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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

약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정치･사회･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 사회 및 환경변화 고려가 필요
과학기술예측조사는 미래사회를 전망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하게 전망해보고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을 주기로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수행하고 미래
다양한 이슈와 미래 필요한 기술을 발굴
본 이슈페이퍼는 향후 25년의 미래사회를 전망하여 이슈별 파급효과, 기회/위협 요인,
미래사회 수요 등을 분석한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연구 1차년도(2020) 결과를 수록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는 2021~2045년까지의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음
향후 25년이라는 중장기를 관점에 두고 산･학･연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의 6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미래 이슈를 논의
새롭게 제기되는 중요 이슈, 기후변화처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전 지구적이고
장기적인 이슈, 사회구성원 및 지향하는 가치의 변화,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이지만
발생하게 되면 사회 전반에서 환경변화를 크게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등 다양한 이슈 발굴
※ ①디지털 세상, ②비대면 사회, ③가치다양화 사회, ④인구구조의 변화, ⑤도시의 변화, ⑥환경･자원의
변화, ⑦미지의 영역 개척, ⑧글로컬(Glocal) 시대, ⑨동북아 정세 변화, ⑩국가의 역할 변화, ⑪신흥안보,
⑫극단적 쇼크 등 12개 미래이슈 도출

이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제공을 위해 파급효과가 크고 과학기술 대응가능성이
높은 이슈를 3개 선정하여 심층분석 추진하고 환경요인, 촉발경로, 파급효과, 레질리언스
관점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등을 도출
도출한 미래이슈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에서 미래기술을 도출하며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물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중장기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본 이슈페이퍼는 2020년 KISTEP 기관고유과제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내용으로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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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cience and technology are rapidly developing and affecting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issue paper aims to prepare variety options to predict future rather than
predicting one particular future with high accuracy. It is the purpose to give
a reactive choice in a various situation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Every five years,
KISTEP conducts science and technology prediction surveys to discovers
necessary technologies for the future by discovering and analyzing various
future issues.
This issue paper is part of the results of the first year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ediction Survey (2020). it will analyzes opportunities/threats and
countermeasures by issue by forecasting the future society for the next 25
years.

The 6th Science and Technology Forecasting Survey predicts the future society
between 2021 and 2045 and draws out issues that may arise as follows.
In order to draw issues from a wide perspective, more than 60 diverse experts
from industrial, academic, and research fields participated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Newly raised important issues. Discovering various issues from a global and
long-term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which is continuously being raised
and changes in values aimed at by member of society.
As life changes rapidly due to the outbreak of Corona 19, events that may
occur, although somewhat extreme, are included in futur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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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policy customers, the analysis of
existing trends was specified to analyze individual issues for the outlook of
the future society.
- Three issues are selected, such as the threat of extinction of bees, the landing
of a super typhoon, and the threat of an AI based system, and an in depth
analysis is carried out to derive policy response measures according to
environmental factors, triggering routes, ripple effects, and resilience
perspectives.
Major future issues : ① Digital world, ② Non face to face society, ③ Value
diversification society, ④ Population structure change, ⑤ Urban change, ⑥
Environment and resource change, ⑦ Pioneering of terra incognita ⑧ Glocal
(Global-local) time, ⑨ Change in Northeast Asia situation, ⑩ Change of role
of goverment, ⑪ Emerging security, ⑫ Extrem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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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Ⅰ

연구 배경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정치･사회･경제 등 기술의 발전이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미래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 전망이 필요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향후 발생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선택지를 마련하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근거에 기반한 과학기술정책･전략 기획을 기획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매 5년마다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시행
※ 2004년부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추진

향후 25년의 중장기를 전망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 및 시대에 따른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여 미래사회의 수요에 맞춰 향후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도출하고 분석
<표 1> 과학기술예측조사 추진 경과
구분
발표

추진방법

제1회

제2회

제3회
2004년
1994년
1999년
(2008년
추가발표)
⦁전문가 브레인 ⦁전문가 브레인 ⦁환경스캐닝
스토밍
스토밍
⦁델파이(온라인)
⦁델파이(우편)
⦁델파이(우편)
⦁미래 세상에
대한 시나리오

도출한
미래기술 수

1,174개

1,155개

예측시기

20년
(1995~2015)

25년
(2000~2025)

추진체계

주요특징

761개

25년
(2005~2030)
⦁기술예측위원회
⦁기술예측위원회
⦁기술예측위원회
⦁기술분석위원회
⦁15개 분야별
⦁12개 소위원회
⦁기술/시나리오
분과 위원회
분과
⦁전문가
⦁기술예측위원 ⦁미래사회 전망
브레인스토밍
회에서
및 니즈를
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영역,
고려하여
미래기술 도출
목적, 우리
미래기술 도출
⦁과학기술
실정을
⦁시나리오 기법
전문가 중심
고려하여
시범 도입
미래기술 도출 ⦁인문사회
전문가 포함

제4회

제5회

2012년

2017년

⦁환경스캐닝
⦁네트워크 분석
⦁델파이(온라인)
⦁시나리오 분석

⦁환경스캐닝
⦁네트워크 분석
⦁지식맵분석
⦁델파이(온라인)
⦁기술확산점 분석

652개

267개

25년
(2012~2035)

25년
(2016~2040)
⦁총괄 위원회
⦁미래예측
위원회
⦁미래기술 위원회
⦁24개 주요
혁신기술에 대한
기술확산점 등
심층분석
⦁미래기술명 및
기술설명 표준화
⦁대중의견을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총괄 위원회
⦁전망/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트렌드 분석
및 한국형
미래수요 분석
도입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
조사
⦁기존 예측조사
실현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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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향후
25년이라는 중장기를 관점에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이슈를 논의
2045년을 전망하여 1차년도 연구(2020)에서는 미래이슈를 도출하고 2차년도(2021)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을 도출하고 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전망 부분도 활용도가 높아 3개 이슈에 대해서는 환경요인,
촉발요인, 정책 대응방안 도출 등 심층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로 제공
※ 해외에서 발간되는 미래보고서와는 별도로 국내의 미래사회 전망에 대한 예측 정보 요구가 높음(2019,
KISTEP 설문조사 결과)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 도출한 미래이슈와 미래기술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정책･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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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절차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 연구에서는 2045년까지를 전망하여 5개 미래사회와
미래사회별 12개 미래이슈, 62개 세부 이슈를 도출하고 분석
국내외 문헌조사*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이슈를 선정하고 향후 전망, 기회/위협 요인,
미래사회 수요 등을 분석하고 불확실성, 파급효과,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측면에서 평가
* 제5회 예측조사(’16) 이후 발표된 ①국내외 트렌드 관련 문헌, ②상상력 기반의 문헌(SF소설, 영화 등),
③미래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기사, 과학잡지 등의 빅데이터 분석

<표 2>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미래이슈 도출과정
구분

추진내용

내
부

환경스캐닝

총
괄

미래이슈
검토

미
래
이
슈

1차

⦁미래 이슈별 향후 사회변화를 전망하고 기회/위협 요인 등을 도출

2차

⦁미래 환경변화 논의
⦁세부 이슈 간 중복 사항, 중요도 등을 논의
⦁이슈별 레벨 조정, 이슈명 검토 및 수정

분
석
회
의

3차

⦁미래사회 수요(사회･경제적 니즈) 및 과학기술 대응방안 도출
⦁조정된 이슈들을 대상으로 각 사회(분과)별로 파급효과, 불확실성,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등을 평가(5점 척도)
⦁세부 이슈별 개념, 현황, 미래모습 변화, 정책 대응방안 등을 분석

총
괄

미래이슈
검토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 STEEP 분야 분석
⦁미래이슈 후보안 도출
⦁미래이슈 후보안 검토(누락 이슈 추가 및 레벨 조정 등)

⦁최종적으로 미래이슈별 도출한 내용 검토
⦁세부 이슈의 시기별 파급효과 평가(5점 척도)
※ 결과물은 본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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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슈별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내 용

파급효과

관련 이슈가 우리나라 미래에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넓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혹은 특정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정도

불확실성

미래사회에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정도
예시) ‘국제 경기’라는 이슈가 미래에 성장할 것으로 (혹은 침체할 것으로) 확신한다면
불확실성은 낮음. 반면에, ‘국제 경기’가 미래에 성장할지 침체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불확실성은 높음.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대상 미래이슈가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정도

※ 파급효과, 불확실성, 과학기술 대응가능성은 5점 척도 평가(1. 매우 낮음, 2. 약간 낮음, 3. 보통, 4. 약간
높음, 5. 매우 높음)

미래이슈 도출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세부 이슈 중
관심도가 높은 3개 이슈를 선정하여 심층분석 추진
파급효과가 커서 발생하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환경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과학기술로
대응이 가능한 이슈 선정
이슈별로 문헌조사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환경요인, 촉발경로, 레질리언스 관점에서의
사건 발생 전후의 정책 대응방안 등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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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사회 전망 및 이슈 도출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 활동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점차 비대면
사회로 이행하며 개개인의 니즈를 충족하는 관련 디지털 산업, 경제가 발전
<표 4> ‘디지털 세상’의 세부 이슈와 주요 내용
미래/세부 이슈

주요 내용

온라인 경제의 주류화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이 온라인으로 대거 이동
디
지
털
경
제

플랫폼 자본주의 확산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산업을 선도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가능

디지털 재화 시장의
성장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다양한
정보재(information goods) 시장의 성장

Cashless사회 도래

전자화폐 등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이 발달

디지털 사회의
일자리 변화

기술의 지능화와 근무방식의 원격화 등으로 기존 일자리 변화

디지털 제조기술 확산 소비자 선호에 따라 제조 방식 및 디자인을 실시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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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부 이슈
연결된 사회 도래
학습의 개인화
비
대
면
사
회

주요 내용
온라인 기반의 컨택(Ontact) 사회로 변화
빅데이터, AI 기술 기반으로 개개인별로 최적의 학습환경 제공

가상과 현실공간의
통합

가상과 현실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XR(Extended Reality)기술과
관련 콘텐츠 발달

정보의 가치 변화

데이터가 연계･통합･해석 등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정보로
재탄생

사회적 소통방식의
변화

온라인 소통이 오프라인 소통의 보완적 관계에서 주된 소통 경로로 변화

맞춤형 서비스의
보편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물품과
서비스 제공

<디지털 세상>에서 불확실성이 낮고 파급효과가 큰 이슈는 ‘온라인 경제의 주류화’와
‘연결된 사회 도래’ 등이며 이들 이슈는 과학기술 대응가능성도 높음

[그림 1] <디지털 세상> 세부 이슈별 불확실성, 파급효과 및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 ‘연결된 사회도래’가 5년 내, ‘온라인 경제 주류화’, ‘플랫폼 자본주의 확산’은 0~10년 내,
‘디지털 사회의 일자리 변화’, ‘디지털 재화시장의 성장’, ‘맞춤형 서비스의 보편화’는
11~15년 내, ‘정보의 가치 변화’가 16~20년 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세부이슈의 시기별 파급효과 그래프(5점 척도 평가)는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 연구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음

<디지털 세상>의 미래사회 수요로는 개개인의 니즈에 대응한 교육･의료･산업 전반의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안전을 보장하는 사이버보안 표준 기술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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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미래 이슈로 고령화,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과 도시집중화, 가치 기준의 다양화와 갈등 발생 등이 있음
<표 5> ‘사회구조 변화‘의 세부 이슈와 주요 내용
미래/세부 이슈
가
치
다
양
화
사
회
인
구
구
조
의
변
화

주요 내용

가치의 다변화

초개인주의화, 극단적 성향의 대립, 복합적 정체성 등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발생하고 가치 기준이 변화

가치 갈등 발생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며 공정, 정의, 젠더 등 가치관에 대해 세대 간 관점
차이와 갈등 발생

공공 가치 강조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유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
증가

고령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변화

저출산

초저출산 사회로 인한 사회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세대 구성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그 중에서도 1인 가구 증가

다문화사회의 진전

인구의 국가 간 이동 증가로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 및 사회적 갈등 발생

바이오 혁신에 따른
삶의 변화

바이오 기술발전 및 개인 유전체･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및
일상생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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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부 이슈
도
시
의
변
화

주요 내용

초연결 스마트시티의 도시인구의 증가와 인프라 노후화, 도시내 에너지 환경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도시 공간 설계 및 구축 운영
가속
메가시티,
메가리전(Mega-reg
ion)의 증가

인구, 경제 활동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국토공간 불균형 지속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

수도권 집중 심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경쟁력 약화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불확실성이 낮고 파급효과가 큰 이슈는 ‘고령화’, ‘저출산’, ‘초연결
스마트시티의 가속’, ‘메가시티, 메가리전(Megaregion)’이며 이 중 ‘초연결 스마트시티의
가속’, ‘고령화’, ‘메가시티, 메가리전(Megaregion)’은 과학기술 대응가능성도 높음

[그림 2] <사회구조의 변화> 이슈별 불확실성, 파급효과 및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 ‘가치 갈등 발생’, ‘메가시티, 메가리전(Megaregion)’이 향후 11~15년에, ‘고령화’는
향후 11~20년,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은 향후 16~20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사회구조의 변화>의 미래사회 수요로는 디지털 온오프에 기초한 인간관계의 주류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독 및 소외감 완화를 위한 챗봇･로봇, 공정･정의･젠더 등에 대한 세대 간
관점차 극복을 위한 대화 채널 확대, 사이버 국토나 도시의 구축 및 운영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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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인식 변화와 경제 활동으로 점차 바뀌고 탈탄소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과 자원의 선순환, 우주로 생활권을 확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도전 예상
<표 6> ‘지구 환경변화와 자원개척’의 세부 이슈와 주요 내용
미래/세부 이슈
온난화 심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환
미세먼지 등
경
대기오염
･
일상생활 속
자 화학물질 노출 증가
원
탄소 중립을 위한
의
변 에너지 전환 가속화
화 탈탄소 사회의 미래에너지
수자원 확보와 공급
위기

주요 내용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동식물의 멸종 위기, 기후 난민 등이
발생하고 동식물 서식지 경계가 와해되면서 이전까지 인간이 접하지
않았던 바이러스, 인수공통 전염병 등이 계속 등장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오존의 위협과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및 노약자 내원율 증가
화학물질 사용량 증가, 새로운 유해물질의 발생,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
유해인자의 다양화･복잡화로 인해 환경성 질환도 증가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시스템 전환되며 화석연료
시대의 허브인 중동에서 재생에너지 분산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경제 패권국가 탄생
수소에너지, 핵융합에너지 등 탈탄소 사회를 위한 미래에너지 개발과 활용
기후변화로 수자원 이용･공급 예측이 어려워져 대체 수자원 개발 및 물
절약형 사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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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부 이슈
자원의 선순환

주요 내용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산업 폐기물 등 자원의 재활용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소비되는 자원의 종류 및 양에 큰 변동을 가져와 공급과
수요에 대한 갈등이 심화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미세플라스틱, 초미세플라스틱은 주요 생태계 위협 요인으로 부상
미
지
의
영
역
개
척

극지 자원 및 항로
개발

해빙으로 인한 북극 항로 이용 및 극지방의 자원 개발

심해 자원 발굴

미래자원 확보 수단의 하나로 심해 자원과 해양 생명자원 발굴

우주생활 시대

군집위성, 화성 정착촌 건설･운영, 지구 저궤도 관광상품 등 우주로 생활권
및 경제권 확대

달･화성･소행성의
자원 발굴

달, 화성, 소행성의 자원 발굴을 위한 우주개발 및 우주탐사가 활발해지며
점차 민간 자본에 의해 주도

<지구환경 변화와 자원개척>에서 불확실성이 낮고 파급효과가 큰 이슈는 ‘온난화 심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의 전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며
이 중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과학기술 대응가능성이 높음

[그림 3] <지구 환경변화와 자원의 개척> 이슈별 불확실성,
파급효과 및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이 향후 11~20년 사이에 파급효과가 크며, ‘탈탄소 사회의 미래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
<지구 환경변화와 자원의 개척>의 미래사회 수요로는 극한 기상현상에 대비한 인프라
개선, 식량 안보 위기 대응, 4차산업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전략 및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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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거점 국가의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확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비용 증가, 질병･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위기관리의 필요성
대두 등 GVC(Global value chain) 재편 움직임 확대
첨단기술 개발에 주도권을 가지는 국가가 경제적ㆍ군사적 패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과 중국의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
위기극복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그 범위와 수준 및 그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부정적 견해가 혼재
<표 7> ‘세계 질서의 변화’의 세부 이슈와 주요 내용
미래/세부 이슈
글
로
컬
시
대

주요 내용

글로벌
신흥국의 급격한 임금 상승, 선진국 중심의 리쇼어링 확대, 미중
밸류체인･비즈니스의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비용 증가,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자연재해로
변화
인한 공급망 위기 등으로 GVC 재편
자국중심주의 강화

자국민의 이익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 및 자국중심의 보호
무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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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부 이슈
국가별 비관세 장벽
강화와 국내
산업구조 재구성
동
북
아
정
세
변
화

주요 내용
비관세 장벽의 강화에 따라 이를 극복할 환경, 안전 및 인증기술,
국제표준화 강화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우선적 개편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관계

첨단기술에 대한 미중 갈등 격화 및 미중 간 패권 차지를 위한 치열한 경쟁

한일 관계

한일 간 정치, 외교, 군사, 경제분야 갈등 발생 및 한국 주도의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

남북 관계

북한 정권 및 대외상황에 따른 북한 관계 변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관계 구축

국
정부 역할의 강화
가
의 민주주의의 인식 변화
역
할
정부의 개념 변화
변
화

내외적으로 다양한 국가적 위기 시에 경제/기술의 발전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 증가
ICT 기술의 발달로 대중의 직접적인 의사 전달과 참여 기반 민주주의의 확대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 증진과 투명성, 책임성, 민첩성 등에 대한
요구 증대

<세계질서의 변화>에서 불확실성이 낮고 파급효과가 크며 과학기술 대응가능성이 높은
이슈는 ‘글로벌 밸류체인･비즈니스 변화’, ‘국가별 비관세 장벽 강화와 국내 산업구조
재구성’, ‘정부 역할의 강화’

[그림 4] <세계질서의 변화> 이슈별 불확실성, 파급효과 및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 ‘글로벌 밸류체인･비즈니스의 변화’가 향후 11~15년에,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관계’가
향후 6~10년 내, ‘민주주의의 인식변화’가 향후 16~25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세계질서의 변화>의 미래사회 수요로는 미/중 경제 분쟁에 따른 틈새시장 발굴 등 대처
방안 마련, 자국 중심의 공급망 및 국가 간 새로운 협력 체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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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회, 디지털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이나 AI기반 시스템 위협 등의
안보이슈가 중요해지고 전염병 등으로 인한 보건안보도 부각되고 있음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급격한 사회변화를 유발하는 극단적 사건도
미래이슈에 포함하여 발굴하였으며 가금류･꿀벌 등의 멸종 위기, 슈퍼태풍의 상륙, 전력망
붕괴로 인한 대정전 등이 있음
<표 8> ‘위험의 일상화’의 세부 이슈와 주요 내용
미래/세부 이슈
국방 기술의 부상
신
흥
안
보

주요 내용
AI기반의 무기 체계 활용, 로봇, 드론 등을 이용한 전쟁 양상의 변화

사이버 안보

조직화된 해커집단에 의한 경제･정치･군사적 목적의 해킹 증가와 단순한
정보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을 마비시키는 인프라 공격에 대한 우려 확대

AI기반 시스템 위협

AI기반 서비스･시스템 이용이 일상화되고 의존성이 커진 상태에서 테러,
AI 학습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오류 등으로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

데이터 안보

프라이버시 노출, 데이터 위변조 및 오남용 위험 증가로 인한 사회 혼란

경제 안보

산업스파이, 국가 간 산업기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국가 간
갈등도 증폭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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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부 이슈
보건 안보

⦁고령화, 전염병 등으로 인해 삶의 질 제고와 사회･집단 유지에 위협
⦁전염 가능성으로 인한 사회적 집단 공포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패닉현상의
일상화에 따른 사회체계 붕괴 가능성

사회･인간 안보

양극화 심화로 인한 갈등, 이민자와 난민의 사회적 수용 및 인권･복지문제 등

환경문제로 인한
국가 간 갈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는 활동에 대한 제약이 심해지고,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선후진국간 갈등을 심화시킴

꿀벌의 멸종 위기

꿀벌의 멸종 위기(개체 수의 70% 이상 감소)로 화분매개 기능이
부족해지고 생태계 변화 초래

가금류의 멸종 위기

극
단
적
쇼
크

주요 내용

신종 동물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어 닭 등 가축 개체 수의 치명적인 감소
유발로 가장 보편적이고 양질의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 상실 위협

슈퍼태풍의 상륙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복합재난 발생 및
거주지 붕괴로 인한 환경 난민 발생으로 기존 경제/군사적 이유에 의한
이민/난민 발생에 더해 국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대도시 직하 지진

도시의 네트워크 복합화･대규모화로 행정기관, 인구, 자본 등이 집중된
지역에 지진 발생 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발생

불특정 다수 대상 테러 양극화와 극단화가 가속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한 테러 증가
지자기 폭풍의 발생

지구의 자기장 교란으로 연쇄 정전 및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쳐 사회기반
시설 붕괴

전력망의 붕괴

태풍, 지진 등으로 발전소 중단, 전력망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정전과 2차
복합재난 발생

인접국 원전 사고

인접한 국가에서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대기 및 해양 오염 등 생태계
전반에 영향

동북아 정세 급변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등 동북아 역학 구도의
심각한 변화 발생

한국판 노키아 쇼크

핀란드 대표기업이었던 노키아처럼 국내 경제 주축인 대기업 중 일부가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

<위험의 일상화>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과학기술 대응가능성이 높은 이슈는 ‘전력망의
붕괴’, ‘보건 안보’이지만 불확실성은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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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위험의 일상화> 이슈별 불확실성, 파급효과 및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 ‘보건 안보’가 향후 10년 내에, ‘국방기술의 부상’이 향후 16~25년 내에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위험의 일상화>의 미래사회 수요로는 사이버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안전
거래 방안 마련, 식량위기에 대응한 대체육류 개발, 재난 발생 시 광역 대피체계 마련,
재난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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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슈 심층분석

미래사회 전망 과정에서 도출한 이슈 중 내외부 연구진 논의를 통해 관심도가 높은 3가지
이슈를 선정하여 환경요인, 촉발경로, 파급효과, 정책 대응방안 등 심층분석 추진
①사회･경제 다방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이슈, ②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한 이슈, ③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나 연구 과제로 다루어진 적이 적은 이슈 등을 기준으로 선정
기후변화 및 인간의 경제활동, 자연재해, 기술발전 등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구분하고
꿀벌의 멸종위기, 슈퍼태풍의 상륙, AI기반 시스템 위협 등 3개 이슈를 선정
- 각각의 이슈에 대한 환경요인, 촉발경로, 극단적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이슈가 발생했을 때의
파급효과, 레질리언스 관점에서의 정책 대응방안 등을 심층분석
<표 9> 심층분석 선정이슈와 특성
구분

이슈

내용

특성

기후변화&
인간의
경제활동

화분 매개 곤충의
꿀벌의 멸종
멸종으로 인해 생태계
위기
다양성에 영향

⦁예측 가능
⦁(발생시기) 점진적 변화
⦁(영향을 미치는 공간) 전 세계적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경제･사회적 피해
발생
⦁복원까지의 소요 시간이 매우 길어지거나 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음

자연재해

태풍은 호우, 강풍,
해일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복잡한
슈퍼태풍의
기상현상이며, 지구
상륙
온난화로 점차
빈번해지고 강도도
강화

⦁발생은 예측 불가능, 발생 후 경로, 세기 등은
예관측 가능
⦁(발생시기) 관측 시점
⦁(영향을 미치는 공간) 국지적
⦁재난 대비를 위한 도시 설계 등 인프라 구축에
장기간에 걸친 시간 필요
⦁인프라 복원 등으로 대규모 건설 붐 등이 발생

기술발전

AI가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AI기반
자동화 증가로
시스템 위협
인공지능의 판단
의존도도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협

⦁예측불가능
⦁(발생시기) 순간적, 즉시
⦁(영향을 미치는 공간) 세계/국지 모두 가능
⦁디지털 위협이 물리 세상에도 영향을 미침
⦁인명피해가 대규모, 무차별적으로 발생 가능
⦁AI기술 발전 속도, 기술 수준, 확장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계산 불가능한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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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꿀벌의 멸종위기
꿀벌은 대표적인 화분매개 곤충으로 멸종 위기가 도래하면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다양성 감소로 인해 생태계에 큰 변화 초래
※ 꿀벌은 인간이 관리하고 있는 종으로 꿀벌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 다른 화분매개 곤충은 그 전에
이미 멸종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음

(환경요인) 기후변화로 꿀벌의 서식지 감소, 이상기후에 부적응, 밀원식물의 변화로 영양분
섭취 장애가 발생하는 한편, 꿀벌의 선별 사육 등으로 유전적 다양성 결여
<표 10> 꿀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요인

변화

이상기후에 부적응, 서식지 감소
기후변화

밀원식물의 변화, 꿀벌의 활동시기와 개화
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영양분 섭취에 장애
외래 병해충 유입

인간의
경제활동

농약 사용

⇒

⦁꿀벌의 영양부족
⦁유전적 다양성 결여

도시화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인공 사육(선별된 종, 영양분이 부족한 사료)

(촉발경로) 꿀벌의 유전적 다양성이 결여되고 영양부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외래 병해충이나 치명적인 새로운 질병 등장 시, 멸종위기 초래
※ 전 세계 꿀벌의 개체 수가 70% 이상 감소했을 때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쇼크 발생 우려

(파급효과) 다양한 식물 종의 감소를 유발하여 생태계 변화, 재배작물 감소로 인한 가축
사료 공급에 지장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등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
* 꿀벌과 같은 꽃가루 매개 곤충들이 100% 사라지면, 전 세계적 과일의 22.9%, 채소의 16.3%,
견과류의 22.9% 감소가 예상(Samuel S Myers, The Lancet, 2015)

- 양봉산업의 타격으로 대체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계층과 달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 증가, 식품 소비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
- 식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주로 저소득 국가에 집중되면서 지구촌 양극화 및 난민이 폭증,
식품 시장의 혼란 등 식량 위기와 지역 간･국가 간 갈등 및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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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꿀벌의 멸종 위기’의 촉발경로 및 발생하는 파급효과
(정책 대응방안) 기후변화 대응, 꿀벌에 안전한 환경 조성, 꿀벌 및 꿀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 연구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화분매개 곤충의 확보가 필요
<표 11> ‘꿀벌의 멸종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전)
정책 대응방안예방(쇼크 발생 전)
멸종 대비 사전전략

￭ 기후변화 대응
⦁먹이(밀원)식물 생태계 모니터링 및 확대
⦁외래 병해충 유입의 지속적 감시(생물 검역)
⦁꿀벌의 병해충 관리와 천적을 퇴치하기 위한 관련 기술 개발 ￭ 정확한 실태 파악
⦁봉군 수 등 꿀벌의 정확한 실태 조사
￭ 꿀벌에 안전한 환경조성
⦁화분 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 개체(봉군)
⦁농약의 위해성 평가, 안전사용 지침 마련 등 비독성적인
수 연구
방법을 채택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가이드라인 도입
⦁대규모 단일 작목 영농 대신 다변화된 전통 농업 형태 장려 ￭ 화분매개 곤충의 확보
⦁꿀벌 양봉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체계적 관리 강화
⦁꿀벌의 유전자 육종 계통 확보
⦁꿀벌의 서식지 보존(국유림을 중심으로 한 밀원 수림, 도심 ⦁화분매개곤충에 대한 전반적인 다양성,
등 서식지 확대, 꿀벌 길 조성 등)
기능성 평가
⦁꿀벌 양봉에 대한 인식 확대
￭ 거버넌스 조성
￭ 꿀벌 및 꿀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 연구
⦁정부기관 내 멸종 위기 대응을 위한
⦁꿀벌의 스트레스, 면역 등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
총괄TF 구성
⦁꿀벌에 치명적인 다양한 해충과 질병 조사
⦁병해충에 대한 유전자 치료 기술 개발
⦁화분매개의 경제적 가치,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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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크 발생 후 대응단계에서는 꿀벌의 존속과 직접적인 피해 경감을 위한 대응, 적응단계에서는
꿀벌의 복원 노력, 화분매개 기능의 대체 방안 마련, 식생활 방식 변화 등 위험관리 다양화
전략이 필요
- 꿀벌의 멸종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인공수분 기술 등으로 화분매개 산업을
활성화 하는 한편, 생태계 구조변화에 적응 필요
<표 12> ‘꿀벌의 멸종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후)
쇼크 대응단계
(피해 경감을 위한 기존 시스템 강화)

쇼크 적응단계
(위험 관리 다양화)

￭ 꿀벌의 존속을 위한 대응
￭ 꿀벌의 복원 노력
⦁남은 꿀벌을 존속시키기 위한 ⦁식물 군락의 급격한 변화 방지,
봉군･육종 관리 기술 개발
먹이(밀원)식물 확대
⦁기생충에 강한 내성, 면역력을
가진 유전자 변형 꿀벌,
￭ 화분매개 기능의 대체 방안
우량꿀벌 육성
마련
⦁(알려져있지 않은)꿀벌을 대신할
￭ 직접적인 피해 대응
수 있는 화분매개곤충 조사
⦁양봉농가의 업종 또는 재배작물 ⦁꿀벌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
전환 등을 통해 부도 또는 파산
수분(인간, 전자 곤충) 방안
위험 분산
논의
⦁식량 부족, 가격 폭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리스크 최소화 ￭ 식생활 방식 변화를 통한 영향
⦁단기적 농업생산물 감소에 대한
최소화
국제적 대응, 공급망의 회복
⦁꿀벌 수분이 필요 없는 식용
식물 보급 확대
⦁생산량 감소 과일, 야채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영양보조제 및
대체 식품 등 개발
⦁대체 품목 생산 확대 등
식량자원 확보 전략 마련

새로운 기회로 전환
(시스템 변화의 관점)

￭ 화분매개 산업의 활성화
⦁다른 화분매개곤충이 꿀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게 육성
⦁곤충 로봇 등 인공수분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스마트팜 등 작물재배 시스템
첨단화를 통한 농작물 증산
⦁화분매개 곤충의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구축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 강화
￭ 화분매개 의존 식물이 사라지는
생태계 구조 변화에 적응
⦁자가수정, 단위결실 작물 등
위주로 생산 시스템 변화
⦁난개발에서 탈피하고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도시 설계
(그린인프라)
⦁인간 위주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로 인식 개선
⦁배양육 개발을 통한 먹거리
위협 영향 최소화
⦁국가 간 식량 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유기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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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슈퍼태풍의 상륙
열파, 한파, 집중호우 등 극한 일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태풍은 다양한 기후 현상이 포함되어
있어 극한 일기변화의 피해양상을 분석 가능
(환경요인) 기후변화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도시의 인프라･네트
워크 집중으로 피해 확대
- 기후변화로 지역 간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찬 기단과 더운 기단이 부딪히며 극단적인
강수 및 강풍 발생 증가,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는 지역이 점점 고위도로 이동하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태풍이 파괴력을 유지하며 더 멀리까지 이동
- 도시의 거대화･복잡화로 인구가 한 지역에 집중되고 에너지, 통신 등 대규모 기술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어 재난 노출 및 취약성 증가, 고층 건물에 의한 빌딩풍으로 태풍 피해 증폭
- 식량, 제조업 등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어 태풍의 피해가 이제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연쇄적으로 영향
※ 예) 2011년 태국의 홍수가 장기화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현지 부품 공장이 침수되어 자동차
생산에 큰 타격

(촉발경로) 해상에서 발생한 강력한 규모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시점을 쇼크 발생
시점으로 정의
(파급효과)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1차 피해, 수도･전기･가스 등 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2차 이상 피해, 재난 수습 과정에서의 혼란 및 사회적 양극화 등
- 항만 및 연안 시설물 피해, 인명피해, 전기･수도･가스･통신망 등 기반시설 및 식품 냉장
저장 시설, 화학약품 가공 시설 등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 통신망 단절, 도로 붕괴 등으로 생필품, 구호물자 등의 전달이 어려움, 현장 레벨에서의
재난 대응으로 구조 활동의 역할 분담이나 중앙 차원의 조정 곤란 등 발생
- 수만 명의 이재민을 수용한 곳에서는 전기가 끊기고 식수 공급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용시설과 폐허가 된 재난지역에서 약탈, 방화, 강간 등의 각종 범죄 발생
- 재난으로 정신건강, 정신질환, 우울증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재난 앞에 무기력해지면서
사회보장 제도에 크게 의존
- 재난재해 이후 도시 복원 시, 인구 밀집 지역의 해체 등으로 저소득 계층이 도시 바깥으로
밀려나는 우려, 사회적 불신과 불평등으로 인한 도시 복원력 저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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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슈퍼태풍의 상륙’으로 인한 촉발경로 및 발생하는 파급효과
(정책 대응방안) 재난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강화하는 한편 방재 예방조치와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한 재난 대비 매뉴얼 마련
<표 13> ‘슈퍼태풍의 상륙’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전)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전)

￭ 재난 예측 시스템 고도화
⦁다양한 기상 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태풍 경로 예측 능력 및 정확도 강화
⦁타국과 기상 정보 협력 확대
⦁재난 발생 시, 대피 최적 경로를 찾아주는 알고리즘 마련
⦁피해 규모 산정 및 복구를 위한 예산 추산 연구
￭ 방재 예방 조치 강화
⦁지역별 방어 역량의 격차 해소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태풍의 극치(최대값)를 바탕으로 설계 기준 상향
⦁도시민의 통째 피난 등 광역 대피 방안 마련
⦁각종 방재시설 및 전력망의 내구성(robustness) 강화
⦁주택 및 주거용 건물에 대한 내풍성 수리 인센티브 부여
⦁호우나 강풍으로 인한 기반 인프라 파괴시 대체할 수 있는 시설 확보
⦁고령자, 산간도서 거주자 등 취약층의 태풍 자가 방재 노력을 돕기 위한 집중적 지원 활동 강화
⦁지하공간 침수 위험 연구를 통한 침수 예방조치 강화
⦁하천별 특성에 적합한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태풍 시즌 전 취약지구, 기반인프라에 대한 광범위 사전 점검 정례화
⦁고립지역 생존자 탐색 및 구조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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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전)

￭ 재난 대비 매뉴얼 및 영향 연구
⦁대규모 피난민 대응 매뉴얼 마련
⦁태풍의 진행, 강도단계별 시나리오를 토대로 사전대피 및 대피시설 확충 등
⦁1차 충격에 대한 대응 외에 2차 이상의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ex. 태국의 경우 홍수 발생시
자동차 산업에 영향)
⦁슈퍼 태풍 피해지도 및 침수지도 정확도 향상을 통한 피해 최소화
⦁전원 시스템 강화 및 보호

- 쇼크 발생 후에는 대규모 광역 이동 및 피해 장기화를 대비하고 원활한 정보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재난지역 지원
- 적응단계에서는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하고 재난 피해지역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치료,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난 대응 등이 필요
- 시스템 변화의 관점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감재(減災) 및 회복력(resiliecne)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 취약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포용사회
구축 필요
<표 14> 슈퍼태풍의 상륙’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후)
쇼크 대응단계
(피해 경감을 위한 기존 시스템 강화)

쇼크 적응단계
(위험 관리 다양화)

￭ 대규모 광역 이동 대비
⦁대규모 이재민의 안전한 이동,
(슈퍼돔 등) 피난소 (식량, 식수)
해결, 피난소 치안
⦁갑자기 필요한 각종 방재물자의
충분한 확보와 신속한 공급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해외
구호 물품 등의 자원 연계)
⦁피난민에 대한 임시거주 장소
제공과 재해 지역 쓰레기 등
유해물질 처리경로 명확화
⦁피해 시민에 응급 및 임시진료
제공 및 적절한 감시 프로토콜
확립
⦁비즈니스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 또는 임시 인프라 구축

￭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주거 문제 해소와 복구 후
거주 비용 마련 등을 위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주상복합
주택구조로 집단 이주단지
조성(ex, 함양 내마마을)
⦁피해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지자체vs시민 등)
대응
⦁재난 복구 과정에서 격차 발생
최소화

새로운 기회로 전환
(시스템 변화의 관점)

￭ 레질리언스 기반 환경 조성
⦁모든 재난에 대비하기 보다
대응할수 있는 재난은 수용하는
대책으로 전환하고 취약성 보완
⦁도로망, 전력망 등이 파괴되더라도
생존이 가능한 자족형 분산도시로
전환하는 등 그린인프라로
재구성
⦁대규모 송전망에 의존한 전력
공급에서 모듈화, 분산화된
전원공급 시스템 구축
⦁민간분야 날씨산업 성장을
￭ 정서적 안정감 제고를 위한
통한 고용 증대 및 기후변화
심리 치료
적응력 향상
⦁피해 시민(성인, 아동) 심리치료
⦁대형재해 발생 시 곧장 대피할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한 참여형
수 있는 대피장소 마련 및 공지
보건의료 지원 네트워크
⦁국토 난개발 지양, 슈퍼 태풍
￭ 원활한 정보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
취약지역 및 시설물 규제/요건
￭ 민간 참여를 통한 재난 대응
⦁재해로 정전 발생 시, 정보 및
⦁농가 등 자연재해 보험 확대를
강화
국민 행동 요령의 다각적 전파
⦁산사태 방지를 위한 숲 조성
통한 재산피해 위험 분산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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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대응단계
(피해 경감을 위한 기존 시스템 강화)

쇼크 적응단계
(위험 관리 다양화)

새로운 기회로 전환
(시스템 변화의 관점)

⦁통신 두절로 인한 소통 지연,
물류 보급 정지 등 지역
인프라 기능 정지에 대비한
네트워크망 구축

⦁정부/공공기관 중심의 한계
￭ 포용사회 구축
⦁도시 재건으로 부동산 가격
극복을 위한 다변화: 민간
상승, 임대료 증가 등이 예상되며
전문가/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빈곤층, 사회적 취약층이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 민간
재건한 신도시에서 소외되지
장비 동원을 통한 복구 지원 등
￭ 2차 재난, 복합재난 등 장기화
않도록 주거 솔루션 마련
대비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피해 장기화로 인한 식량 위기
공공 네트워크 거버넌스 조성
발생 가능성 등 공급망 재점검
⦁환경 유해물질 유출 등으로
￭ 재난대비 비상운용 인프라 구축
인한 피해 조사
⦁의료인프라 파손, 의료인력
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한 원격의료
기술 발전
⦁식수, 전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기술 활성화
⦁인프라의 신속 복구를 위한
기술, 장비 발전
￭ 민/관 전주기 안전 거버넌스
체계 마련
⦁지속적인 상담, 행동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사후관리
⦁정부/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 협업 거버넌스 구축

3. AI기반 시스템 위협(교통)
AI기반 생활 서비스 이용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피해가 사이버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물리적 세계까지 영향을 미침
(환경요인) 일상생활이 온라인으로 점차 이동하고 발전소, 전철 등 대규모 인프라 시설
운영이 자동화･무인화･원격화되는 등 디지털 사회의 의존도가 점차 심화
- 사회의 모든 사물, 활동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되지만 AI기술을 활용한 공격을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
(촉발경로) 보안(Security)의 관점에서 특정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공격(예: 테러 등)과
안전(Safety)의 관점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예: 시스템 오작동 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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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의한 위험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본 심층분석에서는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분석
교통 시스템은 에너지, 통신, 수자원 등 다른 인프라에 비해 보안 취약성이 크고 통제시스템이
셧다운 되거나 데이터 훼손에 따른 오작동 등 사고발생 시, 운송과 물류 전반에 걸쳐
광역 단위의 혼란 유발
향후 휴대폰 등 개인 정보기기와 차량과의 네트워크, 차량 간 네트워크, 차량과 도시
인프라 간의 네트워크 연결 등 다양한 기기가 밀접하게 연결될 전망
(파급효과) 교통 혼란 유발로 인한 도시기능 마비, 유출한 개인정보를 범죄 등에 이용
- 차량에 장착된 AI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해킹으로 차량의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통제한 후,
조작된 음성 및 영상정보를 송출함으로써 운전자의 혼란을 유발
- 광역도시의 출퇴근 마비 및 톨게이트, 여객터미널, 물류창고 등 육상거점 인프라의 이동
수단이 정지함에 따라 차량, 물류가 적체되고 운송･택배 업무가 정지
- 기업체, 공장 등 민간 주요 산업시설의 장비, 물자, 에너지 수급이 제약받고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됨으로써 시장의 생필품 품귀현상이 발생, 도시기능 마비
- 차량과 연결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금융사기 범죄 등에 이용, 불법으로 여론 등을 조작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 유발,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신감 상승

[그림 8] ‘AI기반 시스템 위협(교통 부분)’의 촉발경로 및 발생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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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응방안) 국가차원의 AI기반 방어기술 연구,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하며 피해 확산을
막기위한 안전장치 구현 등 AI서비스 이용의 일상화 지침 마련
<표 16> ‘AI기반 시스템 위협’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전)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전)

￭ 국가차원의 AI기반 공격･방어 기술 연구
⦁프로그램이 가진 취약점을 공개하여 민간 협력을 통해 패치의 사전 개발
⦁해외에서 만들어진 AI인프라를 국내 도입 시 철저한 검증
⦁사고 발생시 피해의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Firewall)들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ex. 기반시설
통제 프로그램의 단계별 차단, 차량 AI 오작동 시 자동으로 속도 감속, 갓길 주차하는 프로토콜 등)
⦁기반시설에 AI기술이 적용될 경우 엄격한 보안 지침 마련
⦁AI 기반 보안 시스템의 주기적 업데이트, 관리 의무화
￭ AI서비스의 일상화를 위한 지침 마련
⦁AI시스템 운용에 있어 가치가 상충하는 윤리 문제 등은 사회적 합의도출(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 유지 등)
⦁AI판단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신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
￭ AI 보안 전문가의 체계적인 육성
⦁AI 적용 부문의 보안교육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신규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마련
⦁핵심 기반인프라 관리･운용에 필요한 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양성
￭ 재난과 마찬가지로 AI 비상 대응 훈련의 상시화
⦁AI시스템의 사고를 대비한 주기적인 시나리오 훈련 실시
⦁AI기반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위협 요소, 기본 보안 방법(사이버 호신술) 등 일반 시민 필수 교육
⦁수동 조작 운영 가능한 별도 프로토콜 및 인력 의무화
⦁AI 오작동, 테러 발생시 대체 운영 가능한 Back-up AI 또는 분산 AI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물리적 시설의 AI 공격으로 인한 피해예측 범위 조사

- 쇼크 발생 후, 대응단계에서는 AI서비스의 신속한 수동 전환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절차
마련, 공공 시스템의 안전망 마련 등이 필요
- 적응 단계에서는 AI인프라 운영 핵심 단계에서의 인적 점검 절차 의무화, 공공인프라의
핵심 기능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공망, 재난 대처 거버넌스 마련
- 이후, AI에 의해 온전히 운영되는 자동화 시스템보다 AI와의 협업을 지향하며 안전하고
안심가능한 AI활용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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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AI기반 시스템 위협’에 대한 정책 방안(쇼크 발생 후)
쇼크 대응단계
(피해 경감을 위한 기존 시스템 강화)

쇼크 적응단계
(위험 관리 다양화)

￭ 통제권을 수동으로 신속히
￭ AI 인프라 운영 핵심 단계에서의
인적 점검 절차 의무화
전환하기 위한 기술･제도적
절차 마련
⦁AI 불신, 공포감 확산 따른 2차
⦁AI의 기능 및 역할을 수동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인간의 직접
전환 시 역할과 권한에 대한
검증과정 의무화(제어 시스템
대응 체계 마련
각 단계에서 취약 연결고리 부문을
중심으로 인적점검 필수)
￭ 안심할 수 있는 정부 AI 안전망
구축
￭ 공공 인프라의 핵심 기능 유지
⦁사용 중인 AI 기술이 탑재된 ⦁사고 발생 시 발견된 버그, AI
기계, 시스템이 공격당했을 때
오류 조사･연구를 통한 보안
강화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우회로
마련
⦁의료, 소방, 치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이중점검 및
비상 기능 유지를 위한 별도
￭ AI기반 공공 시스템의 실시간
보안성 강화 및 대응역량 점검
공공망 마련
⦁외부의 공격 저항력 강화를
⦁제어시스템의 혼란이나 통신망
위한 제어시스템의 단계적
단절 상황에 대한 온･오프라인
방호벽 설치 의무화
훈련 및 교육 이수를 의무화
⦁사이버 킬 체인(Kill chain),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네트워크
킬 스위치(Kill Switch)과
보안 강화 및 백업화 동시 추진
같은 자동방어 역량기술
개발･적용
￭ 2차, 3차 피해확산 및 사회적
혼란 방지 및 극복을 위한 방안
⦁기존 운영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패치 주기적
마련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 및
업데이트･적용
고객의 피해 발생 시, 보장해
⦁인프라와 클라우드의 보안 관리
강화 및 저항기능 상시 모니터링
줄 수 있는 보험제도 개발
⦁AI서비스 사용 거부자를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등

새로운 기회로 전환
(시스템 변화의 관점)

￭ AI협업 시스템으로 변화
⦁무인화, 자동화를 통해 AI에
의해 대체되거나 의존하는
사회가 아닌 AI와 협업하고
인간을 보조하는 사회 지향
ex)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협업개념
⦁AI에 대한 불신감, 공포감
완화를 위한 기획･개발 전문가
집단과 서비스 이용 집단을
대상으로 AI 재인식 교육
⦁자율통제시스템 과정에서의
필수부문에 인간의 역할의
필요성을 명시한 헌장 제정 및
사회적 교육
⦁국민 연령별, 직군별 특징을
고려한 공공 부문의 AI 서비스
활용 장려
￭ Safety & Security 기반
AI활용사회
⦁납득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AI판단 정보 획득 및
검증절차 마련
⦁AI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테스트 베드 등 엄격한
범위설정, 점진적 확산을 통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보
⦁신뢰에 기반한 활용시스템
구축 및 안정성･정확성 기반
AI 정보소비 사회 지향
⦁안심할 수 있는 AI 국가망 마련

￭ AI 재난에 대처하는 효과적
국가 거버넌스 체계 마련
⦁소관 부처의 컨트롤타워 재편, ￭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사회적 기능의 효과적인 회복을
존중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위한 제도적 거버넌스 보완(AI
사회 지향
사고 발생의 광범위성을 고려한 ⦁데이터의 확보 및 활용이
산업부-행안부-방통위 등 범부처
유연하지만 개인에 침해되지
역할 정립 및 규제 보완)
않도록 데이터 범위와 권한설정
등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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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향후 25년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문헌조사,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할 미래사회 변화를 분석
※ KISTEP은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를 2년에 걸쳐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2020)에는 향후 25년을
전망하여 미래이슈를 발굴･분석하고, 2차년도(2021)에는 미래기술을 발굴(2022년 발표 예정)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양한 문제와 갈등도
기술로부터 야기될 수 있어 미래 발생할 이슈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용, 의료, 주거 등 생활환경 등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의 주요 가치나 환경변화 파악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 기술적으로는 구현되어도 제도, 이해관계자의 갈등 등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과학기술 등에 대한 대응 필요
환경･정치･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기여가 가능한 부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전망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 사회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 기후변화처럼 전 지구적이고
장기적인 이슈 등 다양한 미래이슈를 발굴
- 코로나19의 발생처럼 예상치 못한 극단적 사건에 해당하는 이슈도 도출하여 불확실성,
파급효과, 과학기술적 대응가능성 등을 분석

‘꿀벌의 멸종위기’, ‘슈퍼태풍의 상륙’, ‘AI기반 시스템 위협‘ 등 발생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높은 3개 이슈를 선정하여 심층분석 수행
인간의 경제활동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기술의 발전 등 서로 다른 속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정하여 환경요인, 촉발경로, 파급효과, 정책 대응방안 등을 분석
- 도시 네트워크･인프라 집중화로 인한 재난 취약성, 사이버-물리 세계 간의 연계 심화, 글로벌
공급망 등으로 인해 파급효과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침
- 이슈 발생 방지를 위한 대응 마련은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논이되고 있지만 이슈가 발생한
후의 변화된 사회의 모습, 대응 방안 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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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를 전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지향하는 이상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책･전략 수립을 기대
과학기술예측조사는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는 예측조사로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문헌 분석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전문가 등 총 6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
향후 25년의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다양한 미래이슈를 발굴하여 정책 입안자, 연구자,
시민에게 기초자료로 제공
과학기술을 비롯해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 중장기를 관점에 두어도 다소 근미래로
이슈가 집중되었으며 폭넓은 범위를 다루다보니 이슈의 심화에는 한계가 존재
- 지속적으로 이슈별로 전문성이 높은 관계자로 구성된 심층분석을 수행을 통해 결과물의
신뢰도･정확도 제고 필요

28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 연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예측조사 보고서, 각 년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전망 및 유망 기술”
∙ 가이스탠딩(2020), “불로소득 자본주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20),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교육부(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
∙ 국립재난연구원(2018), “에너지의존이 가져온 위협 올스톱! 국가전력기능마비”, Future safety issue
vol.10

∙ 국립재난연구원(2018), “마천루와 인간, 초고층 건물 재난”, Future safety issue vol.11
∙ 국회입법조사처(2019),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 금융보안원(2018),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중성 및 취약성으로 인한 보안 위협과 금융권 대응방안”
∙ 미츠비시종합연구소(2019), “미래사회구상 2050”
∙ 산업연구원(2017), “온디맨드경제 확산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역할과 과제”
∙ 삼일 PWC(2019), “Entertainment & Media 시장 전망 2019-2023”
∙ 웰컴금융그룹(2018), “국내 On-Demand Service & Tech Platform”
∙ 일본 내각부(2012), “동일본 대지진에서 재해 응급대책의 주요 문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8), “세계 각국의 O2O 서비스 규제 현황 및 시사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9), “품목별 보고서 – 인터넷 서비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6), “O2O 비즈니스 확산에 따른 시장 변화 및 정책 방안 연구”
∙ 제주발전연구원(2013), “제주지역 슈퍼태풍의 접근 가능성과 대응방안 모색”
∙ 중소기업연구원(2019), “구독경제의 현황 및 시사점”
∙ 통계청(2019), “12월 온라인쇼핑 동향”
∙ 한국 데이터산업진흥원(2019), “데이터 산업 백서 2019”
∙ 한국무역협회(2020),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트렌드”
∙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20), “2019 한국인터넷 백서”
29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이슈 심층분석

∙ 한국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8), “2018년_국외_디지털콘텐츠_시장_조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디지털 시대의 교육에 대한 현황 진단 및 정책적제언 유럽의회조사처”.
과학기술인재정책 동향리포트 8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6), “O2O 서비스”
∙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인공지능 악용에 따른 위협과 대응 방안”
∙ 한국은행(2019), “글로벌 긱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한국인터넷진흥원(2020), “2020 글로벌 기업 데이터 유출 현황 주요 내용 분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9),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 현대경제연구원(2017), “국내외 AR･VR 산업 현황 및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2020), “2020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환경부(2016), “대용량 폐리튬이차전지 재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 LG경제연구소(2015), “온오프라인 연결하는 O2O 혁신의 가능성 열려있다”, Weekly 포커스,
pp15-21.

∙ KOBACO(2019), “2019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
∙ KOSME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심사센터(2019), “ICT:핀테크”, 산업분석Report, 2019. 10.
∙ KOTRA(2020), “‘언택트’로 떠오르는 일본의 캐시리스(비현금결제) 트렌드”
∙ KPMG(2017), “The-truth-about-online-consumers”
∙ KT경영경제연구소(2012), “가상재화 (Virtual Goods)”
∙ SK증권(2019), “유통 패러다임 변화”
∙ 강금봉(2019), “디지털 플랫폼 노동, 어디까지 와있나 – 현안과 보호방안”, 사회적 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pp174-184.

∙ 강성은(2020),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pp.1-3.

∙ 고준호 외(2017), “친환경차 보급 동향과 서울시 정책 방향”,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06.04.
∙ 김동수 외(2016), “국내 O2O 서비스 이슈 진단 및 산업활성화 정책 방향 제안”,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1권 제4호, pp137-150.

∙ 김용진(2020), “오직 한 사람에게로”
∙ 나준호(2016),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의 시큐러티 이슈”, LG경제연구원
∙ 닉서르닉(2020), “플랫폼 자본주의”

30

참 고 문 헌

∙ 대신증권(2019), “VR/AR: 스마트폰 이후의 파괴적 혁신”
∙ 마셜 밴 앨스타인 외(2016), “플랫폼 레볼루션”
∙ 문일주(2012), “슈퍼태풍 한반도 상륙 가능성과 대응”
∙ 박영실 외(201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통계의 역할”, 조사연구
제 18권 3호

∙ 박재성(2020),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스마트공장 정책방안”, 중소기업연구 제42권 제2호 (2020년
6월), 117〜137

∙ 박정훈(2020),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 박정희(2019), “주요국 디지털화 전략 및 제조업 혁신정책 동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p56-64.
∙ 백용훈(2020), “아세안의 보건위기 대응과 협력 : 감염병과 보건안보”, 동아연구 제39권 2호
∙ 백정열(2018), “에듀테크 기술 및 콘텐츠 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슈페이퍼 2018.07.18.
∙ 범원택(2019),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기업 및 서비스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슈리포트
2019-34호

∙ 서영인(2020), “한 세대 후 교육.2050년의 한국교육은 어떻게 변해있을까?”, STEPI Future Horizon
Foucus, p 29

∙ 심우현, 박정원(2017), “인공지능(AI)의 규제이슈와 고려 가능한 대응 전략” 한국행정연구원 Issue
Paper 통권 53호

∙ 안재웅 외(2013), “트위터 ‘대나무 숲’ 현상을 통해 바라본 사회적 소통 증진의 가능성 탐색”,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0 권 2호, pp151-189.

∙ 오정숙(2016), “글로벌 온디맨드 이코노미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28권6권 통권620호,
pp1-14.

∙ 윤자영 외(2020), "국내 스마트제조 공급산업 현황과 발전과제”, KIET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2020.05
∙ 윤태영(2020), “영국의 에듀테크 지원정책 전략분석과 적용현황”, 한국 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2020-03
∙ 이명구 외(2019), “2025 교육 산업의 미래 : 기술혁신과 플랫폼,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삼정 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제110호

∙ 이명화 외(2020),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동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명화(2020),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 코로나19로부터의 교훈”, 2020.4.29 제432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발제자료

∙ 이승민(2015), “스마트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고용･노동 환경”, STEPI, Future Horizon.
∙ 이신화(2019), “동북아 난민문제의 정치외교적 대응격차”, 담론201 제 22권 1호.

31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이슈 심층분석

∙ 이정아(2014), “인더스트리 4.0과 제조업 창조경제 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pp56-64.
∙ 이한재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정책”,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1-18
∙ 장석인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 국토부, 424, 22-30
∙ 장현수(2017), “O2O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전경옥 외(2011),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지표 및 지수측정”, 법무부용역보고서
∙ 전응(2004),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44권 1호
∙ 정세윤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과 제조 IDX”,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5(1), 12-20
∙ 정혜주(2016), “보건안보와 글로벌 거버너스”, 김상배 편『신흥안보의 미래전략』 서울:사회평론
∙ 조영희 외(2019), “난민정책과 ODA정책의 연계”,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 조영희(2018), “글로벌이주거버넌스를 통해 본 한국이민정책의 방향: SDGs 논의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 조영희(2020), “코로나19와 이민정책”,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프
∙ 조용래 외(2020), “생명안보 관점의 감염병상시대비대응 과학기술혁신전략”, STEPI Insight 제 255호
∙ 주현택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스마트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ie 매거진, 24(2), 30-36
∙ CIA(2000), “The Global Infectious Disease Threat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 Cisco(2019), “Cisco Consumer Privacy Survey 2019”
∙ Cisco(2020), “Cisco Data Privacy Benchmark study 2020”
∙ Cisco(2020), “Protecting Data Privacy to Maintain Digital Trust”
∙ Citi GPS(2020), “Technology at Work v5.0 – A New World of Remote Work”.
∙ Cyber Defense Magazine(2020), “Reading the 2020 Cost of Data Breach Report”
∙ Dell Technologies(2020), “Digital Transformation Index Report”
∙ Deloitte(2018), “The future of the TV and video landscape 2030”
∙ European Commission(2019),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the evaluation of
the Directive 2006/66/EC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waste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repealing Directive 91/157/EEC”

∙ Forbes(2018), “The Future Of Banking: Fintech Or Techfin?”
∙ Hootsuite(2019), “Digital 2019 Report”
∙ HSBC(2020), “The booming digital economy”
∙ IBM Security(2020), “2020 Cost of Data Breach Report”

32

참 고 문 헌

∙ IMF(2020), “Taxing the Digital Economy”
∙ INI R&C(2019), “Press release, Total results for the electric vehicle battery market in 2018”
∙ Internet of Everything(2014), “A $4.6 Trillion Public-Sector Opportunity”, CES 2014
∙ IPBES(2017), “The assessment report on POLLINATORS, POLLINATION AND FOOD
PRODUCTION”

∙ IPCC(2012), “Managing the Risks of Extreme Events and Disasters to Advance Climate
Change Adaptation”

∙ McKinsey(2018), “Modeling the impact of AI on the world economy”.
∙ Mackinsey(2018), “Notes from the AI Frontier Insights From Hundreds of Use Cases”,
Discussion Paper April. 2018

∙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2017), “Interim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recycling and utilization of power
battery for new energy Vehicles”

∙ OECD (2020), “Roadmap toward a common framework for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 OECD(2020), “Back to the Future of Education : Four OECD Scenarios for Schooling,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 Standford University(2016),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 Umweltbundesamt(2019), “The BattG-Melderegister”
∙ UNCTAD (2019), “Digital Economy 2019”
∙ UNESCO(2020), “Distance Learning Strategies in Response to COVID-19 School Closures,”
UNESCO COVID-19 EducationResponse Education Sector issue notes, 2(1)

∙ WEF(2002), “Schools of the Future : Defining New Models of Educ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WEF(2018), “The Future of Jobs Report 2018”.
∙ Brundage et al.(2018), “The Malicious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ecasting, Prevention,
and Mitigation”

∙ Carl Benedikt Frey et al.(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September 17 2013

∙ Chia, Jean(2020), “Technology Brief : Singapore’s transition towards a cashless societyShaping the e-payments landscape.”

33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이슈 심층분석

∙ David Kuo Chuen Lee(2015), “Handbook of digital currency: Bitcoin, innovation, financial
instruments, and big data”

∙ Gonza’ lez-Varo et al.(2013), “Combined effects of global change pressures on animalmediated pollination”, Trends Ecol Evol. 2013 Sep;28(9):524-30

∙ Fagnant and Kockelman(2015), “Preparing a nation for autonomous vehicles: Opportunities,
barrier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ransportation Research A: Policy and Practice Vol.
77, pp. 167-181

∙ Frost & Sullivan(2020),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AI) Software Market, Forecast to 2025”
∙ Frost & Sullivan(2020), “Highlight Growth Generating Opportunities in Wake Of Covid-19
Pandemic”

∙ Gartner(2020), “Gartner Trends on Digital Commerce 2020”
∙ Harper et al.(2019), “Recycling lithium-ion batteries from electric vehicles”, Nature,
575(7781), pp75-86

∙ Herbert Smith Freehills(2020), “COVID-19: PEOPLE: DATA PRIVACY ISSUES (GLOBAL)”
∙ Julien Boudet et al.(2002), “The future of personalization—and how to get ready for it,
Mckinsy and Company”

∙ Mannheim, K.(1936), “Harcourt: Brace & World”, Ideology and utopia
∙ Mark Muro et al.(2019), “What jobs are affected by AI?”, Brookings 2019.11.
∙ MarketsandMarkets(2020), “Social Media Analytics Market by Component, Application
(Sales and Marketing Management,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and Competitive
Intelligence), Deployment Model, Organization Size, Industry Vertical, and Region - Global
Forecast to 2025”

∙ Mary Meehan(2019), “Data Privacy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next decade”,
forbes, 2019.11.26.

∙ Mayyas et al.(2019), “The case for recycling: Overview and challenges in the material supply
chain for automotive li-ion batteries”

∙ Meiko Jensen(2018), “ Privacy Issues and Data Protection in Big Data: A Case Study Analysis
under GDPR”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Big Data)

∙ Nguyen and Lee(2018), “A review on the separation of lithium ion from leach liquors of
primary and secondary resources by solvent extraction with commercial extractants
Processes”, 6(5), p55

34

참 고 문 헌

∙ Nils Gruschka(2018), “Vasileios Mavroeidis; Kamer Vishi”,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Big Data)

∙ Pew Reserch Center( 2019), “Americans and Privacy: Concerned, Confused and Feeling Lack
of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 Popper, R.(2008), “Foresight methodology”, The Handbook of Technology Foresight,
Edward Elgar, Aldershot.

∙ R. Luckin et al.(2020), “IntelligenceUnleashedAn argument for AI in Education”, Peason
∙ Ray Kurzweil(2015), “The Singularity is Near”
∙ Robert Bond(2020), “Five data protection issues for researchers to consider in 2020”,
Research world, 2020.02.11.

∙ Robert Reich(2020), “Covid-19 pandemic shines a light on a new kind of class divide and
its inequalities”, The Guardian 2020.04.26.

∙ Sasaki(2019), “Integrated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for ELV in Japan,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nic Waste and End-of-life Vehicle (ISEE2019)”, Jeju, Korea,
Proceedings of ISEE2019: 4–14.

∙ Sirivalaya Kachathan et al.(2020), “Assessment of Prospect Towards Cashless Society: A
Case of Mobile Payments in Emerging Markets.” Journal of ASEAN PLUS Studies 1.1 : 1-8

∙ Sohn et al.(2019), “Comparative analysis on reuse and recycling of electric vehicle battery
waste in korea”,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nic Waste and End-of-life Vehicle
(ISEE2019) : 361

∙ T Jelassi et al.(2020), “The Strategic Approach of the World’s Biggest e-Tailing Companies:
Amazon and Alibaba.”, Strategies for e-Business. Springer, Cham, 2020. 467-500.

∙ Winslow et al.(2018), “A review on the growing concern and potential management
strategies of waste lithium-ion batteries”, Resour. Conserv. Recycl., 129, pp263-277

∙ World Health Organization(2018), “2018 Annual review of diseases prioritized unde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Blueprint”

∙ Worthington, Steve(1995), “The cashless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 Yong Choi(2020),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on recycling of end-of-life battery of
electric vehicle in Korea (Republic of)”, Waste Management, 106, pp261-270

35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이슈 심층분석

∙ Yoshua Bengio(2020), “Empowering Citizens against COVID-19 with an ML-based and
Decentralized Risk Awareness App”,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기조 발표 자료, 2020.5.28.

∙ Zheng et al.(2018), “Sun A mini-review on metal recycling from spent lithium ion batteries
Engineering”, 4(3), pp361-370

36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발간호

제목

저자

2021-07
(통권 제307호)

허현회
R&D시스템의 빅체인지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의 의미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시사점
이장재(KISTEP)

2021-06
(통권 제306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향후 지원 방향 제언

2021-05
(통권 제305호)

기술 패권 시대의 대중국 혁신 전략

2021-04
(통권 제304호)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의 주요 이슈와 정책제언

2021-03
(통권 제303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혁신 과제

2021-02
(통권 제302호)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2021-01
(통권 제301호)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E)

황인영, 강경탁(KISTEP)

2020-22
(통권 제300호)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역량 강화 방안

이충현, 신경희(KISTEP)

2020-21
(통권 제299호)

국가혁신체계의 효율성 진단과 향후 방향

엄익천, 이장재(KISTEP)

2020-20
(통권 제298호)

치매환자 증가 사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과학기술과 사회정책 연계를 통한 초기 치매환자의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용태석, 이승규(KISTEP)

2020-19
(통권 제297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정동덕(KISTEP)

2020-18
(통권 제296호)

남북 과학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2020-17
(통권 제295호)

지속가능한 출연(연) 융합생태계 조성의 조건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이경재(KISTEP)

2020-16
(통권 제294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지역R&D 투자현황
분석,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 :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조나현, 유형정(KISTEP),
양창훈(가톨릭관동대학교)

2020-15
(통권 제293호)

한국형 수소경제의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역할

김선재, 이선명, 나영식
(KISTEP)

윤수진(KISTEP)
KISTEP 차이나포럼
안승구, 이선명(KISTEP)
이광훈(강원대학교)
변순천 외(KISTEP)
박노언(KISTEP)

유나리, 김진하(KISTEP)

37

필자 소개
▶ 정의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부연구위원
- 043-750-2443 / ejin@kistep.re.kr
▶ 임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정투자분석본부 선임연구위원
- 043-750-22380 / hyim@kistep.re.kr
▶ 박노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연구위원
- 043-750-2391 / ecoenv@kistep.re.kr
▶ 박창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연구위원
- 043-750-2451 / ch27park@kistep.re.kr
▶ 지수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전문관리원
- 043-750-2518 / csy1110@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21-08

(통권 제308호)

‖ 발행일 ‖ 2021년 6월 23일
‖ 발행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T. 043-750-2300 / F. 043-750-2680
http://www.kistep.re.kr
‖ 인쇄처 ‖ 주식회사 동진문화사(T. 02-2269-4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