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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글

제46회 다보스포럼에서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을 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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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의 혁신으로 산업 지형이 변화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의 생활 방식과 업무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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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될 경우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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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실험’ 섹션에서는 인공 지능 시대에 음악 기술들이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지

유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

살펴봅니다. 이어지는 ‘석학의 비전’에서는 사회를 복잡계(Complex System)의 눈으로
보는 통계 물리학자들의 연구, 미래에 등장하게 될 다양한 자동차들과 적용될 기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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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신 분들

2017 여름호
<See Futures>
도움주신 분들

이명호

남주한

김범준

(재)여시재 선임연구위원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

연세대 공대를 졸업하고, KAIST IT MBA, 기술경영 박사과정을

서울대 공대, 스탠포드 공학 석사, 컴퓨터 기반 음악 철학으로

서울대에서 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스웨덴 우메오대와

수료했다. 삼성 SDS 미국지사 컨설턴트, 농림수산정보센터 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창 뮤직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아주대 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 물리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장, 충남도립청양대학 산학협력 교수 등 기업, 공공,학계에서 IT

퀄컴에서 리서치 엔지니어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KAIST 문화기

비선형동력학, 고체물리학, 수리신경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현재 (재)여시재 선임연구위원으로 디

술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운드, 음악, 머신러닝에 대해

<세상물정의 물리학> 등을 출간하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지털사회, 과학기술, 미래산업, IT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에

연구하고 있는 그에게 인공지능과 미래의 음악 기술에 대해 들

일들을 물리학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에게 물리학으로 본 사회

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들어본다.

어본다.

에 대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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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양대 의대, 서울대 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 석사, 미국 남가주

고려대 사회학 박사를 마치고, 미국 남가주대 에넌버그스쿨 방

동국대 전기공학과 박사를 마치고, 충청대 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외대 터키학과 학사, 동 대학원 중동지역학 석사를 마쳤다.

대 의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커

문학자,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겸직교수를 거쳐 현재 강원대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자동차기술협회

이스탄불대 대학원에서 역사학 박사를 취득하고 교수로 재직

뮤니케이션학과 강의교수, 빅뱅엔젤스 매니징파트너로 일하고

영상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한국자동차튜닝산

하다 귀국하여, 현재 한양대 세계지역문화연구소 소장과 문화

있다. 의대 출신으로 IT에 관심을 가져 보건소 전산화 및 관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국가정보화전략 위원회 사회통합

업협회 회장, 한국이륜차운전자협회 회장, 서울오토살롱조직

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이슬람학회 회장과 한국중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참여하였고, 융합과 미래에 대한 연구를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자동차 기술, 자동차 산업의

동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이슬람 문화에 정통한 그에게 국제

진행하고 있다. 그에게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의견을 들어본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서 고려해야 하

환경과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에게 미래형 자동차에

사회와 테러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들어본다.

는 부분들에 대해 들어본다.

대한 연구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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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의 비전 | 국제사회의 테러와 인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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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포와 희망

다음 사회를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영화적 상상력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은, 인공지능이 이제는 SF 영화의 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회를 특징짓는 과학기술을 이해

장면에서 현실로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하고, 그 기술을 인류가 어떻게 현명하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해

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이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기사라는 직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일어나 산업혁명을 지나 맞이한 디지털 사회

업을 없애고, 인공지능과 로봇 등으로 현재 일자리의 많은 부분이

의 연장선에 서서 4차 산업혁명 이후 다가올 미래사회를 다음과 같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우려를 낳았

이 전망해 보고자 한다.

다.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로 생산현장에서 노동자의 수요가 준 것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 시나리오
이명호 (재)여시재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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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경험과 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는 산업사회의 연장일까?

식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전문직까지 인공지능이 대체

산업사회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증기기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BM의 왓슨(Watson)이 전문의보

(1769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래 동안 한 사회의 경

다 더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고, 변호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

제 분야에 영향을 주는 모태가 되는 기술을 범용기술(GPT: General

례를 찾아 분석하고 있다.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만

Purpose Technology)이라고 한다. 범용기술은 일반 가정의 삶의

든 인공지능변호사 로스(ROSS)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뉴

방식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의 운영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욕의 대형 로펌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Baker & Hostetler)에 취

근본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증기기관은 최초로 범용성을 가진 기술

직하여 사람의 일상언어를 이해하고 초당 10억장 법률문서를 완벽

로 인간의 육체적 능력(근력)을 대체한 기계였다. 엔진의 능력은 더

히 분석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

적은 에너지로 더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었다. 이 능력은 최초로 공

에 이르러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제 생산라인에 도입되어 더 빨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

물론 일부에서는 고대 노예제 시대처럼 인공지능 로봇에게 일을 시

록 해주었다. 또한 철도와 자동차 등 근대적 교통 수단의 확대로 이

키고, 인류는 문화와 예술을 즐기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나

어졌다. 엔진의 기술은 공간의 확장을 가져왔다. ‘더 많이 더 넓게’

오고 있다. 미래의 노예, 귀족은 누구일까?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렇

운송하는 일이 가능해지면서 원료와 소비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으

게 사람들에게 우려로 다가왔던 것이 핵무기 이후에 또 있었을까?

며, 농촌 공동체를 해체하고 넓어진 ‘시장’을 바탕으로 근대 국가가

인공지능과 로봇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열어 줄 것인가?

등장하고, 국가를 넘어 시장의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제국주의 전

영화 ‘허(Her)’와 ‘엑스 마키나(Ex Machina)’에서 처럼 인공지능 로

쟁으로 폭발하였다. 한마디로 엔진은 속도라는 특성으로 공간의 한

봇이 애인이 될 것인가? ‘로봇 앤 프랭크(Robot & Frank)’와 ‘아이,

계를 극복한 기술이며, 산업사회는 공간의 확장이 일어난 사회였다

로봇(I, Robot)’에서처럼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동반자의 도

고 할 수 있다.

움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터미네이터(Terminator)’와 같이 인

한편 엔진과 접목된 산업사회는 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량생산 시

간은 인공지능로봇과 이 세상의 주인 자리를 놓고 전쟁을 벌일 것

스템을 발전시켰고, 대규모 산업공단과 주거지를 분리시키고 대중

인가? ‘트랜센던스(Transcendence)’와 같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

교통 시스템은 분리와 연결을 가속화시켰다. 중세 농업경제에 기반

계가 무너지는 세상이 올 것인가? 많은 영화적 상상과 더불어 과학

한, 주거와 일터가 근접(일치)했던 농촌 공동체는 해체되었다. 도

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인간

시는 더 거대화되고(mega city) 도시 속의 빌딩은 산업사회의 계층

과 유사하게 인공지능이 자의식이나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구조(관료제)를 반영하듯 더 높이 치솟았다. 관료제는 대의제 정치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상력은 우리가 그동안 소

체제로 산업사회를 완성시켰다. 산업사회의 주역은 기업가(부르주

홀했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인간이 이룬 사회와 세계에 대한 의

아)였다. 대중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대상이면서 수혜자로 물질적

식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새로운 관점은 무

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매스컴은 대중의 소비를 촉진

엇이 되어야 할지 화두를 던진다.

하기 위한 도구였으며, 대의제는 대중을 통제하는 도구였다. 학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들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열어 줄

는 산업사회에 필요한 훈련된 노동자를 양산하는 기관이었다. 이와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같이 산업사회는 생산과 소비의 분리, 공동체와 개인의 분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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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한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생산(기업)과 소비(대중)의 모순이

수집, 저장 가능)이라는 속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노드(Node)로서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이어져 대공황으로 폭발하고 조정하는 과정

디지털의 속성은 연결(Link)되면서 연결성 ⇨ 공유성 ⇨ 지능화(자

을 반복하고 있다.

동화)로 발전하게 된다. ‘연결성은 네트워크(정보의 망)의 무한증

그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는 산업사회와 같은 성격의

대, 공유성은 연결과 거래(유통) 비용의 제로화(플랫폼)로 이어졌

사회일까? 일반적으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분업에 기반한 공장제

다. 마지막으로 지능화(자동화)’ 즉 정보와 행동이 결합되고 자율

생산이 도입된 시기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석유를 사용하는

적으로 학습-행동하는 단계(Algorithm, Big Data, AI, Robot)로 발

엔진(내연기관)과 포드 시스템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시기를 2

전하게 된다. 한 마디로 디지털 기술은 동시성이라는 측면에서 시

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1, 2차 산업혁명 모두 생산성의 획기적인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고 있다. 엔진이 공간의 극복(물리적

향상을 가져왔으며, 모두 엔진이라는 범용기술에 기반한 사회였다.

으로 글로벌이라는 공간적 확장)을 가능하게 해줬다면, 디지털은

문제는 3차 산업혁명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이다. 컴퓨터를 기반

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전세계 어디서나 동시에 연결되는

으로 한 정보통신(ICT)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자동

시간의 혁명을 가져왔다.

화 제어기기(컴퓨터)에 기반한 생산의 자동화를 3차 산업혁명이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IoT, big Data, 인공지능, VR(가상현

고 보기도 한다. 적용 산업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컴퓨터

실)/AR(증강현실), 3D Printer, Robot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

와 인터넷이 3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이라는 데는 일치하고 있다.

고 그 이면을 보면 가상물리시스템 CPS(Cyber Physical System),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더 발전하여 인공지능

O2O(Online to Offline)가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의 특성은 궁극적

스마트 워크 공간, 일과 놀이가 융합이 되는 공간 등이 도시의 주요

직업과 일자리가 증가했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이 대

과 IoT에 의하여 사물들이 연결되고 자동화되는 생산 시스템이라

으로 가상과 물리가 통합되어 가상의 시뮬레이션이 현실(물리)로

공간으로 등장할 것이다.

폭 줄어들고, 길드와 도제는 공장과 저숙련 노동자로 대체되었다. 2

고 할 수 있다. 결국 3,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즉 디지털이라는 범

구현되거나 현실(물리)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된다는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사회는 분리(분업)을 특징으로 하는

차 산업혁명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의 등장으로 노동자는 생산과 소

용기술에 기반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가상과 현실이 시뮬레이션을 매개로 통합되게 된다.

산업사회에서 통합(융합)이 가속되는 사회로 작은 공간에서의 완

비의 주체인 대중으로 재탄생하였다. 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동

그럼 이런 디지털의 특성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사회에 어떤

결성이 강화되는 사회, 생산과 소비가 융합되는 공동체성이 강화된

하고, 이와 연관된 기술자, 연구자, 관리자 등 전문직이라는 새로운

디지털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시공간적 변화를 가져올 것

시공간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디지털 기반의 생산체계는 분리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이와 같은 시공간의 변화 속에서

직업, 일자리가 탄생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에 의해 촉발된 3차 산

인가?

(분업)에서 통합(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가 통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

업혁명은 자동화가 도입되고 생산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공장의 노

CPU(컴퓨터 연산장치, Chip)로 구현되는 디지털 기술은 엔진의 기

합되고, 공장의 생산라인도 리니어(linear) 방식에서 통합된 모듈

래사회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동자가 감소하고, 제조에서 서비스로 일자리 이동이 일어났다. 앞

술과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고 있

(module) 방식의 자동화 공장(smart factory)으로 바뀌고 있다. 개

다. 디지털은 그 속성상 통합성(모든 형태의 정보가 bit로 표현 가

도국에서 생산하여 선진국에서 소비하는 글로벌 밸류체인(value

미래사회의 변화동인: 인공지능과 사회적 다양성

산업혁명은 생산 및 서비스의 일까지 자동화하면서, 기존 산업의

능), 복제성(정보의 손상 없이 저장, 복제, 변환 가능), 전파성(빛의

chain)도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공장이 다시 소비자가 있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발전이라는 것은 생산수단, 생산양식의 발전

일자리를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생산’과 ‘서비

속도로 확산), 축적성(거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무한의 정보가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아디다스의 스피트팩토리는 23년 만에 다

이며, 그 기저에는 지식의 증가에 있다. 문자, 인쇄술, 인터넷은 지

스’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어디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

시 독일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고객 맞춤형 생산으로 신속하게 소

식의 축적과 전파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켰으며, 더 많은 사람(대

이 일고 있다.

비자에게 배송하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물류와 공장이 통합

중)이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사회발전은 소수가 누렸던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미래사회를 전망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

되고 있다. 소비지인 도시 인근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물류센터화

전문성이 일반화, 대중화되는 과정이었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

화동인을 기술(인공지능)의 발달 정도와 사회의 다양성 정도라는

된 공장에서 3D Printer 등으로 생산해 도시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술도 대중들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프레임에서 2X2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았다. 인공지능의 발달 정도

점점 더 도시에서 여러 요소가 집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산업

향후 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정도와 인공지능 기술의 소유, 활용

에 따라 강 AI(Super AI, 인간의 두뇌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

사회가 도시와 공장, 물류를 분리했다면 미래에는 하나로 통합될

의 주제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사회가 전망된다는 것이다.

는 AI)와 약 AI(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AI)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공장은 사라지고, 공장과 사

사회발전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사회적 다양성(다양한

다.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강화된 대중의 힘의 정도와 AI

무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기업가와 노동자, 생산자와 소비자

직업, 다양한 개성)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만을 보

를 소유한 기업의 지배력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유연성이 큰) 사

의 구분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파트너들이 모인 것이 기업이 될 것

더라도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방식의 변화는 기존 일자리의 파괴

회와 전체성(경직성)이 강한 사회로 구분하여 보았다. 이를 2X2 매

이고, 원격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상시 고용이 아닌 프로젝트식의 고

와 새로운 일자리의 분화를 가져왔다. 1차 산업혁명은 수공업에서

트릭스로 구성하면 4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아마 우리는 수십

용과 근무가 늘어날 것이다. 재택근무를 위한 집(직주융합), 공동

근대적 공장 생산,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년 내에 이런 사회 중에 하나의 사회에서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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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 시나리오

다양성(유연성)

사회

약 AI의 도움으로 개성에 기반한 다양한 일을 열심히 하는

강 AI의 도움으로 개성에 기반한 전문적인 일을 즐기는

근면사회

신문명 공동체 사회

강 AI
기술

약 AI

약 AI 소유자의 지배하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주의 사회 전체주의 사회

강 AI 소유자의 지배하에 양극화된 실업이 만연한

노동 상실사회

전체성(경직성)

미래는 기술력의 수준과 인간의 의지(지향, 가치)가 조응하는 사회

일화된 대도시, 빅브라더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의 독재를 극복하고

사회를 예측하는 여러 방법이 있고, 어떤 동력을 주요한 요소로 보

공동체성과 다양성이 강화돼야 한다. 이 두 가지 힘 중에서 어디가

느냐에 따라서 물론 여러 모습의 미래사회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사회는 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로봇의

다. 필자는 다양한 직업이 많은 사회가 발전된 사회라고 본다. 인간

생산물의 가치가 더 큰지, 인간의 개성이 들어간 생산물의 가지가

이라는 존재가 다양한 존재이며, 자신의 다양성을 발휘할 때 행복

더 큰지에 따라 갈라질 것으로 본다.

하다는 점에서 다양성이 중요한 사회발전의 지향점, 가치라고 본

사회가 전체성보다는 다양성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은 도시 공동

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전체

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기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 가치관

성이 강요되는 사회는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일 것이다. 만화, 재즈, 와인, 드론 등

인공지능 등 자동화로 인하여 미래에는 결국 기존 직업이 줄어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일,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

것이다. 이 때 사회가 직면한 갈림길은 사라져 가는 일에 맞게 육성

시, 다양한 운영방식(협동조합, 주식회사, 관료제, 직접민주제 등)

된 획일적 인재들이 넘쳐나는지, 다양한 일을 찾아서 만들 수 있는

을 가진 도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창의적이고 개성을 가진 인재들이 넘쳐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화도시가 형성되고 그곳에서 주민이며 소

전자의 사회는 AI로 무장한 플랫폼을 장악한 대기업이 지배하고 노

비자로 만화에 대한 비평을 하고, 이는 만화산업 발전, 더 나아가 주

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글로

민으로 도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그런 주민이 있어 해당 도

벌 대기업도 대중을 기본소득으로 먹여 살리며 수요를 만들어 내고

시가 더 특색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도시에서 생산된 부를 배당 받

사회불안을 막고자 할 것이다.

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주민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

다른 길은 자신의 개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다양한 직업들과

득이란 것이 하나의 특색 있는 도시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여러 산업들이 생기면서 창조중소도시 속에서 다양한 일과 삶, 문

AI와 인간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미래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본

미래사회 시나리오 4가지 전망

AI를 소유한 독점적 기업들은 생산 등 제반 경제 영역에서 급속한

화예술을 추구하는 사회도 생각해볼 수 있다. AI의 도움으로 쉽게

다. AI에 의해 인간의 개성이 사라질 것인지, AI로 인해 인간의 개성

[시나리오]1 (약 AI + 전체성/경직성이 큰 사회): 전체주의 사회

자동화로 고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한다. 획일적 사회구조로

새로운 일을 배우고, 빠르게 전문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하고 싶은

(다양성)이 더욱 풍부해질 것인지,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 노

약 AI 소유자의 지배하에 획일적 인재들로 구성된 전체주의 사회

사람들의 다양성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의 증가로 사람들

일을 즐기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획

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 AI의 발달이 저조하여 생산성의 획기적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의 불만이 커지고, 소득이 없어 소비가 감소하며 경제가 정체한다.

획일화된 생산과 소비가 유지되는 사회 속에서 개성을 상실한 인간

극심한 양극화로 사회 불안이 증가하면서 경찰력 등 강력한 통제가

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회이다. 획일적 사회구조가 유지되면서

강화되고 사회는 커다란 담으로 갈라진 분열이 지속된다. 글로벌

낮은 생산성과 저임금의 고용구조가 유지되는 사회로 글로벌 하청

자본의 지배력이 강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이 약한 중진국의 함정에

의 개도국이 이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빠진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시나리오]2 (약 AI + 다양성/유연성이 큰 사회): 근면 사회

[시나리오]4 (강 AI + 다양성/유연성이 큰 사회): 신문명 공동체 사회

약 AI의 지배력이 약하거나 AI가 사회적으로(시민사회에 의해) 통

강력한 AI 기술과 기업이 등장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하에 통제되

제되고 있고, 인간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인본주의 사회다.

고, 다양한 사람들이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여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회이다. AI를 활용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사

사회이다.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으나 소득 수준이 비슷하여

람들은 다양한 자신들의 개성을 발휘하는 여가 시간을 즐긴다. 이

모두 열심히 일하는 사회이다. AI의 발전이 뒤쳐진 유럽의 복지국

러한 다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수

가들이 이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요는 서로의 생산물과 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

현재 (자본, 노동의 갈등)

창조인재
전문성 대중화
AI
Robot

고령화

기반으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인류 문명을 건설한다.

디지털 창조세력
공동체 확산
다양성, 창조성 중시
다양한 직업,
창조 공동체

전환

유지

로봇 공장 확대

생산인구 감소

미래(일과 삶의 조화)

다양한 직업,
문화예술 증가

도시연합
세계질서

인간가치 〉 로봇 생산 상품

기존 직업 감소
중산층 악화

저출산

도시는 호혜에 기반한 시민들의 공동체로 변하고, 이런 공동체를
[시나리오]3 (강 AI + 전체성/경직성이 큰 사회): 분열된 통제사회

전환

의료

획일인재

인간가치 < 로봇 생산 상품
대규모 산업,
빌딩 집적 도시

대량실업
양극화 심화

전체주의
세계질서

기득권, 산업세력
대도시 유지
전체성, 생산성 중시

강 AI 소유자의 지배하의 획일적 인재들로 구성된 전체주의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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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명과 암

4차 산업혁명의 본질

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협업 관계를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몇몇 산업이 갑자기 등장하는 형태

맺으면서 성장하고, 무한 경쟁 시장은 협력적 네트워크에 밀려나며,

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활방식과 가치관, 사회적 합의가 새롭게

수직적 자본주의는 분산 자본주의에 자리를 내줄 것이다.

필요한 수준의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정지훈 빅뱅엔젤스 매니징파트너

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3

4차 산업혁명의 명

차 산업혁명의 3단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가 주장하는

그렇다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확산을 바탕으로 진행

3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정의한 전자공학과 전자제품, IT

되는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때, 어떤 긍정적인 효

산업 중심의 3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인터

과를 줄 수 있을까?

넷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분산화와 공유, 참여와 협력을 키워드로
하는 산업혁명이다. 3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인터넷이 있으며, 일

“보스턴의 거실에 앉아 전자 창문을 통해 스위스의 알프스를 바라

반경제이론의 ‘희소성 법칙’과 크게 다른 ‘풍부함의 법칙’으로 돌아

보며, 젖소의 목에서 울리는 방울 소리를 듣고, 여름날의 (디지털)

가는 디지털 경제가 핵심이 된다. 3차 산업혁명은 4단계까지 진행

건초 내음을 맡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아톰(자동차)을 몰아 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지나간 1단계는 온라인 뉴스, 음악 스

내의 일터로 가는 대신 사무실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

트리밍 등 미디어와 광고의 변화였고, 2단계는 소셜네트워크 서비

행할 경우 나의 작업장은 과연 어디인가?”

스(SNS), 소셜 커머스 등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
바일 혁명이 핵심이 된다. 그리고 다가오는 3단계에는 1단계, 2단계

위의 글은 니콜라스 니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 교수가 <디

의 변화가 전화, 자동차, 집 등 현실 세계 사물에 연결되어 그 파급력

지털이다>라는 책에 기술했던 하나의 문제제기이다. 이와 같이 IT

이 확대되는데, 이를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뒤

기술은 장소와 시간의 개념을 바꾸며, 우리가 믿어왔던 세계의 인

에는 4단계 변화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3단계까지의 변화를 바

지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디지털과 인터넷, 모

탕으로 생활 방식, 사회 제도, 이데올로기가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

바일과 같은 IT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커다란 원동력은 가치를

산업혁명의 4단계가 지금 당장은 일어나기 어렵다. 아마도 현재부

증폭시킬 수 있는 디지털의 원리와 이런 변화를 허용하는 수많은

터 사회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서 2040~2050년 정도

선각자들의 공유 정신에서 싹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돼야 사회적 합의가 되는 4단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방식이

이런 공유의 철학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

라면 이 단계는 5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

원을 ‘공유재(commons)’ 라고 한다. 이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자유

면,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의 폭풍우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셈이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가져다주는 가치와 혁신 때

하지만 이런 논란과는 관계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이미

문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그런데, 정말 이게 4차 산업혁명은 맞을까? 2016년부터 제기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의 뿌

일반명사와도 같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이런 현상은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

리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있었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적인 명성의 이 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의에서 이 회의를 창설한 클라우스 슈밥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를 4차 산업혁명의 요체로 언급하면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실업과 실질소득의 하락

새롭게 부상한 것은 지난 2012년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적

서, Io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서 새로운 사회가 나타날

이 계속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일

용하여 그 이전까지 이미지 인식과 관련한 오류율이 25% 이상을 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는 기존의 1~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1차 산업혁명을 기계화 혁명와 기계적인 생산체

어나고 있다. 그에 비해 인터넷이 촉발한 3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록했던 이미지넷(ImageNet) 대회에서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산업혁명 시대의 수직적 권력을 협력적 네트워크와 분산 자본주의

(Jeffrey Hinton) 교수 팀이 당시 대학원생이던 알렉스 크리제브스

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력을 부상시켰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

키(Alex Krizhevsky)가 고안한 알렉스넷(AlexNet)이라는 딥러닝 기

단과 공유와 참여, 협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철학은 이제 단순히

술을 이용해서 오류율 15.31% 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면서 부터다.

계의 도입을 핵심으로 보았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했으며, 3차 산업혁명에서 전자공학 기
술의 발전으로 자동화가 진행된 것을 중요한 혁명적 분기점으로 봤다. 그런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커다란 유행어가 된 것은 그
로부터 두 달이 지나 2016년 3월에 있었던 소위 ‘알파고 쇼크’부터가 아닌가 싶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부상을 그렇게 크게 신경쓰지

인터넷 상에서 머물지 않고, 인터넷 이외의 나머지 세계에도 커다란

이후 이 딥러닝 기술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었고, 전 세계의 수 많

않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인 이세돌 9단을 무난히 꺾는 사건은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확대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다. 1차,

은 연구자들이 이를 개량하고 발전시키면서 수년 만에 인공지능 기

주게 됐고, 이 사건은 그 이전에 발표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상기시키며 마치 급격하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 분위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직적인 ‘규모의 경제’가 선호되었고 중앙

술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현재 인공지능 커뮤니티의 경우 대부

기가 조성됐다.

집중화된 거대 기업이 살아남은 반면 3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

분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과 관계없이 아카이브(Arxiv)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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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레딧의 머신러닝 관련 게시판의 2017년 5월 21일 현황

지목했다. 근본적으로 자동화(automation) 기술의 지속적인 확산

시 할 수 있는 기회자체가 없어지는 사건이 한 사람의 생애주기 중

과 약간의 숙련이 필요했던 사람의 암묵지 기술이 점점 기계와 로

에 나타나고 있다. 기계들과 컴퓨터 등이 원래 과거의 사람들이 하

봇, 컴퓨터 등이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되는 일거리가 사라

던 일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런 기계들과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기

지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투입이 필요한 일의 상당수도 인터넷

술을 배우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노동력 자체에 대한 수요가 감

의 연결에 따라 아예 노동력이 저렴한 외국으로 쉽게 아웃소싱하게

소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상대가치는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인류가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생활방식에도 큰 변화가 닥치고 있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

다. 1, 2차 산업혁명 이후 250년 간의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은 생활

한 탓에 사회가 이런 변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지 못

은 기업과 다양한 조직들을 중심으로 재조직화되고, 살아가는 것

하고 있다. 변화에 따른 실업 및 사회의 불안정성 문제는 당분간 가

자체에 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조직이 중심에 있는 것

장 커다란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커다란 변화는 새로운

이 아니라, 개개인이 중심이 되어 여러 사회 또는 커뮤니티에 대해

직업의 탄생을 가져오며, 결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

공헌을 하는 하나의 멤버로서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양극화가

도 존재한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거대한 사회변

심화되고, 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화에 결국 적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해왔다. 분명 현

사회로 전환된다면, 부를 어떻게 분배하고 이를 같이 나눌 것이며,

재의 IT기술이 지금까지 다양한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양극화를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삶
의 패턴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는 프리프린트(preprint) 논문 서비스에 일단 먼저 공개되며, 동시

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파트너십온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지만,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들의 탄생들을 유

에 데모 영상 등은 유튜브(Youtube),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깃허

AI(Partnership on AI)라는 비영리단체를 출범시켰다. 현재 수많은

도하면서 이들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브(Github) 등에 공개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

대학과 추가적인 기업들의 자발적 가입으로 이 단체의 규모는 점점

그렇지만, 단기적인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의 대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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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직접 트위터

커지고 있다.

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1, 2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도 그랬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함께

(Twitter)나 레딧(Reddit)과 같은 소셜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를 확

인공지능 연구 커뮤니티에서만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과 사회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바뀌는 전환기에는 언제나 과도한 불안감과

산시키고 공유하는 활동에도 매진한다. <그림 1>은 2017년 5월 21

공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

고, 저렴하면서도 쉽게 창업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전체적

지나친 낙관주의가 공존해왔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전환기의 직업

일 레딧의 머신러닝 분야의 게시글들을 캡처한 것으로 다양한 프로

고 있으며, 이런 개방형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통

인 과실물들을 정당하게 수확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플랫폼을 만들

관과 일자리, 그리고 삶에 대한 고민은 현재의 주류 경제학자나 정치

젝트와 연구, 토론 등이 공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서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기 시작했다. 비록 사회의 제도와 규칙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규모만 따지고,

가 및 일부 기업들의 몫은 아니라는 것이다. 혁신은 다양한 사람들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

은 여전히 기득권자들을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개발독재 시

네트워크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과거와는 다른 제품과 경험, 서비스

과 관련한 미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기술의 양극화와 빅브

겠지만, 변화와 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률과

절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

등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라더(big brother)의 탄생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

관계없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혁신의 가치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야 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때문에 나타나는

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놀랍게도 영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결국 이런 구시대적인 법률

경제의 중심은 생산에서 지식으로 넘어왔고, 과거에 존재하던 많은

명과 암을 이해했다면,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CEO들인 테슬라자동차와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엘론 머스크

과 파워집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직업이 사라졌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과거처럼 배웠던 일을 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lon Musk)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효시인 Y컴비네이터를

관련한 가장 커다란 희망은 이런 부족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들의 행동과 가

만든 샘 앨트먼(Sam Altman)이었다. 이들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

치관,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달려있다. 초기에는 이런 변화에 동조

이 특정한 기술력이 높은 회사가 독점해서는 안되고, 최고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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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인공지능 커뮤니티의 사례에

력을 가진 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민주화해서 양극화가 되지 않도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수 있는 암울한 전망에는 어떤 것

서 보듯이 얼마든지 부정적인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

록 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인류에 유익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공

들이 있을까? MIT의 데이비드 오토(David Autor) 교수는 지난 2010

리 인류는 갖추고 있다. 되도록 명은 확대시키고, 암은 축소시키기

유하는 오픈AI(Open AI)라는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기업을 출범시

년 4월 미국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매우 충격적인 리포트를 발표

위해 모두가 노력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는 결국 우

켰고, 이 기업은 최고 수준의 연구결과를 일반에 지속적으로 공개

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 직업이 높은 기술과 연봉을 받는 직업과 별

리 모두를 보다 행복한 세상으로 이끌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은 것은 내로라하는 영리기업들도

다른 기술이 필요없고 수입도 적은 직업으로 양극화되고 있으며,

마찬가지였다. 현재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

그 변화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사무직과

참고자료

가받는 아마존과 애플, 구글, 딥마인드, 페이스북, IBM, 마이크로소

제조업 기술자 등의 직업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는 중산층을 지

프트가 손을 맞잡고 인류와 사회에 유익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

탱하는 미들클래스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정지훈 저, <무엇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교보문고, 2012
정지훈 저, <내 아이가 만날 미래>, 코리아닷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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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논의가 거세다. 우리는 그 거대한 물결을 쓰나미로 맞을
것인가, 멋진 파도타기로 맞을 것인가.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대한 기
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세계에 ‘던져진 존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 파워 그리고
‘더 나은 사회’

다.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 헤매다 어느 골목에서
느닷없이 쓰나미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시작도 끝도 사람이다.
영화 공각기동대의 주인공 메이저의 힘과 기능에만 관심을 갖다보면
그것을 창조한 조연 오우레 박사는 잊히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발 딛
는 이 사회에서는 최고의 로봇개발자이면서 양심을 지닌 오우레 박
사가 살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환
경이 더욱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그것을 떠받치는 인력의
성공에 달려있음을 당연시 하면서도 그 논의를 따라 깊숙이 가다 보

유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

면 어느덧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기 일쑤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저출산이라는, 그것도 초저출산이
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 이
전에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더 시급한 문제로 해결해야할 과제일 수
도 있다. 그래도 백번 양보하여 혹시나 얼마 되지 않는 인구라 할지라
도 그 중 많은 사람들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고급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인구는 적지
만 기술력이 뛰어난 강소국들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허망한 주장임이 쉽게 드러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인
공들은 모두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창조적 인력일 것이다. 창조
인력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들의 특성을 추출해보
면 이들은 대체로 자기 삶에서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며 일과 삶의 균
형을 추구하고 네트워킹을 즐기는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들이다. 이
들 창조인력들은 저택과 통장 같은 금전 지향적 가치보다는 경험과
관계 같은 삶의 질을 추구한다. 자기의 기술력을 무기삼아 삶의 질이
‘더 좋은 장소’를 스스로 선택한다. 도키에와 라포포트가 개발도상국
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1990~2000년 동안 비숙련 노동
자에 비해 숙련 노동자(고급인력)의 이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
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고급인력의 양성과 유치 전략과 다르지 않
은 것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창조인력의 육성도 앞서 저출
산의 이유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사람들이 살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
을 갖추는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의 부를 증진
시키는 것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같은 선상에 있다. 삶
의 질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삶의 질이 높다고 저출산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일
례로 선진국들이 당면한 문제는 삶의 질이 높아지더라도 출산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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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 파워 그리고 '더 나은 사회’

정도이고, 노동 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다.

목 많은 항목을 요구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삶을 허락하지

삶의 질은 두뇌 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뇌 유출은 고급두뇌가

않는다. 국가 위정자들은 그런 세태의 현실을 한탄하기보다는 그것

더 나은 삶의 질, 연봉, 기회 등의 여건을 찾아 해외로 유입되는 것이

이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토마스의 연구에 의하면 고숙련자에게 삶의

일은 사람이 한다. 고급인력들에게 일자리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고

질은 특히 중요하다. 고숙련자들은 안전, 선택의 자유, 행동과 이동의

급인력들을 양성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충분조건을 완전히 다

자유, 재산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친밀한 환경을 고려한다. 즉, 자

갖추어야 한다. 고급인력양성에도 '안나카레리나의 법칙'은 그대로

연환경뿐 아니라 정치적 및 사회적 요인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적용된다. 그것은 바로 삶의 질이다. 삶의 질이 높은 국가가 두뇌 유

특히 이들이 결혼한 후 자녀가 있게 되면 더욱 많은 사항을 고려하게

출도 적다. 이는 각 개인들이 생활을 풍요롭게 유지하면서, 자기의 자

된다. 플로리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린시설(Amenities)과

율성을 침해받는 것 없이,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며 저녁에는

거리, 도시 환경이 지식 근로자와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유인하는데

맛있는 레스토랑을 찾아갈 수 있는 동네가 그만큼 많아져야 함을 뜻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식 근로자들은 경제적 기회와 생활의

한다. 그것은 또한 저출산 대책! 과도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가 당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몇몇 선진국의 개인들은 개인 스스로

발한 경제활동으로 전체 경제 성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직접 살 곳과 일할 곳을 선택하기 때문에, 삶의

한 큰 문제는 이렇듯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더 꼬이기도

가 행복하고 만족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 그 행복과 만족을 유지하

내놓아 고급두뇌 유입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질을 커리어 기회 같은 전통적인 직업 선택 요인만큼 중요하게 생각

하지만, 의외로 한 문제만 확실하게 풀리면 다른 문제도 연쇄적으로

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출산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놓

그러나 한국의 두뇌유출은 심각하고 그만큼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한다.

풀릴 수 있다. 삶의 질만 높인다면 인구문제도, 인재문제도 함께 풀릴

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그들은 적어도 그 나라를 떠나지는 않는다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책임질 우리 젊은 청년들의 현실은 어떠한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 그 답은 이미 나

것이다. 높은 삶의 질은 적어도 자국 내의 두뇌유출은 막는다. 그러나

총 1만 80명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62.9%가 잔류

가. 2012년 KISTEP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과학기술분야 국외 대

와 있다. 실천을 하지 않을 뿐이다. 그 실천의 첫 단계는 기존 시스템

낮은 삶의 질은 저출산도 해결하지 못하고 두뇌유출 또한 심각하게

를 희망했다. 이공계 박사의 한국행 기피는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미

학원생(133명)과 재직자(209명) 모두 노동환경 면에서 국내가 해외

을 혁신하면 혼란이 온다는 선입견과의 싸움일 것이며, 두 번째 단계

일어난다.

국 체류 의사가 67.9%에 달한다. 미국 시민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포

보다 우월한 항목은 거의 없다고 답했다. 또한, 해외체류 선호의 가장

는 기존 시스템을 혁신하면 성장이 감소한다는 세력과의 싸움일 것

우리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 2015년 IMD 세계인재보고서에 따르

럼 사이트인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IsaacBrockSociety)의 발표에 따

높은 점수 항목은 대학원생이 업무추진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지목

이며, 세 번째 단계는 기존 시스템을 혁신하면 우리가 쌓아온 국운이

면 한국은 두뇌유출 순위가 61개 국가 중 44위를 기록했다. 앞뒤 순

르면, 2012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국적 포기자 수는 한국이 1,680명

한 반면, 재직자는 자녀 교육 환경을 지목했다. 고급인력들은 조목조

쇠퇴한다는 낡은 가치와의 싸움일 것이다.

위에 콜롬비아와 필리핀이 있다. 근로의욕은 54위로 앞뒤로 러시아

으로 1위를 하였으며, 이것은 2위인 크로아티아의 200명의 8배에 달

와 슬로베니아가 있다. 한국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PISA 점수(4위)

한다. 두뇌 유출만 일어나고 두뇌 순환은 사라지고 있다. 이를 상쇄하

뿐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PISA(Programe

기 위해서는 해외 고급인력 유인지수가 높아야 하는데 이 또한 세계

for Inrer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점수가 아닌 두

31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뇌유출과 근로의욕에 더 많이 달려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4차

근로 의욕 지수는 노동생산성부터 삶의 만족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재 선진국, 신흥국 모두가 미래 국가 경쟁

영향을 발휘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

력의 강화를 위해 자체 육성 혹은 해외 유치 등 형태 차이를 막론하

만 등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훨씬 낮은 근로 의욕 수준을 나타내고 있

고 고급두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EU, 영국, 미국, 싱

다. 근로 의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환경적 특성과

가포르, 중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은 자체 인재육성과 해외 고급두뇌

내재적 특성이 그것이다. 환경적 특성에는 조직의 보상체계나 수행

유치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색스니언이 2000

하는 근로의 특성 등이 포함되고, 개인의 내재적 특성에는 개인의 욕

년대 실리콘 밸리 고숙련자의 1/3이 아시아 출신이며 이들이 실리

구와 동기가 포함된다. 내적 동기는 일이 적성에 맞는지, 가족부양에

콘밸리의 번성과 본국의 번성을 동시에 일으켰다는 두뇌 순환(brain

기여하는지, 자율성이 인정되는지 등과 관련되며, 외적 동기는 승진

circulation) 모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망, 보수와 안정성, 미래전망 등이 포함된다. 근로 동기에 대한 국

2001년 OECD는 고급인력이 유출된 국가의 경우 연구 인력 부재로

가 간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 동기로는 주로 외적 동기

기술 혁신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은 근로에 있어

학생이 감소해 연구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급인

적성이나 자율성보다는 승진, 보수, 안정성 같은 요인들을 더 중시한

력이 유입된 국가는 자국의 연구 인력을 대체하기 보다는 이들의 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 수준은 OECD 평균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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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실험

컴퓨터 음악을 전공한 나에게 몇 가지 각별한 책이 있다. 그 중 하

되었고, 현재 우리가 감상하는 MP3나 스트리밍 음악에서는 0과 1

나가 컴퓨터 음악가 리차드 무어(F. Richard Moore)가 저술한 <컴

로 이루어진 디지털 스트리밍 데이터로 표현되고 있다. 그 소리가

퓨터 음악의 요소(Elements of Computer Music)>다. 도서관에서

귀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러 악기 소리를 섞고 잔향을 더하는 공간

는 음악 도서로 분류되지만, 내용은 공대에서 배우는 디지털 신호

의 역할도 멀티 트랙 레코더를 거쳐서,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

처리 과목에서 볼 수 있는 그림과 설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공학도

션(DAW: Digital Audio Workstation)이라는 컴퓨터 기반의 사운드

에게 더 친근해 보이는 책이기도 하다. 그 책의 첫 번째 장을 펼쳐

편집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음악 제작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

보면 유일하게 공학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래와

어쿠스틱 악기 또한 실제 악기를 매우 충실히 재현하는 샘플 기반

같은 도식이 있다. 이 그림에서 리차드 무어는 작곡가, 연주자, 감

디지털 악기나 추상적인 알고리즘으로 소리를 합성하는 전자악기

상자 등 음악적 행위 주체와 악기, 공간 등 음악 소리의 발생과 전

신디사이저(Synthesizer)로 대체되어 왔고, 이는 주로 미디(MIDI:

파에 관련된 물리적 객체를 어떤 입력 데이터 받고 새로운 형태의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라는 연주 데이터를 통해 소

출력 데이터를 발생하는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리를 발생하고 있다.

연주자는 악보를 입력 데이터로 취하여 동작 데이터를 발생하는

요약을 하자면, 에디슨의 녹음 기술 발명 이후 현재까지 음악 기술

프로세스이고, 악기는 그 동작 데이터를 입력으로 취하여 음원 데

은 컴퓨터가 악기와 방이라는 프로세스의 역할을 하고, 소리와 연

이터를 발생하는 프로세스이며, 공간은 여러 악기에서 발생한 음

주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는 등 아래 도식의 하단에 해당

원을 혼합하고 잔향 효과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귀에 들리는 음장

하는 물리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을 만드는 프로세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음악이

21세기 들어서 인터넷의 발전으로 음악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

존재했던 인류의 아주 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한 인

하고 최근 인공 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의 역할이 점차 아

간과 음악 소리와의 보편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이

래 도식의 상단에 있는 작곡자, 연주자, 감상자 등 인간의 영역으

진화하면서 음악 데이터와 프로세스는 점차 다른 형태로 진화되

로 상위 이동하고 있다.

어 왔다.

먼저 감상자의 영역을 살펴보자. 미국에서 시작한 ‘판도라

예를 들어,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인 공기중의 진동은 녹음 기술이

(Pandora)’라는 인터넷 기반 라디오는 원하는 음악 채널을 개인

발명된 이후 LP, 테이프 등 물리적 매체에 기록되는 파형으로 표현

이 만들면 그와 유사한 음악이 라디오처럼 연속으로 재생되어 나

"Musical" Knowledge Base
작곡가

인공지능 시대의
음악 기술

인지, 지각

악보

감상자

연주자

음장

동작

음원

남주한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공간

악기

"Physical" Knowledg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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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음악 데이터(네모로 표시)와 프로세스(화살표로 표시)로 설명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음악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Digital Audio Workstation)

출처:‘ElementsofComputerMusic(F.RichardMoore저)’

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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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실험

인공지능 시대의 음악 기술

오고, ‘좋아요’와 같은 반응을 남기면 그 선호도에 맞추어서 개인

의 특성 분석을 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이에 맞는 알고리즘을

화된 선곡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쇼팽(Chopin)’이라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는 음악 정보 검색(Music Information

는 채널을 만들었는데 ‘전주곡 마단조’ 곡이 흘러나오고, 여기 ‘좋

Retrieval) 이라는 분야에서 계속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아요’라는 반응을 남기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곡은 피아노곡이거나

두 번째는 연주자의 영역이다. 2010년경 필자는 UC 버클리 대학의

단조의 곡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식이다. 이러한 개인화된 선곡

음악홀에서 재즈 기타 연주자인 팻 매스니(Pat Metheny)의 오케스

은 판도라가 회사 설립 이전에 시작한 음악 게놈 프로젝트(Music

트리온(Orchestrion)이라는 공연을 본 적이 있다. 일종의 프로젝트

Genome Project)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음악을 묘사하는

성 공연인데, 재미있는 점은 기타를 제외한 모든 악기가 솔레노이

약 450개의 음악적 특성(예: 장르, 악기, 가수 음색 묘사 등)을 정

드(Solenoid)로 제어되는 로봇 팔에 의해 연주 되어 로봇이 인간 연

의하고 모든 음원에 대하여 각각의 음악적 특성이 해당되는지 분

주자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과 로봇의 협연 또는 로봇

석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음원들 간의 음

들 만의 공연이 최근 몇몇 실험 연주 단체의 의해서 선보이고 있고,

악적 유사성을 계산하여 쉽게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고, 선호도에

인공 지능이 이제 악기도 인간처럼 연주한다고 언론에 소개되기도

따른 선곡 알고리즘도 음악적인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리 입력된 연주 데이터를 그대로 재

그런데, 약 450개나 되는 음악적 특성을 음원 서비스들이 제공하

현하는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연주자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

술(Automatic Music Transcription), 주어진 악보에 대해서 위치

에 순수한 창작이라기 보다는 모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는 수백만 곡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을까? 음악 게놈 프로

다. 로봇이 ‘진정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곡가의 곡을 해석하

를 파악하는 것은 악보 추적 기술(Score Following) 이라고 하는

창작의 과정에서 창작물에 대한 미적인 평가를 스스로 판단을 해

젝트는 이를 위해 전문 음악 ‘감상자’의 힘을 빌렸다. 즉, 많은 음

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거나, 다른 연주자와 협연 시 다른 악기

데, 역시 앞서 언급했던 딥러닝 기반의 음표 정보 예측이 학계에서

서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전에 ‘들은 적 있는 음악(즉 학

악 전문가를 고용하여 한 곡 한 곡 유심히 들으면서 450개에 각각

연주의 템포와 세기에 맞게 나의 악기 타이밍과 세기를 상황에 맞

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악보 추적 관련해서 최근 눈에 띄는 제

습 데이터)’ 과 유사하게 음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에 대한 항목을 일일이 체크하도록 했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한 곡

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품 중에는 소네이션(Sonation)이라는 회사의 카덴자(Cadenza)라

자동 작곡 기반으로 배경 음악을 만드는 회사인 쥬크덱

당 20-30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정확하고 양질

연주자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사실 창조의 영역이다. 소

는 앱이 있다. 이는 피아노나 오케스트라 반주 시 연주자가 자신만

(Jukedeck)의 CEO도 최근 인터뷰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적이 있

의 음악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도 수 많은 신곡이 쏟아져

수의 대가를 중심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인공 지능으로 대가의 스

의 템포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그에 맞게 타이밍을 학습하였다

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뮤지션인 회사 직원들 이 자동

나오는 음원을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타일을 모방하거나 이를 뛰어 넘어서 새로운 연주 스타일을 합성

가 다음 연주를 할 때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맞추어서 자동으로 반

작곡된 곡을 직접 듣고 점수를 매기거나 사용자들의 다운로드 회

수 밖에 없다.

하는 연구는 아직 초기 연구 단계에 있다. 하지만 컴퓨터가 악기

주의 연주 속도와 타이밍을 조절한다. 또 토나라(Tonara)라는 앱

수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음악에 대한 미적 판단을 학습에 적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능한 것이 컴퓨터에 의한 음악 자동 태그 분

연주를 듣고 음표 정보를 예측하거나 현재 악보상의 위치를 추적

은 내가 연주하고 있는 지점을 악보 상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자동

용하고 있다고 한다.

석(Music Auto-Tagging)이다. 즉, 컴퓨터로 하여금 음악 감상자로

하여 이에 맞게 연주를 하는 수준의 능력은 오래전부터 연구 되

으로 악보를 넘겨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창작과 관련된 요소를 데이터로

서 음악 신호를 입력으로 취하고 음악 장르나 무드, 악기, 기타 곡

어 왔다. 악기 소리에서 음표 정보를 예측하는 것을 자동 채보 기

마지막으로는 작곡가의 영역이다. 컴퓨터에 의한 음악 작곡은 사

만들어 학습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

의 특징 등에 대한 해당 여부를 직접 예측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

실 ‘알고리즘 작곡법’이라는 생성 예술(Generative Art)의 한 분야

각되는 창작마저 인공 지능에게 내어주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이다. 최근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동 번역 등 인공 지능과 관련

로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다. 현재까지 나온 음에 대하여 다음에 어

대답은 지금까지 음악 기술의 역사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해준다고

된 기술의 핵심이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기계 학습 알고

떤 음이 나올지를 모델링하여 순차적으로 음을 계속 발생하는 방

생각한다. 전자 악기가 처음 나오고 기술적으로 점점 발전하면서,

리즘인데, 딥러닝은 이러한 음악 자동 태그 분석에도 적용되어 최

식인데, 1980년대 작곡가 데이빗 코프(David Cope)는 바하, 모짜

사람들은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어쿠스틱 악기들이 수백 가

근 몇 년간 활발하게 연구 되어 왔다. 그 결과로 ‘구글 음악(Google

르트 등 특정 작곡가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자동 작곡 알고리즘을

지의 악기 소리를 연주하고 혼자서 오케스트라 반주도 할 수 있는

Music)’이나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음원 서비스는 컴퓨터

개발하여 자동 작곡된 곡을 앨범으로 발매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자 악기들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 걱정을 했다. 물론 어느 정도

에 의한 자동 태그 분석을 음원 검색이나 추천 알고리즘으로 사용

소니 연구소(Sony CSL)에서는 ‘플로우 머신(Flow Machines)’이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연주자들은 여전히 어쿠스틱 악기를 더 선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곡의 인기도나 특정 아티스트에 편중

라는 알고리즘을 이용, 비틀즈의 데이터로 스타일을 학습하여 유

호하고 있고, 작곡가들은 전자 악기를 어쿠스틱 악기의 대체품이

되지 않는 다양한 음악을 감상자들의 취향에 맞게 선곡해주고 있

사한 곡을 자동 작곡한 예를 선보였는데, 정말 비틀즈가 만든 것

라기 보다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도구로 삼아 이를 활용한 새로운

다. 컴퓨터에 의한 음악적 특성 분석은 무엇보다 계산 속도가 매

같아서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최근 구글에서는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 왔다. 마찬가지로 인공 지능기반의 음악 기

우 빠르기 때문에, 상업 음원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제

‘마젠타(Magenta)’라는 이름의 딥러닝 기반 자동 작곡 소프트웨

술도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기 보다는 새로운 창작을 위한 도구가

작하여 업로드 하는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com)나 밴드

어 라이브러리를 오픈 소스로 배포하여, 음악 데이터만 있으면 쉽

되거나 일상적인 음악 활동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게 누구나 쉽게 작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스타일

생각된다.

캠프(bandcamp.com)의 음원에도 쉽게 적용 가능하다. 물론 정
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음악 게놈 프로젝트와 같이 전문가가 양질

22

악보 추적 기능이 적용된 음악 앱(App) 카덴자(Cadenza,좌), 토나라(Tonara,우)

기반의 작곡은 이미 주어진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방식이기 때문

출처:구글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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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에 통계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다.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transition)를 생각해보자. 얼음이나 물이나 수증기나, 전체를 구

분야다. 통계물리학은 통계학과는 분명히 다른 분야지만, ‘통계’라

성하고 있는 물 분자 하나는 완벽히 동일한 물 분자다. 따라서 물

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

분자 하나를 이해했다고 해서, 물 분자들의 상호작용과 열운동

‘통계’가 필요한지를 떠올려 보라. 바로, 무언가가 많을 때다. ‘동전

에 의해 상이 변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는 절대로 없다. 존 밀러

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1/2이다’는 통계적인 예측이다. 이

(John. H. Miller)의 책 <전체를 보는 거친 눈(A Crude Look at the

를 검증하려면 어떤 실험을 해야 할까. 동전 한 개를 딱 한 번 던지

Whole)>에서 읽은 재밌는 문장이 있다.

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온다. 다른 결과는 없다. 동전 한 개를

물리학의 눈으로
보는 사회

“Even if you understand the number 1 and know that 1 and

증할 수 없다. 제대로 검증을 하는 방법은 바로, 많은 수의 동전을

1 make 2, you don‘t understand 2 until you know what ‘and’

던져서 그 중 앞면이 나온 동전이 몇 개인지 세어보는 것이다. 즉,

means.”

‘통계’는 동전이 많을 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체계적인 방

김범준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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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던져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1/2이라는 통계적인 예측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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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마찬가지다. 통계물리학은, 거시적인 물리계를 구성하는

번역하면, “비록 ‘하나’가 무언지 알고 있고, 또 하나 더하기 하나

미시적인 입자의 숫자가 많을 때, 전체를 이해하는 체계적인 방법

가 둘이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더하기’가 무엇인지 모르면 결

을 제공하는 학문 체계다. 거시계를 구성하는 미시적인 입자가 뉴

코 ‘둘’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의 뜻이다. 구성요소 하나를 안다

턴의 고전역학을 따를 때의 통계물리학이 고전통계물리학이고, 슈

고 해도,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체를 이

뢰딩거와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을 따를 때의 통계물리학이 양

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우리말 속담, “구슬이 서 말

자통계물리학이다.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고전역

이라도 꿰어야 보배”도 마찬가지다. 꿰지 않은 구슬 서 말은 꿰어

학과 양자역학을 배운 다음에, 3학년 혹은 4학년에 한 학기나 두 학

엮은 구슬 서 말과 질적으로 다르다. ‘보배’라는 거시적인 특성은,

기 통계물리학을 배운다. 통계물리학은 물리학의 전통적인 중요 분

구슬 하나하나 뿐 아니라 구슬 사이의 ‘뀀’이라는 상호작용이 없

야다.

다면 만들어질 수 없다.

통계물리학 연구의 첨단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물리계는 많

통계물리학 분야에서 2000년 즈음부터 시작해 점점 더 많은 연

은 수의 미시적인 입자로 이루어져있다는 것 외에도 다른 특징이

구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복잡계(complex

있다. 바로 구성 입자들이 서로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systems)에 대한 연구다. 복잡계가 무엇인지, 혹은 복잡하다는 것

다. 만약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거시

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아직 모든 연구자가 동의한 것은 아니

적인 계(system)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그리고 물리학자는 쉬

지만, 거칠게 정의하자면 복잡계는 ‘서로 강하게 영향을 주고받

운 문제를 싫어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 않다면, 입자가

는 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거시적인 계’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아무리 많은들, 그 많은 입자 중 하나만 이해해도 전체를 이해할

이야기한 통계물리학 분야의 전통적인 관심의 대상과 같다. 다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미시적인 여러 구성요소 중 대표적인

점도 물론 있다. 20세기 중후반까지의 통계물리학 연구에서는 많

것 하나의 특성으로부터 전체 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동전 하

은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물리계’가 주된 관심이었다

나가 앞면을 보일 확률이 1/2이고 동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

면, 현재의 복잡계 연구에서는, 많이 모여 상호작용하고 있는 요

아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대략

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떤 계라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즉, 복잡

오백 개의 동전이 앞면을 보일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따라서

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서 굳이 물리적인 원자나 분자만을 생

별로 재미는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런 예다. 경제학에서 대표적 행

각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복잡계라는 틀로 묶

위자(representative agent)라는 개념을 이용해 경제현상을 설명

일 수 있는 계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는 것도 비슷한 관점이다. 하지만, 현실의 거시적인 물리계는 구

이 바로 많은 ‘사람’이 서로 강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성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사회’다. 사회를 복잡계로서 파악해 통계물리학의 방법을 적용

들어,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면서 거시적

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

인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상(phase)이 변하는 상전이(phase

론, 전체 통계물리학 분야에서 복잡계 연구자가 절대적인 다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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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의 눈으로 보는 사회

는 뜻은 아니다. 2016년 여름 프랑스에서 열렸던 국제통계물리학

학은 항상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결과를 준다고 믿는 경향이

회에서 발표된 약 천 개 정도의 연구 발표 중 복잡계 연구로 묶일

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물리학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수 있는 것들을 세어보니 200개가 조금 못되었다. 단순한 추정일

래도 그나마 비슷한 결과를 가능한 단순한 방법으로 얻는 것을 잘

뿐이지만, 통계물리학에서 복잡계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할 뿐이다. 관찰된 현상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단순한 이론적인

20%정도라고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모형을 상정하고, 이를 이용해 정량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설명하

20세기를 풍미한 전통적인 물리학의 환원론(reductionism)은 한

는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자가 되는 과

마디로 줄이면 ‘잘게 나눠 이해하기’라고 할 수 있다. 눈앞에 놓인

정이다. 예를 들어 보자. 현실에서는 손에서 놓은 어떤 물체도 일

거시적인 물리계를 이해하려면 일단 나눠보자는 말이다. 잘게 나

정한 가속도로 바닥을 향해 떨어지지 않는다. 공기의 저항력, 지

누고 나누다 보면 분자 수준의 크기가 되고, 가만히 또 분자 하나

구의 자전과 공전, 높이에 따른 지구 중력의 변화 등등, 열거하자

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원자들이 보이니 분자를 또 원자로 나누는

면 엄청나게 다양한 물리현상을 모두 넣어야 손에서 놓은 물체가

거다. 이러한 ‘잘게 나눔’의 사슬은 계속 이어져왔다. 원자는 원자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물리학자는 이럴

핵과 전자로, 그리고 원자핵은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로 말이다. 그

때 어떤 것은 무시하고, 어떤 것은 고려의 대상으로 넣어야하는 지

리고 이들은 또 쿼크라 불리는 기본입자로. 이처럼 큰 것을 잘게

를 체계적으로 선택해 근사적인 어림의 방법으로 현상을 설명한

나눠 작은 것을 이해하는 ‘환원’의 방법을 통해 현대 물리학은 놀

다. 즉,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빼서 가능한 단순한 모

특징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누리소통망을 분석해 스탠

기술하는 으뜸방정식(master equation)을 활용한 연구들도 있고,

라운 성취를 거두었다. 이제 우리는 우주를 구성하는 더 이상 나눌

형을 만든다. 바로 일정한 중력가속도만을 모형에 넣어서 물체의

리 밀그램이 60년대에 제안한 ‘좁은 세상 효과’가 사회연결망의 일

세포자동자(celluar automata)의 방법을 이용해 격자위에 정의된

수 없는 기본입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낙하를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뺄

반적인 특성임을 확인하기도했다. 대규모의 익명의 전화 통화 시

행위자의 거동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나는 앞으로도 통계물리

하는 지를 설명하는 아름다운 이론 물리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셈을 너무 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중력가속도마저 모형에서

간 기록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마크 그라노베터(Mark Granovetter)

학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여러 사회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통계물리학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이러한 환원론과는 다르다.

뺀다면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게 된다. 바로 아인슈타인이

가 70년대에 제안한 ‘약한 연결의 힘’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살펴볼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

미시적인 구성요소로 출발해서 거시적인 현상을 이해한다는 면에

한 말, ‘Everything should be made as simple as possible, but not

수도 있었다. 사회 연결망의 구조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그 안에 들

물리학 제국주의라는 말이 있다. 물리학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다

서, 출발점에서의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이해는 물론 필요하다. 하

any simpler(이론은 가능한 한 간단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간단해

어있는 커뮤니티(community)를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분야에서

양한 이론과 강력한 분석의 무기를 이용해 다른 학문분야를 점령

지만, 통계물리학의 관심은 구성요소 하나가 아니라, 이들의 상호

서는 안 된다)’의 의미다. 현실에서는 물리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도 여러 물리학자의 큰 기여가 있었다. 이를 통해, 연결망 안에 현

하려한다는 비판이다. 물리학자를 하이에나로 비유한 글도 접한

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커다란 규모의 거시적인 현상이다. 구

우리가 관찰해서 설명하려는 현상 자체는 상당히 복잡한 인과관

재 존재하고 있는 커뮤니티 구조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갈 수 있

적이 있다. 오랜 동안 고민해 잘 선택해서 연구대상인 사냥감을

슬 하나를 잘게 나누고 나눠 구슬을 구성하는 기본입자를 속속들

계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통계물리

는 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같은 법안을 발의

잡아놓으면, 물리학자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와서 아무런 흔

이 이해했다고 해서, 구슬 서 말이 모여 어떤 보배가 되는 지를 이

학자도 물리학자인 한,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은 역시

한 국회의원들의 연결망 자료를 분석해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성향

적도 남지 않을 때까지 먹어치우고 떠난다는 것이다. 먼저 사냥할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물리학자라 해도 세상을 보는 눈

‘뺄셈’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구성요소로의 환원으로 전체를 이해

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탈당과 분당으로 새로운 정당이 만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누군가 멋진 사냥감을 잡아 넘어뜨릴 때까

은 분야에 따라 다르다. 통계물리학자는 구슬 하나를 더 잘게 나

할 수는 없다고 사고한다는 면에서는 통계물리학자는 ‘비환원론

들어 질 때, 누가 새 정당으로 옮겨갈 지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 대

지, 옆에서 곁눈질 하며 호시탐탐 눈앞에 먹이가 나타나기만 기다

눠 구슬 서 말이 어떤 모습을 이루는지를 보려하지 않는다. 대신,

자’지만, 가능한 단순한 모형으로 현상을 환원해 설명하려는 다른

규모 사회 연결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연결망위에서 전파되는

린다는 비판이다. 과거 콧대 높은 몇 물리학자들이 타 분야의 축

구슬 하나하나를 구성요소로 보고, 이들의 관계에 의해 어떤 보배

측면에서는 통계물리학자도 역시 ‘환원론자’라고 할 수도 있겠다.

정보나 소문, 그리고 전염병의 동역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된 지식을 전혀 숙지하지 않은 체, 오만과 편견의 면모를 보인

가 거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지를 보려한다. 통계물리학의 접근 방

전체 계의 구성을 부분으로 환원해 이해하려하지는 않지만, 복잡

도 꼭 필요한 일이다.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의 효과적인 배포 방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학문 분야의 연결망은 제

식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과도 닮았다. 나무 하나를

한 현상을 단순한 이론적인 모형으로 환원해 현상을 설명하려한

식, 신상품을 효율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범죄 조직

국과 식민지처럼, 방향성이 있는 링크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다.

자세히 이해하려는 시도보다는 대충대충 이해한 나무 여럿이 모

다.

을 효과적으로 붕괴 시키는 전략의 수립 등, 통계물리학자들이 거

모두 함께 연결해 서로 도와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

여 어떤 숲을 이루는 지를 보자는 거다. 통계물리학은 이런 의미에

사회를 복잡계의 눈으로 보는 통계물리학자들의 연구가 특히 빛

둔 정량적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성요소를 하나 덜어내면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얽히고 설킨

서 비환원론적이다.

을 발한 분야는 20세기가 저물 무렵부터 시작한 복잡한 연결망

복잡계의 뼈대라 할 수 있을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에 우선적인 관

커다란 생태계를 닮았다. 입시문제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내가 존경하는 세종대학교의 정형채 교수가 “물리학은 뺄셈이다”

(complex networks)이라는 연구 주제다. 사회연결망은 물론 전통

심을 주는 것이 복잡한 연결망의 방법론이라면, 사회현상 연구에

떨어뜨려 해결할 수 없고, 이는 또 미래 인구 변동, 산업구조의 변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도 동의한다. 표현은 다르지만, 나를 포

적인 사회과학의 연구 분야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

자주 적용되는 물리학의 다른 방법들도 있다. 시간에 따른 변화의

화에 관계된다.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듯이, 어느 문제도 섬이 아

함한 많은 물리학자가,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물리학이 가진 강점

석하는 전산(computation) 기법에 익숙한 물리학자들은 최근 많

양상을 시간 연속적인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기술해서, 좁은 공간에

니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 학문의 방법도 마찬

으로 체계적인 ‘어림(approximation)’을 꼽는다. 정 교수의 이야

은 연구 성과를 만들었다.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된 사람들 사이

갇혀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뉴턴의 고전역학을 이용해 살

가지다. 어느 학문도 섬이 아니다. 물리학도 그렇다.

기도 사실 같은 얘기다. 과학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물리

의 연결망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회연결망의 거시적인 구조적

펴본 연구도 있다. 확률분포함수의 시간 변화를 전이확률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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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지난 120여 년의 자동차 역사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 크게 좌우될만큼 변화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무슨 변화가 발생한 것일까? 전통적인 모터쇼보다 세계 가전전시회(CES)가 주목될 만큼 자동
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자동차는 약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
어질 정도로 부품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 중 전기전자 부품이 약 30% 정도이지만 2020년 정도에는 약 4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질적인 가전제품으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물론
이고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등 다양한 개념이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융합제품으로 급변하고
있다. 자동차를 언급하는 하이브리드(Hybrid), 퓨전(Fusion), 크로스오버(Crossover), 컨버전스(Convergence)라는

미래의 자동차,
융합이 답이다

용어 모두가 융합을 대변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미래 자동차를 대변하는 용어는 한 마디로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서 여러 잡무를 볼 수 있는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시장이 생성되는 자동차

이제 자동차에 대한 모든 개념이 파괴되고 있으며, 최근 화두가 되

애프터마켓 중 하나인 일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는 불평이 늘고

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자동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완

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신개념 자동차가 등장하는데 정

전히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작 업소에서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이다. 해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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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침서도 없고 관련 기술도 부족하여 전기차 등이 들어오면 엔

친환경 자동차의 발전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진 룸 속에 있는 주황색 고압선만 보면 황당해지는 것이다. 손을

최근의 화두의 하나가 바로 친환경차 보급이다. 내연기관차 120

댈 수 없는 것이다. 그 만큼 일선 정비업소도 변화에 대한 능동적

여 년 역사에서 최근 세계 기후 환경변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

인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테슬

서 자연스럽게 핵심 대상인 자동차에의 환경 규제가 초점의 대상

라의 고성능 전기차는 세계적인 이슈를 일으킬 정도로 혁신적이

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의 핵심 요소인 이산화탄소를

지만 동시에 판매방식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인 판매

비롯하여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유해 배출가스에 대

방식인 제작자, 판매자, 소비자의 3단계가 아닌 중간 판매자가 없

한 국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제 자동차는 단순히 제작하여 판매

는 직구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청담

하는 수준이 아닌 과학기술의 총합체가 되고 있다.

매장을 가면 직원은 매매사원이 아니라 차종을 설명하고 시승 등

최근에 부각되는 친환경차 3총사는 역시 ① 하이브리드차, ② 전

을 책임지는 직원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차량을 구입하고 싶으

기차, ③ 수소 연료전지차로 대변된다. 물론 세부적으로 더욱 다양

면 인터넷에 연결된 본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직

한 차종이 존재하지만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치열하게 싸우기 시

구를 통한 이득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고

작한 차종은 상기한 세 차종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입지는 다르

할 수 있다. 이제 자동차의 판매도 SNS 등 다양한 판매방식이 본

다고 할 수 있다. 역할과 시기가 다르고 글로벌 메이커별로 자사의

격화되었으며, 소유 개념도 카 쉐어링 등 공유 개념으로 바뀌고 있

장점을 부각시키는 차종으로 무장하면서 타 차종 대비 경쟁력 제

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자체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

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 자동차 자체가 알아서 주차하는 풀 파킹 시스템도 당장 다가오

우선 ① 하이브리드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모터를 이용

고 있으며, 최근 출시된 일부 자동차는 고속도로 등지에서 자율주

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

행 기능이 있어서 옆 좌석에 있는 물건을 집어서 잡무를 보거나 소

히 시동 시와 저속 운행 시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모터

홀하기 쉬운 운전을 자율주행 기능이 해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를 돌리면서 기존 배출가스 저감과 고연비를 구사하는 현실적으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고

로 가장 안정화된 차종이다. 이미 20년이 넘는 상용화를 기반으로

령자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이러한 자율주행 기능을 통한 기술을

기술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선호되는 친환경차

통하여 능동적으로 작동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능동

이다. 가장 기술적으로 초보적인 마일드 하이브리드(Mild Hybrid)

식 안전장치가 보편적으로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자동차

방식에서 이제는 풀 하이브리드(Full Hybrid) 방식을 적용하면서

는 예전과 달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면서 차량 안에

더욱 높은 연비와 환경적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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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최근에 하이브리드 방식에 전기차의 정점을 부각시킨 플러

는 방법에 있어서 아직은 완전치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반인의 인식이 낮은 편이고 환경 문제는 당장은 나와는 관계가 없

는 전기에너지의 30% 이상이 원전이고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는

그 인 하이브리드(Plug-in Hybrid)차가 출시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수소는 바로 석유제품에서 만들어진 부생수소를 주로 이용한다.

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환경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이 중요

전체의 약 1.8% 수준이라 언급될 정도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최고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잉여 수소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석유자원에서

한 숙제이다.

의 전기차 천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공급되는 전기에너지의 97%

다른 하나는 바로 ② 전기차이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의 엔

발생하는 수소의 경우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크게 설득력이 떨어

친환경차 보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미

가 수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우리와는 근본

진과 변속기를 빼고 배터리와 모터를 넣은 기존 내연기관차와 완

지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

세먼지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단인 것은 물론 자동차가

적으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히 다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미 150여 년이 되

면을 강조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수소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차지하는 미래 먹거리 확보차원에서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은 당

전기에너지 잉여국가라 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어 내연기관차보다 30여 년이 앞선 모델이다. 당시 배터리의 한

있다. 여기에 안전성, 가격 경쟁력 등 수소차에 걸 맞는 장점이 부

면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국내의 친환경차 개발 수준

발생방법의 마련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숙제라 할 수 있

계성 등 기술적인 미비와 풍부한 석유자원의 공급과 엔진이 개발

각되어야 하는 만큼 아직은 단점이 많은 차종이라 할 수 있다. 분

은 선진국 대비 약 3년 정도의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산학연

다. 또한 전기차의 활성화는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되면서 도태된 모델이 바로 전기차라고 할 수 있다. 최근 10여 년

명한 것은 미래의 자동차에서 수소 연료전지차는 궁극의 차종인

관의 노력은 물론이고 정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아무리

고 할 수 있다. 엔진과 변속기라는 내연기관차의 핵심 부품이 빠지

전부터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과 우수한 배터리가 개발되면서 다

만큼 얼마나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는 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 배터리와 모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존 메이커의 수직 하

시 부각된 친환경차의 대표 모델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자동차 자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미래형 차종이다.

체가 완전한 무공해성으로 유일하게 무장하면서 세계적인 화두

상기한 바와 같은 친환경차 3총사는 중첩되면서 점차 수소 연료

전기차가 중요한 이유는?

평구조로 바뀌는 것은 물론 전기차 가격의 약 40~50%를 배터리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 테슬라의 전기차를 비

전지차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중심으

전기차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환경차 3총사 중 가장 관심이

값으로 해당 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다. 고용창출 측면에서

롯하여 중국 BYD 등 메이커별로 부각되는 전기차가 많아지고 있

로 여기에 하이브리드차, 전기차가, 수소 연료전지차가 중첩되면

큰 최근의 이슈라 할 수 있다. 아직은 일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인

도 차별화된 엔진과 변속기의 노동 집약적인 구조도 약해지면서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전기차 한계성이 부각되어 아직

서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치열하게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

프라 부족은 물론 가격 경쟁력과 인식부족 등 다양한 단점을 지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리 반갑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전

은 멀었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최근 배터리의 기술개발과 다양한

다. 수십 년간 이 차종들은 치열하게 싸우면서 다양한 차종의 시대

차종이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차량 자체의

체 세수의 20%를 넘는 자동차와 유류세가 극히 낮아지면서 세수

모델 개발로 전기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올 후

로 접어들 것이다. 최근 언급되는 내연기관차를 급격하게 대체되

완전한 무공해성을 지닌 확실한 대중형 유일 차종이다. 특히 최근

확보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에너지 회사는 당연히 연료탱크 없는

반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충전에 약 300Km를 넘는 모델이 출시되

는 등의 흐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글로벌 시장의 환경문제나

에 일충전 거리가 300km가 넘는 차종이 판매되기 시작했고 국내

전기차를 반길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단점에

기 시작했고 역시 충전 인프라도 점차 확산되면서 단점이 많이 사

관련 기술개발, 각종 제도와 법적인 구축 등이 변수로 작용하겠지

충전 인프라도 급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

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완전한 무공해차라는 장점만을 필두로 시

라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

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작하여 많은 단점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올해 보급하

장을 넓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

는 전기차가 약 1만 4천 대에 이르고 내년에만 5만 대가 넘을 것으

쟁력 제고를 통하여 세컨드 카, 틈새 차종으로서의 역할이 현 시점

에 환경적인 부분이 강조되면서 친환경차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

청 구조가 무너져 메이커 차원에서 그리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수

가 많아지면서 관심의 폭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세컨드

결국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공급측면에서 ‘전기차의 기폭제

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충실한 시장 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카, 틈새 차종, 도심지 단거리용이라는 꼬리가 붙어있으나 경쟁력

최근의 최고 관심사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이제 매일 일기예보를

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년은 ‘전기차의 빅뱅’이라고 하기

도리어 전기차보다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가 가장 좋은 대안

은 크게 확산될 것으로 확신한다. 물론 전기차에 충전되는 전기에

보면서 맑고 흐림보다는 미세먼지 상태를 보는 것이 일상화되었

도 한다.

이라는 언급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에 별도의 배터

너지를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공급하는 가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

다. 물론 지역별로 정확한 원인이나 대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대체

전기차는 수면 위로 올라온 단점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

리팩을 얹어 전기차 형태로 약 40~50km를 운행하고 더 긴 거리는

이다. 파생 모델로 전기차의 일충전 거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적으로 차량이나 석탄 화력발전소, 중국발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다. 당연히 충전되는 전기에너지의 공급을 친환경적으로 하지 못

자동적으로 하이브리드차와 같이 운행하는 특성은, 전기차와 하

자 차량에 탑재된 소형 엔진을 이용하여 방전된 배터리를 계속 충

일상생활의 공사장이나 도로바닥에서 올라오는 비산먼지 등 다양

한다면 친환경 측면을 강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에 공급되

이브리드차를 결합한 이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전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 유효거리 증가형 전기차(RE-EV, Range

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중 자동차는 전체 미세먼지의 약

Extended EV)도 추가되면서 다양성을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5% 정도를 차지한다는 논리가 기정사실화되었다. 그 만큼

마지막으로 ③ 수소 연료전지차이다. 이미 약 6년 전에 현대차가

노후화된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등이

년도

전국

SUV에 세계 최초의양산형 연료전지차를 공급하고 있고 일본 토요

원인인 만큼 확실한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노후

2011

타와 혼다가 가세하면서 3파전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수소와 산소

화된 디젤 차량의 폐차 유도나 대도시 진입을 억제하는 LEZ(Low

2012

가 결합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찌꺼기는 물만 배출되면서 에너

Emission Zone) 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친환경차 보급을 서두르고

지 공급면이나 배출측면에서 가장 완벽한 리사이클링을 가진 무

있다. 당연히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대통령 차

공해 자동차라 할 수 있다. 수소는 지구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이고

원에서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시

산소는 공기 중에서 추출하는 만큼 최고의 궁합을 가진 미래형 자

자동차에의 강력한 대책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

동차이나 문제점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소의

후화된 디젤 차량의 규제나 친환경차 보급의 활성화는 가장 중요

발생과 이동, 저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소의 발생은 만들어내

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친환경차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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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 (대, 2016년 12월 기준)

공공 급속충전기 보급 (기, 2016년 12월 기준)
제주

년도

전국

제주

338

46

2011

33

3

753

144

2012

85

19

2013

780

160

2013

59

17

2014

1,075

409

2014

60

10

2015

2,907

1,615

2015

100

0

2016

5,914

3,645

2016

150

0

계

11,767

6,019

계

48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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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자동차, 융합이 답이다

다양한 각종 적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도 가지고 있다. 엔진, 변속

든 기업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동차를 판단하고 움

기가 있고 고용창출이나 세수 확보도 보장해주면서 에너지 회사

직이는 알고리즘의 정복은 스마트폰의 혁명적 발전과 함께 자동

등도 명분상 설득력도 커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

차로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너도나도 몰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에 나온 지 2~3년 정도인 만큼 아직은 짧으나 일반인에게 다양

자동차의 지배는 결국 자동차 한 대 한 대가 사물인터넷 개념으로

한 차종이 선을 보인다면 내연기관차와 정면 대결할 차종으로 손

확산되는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과 보급은 몇 년 이내에 구현한

전기차의 명분은 다른 장점도 있다. 최근 자율주행 관련 내용이 전

다고 발표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미래의 먹거리 차원에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중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작년 여

서 주도권을 쥐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도로에서의 실

향을 크게 받는 한계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로 책임소재의 정확

이다. 이미 주변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가 판매되고

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다 사망한 사고

증 시험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약 3년 뒤쳐진 우리나라에서

성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센서의 문제인지, 처리 시스템의 오동

있다. 고속도로 등에서 병마개를 따기 위해 핸들에서 손을 놓고 일

로 인하여 더욱 관심의 폭이 커졌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면적인

도 이를 따라잡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과연 몇 년 이내에

작인지, 통신 모듈의 문제인지 파악하여야 하고 책임소재도 불명

을 봐도 되고 옆 좌석의 물건을 집기 위해 한손에 핸들을 잡고 힘

부분은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이 생각 이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은 완벽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 모두

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인지, 부품을 만드는

들게 물건을 잡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운전자의 실수를 보완해주

높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바탕에는 전기차가 각종 센서와 반도체

가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기술적인 부분과 일반 도로에서

기업인지, 메이커인지, 이를 허가한 지자체나 정부인지도 고민해

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자율주행 기능이 대신하기 시작

는 물론이고 각종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시스템을 풍부한 전기에

의 운행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간단

야 한다. 당연히 보험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

했다. 주차가 서툰 운전자를 대신하여 차량 혼자서 완벽한 주차방

너지를 이용하여 구현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현재 내연기관차는

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비행기 블랙박스와 같이 차량용 블랙박

법도 선을 보이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

스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법적인 분리

지해주고 대처하는 시스템도 곧 탑재된다. 인간의 실수와 문제를

급증하는 전기전자 시스템으로 전기에너지 공급이 매우 부족해지
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변환 측면에서도 내연기관차보다 전기

광화문 앞 러시아워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은 가능한가?

에 고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차량 내나 주변의 각종 인지정

자율주행 기능이 대신하고 보완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율주행 기

차는 구현도 쉽고 시스템적으로 적용도 쉬우며, 풍부한 전기에너

아마도 수년 이내에 간단한 자율주행차 운행은 가능하다고 할 수

보를 악용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

술은 이미 단순하지만 우리 운전자를 대신해주고 있고, 우리 속에

지를 바탕으로 단계적 적용도 용이한 차종이라 할 수 있다. 이러

있을 것이다. 실버타운이나 한산한 관광지역에서 일정한 구간을

생하는 만큼 어느 정도까지 장점을 보장하면서 영역별 구축을 잘

스며 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자동차는 안전벨트나 에

한 전기차의 장점은 물론이고 이동용 모바일 ESS(Energy Saving

시속 약 30~40km 정도로 운행하는 마이크로 버스 등도 예상할 수

하는 가도 관건일 것이다. 특히 법적인 부분에서 기존 수백 년을

어백 등과 같이 사고 후에 사고 정도를 감소시키는 수동식 안전장

System) 등으로의 확대 적용 등 전기차의 장점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출퇴근 시간에 서울 광화문 앞을 자율주행차가

이어온 사람 중심의 체계에서 자율주행차라는 객체 중심으로 법

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장치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단순한 환경적인 측면 이상의 다양한 미

운행할 수 있을까?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고속과 저속은 물론

적 중심점이 바뀌는 만큼 완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법 관계

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예방 차원의 능동식 안전장치로 진보

래형 차종이라 할 수 있다.

사람 사이사이는 물론이고 오토바이, 자전거 등 불법이 만연한 지

자는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부분도 강조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가

역도 무사고로 운행이 가능할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번의 사

결국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탑재되는 만큼 상황에 따라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것으로

싸우면서 수십 년간은 치열할 전쟁이 예고된다 할 수 있다.

망사고라도 발생하면 일반 유인 운전과 달리 자율주행 기술은 단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횡단보도를 손을 들고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누구나 믿을 수

번에 모든 자율주행차의 운행정지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후유증으

건너는 유치원생 여러 명을 보면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량이 돌

있는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기다리고 있다. 기술적 우위를 누가 우

자율주행차는 과연 가능한가?

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책임소재와 보험 사항 등 해

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부상이나

선 구현하는 가도 주도권 차원에서 눈여겨 볼 수 있을 것이다. 지

자동차의 친환경 기술과 함께 부각되는 화두는 자율주행 기술이

결과제가 한두 가지 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앞서 있다는 미국의

사망을 제쳐두고 핸들을 꺾어서 우선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기본

금까지의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단

다. 글로벌 메이커는 물론이고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경우 이미 6~7년 전부터 자율주행차 운행을 대비하여 법적・제도

상식인 반면 탑승자 생명을 우선으로 학습된 인공지능은 탑승자

순한 물음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기를 바란다.

개발을 선언할 정도이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를 대신하여 자동

적인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 자율주

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다는 가정

국내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은 양대 축을 이룰 정도로 심대하고 광

차 자체가 자동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주

행차 운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극단의 사례이지만 상황에 따라 쉽지

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는 미래의 자동차이다. 지금까지의 유인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근

이제서야 법적 제도적인 시도를 시작한 만큼 향후 해결하여야 할

않은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동차 애프터마켓은 국내 시장에서만 100조 원에 이를 정도로 매머

본적으로 없앨 수 있고 다양한 기능까지 수행하는 꿈의 자동차이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몇 가지 측면에서 더욱

분명한 것은 일반 전기전자 기계와 달리 공로상에서 다른 사람의

드 시장이다. 특히 자동차는 단순한 생활필수품이 아닌 신체의 일

다. 이미 구글이나 애플 등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도 자

고민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시스템의 한계성이다. 아직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는 쉽게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부분으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의 자동차에의 급변은 모든 일상생

율주행차 개발에 여념이 없을 정도이다.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는 먼지가 많은 오프로드를 달리거나

아닌 만큼 100%의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활을 바꾸고 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경계하기보다는 즐기고

자율주행차에는 각종 센서와 카메라,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각

폭우나 폭설의 경우 인지가 쉽지 않고 오차가 심한 상황이다. 여기

지 않다는 것이다.

활용하기를 바란다. 미래의 자동차가 융합을 대변하는 만큼 이를

종 반도체와 컴퓨터 장비와 이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소프트웨

에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에서 수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어인 알고리즘으로 무장되어 있다. 모두가 고부가가치가 있는 부

물론 정지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택이 아닌 필수요소이고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확대되고 있다

품으로 채워지면서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는 자동차로 모

과의 아이 콘텍트(Eye Contact)도 당연히 하지 못한다. 환경에 영

자율주행차는 분명히 미래의 먹거리이고 꼭 구현해야 하는 과제

고 할 수 있다. 변화를 즐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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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가 발발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인류는 테러를 일상
으로 달고 살았다. ‘생명가치의 존중’이라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
이고 원론적인 약속마저 무너지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무
차별적인 잔혹성에 인류사회는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테러와의 전쟁’ 이후 세상의 테러는 9.11

국제사회의 테러와
인류의 미래

이전보다 정확히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미
국 노스 플로리다 대학의 파르베즈 아흐마드(Pallez Allmad) 교
수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
후 10여 년 동안 4조 3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모되
었고, 6,800명의 미군 사망자와 97만 명의 부상병이 생겨났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동시에 피해지역인 중동에서도 민간인 22만 명이 사망하고, 무
려 630만 명의 전쟁난민이 발생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시리
아 내전 사태(2011-2017)로 2200만 명 인구 중에 1300만 명
의 추가난민과 50만 명 가까운 무고한 시민들이 또 목숨을 잃었
다. 가족과 전통의 해체, 문화유산 파괴 등을 언급하는 것이 사치
스러울 정도로 상황은 위기이고 심각하다. 그렇다면 인류는 보다
안정적이고 진보적인 미래를 위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테러리스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극
단적 분노와 복수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지구촌에서 인류의 미래
를 고뇌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테러와 대테러전쟁의 악순환
2011년 12월 미군은 이라크에서 철수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 행정부는 철군 채비를 하면서 궤멸대상이었던 탈레반과 권
력 분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철군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종전선언이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전쟁의 시
작을 의미한다. 테러 분자 한 명을 궤멸하는 과정에서 평균 8~9명
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함께 희생당하는 현대 비대칭전쟁의 특성상
서구의 공격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미
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죽어간 민간인만 수십만 명에 이른다. 희생
자 숫자는 민간인 조사기관에 따라 적게는 151,000명에서 많게는
1,033,000명에 이른다. 미군 당국은 아예 이라크 민간인 숫자는 조
사하지도 않았다. 분명한 것은 직계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100만 명
이 넘고 이라크 전체인구 절반 이상이 전쟁 난민이 되거나 살던 거
주지를 옮기는 등 전쟁 피해자로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34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 See Futures : Vol.15 • SUMMER 2017

35

PPER

STE

opulation

국제사회의 테러와 인류의 미래

것이다. 물론 그들 모두가 서구 공격의 피해자가 아닐 것이다. 내

는 젊은이와 튀니지, 예멘, 체첸 등지에서 지하드 신념을 가진 용병

전이나 테러리스트, 자국 정부군에 의한 희생도 만만치 않을 것이

들이고, ‘공포의 확산’과 ‘존재감의 표출’을 테러목표로 한다. 특히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중동 지역 피해자들이 서구가 전쟁

1%의 사회적 부적응자와 불만세력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잔혹

을 일으키거나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가족을

하고 선정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최근에는 ‘영웅주의’까지 등장하

잃고 삶의 기반이 초토화되는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

면서 존재감을 위해 ‘악마와도 연대’하는 정신병리적 테러증후군

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개인적 광기와 테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살 이후에도 중동에서 테러가 급증하고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있는 것이다.

이슬람국가ISIL(ISIS로 일컬어지기도 함)와 같은 더 잔혹한 테러조
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배경이다.

테러 원인에 대한 역사성과 인문학적인 성찰

당연히 테러의 가장 큰 문제는 극단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슬람

이슬람권에서 유독 테러가 빈번한 것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터 학살당했다고 알제리 사람들은 주장한다. 당시 알제리 인구가

을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는 ISIL이라는 공통의

권 내부에 있다. 비민주적인 정권에 의한 독재와 인권유린, 청년실

않고서는 그 근원에 파고들기가 쉽지 않다. 610년 사우디아라비아

900만 명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홀로코스트에 못지않은 대

적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셋째, 나쁜 독재자이지만 중

업과 물가 상승, 여성 차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무엇보다 온

의 메카에서 출현한 이슬람 이념은 북아프리카 전역을 이슬람화시

참극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거나 제대로

동 지도자들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건 이슬람이 대세였던 아시아에서까지 이슬람 성법인 샤리아 적용

키고 711년에는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유럽으로 진출했고, 732년

된 정보를 갖지 못했다. 하나의 언어-종교-종족 공동체였던 아랍세

자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 체제를 쟁취하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이 늘고 있는 이슬람 세계의 급진화 경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렇

경에는 프랑스 파리 근교의 투르와 프와티에까지 진격했다. 프랑

계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의 분열책동으로 22개 국가로 쪼개져 버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부 걸프국가들은 급진적 이슬람 이념인 살라

지만 아랍사회의 정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랍사회에서

크 왕국의 군주였던 샤를르 마르텔(Charles Martel)의 유럽 연합군

렸으며, 2천 년간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던 팔레스타인에는 아랍

피즘의 전파를 중단하고, 관련 이슬람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

는 가족이 모든 가치의 우선이다. 따라서 가족의 복수는 일종의 신

이 이슬람군을 격퇴하여 유럽전역의 이슬람화를 막았지만, 이베리

인들이 쫓겨나고 대신 1948년 이스라엘이 들어섰다. 설상가상으로

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공존이

성불가침의 영역이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피 값인 ‘디야(Diya)’가

아 반도 대부분이 800년 가까이, 그리고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1967년 3차 중동전쟁의 패배로 아랍인들은 주변 요르단강 서안, 시

라는 평화 로드맵을 실천하도록 미국과 서방세계가 강력한 이스

지불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피의 복수인 ‘인티캄(Intiqam)’을 행하

의 나폴리, 시칠리아, 몰타 등도 200년 이상 아랍의 침공에 시달렸

리아의 골란고원과 베카 계곡, 지중해의 가자 지구, 이집트 국경의

라엘 압박공조를 해야 한다.

는 전통이 아직은 매우 강하다. 이러한 분노와 증오의 문화가 팽배

다. 동부 전선에서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이교도인 오스만 제

시나이 반도 등 금싸라기 땅 마저 이스라엘에게 뺏겼다. 소위 점령

이런 원칙아래 테러발생의 근원적 토양을 바꾸는 소프트 파워 전

한 토양에 알카에다와 ISIL이 등장하자 수십만 명의 동조자가 복수

국에 의해 함락됨으로써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였다. 이로써 그리

지 문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국제사법재판소 최종 판결 등으로

략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를 위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인류의 보편가치와 이성

스,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이 400년 이상 이슬람화되

점령지의 원상회복과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 그곳에서의 유대인 정

경제적 지원, 심리 치유 프로그램 확산, 난민 수용, 전후 기반 시설

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ISIL는 단순한 복수살인집

고 동유럽대부분이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급기야

착촌 건설 불허 등이 수없이 결의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점령

복구를 통한 물과 전기의 공급이라는 의식주 해결을 위해 국제사

단이 아니라 성스러운 종교적 사명을 완수한다는 기가 막힌 포장

1683년에는 당시 유럽 최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 이슬람권

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러시아와 서구의 대리전 양상으로 빚어

을 곁들였다. 체계적인 훈련도 받고 첨단무기도 만져보고 자신이

심장부인 비엔나가 세 차례 공격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기도

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가장 큰 원인이다.

진 1300만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 전후 시설 복구, 대테러 전쟁으

순교하더라도 살아남은 가족들이 보살핌 받을 수 있다는 약속도

하였다. 이처럼 지중해에서 부분적인 유럽의 승리가 있었지만, 711

나라를 빼앗긴 많은 아랍 무슬림들이 새로운 생존을 위해 대규모로

로 희생된 수십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 피해 보상 등에서 서구의 책

매력적이다.

년 지브롤터 해협 붕괴에서부터 비엔나 공성전투가 벌어지는 1683

유럽으로 이주해 갔다. 저급 노동력으로 유럽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임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위협적인 테러조직은 ‘이슬람 국가’로 불리는 ISIL이다.

년까지 거의 1천년 가까이 중세 기독교 유럽세계가 이교도인 이슬

지금은 프랑스, 벨기에, 영국, 독일 시민이 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

나아가 피식민지 주민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전후 경제부흥에 성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반인륜적 테러조직을 국가라는 명칭

람 세계의 지배와 위협에 시달렸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쉽게 상상

은 차별과 소외, 사회적 양극화와 취업의 불이익 등은 3세대 무슬림

공한 유럽이 진솔한 과거 역사에 대한 사죄에 함께 자국 이주민들

대신 불량집단이란 의미의 ‘다에시(Daesh)’로 부른다. 다에시는

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치욕과 분노가 오늘날 유럽사회가 이

이주자들을 절망과 저항세력으로 몰고 갔다. 이들이 이슬람권 테러

을 건강한 1등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알 카에다의 이라크 지부로 출발했다. 2004년 우리 국민 김선일씨

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이슬람포비아(이슬람 공포증)의 역사적 뿌

조직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근원적인 변혁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역사가 배태한 ‘이슬람포비

를 납치 살해한 그 조직이다. 다에시는 시리아 내전이라는 대혼란

리다. 모든 정치권력은 부침이 있게 마련이다. 1683년을 기점으로

을 틈타 독재자 아사드 정권에 맞서 싸우는 시리아 반군에 가담하

다시 힘겨루기를 계속하던 서구와 이슬람 세계는 1798년 나폴레옹

중동의 지역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테러접근

분노의 테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유럽 스스로가 깊

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무엇보다 시리아를 등에 업은 러시아의 중

의 이집트 정벌을 기점으로 힘의 강약이 뒤바뀌는 입장이 되었다.

가족을 잃은 처참함과 극단적인 복수심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어떤

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 진출을 경계하던 미국과 EU,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시리

그 후 200년 가까이는 모든 이슬람세계가 거꾸로 서구의 지배를 받

이성적 협상카드나 정책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테러분자를 제거

세상은 동양과 서양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서양사=세계사’

아 반군을 적극지원하면서 다에시는 급성장 할 수 있었다. 다에시

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서구가 북아프리카나 중동 전역에서 저지

하기 위한 공습도 민간인 희생을 동반한다면, 궤멸되는 테러조직보

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인식의 한계를 넘어, 다양

의 구성원은 사담 후세인 처형 이후 해체된 이라크 군경과 이라크

른 고문, 학살, 인종청소, 민족 문화, 언어말살 정책은 표현이 불가

다 더욱 빠른 속도로 또 다른 가공할 테러조직들이 독버섯처럼 생겨

한 문화권의 각기 다른 소중한 역사적 기억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

와 시리아 내전에서 가족들을 잃은 전쟁고아와 복수심에 불타는

능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 1954~1962년간 8년 동안 치러진 알

날 것이다. 서방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딜레마이다. 새로운 미래 전

이것이 우리 지성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고 미래의 인류가 공존하

희생자 기족들이 주축을 이루고, 유럽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있

제리 독립전쟁에서는 200만 명 가량의 알제리인들이 프랑스로부

략을 짜야 한다. 우선은 미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시리아 내전

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또 다른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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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포그래픽스
번역ㆍ각색 김민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디자인 세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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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미래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가
매 순간마다 생산되고 증가하고 있다. 이 데이터들이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들여다보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능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명성을 만든다.

무엇이 데이터를 만드는가?

염려되는 부분

직원과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더 잘 분석할 수 있도

사생활 침해

록 한다.

는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 사
람들에게 데이터 수집만큼이나
주요 이슈다.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인간의 결정을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오늘날 수집되는 대부분의 데이
터는 형편없이 조직된, 그래서 분
석이 어려운 것으로 고려된다.

빅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만든다.

전자식
애완동물용
목걸이

이동 중 사용하는
스마트폰

게임용
카지노
칩의 센서

화물운반
대의 센서

인터넷
브라우저

대지센서

53%

가 이 시나리오에 동의했다.
빅데이터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그려질 것이다.

빅데이터의
미래는
무엇인가?

39%

가 이 시나리오에 동의했다.
빅데이터는 오늘날부터 2020년
까지 풀어야할 문제들을 발생시
킬 것이다.

해양 센서

한계점들

왜 빅데이터가 중요한가?

긍정적

200만 달러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관은 미국 6개주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직하는데
200만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지도자들

과학자들

검역관들

협력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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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툴과 데이터 투명
도를 위한 오픈 액
세스는 사람들의
정보 체크와 균형
을 위해 필요하다.
그것은 충분한가?

*2012년 3월 기준

교육 전문가들

은 데이터가 다음을 밝힐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진다.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가

부정적

어떻게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반응할것인가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2020년까지, 빅데
이터의 사용은 우
리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것이다.

사용자 혁신은 스
스로 분석하는 법
을 이끌 수 있다.

현재 예보,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패
턴 인식은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 See Futures : Vol.15 • SUMMER 2017

기계보다 인간은
여전히 빅데이터에
서 인사이트를 도
출하고 판단을 하
는 것이 가능하다.
통계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부정
적 효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부자들은 빅데이터
를 조정하고 가난
한 자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는, 인간이 증가 속도
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데이터를 가지는 것의
실체와 그것을 분석해 갖는 이득 등 정부와
기업의 동기에 대해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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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미래학 국장
소하일 이나야툴라
(Sohail Inayatullah)를 만나다
취재·정리 배일한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이번 호는 현직 유네스코 미래학 국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소하일 이나야툴
라 박사(60)를 만나 그의 미래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지난 4월 21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
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2017 미래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최신 미래연구기법과 성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
었다. 행사장에서 만난 그는 한국의 미래학 연구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표했다. 파키스탄 출신인 소하일 이나야

는 방식, 미래 이야기의 서사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

서 CLA는 그 실용성을 검증 받았고 미래 시나리오를 훨씬

해하게 됐다. 미래학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 분석과 추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다.

만으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비전을 갖도록 설득시키

Q3. 다
 양한 문화적 체험이 성공한 미래학자로서 통찰력에

떤 사회현상을 더 깊은 차원에서 규정하는 세계관과 신화

중요한 영향을 준다면 한국처럼 균질화된 문화권에서

툴라는 외교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그는 하와이대학 짐

를 재구성해서 새로운 대안적 미래상을 끌어내는 미래예

는 혁신적인 미래 비전이 나오기 어렵다는 뜻인가?

데이토(Jim Dator)교수로부터 미래학을 배운 이후, 독창적인 미래예측 방법인 인과계층분석(Casual Layered

측법을 생각했다.

Analysis: CLA)기법을 창안하여 서구중심의 미래학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시아
출신의 미래학자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은 그에게 미래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래연구자로서 성

Q2. 미
 래학 분야에서 당신의 학문적 업적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

공의 비결을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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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는데 한계가 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한 셈이다. 그래서 어

A. 그런 측면이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적대적 대립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문화가 지배해왔
다. 내가 아는 한 미래학은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새로
운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집단에서 가장 큰 성과

A. 거시사(Macrohistory)와 인과계층분석(CLA), 두 가

를 거둔다. 내부의 차이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스토리

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다. 거시사는 역사의 패턴

와 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촛불시위를 보면서 느꼈지

을 발견하는 역사 연구방식이다. 순환하거나 선형으로 발

만 한국사회도 획일화되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차츰 벗어

Q3

Q1. 당
 신의 미래예측 방법론인 인과계층분석(CLA)은 다

A. 그러하다. 나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따

전하는 거시사 이론을 활용하면 한 사회의 문명이 장기적

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한국에서 뛰어난 미래학자나

양한 사회현상들이 결국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꿈과 이

라서 6살에는 인도에서 자랐고 10살에는 스위스 제네바

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이해할 수 있다. CLA는 어떤 사회

획기적인 미래비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야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통찰력에 기반하고 있다. 이처

에서 지냈다. 미국 하와이에서 대학을 다녔고 태국, 호주,

현상의 미래를 예측할 때 사회구조적 요인 외에 의식 깊

럼 독창적인 시각은 당신의 성장배경과 직접적 관련이

대만 등에 거주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됐

숙이 존재하는 세계관, 이야기를 파악해서 새로운 미래의

Q4. 대
 만은 일부 대학에서 한국보다 수십 년 먼저 체계적인

있는가?

다. 이를 통해 다른 문화권의 사람끼리는 미래를 생각하

스토리와 전략을 만드는 방법이다. 수많은 워크숍을 통해

미래학 교육과정을 도입했음에도 그간 학문적 성과는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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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미흡한 느낌이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일이다. 미래학자의 업을 컴퓨터와 경쟁구도로 바라보는

A. 대만도 거대한 중국대륙의 공산정권과 대치상황에서

자체가 벌써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이다. 앞으로 인공지

이기기 위해 국민들에게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주입해왔

능을 도구로 활용해서 더 매력적인 미래의 이야기와 플

다. 전쟁의 트라우마와 체제경쟁에 갇힌 사회분위기에서

랜을 만들어주는 사회적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내

가능성이 높은 단수의 미래(Future)에 대한 관심은 높더

가 판단하기에 미래학과 미래학자의 미래는 여전히 밝은

라도 복수형의 대안적 미래들(Futures)의 비전, 이야기를

편이다.

Q4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현지 사회분위기가 좀처럼 따라

주지 않는다. 미래학은 해당 커뮤니티의 다원성과 개방성

정도에 따라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말의 잔치로 끝나기
도 한다.

Q5

Q6. 미
 래학자로서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면 국가별로 미래
예측을 대하는 특성이 다르지 않은가?
A. 국가별로 전문적 미래예측을 요구하는 주요 고객층이

Q7. 지
 난 해 유네스코 미래학 국장에 취임했는데 유엔 산
하기구가 미래학 연구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들인 대가로 아시아 국가들은 전통과 문화, 환경을 희
생했다. 이제 21세기의 아시아는 권위주의적 지도자와 자

Q9

판이하게 다르다. 싱가포르는 정부 공무원들이 미래학자

A. 미래학을 통해서 더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비

본의 지배를 넘어나 스스로 가치, 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Q5. 요
 즘 한국에는 점차 많은 젊은이들이 전문적 미래연

의 역할을 도맡아서 직접 미래예측을 시행하곤 한다. 호

전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인류문명의 발전에 도움이

새로운 미래상을 요구한다.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구자, 미래학자를 직업으로 꿈꾸고 있다. 하지만 미래

주는 기업체나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크고 작은 미래예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이 추구하는 서구의

고 보다 생태친화적인 미래연구를 시작하자는 뜻에서 슬

예측 분야도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으로

측 프로젝트를 꾸준히 발주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탐강

발전모델은 이미 식민지화된 미래(colonized future)를

로건을 정했다.

대체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대처럼 오랫동안 미래학 강좌를 운용해온 교육기관이 있

답습하는 것이 불과하다. 유네스코는 가능한 많은 개도

A. 미래학자가 하는 일을 데이터 기반의 단선적인 미래예

지만 학계를 제외하면 미래연구에 진지한 관심을 갖는 사

국들이 서구가 이미 선점한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대안적

측이라고 간주하면 그렇게 우려할 수 있겠다. 하지만 너

례가 드물다.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미래학자가 아무리

미래비전을 활성화하도록 돕고 있다. 미래학자로서 인류

무 걱정하지 않길 바란다. 제대로 배운 미래학자가 컴퓨

유능하고 명성이 높아도 다른 국가로 가면 고객들의 수요

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된 것에 자부심

A. 한국은 미래학, 미래연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

터 프로그램 때문에 실업자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 고객

를 맞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상

을 느끼고 감사한다.

국가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서구

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이야기를 끌

황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부기관보다 지자체 단위의

어내고 전략을 만들고 새로운 영감을 주는 역할은 수십

미래예측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년 뒤에도 기계에 맡길 수 없다. 여전히 인간이 해야 하는

Q6

Q7

Q10. 한
 국의 미래연구자들이 지금보다 사회적 영향력을
넓히려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

미래학자들의 연구기법과 시각을 적극 수용해왔다. 당연

Q8. 이번 국제학술 대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히 한국의 미래연구자들은 자신의 상상력과 이야기를 펼

A. 함께 방한한 외국의 미래학자들은 한결같이 행사구성

치기 보다 선진국에서 들어온 방법론과 이야기를 되풀이

과 논문의 수준이 높았다고 평가한다. 게다가 서울은 무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사회의 문

척 매력적인 대도시였다. 훌륭한 학술대회를 개최한 미래

화적 특성을 반영한 미래연구기법을 여러분들이 독자적

학회와 STEPI에 정말 감사를 드린다. 한국의 미래연구자

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이 미래를 보는 시각

들도 미국, 호주, 영국, 필리핀, 대만, 이란, 브루나이 등에

은 한국의 미래연구자들이 가장 잘 이해하지 않겠는가?

서 온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았으리

대안적 미래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라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에서 국제 미래학술대회를 개최

한국 연구자들이 만들어낸다면 한국은 미래학 분야에서

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시아 시장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을

Q8

Q9. 이
 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미래,

빈다.

Q10

공장과 거인의 지배를 넘어(Creating New Stories
and Alternative Futures for Asia: Beyond the
Factory and the Rule of Big Men)’ 는 무슨 뜻인가.
A. 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세기 근대화를 위해 서구세계
를 모방하고 서구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로 간주했다. 그
과정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산업자본과 연계해서
경제개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공장과 거인의 지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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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래학회 국제 학술대회 개최
취재·정리 배일한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제목으로 미래예측에 유용한 도구를 게임형태로 진행하는 방법들

이날 행사는 해외에서 온 참석자들이 곳곳에서 모여 다양한 미래

이 소개됐다. 송미미(Song Mei Mei) 대만 탐강대 교수는 대만과 중

예측기법을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줘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국 간 양안관계의 미래를 게임형태로 예측하는 기법을 발표했다.

국제 미래학 컨퍼런스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영국 쉐이핑 퓨처 대표는 미래예측

한편 제3회 미래학회 춘계 학술대회는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일반

에 최신 온라인 DB를 활용하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미래

논문 세션에서 우수논문 한 편을 골라서 베스트 데뷔 페이퍼 상을

학연구방법론을 소개하는 학생들의 일반논문세션까지 포함 총 6

수여했다. 수상작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 세션을 마무리한 후에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미래연구 학술단체인 ‘미래학회’(The Korea Association for

이날 학회의 오전 세션은 ‘소셜 네트워크의 미래’를 주제로 임마

Futures Studies)가 4월 21일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누엘 페스트라이쉬 (Emanuel Yi Pastreich) 경희대 교수, 아시아

(NIA) 서울청사에서 해외 미래학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17

도시개발의 미래를 주제로 김동건 한샘UDM상무, 아시아 인구증

미래학회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가의 미래를 주제로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발

인간의 삶은 질병이라는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즉시 인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학회와 아태지역 미래학자 네트워크(Asia

표가 이어졌다.

서는 장소적 범위를 한국으로, 시간적 변화 범위는 15년 후를, 아울러 미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성 곤

Pacific Futurists Network: APFN),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이어진 오전 워크샵에서 호주 미래학자 호세 라모스(Jose

충 매개 질환인 뎅기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뎅기열은 한국보다 기온이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토

공동 개최하는 국제 미래학 컨퍼런스 형태로 모든 발표를 영어로

Ramos)가 레고블록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표현하는 게임을 소개

병이나, 열대기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여행이 빈번해지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한

진행하여 행사수준을 높였다.

해서 관심을 끌었다. 오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동환 중앙대 교

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질병의 유입에 관하여는 해외여행객의 수와 뎅기열 발생의 빈도를 중심으로 뎅기열의 해외 유입가

‘아시아를 위한 미래(Creating New Stories and Alternative Futures

수가 ‘촛불시위의 동역학’과 ‘선호미래 그리기’에 대해, 이명호

능성을 파악하였으며, 뎅기열의 토착화 가능성에 관하여는 매개곤충인 이집트 숲 모기와 같이 뎅기열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것

for Asia : Beyind the Factory and the Rule of Big Men)’라는 표제

여시재 이사가 ‘4차 산업 혁명의 미래’, 체릴 청(Cheryl Chung)

으로 알려진 흰줄 숲 모기를 중심으로 발생가능성을 예측한다. 미래 예측에는 뎅기열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

로 열린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국내 미래연구자들은 물론 미국, 영

싱가포르 리콴유 대학교수가 ‘선호미래 묘사’, 존 스위니(Jone

하기 위해 STEPPER를 활용하고, 미래의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과거의 추세선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3차원 미래예

국,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 미래학자 33명이 참석

Sweeney)가 ‘적십자활동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측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따라 현재까지 알려진 전파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에서의

해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오후 두 번째 세션은 핸드온 워크숍(Hands-on Workshop)이란

뎅기열 발생가능성과 토착화 가능성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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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지형도

국내외 미래학 행사

2017
Event
Schedule

2017. 6. 12 - 13

2017. 6. 19 - 22

Futures of a Complex World

The 3rd Annual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sight

Turku, Finland
현 시대의 도전 과제들을 논의하고, 계속 증대하는

Athens, Greece

우리 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될

Athens Institute for Education and Research

예정이다.

(ATINER)에 의해 Foresight 관련 학술교류장이 마련될

https://futuresconference2017.wordpress.com/

예정이다. 학회는 미래학과 그외 다양한 분야의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개최

6~8월에는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모색 토론회 이어져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과학, 기술과 사회 등

2017. 7. 20 - 21
Foresight Conference 2017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술교류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가 매주 개최하고 있는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가 ‘4차

한다.

산업혁명 추진전략’을 대주제로 6~8월에도 시리즈 토론회를 이어간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일관성 있는 미래

https://www.atiner.gr/foresight

전략을 수립, 제시하기 위한 이 토론회는 전문가 발표 및 일반 청중들과의 토론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사회
각 분야별 아젠다를 고민하고 공론의 지혜를 모아가는 공개토론의 자리이다. 특히 5월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추

The Centre for Strategic Futures,

진전략’ 시리즈 토론회는 올 하반기까지 기술산업전략은 물론 사회문화전략까지 균형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Singapore
싱가포르에 위치한 The Centre for Strategic Futures
(CSF) 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정체성과 염원의
미래'(The Future of Identities and Aspirations)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http://www.csf.gov.sg/events/foresight-conference

2017. 7. 27 - 29
GLOBAL HEALTH FUTURES:
PEOPLE AND PLANET SEATTLE GATHERING

||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일정
•시간: 매주 금요일 17:00~19:00
•장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 (서울 광화문 KT빌딩 1층)
•문의: 042-350-4029
•주제 발표 일정 및 내용 (*일정과 주제 발표 내용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Seattle, Washington, USA

2017. 8. 6 - 11
ICML 2017

Associate of Professional Futurists (APF)의

김대영 교수 (KAIST)

6.9

이광형 원장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심현철 교수 (KAIST)

6.16

기술/산업전략: 자율주행차

이재관 본부장 (자동차부품연구원)

기술/산업전략: 증강현실

유범재 단장 (KIST)

기술/산업전략: 웨어러블 디바이스

정구민 교수 (국민대)

7.7

기술/산업전략: 로봇

이동욱 그룹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7. 8. 13 - 17

7.14

기술/산업전략: 감성지능

장준혁 교수 (한양대)

KDD2017

8.18

기술/산업전략: 국방

천길성 연구교수 (KAIST)

Halifax, Nova Scotia, Canada

8.25

기술/산업전략: 디지털제조

박원주 이사 (인더스트리4.0협회)

미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International Machine Learning Society (IMLS)
지원으로 매해 열리는 대표적인 머신러닝 컨퍼런스이다.

6.23
6.3

https://2017.icm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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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4차산업혁명 종합추진전략
기술/산업전략: 드론

https://apf.org/event-details/2497652/

Messukeskus, Helsinki, Finland

주제
기술/산업전략: 사물인터넷

것이다.

WORLDCON 75

대분류

6.2

15주년을 기념하여 인류의 건강과 웰빙(Well-Bing)의

Sydeny, Austrailia

2017. 8. 9 - 13

일자

4차산업혁명
추진전략

KDD(SIGKDD Conference on Knowledge

1939년에 설립된 World Science Fiction Convention

Discovery and Data Mining)는 데이터 사이언스

지난 해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문술리포트 <대한민국 국가미래전

(WORLDCON)은 전 세계 SF 및 판타지 작가, 예술가,

분야에서 열리는 가장 큰 학회로 올해 23번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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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인, 출판사, 팬 등이 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맞이하여 캐나다 핼리팩스(Halifax)에서 개최될

국가미래전략 2015>,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을 보완했으며 단행본 도서로도 만날 수 있다. 토론회 발표

행사이다.

예정이다.

자료는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토론회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http://afreecatv.

http://www.worldcon.fi/

http://www.kdd.org/kdd2017/

com/kfsackr000)를 통해 생중계되어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 See Futures : Vol.15 • SUMMER 2017

47

미래학 지형도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제3기 수료 및 제4기 모집

KAIST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제7기 수료 및 8기 모집

지식재산강국의 맞춤형 경영인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폭넓은 식견과 비전을 가진 리더로 이끌다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AIP)’ 제4기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AIP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은 급변하고 불확실한 국내외 상황에 필요한

2017년 하반기에 개설될 제8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은 7월 1일부

공직자들의 미래전략 개발 역량을 함양시키며, 과정생들이 현업에서

터 8월 23일까지 모집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2017년 9월 14일부터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한다.

과정은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총 60명 내외로 선발되
며, 오는 9월 20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카이스트

지난 3월 카이스트 서울 도곡캠퍼스에 개설된 ‘지식재산전략 최고

얻은 귀중한 경험을 상호교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2017년 3월 29일 (총 15주차, 45시간)이며, 매주 목요일 18시 30분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종강의실에서 진행한다.

위 과정’에서는 제3기 수강생 56명이 3기 수료를 앞두고 있다. 9월

하고 있다.

터 21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은 국가

20일에는 3기 수료식과 4기 입학식이 공동개최되며, AIP과정을 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능형 사회와 정부의 미래전략 수립

정책 및 대한민국 미래사회 전반을 폭넓게 조망하는 본 과정을 보다 내

이 과정은 정원의 삼분의 이 이상을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선발한

한 캘리그라피 공연도 준비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3기 과정 중

이 절실하다. 렇듯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은 미래전략역량을 함양함

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다.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우 등록금 60%를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

리더십과 창의성을 발휘한 원우를 선발하여 중기청 및 특허법원, 특

으로써 폭넓은 식견과 비전을 통해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며, 본 과정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새로운 리더들의 화합과

진다. KAIST AIP 과정은 특허청, 중기청, 특허법원, KAIST 4개 기관

허청 기관장 명의의 리더상, 창의상, 공정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문지식을 상호 교환하는 으뜸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처음으로 협력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명실공히 지식재산 분야

AIP 과정은 특허법원 판사진,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국장, 카이스트

최고 과정의 면모를 갖추고 업무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 프

교수진 등 국내 최고의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이론뿐만 아니라 다

2017년 3월 16일부터 총 15주차(45시간) 과정으로 개설된 KAIST 제7

[KAIST 제8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교육일정 안내]

로그램 개발 ▲정보 및 자료 협력 ▲강사 및 현장실습 지원 ▲AIP

양한 사례 위주의 실질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과정을 이수

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이 현재 진행 중으로 9월 21일 수료 예정이

•교육기간 : 2017년 9월 14일(목) ~ 2018년 3월 22일(목) (6개월)

과정 운영 지원 등 행정부, 사법부 및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중

한 수료생에게는 카이스트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카이

다. 4월 6일에 前 세계미래학회장인 짐 데이터(Jim Dator) 교수의 미래

소·중견기업을 위한 혁신적이며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

스트 동문자격과 각종 동문행사 및 강연회 참가 특전도 부여한다.

학개론 특강을 통해 미래학에 대한 기초를 다졌고, 4월 21일~22일 열

램을 제공한다.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린 국내워크숍에서는 3차원 미래예측법과 실습 특강을 통해 미래예
측분석방법을 학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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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18시 30분 ~ 21시 30분 (총 45시간)
•교육장소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종시 강의실
(세종시 절재로 194번지 세종중앙타운 B동 5층)
•원서교부 및 접수 : 2017. 7. 3.(월) ~ 2017. 8. 25.(금)
aspasp@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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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