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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이었다. 그 당시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양식(良識)’
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들 열심히 해서 발전시킨 덕
에 요사이 70년대 보다 엄청나게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
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의 사고와 재난(편의상 ‘위험’으로 간단화
함)은 그때에 비해 훨씬 더 많아졌고 더 파괴적이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결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현재 터지고 있다.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과 더불어, 그 전에 없었던 많은 사회적 위
험들을 부산물로 같이 키워온 것 같다.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현
재의 상황과 피해를 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되었다.
제목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나온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위험
을 막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하기에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에, 원래의 질문을 ‘어떻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위험을
막아줄 수 있을까?’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 이를 위한 가장 과학적
인 방법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났던 사고와 재난들을 검토하여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는 귀납적 접근이다. 여러 위험들의 근본 원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고와 재난을 막아줄까?

인들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작은 실수들이 위험을 초래했
고 그들이 누적되어 현재도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간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었던 것들도
있다. 이런 작은 실수들을 찾아 배우며 앞으로의 과학기술 발전에
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좋은 방안
으로 생각되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한
시스템 개선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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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양식(良識)의 함양이 중요하다
며칠 전 언론에서 ‘선박의 화물과적’이 여전하다고 보

도했다. 세월호 재난 후에 강화된 규정은 인근 계량소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중량계량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오를 때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량계량서를 발급받아

#1

세월호 1주기를 맞아 광화문에 대치한 시민들과 경찰대를 바라보며 마음이 많이 심란했다.
분주히 일하시는 분들로부터 연락이 있어 그래도 인터뷰 하며 바삐 보냈다.
1주기를 맞아 모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 했던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사고와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도움이 될까?’ 였다. 관련하여 기자들과 협의했던 것들을 근간으로,
아울러 2주기엔 하나되어 기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개의 이슈들을 여기에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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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작은 실수에서 배우자

선박으로 오는 도중에 화물을 더 싣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

우리는 1970년대부터 경제를 활발히 발전시켰다. 그

면 중량계량서에 나온 무게의 2배이상을 도중에 싣는 차량도 있다

시기에 필자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쳤다. 모두 산업 강국을 꿈꾸

고 한다. 담당 선박회사의 감독원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나 자신들

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구동성 하던 때였다. 이런 분

은 규정에 있는 대로 중량계량서를 받아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중

위기로 인해 ‘의대를 가려고 했으나 수능(당시는 예비고사라 했

량만 확인한다고 인터뷰한다. 재난 후에도 불법과 방기가 이렇게

음)에서 전국적으로 높은 등수를 받았기에 공대를 간다’는 것이

험하니 규제가 있으면 뭘 하고 기술이 도입되면 무슨 소용인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때였다.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 모두가

규제와 기술을 선용하지 않고 어떻게든 악용하여 사리사욕만 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에 인재들이 부응하는 것은 당연

우고, 감독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규제의 글자대로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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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독하고 하니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지난 반 세기 동안 과학

법행위, 부조리 및 방기를 부끄럼 없이 저지르게 된 것이다. 즉, 그

는 자신들의 상관인 장관을 잘 모시고자 했던 것으로 밖에 추측되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사실 그 상황을 유발시킨 원인도 찾아서 해

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양식(良識)과 염치(廉恥)를

당시 경제 우선의 관점에서 보면 작을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가치

지 않는다. 어린 자녀를 잃은 가족들에 대한 배려 보다는 윗사람

결해야 한다. 그래야 그 이후의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다. 처음부

잃어 버리는 것이 우리 실수 중의 하나이다.

들(배려, 겸손, 나눔, 준수, 협동, 책임 등)을 무시하고 돌진만 하면

잘 모셔서 득을 보고자 했다고 하면 너무 심한 소리일까? 이 기사

터 저가수주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공사하도록 무언의 강요를 받

서, 사회 곳곳에서 타락이 일상화되었고, 그 폐해가 쌓이면서 곳곳

는 공무원들만을 나무랐지만, 윗사람만 잘 모시고 출세하면 되는

았다면, 저가수주를 한 회사의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에서 지금 문제들이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되도록 그 동안 배려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등한시 해

경영이 계속된다면 어떤 현장책임자도 부실공사를 피할 수 없기

어본다. IT 강국으로 도로 교통 및 건널목 신호체계가 우리나라 보

온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 주며 모두의 반성을 촉구하는 장면으

때문이다. 이렇듯 공사만이 아니라 경영시스템 자체를 살펴보고

다 더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

로 내게는 비춰졌다.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할 수 있다.

으나 그 중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 신호와 법규를

이렇듯 사회적 가치 폐기가 일상화 되면서 여러 사회 인프라 시스

또 다른 예로, 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화물차 사고이다.

잘 안 지킨다는 것이다. 기술시스템은 최고이나 교통법규 준수 관

템들이 부실하게 설치 및 운영되어 사고와 재난이 잦아지고, 경제

현재 모든 경우를 보면, 화물차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귀결되고 구

련한 良識이 낮아 사고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험을 줄이기

에 지배되며 마음도 메말라 우리를 지켜줄 따뜻한 이웃도 없어진

속되고 나면 사건은 종결된다. 그 운전기사가 왜 잘못을 했는지에

‘위험사회’가 되었다. 사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은 사고와 재난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부분은 없다. 유럽에서는 화

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험사회인 것 같다. 이 위험사회를 개선하

물차 운전기사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는 규제가 있

면 증상인 사고와 재난은 따라서 없어질 것이다. 위험사회를 초래

다. 아울러 8시간만 일하더라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임 등이 결

한 근본원인인 사회적 가치를 낮게 쳤던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으

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가 없다. 따라서, 하루에 16시

면, 즉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우선하도록 우리 사회를 변화

간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니 사고가 높을 수 밖에

시키면 우리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없다. 근본적인 개선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여 덜

서 이런 가치의 전도는 사회적 양식도 함양시킬 것으로 과학기술

피곤한 상태에서 일하게 하는 것으로 졸음 등이 없어지면 사고가

이 보다 생산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같이 규제를 포함한 화물운송 시스템 자체

관련하여, 카이스트 윤완철교수가 자주 사용하는 예를 하나 더 들

나라 교통사고율이 OECD국가중에서 최상이다. 여러 이유들이 있

SOCIAL
VALUE

위해서 기술과 규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규정 및 법규 준수를
조장할 사회적 양식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후자가 없어진 곳에서 전자만으로 효율적인 재
난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부족한 양식이 현재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많은 위험을 초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자본

하고 있다면 과언일까? 배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고, 과적하고,
고박하지 않고, 회사 자금 횡령하고, 비정규직으로만 채우고 등의

정부에서 주최한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어떤 신문은 다음과 같이

타락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면서 조그만 실수가 방아쇠 역할을 하

보도했다.

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보다 효과적으

여 세월호 재난을 유발시켰다. 이런 일상화가 단지 해양선박분야

#4

모든 것은 시스템의 개선으로부터 시작된다

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에만 국한되어 일어날 수가 없다. 부조리, 방기, 불법행위와 같은

“…… 특히 박인용 장관에 대해선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들어

타락은 독버섯과 같아 무관심하면 바로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간다.

오고 나가는 동선까지 강조하며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자

는다.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고, 찾고 나면 고발하고 사

세월호 소식을 들은 ‘위험사회’의 저자인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한

이렇게 보면 방아쇠 역할을 할 조그만 실수만 있으면 곧 터질지 모

는 "박인용 장관님이 왼쪽으로 들어오고 나가실 때 큰 박수를 쳐달

건은 종결된다. 왜 그 사람이 그 순간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

겨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시스템적 접근에 대해 아래와 같

르는 재난의 화산 위에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라"고 행사 전 강조했다. 박 장관이 입장할 때는 행사장 오른쪽에

조사를 하지 않는다. 사람의 잘못을 유발한 원인이 그대로 존속한

이 밝혔다.

타락을 없애야 화산이 터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기술

앉아있던 30여명의 군악대가 일어나 합동으로 팡파레를 울리기도

다면, 다른 사람이 와도 사고와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지 않는

과 규제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일상화된 타락을 부수기 위해서

했다. 참석한 소방과 해경, 경찰, 군인들은 큰 박수를 쳤다…… 반

다. 따라서, 경찰 보고서가 나와서 종결이 될 때가 바로 예방과 대

“시스템이 잘못 운영되지만 결국 책임은 개인에 귀착되지요. 그래

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준수하고, 책임지고, 인사하고,

면,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영상을 방영

비를 위한 자세한 분석을 시작할 때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찰

서 고작 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의무를 방기한 관계자를 구속 수사

기다리고 하는 등의 기본적 良識이 함양되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도 희생자들을 위한 별도의 추모의 시간과 공간은 마련되

보고서와 함께 종결이 되는 예가 비일비재하기에 지난 사건과 사

하고 그들에게 대중의 분노를 집중시키며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지 않았다…… 안전처의 초대로 행사장에 온 세월호 유가족들은

고로부터 배울 수 없고 원인이 제거되지 않기에 사고와 재난이 줄

한바탕 소용돌이가 끝나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허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 하자

행사 종료 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세월호 유족은 "오늘 이

어들지 않는다.

다합니다. 그러면 같은 사건이 또 터집니다.”1)

어쩌다 이렇게 良識이 낮아 졌을까에 대해 여러 사회

행사가 많이 실망스럽고 안 온 것보다 못한 것 같다"며 "이 자리가

학자들은 그 동안 우리가 추구해 온 ‘경제발전 최우선’ 현상을 지

말 뿐이 아니라 가슴에 와 닿는 행사가 되길 바랐는데 장관님만 비

한 예로,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실공사로

그는 시스템적으로 원인을 찾아 없애지 않기에 사고와 재난이 반

적한다. 경제적 가치에 모든 것을 걸고 良識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쳐지고 무슨 의미를 두고 개최한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책임자가 구속되면서 사건은 종결된

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등한시한 ‘돌진적 성장’ 및 ‘압축성장’의 결과라 한다. 돈과 명예를

다. 자신의 부당한 욕심만을 위해 부실공사를 했다면 이것은 당연

가질 수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하고자 했던 배고팠던 지난 날에 자

먼저간 어린 생명들을 기리는 추모식장이었다. 엄숙해야 할 식장

행되었던 ‘사회적 가치의 등한시’가 오랫동안 일상화되면서, 사회

에 팡파레를 울리고 박수를 치면서 장관을 등장시킨 사람들은 대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중간에서 화물을 더 싣는 것’과 같은 불

체 뭘 생각했을까? 자녀들을 잃고 가슴이 무너진 그 가족들 보다

6

사고와 재난이 일어나면, 누가 잘못 했는지를 먼저 찾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한 절차이다. 그런데, 현장책임자가 어떤 상황에 의해 부실공사를

1 한겨레신문 2014-05-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2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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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직도 금지시키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이럴 경우 건축비가 상
승하여 집값이 올라가게 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런 건물들에
주로 주거하는 데, 집값이 올라가면 그 계층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래의 화재보다 현재의 생활이 더 절실한 많은 취약계층이
이런 상승에 반대하게 된다. 소방의 관점에서는 필요하나 주거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정부의 주무
부처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큰 화재가 날 때마다 여러 번 지
적이 되었지만, 그래서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위험사회’의 저자 울리히 벡
(1944년5월15일~2015년1월1일)

같은 관점에서 세월호 재난처리를 놓고 보면 상충하는 이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스템적 접근에 의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근본적인 개

현재 세월호 유족들이 선장과 해경의 하위 책임자 몇 명을 처벌하

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시스템에 포함되어 조사대상이 될

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진상규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현 시스템

수 있는 측에서는 반대가 거셀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1년이

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의 일부

넘은 아직도 진전이 없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같은 상황으로 의견

로 조사대상인 부처들의 관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내 보내달

이 분분했던 세월호 인양은 결국 VIP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처들은 책임자를 처벌했으니 자신들은 괜

러나, VIP 결정만을 바라보고 일하기에는 그리고 이해가 상충한다

찮다고 하는 종래의 견해를 갖고 있는 듯하다. 이렇듯 법적인 책임

고 놔두기에는 우리 사회의 위험 수위가 너무 높아간다. 무엇보다

자를 찾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 시스템적 요인을

도 시스템적 접근을 가능케 할 생산적인 합의 도출 방안이 시급히

찾아 개선하는 것이 예방과 대비를 위한 최고의 방안임은 유족들

마련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권력집단)

마무리로 고은 시인의 ‘그 꽃’을 적어 본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렇게 외우기 쉬운 시가 없다. 그런데 쉬운 만큼이나 일상에서 실
천하기가 어렵다.

은 알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시스템내의 각 이해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 내에서 한 파워를 형

#5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성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이해들간의 합의는 사실 다른 파워간

이제 배고픈 시대는 지났고 경제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시스템 내에는 다양한 이해가 존재한다. 분석된 원인

또는 다른 권력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정치권력, 언론권력, 경제권

다. 오히려 어디선가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노력

들이 체계적으로 시정되어 갈 경우, 즉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운

력, 법조권력, 행정권력(해수부 권력 등 포함), 시민단체권력 등을

하지 않으면, 바다에 어린 생명들을 잃은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을

전기사도 8시간만 일하게 할 경우, 비용 상승을 유발하여 경제를

말한다. 잘못 운영되는 시스템내의 권력들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내려갈 때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과학자로서 한심한 것은 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도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렵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며 특히 근본원인을 찾아 분석하는 것

학기술과 규제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양식과 가

해야 하나 하는 의견이 나올 것이다. 단식하는 세월호 가족 앞에서

을 피하고자 할 수 밖에 없다. 이를 그냥 ‘이해’라고 위에서 표현했

치의 함양,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권력간의 합의 방안 마련을 위한

피자를 자신들의 입에 쑤셔 넣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듯이, 엄청

으나, ‘권력’ 또는 ‘파워’라 불러보면, 왜 시스템적 접근이 쉽게 합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노력을 ‘진정한 반

난 비용에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다양한 가치

의될 수 없는 지를 부드럽게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왜 VIP만이 결

성’이라 부른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여러 잘못들을 겸손히 반성

와 이해가 존재하는 요즘에 경제적 가치를 포기한다면 상당한 반

정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지를 설명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권력

하며 즉시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같이 반성하며 지

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제적인 이해 외에도 시스템 내에는 정

간의 투쟁’으로 풀어보려는 사회학자들도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난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보다

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해가 존재할 수 있고, 서로

은 나날이 강해지는 이런 권력들 어디에도 끼지 못하기에 나날이

생산적으로 재난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 시스템적 접근을 어렵게 한다.

더 위험해 질 수 밖에 없다. ‘이해들 간’이란 애매모호한 표현보다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권력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현실
이런 이해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근본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

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가 소장으로 있는 카이스트 재난학 연구소는 안전복지 사

템적 접근을 할 수가 없다. 수 십 년 전부터 건물화재가 일어날 때

회 구축을 위하여 ‘진정한 반성’에 기반한 ‘따뜻한 사회기술시스템’ 개

마다,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라는 요구가 드세었다. 그러

발을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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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인재’는 결론이 아닌
사고 조사의 시작
휴먼에러를 줄이기 위해선
확률 인식과 상호연결된 영향요인 파악해야
윤완철 KAIST 지식서비스공학과 교수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이 2014년 4월16일을 기억하고 이야기할 것이다. 많은 글이 그
날 모두의 가슴을 무너뜨린 여객선 침몰에 대하여 쓰여질 것이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
땅에서 반복되며 근절될 가망도 없어보이는 ‘인재’에 대한 개탄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체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이런 ‘인재’를 단지 그 때 그 시절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사고의 제1원인 – 인간
우리나라에 등록된 여객선은 200척이 조금 넘는데2009~2013년의 4년 동안 평균 연간
사고율은 약 9%이다. 즉, 대략 10척 중 한 척은 사고없이 1년을 넘기지 못하는 셈이다. 그
사고의 원인분석을 보면 경계소홀이 46%, 조선(운행) 부적절이 6%, 기타 소홀과 태만이
19%, 기관취급불량이 6% 등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76%에 이른다. 거기에 항행법규위반
이 11%, 선내안전수칙의 위반이 5%로 실수가 아닌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는 것도 16%나
된다. 즉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가 92%이며 나머지 중에서도 분류가 모호한 것을
빼고 나면 기상 문제 등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것은 2%밖에 되지 않는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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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상/불가항력 5.8
2.0
설비미비/결함
4.5

운항과실
87.8%

다면 그 실수와 위반의 확률을 무엇이 결정하는지 추적해야 한다. 그것은 종종 현장과 조
직, 경영, 문화적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 조사이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인적 문제를 감소시킬 방법을 제대로 집어낼 수 있다. 여기서 굳이 ‘집어낸다’는 표현을

기관취급불량
5.6

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앞서 말한대로 부적격자를 퇴출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고 시설을 보강한다는, 얼핏 보면 만전을 기하는 것 같은 대응책이라는 것
이 사실 언제나 거론되는 지극히 상투적인 것이며, 상투적인만큼 효과있었던 경우도 드물

경계소홀
46.4

기타소홀・태만
19.2

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이런 상투적 대응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된 아픈
경험으로부터라도 배울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제발 이번이 그 시점이었으면 좋겠다.
자, 문제는 확률에 대한 인식이다. 확률은 마치 불확실성의 다른 표현같이 들린다. 사람
들은 확률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것은 어차피 불확실하고 운에 따른 결과밖에 기대

조선 부적절
5.7
선내안전수칙위반
5.0

항행법규위반
11.5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확률은 상상 이상으로

휴먼에러
92.2~98%

확실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이 대수의 법칙이다. 주사위를 던져 6이 나오면 돈을 낸다
하자. 10,000번을 던지면 1594회에서 1739회 사이의 6을 만나 돈을 낼 가능성이 95%가
된다. 즉 잃을 돈은 거의 정해져 있는 셈이다. 어느 주사위에서 6이 나올지는 알 수 없어
도 전체적 운명은 결정된다. 이와 같이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위험한 일을 계속하면 어

해양사고 뿐 아니라 도로교통, 항공, 철도,

물을 좀 정리한다고 하면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리라. 그 이상 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

원전 등에서도 제1원인은 휴먼에러라고

고 생각한다. 그렇게도 인재가 계속되는데도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는 사람이 문제였으므

불리우는 인적요인이다. 그리고 그것도 대

로 진단도 쉽고 대책도 쉬운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쉬운 일이면 왜 우리

그런데 안전문제에서 다루는 확률은 극한적이어서 인식이 어렵다. 0.999의 안전확률과

개 육체적 기능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단순

는 여전히 인재에 시달리는가? 왜 우리는 OECD 국가 중 유독 각종 사고 부문에서 꾸준

0.9999의 안전확률은 과연 차이가 있을까? 0.999를 0.9999로 만들기 위해 큰 돈을 투자하

실수가 아니라 결정, 주의집중, 지식과 훈

히 두각을 나타내는가?

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그러나 이는 사실 1,000분의 확률과 10,000분의 1의 사고확률

김없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겪게 된다.

련, 규칙준수 등 정신작용이 문제가 된다.

을 뜻하는 것이며 무려 10배의 차이가 난다. 10배 이상의 사고횟수, 10배나 빨리 찾아오는

그러므로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안전선진국에서는 인식이 다르다. 사고가 났을 때 원인에 인적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면

사고 시기, 10배나 더 큰 손실을 뜻한다. 그러니 0.999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탓에 생긴 사고라고 여기게 된다. 한국의

그때부터 조사도 분석도 더 엄중해지기 시작한다. 휴먼에러의 발견은 조사의 결론이 아

들이 일하는 사회는 10배나 많은 사고를 당하게 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은가?

사고의 절대다수가 휴먼에러와 규칙위반

니라 시작이 된다. 휴먼에러는 독자적인 사고의 원인도 아니며 쉽게 방지되는 것도 아닌

을 수반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것이다.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식부족이라는 원인적 현실이

추적해야 할 범인들

있으니 개선이 불가능하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비안전사회에 살고 있다는 결과적 현실

‘인재니까’ – 쉬운 진단 헛도는 개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실수나 위반행위를 주시하여 그 확률을 결정하는 영향요인들

도 존재하는 것이다.

을 완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영향요인이 가설적으로는 너무

우리나라에선 사고를 조사하다가 사람의

많아서 어떤 요인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밑빠진

실수나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원인이 비교

확률의 인식

적 쉽게 밝혀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적문제는 대처가 쉽다고 생각하여 등한시 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된 사회에서 그

그 대책도 비교적 쉬운 것으로 생각한다.

반대 측면도 있다. 즉 인적 실수 등 사람 문제는 원인제거가 안된다는 포기가 진지한 추

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가 버젓이 계속되는 이유

정신을 차리지 못해 생긴 일이니까, 그런

적을 그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실수란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실수란 일정 부

중 하나이다. 즉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요인을 가려내는 작업, 그것이

사람을 일벌백계하고 남은 사람은 보다 더

분 늘 있는 것이니까’라고 말하면 교양을 갖춘 듯하다. 따라서 징벌적인 방법은 피하는

정신차려 일하도록 하며 감독과 교육훈련

것이 좋고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결론만은 비슷하게 맞는 말이나 전

도 강화하면 되는 것이라고 여긴다. 때로

체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다. 인적 실수의 확률을 0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그것을 작

이와 같은 영향요인을 가려내는 것이 바로 사고의 분석, 또는 시스템의

는 경보장치를 보강하고 혼란스러운 시설

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것은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이다. 그렇

안전성 분석이다. 일어난 사고의 분석은 우선 작업자의 행위 문제에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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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이것을 샤프엔드(Sharp End, 칼

1979년 미국 TMI-2 원전사고는 이 시기의 정점을 찍은 사고였고 많은 연구가 사람의 실

그러면 인적사고에 대한 제4세대적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3세대까지 우리는 자연스럽

날 쪽)라고 한다. 작업자의 실수가 무엇이

수의 형태와 내용,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것이 휴먼에러의 세대, 제2세대라

게 이원론(dualism)을 적용하고 있었다.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은 씨가 다른 것이라는 식의

었으며 어떤 상황에서 나왔으며 거기에 영

할 수 있다. 그러나 1986년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사건 등 조직에 의하여 취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잘못된 결과는 잘못된 행위에서 오고, 잘못된 행위는 잘

향을 준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찾는다. 현

약점이 만들어지는데 주목하게 되었고 사회-기술 상호작용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것

못된 영향요인의 존재를 뜻하고 하는 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온 것이다.

장쪽에서 휴먼에러의 확률을 높이는 영향

을 제3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제2세대와 제3세대에서는 유명한 스위스치즈 모델이 기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잘못되었다고 의심받는 시스템의 부분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문제되

요인은 수도 없이 많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 되었다. 스위스치즈 모델이 말하는 바는 사고는 대개 현장의 사람에 의해 일어나지만

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잘하고 있는 일과 잘못된 일 사이에는 뚜렷한 벽이 없는 것

불분명한 신호, 주의를 빼앗는 주위환경,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나 우연이 아니라 몇층으로 이루어진 방어벽들이 어떤 순간 모두

이다.

두세가지 일이 겹치는 분주함, 빠르게 결

뚫려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실용적으로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사고분석체계가 이에 기준

그렇다면 우리는 사고가 난 다음 마녀사냥을 하기 보다 잘되고 있어 보이는 것들이 평소

정해야 하는 시간부담, 위험을 직시할 때

하여 수립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제3세대에 있고 이 글에서 지금까지 논한 바도

에 어떻게 작용하며 어떻게 제어되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의 위험부담, 작업지시나 매뉴얼 등이 불분

제3세대에 기초한 이해를 돕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명할 때, 분업의 의사소통이 잘못될 때, 낯

이 생각은 아직 초기에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접근법은 비선형적이며 쉽게 해석할 수 없

선 시스템 상태를 대할 때 등의 경우에 인

이 상호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다루어야 한다. 이전에 사용하던 간략한 결함나무(fault

사고모델

적 실수의 확률은 급격히 올라간다. 그러나
선형모델
(단일 원인)

조사를 여기서 그치면 개선은 이루어지지

tree) 같은 것은 잊어야 할 것이다. 세상은 결코 그렇게 일목요연하지 않다. 매번 사고가

역학모델
(다중 잠재요인)

시스템 모델
(창발적 변동성)

난 다음엔 그에 관련된 것만을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만, 그것은 다 지나간 일에

않는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경영, 조직,

대해서만 똑똑해지는 인류의 병인 하인드사이트(Hindsight)이다. 새로운 사고는 새로운

제도, 심지어 문화의 문제 등을 조사해나

각도에서 새로운 조합에 의해 일어난다. 결국 안전을 증진하는 데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간다. 즉 블런트엔드(blunt end, 칼등 쪽)의
다. 오히려 파괴력은 칼의 무게에서 오니,
이 칼날-칼등의 메타포는 매우 의미가 깊
고 실제로 유용하다. 현재 원자력, 항공, 철
도 등의 안전이 필수적인 거대 시스템에서
는 거의 모든 사고분석의 체계가 이와같이
칼날 쪽에서 칼등 쪽으로 원인요소를 찾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되
어 있다. 조사의 시작은 휴먼에러의 이해

시스템 복잡도

문제를 조사한다. 칼날만 존재하는 칼은 없

것이다.

안전탄성 시대
사회-기술
상호작용의 시대
휴먼에러시대
개인의
실행이 문제

기술시대
하드웨어 고장이
문제
드 하빌랜드 코메트기

1960

TMI-2

부적절한
사회-기술
상호작용이
문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취약성이 문제

물론 명백한 잘못과 결함이 시스템 내에 산재해 있는 우리 상황에서는 아직 이런 이야기
까지 해야 할 입장이 아닐지 모른다. 아마 우리는 이제야 제2세대, 휴먼에러의 이해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연구자들이나 기획자들도 사고를 예방하기 보

체르노빌
챌린저호

1980

진정성 없이 안전 없다

다는 사고 후의 처리를 더 잘하자는 데에 집중하거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

토호쿠
지진

는’ 어떤 연구를 하자고 하는데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 80%가 휴먼에러라고 해 놓
고는 사람과 사고에 대한 이해는 없는 가설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2000

무슨 기술을 써서 안전을 향상하라는 지침마저 주어진다. 분명히 확실한 ‘성과’를 올리

에서 시작하지만 조사의 끝은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사고 자체를 정말 감소시키자는 본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은
제3세대에 이르러서는 휴먼에러에 대하여 이전보다 훨씬 성숙한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아닌 셈이다. 훨씬 싸게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확실하게 사고를 줄이는 많은 방법들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궁극적 원인을 찾겠다고 하던 이전 세대의 생각은 폐기

있지만, 멋이 없는 일이고 생색나지 않는 일이기에 조직의 특성상 뒷전이 되고 만다. 아

사고 이해의 패러다임 전환

되고, 시스템에 잠재되어 있는 다수의 영향요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니면 그런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거기서 아직

시스템 안전에 대한 사고방식은 4세대를

그러나1980년대에 이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인적 사고의 확률을 낮추려고 조사-분석-

우리의 안전사회는 갈 길이 멀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안전의 전문가로서 그동안 나태

거쳐 진화 중이다. 안전문제는 산업화와

대응의 노력을 하고 있는 안전선진국과 달리 아직 우리나라는 인적실수에 대한 이해가

했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사고는 헛도는 제도와 헛도는 실행에 의해 생기

동시에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처음에

많이 부족하다. 인적실수가 많고 중요하다 하는 정도는 누구나 말을 하지만, 정작 내용상

는 것이 많다. 안전에서 진정성은 피할 수 없는 관건이 된다. 이제는 안전에 대한 고민도

는 기계적 신뢰도를 중심으로 생각되었

으로는 인적실수니 줄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찾

보다 진정성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다. 이것이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

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 인적실수로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사고원인이 밝혀졌다고 생각하

나 기계가 안정되면서 곧더 많은 비율의

는 정도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많이 본다. 대응기술도 기술내용은 첨단이

사고가 인적 실수와 관련있다고 밝혀졌다.

지만 실효적으로 휴먼에러를 줄이는가는 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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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할 것’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A systematic approach

누구나 학생이라면 선생님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충고일 것이

to managing safety, including the necessary organizational

다. 이상적인 공부의 습관은 예습을 통해 앞으로 배울 내용을 미리

structures, accountabilities, policies and procedures.’

검토하여 수업에 임하고 수업 후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복습

‘안전관리시스템은 필요한 조직적 구조, 책임소재, 정책과 과정을

하는 것이지만, 말처럼 실행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포함한 광범위한 부분에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시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신다. ‘시험에서 틀린 문제만이라도 꼭

도이다.’

정답을 체크해서 두 번 틀리지 않도록 할 것.’ 학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이런 경험들을 뒤집어 생각해 보

또한, 안전관리시스템은 4개의 주요 요소와 12개의 구성 요소(4

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 때 예습과 복습을 하고 있지 않으며, 시

components and 12 elements)로 구성된다.2) 4개의 주요 요소는

험에서 한 번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제

안전정책 및 목적(Safety Policy and Objectives), 안전위험관리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고등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공들

(Safety Risk Management), 안전보증(Safety Assurance), 안전증

였던 학습의 주제가 ‘안전’이나 ‘재난’이라는 가정을 해보자. 우리

진(Safety Promotion)이다.

는, 또 우리나라는 어떤 학생일까?
SMS의 4 주요 요소 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안전관리시스템이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한 미래를 위해
지나온 시간들을
체계적으로
복습하는 현재
윤윤진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재난의 유형을 크게 태풍, 홍수, 강풍 등의 자연재난

1> 안전정책 및 목적(Safety Policy and Objectives) : 이는 해당

인 재해와 교통사고, 화재 등을 포함하는 사회재난의 두 가지로

조직이나 국가 의사결정자의 안전 철학과 목표를 명기하고, 이

1)

구분하고 있다. 크고 작은 사건(incident), 사고(accident), 재난

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 구현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

(disaster)의 뒤에 흔히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시스템’

이다.

이 미비하다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일 것이다. 그렇다
면,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은 무엇일까?

2> 안전위험관리(SRM: Safety Risk Management) : 이는 위험
의 요인에 해당하는 위해 요인(hazard)를 식별하고 체계화 하

안전관리시스템(SMS)은 경영학에서 시작되어 은행, 병원, 원전,

며, 이를 활용하여 위험(risk)를 산정,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른

교통 등 이른바 고위험기관(High Risk Organization: HRO)에 도

경감조치 (mitigation)을 구현하는 것이다.

입되어 진화된 개념이다. 다양한 SMS중 가장 거대-복잡 시스템을
다루는 항공교통 분야의 경우 항공사고가 미치는 인명, 사회, 물질

3> 안전보증(Safety Assurance) : 안전보증의 개념은, 굳

적 파급효과를 반영하듯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에 관한 논의

이 직역을 하자면 안심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다.

와 연구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2013년에는 국

Assurance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안전에 관련된 위

제민간항공국(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에

험이 제거되거나 충분히 저하되어 안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서 19번 째 부속서 ‘Safety Management’을 도입하고 우리나라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해요

포함한 전 세계 체약국들에게 SMS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 발굴을 통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4> 안전증진(Safety Promotion) : 안전증진은 안전에 관한 효

해당 부속서에서는 안전관리시스템(SMS)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과적인 소통, 지속적인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Safety

고 있다.

Culture)를 도모하는 것이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14. 12
2 IATA Introduction to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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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은 안전위험관리이다

맞물려 안전시스템에서의 위해요소 발굴 및 위험 평가, 위험경감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의 중요성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 소개하였고,

안전관리시스템(SMS)의 4개의 주요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활동을 통해 해당 조직의 안전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사

최근 들어서는 선제적, 예측적 안전관리를 위해 광범위한 데

ICAO 에 National Advisor로 활동하며 안전관리분야의 국제 논의

분야가 안전위험관리(Safety Risk Management: SRM)이며, 안전위

결정을 가능케 하는 엔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터 소스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Data-driven Risk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험관리(SRM)는 위해요인 식별(hazard identification)과 위험평가

Management)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 연방항공국(Federal

및 위험경감(safety risk assessment and mitigation)의 두 가지 하위

위험평가에 있어서는 기존 시스템 안전분야(System Safety)와 시

Aviation Authority: FAA)의 경우, 2007년 정부와 산업체 협력 이니

원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만이 안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요소로 구성된다. 안전위험관리(SRM)의 성숙도는 안전관리시스

스템 공학분야(System Engineering)에서 범용되는 기법들(5M

셔티브인 ASIAS(Aviation Safety Information Analysis and Sharing)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기술이나 전산처리능

템(SMS)의 성숙도 또는 선진화 정도와 직결되어 있다. 이는, 안전

model, Event Diagram, Case-based reasoning, Common Cause

를 도입하여, 2015년 현재 약 185개의 데이터소스에 대한 통합적

력을 고려하면, 금방 해결 될 것같은 안전관리라는 분야가 아직

관리시스템의 성숙 단계가 일어난 사고에 대한 조사 중심의 단계

Analysis, Hierarchical Task Analysis, Logic Diagram Analysis, Fault

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통해 리스크의 감지, 분석 및 관리에 활용

도 많은 어려움과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전세

3)

(Reactive)에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단계(Proactive)를 거쳐,

Tree Analysis, Probabilistic Risk Analysis, Expert Survey)이 해당

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전세계 항공교통량 1위 인 미국 상업항공

계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의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안

궁극적으로는 사고를 미리 예측하는 단계(Predictive)로 진화하게

조직에 특성화된 지식이나 시스템 평가 기업(system evaluation

의 약 99%를 포함하는 거대 데이터이다. ASIAS는 항공사고 데이터,

전관리시스템이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나 화학공장 등에 적용된

되는 것이 안전위험관리의 진화단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안전위

tool) 등과 같이 사용된다.

준사고 데이터 등의 안전 데이터를 포함하여, 항공 관제, 기상, 항공

시스템과 같이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여 시스템 분석을 통한 위험

기종, 공항별 운항성능 데이터 등 시스템 운영에 관한 DB를 포함하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교통, 행정부, 도시 등

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운항편 당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모든 단

의 거대 조직(organization)에 적용되면서 관련 이론들이 매우 복

계를 기록해 놓은 비행데이터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FDR)

합적이고 유기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데이터, 안전자율보고 데이터 등 개별 항공사와 파일럿 및 종사자

는 실제로 복합적인 조직들을 이해, 분석, 관리하는데에 적합한

들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되어 있다.

장점이 있는 반면, 이론의 범위와 내용이 방대하고 분야의 특성

험관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안전보증(Safety Assurance)과

디자인
안전위험관리

퍼포먼스
안전보증

에 맞추어 전문화되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
시스템 기술
(분석)

위해요인
식별

리스크 분석

리스크 평가

리스크 조절

시스템 운영

문서, 컨텐츠

이러한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용어정의(taxonomy)

고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커지는 단점을 낳은 면이 있다.

나 문법 구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플랫폼으로 구성된 데이터

데이터 취득

분석

시스템 평가

조정방안

구체적인 정보

분석

평가

행동・문제해결

안전위험관리와 안전보증간의 인터페이스

(cross-platform)를 연결 통합하기 위한 기술개발들과 동반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필자는 종종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

어, 과거 개별 사건 사고별 발생 요인 분석이나 조치 위주의 안

축 및 운영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나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실시

전관리에서 벗어나, 어떤 요인(hazard)이 어떤 환경 하에서

간 모니터링 등 단일 기술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을 듣게 된다. 이

(circumstance), 어떤 방식으로(trigger)를 통해 어떤 사건 사

러한 기술들은 분명 안전한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술적 요소

고를(event) 유발하는지를 바탕으로 하는 스토리 텔링(story-

이나, 우리는 ‘어떻게’(how)에 앞서 ‘무엇’(how)에 관한 고민을

telling) 방식의 위험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틀린 시험문제를 어떻게 다시 틀리지 않

・사고의 원인(cause)를 조사하여 원인제공자를 밝히는(finger

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그 문제를 왜 틀렸다는 것에 대한 명확하

pointing) 것에 주력하는 안전관리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상

고 솔직한 원인분석이 우선되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크

황에 대해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안전 지식’(safety

고 작은 사건・사고 및 재난에 관한 진실된 원인 분석, 상황 분석,

knowledge)를 생성함으로써 위험의 저감과 예방에 주력하고자

전개 과정별 혹은 요소별 재현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가장 발전

하는 것이다.

된 인공지능도 우리를 안전에서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이러한 거대 안전 데이터의 통합 분석은 다양한 통

이렇듯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점은 복잡하지도 새롭지도 않

계 모델 및 학습 이론 기법들이나,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의 시스템

다. 안전관리시스템이 4개의 주요 요소들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비롯하여 공간정보 및 시뮬레이션 등 다양

안전에 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을 기반으로 기술을 통해 인적, 조

한 기법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연구 개발 분야이다. 필자도 지

직적 허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고, 안전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는

난 4년 동안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며 매트릭스 기반 확률적 위험

것이 안전한 미래 사회로 진화하는 길이라는 점일 것이다.

출처:미국FAA,www.faa.gov

3 출처: IATA Press Release No.50, De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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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승객을 가득 태운 여객선이 침몰했으나 전원 구
조되었다는 소식이 뉴스속보로 전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보에 ‘그래도 사고를 잘
대처했네’라며 안도하고 다시 자신들만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그 속보는 매우 치명적인 오보였다. 연달아 나오는 뉴스에서, 침몰하는 여객선 내부에
많은 승객들이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있고, 구조를 위해 달려간 많은 사람과 물자들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는 모습을 비추었다.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서해 페리호 등 과거 유사한 사고에 대한 정보가 뉴
스 지면을 오르내렸고,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익숙한 말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혹
자는 반복되는 재난과 사고에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대처방식와 지휘체계를 자조적
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던 국민들의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했다.

해양사고의 특징과
대응 기술의 미래
정 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해양 사고는 왜 일어날까?

재폭발(fire/explosion), 침몰(flooding/

원인도 악천후로 인한 침몰이 아니라 안전

해양 사고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취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이다. 그렇기

1989년 미국 알라스카 앞바다에서 좌초되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이 언론의 주목을

foundering)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

규정을 위반으로 인한 선박의 안정성 부

어떤 점이 다른가?

때문에 가까운 육상에서 해양플랜트가 필

었던 21만 톤 급 유조선 Exxon Valdez호

끈 사고 이외에도 선박과 해양 구조물에

나고 있다. 바다라는 험한 환경으로 인한

족이 선박 전복의 핵심적인 이유였다. 물

최근 선박이 점차 대형화되고, 해상 교역

요로 하는 전기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끌

는 24~26만 배럴의 원유를 유출해서 천문

서 크고 작은 해양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

불가항력적인 위력 때문에 주로 사고가 발

론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량 및 해양관광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어 올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최근의 해양

학적인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일으켰으

고 있다. 피해의 규모나 심각성(severity)

생할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고는 경

인명 구조 및 긴급 대응에서 나타났던 여

전세계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운으로 운송

플랜트는 모든 인프라를 스스로 자급해야

며, 2010년에는 멕시코만에서 Deepwater

에 따라 보도되지 않는 사고가 많지만, 우

계 소홀, 항행 법규 위한 등의 운항 과실

러 가지 문제들은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대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에너지의 대

하는(self-sustainable) 시스템으로 변화

Horizon 석유시추장비가 폭발하여 수조

리나라에서만 매년 약 1000여 건의 사고

로 인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인적 오류

표되는 여러 인적오류들의 복합적인 결과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유조선 해

하고 있으며, 이는 소방이나 기본적인 방

달러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가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매

(human error)가 전체 해양 사고 발생 원

물이기도 했으나, 맹골수도라는 험한 해양

양사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의 가능성

재 수단도 멀리 떨어져 있는 육상의 인프

이렇듯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등 해양시스

년 약 2000여 명의 인명 손실이 해운 분

인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

환경으로 인한 것이기도 했다. 일반적인

이 상존하고 있다.

라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

템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반적으

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

적오류 중 상황인지(situation awareness)

해양사고도 악천후로 인한 사고도 존재하

해양시스템은 사람이 살고 있는 육상과 멀

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그리

로 규모가 크고 복잡하고 다수의 사람(운

을 공기처럼 숨쉬고 사는 오늘날에도 바

오류가 약 29%, 상황 판단(situation

며, 기타 관리 소홀로 인한 엔진 또는 시스

리 떨어진 바다 위나 밑에 위치하거나 바

고 최후의 순간에는 사고 선박이나 플랜트

영자 및 승객)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이

다 위에서 충돌(collision), 접촉(contact),

assessment) 오류가 약 26%를 차지한다

템의 고장 등도 사고 통계의 한 부분을 차

다 위를 운행한다. 과거에는 연안을 오가

를 신속히 탈출해서 위험을 벗어나야 하지

러한 특성들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

지하고 있다.

는 선박이나 얕은 바다에서 해저 자원을

만, 육상과 달리 사람들이 쉽게 피신할 수

거나 사고의 징후를 미리 모니터링을 하는

채취하는 해양플랜트가 주류였지만, 최근

없는 바다라는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차

것이, 사고 및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

2 자료: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http://www.itfglobal.org/en/global/

에는 점점 더 해안에서 멀어져 더 깊은 바

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거대한 시스템이기

다 훨씬 효율적이다.

3 자료: C.C. Baker and A. K. Seah, Maritime Accidents and Human Performance: the Statistical Trail, MARTECH 2004, Singapore

다로 운항하거나 심해 해저에서 자원을 채

때문에 그 피해의 파급효과도 거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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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좌초(grounding), 전복(capsizing), 화

3)

고 한다. 우리나라의 세월호 침몰사고의

1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 http://www.kmst.go.kr/statistics/yearsStatistics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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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특징과 대응 기술의 미래

사고의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해양 시스템을 점점 더 복잡하고 거대하며,

준이 제정되어 적용되어야 하고, 비상 대

선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국제

방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일련의 과정

있었을 때, 그것을 미리 잡아내어 선장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1986년 그

더욱 위험한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응 교육 및 훈련, 더 나아가서는 이를 위한

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상황 대처, 신속피난, 긴급 구호, 복구/복

나 승무원, 또는 관련 기관에 경고신호를

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현대사회는 기본

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과거

정책과 제도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그를

Organization)에서도 해양사고에 대한 통

원 등)을 아우르는 모든 사고 및 재난의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더라면? 사고 발

적으로 위험한 사회로 정의했다. 과거의

로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벡이

위해서는 과거의 대형 재난에 대한 원인과

계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규정

단계와, 해양 시스템의 모든 생애 주기 -

생시 이미 마련된 DB를 검색해서 그 상황

5)

위험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대

제안한 해결책은 ‘열린 광장에서 자유롭게

취약부분에 대해 철저히 다학제적으로 분

제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설계(design), 건조(construction), 설치

의 심각성과 최선의 대응 방안을 선장과

상으로 하는 위험이었다면, 현대의 위험은

소통하는 시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합

석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자동차 사고와 같이 시

(installation), 운영(operation), 유지관리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의 스마트폰으로 전

모두에게 평등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리성을 가진 과학적 합리성’이 주도하는 과

대응하기 위한 통합형 거버넌스 구조를 제

뮬레이션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전파과정

(maintenance), 해체(decommissioning)

송해 줄 수 있었더라면? 큰 사고로 패닉에

과거에는 위험한 어느 지역을 피하거나 위

학기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안할 필요가 있다.

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사고 재현 및 분

- 에 대해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빠진 선장과 승무원의 상황을 미리 감지해

험한 어떤 행동을 피하기만하면 안전할 수

존재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과학기술자

석 기술, 이미 취합되어 서류상으로 관리

전문가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운영자와 승

서 그들이 상황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육

있었으나, 체르노빌의 방사능 물질이 전

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가 끊임

해양시스템은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인

되고 있는 사고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현

객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의 기술도 미래

상의 관제센터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

지구에 영향을 미쳤듯이 현대의 위험은 어

없는 협상과 열린 논쟁의 과정을 통해 논의

만큼, 한두 명이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재의 사고 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빅데이

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템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과거의 사고에

떤 위험인지 잘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벡은 보았는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

터 기반 사고 위험 평가 기술, 운영자 및 승

전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고 모두에게 평

그를 위한 첫걸음은 ‘합리성에 대한 과학의

이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 조직은 실제 그

객의 사고 시 상황인식을 돕는 상황 자각

이미 일어난 사고에 만약을 가정한다는 것

지나가기보다, 세부적이지만 다시는 반복

등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빈곤은 위

독점’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해양시스템에 탑승해서 직접적인 운영/작

(situation awareness) 지원 기술 등 인적

처럼 부질없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지 않을 중요한 교훈으로, 그리고 다시

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는 말은

최근 거대하고 복잡해진 해양 시스템에서

업을 하는 조직뿐 아니라 법제화와 관리

오류를 포함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기

만약에, 여객선 승객들이 사용하는 SNS의

그를 통한 대응매뉴얼과 정책으로 정리할

이러한 그의 주장을 잘 함축하고 있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학제적

감독을 포함해서 육상에서 해양에 있는 시

술들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물론 사고 예

많은 정보가 일련의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수 있다면 어떠했을까?

인 접근이 필요하며, 크고 복잡한 시스템에

스템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을 포함한다.

존재하는 근본적인 위험에 대해 인정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의 조직과 운영하

“우리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당연한 시
대에 살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가 홍역의

그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 운영, 유지

는 사람들의 조직, 그리고 각 하위 시스템

완전박멸을 선언하는 그 순간 광우병, 조

보수를 한다는 최근의 연구동향과 일맥상

을 유지관리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대부분

류독감과 같은 신종 질병이 등장하고, 우

통한다고 생각된다.

일치하지 않는 특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운영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뿐 아니

리가 갈증을 없애줄 한 바가지의 맑은 물
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전기 문명에 도취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 조직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

되고 화려한 소비문화에 빠져드는 순간,

최근 해양사고가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

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기도 하다. 이는

자칫 인류를 멸종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라 사전 대응형으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그 시스템의 모든 생애주기(lifecycle)에서

핵발전소들이 도처에 건설된다. ‘위험사

이 전환되고 있다.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

이루어져야 한다.

회’는 이러한 연대 사회를 분석하고 평가

템에, 안전을 위한 대응 시스템을 하위 시

하려는 노력이다. 이 위험천만한 풍요의

스템(sub-system) 별로 더 추가해서 더욱

이미 해양시스템 분야에서는 위험도 기

시대를 안전과 평화의 시대로 전환시켜야

더 거대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

반 설계(risk-based design)와 같은 방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추구한다.”4)

라,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다학제적으로 현

법들이 실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 활발

재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고의 징후를 미

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분

어느 분야나 비슷하겠지만, 과학기술의 발

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야도 많다. 아직 이렇다 할 기술적인 해결

전과 발맞추어 사고와 재난에 대한 관심이

으로 전환되고 있다. 물론 어느 한 분야의

책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해양사고는 나

해양 분야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울리히 벡

기술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별로 공식 기구를 두어 사고를 조사, 사

의 주장대로 인류의 욕망/필요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고 통계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해양을 개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지가

은 필수적이지만, 그를 기반으로 설계 표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해운과 조

DGPS
정밀위치측정

대해 성급히 우리의 안전불감증을 탓하고

선박항해
기록장치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국
(EPIRB)
위성, VHF와
GMDSS를 통한 통신

레이더
모든 승객을 위한
비상 잠수복

의무적인
승객 정보 시스템

어디서든 보이도록
설계된 함교

헬리콥터 구조와
장거리 사상자
대피 서비스

항해 보조; 음향 즉심기,
AIS, ECDIS와 레이더 포함

용접 구조물
구획이 분리된
구조물들,
내화 차단막
포함

구명정과 뗏목
(승선한 모든 사람과 여유
인원까지 수용 가능)

항해 24시간 이내에
승무원 비상조치와
안전훈련 의무

최신 기상예보
(허리케인 경로, 빙산 위치와
표류 패턴, 강한 폭풍 경고)등

현대의 선박 안전에 관한 혁신들6)(현대 여객선들은 타이타닉호에 비해 다양한 안전 혁신 방안들이 탑재되어 있다.)

5 자료: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Marine casulaties and incidents, http://gisis.imo.org/Public/MCI/Default.aspx
4 자료: 울리히 벡 지음, 홍성태 역,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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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Carly Fields Ed., Safety and Shipping 1912-2012,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A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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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이
가져올 새로운
게임의 법칙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기존의 디지털 기기와
다른 점이라면 물리적 버튼이 최소화되었다는
것이다. 키보드나 마우스 등의 입력장치 없이
화면에 보이는 가상의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 등
을 이용해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
다. 또한, 무선으로 언제나 상시 인터넷에 연결
되는 것도 큰 특징이다. 향후 우리 주변의 사물
들도 스마트폰처럼 별도의 물리적 버튼 없이 항

산업 간 경계의 붕괴

시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사용자 가치

김지현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겸직교수

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상품
들의 설계와 생산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Provice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서비스는 아날로그가 디지털과 연결할 수 있어
야만 구동이 가능하다. 만일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전기가 끊
긴 냉장고와 다를 바 없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야 웹과 앱을 실행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검색을 하고,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SNS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보는 과정이 모두
인터넷과 연결되어야 할 수 있는 작업이다.
IPTV가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TV 시청조차 할

제조 2.0, Provice의 시대

수 없는 것처럼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

산업은 크게 생산, 마케팅, 유통 그리고 소비로

릿은 인터넷 연결이 되어야만 서비스를 사용할

구성되며 4가지 각각의 단계에서 부가가치와

수 있는 기기들이다.

사업의 기회가 창출된다. 1990년대 PC의 등장
이후 디지털 트렌드 속에서 마케팅, 유통, 소비
부분의 디지털 혁신은 꾸준한 진화를 거듭해왔
다. 반면 생산, 제조 영역은 컴퓨터, TV, 노트북,

1

5

태블릿과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제외하
면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더뎠

2

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변

4
3

사물들이 연결되고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지면
서 제조와 생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1. 웨어러블 디바이스 Fitbit

있다. 그 패러다임은 새로운 제조의 부흥이라

2. 가상현실 체험 기기 오큘러스

는 측면과 제조 2.0 혹은 서비스와 제조가 긴밀

3.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는 기기 Echo

하게 결합된다는 측면에서 Provice(Product와

4. 사람간의 메신저로 대화

Service)라 부르고자 한다.

3. 집안 온도조절장치 Nes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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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of Things

그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과는 달

패러다임과 함께 달라질 핵심 가치는 ‘자동화’이다. 자동화는 사

리 각 사물마다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특징화되고 단편화될 것이

물과 사물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사람이 굳이 명령을 입력하지 않

다. 그런 서비스는 해당 사물을 제조하는 기업의 숙제다. 향후 제

아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될 것이다. PC와 스마트

조사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은 제조와 서비스 2가

폰은 사람이 키보드와 마우스, 손가락으로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제조와 서비스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

동작하지 않는다. 사람의 개입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로 융합되어가기 때문에 제조사도 서비스를 고려하고, 서비스사

패러다임이었다면, 사물 인터넷 시대는 사물들이 자동으로 사람

는 어떤 사물과 연계된 사업을 추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을 인식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작될 것이다.
사람은 굳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자

차량내비게이션과연동되는아이폰

개인화 기반의 자동화

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가상현실을체험할수있도록해주는오큘러스

모름지기 IT 플랫폼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될 때에는 시대
앞으로 이들 디지털 디바이스 외에 주변의 모든 사물들도 인터넷

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도 변화되어왔다. 2000년대 웹의 시대에

이 같은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이 필

페이스북은 2014년 오큘러스라는 가상 현실 기기를 만드는 제조

연결이 되어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사물들

‘검색’이 시장을 지배했고, 그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와 구글, 바이

요하고, 이를 응용한 사업의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검색과 소

사를 23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기기는 3D 게임을 위한 헤드 마운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사람에게 보

두와 같은 기업이 헤게모니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필

셜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와 연계된 파생 비즈니스가 거대해진 것

트 디스플레이로 개발자용 키트로만 출시된 상태이다. 인수 당시

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vice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어 입력창에 쳐 넣기만 하면 방대한 정보에

과 같다. 자동화가 보편화되면 우선 자동화의 구현을 위해 필요

공식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관심을

점차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사물들이 늘어가고 있는

서 원하는 것을 쉽게 골라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한 지능형 컴퓨팅 기술, 개인 맞춤형 정보 분석, 빅데이터 기술들

가지게 된 것은 미래 IT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서비스 패

것에서 이런 시장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이 스마트

가지는지 알게 된 시장 지배자들은 그것을 기회 삼아 다양한 비즈

이 필요하고 평소 사용자의 행태를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는 새로

러다임을 서비스가 아닌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리드하기 위함으

폰과 연결되고, 냉장고와 세탁기, 오븐, 에어콘이 인터넷에 연결

니스 모델화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운 센서와 센서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송

로 해석된다. 오큘러스는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의 관심과 지지

수신하는 네트워크 기술들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검색이 검색광

를 받으면서 이 제품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선보

모바일 패러다임과 함께 불어온 핵심 가치는 ‘소셜’이다. 검색이

고, SNS가 소셜 마케팅을 탄생시킨 것처럼 개인화, 자동화로 인해

이고 있다. 게임을 넘어 영화, 교육,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

사람과 정보를 연결시켜주었다면, 소셜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

바뀌게 될 사용자 경험에 맞춘 새로운 마케팅 기법과 사업 전략도

역과 접목하면서 새로운 사용자 체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켜주었다. 소셜을 지배한 카카오톡, 페이스북, 텐센트 등은 사람들

필요하게 될 것이다.

되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작할 수 있는 보일러가 등장하는 것이
이런 시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을 서로 연결시키고 관계 형성을 시켜준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
즈니스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통화를 하고 SMS를 주고받

Provice 패러다임을 위한 DNA

지 않아도 지인의 근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했다면 대비를 해야 한다. 대비를 위해서

들의 일상까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쉽

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략은 대체로 뻔하다. 시장 분석과

게 찾고 가상공간 속에서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예측,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경쟁요소와 강점을 활용해 어떤 문제를
극복해 경쟁 차별화를 할 것인지를 수립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DNA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다. Provice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혁신을 해오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성공의 핵심 요소를

손목에차는웨어러블디바이스Fitbit의핵심가치는서비스

살펴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살펴봐야 할 핵심은 서비스의 존
재 가치이다. PC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

모든질문에답을해주는기기Echo

될 때 그에 맞는 서비스가 주목받았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컴퓨
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메일, 카페, 검색, 블로그와 같은 서비

사실 페이스북이나 구글, 카카오톡 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

스가 탄생했고, 스마트폰의 인터넷 연결로 인해 모바일 메신저와

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위해 그간 꾸준히 새로운 서비스를

SNS, 지도 서비스가 주목받은 것처럼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26

개발하고 스타트업을 인수해왔다. 이미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자동으로집안온도가조절되는온도조절장치인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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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달러에, 왓츠앱을 22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하지만, 오

바이스가 필요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SBS PD가 새로운 방송 프

Provice 스타트업들의 혁신 DNA

이들 Provice 스타트업들은 스마트폰 앱처럼 제품 개발에 대한 시

큘러스의 인수는 기존 인수 업체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바

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네모난 TV가 아닌 동그란 TV가 필요하다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스마트폰 앱 개발에 뛰어들며 창업을 하는

각이 거창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의 제품 전략은 신중

로 제조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비스 업체들의 투자는 가상공

고 삼성전자에 가서 동그란 TV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삼성전자

것처럼 사물 인터넷, Provice를 향한 창업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하고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판매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간 속의 서비스 그 자체를 넘어 현실의 디바이스까지 영역을 확대

가 그런 TV를 만들어줄 리가 만무하다. 그 방송 하나 보고자 동그

하지만, 웹이나 앱을 만드는 것과 달리 제조를 하는 것은 상당한

위한 유통과 마케팅에 대한 전략안을 짜임새있게 구상한다. 반면,

할 것이다. 아마존이 킨들, 킨들 파이어, 파이어폰 그리고 Dash와

란 TV를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겠는가. 하지만, 방

투자와 상품 개발 이후의 유통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Provice 스타트업들은 우선 아이디어를 3D 프린터와 IoT 관련 오

Echo 같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처럼 서비스 업체와 소프트웨어

송사 입장에서 만일 동그란 TV에 적합한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자

그런 이유로 가상의 상품을 만드는 것과는 달리 현실계 속 상품을

픈 소스와 아두이노와 같은 개방형 칩셋을 활용해서 목업(mock-

그리고 하드웨어의 경계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들에게 제대로 주목을 받게 되면 다른 방송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제조, 생산하는 창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up)으로 개발한다. 개발한 목업을 기반으로 직접 사용해보며 테

사물 인터넷 패러다임 속에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휘어잡을 수가 있다.

점차 그 장벽이 낮아지면서 미국에서는 Provice를 향한 창업 열풍

스트를 거듭해가며 제품 개선을 하고, 이를 킥스타터 등에 등록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제 기존의 판을 넘어 새로운 판에서

이 뜨겁다.

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의 반응과 초기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

오큘러스 역시 단순 게임기가 아닌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경험의 서비스를 만들어 차별화를 꾀하고자 한다. 그런데,

금을 확보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은 조금씩 진화 발전

새로운 경험의 디바이스(마치 TV, PC, 스마트폰처럼)로 자리매김

기존 제조사들이 그런 새로운 서비스에 맞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입증되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기 역시 결국 인터넷과 연결되

개발해줄리 없으니 직접 제조까지 하게 된 것이다. 즉, 페이스북

위한 준비에 나선다. 즉, 처음부터 완전한 상품으로서의 완생을

는 것은 물론 주변의 다른 기기들과 상호 연계됨으로써 동작할 것

은 오큘러스를 통해서 기존 TV, PC,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는 경험

꿈꾸지 않고 미생인 상태로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본격

이다. 이처럼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각 기기들이 연결되어 거대한

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다른

적인 제품 생산의 전단계 진화를 해간다.

하드웨어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제 서비스 플랫폼을 넘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 기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통합된 생태계에 대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반으로 서비스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제품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공 요소가 Service

대두될 것이라 예상한다.

임을 이해하고 Product의 성능, 기능은 서비스와 펌웨어 등의 소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디바이스는 페이스북이 그간 경험

프트웨어를 통한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전략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오큘러스의 어떤 미래 가치에 가능성을 둔

해보지 못한 기술과 인사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과 기술을

다. 특히, 외부의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기존의 웹과 앱 서비스와

것일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가상계에서 만든 서비스를 통

갖추고 도전하는 오큘러스를 인수한 것이다. 스스로 시작하려면

연계해서 동작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API 연계나 오픈 등을

해서 사용자를 끌어 모으고 그런 트래픽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할 수 있을 것으

영위한다. 그런데, 그 서비스라는 것이 손으로 만지고 소유할 수

로 보이는 스타트업을 인수한 것이다. 누구나 비슷한 꿈과 전략을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용자가 마우스 한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떠

꿀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Provice는 가보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가

날 수 있다. 사용자가 떠나가는 순간 비즈니스 모델은 사라지고

지 않은 새로운 길이다. 그 새로운 길은 정해져 있지 않고 만들어

진 개인과 기업이 아이디어를 올려두고 사용자들의 투자를 받는

회사도 사라지게 된다. 이미 2000년대 초 우리 기억 속의 프리챌,

가야 하는 만큼, 큰 조직과 성공경험을 가진 기존 사람들보다 새

중계 서비스이다. 이곳에 그간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한 기발한 사

코리아닷컴, 아이러브스쿨 등의 서비스들이 그런 전철을 밟았다.

롭게 도전하는 작은 조직에서 실행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일 수

물 인터넷 기기에 대한 사업 아이템들이 등록되고 있다. 상품이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은 끊임없이 새로운 서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회사의 차세대 성장 동력만큼은 직접 다

개발되어 판매되기도 전에 아이디어만으로 사람들의 선구매와

비스를 만들며 사용자를 붙들어 두려고 한다. 그런 이유로 페이스

루려고 한다. 중요한 것이니만큼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회사 내의

투자를 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아이디어의 시장성과 사

북도 이미 엄청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

핵심 인력과 기존에 가진 자산을 지원해서 성공시키기 위한 실행

업 가능성 타진은 물론 초기 투자금에 대한 확보까지 가능하다.

그램, 왓츠앱 등을 인수한 것이다.

방안을 찾는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보지 않은 Provice라는

기존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 프로세스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잘 나가는 기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제조를 쉽게 시도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데, 오큘러스는 이 같은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존 사업이 있을 때에는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자체적

것이다. 게다가 3D 프린터와 중국, 인도, 대만의 공장과 저렴한 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이유는 오큘러스를 통해서 새로운 서

으로 진행하는 데에 보이지 않는 저항과 거부가 있기 마련이다.

건비를 바탕으로 부품 조달과 주문, 조립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킥스타터에서만나볼수있는다양한IoT스타트업들의제품들

중요시한다. 기존 제조사와는 전혀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전략은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공식을

비스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그간 인터넷 서비스는 제조사가 만든

제조업에 대한 창업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 덕분에 Provice에 도

21인치 모니터와 4인치 스마트폰 속에서 제조사가 제공하는 API

전하는 스타트업들도 늘어가고 있다.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기반으로 개발되어왔다.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
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디바이스가 아닌 새로운 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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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은 프로젝트X의 일환으로 무인

이제는 일상화된 페이스북은 끊임없이

아마존 웹사이트에 책을 사러 들어가

자동차를 개발, 시험 중에 있다. 그렇다

우리에게 누가 나의 친구라며 알려준다.

면,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메일로 아마

면 이 자동차는 누가 운전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친구를 찾아주는 건 누구인가?

존은 내가 읽어야 할 책을 추천해준다.
누가 이 책을 추천해 주는 것인가?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바로 알고리즘(algorithm)이다. 우리는 이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예를 들어 붓, 물감, 팔레트로 그리던 그림을

런 단적인 예에서 보듯 알고리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페인트브러시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린다.

이는 빠르게 확대, 심화될 것이다. 코왈스키(Kowalski, 1979)라는

스테레오 오디오로 듣던 음악을 데스크탑 컴퓨터의 윈앰프라는

컴퓨터 과학자의 정의에 따르면 알고리즘은 논리와 통제의 결합

소프트웨어로 듣는다. 이런 예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이다. 여기서 논리는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지식과 세계관을, 통

같은 컴퓨터화 과정을 마노비치(Manovich, 2013)라는 학자는 ‘소

제는 문제 해결 전략을 말한다. 알고리즘은 보면 그 알고리즘을

프트웨어화’ (softwarization)라고 부른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 그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지식, 나아가 그런

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컴퓨팅 기기는 흔히 애플리케이션이라 부

인식의 기저에 깔린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까지 알 수 있다. 이런

르는 소프트웨어들을 통해 수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점에서 알고리즘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일 수 없다. 우리는 흔히

3

1

컴퓨터 같은 기계에서 벌어지는 과정이나 그로 인한 결과는 중립

마노비치에 따르면 이는 1960~70년대 초창기 컴퓨터 과학자,

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정을 설계한 사람의 가치

즉 선구자들 덕분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개인용 컴퓨터

관과 세계관이 반영된, 매우 ‘사회적’인 그 무엇이다.

와 GUI를 발명한 것으로 유명한 제록스 PARC의 앨런 케이(Alan
Kay)로, 1970년대 말 그는 컴퓨터가 “기존의 물리적, 기계적, 전

2

기적 미디어는 물론이고 아직 발명되지 않은 새로운 미디어를 모

"Algorithm = Logic + Control"

알고리즘의 윤리학

코왈스키의‘알고리즘’정의

두 포괄하는 메타미디엄(metamedium)”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
다. 그는 그런 기기의 상당한 부분을 개발해 토대를 마련했고, 덕
분에 지금 우리는 연산장치가 아닌 메타미디엄을 사용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컴퓨터 알고리즘을 지칭하며 소
이재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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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된다.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추상적인 알고

그런데 알고리즘은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수준에서만 작동하는

리즘은 컴퓨터 언어를 통해 코드(code)로 전환되며 이것이 소프

것이 아니다. 소프트웨어화는 미디어나 저작 영역을 넘어 우리의

트웨어로 제품화되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컴퓨터 기술

삶 전 영역에 침투해 있다. 분석적으로 표현하면, 이는 1단계인 미

의 발전은 과거 다른 도구나 기계로 처리하던 일을 컴퓨터가 대신

디어의 소프트웨어화에 이은 소프트웨어화 2단계에 해당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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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의 삶 자체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는 것은 무

구글은 웹 페이지들의 페이지랭크 점수를 각각 산출한 다음 높은

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삶의 과정이 알고리즘에 의해 규정되고 있

점수 순으로 페이지를 제시해준다. 페이지랭크 점수는 해당 페이

다는 뜻이다. 이것은 ‘기술적 규정’ (technological grammatization)

지에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의 수가 많아질수록 높아진다. 그렇다

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적 삶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면 이렇게 링크로 연결되어 나가는 모든 페이지들의 점수를 계산

우리의 삶이 ‘알고리즘 삶’이라 규정하면 좀 과하다고 할지 모르

해야 궁극적으로 한 페이지의 점수가 산출되는 것이다. 이렇듯 이

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몇 가지 사례만을 보더라도 그런 규정을

점수는 이른바 재귀적 지표(recursive index)다. 이 글의 맥락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검색 엔진에서 정보와 지식

중요한 점은 이 점수를 결정하는 공식에서 1-d의 값을 어떻게 정

을 찾는다. 인간이 유사 이래 남(?)한테 이렇게 자주 물어본 적이

하는가 하는 점이다. 구글은 1-d=0.85라고 임의로 정했다. 이는

있었을까? 구글 검색 엔진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되는 웹 페이

한 페이지에 있는 랜덤 서퍼가 점프하지 않고 그 페이지에 있는

지를 찾아 제시해주는데 문제는 그 페이지들의 순서다. 구글은 그

링크를 따라갈 확률을 의미한다.

순서를 페이지랭크(PageRank)라는 알고리즘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랭크 점수는 0~1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페이
지들 사이의 점수 우열이 덜 반영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반면, 1
에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은 페이지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마키아벨리적이다. 이는 서퍼

M

알고리즘의 윤리학

ue we de

edges e
u
w
d

PR(Ti)는 페이지A에 링크되는 페이지 Ti들의 페이지랭크
C(Ti)는 페이지 Ti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링크의 수
d는 0과 1 사이로 설정할 수 있는 확률(damping factor))

구글의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공식과 페이지랭크 개념도

그리고 후자로는 기사 길이, 인용 수, 수용자 평가, 맞춤법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요인이 적절한 요인인가, 각 요인들에는 어느
이 이 과정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의적일 수밖에 없

연결선이 생성된 후 지난 시간에 따른 감쇠 인자

는 평가 요인과 모델에 의거해 우리는 뉴스의 세계를 보게 된다.
이는 또 다른 ‘구글의 세계’일 뿐이다.

페이스북의 엣지랭크 알고리즘 공식

이런 세 가지 알고리즘 사례는 알고리즘 사회, 알고리즘 삶을 보

이지들의 순서는 달라진다는 것이며, 이렇듯 0.85로 제시되는 ‘정

한편 페이스북의 인기글은 엣지랭크(EdgeRank)라는 알고리즘으

여주는 극히 작은 단면일 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

보의 세계’는 객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구글의 것’, 즉 구글의 세

로 규정된다. 특정 이용자의 모든 행위는 이 알고리즘에 의해 그

가? 첫째, 알고리즘은 우리 삶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

계관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구글의 눈으로 웹이라는

비중과 값이 정해진다. 페이스북에서 인기글은 TV 프로그램의 시

에서 현대 사회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리즘을 비

정보의 세계를 본다!

청률이나 영화 평점처럼 모든 사람의 평가나 행위를 기준으로 하

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알고리즘의 구현물인 소프트웨어

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산출된다. 그

는 단순히 인간에 봉사하는 도구가 우리의 모든 측면에 절대적인

정보의 세계 못지 않게 상호작용의 세계도 알고리즘의 규정을 받

런 점에서 이용자 각각이 각기 다른 인기글을 보게 된다. 이 인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agent)가 되고 있다. 인간 행위자를 넘어

고 있다. 1970년대 PC 통신 이후 우리의 교호(sociality)는 SNS로

글을 결정하는 요인은 두 사람 사이의 친밀도, 엣지 행위라 불리

비인간 행위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셋째, 알고리즘은 가치,

대표되는 소셜 소프트웨어(social software)에 의해 매개되고 있

는 상호작용 행위 각각의 가중치, 그리고 최신성이라는 세 가지

세계관, 이데올로기의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선택의 대상이며 그

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이 대표적인 아이콘들이다. 페이스북이

다. 친구와의 친밀도와 같은 사항을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결정한

런 점에서 나의 삶과 사회를 위해 보다 나은 알고리즘이 선택되어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친구 추천 알고리즘과 인

다니! 이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는 뉴스피드의 배열 방식을 인기글

야 한다.

기글 알고리즘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페이스북은 친구일

순이 아니라 최신글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기본값은 인기글 순으

알고리즘 구성에서 특정 옵션의 선택은 ‘윤리적’인 선택의 행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친구로 추천해준다. 이 알고리즘은 간단하

로 설정되어 있다.

그 자체다. 예를 들어, 운전석과 조수석에 두 사람이 무인 자동차
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나 사물과 부딪히게 될 때 자동차는 두 사

높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여기에 이용자들이 기입한 프로필 정

한 가지 사례만 더 소개하자면, 구글의 뉴스 편집 알고리즘이다.

람 중 누구를 우선 살리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하는가?

보를 고려해 확률을 계산한다. ‘친구’인지 아닌지는 인간사에서

현재 온라인 뉴스 편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이 코딩 교육으로

매우 미묘한 일일진대 페이스북은 불쑥 그렇게 친구라고 규정하

하나는 네이버, 다음, 야후와 같은 인간 편집자 방식이고 다른 하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논리적 함양이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그

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생

나는 구글로 대표되는 알고리즘 편집 방식이다. 구글은 인간 대신

보다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윤리적, 도덕적 측면 때문이다. 미래는

각하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며,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해 그냥 메시

기계, 즉 알고리즘이 뉴스 가치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과 같은 알고리즘 3원칙을 요한다.

지를 교환하기로 약속한 관계일 뿐이다.

는 뉴스 기사에 대한 판단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세한

이른바 ‘알고리즘 윤리학’이 바로 그것이다.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편집국의 전문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출처:위키피디아

32

기사 평가 요인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로는 기자수, 지국 수 등이,

정도의 가중치를 주어야 하는가 등을 비롯해 세세한 기술적 결정

다. 즉 A와 B가 각각 C와 친구일 경우 A와 B는 친구일 가능성이
PR(A)는 페이지 A의 페이지랭크

2012)를 신청하며 밝힌 바 있다. 13개 요인은 언론사 평가 요인과

연결선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상태, 댓글, Like, 태그 등)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그 값에 따라 제시되는 페

PR(A) = (1-d ) + d (PR(T1)/C(T1) + ... + PR(Tn)/C(Tn))

데, 구글은 개별 기사를 평가하는 요인으로 13개를 특허(Dec. 11,

보고있는 사용자와 연결선(엣지) 생성 사용자 사이의 친밀도 점수

들의 행태를 경험적으로 관찰해 결정할 값인데 구글은 ‘자의적’
으로 웹의 세계를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사실 정답이 얼마인지는

이를 알고리즘이 반영된 기계적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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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경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2015년 3
1)

월 19일, 다우지수 산출의 바탕이 되는 30대 우량기업의 구

디자인경영:
창조경제의 활력소

성에 변화가 있었다. 140세 AT&T가 탈락한 자리를 39세의
애플이 메운 것이다. 1885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설립한
AT&T는 1917년부터 다우존스의 멤버가 된 이래 98년 동안
이나 그 자리를 지켰으며, 현재 총 고객 수는 1억 5천명에 달
하는 미국 최대의 전화회사이다. 반면에 애플은 1976년 한

정경원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가정집의 차고에서 퍼스널 컴퓨터를 조립하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2015년 시가 총액이 816조 원(7580억 달러)에 달
하는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때, 히피 사상에 심취하여 대학을 중퇴한 스티브 잡스가 창
업한 애플의 성장은 창조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
터리와도 같다. 애플 컴퓨터의 조립과 판매, “설탕물을 파는 대
신, 함께 세상을 바꾸자”며 CEO로 영입했던 존 스컬리(John
Scully)와의 불화, 잡스의 사직과 넥스트 컴퓨터 설립, 제품의
판매 부진에 따른 심각한 경영 위기, 잡스의 복귀와 고속 성장
을 거쳐 애플은 회생했다. 뛰어난 원천 기술이나 제조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애플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은 바로 디자인경영
이다. 디자인 안목이 높은 최고경영자와 심금을 울리는 디자인
역량을 갖춘 최고디자인책임자(CDO: Chief Design Officer)
의 시너지로 디자인경영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성공하려
면 디자인경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애플같이 뛰어난 스타
트업을 얼마나 많이 육성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가와 디자인경영은 어떤 관계가 있
는지, 애플 디자인경영의 특성은 무엇인지, 영국 창조경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지, 왜 디자인경영을 창조경제의 활력소
로 활용해야 하나 등에 대해 다룬다.
1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 또는 “다우지수 30”이라 불
리는 이 수치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30대 우량기업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으로 미국의
증시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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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 창조경제의 활력소

$45,000

주가(株價)를 좌우하는 디자인경영

DMI DESIGN-CENTRIC INDEX
D.INDEX
$39,922.89

$40,000

2004년 12월까지 12년 동안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 평균인 FTSE지수2)와 디자인의 관계를 심층 분석했다. 그 결
과, 디자인경영을 잘하는 이른바 ‘디자인을 중시하는 기업’ (DCC:
design-centered company)의 주가가 일반 기업보다 현저히 빠르
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반 기업이란 디자인 실적이 미
약한 보통 기업을 의미하여 2000여 개 상장 기업들 중 1000여 개
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DCC란 기업의 경영에 디자인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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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디자인 진흥기관인 디자인 카운실은 1993년 12월부터

228%
Design-centric
organisations
Apple
Coca-Cola
Ford
Herman-miller
IBM
Intuit
Newell-Rubbermaid
Nike
Procter & Gamble
Starbucks
Starwood
Steelcase
Target
Walt Disney
Whirlpool

1976

1976 ~ 1998

1998 ~ 2000

2001 ~ 2007

2007 ~ ?

애플 로고 디자인의 진화

미국 S&P 지수와 디자인 지수의 비교

하여 국제적으로 평판이 높은 디자인상(賞)을 수상한 기업으로 모
두 63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두 집단을 비교해보니 DCC의 주가

애플의 디자인경영

플 로고 디자인의 진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회사설립 초기에는 뉴

트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변신한 애플의 디자인경영이야

평균 지수인 ‘디자인 인덱스(design index)’가 일반 기업 평균보다

미국 뉴욕의 5번가의 애플 스토어(Apple Store)에서는 세련된 느

턴과 만유인력 등 복잡한 의미가 담긴 로고 디자인을 채택했으나,

말로 창조산업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200퍼센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곧 디자인에 투자하는

낌이 넘쳐난다. 거대한 유리 상자 건물에는 흰색 애플 로고가 표시

이내 소통과 활용에 문제가 많음을 깨닫고 무지개 로고로 바꾸었

전형적인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애플이 불과 30여년 만에 미국의

회사들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물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디자인

되어 있을 뿐, 간판은 물론 그 흔한 제품 소개 배너 하나 없다. 일체

다. 1998년부터 단순함을 추구하는 애플의 정체성에 맞추어 검정

최고 기업으로 성장한 원동력 중의 하나는 디자인경영이다. 창업

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장식이나 군더더기가 없는 미니멀 디자인의 전형을 보는 것 같

색, 회색, 크롬 로고로 진화되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디자인경영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엿볼 수 있다.

다. 지하의 매장에 가려면 나선형 유리 계단이나 투명 승강기를 타
Design Index
Index value

FTSE All share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Year

는 색다른 경험을 해야 한다. 목재, 유리, 금속 소재로 간결하게 디

제품의 디자인이 고객의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간파한 잡스는

자인된 매장은 활기로 가득하다. 청색 유니폼을 입은 남녀 직원들

1982년 프로그 디자인의 하트무트 에슬링거(Hartmut Esslinger)

첫째, 잡스는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애플다움’을 형성

과 수많은 고객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한때 젊은이들이 주류를 이

와 년 간 2백만 달러의 독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애플의 디자

했다. 누구나 한 눈에 애플 제품임을 알 수 있게 디자인 DNA를 개

루었지만, 요즘은 노년층이 부쩍 늘어나서 세대간의 “디지털 격

인 DNA 형성에 나섰다. 그 결과 1984년 “스노우 화이트(Snow

발하고, 로고 디자인을 업데이트하는 등 부단히 노력했다. ‘단순

차” 해소를 실감하게 된다.

White)”라는 디자인 언어로 대표되는 애플 제품의 디자인 지침이

함’으로는 애플 디자인의 정체성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련되었다. 잡스가 1985년에 설립한 넥스트 컴퓨터에서도 에슬링

치열한 노력의 성과이다.

애플은 마니아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 중의 하나이다. 애플의 브랜

거와의 디자인 협력은 지속되었다.
둘째, 잡스는 최고 디자이너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디자인에

드와 디자인은 성능이나 스펙이 다소 떨어진다해도 고객의 마음을

영국 FTSE 일반 기업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기업의 주가 지수 비교

사로잡는 특별함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강점이
4)

1997년 애플에 복귀한 잡스는 디자인경영에 박차를 가해, 영국 출

과감하게 투자했다. 1982년부터 에슬링거를 최고로 우대했으며,

한편 미국 디자인경영연구소(Design Management Institue: DMI)

충성 고객들을 계속 붙잡는데 있다고 보도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신 산업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Jonathan Ive)와 함께 혁신적인 디

그들의 협력은 넥스트 컴퓨터에서도 이어졌다. 잡스가 애플에 복

가 스탠다드푸어스지수(S&P: Standard and Poor’s Index)와 디자

의 애널리스트 쿨빈더 가르차(Kulbinder Garcha)는 아이폰 사용자

자인으로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루었다. 컴퓨터하면 으레 회색이나

귀한 후에는 아이브를 최고디자인책임자로 임명하고 긴밀히 협

인 지수(DCI: Design-centric Index)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영국

가 약 4억 명에 달하는데, 그들의 90%가 계속 아이폰 구입을 원하

베이지 색 육면체 상자이던 데서 벗어난 디자인으로 세상을 놀라게

력했다, 잡스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라면 제조 원가의 상승

의 조사와 거의 유사하다. SP지수는 흔히 “S&P500”이라 불리는데

며,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을 계속 뺏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아이맥, 후발 주자임에도 단순한 디자인으로 단숨에 세계 MP3

에 연연하지 않았다. 작은 디자인 투자가 커다란 매출 증대로 이

시장을 석권한 아이팟,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놓은 아

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500개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 이
고, DCI는 애플, 코카콜라, 포드, 허먼 밀러, IBM 등 디자인을 중시

애플이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비결은 바로 세상을 바꾸는 디

이폰 등 애플 성공의 이면에는 창의적인 디자인경영이 있다. 잡스

하는 기업 15개의 주가를 평균한 것이다. DMI는 2003년 6월을 기

자인경영이다. 디자인경영을 이끈 스티브 잡스는 21살의 어린 나

는 2011년 사직할 때까지 디자인경영을 직접 챙겼다. 그의 유작(遺

셋째, 애플의 디자인팀은 소수정예이다.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친

준 시점으로 설정하고 2013년 12월까지 10년 동안 두 그룹의 변화

이에 창업하기 전부터 디자인에 심취했었다. 대학에서 서예를 수

作)으로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건립 중인 “애플 캠퍼스 II”는 이

20여명의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제품군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

추이를 분석한 결과, DCI가 일반기업지수보다 228퍼센트나 높다

강하는가 하면, 현대적인 디자인교육의 산실이었던 독일의 바우

회사가 얼마나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인지를 나타내준다.

다. 최근에는 디자인 컨설턴트인 마크 뉴슨(Marc Newson)을 영입

는 것이 밝혀졌다.

하우스에도 큰 관심을 가졌었다. 잡스의 디자인에 대한 열정은 애

하는 등 개성이 강한 외부디자이너와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건축가 노만 포스터(Norman Poster)가 디자인한 이 건물은

2 파이낸셜 타임즈와 런던증권거래소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가 매일 산출해내며 영국 및 유럽계 자본의 투자 지침으로 활용.
3 이 지수는 공업주(400), 운송주(20), 공공주(40), 금융주(40)의 그룹별 지수를 종합한 것이므로 뉴욕 증시의 주가 동향을 가장 폭넓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2015년 3월 26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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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우주선이나 비행접시 같다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 창조경제의 성공 비결

그런 맥락에서 창의성과 디자인을 무기로 불과 30여 년 만에 스타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창조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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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영: 창조경제의 활력소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창조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디자인경영은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브랜딩, 디자인, 지식

른바 국가적 차원의 디자인지수(指數)가 높아 창조산업의 구현이

재산의 시너지를 내는 활동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잘 디자인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여 특별한 가치를 창출하고, 브랜딩이라는 옷을 입히고, 지식재
산으로 보호해주는 촉매제가 바로 디자인경영이다. 특히 디자인

디자인경영을 창조경제의 활력소로

경영은 벤처정신5)과 벤처 생태계와 융합하여 특별한 기업을 만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

어냄으로써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로 정의
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결론적으로 이제 제 궤도에 오르고 있는 우리 창조경제의 구현 여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특화전략

부는 어떻게 스타트업들을 특별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느냐에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혁신 거

달려있다. 애플처럼 디자인을 잘 경영하여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점이자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보유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

이에 따라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분야의 기여도를 높여

는 단기간의 성패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

야 하는 시점이다. 제품의 성능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아무리 뛰어

어지는 창조산업 육성 정책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영국의

나다해도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없다면 구매로 이어지지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 생존을 위해 창조

않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디자인 과정을 거쳐야만 눈으

경제를 더욱 활성화해야하기 때문이다.

로 볼 수 있는 개성(형태와 느낌 등)은 물론 보이지 않는 속성(사용
성, 인터페이스, 경험 등)도 뛰어나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된다.

애플 캠퍼스 II 투시도. 영국의 건축가 노만 포스터가 디자인했으며, 2016년 완공 예정

아이디어, 기술, 콘텐츠, Talents, SW ... 등
성했다. ‘창조’와 ‘경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조합이라 그 본질

디자인은 창조경제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핵심요소이다. 아이디

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창조경제

어, 기술, 콘텐트, 소프트웨어 등 창의적 자원을 기반으로 만들어

는 1997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창의적인 영국” (Creative

지는 제품과 서비스는 디자인을 통해 가시적인 형태와 비가시적

Britain)을 기치로 창조산업의 육성에 나선 이후, 세계 주요 국가

인 특성을 갖추기 때문이다. 마치 수학과 물리학이 과학기술의 기

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블레어 수상은 정부 내에서 창조산업

반인 것처럼, 디자인은 창조산업의 한 축이자 다른 분야들에게 활

브랜딩

을 주도할 “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력을 넣어주는 공통 요소이다. 영국에서는 열한 살 때부터 디자인

Branding

& Sport)를 신설했다. 아울러 영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을 가르친다. 1996년부터 영국 정부는 ‘디자인과 기술’ (Design

“멋진 영국” (Cool Britain)을 제시했다. 2001년 존 호킨스(John

&Technology)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디

Howkins)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곧 창의력으로 제조

자인 교육을 하고 있다. 저학년에서는 기초적인 창의성 교육으로

업·서비스업 및 유통업·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

시작하여 점차 수준을 높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면 가전

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2015년 현재 영국 창조산업의 규모는

제품 등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에 소질

연간 125조 원(￡76.9bn)으로 영국의 전체 경제에서 5%를 차지

과 재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학생들은 대학의 디자인 관련 학과

하고 있다. 이는 곧 창조산업이 시간당 138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에 진학하고, 일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한다.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국 국민들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디자인을 잘 활용할

디자인경영

벤처정신

디자인
Design

특별한 기업

Extraordinary Business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벤처 생태계

창조경제의 구현
창조경제와 디자인경영의 관계

5 ‘뻔뻔한, 당돌한, 철면피’라는 의미의 이스라엘 말로,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서슴없이 질문하고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창조정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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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혁신정책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

혁신정책 연구에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론(socio-technical transition)이 새로운

시스템 전환론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현 사회·기술시스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은 거시변화와 미

템은 시스템 수준에서 문제가 있으며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
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시적 행동, 미래 전망과 단기 사업을 통합하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환이란 사회구조, 문화, 행동(practice)의 근원적 변화를 뜻

는 틀을 통하여 기술개발과 경제성장 중심

한다. 즉, 기술과 물리적 하부구조, 경제적 하부구조, 다양한 제도, 규제와 같은 구

의 혁신정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

조의 전환이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같은 문화

하기 위한 시스템 혁신(system innovation)

의 전환인 것이다. 나아가 사람들의 행동과 일상생활의 전환이기도 하다. 에너지

방안을 제시한다.

와 물, 식품과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새로운 방식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만 사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Macro-level
(landscape)

시스템 전환론은 시스템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보건의료와 관련된 삶의 질 제고 문제, 복지 관련 지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예방과 돌봄 중심의 보
건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Meso-level
(regimes)

이 때문에 시스템 전환론은 에너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농업정책, 교통정책 등 다
양한 실천 분야와 연계를 맺으며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해당정책들은 장기적
차원에서 시스템 전환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중·단기 프로그램
을 설계·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시스템 전환의 방향을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Micro-level
(niches)

이끌어가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다루면서 시스템 전환의 정치학을 중요한
주제로 검토한다. 기존의 정책이 기술관료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과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층적 접근과 전략적 니치관리
시스템 전환론은 다층적 접근을 통해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
한다. 다층적 접근은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이 거시환경(landscape), 사회・
기술레짐(socio-technical regimes), 니치(niche)의 세 가지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파악한다. 즉, 거시환경 변화를 통해 열린 기회의 창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사회·기술니치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사회・기술레짐
을 혁신하고 대체하는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거시환경
세계화. 기후변화, 자원·환경문제
지정학적 불안정성
사회기술레짐
화석에너지 중심생산·소비시스템
관련제도, 에너지 소비 행동
니치
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행동,
저탄소 생활양식의 등장

여기서 거시환경은 기후변화, 고령화, 세계화 등 거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회
・정치・문화적 변화의 장기적 추세를 뜻한다. 거시환경 변화는 다음 차원인 사
회·기술레짐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 사회·기술레짐은 특정 사회적 기
능이 수행되는 배경, 사회・기술 조건, 관행, 제도, 규범 등으로 구성된다. 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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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접근
출처:F
 . W. Geels (2004) From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o
socio-technical systems: Insights about dynamics and change
from sociology and institutional theory, Research Policy, 33(67), pp. 89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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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혁신정책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 정책

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식품, 보건의료, 에너지, 주거 등 각 요소에 관한 사회·
기술레짐이 존재하며, 이들 사회·기술레짐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사회・기술레짐은 과거의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해
왔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그 결과, 사회・기술레짐 내의 혁신은 대부분 점

활동의
구조화 정도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은 현실 정책에 적용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시스템 전
환론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구현한 것은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 정책

거시환경

진적으로 발생되며, 현존하는 기술의 파괴보다는 개선을 지향한다.

있는 혁신(니치프로젝트 또는 전환실험)을 수행하는 소규모 공간을 말한다. 이
인 사회·기술레짐(예: 고탄소시스템으로 구성된 에너지 사회·기술레짐)의 선

새로운레짐의
환경상황에
대한영향

시장,
사용자
선호

니치란 널리 확산되고 채택되면 사회·기술시스템에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예: 재생에너지 관련 사회·기술혁신)은 현재 지배적

이다. 이 에너지 전환은 2000년 11월에 발간된 ‘Energy and Society in 2050’이라

환경의 레짐에
대한 압력과
영향

산업
사회
기술
레짐

과학
문화

택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호를 통해 혁신들은 불충분한

정책
기술

기술적 성능이나 낮은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하게 된다. 니치에 대한
보호는 재정적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정부연구개발사업이나 시범사업

니치에 대한
외부 영향

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 시민사회 조직의 지지를 획

기회의 창을 활용한
새로운 구성체 출현
사회기술 레짐의 조정

는 시나리오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이 보고서는 시스템 변화의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한 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2004년 이를 토대로 발간된 정책은 각 플랫폼 단위로 20년 이후에 달성할

이런 상황은 성공을 가져왔던 추격형 시스템의 혁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경로와 각각

신을 요구한다. 창조, 선도, 혁신 등 다양한 용어들

의 경로를 구체화하는 전환실험을 기획했다. 즉, ‘장기비전 → 중기 전략적 비전

로 표현되는 한국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은 새로운

→ 전환 경로 → 전환 실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은 각 분야별로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웅변하

정부와 산·학·연·시민사회 대표자 10~15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전략적 비

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의 부상도

전, 전환경로, 전환실험을 기획하고 의결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정책의 지향점과 추진체제에 새로운 변화를 필요

안정화
(지배적 디자인)

득하는 방안을 통해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있다.

로 하고 있다. 경쟁력을 넘어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물론 이 정책과정은 위계적으로 일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통해

사용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혁신활동이 요청되

계속 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결정된 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고 있다. 혁신정책은 이제 기술혁신을 넘어 시스템

을 위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의 가능성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에서 개

과 정책을 탐구해나간다.

발된 기술을 기존 틀을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시스템 혁신과 혁신정책

시스템 전환론은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그렇지만 시스템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 사회·기술체제를 구성하는 사

시스템 전환론은 지속적인 투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정체되어 교착상태에

줄 수 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경제발전·사회발

회적·기술적 요소들은 서로 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정책을

빠져 있는 우리나라의 혁신활동과 정책에 새로운 시각을 던져준다.

전·환경보호가 통합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이런 틀에서 보면 시스템 전환은 거시환경 변화(예: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기후
변화의 심화)로 인해 열리는 기회의 공간을,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 형성 주체

니치

소규모 네트워크
다양한 학습
상이한 요소 연결

(니치에서 활동하는 혁신주체)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사회·기술레짐

시간

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기술레짐을 구성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층적 관점에서 본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
출처: F. W. Geels(2004)에서 일부 수정

통해 이들 중 한두 개의 요소를 바꾸어서는 전환을 이루기 어렵다.

서 우리의 모델을 전망하는 접근을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추격전략을 통해 우리나라는 성공을 거두었다.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

또한, 시스템 전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이루는 방식은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맹아를 지닌 니

차, 철강, 조선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을 근접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추격전략은

시스템 전환활동이 비전과 전망에 그치는 것이 아

치를 형성·확장시켜 기존의 사회·기술레짐을 대체해나가는 점진적이고 전략적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불균형 발전전략이었다. 경제성장, 선택과 집중, 속도전,

니라 현실의 프로젝트로 구현되고 있다.

인 접근이다. 즉, 전략적으로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니치의 영역을 확장해가

일사불란한 위계적·폐쇄적 네트워크 등이 혁신시스템을 규정하는 틀이었다. 추

는 전략적 니치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새

격의 성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한국사회 발전의 질곡이 되고 있다. 추격과

시스템 혁신 없이 신성장동력 분야와 미래기술을

로운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정당성의 확보, 새로운 사

정에서 형성된 경제사회의 양극화 구조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제

갈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왜 기

회·기술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사

기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위계적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술적·사업적 실험과

술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회·기술시스템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사회·

다양성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기

기술시스템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진행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과 자연 재해, 재난 등이 빈발하고 있다. 경

술 중심의 혁신정책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간다. 과

제성장만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의제로 등장하

학기술자와 정책가는 기술과 시스템을 동시에 구

고 있다.

성하고 혁신하는 시스템 형성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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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환경의 변화와 고용시스템

우리의 고용, 미래 준비가 늦다

우리 고용시스템은 1960년대~1980년대 중반까지 산업화 시기에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
러나 우리의 현 경제사회환경이 산업화 때와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현 고용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경제환경의 변화로는 과거 고성장시대로부터 저성장시대로의 이행,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의 개방과 동북아 중심의 국제분업질서 편입에 따른 아래로부터 저임금경쟁의 심화,
그리고 산업구조의 양극화에 따른 산업독점적질서의 공고화 등이 있다.
(단위:%)

12.00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대한

10.53

10.00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어야 할 국민의 세금이 누적적으로 늘어나
는 것을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고, 또한 국민
연금 기금이 2060년경에 고갈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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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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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4.00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연금 논의는 적게는 20년, 보통 30년, 길게는 2100년까

2.00

지 향후 85년 후의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짚어

0.00

보고 전망을 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한국
OECD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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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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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3.86

0.97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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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

런 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향후 우리 주요 사회문제를 짚어보고 방향을 세움에 있어

자료: World Bank. 2014. 재가공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경제가 이미 중진국 수준을 넘어서면서 고도성장기를 지나서 저성장 시기로 들어섰

노후에 탈 국민연금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고용이다. 고용이 되어야 국민연금을 부을 수 있고

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00년대 전반기까지는 고도성장을 했으나 그 뒤 4% 미만의 성장률을

고용이 지속되어야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만큼 20~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매월 부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래 4% 미만의 성장률도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들의 급속한 산업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학계나 국민들이 국민연금보다 더욱 중요하고, 향후에도 중요할 수밖에 없

화에 따른 지리적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향후에는 한국경제는 2~3%의 성장

는 고용이슈에 대해 국민연금과 같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거 고도성장을 전제로 디자인된 임금체계와 임금인상,

향후 개혁방향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구체적인 현실대안을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승진・승급, 경력경로, 일자리 창출 등을 크게 개혁하여 다시 구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이상으로 우리의 고용문제도 이미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으면서 허

그러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들이나 국민들은 여전히 ‘고도성장기적 추억’에 기반

다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가령 2013년 말 대법원 판례로 문제화된 통상임금문제, 휴일

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불가피성,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다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들의 빠른 산업화로 동아시아를 중심

등 3대 노동현안 문제가 우리 고용시스템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시스템 위

으로 한 국제분업질서 속에 한국경제가 편입되면서 저임금 가격경쟁이 심화되었다. 이제 개방

기는 그 진행이 서서히 나타나고 다른 나라와 같이 높은 실업률이라는 극적 위기로 나타나지

된 시장과 상호의존적인 국제적인 분업구조 아래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빠

1)

않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고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고용시스템 은

르게 떨어지는 가운데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의존한 한계산업의 잔존과 그에 따른 각종 지체

이미 그 효용을 다하여 순기능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감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현상(장시간 근로, 낡은 임금체계 등)이 나타나고 중소기업 혁신・적응 역량의 부족 등도 문제
가 되고 있다.

조기퇴직, 장시간 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청년들의 늦은 취업과 높은 잠재적 실업 등 역기능

셋째, 산업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원・하청관계구조가 굳어지

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다.

면서 대기업의 시장독점이 강화되어 왔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대기업에 집중될 뿐, 하청 중소

그러면 우리의 고용시스템이 무엇 때문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지게

기업에는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사라지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산업구조의

되었는가를 알아보고, 향후에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양극화를 완화하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개혁하는 것이 어렵다.
넷째, 경제의 서비스화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업에서 늘어난다. 부가가치가 높은

1 고용시스템은 고용과 관련된 각종 규칙(노동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문화, 가치, 기대 등을 포함하는 포괄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낮고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늘어나는 서비스업 일자

적인 제도로서 고용과 관련된 관련 노동법, 임금 등 보상, 승진ㆍ승급, 평가, 채용ㆍ퇴직을 포함한 인사제도, 교육훈

리의 질이 떨어져 좋은 일자리 창출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련제도, 노동시간제도, 단체교섭제도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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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고용, 미래 준비가 늦다

(단위:%)
0~14세

(%)

80.0 69.3

71.7

72.8

73.1

72.6

71.1

66.3

15~64세

63.1

60.0
40.0

65세이상

56.5

52.7

32.3

49.7

장(대기업, 공공부문)에서는 높은 노조 조직률, 노조의 강한 교섭

적 계통적인 통제력을 통해 수익은 전유하되 비용은 외부로 돌리

가운데 최저임금의 상당한 인상, 산업・업종・직종별 임금표준

력이 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되어

는 식이 되고 있다.

화, 직무급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

왔다. 노조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약한 하청 중소기업 근

셋째, 고령화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일할 의욕과

리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야 한

로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사용자들이 정하는

능력을 가진 중고령자들의 정년연장 요구는 거센데, 기업에서는

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생애주기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굵

37.4

40.1

대로 낮은 임금, 근로조건을 수용해 왔다. 기업별로 조직된 노조

조기퇴출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주된 직장에서 퇴직연령은 53

고 짧으며 획일화된 경력경로’를 개혁하여 ‘가늘고 길며 다양화된

9.9

10.2

는 1차, 2차 노동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식의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세~55세로 주요 선진국의 실제 퇴직연령인 59세~63.7세에 비해

생애 경력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왕성한 세대의 일자리와 노동시

전략이나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했다.

훨씬 낮지만,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뒤에 고령자 사회보장의 미

간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왕성한 세대의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비로 55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47.2%(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청년, 고령자들도 근로시간을 나누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 고용시스템이 낳고 있는 구조적인 고용문제

가 다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로 취업을 하고 있다. 왕성한 세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고령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제,

변화한 경제사회환경에 현 고용시스템이 맞지 않음으로써 초래

(25세~54세)가 일자리와 노동시간을 독점함에 따라 세대 간 일

임금체계, 정년연장이 가능한 고용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일・생

중요한 사회적 환경변화로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여성 경제활

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반듯한 일자리 창출능력의

자리 나누기도 되지 않고 있다.

활 균형과 근로자 개인의 생애주기 요구에 맞도록 근로시간을 조

동 참여 속 외벌이 가정에서 맞벌이 가정으로의 전환, 청년층의

현저한 저하를 들 수 있다. 반듯하고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넷째, 근로자들의 고용과 소득안정 요구와 법적인 고용안정 보장

정함으로써 남성 외벌이 모델에서 맞벌이 모델로의 이행을 촉진

고학력화 등이 있다. 첫째, 우리 사회는 이미 젊은 사회에서 고령

창출되면, 청년고용문제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문제도 완화될 수

에는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 아

하고, 여성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 14% 미만)를 거쳐 고

있다. 이미 저성장시대에 들어서 있고 지불능력을 갖춘 대기업,

래에서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기업 수준

또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직제(직무체계)와 임금체계로의 개혁

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로 급격하게 옮겨가

그리고 공공부문 조차도 아웃소싱, 원하청관계를 이용하여 비용

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법적 보장만으로 소득안정, 고

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연공주의는 고성

고 있다. 72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퇴장, 세계

을 낮추려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능력은 크게 감소해 왔다.

용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중소기업 근로

장시대에 1차 노동시장, 내부노동시장에 적합한 것으로, 이제 저

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업 간 과도한 노동이동성과 대기업,

성장시대에 1차, 2차 노동시장을 통합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

공공부문의 노동이동성 부재의 공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들어 나가야 하고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에 기여를 하고 있다.

상당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 장시간 노동을 단축하여 노동생활의

다섯째, 현 고용시스템은 장시간 노동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질을 높이고 일・생활균형 및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를 하되, 노

왕성한 세대의 일자리와 노동시간 독점, 인력사용 최소화로 사회

동시간의 유연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학습과 훈련을 강화하

적인 일자리 나누기 부재로 귀결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을 통한

여 일터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간 단축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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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동과 고령화
자료: 통계청,「인구동태조사(KOSIS)」

최저출산률이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65세 이

(단위:%)

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가량이 되고 이어서 일본, 독일과 함
정규직
비정규직

께 세계에서 가장 늙은 사회가 될 것이다. 현 고용시스템은 조기
퇴직, 왕성한 세대(24~54세)의 장시간 노동에 의한 노동시간 독
2)

점, 일생의 1/3 정도만 고용되어 있는 짧은 고용기간, 노인빈곤
층 증가, 노인복지 부족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지속가능성을

2002
100
67.1

2005
100
62.7

2007
100
63.5

2009
100
54.6

2011
100
56.4

2013
100
56.1

2014
100
55.8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수준
주: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비정규직의 상대적 수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기준

잃어가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아래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1차 노동

노동투입 위주의 생산시스템도 작업공정, 품질관리, 개선활동 등

저임금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신고용시스

또한 현 고용시스템은 외벌이 모델을 전제로 설계되어 맞벌이 가

시장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 사이에 격차와 불

에서 일터혁신을 지체시키고 있으며 노동의 질 개선이나 일・생

템은 기업 간 노동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업종・직종

정에서 여성들이 일・생활균형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노

공정성이 심화되어 왔다. 2002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활 균형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현 고용시스템의 전일제 중

노동시장 내의 비교가능하고 기업횡단적인 노동시장 인프라 구

동,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성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결

67.1%였으나 2007년 63.5%로 낮아졌고. 2014년 55.8%로 낮아

심의 고용과 상시화된 장시간 노동, 남성 외벌이 모델과 관련된

축을 전제로 하고 이를 통해 이들 노동시장 내 임금수준과 근로조

과적으로 우리의 여성고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

졌다. 4대 보험 가입률에서도 대기업 대 중소기업, 정규직 대 비정

직장문화와 관행은 여성고용률을 낮추고 저출산을 촉진하고 있

건을 표준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내

에 머물러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

규직 사이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저임금(중위임

다. 여기에 육아비용과 교육비용의 누적적인 증가도 저출산을 부

용으로 하고 있다.

다. 대학진학률의 상승으로 청년들이 고학력화되어 좋은 일자리

금의 2/3 미만) 비중은 2012년 현재 25.1%로 OECD국가 평균인

채질하고 있다.

를 찾고 있으나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향한 취업

16.3%보다 훨씬 높다.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같은 산업・업종・

경쟁, 스펙경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 다수의 저임금 중소기

직종 등에서 기업 간 비교와 조정을 통한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

현 고용시스템의 개혁방향

업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들의 열패감, 빈곤, 그리고 늦은 사회 진

태에서 기업별로 각개 약진한 결과 ‘파편화되고 불공정하며 주변

현 고용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가? 먼저, 반듯한

출로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비대화된 고용시스템’이라는 괴물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대기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

사회적 환경변화와 달리 기업별 고용과 노사관계시스템도 노동

업 대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만큼 대기업들이 그 격차를

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이 속해 있는 2차 노동시장의

시장 이중화에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노조가 조직된 1차 노동시

이용하기 위해 아웃소싱과 원・하청관계를 확대해 오면서 수직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아웃소싱이나 외주하청화의 요인을 줄여야 한다. 또한 한계산업

2 2015년 현재 기대수명은 84세인데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에 의한 양육과 교육기간, 첫 직장을 구하는 27세~55세까지 28년간의 고용기간, 56세~84세에 이르는 퇴직 후

의 구조조정,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는

사망까지 28년의 고령생활로 되어 있어 한 사람의 일생에 1/3 정도만 일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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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포그래픽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연재해(2014년 1월-6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일본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그외

1) CRED EM-DAT database, 2) Smithsonian Institute, 3) USGS, 4) UNISYS, UNCS
출처: 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번역 및 각색 이제원 / 디자인 세일포커스

몽골

220명 사망
131

북한

128

대한민국

84

일본

중국

64

820명

42
32

5 번 이상

사망1)

27

부탄

네팔

2-4번
1번1)

인도

27

미얀마

65

피해를 입히는 화산 분화2)

베트남

방글라데시

규모 6 이상의 지진3)

라오스

중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솔로몬 제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그외

2700만 명 피해

벵골 만

220만

북마리아나 제도

동중국해

태국

열대폭풍 또는 사이클론4)

(미국)

필리핀

캄보디아

괌 (미국)

태평양

100만
54만

3100만 명

10만
5만
3.6만

몰디브

피해

3.6만

팔라우

브루나이

스리랑카

미크로네시아연방 공화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나우루

2.8만

인도양

3.1만

마샬 군도

인

도

네

시

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일본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네팔
그외

18번의 재해

투발루

티모르 섬

9
5
4

그외
9%

58번

3
3
3

지진 5%

피지

바누아투
태풍 41%

재해 기록

2

오스트레일리아

뉴칼레도니아

홍수 34%

2
9

기록된 재해의 종류별 백분율(2014년 1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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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미래
한국수자원공사 양도식 공간디자인팀장 인터뷰
취재・정리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정진만・임화진 선임연구원

인류의 미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공간은 어디일까? 시대가 흐를수록 산업과 금융,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심지어는 향후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간디자인 팀장으로 계시는데, 일반인이

식의 전환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 외에도 국

50년 후에는 국가의 경계도 모호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도시가 국가를 대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 2045>

생각하기에 수자원과 공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할 것

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변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적 공간과 가장

에 따르면 곧 세계인구의 95%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고 한다. 앞으로 국가의 역할은 점점 소멸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은

같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좋은 정수환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다.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미래의 혁신은 도시에서 일어날 것이다. <See Futures> 집필진은 도시계획 전문가인 양도식 한국
수자원공사 팀장을 만나 ‘도시와 미래’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 양도식 팀장은 2006년 런던 UCL에서 도시설계/도시
계획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수변사업본부의 공간디자인 팀장,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대우교수 및 런던소재

Q

A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전신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서 산업화 시대에 여수, 구미, 안산 등에 산업단지 개발을 진

행했는데 지금은 토지개발부분이 LH공사로 이관되었다. 산업화 시대

Q

영국 런던에서 15년 이상을 거주하시면서 학업과 도시계획,
건축, 공간, 문화 등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다. 런던이 세

에는 물이 중요한 자원이었고 이 때 소유했던 지역 중 수변공간이 많

계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특별한 점이나 다른 점은 어떤 것

도시건축연구소 Urbanplasma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양도식, 수변공간 도시디자인 핸드북: 강, 보성각, 2012’, ‘양

이 남아있어, 그 당시 진행하고 있던 일을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이다.

들이 있나?

도식, 영국도시재생정책의 실체, 국토연구원, 2013’등이 있다.

아울러, 부산 에코델타시티 낙동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360만 평 지역
에 인구 7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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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런던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방문했는데, 대부분이 공통된 내용

아서 하고 있다. 2014년 9월 도시계획 허가가 승인되면서 공간디자인

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반복적인 얘기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

팀이 생겼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땅을 분양

래서 런던이라는 도시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하는 것뿐 아니라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인

현재 런던소재 도시건축연구소 ‘Urbanplasma Ltd.’ 법인을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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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자들을 위한 도시가 아니어야 한다. 서울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용

합리화시키는 정치 경제구조의 제품이라고 했다. 이를 구체화하는 것

성 및 개방성이 필요하다. 월드 시티(World City) 평가지표에 따르면 서

이 생산의 3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이며, 이를 통해 건물과 공장이 지

울은 베타 7번이며 런던, 도쿄, 뉴욕은 알파에 속한다. 평가를 위한 지

어지고 제품이 생산 된다. 투자형태로 자본이 축적화되는 과정에서

표는 경제, 회계, 광고, 법률 등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지표는 자본주의

무형적인 자본이 고착화되는 것이 도시다. 도시라는 것이 경제활동의

중심의 지표이고 문화지표도 함께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이 세

과정에서 자기 자본을 증식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계적으로 앞선 도시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특정 계층만을 위한 도시가

자본주의 시나리오의 결정판이 도시인 것이다. 도시를 잘 구성하면

아니라 좀 더 균형 잡힌 도시가 되어야 하고 더욱 글로벌화되어야 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단,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한 틀을 가지고

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표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있어야 하는데 복잡하고 변수가 많으므로 개인의 지식이 많아도 예
측이 쉽지는 않다. 도시에 인류의 미래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떠한 도시라고 생각하나? 교통과 인프라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 자명하

가 잘 갖춰진 도시는 생활이 편리하겠지만 인공적인 면이

다. 자본의 분배나 교감,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도시화라는

많고 공해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테고 반대로 자연을 보존

의미는 인류의 청사진이 도시에 다 들어 있다는 의미이고, 문제의 발

하고 역사와 유물 등을 보존하며 어우러짐을 강조한다면 다

생의 원인과 결과가 다 있다는 이야기다. 런던을 예로 들면, 런던은 교

소 불편함을 감소해야 할 것 같다.

육 연금, 주택 지원, Housing Benefit 등 여러 시스템들이 조화를 이루

결국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

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뒤따라 갖춰가고 있다. 독일, 프랑스와 영국을

시가 아닌가 싶다. 도시라는 환경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

자세히 보면 우리의 미래상이 녹아있다. 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람들은 서민이다. 문화적 혜택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영국은 1969년 신도시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 뉴타운

적 자본이 필요하다. 즉,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이 필요한데 이

정책에 의해 본격적으로 신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후 10년, 20

는 소비를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다. 아름다운 경

년 주기로 영국의 도시화를 따라가다 보면 선진화된 도시화 과정이

우리나라 도시, 특히 서울이 런던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관을 감상하고 클래식을 듣는 등의 한층 높은 문화생활을 하려면 대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된다. 여기서 과학적 근거를 발견하여 정량화

것들이 있을까?

중의 삶의 수준이 평균 이하가 되면 안 된다. 과거에 우리들이 간과했

하고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서울은 매력적인 도시이며 기능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도시임

던 점이다. 도시의 미관을 위해 도심의 간판을 정리하려고 해도, 시민

이 분명하다.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는 간판정리가 되지 않는다. 살기 좋은

가 120가지 이상이며 34% 이상이 다양한 민족과 인종으로 이루어져

나 지나칠 정도로 기능과 효율성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시의 근본조건은 일자리 창출이다. 국가 및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심지어 미국보다 더 많은 인종이 섞여있는 도시다. 서울과 비교

과연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인가 하는 질문은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생태공원과 디자인이다. 이 부

하여 기능적으로는 부족한 면도 있으나, 도시를 이루고 있는 컨텐츠

경제적으로는 잘 돌아가지만 ‘World City’라는 개념에서는 기능만을

분도 소비를 전제로 하는 조건이다. 도로가 보행화되었을 때, 상가의

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다.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고, 대화

볼 수는 없다.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다. 그러기 위

매출은 올라가지만 배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가 필요해진다. 이처럼

하는 방식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며, 많은 고급정보들이 유통되고 있

해서 문화적인 컨텐츠가 풍부해야 하고 생활하기에 편리해야 하지만

이율배반적인 개념이 있기는 하다.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느

Q

A

런던 밀레니엄 빌리지

운영하고 있으며 책도 2권 출간했다. 런던은 다른 도시에 비해 10~15
년 정도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경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뒤따라오는 도시 계획에 있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런던은 매우 다양한 부분들이 섞여있다. 사용되는 언어

Q

A

1)

다. 런던 산업의 80%가 서비스와 금융인데, 세계 자금의 30%가 런던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창조계층 이 살고 싶어하는 환경이 조성

정도 경제적 수준이 올라갔을 때 사회적 안전망이 해결되면 더욱 좋

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의 배경에는 문화의

되어야 한다. 서울의 다른 문제점은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것이다.

을 것이다.

2)

다양성, 역동성, 융합성이 존재한다. 다양한 인종의 욕구를 충족하려

런던은 affordable housing 이라는, 평범한 시민이 집을 소유할 수 있

면 사회적 시스템, 즉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여성권리, 소수자들의 권

는 장치가 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의식주가 기본이지만 서울은

리, 동물권리 등의 다분화된 민주주의 체계가 정착되어야만 가능하

집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기가

다. 이러한 다양성과 융합이 존재하는 도시가 런던이라고 생각한다.

힘들다. 사람들은 정착한 삶을 살기 원한다. 앞으로 더욱 사회적 안전
망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정주환경이 필요한 이유다. 가

Q

미래에는 전세계 인구의 대부분이(<유엔미래보고서 2045>)
도시에 거주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A

인류 문명발전에 있어서 도시화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생각한
다. 120년 전 막스 자본주의에 의하면 도시는 자본의 축적을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

1 참고: ‘신창조 계급’, 리처드 플로리다, 2011.
2 일반시민, 경찰, 간호원, 선생님 등이 모기지에 투자하여 30년 후에는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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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인물포커스

Q

A

국내외 미래학 행사 소개

도시계획도 먼 미래를 내다보는 분야다. 그 동안 팀장님께서

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 미

쌓아오신 미래를 내다보는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래라고 생각한다.

래학 방법론에 대해 관심이 많아 공부를 하고 있다. 노하우

라기보다는 미래예측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다. 미래의 변화에 영
향을 끼치는 인자가 10가지가 있다고 할 때, 변화를 주도하는 인자를
1번, 또는 2번과 같이 어느 인자를 특정 지어 의사결정 하는 것은 도

Q

A

2015

국내외 미래학 행사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분야이다. 미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활동이

Event
Schedule

있다면?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주로 본다. 영화를 7박 8일동안 본 적
도 있다. 독서의 양이 많으며 역동적인 도시에서 지내보는

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의사결정이 너무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국토연구원의 월간 국토라는 프로그램의 e-인

정치적인 구조에 치우치면 안 된다. 기득권층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터뷰라는 섹션에서 22번의 인터뷰를 하여 최다 인터뷰자로 기록이

구조를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가 구축이 되어 합의

되어 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느 나라건 직접 찾아가기도

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 한다.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견제할 수

한다. 사람의 몸짓과 표정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있으며, 특히 리더

있는 기능이 동반되어야 한다. 시나리오라는 용어를 좋아하는데, 미

들을 직접 만나보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된다. 21세기는 활자로 이

래학의 대가이신 짐 데이토 교수의 방법론에 관심이 있다. 이 방법론

야기하고 정보를 입수하기에는 촉박하다. 영상, 영화, 인터뷰 등 다

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선택할 수

각도로 접하고 있다. 미래를 그린 영화를 좋아하는데, 터미네이터,

있도록 하는 것이며 선호하는 미래, 또는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해 나

루시, 인터스텔라, 인셉션 등 영화를 접해서 시대를 읽어가려고 노력

간다는 점이 특히 와 닿는다.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대안들이 많은데

을 기울인다. 경제든 영화든 모든 것의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의 생

실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각을 들어보는 것이 참 좋다.

1 - 8월 매주 금요일

6. 11–12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World Futures Regional
Conference

한국
2016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정기토론회.
매주 다른 주제로 개최.

핀란드
철학, 아이디어, 방법론, 구체적인 사례연구 등
폭넓은 미래학 연구를 교류하는 포럼.

것이 나쁜 것인지 모르겠으나 청사진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필

6. 22 - 25

7. 7 - 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resight

Our Common Future Under
Climate Change

그리스

프랑스

미래예측분야의 최신연구교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미래시나리오를 고민하는 행사.
ICSU, Future Earth, UNESCO 공동참여.

7. 8 - 10

7. 24 - 26

Foresight Training: Foresight
Practioner Workshop

WorldFuture 2015

미국
IFTF(Institute For The Future)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미국
매년 세계미래학회(WFS)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
올해는 Making the Future! 라는 아젠다를 설정.

매년 개최하는 미래예측 스튜디오.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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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를 위한 민간 연구기구
미래세대행복위원회 설립
김경동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구성원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
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정신적 여건을 조성하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런 정신은
UNESCO가 1997년 총회에서 선포한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 세대의 책임선언’(Declaration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resent Generations Towards Future Generations)에서도 밝힌 바 있다. 특히 현세대는 미래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그들
스스로 창조하기 위한 잠재력을 계발하고 새로운 사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삶의 양식과 제도를 새로이 모색할 책임이
있다. 현세대의 사회적 제도와 정책은 사실상 미래를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는 국가의 공식
적인 제도와 정책이나 민간의 계획과 전략이 주로 현세대의 욕구충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특허(IP)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 현장스케치

오늘날 한국의 현세대는 자연생태계 훼손과 환경오염, 유한한 자원의 과다·왜곡이용,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처
할 복지수요의 확대로 인한 재정악화 등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혁신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세대 간 사회적 소통단절과 문화적 간극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이처럼 세대 간 자원배분의 공정

글로벌 특허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발의법안을 논의

성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는 미래세대의 행복을 보장할 지속가능한 발전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래세대를 양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9일(목) 오전 9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

육하는 교육이 과연 그들의 잠재력을 신장하고 창의력을 북돋우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도 자문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을 주제로 ‘2015 세계 특허 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금은 세대 간 정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각별한 관심을 고취하고 정부도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특수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한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연계하여 ‘미래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래학자 짐 데이터(Jim Dator) 하와이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한상욱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수

세대행복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구조적 한계를 민간부문이 보완하는 차원에서 미래세대의

석 부회장, 서민 前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석하여 열

행복증진과 권익보호 및 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미래세대의 자기결정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이다. 본

띤 논의를 벌였다.

위원회는 민간중심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연구·담론 기구로서,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세

심포지엄은 특별강연과 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짐 데이터 하와

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미래를 창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역할과 기능으로는 미래세대의 교

이대학교 교수가 특별강연자로 나서 ‘지식 재산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열린 마음으로 지식재산의 미래를 함

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위한 연구·창안을 제공한다. 아울러, 대학·시민단체·언론·종

께 밝혀나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교·교육·문화·법조계 등 사회 각계와 협조하면서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변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조장하는 옴부즈맨

이어 한상욱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수석 부회장이 ‘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특허권 침

의 역할도 수행한다. 동시에 이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시민운동을 기획·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서류 제출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

본 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올해 초부터 3월까지 3차례의 준비 모임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사회 각 분야의 원로들로 자문

할 수 없도록 해 특허권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설명했다.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향후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 실무운영회를 구성하고, 설립 총회를 소집하여 회칙, 사업

발표에 이어 서민 前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과 8명의 토론자들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계획 등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올 한해의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 세대, 행복에 대한 개념 정립과 미래세대 행복 증진을
위한 주요 쟁점의 분야별 검토 등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해 청소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3회 미래전략대상’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프로젝트’를 기획

년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 희망, 불만,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올 연말에는 결과 보고를

해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의 기초를 마련한 공로로 박연수 前 소방방재청장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겸한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56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 See Futures : Vol.07 • SUMMER 2015

57

미래학 지형도

2.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일정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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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매주 개최

대분류

미래전망
국가비전

김진향 연구교수(KAIST 미래전략대학원)

사회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는 지난해 12월

기술

출판한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문술리포트)를 대폭
보완하여 국가미래전략 2016으로

인구
환경
자원

발전시키고자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를 지난 1월 초부터

정치

현재까지 매주 진행 중이다.

2014년

경제

1월: 정문술(전 KAIST 이사장) 국가미래전략

주제분야
미래전망
국가미래비전
행복
평화
과학국정
창업국가

대
전
략
교육
문화
복지
노동(신규)
미디어
의료보건
산업전략
연구개발
정보통신
지식재산
국토교통
인구
기후
환경
자원
에너지(신규)
정치
행정(신규)
외교
국방
정보
사회안전(신규)
경제
금융(신규)
창업
주택(신규)
농업
해양수산(신규)

발표자
박성원 박사
박병원 박사
정재승 교수
이수석 실장/김연철 교수
임춘택 교수
이민화 교수
이선영 교수
정홍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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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실장
임만성 교수
김소영 교수
김동환 교수
이근 교수
임춘택 교수
주대준 교수
박두용 교수
박병원 회장/김원준 교수
신보성 박사
박상일 대표
남원석 박사
임정빈 교수
김종덕 본부장

일자
1.9
1.16
3.6
2.5
1.23
4.24
3.13
2.13
2.27
4.3
3.20
3.27
9월 중
7.24
7.17
7.24
6.5
1.30
7.3
6.26
7.31
4.10
4.17
5.8
5.15
5.22
8.28
5.29
6.12
6.5
6.19
7.10

연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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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략과 정책,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도록 관련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들을 적극 초대하여 발표/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
어 매 토론회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적극 초대하여 플로어 토론에 참여
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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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위촉
자문회의, 워크샵 등 진행
분야별 원고 작성 및 자문
8~9월: 초안원고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총괄수정(총 100여 명)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의 기본자료인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보고서’는 KAIST 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에
서 다운로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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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www.facebook.com/msreport2015) 게시를 통해 가능하다. 매주 토론회 종료 후, 주제별 발표자료는 발표자의 동의를
구하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10월: 초
 안보고서 공청회 및 국회(최고위과정)
의견수렴
추가수정 및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출
 판 및 설명회(제1회 미래전략학술대회)
출판 및 발행보고회(국회 최고위 미래전

한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기 6회까지 진행한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에 대한 관련 학자, 전문가 및 일반 대중
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일정계획을 기존 7월 말 종료 계획에서 시의성과 대중성 등 적실
성 있는 주제분야 추가선정을 통해 12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계획을 수립중이다.

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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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See Futures는 다음 호부터 독자들의 투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발한 생각, 참신한 주제의 글을 futurestrategy@kaist.ac.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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