, 조사처, 의원비서관 등의 공무
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국회의사당
의정연수원에서 열린다. 수업은 2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각각 다양
한 전공 분야의 KAIST 교수진들이 강의를 펼친다.
이번 과정은 신산업, 국가, 인구, 뇌과학, 무인시스템, IT, 에너지와
의학 분야 등의 미래전략을 다루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각 분야의 미래전략을 세우고 지원하는 국회 공
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AIST와 국회가 함께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회‧기술적 한계에 대
한 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가의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패러
다임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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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운 1기 회장(천문한의원 원장)은 최고의 석학들, 능력 있는
행정 실무자들과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원대한
뜻을 가진 분들에게 이 과정을 꼭 추천한다며 추천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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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4월 2일
4월 9일
4월 18일
4월 23일
4월 30일
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현재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은 2015년 3월 19일 제3기 과정을 앞

5월 28일

두고 과정생을 모집 중에 있다. 6개월 특별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3시간씩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대상은 총 50명 내외로 공무

6월 4일

원 4급 이상 40명, 산업계 임원 1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6월
19일~20일
8월 27일

번 3기 과정은 에너지, 경제·경영, 빅 데이터, ICT, 사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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