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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글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던 미국 대선에 이어,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과
이에 따르는 조기 대선이라는 대형 이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의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지 그야말로 오리무중(五里霧中)의
2017 봄호 도움주신 분들 》 04

상황입니다. 이에,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커버스토리 - 선거 예측 특집
미국은 대선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 06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치 국면을 바탕으로, 이번 호 커버스토리에서는 ‘선거 예측’을 특집으로

조남운 서울대 경제학과 강사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편집진의 권한을 낮추고 최대한 필진을

한국의 대선 예측 방법 》 12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어떤 예측과 방법론이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국내에서는 어떠한 예측들이 진행되었는지 학술적으로 접근해봅니다.

선거와 예측, 대한민국 대선 열차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 16

이어, 현재 정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 중인 정치 전문가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봅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미래를 위한 실험

‘미래를 위한 실험’ 섹션에서는 찔러도 피가 나지 않도록 개발된 ‘무출혈 주사 바늘’에 대해

주사바늘로 찌르면 꼭 피가 나야만 하나? 》 20

알아봅니다. 이어지는 ‘석학의 비전’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에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

대한 대응법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한 한류 콘텐츠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또, 미래

신미경 KAIST 화학과 연구조교수

에너지와 관련하여, 미래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석학의 비전
원-헬스(One-Health) 관점에서 본
조류인플루엔자의 실체와 인간의 대응 》 24

‘인물 포커스’에서는 로봇, 드론, 인간의 미래에 대해 사회 통념과 전혀 다른 미래상을 알리기
위해 ‘로봇-드론-맨(Robot-Dron-Man)’이란 영상을 제작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배일한 연구조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원자력의 미래 》 30
강성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연구실장

이 외에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를 주축으로 열린 여러 행사들에

‘한한령(限韓令)’에 관해 알고 싶은 다섯 가지 물음 》 34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어느덧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017년 저희 <See Futures>와 함께

화제의 인포그래픽스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2017 연간 IT 비즈니스 전망 》 38

감사합니다.

미래학 지형도
인물포커스 - ‘로봇-드론-맨’ 제작자 배일한 연구조교수 인터뷰 》 40
국내외 미래학 행사 》 44

편집장 정재승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임교수,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개최 》 45
2017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가을학기 석·박사 신입생 모집 》 46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제3기 모집 》 48
KAIST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제7기 모집 》 49

| 정정문 |
2016년 12월 12일 발간된 [See Futures] 겨울호 커버스토리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할 여성 과학기술자들에게’ 원고 중
‘199년 → 1979년(6p)’으로 ‘과학 활동 → 과학 활동의 차이를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가져왔다고 분석한다.(8p)’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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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신 분들

2017 봄호
<See Futures>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

조남운

도움주신 분들

신미경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강성식

KAIST 화학과 연구조교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연구실장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고려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

KAIST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생명공학 박사학

KAIST 원자력공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

았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분배정의와 사회통합 SSK 연구

위를 받았다. 현재 KAIST 화학과에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를 이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가동

센터에서 근무하며, 선거 예측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에게

어가고 있다. 공동연구상, 신지식인상, 과학기술부 미래 과학자

중인 원전의 안전성향상과 관련된 규제기술과 연구개발을 위

미국 선거 예측 방법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들어본다.

상 등을 수상하였다. 그와 그의 연구팀에서 함께한 KAIST 화학

해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 원자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

과 신미경 연구조교수를 통해 연구팀에서 개발한 무출혈 주사

해 들어본다.

커버스토리 | “미국은 대선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바늘에 대해 들어 본다.

석학의 비전 | “원자력의 미래”

미래를 위한 실험 | “주사바늘로 찌르면 꼭 피가 나야만 하나?”

조기숙

박성민

김재홍

임대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치컨설팅 민 대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화여대와 미국 인디애나 대학을 졸업한 정치학 박사로, 정치

1991년 대한민국 최초 정치컨설팅 민(MIN)을 설립하였다. <정

서울대학교 수의대를 졸업한 후, 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박사를 마치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학회 편집이사를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치의 몰락>,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등 저서를 발행하였

장과 질병연구부장을 거쳐 현재 서울대 수의대 조류질병학 교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중국영화, 대중문화,

로 재직 중이다. 학계에서 진행되었던 국내 선거 예측 방법론에

으며, 현재 정치 컨설팅 회사 민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대한민

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집

문화콘텐츠이론 비평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에게 중국의

대해 들어본다.

국 정치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그에게 현 정치 현황에 대

중적으로 연구하였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

한한령과 한류 콘텐츠의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해 들어본다.

자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물어본다.

커버스토리 | “선거와 예측, 대한민국 대선 열차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석학의 비전 | “원-헬스(One-Health) 관점에서 본 조류인플루엔자의 실체와

커버스토리 | “한국의 대선 예측 방법”

석학의 비전 | “‘한한령(限韓令)’에 관해 알고 싶은 다섯 가지 물음”

인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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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선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선거와 예측에 관하여
한국에서는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의 급
변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이 선거일정은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요즘처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기도 드
물 것이다.

조남운 서울대 경제학과 강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선거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강력하
다. 선거 결과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것인가?”라는 질문만큼 많은 사람
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과 리서치 기업들이 노력해왔고, 노력하
고 있다.
선거 결과 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설문조사’
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은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뉴스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인데, 대체로 리서치 기업
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얻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전한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검색 빈도수, 트위터나 페
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거 결과를 예측하
기도 한다. 소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예측
방법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예측 기술이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어 오
고 있었다. 이 방법은 설문조사와도 다르고, 빅데이터 분석과도 다
르다. 이 글에서는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 이라고 불리는
선거 예측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예측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자 한다.
군중의 지혜
통계학과 그 응용에 지대한 기여를 했던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그의 기여 중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지문(fingerprint)을 통한 개인 식별이 효과적임을 입
증한 것이다. 하지만 통계학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그가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라고 말
하면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는 1906년 한 가축 박람회장에서
800여 명의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소를 도축해서 가공했을 때 무
게가 얼마가 될 것인지 맞추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경연대회를 접
하게 되었다. 그는 참가한 사람들이 적어낸 숫자를 분석하였다. 예
상대로 써낸 사람들의 답은 대부분 틀린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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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대선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여기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관찰하게 된다. 그 값의 평균은

우에는 1천원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오차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것을 1907년 네이처(Nature)

두 설문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묻고 있다.

1)

지에 ‘Vox populi’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이는 군중의 목소리

첫 번째 질문은 응답자의 선호도를 물어보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voice of the people)라는 뜻이다.

질문은 응답자가 예측하는 다른 사람들의 선호도를 물어보고 있
다. 여기에 참값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보상을 준다는 약속을 하면

행동경제학

사람들은 참값을 맞추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한편, 20세기 중후반부터 대니엘 카너먼(Daniel Kahneman)과 버
논 스미스 (Vernon Smith)를 비롯한 일군의 심리학자들과 경제학

시장과 정보

자들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인 실험을 사회과학의 한 방법론으로써

앞에서 언급했던 소의 무게 맞추기 경연대회도 마찬가지이다. 여

적용하고자 했다. 이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사람

기에서 참값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소의 무게이고 실제 소의 무게에

들의 의식적인 행위였다. 하지만 사람의 의식적 행위는 대장균이

가깝게 응답한 사람에게 높은 보상을 주는 것이 약속되어 있었다.

나 쥐와는 달리 실험의 대상이 되기에 치명적으로 부적합한 속성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주의를 기울여 자신이 짐작하는 소의 무게를

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의식하는

적어낸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참값을 예상

시장 가격은 오를 것이다. 반대로 높다고 판단했다면 그는 그 상품

미국의 예측시장

데, 그러한 의식은 행동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실험이나

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중요

을 팔 것이며, 그러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장 가격은 떨어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이란, 위에서 설명한 시장의 정보 처

관찰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식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한다

한 점은, 이렇게 예상한 값들은 하나하나 보았을 때 참값과의 차이

지게 될 것이다. 즉, 시장 가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합당

리 능력을 예측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금융 시장이다. 예

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사회과학자들은 그것을 호손 효

가 크다 할지라도 평균이나 중앙값 같은 수치들은 참값에 근접하는

한 가치’에 끊임없이 수렴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측시장 중 하나인 정치 주식 시장(Political Stock Market, PSM)이란,

과(Hawthorne effect) 라고 부른다. 20세기 중반의 심리학자들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은 일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투표의 장이라고

선거 후보들을 일종의 주식 상품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시장이다.

호손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실제 실험 목적을 숨기고 실험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언즈(John Keynes)는 이러한 관점을 금융시

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오와 온라인 시장(Iowa Electronic Market, IEM)은 1988년에

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만 실험은 의도치 않은 심각

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케인즈의 가장 유명한 저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투표는 관심도와 확신하는 정도, 그리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개설한 학술 목적의 예측 시장으로 주요

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지금은 인간을 대상으로

작인 ‘고용, 이자 및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에서 그는 가상의 미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양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이것

선거들은 물론, 중앙은행의 금리 변동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예

하는 연구에서 기만 실험은 윤리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선발대회를 사고실험으로 제시한다. 여기에서 상금은 미녀의 사진

은 우리가 보통 선거에서 보는 투표와는 다른 특성이다. 당연히 그

측을 상품화하여 거래하고 있는 역사와 규모 면에서 가장 널리 알

있다.

들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표한 사진을 고른 사람들에게 주게 된

상품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그 상품의 참된 가치에 대해 확신도

려져 있는 예측시장이다.

그러면 지금의 사회과학자들은 어떻게 호손 효과를 극복하고 사람

다. 이런 경연대회의 참가자는 설령 미녀A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더

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양이 많을수록 그

정치 주식시장에서 주식은 선거 결과의 어떤 측면을 상품화할 것

의 행동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을까? 경제학자들이

라도 다수가 미녀B에 투표할 것 같다고 판단할 경우 미녀B에게 표

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거래할 것이다. 그 결과 상품의 가

인가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승자 독식 방식

주목한 방법은 보상을 이용한 것이었다. 어떤 응답을 하던 동일한

를 던질 것이다. 케인즈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의 핵심적

격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Winner Takes All, WTA)이다. 이 방식에서는 선거에서 해당 후보

사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응답에 따라 다른 사례금을 주는 방식

인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는 자산의 가격이란 거래자

요소는 자산의 양이다. 그런데 자산의 양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

가 당선되었는지의 여부로 최종 주식 가치를 결정한다. IEM의 WTA

을 취한 것이다. (물론 돈 대신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쓸 수도 있다.)

들이 생각하는 자산의 진정한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미하는가? 만일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어 왔다면 자산의 양이 많

시장에서는, 가령 후보 A, B, C가 참여한 선거에서 B가 당선되었다

예를 들어, 대선을 예측하기 위해 던질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를 생

생각했다. 그보다는 거래자들이 생각하는, 자기를 제외한 다른 거

은 사람은 과거 자신이 행했던 거래에서 참된 가치에 가까운 값을

면 선거 후에 후보 A, C 주는 0달러로, 후보 B 주는 한 주당 1달러와

각해보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통상적인 설문조사에

래자들이 예상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거래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거

교환해준다.

서 던지는 질문이다. “당신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질

러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거래가 거듭될수록 그것의 실제 가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은 과거 성공적으로

두 번째는 득표율 방식(vote share, VS)이다. 이 방식에서는 해당

문에 가령 후보1을 지지하면 5천원을 주고 후보2를 지지하면 1천

치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거래해왔던 거래자들의 정보 평가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한

후보의 득표율로 최종 주식 가치를 결정한다. IEM의 VS시장에서

원을 준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어떤 거래자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품A의

다. 이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시

는 가령 후보 A, B, C가 참여한 선거에서 각 후보가 각각 42%, 37%,

질문을 다음과 같이 살짝 바꾸면 차등적인 보수를 통해 좋은 정보

시장 가격이 합당한 가격에 비해 낮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해보자.

장에서 정보가 효율적으로 모아져 가격에 반영된다고 본다.

21%를 득표했을 경우 선거 후에 각 후보의 주식 가치를 한 주당 42,

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은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 그 상품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시장의 효율적인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예측에 사용하는 것

37, 21센트와 교환해준다.

까? 실제 당선될 후보를 맞추시면 5천원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

사람이 많다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상품A의

이 바로 예측시장이다.

위 두 가지 방식에서는 모든 주식을 합쳤을 때 반드시 그 가치 합이
정확히 1달러가 된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IEM은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1달러를 내면 모든 후보의 주식 하나씩으로 이루어진

1 Galton, F. (1907), ‘Vox populi (the wisdom of crowds)’,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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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대선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주식 묶음 하나로 바꿔준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확보한 자신의 주

것이다. 설령 이익보다 후보 선호를 중시하는 거래자가 존재한다

미국 2016년 대통령 선거 예측

식을 팔기도 하고 다른 이가 가진 주식을 사기도 하는데, 여기부터

할지라도 그러한 비경제적 거래는 이익을 중시하는 거래자에 의해

그렇다면 IEM은 최근 있었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시장의 거래되는 방식은 실제 주식 시장과 동일하다.

흡수되고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예측을 내놓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IEM은 대다수 주류 언론들

하지만 가격추이는 WTA와 VS방식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

가게 된다. 이 역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 여론분석 예측과 비슷하게 힐러리 클린턴의 우세를 예측하였다.

차이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WTA방식의 경

작동방식이다.

WTA시장에서는 힐러리(파란선) 주가가 0.973달러로 마감함으로

우 유력한 후보의 주식 가치는 1달러에 가까워지며 나머지 후보의

그렇다면 예측시장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방법과 비교했을 때 얼마

써 힐러리의 당선을 예측했으며, 아래쪽의 VS시장에서는 0.519달

주식 가치는 0달러에 가까워지는 반면, VS 방식의 경우 각 후보의 예

나 정확할까?

러로 마감함으로써 힐러리의 득표율이 앞설 것임을 예측했다.

상되는 득표율에 수렴한다. VS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WTA 방식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예측시장의 예측력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측에 대한 간단한 사고 실험 하나를

논쟁 중인 주제이긴 하지만 여론조사와 예측시장을 비교했을 때,

떠올리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전을 딱 한 번 던지고 어

예측시장은 여론조사보다 더 나은 예측결과를 보여줬다는 연구

70

떤 면이 위를 바라보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WTA방식의 주식시장

가 많다. 주제가 논쟁적인 이유는 단기 예측의 정확도 차이가 크지

60

WTA 방식은 선거 결과를 가지고 행하는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에

않아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IEM에서 실시했

50

실패했음은 명백하다. 하지만, VS 방식은 예측이 틀렸다고 단언하

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참가자들은 동전을 던진 뒤 떨어지

값

VS 예측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80

40

는 순간을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관찰하고 있다고 생

던 964건의 정치예측시장에서 선거일 직전(5일 전) 여론조사의 오

각해보자. 한동안은 동전의 어떤 면이 위로 갈지 확실하지 않기 때

차율은 평균 1.62%포인트였고, 정치예측시장(VS 방식)의 오차율

문에 앞면, 뒷면 주식은 각각 0.5센트 근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은 1.11%포인트로 예측시장이 근소하게 나은 정확도를 보였다. 하

10

가 45.98%, 힐러리가 48.08%로 힐러리가 앞섰다. 이를 예측시장

이다. 시간이 흐르면 동전의 어떤 면이 위로 갈 것인지 점점 확실해

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 예측(100일 전)에서 여론조사는 평균

0

의 오차율과 비교하기 위해 양자구도로 재환산할 경우 힐러리 주식

지게 된다. 이것을 보고 있는 참가자들은 그 확실해져가는 면의 주

4.49%포인트, 예측시장은 평균 2.65%포인트의 오차율을 보였다

식이 최종적으로 1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가

는 점은 예측시장의 예측력이 여론조사보다 나을 수 있음을 시사하

격에 거래하려 하게 된다. 그리고 거의 결과가 확실해지게 되면 그

기 어렵다. 미국은 간접 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

30

선거 결과로 트럼프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전체 득표율은 트럼프

2)

고 있다.

15-Oct-16

10-Nov-16

11-Sep-16

05-Jul-16

08-Aug-16

28-Apr-16

01-Jun-16

25-Mar-16

17-Jan-16

20-Feb-16

14-Dec-15

07-Oct-15

10-Nov-15

31-Jul-15

03-Sep-15

27-Jun-15

20-Apr-15

24-May-15

11-Feb-15

17-Mar-15

20

렴하게 된다.
이러한 예측시장은 여론조사가 가지는 근원적 문제점 한 가지를 극
복할 수 있다. 예측시장은 임의 추출(random sampling)을 고려할

을 감안하면 VS 시장은 매우 정확한 예측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조지 부시와 엘 고어가 출마했던 미국 대선에서도 이와 상

날짜

주식은 1달러에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WTA방식의 시장은
최종 결과가 확실해질수록 주식 가격이 1달러 아니면 0달러에 수

은 0.511달러로 평가될 것인데, VS의 마감 가격이 0.519달러였음

당히 비슷한 결과를 보였던 바 있다.
예측득표율(%)
100
값

미국 대선들

90

미국의 다른 선거들

80

힐러리 클린턴

여론조사의 중요성

도널드 트럼프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예측시장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결과부터

90

미국 외의 선거들

70

WTA 예측

100
80

말하자면 여론조사는 예측시장의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 예측시

70

장에 대한 회의론 중에는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예측시장의 별 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반

60

드시 응답자가 순수하게 무작위로 선택되어야 한다. 무작위로 선

50

50

미 없는 가격 변동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예측오차를 높

정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무작위로 선정되

40

40

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3)

지 않은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정확하다.

30

적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만 모아서 예측시장을 운영한다 할지
라도 이 시장에서 거래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를 한

날짜

IEM 예측시장의 대략적인 정확도
가로축은 실제 득표율, 세로축은 예측시장 (VS방식)이 선거일 전날 예측한 득표율이다.

10-Nov-16

실제득표율(%)

04-Oct-16

100

27-Aug-16

90

20-Jun-16

80

12-Jun-16

70

05-May-16

60

19-Feb-16

50

28-Mar-16

40

12-Jan-16

30

28-Oct-15

20

05-Dec-15

10

20-Sep-15

0

13-Aug-15

0

06-Jul-15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정보일수록 예측력을 높이는 데 도움
21-Apr-15

0
29-May-15

10

04-Feb-15

예측시장의 참가자들에게는 정보가 풍부할수록 좋으며, 가능한 한

10

14-Mar-15

장에서는 그러한 임의 추출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극단

20

20

20-Nov-14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예측시

30

28-Dec-14

여론조사의 근원적 문제는 설문 응답자가 순수하게 무작위로 선택

60

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
가 바로 여론조사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
는 데에 익숙하다. 이러한 이유로 예측시장은 여론조사가 없다면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예측시장은 독립적인 예측 방식

다. 후보 A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후보 B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

실선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정확함을 의미한다.

IEM의 2016년 대선 예측시장 주가 추이

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공표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취합하고

고 판단한다면 그 거래자는 후보 B의 주식 가격을 더 높게 평가할

출처:Berget,al.(2008)중일부발췌

출처:IEM홈페이지http://tippie.biz.uiowa.edu/iem/markets/Pres16.html

종합하는 성격의 예측장치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Berg, J. E., Nelson, F. D. & Rietz, T. A. (2008), ‘Prediction market accuracy in the long run’,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24(2), 285–300.

3 Manski, C. F. (2006), ‘Interpreting the predictions of prediction markets’, Economics Letters 91(3), 4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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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 예측은 맞은 적이 별로 없다고 할 만큼 과학적으로 발전

솔직히 여론조사결과를 볼 기회가 별로 없는 필자로서는 이론에

된 분야가 아니다. 대부분의 논평과 언론의 예측은 선거 전에 실시

기초해 선거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언론과 논객들의 선거 예측은

된 일련의 여론조사 추세에 기초한 것인데 이 또한 맞은 적이 별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측하는지

없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한 지역구에서 500명의 샘플에 기초해

알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필자가 그 동안 비교적 정확히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출구조사도 총선결과를 제대로 맞

2002년 이후 한국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 사용한 이론적 모델을

추지 못한 적이 많다.

소개하고자 한다.

대선 예측은 국회의원 선거 예측에 비해 비교적 나은 편이다. 출구

미리 밝혀두지만 필자가 이론으로만 선거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

조사는 결과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선이

다. 선거예측에 있어서 그 바탕 자료가 되는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50만 표 내외에서 승패가 갈리다보니 오차 범위 내라서 방송사마다

은 매우 중요하다. 설문조사자료의 분석은 유권자의 선거행태에 대

출구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출구 조사 전에

한 이론을 검증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는 예측에도 도움이 된다.

이뤄지는 대선 예측은 대체로 여론조사결과에 기초하고 있거나 희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론적 이유로 설문조사에만 기초해 선거결과

망사항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만일 ‘선거는 과학’이라는 필자의

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한국처럼 바람이 선거

평소 주장이 맞는다면 적어도 선거 1-2년 전이나 혹은 2-3개월 전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곳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하루아침에 뒤집

에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게 가능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주

힐 수 있기 때문이다.

로 역술가들이 하고 언론이 간헐적으로 재미 삼아 이를 소개하기는

필자가 그 동안 한국선거 예측에 사용한 모델은 ①선거의 구조, ②유

하지만 사후 예측인 경우가 많다.

권자, 그리고 ③선거 전략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화 이후 대선은 물론 총선에서도 논평가들이 가장 많이 신봉했

선거의 구조나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지식은 주로 과거의 경험

던 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원칙이었던 것 같다. 1987

적 데이터에서 축적된 것이지만 대부분 이론을 검증해 얻은 결과이

년 대선에서 양김의 분열로 노태우 후보의 당선, 1997년 대선에서

다. 유권자와 선거 전략도 사실상 선거의 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

이회창, 이인제의 여권후보 분열로 김대중 후보의 당선, 2002년 대

어 이 글에서는 주로 선거의 구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선에서 정몽준과 단일화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바로 그 사례들이

필자의 선거예측 모형은 주로 미국에서 발전된 선거이론을 한국의

다. 하지만 1992년 대선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보였던 정주영

역사와 맥락에 맞게 활용한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선거의 주기, 정

후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고, 2002년 노

당의 역사, 선거 전략에 대한 유권자 반응성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

무현 후보의 당선 또한 진보적인 권영길 후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에 미국 이론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양국의

당선되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이정희 후보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등가성(Functional equivalenc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패했다.

한국 선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당의 역사적 재편성

대선에서뿐만 아니라 ‘분열이냐 연대냐’에 기초한 선거예측은 최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선거이론이 앞선 미국이나 유럽

근 총선에서도 거의 들어맞은 적이 없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

의 학자들은 정당도 유기체처럼 연합(생성)-발전(전개)-해체(소

리당, 민주당, 민노당으로 분열된 진보진영은 역사상 최고의 의석

멸)-재연합(재생성)의 주기를 겪는다고 주장한다. 이 주기가 한 세

을 획득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보수진영이 새누리당, 자유선진

대를 의미하는 30년이다. 정당은 대공황이나 전쟁처럼 외부의 충격

당, 친박당으로 분열했지만 개헌이 가능할 만큼 압도적 의석을 확

적 사건에 의해 급작스럽게 재편성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세대교체

보했다. 2012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

에 의해 점진적으로 재편성되기에 세대교체에 필요한 30년을 주기

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반면,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으로

로 한 사이클이 나타난다. 정당의 재편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

분열한 2016년의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170석을 얻게 될 것이라

양당 혹은 다수의 정당을 가르는 균열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

는 예측을 보기 좋게 비웃으며 민주당은 1당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

리 정당의 역사도 70년 정도 되다보니 서구의 이론이 적용될 만큼

는 분열이나 연대보다는 더 중요하게 선거결과를 결정짓는 선거의

유사한 연합과 해체, 재연합의 발전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발견할

구조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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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 이후 1987년까지는 독재(경제

2000년 5월 필자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폭발할 것이라고 예

초로 등장했다.

성장)와 민주의 대결이 핵심 쟁점이었다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

측했는데 그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호남지역주의

노대통령의 양극화의제는 독재와 민주에서도 소수파가 되었고 IMF

한 이후인 1988년에는 독재와 민주의 쟁점이 약화되면서 지역정당

가 급격히 완화되면서 지역균열이 해체되는 현상과 이것이 수도권

위기를 가져온 책임에 의해 정권을 빼앗겼던 한나라당이 성장이데

이 등장하였다. 이는 급격한 정당재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을

고학력 유권자의 투표불참으로 이어져 투표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올로기를 중심으로 재연합함으로서 다수파가 되는 계기를 제공했

가르는 주요 균열이 영남, 호남, 충청의 지역주의였다면 3당 합당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기존 지역쟁점의 약화는 지역을 뛰어넘는

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 대선의 가장 큰 이유는

이후에는 호남과 비호남의 균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충청은 호남

후보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맞서 싸워온 노무현

성장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의 재연합이며, 둘째로는

과 영남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했다. 1992년 김영삼의 승리, 1997

후보의 부상을 예견했던 것이다. 투표율은 정당 재연합기에 상승하

복지를 제대로 의제화하지 못한 정동영 후보의 패착에 있다. 대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정당을 다수정당으로 만들어주었다. 현

년 김대중의 승리에는 김종필의 충청지역주의가 결정적이었다. 그

고 해체기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패배 후에도 재출마의 기회를 가진 김대중, 이회창, 문재인과 달리

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새누리당이 괴멸해 정당이름까지

러나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으로 호남지역주의가 약화되기

2002년 대선에서는 과거와 달리 투표선택 요인으로서 세대와 이념

정동영의 재출마가 불가능해진 데에는 명분 없는 패배가 가장 큰

바꿨지만 그렇다고 성장이념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장년세

시작하면서 2000년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와 같은 이념이 처음으로

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새롭게 등장했다. 노무현은 지역주의로부터

이유라고 생각된다. 즉, 재연합 선거에서는 균열적 쟁점으로 정면

대(탄핵에 반대하는 23%의 국민)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고 민

투표선택 요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역주의의 약화와 이념정

자유로운 젊은 층과 진보적인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되었는데 이 때

승부를 해야 하는데 정동영은 이명박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는 선거

주당 지지가 50%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것이 경제적 좌파의 지지를

치의 등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역주의

한국에서 진보의 의미는 서양의 경제적 균열이 의미하는 좌우와는

전략으로 참패를 면치 못한 것이다.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 완전한 해소는 30년이 되는 2018년 선거에서 가능하겠지만 자

달리,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지지하면 진보, 대결정책을 지지하

2007년 한국정치에서 최초로 경제적 진보(복지)와 보수(성장)의

결론적으로 분열과 연대와는 무관하게 특정 진영에게 압도적으로

연수명의 연장에 따라 해체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면 보수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은 경제적 진보가 아니라

균열이 등장한 이래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복지와 경제

유리한 선거국면이 형성되는 건 전적으로 선거의 구조, 그에 따른

따라서 그해 선거에서 정당이 재연합, 발전, 해체 중 어느 시기에 속

정치개혁 즉, 탈지역주의와 ‘새로운 정치’라는 구호를 내걸고 당선

민주화 담론까지 선점함으로써 보수의 외연확대에 성공했다. 반면,

유권자의 분포, 그리고 선거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선

하는지를 알면 선거결과 예측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지역주의 균열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1년만에 정치만족도를 25%

문재인 후보는 경제적 좌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성

거에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유리한 선거전략을 사용해서 선거구조

이 여전히 강고했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필자는 호남과 충청의 지

에서 75%로 올려놓음으로써 선거에 당선된 임무를 마치게 되었다.

장 이념에 젖어있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패배할 것이라

가 허용하는 최대치를 달성하는 것이지 구조를 뛰어넘는 성과는 예

역연대로 대선승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중요한 쟁점인

그 후 노무현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균열쟁점이 양극화 해소와 관

고 필자는 예측했었다. 물론 국정원의 선거개입 등 부정선거의 영

상하기 어렵다.

지역차별을 깨는 전략으로서 도덕적이기까지 하다며 DJP연대의 필

련된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를 위해 비전2030을 제시하며 복지와

향도 있었겠지만 문재인 후보는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앞

이렇게 볼 때 1997년, 2002년 진보진영의 대선 승리는 구조의 불리

요성을 1995년 최초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당시 강고한 정

성장이라는 경제적 균열쟁점을 처음으로 의제화하였는데 그 결과

서지 못했을 만큼 선거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함을 딛고 외부적 충격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한 선거 전략의 승

당연합이 지역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해에 기초한 것이었다.

2007년 대선에서 이 균열이 투표선택의 요인으로 한국 정치에 최

따라서 선거예측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후보자나 정당의

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2007년 이명박의 승리는 성장이념을 만들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이 재연합되는 과정에서는 비교

어준 박정희신화로 인한 수혜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박근혜의 승

적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선전하는 경향이 있고, 정당이

리 또한 박정희의 유산과 유리한 선거 전략의 활용 결과라고 할 수

해체되는 시기에는 중도후보가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대선과

있다. 2017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부상은 새누리당의 괴멸에 따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안희정보다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이유도

른 반사이익도 있지만 진보이념으로 재연합되는 과정에 있는 것 또

민주당의 정당재연합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진보화가 세대

한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교체에 의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과 출생률감소로 인해 고연령 유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것이

권자가 인구분포상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후보

라는 점을 선거구조, 유권자 분포만을 가지고도 누구든지 쉽게 예

는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이번대선에서도 경제 쟁점에 있어서 과감

측할 수 있다. 관건은 민주당 경선이다. 민주당 경선이 정상적으로

한 좌클릭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치러진다면 문재인 후보가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

선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이 유권자의 투표행태라고 할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적당한 후보가 없는 중도 보수 정당에서 민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당일체감이다. 정당

당 경선을 본선으로 생각하고 대거 참여해 경선결과를 왜곡시킬 가

재연합의 과정에는 정당일체감이 투표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능성이 존재하기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결국 이번 대선은

되고 정당해체의 과정에서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해

새누리당의 괴멸이라는 비상상황을 맞이하여 선거의 구조, 유권자,

진다. 정당을 재연합하는 균열쟁점은 필연적으로 소수당과 다수당

선거 전략으로 구성된 필자의 모델과는 무관하게 민주당의 경선이

을 낳게 되는데 지역쟁점은 다수인 영남에게 유리했고 호남에게 불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되었다. 아무리 정교한 모델이라도 사회현상

리했다. 경제적 진보와 보수의 쟁점은 여전히 성장이념이 지배하고

에서는 늘 예측이 불가능한 이변이 존재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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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예측,
대한민국 대선 열차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정치도 평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문학, 영화, 음악, 미술, 건축, 음식

wagon effect, 우세해 보이는 사람이나 팀을 지지하는 현상)’를 만들

임이라는 속성에서 전쟁이나 스포츠와 본질적으로 같다. 룰은 스포

흔히 3불(不) 전략이라 불리는 세 가지 원칙이었다. 첫째, 적이 원하

등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평론 아닌가.

어낸다. 바로 여기에 선거 예측의 맹점이 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츠처럼 정해놓았지만 심리적으로는 사실상 전쟁이다. 법철학자인

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둘째,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

예컨대 같은 영화를 두고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보라고 추천하는 평론

피해 목소리를 숨기는 ‘샤이(Shy)’ 유권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칼 슈미트(Carl Schmitt)가 그의 저서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정

다. 셋째, 적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선거에서도 ‘프레임’

가가 있는가 하면 그 돈으로 파스타나 사 먹으라고 조롱하는 평론가도

한 국면에서 특정한 ‘당파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더 적극

의한대로,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쟁이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프레임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것은 씨름에서

있다. 반면 정치는 금리나 환율처럼 계속 움직이므로 ‘객관적으로 분

적으로 응답한다면 조사 결과는 왜곡되고 그만큼 선거 결과 예측에

라는 것이다.

샅바를 잡은 쪽이 놓친 쪽보다 유리한 것과 같다. 사자와 호랑이가

석’이 필요한 분야다. 평론은 아무리 독설을 퍼부어도 대상의 내용을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스포츠·전쟁·선거 모두 전력, 전략, 정신력에서 승패가 갈린다. 먼

싸울 때, 들판에서 싸우면 사자가 유리하고 깊은 산 속에서 싸우면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당선, 그리고 한국 총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것도 그런 영향으로

저, 전력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아무리 전략과 정신력이 뛰어

호랑이가 유리한 것과도 같은 이치다. 프레임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것이다.’는 말처럼 분석은 그 자체로 강한 영향을 끼친다.

보인다.

나도 이기기 쉽지 않다.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말이 있

면 선거를 규정하고, 나를 규정하고, 상대를 규정해야 한다.

영국의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David Beckham)이나 미국의 패

정보와 뉴스의 과잉 시대다. ‘가짜 뉴스’가 공신력 있다고 믿어지는

다. “누구나 얼굴을 크게 강타당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획이란 걸

선거에서 정신력이란 투표 참여 의지와 분열하지 않는 결집력을 의

리스 힐튼(Paris Hilton) 같은 셀러브리티(Celebrity)가 ‘유명한 것으

포털과 SNS 채널을 타고 유통되고 있다. 통계 전문가인 네이트 실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미한다. 한국과 미국의 대선을 분석해 보면,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로 유명한’ 것처럼 선거 예측도 또 다른 선거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

(Nate Silver)가 지적한대로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여론

물론, 뛰어난 전략가는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도 한다. 전략이 중요

본선에서 분열하지 않는다면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가 있다. 예

스마트폰과 SNS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 시대에는 쏟아지는 여

조사와 같은 ‘소음’을 차단하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놓치지

한 이유다. 베트남의 전설적 전략가인 ‘보응 우 옌잡(武元甲)’은 전

컨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분당이라도 할

론조사 결과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밴드왜건효과(Band

않아야 한다. 그런 신호는 어떤 것들일까? 선거가 승패를 가르는 게

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프랑스, 미국과 싸워 이겼는데 그의 전략은

것처럼 치열하게 싸웠지만 본선에서 갈라서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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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와 예측, 대한민국 대선 열차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을 찾아올 수 있었다. 2008년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도 버락 오바마

로 그런 후보가 없는 낯선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2012년보다 더 참혹한 결과가 예견된다.

지’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유승민이 대통령의 대척

(Barack Obama)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다시는 안 볼

과거, 현재, 미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모두 정권교체의 한 방향

2012년 대선에서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

점에 서서 잠시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 내긴 했으나 -지속하지도 못

것처럼 싸웠지만 역시 본선에서 분열하지 않고 정권을 되찾아 왔다.

을 가리키고 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출범했던 ‘보수연합’이

다면 민주당과 문재인이 대안인가?’ 라는 질문에 확신을 주지 못했

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 대선 주자들이 훨씬 선명한 대척점에 서는

2016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붕괴한 것도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정권교체

바람에 지지율 제고에 실패했다.

의 경선 상대였던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이 트럼프에 대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로 당이 쪼개졌기 때문에 분열을 극복하기

에 동의하는 유권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여당 후보인 박근혜의 당선

보수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존재다.

한 지지선언 대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함으로써 분열에 대한

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지난 9년 보수정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

을 정권교체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단임이기 때문에

앨버트 허시먼(Albert Hirshman)이 1970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이

우려가 커졌으나, 본선에서는 큰 이탈 없이 뭉쳐 정권을 되찾아갔

이다. 2016년 12월 말에 중앙일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

현역 포지션의 후보는 없고 계승자와 도전자 포지션의 후보만 있다.

탈, 항의, 그리고 충성심 (Exit, Voice, and Loyalty)>에서 설명한대로

다. 이들 모두 분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었기 때

보수 대통령(26.2%)보다 진보 대통령(63.9%)을 선택하겠다고

독특한 것은 계승자인 집권당 후보도 전임자와의 차별화에 성공하

조직이 퇴보할 때 개인의 선택지는 조직을 떠나거나(이탈), 조직에

문이다. 정권을 되찾아오라는 지지자들의 압력을 외면하기 어려웠

답했다. 다른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보수주의자로 보이지

면 정권교체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항의)이다.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바른 정당’

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집권당은 쉽게 분열한다. 힐

않으려는 ‘샤이(Shy) 보수’도 늘고 있다. 새누리당 탈당파의 ‘깨끗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정권을 계승한 경우도 어느 정도 정권교체

은 항의를 통해 조직의 문제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러리 클린턴이 승리하지 못한 것도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지

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슬로건은 역설적으로 보수의 ‘부패와 탐

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은 그런 기대를 버린 유권자가 이탈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지

지층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욕’을 고백한 셈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선을 분석해 보면 유권자들은 전임자와 차별화된

난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

유권자는 후보, 진영, 정당, 정책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대통령

보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성공 시대’, 박

이미지를 갖고 있는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변화(Change)’

해진 유권자들이 항의를 포기하고 이탈을 선택한 덕에 큰 성과를 거

을 뽑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선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투표하

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를 약속했으나 대기업만 성공하고

가 언제나 먹히는 슬로건인 이유다. 1990년대 빌 클린턴(Bill

두었다. 국민의 당 때문에 보수 진영이 낡은 이념 전쟁으로 중도보

는 것이 한국 선거의 큰 특징이다. 미국에서는 ‘정당일체감(미시간

부자만 행복한 세상이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부패했지만 능

Clinton) 대통령 재임시절 경제실적이 좋았지만 부통령을 지낸 앨

수층을 잡아두기 어렵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선을 어떻게

학파)’이나 ‘계급이해(콜롬비아학파)’에 따라 투표한다는 학설이

력은 있다던 ‘보수의 신화’가 깨지고 있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세 가

고어(Al Gore)가 공화당의 조지 부시(George Bush)에게 진 것도 전

될까. 앞선 흐름으로 보았을 때, 결국 이번 대선은 1995년 서울시장

있으나,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 지난 총선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가

지 기준으로 투표한다. ‘강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 ‘돌봐줄 수 있

임자와 이미지가 비슷했기 때문이다. 반면 박근혜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처럼 집권당 보수 후보(당시에는 민주자유당 정원식)가 3등으

장 좋은 지표는, 정당 지지율이나 이슈에 대한 찬반 여부가 아니라

는가?’ 유감스럽게도 안보·경제·복지에서 보수는 신뢰를 잃고 있

의 탈당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차별화에 완전히 성공했다. 이는 박

로 밀리고 야당 후보(민주당 조순, 무소속 박찬종)간의 싸움으로 흘

전·현직 대통령 네 명에 대한 호감을 묻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다. 유권자의 투표 기준을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좋아해서 찍

근혜가 이명박 정권 내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섬으로써 ‘야당 이미

러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이명박, 박근혜 네 명 대통령을 집권 순서대로 불러주고 호감을 물

거나, 필요해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는

어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능력 때문에 필요해서 찍는 유권자가 꽤 있었으나 두 번의 보수정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합이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

을 거치면서 그런 이미지가 거의 무너졌다.

한 호감도 합보다 높게 나올 때가 있다.

심각한 것은 보수가 젊은 유권자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는다는

이 지표는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에서 아주 유용했다. 그 지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보수의 이미지를 물어보면 ‘존경할 인물이 없

역에 출마한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도 보다 훨씬 정확하게 정치

다’와 ‘촌스럽다’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능력도 없다’가 추가되었

적 지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목소리를 숨기는 ‘샤이(Shy) 유권자’도

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 모든 선거에서 보수는 20~40대 유권자에

전·현직 대통령의 호감도에 대한 기습 질문에 숨김이 없었다. 아마

서 절대 열세다. 놀라운 사실은 20~40세대가 50~60세대보다 투표

도 2017년 대선에서도 이 지표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는데 이는 조사가 실시된 이래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 또 다른 지표가 있다. 과거 대통령, 현재 대

처음으로 역전된 것이다.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보수의 지지기반으

통령, 미래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선 열차가 정권교체, 정권

로 간주됐던 50대도 절반 정도 야권으로 지지를 옮겼다.

연장 중 어느 레일을 달리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2014년 이후 김대

한국 선거의 전통적인 전선이었던 지역과 이념의 전선이 빠르게 무

중, 노무현 두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합이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너지고 ‘세대 전쟁’으로 전선이 이동 중이다. 2016년 총선에서 보수

의 호감도 합을 압도하고 있다. 이례적인 것은 미래 대통령인 차기

의 마지막 보루였던 서울 강남벨트와 대구가 뚫리고, 전통적 텃밭이

대통령 지지도였다.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야권 인사들의 지지율 합

었던 부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보수가 전통적으로

이 여권 인사들의 지지율을 압도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보수 진

강했던 수도권의 중산층 지역이 모조리 야당으로 넘어간 것은 세대

영은 강한 후보가 항상 있었다. 김영삼,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로 이

전쟁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보수가 세상을 ‘북한’과 ‘돈’이라는 낡

어지는 보수 후보는 진보 후보를 늘 압도해 왔으나, 역사상 처음으

은 프리즘으로만 보는 동안 젊은 유권자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18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 See Futures : Vol.14 • SPRING 2017

19

미래를 위한 실험

친숙한 의료도구, 주사기

편함이 있다. 그것은 바로 ‘출혈’이다. 서두에서 제시한 모든 주

모든 의료현장에서 누구나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의료도구를 하나

사기의 사용은 반드시 출혈을 동반하게 된다. 일반인들의 경우

만 고르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사기가 아닐 수 없다. 정

주사 부위를 2~3분가량 압박 하라는 지시를 반드시 따르게 된

기 건강검진에서는 채혈을 위해 주사바늘을 혈관에 주입하게 되

다. 2~3분 정도의 시간이면, 정상인의 경우 상처 부위에서의 지

며,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때 모두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하

혈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사 후의 출혈에 대한 불편함

에 약물을 주입하게 된다. 의료도구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주

은 당뇨병, 암 등의 만성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환자들과, 심

주사바늘로 찌르면
꼭 피가 나야만 하나?

사기의 개발은 ‘어떻게 하면 약물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체내에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장기간 동안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

흡수시킬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이 약물을

람들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곤 한다. 위와 같은 환자들은 ‘혈액

복용하여 질병의 증세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 응고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를 의학용어로 코어귤로파시,

을 터득한 시점에, 새로이 직면한 문제는 약물이 그 효과를 나타

coagulopathy)’이 걸리기 때문에, 주사 바늘로 인한 작은 출혈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라도 지혈을 위한 큰 수고를 빚기 마련이다. 또한 간염바이러

무출혈 주사가 가져오는 신세계

개발된 것이 바로 주사기이다. 최초의 주사기는 1853년 프랑스

스, 최근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등과 같이 혈

에서 개발되었으며, 은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

액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출혈이 동반되면 의료진

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후 영국에서 약물의 주입 정도

등에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무출혈 주사기 개발은 시급한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리로 제조된 주사기가 발명되었는데, 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
신미경 KAIST 화학과 연구조교수

는 현재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일회용 주사기의 원형이라
고 볼 수 있다.

주사 후 지연되는 출혈과 그로 인해 생기는 멍

무출혈 주사 시대의 서막
그렇다면 주사바늘로 찌르면 꼭 출혈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일
까? 이러한 물음의 시작으로 무출혈 주사기가 개발되었다. 무출
고대 주사기의 원형과 현대의 일회용 주사기

혈 주사기는 주사바늘의 표면에 지혈기능성 재료를 코팅함으로
써 구현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코팅에 적합한 지혈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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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회용 주사기는 다양한 의료적 수용에 맞춰, 약물이 주입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다. 코팅된 재료는 주사바늘이 피부와 혈

되는 경로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질병 예방을 위

관조직을 뚫고 체내로 주입될 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버틸 수 있

한 백신 접종이나,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 주입, 그리고 항생

도록 단단하게 표면에 고정되어야 하며, 주사바늘이 체외로 빠

제 주입 등은 피하주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영양 불균형을 해결

져나올 때는 조직에 부착되어 주사부위를 막을 수 있어야만 한

하기 위한 수단 또는 입원환자의 각종 약물주입을 위한 수액 공

다. 현재까지 개발된, 그리고 상용화된 수많은 의료용 지혈제들

급은 주로 혈관 주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독감 예방 접종은

은 외과 수술에서의 과도한 출혈을 막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상

근육주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까지의 주사기에 관한 연구는

용화된 대표적인 의료용 지혈제로는 FDA 승인을 받은 시아노아

‘무침’, 혹은 ‘무통’ 주사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즉, 주

크릴레이트계 접착제와 체내의 혈액응고 단백질을 이용한 피브

사를 맞았을 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주사기 자체의 형태나 바

린 글루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혈제는 체내와 같이 수분이 많

늘의 재료를 바꾸어 새로운 형상의 주사기를 만드는 연구들이었

은 환경에서의 접착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출혈 부위에 도포한 후

다. 그러나 주사를 맞았을 때의 아픔과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불

그 지속성이 떨어지며, 특히 시아노아크릴레이트는 부산물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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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실험

주사바늘로 찌르면 꼭 피가 나야만 하나?

성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무출혈 주사기의 개발을

착기능을 모사하여 상용화한 의료용 지혈제이다. 심/뇌혈관 협

위해 우수한 조직 접착성을 가지면서도 단단한 물성을 갖는, 인

착 및 폐쇄 등의 혈관 질환의 치료 시, 혈관 내에 카테터/스텐트

체에 무해한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삽입하여 혈관 중재 시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키토산-카테콜 필름

일반 주사바늘

일반 주사바늘

주사

출혈

주사

출혈

출혈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2016년에 미국
홍합 모사 의료용 지혈제, 키토산-카테콜

FDA의 510(k) 허가를 획득하는 등 KAIST에서 시작된 기술로써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고분자 중 키토산은 새우, 게 등 갑각류

글로벌 보건현장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성장 중이다.

혈관

의 단단한 껍질에서 추출되는 고분자로, 지혈 능력이 우수하다
키토산-카테콜 하이드로젤

무출혈 주사바늘

무출혈 주사바늘

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키토산은 우리 몸의 체액의 산도와

홍합 모사 의료용 지혈제를 코팅한 무출혈 주사기

동일한 생리 식염수에서 용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의

또한, 키토산-카테콜을 상온에서 자연건조하면 쉽게 균일하고

료용 재료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

단단한 필름이 형성되고, 형성된 필름의 안정성 또한 높다. 이러

은 연구자들이 키토산에 다양한 화학적 작용기를 도입하는 연

한 키토산-카테콜을 주사바늘에 코팅하면 무출혈 주사기를 구

구들을 진행해왔다. 그 중에서도 바다에 사는 홍합이 수분이 많

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주사바늘을 일정한 속도로 회

은 환경에서도 바위나 선박 바닥에 잘 붙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

전시키면서 키토산-카테콜 용액을 한 방울 올린 후, 1시간정도

하여, 그 접착기능성을 보이는데 핵심 분자인 ‘카테콜’을 키토산

자연건조 시키면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주사바늘과 다르지 않지

(일명 ‘키토산-카테콜’)에 도입하였다. 키토산-카테콜은 생리

만, 찔러도 출혈이 전혀 없는 무출혈 주사기가 형성된다. 주사바

무출혈 주사기 VS 마이크로니들패치

인 지혈 원리가 다를 뿐만 아니라, 약물을 주입한다는 주사기의

식염수에서도 높은 용해도를 보이고, 점막이나 조직에 대한 접

늘 표면에 필름을 형성하는 건조 과정에서 카테콜의 특이적 화

기존에 무출혈/무통 주사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으로는 ‘마

기본 사용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착력 및 지혈효과도 우수하다. 특히, 키토산-카테콜은 혈액에 접

학결합에 의한 가교반응이 진행되는데, 이것이 무출혈 주사기를

이크로니들패치’가 있다. 이는 파스와 같은 패치 형태의 표면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촉하였을 때 혈액 내 단백질들과의 분자적 결합을 통해 즉각적으

만들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이 된다. 주사바늘의 표면에서 형성

100여개의 가는 바늘이 존재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바늘을 구

로 다공성 막을 형성하였다. 이는 혈액/조직의 체내와 체외의 경

된 키토산-카테콜 필름은 초기의 용액 상태와는 달리 추가적인

성하는 재료가 생분해성 고분자이기 때문에 피부를 침투하였을

무출혈 주사의 미래

계에서 물리적 장벽을 형성하여 지혈 기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가교결합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필름이 혈관 내에

때 녹아서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패치형태의 제품은 피

현재 개발된 무출혈 주사기 기술은 주사 후 표면에 존재하는 키

또 다른 증거이다.

들어가서 혈액에 접촉하였을 때, 가교된 필름이 팽윤되면서 조

부에 부착하는 극히 제한된 형태의 약물 전달만 가능하며, 100%

토산-카테콜 필름이 지혈능을 보이고 나면 일반 주사 바늘과

키토산-카테콜을 함유하고 있는 패치형 지혈용품 이노씰

직접착성을 갖는 ‘하이드로젤’ 형태로 전이되고, 이러한 ‘하이드

의 신뢰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그 마이크로 니들을 표

동일한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같

(InnoSEAL ) 제품은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로젤’이 주사 부위에 고정되어 효과적인 지혈능을 보이게 되는

면에 균일한 크기와 간격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가의 제조 공정

은 환자에게 동일한 주사바늘을 이용해서 의료적 처치가 이루

품목허가를 받아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주)이노테라피에서 제

것이다.

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높은 편이다. 현재 마이

어질 수 있기 때문에 2~3번 이상의 반복적인 지혈능을 보일 수

크로니들패치는 일상적인 의료과정이 아닌, 노화방지를 위한 미

있는 무출혈 주사바늘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용 재료로써 피부과 혹은 성형외과에서만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를 위해서는 개발된 무출혈 주사기에 숨겨진 지혈 메커니즘을

있다. 마이크로니들패치로 의료현장에서 매일 사용되는 일회용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지혈 기능성 고분자를 개발하는 일

주사기를 대체하기에는 아직도 수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중요하다.

이에 반해 홍합모사 지혈제를 이용한 무출혈 주사기는 그 근본적

또한, 이러한 지혈 메커니즘은 일회용 주사기의 출혈을 막는 단

TM

조, 판매하고 있는 이노씰 제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홍합접

지혈

지혈

지혈효과
무출혈 주사기의 지혈 메커니즘에 대한 모식도와 그 지혈기능성

순한 역할 이외에도 다양한 침습적 의료기기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양수검사
바늘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국소마취주사바늘로의 적용은 수술시
야를 확보할 수 있기에 유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병소
부위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검사물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새
250 ㎛

1mm

침흡인검사용 바늘에 적용한다면 출혈로 인한 진단의 오류를 줄
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카테터와 스텐트 등 체내
에 삽입되는 모든 관 형태의 의료기기에 도입하여 그 응용범위를

홍합모사 의료용 지혈패치 이노씰 (InnoSEALTM), (주)이노테라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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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되어 있는 마이크로니들패치

무출혈 주사기 제조과정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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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헬스(One-Health) 관점에서
본 조류인플루엔자의 실체와
인간의 대응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또한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사람이 행한 자연생태계의 교란과 무

리 방역당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H5N1 바이러스에 의한

분별한 환경파괴, 그로 인한 환경생태계의 병원체와 사람간의 접

가금농장에서의 HPAI 대규모 발생을 세계에서 최초로 보고하게

촉전염, 수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병원체(정확하게는 감염된 사

된다. 그때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나 중국에서는 이 질병의 발생을

람)의 24시간 내 지구촌 확산, 조밀한 인구밀도와 가축의 대량 밀

국제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집사육 등이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확산을 유발하고, 피해를 증폭

위험한 질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상한 국가로 오인 받았다. 그러

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근래에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나 곧 우리가 이런 재앙적 사태를 국제사회에 최초로 투명하게 알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의 확산과 광범위한 피해의

린 국가라는 소중한 평가를 받게 된다.

원인도 이 범주에 속할 것이며 ‘원-헬스(One-Health)’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보자면, 전 세계 오리 사육 규모의 90%에 육박하는 동

통합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병으로 생각해야 한다.

남아시아(중국 포함) 국가나 60%를 상회하는 중국에서 오리를 대
량으로 방사 사육하지 않았다면 야생조류와 가금류가 직접 접촉

H5N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출현과 발생 확산

하는 일은 흔치 않았을 것이다. 인간이 만든 이런 사육형태를 통하

AI 바이러스(AI Virus)는 자연계에서 기원전부터 이미 야생조류

여 유구한 세월동안 지속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자연계에서 존

에 감염되어 왔고, 그들만의 생태계를 이루어 왔다. 즉, 유구한 세

재하는 AIV가 야생조류와 사육하는 조류(가금류) 간에 교차감염

월동안 조류에서 순환감염 되어 왔으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될 수 있는 경계면이 조성되었고, 그때마다 AIV의 변이를 촉발하

감염되어도 숙주는 해치지 않으면서 자손바이러스를 만들어 내는

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도구로만 숙주를 활용하는 감염형태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야

아래 표는 2016년도에 발생한 국가별 HPAI 발생상황과 바이러스

생조류에서는 주로 병원성이 없거나 미미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종류를 요약한 것이다. 2016년 한 해만 해도 실로 다양한 종류의
AI가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네이쳐(Nature)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1940~2004년

에게까지 전염되어 온다. 1938년 우간다의 웨스트 나일 지역에서

감염 형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까지 발견된 335종의 신종 전염병중 60%가 인수(人獸) 공통 전염

처음 발견된 웨스트나일 열병(West Nile Fever)과 같은 절지동물

야생조류가 아닌 가금류에는 저병원성 AI도 흔히 발생하지만,

병이며, 그 중 71.8%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매개 질병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이

1959년부터 1997년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총 21건의 고병원성

한 2013년에 발표된 PNAS 논문에 의하면, 사람의 병원체 1,407종

병은 야생조류 등에서 순환감염 되다가 우기가 길어져 모기가 대

HPAI(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발생이 보고되었

중에서 58%가 인수공통전염병이며, 13%는 신종전염병이다. 게

규모로 증식하게 되면 모기를 통하여 더욱 확산되고, 포화상태로

다. 1997년 홍콩에서의 H5N1 AI 발생 이후로 이제는 HPAI 발생건

다가 신종전염병의 73%는 동물에서 유래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만연된 질병은 결국 숲에서 인간이나 가축의 생태계에까지 흘러

수를 헤아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HPAI 발생과 피해가 증폭

이렇듯, 인류의 감염병은 가축이나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것이 매

들어온다는 개념이다.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병원성
발생
AI바이러스
국가수
(HPAI)종류

H5N1

16

발생국가

비고

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중국,방글라데시,인도,부탄,
1~4차국내유입
레바논,이라크,나이지리아,
(’03,’06,’08,’10)
카메룬,가나,프랑스등

우 많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과 환경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1997년 홍콩 H5N1 AI 발생은 AI 발생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

있고, 총체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학제 간 협력과 공조

한 의미를 지닌다. 1996년에 중국 광동에서 H5N1 이라는 새로운

H5N2

3

프랑스,중국,대만

AIV가 출현한 것이 최초의 발단이었는데 이 바이러스는 변이되어

H5N3

1

대만

H5N6

6

베트남,중국,한국,홍콩,
일본,라오스

’16국내유입

H5N8

19

한국,중국,대만,스위스,러시아,
캐나다,독일,네덜란드,프랑스,
이란,이집트등

•’14국내유입
•’15미국발생

H5N9

1

프랑스

H7N8

1

미국

H7N3

1

멕시코

H7N7

1

이탈리아

H7N1

1

알제리

생물권
(Biosphere)

체계가 필요하다. 인류와 동물의 전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사람과
동물은 물론 환경생태계를 한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근본적

야생
(Wildlife)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원-헬스 원-월드(One-

발함으로써 세계를 경악시켰다. 당시 6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Health One-World)’ 개념이며, 나아가 ‘원-헬스 원-플래닛 원-

집 주위 야생
(Peridomestic
WIldlife)

퓨쳐(One-Health One-Planet One-Future)’까지 확대될 수 있다.
우측 그림에서는 자연환경생태계의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야생동

가축
(Livestock)

차오염은 쌍방 간에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환경
(Domestic landscape)

게 유입되는 미지의 병원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4

여 사람이 집단 사망한 사례가 전무하였다. 이 H5N1 바이러스는
변종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홍콩 H5N1 발생 이후 크고 작은 H5N1 AI 발생이 산발적으로 보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험성 측면에서는 야생동물을 통해 새롭

만연되어 넘쳐나면 이른바 ‘과잉(Spill-over)’ 효과로 인하여 사람

이른바 1997년 홍콩 A형 조류독감 사건이다. 과거에는 AIV에 의하
점점 전파, 확산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AI 바이러스

인간
(Human)

물과 가축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가축, 사람 간에 미생물 교

인간이 거주하는 외곽의 환경생태계에서 동물에 특정 전염병이

1997년에 홍콩에서 가금류의 감염과 함께 18명의 인체 감염을 유

자연환경생태계의 야생동물-가축-사람간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병원체 교차 전파

고되었으며, 그러던 중 2003년에 아시아국가에서 H5N1으로 인한
HPAI가 가금농장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국가와 중국에서 만연된 이 바이러스는 결국 그해 겨
울에 철새를 통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으며, 2013년 12월에 우

출처:P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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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헬스(One-Health) 관점에서 본 조류인플루엔자의 실체와 인간의 대응

AI 바이러스의 종간 감염

고병원성 AI 국내 발생 피해

AIV의 인체 감염은 전형적인 종간 감염 사례이며, 아직 인체에 대

앞선 표에서 보듯이 HPAI의 국내 발생은 올해까지 총 6회에 걸쳐

이후 중국에서 유행하는 H5N6 바이러스가 분리됨으로써 시작되

중국에서는 H5N6 바이러스가 2013년부터 유행한 것으로 추측

한 적응이 충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체간 감염은 일

서 일어났다. 2003, 2006, 2008, 2010년에는 각기 다른 유전자형

었다. 그 해 11월 16일 음성과 해남의 산란계농장과 오리농장에서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0명의 사망자가

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I에 대한 방역이 소홀하여 조류에 만연

(Genotype)에 속하는 H5N1 아형(Subtype)의 바이러스에 의하여

H5N6에 의한 AI가 각각 발생함으로써 본격적인 농장 확산이 일어

보고되었다. 사망률은 50%가 넘지만 중국 가금류와 야생조류가

이 된다면 ‘과잉(Spill-over)’ 효과로 인체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

발생하였고, 2014년에는 H5N8, 2016년에는 H5N6 바이러스에 의

났다. 2014년의 상대적으로 약한 H5N8으로 인하여 정부와 축산

광범위하게 감염된 상황에서 6년간 발생한 숫자임을 감안하면 감

러스가 출현할 위험성은 상존한다. AIV의 종간 감염은 자연생태계

하여 발생하였다. 6차례 모두 중국, 몽골, 시베리아 등 북방에서 날

농가의 인식과 방역의지가 해이해 진 상태에서 초동방역에 실기

염률은 매우 낮은 수치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체 감염 위험

에서 일어나는 과잉(Spill-over)’ 관점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인위

아오는 감염된 겨울철새에 의하여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함으로써 유례없이 심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2017년 2월 10일

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살아있는 조류나

적으로 조성한 많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가축 또는 인간이 사육

그 중 H5N8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에 속했지만, 상대적으로 전파

현재까지 무려 3,300만수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 되었고, 철새와

가금류를 거래하는 중국의 재래시장 조류에서 2014년부터 2016

하는 동물 간에 비교적 쉽게 일어났다.

력이 늦고, 잠복기가 길며, 임상증상 및 폐사까지 경과도 지연되어

야생조류의 감염도 역대 최고인 53건이 확인되고 있다. 극심한 야

년까지 분리된 AI 바이러스를 조사하였더니 H5N6가 주종이었으

즉, 닭, 오리, 메추리, 꿩 등의 가금류는 물론, 많은 종류의 야생조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혼란을 주었으며,

생조류 감염으로 인하여 비록 방역당국의 통제 하에 진정세에 접

며, 무려 34종의 서로 다른 H5N6 유전자형이 혼재함이 밝혀졌다.

류와 돼지, 개, 고양이, 말, 심지어 동물원에서 사육하던 호랑이와

HPAI 발생 시에도 신고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

어들었다 하더라도 겨울철새가 다시 북상하는 올해 봄까지는 산

그 중 국내에는 3~4종이 유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표범 등에까지 광범위한 종간 감염이 보고되었다(우측 하단 그림

과적으로, H5N1 HPAI는 2~5개월 내에 근절되었으나 H5N8은 병

발적인 발생이 예상된다. 더구나 2014년도와 같은 H5N8에 의한

언제든지 다른 종류의 H5N6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

참조). 맹금류나 맹수류의 감염은 대부분 자연계에서 감염된 조류

원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였기 때문에 농가의 경계심과 신고의식,

AI까지 함께 발생하고 있는 전례가 없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절대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를 잡아먹거나 감염된 가금류를 동물원에서 생먹이로 공급함으로

방역의식을 무너뜨림으로써 전례 없이 27개월간이나 지속되어 상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방역체계와 개인위생 의식이 탄탄한 국가에서

써 생긴 일이다. 2005년도에 태국의 호랑이 동물원에서 60여 두

재국 직전 단계까지 가는 위험한 국면을 초래하였다. 역설적으로,

이처럼 겨울철새가 AIV에 광범위하게 감염된 상황은 2010년의

는 감염축이 유통되지 않도록 이동통제와 살처분을 확실히 하면

이상의 호랑이가 H5N1 바이러스로 몰사한 사건이 좋은 사례이다.

이것은 병원성이 약한 병원체가 감염숙주에서의 증상과 폐사를

H5N1 AI 발생과 유사하다. 그 당시에도 겨울철새가 떼로 감염되어

서 발생농장, 살처분팀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개인적 방역조치

한편, 돼지는 호흡기 상피세포에 사람의 인플루엔자와 조류의 인

줄임으로써 오히려 더 오래 지속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진화론

그 동안의 AI 유입원인을 철새로 추정하였던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를 철저히 해 간다면 국내에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본다.

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수용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적 입장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통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사례

결과에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고, 최초 발생 후 약 4개월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개별 농가의 방역조치가 소홀해 진다면 그

들 모두에 감염될 수가 있고, 따라서 돼지 체내에서 두 종류의 AIV

로 볼 수 있다.

20여일 만에 겨울철새가 완전히 북상하고 난 이후에야 종식되었

과정에서 인체감염이 일어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칙

다. 이와 비교할 때, 이번 H5N6는 철새 및 야생조류 감염사례도 53

에 근거한 철저한 국가적 방역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6번째 유입은 2016년 10월 28일, 천안지역의 원앙에서 2013년

가 동시에 감염될 때 두 바이러스의 RNA 유전자가 재조합되어 새
로운 변이형 바이러스가 쉽게 만들어 진다. 이런 이유에서 돼지를

포획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혼합 용기(Mixing Vessel)’ 라고 불러 왔
다. 인간은 인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수용체, 조류는 AIV
에 대한 수용체만 주로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돼지는 두 수용체를
모두 가지고 있음으로써 잠재적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동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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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보다도 훨씬 큰 위험요인이 사람에 의해서 조성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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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다. 즉, 중국에서와 같은 대규모 오리 방사사육은 야생상태에

건으로 훨씬 많고, 초기 단계의 확산세도 무서울 정도로 폭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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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HPAI가 크게 발생한

청난 발생 규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국내 방역당국은 AI 발생국으로부터 조류와 가금류는 물론
가금산물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그 이후부터 오리고기를 건강
식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리 사육 산업이 급팽창하였다.
방역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농가에서도 비닐하우스 내에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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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는 뜻에서 ‘트로이목마’로 불리고 있다. 최근의 HPAI 변이
주는 오리에서 많은 폐사를 일으키는 것도 상당수 있지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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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서 육용오리 사육농가가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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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대로, AI 바이러스에 대한 ‘트로이목마’라고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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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사육이 넘쳐나면서 철새 도래지 주변의 논밭에서도 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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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하였고, 이것은 AI 방역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겨울철새를 통하여 자연생태계에 존재하는 AI 바이러스가 가금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은 바이러스 증폭 또는 매개 숙주로써 오리를 이용한다. 오리 사육

최초 발생후 경과 주별
AI 바이러스의 종간 감염과 보유 숙주(reservori)
2010, 2016 년도 고병원성 AI 연도별 가금농장 발생 비교

출처:OneHealth1,2015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단히 오리를 키우게 되었고, 더구나 오리는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편이어서 병치레가 적고 수입은 오이, 수박 등 시설원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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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어서 야생상태의 AI 바이러스를 가금류로 소리 없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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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 보았을 때, 이번 발생은 초기단계는 물론 발생 7주까지도 엄

H4

어도 닭만큼 임상증상이나 폐사가 많지 않거나 무증상 감염되는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도 이 범주에 속한다.

AI에 취약한 국내 가금산업 구조

H5-H7
H9, H10

감염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게다가, 오리는 AIV에 감염되

산업의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그만큼 AI 발생 피해 위험성도 클 수

었다. 아래 그림을 보면, 2010년 당시와 2016~17년 발생건수를 비

H7

노출된 형태로 사육하기 때문에 야생조류와 가금 간의 AIV 교차

인체에 대한 병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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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농장으로 전파되어 오는 징검다리이자 국내 확산을 조장하
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매번 피해를 확산시키고 조기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다각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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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헬스(One-Health) 관점에서 본 조류인플루엔자의 실체와 인간의 대응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책임만 무거

한편, 산란계 사육농장은 대규모 밀집사육(북한 용어로는 공장식

운 상태이며, 처우는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열악하다. 이러다 보

사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한 농장에서 현대적 시설로 수십

니, 점점 업무를 기피하고, 이탈하며, 열의를 잃어가는 전문가와

만 수를 키우고, 한 축사에 최고 10단의 사육케이지에서 빽빽하게

관련 공무원들이 많다. 인적 자원의 문제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

밀집사육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현대적 밀집사육이란 단위면적

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

당 이윤과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지만 질병이 발생 시에

이며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는 전파 확산을 밀집해서 일으키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지니

더구나 행정고시 제도가 확고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세계적인

고 있다. 올해는 산란계농장에 AI가 집단 발생함으로써 한 농장에

전문가라도 행정조직 내에 들어가면 고위행정직의 지시를 받아 일

서 수십만 수의 닭이 일거에 살처분 매몰되었고, 3,300만 수에 이

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전문가의 입지는

르는 살처분 수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좁아진다. 선진국과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이다. 선진국에는 없는 이

산란계농장은 규모가 커질수록 계란 수집차량(알차)과 사료차가

러한 문제들이 국내 행정부나 여러 조직에는 도처에 산재해 있으며

더 수시로 왕래하며, 알차는 하루에 여러 농가를 들러서 계란을 수

이런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선진국에 준하는 AI 방역대책

정책만으로는 거대한 예산과 인력 소요를 감당하기 불가능하다. 베

적 피해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단기간 내에 근절할 가능성이

집한 다음,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고 포장하는 계란유통센터(GP

적용은 실행단계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극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백신접종이 최선의 방책이다.

센터)로 수송한다. 따라서 GP센터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안 할 경

AI 상재국인 동남아시아나 중국, 몽골 등의 국가가 인접해 있는 한,

바로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살처분

그러나 살처분 정책으로 근절할 가능성이 높다면 백신접종은 하

우, 모든 농장의 병원체를 모아서 분배하는 집합소 역할을 할 위험

유입 위험성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유입 시 조기에 이를 검색하여

조기박멸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초기단계에서 수많은 살처분을 한

지 말아야 한다. 백신접종 후 감당해야 하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성이 도사리고 있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제거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유이다.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네덜란드처럼 확고한 청사진이 있고, 그 수

게다가 계란을 담는 난좌는 일회용으로 전환하여 농장 간 교차오

최선이다. AI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철새나 가금농장에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AI 백신접종 정책을 실시한 경

순에 의하여 진행되는 여건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처

염을 유발하지 않지만, 여러 난좌를 실어 옮기는 베니어판이나 ‘빠

대한 허점없는 예찰과 검사, 조기 예찰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운

우와 같이, 초기단계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위험

럼 전문가가 아닌 고위 공무원이 AI 근절정책을 지휘하고, 전문영

레트’라고 불리는 판은 아무런 소독조치 없이 계란 유통상인에 의

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감염/의심 농장과 위험지역에 대

농장과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AI 발생이 끝

역이 하찮게 취급 받는 상황에서 경험이나 전문성 없는 고위 행정

하여 농장간의 이동경로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질서하게 통

한 철저한 이동통제와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 및 빈틈없는 사후관

나면 백신접종 농장마저 살처분하여 제거하는 정책이다. 백신접

직이 느닷없이 배치되어 전문적 영역의 지시를 하는 구조 하에서

용되고 있다. 한 농장에 AI가 발생하였다면, 초기단계에서 이미 AI

리 등 초기단계의 철저한 확산 차단 조치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

종군의 항체는 야외감염 항체와 감별이 어려워서 진단과 모니터

는 여러 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네덜란드도 살처분 근

바이러스가 알차나 알 수송도구, 운전기사를 통하여 다른 농장으

를 위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을 강화하고,

링에 막대한 재정적, 인적 소요가 있고, 백신접종 국가는 가금산물

절정책이 우선이었지 백신접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

로 전염되어 가는 위험한 구조라는 의미이다. 방역당국의 조사에

현장에서 원칙대로 방역이 행해지고 있는지 지자체를 감시하고 독

의 수입,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이를 제거하여 조기근절을

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하면, 발생농장의 빠레트에서 다수가 AI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려하는 중앙감시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살처분 비용이나 보상비

하고자 함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나 농장주가 백신접종축의 살처분을

있었다고 한다.

용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많이 부과하면 그만큼 방역조치가 늦

백신접종을 하면, 가금농장의 피해는 확연히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는 백신접종 이후에

산란계농장에 대하여도 의심신고 즉시 해당농장의 모든 산물을

어지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예산투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

AI 백신은 임상증상이나 폐사 등의 피해를 줄여줄 뿐, 감염 자체를

수반되어야 할 여러 정교한 장치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결과적으

이동통제한 후, 감염이 의심되는 계란을 폐기하고, 주변농장까지

다. 축산농가의 자율적 방역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자기 농장은

근원적으로 막아주지 못하고, 백신접종 후 감염된 개체에서는 바이

로, 근절은커녕 지속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만 하는 후진국형 AI

살처분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하면 오염된 계란이 소비자의 유통

자기가 지켜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해당 농가의 차지

러스가 소량이지만 배출될 수 있다. 걸려도 증상이 없거나 미미하므

발생 상재국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백신접종 정책에

단계까지 새어나올 우려가 많은 만큼 계란 수집/수송 차량, 운전

인만큼, 국가에 방역의무를 전가하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정말로

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알면서 발생신고를 안할 개연성도 높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없을 것이다.

기사, 난좌 이송용 판 등 관련되는 모든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

필요한 시점이다.

다. 그래서 미국이나 네덜란드의 모델로 가지 않는 한, 백신접종을

한편, AIV는 다른 종류의 유전자형끼리는 교차면역이 일어나지

하게 되면 근절이 어렵고 동남아시아와 중국처럼 AI가 상재화 될 우

않기 때문에 매번 다른 종류의 백신을 개발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백신접종 논란과 득실

려가 크다. 중국에서는 2005년 백신접종 이후, 면역을 회피하는 기

개발과 평가에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어떤 종류

만약에 살처분 근절정책이 실패해서 전국에서 장기간동안 AI가 만

전이 발달한 AIV의 변이를 촉진하여 수많은 변이주가 출현하였고,

의 AIV가 유입될 지 사전예측이 어려우므로 백신접종 정책으로

효율적 방역시스템 구축

연되고,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AI의 인체감염까지

그 중 일부는 6차에 걸쳐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 하

장기간의 구제역 발생과 잦은 AI 유입으로 현장에서 방역을 담당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백신접종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백신

백신접종 하지 않은 상태에서 AI에 감염이 되면 다량의 바이러스가

더라도,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용 백신접종 정책과 이에 따른

하고 있는 일선 방역 조직의 수의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피로도

접종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는 두 범주로 압축할 수 있다.

배출되며, 감염농장이 많아지면 ‘과잉(Spill-over)’ 효과에 의하여

백신생산체계는 사전에 연구하고,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가 도를 넘었다고 한다. 중앙방역기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전국에 상재화되어 연중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살처분

인체감염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살처분 정책이 실패했고, 전국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정밀하게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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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핵실험
1940년 초반은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러한 핵분열 반응
열을 무기화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1942년부터 1946
년까지 진행되었고, 주도적 참여 과학자는 핵물리 교과서에 많이

원자력의 미래

등장하는 오펜하이머(Oppenheimer), 파인먼(Feynman), 페르미
(Fermi) 등이 있었다.
1945년 7월 15일 오전, 미국 뉴멕시코주 앨라모고도(Alamogordo)
에서 작전명 ‘트리니티(Trinity)’라는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시

강성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연구실장

행되었다. 20kt의 TNT(일반포탄이나 폭탄에 사용하는 고폭장약)
와 유사한 인류 최초의 핵폭발은 직경 약 80m의 구덩이를 만들었
고, 충격파는 반경 160km까지 영향을 주었다. 섬광은 약 400km,
굉음은 약 80km까지, 버섯구름은 약 12km까지 치솟았다. 이 성공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

적인 실험은 곧이어 약 한 달 후, 일본의 항복과 세계 2차 대전의

리고 그 최소의 단위는 무엇일까? 이러한 철학적 고민은 형이

종전으로 이어졌다.

상학적인 논의를 거쳐, 인류는 원자와 핵 그리고 전자, 이온, 초

앞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받은 이

미립자와 같은 미세 단위로 까지 접근하게 되었다. 아직도 새로

후, 시카고 대학의 이탈리아 출신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Enrico

운 원소에 대한 발견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 중에 ‘원자

Fermi)에게 핵분열 실험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페르미는 직접 손

핵을 인위적으로 쪼개면 아주 거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사

으로 탄소막대를 사용하여 핵분열을 제어하였다고 한다. 군사용

실을 찾아냈다.

으로 처음 사용된 핵분열 에너지는 1954년 미국의 노틸러스 원자
력잠수함에 이어, 1958년 10만kW의 서핑포트 상업용 원자력발

역사적으로 본다면 1939년 8월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전소로 이어졌다. 결국 상업용 원자력발전은 군수산업에서 나타

Einstein)이 서명한 후, 당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난 핵폭탄 제조와 핵잠수함의 기술이 전후 대규모 전력생산의 수

한 통의 편지가 그 시작을 알렸다. ‘아인슈타인-실라르드 편지’

단으로 민간에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오늘날까지 다수의

로 알려진 이 편지는 ‘우라늄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었고, 한국은 원자력을 도입한지 반세기

능’함을 알리는 내용 이였다. 뒤이어 페르미 등은 핵분열 연쇄

만에 UAE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반응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고, 핵분열 반응은 우리에게 점점
원전의 양면성

다가오게 되었다.

대량의 전력생산을 이야기할 때 원자력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은
없다고 본다. 우라늄 1kg이 발생하는 에너지는 석탄 약 260만 톤,
석유 약 90만 톤에 해당한다. 하지만, 맨해튼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했던 오펜하이머 박사나 아인슈타인은 무기로 사용된 원자력
의 가공할 힘에 대한 회의적인 말년을 보내게 된다. 실제로 원자력
이란 단어는 무기와 함께 전기 생산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각인
시켰다. 아마 냉전시대를 거쳐 온 원자력의 위치가 그러한 인식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적인 상업용 원전을 위해서는 과
연 우리가 원전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
야 한다. 우리는 이미 79년 미국 스리마일 사고, 86년 구소련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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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미래

르노빌 사고, 그리고 최근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 등을

수 있다. 더구나 핵분열에 필요한 우라늄 물질은 매우 무겁지만,

고속증식로(fast breeder reactor)

통해 인간의 사소한 실수나 자연재해 앞에서 미약한 존재임을 깨

핵융합에 필요한 중수소나 삼중수소는 매우 가벼운 물질이며 자

핵분열(fission)을 이용하는 원자력에서 오래 전부터 핵연료의 주

닫게 되었다. 더구나 원전에서 나오는 원자력 폐기물들은 우리 수

연계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핵분열에 의해 핵연료는 기본적

명기간 중에 방사선의 준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없을 정

하지만, 아직 인류는 핵융합에서 나오는 약 4천5백만℃가 넘는 높

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를 한다. 먼저 통상적 핵연료로 사용하는

도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은 에너지의 플라즈마(Plasma)를 견디는 융합로를 완성하지 못하

우라늄 235는 중성자와의 충돌에 의해 핵이 분열되고, 이때 튀어

전기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에너지의 개발도

고 있다. 고온의 플라즈마는 토카막(Tokamak)이라는 개념의 강

나온 고속중성자는 주변의 우라늄 238에 흡수되면서 2번의 베타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대량의 전기 생산이라는 원자력의 자리를

력한 자기장 용기가 필요하며, 현재 세계 각국의 연구진은 프랑

붕괴를 통해 플루토늄 239로 전환된다. 플루토늄 239 역시 핵분

대체 가능할 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스 카다라쉬에서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열이 가능한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에 의한

reactor)라는 국제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대의 융합로를 건

열에너지 확보는 물론 다시 새로운 핵분열 동위원소가 발생한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설 중에 있다. 핵융합은 핵분열에서 나오는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

이를 두고 ‘플루토늄 증식’이라 한다. 이러한 증식의 원리에는 자

산업사회를 이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전기는 필

으로 해결하고 청정한 무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성

연 상태의 우라늄에는 우라늄 238이 우라늄 235보다 약 140배 많

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지난 여름 찜통더위에 우리는 에어컨에 의

공된다면 결국에는 인류 번영을 지속시킬 기술로 나타날 것이다.

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증식에 필요한 고속중성

1977년 고속증식로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이 핵확산으로 이어지

존하였고,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도심에서 엘리베이터는 사무실

그러나 아직은 상업적 전기 생산에 필요한 플라즈마를 일정시간

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물 대신 소듐(Sodium)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카터쇼크’가 있었다. 실제로 플루토늄은

과 가정을 이어주는 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휴대폰 배터리가 방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실정이다.

을 냉각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물은 고속중성자를 감속시키기 때

매우 유독성이 강하고, 계산에 의하면 100만kW급 고속증식로 원

문이다.

전을 1년 가동하면 약 300Kg의 플로토늄 생산이 가능하다. 수kg

전되는 순간 나의 존재감도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리한 혜택 속에서 원자력 폐기물

의 양으로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패권 국가 미

에 대한 우려의 시선과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 원전은 안전할까?

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었다.

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 최근의 경주지역 지진을 경험한 한국인으

우리나라에서도 소듐을 사용하는 고속로를 개발 중에 있으며,

238
92

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원자력 산업의 육성을 통한 부
가가치 향상과 국민 먹거리를 고민하는 정부당국이 있는 반면에,
민이다.
지금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꿈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
n

로 가고 싶은 것일까? 아마 인류에게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에

5
23
U-

존 원전의 폐연료를 태워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듐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야 하

239
93

n
sio
fis

n

너지원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을 것이다. 또한, 원자력에 의

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게 되면, 고속로의 버너 기능을 활용하여 기

239
92

n

반핵을 통해 핵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환경론자도 엄연히 우리 국

2020년 후반에는 원형로 형태의 원자로를 건설하려 한다. 원형로

며, 안전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소듐고속로의 경제성과 핵물질
239
94

한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기술개발이 중요할

취급(재처리 포함)에 대한 한미원자력협정 등 안전한 원자력을 위
한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원자력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에너지원이다. 인간은 수많은

플루토늄증식의 원리

것이다. 미래의 원자력은 사용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여러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노형에 대해

기술발전을 가져왔지만, 그 근간이 되는 에너지원은 아직 미완성
단계이다. 원자력에 대한 장점만을 빼내어 비교한다면, 핵융합 에

알아보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볼까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는 감속

너지가 최종 단계가 될 것이다. 하지만, 대용량의 전기 에너지는

한다.

재로 물을 사용하면서 고속중성자가 감속되어 위에서 설명한 증

지금 당장 필요하며, 원자력의 단점도 극복해야 할 주체가 오늘의

식의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핵연료 내에 소량의 플루토늄

우리이다. 최종 단계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중간 단계도 존재하게

핵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증식 사이클을 활용하기 위해 물 대

마련이다. 중간 단계의 기술로 소위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들이

신 소듐을 사용한다면 노심 내에서 핵분열이 발생함은 물론 또 다

개발 중에 있다. 여기에는 수소 차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소생산로,

른 핵분열 생성물인 플루토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폐핵연료를 소각시키거나 핵연료를 이론적으로나마 무한대로 증

된다.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 축출은 주로 이러한 폐핵연료 내에

식시키는 고속로, 소규모 전기 생산과 해수담수화에 활용되는 일

남아 있는 플루토늄을 축출하여 농축하는 재처리과정이다. 이렇

체형 원전 등, 다양한 형태의 원전이 존재한다. 결국에는 누가 더

게 본다면, 고속증식로는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증식할 수 있는 원

먼저 안전성을 증명하고 경제성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원

자로 형임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실제로 미국은

자력 시스템은 결정되리라 생각한다.

핵융합이냐? 핵분열이냐?
현재의 원자력발전은 핵분열의 강한 열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여
플리즈마

사용한다. 하지만, 물질의 질량 변화가 핵분열만이 아니라 두 개
의 핵이 부딪혀 한 개의 핵이 될 때 나타나는 질량결손으로 핵융합

자석
자기장

(Fusion)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
은 수소핵의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의 발산이다. 따라서 우리가 핵
융합을 잘 제어할 수 있다면, 핵분열보다도 더 큰 에너지를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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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가 심상찮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때문에 그렇다.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는 벼랑 끝까
지 내몰렸다. 수교 당시 ‘선린 우호 협력 관계(睦隣友好合作關係)’를 천명했던 양국 관계는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戰略
合作伙伴關係)까지 격상됐으나, 이런 말들이 그저 수사적 표현에 그쳤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말았다.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식

‘한한령(限韓令)’에 관해
알고 싶은 다섯 가지 물음

까지 전격적으로 참석하면서 한-중 관계를 격상시키려던 박근혜 정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1)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완강했다. 그 대응조치로 가장 먼저 ‘한한령’(限韓令) 을 발동했다. 중국을 거점으로 삼아 승승장
구하던 한류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얼마 전까지 친밀한 이웃임을 자부했던 중국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변한 것일까? 중
국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한한령’을 중심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에 대한
다섯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자.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 ‘한한령’은 과연 실재하는가? 중국 당국은 ‘한한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며 부인했다던데?

2. ‘한한령’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가?
질문의 포인트가 ‘보복’에 있다면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우리

‘한한령’은 실제로 존재한다. ‘한한령’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인 건

는 중국의 태도를 순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국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한류 콘텐츠 수입은 물론 한-중 문화

얼마나 큰 나라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겠어?’라

교류를 자제하라거나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지시는 통상

는 생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그들은 결국 ‘그

공문을 통해 수행되지 않고, 대부분 관련 부서와의 전화 통화 또는

렇게까지’ 한다. 한국인의 순진한 생각에 대해서는 한우덕 중앙

현장 회의에서 이뤄진다. 실제로 중국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문

일보 기자가 명쾌하게 정리해 준 바 있다.

화 산업계 인사들의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 완다(萬達) 그룹
과 함께 TV드라마를 제작하려던 한국 기획사는 사업 내용 조율을

“중국은 보복을 합니다. 무지막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이

모두 마치고 계약을 불과 1주일 남겨둔 상태에서 중국 측의 중단

유를 붙여 압박합니다. 합법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일견 그럴 듯

통보를 받았다. 텐센트 그룹과 추진하던 TV드라마도 마찬가지 상

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아 결국 보복이구나’라고

황에 봉착했다. 한-중 합작 영화의 경우, 한국인 스태프들이 크레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2)

딧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포기 각서를 쓰고 촬
영에 임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과의 영화 합작 불가, 한

한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 배우 출연 불가, 한국 감독 연출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작

중국은 과연 정말로 한류가 좋아서 받아들였던 것일까? 그렇지

년 말 한국에서 연례 문화교류 행사를 치르고 귀국한 중국 실무자

않다. 한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한시적 수용’에 가깝다. 한시적

는 “당분간 한국과의 이벤트는 전면 금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

이라면 언제까지를 말하는가? 중국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석권하

했다. 중국 내 한국 관련 행사는 엄격하게 규제했지만, 한국 내 중국

고 더 나아가 미국을 앞지르는 그 때를 말한다.

관련 행사에는 너그러운 편이었던 분위기조차 바뀐 것이다.

중국은 세계 4대 문명인 황하문명을 일군 나라다. 5천년 문화민

중국 당국자들은 ‘한한령’ 같은 건 들어보지 못했다며 일관되게 부

족임을 자랑하는 나라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

인해 왔지만 올해 1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으면서도 유독 문화적으로는 취약하다. 경제, 과학, 기술, 군사…

일행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중국 민심에 따른 조치”라며 ‘한한령’

어느 하나 미국을 위협하거나 능가하지 못한 분야가 없다. 그런데

을 간접 시인한 바 있다. 이로써 ‘한한령’은 이제 한-중 관계에서 풀

대중문화만큼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이 1998년 중국의 고대 서사

어나가야 할 공식적인 사안이 되고 말았다.

시 ‘목란사(木蘭辭)’를 가져다 훌륭한 애니메이션 <뮬란>으로 재

1 중국 당국이 한류 콘텐츠의 자국 내 진입 또는 확산을 제한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정 명령. 한류 콘텐츠를 ‘금지’한다는 뜻의 ‘금한령’(禁韓令)이라는 용어도 통용되고 있다.
2 한우덕, 「중국의 ‘사드 준법투쟁’, 뻔히 알고 당하는 한국」, 차이나랩 (http://blog.naver.com/china_lab/22091571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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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해서 전 세계에 팔아먹을 때만 해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局)3)이 집행한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방침과 지시는 내부적으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던 해, 중국의 상징인 ‘쿵푸’와 ‘팬더’

로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를 가져다가 <쿵푸팬더>를 만들어 내놓자 그제야 ‘이건 아닌데’하

중국 역시 문화를 ‘산업’으로 규정하는 전향적 정책을 시행하고는

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중국은 자국의 대중문화를 해외에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문화는 무엇보다 ‘사업’이다. 여기서

내보내고 세계화하는 전략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경제 분야에 국

‘사업’이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통치 이

한돼 있던 ‘나가자(走出去)’ 전략을 문화 분야로 확장했고, 2009

데올로기 전파를 위한 공공 활동을 가리킨다. 문화가 돈을 벌고 세

년에는 국무원 차원에서 ‘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産業振興規劃)’

계로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공산당의 통치를 뒷

이라는 정책 지원을 결정, 시행하기도 했다.

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

중국 입장에서 수십 년 앞서 있는 미국의 대중문화를 단번에 따라

출하는 문화콘텐츠는 언제나 이데올로기적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드라마 중국 내 송출 금지 등의 조치로 가시화됐다.4)

5.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잡기에는 여러 걸림돌이 많았다. 특히 문화콘텐츠 기획이나 제작,

된다. 한류는 그런 면에서 중국 당국이 주시하는 현상이었다. 언제

영화, TV드라마, K-Pop 공연 등의 영역에서 이런 조치가 이뤄졌다.

사드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의 관용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기술 영역 등이 모자랐다. 중국이 보기에 한류는 이를 잘 뒷받침해

든 수위를 넘어갈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영화는 상대적으로 사전 제작, 상영되는 경우가 많아 자국 업계의

만 현재 한국이 정권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

줄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한류 콘텐츠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를 우려한 중국 당국이 적절하게 완급 조절을 통해 예정대로

가 있다. 한-미, 한-일, 한-중 간 외교 채널이 가동돼야 한다. 미국

수입에 너그러웠던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문화 격차가 큰 미

문화 산업이 문화 사업을 위협한다면, 가차 없이 제재가 가해진다.

개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중 합작으로 구상되고 있

과 중국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정해 주

국보다는 그나마 가까운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통해 자국에 필요한

문화 사업이란, 단지 영화나 음악처럼 특정 장르나 영역에만 해당

던 <강원도>가 제작 중단되고, 한국 문화부와 중국 광전총국이 공

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놓아

요소들을 채워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니 중국 당국이 한류 수입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중국의 ‘정신문명’을 수립하기 위한 폭넓은 개

동 주관해서 중국에서 개최해오던 연례행사인 ‘한국영화제’에 대

야 한다. 사드 문제로 중국이 더 세게 나올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눈감아 준 것은 자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

념이기 때문에 국방이나 안보 문제도 모두 얽혀 있다. 우리 생각처

해 중국 측이 잠정 중단을 통보한 것은 큰 피해였다. 뿐만 아니라 합

생각은 위험하다. 한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중국은 더 강하고

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한류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중국 대중

럼 문화와 안보가 다른 영역이 아닌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

작 영화를 위한 초기 기획이 대부분 보류됐다.

다양한 보복 조치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문화가 힘을 얻게 되면, 더 이상 한류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의 위협을 받고 마치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를 겨냥해 보복

TV드라마는 피해가 더 컸다. 충칭(重慶)시 선전부 산하 기금이 투

한류 콘텐츠 문제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

따라서 중국은 언제든 한류를 거부할 명분이 필요했다. 한류가 필

하는 게 반드시 논리적으로 부딪치지는 않는 것이다.

자를 거부하면서 한-중 웹드라마 공동제작이 무산됐고, 후난(湖

해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 물론 중국 내 한류 콘텐츠를 완전히 철

南)위성TV가 <상애천사천년2>의 배우 유인나를 교체하겠다고 통

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현재 대도시(1선 도시)5) 중심

보했으며, 한국이 제작한 <사임당: 빛의 일기>는 중국 내 심의 결과

의 유통이 주를 이룬다면, 이후에는 2선 도시나 3선 도시에 대한

가 지연되면서 방송이 보류됐다. <푸른 바다의 전설>은 중국 수출

공략도 필요하다. 그러나 당분간 중국 내부 진출이 어렵다면 그

요하기도 했지만, 자국의 대중문화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나 용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중국은 한류에 대한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한국 TV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

4. ‘한한령’은 어떤 분야에서 주로 시행됐나?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황금 시간대 방영 금지 조치를 내리고, 뒤이어 공중파 방영 금지

작년 7월 8일,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8월 들어

길을 열지 못해 한국에서 단독 방송을 시작했고, <화랑: 더 비기닝>

주변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특히 홍콩과 대만을 눈여겨봐야

조치를 내리고, 인터넷 웹사이트 방송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방

중국 정부는 한국인 복수 비자 발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고, 한류 콘

은 중국 LeTV의 동시 방영이 중단됐다.

한다. 홍콩과 대만은 같은 중화권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

송 포맷을 사들이면 포맷 구매 규제를 강화하는 릴레이식 규제를

텐츠 규제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됐다. 11월에는 한국의 특정 기

공연 분야에서도 취소 사례가 잇달았다. EXO, 와썹 등 아이돌 그룹

해 오고 있는 지역이다. 대륙 중국 문화와 비교하면 동질성과 이

이어왔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한류 규제 명분을 찾던 중국에 빌미

업에 대한 현지 법인 사업장 일제 점검이 시작됐고, 때맞춰 ‘한한

의 콘서트가 취소됐고, 수지와 김우빈, 박신혜의 팬미팅도 각각 취

질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들의 문화산업과 협력

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령’이 강화됐다는 소식도 날아들었다. 특히 작년 11월 말 한국과

소됐다. 여러 편의 국내 뮤지컬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됐으며, 상

을 계속해 나가면서 향후 한-중 관계가 복원되는 시점에 중국에

일본이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자 중국의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졌

하이 ‘K뮤지컬 로드쇼’ 참가작에 대한 공연비자도 발급이 지연됐

재진출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안으로 생각하지

다. 올해 들어서는 클래식 음악가인 백건우의 공연 입국 비자가 거

더불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권역에도 더욱

않고, 한-미-일이 공동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 전략에서 비롯

부됐고 조수미 콘서트도 취소됐다.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공산

됐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거기에 이 협정이 체결되자 민감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 교류가 중단, 보류, 취소됐다. 문화 산업의

으로 높고, 과반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30-40대 중심

당 1당 독재체제라는 것이다. 중국은 당-국가 시스템(party-state

도는 수직 상승하고 말았다.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최소

의 청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문화 소비 욕구가 지속적으

system)이다. 공산당은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행정부)는 정책을

‘한한령’은 한국 단체의 중국 내 공연 금지, 신규 한국 연예 기획사

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선호도

집행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중문화에 관해서는 공산당

에 대한 투자 금지, 관객 1만 명 이상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 공연 금

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미개척 시장을 세밀히 조사하고 맞춤형 콘

조직인 선전부가 결정을 하고, 이를 국무원 산하 광전총국(廣電總

지, 한국 드라마, 예능 협력 프로젝트 체결 금지, 한국 연예인 출연

텐츠 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그렇다 해도 사드 배치라는 안보 문제를 대중문화와 연결해서
처리하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4 騰訊網, 「“限韓令”引來一片叫好，但聽說中國企業国要買單?」, 2016.8.4.
3 중국 국무원 산하 언론, 출판, 방송, 영화 담당 부처. 국가언론출판라디오영화TV총국(國家新聞出版廣播電影電視總局)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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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은 전국 도시를 규모에 따라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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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포그래픽스
번역ㆍ각색 김민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디자인 세일포커스㈜
출처 TEK systems (https://www.teksystems.com/en/resources/research/infographic-library/it-trends/annual-it-forecast-2017-infographic)

2017 연간 IT 비즈니스전망

3

IT 리더들이 2017년 업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조심스럽게 전한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기술 영역
유사한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지출과 효과적인 영역들

* 2016년 10월, 700명 이상의 IT 업계 리더들 참여.

1

65%

60%

50%

46%

38%

28%

기술 이용에 대한 예상들
2016년에 비해 반등한 예산 기대치

전통적인 IT 기능 지원의 예산 이동

리더들의 49%가 2017년도 예산 증가를 예상한다.

정보통신기술(48%), 운영(29%)에 더 사용될 거라 기대된다.

2016

37%

시스템 운영

2016

탑 3 분야의 IT 리더들이 지출 증가를 기대한다.

탑 3 트렌드와 기술들이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2017

4

마케팅&세일즈
2015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49%
45%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2017

고용 기대
직원 채용과 관리 서비스 증가

2

IT에 대한 확신
3년 간 높은 확신

프로젝트 베이스 또는
업무기술서(*SOW) 관리 서비스 증대

직원 증가

IT를 통한 ‘조직적 조정’

IT 가 조직의 요구를 전체적으로 만족시킬 것이라는
신뢰도(%)가 높다.

79%
71%

2015

38

내년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No.1 도전 과제

68%

2016

39%
39%

43%
38%

43%

43%

38%

20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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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31%

43%

*SOW(Statement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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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인물포커스

미래에서 온 로봇-드론-맨
(Robot-Dron-Man) 인터뷰
취재·정리 김민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일본의 개그맨인 피코 타로(Piko Taro)가 우스꽝스러운 춤동작을 반복하는 일명 ‘펜-파인애플-애플펜(PPAP:Pen-Pineapple-Apple-Pen)’ 동영상이 세계적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국내 미래학자가 직접
출연한 PPAP 패러디 영상이 공개되어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는 무엇인가요?

A. 지난해 초 로봇과 드론, 인간의 미래가 하나의 몸으로
융합하는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조종하

A. 로봇과 드론, 인간의 미래에 대해 사회 통념과 전혀 다

는 원격 아바타로봇이 드론과 결합해서 자유롭게 하늘

유튜브에서 ‘Robot Dron Man’을 치면 춤추는 아저씨와 로봇, 드론이 차례로 등장하는 희한한 영상물이

른 미래상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사회적

을 날면서 사회활동 영역을 지구 전체로 넓히는 이미지였

나온다. 동영상의 주인공은 자신이 막춤을 춘 것은 남들 웃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지한 미래학 프로젝트의

통념은 한번 형성되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죠. 주변 엔지니어들한테 기술적 가능성을 물었더니 아마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호는 ‘로봇 드론 맨’이란 패러디 영상과 관련 로봇기기를 직접 제작한 KAIST

대상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미래예측도 다수가

추어적 발상이다. 영화 트랜스포머 찍냐면서 웃더라고요.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배일한 연구조교수를 만나 영상제작 배경과 미래학 이야기를 들어본다.

공유하는 상식의 연장선에 머뭅니다. 예를 들어 향후 로

전 생각이 좀 달랐죠. 내가 만든 미래상이 만화 같은 공상

봇은 온갖 노동을 대신하고 드론은 택배물건을 싣고 날아

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충분하고 사회적으로 퍼뜨릴 가

다니고 인간은 기계 서비스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낸다

치(Futures worth Spreading)가 있다면 미래학 전공자

는 상식적 미래상이죠. 그런데 지금 다수가 지지하는 미래

로서 말만 할게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보여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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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로봇-드론-맨(Robot-Drone-Man)’ 영상을 찍은 이

Q2

A. 저는 신문사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흔히

니다. 그러다 미래학에 관심을 갖고 나이 마흔 넘어서 미

예측이라고 꼭 맞거나 전부가 아니거든요. 미래학은 소수

주자. 퍼스트 싱커(First Think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기자라면 정론직필로 사회를 끌어가는 선비 같은 역할을

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찾아서

가 생각하는 미래의 다른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Mover)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대형 드론에 인간형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첨단산업과 과학

알리기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리는 역할이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황당한 미래예측이 현실로 된 경

원격로봇을 탑재한 디자인으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테

기술 동향에 대한 기사를 주로 썼습니다. 남보다 먼저 첨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와이 주립대에서

우에도 제대로 대처하고 큰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스트 비행과정에서 추락하거나 수차례 설계 변경도 있었

단기술 트렌드를 찾아내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이를 대중

로봇기술의 정치적 영향을 주제로 미래학 박사학위를 받

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일이었죠. 제가 맡은 분야에서 자

고 2015년부터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연구조교수로

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기자였고 사회적 성취감도 컸습

근무하고 있습니다.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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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영상 후반에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로봇이 나오는데
요. 이 로봇에 대해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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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지만 다행히도 제대로 나는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간형 원격로봇에서 비행기능을 구현한 세
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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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인물포커스

Q4. 굳이 춤추는 동영상 제작이 필요했나요?

동영상의 첫 부분은 춤추던 인간과 로봇이 만나서 ‘로봇

A. 요즘 뜨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미래상을 전달

맨’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로봇맨과 드론이 만나서 ‘로

한다면 저 역시 점잖게 발표하고 강연만 해도 됩니다. 하

봇-드론-맨(Robot-Drone-Man)’으로 변신합니다. 마지

지만 로봇, 드론의 융합을 통해 인간이 새로운 신체성을

막은 ‘로봇-드론-맨(Robot-Drone-Man)’이 하늘로 치솟

갖는다는 급진적 미래상은 대중, 언론매체들이 쉽게 받

아 날다가 다시 착륙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구

아들일 주제가 아닙니다. 본 적도 없고 전혀 대세가 아니

성은 인간의 신체가 로봇, 드론기술과 차례로 융합하면서

니까요. 의외로 많은 첨단제품들이 기술문제가 아닌 대

어디나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포스트휴먼으로 진화할

중들의 고정관념을 극복하지 못해서 시장진입에 실패합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패러디 동영상이 유튜브에

봇시장을 예고합니다. 본래 지상에서 고유한 기능을 발휘

Q7.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니다. 미래 로봇은 인간처럼 걷게 되고 드론은 택배물건

공개되고 국내외 언론매체와 학계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하는 로봇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만 가끔 날아다니는

A. 우선 완전히 다른 디자인과 기능을 지닌 로봇드론맨

을 나른다는 대중들의 고착화된 미래상에 어떻게 균열

좋았습니다. 영상을 본 일반인들은 그냥 저 아저씨 되게

콘셉트입니다. 그동안 서비스 로봇은 거의 100% 한정된

2.0 버전이 4월에 완성됩니다. 관련한 새로운 패러디 동영

을 낼까. ‘로봇+드론+인간’의 낯선 미래상을 소개하는데

웃긴다는 반응이지만 로봇, 드론 전문가들은 혁신적인 아

실내에서 사용되지만 날 수 있는 로봇 개념으로 업그레이

상도 유튜브에 공개할 계획인데 로봇이 영화 록키의 달리

유튜브 채널, 특히 인지도가 높은 영상 콘텐츠의 패러디

이디어라고 많이 칭찬해 주시더군요. 미래전략대학원의

드되면 행동 반경이 도시의 동 단위(수 km²)로 수백 배 이

기와 훈련장면을 똑같이 재현하는 스토리입니다. 한번 클

물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체면이 있

‘로봇-드론-맨(Robot-Drone-Man)’ 프로젝트는 인간과

상 확장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 대부분에 로봇이

릭해서 보고 웃으시고 인간+로봇+드론의 새로운 미래상

는데 그냥 웃기려고 막춤을 추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일

로봇, 드론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미래 이미지를 현

쉽게 접근하고 사람보다 빨리 이동이 가능해져요. 로봇의

을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세요. 한국경제가 작금의 위기

필요는 없지요.

실로 끌어내는 미래학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합니다.

기동성이 대부분 공간에서 인간의 신체능력과 맞먹거나

상황을 극복하려면 주요 첨단기술분야에서 경쟁력을 확

앞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고령자나 장애인처

보하는 것 외에 첨단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통념을 넘어

Q4

Q5

Q5. 영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Q6. 미래의 파급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날 수 있는 로봇을 통해서 오프

서는 창의적인 미래상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중국이 민

A. 우연히 PPAP 영상을 보고는 저 유치한 가사와 중독적

A. 이번에 공개한 ‘인간+로봇+드론’의 융합 미래상은 앞

라인 사회생활에 가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삶의 형태가

수용 드론 분야에서 세계 선두로 치고 나갈 때 한국이 무

인 멜로디, 일분 미만의 짧은 상영시간 속에 ‘로봇+드론+

으로 로봇과 드론의 개념변화는 물론 여러분 일상의 삶

나타나는 거죠. 영화 아바타는 인간이 외계종족의 신체

인기 기술력이 부족해서 시장을 놓친 게 아닙니다. 중국

인간’의 미래 이야기를 담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PPAP

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현재 드론은 ‘나는 로봇(Flying

에 접속한 형태를 아바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2020

의 어느 공대생, 왕타오 DJI 창업자가 십년 전에 구상했

가사를 보면 펜과 애플이 만나서 애플펜이 되고, 펜과 파

robot’)이라고 불립니다. 하늘을 나는 동안만 항공촬영

년대에 실용화될 진짜 아바타는 실내서 사용되는 홀로그

던 드론의 미래상이 우리보다 탁월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인애플이 만나서 파인애플펜이 된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을 하거나 물건을 운송하는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고 지

램과 독자적인 야외 기동성을 갖춘 로봇+드론의 두 가지

KAIST 미래학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 도움

다른 개념을 레고블록처럼 붙여 나가는 구조라서 로봇,

상에 착륙하면 활용가치가 사라지는 로봇이죠. 반면 로봇

형태로 크게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을 주는 사례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드론, 인간으로 개사하기가 쉬웠습니다.

드론맨은 ‘날 수 있는 로봇(Flyable robot)’이란 새로운 로

Q6

주시길 바랍니다.

Q7

PPAP를 패러디한 ‘로봇-드론-맨(Robot-Drone-Man)’ 유투브 영상
출처:onehealth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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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국내외 미래학 행사

2017

2017. 4. 18 - 19

2017. 4. 20 - 21

Event
Schedul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ture
Computational Technologies

The Third Asia-Pacific Futurists
Network

Kyoto, Japan

Seoul, Korea

ICFCT는 과학자, 엔지니어, 학자 및 학생 등 전 세계

The 3rd Asia-Pacific Futurists Network는 아시아-

대학 및 산업체에서 수행 중인 연구를 발표하고

태평양 지역 미래학자들의 네트워크 회의로, 해당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포럼이다. 올해는 네트워크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다. 올해 컨퍼런스는

및 정보보안, 응용 정보 시스템, 상호작용 멀티미디어,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아시아 사회를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공학 등 미래 컴퓨터 기술

탈식민지화하고 진정한 아시아 미래를 구상할 예정이다.

관련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http://icfct.org/

http://eng.stepi.re.kr/contents/contents.
jsp?cmsCd=CM0264/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개최

2017년 상반기에는 상생과 탈 추격
전략과제 토론회 이어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2017년에도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일관성 있는 미래전략을
수립, 제시하기 위하여 매주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를 진행한다. 이 토론회는 전문가 발표 및 일반 청
중들과의 토론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사회 각 분야별 아젠다를 고민하고 공론의 지혜를 모아가는 공개토
론의 자리이다. 특히 2017년 상반기에는 상생과 탈 추격(post catch-up) 국가발전을 위해 현안 과제 12개를 선정

2017. 4. 21

2017. 4. 21 - 23

제3회 미래학회 학술대회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ture Computer and
Communication

Seoul,Korea
사단법인 미래학회가 미래연구 분야의 최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집중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일정
•시간: 매주 금요일 17:00~19:00
•장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서울 광화문 KT빌딩 1층)
•문의사항: 이메일로 연락(moonsoul.report@gmail.com)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3차

Nagoya, Japan

아태지역 미래학자 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

Science and Engineering Institute(SCIEI)가

미래연구자들과 공동 학술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하는 본 컨퍼런스는 미래의 컴퓨터 및

일자

http://techandsoc.com/2017-conference/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연구자, 학자, 그리고 과학자들로

3.3

스마트 정부와 거버넌스 혁신

이민화 초빙교수(KAIST)

3.10

사회안전망

김진수 교수(연세대), 허태욱 연구조교수(KAIST)

3.17

사회통합

조명래 교수(단국대)

기후에너지

김상협 초빙교수(KAIST)

연구개발

홍순형 교수(KAIST)

4.7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이민화 초빙교수(KAIST)

4.14

정부구조혁신

배귀희 교수(숭실대), 이재호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하여금 각자의 생산적인 아이디어들을 교환하는
국제적인 장이다.
http://icfcc.org/

•주제 발표 일정 및 내용(일정과 주제 발표 내용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3.24
3.31

상생과 탈 추격을 위한
12대 핵심 국가과제 전략

주제

발표자

2017. 5. 3 - 4

2017. 5. 22 - 24

2017 Ten-Year Forecast
Conference
San Francisco Bay Area, CA, USA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ture
Information Technology

지난해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문술리포트 <대한민국 국가미래전

Institute for the Future(IFTF)에서 주최하는 본

Guilin, China

략 2017>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대한민국

컨퍼런스는 향후 10년 간 세계가 직면하게 될

FutureTech2017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정보

국가미래전략 2015>,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을 보완, 7개 분야의 57개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국가미래전

여러가지 딜레마와 기회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기술(IT)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델, 서비스,

략 2017>(이콘 출판사 펴냄)은 단행본 도서로도 만날 수 있다. 정기토론회 발표자료는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홈페

공유하기 위한 포럼이다.

적용 및 활용을 포함한 미래 모든 IT 분야의 최신 연구

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토론회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http://afreecatv.com/kfsackr000)를 통해 생중계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되어 실시간으로 내용이 공유된다.

http://www.iftf.org/iftf-you/programs-initiatives/tenyear-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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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모집전공 및
학위과정

2017년 가을학기 석·박사
신입생 모집

● 석사학위과정
•미래전략(Master of Future Strategy)
•과학저널리즘(Master of Science Journalism)
•지식재산(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 박사학위과정
•문술미래전략대학원(Moon Soul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는 2017년 가을학기 입학할 석·박사 신입생들을 모집합니다. 본 대학원은 과

입학전형

● 1차 전형

● 2차 전형

•서류전형

학·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들이 모여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문제 해결를

•면접전형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입학전형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지원자격

● 석사과정
•국내외 정규학사 학위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1. 원서접수

2017.04.07.(금), 10:00 ~

인터넷 접수 : KAIST 입시시스템

마감시간 내 전형료 납부까지

04.18.(화), 17:00

(https://apply.kaist.ac.kr/GradApply)

완료해야 하며, 이후 접수 불가

●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석사 학위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 참고

•KAIST 대전캠퍼스 대학원입학팀
정문술빌딩 신관(E16) 1층 110호
2. 서
 류제출
기한

2017.04.20.(목), 18:00까지
(서류 도착분에 한함)

온라인 입력 후 출력본,
성적표 등 모집요강이 정한

•(우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정문술빌딩 신관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대학원입학팀 으로

•본인소개 및 학업계획서* 각 1부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송부

•대학/대학원(해당자에 한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E16) 1층 110호 대학원입학팀

3. 제
 출서류
접수확인 기간

KAIST 입시시스템
2017.04.07.(금) ~ 05.01.(월)

> 제출서류관리 > 최종제출여부)

4. 1
 단계
서류심사

(https://apply.kaist.ac.kr/GradApply

•재직/경력(해당자에 한함) 증명서 각 1부
제출서류 발송 후 2~3일 후에

•소속기관장 추천서 1부(자비학생은 소속기관장 추천서 불필요)

지원자가 직접 도착여부를

•기타 우수성 입증자료(형식 제한 없음)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연락은

•영어성적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하지 않음.
* 본인소개 및 학업계획서 양식: A4용지 2매 이내로 국문 작성(폰트10, 줄간격130%)
1. 자기소개 및 중장기 비전, 미래전략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 기술
2. 입학 후 학업계획, 졸업 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 방법 기술
3. 지난 5년간 본인의 핵심역량 및 리더십 발휘 사례 기술

KAIST 입시시스템
2017.05.18.(목), 14:00 이후

합격자 발표

•입학원서 1부

(https://apply.kaist.ac.kr/GradApply
> 합격자 발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졸업여부와 학위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졸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개인별 면접전형 일정
5. 면접전형

2017.05.22.(월) ~ 05.26.(금)

1차(서류) 합격자 발표 시 게시함

확인(해당 학과(부)
/ 프로그램 별 실시)

입학문의

● 문의처
•석사과정 미래전략: 042) 350-4023, http://futures.kaist.ac.kr

6. 최
 종합격자
발표

KAIST 입시시스템
2017.06.15.(목), 14:00 이후

과학저널리즘: 042) 350-4202, http://sj.kaist.ac.kr

(https://apply.kaist.ac.kr/GradApply
> 합격자 발표)

● 지원서류 접수처

※ 세부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우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창의학습관 5층 508호 대학원입학팀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서류가 도착되어야 하므로 원서접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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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042) 350-4222~3, http://ip.kaist.ac.kr
•박사과정 문술미래전략대학원: 042) 350-4022, http://future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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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제2기 수료 및 제3기 모집

KAIST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제6기 수료 및 제7기 모집

지식재산강국의 맞춤형 경영인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미래, 창조적 전략을 배운다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AIP)’ 제3기 교육과정이 개설된

체결하였다. 이 업무협약으로 특허청이 추가 합류함으로써 명실 공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개설한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이 2017

심 과제별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을 배양한다.

다. KAIST-AIP 과정은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총 50명

히 지식재산 분야의 핵심 4개 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운영하는 국내

년 3월 23일 제6기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 이번 6기 수료생은 국민권

7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은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축으로 미래 정

내외로 선발되며, 3월15일부터 9월20일까지 매주 수요일, KAIST

최고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전고등검찰청, 해양수산부 등

부의 역할은 어떠하여야 하며, 미래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초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

을 비롯한 국가 중앙·지방 공무원 41명과 민간인 19명으로 총 60명

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관계, 자율자동차, 미래공공조직, 사물인터넷,

작년 봄학기 카이스트 도곡캠퍼스에 개설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산(IP) 보호 및 소송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대한민국 지식재

이다. 2017년 1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모집한 제7기 과정은 3월 16

에너지와 환경, 인간수명 연장 등의 미래전략을 다룰 예정이며 총 15

과정’에서는 제1기 수강생 50명이 배출되었으며, 이어서 제2기 45

산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잘 닦아 놓은 KAIST AIP 과정에 함께

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3시간씩 교육이 진행될 예정

주에 걸쳐 진행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결정자들

명의 수료식은 3월15일 제3기 입학식과 공동으로 개최된다. 제2기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이

이다.

과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창조적 사고역량과 미래전략 개발역량이 더

수료식에는 과정생 중에서 리더십과 창의성 및 공정성을 발휘한 원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4급 이상

욱 더 함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를 선발하여 중기청, 특허청 및 특허법원 기관장 명의로 리더상,

AIP 과정은 특허법원 판사진,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국장, 카이스트

의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소 임원 및 그에 준하는 사회 오피니언 리더

KAIST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미

창의상, 공정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교수진 등 국내 최고의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이론 뿐만 아니라 다

들을 대상으로 국가미래전략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수업이 주를 이룬

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정에 대한 문의

본 과정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29일 중소기업청(주영섭 청장), 특

양한 사례 위주의 실질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과정을 이수

다. 이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지식을 융합하고 국정의 핵

와 입학지원의 문을 상시 열어놓고 있다.

허법원(이대경 법원장), 특허청(최동규 청장) 및 KAIST(강성모 총

한 수료생에게는 카이스트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카이

장) 4개 기관이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보호 인식제고를 위

스트 동문자격과 각종 동문행사 및 강연회 참가 특전도 부여한다.

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의 운영 및 협력방안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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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 문의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ASP 문의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담당자 연락처 : 044-865-4250 | 홈페이지 : http://futures.kaist.ac.kr/AIP1 | 이메일 : aip2016@kaist.ac.kr

담당자 연락처 : 044-865-4249 | 홈페이지 : http://futures.kaist.ac.kr/ASP2 | 이메일 : aspasp@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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