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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행사가 개최된 이래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로 31회차를 맞이하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새로운
2016 가을호 도움주신 분들 》 04

세상(New World)’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가지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난민
선수들이 한 팀을 꾸려 출전해 감동을 주었고 브라질 최고의 카니발 연출자들이 화려한 삼바

커버스토리 - 스포츠와 미래과학 기술 특집

축제를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맹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래의 스포츠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 06
박세혁 서울과학기술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이번 호 ‘커버스토리’에서는 지난 여름 열린 2016 리우 올림픽을 기념하여 ‘스포츠와 미래

태권도 경기에서 사용되는 과학기술 》 10

과학 기술’을 특집으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에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될지

황종학 한국스포츠개발원 수석 연구원

자유로이 상상해 보고, 뇌공학자의 시선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뇌공학자가 바라보는 스포츠 과학의 미래 》 14

들어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주종목인 태권도에서 어떤 과학기술들이 사용되고

임창환 한양대 생체공학과 교수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미래를 위한 실험
스포츠 애널리틱스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 18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스포츠 혁신

‘미래를 위한 실험’ 섹션에서는 스포츠 애널리틱스(Analytics)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스포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최신 과학기술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어지는 ‘석학의

장영재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비전’에서는 포켓몬 Go 열풍과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뉴노멀 시대의
경제사적인 의의에 대해 학술적으로 짚어 봅니다.

석학의 비전
포켓몬 GO를 통한 경영 시사점과 연구 이슈 》 22

‘인물 포커스’에서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신임 교원으로 부임한 안광원 교수를 만나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학과 미래학의 접점과 앞으로의 연구・교수 계획에 대해 들어 봅니다. 이 외에도, KAIST

SF로 상상하는 미래 에너지 》 26
고장원 SF 평론가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를 주축으로 열린 여러 행사들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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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Futures>와 함께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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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 미 포틀랜드 주

인하대 전자공학 박사를 마치고 문화체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석사, 전기

미 보스톤대 항공우주공학 학사, MIT에

KAIST 경영과학과 학·석·박사를 마치

SF 평론가, 작가, 콘텐츠 기획자. 2004~2006년

립대에서 체육행정 석사, 미 웨스트버지

육관광부 스포츠 R&D PD, 한국스포츠개

컴퓨터공학부 박사를 마쳤다. 연세대 의

서 기계공학 석・박사를 마쳤다. 현재

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박사

과학기술창작문예공모전 심사위원, 2010

니아 대학에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경

발원 스포츠산업연구실 실장을 지냈다.

공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도서 <뇌를 바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

를 수료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제SF영화제 집행위원, 2014 SF어워드

영 석사 및 체육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 동 기관 스포츠과학실 수석 연구원

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를 집필하였다.

하며, 현재 한국체대, LG센서연구소와 함

로 재직 중이며, 네이버 서비스 자문위원

심사위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

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

으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 공학론>을 집

현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생체공학과

께 국가 대표급 스키 선수들의 운동 기록

회 자문위원,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 소장

과학소설사>,<SF란 무엇인가>, <SF의 법

학과 교수로 근무하며 한국스포츠 산업

필, 스포츠와 공학을 융합하여 확산시키

교수로 재직 중이다. 뇌공학을 통해 과학

을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

을 맡고 있다. 화두가 되고 있는 포켓몬

칙> 등이 있다. SF 콘텐츠 속에 등장하는

경영학회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에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주요 연구

기술이 스포츠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행하고 있다. 스포츠에 접목되는 과학기

GO와 비즈니스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에너지 기술을 통해 미래 에너지에 대한

게 미래 스포츠 산업에 대한 가상 시나리

분야인 태권도에 어떤 기술들이 접목되

들어본다.

술의 움직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본다.

오를 들어본다.

고 있는지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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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참 흥미 있는 일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ICT기술이
매개가 되어 기존 영역을 붕괴시키고 다양한 융합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미래의 스포츠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이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 상품이 등장하고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모든 부분에서 생산과 소비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30년 후의 미래 스포츠
산업을 여덟 가지 큰 주제로 예측해보고자 한다.

박세혁 서울과학기술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하나, 다양한 산업들과 융합·발전하게 될 미래 스포츠

해 생생하게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날씨에 제약을

- 미래 가상일기 (2050년 8월의 어느 날) -

스포츠 산업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복합 산업의 특성을 지니

받지 않고 사시사철 언제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 프로그

아침에 일어나 콩과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인조식품으로 간단

고 있다. 이는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그 외연을 더

램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실외에서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사

히 아침을 먹고, 오전 업무를 시작했다. 프랜차이즈 가게를 관

욱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스포츠에서

람은 미세먼지, 자외선, 오존 등의 유해물질과 공기를 걸러주면서

리하는 것인데 집에서 컴퓨터로 하면 된다. 일을 마치고 거실에

는 신소재, 바이오, 나노 등 과학기술이 적용된 첨단 제품이 지속

도 운동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개발된 마스크(IT,

서 로봇과 운동을 하고 로봇에게 마사지를 받았다. 점심에는 드

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는 스포츠에 참여하는데 있어 안전, 안락

초미세가공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이 융합되어 개발될 것

론으로 배달된 자장면을 먹고 아버지 병원 진료를 도우러 갔다.

함, 즐거움, 몰입, 경기력을 증대시켜줄 것이다. 인공지능, 의료기

같은 용품)를 쓰고 운동하게 될 것이다.

올해 114세이신 아버지는 크리스퍼로 악성 DNA가 있어 이를

술, 스포츠 용품 등의 발달로 인해 선수뿐 아니라 동호인들의 경

병원에서 유전자 편집해 나노봇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을 예정

기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10

셋, 야외 스포츠와 모험 스포츠 시장의 성장

이다. 귀갓길에는 스크린 테니스를 한 판 치고, 무인자동차를

초 2를 기록한 육상선수 제시 오웬스(Jesse Owens)가 살아있어서

미래에는 과밀한 도시화와 과도한 로봇 상용화로 인해 오히려 탈

불러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 건강을 잘 챙기라고 아버지께서 걱

2009년에 100미터를 9초 58로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사인

도시화나 탈 로봇화 트랜드도 일부에서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전

정을 해주셔서, 집에서 신체 바이오 상태를 체크했다. 당뇨, 혈

볼트(Usain Bolt)와 겨룬다면 누가 이길까? 우사인 볼트는 이전보

망된다.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생겨남과 동시에 문명의 이기에

압, 스트레스 지수, 대사 및 장기 기능 모두 정상이었다. 저녁 전

다 훨씬 탄력성이 뛰어난 트랙, 출발대, 신발, 운동복 덕분에 오웬

서 벗어나 느리게 사는 슬로우시티(slow city)와 친환경도시가 생

에 거실에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이종격투기를 했다.

스보다 기록을 단축 시킬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겨나듯이,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의 붐과 동시에 순수한 자연에서

내가 물씬 얻어터지고 패하는 경험을 하고나니 기분이 썩 좋지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나 스포츠 여행이 또 다른 틈새시장을 형

만은 않았다. 내일 한 판 더 붙어서 저 캐릭터 놈을 물씬 패주리

둘, 실내 운동 수요 증가 및 실외 운동 제품 개발

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과학기술의 장비를 이용하여 즐길 수 있

라! 슬슬 배가 고팠다. 저녁은 귀뚜라미 튀김, 전갈 무침, 풍뎅이

우리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는 동시에 파괴되고 있다. 전 세계 온실

는 모험스포츠가 주류를 이루겠지만, 한편으로는 원시시대로 돌

볶음으로 간단히 곤충식을 먹었다. 밥을 먹는데 이쁜 딸이 자기

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온이 상승될 전망이다. 지

아가 과학적 장비 없이 즐기는 야외스포츠 인구도 동시에 늘어날

친구는 달나라 여행 패키지를 신청했다며 부러워했다. 로켓 재

난 100년간 우리나라는 평균기온이 1.5℃ 상승했으며, 그 증가속

전망이다. ICT, 신소재, 나노기술 등을 이용하여 개발된 정교한 부

활용과 마찰 없는 엔진 개발로 우주여행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2100년은 약

품이나 장비가 행글라이딩이나 암벽등반과 같은 모험스포츠에 장

화성 여행 한 번 하려면 여전히 경비 부담이 크다. 우리 가족은

4℃ 상승하여 아열대와 같은 기후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한다. 최

착되어 안전성과 스릴감을 높여주어 시장을 넓혀갈 것이다. 야외

어디로 여행갈까. 2016년 올림픽이 열렸던 브라질 리우데자네

근 우리나라는 여름에 나타나는 아열대성 기후와 이상기온 현상

에서 이루어지는 모험스포츠나 익스트림스포츠 용품들이 과학기

이루나 당일치기로 휙 갔다 올까 싶다. 30년 전에는 디트로이트

때문에 실외 테니스코트를 클레이코트에서 하드코트로 바꾸어야

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가벼워지고 저렴해질 뿐 아니라 안전해지

를 경유해서 30시간 넘게 걸렸는데… 과학기술이 무서운 속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존, 황사, 자외선, 미세먼지, 이산화탄

기 때문에 이용 인구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또한, 생명을 담보로

로 발전하며 삶을 바꿔놓고 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소 농도 상승으로 인해 많은 생활스포츠를 실내에서 하게 될 것이

하는 사막이나 극한 오지에서 트레킹하고 설산에서 야영하는 동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된다.

다. 미래에는 좋은 공기가 제공되는 최첨단의 시설에서, 인공지능

호인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하여 운동처방과 지도를 받으며, VR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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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스포츠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넷, 장애인과 실버 세대를 위한 스포츠 증가

가 구축되는 디지털사회가 가속화되어 소셜미디어에서 점차로 많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구 고

은 스포츠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참여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

급속하게 진화하는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네트워크 서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게 되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비스 등이 스포츠 산업 발달을 가속시키리라 필자는 전망한다.

넘어 세계 최고의 초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특히 노인
과 장애인은 스포츠 참여에 신체적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미래

여섯, 국제 스포츠 교류 활성

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리라

국제적인 스포츠 교류가 국가대항, 리그, 지역별 선수, 동호인 측

기대한다. 최근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한 환자의 결핵이나 암을 인

면에서 활발해질 것이다. NBA, MLB, NFL, 프리미어리그의 시범경

공지능이 정확히 진단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들이 발표되

기나 챔피언십의 진행 빈도가 더욱 높아지리라 본다. 저렴하고 빠

고 있다. 생명공학과 진단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근력을 포함하여

른 교통수단 덕분에 국가대항 동호인들 간의 대회도 더욱 빈번하

다양한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시켜 노인들의 수명을 연장시킬 것

게 이뤄지리라 예측된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태양광이 미래의 거

이며, 이로 인해 스포츠와 관련된 실버산업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대한 시장이라고 강력하게 예측하고 있듯이 태양광산업이 더욱

스포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도

발전하고 초고속 열차와 초음속 항공기 등의 개발이 현실화된다

례에서 보았듯이, 인공신경망 기술이 진화한 한 형태인 ‘딥러닝

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위험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

서 벽지의 거주민들도 발달된 ICT 인프라의 혜택을 받아 원격서비

면 스포츠관광과 스포츠교류가 활기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

(deep learning)’ 기술이 스포츠 로봇코칭이나 개인헬스지도 등에

서는 안 될 것이다.

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멀지 않은 미래에 미세한 크기

한 측면에서 철인 3종 경기(Triathlon), 승마, 자동차경주 대회 등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을 이용한 수영, 골프, 테니스 등의

의 로봇으로 연결해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스웜봇(swarmbots)이

동물이나 거대한 용품을 외국으로 이송하여 경기하는 스포츠교

교육 및 코칭을 생활체육, 학교교육, 전문체육 모든 영역에서 다양

과학기술 발전은 미래의 사회문화와 웰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

개발되어 상용화되면 하반신 마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류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하게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은 더욱 정확하게 어떤

키고, 다양하고 발전된 스포츠 소비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다. 이러

걷거나 뛸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스포츠 참여를 촉진시킬 것

메가스포츠이벤트의 흥행이 퇴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천정부지

운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해 예방치료

한 흐름을 이해하고 정부는 미래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

으로 예측된다.

로 치솟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중계권료 문제, 스포츠스폰서십 효

및 재활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신할 수 있도록

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집행부의 부패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으로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고 물꼬를 터주는 것이 국민의 먹거리와 복

다섯, 스포츠의 직접 관람, 시청, 참여의 확대

스폰서십에 악영향), 국제적 테러 위협, 유치국의 재정적 부담, 해

여덟, 스포츠 산업의 과학기술적 발달이 야기할 부정적 사회 문제들

지를 높여주는 지름길인 것이다. 또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발달

당 국가 국민의 보이콧, 그리고 정치 및 종교 갈등 등으로 인해 세

미래에는 유전자 편집기술이나 장기 및 근육 강화 기술 등을 부정

리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공지능이

로 스포츠의 직접 관람, 시청, 참여가 촉진될 것이다. 예컨대, 국내

계 각국을 돌며 치러지는 메가스포츠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으로 이용하여 경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에 프로스

나 ICT기술을 이용한 스포츠 소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포

프로스포츠뿐 아니라 유럽, 남미, 아프리카의 축구는 중계방송 기

이다. 즉, 미래에는 소규모의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국제적 교류가

포츠와 국제적 스포츠 경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약물복용보다 훨

함한 윤리 및 사회문화 측면에서 어떻게 인류를 나락으로 빠뜨릴

술의 발달로 전 세계인의 관심과 흥미를 더욱 고조시켜 구장과 스

활발해지는 동시에, 메가스포츠이벤트는 오히려 규모가 축소될

씬 더 스포츠공정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촉발시킬 것으로

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이 스포츠 산업에 적

크린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VR 스포츠중계는 현장감 넘치는 영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본다. 또, 초슈퍼컴퓨터에 의해 작동되는 스포츠시설이나 용품이

용될 때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차근차

해킹 당해 오작동을 일으켜 시설이용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인명과

근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 스포츠 소비를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

을 다양한 앵글에서 제공함으로써 팬들에게 즐거움과 몰입을 극
대화시켜준다. 국내에서는 2016년 최초로 KT가 KT wiz 야구경기

일곱, 인공지능(AI)과 ICT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교육 및 코칭 발달

재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겠다. ICT, VR, 가상현실(AR))을 이용하

시키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개발 및 소비에 따른 법·제도

를 VR로 중계하기도 한 사례가 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하여 상공

2050년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로봇이 인간만

여 아주 생생하고 다이나믹하게 섹스나 불법도박을 스포츠와 연

의 혁신적 개발 및 보완, 사회문화적 합의 도출, 그리고 윤리 교육

에서 동작을 촬영한다면 보다 생생하고 역동적인 영상을 제공할

큼 혹은 그 이상으로 똑똑하게 되어 인간과 경쟁하거나 공조할 것

결하여 이용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또한, 스포츠시설, 용품, 서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스포츠 산업의 과학기술 발달로 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수와 심판들의 신체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으로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인간과 같이 의식하고 감정을

스를 이용하는데 빈부격차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아무리 중앙정

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경시되거나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하

영상을 전송한다면 관중은 물론이고 시청자들의 관람 및 시청 만

가지는 강한 인공지능이 미래에는 생물학과 뇌과학의 발달로 스

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이나 ICT를 기반으로 한 공공스포츠시설

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족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구장 내에는 대형전광판과 홀

포츠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로봇에게는 데이터에 근거한

과 프로그램을 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사회 전반적으로 인

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스포츠 복지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로그래픽 다시보기 기능뿐 아니라, 사물인터넷과 가상현실 등을

객관적인 해설이나 평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스포츠저

지되는 국민의 상대적 빈곤감이나 박탈감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

미래의 블루오션 스포츠 산업이 우리 인류에게 파라다이스를 만

기반으로 관중에게 직접 체험하는 것 같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널리스트가 스포츠기사를 쓰고, 로봇 스포츠해설가가 방송에 참

으로 예측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스포츠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혼란과 재앙을 가져다줄지는 미래를 준비

또,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그리고 사물과 사물 간의 네트워크

여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세돌을 꺾은 알파고 사

전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발전으로 인

하는 지금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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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500 프레임을 찍는 7대의 카메라가 골문을 향해있고,
이것은 15대의 컴퓨터에 옵틱 케이블(Optic cable)을 통해 전송된다.

태권도 경기에서
사용되는 과학기술
황종학 한국스포츠개발원 수석 연구원

암호화된 시그널을 주심의
손목시계에 전송한다.

축구경기에서 골인 판정 시스템
출처:http://skccblog.tistory.com/1848

우리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7대의

섯 번째로 많은 종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다.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골인을 판정하는 영상을 방송 중계에서

태권도가 이처럼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는 이유는 스포츠로서 뿐

보았을 것이다. 카메라 7대가 골문 쪽을 향하여 영상 촬영을 하면서

만 아니라 예의와 인성 교육, 정신 수양, 애국심과 같은 무도 정신을

공의 위치 및 골문 통과여부를 영상처리하고 골인의 판정여부를 주

강조한 데에 있다.1)

심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에 무선으로 전달해 준다.

태권도는 88 서울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이어 제

왜 스포츠에서 ICT 시스템들이 적용되는가? 일차적인 원인은 판정

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1994. 09. 04)에서 만장일치로

의 불공정성에 있다. 스포츠경기에서 판정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다음,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하다. 판정이 불공정하다면 누가 열심히 스포츠경기에 참여하겠는

정식올림픽 종목으로 치뤄졌다. 우리나라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가? 두 번째는 경기장에 있는 관중 혹은 중계를 통하여 시청하는 시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종주국의 위치에서 많은 메달을 기대하였으

청자들에게 경기상황을 데이터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는

나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여

흥미요소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각종센서를 부착하는 것이다. 따라

아쉬움을 남겼다.

서 스포츠경기에서 ICT를 도입하게 되는 계기는 일차적 원인으로
제시했던 판정의 불공정 해소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태권도
전자 호구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태권도의 연혁과 올림픽
본격적으로 전자 호구 시스템을 논의하기 전에 태권도의 연혁에 대

대회명

세부 종목

2000 시드니올림픽

남 4체급 / 여 4체급

2004 아테네올림픽

남 4체급 / 여 4체급

2008 베이징올림픽

남 4체급 / 여 4체급

2012 런던올림픽

남 4체급 / 여 4체급

해 알아보자.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며 스포츠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
는 1950~60년대부터 개인 혹은 국가 차원에서 파견하여 해외로 보
급되었으며 현재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된 가맹국만도 206개국이
다. 회원국 수로는 국제스포츠연맹(IF) 하계올림픽 종목 가운데 여

획득 메달 수
금메달

3

은메달

1

금메달

2

동메달

2

금메달

4

금메달

1

은메달

1

역대 올림픽 태권도 종목 및 대한민국 선수단 획득 메달 수
출처:대한체육회(http://www.sports.or.kr)

1 출처 : 이용길(2015.08.07). ‘음성 출신 태국 왕실 경호대 사범 정성희씨, 태권도로 국위선양’.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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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경기에서 사용되는 과학기술

태권도에서 전자 호구의 등장

2007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부터 기존의

격강도는 내장되어있는 무선장치로 전송하게 되며 두 회사 모두 지

태권도는 손과 발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며 특히 발은 공격 부

몸통과 머리 보호구 대신 전자 칩을 내장한 시험용 전자 보호구를

그비(Zigbee)통신을 하고 있다.

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리치(reach, 발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거리 혹

착용하고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태권도 경기는 한 명의 심판과 세 명의 부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은 범위)에 비해 발차기는 2배의 힘과 3배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 본격 도입하여

④ 부심기는 경기운용 시 세명의 부심들이 전자시스템에 의한 타격

따라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유효타를 얻기 위한 선수들의

심판판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

감지 득점 외에 부심에 의해 득점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세 명 중

3)

발의 움직임은 매우 빨라지게 되며, 고난도의 돌려차기 등 화려한 발

고 있다.

두 명이 동시에 누르면 득점으로 인정되는 장치이다.

차기 기술은 태권도의 보는 재미를 더한다. 하지만 빠른 동작으로 인

2016년 리우올림픽부터는 얼굴 공격에 대한 정확한 채점을 위해 전

⑤ 컴퓨터와 전광판은 무선송수신을 통하여 보호대에서 감지된 타

한 판정의 어려움과 유효 득점의 판정 기준 때문에 심판 판정시비가

자헤드기어를 도입하고 센싱 삭스의 감지 센서도 7개에서 11개로

격강도를 신호처리하고 득점여부를 판단하여 전광판에 표시하게

심심찮게 빚어졌다. 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도 ‘태

늘렸다. 또 박진감 넘치는 경기 운영을 위해 경기장 규격을 바꾸고

권도가 볼 거리가 적어 재미가 없으며 편파 판정 문제로 인하여 경기

도복(하의)에도 국가를 상징하는 색이나 국기를 새길 수 있도록 허

중단이 잦아 관전하는 재미가 적다’는 등의 불평과 빈축이 끊임없이

용하는 등 다양하고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였다.

E-헤드기어
E-허리 보호대

된다. 그리고 경기운용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등을 하게 된다.
그 외에 태권도 전자호구 시스템에서는 공정하고 공격기술을 판단
하기 위하여 유효타격, 무효타격, 회전각을 주어 공격하는 기술 등

소프트웨어

제기되었다. 심지어 아테네올림픽에서는 IOC 위원장 면전에서까지

을 판단하는 센서 및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다.

판정 시비 문제가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 등과 맞물려 IOC에서는 ‘태
권도는 TV 중계권료가 전혀 없고, 심판 판정이 불공정하며, 경기 흥

E-발 보호대

조이스틱

미도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내자 태권도의 올림픽 퇴출에 대한 관심

스포츠 경기에서 ICT 기술의 진화 기대

스페인의 대도 와 한국의 KP&P 시스템 구성

이 고조되었다.2)

전자헤드기어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경기의 심판 판정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

KP&P

출처:리우올림픽홈페이지

한 판정을 위해 1985년 세계서울대회에서 전광판과 전자채점기를

구성

도입하였으나 문제점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전자 호구이다.

센싱 삭스

대도

전자호구,송신기,전자발보호대,수
전자호구,전자호구용발보호대,
신기,소프트웨어,
수신기,무선부심기,전용프로그램
심판조이스틱,전자헤드기어

유도전류와전자태그인식방식
유도전류회로를통한자성인식방식
타격인식 몸통:유도전류회로
몸통:유도전류회로
방식 발보호대:판형회로인식
발보호대:네오디윰자성체삽입
회로-RFID방식

판정의 불공정

흥미요소가미

스포츠 경기에서의 전자시스템

출처:KTA블러그

통신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인정하는 태권도 ICT 기술

지그비(Zigbee)통신

지그비(Zigbee)통신

스포츠 경기에서의 ICT 융합기술의 진화

KP&P 및 대도사 제품 비교

위의 그림과 같이 ICT가 융합된 스포츠경기는 판정의 공정성뿐만

현재 세계태권도연맹에서는 한국의 KP&P사와 스페인의 대도사 제
KP&P사 태권도전자호구

품을 공인했다. 시스템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혹은 몸통호구 전체에 정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개의 판이 평행

아니라 보는 재미와 흥미요소가 가미된 경기로 볼거리가 다양해지

출처:KP&P홈페이지

그림과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세계태권도연맹에서 공인된 두 회사

하게 놓여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타격으로 판사이의 거리

므로 전자 시스템 내의 장치별 노드간의 프로토콜을 표준화하여 장

의 구성요소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이다. 머리 및 몸통호구(보호

변화에 따라 유도되는 전압의 변화로 타격강도를 측정한다. 또 다

치별로도 점차 기술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 손 및 발 보호대, 무선송수신기, 부심기, 컴퓨터, 전광판 등으로

른 방식으로는 타격 시 내부의 공기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

전자호구 시스템을 적용한 태권도는 앞으로 야구 못지않은 데이터

구성되어 있다.

가 있으며 타격에 의하여 압력이 가해 졌을 때 압력을 측정하여 전

통계가 가능한 종목이 될 것이다. 현재는 전자 센서에 의한 타격 여

① 머리 및 몸통호구는 타격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측정된

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측정한다.

부 및 강도, 타격 종류 구분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추후에는 선수의

타격강도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무선송수신기 장치들이 내장

② 발 및 손보호대에는 타격 시 손 또는 발로 타격했는가를 구분하

운동량과 각 동작에 대한 속도, 강도, 횟수, 궤적 분석, 충격량 등의

되어 있다. 상대방이 정권이나 발등 공격으로 타격을 가했을 경우

기 위해 발등과 정권 부분에 센서를 부착하거나 삽입한다. 센서방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으며 경기력 향상 및 부상 예방으로도

에 타격강도를 측정하여 무선으로 전송한다. 타격강도인식은 머리

식으로는 교통카드 등에 사용하는 것 같은 RFID 방식과 자성이 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재료를 사용하여 타격을 구분하게 된다.

또한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을 접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③ 무선송수신기는 보호대를 내장하고 컴퓨터 연결된 장치로 구성

개발한다면 보다 재미있게 즐기고 접할 수 있으며 한류는 이끄는

되어 있다. 머리 및 몸통 보호대에서 타격 등 이벤트가 발생하면 타

훌륭한 스포츠 문화상품이 될 것이다.

대도사 태권도전자호구
출처:대도홈페이지

2 출처 : 조선일보(2015.07.08). ‘태권도가 올림픽에 계속 남으려면’
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4). 태권도전자호구 규격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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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자가 바라보는
스포츠 과학의 미래
임창환 한양대 생체공학과 교수

“용기는 모든 것을 정복한다. 심지어는
육체에 힘을 더하기도 한다”
로마 시대의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오비디우스(Publius Ovidius Naso, 기원전

뇌는 변한다 - 신경가소성

2013년,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표지에 컴퓨터

1978년, UC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마이클 메르체니히(Michael

게임 장면이 실렸다. UC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들

Merzenich) 교수는 올빼미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원숭이

을 대상으로 ‘뉴로레이서(Neuroracer)’라는 3차원 레이싱 게임을

의 오른손 중지를 자르고 대신 검지와 약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자,

하게 했다. 난이도를 점차 높여 가며 4주 동안 변화를 관찰했는데,

원숭이 뇌에서 중지를 담당하던 뇌 영역을 검지와 약지가 대신 사

그 결과 피실험자들 대부분이 훈련을 받지 않은 20대들보다 고득점

43년 ~ 서기 17년)가 남긴 말이다. 이미

용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처럼 뇌 기능이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을 기록했다. 또, 단기기억 능력이나 집중력 유지능력 등 다양한 인

오래전 로마인들은 경험을 통해 ‘육체와

따라 변하는 현상을 ‘신경 가소성(neuroplasticity)’이라고 한다. 후

지 능력과 뇌파 패턴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멀티태스킹 능력은 20

정신의 관계’를 체득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 청각이나 촉각 같은 다른 감각이 더

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2014년에는 네이처 자매지에 ‘슈퍼마

뇌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21세기에 다시 한

발달하게 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신경 가소성은 뇌 기능뿐만

리오가 구조적인 뇌 가소성을 유발하는가?’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번 재조명 받고 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아니라 구조를 바꾸기도 한다. 특정 뇌 기능을 반복 사용하면 해당

연구가 발표됐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주도 하에, 2-30대 일

영역에 있는 신경세포의 축삭돌기(axon)를 감싼 지방질 조직이 발

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30분씩 매일 3차원 슈퍼마리오 어드벤처

달한다. 수초(myelin)라 불리는 이 조직은 신경세포의 정보 전달 속

게임을 하게 했다. 2달 후 공간 지각, 기억, 운동능력 등을 담당하는

도를 빠르게 한다. 이런 훈련이 지속되면, 뇌의 특정한 영역이 커지

뇌 부위의 해마, 배외측전전두 피질(DLPFC), 소뇌 등 피질 두께가

거나 대뇌 피질(cortex)의 두께가 두꺼워지며 뇌 영역 사이를 연결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는 신경섬유의 수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변화가

신경가소성의 원리는 부상 선수들의 재활 훈련에도 적용된다. 부상

일어난다.

때문에 몸을 쓸 수 없는 선수들이 이전 기량을 회복하기란 쉬운 일

최근 잉글랜드의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훈련이 끝

이 아니다. 뇌는 계속해서 특정 기능을 사용해 줘야만 그 기능을 잘

난 뒤 게임 삼매경에 빠진 선수들이 많다. 이들이 하는 게임은 캐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거나 유지되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자

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포버트(Faubert)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인

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때,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은 다른 사람이

지 훈련 게임 ‘뉴로 트래커(neurotracker)’다. 게임을 실행하면, 화

경기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

면상에 8개 숫자가 적힌 공이 떠 있고 잠시 후 숫자가 지워진다. 빈

(mirror neuron)’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거울 뉴런이란 우리가 다

공들이 화면 위를 어지럽게 돌아다니다가 멈추면, 특정 숫자가 적

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을 때 그 행동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

힌 공의 위치를 찾아내면 된다. 축구 선수들이 이 게임을 하는 이유

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오른팔 부상을 당한 테니스 선수

는 무엇일까?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평준화되어가는 가운데 3-40

가 TV를 통해 다른 선수가 오른팔로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는 장면

년 전 마라도나처럼 뛰어난 선수 한 명이 상대 팀 선수 모두를 따

을 본다고 가정해 보자. 경기 장면을 지켜보는 선수는 실제 자신의

돌리고 골을 넣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팀플레이가 중요

오른팔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뇌 피질의 오른팔 운동영역

시되는 현 축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스킬 중 하나가 바로 시야(視

이 활성화된다. 이처럼 다른 선수의 경기 장면을 지켜보거나 자신

野), 즉 ‘경기장 전체를 보는 능력’이다. 최고의 선수는 드리블을 위

이 경기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훈련 방법을 ‘이미지 트레이닝

해 공을 바라보면서도 다가오는 상대 선수들의 위치, 패스를 기다

(image training)’이라 한다.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이 오랜 전통의

리는 자기 팀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한다. 이걸 잘하는 선수를 ‘주

재활훈련 방식 이면에는 놀라운 뇌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수천 분의 일 초가 승부를 결정짓는
스포츠의 세계에서 신체 단련뿐 아니라
정신 단련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변시(Peripheral vision) 인식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 하는데, 프

14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랑스의 지네딘 지단(Zinedine Zidane)이나 브라질의 호나우지뉴

압박을 극복하라 - 자가뇌조절

(Ronaldinho)가 그렇다. 과거에는 이 능력이 ‘타고 나는 것’이라 믿

2016년 8월 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31회 올림픽의 성

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의 신경가소성 원리에 따르면, 뇌의 어떠

대한 막이 올랐다. 대회 초반 금메달을 예상했던 여러 종목에서 우

한 능력이라도 훈련을 통해 향상이 가능하다. 프랑스의 축구 클럽

리 선수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는 와중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

인 올림피크 리옹에서도 동일한 게임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

고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 종목이 바로 양궁이었다. 뇌

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한다.

공학자인 필자의 시선을 가장 끌었던 것은 ‘뉴로피드백(N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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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이라는 훈련법이었다. 뉴로피드백이란 사용자의 현재
뇌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바이오피드백 기술의 일종이다.
이는 1972년 미국 UCLA의 배리 스터먼(Barry Sterman) 박사에 의
해 개발된 뒤, 주로 집중력 결핍 아동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성인 등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돼 왔다. 어려운 이름에 비해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뇌파 신호를 분석하면 사용자의 집중력
증가나 감소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하
면서 집중력의 높낮이에 따라 다른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
통 게임을 이용해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집중력이 높으
면 자동차가 빨리 달려서 레이싱에서 승리하게 한다거나 사격 게임
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 하는 식이다.
캐나다 ‘신경치료 및 바이오피드백 클리닉’의 폴 스윈글(Paul
Swingle) 박사의 연구는 뉴로피드백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
다. 그는 2008년에 출판한 자신의 저서에서 뉴로피드백을 이용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를 치료했던 경험에 대해 이
야기했다. 박사는 ADHD가 있는 아이들의 뇌파가 정상 뇌파보다

일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뉴로피드백을 이용하면 집중력과

스노보드협회(US Ski and Snowboard Association: USSA)는 샌프

달라진 게 아니라 뇌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만 변화가 일어났다는

특정 주파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영화 <토이

평온한 마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을 스스로 훈련할 수 있다.

란시스코에 있는 할로 뉴로사이언스(Halo Neuroscience)라는 스

것을 의미한다. 뇌공학 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들은 2000

스토리>를 보여 주다 뇌파의 특정한 주파수가 커지면 영화를 중단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긴장감을 없애고 자신감을 높일 수도 있다.

타트업과 함께 프로 스키 점프 선수 7명에게 뇌에 약한 전류를 흘

년대 초부터 꾸준히 발표돼 오고 있다.

하는 피드백을 주었다. 그러자 영화를 계속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

스트레스 뇌파라고 불리는 베타파(beta wave: 뇌파의 13 - 30 Hz

리는 실험을 했다. 실험에 사용한 자극 방식은 경두개직류자극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이런 뇌 자극 기술들을 장기간 사용

이 자기 스스로 뇌파를 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에서도 치

대역)를 줄이기 위한 뉴로피드백 훈련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transcranial direct-current stimulation: tDCS)으로, 머리 표면에 흘

했을 때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당

료 전에 비해 주의력이 높아졌다. 여러 성공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헤드밴드 형태의 휴대용 뇌파 측정 장치들이 속속 등

려주는 전류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특정 뇌 영역의 활성도를 올리거

장 눈앞의 성적 향상을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는 약물 도핑과 다를

오랜 기간 동안 뉴로피드백은 뇌과학 분야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

장하고 있다. 이는 선수들이나 코치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나 내릴 수 있다. 7명 중 4명에게는 대뇌 운동영역의 활성도를 높이

바 없는 셈이다. 또, 사람들마다 뇌 자극 효과의 편차가 심하고 동일

했다. 사람들이 어떤 원리로 자신의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지 과학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뇌파 측정 장비 대신 쉽게 휴대 가능

기 위한 전류를 흘려주었고, 나머지 3명에게는 전류를 흘리는 척 하

인물임에도 날마다 효과가 달라지는 등 아직 뇌 자극 방법 자체가

적인 해답을 내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뇌 활동을 영상으로 보

하고 가격도 저렴한 뇌파 측정용 웨어러블 밴드를 스마트폰이나 스

고 실제로 아무 자극도 가하지 않았다. ‘거짓 자극’은 플라시보 효

불완전하다는 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무엇보다

여 줄 수 있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마트패드와 연결하면 언제 어디서나 뉴로피드백 훈련이 가능하기

과(Placebo effect, 위약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실험

뇌에 인위적인 전기 자극을 가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런 자가뇌조절 기술의 원리가 증명되기 시작했다. 2007년 독일 튀

때문이다. 휴대용 뉴로피드백 기술은 엘리트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

방법이다. 실험 대상의 숫자는 적었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거짓 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뇌 도핑’은

빙겐 대학의 안드레아 카리아(Andrea Caria) 박사는 실시간 fMRI를

라 생활체육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현재 가장 많이

극’을 받은 3명에 비해 ‘진짜 자극’을 받은 4명이 무려 점프력 70%,

뉴로피드백과는 달리 선수 개인의 노력 없이 외부 도움을 받아 인위

이용해 섬염(Insula) 자가 조절 실험을 했다. 섬엽은 부정적인 감정

진척을 보이는 분야가 바로 골프다. 골프는 사격이나 양궁처럼 혼

균형감각 80%가 향상된 것이다.

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페어 플레이(Fair play)’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 부위다. 실험 대상에게 섬엽 활동을

자 진행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멘탈 스포츠로 분류된다.

같은 해 스포츠 과학자인 렉스 모거(Lex Mauger) 영국 켄트 대학

를 추구하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이 외에도 현

막대그래프로 보여주며 스스로 활동을 높이는 훈련을 했더니, 놀랍

경기 당일의 긴장도나 집중력에 따라 결과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

교수가 대뇌 운동영역에 경두개직류자극을 가하면 운동에 따른 피

재 기술로는 브레인 도핑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누구나 인터넷을

게도 동일 자극에 대해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됐다. 뉴로피드백

이다. ‘골프의 신’으로 불렸던 타이거 우즈도 메이저 대회 2승을 기

로감을 덜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모거 교수는 사이

통해 쉽게 장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문제다.

기술은 집중력 향상이나 감정 조절 차원에서 나아가 스트레스 저하

록한 2006년에, 집중력이 흐려져 US 오픈 2라운드에서 컷오프 당

클 선수들에게 경두개직류자극을 가한 뒤 헬스 사이클을 지칠 때까

도핑이라는 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부족이 애용한 술 이름인

와 명상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한 적 있다. 앞으로는 골프 라운딩 전에 이마에 뇌파 밴드를 착용하

지 타도록 주문했는데, ‘진짜 자극’을 받은 선수들이 ‘가짜 자극’을

돕(dop)에서 유래됐다. 그들은 사냥이나 전투에 나서기 전에 구성

이 기술이 스포츠 분야에 적용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여러 종

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광경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받은 선수들에 비해 자전거를 탄 시간이 평균 2분이나 길었다. 뿐

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돕을 즐겨 마셨다고 한다. 오비디우

만 아니라 ‘진짜 자극’을 받은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

스는 진정한 신체적 강인함을 얻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목 중에서 특히 사격이나 양궁과 같이 혼자 하는 종목에서는 산만
한 정신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찰나의 집중력 이탈이 경

뇌 도핑, 그리고 스포츠맨십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로도도 더 낮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심박수

역설했지만,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용기를 바

기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신적 압박을 받는

2016년 3월, 뇌 자극을 통해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뇌 도핑

라든가 근육 피로도와 같은 생체 지표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 차이

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뇌공학과 스포츠 과학이 스포츠맨십을

속에서 경기 내내 감정을 통제하고 잡념을 없애는 것은 결코 쉬운

(brain doping)’이 시도됐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다. 미국 스키 및

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뇌 자극을 통해 신체 능력이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16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 See Futures : Vol.12 • FALL 2016

17

미래를 위한 실험

스포츠 애널리틱스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스포츠 혁신
장영재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스포츠 애널리틱스란 무엇인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마트 영수증을 분석해보

이나 제조 부분에서 애널리틱스는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 경쟁력

니 ‘금요일 오후에 맥주와 아기 기저귀가 함께 잘 팔린다’, 혹은 야

향상을 위해 최근 몇 년부터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개념조차 생소

구에서 ‘8회 이후에는 번트를 시도해도 성공률이 30% 이하다’와

하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미 스포츠 산업과 애널리틱스의 조

같은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점이다. 이

합을 목표로 내건 컨퍼런스가 매년 놀라운 규모로 성장하며 개최

처럼 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검증이 이뤄지지 않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았거나 혹은 반대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이나 통념이 실제

실제 애널리틱스가 가장 잘 활용되고 그 효용이 입증된 산업은 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를 발견할 수도 있다.

포츠 산업이다. 오히려 이러한 스포츠 산업에서 애널리틱스의 가치

하지만 이러한 인사이트 발견만으로 실제 운영에서 판단을 내리

가 증명되면서 다른 산업 분야로 애널리틱스가 전파되었다고 해도

과학적 운영에 대한 가치와 비전 공유를 목표로 한다. 2006년 시

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사이트는 ‘보편적인 상황이나 정황에서 사

과언이 아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에 파악하지 못한

작된 이후 매년 그 규모가 커져 이제는 스포츠의 과학적 비즈니스

실은 이렇다’ 란 것은 제시하는 것이지 ‘특정 상황에서 판단을 반

새로운 가치를 인지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애널

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0년 동

리틱스의 핵심이다. 애널리틱스의 스포츠 운영을 통한 대표적인 성

안 바둑 기보를 열심히 연구한 학자가 바둑에서 새로운 이론을 밝

공사례가 바로 2000~2003년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의 쾌거를

매년 3월 미국 보스톤에서는 메이저리그를 비롯한 프로 스포츠단
의 구단주, ESPN 스타 해설가,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의 사

의사결정
수학적 모델링

장단, PGA 운영 위원 등 세계 스포츠 계의 거물들과 MIT 공대의
공학자와 하버드 MBA의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바로 MIT 슬

MBA 학생들이 의기투합해 시작한 이 컨퍼런스는 스포츠 산업의

운영 부분관련 세계 최대의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스템 디자인

지식의 발견
데이터 마이닝

통계 분석

론 스포츠 애널리틱스 (MIT Sloan Sports Analytics) 컨퍼런스다.
2006년 MIT의 경영 대학원인 MIT 슬론 스쿨과 하버드 경영대학의

최적화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 수집
센서

스마트 기기

개인 장비

소셜 데이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개념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의 과학적 운영이다.
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한 과학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인 애널리틱

데이터를 수집하는 하드웨어인 센서기술이 가장 하부단계인 ‘데

혀냈다 가정해보자. 바둑 기사에게 이러한 이론이 참고는 되겠지

이룬 메이저리그 구단 오클랜드 어슬레틱스(Oakland Athletics)다.

스(Analytics)를 스포츠 산업에 적용해, 효율적인 스포츠 운영과

이터 수집 (Data Acquisition)’ 단계이다. 여기에 센서 데이터뿐만

만, 실제 바둑 대국에서 어떤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수를 어떻게

1999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가난한 구단인 애슬레틱스의 단장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

아니라 영상데이터나 소셜 데이터 등 다양한 이종 데이터를 취합

놔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으로 빌리 빈(Billy Bean)이 취임하였다. 그는 팀의 전력을 올리기

을 발견하고 여기에 수학적 최적화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활

하고 모으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다.

이렇게 특정 상황, 즉 현실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의

위해 연봉이 높은 스타 급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용해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을 내려 데이터를 자산화

이러한 센서들이 취합한 데이터와 각종 이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결정을 내리는 단계가 가장 상위단계인 ‘의사결정 (Decision

없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메이저리그의 저 평가된 선

해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개념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Business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이들의 데이터에서 취합된 정보를 기반으

Making)’ 단계라 할 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를 영입해 승리팀으로 만드는 전술이었다. 지난 100년 메이저

Analytics)라 한다. 이러한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한 것이 바로 스포

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Insight)를 얻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

리그 역사에서 타자의 능력은 타율과 홈런으로 대변되었다. 즉 우

츠 애널리틱스다. 좀 더 구체적으로, 스포츠 애널리틱스의 근간이

것이 중간 단계인 ‘지식의 발견(Knowledge Discovery)’이다. 전

용해 판단해 주는 것이다.

수한 타자는 곧 타율이 높고 홈런 수가 많은 선수를 의미했고 이는

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개념은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통적인 통계 기법과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분석을 통해 과거 알지

그런데 과연 스포츠와 애널리틱스의 접목이 가능한가? 물론 유통

다시 높은 연봉을 의미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개인 수치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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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애널리틱스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스포츠 혁신

팀의 승리에 기여할까? 혹시 타율이나 홈런 이 외에 팀 승리에 기

빅데이터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데이터활용의 개념에서 바

여도를 측정 할 수 있는 다른 평가 항목이 있을까?

라보면 좀더 명확해 질 수 있다. 스포츠 산업에서 보면, 아래의 좌

빌리 빈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답을 찾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을

측 그림은 기존 데이터 분석의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발견하였다. 타율과 홈런 보다는 끈질기게 타자를 물고 늘어지는

는 데이터 측정을 위해서는 별도로 사람을 섭외하고 특정한 날 실

능력 그리고 원하는 공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방망이를 휘두르지

험 설계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다. 즉 데이터 수집을 위한

않는 침착성, 포볼을 얻어 진루하는 포볼 진루율이 팀 성적에 더

별도의 작업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새로운 발견을 바탕으로

가 필요했다. 이렇게 수집하다 보니 데이터 하나하나의 정확도가

저평가되거나 딴 팀으로 방출되어 2진에만 머무는 선수들을 모아

중요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검

팀을 구성했다.

증이 필요했다. 고전통계의 핵심은 샘플링이다. 즉 소수의 데이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중에 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은 사물인터넷이다.1) 과거 스키 선

처음 그가 이러한 새로운 발견을 바탕으로 라인업을 구성했을 때

가 전체 데이터를 대변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했고 그만큼 데이터

이미 70년대 인터넷 개념이 확립될 당시에도 사물인터넷은 존재

수들의 지도는 지도자의 시각적 관찰에만 의지하였다. 즉, 지도자

팬들과 미디어는 미친 실험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빌리 빈은 그에

가 소중했다.

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스마

는 학습자인 선수의 몸동작을 직접 관찰이나 비디오 판독으로만

게 쏟아진 비난과 조롱을 메이저리그 최저 팀 연봉으로 4년 연속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오른쪽은 최근 데이터 분석의 개념 즉 빅데

트폰의 대중화와 무관하지 않다. 자체 무선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지도할 수 있었다. 물론 몸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광학장비

포스트 시즌 진출이란 결과로 통쾌히 날려버렸다. 이 영화 같은 성

이터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위에 자료는 2014년 독일 월드컵팀의

스마트폰이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및 센서와 통신하면서

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실내 스포츠에서는 이러한 장비를 통해

공 스토리를 이후 <머니볼> 이란 책으로 발간되어 베스트 셀러가

빅데이터 솔루션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당시 독일 ERP 솔루션 업

손쉽게 센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몸의 움직임을 데이터화 하여 이를 선수 지도에 활용하고 있지만,

되었고 2011년 영화로 개봉되었다. 특히 이 책은 미국 유수 MBA

체인 SAP의 지원으로 훈련과 경기 시 SAP에서 개발한 센서를 착용

몸의 생리 및 활동 데이터를 취합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기기

스키와 같이 외부에서 빠른 속도로 몸의 움직임이 이뤄지는 운동

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빌리 빈의 성공 이후 모든 메이저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다른 특별한 실험

에서부터 차량 OBD(On-Board Diagnostics) 단자에 접속하여 다

에서는 광학장비를 통한 동작분석은 불가능했다.

리그 구단은 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한 팀의 과학적 구단 운영의 효

설계를 한 것이 아닌 통상 훈련이나 경기 중에 실제 훈련 및 실전

양한 데이터를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장비까지, 생

그러나 최근 해외 몇몇 업체에서 자동차나 차량에 탑재된 고성능

용을 인정하였고 앞다투어 통계학자, 수학자, 컴퓨터 공학자를 팀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경우 앞의 개념과 달리 엄청

활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전달

자이로 센서와 가속센서를 인체에 부착할 수 있는 크기로 소형화

분석가로 영입하였다. 실제 분석가들은 상당한 연봉을 받으며 팀

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유입되고 데

하고 공유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였고 대량생산을 통한 대중화까지 이뤄 학교 실험실에서도 연

의 전략 작전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메이

이터 수집을 위한 특수한 환경에서 수집되지 않다 보니 데이터의

사물인터넷의 대중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무엇보다도 스

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거 불가능했던 스키

저리그뿐만 아니라 NBA농구, NFL풋볼 등 대부분 스포츠에 적용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실전에서의 상황을 수집한다는

마트폰 대중화로 인한 다양한 센서들의 가격하락이라 할 수 있

선수의 활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취합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운

되기 시작하였다.

것 자체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처럼 빅데이터 개념은

다. 스마트폰에는 고화질 소형 카메라, GPS 센서, 가속센서

동역학 분석의 길이 열린 것이다. 다음 그림은 실제 KAIST 산업및

데이터 수집에서 분석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Accelerometer), 자이로 센서(Gyro sensor) 등 첨단 센서들이 탑

시스템공학과에서 수행한 스키 동작분석 실험과정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

이러한 두 개념을 두고 어떤 방식이 더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재되어있다. 이러한 센서들은 스마트폰 대중화 전에는 첨단 계측

사전에 관측된 스키장 지형 정보와 센서로 측정된 선수 개개인의

스포츠 애널리틱스는 빅데이터를 통해 또 다시 진화하고 있다. 국

바람직하지 않다. 개념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

장비나 특수 장비 목적으로 개발되어 상당한 고가에 판매되었다.

특이점을 기반으로, 실제 경기에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전을

내에서 빅데이터가 사회 문화적으로 화두가 된지가 이미 5년이나

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특수한 환경과 실험

하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는 이러한 센서의 대량생산을 이끌어냈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알파인 스키에서 경기 시작 전 기문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빅데이터의 정의가 논

설계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훈련과 경기에서 실

이로 인해 급속한 가격하락이 이뤄졌다. 예를 들어, 고가 계측장비

(pole)이 설치가 되면 지형정보를 기반으로 기문의 위치가 분석되

쟁이 되고 있다.

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로만 판매되던 가속센서 및 자이로센서는 10년 전만해도 판매가

고, 각 선수의 경기력을 바탕으로 각 기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최적

가 개당 수만 달러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수천 달러 미만으로도 최

인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크로스 컨트리 스키

고급 센서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 스마트폰에 탑재된 자이로 센

에서도 당일 선수의 컨디션과 주행 환경을 기반으로, 어느 지점에

서와 가속센서는 개당 몇 달러 미만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

서 어떤 주법을 활용해서 경기하고 경기 중 목표한 등수와의 차이

되고 있다.

가 발생하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작전이 알고리즘으로 제안되는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스포츠에서 어떤 의미를 가

것이다. 이처럼 실시간 환경 및 상태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의사

지는지 알아보자. 센서 기술 발전 및 가격하락은 과거 측정하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지능화

못했던 새로운 계측을 가능하게 한다.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

된 코치 역할을 하며 선수를 톡톡히 보조하게 될 거라 기대해본다.

기존개념

빅데이터 개념
기존 스포츠 연구에서도
여러 장비를 사용 방대
한 데이터 수집
그러나 연구실 등 제한
된 장소에서
특수한 상황만 모니터링

빅데이터를 통한
독일팀의 2014
월드컵 승리

과에서는 동계스포츠 알파인 스키 경기력 향상 프로젝트를 수행
실제 훈련과 경기에서 수집한 현장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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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GO를 통한
경영 시사점과 연구 이슈:
O2O, AR, 게임, 그리고 플랫폼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온라인 게임이나 디지털 게임은 그동안 기존의 오프라인에 있는

포켓몬 GO는 반대이다. 포켓몬 GO는 기존의 포켓몬 게임을 실 세

것들을 온라인화 하는 것이 주요 대상이었다. 미디어 이론적으로

계로 확장하는 것이다. 그 동안은 PC안에, 그리고 모바일폰, 스마

이야기한다면 재매개화(remediation)이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

트폰에만 들어있던 디지털 게임, 온라인 게임을 실 세계로 확장하

면 그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사용자 경험

는 것이다.

을 만들어낸다. 사진은 회화라는 기존의 미디어를 재료로 하는 것

그 동안 경영학 강의에서 스포츠 용품 회사 나이키의 경쟁상대

이고, 영화는 사진이라는 기존의 미디어를 재료로 하며, 비디오는

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라는 설명이 많이 유행했었다. 닌텐

영화 필름에 오디오를 덧붙여 재매개화한다. 온라인 바둑 게임은

도가 Wii를 발표하면서, 사람들은 집에서 운동을 하게 되었고, 집

기존의 오프라인 바둑 게임을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재현하고, 닌

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거나 나이키 모자

텐도 Wii는 기존의 테니스 등의 오프라인 스포츠 게임을 온라인 게

를 쓰거나 나이키 셔츠를 입지는 않으므로, 닌텐도 Wii가 성공할

임으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6년 7월에 세계를 강타한

수록 나이키는 시장을 뺏기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닌텐도가 포켓몬 GO를 성공시키면서, 나이키는 이제 경쟁
자가 아니라 수혜자가 된다. 사람들은 집이 아닌 집 바깥으로 나
가야 하며, 오래 걸어야 하므로, 나이키의 좋은 운동화가 필요하
고, 모르는 사람들과 우연히 만나 같이 배틀도 하고 놀아야 하므
로, 나이키 모자나 셔츠가 더 필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닌텐도
는 Wii에서 한번 경영학자들에게 좋은 강의 재료를 선사했고, GO
를 가지고 또 한번의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했다. 닌텐도 Wii에서
는 가정(집, Home)이라는 실 세계를 활용했지만, 포켓몬 GO에
서는 가정의 바깥인 실 세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기술이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기술이다. 일반적으로 AR기술
과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기술은 유사한 카테고리로 여겨
지고, 같이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AR과 VR기술은 그 기술
에 있어서 3차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사용되는 점에서만 유사
할 뿐 그 기술이 지향하는 바는 사실상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VR
기술은 현실 공간이 아닌 상상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지향하는
데에 반해, AR 기술은 현실 공간과 현실 사물을 재료로 재매개화
(remediation)하는 것을 지향한다.
포켓몬 GO의 성공은 AR기술 관점에서는 AR기술의 킬러 애플리케
이션이 드디어 탄생했다는 점에서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것은 기술의 관점이고, 경영의 관점에서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경영적 시사점은 역시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으로, 특정 지역에 들어서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쿠폰 등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대표적)
이다. 미술관(예: 미국 아칸소 주 벤튼빌의 The Crystal Bridges
Museum of American Art), 마트(호주의 마트 체인 Woolworths),
동물원(미국 디트로이트 동물원)은 이미 포켓몬 GO를 활용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홍보하고 있다. 자기 가게가 포켓몬 스톱임을
홍보하는 가게, 루어 모듈(Lure Module)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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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주는 펍 등도 나왔다. 포켓몬 사용자들은 포켓몬이 어느 장소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은 사례는 없다는 한계를 가져왔다. 포켓

게임은 정말 보편적 플랫폼이 될 수 없는가? 미리 될 수 없다고 단

악을 분석하여 그 음악이 무엇인지 파악되면 아마존 뮤직 스토어

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이왕이면 그 장소로 갈 가능성이 있으며,

몬 GO가 예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발언일 것이다. 이미 플랫폼이 된 게임

로 보낸다. 이러한 기능은 이미 샤잠(Shazam)이나 사운드하운드

포켓몬 스톱이면 더욱 그 가능성이 커진다. 장소는 루어 모듈을 사

결론부터 말하면 플랫폼에 있어 게이미피케이션은 중요한 전략

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에 게임이 보편적 플랫폼

(Soundhound), 네이버 음악에도 구현되는 기능이지만, 아마존은

용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함으로써, 더 많

이지만, 게임은 보편적 플랫폼이 되기는 어렵다고 예상한다. 트위

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

이를 위해 아예 물리적 버튼을 스마트폰에 붙였다는 것이 달랐다.

은 사용자를 유인할 수 있다. 한국은 속초에서만 포켓몬이 돼서,

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모두 게이미피케이션이 중요한 역

나, 인생과 삶, 그리고 경제 체제는 그 자체가 거대한 게임이다. 따

어쩌면 이러한 기능을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 아마존은 직접 스마

속초에 관광객이 많아진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어떤 실

할을 하는 플랫폼이지만 게임은 아니다. 이베이(eBay)의 초기 모

라서, 사람들은 또 다른 게임은 그저 게임, 유희로만 인식하고 싶

트 폰을 제조하여 보급하는 것을 시도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마존

세계 장소의 매력은 온라인 서비스의 가능 여부와는 상관이 없었

델인 경매, 프라이스라인(Priceline)의 역경매, 구루폰(Groupon)

어할 것이다. 이미 거대한, 큰 게임을 우리는 평생 하면서 살아간

파이어플라이 기능은 사운드뿐만 아니라 동영상에도 적용된다.

다. 무료 Wifi 서비스가 되는 카페가 그렇지 않은 장소보다는 나은

의 특허 받은 소셜커머스 모델 그리고 한국에서 출발하여 53개국

다. 그 거대한 게임에 지쳐있는 마당에 어떤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예를 들어, TV모니터에서 어떤 영화나 뮤직 비디오가 흘러나오고

경우, 스마트 폰 충전을 잘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지 않은 장소보

에 출원되고, 한・미・일 등 10개 이상의 주요 특허국에 이미 등록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인간이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있을 때, 그쪽에 카메라를 비추면서 파이어 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다 나은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어떤 장소의 매력도가 그 장소에

되어있는 올윈(Allwin.Bid)의 그룹 경매 모델 등은 모두 게이미케

게임이 보편적 플랫폼이 될 수 없는 하나의 논거다.

그 동영상을 찾아봐서 무엇인지 파악되면 이 동영상 서비스를 구

서의 온라인 서비스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아마도 포

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서비스나 플

이 논거에 의한다면 포켓몬 GO의 등장은 AR기술에 의한 거대한

입할 수 있는 아마존 스토어로 보낸다. 이 기능은 사운드가 아닌

켓몬이 세계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한다. 물론, 어떤 사업장에는

랫폼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은 필요한 요소이긴 하나 과도한 게이미

O2O 게임 플랫폼의 등장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AR게

카메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서나 약병 등의 제품의 모습을 카메

들어가지 않고 그 사업장의 주차장만 북적거린다는 보고도 있다.

피케이션은 독이 될 수 있다. 결국 게임은 보편적 플랫폼으로 가기

임을 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책으로 상황에 따라 활용할 것이다. 몇

라로 비추면서 파이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그 제품을 인식하여

사업장이 본질적 가치가 없을 때는 체리피커들만의 소굴이 되는

어려울 것이다. 세컨드 라이프(The Second Life)가 한 예이다. 세

몇 오프라인 사업자가 포켓몬 GO 덕분에 빠르고 큰 성공을 하는

아마존 스토어 로 보낸다.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컨드 라이프는 게임과 플랫폼의 줄타기에서 모호하게 간 결과, 실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플랫폼

이렇게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음악, 동영상, 물건, 장소 그 자체를

포켓몬 GO의 인기가 반짝 인기로 끝날 수도 있다. 반대로 포켓몬

패했다. 상상의 세계를 3차원의 그래픽으로 구축하고, 그 가상 세

이 될 것이라고 까지는 예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포켓몬을 포획하

카메라나 마이크로 자동 인식하여 상거래로 바로 연결하는 방식

GO가 아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거대한 O2O 플랫폼이

계를 통한 경제 활동이라는 게임을 세컨드 라이프가 만들었다. 그

러 온 어떤 공간의 방문자가 있다면, 그 공간의 본질 가치에 대한

이 있는가 하면, 그 자체가 아닌 메타 정보를 광학적 인식 코드나

될 수도 있다. 늘 그렇듯이 사용자들이 대거 사용하기 시작하면 선

러나 사용자들은 명민했다. 순수한 게임이라면 게임으로 생각하

평가는 약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점유한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

사물인터넷 장치를 활용하여 연계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광

순환이 일어난다. 사용자들의 사용 데이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

고 게임을 하겠지만, 세컨드 라이프는 게임인지 경제 플랫폼인지

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학적 인식 코드에는 바코드, QR 코드, 컬러 코드 등의 사용이 고려

델을 만들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든다. 물론 게임이 보편적 플랫

모호했고, 사람들은 그 모호한 플랫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

포켓몬 GO의 등장은 AR기술 진영으로서는 최고의 이벤트이다.

되었고, 사물인터넷 장치에는 태그, 비컨, 버튼 등의 사용이 시도

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자하지 않았다. 세컨드 라이프는 게임기반의 보편적 플랫폼이라

AR기술은 이제 비로소 캐즘(chasm,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 시장

되어 왔다.

게임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지속적 사용을 만들어 내는

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경영학적 질문을 던졌다.

진입 초기에서 대중화로 시장에 보급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수

앞서 설명한 샤잠(Shazam), 사운드하운드(Soundhound), 아마존

요가 정체되는 형상)을 뚫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AR기술의

파이어플라이(Amazon FireFly)는 사업자의 동의와 물리적 인식

첫 킬러애플리케이션은 게임분야에서 등장했다. 인공지능도 결국

장치 없이 플랫폼 회사가 자동 인식 기술을 통해 정보와 서비스를

대중화는 체스, 퀴즈, 바둑에 적용함으로써 가능했던 것과 비슷하

제공하는 형태인 반면, 코드, 태그, 비컨, 버튼 방식은 사업자가 자

다. 포켓몬 GO는 게임이지만 오프라인 사업장에 고객을 보내주는

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물리적 인식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자들

O2O의 트래픽 발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소매 유통 분야에도 기

이 이를 사용하는 형태이다. 결국 이 기술들은 사람이 공간에서 사

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이나, 사람, 또는 실 세계와 상호작용 할 때, 자신이 관심을 가지

원래 AR기술과 소매유통과의 관계는 AR을 오프라인 쇼핑에 직

는 특정 대상을 지정하고 이 대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접 응용하는 방식이었다. 오프라인 소매유통 환경에서 사용자가

이다. 한국의 벤플(Benple)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스마트 기기로 상품이나 매장을 비추면 해당 상품이나 매장에 대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고, 최근에 버튼 인터넷(Button Internet)을

한 부가 정보, 프로모션 정보가 나타나거나, 판매 사이트로 연결

새로운 사물인터넷 기반 실세계 상호작용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되는 방식이었다. AR기술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식의 가장 대표

있다.

적인 것이 아마존의 실패한 스마트폰 파이어폰에 있었던 파이어

과연 자동 인식을 통한 실세계 상호 작용이 음악이 아닌 다른 분야

플라이(FireFly) 버튼이었다. 아마존은 자사가 출시한 스마트 폰

에서도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것인지, 또는 사업자의 물리적 장

에 특별한 물리적 버튼을 부착했는데, 그것이 파이어플라이 버

치나 표식을 통한 실세계 상호 작용이 의미있는 성공을 거둘 것인

튼이다. 주변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아마존 파이어 폰 사용자

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여전히 연구, 개발, 사업

는 파피어플라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마존은 그 음

의 하나의 중요한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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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로 상상하는 미래 에너지

찰스 스트로스(Charles Stross)의 소
설 <Accelerando(2005)>을 보면,
기술적 특이점 상황의 클라이맥스에
서 다이스 구 제작에 착수한다.

1. 태양에너지의 100% 활용을 위해 태양계 구조를 바꾸다!
- 다이슨 구(Dyson Sphere)

먼 미래에는 어떤 에너지원이 가능해질까?

1959년 영국계 미w국 천문학자 프리먼 다이슨(Freeman Dyson)
은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내놓았다. [과학 Science]지(誌)에 실
린 2쪽짜리 그의 논문 “적외선 방출 인공천체 탐색(Search for

고장원 SF 평론가

Artificial Stellar Source of Infrared Radiation)”은 항성이 주위로 내
뿜는 복사에너지 일체(一體)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인공적인 초거대
건축구조물(mega-structure)을 상정했다.
다이슨 구의 구조는 반지름이 행성(이를테면 지구)의 공전궤도와
맞먹는 거대한 공 모양으로 그 정중앙에 태양이 자리한다. 이 인공

다이슨 구의 모형 예상도

건축물을 가까이서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은 저마다 태양전지를

수십 년 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는 화석연료의 대체재로 인류는

장착한 작은 단위개체들의 밀집대형 집합이다. 이 단위개체들은

이미 원자력과 수력, 조력(온도차), 지열, 태양열, 풍력 그리고

중심에 있는 항성을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제각기 공전과 자

바이오매스(Bio-mass) 같은 보조동력원을 사용해왔다. 이쯤에서

전을 하되 서로 바짝 붙어있다시피 하여 태양빛을 거의 다 가두리

사고의 지평을 좀 더 열어보자. 앞으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이슨 구 전체의 태양 에너지 전환효율은 이
1)

2. 거의 영원토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 블랙홀을 에워싼 링월드
성간 가스만 공급해준다면 영원히 멈추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

후에도 인류가 찬란한 문명을 계속 누릴 수 있다면, 그때에는

론상 100%에 육박한다.

할 수 있는 천체가 있다. 빛도 빨아들인다는 블랙홀이 바로 그것

과연 어떤 에너지를 주된 동력으로 쓰게 될까? 현재의 우리로서는

그렇다면 다이슨 구의 에너지 산출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 초

이다. 미국의 물리학자 킵 S. 손(Kip S. Thorne)이 고안한 링월드

구조물의 반지름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1AU)와 같다면 그

(Ringworld) 모델은 작은 블랙홀2) 주위를 둘레 500만km3), 두께

내부 표면적은 약 2.72×1017 km2로 지구 표면적의 약 6억 배에

552km 그리고 폭 4,000km의 거대한 링이 에워싸는 구조로, 블랙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다이슨 구는 약 4x1026 W에 달하는

홀이 잡아당기는 구심력을 상쇄하는 동시에 자체중력을 만들어내

이러한 물음에 섣불리 답하기 어렵다. 손에 어렴풋이나마 잡히는
근 미래 청사진과 달리 먼 미래의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고도의 물질문명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양의 에너지복사를 거의 다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자 자체적으로 시간당 두 번 회전한다. 형태만 놓고 보면 다이슨

SF와 과학의 상관관계를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과학자들의

1960년대부터 과학소설계가 다이슨 구를 주요한 소재나 배경으

구의 변종인 셈인데, 중요한 차이는 중심에 태양 같은 보통 항성이

첨단이론을 자양분 삼아 작가들은 상상의 날개를 한껏 펼쳐왔고

로 다루면서 이것을 (프리먼 다이슨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마치

아니라 블랙홀이 자리한다는 점이다. 이 거대한 링에는 사람들이

작가들의 개방적인 아이디어에서 과학자들은 독창적인 영감을

속이 텅 빈 한 덩어리의 단단한 호두 껍데기처럼 오도한 면이 없지

거주하며 필요한 에너지(열과 빛)는 블랙홀에서 충당한다. 이는

얻어왔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상상적 대안들을 하나씩

않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한 치의 빈틈없이 빽빽하게 이어져 태

블랙홀 질량의 20%가 사상의 지평면4) 바로 바깥에 소용돌이 형태

간략하게나마 둘러보려 한다. 태양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양을 에워싼 공 모양의 두꺼운 벽 같은 다이슨 구가 탄생했다. 작

의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태양이

가에 따라서는 이보다 한술 더 떠서 공의 안쪽(혹은 바깥쪽) 표면

평생 열과 빛으로 발산하는 총량의 1만 배에 달한다.5) 이 에너지를

에 지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복 없이 맨몸으로 공기를 마시

50%밖에 소화하지 못한다 해도 태양보다 5,000배나 많은 에너지

며 살 수 있는 천혜의 생태환경을 펼쳐놓기도 한다.

를 공급받는 셈이며, 주기적으로 일정량의 성간물질을 블랙홀 안

것은 물론이고 가까운 이웃 항성계로까지 진출할지 모르는 먼
미래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어마어마해질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대안들을 갖게 될까?

1 Anders Sandberg, Dyson Sphere FAQ, http://www.aleph.se/Nada/dysonFAQ.html
2 블
 랙홀의 질량과 크기는 원래 모체였던 항성의 체급에 좌우된다. 태양보다 질량이 서너 배인 항성은 폭발 후 남은 잔해인 블랙홀의 크기가 맨해튼만하며, 태양질량의 1,000배인 초거성
은 폭발 후 화성만한 블랙홀을 남긴다.
3 지구둘레가 4만120km인 것과 비교해보라.
4 블랙홀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들어오면 설사 빛이라도 달아날 수 없다. 이 한계선을 사상의 지평편이라 한다.
5 킵 S. 손 지음, 박일호 옮김, 블랙홀과 시간굴절, 이지북, 2005년,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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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로 상상하는 미래 에너지

4. 평행우주(Parallel Universe)를 약탈하라!
- 남의 우주에서 에너지 훔쳐오기 (1)
거시세계의 성립과정을 설명하는 우주팽창(빅뱅)이론과 미시세
계를 조명하는 양자역학 같은 현대물리학은 하나 같이 다중우주
(Multivers), 다시 말해 복수의 세계들의 존재가능성을 가정한다.
각각의 우주들은 초기 탄생조건에 따라 물리적 성질(이를테면 중
력, 강력, 약력, 전자기력의 크기)이 다르다. 이는 별이 하나도 생기
지 않은 암흑의 우주가 있는가 하면 중력이 전자기력보다 더 강한
우주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차이는 우주마다 흔한 원소
도 달라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우주에서는 희소하여 귀중한 원

캔 매클라우드(Ken MacLeod)의 소설
<세상 배우기 Learning the World(2005)>

소를 그것이 아주 풍부한 다른 우주에서 대거 가져올 수 있다면 좋
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착상에서 출발한 소설이 있다. 아이작 아시
모프(Issaac Asimov)의 <신들 자신 The Gods Themselves; 1972년
>을 보면, 우리우주에서는 통상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방사성

만 써먹는다는 점에서 대안 에너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물질인 플루토늄-186이 느닷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 바람에

그러나 21세기 들어 발표된 캔 매클라우드(Ken MacLeod)의 장

으로 유입시켜준다면 인류의 수명을 고려할 때 거의 영구적인 에

서도 가장 유명한 초기작으로는 H. G. 웰즈(Wells)의 <달 최초 인

우리 우주를 지탱하는 기본속성 중 하나인 핵력이 과도하게 강해져

편 <세상 배우기 Learning the World; 2005년>에서는 소위 우주

너지 생산시스템이나 마찬가지다.

간들 The First Men in the Moon; 1901년>을 빼놓을 수 없다. 작가

서 태양이 밝아지다 못해 폭발하기 직전에 이른다. 알고 보니 이는

창조 엔진(cosmogonic engine)으로 미니 빅뱅을 일으켜 그 작

들 사이에 갖고 놀던 반물질을 실험실에서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

평행하는 이웃우주의 지적 존재들이 불안정한 자기네 우주를 안정

은 우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훔쳐온다.

게 된 오늘날, 우리가 반중력의 원리라고 해서 터득하지 말란 법도

화시키려 우리우주에다 그 원인물질들을 대량으로 내다버린 탓이

없지 않을까.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화석연료와 질적으로 판이한

었다. 하는 수 없이 인류 역시 생존을 위해 또 다른 제3의 평행우주

이제까지 소개한 미래 에너지 확보모델들은 하나같이 허황되어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에 척력(斥力)을 의미하는 ‘우주상

교통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생활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

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여 지나치게 강해진 핵력을 완화시키고자 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거나

수’를 마지못해 우겨넣었다. 그 항이 빠지면 우주가 자체 질량이

놓을 것이다.

다. 남의 우주에서 에너지를 뽑아온다는 발상은 로벗 A. 하인라인

그에 버금가게 될 기술적 특이점 시대(technological singularity

유발하는 중력을 이겨내지 못해 하나의 점으로 다시 뭉치게 된다

(Robert A. Heinlein)의 소설 <Waldo; 1942년>에서도 찾아볼 수 있

age)가 향후 짧게는 30~40년, 늦어도 금세기 말까지 도래하리라

는 계산이 나온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늘 이 인위적인 임의조정을

다. 만일 평행우주의 존재가 확인되고 양자의 연결로를 만들어낼

예측되는 마당에 당장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 해서 그냥 코웃음

내심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1998년 우주가 예상외로 빠르게 가속

수 있다면 각 우주에 사는 지적존재들 간에 필요한 자원이나 유해

칠 일은 아니지 않을까.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인류사상 최초

팽창하고 있음이 관측되면서 이 팽창하는 힘에 이른바 ‘암흑에너

한 자원을 서로 주고받는 이기주의가 횡행하지 말란 법도 없을 것

로 12초 동안 불과 36m를 간신히 날 때에만 해도 그로부터 66년

지’란 이름이 붙었는데, 이를 두고 공교롭게도 아인슈타인의 우주

이다.

뒤 인간이 달에 족적을 남기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인간은 자

3. 우주의 기본특성을 에너지로 사용한다?
- 반중력(Anti-Gravity)

6)

상수가 실제로 유의미하다는 사후평가가 뒤따랐다. 이러한 발견

신도 모르는 출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아파넷(인터넷의 원

은 대안 에너지원 차원에서 의미심장하다. 암흑에너지를 적절히

5. 미니 빅뱅(Mini-Big Bang)을 일으켜라!

형)이 한정된 용도로 개발된 지 겨우 30년 만에 온 세상이 디지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알아낸다면 이제까지 과학소설에 허무맹

- 남의 우주에서 에너지 훔쳐오기 (2)

경제권에 편입되어버렸고 최초의 원시적인 전자계산기가 발명된

랑한 운송(또는 여행)방법으로 등장했던 반중력을 실용화할 수 있

우리가 우리우주의 탄생원리를 되짚어 태초의 순간을 재현하는 단

지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어느덧 양자컴퓨터의 탄생을 앞두고

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확히 과학 이론적 근거에 입각한 것은

계에 이를 수 있다면 굳이 평행우주들을 기웃거릴 필요 없이 직접

있다. 과학소설에나 등장했던 반물질도 이제는 CERN(유럽입자

필요한 용도에 맞는 미니우주를 만들어 이용하는 편이 더 입맛에

물리연구소)에서 극소량이나마 만들어낸다. 여기서는 반물질이

아니나 SF문학에서 반중력이 우주여행수단으로 사용된 예는 영국

퍼시 그렉(Percy Greg)의 소설

작가 퍼시 그렉(Percy Greg)이 19세기 말 발표한 <황도대를 가로

<황도대를 가로질러

맞을지 모르겠다. 과학자가 소우주를 창조하는 이야기는 에드먼드

정상입자에 닿아 쌍소멸 되지 않게 그것을 자기장으로 최대 16분

질러 Across the Zodiac; 1880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중에

Across the Zodiac(1880)>

해밀튼(Edmond Hamilton)의 단편 <페센덴의 세계 Fessenden's

간 붙들어 놓을 수 있다. 아직까지 CERN의 연간 반양자생산량으

Worlds; 1937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이 작품은 미니

로는 고작해야 100와트짜리 전구를 3초 밖에 켤 수 없지만 이것

우주의 창조주인 인간이 해당우주를 개인적이고 가학적인 용도로

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6 우주의 팽창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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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포그래픽스

과학기술의 금메달을 위해,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번역ㆍ각색 김민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디자인 세일포커스㈜

지난 8월, 수천 명의 운동 선수들이 2016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왔다.

출처 FILED NATION
(https://www.fieldnation.com/wp-content/

운동 선수들이 그들의 뛰어난 기량을 겨루도록 돕기 위해 이번 올림픽에서는 진보된 기술들의 놀라운 발전이 총 집약되었다.

uploads/2016/07/Going-for-the-Technological-GoldTechnology-the-Support-sthe-Rio-2016-Olympics.jpg)

리우의 데이터 네트워크

모바일과 웹 네트워크

자통신 회사 클라로 아메리카(Claro America)와 엠브라텔 브라질(Embratel
Brazil)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및 디지털 기술을 제공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27만 건 음

3G/4G 시스템의 요구가 2012

성 전화가 이뤄지며, 3만 건 SMS

년 런던 올림픽에 비해 50%가량

메시지가 보내졌다.

더 높았다.

2012 올림픽 동안 모바일 트윗의

무선 공급 업체 America Movil’s

량이 높았기 때문에 올림픽 중계에

Brazilian 의 위치에 180개의 모

도 영향을 주었다.

바일 지역과 40개의 보도 전용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스포츠 경기 심사와 운동 선수의 트레이닝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태권도
•경기자들은 전자 충격 센서가 부착된 특수 머리&가슴 보호대를
착용한다.
•이 센서들은 킥과 같은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자동적으로 숫자를
카운트한다.

지역이 더해졌다.

•이 센서들은 득점 수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계산한다.

2016 리우 게임에서는, 358킬로
미터 광네트워크가 설치되고 올림
픽 시설 60곳에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했다.
조정
•영국 도정 경기 팀은 압력 센서와 가속도계, 각도 센서가
IT 아이템들

총 5,400 IT 전문가들이 올림픽 게

시스코 시스템(Cisco Systems) 회사는

임 동안 도움을 주었다.

50톤 가량의 IT 장비를 제공한다

부착된 보트로 훈련한다.
•이것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팀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 각각의 트레이닝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브라질 올림픽 준비위원회(BOC) IT
전담팀은 550개의 서버, 12,000대
컴퓨터, 3,800대 프린터를 구비했다.
브라질 올림픽 준비위원회(BOC)

7,000

100,000 랜

네트워크 접속 중계점

포털 네트워크

사이클
•미국 사이클 팀은 “스마트 안경(Smart Eyewear)”을 착용한다.
•이 안경은 최첨단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생체 데이터, 스피드,

는 15,000건 메일을 보냈고,

시간, 기타 중요한 데이터들을 보여준다.

16,000개 푸시투토크(PTT,버튼
방식의 양방향 무전기 통화),
15,000개 유선 전화, 16,000개
무선 전화를 사용하였다.

30

•이것은 블루투스로 연결되며, 다른 기기들과 동시적, 연속적으로
150

550

방화벽 IPS/IDS

회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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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신임교원 안광원 교수를
만나다
취재·정리 김민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2013년 설립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과학·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국내

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교수님들은 프로젝트

재무 공부는 재미있었어요. 단순히 ‘돈’ 관련된 내용

최고의 미래전략 연구·교육 기관이다. 현재 국내외 많은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류와 지구가

가 많이 없었고, ‘열수력학’이라고 제가 학부 때부터

이 아니라, 금융 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 싱크탱크(Global Think Tank)로써

자신이 없었던 분야의 교수님은 지원을 해주실 수 있

모두의 사회 복지(Social Welfare)를 극대화 할 수 있

었어요. 열수력학이라는 게 뭐냐면, 원자로에서 핵분

는 방안을 찾는 게 매력적이었죠. 그렇게 박사를 마치

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거기 밖으로 냉각수를 돌

고 운 좋게 중국 북경대의 HSBC 경영대학원에 교수

려 열을 흡수해 궁극적으로 터빈을 돌리잖아요? 그

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수한 학생들과 늦게

때 어떻게 하면 더 열을 효율적으로 뽑아낼 것인지에

까지 연구를 하고, 이렇게 또 KAIST에 부임하게 되었

대한 연구에요.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네요.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가을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전임 교수로 부임한 안광원 교수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본다.

32

Q1

Q1 학문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석사는 저의 수리적 배경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

공부했죠.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하고 싶었던 분야

A.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주)우리기술이

학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더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가 아니니까요.

Q2 연구하셨던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주신다면

라는 회사에서 산업기능 요원으로 병역특례를 했습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어요. 재

그러다 MIT 도서관에서 우연히 하버드 수학과 교수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니다. 그때 논문을 2편 썼는데,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밌더라고요. 그 분야를 더 심도 있게 공부해보고 싶

만나게 됐어요. 그 분은 MIT에 재무 쪽 박사를 다시

A. 박사 때, 일반 균형 이론(시장의 여러 상호의존적

에 대한 것과 원자력 발전소의 기계적 부품에 대한 생

어서 하버드 통계학 석사를 마치고 MIT 핵공학 박사

따러 왔다 하더군요. 제 석사 때 전공이 통계학이기도

인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경제학 이론)을 이용해

존 자료 분석에 대한 것이었어요. 대학 때 통계학 수업

과정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했고, 그의 말을 듣다보니 저도 재무 쪽에 관심을 갖게

서 금융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통화 정책이나

에서 들었던 내용을 원자력 발전소 기계 부품 분석에

그런데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MIT 핵공학 박사 과정 중에 영국

재정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야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

적용했었죠.

요.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생활비 등 돈이 많이 들거든

옥스포드 재무학 박사로 다시 지원하게 되었고요.

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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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억에 남는 연구라고 하면요. 2년 전 쯤, KIST 방

하자면, ‘과학기술’은 감자를 생산하는 기술이고, ‘사

Q5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란?

그러니 ‘미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가 미래에 대

문 과학자로 있을 때요. TV를 보는데 물리학자가 보

회과학 분야’ 특히 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제도나 규

A. 돌이켜보면, 경제학은 ‘미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해 이해하는 작은 원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는 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

제가 주어진 기술수준에서 더 효율적으로 많은 감자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앞으로 어떤

토대로 점점 확장 시켜 큰 원에 가깝게 만들고, 점

다가 통계 물리학에서 나오는 방법론을 이용해 경제

를 생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일지에 대한 기대값을 부여하고 그에

(agent)들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정확히 고려하여,

학이나 사회 현상에 응용해볼 수 있겠단 아이디어가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제도나 규제를 어떻게 조직해

따라 최적화된 의사(정책) 결정을 하니까요. 주식 및

미래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떠오른 거죠.

야 과학기술이란 생산력을 이용해 감자를 더 많이 재

채권, 자본 시장이 그렇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생각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주당순이익(EPS)를 분석·발표하

배하고 캐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가 기대한데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전혀 엉뚱한 결과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기

예를 들어, 에너지 정책, 원자력 정책, 교육 및 더 크게

가 나올 때가 많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디서 어떤

Q6 <See Futures>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존의 EPS 예측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통계

는 재정 및 통화 정책 등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있다면?

물리에서 나오는 조절 성장 과정 모델(controlled

연결고리를 잘 푼다면 과학기술이 더욱 활발하게, 그

보자면 고려되지 않은 외생적 충격 및 간과된 내생적

A. 저는 ‘미래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

growth process model)로 설명하고, 결과를 경기

리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상호작용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지 않아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어쩌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한 번 그려볼게요. [그림 1]을 보

‘미래학’일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정부(국토부)에서

Q3

순환(business cycle) 및 공정공시제도(regulation

Q5

fair disclosure)를 이용해 경제학적으로 설명했죠.

Q4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의 앞으로의 계획은

면, 우리에게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외생변수

도로 건설 계획을 한다면 앞으로 어느 지점에 어떤

서울대 물리학과 최무영 교수님께 지도를 받아서

무엇인가요?

(경제체계 외부에서 결정되는 변수)는 큰 원을 채우는

신도시가 생길 거고 교통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KIST 계산과학센터 김찬수 연구원과 함께 논문을

A.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연구

원소들이고, 우리가 미래에 일어 날수 있다고 가정한

예측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먼 데서 거창한 미

한 편 쓰고, 지금은 괜찮은 저널에 언더 리뷰 상태입

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연구들

외생변수는 작은 원에 속한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우

래학을 찾을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 자체가 미래에

니다.

을 잘 마무리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미래학과

리가 지금 이 큰 원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모두 고려하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미래에 영향을 미칠 일이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면 새로운 아이디

의 접점을 찾고 싶어요.

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또, [그림2]에서처럼, 가능한

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See Futures> 독자 분들께

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른 분야들이 만나는 접

두 번째는 지도 학생을 훌륭하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의 유형이 A, B, C가 있다면 우리의 무지 혹

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멋진 그림을 그려

점에는 연구할 게 정말 무궁무진해요. 위에 언급했

저는 ‘기초’가 탄탄한 학생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

은 편향된 이해로 인해, 상호작용 A와 B만 고려하고 C

주시길 희망합니다.

던 페이퍼 외에도 경제 물리 쪽으로 3편 정도 더 썼

보내고 싶어요. 계량경제학이나 조사 분석 등 연구

유형의 상호 작용은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요. 부도나는 회사들이 경기 순환에 따라서 부도

방법론을 알려주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회과학 저널

패턴이 어떤지 분석한 논문도 있고, 양자역학 개념

에 논문을 게제하려면 ‘정량적’ 검증이 필수적이거든

을 이용해서 주가의 리턴을 모델링하기도 했죠. 크게

요. 사실 미래학에서 이런 방법론이 학위 논문에 필

보면, 저는 원자핵공학과 재무경제학을 공부한 셈인

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

데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개의 분야가 서로 비슷

가면 연구나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방법론이 학생들

하고 개념들이 맞닿는 지점들이 많아요. 도움이 많

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연구자로서의 ‘철학’

이 되고 있죠.

도 심어주고 싶어요.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 한

Q2

외생 변수들의
집합(모집단)
우리가 이해한
외생 변수들의
집합(표본집단)
상호작용 A

Q4

상호작용 C

마디 한마디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니까요. 잘 모르

Q3 연구 분야를 미래학과 어떻게 접목시키실

는 내용인데 책 몇 장 읽어보고 아는 것처럼 말하는

계획인가요?

법이 아니라, 관련된 연구들을 깊이 있게 공부해서

A. KAIST에서의 미래학은 ‘과학기술’과 시너지를 일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고 싶어요.

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걸어온 길

Q6

상호작용 B

이 공학과 사회과학이다 보니, 그런 연결지점에 관심

그림1. 외생변수에 대한 이해

이 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 쪽으로 더 연구를 해보고

그림2.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싶은 욕심도 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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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vent
Schedule

미래학 지형도

국내외 미래학 행사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개최

다양한 주제로 매주 금요일 열려
9. 13 - 14

9. 15 - 16

Future Security 2016
Germany

Factories of the Future
Conference 2016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독일 Fraunhofer에서 개최하는

Brussel, Belgium

컨퍼런스로서, 각종 각종 재난으로부터 개인과 공공

산업 연구와 혁신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유럽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능형 방지 시스템에 대해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로 제조업의

연구교류를 하는 행사다. 연구단체, 안전기관 및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민간

응급기관간의 교류가 있을 예정이다.

파트너쉽 기구인 EFFRA(European Factories of the

http://www.fraunhofer.de/en/events/futuresecurity-2016.html

Future Research Association)이 주관한다.
http://conference2016.effra.eu/news/factoriesfuture-conference-2016-introduction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미래전략 보고서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을 보완하고, 나
아가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여 전략적 지혜를 모은 2017년판을 올 하반기에 출간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와 미래세
대를 위한 일관성 있는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
제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 일정은 다음과 같다.

Ⅰ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일정
•일정과 주제 발표 내용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시간: 매주 금요일 17:00~19:00
•장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서울 광화문 KT빌딩 1층)
•문의사항: 이메일로 연락(moonsoul.report@gmail.com)

10. 10 - 11

10. 18 - 20

Climate Change 2016
London, UK

Food Futures Lab's
Foresight Workshop

세계적인 씽크탱크인 영국 Chatham House에서

Palo Alto, CA, USA

개최하는 컨퍼런스로 파리 기후협약 이후 game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인 IFTF(Institute For The

changer로서의 글러벌 기후변화에 대해 해결해야 할

Future)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로서, 글로벌 푸드

여러 문제들을 짚어보는 행사이다.

시스템을 재조명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들을

https://www.chathamhouse.org/conferences/
climate-change-2016

촉진시키고자 개최하는 워크샵이다.
http://www.iftf.org/what-we-do/events/

11. 2 - 3

11. 16 - 18

Technology Horizon's
Fall Conference

NoF 2016 (7th International

San Francisco, CA, USA

Buzios, RJ, Brazil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인 IFTF(Institute For The

매년 열리는 프리미어 컨퍼런스로서, 기술과 건축,

Future)에서 개최하는 기술전망 컨퍼런스로, 기술에

서비스에 역점을 둔 미래 인터넷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대한 이해와 사회적 변화를 접목시켜 미래를 대비할 수

포럼과 토론을 하는 행사이다.

있는 통찰력과 전략적 도구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제 발표 일정 및 내용
일자
9월23일
9월30일
10월7일
10월14일

대분류
기술
기술
기술
경제

10월21일

정치

주제분야
소프트웨어산업전략
군사기술전략
통일한국 통계전략
국가재정전략
권력구조개편전략

발표자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
천길성 KAIST 연구교수
박성현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국경복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길정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해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문술리포트 2016 보고서는 KAIST
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어 ‘대한민
국 국가미래전략 2016 (출판사 이콘)’ 도서로도 만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의 주제별 일정과 주제발표자는 KAIST 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
com/moonsoul.repor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토론회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http://afreecatv.com/
kfsackr000)를 통해 생중계되어 실시간으로 토론회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Conference on Network of the Future)

http://www.network-of-the-future.org/

http://www.iftf.org/what-we-do/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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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전문가와 시민, 학생들의 미래연구 학술단체인 ‘미래학회’(The Korea Association for Futures
Studies)가 본격적인 학술활동에 돌입했다. 사단법인 미래학회(http://www.koreafutures.net)가 7월
22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서울청사에서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Challenge New Futures)

한편 미래학회 창립학술대회는 우수논문 세편을 골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주제

라서 베스트 데뷔 페이퍼상을 수여했는데 요약한

의 미래연구를 담은 3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지능과 로봇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따른 미래한국
시나리오’, ‘예측적 재난관리는 가능한가’, ‘미래학

1. 2040 도시유형 전망 및 미래형 도시계획

의 10가지 도전과제’, ‘청년실업이 미래사회에 미치

수립전략 모색

는 영향과 정책과제’ 등 최신 미래연구를 소개하는

미래학 학술단체 ‘미래학회’ 창립
학술대회 개최
취재·정리 배일한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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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세션이 끝난 후에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대부분

이 연구는 저성장 사회 및 토지이용 방식의 변화가

의 참석자들이 행사 끝까지 자리를 미래학 연구에

미래 도시공간의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

목말랐던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다.

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특히 이날 행사에는 1968년 최초로 설립된 한국미

도시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별로 적합한 복수의

래학회의 창립멤버였던 김진현 평화포럼 이사장과

미래형 도시계획 수립전략을 제시했다. 심사위원들

김경동 서울대 명예교수가 올해 새롭게 출범한 미

은 기존 도시계획연구와 달리 미래에 예측되는 생

래학회의 학술활동을 격려하는 축사를 맡아 화제를

활공간의 변화 이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모았다. 지난 1960년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

핵심동인 선정에서 사회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토

던 젊은 학자들의 열정과 비전이 반세기를 지나서

지이용 방식을 변화동인으로 추가한 점을 높이 평

느껴지는 듯 했다. 김진현 평화포럼 이사장은 “한국

가했다. 또한 미래도시 유형의 전망을 기초로 도시

의 근대화혁명은 동시에 가족 이기주의, 사교육 범

기본계획 수립전략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한 것도 특

람, 부동산 가격 폭등, 특유의 재벌구조, 지역연고주

징이다.

의 등으로 대표되는 악성 변종 근대화를 낳았다”고

현재 우리라나는 90년대 이후 도시화율이 정체되면

비판하면서 “이제 지난날의 두 개 상반된 기적을 여

서 도시화는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과 승화시켜 세계 일류의 보편적 대안질서의 새 문

감소하고 급증하던 수도권 유입인구도 줄어들기 시

명의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동

작했다. 또한 절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외국인 인

서울대 명예교수는 68년도 한국미래학회 창립총회

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도 진행 중이다. 여기

를 위해 제작한 팜플렛 내용을 후배 연구자들에게

에 저성장 경제 및 첨단교통수단 등 기술의 발전, 공

상세히 소개하면서 세대를 넘은 미래연구의 연계성

유경제 등 미래 메가트렌드의 변화는 향후 도시공

을 강조했다. 미래학회는 이날 김진형 이사장, 김경

간의 이용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동 서울대 명예교수,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된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이인용 국회 수석전

저자는 2040년을 목표로 도시의 성장과 쇠퇴, 도시

문위원을 고문으로, 김현곤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

면적, 도시권의 확대 측면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에

장을 부회장으로 위촉했다.

기반한 도시유형과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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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가리젼(Mega-region)형 도시

2. 미래연구에서의 미래 텍스트 세미오시스

경제성장으로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계속되어 도심

(Semiosis)

의 고밀화된 토지이용이 대도시 주변으로 도시권

양수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을 확산하는 유형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저자는 미래연구에서 미래의 이미지를 만드는 시각

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있는 동남권 지역이 메

화 과정을 기호학적으로 정리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가리젼으로 변모할 것이다. 반면, 지방대도시는 더

서 한국미래학의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했다는 평

이상 고밀화, 초고층화 되지 않지만 재생을 통해 부

가를 받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래연구는 생성할

분적으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나타날 것이다. 바람

수 있는 미래 이미지가 ‘기호 작용’을 가진다는 측

직한 대응전략은 대도시권 집중에 따른 주거비용의

면에서 ‘미래 텍스트’로 상정할 수 있다. 이 미래텍

상승 및 오염 등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

스트는 미래를 읽어내는 의미작용인 동시에 미래에

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 현상, 상징, 지표, 도상을 넘나드는 효과를 나

2) 쇠퇴형 도시

타낸다. 기호학계에서 쓰이는 의미작용 삼항(Sign,

경제침제는 고용 및 투자가 감소되어 인구유출과

Object, Interpretant)의 구조를 미래를 표현하고 읽

토지이용수요가 감소되고 도시기반시설의 적정한

어내는 기호학적 단위로써 응용했다. 저자는 미래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도시의 노후화가 진행된다.

텍스트를 표현하고 읽어내는 작업이 마치 지도의

바람직한 대응전략은 이동비용으로 인한 도시내 연

축척과 같이 미래를 축소하거나 확장시키는 단위로

계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구와 일자

써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래연구에

리를 도시로 재집중시키고 도심을 더욱 고밀화해야

서 최초의 인상을 그리는 듯한 언어적 표현에 주목

한다.

한다. 이러한 미래 연구자의 기호가 설득력을 얻으

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우리나

대의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중

3) 지역거점형 도시

려면 미래 텍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Sign(표상체)-

라 뿐 아니라 서구의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

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에

경제성장으로 도시의 토지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Object(대상체)-Interpretant(해석체)의 반복적 의

원의 감소, 정당 일체감의 약화, 무당파 유권자의 증

서 비롯된다. 하지만 교육수준의 향상과 미디어 환

증가하나, 정부는 대도시에 편중되는 토지이용 수

미작용이 요구된다. 그러한 의미작용 끝에 살아남

가 등으로 기존의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경의 변화에 힘입어 시민들의 참여욕구는 지속적으

요를 지방 도시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대도시권에

은 미래 언어적 기호가 미래연구에서 유의미한 살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중정당의 기

로 증가하고 있다. 가능만 하다면 국민주권의 실현

토지이용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 거점

아남은 기호가 된다. 미래 텍스트가 미래와 상호작

반이 취약하고, 해방 이후 정당의 형성과정에서 밑

에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우

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바

용하는 의미작용 과정에서 무한히 생성되는 과정이

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당원 중심의 정당구조가

월한 정치체제이다. 저자는 대안적인 미래분석 중

람직한 대응전략은 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자 결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형성되지 않고 일부 명망가 중심의 정당이 발전해왔

에서 다문화국가로 안착한 대한민국이 유권자의 직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용규제를 선별적으로 완

러한 미래 언어적 기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텍스트

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 정당체제의 경우 좌우의 스

접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신부족국가’ 체제

화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및 정주환경을

와 이미지의 경계는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펙트럼 위에서 정당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

로 진화하는 것을 희망미래로 선정했다. 이의 달성

찬가지다. 이때 남는 것은 지역감정의 정치뿐이다.

을 위한 시간별, 단계별 미래전략을 제시했는데 1단

한국에서 지역감정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지역간 차

계는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2단계는 신

이나 대립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중요

뢰구축이다. 3단계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

개선하는 도시계획 전략이 필요하다.
4) 스마트 축소도시형
ICT 기술에 기반한 공공시설의 공유체계를 마련하

3. 정당민주주의 위기에 따른 정치사회 미래
지욱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여 감소하는 인구 및 도시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스

저자는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온 정당민주주의의

한 균열요소들이 이슈화되거나 정책의 쟁점으로 부

통분모를 찾아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4단계

마트한 축소도시를 형성된다. 토지이용의 공공성

한계를 짚어보고 모든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직

각될 수 없는 조건, 냉전반공주의의 강한 영향력 때

는 계층간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통합작업을 추진

강화로 공유형 이용 및 이용자 중심의 토지이용이

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로 전환을 촉구하

문에 정당체제로 대표되는 이념적 범위가 지극히 협

하는 것이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직접

보편화된다. 바람직한 대응전략은 도시규모 축소로

는 과감한 주장을 한다.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애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환경이 정착하면 정

주민들의 도시적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삶

전제로 하는 제도로서, 시민사회의 의사를 결집하

다. 또한 정당이 유권자와 소통하지 못하고 시민사

당 제도가 무의미해질 것이란 예측은 시사하는 바

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와 도시의 경쟁력 차원

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민

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표성의 위

가 크다.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주의는 제도로서, 시민사회의 의사를 결집하고 이

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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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브리꼴레르:
인문사회-에너지기술 융합포럼’
결과 정책제언집으로 펴내
서종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지난 5월 27일 제2차 통합 포럼을 끝으로 ‘Energy Bricoleur : 인문

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문/사회/경제학적 현안과 미

사회-에너지기술 네트워크 포럼’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포럼은

래전략’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후 개최된 분과 포럼에서는 ‘에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지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제를 정하고 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원장 이광형)에서 10개월간 추진한 ‘에

련 현안을 진단하였고, 향후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묶어

너지 브리꼴레르(Bricoleur) 네트워크 구축’ 과제의 일환이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2차 통합 포

포럼은 그 동안 부족했던 에너지와 기술・공학 외 분야인 경제・인

럼을 개최하였다.

문・사회・예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 에

각 포럼의 상세한 내용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

너지기술을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총 8회의 분과 포럼과 2회의 통

(futures.kaist.ac.kr)의 행사 및 세미나 섹션에 공유된 정책제언집을

합 포럼으로 추진되었다. 총 10회에 걸쳐 57명의 에너지-경제・인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정책제언집은 에너지와 경제・인문・사회・

문・사회・예술 융합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였고 200여

예술의 융합 관점에서 포럼 발표자와 패널들이 함께 고민했던 내용

명의 청중들도 통합 포럼을 통해 함께해 주었다.

을 정리한 자료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과

1차부터 4차까지의 분과 포럼은 인문사회-에너지기술 융합 관점에

정책이 기술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잡을 수 있도

서 연구해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

록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소비자를 ‘수용자’가 아닌 ‘행복

지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전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

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에너지 정책과

문가들의 공통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1차 통합 포럼은 ‘신재생에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럼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
1차 경제분과 포럼

3차 예술분과 포럼

일시 2015. 11. 26.(목) 12:00 ~ 14:10
장소 서울 강남 어반플레이스 2층 세미나실
주제 글로벌에너지·기후변화와
세계 외교·통상·안보·군사변화
연사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일시 2016. 1. 22.(금) 12:00 ~ 14:10
장소 서울 팔래스 호텔 2층 서궁
주제 문화콘텐츠를 통해 상상하는 미래 에너지
연사 고장원 SF 평론가/작가

2차 인문분과 포럼

일시 2016. 1. 8.(금) 12:00 ~ 14:10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2층 오페라홀
주제 인류사회·개인에 대한 이해로 여는
지속가능 에너지 전략
연사 한순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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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통합 포럼

6차 사회분과 포럼

일시 2016. 2. 26.(금) 14:00 ~ 16:00
장소 라마다 서울 호텔 2층 헤라홀
주제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문·사회·경제학적 현안과 미래전략
연사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4차 사회분과 포럼

일시 2016. 4. 22.(금) 12:00 ~ 14:10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2층 하모니홀
주제 에너지 민주주의(양극화, 복지, 참여, 공개,
공익상충)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기술
연사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5차 예술분과 포럼

일시 2016. 2. 12.(금) 12:00 ~ 14:10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2층 오페라홀
주제 한국사회 특수성을 고려한 에너지
산업이 나아갈 길
연사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8차 인문분과 포럼

일시 2016. 4. 8.(금) 10:00 ~ 12:10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2층 하모니홀
주제 디자인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에너지의현재와 미래
연사 황수홍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

● See Futures : Vol.12 • FALL 2016

일시 2016. 5. 16.(월) 12:00 ~ 14:10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2층 하모니홀
주제 즐거움을 동반하는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연사 임기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연구위원

7차 경제분과 포럼

일시 2016. 5. 2.(월) 12:00 ~ 14:10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2층 하모니홀
주제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에너지산업 정책과 기술
연사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차 통합 포럼

일시 2016. 5. 27.(금) 14:00 ~ 16:00
장소 라마다 서울 호텔 2층 신의정원홀
주제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연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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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지원자격
| 석사학위과정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2017 봄학기 입학 전형

•모집: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00명
•지원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우대사항: 공무원, 군인, 연구원, 법률인, 언론인, 기업체 임원 등(국장급 이상공무원, 장성급 군인, CEO등은 우대)
•영어성적: 석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면제
•학생구분: 시간제(일반장학생) 학생

| 박사학위과정 |
•모집: 문술미래전략대학원 0명
•지원자격: 국내외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MISSION 미래학과 전략・정책을 연구・
교육하여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한다.

G O A L 세계 최고의 미래전략

목표 및 비전

•영어성적: 박
 사학위과정 지원자에 한하여 TOEIC 기준 720점 이상인 자(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소재한 대학(원)에서
수학하여 학위(학사, 석사, 박사 중 어느하나)를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인 지원자는 영어성적 제출을 면제)

연구・교육 기관으로 발전한다.

•학생구분: 전
 일제(KAIST장학생) 또는 시간제(일반장학생) 학생

| 장학금 |
•입학장학금
- 기관추천 : KAIST의 요청에 의한 기관 추천

전형방법 및 전형일정

- 국가기관, 언론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중소벤처기업 지원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교육비의 50% 감면 혜택

| 2017 봄학기 입학전형 일정 |
구분
원서접수

서류제출 기한

•일반 장학금: 소속 회사에서 학비 지원
일시

2016.10.05(수) 10:00
~ 10.17(월) 17:00

2016.10.19(수) 18:00까지
KAIST 대학원입학팀 도착분에 한함

장소

비고

인터넷 접수 : KAIST 입시시스템
(https://apply.kaist.ac.kr/GradApply)
KAIST 대전캠퍼스 대학원입학팀
창의학습관(E-11) 5층 508호
(34141)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창의학습관(E-11) 5층 508호
대학원입학팀

제출서류
접수확인 기간

2016.10.05(수) ~ 10.26(수)

KAIST 입시시스템
(https://apply.kaist.ac.kr/GradApply
> 제출서류관리 > 최종제출여부)

1단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16.11.10(목) 14:00 이후

KAIST 입시시스템
(https://apply.kaist.ac.kr/GradApply
> 합격자발표)

면접전형

2016.11.14(월) ~ 11.18(금)

1차(서류) 합격자 발표 시 게시함

최종합격자
발표

2016.12.01(목) 14:00 이후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제출서류

온라인 입력 후 출력본,
성적표 등 모집요강이 정한
제출서류를 입학관리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송부

•입학원서 1부

•박사과정 제출서류 : 연구 실적 목록, 영어성적

•본인 소개 및 학업계획서(미래전략대학원 소정양식)

•소속기관장 추천서 1부

•대학/대학원(해당자에 한함)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원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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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회사 : 소속기관의 학자금 지원/ 추천서
(KAIST소정 양식)

•재직/경력(해당자에 한함) 증명서 각 1부

- 자비학생 : 소속 기과장 추천서 불필요

•우수성입증자료

입시설명회
개인별 면접전형 일정 확인
(해당 학과(부)/프로그램 별 실시)

KAIST 입시시스템
(https://apply.kaist.ac.kr/GradApply
> 합격자발표)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서류가 도착되어야 하므로 원서접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장소

1차

16.10.01(토) 19:00

서울, 도곡캠퍼스 101호

2차

16.10.11(화) 19:00

세종, 세종 소강의실

연락처

※ 세부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대학원 신입생 모집일정
• 2017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생 모집 : 2017년 4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학과/전공별로 모집여부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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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제1기 수료,
제2기 입학

KAIST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제5기 수료,
제6기 입학

지식재산권에 대해 배우는 학습의 장

미래를 이끄는 창조적 전략 학습의 장

AIP 과정은 특허법원 판사진,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국장, 카이스트 교

하나가 지식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많은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공공부문과 민간의 창조적 사고 역량 향상을 목적으

공부문의 리더들이 본 과정을 통해 더욱 폭넓은 식견과 미래전략역

수진 등 국내 최고의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표가 이 강의를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1기 서오텔레콤

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개설한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

량을 함양함으로써 의미있는 정책을 펼치고,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사례 위주의 실질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과정을 이수한 수료

(주) 대표 김성수 원우는 “강의내용이 사례를 중심으로 짜여있을 뿐

(ASP)이 9월 22일 제6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생 입학을 맞이한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에게는 카이스트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카이스트 동문자

만 아니라 강사진과 CEO들의 토론과 목소리가 전달되는 등 과거볼

다. 이번 과정은 2016년 9월 22일부터 2017년 3월 23일까지 총 15

입학식 다음 주인 9월 29일에는 제5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

격과 각종 동문행사 및 강연회 참가 특전도 부여한다.

수 없었던 교육 문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주차(45시간) 동안 매주 목요일(18:30~21:30)에 KAIST 문술미래

(ASP)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다. 3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15

지난 3월 카이스트 서울 도곡캠퍼스에 개설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이 기술

전략대학원 세종시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주 동안 진행되어 온 제5기 과정은 9월 22일 제6기 국가미래전략

과정’의 제1기 수강생 50명이 수료를 앞두고 있다. 9월 21일 1기 수료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 성과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은 KAIST 교수진들이 자율자동차, 복잡계

고위과정 입학식과 더불어 제5기와 제6기 과정생 간의 합동 교육

식과 2기 입학식이 공동개최 되며, 1기 과정생 중 리더십과 창의성을

술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지식

와 빅데이터, 대한민국 신산업전략, 사물인터넷 미래전략, 인공지

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수료생에게는 KAIST 총장 명의의 수료

발휘한 원우를 선발하여 중기청 및 특허법원 기관장 명의의 리더상과

재산전략 최고위 과정(AIP)’ 제2기 과정은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언

능 미래전략 등 대한민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주요 분야의 기술

증이 수여되고, KAIST 동문 자격과 함께 각종 동문 행사 및 강연회

창의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론인 등 총 50명 내외로 선발되며, 오는 9월 21일부터 내년 3월 15일

적 방안을 직접 강의한다는 데 강점이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공

참가 특전이 부여된다.

1기 회장인 한국스토리텔링 연구원장 이가희 원우는 “지식재산의 중

까지 매주 수요일,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종강의실에서 진행

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노하우 하나

될 예정이다.

제6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일정
순서

강의 주제

1
(9.22.목)
2
(9.29.목)
3
(10.6.목)
4
(10.13.목)
5
(10.20.목)
6
(10.27.목~0.29.토)
7
(11.3.목)
8
(11.11.금~11.12.토)
국내 Workshop
(1박 2일)
9
(★)
(11.17.목)
10
(★)
(11.24.목)
11
(★)
(12.1.목)
12
(12.8.목)
13
(2.23.목)
14
(3.16.목)
15
(3.23.목)

제6기 ASP 입학식
미래학개론(5,6기 합동과정)
제5기 ASP 수료식
(6기)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사회
자율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현황 및 전망
복잡계와 빅데이터로 본 미래전략

강사

대한민국 신 산업전략
제4차 산업혁명, 역동적 기회의 창이 열린다.

강성모 KAIST 총장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과정운영위원회 교수진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조동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정하웅 KAIST 물리학과 교수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전 경제수석, 기재부차관, 은행연합회장, 우리은행 회장)
임춘택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경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해외 Workshop(2박 3일, 중국 상해)

과정운영위원회 교수진

일자리 중심의 경제전략

미래 공공조직을 위한 파괴적 혁신 전략
(Disruptive Innovation Strategy for Future Public Organization)
사물인터넷(IoT) 미래전략

김성희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이상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3차원 미래예측실습

이상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문화기술 미래전략
한국경제의 혁신과 미래전략
인공지능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연구프로젝트 토론
로봇 미래전략
Data-driven Journalism
Civic Design Thinking
(스텐포드 D school의 public분야 적용)

이동만 KAIST 전산학부 교수
김원준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과정운영위원회 교수진
오준호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이원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김성희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이경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제6기 연구프로젝트 발표회

과정운영위원회 교수진

제7기 ASP 입학식
국가미래전략 특강(국제외교와 안보)
(6기, 7기 합동과정)
제6기 ASP 수료식
(7기)에너지 사용과 환경의 미래

강성모 KAIST 총장
김정섭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과정운영위원회 교수진
임만성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 상기일정과 강사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파트너와 함께 동반 수강할 수 있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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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 문의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ASP 문의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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