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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게 머나먼 나라,
대한민국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역시사지(易地思之)의 시각으로
오늘날의 난민 문제를 바라봐야…
다음 세대를 위해
인권 의식의 성장과
난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 땅에 온 세계의 난민들
제네바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필자는 정
치적 견해 때문에 프랑스에서 난민 자격을 얻어 20년 가까운 세월
을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 이 땅에서 난민의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
의 모습과 사연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랑스에서 난민 신청
을 했던 당시의 필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유럽이나 캐나다 같
은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난민 자격을 얻으려고 신청하는 외국인
들이 ‘운이 없어도 참으로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난민이 된 것
도 실로 불행한 일인데 하필이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다니! 한
국은 난민 인정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신청에서 심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도 어렵
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할 시설도 열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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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와 난민법이 정한 생계비 지원(월 409,000원)도 신청자의 8%

일정 정도 주어져 있다.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직업은 국적자가

만 받고 있을 뿐이다. 심사과정에서 필수적인 통역 지원도 제대로

아니면 가질 수 없지만 대다수의 다른 직업은 가질 수 있다. 이주

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소통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

의 부족은 결국 난민불인정으로 연결되곤 한다. 최근에는 신청자

주노동자들은 노동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다만 대상일 뿐이다. 난민

가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인원이 그에 따라 충원되지도 않고 통역

으로 인정된다고 해야 기껏 그런 자격을 주는 것인데도 인정률은

비 지원 예산도 증액되지 않는데 불인정 결정은 이전보다 더 빨리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1>을 보자. 1994년 이후 2015년 5월말까지 난민신청자수

설령 난민 자격을 얻는다고 하여 특단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

는 총 11,172명인데, 이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96명(가족결

다. ‘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합자 155명 포함)에 불과해 인정률은 5%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

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허가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고용주

편, 2014년 한 해에만 539명에게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여 2015년

에게 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만 있을 뿐이어서 이주노동자들

5월 31일 현재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838명이다.

은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거니와 일터를 옮길 자유도 제한되어 있

2011년 이래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출신국 별 현황은

다. 나는 프랑스에서 택시노동자가 될 수 있었고 일터를 옮길 자유

<표2>와 같다. 2015년 5월 31일까지 파키스탄 출신이 2,017명으로

도 있었지만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했고, 이집트, 중국, 나이지리아, 네팔, 시리

허가를 받은 고용주에게 ‘간택되어’ 일할 수 있을 뿐이다.

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나라별로 보

유럽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선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이

면 미얀마(154명)와 방글라데시(84명) 출신이 가장 많다. 미얀마
난민들은 주로 정치적 사유로 인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미얀마의

표1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연도별 난민 신청/인정 현황(2015. 5. 31 기준)
인정
법무부 심사
인도적
행정
신청
전체 1차 이의 가족 법무부
지위
소송
심사 신청 결합 소계
5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12 0 0 0 0
0 0
0
26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43 0 0 0 0
0 0
0
37 1 1 0 0
1 0
0
34 1 1 0 0
1 0
8
84 12 11 1 0
12 0
5
148 18 14 0 4
18 0
1
410 9 9 0 0
9 0
13
278 11 6 1 3
10 1
13
717 13 1 0 11
12 1
9
364 36 4 0 16
20 16
22
324 74 45 10 15
70 4
22
423 47 20 8 10
38 9
43
1,011 42 3 8 13
24 18
21
1,143 60 25 0 20
45 15
31
1,574 57 5 9 33
47 10
6
2,896 94 18 53 20
91 3(2) 539
1,633 21 2 9 10
21 0 105
11,172 496 165 99 155 419 77 838

출처:난민인권센터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법무부난민과,20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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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표2

출신국가별 난민신청자(2014년~2015년 5월)

구분
불허 철회 취소

50 39

0
7
79
114
86
79
994
168
277
558
523
782
1066
4783

9
29
43
62
109
203
62
90
187
331
363
92

4

4

국적

불인정
신청

파키스탄
2,017
이집트
980
중국
890
나이지리아
846
네팔
741
시리아
713
스리랑카
681
우간다
468
방글라데시
456
미얀마
407
카메룬
291
가나
284
라이베리아
248
남아공
225
예멘공화국
185
에티오피아
181
코트디부아르
154
아프가니스탄
156
콩고DR
138
이란
96
기타
1,015
합계
11,172

인정
23
3
7
3
0
3
0
13
84
154
11
0
3
0
5
73
5
5
31
23
46
492

(단위: 명)

심사 중

철회
인도적
1차
이의
불인정
체류
심사
신청
27
937
304
465
261
3
145
53
439
337
24
361
123
74
301
5
396
74
209
159
4
419
138
99
81
577
8
73
51
1
8
358
274
29
12
11
234
82
113
15
2
191
48
76
55
30
140
54
15
14
3
101
34
105
37
5
110
25
112
32
4
83
62
65
31
1
68
37
77
42
0
16
15
100
49
17
46
13
22
10
23
84
21
17
4
19
84
24
21
3
17
55
20
14
1
5
38
9
20
1
36
296
136
373
128
821 4,170 1,619 2,496 1,574

정치상황이 나아져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요즘 내전 상황

우리는 우리 땅을 흔히 한반도라고 부르지만 분단 상황 아래 대륙

으로 시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출신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과 끊어져 지금은 반도라기보다는 고립된 섬과 같다. 난민들의 접

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인

근 가능성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는 뜻이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는

정률은 더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리아

다가올 수 없기 때문이다. 제3세계 출신들의 처지에서 보면 캐나

출신 난민은 단 3명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한 대신 577명이 인도적 체

다 같은 나라도 접근 가능성이 낮은 나라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류를 허가받았다. 인도적 측면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난민 자격을

와 달리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프리카나 중동 출신의 난민들이 비

얻은 게 아니고 다만 체류만 허용해준다. 그것도 1년마다 체류자격

행기 외에도 배를 타거나 육지를 통해 다가갈 수 있어서 접근 가능

을 갱신해야 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G-1 비자로는 사전 허가를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접근 가능성이 낮은 나라

받은 사업장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실제로 인도적 체류자들이 할

는 높은 나라에 비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물

수 있는 일은 단순노동뿐이다.

론 각 나라에 따라 난민 정책이 다르지만 접근 가능성이 낮은 캐나
다는 난민 인정률이 40% 수준이다. 접근가능성이 높은 프랑스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인 직업

인정률이 20%를 넘는데 한국은 5%도 안 되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

을 가질 수 없고 가족을 데려와 같이 살 수도 없다. 의료보험 적용이

의 난민 정책은 난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에 서 있다는 점을 말

안 돼 병을 키우고 자녀들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인도적 체류

해준다. 신청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데도 그렇다.

자들은 결국 한국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내란 상태에 빠진 시리아는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난
민의 처지가 되어 지구를 떠돌고 있다. 지금 유럽 대륙은 IS 등 극

<한겨레21>이 인용한 김성인 난민인권센터(www.nancen.org) 사

단주의 무장 이슬람세력이 준동하는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지역

무국장의 말이다.

과 아프리카에서 밀려오는 난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레바논
의 경우 시리아, 이라크 등 이웃 나라에서 밀려들어온 난민의 숫
자가 내국인 수의 25%에 육박하기도 하고, 2015년 9월 한 달 동

출처:난민인권센터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법무부난민과,20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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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에게 머나먼 나라, 대한민국

따뜻한 시선으로 난민을 바라봐야

안 독일 땅을 밟은 난민의 숫자는 28만 명에 이른다. 유럽 최대 일

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난민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난민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간지 빌트(Bild) 신문은, 독일의 관리가 전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그러면 접근 가능성도 크지 않고 신청자도 많지 않은 한국에서 이

난민정책이나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속했던 사회에서 쫓겨나 우리 사회에서 안식처를 구하려

2015년에 독일 입국 난민이 총 15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기

처럼 난민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각 나라의 난민정책은

역지사지(易地思之)다. 난민은 자기가 속한 사회를 잃어버리거나

는 난민들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인권적인 측

도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파 정치인에 속하지만 프

무엇보다 그 나라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척도가 가장 중요하

자기가 속했던 사회로부터 쫓겨난 사람이다. 자신이 속했던 국가

면, 나아가 문화 다양성의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계는

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함께 유럽연합이 중동과 아프

게 반영될 것이다. 한 나라의 인권 현실은 두 사회계층을 보면 알

와 사회를 등져야 하고, 친족, 친척, 동료, 친구, 이웃과도 멀어져야

그런 시각을 요구한지 오래되었을 만큼 급속히 바뀌고 있다.

리카 출신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감옥에 갇

하는, 그러면서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이다.

다. 그리스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그리스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

혀 있는 재소자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들에게서 쉽게 차

그야말로 정처 없고, 다른 사람과 소통도 어려운, 그래서 삶을 설

울 정도로 긴축을 강요해 비판받았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난민

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소자들은 죄를 지었으므로 당연

계할 전망도 흐린 이방인인데다가 그 나라 출신 공동체에도 끼기

들에게 관대한 정치철학을 보이는 데에는 나치를 피해 다른 나라

히 벌을 받아야한다는 인식 때문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

어려운 ‘이중의 이방인’이다. 나는 프랑스 파리에 떨어졌는데 초기

에 망명해야 했던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도 작용하고

다. 이 두 계층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므

에는 프랑스말도 이해하지 못했고 프랑스 사람 중에 아는 사람도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의 말이다. 자연을 마구 훼손하면서

있다. 실제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의 여러

로 이들의 인권을 끌어올리는 만큼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은 높아질

없었다. 프랑스에 있던 한국인 사회에 낄 수 있었는가 하면 그렇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다. 이를 더

나라들이 난민협약을 맺었던 것은 나치 독일을 피해 다른 나라로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소양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 때

지도 못했다. 남의 나라에 살아야 하는 것뿐 아니라 같은 나라 출

확장하여 우리 땅의 실제 주인인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난민이

망명했던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법상의 규정이 미비했던

사회구성원들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교우위’를 확인하고 만족

신으로부터도 거리를 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하라고 요구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적

배경도 있었다. 독일의 저명한 지식인 위르겐 하버마스가 최근 프

해하는 저급한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주노동자들이나 재소자

‘그런 상황에 처한 난민이 어떻게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 라는 인

용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지금 이 땅

랑스 <르몽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난민에게 기본권이 있다.”

들의 인권 신장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무시와 냉대가 대세인

간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들은 권리의 주체이지 시혜의 대

에 와 있는 이주민들의 문화들이 이 땅에서 만나 비벼질 수 있기

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역사를 재인식시키려는 것이었다.

곳에서는 무관심이 가장 따뜻한 시선일 수 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상이 아니다.

를 우리 자손들이 바라지 않을까?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난민이나

이와 같은 난민에 관련된 최근 세계의 동향에 비추어 한국은 20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로 보이

한국의 난민정책은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반영하고, 난민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고향이 있다. 1960~1970년대에 독일에 광

동안 1만 2천 명의 난민신청자 중 고작 5백여 명을 인정해주었을 뿐

는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40대 남성으로 보이는

을 인권의 프리즘이 아닌 경제의 프리즘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난민

부나 간호사로 갔던 한국인들에게 고향이 있었듯이 말이다. 누구

이다. <한겨레21>은 ‘난민 인정은 신의 일’이라는 특집에서 한국에

남성이 그의 어깨를 툭 치면서, “그래, 한 달에 얼마 벌어?”라고 말

은 인권 주체가 아닌, 다만 출입국 관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의 고향이든 거기엔 문화가 깃들어 있다. 그 문화들이 우리 땅에

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마치 이주 노동자에게 큰 시혜를 베풀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

내가 프랑스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 자격심사를 받았던 곳

서 서로 만나 비벼진다고 생각해 보자.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

했다(<한겨레21> 1079호, 2015.9.21). 한국은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GDP 인종주의’라고 부를 만한 우월적 인

은 프랑스의 외무부 산하에 있는 ‘난민과 무국적자를 위한 보호국

에게 축복이다.

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인 제네바 협정에 비준했지만 마지못해 시늉

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뿐만이 아닐 것이다. 한국인들이 특히 가

(OFPRA)’이었다. 여기에 신청을 했고 심사를 받아 난민 자격을 얻었

물신이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구성원들 대부분이 경제동물로 축

만 내고 있다. ‘글로벌’이나 ‘세계화’는 자본과 상품만 해당될 뿐 사

난한 나라 출신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 담겨 있는 이런 우월의식이

다. 외무부에서 받은 난민자격증을 내무부 산하 경찰국에 제출함으

소되어 전인적 인간을 지향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경제적

로써 체류허가를 받는 과정을 밟았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난

인 숫자가 모든 사람의 사유 세계를 지나칠 정도로 지배하고 있

민 신청과 심사를 하는 곳은 외무부가 아니라 법무부에 속한다.

다. 이웃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 “저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

난민 심사를 하는 정부 부서는 법무부보다 외무부가 옳다. 왜냐하

를 빼앗는 거 아닌가.”와 같은 경제적이며 배타적인 생각에서 벗

면, 제네바 협정에 의해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

어나 “저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야.”라고 말할 줄 알

해의 차이로 인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고

아야 한다. 낮은 인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난민정책을 바꿔나가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난민 신청자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도 바꿀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우리 국

기 위해서는 난민신청자의 출신국에 관해 잘 알 수 있고 외국어도

민의 인권의식을 고양시켜야 하며, 문화의 가교나 다양성에 대한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외무부에서 관장하는 게 논리적으

인식 수준도 높여야 한다. 우리사회가 좀 더 열린사회, 이방인들

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난민을 심사하고 행정적으로 처

에게도 열린사회이면서 따뜻한 사회가 되고, 우리의 인권신장과

리하는 곳이 법무부라는 점은 그 자체로 난민을 되도록 받아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이 난민정책에서도 구현되

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기 바란다.

“우리는 이 땅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서
빌린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우리 국민의 의식 안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이른
바 순혈주의가 난민정책의 배타성을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하겠
다. 이주민들의 정주를 막고 있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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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난민 사례와 발생원인
난민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자연적 재난과 관련지어 지속적으로 발
생해 왔다. 여기서는 20세기 후반의 주요 사건만 살펴보기로 한다.

세계 각국의 난민 상황과 정책

1970년대 중엽 베트남 공산화 이후 남베트남 출신 보트피플이 양산
되었고, 그 중 대다수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1990년대
초 발생한 발칸 내전, 즉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사태 등으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로 8만 5,000여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한편, 1970년대 말부터 30년 이상 지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난민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1979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
당 정부와, 미국·사우디아라비아 등 서방의 지원을 받은 반군 무
자헤딘이 서로 충돌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시작되었고, 1996
년 제2차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 승리한 탈레반 정권은 폭압 통치
를 자행하였다. 탈레반 정권은 무자헤딘 등과 제3차 아프가니스탄

전쟁·내전·자연재해로 인해

세계의 난민 규모 증대

숨을 잃은 사람도 수천 명에 달한다.

내전을 치르면서 수백 만 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2011년 9·11테러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 급증

전쟁·내전·집단갈등·박해·전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난민과 국내실향민 수가 급증하고 있다. 아

이후, 미국은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선포하였다.

유럽, 미국은 난민 정책을 지원

고향에서 살기 힘들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고 있다.

프리카, 중동,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발하고 있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30년간 최대 난민 송출국이었다.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적어도 15개의

이라크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

UNHCR)의 2015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Global Trends Report)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재발하였는데 이 중 여덟은 아프리카(코트디부

걸프전쟁(1990~1991년), 이라크전쟁(2003~2011년) 등 장기간에

따르면, 2004년 세계의 강제이주자 수는 3,750만 명이었고, 그 후

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말리, 북동부 나이지리아, 남수

걸친 전쟁이 있었고, 2011년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자마자 발생

매년 3,800만 명 안팎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 4,250만 명으로 크

단, 부룬디)에서, 셋은 중동(시리아, 이라크, 예멘)에서, 하나는 유럽

한 내란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게 늘었고, 그 다음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5,950만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셋은 아시아(키르기스스탄, 미얀마, 파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는 2011년 3월 ‘아랍의 봄’으로 불

명에 달했다. 2014년의 난민(Refugees), 비호·난민지위신청자

키스탄)에서 발생했다. 그 중 몇 개의 위기상황은 해소되었지만 대

린 민주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했다. 그 직후인 2011년 4월 정부

(Asylum-seekers) 또는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부분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

를 축출하려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발발하여 현재에도

을 아우른 강제이주자 수는 전 세계 인구 122명 중 한 명꼴인데, 이

을 새롭게 발생시키고 있다. 2015년 들어서도, 강제이주자의 증가

진행 중이다. 그것은 시리아 내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 등 이슬람교

를 한 나라 인구로 간주하면 세계 24위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목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시아파(13%) 집권 세력과 다수 종파인 이슬람교 수니파(74%) 간

일본, 한국은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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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전쟁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슬람 수니파

정치·사회적 안정 상태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것도 난민 발생의

키로 들어가기도 한다. 한편, 동아프리카 출신과 중동·서남아시아

그 후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난민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과격 단체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가 시리아 내전의 와중에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자국 사회의 분쟁을 피해 복

출신 난민들이 이집트 또는 리비아를 경유하여 지중해를 건너 그리

를테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통하는 유로터널에 난민들이 몰리면

시리아 동부지역을 점령하고, 자신과 다른 종족이나 종파에 속한

지가 보장되는 유럽사회로 몰려가고 있다. ‘실패한 국가’ 정부가 국

스 또는 이탈리아 등지로 이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오스트리아의 고속도로에 방치된 냉동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함에 따라,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이 속

내 정치 갈등 또는 내전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난민을 대

둘째는 지중해 경로(Mediterranean Sea Route)로 시리아, 아프가니

트럭에서 시신 71구가 발견되었다. 동시에 터키를 거쳐 헝가리와 그

출하고 있다.

량으로 발생시킨 핵심 원인이다.

스탄,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수단,

리스 등 유럽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 수가 급증하였다. 2015년 8월 25

감비아, 방글라데시 등 주요 10개국에서 탈출한 난민들이 지중해

일,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은 내란에 시달리는 시리아 난민에 대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남수단,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등 사하
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도 잇따라 내전과 분쟁이 발생함

난민의 이동경로

연안의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를 경유하여 그리스,

여 ‘더블린조약’을 유보하고 무제한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독일

에 따라,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 출신 난민들은 사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서

몰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으로 이주한 후, 유럽의 목적지로

은 난민문제의 공동책임을 위하여 더블린조약을 유보한다고 발표한

하라사막과 지중해를 건너야 목적지인 유럽에 도달하는 험난한 여

는 오늘날 세계 각지 난민의 탈출 경로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을

이동한다. 중동·서남아시아·아프리카의 분쟁 상황이 사람들에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독일 내 시리아·이라크 난민들은 어느 나

정을 거친다. 기타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지역에서 난

다음 네 유형으로 파악한다. 그 각각은 난민 발생국과 경유국 및 목

게 강요한 고통의 결과, 지중해 경로를 통한 이동이 크게 증가하고

라를 거쳐 유럽에 들어왔는지에 상관없이 독일에 머무를 수 있게 되

민이 발생해왔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고

적지 국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포괄한다.

있다. 전쟁이나 내전 또는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

었다. 이는 나치 치하 잘못을 반성하는 독일인의 역사의식과 관용정

있다.

첫째는 지중해 동쪽 경로(Eastern Mediterranean Route)로써, 시리

이 고향을 등진 난민도 있지만, 출신국에 만연한 빈곤에서 탈출하

신, 인도주의 존중을 뒷받침해온 교육과 정치제도, 강력하고 안정적

최근 난민 발생 건수가 급증한 까닭은 세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

아,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서남아시아와 소말리아,

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를 선택한 사람도 적지 않다.

인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 첫째,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동안 철권통치를 자행했던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등 동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터키 또는

셋째는 중앙아메리카 경로(Central American Route)로, 폭력과 빈

2015년 9월 3일 터키의 보드룸 해변에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

독재정권이 타도된 후, 해당국 사회에서 행정과 치안 공백이 나타

이집트·리비아를 경유해 유럽으로 입국하는 유형이다. 전자로는

곤에 시달리는 멕시코, 니카라과, 벨리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

이 아일란 쿠르디가 얼굴을 모래 속에 묻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

났고 IS나 보코하람(Boko Haram)과 같은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

테말라, 콜롬비아 등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동하기 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난민 이주의 목적지가 되는 유럽 각국 정부는 인

등장하였다. 둘째, 중동과 아프리카를 덮친 기후 변화도 난민 사태

트리아, 독일로 이어지는 약 2주의 이주 과정이 대표적이다. 시리아

해 이용한다. 난민뿐 아니라, ‘자발적 비합법 이주자’도 이 경로를

도주의를 외치면서도 자국 내 경제 사정과 종교·민족 갈등의 가능

를 촉발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극심한 가뭄이 지속된 시리아에서

와 이라크 출신 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터키로

이용한다.

성을 고려하여 수용 거부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런데 쿠르디의 죽음

내전이 발발하였고, 사막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넓어진 사

일단 이주한 후, 남유럽 또는 동유럽 나라를 경유하여, 사회보장 수

넷째는 동남아시아 경로(Southeast Asian Route)인데, 미얀마·파

을 담은 사진이 전 세계에 속보로 알려졌고, 그것은 시리아 내전에

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출신 난민이 부쩍 늘었다. 셋째, 이라크·

준이 높은 서유럽 또는 북유럽 나라들로 재차 이주하고 있다. 아프

키스탄·방글라데시 등의 소수민족 출신의 난민들이 지배집단의

따라 발생한 난민의 상황을 외면해왔던 사람들의 양심을 깨웠다.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국과 서구 강대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했지만

리카 출신 난민들이 아덴만, 홍해 등 위험한 해로를 건너 육로로 터

폭력을 피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쿠르디 사건을 계기로, 독일 정부가 주도해 온 ‘인도주의’와 ‘유럽의

이주한다.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Muslim Rohingya)

책임’을 강조하는 난민정책이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9월 23일,

는 미얀마에서의 종교 갈등과 인권탄압을 피해, 어선을 타고 죽음

EU는 회원국 내무·법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망명 신청자 12만

의 항해를 떠나고 있다.

명을 향후 2년에 걸쳐 EU 회원국에 분산시키는 의무 수용안에 합
의했다. 이 ‘회원국별 난민 할당제’에 대해, 대부분 나라가 찬성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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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중해

아시아

2015년 4월 리비아 난민들을 태운 선박이 이탈리아 남부 섬 람페두

부는 반대했고, 핀란드는 기권했다. 그렇지만 합의는 법적 구속력

사(Lampedusa) 근해에서 전복되어, 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난

이 있어, 반대표를 던진 나라의 정부도 이를 수행해야 한다. 영국은

1. 지중해 동쪽 경로

민 문제를 애써 외면해 온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압박을 받게 되

2015년 4,000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지난 5년간 2만 명이 넘는

2. 지중해 경로

었다. 지중해나 발칸반도를 거쳐 유럽으로 몰리는 난민들의 절대 다

난민을 수용했기 때문에 ‘EU 회원국별 난민 할당제’에 참여하지 않

3. 중앙아메리카 경로

수가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첫발을 들여놓으면서, 이 두 나라와 다

기로 했다. 각국별 수용인원은 그 다음날인 24일 EU 정상회의에서

4. 동남아시아 경로

른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갈등이 커져 왔다. ‘더블린조약’(Dublin

최종 결정하였다. EU 28개국에 할당되는 난민 12만 명은 그리스와

Regulation)이 EU로 들어온 난민은 처음 발을 디딘 유럽 국가에서 난

이탈리아에 있는 난민 6만 6,000명과 헝가리에 있는 5만 4,000명이

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해 난민 지위 신

다. 의무 할당량은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은 최소 1만 명 이상, 독일

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과 프랑스는 2만 명 이상이다.

다. 이 사건 직후인 2015년 5월,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난민 4만 명을

9월 24일 EU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별 난민 할당 규모’ 확정과 더

분산 수용할 방침을 표명하여, 난민문제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겠

불어, 구호기금 조성과 시리아 주변국들에 대한 지원, 시리아 내전

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종식을 위한 노력 등 ‘난민위기 대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4
태평양

태평양
아프리카

만, 동유럽 나라인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4개국 정

1

대서양

남아메리카

난민 수용국 정부의 정책

인도양
오스트레일리아

난민의 주요 이동경로
출처:InternationalOrganizationforMigration;NationalGeographic,September19,2015.

12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 See Futures : Vol.09 • WINTER 2015

13

/ 세계 각국의 난민 상황과 정책

할당 인원 이상 수용

할당 인원 이하 수용

할당 목표 달성 11개국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슬로바키아
프랑스 루마니아
루마니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그리스

몰타

포르투갈
스페인

키프로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몰타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2015년 9월 9일
제안한 목표
유럽 전체 난민 중
비율(2014.1~2015.6)
10%

20%

더 많은 신청자를 수용해야 할 14개국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체코
핀란드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2015년 9월 9일
제안한 목표
유럽 전체 난민 중
비율(2014.1~2015.6)

10%

20%

출처:NewYorkTimes,September22,2015.

난민의 절대 다수가 유럽 땅에 첫 발을 들이는 그리스가 이번 더블

나게 늘린 것이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

린조약 재적용에서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비아, 칠레 등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유럽으로 쏟아져 나온 시리아

두 달 전에 비하여 독일에서 ‘난민 환영’의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해

난민을 자국에 수용할 것을 결정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1월 12일 EU-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지원 대가로 서류

일본은 9월 29일 아베 신조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경제 지

미비 이민자 송환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EU 회원국들

원과 교육·보건·의료 협력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

은 아프리카 나라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민자’

다. 그러나 난민을 직접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하고

본국 송환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는 10월 15일 정책을

있다. 한국은 2013년 동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이지

한층 더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 실제 난민 수용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매우 소극적이다. 한

요컨대, EU 각국 정부는 난민과 이민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난민은

국은 2014년 2,896명의 난민 신청자 중 94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하여 EU 회원국별 난민 할당 정책을 추

정했다. 100명 중 3명만 통과한 셈이다. 한국 정부가 2015년 강제

구하면서, 가능한 한 터키와 같은 EU의 변경지대에서 관리하는 방

이주 피난민을 돕기 위해 내놓은 금액은 5개 분쟁지역(이라크·우

식을 선호하고 있다.

크라이나·남수단·수단·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 총 900만 달러

한편, 미국은 9월 20일 난민 위기에 봉착한 유럽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였다. 그렇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가 있다.

기존 7만 명인 난민 수용 한도를 1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2015년 9월 21일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고 있는 미얀

존 케리 국무장관은 2016년에 시리아 난민 최소 1만 명을 포함하여

마 로항야 난민 30명을 2015년 12월 한국으로 데려와 난민 지위를

85,000명을 받아들이고, 2017년에는 총 난민 수용 한도를 10만 명

부여하고 그들의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난민

구호예산 추가 지원으로, EU는 난민 구호를 위해 10억 유로(약 1조

하여 난민 쓰나미를 막으려 하고, 터키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국 이

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이래 2015년 8월까지 미

기구의 ‘재정착 난민 제도’에 한국정부가 최초로 참여한 것이라는

3,3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EU는 지난 4년 동안

익을 증진시키려 하고 있다.

국이 수용한 시리아 난민 수 1,600여 명과 비교하면, 그 규모를 엄청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가장 많은 난민들을 수용해온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시리

한편,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독일이 2015년 10월 21일 시

아 주변국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터키에서 유럽까지 난

리아 난민들에게도 더블린조약을 재적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

민들의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발칸루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하였다. 독일 정부는 그 동안 독일 행을 희망하는 시리아 난민을 심

로 했다. EU는 난민들이 거치는 주요 경로에 ‘특별 센터’를 만들기로

사 없이 받아들이던 한시적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럽

했다. 셋째, 정부군과 반군의 대결이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내전 상

에 첫 입국한 나라가 그리스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규정하였다. 더

황을 종식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경수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블린조약을 전면 적용하면 그리스로 첫 입국한 난민도 그리스로 돌

10월 15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함

려보내야 하지만, 그리스의 난민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

께, 난민 유입을 적정선에서 통제하는 정책에 합의하였다. 난민 기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이 인도주의에 기초하여 시리아 난민

착지인 터키 당국과 협력하여 에게해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된 서

을 받아들이자 아프리카와 중동 각국 출신 ‘경제적 이민자’까지 대

류미비 이민자를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제적 이민자’

거 독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더블린조약이 난민 신청이 특정

와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구별해, ‘서류미비 이민자’는 본국으로

나라에만 편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EU 회원국들이 난민 수용에서

송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

공동 책임을 지자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임을 고려하면, 이 정책 전

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서류미비 이민자

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라도 하듯, 독일 정부 당국

송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EU는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자는 “이 결정이 독일이 펴고 있는 난민 환영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등 제3국에 난민접수처나 캠프를 만들어 경제적 이민자 등 난민 자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책 전환이 난민 수용 규모에 미

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

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독일로 들어온 난민 대부분이

고 터키에 30억 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입국할 때 공식적으로 난민 신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속화하는 방안도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EU는 터키를 방파제로

처음에 어느 나라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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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신의 발달로 급속도로 이루어져온 세계화가 지속적으로 무한정 발

무서운 무기와 강력

북한을 탈출할 필요가 없도록 이끌어주는 게 아닐까. 탈북자라는 난

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런 세상에 이르지 않겠는가. 세계화란

한 군대를 가진 나라

민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북한의 식량난이나 기근을 해소하는 데 도

쉽게 말해 국경이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는 미국이다. 다른 나라

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바람직한 탈북자 대책이라는

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점진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것도 이

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뜻이다.

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뒤엔 온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수많

난민은 기근보다 전쟁 때문에 더 크게 발생한다. 21세기 들어서 지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될 수 있지 않을까.

은 전쟁을 치렀다. 제2차 세계대

금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가장

전쟁을 일으키는 두 가지 핵심 요인 가운데 민족보다 심각한 게 종

전이 끝난 194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많은 난민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 원인을 제

교다. 전쟁의 70~80%가 종교 때문에 일어나고, 종교분쟁은 다른

100번이나 다른 나라들을 폭격하거나 군사적으로 침략한 것이다.

공해놓고 선심 쓰듯 난민 일부를 받아들이는 유럽 강대국들과 미국

분쟁보다 더 격렬한 충돌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계 4

전쟁이 국가 활동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셈이다. 21세기가 시작되

은 따지고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셈이다. 더 불행한 일은 지구상에서

대종교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서양

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2003년엔 유엔의 반대와 세계 곳

전쟁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전쟁을 영

에서 일어나 200여 개 국가에 퍼져있고, 힌두교와 불교는 동양에서

곳의 대규모 반전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략해 아직도 진행

원히 종식시키거나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하지

일어나 120개 안팎의 국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기

중이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지역의 갈등과 분쟁 뒤엔 미

않을까. 예나 지금이나 서양에서든 동양에서든 전쟁의 가장 큰 원

독교와 이슬람교가 특히 호전적이다. 역사적으로 큰 전쟁은 대부분

국이 있기 마련이다.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그린베레 같

인은 민족과 종교에 있다. 핏줄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 유일신 종교에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성전(聖戰, holy war)’

은 특수부대를 포함한 미군들을 세계 구석구석 100개 국가 이상에

지난 9월 터키 해안에서 발견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의 시신 사진

끔찍한 살상을 저질러온 것이다.

이라는 이름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숱하게 저질러졌는가.

배치시켜 놓고 유럽 여러 나라엔 핵폭탄까지 저장해놓고 있다.

은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언론이 난민 문제를 다루도록 이끌었다.

지금 세계엔 대략 2,000종의 민족이 있다고 한다. 국가는 200개가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서로 싸우고, 기독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무기 개발을 멈추고 궁극적으

난민이 어느 지역에서 왜 생기며 어느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좀 넘는다. 이 가운데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20개 정도. 평

교 안에서는 천주교도와 개신교도가 같은 예수를 따르며 서로 다투

로는 군대까지 폐지할 수 없을까. 우리는 다음의 몇몇 국가들에서

지 그리고 이들을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등에 대한

균 10종의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그러기에 모든 민

고, 이슬람교 안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같은 알라를 섬기면서 원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그레나다, 아이

보도가 이어졌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전 세계 난민

족이 자신들의 국가를 가지려면 국가의 수가 민족의 수만큼 2,000

수처럼 서로 죽이기도 한다. 이들은 다른 종교나 교파를 인정하지 않

티, 파나마 등 약 20개 국가는 군대도 없고 다른 나라와 방위조약조

은 약 6,000만 명으로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전쟁

개 정도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유럽의 유고슬라비아

는 배타성과 편협성을 보이며 다른 교도들을 개종시키려고 하거나

차 맺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모나코 등 약 10개 국가는

과 기근 때문에 생기는데 대부분 유럽으로 이동하길 원한다는 내용

는 1991년부터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

죽여 없애려고까지 해왔다. 모든 종교와 교파가 사랑과 평화를 내세

군대를 갖고 있지 않는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 방위조약을 맺

이었다. 이 가운데 난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거나 궁극적

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등으로 분리 독립했다.

우면서도 증오와 살육을 저지르고 있으니 지독하게 역설적이요 모

고 있다. 군대가 국가의 방위나 사회 통제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는 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50종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에서는 티베트나 신장위구르

순이다.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겐 군대의 폐지가 매우 놀랄 만한 일일 것

참고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가장 많은 난민은 북한 출신이다.

가 분리 독립을 추구해오고 있다. 그런데 독립하는 과정에서 대개

어느 종교든 자신이 절대적이거나 우월하다는 독선과 맹신을 버려

이다. 그러나 비록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모두 약소국

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해진 북한의 식량난 때문이다. 2015년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이 발생했다. 세계 민족이 저마다 국가를 세

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 먼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와 화

들이고 어떤 나라들은 방위를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을지라도, 이들

10월 현재 약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제대로

우려면 1,800번 정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민

합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합까지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바람

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뒤엔 무기와 군대가 없는 세상이 이루어질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20~30%에 머무른다고 한다. 많은 탈북

족주의의 가장 부정적 측면이다.

직하다. 이 역시 실현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 지속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제3국으로 가길 원한다고 알

민족과 국가를 초월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본다. 온 세계 인류가 민

적으로 추구할 수는 있다. 이미 시작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48년

19세기부터 국민국가가 들어서고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전쟁의

려져 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기도 한다. 목숨 걸고 탈출해온 사람

족의 구분 없이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 함께 살 수 없을까? 지난날

창설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가 다양한 기

규모가 커지고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21세기부터는

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합법적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목표로 삼았던 세상이다. 폭력과 독재를 정당화하

독교 교파를 통합하자는 교회일치 운동 (Ecumenism)을 벌여오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민족주의가 약화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점

에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는 공산주의의 수단과 방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구 위의

있다. 나아가 유엔은 매년 2월 첫째 주를 세계종교 화합주간으로 설

진적으로 하나로 통합되며, 교회일치 운동 또는 종교화합 운동에

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폭력과 독재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 민족과 국가를

정한다고 2010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개신교, 천주교,

따라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이 약화되면서 전쟁도 줄어들거나 사라

앞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머물

뛰어넘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좋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개 종단으로 이루어진 한국종교인

지게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군사적

을 것이다.

평화회의(KCRP)가 이웃종교와의 화합대회를 열고 있다.

패권이 약화하고 군비경쟁도 사라지면서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

물론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평화도 목표나

민족과 종교가 전쟁의 원인이라면 무기와 군대는 전쟁의 도구와 수

국가들이 무기와 군대까지 폐지해 갈등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전쟁

주는 게 바람직하고, 남한에

결과에 이르러본 적이 없고 그 과정을 가리키듯 ‘평화적이고 민주

단이다.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가 화합하거나 통합하지 못할지라도

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지구상의 온 인류가 민

들어온 뒤엔 그들이 잘 정착

적인 공산주의’로의 과정을 영구적으로 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무기와 군대가 사라진다면 큰 전쟁을 치를 수 없고 대량 난민은 발

족과 국가를 초월해 폭력과 독재 그리고 기근과 전쟁 없이 자유롭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아울러 교통과 통

생하지 않을 것이다. 20세기부터 2015년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꿈꾸어본다.

난민과 평화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난민의 종식을 위해, 민족·종교 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한다

고 있는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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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실험

◦ 인류에게 자유는 생존의 필수조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1774년, 미국 독립운동의 시발이

시공간을 넘어, 움직이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자 :
무선전력

된 제1차 대륙회의에서 미국의 독립 운동가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 1736~1799)가 한 말이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인류가 600만
년 전부터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은 두뇌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보다 먼 곳까지 이동하고(공
간), 보다 멀리 내다보며(시간), 보다 다양한 환경(영역)에 적응하려
는 3차원 미래예측법(KAIST 이광형교수 개발)적인 노력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오고 생존을 가능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인류에게 각각 자유를 주고자 한
패트릭 헨리(좌)와 니콜라 테슬라(우)

21세기 들어 인간은 호모 모빌리언스(Homo Mobilians)로 진화하

임춘택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부교수

게 되었다, KAIST 이민화교수의 말이다. 이제 문명사회의 인간들
은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Wearables) 등 모바일기기를 적어

을 필요로 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무선전력의 양도 적게는 1µW (백

도 하나씩 갖고 있게 되었다.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는 신인류는

만분의 1W) 수준이지만 많게는 1MW (백만 W)에 달한다. 최근에는

집 전화나 카폰(Car Phone), 유선 인터넷을 구시대 유물로 전락시

KTX와 같은 고속전철이나 전기배(Electric Boat/Ship), 전기비행기

키고, 초고속 무선통신으로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Electric Airplane)까지 무선전력을 사용하려는 추세다.

(Ubiquitous)시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선으로 전력을 보내는 데는 자기장(Magnetic Field), 전자파(Radio

하지만 여기에 큰 복병이 하나 있다. 바로 호모 모빌리언스의 시공

Frequency), 전기장(Electric Field), 그리고 빛이나 소리가 사용된

간적 자유를 제약하는 에너지 문제다. 사람이나 기계나 동작하려

다. 이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 전자파(이하

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고 몸에 영

‘전파’)와 자기장(이하 ‘자장’)이다.

양분을 저장해놓고 쓰듯이 모바일기기들도 충전을 통해 에너지를

정지궤도 위성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여 전파로 지구상에 있는 안

배터리에 저장해놓고 사용한다. 우리가 에너지 보충을 위해 또 다

테나로 보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기술적 구현

시 식사를 해야 하듯 배터리도 다시 충전해야 한다. 배터리의 ‘시간

성,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수용성 모두 극히 낮다. 대신 와이파이

적 제약’으로 인해 지속적인 유비쿼터스 환경을 유지할 수 없으며,

(WiFi) 같은 통신용 전파에서 미약하나마 전력을 받아서 에너지를

진공청소기처럼 케이블을 달면 ‘거리(공간)적 제약’이 생기게 된

매우 적게 소요하는 칩(Chip)을 사용한 연구는 있다. 하지만 전력

다. 이러한 제약으로 벗어나 진정한 유비쿼터스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모아도 1J(1W 전구를 1초 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무선전력(Wireless Power)이다.

수준)에 불과하다.
보다 가능성 있는 응용은 정체형 드론(Stationary Drone)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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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테슬라가 인류에게 준 선물, 무선전력

드론의 문제점은 전동기(Motor)나 내연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

미국의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 1856~1943)는 교류전

십 분~수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 충전을 위해 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기, 유도전동기, 무선통신, 레이더, 형광등과 같이 소위 ‘100년 가

것이다. 전파를 사용하여 높이 떠있는 드론에 무선전력을 공급해준

는 발명’을 하여 20세기 전기 문명을 일으킨 인물이다. 영화 <프레

다면, 며칠이나 몇 달 동안 제자리에 떠서 환경감시나 교통관제, 통

스티지(The Prestige)>와 <일루셔니스트(The Illusionist)>에서 테

신 중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약 20km 고도의 성층

슬라는 무선전력으로 전 세계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실험을 하다가

권 무인기(Stratosphere UAV)에 전파로 동력을 제공 할 수 있는데,

중단했지만, 이후 수많은 공학자와 과학자들의 영감을 불러 일으

필자의 계산에 의하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도 10kW 정도의 무선

켜 ‘무선전력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다.

전력을 보내 200kg의 성층권 무인기를 계속 떠있게 할 수 있다. 우

오늘날 무선전력을 필요로 하는 ‘현대문명의 총아’들은 아주 많다.

리나라 정도의 국토면적을 가진 중견국가들에게는 값비싸고 광역

앞서 언급한 각종 모바일기기 외에도 전기자동차, 의료·군사 장비,

임무에나 적합한 위성보다는 정체형 성층권 무인기가 훨씬 경제적

물류, 그리고 로봇에 이르기까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무선전력

이고 효과적인 정보·통신 수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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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래를 위한 실험

시공간을 넘어, 움직이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자 : 무선전력

통상 수 cm~수 m 이내의 거리에서는 전파보다는 자장이 무선전

하는 것은 아니다.

IoT의 개당 가격이 수만 원 대에 달하므로, 이런 비용부담을 안고

력 전달방법으로 훨씬 많이 쓰인다. 전파는 송신기를 떠나면 반사

마린 솔자치지 교수는 KAIST에도 와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사실 그

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는 군용장비나 의료장비, 방범시스

되지 않는 한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자장은 수신되지 않는

는 광학 물리학자이지 무선전력을 잘 할 수 있는 전자공학자는 아니

템 등에서 초창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송신되지 않고 공간에 에너지가 머문다. 전파는 빛과 마찬가지

다. 하지만 100년간 잠들어 있던 니콜라 테슬라의 영혼을 깨우기라

IoT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IoT

로 통상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수신 전력이 감소하지만, 자장

도 한 듯이, 세계적인 무선전력 열풍을 몰고 온 영웅임에는 틀림없다.

의 필수 하드웨어는 작은 반도체 칩에 들어갈 마이크로 센서와

은 통상 거리의 6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전파

디지털 통신 디바이스, 그리고 이를 가동할 소용량 전원(Micro

가 먼 거리 전력전송에 유리하다.

◦6자유도(Six Degrees of Freedom)로 사물인터넷 시대를 열어라

power)이다. 현재는 작은 배터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그만큼 전파는 작은 전력이라도 먼 거리까지 환경장애를

지난 10여 년간의 무선전력 연구동향을 보면, 2007년을 계기로

수만 개의 IoT 배터리를 일일이 교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

세계적인 연구가 촉발되기 시작하여 2010년 전후로 각종 모바

리나 진동, 빛, 열 등으로 발전하는 각종 에너지 수확(Harvesting)

일 기기 무선충전기술이 선보였다. 2013년 전후해서는 무선 전

기술도 연구 중이다.

제한하고 있다. 또한 수신 전력은 안테나의 면적에 비례하기 때

기차 연구도 활발해지는데 이는 다분히 KAIST의 온라인 전기차

IoT 전력문제 해결에 무선전력은 유력한 대안이다. 관건은 넓은

문에, 1m만 떨어져도 스마트폰에서 수신할 수 있는 최대전력이

(OLEV)의 영향도 크다. 현재는 일본의 도요타, 니산, 쇼와, 미국

지역에 아무렇게나 놓인 수십~수만 개의 IoT에 어떻게 골고루 무

일으킬 수 있어서, 전파법에선 10W이상 송출을 까다롭게 통제
MIT의 자기공명방식(상)과 KAIST의 다이폴공진방식(하)

하고 있다. 이마저도 전파혼선을 준다고 하여 대부분 1W이하로

1mW(천분의 1W)에 불과하며, 송수신기가 놓인 방향에도 민감

시 말해, 자기공명방식은 자기유도방식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것

의 오크리지랩(ORNL), 독일 봄바이디어 등도 도로급전 전기차

선전력을 공급할 것인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oT 수신기

하여 실제로는 더 낮다.

이다. 이 결과는 전력전자분야의 최대 학술대회인 ECCE(Energy

(RPEV : Roadway Power Electric Vehicle)를 개발 하고 있다. 최

의 위치(x, y, z)나 방향(Roll, Yaw, Pitch)과 상관없이 무선전력을

자장을 이용한 무선전력은 송신코일로 자장을 발생시키고 수신

Conversion Congress&Expo)에서 2013년도에 특별 세션을 열어

근에는 중국,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실제 도로에 온라인 전기차

수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6자유도(Six degrees of freedom)

코일에서 전력을 받는 구조다. 송신코일에 교류(AC) 전류를 흘려

발표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동의했다.

(OLEV)와 같은 형태의 도로급전 전기차(RPEV)를 달리게 하려

라고 한다. 또 송수신기가 사용에 편리하도록 평면형으로 납작해

주면 암페어 법칙(Ampere’s Law : 전류의 자기작용을 나타내는

자기공명방식은 입력단과 출력단에 코일을 추가하여 총 4개의 코

고 준비 중이다. 현재 일본의 신차에서 전기차(Pure EV, Plug-in

야 한다. 2015년 6월에 본인의 연구실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했는

법칙)에 따라 주변에 시변(Time Varying) 자장이 발생한다. 이 자

일을 사용한다. 또, 모두가 특정한 주파수에 공진(시스템의 고유

Hybrid EV 등) 판매 비중이 15%를 넘어섰다. 노르웨이는 더 높아

데, 인체에도 안전하며, 전력 전송거리도 0.5m(데모 기준)로, 1m

장의 일부가 수신코일을 통과하면 패러데이 법칙(Faraday’s Law

진동주파수가 외부에서 인가하는 주파수와 똑같아지는 현상)이

서 30%를 넘고 전기차 점유율도 2014년에 12.5%에 달했다. 세계

이상도 가능하다.

: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 유기전압(Induced Voltage)이 발생

되어야만 전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조금만 주변 환경이 변해도 민

자동차 관련시장은 연간 약 2,000조원에 달하는데, 전 세계적으

한다. 이 전압에 의해 부하(Load)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력(=전압

감한 코일의 공진주파수가 바뀌어 전력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

로 전기차 시장이 매년 약 40% 이상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

◦미래에는 로봇에게도 자유를

x전류)이 전달되는 원리다.

다. 아직도 일부 문헌이나 신문기사, 전문가 중에는 수 m 이상 무

기차 무선충전과 도로급전 전기차의 시장 전망은 아주 밝다.

미래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거의 모

선전력전송에는 자기공명방식을 사용해야 하고, 자기유도방식으

2015년은 ‘무선전력이 폭발한 해’다. 지난 5년간 무선전력 시장의

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능형 로봇, 착용형 로봇,

◦자기공명방식은 자기유도방식의 일종에 불과

로는 수 cm에 수 W밖에 전송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연평균 성장률이 약 50% 대였는데, 올해는 무려 약 200% 대에 달

작업용 로봇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로봇의 특징은 항상

2007년에 MIT 마린 솔자치지(Marin Soljacic) 교수가 자기공명

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출시가 톡톡히 한몫했다. 현

움직인다는 데 있다. 사람뿐 아니라 로봇도 시·공간의 제약을 벗

(Magnetic Resonance : 중계코일을 송신단과 수신단에 각각 두

자기유도방식에서도 공진을 시키며, 이는 자기공명과 완전히 동일

재 전 세계 무선전력 시장은 약 10조 원대로 추산된다. 지금은 스

어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로보 모빌리언스(Robo Mobilians)로 진

어 4개의 코일로 무선전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2.1m 거

한 이유로 전달되는 전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다. KAIST가 개발한

마트폰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앞으로는 스마트시계, 스마트반지,

화해야 한다. 여기에도 무선통신과 더불어 무선전력이 필수가 될

리에 60W의 무선전력을 전송하는데 성공한다. 이로써 무선전력

온라인 전기차 (OLEV : On-Line Electric Vehicle)에서는 20~30cm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것이다.

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촉발되어, 수백 건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

거리에 100kW를 전송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까지 하였는데, 여

전자태그(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도 유통업을 중

왔다. 이 기술로 창업한 회사가 와이트리시티(Witricity)이며, 미

기에 적용된 방식이 자기유도방식이다.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심으로 시장 확장 중이므로, 앞서 소개한 전기차를 포함한 많은 것

국의 다국적 기업 인텔(Intel)도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자체개발 송수신코일 특허기술을 적용한 것뿐이다. 또 2014년에

들이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으로 수렴될 것이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실용화된 제품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이를

필자는 세계 최초로 5m 거리에서 209W, 2015년에는 10m 거리에

IoT는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넣어 인터넷에 연결하는

이상하게 여겨 필자도 연구를 해보았다. 그 결과, 이 방식은 기

서 10W를 전송하는데 성공했다. 이것도 자기유도방식으로 한 것이

기술이다. 세계적인 컨설팅그룹 맥킨지는 2025년의 IoT 시장을

존의 자기유도(Inductive Power Transfer : 송신 코일에서 발생

다. 이 경우도 단지 송수신코일로 새로 개발한 계단형 다이폴코일

4~11조 달러로 전망했는데, 2015년 현재의 10~30배 규모로 성

한 자기장을 이용해 전력을 전송하는 방식)와 근본원리가 동일

(Dipole Coil : 나사모양으로 코어 주변에 여러 번 도선을 감아 자기

장할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 샤오미 등 글로벌 기업들도 IoT 시장

하고, 다만 공진회로(Resonant circuit)의 민감도(Quality factor)

쌍극자가 되도록 한 것)을 사용해서 효율을 높였다. 전송거리나 전

에 선전포고를 했다. 앞으로 값싸고 성능 좋은 하드웨어와 편리한

가 1,000 이상으로 아주 높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

력크기는 송수신코일의 특성이 결정하는 것이지 공진방식이 결정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다. 아직은 태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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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
장예빛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알고리즘으로 더욱 유명해진 기업이다. 넷플릭스는

아틀랜틱에서 실시한 토드 옐린(Todd Yellin, VP of

과거에 내가 매긴 평점을 바탕으로 내가 좋아할만한

product innovation)과의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보다

영화들을 추천한다. 그리고 나와 영화에 비슷하게 평

개인화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추천을 위해 이들

점을 매기는 다른 회원들이 높게 평가한 영화들을 나

은 전형적인 헐리웃의 장르 문법에서 탈피해, 보다 감

에게 추천한다. 나의 첫 번째 선택으로부터 평가가 거

성적이고 직관적인 형태로 장르를 구분하고자 했음을

듭되어 정보가 쌓일수록 이는 다음 추천이자 새로운

확인할 수 있다. 내부에서는 ‘altgenre’라고 불리는 새

소비를 결정짓고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로운 형태의 장르가 바로 이것이다. 넷플릭스는 헐리

새로운 데이터가 된다. 순환적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

웃 영화를 말 그대로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했는데, 사

는 것이다.

람들을 고용해 영화를 감상하게 한 뒤, 온갖 종류의 태

넷플릭스는 우리가 언제 어떤 디바이스로 무엇을 보

그를 만들어 하나의 메타데이터를 탄생시켰다. 넷플

고, 검색하고, 평가했는지를 모두 알고 있다. 심지어

릭스는 모든 것을 태깅하며 함께 수치화 작업을 병행

브라우징을 하거나 스크롤링 하는 인터랙션의 패턴까

하는데, 이를테면 영화의 로맨틱함의 정도를 1부터 5

지 추적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다시 알고리즘 속으

까지 설정하는 식이다. 심지어 영화의 엔딩이 슬프게

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바탕에는 비슷한

끝나는지 행복하게 끝나는 지에서부터 모든 플롯과

시청 패턴이 결국 비슷한 기호를 뜻한다는 큰 가정이

메인 캐릭터의 직업, 영화 로케이션의 장소까지 태깅

1)

깔려있다 . 넷플릭스로서는 시네매치를 통해 동일한
기호를 읽어내고 시청행태인 습관까지 파악해냄으로
써 일종의 ‘취향의 공동체(Community of taste)’를 찾

Region + Adjectives + Noun Genre + Based On...
+ Set In... + From the... + About... + For Age X to Y

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임을 일찍이 깨달았던
예시) Deep Sea Father-and-Son Period Pieces Based on
Real Life Set in the Middle East For Kids

것이다.

넷플릭스의 장르를 만들어내는 세부 요소와 이들의 조합

바야흐로 빅데이터의 시대다. 콘텐츠산업에서도 최근

인터넷이 결합되어 나타나게 될 맥락적(Contextual)

빅데이터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빅데

소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터는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

내 취향이나 기분에 딱 맞는 영화나 노래를 가장 잘 추

서 이렇듯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몇 가지 이

천해줄 수 있는 상대는 누구일까. 가장 만족스러웠던

유가 존재한다. 우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며 데이터

추천은 생각해보면 나와 가장 취향이 비슷한 누군가

의 양이 폭증함에 따라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 더

의 추천이 아니었던가. 아마도 그 상대는 영화비평가

욱 발전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요소라 할 수 있다. 두 번

나 음악평론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 식견을 가지

째 요소는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고 있고, 무엇보다 평소 나의 기호가 어떠한지를 가장

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거나 이를

잘 알고 있는 친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 상품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했기 때문

달리 문화콘텐츠는 특유의 문화적 요소로 인해 만족

이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자체가 아

스러운 추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다.

니라 데이터내의 의미 있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찾아

그야말로 타인의 취향이다. 2016년 넷플릭스가 국내

내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일 것이다. 콘텐츠분야에서

상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OTT(Over

도 시시각각 쌓이는 소비자 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

The Top)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온·오프라인으로 유

발굴이 한창이다. 본고에서는 넷플릭스 사례를 통해

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넷

빅데이터가 불러온 순환적 소비와 소셜데이터와 사물

플릭스는 시네매치 알고리즘이라 불리는 영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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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비방식의 미래

한다. 거의 모든 것을 태그화하는 것이다. 태그화하는

으로 귀결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2013년 에미상을 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는 무려 36페

상한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다.4) 이제는

이지에 달하며, 이러한 마이크로태깅을 통해 넷플릭

데이터가 창작자의 재능과 제작자의 직관만큼이나 중

스에는 무려 7만 6,987개의 특별한 방식으로 묘사된

요한 제3의 요소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콘텐츠의 창

2)

영화 장르를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작·제작에서부터 유통과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가장 최첨단의 알고리

정에서 사용자 데이터라는 강력한 자원을 바탕으로

즘을 만들어내 이를 활용하는 넷플릭스의 시스템이

넷플릭스는 이제 일종의 취향 선도(Taste-leading)의

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사람의 역할이 더 중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한편 사물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시공간적, 그리

있는 언어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고 특정 상황에서의 인간의 무드라는 속성이 추적 가

태깅 작업을 하는 이들이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능해짐에 따라 맥락적 소비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되

The Social Web of Things

2013년 와이어드와의 인터뷰 당시 재비어 아마트리

었다. 2011년 에릭슨(Ericsson)이 공개한 ‘The Social

출처:EricssonUserExperienceLabBlog

안(Xavier Amatriain, Engineering Director)은 넷플릭

Web of Things’ 영상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시나리오

스에 수작업으로 태깅을 하는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 아닌 현실 속 일상에 가깝다. 영상에는 데이빗이라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태깅에 참여하는 프

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해 사물인터넷이 보편화된 일

리랜서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상의 모습을 묘사한다. 비 오는 저녁, 여자친구 소피아

그램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에는 일종의 개인의 사회적 지문이라 할 수 있는 사회

TV·영화광들로 이루어져있다 . 하나의 영화를 다양

와의 저녁 약속이 취소되어 우울해진 기분의 주인공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사후적인 기분 관리로서

적 활동과 관련한 정보도 필수적이다. 실제로 넷플릭

한 요소로 쪼개어 보고 평가하고 느낌과 감상을 변수

을 위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알아서 요리를 배달시

특정 콘텐츠를 찾아 소비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굳이

스는 페이스북과 협력하며,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

화하여 이를 다시 정량화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탁

키고, 주인공이 좋아할만한 게임을 미리 다운받아 놓

생각할 필요 없이 나의 신체적, 상황적 정보들로 인해

은 영상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향

월함에서 비롯되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인간이 필요

는다. 주인공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조명이 켜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콘텐츠가 알아서 제공되

후 소셜 데이터의 더 많은 부분이 결합될 경우, 콘텐츠

한 고유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지고, 집 안에는 그의 ‘기분을 고려해’ 그가 평소 즐겨

는 것이다.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나의 취향과 기분을 이

산업에서 데이터는 더욱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1)

3)

넷플릭스는 최근 영화 추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데이

듣는 음악이 재생된다 .

제는 데이터와 컴퓨터가 더 잘 알게 된 것이다.

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이 보편화되어감에 따라 나의

터를 통한 콘텐츠 성공방정식 찾기에 돌입했다. 데이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기분 관리 이론(Mood Management

아마트리안은 “맥락을 고려해 이를 추천 알고리즘에

기분과 감정 데이터까지 태깅되어 콘텐츠 소비를 이

터는 이렇듯 콘텐츠 생산의 방식마저도 변화시키는

Theory)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쉽게 말해, 사람

포함시키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하루라는 시간에 따

끄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단순히 과거로부터 “무엇”

중이다. 원자화된 대중의 취향과 기호는 재조합되어

들이 자신의 기분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고자 특정 미디

라, 기기에 따라 때로는 장소에 따라 사람들의 시청행

을 소비하였나를 보여주는 데이터에서 나아가 그것을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하게 되는데, 넷플릭스는 빅데

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TV 프로그램

태가 달라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왜”, “어떠한 맥락에서”, “누구와” 소비하였나를 보

이터 분석을 통해 영국 BBC의 ‘하우스 오브 카드’ 드

선택과 관련하여 수행된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사람

고려한 추천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현실적인 문제들

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더욱 의미 있는 데이터일 것이

라마, 데이비드 핀처 감독, 케빈 스페이시라는 배우의

들이 높은 각성 상태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 존재하지만, 향후 활용이 가능하기를 희망한다.”라

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의 콘텐츠산업은 기존 빅데이

1)

조합이 가장 최적의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 믿고, 동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소비하고, 반대

고 이야기하며, 넷플릭스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 어떤

터 분석과 더불어 상황에 대한 추론을 가능케 하는 ‘맥

명의 드라마를 제작했다. 넷플릭스의 실험은 대성공

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각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

날,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보았는지가 시시각각 기록

락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주도권

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처한 특정 상황과 사용자의 체

을 쥐게 될 확률이 높다.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이 어떠

력적, 심리적 상태가 콘텐츠 소비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한 향방을 보일지는 미지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중요한 상황맥락적 변수가 된 것이다. 가장 최적의 추

데이터를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대한 흐름

천을 위해서는 이렇듯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1 참
 고: T
 om Vanderbilt, The Science Behind the Netflix Algorithms That Decide What You’ll Watch Next, Wired, Aug. 7. 2013
http://www.wired.com/2013/08/qq_netflix-algorithm/
2 참
 고: A
 lexis C. Madrigal, How Netflix Reverse Engineered Hollywood, The Atlantic, Jan. 2. 2014
http://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4/01/how-netflix-reverse-engineered-hollywood/282679/

라이프로그에 가까운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 여기

3 참고:

The
 Social Web of Things - Ericsson User Experience Lab Blog
http://www.ericsson.com/uxblog/2012/04/a-social-web-of-things/
4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불리는 자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Orange Is the New Black)’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현재까지
다양한 드라마 제작을 이어오고 있음. 지난 10월에는 ‘비스트 오브 노 네이션(Beasts of No Nation)’이라는 영화를 제작, 극장상영과 온라인 서비스를 동
시에 실시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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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플랫폼
게임의 차세대 플랫폼으로 손꼽히는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은 실세계를 꼭 닮은 가상의 세계를 컴퓨터 환경을 이용하여 구축
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느낌을 재현하는 멀티미디어

중국 폭풍사의 폭풍마경3

기술을 말한다. 1960년대 초, 프로토타입 기기가 처음 구현되었으

게임 기술의 미래

출처:http://mojing.baofeng.com/

며 미국의 NASA와 공군 등에서 훈련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 후 학

가상 현실, 클라우드,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이대현 한국산업기술대 산업공학부 교수

전통적으로 게임은 게임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하드웨어
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다. 게임을 분류할 때 PC, 아케이
드, 모바일, 온라인 등의 단어를 앞에 붙이는 것도 이런 연유

문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가운데, 1995년 닌텐도

인 ‘섬머레슨(Summer lesson)’을 선보였고, 게임 내에서 사용자가

에서 ‘버추얼보이(Virtual Boy)’라는 가상현실 기반 휴대용 게임기

직접 여고생의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거나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를 출시했다. 마케팅에만 3천만 불 이상 투자했으나 결국 2년 만에

등 기존 게임과는 차별화된 가상현실 환경을 구현했다.

판매를 중단했다. 실패 원인은 장비가 크고 무거워 활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기기의 가격이다.

고가(高價)인데다, 성능 역시 사용자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기

최근 중국의 벤처 회사인 폭풍사의 폭풍마경이라는 제품이 큰 반

때문이다.

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제3세대 제품이 출시되었는데, 우리 돈

가상현실게임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2012년 개발자용 시제품으

으로 겨우 2만원 수준이다. 외관만 보면 갤럭시 기어 VR과 흡사하

로 선보였던 오큘러스리프트(Oculus Rift)다. 일 파운드 남짓한 비

지만, 가격은 십분의 일 수준으로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을 낄 수

교적 가벼운 무게에 고해상도의 입체 3D 화면을 볼 수 있고 사용

있으며 자체적인 앱스토어도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의 얼굴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어 가상현실게임 개발을 꿈꾸

최근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u) 기술도 게임들과 다양

는 이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아직 개발자 버전인

한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014년 발표한

DK2(Development Kit 2)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 소비

룸얼라이브(Room Alive) 기술은 증강 현실을 게임에 활용하는 사

자용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경우 반응이 상당할 거라는 게 중

례다. 이 기술 데모는 어떤 공간이든지 가상의 게임 환경으로 만들

론이다. 삼성전자는 오큘러스 VR사와 공동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

어, 새로운 게임 경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적 캐릭터를 때리거나

여 갤럭시 기어 VR을 개발했다. 스마트폰을 기기에 직접 삽입해 디

총으로 쏘는 웩어몰(Whack-A-Mole), 화살이 날아오는 가상의 함

스플레이 장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PC에 연결할 필요가 없이 무

정을 몸을 움직여 피하는 게임인 트랩스(Traps) 등 프로토타입으

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발열과 배터리의 빠른 소모 등 게

로 제작되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몰입 환경을 제공한다. 증강현

임에 활용하기엔 무리라는 평이다. 소니는 모피어스라고 불리는

실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방안의 벽, 천장, 의자, 탁자, 소파와 같은

HMD(Head Mounted Display)를 개발, 자사의 주력 콘솔게임기인

실세계의 장애물들을 게임 내 요소로 활용이 가능해졌고, 플레이

플레이스테이션4와 연결해 가상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어가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 경험을 창조해낸

2014년 열린 도쿄 게임쇼에서는 이를 활용한 독특한 형식의 게임

것이다.

에서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케이드게임기를 통해 게임 시장
이 태동했으며 콘솔게임기와 PC가 게임을 산업으로 자리매
김 시켰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서버 기술을 근간으로 온라인
게임이 게임 시장을 이끌었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주요한 하
드웨어가 되었다. 게임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결국
지금의 주요한 플랫폼인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새로운 플랫
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향후 게임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랫폼들과 관련 기술들을 살펴봄으로써, 게임 기
술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룸얼라이브(Room Alive) 프로젝트 기술 데모
출처:http://www.engadget.com/2014/10/05/microsoft-roomalive-illumi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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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술의 미래

가상현실 기술이 제대로 게임에 활용되려면, HMD와 같은 디스플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레이 장치 외에도 정교한 동작 인식 기술이 함께 필요하다. 마이크

클라우드 게임은 서버 컴퓨터에서 실행 및 연산 처리되는 게임을

로소프트의 키넥트(Kinect)게임기와 닌텐도의 위(Wii)게임기가 상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아 즐기는 게임기술을

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보다 실감나는 가상현실 기반의 게임을

말한다. 고성능 그래픽 기능을 가진 서버 클러스터를 이용해 게임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하고 빠른 속도의 인식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

을 실행하고 화면을 생성한 후 이를 H.264와 같은 동영상 압축 기

요하다. 립 모션(Leap Motion)의 동작 인식 기술은 게임 업계의 이

술로 압축하고 암호화한 후 인터넷망을 통해 스마트폰 등의 단말

목을 집중하는 기술이다. USB 메모리 스틱 크기에 불과한 소형 디

기에 전송하는 기술이다.

바이스로 가로, 세로, 높이 각 60cm 정도 공간 내에서 손과 손가락

게임자체는 서버에서 실행되고 단말기는 단순히 게임 화면을 재

의 움직임을 최대 100분의 1mm 정확도로 290분의 1초마다 측정해

생하거나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

낸다. 미국 썰믹랩(Thalmic Labs)의 게임 ‘MYO’도 주목 대상이다.

사양 단말기에서도 고사양 게임을 만끽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외

로 삼성은 소니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

를 기반으로 직접 단백질을 변형시켜 새로운 구조를 만들도록 해

손목보호대와 같이 생긴 제품을 팔뚝에 차면 팔과 손동작을 인식할

부로 노출되지 않아 해킹이나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PS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를 삼성 스마트 TV에서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가 분석해내기 어려운 부분을 많은 참여자들이 함께 해결

수 있다. 원리는 팔과 손의 움직임으로 근육에 흐르는 전기 신호가

있어 업체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다. 2000년 미국의 E3 엑스포 전

달라지는 것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며 사람이 동작을

시회에서 지-클러스터(G-cluster)가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게임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플랫폼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 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아

취하기도 전에 손가락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프로토타입을 선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최근 가상화 기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적인 사고와 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를 몰

직 걸음마 단계이다. 게임의 재미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다는 명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접어든 인텔의 3D 리얼센스 카메

술과 다중 압축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응답 지연 시간을 현격히 줄일

입시키고 흥미를 유발해 여러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

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 마케팅 등의 한 가지 대안 정도로 여겨

라 기술은 동작 인식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인식까지도 할 수 있는

수 있게 됨에 따라, 엔비디아 그리드(Nvidia Grid), 플레이스테이

법이다. 기능성 게임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을 받으며 미국·유럽

지는 것도 현실이다. 다만, 최근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앞

매우 진보된 기술이다. 일반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프로

션 나우(PlayStation Now), 스팀(Steam) 등 다양한 클라우드 게임

등지에서 교육과 기업 마케팅 분야 등 다방면으로 적용되고 있다.

으로는 게임 분야에서 주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조심

젝터 등 세 가지 렌즈가 기기에 탑재되는데, 피사체 전면으로부터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도전-인센티브-

스럽게 전망해본다.

반사돼 오는 적외선을 감지해 정밀하게 3D 공간 구조를 재현한다.

예전에는 주로 MP3 파일을 다운받아 청취했으나, 최근에는 멜론

달성·보상-피드백’의 네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행동 변화

이를 이용하여 정밀한 손가락 수준의 움직임은 물론, 안면의 미세

과 같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원칙’을 바탕으로, 도전에 따른 보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유

게임 기술의 미래

한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어 감정 인식에도 활용되고 있다. 리얼

동영상의 경우도 푹(pooq)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일반화되

익한 행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흥미를 유발하여 몰입하게 한다. 게

게임의 미래 기술로써 가상현실, 클라우드, 게이미피케이션을 제

센스가 내장된 노트북, 태블릿 PC 등은 이미 보급이 시작되어 활용

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은 게임 유저들의 게임 이

이미피케이션을 게임 플랫폼으로 볼 것이라는 점에서는 논란의 소

시했지만, 사실 각 기술들은 아직 기존의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플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지난 4월 중국 심천에서 진행한 행사에

용 행태를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으

지가 없진 않으나, 게임적인 요소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게임 이외

랫폼으로 자리 잡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메이저 플랫폼이 되기 위

서 리얼센스가 적용된 프로토타입 스마트폰 모델을 공개했다. 추

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도 다방면에 적용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광

해서는 게임에 활용이 편하고, 가격이 싸고, 성능이 뛰어나야 한

후 리얼센스가 내장된 스마트폰이 출시된다면, 본격적으로 리얼

게임 소프트웨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게임을 스트리밍

의의 게임 플랫폼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 가상현실 기술은 여전히 불편하고 비싸며, 클라우드 기술은 화

센스를 이용한 게임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식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모델이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Fiat)와 컴퓨터 회사인 마이크로소

질이 아직도 답답하다. 하지만 게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상현실 기술이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써 자리하려면 해결해

시장 조사 업체인 스트래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에

프트사가 공동 개발한 ‘블루 앤드 미(Blue & Me)’ 시스템은 개인의

전 세계 개발사들의 열정을 볼 때 결국은 극복되리라 예상해본다.

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미국의 게임 전문 투자 은행인 디지캐피

따르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나우와 엔비디아의 그리드를 포

운전 기록 중 일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집하고 운전 습관에 대

게임은 최신 기술을 소비자 시장에 연결시켜 상업적인 성공을 요

탈(Digi-Capital)은 지난 7월 분석보고서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

함한 클라우드 게임 유저 수가 2015년 말에는 1억 5,000만 명까지

한 평가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성공적으로 게임과 연계된 기술

실 기술의 시장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써 휴대성, 시각성, 몰입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물론 네트워크 지연 문제에 따른 게임

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게임을 벌일 수도 있고, 각 부문에서 베스

은 살아남아 게임의 주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된다. 앞서 언

성, 사용성, 유연성, 착용성, 구매가능성 등으로 제시했다. 즉, 핵

플레이 경험의 저하가 생길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된다

트 드라이버로 선정되면 상품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재미를 이용한

급된 플랫폼과 기술 이외에도, 3D 입체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심 기술이 스마트폰 상에서 구현됨으로써 충분한 휴대성을 제공

면, 서로 다른 플랫폼과 단말에서도 게임 제공이 가능한 장점에 힘

효과를 극대화하여,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연비 주행을 할 수 있

홀로그래픽 기술, 사물들을 연결하여 교류시키는 사물 인터넷 기

해야 하고, 사용자들의 높은 시각적 기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하

입어 큰 폭의 사용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게임 콘텐츠

도록 유도한다. 워싱턴 대학에서 개발한 폴드잇(Foldit)도 대표적

술(IoT), 애플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들이 게임과

며, 사용성 측면에서 기술의 사용이 쉽고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점

확보가 필요한 태블릿PC, 스마트폰, 스마트TV 제조사는 클라우드

인 게이미피케이션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몸을 이루는 핵

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게임 플랫폼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

이다. 또 경쟁력 있는 저렴한 가격에 하드웨어를 구매할 수 있어

게임 스트리밍 제공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자사의 단말에서 클라우

심 성분인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축을 벌일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또 어떠한 신기술들이 게임을

야 할 것이다.

드 게임 콘텐츠를 제공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참여를 유도한다. 사용자들에게 기존의 단백질 구조를 알려주고 이

한층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할지 한껏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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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미래의 에너지 전망과

우라늄과 기존 화석연료 가채년 수**(2013년 말 기준)
-100

우주궤도에서의 태양광 활용
김승조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0

100

200

300

400

2,800

2,900

(TOE)

래의 에너지원으로 우주기반 태양광을 제안하고자 한

3,000

다.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의 태양광에너지는 평방미터

우라늄

당 1.4Kw 수준으로 지상보다 훨씬 높고, 정지궤도에서

석유

발전한다면 1년 내내 밤낮 구분 없이 발전 가능하다. 또

천연가스

한 대용량화가 가능하기에 경제성도 조만간에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석탄
현재까지의 누적 생산량

야간에 김포공항에 착륙하면서 기내에서 본 야경은 너무나 화려하고

S

아름답다. 한강 다리의 조명이며 길거리에 줄이은 차량 불빛들,
환하게 밝힌 건물의 불빛까지 그 화려함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런
모습을 가능케 해주는 각종 현대 문명기술의 발전, 특히 전기기술의
대단함에 감탄하게 된다. 대로상을 질주하는 자동차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층건물이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들, 그리고 집안에서

전기의 공급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에너지 사용량과 미래전망

유뿐만이 아니다. 석탄, 천연가스의 다른 화석연료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나 우라늄도 몇 십 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한

의 보고서(World Energy Outlook 2014)에 의하면

계에 봉착하게 된다.

대체 가능한 에너지원 포함 잔여량

출처: IEA, World Energy Outlook 2014

BSP

사용하는 각종 가전제품, 냉난방 시설, 컴퓨터 등 모두 풍부한

알려진 잔여량

우주기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우주기반태양광발전(Space Based Solar Power, SBSP)

표2

연료별 세계 전력 생산량

시스템은 거의 50년전에 이미 미국의 피터 글레이저
(TWH)

1990

2012

화석연료
석탄
핵
오일
핵
수소
기타재생가능 자원

7,495
4,425
1,760
1,310
2,013
2,144
173

15,452
9,204
5,104
1,144
2,461
3,672
1,135

화석연료
석탄
핵
오일
핵
수소
기타재생가능 자원
합계

63%
37%
15%
11%
17%
18%
1%
11,825

68%
41%
22%
5%
11%
16%
5%
22,721

출처: IEA

(Peter Glaser)에 의해 제안되었다. 아폴로 달착륙 이전
인데도 이미 아폴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새턴5 로켓의 막강한 파워를 목격한 여러 사람
들이 우주산업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
이다. 1974년에는 피터 글레이저(Peter Glaser)가 타당
성 연구를 비용관점에서 수행했는데, 발전위성 자재를
우주궤도에 올리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
만 앞으로 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997년에는 NASA가 다시 ‘프레시 룩(Fresh Look)’이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의 기술발전을 감안한 재검
토를 수행한 결과,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타당
성이 문제이고 주된 비용인 발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
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NASA는 계속해서

2012년의 전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량(표1)은 133.6억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의 현황을 어떠한가? 오른쪽 표

TOE(Tonne of Oil Equivalent)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

2에서 볼 수 있듯이, 수력발전을 포함한 기타 신재생에

타당성 검토와 1GW급 발전위성의 개념 설계도 수행하

다. 세계 인구를 대략 70억 명이라고 하면 1인당 연간

너지의 전력 생산량은 세계 전력 생산량의 약 21%에 불

게 된다. 그 결론으로 “우주태양광발전은 미래 에너지

약 1.9TOE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과하다. 수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약 5%정도의 적은

공급을 위해서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특히 화석에너지

이 에너지 수요의 85%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기존 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발전량을 가진 신재생

의 역할을 대신할 기저 전력 공급원으로 유망하다. 기

너지원의 가채년수가 표1.에 나타나 있다. 이 자료는

에너지인 수력발전 또한 세계 물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술개발 이니셔티브를 가지기 위해 공격적인 예비계획

이제 막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인도와 수년 내에 개발

무제한적으로 용량을 늘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

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경제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발

도상국이 될 아프리카 제국들의 에너지 사용 증가 속

로, 풍력, 지상 태양광 혹은 태양열, 바이오매스, 조력, 파

사 비용이 저궤도 기준으로 1Kg당 100~200달러 수준

도를 제외한 수치이다. 물론 석유의 채굴기술 발전과

력, 지열 등의 요즈음 각광 받고 있는 신 재생에너지원

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에도 NASA에서는

일부 지역에서의 새로운 유전개발은 계속적으로 이

들은 전력 공급의 필수요건인 지속성과 가용 발전량에

여러 차례 기술타당성 검토를 거치면서 관련 기술개발

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짧게는

있어서 주력 전력(Base Load Power) 에너지원으로써

도 일부 수행했으며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장거리

40~50년, 길게는 100년 뒤에는 결국 현재의 주력 에

화석연료의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며, 결

전력전송에 성공하기도 했다. 에너지 문제에 항상 민감

너지원 중 하나인 석유의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사

국 보조적인 에너지원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한 일본은 우주항공 연구 개발 기구인 JAXA를 중심으

실은 자명하다. 이러한 고갈의 징후를 보이는 것은 석

이 시점에서 필자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

로 타당성 연구를 수행했고 최근에는 1.8Kw 전력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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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아 개발해도 시험발
권
대기

사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대단한 성공률을 거둔 적은 없
었다. NASA당국자도 “만일 팰컨9을 NASA가 직접 주관

태양

대기권 및 환경의

해 개발했더라면 최소 36억 달러는 들었을 것”이라고

영향이 거의 없음

실토했다.
SpaceX의 엘론 머스크(Elon Musk)는 “경제성 확보라

렉테나

는 대명제 아래 발상 전환을 이룬다면 발사체 사업에서

항시 태양을 향해
거의 연중 무휴 발전

우주 기반 발전으로

도 개발비만이 아니라 대당 양산가도 드라마틱하게 낮

공간적 제약이 없음

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우주태양광 발
전 사업이 시작되면 대량의 발사체 수요가 생길 것이며
이를 통해 제작 단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회 발사

우주태양광발전 시스템 개요

환경 오염 없는 에너지의 사용

비용을 현재의 10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것도 불가능한

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것이다. 20~30년 후, 아니 더 빠르게는 10년 후에는 전
세계의 산업분야들이 우주 태양광 발전과 함께 가고 있

우주태양광 발전 시스템 관련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

을지도 모른다.

미터 떨어진 리시버에 보내 전력을 성공적으로 회수했

우주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확보방안

지금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우주태양광발전이라는 미

우주태양광위성들이 본격적으로 정지궤도에 배치되기

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개발로 진행되지 못하고 제안서로만 존재

래 비전에 국가 차원의 지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시작하면 부가적인 활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우선

유럽 역시 우주기관인 ESA에서 2000년대 초부터 미래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 액수의 발사비용 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적도의 공해상에서 수백 척의 해상

정지궤도에 무한한 전원을 가진 거대한 크기의 위성이

기술로써 기술적 타당성검토와 관련 워크숍을 통해 개

문이다. 현재 정지궤도에 5톤 정도의 인공위성을 올리

로켓발사선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주로 발전위성 모

올라가 있으므로 현재의 통신, 방송, 기상, 해양관측용

발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2005년에는 0.5GW부

기 위해서는 1억에서 3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그렇다

듈들을 쏘아 올릴 것이다. 이를 위해선 매년 수십만 개

정지궤도 위성들의 임무를 완전히 대치할 수 있을 것이

터 500GW의 우주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단계적 개

면, 현재의 1GW급 원자력발전소 1기의 발전량과 대등

의 저렴한 로켓엔진이 자동차엔진처럼 대량 생산되고,

다. 더 나아가 훨씬 정밀하고 강력한 성능의 카메라를

발 가능성을 검토하며, 지상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과

한 수준의 발전위성 1기의 무게가 적어도 1만 톤 정도

이를 토대로 저렴해진 발사비용에 힘입어 우주로 올려

크기, 무게에 큰 제약 없이 수용할 수 있어 현재의 대부

의 발전효율 및 경제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는 된다고 보면 2000회의 로켓발사가 필요하다. 현재

진 수많은 발전위성의 부품 모듈들이 우주에서 로봇기

분의 관측용 저궤도위성의 역할도 상시적으로도 수행

바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과 인도도 우주기반 태

시가로 최소 발사비용인 1억 달러만 잡아도 발전위성

술을 이용하여 조립되어야 한다. 전기전력 기술, 전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우주궤도 체류를

양광발전 사업에 국가적인 관심을 보여 2012년에는 중

1기당 총 2000억 달러의 발사비가 산출되니 시작부터

IT기술, 기계기술, 정밀제어기술, 첨단재료기술, 로켓

위한 우주호텔도 설치 가능해져 본격적인 우주 관광의

국이 인도대통령 방문 시에 SBSP(Space Based Solar

경제성부족이라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발사선을 위한 조선기술, 그리고 이들을 집대성하는 우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우주탐사를 위한 전초 기

Power) 개발에 협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반대의 논점으로 바라보면 낙관적인

주기술 등이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될 것이고, 이는 대

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주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

해답이 바로 나올 수 있다. 즉, 현재의 고가의 개발비와

위성 및 태양전지기술, 로켓 발사체기술 등의 필요기술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세계

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상당한 수준의 기반이 마련

최초로 민간 자본으로 정지궤도 위성 발사용 로켓(발

된 상태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원거리 무선전력

사체) 팰컨9을 개발한 SpaceX는 단 3억 달러만으로 그

전송기술(Wireless Power Transmission, WPT)도 1960

목표를 이루고 있다. SpaceX는 팰컨9 개발 시에 가능한

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그 전송효율 또한 향상

한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기존부품을 쓰고 하청, 재하

되어 왔다. 다시 말해, 우주태양광발전 시스템에 관련

청을 통한 비용증가를 제거해 최저 비용의 발사체 개발

된 필수기술들은 어느 정도 우리 가까이에 와 있고 이

에 성공했다. 저렴한 로켓이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실용 개발 단계만 남아 있는

발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지만, 지금까지

것이다.

시험발사부터 18회 동안 발사성공을 이루었다. 최근에

(좌)SpaceX사의 로켓엔진
조립라인
(우)한국형 우주태양광

한번 실패하였지만 그래도 95%에 가까운 성공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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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포그래픽스

비디오 기술이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번역ㆍ각색 김민혜 KAIST 미래전략 연구센터 연구원

2018년이 되면 모바일 연결 기기들이 100억 개가

디자인 세일포커스㈜

넘을 것이다.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2/3이상이

페이지를 클릭할 때 비디오를 더하는 것은
전환을거의

비디오가 될 것이다.

90%가까이 증가시킬수있다.
93%의 마케터들

–소셜 타임즈-

73%의 응답자들

그들은 비즈니스를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며,

사전에 제품 설명 비디오를 본다면,

비디오는 전략의 주요한 파트라고 답했다.

그들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휴대성은 가장 중요한

2018년까지 비즈니스 인터넷 트래픽의

성장 영역으로 추정된다.

58%가 비디오가 될 것이다.

클라우드 기술에 기반한 기업
2014
클라우드 기술

2017
비즈니스의

71%가

기반 기업이

클라우드에서 대중적인

38%까지

어플리케이션을 가질 것이다.

증가했다.

2018
비즈니스의

80~90%가
TV, VOD, 인터넷 & P2P에
의해서 글로벌 소비
트래픽이 될 것이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비디오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빅데이터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하고, 뷰어들의 행동과 반응을
추정 · 측정하여 마케팅과 세일즈에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애니모토(ANIMOTO : 비디오 클립을 쉽게 만들수 있는 서비스)의 결과다.

전세계 인구수만큼
(약 70억) 모바일 기기의 수는 증가했다.

응답자의 3/4이 비디오를 본 후에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답했다.

2014년 10월,

출처

두 번째로는 애버딘 그룹(Aberdeen Group : 시장조사업체)의 2014년 조사 결과다.

크루즈컨트롤(http://crewscontrol.com/blog-central/

다양한 채널에서 어떻게 특정 콘텐츠를 접하는지 측정하는 비디오 솔루션 사용자들이

video_technology_inf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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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용자들에 비해 거의 90%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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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벤처창업 뉴스미디어
beSUCCESS
beGLOBAL 2015 서울 예선 행사 전경

정현욱 대표 인터뷰
취재・정리조진삼 한국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beGLOBAL 2015 샌프란시스코 본선에서의 스타트업 배틀 장면

Q 해
 외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A 해외로 진출하더라도 우리 beSUCCESS의 사업모델은 동일합니다.

벤처기업 중에는 다른 벤처기업을

Q5

Q 주요활동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국내와 해외를 쌍방향으로 이어주는 소통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

A 첫째, beSUCCESS는 온라인 신문사로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관련

투자자에게는 국내 유망 투자처를 안내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유

홍보하는 것을 사업영역으로 삼은 기업이

기사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 파트너에게 기사를

력 스타트업(예 : 에어비앤비, 우버 등)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이나

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이어준다는

송부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홍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시장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측면에서 벤처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입니다. 그 반대로 글로벌 스타트업의 소식을 국내에 전하는 역할도 합

존재다. 벤처창업 뉴스미디어 기업

니다.

Q 대학생 창업자와의 협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beSUCCESS는 정현욱 대표가 2010년

둘째, 스타트업 컨퍼런스 행사인 beLAUNCH를 엽니다. 스타트업, 엔

A beSUCCES는 창업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입니다. 직

창업한 벤처기업이다. 벤처생태계를 돕는

젤, 벤처펀드, 정부유관기관, 일반인 관객 등이 모두 참가하는 박람회

간접 경험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창업에 곧바로 뛰어들기 무서운 학생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beGLOBAL로 이름을 바꿔서 국내에서

들은 beSUCCESS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경험하거나 스타트업 회

예선을 거쳐 참가팀을 선별한 뒤, 미국 본토에서 본 행사를 개최하고

사의 파트타임으로 활동하는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은 사업기회를 탐색하고 창업실무를 경험

기업이지만, 그 자체로서도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 벤처기업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beSUCCESS의 뉴스 코너.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beSUCCESS는 크게 두 부문에서 사업을

Q가
 치사슬 측면에서 본다면 beSUCCESS의

추진한다. 첫째는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뉴스를 한글과 영문으로 전달하는 벤처
미디어 사업부문이며, 둘째, 벤처기업을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는 대형 이벤트인
글로벌 컨퍼런스 사업부문이다.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

Q2
Q3
Q4

Q6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창업의 사명이나 비전과 같은 궁극
적 가치부터 먼저 확립해야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방 및 후방에는 어떤 업체가 있는가요?
Q 독
 특한 사업모델인데 이러한 사업모델을

A 다른 나라에 있는 저희와 유사한 미디어 로컬 기업들, 국내에 있는

Q 사업영역과 관련하여 대정부 제언을 해주신다면?

투자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A 정부가 벤처 생태계를 잘 도와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A 국내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사이에 해외의 비즈니스 기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대부분 축척된 인적 네트워크 기반으로

가지만 덧붙이자면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접근방식을 좀 다르게 하면

회를 놓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서로 협력합니다.

좋겠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 양적인 성장에만 급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기회를 포착하려면 국내 기업을 해외에 알리는 것과 해외 소식을 국

Q1

급해 하지 말고, 해외 진출 프로세스를 단축시켜서 효율성을 추구하

Q7

내 스타트업에게 빠르게 알리는 것 둘 다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Q 국내 유사 업체가 있는가요?

투자 유치’라는 난제를 풀어 나가고 있다는

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통되면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파

A 플래텀(Platum), 벤처스퀘어(VentureSquare) 등의 업체가 있습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현욱 대표를 만나 더

트너와 해외 시장기회 포착이 더 잘될 것이라는 판단에 뉴스미디어 기

다. 하지만 단순히 경쟁자로만 생각하지는 않으며, 경쟁과 협력을 함께

를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업인 beSUCCESS를 창업했습니다.

추구하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 잘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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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시에

37

미래학 지형도
르포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를 가다

미래학에 대한 열정은 단순히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데서 끝나
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국가적 차원의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싱가포르 외무부 장관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적절한 시기에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

비비안발라크리샤난오프닝키노트 강연 장면

한 ‘국가 위험 관리 시스템(RAHS : Risk Assessment and Horizon

취재ㆍ정리 윤기영 K
 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FS) 2기

Scanning)’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청소년에 대한 미래 교육

출생률 1.2명인 싱가포르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

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미래학이 정착

나 이와 동시에 외국계 노동자에 대한 멸시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앞서 인종 갈등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듯이, 이 문제 또한 현
명하게 해결하리라 믿는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인종의 용광로 싱가포르

국제실습프로그램(GPP: Global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중의 하나인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싱가포르를 넘어서

Practitioner Program)을 통해

Sands)호텔 쇼핑몰이나 선텍(Suntec) 거리를 거닐다 보면 다양한

일인당 GDP가 오만 불을 넘는 싱가포르, 비교적 부의 분배가 잘되

인종과 마주치게 된다.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인종이 엉클어지고

어 있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 싱가포르에 대해서 질투가 난다.

묶여지고 흩어지고 녹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행 안내서인 론리

비단 나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전 주석 덩샤오핑(鄧小平,

플래닛(Lonely Planet)에서 싱가포르 여행을 추천하는 가장 중요

Deng Xiaoping)은 나라 면적이 싱가포르처럼 작다면 자신도 싱가

학교 밖에서 학문적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국은
싱가포르였다.상대적으로 가까운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한 포용과 관용

포르 전 총리인 리콴유(李光耀, Lee Kuan Yew)만큼 할 수 있다고

거리에 있으면서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말했다. 우리나라 지도자도 우리나라와 그들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점이 매력적이었다. 특히 올해는 건국

그러나 처음부터 싱가포르에 인종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싱

을 지목하며 이를 변명 삼아 말하곤 하였다.

50주년을 맞이하여 Future Everything

가포르는 독립 전과 직후 중국계와 말레이계의 충돌로 많은 사람

어떻든 그들의 성공요인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찾

Singapore Conference를 비롯한

이 죽고 다쳤던 과거가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국가존립의 커다

아야 한다. 싱가포르의 현재가 있게 된 요인은 고 리콴유 전 수상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었기에

란 위기인 인종간 갈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그 이유를 국민을

의 존재, 미래학, 인종적 융합,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위치 등 다양

대표하는 국회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할 것이다.

싱가포르 국회는 다수당인 인민행동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고 리콴유 수상은 탁월했으나, 그 존재는 싱가포르에게는 운으로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편, 소수자 보호를 위해 최소 9석은 야당이

보아야 할 것이다. 리콴유 수상이 행했던 독재는 2차 대전 이후 독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선거에서 야당이 9석 미만을 가지게 되

립한 많은 신생국가에서 공통적이나,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아야

는 경우 9석에서 부족한 만큼 야당이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다. 리콴유 수상의 존재를 원인으로 들기보다는 정책의 장기성

입법시 국회의장 산하의 ‘소수자 보호 위원회’가 해당 법령이 소수

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즉, 정부의 장기적인 거버넌스

자에게 불리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의 문화와 전통에 그 성공의 원인을 보아야 한다.

미래학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싱가포르 국회의사당에서 2015 GPP 참석자 단체촬영

미래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 그러나 미래학자가 없는 나라 싱가포르

“석기시대는 돌이 모두 고갈되어서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석유

인종적 융합에 대한 정치적 노력은 싱가포르 국회의장 및 대통령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소

세계적인 미래학자 소하일 이나야툴라(Sohail Innayatullah)는 ‘싱가

시대는 석유가 고갈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가 등

의 출신에서도 엿볼 수 있다. 독립 이후 총 7명의 의장 중 5명, 역대

화하고 발전시키느냐는 것이다. 정치는 중요하다. 만약 싱가포르

포르의 미래학자’에 대해 재미있는 평을 하였다. 동양의 미래학자

장하여 끝날 것이다.…(중략)…싱가포르의 내일은 석유 이후 시대를

8명의 대통령 중 6명이 비중국계이다. 우리가 만난 싱가포르 공무

의 정치가 불안했다면 서양은 오히려 물류 운송기지로 다른 나라

등은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특별한 미래학

준비해야 할 것이다…(중략)…미래를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활용하

원은 그 직급 여하를 가지리 않고 다양한 인종 구성을 가지고 있었

를 선택하거나, 혹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괴뢰정부를 앉혀 놓았

자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싱가포르의 공무원이 장기적인 시각을

라.”

다. 물론 의원내각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절대적 권

을 것이다.

력을 행사하고 있는 수상은 모두 중국계가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기

싱가포르의 선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향후 인종적 다양성 확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싱가포르의
모든 공무원이 미래학의 식견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

억해야 한다.

대를 대비해 인종적 포용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

키노트 섹션에서는 싱가포르 외무부 장관인 비비안 발라크리샤난

의 이사인 셰럴 청(Cheryl Chung) 이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싱가포

싱가포르가 인종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인디아

록 준비해야 한다. 또, 정부 및 민간의 장기적인 거버넌스를 정착

(Vivian Valarishnan) 박사가 싱가포르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르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싱가포르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타운인 리틀 인디아(Little India)를 갔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 80년

시켜야 할 것이다. 많은 화두들이 창이(Changi)국제공항을 떠나

이야기하였다. 다음은 그의 강연 중 일부이다.

발표를 진행하였다.

대 거리를 보는 듯 했다. 인종 간 소득격차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는 비행기 안에서 내 머릿속을 떠돌아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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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I

미래학 지형도

Medical-Bio
Energy-Environment
Safety
Intellectual Service
Aerospace

● 최종발표회 내용
내용

MESIA 미래전략연구과제
최종발표회 개최

발표자

Intellectual Service 분야

PM: 김원준 교수(기술경영학과)

•문화기술 미래전략

우운택 교수(문화기술대학원)

•공공분야 미래 성장 전략

김지희 교수(기술경영학과)

•기술금융과 핀테크를 통한 금융산업의 미래 전략

박선영 교수(산업및시스템공학과)

•사물인터넷 기반 지적서비스 미래 전략 개발

이의진 교수(지식서비스공학과)

Medical-Bio, Safety 분야

PM : 정재승 교수(바이오및뇌공학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장기간 보안성 보장 산업 발전 전략

김광조 교수(전산학부)

•재난·안전 정책과 제도의 전환을 위한 미래전략

전치형 교수(과학기술정책대학원)

취재ㆍ정리 서종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지난 8월 31일

등이 5대 기간산업에서 점차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KAIST KI빌딩 Matrix홀에서 MESIA 미래전략연구과제 최종발표회

20년간 5대 기간산업은 개척자전략(First Mover)으로 경쟁력을 유

를 개최하였다. 8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대에 머물며 ‘성장의

지하고, 5대 전략산업 MESIA를 추격자전략(Fast Follower)으로 새

한계(Limits to Growth)’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 대안으로

롭게 육성하여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융합적 방법론과 미래전략

‘5대 전략산업 MESIA’를 육성하는 방안들이 발표되었다.
MESIA 미래전략연구과제는 우리나라 MESIA 육성이 20년 이상 일
MESIA는 의료ㆍ바이오(Medical-Bio), 에너지ㆍ환경(Energy-

관되고 꾸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Environment), 안전(Safety), 지식서비스(Intellectual Service), 항공

KAIST 교수ㆍ연구진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다. MESIA 각

우주(Aerospace)의 영문자 앞 글자를 딴 것이다.1) 우리나라는 지난

산업별로 시장 환경 및 기술 등의 변화를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맞

2)

50년간 노력으로 기간산업 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지만, 2000

는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KAIST의 ‘MESIA 미래

년대에 들어 새로운 주력산업을 개척해내고 있지 못해 중국, 인도

전략보고서’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1 창조경제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 5대 전략 산업: MESIA, See Futures, Vol. 1, 2013, pp. 18-25
2 5대 기간산업은 전자(반도체ㆍ통신ㆍ가전), 기계(자동차ㆍ정밀부품), 조선ㆍ해양, 석유ㆍ화학, 철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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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재난 대응 통합 안전 체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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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철 교수(지식서비스공학과)

•의료-바이오 산업의 미래전략

이재원 교수(경영공학부)

•성인병 조기진단관련 BT/ICT 융합 산업분야의 미래전략

김도현 교수(생명화학공학과)

•사회의료 분야의 미래전략

김현덕 교수(IT융합연구소)

Energy-Environment, Aerospace 분야

PM : 임춘택 교수(원자력및양자공학과)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전략

임만성 교수(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전략

안재명 교수(항공우주공학과)

•환경 및 자원관리 분야의 미래전략

이도창 교수(생명화학공학과)

● See Futures : Vol.09 • WIN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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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PER

미래학 지형도

광복 70주년
‘국가미래전략 종합학술대회’ 개최
취재·정리 김민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미래전망/비전, 환경/기술 분야
제1세션

좌장 곽재원 원장(경기과기원)

•미래전망 : 발표 이광형 교수(KAIST)
•미래비전 : 발표 김진향 연구교수(KAIST)
제2세션

토론 박성원 연구위원(STEPI)
토론 우천식 교수(KDI국제대학원)

좌장 배규한 교수(국민대)

•기후전략 : 발표 김명자 전 장관(환경부)
•에너지 : 발표 임만성 교수(KAIST)
•문화전략 : 발표 정재승 교수(KAIST)
제3세션

토론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토론 강윤영 박사(에너지경제연구소)
토론 유승호 교수(강원대)

좌장 이헌규 사무총장(과총)

•산업전략 : 발표 임춘택 교수(KAIST)
•연구개발 : 발표 유희열 전 차관(과기부)
•정보통신 : 발표 조동호 교수(KAIST)

토론 이상엽 연구위원(KISTEP)
토론 안현실 논설위원(한경)
토론 조충호 교수(고려대)

사회/경제/자원 분야
제4세션

좌장 김경동 명예교수

•미래세대 : 발표 서용석 연구위원(행정연)
•미디어 : 발표 김영욱 연구교수(KAIST)
•자원전략 : 발표 김유정 실장(지질자원연)

토론 은재호 국장(국민대통합위원회)
토론 김세은 교수(강원대)
토론 류권홍 교수(원광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미래전략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10

구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

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4주간(매주 화요일) 서울프레스센터에

안들이 논의되었다. 노동전략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

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광복 70주년 기

전, 심화되는 과정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우리 사회의 매우

념사업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KAIST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

중대한 사회문제와 위기로 대두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기존 산업화

략연구센터 주관으로 마련되었으며, 매주 각 분야별 국내 최고의

시대의 고용시스템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촉구하였다.

석학 및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4주차(11월 3일)에는 정치/인구분야에 대한 국가미래전략을 논의

제6세션

1주차(10월 13일)에는 미래사회 전망, 국가미래비전, 환경/기술

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시대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KAIST의 이광형 교수는 미래를 바라

제도 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를 향

보는 새로운 틀로서 STEPPER(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환

한 통일, 외교, 국방전략이 상호 유기적 체계를 가지고 발표, 토론되

•복지전략 : 발표 김수현 원장(서울연)
•창업전략 : 발표 박상일 대표(파크시스템스)
•지식재산 : 발표 한상욱 변호사(김&장)

경Environment, 인구Population, 정치Politics, 경제Economy, 자원

었다. 이외에 전체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몰고 올 인구변화에 대한

Resource)를 제시하였다. KAIST의 김진향 연구교수는 아시아의 지

통계적, 사회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에

역적 가치가 미래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 당부하며 ‘아시아 평화

대비하는 선도적 인구전략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중심 창조국가’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어지는

2045년 광복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미

섹션에서는 대한민국의 환경과 과학기술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모

래전략 종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관련 자료는 카이스

제8세션

색하였다.

트 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futures.kaist.ac.kr) 자료실에서 찾아

2주차(10월 20일)와 3주차(10월 27일)에는 사회/경제/자원·기술

볼 수 있으며, 10월 말 출판된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도서

•통일전략 : 발표 이수석 실장(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 : 발표 김창수 연구위원(국방연구원)
•국방전략 : 발표 문장렬 교수(국방대)

분야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사회분야에서는 다가올 미래세

출판 이콘)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학술대회 1주차, 4주차에 진

제9세션

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미디어환경의 급속한 변

행된 현장 발표 및 토론내용은 KBS 광복70년 특집프로그램으로 제

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대응, 수용성 교육을 중심으로 한 미래교

작되어 10.27~28, 11.18~19일 동안 4회 차 방영되었다.

•인구전략 : 발표 서용석 연구위원(행정연)
•정치제도 : 발표 서복경 연구위원(서강대)
•사회안전 : 발표 박두용 교수(한성대)

제5세션

•교육전략 : 발표 박남기 전 총장(광주교대)
•경제전략 : 발표 김원준 교수(KAIST)
•노동전략 : 발표 배규식 본부장(한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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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상오 교수(연세대)
토론 신보성 박사(자본시장연구원)
토론 곽상신 실장(워크인연구소)

사회/경제/기술 분야

제7세션

좌장 박병원 회장(경총)
토론 이진석 교수(서울대)
토론 이춘우 교수(서울시립대)
토론 정차호 교수(성균관대)

좌장 이상지 연구교수(KAIST)

•농업전략 : 발표 임정빈 교수(서울대)
•해양수산 : 발표 김종덕 본부장(해양수산개발원)
•국토교통 : 발표 차미숙 연구위원(국토연)

토론 김태연 교수(단국대)
토론 문해남 전 실장(해수부)
토론 안병민 연구위원(교통연)

정치/인구 분야

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논의되었다. 경제분야에서는 저성장기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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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박명규 교수(서울대)
토론 배기찬 대표(통일협동조합)
토론 허재철 연구위원(원광대)
토론 김정섭 박사(국방부)

좌장 이경숙 전 총장(숙명여대)
토론 유재국 박사(국회입법조사처)
토론 김두수 이사(사회디자인연구소)
토론 정지범 연구위원(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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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화) 건국대에서 열린 첫 번째 행사는 요즘 젊은이들

킨 것은 국내 최초였다.”고 밝혔다. 또한 관객과 패널 간의 자유로

에게 가장 절실한 이슈인 ‘일자리’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운 소통을 위해서 행사장마다 도입한 첨단 실시간 토론장비 심플로

핵심쟁점인 로봇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

우(Symflow)시스템도 호평을 받았다. 덕분에 관객들은 스마트폰을

가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향후 30년 내 모든 국

이용해서 패널토론 도중에 찬반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

민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

게 의견을 표출하거나 실시간 찬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에 대해 관객들의 찬성(52%)과 반대(48%)로 의견이 갈렸다.

심플로우 시스템을 통해서 행사에 참석한 젊은 세대들의 미래 비전

10월 14일(수)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두 번째 행사에서는 한국 ‘교

이 의외로 보수적인 성향이란 점도 드러났다. 예를 들어 “기본생계

육’의 30년 후 비전에 대해 흥미롭고 신선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특

만 보장되면 평생 일자리가 없어도 난 행복할 것이다.”란 질문에 대

히 대구의 한 여고생은 “청소년기에 어떤 진로를 택할지 잘 모른다

해서 ‘아니다’(73%)라는 부정적 답변이‘그렇다’(27%) 보다 세 배

면 고교졸업 이후에 몇 년간의 사회경험을 하고서 대학진학을 결정

가까이 많았다. 사람은 일자리를 가져야만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하도록 하자.”고 당차게 주장해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박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전통적 가치관이 젊은이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받았다.

행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인간의 생물학

그 다음 주 대전컨벤션센터(23일)에서 열린 3회 행사는 과학기술

적 한계를 벗어나 훨씬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가 묻는 질문에도 부

의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참신한 토론으로 호평을 받았다. 11월 11

정적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일, 부산 동아대에서 통일운동 대학동아리와 관련단체들이 모인 가

행사 슬로건 “젊은이들이 함께 꾸는 꿈은 미래가 됩니다”에 드러나

운데 개최된 제 4회 미래세대 열린광장에서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듯 미래세대 열린광장 2045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견

놓고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같은 달 25일(수) 광주 조선대에서

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내용을 내년 1월 백서로 출판해 새로

열린 제 5회 행사는 한류의 미래에 대해서 예술분야 청년 패널과 관

운 국가비전을 설정하는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전국 5개 도시

객들의 톡톡 튀는 의견들을 수렴했다.

에서 6회에 걸쳐 수집된 청중들의 의견과 투표 결과는 정리되어 타

미래세대 열린광장 2045는 개막공연과 토론 형식면에서도 미래지

임캡슐에도 보관된다. 2015년에 모은 젊은이들의 미래비전은 30년

향적인 신기술을 적극 도입했다. 건국대 행사에서는 두 대의 인간

뒤 2045년 광복절(8.15)에 개봉될 예정이다. 현재 2030세대도 그

형 로봇 배우가 등장해서 2045년 시점에서 바라본 인간사회의 노

때가 되면 가족, 조직, 국가를 책임지는 5060세대가 된다. 광복 70년

동문제를 능청스럽게 연기해서 언론매체의 주목을 끌었다. YTN 사

에 미래세대가 그렸던 대한민국의 비전이 광복 100년을 맞이할 때

이언스는 로봇배우가 등장하는 첫 회 행사의 전체분량을 녹화방송

얼마나 실현되어 있을지 기대된다.

미래세대 열린광장 2045 성료
취재·정리 배일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KAIST 미래전략대학원(원장 이광형)이 광복 70년 기념행사로 전국 5개 도시에서 개최한 릴레이 청년토론회 ‘미래세대
열린광장 2045’를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100주년을 맞이할 2045년,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의 눈높이로 만들자는 목표로 기획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하기도 했다. 로봇공연을 기획한 이산솔루션측은 “인간형 로봇배
우를 일자리의 미래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공연에 출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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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Event
Schedule

미래학 지형도

국내외 미래학 행사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
단행본 출간

12. 7 - 8

12. 7 - 8

Sustainable Food Future

Energy from Waste 2015

영국

영국

글로벌 식량 시스템을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

산업계 폐기물 에너지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하기 위한 컨퍼런스

1. 18 - 19

1. 18 - 21

Fuels of The Future

World Future Energy Summit

독일

아부다비

미래 연료로써 바이오 연료에 대한 기술과 이슈를 논의

미래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청정 기술의 발전을 위한

KAIST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진행한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의 결과를 모아 <대한민국

정상회담

국가미래전략 2016>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책은 총 2개의 챕터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국가의 미래비전과 이를 위한 4대 대전략을, 2부
에서는 사회, 기술, 인구/기후/환경/자원/에너지, 정치, 경제 각 분야의 미래전략을 세밀하게 소개한다.
특히 분야별 미래전략의 경우, 올 초 출판한 도서인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를 보완하여 전년도에 비해 노동, 언어, 미래세대, 에너
지, 행정, 통일, 사회안전, 금융, 해양수산, 주택 등의 세부분야를 추가하였다.
‘국가미래전략 정기 토론회’는 여러 참여자들이 미래를 예견하며 그러한 미래가 나올 수 있는 원인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각 분야별로 어

1. 26

2. 12 - 17

Futures Media Lab
Annual Conference 2016
벨기에

The 28th Conference on
Innovative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AAI)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를 주제로 진행되는 컨퍼런스

미국

•시간 및 장소: 16:30~18:30 / 광화문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1층(구 드림엔터)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응용을 공유하는 컨퍼런스

•문의사항: 이메일로 연락(moonsoul.report@gmail.com )

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다. 하반기 남은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2016년도 상반기에도 매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하반기 일정
•일정과 주제 발표 내용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주제 발표 일정 및 내용
대분류

주제분야

인구

미래위원회 2

경제

미래위원회 3
2015년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평가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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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종캠퍼스 개원

KAIST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4기 소식 및
5기 모집 안내

취재·정리 정진만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대학원장 이광형 교수)은 2015년 9월

세종캠퍼스에는 행사와 교육 활용 목적으로 100명 수용 가능한 대

KAIST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제4기가 9월 17일부터 KAIST

KAIST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제5기는 2016년 1월부터 모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에 위치한 ‘세종중앙타운’에 전용면적

형 강의실, 대학원 강의를 위한 소형 강의실, 40명 연구원이 근무

세종캠퍼스에서 매주 목요일에 3시간씩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과정

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전 과정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 4급 이

173.3평 면적의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종캠퍼스’를 개원하였다.

할 수 있는 학생 연구실, 5개 교수실, 행정실, 회의실 및 휴식 공간

부터는 새롭게 문을 연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종캠퍼스에서 강의

상 또는 산업계, 공공기관, 연구소 임원 등 50명 내외로 선발된다.

이 마련되어 있다.

가 이루어지고 있다. 4회의 국가미래전략 특강이 추가되어 미래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결정자들과 리더들에게 꼭

전, 사회, 경제, 안보 등에서 더욱 심도 있는 강의로 구성되었다고

필요한 창조적 사고역량과 미래전략 개발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개원식에는 KAIST 강성모 총장을 비롯하여 각 대학 학과장과 여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소속분야의 과정생들이 질의응답과 토론을

알찬 강의들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모집요강은 하단의 문술미래

러 교수들이 참석 하에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개원식 후 국가미래

통해 소통의 장을 열며 더욱 유익한 시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략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2015년 박사과정생 10명을 모집하
였고 또한 전임교수를 임용할 예정이다.
KAIST 본원 대학원의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고, 2015년 현재 주요

전략 고위과정(ASP) 4기 입학식과 수업이 진행 되었다. 향후 문술

정부부처 등 36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14개 국책연구기관

미래전략대학원 세종캠퍼스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과 교육이 이루

이 세종시로 이주함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선발 하는데 경쟁력을

어져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전략을 기획할 고급 인력을 양성하

제고 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세종시에 강의

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우리나라가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 가

실, 연구실 및 사무실 마련이 요구되었다.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SP 문의처 문술미래전략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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