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는속도의시 에서살고있습니다. 최근기술변화의소용돌이가점차빨라지고, 금융위기나

원유가 급등, 전염병 창궐과 기후∙환경문제로 야기되는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사회변화와불확실성이커지는가운데메가트렌드전망은 로벌기회를선점하기위해더욱

중요하게인식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선진국일수록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는 4년마다 주기적으로 지구촌 변화를 야기할 주요 로벌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은 미래전략처(Strategy Unit)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국가적 미래 이슈 연구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새 집권정부는 15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여

‘국가미래전략’을 제시하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개인들도

미래의통찰력을얻고자애쓰고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미래연구과 전략들은 수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행된 미래전망 결과를 총망라하여 분석한다면

우리사회를 관통하는 미래의 가능성과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찾아내는데 매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될수있을것입니다. 

본보고서는발표기관∙연구자의 표성, 공신력, 전문성등을고려하여국내외총51개의미래전망연구

선행자료를 선정하고, 종합 분석하여 미래 한국사회가 직면할 15가지의 거 한 변화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사회변화에서부터새로운기술발전에의한요인, 기술과사회의융합과공진화로인한

변화, 남북통합과같이실현됐을때엄청난 향력을미치는와일드카드등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핵심

메가트렌드를선정하 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메가트렌드에는 전지구적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로벌

기회요인까지담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급격한노령화양상을보이는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머지않은

미래에사회활력저하, 노인관련재정지출부담등이현실이될것이라는우려감이큰상황입니다. 또한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사회갈등을 격화시켜 우리사회의 불안감을 증 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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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질병과전염병확산, 에너지위기, 기후변화와환경오염등은우리삶을위협하는거 트렌드입니다.

이에철저한진단과함께지속적으로 응하지않는다면생존까지위협당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의사회적파급력에서보듯이기술의변화도우리삶에엄청난변화와기회를가져올것입니다.

미래에는 가상지능 공간, 기술의 융복합화, 로봇 등이 발달하여 경제∙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라이프

스타일을변혁시킬사회진화의핵심원동력으로작용할것입니다. 

미래 전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착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사회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질수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미래전망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존 나이스비트는 1982년 저술한「Megatrends」에서 메가트렌드를

‘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한 조류’로 정의한바 있습니다. 일찍이 그가 주장한 메가트렌드는

이시 를이끄는힘으로작용하고있으며, 우리사회의장기적발전추세와통찰력을얻는데중요한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메가트렌드도 미래의 가능성과 우리사회의 중요한

변화흐름을읽는데단초가될수있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12월

“한국사회의 15 메가트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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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분석목표및
방법Ⅰ

1. 메가트렌드 분석 배경

1) 급속한기술발전, 기술과사회의공진화로인해미래사회는상호의존성과복잡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

�현 사회는 지구 온난화, 도시 인구집중, 로벌 리스크 확 , 사회적 불안 증가 등 위험요인과

사회시스템의복잡성증가

� 로벌경제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그폭과깊이를가늠할수없는불확실성이부여되며미래에 한

불안도커짐

�기술변화의소용돌이가점차빨라지면서세계는지난5000년의역사보다최근20년동안에더욱급변

� 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 요인에 응하고 기회

요인을발굴하는등선제적인미래준비에 한니즈증가

새로운 로벌경제변화의조짐

■세계경제를주도해왔던미국과유럽의경제력약화

∙미국: 월가의쇄락, 달러패권의공공연한도전, 자동차시장의축소

∙그리스, 국등의재정위기는다른유럽국가로확산될가능성도상존

■중국을축으로하는신흥BRICs들, 아시아경제권의팽창

∙아시아경제권은향후10년안에실질총생산을기준으로북미와유럽추월예상

∙중국은세계의공장에서세계소비시장의지위까지지속적 향력상승

■G7에서G20으로, 세계경제의주요조정자변화

∙금융위기를해결을위해선진국과신흥국간긴 한정책공조: G20정상회의개최

2)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짐에 따라 미래 예측은 더 힘들지만

그 중요성 역시 증

�한발앞서내다보고, 제도∙정책∙기술을준비하는것은막 한기회비용과문제해결비용을최소화할

수있는최적의전략

�불확실한미래를바람직한미래로바꾸기위한미래전망과미래준비가어느때보다절실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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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표

1) 로벌 미래이슈, 유망기술 예측 등 분야를 망라한 국내∙외 최신 미래연구 결과를

구조화된 틀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래한국사회가직면할거 한변화의흐름과경제∙사회∙기술각분야에서파생될핵심적인이슈를

도출하고자함

�미래한국사회가직면할메가트렌드와경제∙사회전반의이슈에 한보다구체적∙실질적전망가능

2) 세계 각국, 기관, 연구자가 발표한 주요 미래연구 결과를 선정하고, 각각을 미래

트렌드와 파생이슈를 중심으로 분석

�자료별분석결과를종합하여, 전체자료를망라하는메가트렌드및메가트렌드별파생이슈를도출

3. 추진절차 및 방법

1) 국내외 주요 메가트렌드, 미래 전망 자료 수집(국내 25개, 국외 26개)

�국내의 경우 미래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정부∙연구기관과 삼성경제연구소(SERI), LG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의미래전망∙비전자료조사∙수집

�국외의 경우 UN,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기구와 일본, 미국, 국 등 각국 정부 및 기업의 주요

미래전망 자료 조사∙수집

2) 자료별 리뷰 및 분석

�수집된총51개자료마다심층원동력, 메가트렌드, 트렌드, 파생이슈등을구분하여정리

�이슈별발생가능성(확실/불확실), 현상여부, 발생시점, 파급범위(지역/국가/ 로벌) 등을검토

미래전망 자료별 분석의 틀(Sheet) 

현상

(O, X) S('15)

(등장)

M('20)

(붐업)

L('50)

(중흥)

발생시점

(파생)이슈

(분류3)

파급범위

(L/N/G)

트렌드

(분류2)

확실/

불확실

(1,2)

심층

원동력

(원인)

메가트렌드

(분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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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가트렌드 선정

�1단계: 51건의미래전망자료에분석∙정리된메가트렌드및트렌드를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별로분류하여정리

�2단계: 1단계 결과를 유사∙공통성으로 그룹핑하고, 이머징 이슈, 와일드 카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주요메가트렌드선정

미래전망 자료별 분석의 구조

자료 분석결과

심층

원동력 1 트랜드 1

�확실/불확실

�현상

�발생시점

�파급범위

파생이슈별 항목

파생이슈 1

파생이슈 2

파생이슈 3

파생이슈 4

파생이슈 5

파생이슈 6

파생이슈 7

파생이슈 8

트랜드 2

심층

원동력 2

메가트렌드

Point 1 Poi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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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 도출 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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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EP별 분류 및 그룹화 결과

�사회(Society)

�기술(Techndogy)

1) IT : 네트워크, 지능형 인프라, e-book, 지식집약(집단지성), 오감형 통신기술, 인체
통신, 퍼스널 라이프 로그 기술, 소프트화, 지식서비스, 개인화, 소셜 네트워크, 지능화,
u-WORK, 웹의 플랫폼화, 웹기반 서비스 경제, 정보보호&보안, 미래인터넷, 커뮤니
케이션 기술, 개인별 맞춤형 매쉬업, 표준과 지식재산권, 모바일화, 쌍방향성, 내재성,
컴퓨터 바이러스 증가 � 지식기반경제

2) BT : 바이오경제, 배아줄기세포, 바이오제약, 신종전염병확산, 생체정보수집, 재생의료,
전자진료 � 기술의 융복합화

3) NT : 신소재 � 기술의 융복합화

4) ET : 녹색성장, 풍력발전, 전지(자동차), 수처리(물관리),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기후
변화, 환경오염, 물부족, 자원부족), 태양전지 � 기술변화 및 환경오염, 에너지 위기

5) 교통 : 위치기반서비스, 지능형교통인프라, 도시인프라, 지능형교통시스템 � 가상지능
공간, 기술변화 및 환경오염, 에너지 위기, 안전 위험성 증

6) 로봇 : 군사(군 무인화), 인지로봇 � 로봇

7) 사회안전 : 방재기술, 경비산업 성장 � 안전 위험성 증

8) 융합 : 개방성/협업, IT컨버전스, 국가/시장/시민사회 간 개방∙공유∙협업, U-CITY
� 기술의 융복합화

9) 지능화 : 인지과학(인공지능, 인간형 로봇, 인지뇌과학),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장, 인간
중심적 지능∙융합화, 지능형 S/W � 로봇

10) ST : 우주, 심해 이용

11) 공간정보 : 위치정보, 증강현실, 가상현실 � 가상지능공간

12)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 기술발전에 한 도덕적 우려 증가, 신기술 악용 가능성
증가 �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13) 기술 패권주의 �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로벌화

� 가상지능공간
� 기술의 융복합화
� 로봇

1단계(STEEP별 분류) 2단계(그룹화)

1) 인구 구조의 변화(저출산, 고령화, 인구증가, 인구감소, 인구이동, 수명 증가, 가족
재구성 등) � 인구구조의 변화

2) 갈등의 다양화, 양극화 심화 � 양극화

3) 네트워크 사회, 지식사회, 유비쿼터스 사회의 발달 � 네트워크 사회, 지식기반경제

4) 로벌화(다문화)와 국가/민족의 이동성 증 � 로벌화

5) 문화 다양화 : 삶의 질, 여성, 노동유연화, 개인주의 � 로벌화

6) 투명성의 증가 : 정보 집중, 중앙정부 감시와 통제 �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7) 가치관의 변화 : 세속주의, 개인주의 � 인구구조의 변화, 로벌화

8) 교육 중요성 증 : 불평등, 교육열 � 로벌 인재의 부상(노동시장의 변화)

9) 도시화 � 로벌화

10) 웰빙과 건강문제에 한 관심 증 (지속가능한 문화) � 웰빙/감성/복지 경제

11) 가상현실의 구현 � 가상지능공간

12) 권력 구조의 변화 : 기술발전과 투명성의 증가 � 네트워크 사회

� 인구구조의 변화
� 양극화
� 네트워크사회

1단계(STEEP별 분류) 2단계(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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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1) 경제 다극화(세계 경제질서 변화) : 브릭스(BRICS) 성장, 미국중심의 질서 체제 개편

(중국 부상), 동북아 협력 강화 � 로벌화

2) 산업구조의 서비스업화 : 서비스 산업의 발달

3) 다양한 금융서비스 확 � 로벌화

4) 지식기반경제 강화 :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경제 주체의 다변화(프로슈머), 지식/

정보화사회, 무형자산 경제 발달(지식집약도, 경험의 중요성 증가) � 지식기반경제

5) 노동환경의 변화 : 자동화, 노동의 유연성 � 인구구조의 변화, 지식기반경제

6) 경제 신패러다임 : 자본주의 2.0(자본과 인력이동 통제, 자국 보호주의), 인터넷에

의한 자 업 보편화 � 로벌화

7)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 고령자,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증가 � 인구구조의 변화

8) 로벌화( 로벌 경제시 ) : 세계경제 통합, 국제 분업, 금융시장 패러다임 변화

(금융시장 다각화), 국제 무역 협상 강화, 로벌 노동시장, 자본이동의 로벌화,

불균형한 성장(일자리 감소, 전염병 증가, 현 판 제국주의), 다국적 생산네트워크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 로벌화

9)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 저출산) : 주택수요의 다양화 � 인구구조의 변화

10)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비전 2020년 4만달러 시 진입

11) 기업경 : 지식경 , 윤리경 , 멀티코드 시 를 선도할 가치 조합 경 , 개방적

구조, 협업 및 IT 이용 증가, 기업경 세계화, 가치 공동 창조(기업과 고객 상호작용),

지식관리, 저비용 비중 약화(가치 창출 증 ),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 웰빙/감성/

복지 경제, 지식기반경제

12) 소비여건 : 소비패턴의 변화, 신 문화조류, 초고령 실버사회, 웰빙/감성/환경(에코)

중심 소비 패턴, 개인화 � 인구구조의 변화, 웰빙/감성/복지 경제, 지식기반경제

13) 남북문제 :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전망 � 남북통일

14) 양극화 : 국가간/국가내(소득의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고용

구조, 지역별) � 양극화

15) 정부역할 확 : 작은정부→큰정부로 변화

16) 기술발전에따른경제변화 : 융합기술, 디지털혁명(전통산업및타기술/산업과 IT기술

융합을통한신산업창출), 오픈소스확산, 모든것이연결, 기술투자 � 가상지능공간,

기술의 융복합화, 로봇, 지식기반경제

17) 지방의 중요성 확

18) 중산층의 성장( 로벌 중간계층 성장) � 로벌화, 양극화

� 웰빙/감성/복지경제

� 지식기반경제

� 로벌 인재 부상

(노동시장의 변화)

1단계(STEEP별 분류) 2단계(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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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nvironment)

�정치(Politics)

1)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감소, 생태계변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지구사막화, 산성비,

저탄소 녹색성장 � 기술변화 및 환경오염

2) 자원고갈 : 수자원 중요성 증가(물부족), 화석연료 고갈, 식량난 � 에너지 위기

3) 에너지 위기 (부족→ 체)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 안정적 자원 공급이 주요

이슈, 에너지 관련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증 � 에너지 위기

4) 에너지 기술( 체에너지) : 환경 친화기술, 태양열, 수소, 해상 풍력, 지열, 바이오

연료, 연료전지, 지역자립형에너지시스템, 에너지인터넷(전력인터넷→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화 기술 성장, 에너지원의 다원화 � 에너지 위기

5) 에너지산업 : 산업구조 개편, 수소경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 에너지 위기

6) 건강위해요인 증가 : 신종 전염병 출현 및 향력 증가 � 웰빙/감성/복지 경제,

기술변화 및 환경오염, 로벌화, 안전 위험성 증

7) 환경오염 : 핵오염, 수질/토양/ 기 오염, 나노기술의 위험성, 지구감시체제 구축

( 로벌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 기술변화 및 환경오염, 안전 위험성 증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 에너지 위기

�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1단계(STEEP별 분류) 2단계(그룹화)

1) 소프트파워 � 지식기반경제

2) 네트워크 권력(거버넌스 변화) :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 전자/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

논의 확산, 정부의 역할 및 기능 변화, 권력의 이동 � 네트워크 사회

3) u-정부의 등장 � 네트워크 사회

4) 정치의 시장화, 기업화

5) 북한의 정세와 통일문제 � 남북통일

6) 로벌화 : 한국문제의 다자화/다층화/복합화, 세계화→지역화로 � 로벌화

7) 세계정치질서의 변화 : 다극화와 분권화(미국중심에서), 중국과 인도의 정치적 성장,

동아시아 불확실성 증 , BRICs 부상 � 로벌화

8) 새로운안보이슈등장 : 핵확산, 국제범죄, 테러위협증가, 량살상무기확산 � 안전

위험성 증

9) 종교와 문명의 충돌 : 이종문화/다문화 � 로벌화

10) 자원 및 에너지 문제 : 자원의 무기화, 환경오염/물부족/자원 및 에너지 수급 문제로

국가간 갈등 심화 � 에너지 위기

� 로벌화

� 안전 위험성 증

� 남북통합

1단계(STEEP별 분류) 2단계(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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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 15 메가트렌드

1) 국내∙외 최신 51개 자료를 종합하여 유사/공통성, 이머징 이슈, 와일드카드 등을

고려하여 최종 15개 메가트렌드를 도출

�STEEP(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의각분야별로주요메가트렌드를각각도출

미래 15 메가트렌드 : STEEP별 분류

Technoloogy

� 가상지능공간

� 기술의 융복합화

� 로봇

Politics

� 로벌화

� 안전 위험성 증

� 남북통일

Economy

� 웰빙/감성/복지 경제

� 지식기반경제

� 로벌 인재의 부상(노동시장의 변화)Environment

� 기술변화 및 환경오염

� 에너지 위기

�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Society

� 인구구조의 변화

� 양극화

� 네트워크 사회

미래 15 메가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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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메가트렌드 도출

분야 메가트렌드 내용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인구 증가, 국가별∙지역별 인구증가/정체/감소가 각각 진행,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S(사회) 양극화
국가 간/기업 간/고용구조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별화, 취약계층에 한 사회책임 문제 등

네트워크 사회
사이버 공동체 활성화, 토국가에서 네트워크 국가로 전환, 정보

독점 및 정보의 평준화 등

가상지능공간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 간 상호작용 증 , 증강현실, 실감형

컨텐츠 등
T(기술)

기술의 융복합화 기술-산업간 융복합화,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융합 등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군사용 로봇, 나노로봇, 정서 로봇 등

웰빙/감성/복지 고령화∙ 로벌화에 따른 삶의 질 중시, 신종 질병/전염병 증가에

경제 따른 건강문제 두 등

E(경제) 지식기반경제
경제의 소프트화 현상 심화, 정보∙서비스∙컨텐츠 등 무형자산

시 도래, 지식경 확산, 디지털 중심의 산업 재편 등

로벌 인재의 로벌화에 따른 멀티플레이형 인재, 지식경쟁력 부상, 창의력과

부상 감성의 부각 등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과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안보 부각, 국제 탄소거래제도, 

환경오염 물 부족 문제 등

E(환경) 에너지 위기
화석에너지 및 자원고갈 심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체에너지 개발 등

기술발전에 인간∙윤리문제와 기술의 충돌, 기술 패권주의, 개인정보 보호 및

따른 부작용 불건전정보의 부작용 문제 등

로벌화
이동성 증가, 인력 및 자본 이동, 국제공조 확산, 다문화 및 이종

문화 등

P(정치)
안전 위험성 증

신종 질병 및 전염병 확산, 핵 확산, 량살상무기 확산, 경비산업

성장 등

남북통합 남북한경제협력, 북한문제의국내화및급변화, 북한의불확실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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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선행연구현황Ⅱ
1. 국내 메가트렌드 선행연구 현황

1) 정부

2) 공공연구기관

연도 제목 출처

2005 Future 2030 : 우리의 미래 모습은? 과학기술부

2006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 2030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2008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정보화추진위원회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수정∙보완 과학기술부 / KISTEP

2020/2050 미래전망 토론회 미래기획위원회 / KDI

2009 IT KOREA 5 미래전략 미래기획위원회 / 지식경제부

연도 제목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전망과 과제 : 경제분야 NIA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전망과 과제 : 사회문화분야 NIA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전망과 과제 : 인프라 분야 NIA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전망과 과제 : 에너지/환경 분야 NIA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전망과 과제 : 정치행정분야 NIA

2007
미래 경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비전 STEPI

미래트렌드와 미래연구 부산발전연구원

IT기술예측 IITA

2008 (정치)미래 선진한국의 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9

메가트렌드 연구보고서(2003~2008) KISDI

새로운 예측 프로세스를 적용한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미래사회 전망 KISTEP

국토 예측연구 국토연구원

2006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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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연구소

4) 민간

2. 국외 메가트렌드 선행연구 현황

1) 정부

2) 국제기구

연도 제목 출처

2009
(SERI 보고서로 읽는) 미래산업 삼성경제연구소

해외 미래예측기관들이 보는 10년후 세상 LG경제연구원

10년후 세상을 말한다(LGERI의 미래생각 시리즈(1) LG경제연구원
2010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LGERI의 미래생각 시리즈(2)) LG경제연구원

연도 제목 출처

2007

2008

2013 KOREA Scenario
한국CEO 포럼, AT커니 코리아, 
미래경제연구원

2018, 인구변화가 한민국을 바꾼다 : 10년 후 변혁을 가져올
44가지 미래 트렌드

퓨처코드 : 한민국 미래 트렌드 미래전략포럼

한스미디어 (김현기 외)

연도 제목 출처

2007 Innovation 25 일본 이노베이션 추진본부

2008 Global Trends 2025 : A Transformed World 미국 NIC

미래기술 전략지도 일본 경제산업성

2009
World Trade : possible futures

국 DTI

- Horizon Scanning Centre

2010 Sigma Scan 271개 이슈
국 DTI

- Horizon Scanning Centre

연도 제목 출처

2008
시나리오와 전략 국제에너지기구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

2009 Future Internet 2020 : Vision of an Industry Expert Group Europea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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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연구소 및 학계

4) 산업

5) 일반

연도 제목 출처

2006 Foresight 2020 Economic, industry and corporate trends EIU(Economist Intelligent Unit)

2007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 미국 RAND 연구소

IT Road Map of Unified Communications Until 2013 일본 노무라연구소

2008 55 Trends Shaping Tomorrow's World 세계미래학회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박 숙, 제롬 렌 등

역 MIT 선정 10 유망기술 MIT

2009 The Futurist 세계미래학회

유엔미래보고서 2 박 숙, 제롬 렌 등

연도 제목 출처

2005 Government 2020 Scenarios 가트너

2006 Horizons 2020 지멘스

2008
Shell Energy Scenario to 2050 Shell

Megatrends 독일 Z-punkt

연도 제목 출처

2006 Powerful Times : Rising to the Challenge of Our Uncertain World 이몬켈리

2007 극단적 미래예측 김 사(제임스 캔턴)

토마스 프리드만의 "Hot, Flat, and Crowded" 요약 미래기획위원회

2008 2020년 인터넷의 미래전망

- PEW Internet의 "The Future Internet Ⅲ" 요약
KISDI

자본주의의 미래( 국 Financial Times 30여개 기고문 요약) 미래기획위원회

2009 The Next Big Thing

- 미국 Foreign Policy(격월간지)에서 13개 미래이슈 소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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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15 메가트렌드III

분야 메가트렌드 내용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인구 증가, 국가별∙지역별 인구증가/정체/감소가 각각 진행,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S(사회) 양극화
국가 간/기업 간/고용구조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화, 취약계층에

한 사회책임 문제 등

네트워크 사회 사이버 공동체 활성화, 토국가에서 네트워크 국가로 전환, 정보 독점 및 정보의 평준화 등

가상지능공간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 간 상호작용 증 , 증강현실, 실감형 컨텐츠 등

T(기술) 기술의 융복합화 기술-산업간 융복합화,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융합 등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군사용 로봇, 나노로봇, 정서 로봇 등

웰빙/감성/복지경제 고령화∙ 로벌화에 따른 삶의 질 중시, 신종 질병/전염병 증가에 따른 건강문제 두 등

E(경제) 지식기반경제
경제의 소프트화 현상 심화, 정보∙서비스∙컨텐츠 등 무형자산 시 도래, 지식경 확산,

디지털 중심의 산업 재편 등

로벌 인재의 부상 로벌화에 따른 멀티플레이형 인재, 지식경쟁력 부상, 창의력과 감성의 부각 등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환경오염과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안보 부각, 국제 탄소거래제도, 물 부족 문제 등

E(환경)
에너지 위기 화석에너지 및 자원고갈 심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체에너지 개발 등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인간∙윤리문제와 기술의 충돌, 기술 패권주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건전정보의 부작용

문제 등

로벌화 이동성 증가, 인력 및 자본 이동, 국제공조 확산, 다문화 및 이종문화 등

P(정치) 안전 위험성 증 신종 질병 및 전염병 확산, 핵 확산, 량살상무기 확산, 경비산업 성장 등

남북통합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문제의 국내화 및 급변화, 북한의 불확실성 등

1. 한국사회 15 메가트렌드

1단계: 51건의 미래전망 자료에 분석∙정리된 메가트렌드 및 트렌드를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별로분류하여정리

2단계: 1단계결과를유사∙공통성으로그룹핑하고, 이머징이슈, 와일드카드여부등을검토하여최종적으로

주요메가트렌드선정

15 메가트렌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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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에 따른 분류

메가트렌드가사회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에따라분류

- 파급효과는발생범위(Local/Global)와변화의크기(Paradigm/Trend)를포함

1) 발생범위: 중요한이슈로취급되는지여부에따라분류

2) 변화크기: Paradigm은 구적∙구조적변화, Trend는일시적변화를의미

파급효과에 따른 메가트렌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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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메가트렌드와 STEEP별 이슈 분석

�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 인구증가, 인구감소, 가족재구성, 여성파워

사회(S)

�학교수및규모축소, 학입학인원감축으로인한구조조정/기능변화

�혼인감소, 이혼및재혼증가등가족불안정가속화

�국제결혼증가, 외국인급증에따른다문화사회로의급속이행

�노령층의재교육및평생교육, 외국유학생, 외국인노동자및이주자가족에 한교육필요

�노동운동이제도권정치와의연계를강화하여서서히제도화, 안정화

�노동공급형태가다양화되어자발적비정규직∙비전형적근로형태확 . 자 업과임금근로자의특성을

모두가진특수고용형태근로자가다수존재

�향후20여년간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구가전세계인구의 부분을차지할것

�인구감소와경제사회고도화에따른멀티플레이형인재필요성증가

기술(T)

�ITC 발전으로재택근무확산등근무형태가다양화되어고령자및장애인취업이용이

�u-Work, u-Home 개념의도입으로가사노동이나사고예방

�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으로활력있는저출산/고령사회 응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등을배려한유니버설디자인단말기의보급으로디지털격차가없는IT사회실현

�세포치료및동물복제장기치료를통해생명연장의꿈실현

�고령화로인한인공지능로봇수요확

�가족간의의사소통은이메일, 휴 전화, 문자메시지등IT기술을기본으로함

경제(E)

�노령자및여성인력의경제활동참가증

�고용총량은다소감소할것이며산업별고용비중이변화할것

�여성 노동력에 한 수요 증가, 여성의 취업욕구 상승, 2인 소득을 필요로 하는 가족 요구로 여성 취업

확 가유도됨

�부양세 의금융수요증가및개인의금융자산축적으로증권및자산운용시장이크게발전

�경제활동인구감소에따른임금상승, 잠재성장률저하등발생

�건강보험, 연금등사회복지관련지출급증으로국가재정부실화

�자기중심적이며감각중시소비성향의노년층등장

�고령인구비중증 는서비스생산을촉진하고공공부문을확 시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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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적으로부유한노년층의부의집중증가는청년층과빈곤한노년층의동일한빈곤을창출

�가사노동을 체할서비스와Child Care 서비스등신산업성장

�난치병예방치료서비스, 노인성질환치료서비스등실버산업성장

�고객친화적유통개발, 특히노년층을위한유통채널/포맷개발

�모든상거래를여성이좌우하는‘위미노믹스’시 도래

�향후44-65세가새로운최 소비층으로떠오를것

환경(E)

�물의절 량부족및수요의급격한증가로인해물부족심화(온난화, 산업화, 가뭄, 후진국인구증가)

�급격한도시화, 산업화, 처리시설노후화등으로인한심각한수질오염

�선진국들의에너지수요증가율은정체내지소폭의증가세가예상되는반면, 개도국은큰폭의증가율을

나타낼것

정치(P)

�유권자의절 다수를점한노년층의정치세력화

�육체/정신양면에서능력을갖춘많은수의노인들이중요한역할을수행

� 양극화(갈등심화 및 다양화)

■국민소득/기업/고용구조/지역양극화, 갈등심화

사회(S)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지식노동자는 상층으로 편입되고 그렇지 못한 범용노동자는 하층으로 침하하는

중간층분해현상촉진

�도시중산층교육욕구의지속적증가및중하층교육욕구의감퇴예상

�경제적양극화가교육기회의차별화로이어지는병폐심화

�지식근로자층의거주공간이수도권의특정지역으로집중되어공간분리현상심화

�생활공간의분리는삶의방식의차이를가져오고, 계층구조의양극화를공고히하여사회문화적단절현상

초래

�인접지역간의경제적격차와치안격차로인구이동은계속증가

�노동력의고학력화로교육수준과직업의부정합문제가계속존재

- 고학력화로기능직기피가심화하여건설업과제조업의기간기능인력공급부족

�식량가격상승으로전세계1억명이상이절 빈곤으로전락

�부의불균형으로인한저소득지역에서고소득지역으로의이민과이주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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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T)

�디지털기술의편익활용여부에의한양극화가가속화

�젊은세 와기성세 는다른지식체계를갖게됨

경제(E)

�소비부진으로인한내수경기침체의장기화로중하위계층의사회경제적지위가크게약화

�저기술 산업군의 고용비중은 감소세인 반면, 고기술산업군의 고용비중은 부가가치 비중의 증 에도

불구하고기술집약적산업임을반 하여일정수준을유지

�소비의양극화가심화되나고급서비스공급부족으로서비스의해외구매현상크게증가(교육, 관광, 의료등)

환경(E)

�경제활동및소비증가로인한환경오염및자원고갈이가속화될것

�자연재해발생시인구과 화로인한피해증가

정치(P)

�사회경제적이슈중심의정책정당, 이념정당으로정당구조가재편

�사이버공동체의활성화와이익단체화에따른새로운갈등의축형성

�사회적부담을짊어지기힘든희망을잃은청년층을중심으로한국탈출

� 네트워크 사회

■네트워크국가, 전자/참여/숙의/직접민주주의, 사이버공동체, 정보권력

사회(S)

�네트워크에의한의식변화(개인주의화, 개인정체성의다양성)

�조직이단독적으로할수있는일보다일을분담하고연계함으로써부가가치높이는일이중요해짐

�개인이주체가됨으로써삶의질에관심증

�전통적의미의공동체약화및사회적규범혼란으로사회적통합약화

�온라인커뮤니티, 네트워크공동체발달등접속사회출현

�네트워크사회가구현되면서자질보다는연결을중시하는접속적관계가사회관계의주류로등장

�감시와통제및사생활침해가능성증가

- 개인정보와사생활이노출됨으로써인권침해및범죄가능성급증

�네트워크가소규모로분화되면서새로운집단주의출현

�극단적신뢰와극단적불신의교차

�가상세계와현실세계와의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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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이사람들을더가깝게연결시키지만사회적포용력을향상시키지는않을것

기술(T)

�참여와집단지성을통한소셜네트워킹활성화

�사람과기기, 네트워크사이의연결성이폭발적증가(초연결성)

�휴 형통신기기수요증 , 침해하기힘들고사용하기는쉬운보안기술개발요구

�강력한컴퓨팅파워를갖춘스마트폰이인터넷연결의주요플랫폼이될것

경제(E)

�수평적네트워크를매개로한쌍방향적인‘생산적소비자(프로슈머)’의부상

�고객과1:1로접촉, 맞춤화된상품, 특화된서비스제공등미래비즈니스는초연결과함께진화

�기업활동에 한극단적투명성요구

�고용자들이인맥네트워크와연락처를통해고용

�전자상거래가가장중요한 업창구로발전

�소셜네트워킹을통해여성의비즈니스경쟁력증가

정치(P)

�새로운권력자원으로지식력(knowledge power) 부상

�인터넷확산으로테러집단의비 칭전쟁가능성증가(국가인프라에 한사이버테러)

�국가행위자와비국가행위자의네트워크형성을바탕으로한‘네트워크지식국가’부상

�IT와다국적기업, 비국가행위자(NGOs)들의역할증

�수요자중심의직접적∙자발적이고네트워크화된개인중심으로정치참여양상변화

�토론과비평활성화로숙의민주주의로발전

�정보독점약화에의한권력평준화(ex.전통적미디어)와네트워크에의한자원불평등이강화되는권력

집중현상(ex.인터넷포털)이동시에발생

�민간 형포털의 향력이정보홈페이지보다강해지면서, 정부역할이축소되고정부와민간의경계가

희미해짐

� 가상지능공간

■증강현실, 공간정보, 가상현실, 실감형콘텐츠, 오감인터페이스

사회(S)

�가상- 현실이중첩된학습공간등장

�물리, 전자, 과거와미래연계로현실-사이버공간이공존하는제4의공간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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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기술발전으로집에서현실사회실감가능(해외문화, 역사유산등)

�익스트림리얼리티: 가상과현실의불분명한경계, 가상이현실을압도

�유비쿼터스 시 에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놀이성을 띄면서 전 생활공간이

놀이공간, 즉문화예술향유공간으로확

�새로운커뮤니케이션방식으로오프라인의생활이온라인으로이전

�실제와가상세계의구분이점점불명확: 모든사람이서로연결되고가상공간에서서로교류하는시간

증가

기술(T)

�인간의인지감각을컴퓨터로구현하는가상현실기술등장

�기술과감성이결합된콘텐츠제작증가

�유비쿼터스형문화콘텐츠로진화: 오감강성형, 실감체험형, 감정충족형

�메가버스등장으로최첨단인공위성네트워크, 수백만데이터베이스, 모든정보를공유하는수백만개의

정보기기가디지털패치워크안에서서로연결

※ 메가버스 : 스스로 재생 가능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생각할 줄 아는 똑똑한 다차원/다환경 가상공간 의미

경제(E)

�경험경제 두: 농업경제→산업경제→서비스경제→경험경제

�현실감각체험중심의소비양상→가상현실의판타지를중시하는능동형소비형태

�정보통신기술혁신에따른가상공간거래의활성화

�사이버공간에서의금융서비스가가능해져국가간금융서비스개방가능

정치(P)

�가상 토, 가상국가, 네트워크국가의등장

�군사력, 경제력을넘어새로운권력자원으로서지식력(knowledge power) 부상

�여러가지유형의네트워크국가출현

�사이버공간의팽창으로시민의정치참여가획기적으로증 . 사이버민주주의를위한물적기반완성

� 기술의 융복합화

■기술-산업간컨버전스, 인간과사물의결합, 전통산업과신기술의융합

사회(S)

�미래문화변동의출발점은‘인간과IT의결합’

�개인중심의컨버전스로블루오션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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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자원: 패키지형상품→네트워크기반서비스

- 콘텐츠: 중미디어→라이프스타일미디어

� 역파괴와융합의시 : 프로페셔널리즘

�융합학문교육의중요성증 : 학제간연구모델정립등

�윤리의식을갖춘과학기술인력양성

�기술, 산업, 문화적환경변화로e-book의 중화

�나노, 바이오, 정보통신, 인지과학간의융합으로인류문명이근본적으로변화

기술(T)

�나노기술/생명공학/정보화기술/인지과학의융합화와시너지화(NBIC)

�IT 컨버전스로네트워크-단말기-콘텐츠의가치사슬이수평적으로융합

�IT 컨버전스로통합플랫폼선점을위한기업간경쟁심화

�다양한개인맞춤형서비스확

�바이오Informatics, 생체나노머신, Telemedicine 등새로운개념의제품군과산업창출

�텔레매틱스, 나노소재, 지능형 홈, Wearable PC, 지능형 로봇 등 기존 제조업과 신기술 결합으로

고부가가치제조업으로지속적발전

경제(E)

�전통적 산업을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틈새시장이 체하면서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지식정보화

제조업및지식정보형신서비스산업)

�R&D 비용급증, 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도록연구조직의 형화: 자금조달및리스크분담을위해

국가간, 기업간, 정부-민간부문간협력증가

�R&D 서비스아웃소싱의활발한진행

�빠른기술변화속도에조직구조가부합되도록조정하는것이중요

�기업들이제품과서비스를결합시킨토털솔루션판매의형태로변모

�개별적으로발전하던산업구조를수직, 수평적산업으로확장

�유비쿼터스서비스환경등의디지털융합산업환경으로지속발전

정치(P)

�미래기술분야산업의조기정착을위한법률, 제도정비필요성증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형태의 실시간

정부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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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인공지능, 뇌-기계인터페이스, 서비스로봇, 나노기술, 시멘틱웹등

사회(S)

�완벽한기술적자율성으로교육자없는교육환경구축

�인간과기계의인지경계가사라질것으로예상(새로운가치관과변화)

�교육기기, 교육포털등을통해학생끼리공부하는사이버교육이 세

�지능형인프라: 사회간접자본의지능화(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그리드등)

�퍼스널라이프로그기술등장: 개인이일상생활에서경험하는정보를수집하고, 기록, 검색할수있도록

하는기술

기술(T)

�인지과학: 인공지능및인간형로봇기술등

※ 뇌-기계 인터페이스(2030년), 뇌파를 활용한 로봇제어 시스템(2037년), 전자두뇌의식(2050년)

�인간-인간에서인간-사물간의사소통으로확장되는만물지능통신망확

�군무인화(항공우주, 서비스로봇) : 군사용로봇개발

�인체통신기술의발달: 사람의몸에부착된단말장치를통해통신

�NT와로봇기술이결합된첨단의료기술개발

�IT와신기술융합에의해인간의정신, 신체기능을 체할수있는수단이출현하며인간의능력의한계를

확장할수있음

�가정용u-서비스로봇

�맞춤형인간(designer baby) 탄생: 피부색, 체형지능까지도유전자변형

�말이나음성으로검색하는차세 검색엔진등장

�건축,수송,복지등에이어인공다리, 팔, 눈, 귀등인간의신체기능을로봇이보완

�국가에의한신체정보모니터링: 호르몬등의신체정보를모니터링하여개인의폭력성통제

�사용자인터페이스가터치, 말하기, 타이핑기능측면에서획기적으로개선

�로봇기술로환자에게원격수술이가능해질것

경제(E)

�인공지능로봇시장의급성장(선진국고령화로수요증가)

�2020년가정및개인용로봇시장규모약4,000억달러

환경(E)

�온/습도, 색상등을날씨에따라자동으로조절하는스마트신소재등장

�청정나노기술: 풍부한에너지, 환경오염과생태계파괴에 한위협감소, 지구의오염물질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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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의료기술: 감기, 암등질병을치료하고, 면역기능을강화, 피부재생, 유전자조작, 환자의치유등

�마이크로로봇이인체로들어가수술하는의학의시

정치(P)

�국가적으로자동화, 지능화된서비스의강화로감시사회우려

� 웰빙/감성/복지경제

■고령화/환경오염/신종질병/개인주의/수명증가에따른삶의질중시

사회(S)

�개인주의심화로가치관/정체성/생활양식의다양화

�여성의역할및NGO 활동강화

�디지털화에따른반발로아날로그적문화에 한복귀움직임발생

�기 수명의증가로건강한삶에 한관심집중

�사회의복지척도로GDP가아닌다른수단으로 체

기술(T)

�질병예측/예방/치료기술발달

�지능적환경기술(스마트홈기술등)을이용한건강관리보편화

�바이오의약, 신소재분야가기술주도

�인간중심으로기술이진화하는디지털휴머니즘부상

�바이오 테크놀러지, 나노 테크놀러지와 ICT기술의 결합으로 신개념의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저가로

광범위하게보급될수있는기반마련

�의료인을위한진단지원시스템의보급과활용증가

�의료서비스제공방식이공급자중심에서소비자중심으로변화

경제(E)

�안전/웰빙/감성중시의소비확산

�개인맞춤형소비시장보편화

�국가간바이오기술선두경쟁치열(바이오경제도래)

�소비욕구의다양화로마이너리티컨슈머시장성장

�기업과고객이상호작용하여기업가치를공동창조

�환경에 한소비자인식변화로그린마케팅산업성장

�Work-Life Balance로취업형태다양화



26

�가사노동을 체할서비스와Child Care 서비스등신산업성장

�난치병예방치료서비스, 노인성질환치료서비스등실버산업성장

�건강과 아름다움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은 욕구증 로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을 중심으로

항노화(anti-aging)산업의발전촉진

환경(E)

�환경에 한소비자인식변화로자원재활용및자원순환증가

�농지, 산지, 수변공간의여가관광자원활용증가

�도시공간의입체적, 복합적이용증가

정치(P)

�다양한쟁점(웰빙, 생활양식등)을내세우는신사회운동의활성화

�바이오윤리국제적규범화진행

� 지식기반경제

■소프트파워, 유비쿼터스사회

사회(S)

�첨단기술의활용으로생활및교육공간의지능화/재편

�디지털편익활용여부에따른양극화가속및갈등유발심화

�지식사회의새로운인재상정립및인재육성중요성더욱증

�기술의존성증가로정체성혼미, 관계성약화, 인간성상실위기초래

�종교계에서도교단운 의정보화, 인터넷과모바일을활용한선교의활성화등이빠르게진행

�인적자원개발(HRD)시스템의질이국가경쟁력좌우하고이에따라국가간지식에의한양극화심화

�유비쿼터스컴퓨팅, 집단지성으로필요한지식을즉각획득함으로써의사결정의질향상

기술(T)

�IT의이동/지능/내재성강화

�IT 기반의고부가가치기술개발및차세 신산업군발굴

�IT 발전및융합에따른인간의정신적신체적능력진화

�이종기술간융복합화를통해현재까지의과학기술적한계극복

�홈시큐리티(화재,수해,외부침입등) 서비스발달

�생체인식 기술의 발전 및 디바이스 기술발전으로신체 오감을 활용한 새로운 UI(User Interface) 기술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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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인터페이스강화: 웨어러블컴퓨터, 언이인식및몸동작등휴먼정보처리기술고도화등

�이동통신단말기의멀티미디어화, 지능화

�오감정보처리단말기로차세 PC 발전

�전세계모든정보의80%에실시간접속이가능해질것

경제(E)

�오픈소스확산으로사유/국유개념약화, 공유(non-ownership) 강화

�전통산업및타기술/산업과IT기술융합을통한신산업창출

�개인의특성과기호에맞는맞춤형제품/서비스수요증가

�모바일서비스및모바일근로의보편화

�경제주체의다변화(프로슈머) 및새로운주도세력(여성/노인) 부상

�2015년전세계GDP의1/3정도가혁신산업에중심을둠: 의학/약학, 에너지, 제조산업, 통신, 교통수송,

안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교육, 지식엔지니어링, 스마트한물질산업등

정치(P) 

�지식패권(knowledge hegemony)을둘러싼국가간경쟁가속화

�IT분야를관할하는국제기구/조직의출현

�유비쿼터스기술에기반한정부서비스고도화

�온라인공동체강화로정부와시민간네트워킹및커뮤니케이션강조

�시민의직접적/자발적참여가확산되는참여민주주의로전환

�시민참여확산으로정치적/저항적성격의시민운동약화

�온라인공동체의활성화화이익단체화에따른새로운갈등의축형성

� 로벌 인재의 부상

■교육열, 교육체제변화, 지식경쟁력, 미래교육환경

사회(S)

�저출산고령화에따른교육체제변화

- 학교수및규모축소, 학은전문성으로차별화된특성화교육체제로진화

- 노령층에 한재교육및평생교육필요성증가

� 로벌화로외국인노동자, 이주자가족에 한교육필요

� 로벌화에따른국가간경쟁심화로 로벌인재육성필요성증가

�계층간교육격차심화로교육을통한계층간이동기회제한(양극화심화)

�인구감소와경제고도화로멀티플레이어형인재필요성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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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T)

�사이버나우(Cyber now, 인체부착용컴퓨터) 착용으로학습능력과작업능력향상

�학습내용의사이버화/오픈소스화/무료화

�창의적∙융합적교육서비스제공을통한기술인적자원의고도화필요

�교육기기, 교육포털을통해학생끼리공부하거나사이버교육이 세가됨

�사람∙사물∙공간간의네트워킹이가능한제4공간에서학습자는과거와미래를체험하며학습가능

�교육자없는교육환경구축가능(가상학교, 가상교실설계가능)

�지구촌실시간교육이가능

�스마트태그를부착한지능화된사물과생물체를통해교육콘텐츠를적시에제공

�교육에있어네트워크활용이중요해짐

�인터넷네트워크를통해e-learning, u-learning 등의개발로전반적인‘학습사회’가도래

경제(E)

�지식경쟁력확보를위한인적자본투자확 , 인적자원의 로벌소싱등지식경 전략필요

�세계경제의폭발적생산성증가는여성의교육및고용기회증진이큰역할

�국가부가가치창출여부는중고등교육의질과접근성에따라달라질것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국제탄소거래제도, 저탄소녹색성장, 물부족

사회(S)

�기후변화에 응한사회전반의에너지절감, 친환경인식확산

�민간차원의환경보호운동활성화및시민역할강화

�교통수단의녹색화, 지능화, 초고속화로교통이용행태, 교통망등변화

�자원순환형사회가구축

-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생산기술및제품과소비패턴중시

기술(T)

�환경모니터링기술부상

�온실가스저감기술, 안전한식수를위한수자원관리기술발달

�환경친화적인프라구축노력강화

�환경위해성평가기술개발및산업성장

�레이더를이용한단기강우예측의정확도를높이는노력및연구증가

�GPS를이용한유량관리및인공위성을이용한수문자료전달∙이용이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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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

�지구온난화와국제환경규제의무역장벽강화

�주요국간수소경제진입경쟁가속화

�친환경공정제품수요증가및고부가가치제조서비스 역창출

�기후변화및도시산업화로물비즈니스산업부상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너지화등환경산업성장

�배출권거래제등관련파생상품분야의금융거래활발

�기상이변으로인한관련보험시장및도피성관광시장성장

�WTO, FTA 등을통해환경상품, 환경서비스시장의개방가속화

�기업활동의모든단계에서환경비용산출하는환경회계가적극요구

�순환형경제에서는리스및렌탈산업, 부품교환과수리서비스업종발달

�이산화탄소농도증가로10년이내에매년1,500억-3,000억달러의경제적손실발생

환경(E)

�화학물질로인한환경오염으로생태계불균형및생물다양성감소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및신종질환발생/확산

�한반도의아열 화로생태계의변화를초래하여농업/수산업/관광등국토이용전반에 향을미칠것임

�기상이변에따른자연재해발생가능성증가

�물부족심화: 서부스페인, 미국 초원지 등세계주요농경지역중심으로물부족문제심각. 2025년

30억명이물기근겪을것

정치(P)

�환경오염과기상이변에따른환경안보의중요성부각

�정부에 한환경기상재해재난에 한 비능력확보요구

�3중고(경제/고용/환경) 극복을위한녹색뉴딜사업부상

�황사등환경오염으로인접국가간갈등심화

�기후변화, 자원부족등초국가적문제들로세계정부의필요성증가

� 에너지 위기

■화석연료, 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석유중독, 수소경제

사회(S)

�세계인구증가및 로벌중산층확산으로에너지수요증가

�1인당에너지사용쿼터지정, 법률로에너지절약강제등에너지절약으로선진국국민들의라이프스타일변화

�에너지관련개인및사회적책임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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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T)

�신재생/ 체에너지기술수요및에너지이용효율화기술수요급증

- 2020 기술: 박막형태양광기술, 해상풍력, 심부지열발전, 바이오연료, 우드펠렛, 바이오가스

- 2050 기술: 초고온원자로기반수소제조기술상용화, 신재생에너지기반수소제조기술, 연료전지

자동차, 가정용및상업용연료전지상용화, 지역자립형에너지시스템정착

� 체에너지및신소재개발지연으로인한국가경쟁력약화

�에너지인터넷(IT와의융합) : 스마트그리드로개인별에너지계획수립, 공급-수요연계

�바이오연료산업발전

�2020년까지농업폐기물등을이용하는2세 바이오연료개발

�나노에너지, 수소에너지등화석에너지의 체에너지원등장

�30년후수소자동차시 가능

경제(E) 

�미국형고탄소∙다소비발전전략의한계로자원순환형경제체제모색

�탄소세부과, 유류세인상, 탄소거래제등가격신호방안을통한청정에너지수요창출정책마련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너지化등환경산업분야사업기회증가

�지속가능경제성장을위한에너지원다변화및 체에너지산업육성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등친환경에너지산업은연20~30% 급성장세유지할것

�전력판매부문은Home Service Aggregator로진화하며향후열, 전기, 가스, 통신시장의 융합을주도

�소비자는 적극적인 시장참여자로 전환하게 되고, 규모 소비자 중심으로 마켓 파워를 행사하는

경쟁체제의주역으로발전

환경(E)

�주요국간수소경제진입가속화

�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energy regime) 차원의접근필요(재생가능한에너지사용, 에너지효율성향상등)

�지구온난화로인한환경파괴, 국민건강의위협증가등으로석유의존도감소

정치(P)

�안정적에너지확보를위한국가간민족간갈등과국제적안보불안

�에너지공급의접근권확보, 에너지생산/수송에 한테러와강탈위협등으로군사분쟁촉발가능

�석유중독에따른국제질서변화

- 반서방 이슬람 극단주의자 득세, 반민주/반자유주의 세력 출현, 국제문제 악화(산유국 인권 문제,

성차별문제), 테러와의전쟁당사국(이라크, 사우디)에전비제공

�사우디,이란,이라크의정세불안과테러리스트공격노출로공급불안정심화

�국가차원의폐자원재활용및자원관리체계강화

�석유자원의무기화로인해국가안보상의문제로석유의존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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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기술의사회적의존도, 인간∙윤리문제와기술의충돌, 기술패권주의, 감시와통제사회

사회(S)

�전통적의미의공동체약화및사회적규범과가치관의혼란또는상실로사회적통합약화

�사회로부터고립된원자화된개인의출현으로인간소외문제 두

�문화및생활양식의변화에따른주요질환군발병양상의변화

�인체장기의부품화: 사회적윤리, 정체성변화, 존엄성, 세 갈등, 노후복지보장등의문제발생

�생체측정시스템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통신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광범위한 실시간 원격감시가

가능해짐(기업이나관료조직이이용가능)

�‘인간의두뇌능력과신경시스템의발전’, ‘기술진보에 한반감’, ‘우주에 한이해확 ’등세변수의

상호작용으로강력하고놀라운변화발생

�입법부, 법원, 기술업계및미디어업체들이지적재산권통제를효과적으로행사하지못할것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기존질서를 파괴하는 사회구조 파괴현상이 일어나 정부/의회/사법기관의

기본구조흔들림

기술(T)

�지식양의폭발적증가로지식소멸주기가빨라짐

�로봇및인공지능의발달과인지기능 체기술의발달로인간의정체성에 한논란제기

�자기복제가가능한로봇의통제력상실

경제(E)

�기술선진국(기업)의시장및기술독점

�연구개발투자의저조, 기초연구미흡, 기술통상마찰

�전통산업분야의쇠퇴로인한실업난가중

�숙련노동자와비숙련노동자와의임금격차가벌어짐(숙련편향적기술혁신(Skill-Based Technological

Change, SBTC)

환경(E)

�GMOs, 나노물질, 전자파의위험

�화학물질로인한환경오염으로생태계불균형및생물다양성감소

�신종화학물질의알려지지않은위험, 과민증등

�도시화로인한운동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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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P)

�FTA 체제로의전환에따른표준및지식재산권을통한기술패권주의부각

�무역주체간의기술및지적자산분쟁증가

�고급정보를독점하기위한국가간, 사회구성주체간경쟁심화

�사회활동이정보를중심으로재편됨에따라국가∙기업∙조직등의감시와통제수단으로활용

�국가, 지역, 계층간디지털기술의편익활용여부에의한양극화가속

�사이버테러가국가간분쟁으로발전

�경제, 기술력위주로세계주도국가의변화

� 로벌화

■기술발달, 경제통합, 인력및자본이동, 국제공조확산

사회(S)

� 로벌화에따른동조화vs. 다양화공존

�다문화교육및정체성교육수요증가

�전통적가치관약화및가치다원주의확산

�세계화진전에따른중산층확산

�세계화에반하는탈세계화(deglobalization) : 근거리생산작물선호등

�미래의불확실성을지속성으로 체하는‘탄력성(resilience)’개념의등장

- 변화가불가피하다는전제하에예측불가능한상황을견디고위기극복

�국가보다기업, 종교, 문화, 비정부단체등의조직과개인의 향력점차증가

�도시화로2025년까지전세계인구의57%가도시에거주

�인력의국가간이동으로신유목민(Neo Nomads) 시 도래가능

기술(T)

�IT의발달이 로벌화를가속화

�기술/표준, 지재권선점경쟁등기술패권주의심화

경제(E)

�서비스/자본/상품의국가간이동이용이해져경제의 로벌화심화

� 로벌노동시장(온/오프)의형성

�한국-중국-러시아-일본간동북아경제공동체형성

�가치사슬별국가간분업구조형성

- 저임금우위의개도국으로부터의생산단계아웃소싱보편화



III. 한국사회 15 메가트렌드

한국사회의 15 메가트렌드 33

- 핵심기능(R&D, 마케팅, 디자인등)은유지

�자국문화산업의전략적육성및상품개발경쟁심화

�현 판제국주의문제 두

�국가간/지역간경제협력강화

- 지역블록경제중심의세계화와광역집적지역(mega-region)의등장

�서비스시장개방및환경/에너지문제의국제적이슈화심화

�국제금융계의세계화/ 다극화체제

�국내기업의낮은 로벌화수준으로해외경쟁에서도태될위험증

�법률, 의료, 교육, 금융, 문화산업의지속적개방과고도화

�농업부문은지속적개방으로고부가가치부문/비교역재중심으로만경쟁력유지

�시장의지구화로기업의생산공정및인사관리의유연성이더욱중요해짐

�국가자본주의의강화, 금융부문의축소와규제확 등의변화

�공산품은 저렴해지고 식료품과 원자재 가격은 상승. 미국은 풍부한 천연자원 및 농업산업의 발전으로

여전히강한경쟁력보유

�세계의부와경제적 향력이서구국가들에서아시아로이동

�원유와식품가격상승으로중동국가와러시아가천문학적이익획득

�향후20여년은국제무역과투자, 기술진보와인수합병을둘러싼전략적경쟁심화

�국가자본주의모델이후발개도국들로확산

환경(E) 

� 로벌화로중산층확산(더많이생산하고소비)되면서자원문제심화

�지구온난화와국제환경규제의무역장벽심화

�신종전염병출현및급속한확산

정치(P)

� 로벌금융위기, 보호주의등에 응하는정부역할확

�국지전및지역차원의중범위분쟁(테러) 발발가능성증

�국민국가단위를넘어서는지역통합과지역주의의강화

�북한의 외개방및경제개혁진전

�범세계적통합으로각국정부가통제할수없는힘이직장, 프라이버시, 안보, 정체성등을위협

�경제력향상, 기술진보, 금융시스템성숙으로아프리카가성장할것

�선진국과후발개도국들사이의국력격차가점차줄어들것

�2018년세계정부, 세계시민권이유행하게됨

�권력비중이변화(‘퓨처매핑2030’보고서) : 기업, 국가, 개인, 온라인네트워크, NGO의권력비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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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위험성 증

■핵확산, 국제범죄, 테러위협, 량살상무기확산, 방재기술, 경비산업성장

사회(S)

�개인정보와사생활이네트워크에노출되어인권침해및범죄가능성급증

�도시화진전으로범죄등사회불안요인증가

�점조직처럼테러조직재벌, 테러연구소등이등장∙번성

�해킹의위협으로개인정보유출되어심각한사회문제유발이가능

기술(T)

�재난발생유형의변화에따른효과적인방재체계구축필요(단순형재난관리에서복합형재난관리로)

�자동화/지능화된방재기술발전으로효율적관리(사고예방및자동제어)

�인증기술, 자동검지시스템, IC태그와센서활용으로테러사전방지가능

�바이오테크의등장으로개인DNA 정보수집되어범인검거에공헌가능

�나노기술의군사분야적용으로값싸고강력한무기생산가능

�바이오기술발달과세계화로생물학적병원균에관한기술과역량이테러조직에전파되고접근도용이

�탄저균이나방사능등보이지않는무기등장으로인류재앙가능

경제(E)

�사회불안, 소득증 , 인구구조변화로경비산업성장

환경(E)

�원전에사용되는냉각수의가열및방사능오염으로주변환경파괴

�방사능오염및핵폐기물에의한생태계파괴및기형아출산

정치(P)

� 량살상무기확산방지를위한범세계적협력도모

�새로운안보이슈를명분으로강 국들의군사적일방주의지속가능

�사이버테러가국가간분쟁으로발전가능

�테러행위자는인터넷과첨단정보기술을활용하여범세계적네트워크구축

�자원과에너지확보를위한해군력증강, 자원통제강화로국가간분쟁가능성증가

�향후무기에의한전쟁이아닌해킹전쟁발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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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통합

■북한의불확실성, 남북한경제협력, 북한문제의국내화및급변화, 동북아안보불안

사회(S)

�남북한접촉확 로갈등유발

�2018년남북한교류가현재보다수십배증가

�북한에서도 인터넷이나 휴 전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짐으로써 권력세습에 해 국민들이

반 여론이나투쟁등‘스마트몹(smart mob) 행위

�북한주민을차별∙괄시하는문화, 이념갈등을해소하기위해토론의장마련필요

기술(T)

�남북한경제∙과학기술통합 비필요

경제(E)

�2050년사회경제적통일예측

�북한개발을위한 규모자금수요발생

�북한의 외개방및경제개혁진전

�남북한경제협력및통합의완만한진전

�북한특수가새로운성장동력으로부상가능

�동북아군비경쟁으로경제성장저해가능성

�북한노동력과남한의첨단기술융합으로산업의제2전성기도래가능

환경(E)

�북한지역난개발과환경문제유발

정치(P)

�북한문제의국내화∙내부화및급변화

�미국과중국의상호견제로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크게증가

�동북아에서미국 향력은약화되고중국/일본/러시아등세력균형은다극화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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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가트렌드와 미래사회 전망

� 인구구조의 변화

전세계인구증가및국가별∙지역별인구감소

■사람들의평균수명이늘고건강상태가좋아지면서전세계인구는예상보다훨씬더증가

�UN은2050년인구가91억~ 92억명에이를것으로예상

�세계인구는2025년80억명으로증가하나, 일본등선진국은현수준으로정체되거나또는감소및고령화

진행

�개도국은인구가증가(특히젊은인구)하면서선진국과개도국간불균형발생

■한국의총인구수는2018년을정점으로감소하나, 가구수는2030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통계청, 2009)

�출산율이‘83년2.1명이하로하락한이래저출산현상지속

�가구당구성원수가2010년2.9명, 2020년2.7명으로줄어들고, 독거노인증가, 싱 족확산, Single Kid,

No Kids 가구가확산되면서가구수는증가

고령사회로의진입및노동인구감소

■우리나라는2000년에이미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7%)에진입하 으며, 2018년고령사회(14%), 2026년초고령

사회(20%)에이를전망

�2050년, 65세이상인구비는38.2%로세계최고수준이되고인구구조가역사다리꼴로변화

- 가장중간에있는사람의나이는56.7세로선진국(45.6세)보다10세이상많음

�노년부양비는2005년현재12.6%이나평균수명증가로인하여2020년21.8%, 2050년69.4%로높아질

전망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비교

(단위 : 년도, 년수)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04)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한 국 2000 2018 2026 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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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전환

�노동력의주축인30~40 는이미2006년부터감소시작(통계청, 2009)

�14세이하는2030년11.2%, 2050년에는9%로감소

출처 :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2006.8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

총인구∙생산가능인구 전망

※ 통계청, 장례인구특별추계(‘05.1), 국민연금발전위원회(‘03.6)

국민연금적립금∙노인1명 부양인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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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02)

여성의사회진출확 및새로운가족구조확산

■여성경제활동참여율: 49%(’03년) →60% 수준(’15년) 전망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서비스 산업 비중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증가전망

2000~2010년 연평균 산업별 여성 취업자수 변화율 전망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2003)

�선진국의 경우에도 1만불에서 2만달러로 진입하는 기간은 다른 어느 기간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빠르게증가하는시기

- 국민소득 1만불~2만불 구간에서 50%에서 60% 로 급격히 상승

�여성의 사회진출 확 에 따라 여성의 손길을 신하여 가정의 소사를 처리해 줄 여성관련 서비스업

수요증가

- 가정 도우미, 반찬가게, 쇼핑 행업, 베이비시터, 가족 레스토랑, 통신 판매,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주택의편의성∙안정성을높여줄수있고, 청소로봇등가사부담을줄여주는기기/서비스산업이크게성장

- 특히, BcN의 확산으로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과 서비스 수요가 증 될 것으로 예상

■핵가족의재분열현상

�Next Decade는양성평등화, 여성경제활동증 , 결혼관변화등으로핵가족화∙소가족화현상이더욱

심화될전망

- 이혼∙재혼∙국제결혼, 편부모 가정, 재혼가정, 노인단독세 , Single족, DINK족 등이 확 될 전망

�소가족화∙핵가족화 가속화는 가족 내의 노인부양, 자녀양육 기능을 축소시켜 이를 보완할

사회복지서비스수요확

�주거환경은디지털홈(Networked Home)으로보편화될전망

가구 원수별 가구 추계

제 조 업 지식기반서비스 2.32%

지식기반제조업 2.22% 문화 및 오락서비스 5.04%

중저위기술제조업 소폭 증가 ICT서비스 3.78%

저위기술제조업 감소 사업서비스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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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과편리함, 재미를강조하는새로운라이프스타일확산

■소득수준향상, 주5일제정착등으로Well-Being과편리함, 재미를강조하는새로운라이프스타일이확산될전망

Well-being / Fun / Convenience 트렌드

■ 화, 음악, 예술,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등과연예, 오락등문화전반에걸쳐디지털화확산

고령화, 저출산, 인구증가, 인구감소, 인구이동, 수명증가, 가족재구성, 여성의역할증 , 가족소규모화, 삶의질중시,

다문화사회가속화, 초고령실버사회, 실버문화수요층등장, 실버산업, 의료산업, 자원및에너지부족

� 양극화(갈등 심화 및 다양화)

경제양극화심화

■경제양극화지속가능성

�현재경제양극화를유발하는요인중경기적인요인을제외한기타요인들이미래에도지속가능

핵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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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극화의 요인

출처 :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2006.8

�저성장고착화, 고용없는성장으로경제양극화지속가능

- 향후 10년동안 우리나라는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의 성장기여도 하락으로 잠재성장률이 3�4%까지 하락할 가능성 상존

-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 없이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산업/기업간, 직종간양극화심화

� 로벌경쟁력이있는지식및기술집약형고부가가치산업/기업과전통적인노동집약형산업/기업간

격차확

�중소기업∙자 업의성장지체에따른산업∙기업의양극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제조업의 해외이전 및 로벌 아웃소싱에 따라 노동시장이 고소득 전문직종과

저소득단순노무직종으로이분화심화

사회양극화심화및사회구조변화

■부의불균등으로인한사회양극화확

�경제양극화의심화는부의세습, 부동산문제, 교육문제를둘러싼사회갈등을심화

�정보격차및문화적∙경제적격차심화가전방위적으로확산됨에따라국민들의정보활용력을높일수

있는제도적장치필요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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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양극화진행되면서교육기회의차별화로이어지는병폐가나타나기시작

�증가하는사교육비와이에 한가계부담으로가정의경제적위기초래

■IT공간에서의익명성에 한보안논리와인권논리의양극화심화

국가간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고용구조의 양극화, 지역별 양극화, 로벌

중간계층성장(중산층성장), 취약계층

� 네트워크 사회

ICT 발달로온라인커뮤니티, 네트워크공동체등네트워크사회출현

■가족, 학교, 지역에의존하던기존의연고사회가ICT 발달로, 동일한취향이나필요성을근간으로관계를형성하는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

■전통적의미의공동체약화및사회적규범혼란으로사회적통합약화우려

�웹2.0이사람들을더가깝게연결시키지만사회적포용력을향상시키지는않을것

�네트워크가소규모로분화되면서새로운집단주의출현가능

■사람과기기와네트워크사이의연결성이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초연결(Hyper-connection) 시 도래

�스마트폰, 넷북 등 모바일 기기와 SNS,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모든 사람, 모든 기기가 연결되는초연결

사회로진입

연결성의증가로소비패턴, 기업활동, 비즈니스모델등기업경 및산업변혁

■프로슈머(Prosumer), 트라이슈머((Trysumer),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등소비자-기업간새로운관계방식

부상

�네트워크사회는정보의비 칭성을완화하여소비자의선택권및참여를증 시켜소비자중심주의강화

■소셜커머스, 소셜네트워크게임(소셜게임), 소셜허브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스마트폰, 위치기반기술이 소셜커머스와 결합해 사용자 위치 기반한 개인화∙전문화된 서비스로

진일보할것

� 로벌 시장조사업체 싱크에퀴티리서치는 미국 소셜게임 시장이 2011년도에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전망

핵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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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기기의확 , 위치기반서비스등으로이동중에소비하는‘트랜슈머(Transumer)’가일상적소비자의모습이

될것

새로운 소비자 유형의 개념과 사례

출처 : 김 진, ‘ICT가 변화시키는 트렌드 ICT를 발전시킬 트렌드’, 한국정보화진흥원, IT&Future Strategy, 2010

■기업활동에 한극단적인투명성요구로윤리경 부상

�시장권력이생산자에서소비자로옮겨가면서, 전세계적으로기업의투명성, 사회적책임, 윤리경 이

강화될것

새로운정치문화및세력부상

■네트워크로연결되면서시민들의정치참여가확 되고, 실질적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로전환

�연고형폐쇄적집단중심정치참여에서네트워크화된개인중심으로정치참여로변화

�권위와조직, 집단의개념이사라지고개인화된정치참여와숙의민주주의가정착

■정보통신기기및서비스보급률상승으로사이버인구가증가함에따라디지털정치문화및디지털정당등이확산될

전망

�인터넷을통한여론형성과정보교환, 새로운의제창출과사회운동을통해디지털중심의정치문화가

확산

■모두가서로를볼수있는디지털네트워크에서권력은분산되고, 정치의투명성∙개방성∙윤리성이강화될전망

�’08년다보스포럼에서발표된미래보고서「퓨처매핑2030」에따르면, 2030년국가권력은약화되고기업,

개인, 온라인네트워크, NGO의권력은높아질전망

�인터넷을이용한여론형성및연합능력향상으로NGO, 커뮤니티집단의 향력이크게증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

�1980년앨빈토플러가「제3의물결」

에서 처음 사용

�관습이나 광고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체험적 소비자’집단

�비행기를갈아타는동안구매활동을

하는 소비자

�2003년 피치(Fitch)社에서 처음

사용

�레고의‘마인드스톰’

- 사용자들에게 SW개발키트를

제공하여 마인드스톰을 새롭게

조립하고프로그램밍하도록장려

- 사용자들이연구개발자역할수행

�나이키‘Trial Van’프로그램

- 밴에 운동화를 싣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일정시간동안원하는

운동화를 신고 달려보게 하는

프로그램

�프랑스 기차역의‘씨네트레인’

- 기차타는 동안 화감상을 할수

있도록 DVD 타이틀과 미니

DVD 플레이어를 빌려주는

서비스

프로슈머

개념

사례

트라이슈머 트랜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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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에서정책조정자로서의정부역할이강화

■환경문제, 자원배분문제, 핵문제등지구적네트워크의변화에따라정부는정책결정자에서조정자로역할변화

■관료주의조직에서개방적이고네트워크화된조직으로변화

네트워크 국가, 전자/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 소프트파워, 지식력, 사이버공동체, 정보 권력, 소프트파워,

지식력(Knowledge Power), 사이버공동체, 정보권력, 직접민주주의, 거버넌스와협치

� 가상지능공간

사이버공간과물리적공간간상호작용증 로다차원/다환경가상지능공간등장

■가상과현실의경계가불분명해지고가상이현실을압도하는익스트림리얼리티현실화

�사물과사물, 사물과사람, 사람과사람의관계가놀이성을띄면서전생활공간이놀이공간으로확

■현실세계에3차원가상물체를겹쳐보여주는증강현실시장이급격한성장을할것

�Juniper Research社에 따르면, 모바일 증강현실 시장이 2010년 2백만 달러에서 2014년 7억 3,200만

달러로급성장할것으로전망1)

모바일 증강현실 시장 전망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가상과 실제의 혼합세계, 증강현실 기술을 잡아라’, 2010.1.26

1) 특허청, ‘가상과 실제의 혼합세계, 증강현실 기술을 잡아라’, 2010.1.26 

핵심키워드핵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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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관련 국내 특허 출원건수가 2005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9년까지 총 280건이

출원(특허청, 2010)2)

증강현실 기술 연도별 출원 현황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가상과 실제의 혼합세계, 증강현실 기술을 잡아라’, 2010.1.26

�스마트폰에카메라와프로젝터만달면키보드와디스플레이없이도어디서나정보를입출력할수있는

‘식스센스’라는증강현실기술소개(MIT, 2009)3)

■스스로재생가능하고변화에적응하며생각할줄아는똑똑한다차원/다환경가상공간인메가버스등장

�최첨단인공위성네트워크, 수백만데이터베이스, 모든정보를공유하는수백만개의정보기기가디지털

패치워크안에서서로연결될것

오감인터페이스, 증강현실, 실감형콘텐츠등IT기술발전가속화

■오감인지컴퓨터, 증강현실, 만물지능통신망등인간의인지감각을컴퓨터로구현할수있게됨으로써가상지능공간이

부상

�오감형통신, 오감인지기술, 자율인터페이스기술등인간중심적지능형∙융합형으로IT 기술발전

�오감감성형, 실감체험형, 감정충족형등기술과감성이결합된컨텐츠제작증가

증강현실, 공간정보, 가상현실, 익스트림리얼리티, 실감형콘텐츠, 오감인터페이스

2) 특허청, ‘가상과 실제의 혼합세계, 증강현실 기술을 잡아라’, 2010.1.26

3) 전자신문, '[통신,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2부 11∙끝> 미래의 디바이스', 2010.6.23

핵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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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융복합화

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인지과학의융합가속화

■IT, BT, NT 등신기술간상호작용으로기술융합과이를기반으로새로운혁신기술의출현이예상

�생체정보처리(IT+BT), 지능형 극미세 전자기계시스템(IT+BT+재료), 메카트로닉스(IT+기계), 생체

친화성재료기술(IT+재료) 등다양한형태의융합기술및복합기술개발진전

�바이오Informatics, 생체나노머신, Telemedicine 등새로운개념의제품군과산업진출

�부품소재 산업기술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산업과 BT, NT 등 신기술의 선택적 융합을 통하여

발전할것으로전망

기술의 융복합화 경향

출처 : KOTRA , ’Contact KOREA’(contactkorea.go.kr)

■IT 기술이전분야에걸쳐기술간융합을주도할전망

�IT는 고속화, 용량화, 지능화, 인간화되면서 산업내/간 융합, 네트워크간 융합, 인간과 IT의 융합 등

컨버전스를주도하고질적으로심화시키는원동력이될전망

�원격의료, 나노로봇, DNA 컴퓨터, 랩온어칩(Lab-on-a-Chip) 등IT-BT-NT 기술간융합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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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산업과신기술결합으로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등새로운시장기회창출

■텔레매틱스, 나노소재, 지능형 홈, wearable PC, 지능형 로봇 등 기존 제조업과 신기술의 결합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지속적발전가능

�섬유산업이 IT∙BT∙NT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어, 수퍼섬유∙나노섬유 등 신소재 개발 및

자동차∙의료∙우주∙항공산업으로활용분야확 발전

기술의융복합화와함께, 학문간경계를넘는융합현상심화될것

■과학기술, 인문사회, 예술등전분야에걸쳐학문간경계를넘는융합연구및융합학문이새로운화두로 두

�과학기술에 기반한 뇌과학, 인지과학, 문화기술 등 신규 학문과, 인문사회에 기반한 기술 향평가,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등부상

신기술간컨버전스, 전통산업과신기술의결합, 원격의료, 나노로봇, 지식정보형제조업, 지식정보형신서비스산업

� 로봇

여성의사회진출확 및고령자증가로인공지능로봇에 한수요증가

■미쓰비시연구소에따르면, ’20년가정용및개인용로봇시장의규모가4,0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

�ABI Research社에따르면, ’08년세계로봇시장규모는176억달러이나, 개인용로봇시장은11억달러에

불과

�’15년엔개인용로봇시장이52억6000만달러로급성장할전망

로벌 로봇 시장 추이 및 전망

출처 : Consumer Robots to Reach $5B in 2015(ABI)

핵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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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봇산업시장은’09년1조원을넘었으며, 분야별로는제조업용로봇생산은18.6% 증가한데비해청소용로봇

등서비스로봇은55.6% 증가4)

인지과학, 생체모방감지및제어기술등인공지능로봇기술발전

■뇌-기계인터페이스(2030년), 뇌파를활용한로봇제어시스템(2037년),

전자두뇌이식등인공지능및인간형로봇기술발전

�일본은 ’20년까지 사람의 의도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나가전제품을실용화할계획5)

■로봇발전에있어지능뿐아니라감지, 제어, 센서/구동메커니즘등다양한기술발전필요

전문∙개인서비스용 로봇의 미래 기술발전 속도 및 단계 전망

출처 : 정만태(산업연구원), 로봇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 2007.8

인공지능, 뇌-기계인터페이스, 서비스로봇, 나노기술, 시멘틱웹등

< 생각 로 움직이는 로봇 '아시모' >

출처 : 지디넷코리아, '생각 로 움직이는' 로봇 등장, 2009.4.1

4) 파이낸셜뉴스, ‘국내 로봇시장 규모 1조원 돌파’, 2010.7.22 

5) 중앙일보, ‘日“2020년까지 뇌파 조종 로봇 실용화”’, 2010.4.22

기호중심∙

행동기반 에이전트 기술

다중에이전트 협동 및

진화기술, 언어적∙

비언어적 번역

인간사고 모방학습 및

추론기술

매체∙공동체 생활을

통한 독립적 학습능력

2005 2010 2015 2020

지능 기술

음성 인식∙합성,

Haptic인터페이스
초보적 감성인식∙표현 감성인식∙표현

감성인식∙표현의

다양화
휴먼-로봇 인터페이스

시각정보처리
촉각정보처리

후각정보처리

센서융합 및 특정환경

이해

센서융합 및 불특정

다수의 환경 이해
감지

초보적 자율이동∙보행,

원격조작
자율 이동∙보행

네트워크 통신 기반의

실시간 원격제어

네트워크 통신 기반의

실시간 원격 통합 제어
제어

위치감지센서,

시각센서

촉각∙후각센서,

고출력 도 구동기

생체 모방형

메커니즘

향상된 생체 모방형

메커니즘
센서/구동 메커니즘

개방형 분산제어시스템
로봇운 시스템∙미들

웨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계

시스템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계

통합시스템
시스템 통합

핵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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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감성/복지경제

고령화, 소득증 , 싱 가족증가등으로삶의질향상을위한소비가치이동

■기 수명의 증가, 고령화로 건강한 삶에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웰빙, 다운시프트, 로하스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가치이동

�양질의엔터테인먼트및문화콘텐츠소비자가증가

�사회적지위와금전수입에연연하지않고느긋한삶을즐기려는다운시프트족이확산될전망

“24시간 충전서비스, 폐휴 폰 수거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감성 마케팅을 전개하는 방식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 - ‘미국 젊은층 소비자 감성 공략에 도전’, YTN, 2010. 5. 9.

“캠퍼스헤럴드의 2010 학생 브랜드 선호도 조사결과'는 학생의‘요구’와‘감성’에 섬세하게 부합하는 브랜드가 우세”

- 학생 소비 키워드는‘감성’, 헤럴드경제, 2010. 4. 9.

■소유중심에서경험중심으로, 이성에서감성중심으로소비변화

�경험및감성을중시하는테마, 컬트, 체험등추상적가치에따른구매증가

�랭킹, 리뷰등을통해수용자의피드백이가시화되고 향력증

■Y세 등장으로친환경∙윤리적∙실용적소비가확산될전망

�Y세 는 사회적 책임, 이타주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은 실용적인 소비자로 블로그나 SNS를 통해

정보생산을주도

소비가치의이동및소비욕구다양화로실버산업, 그린마케팅산업등신산업성장

■난치병예방치료서비스, 노인성질환치료서비스등실버산업성장

�국내실버시장규모는2010년43조9,612억원에서, 2020년148조5,969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

실버산업 시장 규모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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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아름다움에 한 욕구 증 로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을 중심으로 항노화(anti-aging)산업 발전 촉진

■환경에 한소비자인식변화로자원재활용및자원순환이증가하고그린마케팅산업성장전망

신종전염병, 바이오경제, Work-Life Balance, 실버산업, 웰빙, 친환경, 로하스, 감성마케팅, 바이오윤리

� 지식기반경제

Next Decade에는 서비스산업, IT산업, 문화산업 등 소프트산업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경제의

소프트화현상심화

■지식집약적고부가가치산업이노동시장의핵이될것이며, 기술, 정보, 지식이새로운권력자원으로부상

■서비스산업중심으로산업이재편될것이며, IT산업이주력산업으로지위가확고해질전망

�소득수준향상및통신, 화, 음반등고부가가치지식서비스산업 발전으로서비스업의성장세가높아질

것으로전망

�IT산업의생산, 수출등이지속적으로높아져IT산업이주력산업으로지위가확고해질것

■2015년까지세계경제성장에따른소득증 , 전세계적인웰빙문화확산등에의해문화산업규모확 전망

정보, 서비스, 컨텐츠등무형자산의시 도래

■제품의기본기능, 품질등유형가치보다정보, 서비스, 컨텐츠등의무형자산의가치가증가

�신지식의창출, 공유및활용을통한제품및서비스의혁신능력이경쟁우위의원천으로등장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모방이 힘든 지식축적형 산업의 육성에 투자를 확 하고, 지적재산권, 브랜드 등 무형자산

확보에주력

유비쿼터스기술에기반한서비스, 지식획득등지식기반경제에서의IT 역할확

■유비쿼터스컴퓨팅, 집단지성으로필요한지식을즉각획득하는등지식기반경제에서의ICT 기술의중요성증 될

전망

�유비쿼터스화폐, 유비쿼터스금융정착등크고힘센것이주도하던경제에서작고현명한것이주도하는

경제체제로변화

핵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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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IT기반의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지식정보형 신 제조업 및 지식정보형 신

서비스산업으로변환

■IT 고도화로디지털중심의산업재편될전망

�디지털관련산업의성장과여타산업의디지털화라는좁은의미에서, 생산과소비과정이모두디지털로

전환되는넓은의미로변화

지식패권(knowledge hegemony)을둘러싼국가간경쟁가속화

■인적자원개발(HRD) 시스템의질이국가경쟁력을좌우하고이에따라국가간지식에의한양극화심화

■IT산업, 문화산업등의경쟁력제고에필요한S/W, 컨텐츠분야의창의성있는 로벌화된인적자원육성이필요

소프트파워, 지식패권, 유비쿼터스사회, 문화산업, 서비스업, 무형자산

� 로벌 인재의 부상

로벌화에따른국가간경쟁심화, 지식정보사회로의진전등으로 로벌인재필요성증가

■창의성이존중되는지식정보사회로의진전에따라 로벌인재육성∙확보를위한국가간경쟁이가속화될전망

�미국과중국은교육혁신과과학기술육성을21세기전략으로수립

�교육이2025년세계정세를주도하는요인으로부상할것

■ 로벌노동시장의본격형성으로 로벌지식엘리트의수요는더욱커질것이며인재확보여부가국가경쟁력을

좌우

� 어권 지역간 인력이동은 매우 잦으며 인력의 직접적 이동 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질것

�장소와시간에구애받지않고일할수있는선택의폭이넓어질것이며기술융합현상은새로운시장과

고용의창출을유도

■창의성, 한국인으로서의정체성, 자기주도형학습자등 로벌인재로육성하기위한교육목표변화필요

� 로벌화, 네트워킹, 급속한기술발전등으로창의성, 자기주도형학습능력을지닌인재가절실히요구

�자율적 판단 행동, 인식능력, 생애 설계 능력, 관용적∙친화적∙능동적 학습능력을 지닌 자기주도형

학습자로육성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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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중요성이증 되면서사이버교육, 가상교실등네트워크를활용한교육이더욱중요해질것

■인터넷네트워크를통해e-learning, u-learning 등의개발로전반적인학습사회도래

�교육기기, 교육포털을통한사이버교육이 세가되며, 지구촌실시간교육이가능해질것

�학습내용의사이버화, 오픈소스화, 무료화

�스마트태그를부착한지능화된사물과생물체를통해교육콘텐츠를적시에제공

■사람∙사물∙공간간의네트워킹이가능한제4공간에서학습자는과거와미래를체험하며학습가능

로벌인재의부상은지식노동자와범용노동자의양극화를심화시키는부작용초래가능

■ 로벌인재의부상으로교육의중요성은더욱증 하나, 경제적양극화로인한교육기회의차별화로양극화문제

심화가능

�도시중산층교육욕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나중하층교육욕구는감퇴하여계층간교육격차심화전망

지식경쟁력, 멀티플레이형 인재, 자기주도형 학습자, 창조성, 소통능력, 미래 교육환경, 교육혁신, 교육열, 교육기회의

차별화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이산화탄소배출량증가및지구온난화가속화

■201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 비 40% 증가하고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보다 80%이상

증가할것으로전망

■향후50년간전세계온실가스축적규모는지난50년간축적규모의두배에다다를것으로전망되고기온과해수면

상승

�2100년의한반도기온은현재보다2℃상승

■한반도의아열 화로생태계의변화를초래가능

지구온난화및환경오염으로물부족현상심화

■2025년30억명이물기근을겪을것으로전망되는등물부족현상심화

�물부족과가뭄은선진국과개도국모두에서나타나는공통적인현상

�서부스페인과미국 초원지 등세계주요농경지역중심으로물부족문제심각

※ 캘리포니아는 향후 2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담수화 공장을 건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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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기상이변, 물부족등에따른환경안보의중요성부각

■황사등환경오염으로인접국가간갈등심화

■물부족으로인한물값상승(10년내원유가격만큼상승)으로물전쟁(Water Wars) 발발가능

�세계인구의40%가 250개강줄기주변에 거주하고있으며, 역사적으로강하류국가는물 수급에 한

우려로국방력을강상류국가보다증강

�요단강(이스라엘과 요르단), 나일강(이집트, 수단, 우간다, 에티오피아),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터키,

이라크, 시리아), 인더스강(파키스탄, 인도) 등에서전쟁발발우려

환경모니터링기술, 물비즈니스산업등지구온난화및환경오염해결을위한신기술, 신산업성장

■온실가스저감기술, 배출권거래제등지구온난화로인한새로운기술및시장형성

�이산화탄소농도증가로10년이내매년1,500억�3,000억달러경제적손실발생이예상

■안전한식수를위한수자원관리기술, 물비즈니스산업등환경오염및물부족관련된기술과산업성장전망

�GPS를이용한유량관리및인공위성을이용한수문자료전달∙이용이구체화되고있음

�레이더를이용한단기강우예측의정확도를높이는노력및연구증가

■환경모니터링기술, 환경위해성평가기술개발및산업성장

�친환경공정제품수요증가및고부가가치제조서비스 역창출

생물다양성감소, 물부족, 배출권거래제, 환경회계, 국제환경규제, 환경안보,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생태계불균형

� 에너지 위기

세계인구증가및 로벌중산층확산으로에너지수요증가

■중국과인도등신흥경제 국의부상, 인구증가, 도시화의진전등으로에너지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07년에서 ’30년 사이 1차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전 시기에 걸쳐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IEA, '세계에너지전망2009')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 국민건강의 위협 증가로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할 것이나 여전히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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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연평균 7.3%씩 증가하나 여전히 화석연료의 에너지 수요가 80%에

이를것으로전망(IEA, ‘세계에너지전망2009’)

연료별 세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IEA 세계 에너지 전망 2009', 2009.9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등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로의전환

■신재생/ 체에너지기술및에너지이용효율화기술수요급증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등친환경에너지산업이연20�30%씩급성장세유지할것

�2020년까지농업폐기물등을이용하는2세 바이오연료개발

�스마트그리드로개인별에너지계획수립및공급-수요연계가능

■에너지관련개인및사회적책임이더욱중요해질것

�1인당에너지사용쿼터지정, 에너지절약강제화등에너지절약으로선진국국민들의라이프스타일변화

에너지문제는국가간, 민족간갈등과국제적안보불안초래

■에너지공급의접근권확보, 에너지생산/수송에 한테러와강탈위협등으로군사분쟁촉발가능

�사우디, 이란, 이라크의정세불안과테러리스트공격노출로공급불안정심화

■석유중독에따른국제질서변화가능

�반서방이슬람극단주의자득세, 반민주/반자유주의세력출현, 산유국인권문제등국제문제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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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가격상승으로인한북극개발문제가수십년내주요정치문제로부각

�북극지역국가들이자원에 한통제를강화할지, 평등하고지속가능한공유방식을찾아낼지가주요한

정치문제로부각

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석유중독, 수소경제, 에너지인터넷, 바이오연료, 석유자원의무기화, 스마트그리드

�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인간성상실, 정체성불투명, 가치관의혼란등광범위한개인적∙윤리적문제초래

■매스미디어와통신매체의발달로전통적의미의공동체약화, 사회적규범과가치관의혼란으로사회적통합약화

우려

�IT의발전과연결성증 는새로운집단주의, 극단적신뢰와극단적불신의교차, 프라이버시위협등초래

가능

■나노기술발전으로인체∙환경에미치는위험성과안전성, 윤리문제에 한우려증가

�나노기술의윤리적∙법적∙사회적이슈(ELSI :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에관한연구

필요성제기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리 만족하는 디지털 정체성은 확 되나, 신체적∙문화적∙정치적∙법적 정체성은

흐릿해지거나불투명

�디지털정체성의확 는다양한법적문제야기가능

기술패권주의, 지적자산분쟁등고급정보를독점하기위한국가간, 사회구성주체간경쟁심화

■기술선진국또는기업의시장및기술독점현상심화됨에따라양극화현상심화

■FTA 체제로의전환에따른표준및지식재산권을통한기술패권주의부각

■유비쿼터스관련신기술로정보접근채널은다양해지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등경제적취약계층은더욱소외될

가능성

개인정보침해및불건전정보의부작용증가

■편재한디바이스를통한개인감시, 과도한개인정보노출등프라이버시침해에 한우려증폭

�주변에산재한RFID 태그를통해개인의위치정보, 의료정보등개인정보를수시로수집및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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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측정시스템등이다양하게활용되고통신네트워크로연결되어광범위한실시간원격감시가능

�사회활동이정보를중심으로재편됨에따라국가∙기업∙조직등의감시와통제수단으로활용우려

※ 국의경우공공장소에400만 이상의CCTV가설치되어있음. 테러방지목적으로도입된공공기관의'감시권한'이국민들을감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비윤리적∙반사회적 내용의 컨텐츠들이 P2P 등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면서 사이버공간의 심각한 사회∙문화적

부작용발생

기술의사회적의존도, 인간∙윤리문제와기술의충돌, 기술패권주의, 표준,지식재산권, 감시와통제사회

� 로벌화

로벌화의폭발적진전

■기술적∙제도적무역장벽의제거로재화, 서비스교역및생산요소의이동이확 되는등 로벌경쟁심화

�자본과인재의자유로운이동으로적 적M&A가증 되고고급인재유출위험도심화

■정보혁명을통한전세계연결망구축으로 로벌화의가속화

�금융부분은정보통신발달에따른가상거래의활성화와함께 형화, 로벌화가크게진전

�정보통신발달은소비자욕구수준을전지구적으로상향조정하여소비자욕구의 로벌화를촉진

■ 로벌화와동시에각국은개방과지역화를통해자국의정치∙경제적위상을확보하려는움직임이본격화

세계경제의통합화, 블록화

■기술적∙제도적무역장벽의제거로재화, 서비스교역및생산요소의이동이확 되어세계경제의통합화

�세계경제의통합화에따라e-커머스의성장은가장낮은가격으로원재료와제품을구매하는것이가능

�2015년경재화의세계교역규모는2004년현재보다2배이상증가할전망

핵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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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세계 교역규모 전망

(단위 : 억달러)

출처 : Global Insight(2005)

�특히첨단부품소재및고도숙련기술을요하는IT분야의 로벌아웃소싱은급속한성장이예측됨

■기술이전및생산분업체제의발전으로다국적기업활동이보편화되고, M&A를통해소수의거 기업이세계시장

주도

�’04년전세계6만여개의다국적기업의해외자회사들에의한생산액은세계GDP의1/10, 수출액은세계

수출액의1/3을차지

■지역간 블록화가 구축되어 미주, 유로, 아시아의 로벌 3극 체제가 형성되고, 아시아 블록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될전망

�동아시아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간의 협력체가 구성되고, 미주에서는 FTAA가 발족하고, EU는

경제통합을완성할가능성

※중국과 일본이 ASEAN과 2010년까지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작업에 착수

3개 권역별 핵심 국가와 통합이후 전망

출처 : LG경제연구소(2004)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5

수 출 88,720 101,480 111,478 121,026 130,105 140,385 151,138 214,850

증감율 19.6 14.4 9.9 8.6 7.5 7.9 7.7

수 입 109,681 123,439 133,472 143,827 152,902 163,977 174,913 239,970

증감율 17.3 12.5 8.1 7.8 6.3 7.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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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에서중국등동북아지역의경제성장및인구비중증가로동북아경제블록이차지하는위상이

크게제고

※중국의 성장률 추이(골드만삭스) : 9.2(’00-’05)→11.2(’05-’10)→9.2(’10-’15)

세계정치질서의변화

■Next Decade에는미국의힘이줄어드는 신아시아강국들이부상할전망

�2020년경에는미국중심의세계화에서벗어나아시아의부상이세계화로 변될것으로예상

�최근중국과인도의부상은19세기통일독일의등장과20세기초미국의강 국화와맞먹는현상으로

평가

�중국이 향후 수십 년 간 고도성장을 지속할 경우 미국과 강도 높은 안보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존

미어샤이머교수, ‘거인들의충돌’)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는향후15년간가장큰흐름으로세계화의가속화를지적하고2020년4가지시나리오를

제시

출처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2005), 2020년 세계 전망 보고서. 재구성

로벌화로인한다문화및이종문화

■ 로벌화에따른교류증가로종교간, 문명간상호작용및충돌증가

�종교간, 문명간충돌로인명피해가증가하고종교갈등으로인한자원확보비용증가

■국내의경우국제결혼급증으로다문화가정이증가하는추세

�국제결혼당사자에 한사회적이해부족이종교나문명간갈등형태로표출될가능상존

로벌화로인한새로운위험부상

■일자리감소, 신종전염병창궐, 안보문제등이새로운위험부상

�범세계적통합으로인해각국정부와기관이통제할수없는힘이직장, 프라이버시, 안보, 정체성등을

위협하게될것

서구중심에서 벗어나 중국과 인도를 선두로 세계경제가 활발하게 성장

※ 2020년 중국의 GDP는 세계 2위, 인도는 유럽국가와 등

구 분

다보스 세계

큰 위협이 없는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 묘사팍스 아메리카나

급진 이슬람 세력이 부추긴 국제적 이념운동이 세계화에 도전하는 상황

량살상무기 확산 위협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안조치가 판치는 세계를 상정

뉴 칼리프

공모의 사이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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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및이종문화, 이동성, 세속주의, 개인주의, 다양화, 도시화, 기술발달, 기술패권주의, 세계경제통합, 국제분업,

금융시장 패러다임 변화(금융시장 다각화), 국제 무역 협상 강화, 로벌 노동시장, 자본이동의 로벌화, 현 판

제국주의, 다국적생산네트워크강화, 산업구조고도화, 로벌중간계층성장, 신종전염병출현및확산, BRICs부상,

중국과인도의부상, 세계화에서지역화로, 국제공조확산

� 새로운 안전 이슈 등장

인구증가, 기술발전, 기후변화등으로 량살상무기, 사이버테러, 방사능오염등새로운안보이슈등장∙심화

■ICT 발전으로개인정보와사생활이네트워크에노출되면서인권침해및범죄가능성급증

�인터넷과첨단정보기술을활용하여테러행위자가범세계적네트워크구축

�사이버테러가국가간전쟁으로발전하는등해킹전쟁발생가능

국내 사이버 범죄 발생현황

출처 : 사이버테러 응센터(www.netan.go.kr), 2010

■모든사물이네트워크화되어사이버공격의파괴력이크게확 될수있으며, 사이버공격 상이통신망뿐아니라

방송망, USN까지확 될전망

�텔레매틱스 등에서 사용하는 정보기기의 장애 및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오작동이 현실세계의 인명 및

재산피해로연결가능

핵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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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및바이오기술발전, 로벌화로생물학적병원균에관한기술과역량이테러조직에전파되고접근용이

■지구온난화및기상이변으로자연재해규모및발생가능성증가

�기후 변화와 접한 관련이 있는 홍수, 태풍, 가뭄, 산사태 등 수문기상재해는 1950년 부터 증가율이

높아지다가1990년 이후급격히증가

■원전에사용되는냉각수의가열및방사능오염으로생태계파괴및기형아출산우려

안전위험성증 는 테러방지기술, 방재기술, 경비산업등관련기술및산업발전촉진

■세계적으로테러및각종사이버범죄발생이증가함에따라, 관련산업및기술발전가속화

�초소형스마트센서, 독성화학물질탐지기, 자동검지시스템, IC 태그등테러방지위한기술발전

�전세계보안시장규모는’06년716억달러, ’07년786억달러, ’08년848억달러로지속적성장추세

�국내 정보보안기업은 연평균 약 10.3%내외의 지속적 성장률을 보여 2014년에는 약 1조 3천억원 의

시장으로확 될것으로전망6)

■사회불안, 소득증 , 인구구조변화로국내경비산업시장규모는5조원 까지커질것7)

핵확산, 국제범죄, 테러위협, 량살상무기확산, 방재기술, 경비산업성장

� 북한문제(지정학적 리스크)

동북아에서의다극화체제가능성등으로인한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크게증가할전망

■미국과중국의상호견제로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가크게증가

■동북아에서미국 향력은약화되고중국/일본/러시아등세력균형은다극화될전망

남북한교류증가및사회경제적통합가능성에 한 비필요

■2018년남북한교류가현재보다수십배증가할전망

6)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 조사, 2009.12

7) 김진혁, 경비산업의 성장전략, SERI 경 노트, 2009.4.23(제4호)

핵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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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보고서에서는, 2025년까지단일국가또는남북연방체제의형태로통일한국전망(NIC,

‘Global Trends 2025 : A Transformed World’, 2008.11)

■북한에서도 인터넷이나 휴 전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짐으로써 권력세습에 해 국민들이 반 여론이나 투쟁

등‘스마트몹(Smart Mob)’행위발생가능

권력세습, 남북한통합, 통일한국, 지정학적리스크, 동북아세력다극화

핵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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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메가트렌드
선행연구별핵심결과IV

1. 국내 메가트렌드 선행연구 주요 결과

� 2020/2050 미래전망 토론회 [국내-01 : 미래기획위원회/KDI, 2008] 

■목적

∙경제∙산업, 에너지, 외교∙안보, 교육∙과학, 사회∙문화5개분야별로미래메가트렌드에따른각분야의

향파악및전략, 미래비전제시

■내용요약

∙15 메가트렌드를분석결과, 고성장시2020년한국은세계5위까지진입가능할것이며무역의존도는

68%로감소, 제조업의세계점유율7위로상승예상

분야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경제
∙

산업

에너지

세계경제 통합 및
세계 경제 통합 ∙다자주의의 상 적 후퇴와 지역주의 고조, 금융의 로벌화

국제 분업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고령화 ∙고령화 소비트렌드 및 고령친화산업 부상, '인생 2모작' 등

기업 경 및 소비여건
지식경 및 윤리경 ∙지속적인 신 지식경 전략의 개발 및 적용 확

소비패턴의 변화 ∙안전, 건강, 감성 중시의 소비 확산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기술의 융합화, 지능화, 서비스화 진전

기술 진보 IT, BT, NT 신소재 기술의
∙IT, BT, NT 분야의 상승적 결합 가속화

융합-기술의 학제간 통합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수소 혁명 ∙수소에너지망을 통한 분산형-민주적 에너지 권력시 로의 전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기술중심, 환경친화, 

∙현행 : 자원중심, 환경파괴, 에너지믹수, 에너지수입
지속가능, 에너지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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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국가이익 실현
한반도 중심 외교전략

∙네트워크 통일 전략

외교전략 ∙남-북-미 신뢰구축을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비전 2020 상생, 공 의 ∙정치: 남북 화 공동기구 구성, 경제: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남북관계 선진화 ∙안보군사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사회문화: 사회문화 공동체 건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교육체제의 변화 : 학교수 및 규모 축소, 교육여건 호전 기회 활용

미래사회 변화와 향
교육체제 변화 가능, 학입학 인원 감축 : 학 구조조정, 기능 변화

세계화의 진전과
∙다문화 가능 교육 문제, 교육 시장 개방 압력, 인재육성 요구 증가

시장 개방

과학기술의 발전과 융복합에따른신기술등장과 ∙제조업, 에너지 등에서 융 복합형 기술개발 수요 증 및

융합현상 가속화 개방형 협업체계 확산 신산업 등장

2020 과학기술 비전 융합기술 시 에 응
∙IT, BT NT등의 첨단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기술 발현

∙신생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신산업 창출과 세계시장 선점

인구규모 감소 및
∙사회적 충격 및 사회 갈등 고조

사회분야 미래상

인구구조 변동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
∙사회와 가족 내 갈등 및 문제 증

가족의 급증
- 혼인감소, 이혼 및 재혼 증가>가족불안정 가속화

- 국제결혼 증가, 외국인 급증>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지속가능한 문화 : ∙여가 형태의 변화 : 웰빙(wellbeing), 홀리즘(holism) 

문화의 미래 변화 웰빙, 홀리즘 ∙외모지상주의 사회현상 : 루키즘(lookism)

유비쿼터스 문화 ∙사이버, 모바일 공간을 이용한 여가 활동 증가

외교
∙
안보

교육
∙
과학

사회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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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Korea 5 미래전략 [국내-02 : 미래기획위원회/지식경제부, 2009] 

■목적

∙융합의메가트렌드 응과IT산업의 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미래전략제시

■연구방법론:브레인스토밍

■내용요약

∙미래성장동력으로서IT 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등5 핵심전략도출하고국가제1의

성장동력인IT산업에 한정부의종합적인미래비전과실천전략을제시

분야 트렌드 이슈

IT 산업

IT 5

핵심 전략

∙IT 트렌드

IT 산업네트워크화 - 인간-인간 > 인간-사물간 의사소통으로 확장되는 만물지능통신망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 성장산업으로서의 IT > 전산업과 융합하는 IT

패러다임 변화 - IT기술의 단편적 적용>사회간접자본의 지능화

(요금자동징수, 물류전산화 등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그리드 등)

이동, 지능, 내재성의
∙미래 IT 기술 : 이동, 지능, 내재성이 극 화되는 방향으로 발전

방향으로 발전하는
- 이동성 : 시공에 구애없이 끊김없는 통신 (m-banking, m-IPTV)

미래 IT 기술
- 지능화 : 이용자 수요 맞춤형 지능기반 정보서비스 (스마트 단말기)

- 내재화 : 제품∙서비스 융합을 통한 신가치 창출 (임베디드SW, 무인자동차)

∙미래 IT 서비스 : 끊김없는 서비스 제공>첨단 IT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첨단 IT를 활용한 신서비스 - 건강한 삶 > u-Health (상시점검 및 원격진료, 질환 모니터링 등)

산업 창출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 안전/환경 감시 서비스(재난재해 예방시스템)

- 원활한 정보교환 > 지능형 통신 서비스 (완벽한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IT 융합 전략 산업
∙IT 융합 : 10 IT융합 전략산업(조선, 에너지, 자동차 등)

◈ 목표 : 국내생산 1조원 이상 IT 융합산업 10개 창출

산업 경쟁력의 원천 S/W
∙S/W :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 S/W( 로벌 수준의 SW기업 육성)

◈ 목표 : ' 로벌 100 기업'으로 육성(IT 서비스 6개/ 패키지 SW 2개)

∙주력 IT : 주력 IT 기기의 로벌 공급기지(3 품목 세계 1위 달성)

주력 IT
- R&D 추진, 차세 디스플레이 및 이동통신 특허 및 표준 선점

◈ 목표 : 3 주력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5 IT장비 산업 국산화 세계시장 점유율 2배 달성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
∙방송통신 :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서비스(Wibro/IPTV/3DTV 시장의 조기활성화

◈ 목표 : 세계 최고 수준의 방통서비스 제공

∙인터넷 : 보다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 미래 인터넷 개발에 본격 착수(2012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네트워크 구축),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테러 응체계 구축 등

◈ 목표 : 초광 역 융합망(UBcN) 및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 응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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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 2030: 우리의 미래 모습은? [국내-03 : 과학기술부, 2005] 

■목적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하게될과학기술의미래발전모습을제시

■연구방법론: 델파이, 시나리오

■내용요약

∙미래전망을토 로우리사회에서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과제로우주항공, 재료공학, 정보화, 식량자원,

유전자, 신재생에너지등의분야에서기술과제도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향후30년간의미래과학기술보고서를5년마다발간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지속가능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2000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2020년은 80% 이상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발전 필요
온실가스증가

∙2100년 한반도 기온은 현재보다 2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극심한 가뭄과 홍수,

잦은 황사현상의 발생이 예상됨

수자원 중요성

∙2050년에 약 20억 이상의 인류가 물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

증가
수자원 부족

∙안전한 식수를 확보를 위해 2015년 까지 매일 34만개 이상의 상수도 시설과 46만개 이상의

하수도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확보된 연간 강수량을 기준으로 물부족 국가군에 해당

∙전세계 에너지 수요는 2001년에서 2025년 사이 5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부족 에너지 수요 증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약 16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2.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인구의 증가 고령화

∙세계 인구는 현재 65억 명에서 2050년 89억 명으로 증가하고, 인구 성장의 98%가

저개발국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총인구는2020년 49,956천명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여2050년에는 42,348천명에

이르고, 이로 인해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

∙전 세계적으로 교육수준 등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 활동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

성역할 변화 여성의 지위 향상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노동인구 부족 등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빈부의 격차 사회적 갈등 야기

∙부의 불균형은 저소득 지역으로부터 고소득 지역으로의 이민과 이주를 부추기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는 빈부격차 개선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지역간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결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해소 필요

기술의 진화 유비쿼터스사회도래

∙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기술, 인지과학의 발전과 상호 융합/시너지화는 인류문명의 변혁을

초래

∙15년 후 세계 부분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비쿼터스를 경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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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수정ㆍ보완 [국내-04 : 과학기술부/KISTEP, 2008] 

■목적

∙’07년수립될「제2차과학기술기본계획(’08-’12)」에반 하기위한미래전략기술및중점과학기술선정

■연구방법론: 시나리오

■내용요약

∙’07 예측조사에서 도출된 182개의 미래전략기술, Total Roadmap의 90개 국가중점 육성기술(348개

세부기술) 및관련부처의신규R&D계획에서도출한6개기술(25개세부기술)을바탕으로총100개의

중점과학기술(411개세부기술) 선정

※과학기술기본법제13조(과학기술예측등)에의거하여매5년마다과학기술예측조사실시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지속가능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2000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2020년은 80% 이상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발전 필요
온실가스증가

∙2100년 한반도 기온은 현재보다 2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극심한 가뭄과 홍수,

잦은 황사현상의 발생이 예상됨

수자원 중요성

∙2050년에 약 20억 이상의 인류가 물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

증가
수자원 부족

∙안전한 식수를 확보를 위해 2015년 까지 매일 34만개 이상의 상수도 시설과 46만개 이상의

하수도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확보된 연간 강수량을 기준으로 물부족 국가군에 해당

∙전세계 에너지 수요는 2001년에서 2025년 사이 5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부족 에너지 수요 증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약 16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2.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인구 증가 고령화 현상

∙세계 인구는 현재 65억 명에서 2050년 89억 명으로 증가하고, 인구 성장의 98%가

저개발국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총인구는2020년 49,956천명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여2050년에는42,348천명에

이르고, 이로 인해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

∙전 세계적으로 교육수준 등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 활동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

성역할 변화 여성의 지위 향상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노동인구 부족 등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빈부 격차 사회적 갈등 야기

∙부의 불균형은 저소득 지역으로부터 고소득 지역으로의 이민과 이주를 부추기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는 빈부격차 개선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지역간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결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해소 필요

기술 진화
유비쿼터스

∙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기술, 인지과학의 발전과 상호 융합/시너지화는 인류문명의 변혁을

초래
사회 도래

∙15년 후 세계 부분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비쿼터스를 경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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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국내-05 : 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목적

∙국내외환경및ICT 변화에 응하여선진지식정보사회로도약하기위한국가정보화정책수립

■연구방법론: 시나리오

■내용요약

∙국가정보화5 목표제시: 사회전반의지식창출및활용체계를혁신하기위한‘창의적소프트파워’,

디지털컨버전스시 에적합한‘첨단디지털융합인프라’구축, 안전하고성숙된‘신뢰의정보사회’,

국민과소통하고협업하는‘일잘하는지식정부’, 첨단ICT기술과서비스를활용, 편리하고윤택하게

생활하는‘잘사는국민’제시

∙새정부국가정보화비전을제시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국가정보화기본계획및과제’를도출및이에

필요한‘국가정보화거버넌스체계’와‘핵심기술로드맵’제안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경제의 소프트화 ∙ 화, 콘텐츠, 지식서비스 등 부가가치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필요

소프트화 및 창의형 1인기업 ∙아이디어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규모 사업화 가능

지식서비스 부각 로벌 네트워크 산업 ∙다국적 기업들이 개방형 기술혁신전략 채택으로 로벌 관점에서 최적지에서 사업 수행

웹2.0기술의 적용 ∙웹2.0기술을 통해 경제,문화,행동양식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비노동직얍적 산업구조로 전환 필요

저출산∙고령화 노동력 감소 및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필요

복지 수요 증가

개인화 및 유비쿼터스 사회
∙개인화∙모바일화된 u-헬스, u-러닝, u-홈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사회 도래

모바일화 도래

∙생산자겸 소비자인 프로슈머로 발전

소셜 네트워킹 웹 2.0으로 발전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한 협업 (소셜 네트워킹)활성화

∙ 로벌 차원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웹시민으로 발전

국가, 시장,
지리적 경계 및 ∙다양한 행위주체, 참여자들 협력, 보다나은 거버넌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패러다임 필요

조직의 경계가 약화
시민사회간의

∙공유 및 협업 확 ∙정부는 비정부분야 전문가와 자원을 공유∙활용
개방

∙오감 인지기술, 자율 인터페이스 기술 등으로 인간과 컴퓨터간 의사소통의 채널 다양화 및

지능화

인간중심적 ∙ICT 기반으로 기기∙산업∙서비스간 융합 또는 ICT∙BT∙NT 등 이종기술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기술 출현지능형∙융합형으로

∙ICT 기술의 내재화, 집적화로 사물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한 모바일화 진행ICT기술 발전

∙액세서리 수준으로 통신단말 및 컴퓨터가 초소고형화, 미세화

∙RFID, 센서 등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으로 ICT 기술이 사회 인프라에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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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 2030 [국내-06 : 정부∙민간합동작업단, 2006] 

■목적

∙한세 를내다보는종합적 책을수립하여체계적인 응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60여명의전문가로

구성된민간작업단설립하여미래국가비전수립

■연구방법론: 브레인스토밍(토론회, 세미나) 

■내용요약

∙ 내적으로는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외적으로는세계화, 정보화, BRICs의급성장등국가적

차원의위험요인이출현하고있는현실에서, 한국은성장과복지의선순환구조를정착시킬수있도록

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함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서비스 산업
∙서비스산업 구조를 지식기반서비스 등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 증가

경쟁력 강화

성장동력 확충
에너지 확보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
효율화 책 시행

차세 성장동력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전략적 기술개발 투자로 성과창출 가속화, 조기산업화 기반확충

사업 투자 확 ∙기술수준과 국내역량을 고려한 민관간 역할분담(民은 실용기술, 官은 원천기술)

적극적 고용전략 ∙직장-가정 양립정책 추진, 적극적 직장알선 등으로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최 한 활용.

산업수요에 맞게 학교육, 평생교육 등을 개선(Jobs strategy) 추진

인적자원 학별특성화산학연
∙ 학별 특성화∙산학연 연계 강화로 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연계 강화고도화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효율적 활용

∙통합 D/B 등 로벌 인력 관리체제 구축, 인센티브 마련 등 해외 인적자원 활용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고객 중심의 One-stop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혁신

선진화
전달체계 개편

식품안전 보장 강화 ∙생산부터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적∙체계적 식품관리 강화

사회적 자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확충 전자정부 구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추진

FTA 체결 확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체결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

등 선진통상국가 기반 마련

동북아 금융∙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으로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금융시장의 투명성∙국제화 및 경쟁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능동적 세계화

물류허브 구축 ∙물류기업 전문화와 로벌화, 전문인력 양성 추진, 물류정보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도

제고

통일 인프라 구축
∙남북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선순환 구도 정착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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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전망과 과제(경제분야) [국내-07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목적

2015년유비쿼터스사회전반의미래변화모습을전망하고, 이에따른발전전략방안을도출

■연구방법론: 브레인스토밍

■내용요약

∙향후10년간한국경제는 로벌화, 개방화, 정보화, 소프트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를 응해야하는

과제에직면

∙12개세부분야에 한미래트렌드, 변화모습전망과 응전략을도출∙제시

※12개분야: 경제성장과국가발전, 산업구조, 기업경 , 금융, 결제∙전자지불, R&D, 서비스산업, 유통∙물류, 노동시장∙

노동관리, 기업정보화, 다국적기업∙ 로벌협력, 소비생활∙소비경제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국제분업구조의변화 ∙해외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전체 가치사슬의 로벌 네트워크화

경제의 소프트화
∙지식산업(IT서비스, 컨설팅, 기업전문서비스) 및 서비스산업(금융, 교육, 법률, 의료, 복지,

문화등)의 상 적 성장

여성,고령자

산업구조 변화 well-being관련 ∙가사노동을 체할 서비스와 ChildCare 서비스 등 신산업의성장

산업의성장

친환경에너지산업과

유통산업의성장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등친환경에너지산업은연20~30% 급성장세를유지할

전망

기업 환경의 변화
‘참여와협력’중심의 ∙참여와 공유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형성하는 Web2.0 등과 같은 제2의 인터넷

제2기 인터넷 혁명 혁명기 도래

소비자 및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편의성이 증 되는 방향으로 변모

시장환경변화 Smart Consumer의
∙디지털을 기업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리한 소비자인 디지털 세 부상

등장

체험적 소비 증가 ∙production과 consumer가 결합된 형태의 prosumer가 등장

유통/물류 LOHAS 상품 ∙무공해 상품이 각광받고 예방의학(예,건강검진,성형수술,치아교정등) 성장

환경의 변화 노년층을 위한
∙재산있는 노년을 위한 서비스산업(재택의료,재택쇼핑)이 증

유통점 활성화

여성의 참여 및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와 역할 증 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양성 친화적 환경이

역할 증 일반화

노동 시장의
노동력의 고령화

∙노동력의 고령화와 규모 감소를 보상할 만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지속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

변화
노동력의 고학력화

∙교육수준과 직업과의 부정합(mismatch)의 문제가 고용정책에 있어서 계속 과제로 남아있게

될 것

기업과 노조에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 에 한 요구가 확산되어 기업의 윤리경 표준이 확립됨

사회적 책임성 요구
으로써 노조의 실용적 접근과 전문성에 입각한 권리 주장과 협상문화가 일반화될 전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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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전망과 과제(사회문화 분야) [국내-08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목적

∙2015년유비쿼터스사회전반의미래변화모습을전망하고, 이에따른발전전략방안을도출

■연구방법론: 브레인스토밍

■내용요약

∙미래사회문화의핵심트렌드는경제성장, 공업화, 도시화, 민주화, 정보화, 전지구화

∙13개세부분야에 한미래트렌드, 변화모습전망과 응전략을도출∙제시

※13개분야: 가족∙여성, 교육, 노동, 지역공동체, 복지, 보건의료, 문화예술, 미디어, 사회적불평등과사회문제, 종교, 조직

생활, IT인프라환경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가족과 일터의 ∙여성 취업 증가, 노동시장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은 일터와 가족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가족과 여성의 경계 완화 두 역간의 분리를 완화시키고 있음

변화 IT로 인한 가족의 ∙u-IT의 발달은 노동부담의 감소 여가시간의 증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가족

변화 상호간의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장애

교육 시스템의 네트워크 사회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e-learning, u-learning 등의 개발로 전반적인‘학습사회’가

변화 도래 도래할 전망

노동인구의 감소
∙출산율 저하,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노동인구는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전망

노동의 변화 노동 인구의 구성 ∙저활용 상태에 있었던 인구집단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할 것임

변화 - 여성∙노년층∙장애인의 노동 참여, 비전형적 경제활동 증가

고용 비중의 변화 ∙미래의 기업들은“20%만의 내부 노동시장”인력에 의존하여 기업을 경

정보통신 기술의 ∙BT와 NT가 IT와 결합하면서 이들을 이용한 신개념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저가로 광범위하게

의료 서비스의 도입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변화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이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

변화

디지털 매체에 의한

문화/예술의 소통의 변화
∙인터넷이 풍부한 자료와 자기검열로 점차 지식의 백과사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가고 있음

변화 가상공간과 실생활의 ∙가상공간의 소통관계는 U-인프라에 의해 사람과사람,사람과사물,사물과 사물사이, 즉 세상

융합 밖으로 확산되어 전 생활 공간이 놀이공간으로 확 됨

유비쿼터스 ∙생체측정시스템, 인공위성을 포함한 통신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실시간 원격감시가 가능하게

윤리/사회적 감시사회의 도래 할 것

문제 발생 사이버 공간의 과잉
∙사이버공간의 발달과 그 정치적 활용은 반 로 과잉 정치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정치화

종교계의 정보화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선교(포교)의 활성화 등이 빠른 추세로 진행되고 있음

종교의 변화 디지털 선교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선교(포교)의 활성화되고 있으며 개인이 만든 사이버법당으로

두 가족이나 친구를 초 하는 현상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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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전망과 과제(인프라 분야) [국내-09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목적

∙2015년유비쿼터스사회전반의미래변화모습을전망하고, 이에따른발전전략방안을도출

■연구방법론: 브레인스토밍

■내용요약

∙미래인프라의핵심트렌드는네트워크화, 컨버전스화, 지능화속성으로지칭

∙6개세부분야에 한미래트렌드, 변화모습전망과 응전략을도출∙제시

※6개분야: 네트워크인프라, 기기및단말인프라, 정보화인프라, 정보보호인프라, 지식∙인력인프라, 복지인프라경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USN의 발달
∙USN이 u-Korea구현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식별체계, 관리체계, 정보

보호 등의 역에서 구체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전망

RFID와 USN의 결합
∙RFID 리더 기능이 정착된 센서노드가 이동기기에 장착됨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RFID

정보를 USN을 통해 확인, 이용할 수 있음센서의 혁명

USN 네트워크 관리
∙향후 USN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 및 모니터링 기술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및 모니터링 기술의
전망임

발전

통신 기술의
고객의 니즈 확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서비스에 한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발달
Seamless한 유무선 ∙다양한 이기종 유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 연결의 중단이나 서비스 중단없이 원활하게

네트워크 연동기술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연동기술 필요

주거환경의 변화
∙주거환경의 역할이 기존의 의∙식∙주를 위한 기본 생활환경에서 헬스케어, 홈오피스, 

홈스쿨, 문화생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
홈 네트웍스

지능형 홈네트워크
∙향후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반 로봇을 연계하여 기본적인 기기 제어부터 게임, 

산업의 변화

서비스 진화
청소, 경비 등의 생활지원기능을 비롯한, 점진적으로 노약자보호, 교육등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생체인식기능과 결합된 디지털기기가 등장하고 보편화됨

휴먼인터페이스 강화 ∙생체인식기술의발전및Device기술발전에따라신체의오감을활용하여사용자에친숙하고,

사용이 편리한 새로운 UI의 기술이 진화

이동통신 단말기기의 ∙동 상메시징과 위치확인서비스는 물론, 원격모니터링/제어, 모바일인증/결제 등이 가능한
통신기기 및

멀티미디어화, 지능화 단말로 진화
단말기의 진화

차세 PC의 등장
∙차세 PC는 인간의 오감 메카니즘을 이용한 정보의 입출력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오감정보처리 단말기로 발전할 전망

저장장치의 진화
∙저장용량이현재보다 1000배증가하고정보처리속도가20배이상빨라진소형포켓용컴퓨터가

현재의 슈퍼컴퓨터 성능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됨

의료 인프라
의료 서비스의 변화

∙멀티미디어 처리 및 저장기술의 발전, RFID칩 등의 등장은 새로운 의료정보 역의 개척을

발전 촉진 : 가상의료 수술, u-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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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전망과 과제(에너지/환경 분야) [국내-10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목적

∙2015년유비쿼터스사회전반의미래변화모습을전망하고, 이에따른발전전략방안을도출

■연구방법론: 브레인스토밍

■내용요약

∙미래에너지∙환경의핵심트렌드는에너지저소비사회, 친환경사회, 도시환경및SOC의고도화

∙13개세부분야에 한미래트렌드, 변화모습전망과 응전략을도출∙제시

※13개분야: 에너지자원, 수소경제사회, 에너지고효율화, 전력인프라, 저탄소사회, 자동차공해방지(친환경에너지), 자원

순환형사회, 수자원, 디지털콘텐츠, 생활환경, 도시환경, 물류, 교통환경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에너지 공급시장
공급시장의경쟁도입 ∙시장경쟁 도입을 통한 소비자중심의 시장으로의 변환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임

자유화

시장기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한 가격정책을 통한 에너지 소비구조의 전환을 유도

에너지 수요의 수요관리

변화 기존의 수요관리 ∙총체적인 에너지 관련 DB구축, 전문인력양성, 궁극적으로 열,전기의realtime pricing을

노력의 통합 필요 염두에 둔 가격정책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 인식

수소경제사회 체에너지기술보급
∙향후 30~40년에 예상되는 수소경제 비전이 달성될 때 연료전지기술은 사회전반에 보편화

되어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 수소기여율은 빠른 속도의 증가

판매 부문 변화
∙강력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기반으로 4 서비스를 통합하는

새로운 유통주체인 Home Service Aggregator로 진화
전력 부문의 변화

소비자 부문 변화
∙ 규모 소비자를 중심으로 각종 시장수단을 활용하는 Market Power를 행사하는 경쟁체제의

주역으로 발전

기후변화
기후경제사회와 ∙지구온난화는 산업구조에도 향을 미쳐 금융서비스 산업이 발달함

응기술 출연
온실가스 - 배출권 거래시장의 발달로 신 금융의 도래

산업구조 개편 - 연료 전지의 상용화, 기상을 이용한 기후시장이 급성장 함

자원절약형∙ ∙제품 디자인, 생산과정, 제품포장 등 생산의

환경친화적 기술과 전 과정에서 자원을 보다 적게 사용하고, 소비단계에서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제품및소비패턴중시 소비와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두

환경친화적 기업
∙기업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비용을 산출하여 환경 향을 최소화하기위한 목적의 환경

자원 순환형
경 이요구되는사회

회계가 적극 요구될 것임

자원절약형 - 환경인증“ISO 14000"을 획득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

사회로 전환 자원순환형 사회
∙풍력, 태양열,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산업, 재활용 및 재제조 산업, 환경산업, 에너지

구축과 관련된 산업의
소비 저감기술과 관련된 산업 등이 발전될 전망

발달

유비쿼터스컴퓨팅을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는 정보습득과 활용이 최적화되어 소모성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

활용한 순환형시스템 해짐(ex. 지능형 도로와 지능형 자동차간의 효율적 정보교환으로 휘발유의 낭비를 최소화

최첨단 원격 탐사방법 ∙GPS를 이용한 유량관리 등 인공위성을 이용한 수문자료의 전달 및 이용이 구체화되고

수자원의 도입 있으며 이에 한 연구수요가 가중되고 있음

환경 변화
갈등 심화

∙물부족과 수자원의 불균등으로 인해 물공급 안전지수가 크게 떨어져 있어서 지역간, 상하류간

수자원 보전과 이용에 한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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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전망과 과제(정치행정 분야) [국내-11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목적

∙2015년유비쿼터스사회전반의미래변화모습을전망하고, 이에따른발전전략방안을도출

■연구방법론: 브레인스토밍

■내용요약

∙미래정치행정의핵심트렌드는네트워크, 거버넌스, 전자정부로 표될것으로전망

∙11개세부분야에 한미래트렌드, 변화모습전망과 응전략을도출∙제시

※1개 분야 : 정치환경, 거버넌스, 시민사회와 시민참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 미래 전자정부, 정부역할 재조명, 국가재정,

안전∙재난관리, 전략지식정부, u사회발전과법적 응, 신국가시스템메카니즘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네트워크 권력의 형태로
∙군사력, 경제력을 넘어 새로운 권력자원으로서 지식력(knowledge power)의

부상
작동하는 매력정치의 부상

∙권력 행사방식이 실력(實力, hard power)을 넘어서 매력(魅力, soft power)의 부상

지식질서의 변동과 향
∙지식자원과매력정치의주도권, 즉지식패권(knowledge hegemony)을둘러싼국

가간 경쟁의 가속화
미래 정치 환경

지식세력의 변동(power)
∙새로운지식분야의 항담론이출현(지적공유운동(copyleft)의 항담론등) : 수평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prosumer' 부상

네트워크국가
∙'거버먼트(government)’를 변하는 세력을 넘어서 탈근 적‘거버넌스

(network state)의 부상
(governance)’를 변하는 세력의 부상을 부추김

∙분합(分合, fragmegration= fragmentation + integration)의 세계질서 모습 출현

국정운 형태
∙정부 중심의 국정운 에서 거버넌스 형태로 전환

- 정부 역할은 정책결정자에서 정책조정자 혹은 조종자로 전환

거버넌스 변화 민주주의 제도 ∙ 의민주주의제도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되는 실질적 참여민주주의로 전환

매개집단의 변화 ∙사회경제적 이슈 중심의 정책정당, 이념 정당으로 정당구조가 재편

시민참여 양상의 변화 ∙연고형 폐쇄적 집단 중심 정치참여에서 네트워크화된 개인 중심 정치참여로 변화

시민사회의 변화 권력의 비 칭성 증 ∙국가-시장-시민사회 구도에서 국가와 시장의 우위에 따른 권력의 비 칭성 증

인터넷 공공 역의 가능성
∙인터넷을 매개로 형성되는 새로운 정체성과 공동체는 정치적 향력 증

공공 역과 숙의 증

민주주의의 변화
숙의민주주의 : 토론과 비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숙의(deliberation) 민주주의로

발전

모바일 서비스 및 모바일 ∙모바일 행정업무지원, 모바일 민원처리 서비스, 고객맞춤정보서비스 등 모바일

근로의 보편화 서비스가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보편화

정부일하는방식 민원행정의 지능화
∙센서 및 이력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상황인식(Context Awareness)을 바탕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정부기능의 지능적 수행
∙행정관리가 필요한 도로, 지하시설물, 상∙하수도관 등 공간의 지능화로 정부의

행정통제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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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선진한국의 행정연구 [국내-12 : 한국행정연구원, 2008] 

■목적

∙미래의행정수요를도출하고이를효과적으로구현시킬수있는미래거버넌스분석

■연구방법론: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설문지, 거시환경분석, 시나리오

■내용요약

∙미래를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변수를‘사회적 가치’와‘거버넌스 시스템’의 변화로 파악하고, 복수의

(Siliver, Green, Yellow, Red) 안적미래시나리오를전망함으로써새로운거버넌스체제하의바람직한

미래정부역할을 내∙외, 분야별로제시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네트워크 사회 시-공간경계약화등 ∙시-공간 경계 약화, 시-공간 경계 약화, 동조화, 가상 공간의 등장 등

권력 이동
∙정보독점 약화에 의한 권력 평준화현상 ex)전통적 미디어

권력이동과 ∙네트워크에 의한 자원의 불평등이 강화되는 권력집중현상 ex)인터넷포털

블평등 네트워크
∙연결선이 불평등하게 소유된 '좁은 세상'의 구조 심화

멱함수와 불평등

자원 고갈
석유 고갈과 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Energy Regime)차원의 접근 필요

에너지 개발 -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사용 확 , 에너지 효율성 향상, 에너지 절약

고령화와 여성인력의 ∙우리나라 고용률 현재 60% -> 2020년 67% 전망

고령화와 부상 - 여성고용률 53% > 60%이상 달성

여성인력의 부상 외국인과 장애인의 ∙외국인 비중 현재 2% > 2020년경 4~8% 로 증가 전망

증가 ∙장애범위 및 발생위험요인 증가로 장애인 출현율 증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확산 ∙2020년경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비중 GDP 비 100%이상 증가예상

확산
재택근무의 확산 등

∙Telecommuter, U-worker 등 근무형태 다양화
근무형태의 다양화

전자민주주의 ∙의사소통 공간의 급격한 확

확 (사이버참여,정치적생비자,동시화,리포더)

직접 민주주의의
거버넌스와 ∙수평적 거버넌스 : 정부-기업-학계-언론 역의 횡적 토론과 협의 구조

확 와
협치의 증 ∙수직적 거버넌스 : 정부-정치사회-시민사회의 종적 토론과 협의-결정구조

거버넌스의 증

정치의 탈
사법통치의 도래 ∙정치의 사법화, 헌법주의 의법주의의 증

정당화와 사법화

사회거시 변동과 사회의 근본화와
∙지역화, 종교화, 이념화

정치변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문제
역근 화와 민주주의

∙세습화와 양극 화의 문제
기반의 약화

북한문제의국내화
∙북한문제의 국내화 내부화와 급변화

내부화와 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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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뇌-기계 컴퓨터 처리속도의
∙2020년경 운동출력 BMI(Bran-MachineInterface)기술이 실용화되어 사지장애인이

인터페이스 등장 진화
자유롭게 생각하는 로 로봇이나 의수, 의족, 휠체어 조종 등의 신경보장구가 상품화될

것임

RNA기반 혁신적 유전자 ∙RNA를 이용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억제함으로써 유전자치료에 활용할 수 있고, 

치료제 개발 조작 기술 줄기세포 등의 세포를 조절하여 세포치료에 이용 가능

그래핀 나노 국내 디스플레이 ∙그래핀은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태양전지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되면서 그 규모가

구초재 개발 산업의 발전 커질것으로 예상

무공해 저급 석탄 저가 에너지의 ∙국제 유가의 변동 및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저가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는

에너지 기술 등장 안정적 확보 현상이 뚜렷함

연료감응태양전지 다양한 ∙연료태양전지는 환경친화적이며, 다른 태양전지에 비해 산란된 빛에 의한 효율이

기술 개발 활용분야 좋기때문에 실내조명에 의한 발전이나 태양광에서 발전이 가능

지능공간 능동적 ∙지능공간 인지통신기술은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인지통신 기술 서비스 제공 사용자에게 능동적 서비스 제공

면역거부 반응 및
∙역분화 줄기세포는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나 면역거부 반응의

역분화줄기세포 윤리적 논란이 없는
문제점 극복이 가능함

세포

인체 통신기술의 새로워진 컴퓨팅 ∙인체통신기술을 이용해 사용자는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기들간에 간단한 접촉을 통해

발달 기술 인체 역 네트워크를 구성

인지로봇 기술 융합기술의 발달 ∙향후 지능로봇은 메카트로닉스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IT와의 결합을 넘어 인지과학과의

개발 적극적 융합으로 기술의 진보 가능성 추구

유비쿼터스 컴퓨팅

퍼스널라이프로그 환경을 위한 ∙퍼스널라이프로그 기술을 이용해 GPS기반의 위치정보를 기록하여 사용자가 자주가는 곳을

기술 개발 맞춤형 서비스 파악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행동특성 및 취향에 기반한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함

프레임워크 개발

� 새로운 예측프로세스를 적용한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미래사회 전망 [국내-13 : KISTEP, 2009] 

■목적

∙새로운성장동력산업을발굴하기위해서는미래불확실성을반 한미래사회전망과이를바탕으로한

미래유망기술발굴확보가필요함

■연구방법론: 시나리오, 설문지, 브레인스토밍

■내용요약

∙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미래유망기술수준평가를추진할수있는방안을개발하 으며기술성장모형을

활용한기술수준발전의예측방안을연구. 

∙전문가기반의최적화된미니(Mini) 기술 향평가방법을개발하여미래유망기술이사회에미치는 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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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경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비전 [국내-14 : STEPI, 2007] 

■목적

∙국가차원의연구를통하여범세계적인변화요인과국지적인변화요인을종합하여자국의발전과생존

전략을모색

■연구방법론: 메타분석, 사회연결망분석

■내용요약

∙미래주요이슈들을동인으로하여변화할미래한국의모습을세가지시나리오로정리하여‘조화속의

번 ’, ‘불안정한성장’, ‘갈등속의침체’로전망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권력의 이동
∙현재 및 미래에서의 권력의 핵심은 고급 정보의 획득 및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보 독점을

정치적 이슈의
위한 국가간, 사회구성 주체간 경쟁이심화하게 됨

등장 참여 정치의 부활
∙유∙무선 네트워크의 발달로 자발적 참여자에 의한 정치참여가 증가하게 되고 권력에 한

감시 기능이 강화됨

u-정부의 출현 ∙효율적인 정부 운용을 위해 네트워크에 기반한 전자정부 시스템이 도입되고 활용됨

신산업의 창출 및 ∙전통산업 및 타기술/산업과 IT의 융합으로 생산성이 제고되고 산업규모가 커지며, 로벌

경제적 이슈의 산업 간 융합 무역체계의 발달이 가속화됨

등장
경제주체의 다변화

∙프로슈머와 같은 새로운 경제주체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여성 및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주도세력 부상

접속 사회의 출현
∙유∙무선통신의 발달로 기존 사회적 관계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관계양식이 출현. 온라인

네트워크 공동체 등 발달

사회적 이슈의 감시와 통제 및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이 네트워크에 노출됨에 따라 이에 한 인권 침해 및 범죄의 가능성이

등장 사생활 침해 급증함

인간 능력의 진화
∙IT의 발전과 타신기술과의 융합에 의해 인간의 정신과 신체기능을 신할 수 있는 수단이

출현함. 로봇 및 인공지능의 발달 등

디지털 문화의
∙디지털 문화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쌍방향 교류를 가속화시킴

문화적 이슈의 창조 및 소비

등장
미디어 권력의 부상

∙정보제공의통로로서미디어가새로운권력으로부상하게되며, 특히온라인미디어의 향력이

급격히 커짐

지속적인 에너지 ∙산업화의 진전과 물류∙이동량의 증가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에도

에너지 자원의 소비의 증가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고갈
에너지원의 다원화

∙화석연료 수요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가격상승 및 환경문제 발생으로 태양력, 바이오매스,

풍력, 조력 등 체에너지원을 찾는 시도 활발

제반 환경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지구 사막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수질∙토양∙ 기 오염, 생물종의 멸종, 

문제의 발생 핵오염 등 제반 환경 문제 발생∙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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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기술예측 [국내-15 : IITA, 2008] 

■목적

∙미래사회의니즈를충족시키고세계시장을선점할수있는IT 유망기술및품목발굴을위한IT 기술

예측의필요성

■연구방법론: 델파이, 설문지

■내용요약

∙향후 2020년까지의 미래사회를 경제ㆍ사회ㆍ문화ㆍ기술적 측면에서 전망하고 120개의 미래사회의

니즈(needs)와이러한니즈를충족시킬수있는36개의IT 기술니즈를도출

※2006년에실시한제1차IT기술예측(‘IT 기술예측2020’)에이어두번째로실시된결과물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정보의 혁명 ∙정보혁명을 통한 전세계 연결망 구축으로 세계화의 가속

세계화의 진전
세계 경제의 통합화

∙세계경제의 통합화에 따라 e-커머스의 성장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원재료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

기업 활동의 변화개방적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며,이에 맞춰 기업들은

행태 구조로 변화 좀 더 자유로운 구조로 회사를 운

개인화 및
삶의 질 추구 ∙고령화와 개인화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윤택한 삶에 한 욕구 증

네트워크화 IT 기반의 관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IT기반 연결망의 발달은 네트워크시 에 부합한 새로운 이념적

안으로서 신 관계주의 이념의 등장을 초래함

전자민주주의 전자정부 ∙미래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정보의 온라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현 서비스 확 제공하는 원스톱 형태의 실시간 정부로 발전

수요자 중심의 ∙일정 시점에 다양한 서비스를 전체적∙종합적으로 받는 수평적 통합과, 삶의 단계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다른 차원의 지원을 주기별로 받는 수직적 통합이 동시적으로 진행

서비스의통합 및 IT를 통한 관리능력 ∙IT의 발전은 시장, 기업, 가족 등과 같은 다양한 공급주체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능력과

수명 증가 강화 관리 능력을 강화

노년층의 증가 ∙노년층을 겨냥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한 세계적 수요가 향후 10년간 급격히 증가

∙기술 진보의 새로운 형태로서 IT, NT, BT 등 신기술 분야의 상승적인 결합 현상은 더욱

신기술의 확산 및 가속화될 전망

기술의 융합화 가속 ∙기존 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해 기기, 산업, 서비스간

융합이 산업을 주도

정보통신
IT 기술의 활용 확

∙개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항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보다 많이 교제하며

기술의 진화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될 것

∙2020년 까지의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발전 트렌드는 기술의 복잡화와 사용자 접근의

디지털 네트워크 단순화라는 칭되는 키워드로 요약됨

기술의 성숙 ∙통합화 현상이 발생하여 Only one acommunication number 사회로 진전되어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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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트렌드 연구보고서 [국내-16 : KISDI, 2003~2008] 

■목적

∙IT에의한한국사회의주요변화를포착하고, 미래사회의이슈를전망함으로써, 미래정책이슈개발및

미래지향적인IT전략수립에기여하기위함

■내용요약

∙미래연구방법론에 한연구와검토를통해10 연구이슈를‘트렌드발굴→사회∙정책적이슈도출

→정책방향제안’이라는공통된미래연구프레임워크로접근하여30개의트렌드와35개의사회ㆍ정책적

이슈, 그리고48개의정책방향및정책과제를도출

■기타

∙현재3라운드(’09-’12) 과제“컨버전스시 의미래트렌드와정책방향설정”진행중

░1st 라운드(’03-’06) 

구분 산출물

<IT 발전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 파악>

(철학/인문 역) 고도 과학기술사회의 철학적 전망
세부 역별 보고서 (57권)

IT기반 미래 국가발전 (사회/복지 역)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전략 연구(Ⅰ) (경제/경 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미래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2003년도) (정치/행정 역) 21세기 한국정치의 비전과 과제
단행본(5권)

(커뮤니케이션 역) 한국의 문화변동과 미디어

※과제명은「IT의 사회∙문화적 향연구」로 수행

< 역별 IT로 인한 변화 흐름 파악 및 미래한국 조망>
세부 주제별 보고서(40권)

IT기반 미래 국가발전 (사회) IT와 사회관계의 변화, 지식정보사회의 미래사회

전략 연구(Ⅱ) (문화) IT와 미디어패러다임 변화, 디지털과 미래 일상공간
IT는 한국을 어떻게 변화

(2004년도) (경제) IT와 미래경제, 지식정보사회의 경제정책 시스템
시키는가?’ 중 편집서(1권)

(공공) IT와 공공부문의 변화, 디지털과 공론 형성문제

<21세기 한국 20 메가트렌드와 20 디지털트렌드 도출>

21세기 IT기반 정치행정 메가트렌드

21세기 한국경제 5 메가트렌드

한국사회의 메가트렌드

정보화시 의 문화변동

IT기반 미래 국가발전 21세기 한국 디지털 트렌드 : E-government와 정부의 변화 메가트렌드 코리아’단행본

전략 연구(Ⅲ) 21세기한국디지털트렌드 : 향후디지털경제의주요이슈와정책적시사점 (1권)

(2005년도) 21세기 한국 디지털 트렌드 : IT로 인한 5가지의 사회변화

21세기한국디지털트렌드 : IT가문화생산∙유통∙소비체계에미친 향 메가트렌드 & 디지털트렌드

<신규 역 기초연구 및 트렌드 도출> 보고서(40권)

(교육) 지식∙정보화 사회와 교육의 미래

(복지∙의료) 지식정보사회의 복지∙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공간∙환경) 지식정보시 와 공간∙환경의 패러다임 전환

(안전) 한국사회의 위험구조 변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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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t 라운드(’07-’08) 

구분 연구내용 산출물

<10 정책아젠다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제언>

컨버전스 환경에 비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구조의 선진화 방향 및 정책 개발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정책 연구보고서(10권)

IT기반 미래 국가발전 사회적 합의 수준 제고 방안

전략 연구(Ⅳ) IT 고도화에 따른 미래공공조직 구현 디지털로 하나되는

(2006년도) 로벌화와 통일에 비한 IT 미래전략 희망한국’전략보고서

정보화시 의 안전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IT정책

IT기반 계층간 양극화 현상 극복

창의적 인재 양성과 효율적 교육체제의 구축

구분 산출물

<10 연구이슈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제시>

광 역화에 따른 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새로운 웹 환경과 신비즈니스 모델의 미래전망

바이오 디지털 융합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전망

IT기반 한국사회 지식검색과 미래일상생활의 변화 정책 연구보고서(10권)

패러다임 변화 연구 (Ⅰ) 인터넷으로 인한 문화 권력의 변동 문 브로셔

(2007년도) 가상정부로의 진화 『MegaTrend KOREA』

저널리즘의 미래변화 단행본(1권)

디지털 컨버전스 생태계의 특징과 발전전망

IT를 통한 직무분담과 고용구조의 미래변화

미래예측방법론

<전략과제와 정책과제 수행결과 정책이슈 도출>

IT기반 한국사회
방송통신융합의 국가사회적 향과 미래전략연구(5 전략과제)

패러다임 변화 연구 (Ⅱ)
미래방송∙통신정책 연구(5 정책과제) 정책 연구보고서(25권)

(2008년도)
컨버전스 시 의 한국사회 메가트렌드 연구(15 메가트렌드 과제)

※’09년부터 과제명은「한국사회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연구」로 수행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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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예측 연구 [국내-17 : 국토연구원, 2009] 

■목적

∙우리국토특성에적합한독특한미래예측방법론을정립하여국토분야및지역별로미래를다양하게

예측하고이를기반으로바람직한국토미래를만들기위한정책방향제시및통일변수고려

■연구방법론: 브레인스토밍, 리얼타임델파이, 설문지, 퓨쳐스휠, 시나리오, 계층분석과정, 교차 향분석

■내용요약

∙메가트렌드를 6개의 역으로 정리, 각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향을 국토분야별로 종합하고

통합적국토예측방법론을활용하여주거분야시험예측

∙시나리오방법론을통하여한일해저터널의전망을분석한결과수송수단다각화라는측면에서이점이

될수있지만, 물류측면에서의활용가능성평가는부정적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미국의 상 적인 지위 하락하고, G20처럼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가 주도권 갖는

국제사회 다극화 다자주의 시

∙BRICs 부상하고 세계 부와 경제력이 아시아로 이동

∙바이오기술 산업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생물학적 병원균에 관한 전문기술과 역량이 테러

테러 및 국지전 증가 조직에 전파
정치 다극화

∙테러 행위자는 인터넷과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기후변화,  자원부족 등 초국가적 문제들로 인해 세계정부의 필요성 증가

거버넌스 강화 ∙신직접민주주의도래로국민이권력의중심에서고, 정보통신발달로정치인이불필요해지면서

국민과 정부가 직접 소통과 정책 조율

분권화 ∙국민국가의 주권이 외적으로 여러 국제기구로 분산

지역 및 국가간
∙FTA 확 추세로 인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세계화 확

경제 로벌화
경제협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부품/소재, 제조공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시 도래하고 이에 기반한 신제품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자원부족 및 지구 온난화로 탄소제로 주택 등이 일반화

자원부족
재해 및 질병위협 ∙지구온난화와 로벌화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가속화

에너지/자원 부족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교통수단이 녹색화, 지능화, 초고속화될 것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로 고령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을 위해 도시서비스가 다양화, 무장애화될 것

삶의 질 중시
∙가치가 가족과 여가중심으로 바뀌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로 전환하는 다운쉬프트 현상

가치관 및 문화 증가

다양화 개인주의 심화 ∙개인주의 심화되고, 소비자 측면에서 개인주의는 프로슈머, 트라이슈머, 트랜슈머로 나타남

노동 유연화 ∙재택근무,  플렉스타임, 파트타임제 등 유연적 근무형태 확산

IT, BT, NT, ET ∙IT 발달로 전자화폐 및 전자뱅킹 확 ,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달, 표준화나

과학기술 발달 및 기술 발달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기술패권주의 확립

융복합화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IT기술은 BT, NT 신기술과 융합하여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 2차 디지털혁명을 유도

∙IT, BT, NT 등의 결합으로 로봇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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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트렌드와 미래연구 [국내-18 : 부산발전연구원, 2007] 

■목적

∙부산이당면할미래트렌드를제시하여개인, 기업, 정부가전략을수립하는데기여

■연구방법론: 메타트렌드분석, 설문지

■내용요약

∙부산지역 전문가(사회과학 40명, 공학 80명)를 상으로 부산지역에 큰 향을 미칠 메가트렌드를

조사

∙가장부정적인 향을줄5 메가트렌드로는인구구조의변화, 중국및인도등의역할증 , 계층의

양극화, 오염및지구온난화등의환경문제, 에너지고갈로나타남

∙부산지역에만가질수있는독특한트렌드로해양산업, 금융산업, 관광산업, 화산업을꼽음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디지털 경제로의
∙디지털 경제는 향후 유비쿼터스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 진입할 것임

이행

중국, 인도 등 역할
∙중국은 IT, 일반기계, 수송기계, 섬유 등 전 산업분야에서 한국의 경쟁자로 크게 부상

증

경제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한 경제협력은 급속한 진전 또는 완만한 진전 가능

지식/윤리경 등
∙지식경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분류능력과 파괴능력 필요

신경 기법의 출현

다양한 금융서비스등 ∙모든 금융서비스가 한곳에서 처리되는 원스톱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

금융시장의 확

기술의 융합화
∙기술 융합은 산업 생산체계에 큰 변화를 유발

- 산업별가치사슬내에수평적통합과더불어다른산업의가치사슬로확장하여 역의재구성

∙차세 IT는 유비쿼터스IT(U-IT)를 의미

기술 차세 IT 기술
- 인간 중심의 컴퓨팅, 모든 사물이 서로 네트워킹화 등

∙1:1맞춤형 생산이 주도적인 생산방식으로 정착

- 휴 형통신기기수요증 , 침해하기는힘들지만사용하기쉬운보안기술의개발이요구될것

바이오 기술
∙2020년경까지 바이오 경제로의 진입이 가시화

- 윤리적 기준 설정과 사회적 합의는 미래 바이오기술 개발 및 산업에 지 한 향 미칠 것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

사회
∙고령인구 비중 증 는 서비스의 생산을 촉진시키고 공공부문을 확 시킬 것

계층구조의 양극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지식근로자는 상층으로, 범용근로자는 하층으로 편입되어 중간층 분해�

로벌화 ∙자국 문화산업에 한 각국의 전략적 육성 노력 가속화

에너지 고갈 ∙2차 전지, 수소에너지 등 연료저장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해결책으로 부상

환경 오염, 지구온난화 등
∙에너지 소비 수준과 구조 변화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 수행할 것

환경문제
∙제조물책임(PL)의 강화와 같은 다자 간, 양자 간 환경협약은 미래 국제무역의 핵심 규범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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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 보고서로 읽는 미래산업 [국내-19 : 삼성경제연구소, 2009] 

■목적

∙금융위기이후도래할새로운패러다임하의미래산업연구를통해한국기업의경 전략에조언

■내용요약

∙새 패러다임 하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미래기술과 미래산업을‘녹색성장’, ‘신기술, 신산업’,

‘IT산업’로전망, 우리기업이강점을갖고있는IT산업의현황을점검하고최신트렌드분석

※SERI는시스템다이나믹스모델링, 복잡계이론의사회경제계이용등의접근법을다양하게시도중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녹색 뉴딜사업의 ∙3重苦(경제/고용/환경)극복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부상

재조명 - 한국 : 친환경 SOC 와 녹색산업 투자 병행

풍력발전의 부상과
∙풍력발전이 경제성 확보, 교토의정서 발효로 화석연료 체에너지로 부각

녹색 성장 시사점

LED 조명 시장 성장 ∙고효율, 친환경 조명 LED의 급격한 시장성장 예상

급부상하는 자동차용 ∙친환경 자동차용 2차전지의 부상

2차 전지 - 합작, 전략적 제휴를 통한 네트워크 경쟁 등 주도권 확보 위한 경쟁 치열

국가 주도 ∙지능형 인프라, 바이오 제약, 청정에너지(환경, 에너지), 군무인화(항공우주, 서비스로봇), 

6 미래 기술 나노소재, 인지과학 등 6 미래기술 선정

경비산업의 성장
∙핵심 역량 응용으로 신사업 발굴

신기술 신산업 - 위치정보기술 > LBS/센싱기술 > U-헬스

수처리 기술의 진화 ∙막분리 고도 수처리 공정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정부의정책적 지원 필요)

바이오 기술의 활용
∙BT 역 : 에너지 환경, 화학, 전자 등(원가절감, 친환경 신제품 신사업)

역 확

세계 IT업계 실적 & ∙신성장 분야의 새로운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구조재편 전망 - 한국 IT기업 : 전열 재정비 및 경쟁력 강화, IT산업 체질 개선 필요

IT 컨버전스 진화
∙IT 컨버전스로네트워크-단말기-콘텐츠의가치사슬이수평적으로융합. 개인중심의컨버전스로

블루오션 개척

위치기반 ∙전략적 투자, 소비자의 저변 확 , 다양한 비즈니스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 제공 등 LBS사업

서비스(LBS)의 부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전략 필요

차세 저장장치
∙기존 특수 용도에서 기업 인프라용, 향후 개인용으로 채용될 전망

SSD 부상

IT 산업 초선명 디스플레이 ∙ 화면화로 인한 초선명 디스플레이의 필요성 두

개발 동향 - 국내 : 초기단계, 디스플레이장치 국내업체 선도

PC 시장의
∙저가격화로 기존 노트북PC 시장 잠식 및 수요 확

새로운 트렌드, 넷북

e-book 신성장의 ∙기술, 산업, 문화적 환경변화로 e-book 중화

주역, 아마존 - 킨들, 아마존(2007) : 온라인 유통사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선도

게임산업의
∙오락적 요소 외 교육/의료/훈련 등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기능성 게임으로 공익적 측면의

신조류, 기능성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 가능

※5 분야 : 교육, 스포츠, 의료, 국방,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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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후 세상을 말한다(LGERI 미래시리즈) [국내-20 : LG경제연구원, 2010] 

■목적

∙세계의변화흐름을파악, 21세기를주도하는기업을키움으로써다음10년 한민국의미래를준비

■내용요약

∙변화의핵심동력(Key Drivers)으로‘중국’, ‘자본주의2.0’, ‘고령화’, ‘이산화탄소’, ‘초연결(Hyper-

connection)’을선정

※LG Business Insight(LG주간경제) 경제동향(‘89-‘10) 발간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중국 정부, 기업, 가계의 선택이 전세계
∙커피와 치즈, 석유와 반도체, 이산화탄소, 미국의 주택 판매가격

세계의 중심축이
다른 나라의 정부, 기업, 근로자와 소비자의

등 많은 것들이 중국인의 선택에 좌우될 것

중국으로 이동
행동에직접적이고강력한파급효과미칠것

∙중국 기업이 업그레이드된 기술과 제품력으로 세계의 비즈니스

지형도를 바꿀 것

자본주의 2.0
국제교역, 국제간 자본, 인력 이동과 관련된

∙보호주의, 자본 및 인력이동(이민 제한) 등 통제 움직임이 감지
흐름이위기이전과다른모습으로전개될것

이산화탄소 문제는
지구환경, 자연, 인간, 공동체에 한 배려와 ∙기업은 경제적 가치의 발견과 구현방식, 로벌 생산∙유통∙

기업 비즈니스와
공존 등 비계량적 가치가 가장 핵심적인 판매 전략, 고객 커뮤니케이션과 사후 피드백 프로세스 등

정부정책의패러다임에
시 가치의 기준이 될 것 비즈니스 생태계 전면에 중 도전 맞을 것

지 한 향 미칠 것

건강과 의욕, 경제력을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NGO활동 등은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갖춘 고령자가 미래
고령자의 절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

모습 변화시킬 것
증가할 것 ∙고령인구의 부양, 사회인프라 정비 등과 관련된 비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심화 가능

블로그, SNS 등 웹2.0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시간, 장소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관계 형성과 커뮤니케이션

실현

사람과 기기와 ∙개별 고객과 1:1로 접촉, 맞춤화된 상품, 특화된 서비스 제공 등

네트워크 사이의 미래 비즈니스는 초연결과 함께 진화할 것

연결성이 폭발적 증가 ∙개인 프라이버시의 위협

(초연결성) 미래 비즈니스는 초연결과 함께 진화할 ∙기업 활동에 한 극단적인 투명성 요구

∙여론의 급격한 생멸

∙네트워크가 소규모로 분화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집단주의

∙극단적 신뢰와 극단적 불신의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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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후 세계경제의 뉴패러다임(LGERI 미래시리즈) [국내-21 : LG경제연구원, 2010] 

■목적

∙세계의변화흐름을파악, 21세기를주도하는기업을키움으로써다음10년 한민국의미래를준비

■내용요약

∙중국과미국사이의힘의이동, 정부의역할확 , 로벌화의불투명한전도등이예견됨. 이는기존의

사업환경과비즈니스전략에중 한교란혹은위협요인이될수있음

※LG Business Insight(LG주간경제) 경제동향(’89~’10) 발간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세계 경제 전반에 미국과 중국, 서구 선진국과 신흥 경제권

사이의 갈등과 마찰 초래 가능
21세기 로벌 경제의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중국과 신흥경제권

- 로벌통상,금융,자원,환경,노동,기술표준 등
세력중심 이동 (중국,인도,브라질)으로 이동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성장 모델이 많은 개도국들의 롤 모델이

될 것

∙미래 전략산업 지원책이나 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규제 응

국가와 시장의 위기이후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등에서 정부의 역할은 향후에도 계속 확장

새로운 관계 설정 흐름 변화
∙위기이후 실업자 및 빈곤층에 한 정부의 교육훈련, 의료혜택,

주거복지, 실업급여 지원 등 사회안전망은 정부 개입을 계속

필요로 할 것

로벌화의 불투명한 ∙각국 정부가 보호주의에 경도될 가능성 있음

전도 ∙ 로벌 자본이동(특히 해외직접투자)는 상당기간 위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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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미래예측기관들이 보는 10년 후 세상 [국내-22 : LG경제연구원, 2009] 

■목적

∙해외유력미래예측기관들의최신미래예측보고서에제시된10, 20년후미래상을통해우리기업이

보다장기적인시각에서미래를준비할수있도록기회와위험요소분석

■내용요약

∙경제적측면에서세계는다극화, 아시아로의부의이동가속화, 국가자본주의확산이예견되며, 미래의

도전과제로기후변화와자원고갈에 한 비및과학기술의진보, 삶의질향상, 지역분쟁및테러억제,

민주주의강화를추구해야함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아시아의 부상
∙신흥시장 경제의 부상과 로벌화의 확산에 따른 향으로 세계의 부와 경제적 향력이

서구국가들에서 아시아로 이동

국력 격차 완화
∙국가보다는 기업과 종교, 문화, 비정부단체 등의 조직과 개인의 향력이 점차 증가할 것임

로벌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들 사이의 국력의 격차도 점차 줄어들 것임

다극화 시
국가자본주의 확산

∙중국의 모델을 본받아 후발개도국들이 시장과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인구의 다변화
∙2025년 세계 인구는 약 80억명이 될 전망이며, 북반구에서는 30세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미만인 고령화시 에 접어들 전망

이산화탄소농도증가 ∙기후변화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10년 이내에 매년 1,500억~3,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임

기후변화와 물과 식량의 부족
∙2025년 30억 인구가 물 기근을 겪을 전망임

자원고갈
∙물 부족은 필연적으로 식량부족을 가중시킬 것

에너지 수요의 증가
∙2006~2030년까지 석유에 한 수요는 40% 가까이 늘어날 것이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 22조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IT의 발전으로 의사결정과정이 크게 개선될 전망임

의사결정 과정 개선 ∙향후 유비쿼터스컴퓨팅, 집단지성 시 의 도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즉각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것임
과학기술의 진보

∙나노, 바이오, 정보통신, 인지과학 간의 융합으로 인류문명이 근본적 변화

인간 문명의 변화 ∙인간의 윤리적 이슈를 낳을 수 있고, 인체에 한 나노기술의 부작용 가능성, 인간의 존엄성

위협의 문제가 두될 전망임

질병의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전염성 질병의 위협에 해 규제, 면역프로그램, 로벌 정보공유 및 응

네트워크를 구축 가능

∙웹 활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천국이 되었음

인류의 소비자 중심주의 강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 소비자 권리를 중요시 하는 사회로

삶의 질 개선 발전할 전망

은퇴 후 재취업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될 전망임

보편화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인력에게 새로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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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구변화가 한민국을 바꾼다 [국내-23 : 김현기 외(한스미디어), 2008] 

■목적

∙인구변화가가져올국가적차원의위기에 한사람들의의식을환기시키기위함

■내용요약

∙ 한민국은 2018년부터 인구감소로 돌아설 것이며, 이는 금융투자, 산업기술, 소비시장, 사회문화 및

비즈니스 역전반에걸쳐직간접적으로심각한 향을미칠것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① 자산운용 시장의 성장, ② 10년후,주식시장의 RealPeak, ③ 펀드투자전략(중장기적,리스크&

금융과 투자
기회와 위기의 안정 중립적 투자 패턴), ④ 미래 지향적 투자상품 (ETF/ ELS/ ELF/ ELD), ⑤ 부동산 투자 응

공존시 전략(기 수익률 저조), ⑥ 틈새부동산시장(고가주택및도심재개발), ⑦ 인플레이션연동채권

(중장기 재테크), ⑧ 역모기지론, ⑨ 연금투자전략(퇴직연금 & 개인연금), ⑩ 라이프사이클펀드

산업 기술의

① 물 비즈니스((화학->분리막처리, 선진국->아시아시장, 로컬기업-> 로벌자이언트), 

산업과 기술
비약적 발전

② 도시 인프라 시장, 메가시티(지역-국가 경쟁시 의 전조), ③ 태양광 발전, ④ 로봇 산업

(산업용 로봇 >인공지능 로봇 구조로 전환), ⑤ 생체인식실험(보안성 및 편리성 추구로 생체인

식산업 발전), ⑥ 인체 장기의 부품화(바이오 인공장기), ⑦ 환경지능(가상공간→기존공간의

이동), ⑧ 나노기술, ⑨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 ⑩ 로벌 저소득층 시장

소비와 시장 초고령 실버 사회
① 실버컨슈머, ② 여성마케팅, ③ 핵심소비자WHY세 , ④ 하이브리드소비, ⑤ 마이너리티

컨슈머, ⑥ 그린마케팅, ⑦ 동반자마케팅(고객&기업), ⑧ 기업통화(마일리지서비스, 포인트마케팅)

가족 해체 시 의

① 퀵앤컨비니언트 러브(결혼에 한 인식변화), ② 모자이크 한민국(다민족 다문화 사회), 

사회와 문화
새로운 돌파구

③ 올드 디(저출산 고령화로 인해단위노동생산성 하락), ④ 익스트림 리얼리티, ⑤ 코리안

슬로비족, ⑥ 특성화교육(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체제로 진화), ⑦ 채식주의자 시 , ⑧ 가족

해체 현상의 심화

멀티코드시 를 ① 프로페셔널 인재들의 퓨저니즘 생존법칙(멀티플레이형 인재 필요), ② 싱 코드를 넘어 멀티

비즈니스
선도할가치조합경 코드의시 로, ③ 창의성제고를위한사무공간혁신, ④ 알파걸, ⑤ 액티브시니어, ⑥ 평판조회

(기업내부 운 방식 시 의 신뢰 구축, ⑦ 직장 내 프렌드쉽 및 가족 친화적 경 의 부상, ⑧ 가치생산에서 가치조합

및 조직문화 변화) 경 으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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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처코드 [국내-24 : 미래전략포럼, 2008] 

■목적

∙미래전략포럼’에서진행된각분야전문가들의연구를종합하여미래에 한장기적비전제시

■연구방법론: 브레인스토밍(전문가세미나, 심포지엄)

■내용요약

∙ 한민국의미래를기업, 문화, 기술분야로나누어관계ㆍ학계ㆍ재계전문가들의다양한견해에비추어

보았을때세계일류국가, 기업, 국민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미래를예측ㆍ혁신ㆍ창조하는일이필요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한민국 국가
소프트파워 시 ∙하드파워(자본력, 군사력)→소프트파워(지식력, 정보력, 문화력, 기술력, 품격)

전략
세계화, 정보화, ∙국민국가의‘특권적 지위’→ 세계화, 지식정보사회의‘상 적 지위’로 변화

지방화 ∙IT중심의 지식정보역량 : 세계적 네트워크 구성에 중요한 자산

세계정보화, 21세기 ∙21세기 복합시 의 무

그물망 지식국가
역사의 틀 전환 - 지식(<정보기술혁명), 문화(<탈냉전), 환경(<경제성장)의무

정보 기술 혁명 ∙정보기술 혁명 → 복잡한 그물망 형성(다중심, 무중심, 연결작동)

그물망 지식국가 ∙21세기 국가 : 그물망 국가&지식 국가(안보, 번 , 문화, 환경국가)

흔들리는 가족 10년후 가족
∙한부모 가족 확산, 복합가족 구성, 동거 확산(미혼동거→비혼동거), 신가족(공동체, 동성애가족)

출현

에너지 부문의
∙화석 에너지 가격의 상승, 에너지 관련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중요

에너지와 미래 변화를 이끄는 힘

에너지 시장 개방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 네트워크 에너지(전력,가스)시장의 개방화, 민 화, 자율화

병들어 가는 ∙빠른 인구증가(’28년 80억, ’54년 90억명) → 지구의 과도한 착취

지구 ∙에너지 소비 급증→지구온난화(교토의정서 발효, but 미흡)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의 특징 : global, soft, network

기업 가치 공동 창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고객의 상호 작용으로 공동 가치 창출

인재가 경쟁력 ∙인적자원 :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자원, IT산업의 경쟁력

IT 산업 기술 환경과
∙신기술 출현 → 기업간 경쟁환경 변화 → 산업전반 환경변화 → 고객의 니즈, 정책 변화

기업의 변화

미래 기술 변화 유비쿼터스기술발달
∙유비쿼터스 특징 : 지능화, 이동성, 개인화, 상시접속

∙차세 ERP : 인간중심형 확장형 통합, 차세 IT(Web2.0,무선인터넷)

미래 노동 유비쿼터스 노동 환경 ∙유비쿼터스 노동의 질적 변화 : 지식화, 디지털노마디즘(신유목민)

패러다임 일자리 변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통합의 문제(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심화)

미래 문화 유비쿼터스형 문화 ∙문화콘텐츠의 유비쿼터스화 : u-편리성, u-안전성

콘텐츠의 진화 콘텐츠로 진화 ∙유비쿼터스형 문화콘텐츠 : u-유용성, u-유희성

정보 통신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유비쿼터스 사회의 정책방향

산업의 경쟁 진전, 유효경쟁 확립 - 서로 다른 기종의 망간의 유효경쟁 유도 > 서비스 활성화, 시장 확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제공방식의 변화 : On-demand환경, SaaS모델

미래 생태계 변화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의 변화 : OSS,API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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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KOREA Scenario [국내-25 : 한국 CEO포럼, AT커니 코리아, 미래경제연구원, 2007] 

■목적

∙한국기업들이성장과혁신을이룰수있는다양한전략을제시하고, 그방법론을모색

■연구방법론: 시나리오

■내용요약

∙한국경제의불투명성을가중시킬가능성이높은5가지동인으로세계화, 지리, 인구, 과학기술, 자연자원,

환경등을선정, 이들간의연계성을고려하여발생가능성이높은예상사건별로미래전망을추리고그

안을‘시나리오플래닝’으로제시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한중일 3국간 교역규모 급증
∙두나라씩 각각 쌍무협정을 맺는 형태로 3국이 하나로 묶일

것으로 예상

동북아시아 지역의 소비자 욕구의 로벌화
∙IT 발달로 소비자 욕구 수준이 전 지구적으로 상향 조정

경제 통합
∙주요 시장이 단일화되고, 지역적 구분이 사라질 것

자본과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적 적
∙단기적 Capital Gain만을 목표로 한 적 적 M&A 위협 증가

M&A 및 인재 유출 위험도 심화
∙기업의 인재관리 무숙, 낮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 등으로 점점

더 많은 인재들이 해외로 탈출

한국의 지정학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수면 위로 ∙지정학적 다이내믹스를 움직이는 핵심열쇠는 미국과 중국이

리스크
서서히 부상 쥐게될 것

중국 중심의 다극주의 ∙중국은 경제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패권국가로 부상 가능

고령화로의 빠른 진전은 생산 인구의 ∙경제활동인구중20~49세의인구가현재의60%에서 50% 로

공동화로 이어질 위험 증 떨어짐(2013년)
한국의 고령화

노년층의 기득권 강화 노력 심화
∙세 간의 갈등 고조로 인해 노년층 로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

높음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
∙ 로벌화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간∙국가간 이동의 활성화 등에

따라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도 경쟁적으로 이뤄짐

중국의 맹추격 : 로벌 인재 유치와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방향성은 기술추격이 아닌 기술

기술 혁신
선진 기업 M&A

추월

- 기술 확보용 M&A 시장의 강자로 떠오름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이겨내지 ∙2013년 중국은 한국의 기술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98.2수준

못하는 한국 까지 따라옴

에너지 위기
∙선진국들은 체에너지 개발과 환경 규제 강화에 매진

- 향후 각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동인

교토 의정서의 향력 발휘
∙2013년,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국제적 환경규제 심화

천연자원의소비증 와 - 규제와 더불어 환경과 무역을 연관짓는 추세 강화 예상

환경 오염 문제 에너지 多소비, 원자재 多수입, 低환경 ∙한국의 체에너지 개발은 미흡한 상태여서 새로운 에너지

경제의 위기 시장에서의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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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메가트렌드 선행연구 주요 결과

� 미래기술 전략지도 2025 [국외-01 : 일본 경제산업성, 2009]

■목적

∙주요산업기술분야의시장동향을파악하고국가또는민간에서 응해야할중요기술을추출. 경제산

업성이연구개발프로젝트를기획∙입안하기위한정책인프라정비

■연구방법론: 시나리오, 로드맵

■내용요약

∙정보통신, 나노테크놀로지∙재료, 시스템∙신제조, 바이오테크, 환경, 에너지, 소프트파워, 융합부문의

기술전략지도2025년이라는중장기적관점에서조감

■기타: 2005년부터매년일본경제산업성은‘기술전략지도’를제작공개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소비자의 사용 욕구 ∙유비쿼터스시 에 소비자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얻기 위한 욕구가 생기며, 

정보통신 기술의 증가 이를 충족하는 기술개발 필요

성장 규제/제도의 개혁 ∙정보통신분야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에너지 사용 규제 및 환경오염

방지 위한 규제∙정책 필요

샘플 제공 및 실용화 ∙연구개발의 성과를 보급시키기 위해 개발된 샘플을 제공하여 실용화를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나토테크놀로지 촉진 있음

산업의 등장
사회 수용

∙사회적 수용을 위해 나노입자의 캐릭터화, 인체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향 등 잠재적

과제를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창업/사업 지원
∙로봇산업의 시장 태동단계에 관련부품 등의 전시회 개최 및 창업 등을 지원하여 시스템

시스템/신제조 개발자, 로봇사용자 등과 조화를 꾀해 산업의 확 필요성 증가

분야의 육성
지적 기반 정비

∙시스템/신제조 분야는 높은 지식집약적 산업임

∙따라서 지식정보DB를 도입하여 관련기술의 노하우 축적 필요

지적 기반 정비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연구관련 논문 및 특허출원 등과 같은 지적 결과물에 한 전략적

바이오테크 보상 및 응 지원 필요

산업의 육성
가이드라인 정비

∙공학적, 생물학적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상세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재생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개발의 신속화 도모 필요

기준/표준화 추진
∙3R(Reduce,Reuse,Recycle)기술, 제품, 평가방법 등에 해 표준화햐여 할 항목은 적절한

환경 오염의 표준화 활동을 실시해 보급을 촉진

최소화
도입 보조 및 지원

∙온난화 억제의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및 프레온가스 배출 억제에 이바지 하는 기업에 해

세금감면 등의 보조 실시

에너지 효율 종합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개발 목표 : 초연소 시스템 기술, 시공을 초월한 에너지 이용 기술, 

증가 향상
에너지 절감형 정보 생활공간 창조 기술, 선진 교통사회 확립 기술, 차세 에너지 절감

디바이스 기술

기업/사업 지원의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에서 벗어나 콘텐츠 비즈니스의 확산을 촉진

소프트웨어 필요성 증가

기술의 발전
인재육성

∙무형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관련 인재의 육성이 절 적이므로 장래성있는 인재 등에

한 해외연수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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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Trend 2025 [국외-02 : 미국NIC, 2008]

■목적

∙주요 로벌트렌드와여러변수들, 그리고그관계를밝힘으로써미래를전략적으로사고하는데도움을

주기위함

■연구방법론: 시나리오(전문가세미나)

■내용요약

∙2025년의모습은과거와의불연속성, 쇼크, 그리고놀라움의복합체가될것. 가상시나리오로‘서구가

배제된세계’, ‘에너지쇼크’, ‘BRICs간의갈등’, ‘불완전한국제시스템’등을예견하면서국제적리더십의

필요성역설

■기타: Global Trends는4년단위로세계의미래를예측하여 통령당선자에게보고되고있음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세계 경제의 축 중국과 인도의 부상 ∙두 국가의 국력은 강성하나 국민은 상 적으로 빈곤

이동(서양→동양) BRICs 부상 ∙G7국가의 총GDP와 등한 수준이 될 것

중산층의 성장
세계중산층인구증가 ∙중산층 인구가 4억 4천만명에서 12억명으로 증가( 부분 중국과 인도 출신)

양극화 두 ∙빈민층이 약23% 감소할 것이나 63%의 빈민은 상 적 빈곤 심화

국제금융의 국제금융계의 세계화∙다극화 ∙미국의 지배력 약화 및 경쟁과 복잡성 증

다각화 체제 ∙지역별로 지역금융센터에 투자가 확 되고 지정학적 안정을 도모

여성이 지정학적
여성의 정치∙경제력 신장으로

∙향후 20년간 직업을 갖는 여성이 증가 한다면 고령화가 초래할 경제적 충격이

변화를 이끄는
향후 20년간 세계 지형도 변화

완화될 것

요인 ∙여성의 정치참여 증가로 정부의 통치행위 개선

교육이 2025년 국가 부가가치 창출 여부는 ∙중국 등 규모 개도국이 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에 성공하면 미국의 입지는

세계정세를 중고등교육의 질과 접근성에 따라 줄어들 것

주도하는 요인 달라질 것 ∙미국은 세계교육시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인구증가∙감소∙ 2025년 세계인구는 80억으로
∙인구증가는 주요 천연자원의 수급 및 서비스분야, 인프라에 압박이 가중

다양화의 동시 증가

발생 국가 간 지역 간 인구이동 증가 ∙인접지역간의 '경제적 격차와 치안 격차'로 인구이동은 계속 증가

다극화 체제 비국가 세력의 파워 증가 ∙기업, 부족, 종교단체, 심지어 테러조직의 파워가 증가

한반도 통일 남북 연합 탄생 가능 ∙엄청난 재정적 부담 발생. 비핵화를 둘러싼 전략적 결과들 발생 가능

테러, 핵확산, 

전쟁은 국제적 테러조직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남 ∙테러단체가 과학기술 확산으로 생화학 살상무기 등을 입수 가능해짐

문제로 존속

탈석유시 의도래 석유는 청정연료로 점점 체 ∙석유, 천연가스의 체자원을 제공할 획기적인 기술혁신 가능

에너지와 식량 확보를 위한 ∙에너지 공급의 접근권 확보, 에너지 생산/수송에 한 테러와 강탈 위협 등으로

물 부족, 식량난, 경쟁과 갈등 심화 군사 분쟁 촉발 가능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국가간 이해득실차 ∙기후변화로 이득을 보는 국가 발생

발생 - 기후변화로 러시아,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등이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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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vation 25 [국외-03 : 일본 이노베이션 추진본부, 2007]

■목적

∙아베총리의연설(‘06.9.29, 제165회국회) 중에포함된정권공약의하나로일본의성장에공헌할수있는

혁신창조를위한장기적전략지침마련

■내용요약

∙2010년(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까지와 2011년 이후(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ㆍ재료, 에너지, 생산, 사회기반, 프런티어 분야 등 8 중점

과학기술개발로드맵제시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일본의 인구감소
2025년까지 1,350만명 감소

및 고령화의
고령자(65세이상) 1명 비 ∙잠재성장률 저하

급속한 진전
생산가능인구 감소 (if.여성취업 및 고령자의 활용과 생산성 향상이 미달성될 경우)

2005년3.3명->2025년2명

지식사회∙정보화
정보화사회 진전에 따른

∙소비자가 해외 상품과 서비스(의료, 교육 포함)에 쉽게 접근 가능

사회및 로벌화의
로벌화의 폭발적 진전

∙지식과 인력에 한 세계 쟁탈전

폭발적 진전 ∙ 로벌화의 진전으로 남북격차 확 가능성 있음

2025년 80억 명으로 세계 인구
∙아시아 지역에 47억 명이 집중될 것

증가

자원 및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특히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는 심각

증가 ∙국제시장 수급의 핍박화 발생시키고 환경문제에 커다란 향을 끼침

지구의 지속 세계적 인구증가와
∙지역적 환경 악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 가능성 높음

가능성을위협하는 경제성장으로 지역적 환경 악화

이슈의 증가 물이용의 불안정화 ∙2025년 세계 40억명이 물 스트레스에 노출

최빈국(지역)의 식량문제 지속 ∙세계 양부족 인구는 감소하나 아프리카 등 최빈국(지역)의 식량난은 지속

테러위협의 지속 ∙전세계 국가를 상으로 한 테러 위협 지속

전염병이 세계에 미치는 향 ∙ 로벌화 진전, 개도국 인구증가 및 개발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전염병의 향

증가 증가

※ 2025년 일본의 5 비전 제시

1) 평생 건강한 사회 : 인체기능 보조∙재생 의료 실현

2)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 재해정보시스템 구축

3)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 고령자∙장애인의 재택의료 및 보호

4) 세계적 이슈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 바이오매스(Biomass) 자원의 활용

5) 세계에 열린 사회 : 언어장벽을 넘는 음성 커뮤니케이션 실현

※ 5개 비전(사회목표)별로 중점 과학기술 개발 로드맵(2010년, 2011년 이후) 제시

- 정보통신, 환경, 나노기술 등 8개 과학기술 연구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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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Trade: Possible Futures [국외-04 : 국 DTI(Horizon Scanning Centre, 2009]

■목적

∙2020년까지의세계무역전망을네가지상반된시나리오로작성하고정부정책에반 되도록함

■연구방법론: 시나리오

■내용요약

∙자연자원의이용가능성과국가간문제에있어국제기구의역할이다가올10년에있어서중요한 향

요인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네 개의 시나리오(‘Global innovation’, ‘Global

citizen’, ‘Fragile alliances’, ‘Deglobalization’)를제시

구분 전망 내용

∙2015년의‘기후위기’: 국제공동연구 촉진

∙인구증가, 자원고갈, 기후변화가 불평등수준의 해소를 늦춤

시나리오1
∙서구기업은 기술제조 컨설팅 서비스와 지원교육으로 이득을 취함

로벌 혁신
협조 - 결핍 ∙2013년까지 새로운 가스 기업연합의 위협과 함께 주요 석유가스 수출업자(국가)들의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협상이 신 에너지기술 연구개발을 선도

∙2015년 기후변화로 인해 흉작∙심각한 홍수 등이 발생, 정부의 위험인지. 1년내 국가 및

지역연합이 탄소세의 수익을 저탄소기술 등에 투자하는 새로운 국제기금에 할당

∙2010년 경기침체 종식(거 한 신흥경제가 로벌 수요를 회복)

∙위기이후 각국은 공동 협력을 확 (규제 강화, 제정위기 모니터링) →국제무역과 자금흐름의

시나리오2 신뢰 회복(무역은 지속적 성장)

로벌 시티즌
협조 - 풍요

∙지적재산권이 보호받고 신기술 범위에 국경을 넘는 투자를 선도

∙선두적 로벌기업(특히 아시아 다국적기업)들은 하이테크놀로지 생산품의 혁신과 디자인

향상에 빠르게 진입

∙국제적 무역 균형 향상, but 로벌통화 불균형 존재

(10년간 세계무역을 불안정하게 함)

시나리오3 ∙자본이나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후퇴

허술한 동맹
분열 - 풍요

∙쌍방 간의 거래형태는 자원생산국 기업 연합활동에 의해 결렬

∙정부는 보조금과 정치장려금의 혼합으로 주요 산업을 지원

∙교역과 기후변화협정의 부진으로 국수주의 정책 재발

∙국가에너지 연구프로그램이 변동 심한 무역상 에 한 의존을 줄이도록 도입

∙협조 부족, 국제재정시스템 개혁 실패

∙ 로벌 신뢰 추락, 경기침체는 상품 가격 정체, 무역과 투자에 슬럼프를 연장

시나리오4
조합 - 결핍

∙가뭄과 기상이변에 의한 수출제약, 높고 변동성 있는 식품가로 식량 생산에 지장 초래

역(반) 로벌화 ∙경기침체에 해 국수주의자와 지역주의자는 보호무역주의를 부활, 반세계화가 진행 중

∙국제무역은 여전히 지속, 국가 관리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지배, 부패와 조직범죄 만연

∙개도국은 국제적 식품과 상품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피해

(국내 보조금, 수출 제약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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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ma Scan [국외-05 : 국 DTI(Horizon Scanning Centre, 2010]

■목적

∙세계적수준의미래보고서들을기초자료로하여사회및과학기술의전망을통합적으로분석함으로써

정부의미래전략과정책결정에방향제시

■연구방법론: 스캐닝, 인터뷰

■내용요약

∙각국가별, 기관별, 기업별미래연구보고서와전문가인터뷰를토 로, 경제∙환경∙정책∙사회∙기술

분야270여개이슈를도출하고보고서로정리

※시그마스캔: 국HSC(Horizon Scanning Centre)에서운 하는미래전망사이트(www.sigmascan.org)

분야 이슈 보고서명

∙지식경제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미래

∙고령화 : 국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향

경제(32개)
∙소유의 종말 : 공산품의 유비쿼터스 임

∙테크놀로지의 아이들 : 기술과 상업적 재능을 가진 젊은 세 의 출현

∙하이테크시장 특화 : 특화된 니치 비즈니스 정책에 한 요구

∙정보에서 통찰력으로 : 지능적 지원과 정보 과부하의 극복 등

∙인구 관리가 온도 변화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피드백 메커니즘이 지구온난화를 앞당길 것인가?

환경(28개)
∙배출가스 억제 : 강제관리를 통한 탄소배출 감소

∙언어장벽의 붕괴 : 인간 동물 간 소통의 개발

∙저탄소 경제의 도래

∙재앙 예측을 통한 생존 보존 등

∙감시사회 : 국가적인 아이디카드 도입

∙친구의 재회 : 중국과 러시아의 재회와 새로운 힘의 축으로 부상

정책(33개)
∙ 량 살상무기와 테러리즘의 급증

∙가상민주주의 : 온라인 정치활동

∙신뢰의 감소와 인습적인 정치와의 립

∙사람의 이동 : 교통기반시설에 한 압력 가중 등

∙클릭으로 시작하다 : 온라인 가상 관계

∙가상 범죄 : 인터넷 범죄의 증가

∙집 만한 곳은 없다 : 재택근무와 e-커뮤팅의 증가

사회(40개) ∙소비자에서 창안자로 : 컨텐츠 혁명과 창조 인력의 증가

∙노동력을 지배한 여성?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 : 세계화시 의 범죄 네트워크

∙개인주의와 사회 결속력 약화의 증가 등

∙두뇌 유출에서 두뇌 순환으로

∙선도적 상황인지 컴퓨팅의 증가

∙과학적 open-access의 증가

기술(140개)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나노스케일 프로세서의 광범위한 채택

∙보안 : 기술과 혁신과 인간 접근의 결합

∙감지와 추적 : 언제 어디서나 어느 것이든 찾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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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 Internet 2020 [국외-06 : European Communities]

■목적

∙경제침체와전세계적경쟁, 기후변화, 노령인구증가등많은도전적과제에직면하고있는유럽의

미래에있어그 비책으로서인터넷의앞날을전망

■내용요약

∙인터넷분야에서유럽이앞서가기위해서는유럽위원회는‘연구기지강화와확충’, ‘EU 공동연구개발

사업내R&D 강화’를, 유럽위원회와산업계는‘공공-민간협력관계(PPP) 구상’, ‘ICT에 한지식혁신

공동체지원’을, 각회원국들은‘유럽의진정한협력관계수립’, ‘국제적파트너들과의연구협력’할것을

제언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개인의 로벌 어디에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디지털 자원(문서, 동 상, 연락처 정보)은 집에서 사무실과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 있는 콘텐츠
다양한 환경에서 끊김없이 공유

∙콘텐츠는 쌍방향적이며 상이한 포맷과 그것이 사용되는 환경에 맞게 변환됨

웹 기반 서비스
인터넷이 강화된 서비스

∙구체적인 서비스품질(QoS)에 따라 어디에서나 진정한 광 역 인터넷 접속이

경제
가능

∙다중 방식의 상호작용 개념과 유비퀴터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널리 사용될 것임

∙소셜 네트워크 단말기는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상황에

맞게 만들어질 것임
초 광 역 서비스 어디서나 풍부한 상서비스

∙새로운 검색은 문자 뿐 아니라 사진과 소리, 상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다중적인

방식이 될 것임

∙인간과기계사이의 화를지원하기위하여, 지능형보조장치가‘디지털메모리’에

혁신적인 디지털 메모리
의해 가능함

∙디지털 메모리는 특정 사용자에게 장착되어 인간의 기억을 디지털적으로 연장

물리 공간과 시켜 낼 수 있음

디지털 공간이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이 동시에 제품(ex-세탁기,냉장고 등)에 말을 할 수 있고

연결되는 인터넷
비즈니스 프로세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음

개선
∙가전제품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됨

ex) 지능형생체내장비는약물을감염된기관에보다가까이투여하게만들어서,

필요한 시약의 양을 줄이고 부작용의 위험을 감소

∙매쉬업은 시장을 개방하고 관련된 사물에 기반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개인별 맞춤형 매쉬업(mash-up)을 위한 하는 지원 플랫폼을 요구함

매쉬업 인프라 - 위치와 환경 인식, 데이터 검색 및 쉬운 접속성,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애플리

케이션 플랫폼 개발, 시맨틱 기술

∙미래 인터넷은 각각의 서비스가 내재적인 보안과 ID확인의 보장을 요구하는

복잡한 웹서비스로 구성될 것임

정보보호 및 보안 보다 안전한 정보 이용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비즈니스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임

∙발생될 윤리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보호/보안측면의 쟁점

- 데이터 추적 및 소유권, 비즈니스 모델, 개인정보보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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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와 전략 2050 [국외-07 : 국제에너지기구, 2008]

■목적

∙클린에너지기술의현황과전망에 한심도있는분석을제공함으로써친환경기술에 한미래요구를

환기시키고각국의의사결정자들이장기적인에너지정책을마련토록도움

■연구방법론: 시나리오

■내용요약

∙ACT 시나리오에서는진보된기술을통해'50년까지전세계CO2 배출량을현재수준으로회복할수있을

것이나, '50년까지추가적인투자비용으로17조달러가필요할것으로추정

∙BLUE 시나리오에서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2050년까지(현수준의) 50%로감소시키는방안을제시, 이

시나리오는완전한성공을예측하기어려울뿐아니라비용이더높아짐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1) ACT 시나리오

화석연료의 남용 CO2 배출량 증가

∙현존하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인 진보된 기술을 통해, '50년까지 전 세계 CO2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음

2) BLUE 시나리오

∙추가 투자 금액은 '50년까지 최 45조 달러임(05년 달러기준)

1) ACT 시나리오

∙미래의 수송 분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은 자동차 효율의 향상과 하이브리드의

수송수단의 수송분야의 연료 보급 증가를 통해 폭적으로 감축

에너지 사용 증가 효율성 증가 2) BLUE 시나리오

∙다른 비탄화수소 옵션이 수송부문에 적용되기에는 매우 비쌀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가 될 것

1) ACT 시나리오

∙현재 석유 사용량보다 '50년까지는 12%선까지 상승할 것이지만, 다양한 연료의

석유시장의 균형 개발로 석유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

2) BLUE 시나리오

∙’50년에 오늘날보다 실제로 27% 적은 석유 수요가 예상됨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효율성 증가

∙ACT 및 BLUE 시나리오 모두에서, 건물, 전기기기, 수송, 산업 및 발전에서의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및 효율향상이 가장 크고 비용 효율적인 절감

원자력으로의 1) ACT 시나리오

기술투자 ∙’50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총 추가 투자 비용은 7천억 달러 예상

전력 분야의 투자 증가
2) BLUE 시나리오

∙’50년까지 전 세계 전력의 46%가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나옴

∙’50년까지 매년 32GW 용량 건설을 기반으로 원자력으로의 실질적 전환은 6%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

연구 개발의 공공/민간분야
∙상용화첫단계의위험을줄이고새로운기술의 규모실증을위해서정부의 후원필요

필요성 투자의 필요성
∙기초과학은 주요 분야에 있어 혁신적 돌파구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과

기술의 연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규제와 혜택의
규제의 필요성 ∙건물, 전기기구 및 차량에 한 엄격한 효율 규제가 모든 시나리오에서 필수임

적절한 조화 혜택의 필요성
∙민간부문의 투자는 기술보급과 확산의 중요한 촉진제임

∙기술개발에 한 혜택을 주고 장려에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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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국외-08 : UN, 2008]

■목적

∙‘세계미래회의’에서예견한미래전망을기반으로21세기개발목표수립

∙민간차원의미래연구및교육기능활성화를위한사회적공감 마련

■연구방법론: 델파이

■내용요약

∙지속가능한발전, 깨끗한물공급, ICT 융합, 여성지위개선등15개과제선정(’08) 

■기타: 50여개국1500여명의미래학자들이참여하는UN산하기구로국제미래전략그룹과유엔 학교가

연구를주도, 매년UN미래보고서(State of the Future) 발간

목표 과제 내용

’90년에서 ’15년까지 하루 1불 이상의 소득으로 생활
∙식량가격상승으로1억명이상이절 빈곤으로전락할것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절 빈곤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완전고용은 달성 가능성이 희박

기아 퇴치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90년에서 ’15년까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세계적인 식량물가 상승으로 기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어려움에 처함

보편적 ’15년까지 전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계획적 투자와 정치적 의지가 초등교육 등록에 광범위한

초등교육 달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향상을 가져옴

양성평등과 ’05년까지 초등/중등교육에 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빈곤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여학생이 학교를 계속 다닐수

여성능력 고양 ’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에 도달한다 있도록 특별 조치 필요

유아사망률
감소'15년까지 ’90년 기준 5세미만 유아사망률의 2/3를 ∙유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기 수준보다 여전히

감소시킨다 높음

’15년까지 ’90년기준 산모사망률의 3/4를 감소시킨다 ∙모든 지역에서 산모의 건강관리 향상

산모건강의 증진 ’15년까지 모든 여성이 출산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청소년 출산은 느린 속도로 감소

한다

HIV/AIDS,
’15년까지 HIV/AIDS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

∙AIDS는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끊임없이 확산

말라리아 및
놓는다

기타 질병퇴치
’15년까지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생을 막고

∙’15년 결핵발병률 50% 감소 달성여부 불투명
감소세로 전환시킨다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을 국가정책과 계획에 통합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실천 필요

유실된 환경자원을 회복시킨다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줄이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멸종율을 ∙토양과 해양 보호를 위해 모든 보호지역의 보존이 이루

지속가능한 2010년까지 완화시킨다 어져야 함

환경 보장 ’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목표달성을 위해선 기존노력의 2배 필요

못하는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

’20년까지 빈민 가에 거주하는 적어도 1억명의 삶의 질을
∙저비용의 간단한 조정으로 다수 빈민층의 삶을 개선 가능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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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Road Map of Unified Communications Until 2013 [국외-09 : 일본 노무라연구소, 2008]

■목적

∙다가올5년간의IT 트렌드에 한예측을제공하여기업전략을수립하는데조언

■내용요약

∙기존의통신시스템이한번에하나의기능만수행하는데그쳤다면, 2009년이후2013까지여러기능이

통합된형태의멀티커뮤니케이션의시 가도래할것

■기타: 일본노무라연구소는매년연구보고서(Annual Report)(‘02-‘09)를발간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비즈니스 분야에 적용 가능 ∙새로운 경험의 창출, 업무 형태의 변화

초기 단순한 소프트웨어 도입 ∙웹 컨퍼런싱 등에 적용 수준(음성, 비디오, 데이터의 통합)

통합커뮤니케이션 기술발전 통합 커뮤니테이션 기술의 선도업체 등장 ∙일본 시장을 기반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

(다양한 커뮤니케이션미디어 ∙누가 커뮤니케이션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상황 확인이 되고, 

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례없는 가치 경험

언제든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통합가능한 기술 및 ∙유럽, 미국에서도 모바일폰이 장착된 PC소프트웨어 관심이

소프트웨어) 증폭될 것으로 예상

IP와 연동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
∙모든 장치에 IP를 부여해 어디서든 장치의 상태 확인 및 사

용가능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임

Wireless connection
NGN, WiMAX 등 향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어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사용을

기술 진화 위해 모바일 기술의 발달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목표 과제 내용

최빈국, 내륙국가, 소규모 도서개발도상국의 특별한 ∙’10년까지 아프리카 원조가 두배이상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를 다룬다 는 개발원조의 상당한 증가 필요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과 ∙선진국의 농산물 보조정책은 계속된 반면 개도국의 공적

개발을 위한 금융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킨다 농업보조금 지원은 중단토록 권고

국제 파트너쉽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를 포괄적으로 취급한다 ∙개도국의 외채는 감소

구축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필수의약품을 개발도상국에 적정 ∙낮은 수준의 의약품 구비와 높은 가격이 개발도상국의

가격으로 제공한다 필수의약품 이용을 저해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이 신기술, 특히 정보
∙휴 폰이 개발도상국의 통신산업분야 발전을 견인

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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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 [국외-10 : 미국 RAND 연구소, 2007]

■목적

∙생명공학, 나노기술(광의), 소재기술, 정보기술과같은 역에서의기술경향과세계와연관된함의에

해, 예측이나예보가아닌일련의전망을제공하기위함

■내용요약

∙2020년이되면다양한과학분야가사회에심오한 향을주는"수렴점"으로통합될것, 이를위해여론,

연구개발투자, 교육, 식자수준이기술구현에있어방해요인이아닌추진동력이되도록해야하며

인프라를구축, 지원및공공정책마련이필요.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20년에 다음과 같은 생물공학 응용분야의 기술적 구현 가능

- 맞춤형 의약품 : 환자 정보 및 질병 상태에 한 데이터베이스와 신속하고

다양한 유전자 시퀀싱 활용

생물공학 기술 생물공학 응용 분야의 - 유전자 조작 곤충 개발 : 해충이 번식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질병을 옮기지

발전 기술적 구현 가능 못하게 함

- 컴퓨터 모의 실험(“in silico”)을 사용한 신약 설계 및 시험

- 생물학적 기능을 흉내낸 임플란트 및 보철물 → 기존 장기나 조직의 중요

기능 복원은 물론 기능 증강도 가능

∙현재 나노기술에� 한�전세계�기금은�주요 경제 국과 많은 개발도상국

이 상당한 자원 투자를 하고 있음

나노 기술의
나노기술에 한 투자 증가

∙’20년까지 나노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응용분야가 구현될 것

발전 - 화학 및 생물적 센서로 사용될 고감도 소형 신제품

- 배터리 전력 관리 및 용량 개선

- 개별 장착 센서. 특히 군인이나 응급요원용

∙자성체 위에 나노크기의 자구가 형성되는 초전도막이 출시 중

∙’20년에 다음의 기술 구현 가능성이 큼
소재 역의 지능형 소재 역의

- 전원, 전자부품, 광섬유와 결합된 직물
발전 중요성 증가

- 온도 변화나 특정 장애물 존재와 같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의류

- 나노체, 활성막 및 필터를 사용한 정수 및 오염 제거용 장치

∙’20년에는 다음의 구현 가능성이 큼

- 개도국 및 농촌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무선 인터넷 사용

- 착용 가능한 컴퓨터 : 의료 장비, 기구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통제에 적용

정보통신 기술
정보의 사용 가능성 증가

- 개인 정보를 저장한 용량 데이터베이스(강력한 보안 필요)를 통한 개인 정보

발전 이력 및 기록, 의료 기록, 유전 정보의 처리 가능

- 텍스트 및 의미론적 구문, 그림 및 비디오 검색 능력 강화

- 여행, 컴퓨터 및 위치 접근 보안, 상업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생체 인식

- 지속적인 소형화 : 소형 유비쿼터스 카메라 및 광범위한 센서 네트워크



IV. 별첨 1 : 메가트렌드 선행연구별 핵심 결과

한국사회의 15 메가트렌드 99

� 역 MIT 선정 10 유망기술 [국외-11 : MIT, 2009]

■목적

∙인간의삶과비즈니스세계에변화를가져올IT분야및BT, NT, 융합기술에 한미래유망기술을선정

■내용요약

∙2009년유망기술로는액체배터리, 진행파반응기, 종이진단기, 생물모방기기, 100달러게놈분석기,

레이스트랙메모리, 해시캐치, 지능형소프트웨어보조수단,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 나노압전전자

공학등이선정됨

■기타: MIT는매년10 유망기술을선정Technology Review를통해발표

분야 기술명 주요 내용

지능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집하여

소프트웨어도우미 제공해주는 기술

해쉬캐쉬
∙자주 접속하는 웹 컨텐츠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해쉬함수를 통해 저장된 컨텐츠에

IT
접근시 메모리(RAM)의 사용량을 줄인 기술

소프트웨어 제어 네트워킹
∙기존 네트워크 장비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의 전송경로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진행파 원자로
∙소량의 농축 우라늄만을 이용해 수십년간 핵연료의 교체없이 핵분열 반응을 유도할 수

ET
있는 원자로 기술

액체건전지
∙용융금속을 전극으로, 용융염을 전해질로 활용하여 만든 건전지로 많은 양의 전기를 흡수

하고 기존의 건전지보다 수십배 높은 전류에서 운 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기술

$100유전체검사
∙나노 유체공학을 이용한 바이오칩과 염기서열 분석기술의 결합으로 짧은 시간안에 낮은

융합 비용으로 한사람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기술

(BT+NT)
진단용 종이칩

∙종이위에 미세 유체공학을 이용하여 채널구조를 만들어 피, 오줌 등 생체시료로부터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1회용 칩을 개발하는 기술

융합 레이스트랙 메모리 ∙U자형 자성 나노선(magneticnanowires)을 핵심기술로 하는 차세 메모리 기술

(IT+NT) 나노압전소자 ∙나노와이어의 압전성을 이용하여 초소형 발전기를 만드는 기술

융합
생체기계

∙풍뎅이 등 곤충에 MEMS 기계들을 이식시킨 후 컴퓨터로 원격조정하는 기술로 생체내

(BT+IT) (invivo) 실험방식과 컴퓨터기반(insilico) 실험방식의 새로운 융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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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Trends Shaping Tomorrow's World [국외-12 : 세계미래학회, 2008]

■목적

∙다가오는20년에 한미래전망을위해55개트렌드조사

■내용요약

∙세계인구는40년내에두배가될것이며, 세계경제는더욱상호의존적이되고물부족을겪게될것임.

새로운주요트렌드로는이슬람의테러주의, 사생활보호의제약등이나타날것

■기타: 세계미래회의는 1966년 앨빈 토플러와 짐 데이토 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미래전망보고서

Outlook(‘08-‘10)을매년발간

분야 트렌드

∙기술은 지식 의존적인(knowledge-dependent) 로벌 사회를 창출

경제사회
∙ 규모 인구이동은 세계의 인구를 재배치

∙이민자에 한 혐오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에 한 수용은 증가하나 지역적인 장애나 역전(reversals) 발생

∙호전적인 이슬람이 확산되고 파워 획득

∙경제적 성공에 있어 청소년의 중요성 증

가치, 관심사, ∙소비자 중심주의(consumerism)는 여전히 증가

라이프스타일 ∙가족구조가 더욱 다양화

∙프라이버시(한 때 미국인의 권리로 정의되었던)가 빠르게 약화(dying)

∙ 체에너지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일 소비는 여전히 급속하게 증가

에너지 ∙일반적인 믿음과 조적으로 오일이 고갈되지는 않음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불안정에 의해 동요되지 않으면 오일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65달러(배럴당) 정도

∙세계 사람들은 점차 환경이슈에 민감해지고, 그 결과 경시, 무관심, 무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

환경 ∙물 부족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두

∙생물 멸종이 우리 생각보다 빠르지 않지만, 생물학적 다양성의 감소 우려는 증가

∙경제와 사회에 한 기술의 향력 증

기술
∙운송기술과 적용의 진전으로 더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여행과 운송 가능

∙인터넷은 지속적으로 발전

∙통신기술의 진전은 일상생활과 근무방식의 변화 초래

∙산업과 직업에 있어 지속적으로 전문화 확

∙교육과 훈련은 사회 전반적으로 확

노동력/직업
∙서비스산업은 로벌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년에 직업을 변경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제2, 3의 직업이 보편화

∙근로 윤리의식 쇠퇴

∙X 세 와 레니엄 세 (Millennials)가 미래에 있어 중요한 향력 보유

경 관리
∙더 많은 기업이 매년 새로운 비즈니스 출시

∙정보기반 조직은 경 관리의 낡은 명령-통제 모델을 빠르게 체

∙다국적 기업은 세계를 통합하고 이에 한 위험은 점차 증가

기구동향 ∙평균적으로 기구는 운 에 있어 더욱 투명해지고 비행 보도도 증가

∙기구는 2가지 형태로 분류 : 기업은 더욱 형화, 소기업은 생존하나 중기업은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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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uturist [국외-13 : 세계미래학회, 2009]

■목적

∙2040년까지미래세계및기술의변화를예측

■내용요약

∙번역기가장착된안경, 감정조절칩, 인공두뇌, 맞춤아기, 광섬유식물등우리의생활모습을현저히

변화시킬신기술이등장할시기를2010-2040년에걸쳐연도별로예측

■기타: The Futurist는세계미래회의의주도로1970년 부터간행됨

기술 2010~2014년 2015~2019년 2020~2024년 2025~2029년 2030~2039년 2040년

인공지능 자율로봇을
기계가 인간의

유전자 조작 로봇이 신체적∙

및 위한 -
지식을 추월

전자 장난감 및 정신적으로 - 

인공 생명 인공신경계 애완동물 개발 인간보다 우수

BT, 건강,
맞춤 아기 -

인공 간, 인공 생명이 매년
인공두뇌 이식

- 

의료 말초신경 사용 1년씩 증가

비즈니스
3D 화상회의 - - 분자 제조 - -

및 교육

광학 뉴로
인간의 두뇌만큼

컴퓨터
컴퓨터

양자 컴퓨터 빠른 데스크톱 - - - 

컴퓨터

환경 및 상용 마그마 이산화탄소
- - - -

자원 전력 발전소 고정화 기술

가정 및 광섬유 식물이 가상현실로 경험 기록
- - - 

레저 정원에서 재배 꾸며진 거실 기술이 개발됨

기계/인간
인간의 감각과

로벌 센서
최초의 완전하고

인터페이스
유사한 촉각

그리드
바이오닉(bionic)  직접적인 두뇌 - -

센서 올림픽 연결

로봇
자가 진단,  나노기술을 적용한 선진국에서 로봇의 직장에서

공학
- 자가 수리 실제와 같은 인구가 인간의 로봇이 인간을 -

로봇 기계 병사 배치 인구를 상회 완벽하게 체

보안, 
증거 제출 시

감정 조절 칩이 소행성 우회

법률,   
법원에서 전자파의 통신

범죄자를 기술이

전쟁
가상현실이 방해

-

제어하는데 사용

-

무기로 사용
일상적으로 사용

지구에서 우주 예인선으로 350명의 숙박객
상용 생산을

유인화성

우주 근거리 인공위성을 더 - 수용 가능한
위한 우주 공장

연구소의

우주로의 여행 높은 궤도에 진입 우주 호텔 건설 시작

여행 및
일부 주요 연료 효율성이

입자 차원의 인간의 원격

교통
- 도로에 한 75%  향상된

원격이동
-

이동
예약 필수 공기

착용 휴 용 번역
간판과 꿈을 컴퓨터로

가능 및 장치 구매 가능
레이블을 조작가능

- - -

개인 기술 번역하는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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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국외-14 : 박 숙, 제롬 렌 등, 2008]

■목적

∙지구촌전체를아우르는15가지키워드를분석해현안들이어떻게변화하고개선되는지한눈에파악할

수있도록정리함으로써미래상제시

■내용요약

∙다가올2020년메가트렌드와위기를10가지로분류하고, 향후20년간산업, 사회, 생활,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걸쳐경제의변화를이끌35가지요소를분석, 여기에세계의전문가들이논평한자료를추가함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부동산
인구의 감소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며 빈집이 늘어날 전망임

가격 하락

경제위기
경제위기

∙한국은 모든 정부정책이나 안을‘2015년 위기에 한 응’으로바꿔야 함
안마련

전자 민주주의 인터넷 기술의 ∙향후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기존질서를 파괴하는 사회구조 파괴현상도 일어나

시 도래 발달 정부∙의회∙사법기관의 기본구조가 흔들림

집단지성의 중의 참여
∙크라우드소싱 등 집단지성을 이용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임

발달 확산

무정부로의 정부와 민간의 ∙민간 형 포털사이트가 정부 홈페이지보다 향력이 강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전환 경계 모호 정부와 민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 발생

정보화 북한의 변화 ∙정보화로 인한 남북한의 통일변수가 2020년 이전에 있을 것으로 전망

출산 기피 ∙2050년이면 한국인구가 지금보다 600만명 이상인 13%나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

저출산 남녀의 ∙향후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의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역할변화 ∙과학자들은 남성의 Y염색체가 실제로 쪼그라들고 있다고 주장

정부의
세계 정부 탄생 ∙2018년 세계정부, 세계시민권이 유행하게 됨

역할 변화 연결된 정부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포털에서 실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결된 정부

(connected government)'로 전환

바이오 기술의 발전 ∙고령화 사회의 값비싼 의료 비용 문제는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임

에너지 저장기술의 발전
∙교통, 이동통신기기에 사용하던 기술이 배터리소재, 울트라배터리, 수소저장물질 등의

기술의
새로운 기술로 발전됨

발달
클린석탄기술 ∙ 규모 전력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온실가스가 감소하며,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가

개발 보장됨

서비스 로봇
∙인간의 역할을 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발전 저장기술의 발전

새로운 기술로 발전됨

여성파워의
소비패턴 변화 ∙위미노믹스 시 의 도래, 44~65세가 새로운 최 소비계층으로 떠오를 전망임

증가

국경없는
∙사용자중심의언론을통해국경없는새로운공동체를급속히만들어감 : 유투브, 스카이프등

지역사회 형성

정보통신 현실과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등을 통해 스스로의 문화와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음

기술의 발달 가상현실이 혼재

똑똑한 공간의 ∙와이파이, 스마트칩 장착 자동차, RFID 태그 등의 기술은 기존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등장 부분 이동전화나 웨어러블 컴퓨터로 전환

행복 추구의
정신적인 삶 추구

∙슬로푸드운동이 일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며 환경보호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품을

변화 사용하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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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미래보고서 2 [국외-15 : 박 숙, 제롬 렌 등, 2009]

■목적

∙세계적인네트워크구축을통해미래갈등및문제해결을위한국제협력도출, 공공및민간정책입안자들이

전략적의사결정및세계적이해를개선하는데이용할수있도록함

■내용요약

∙유엔미래포럼에서발간한미래전망분석보고서에한국전망을추가

■기타: UN미래보고서는유엔미래포럼에의해1997년이래로매년발간되고있음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새로운 질서 ∙아시아 국가간 협력과 향력 증 (중국, 인도 등)

부상하는 백인의 비율 감소

아시아 -세계인구 중 백인 비율은
∙맞춤형인간(designerbaby)탄생:피부색, 체형, 지능까지도 유전자 변형

2%('50) 국제결혼 보편화
∙국가가 통합되거나 경계가 사리짐

세계화에서 세계화에 반하는
∙장기간 수송제품 보다는 근거리에서 생산되는 작물 선호

다시 지역화로 탈세계화(deglobalization)

고령화와 여성 주도권 시 ∙혼자,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남성을 능가하는 비즈니스 경쟁력발휘

여성 주도권
고령화 사회 도래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텔로미어(telomere) 연구를 통한 수명연장

시

기후변화로 풍족하던
∙부족한 물과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사막화되는 땅, 자원 확보가 최 연구과제

물과 에너지 부족
에너지에 제약을 받게됨

에너지, 물, 토양, 국가안보에
∙1인당 에너지 사용쿼터 지정, 각국의 에너지절약은 선택 아닌 필수

관한 모든 에너지 절약

체에너지 개발
체에너지 개발이 최 ∙태양열에너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너지, 지열발전, 수소에너지, 핵융합 등 다양한

신흥 산업으로 부상 기술 개발

하루 24시간 무선인터넷
∙접속의 공해로부터 해방 요구 : 접속차단의 날(Unplug Day)제정

문명 통합의
다양한 기술에 접속하는 생활

시
데이터 용량 및 정보처리 ∙전기나 물을 사용하듯 정보를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정보를 끊지

속도 증가(급증) 못하는 시 도래)

∙국경을 초월해 다문화인이 되고, 결국 문명이 하나가 되는 시 올것

핸드폰으로 교육과 사회과 인터넷과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교육으로 체(교육은 인터넷에서 흡수)

연결된 세계 핸드폰 위주로 재형상화

책 읽기의 종말 의 소멸과 음성의 부상 ∙말로 듣고, 말로 이해하는 컴퓨터가 세(입는 컴퓨터나 몸속에 컴퓨터장착) 

인터넷이 부분 교육이
∙교육기기, 교육포털을 통해 학생들끼리 공부하거나 사이버교육이 세가 됨

교사가 된다 온라인 정보로 이뤄진다

∙국가적 부의 지표인 GNP, GDP의 재정의(에너지, 생태계, 사회적∙인적자본 포함)

세계경제의 변화 ∙인터넷을 통한 자 업 보편화 : 직장개념보다는 '능력' 개념 부상. 개인이 시장 탐색

(신경제 키워드) 오픈소스 개념 확산 ∙협동지성(synergistic intelligence)사회

모든 것이 연결된다 ∙몸속, 집 밖, 바다를 건너는 아우르는 기술적∙소통적 체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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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ight 2020 Economic, industry and corporate trends [국외-16 : EIU, 2006]

■목적

∙Economist Intelligent Unit 자사를위한세계장기주요경제전망

■연구방법론: 설문지, 인터뷰

■내용요약

∙세계경제, 산업, 기업에 향을미칠핵심트렌드는 로벌화, 인구구조, 원자화, 개인화, 지식관리가될것

■EIU는200여국가별경제, 정치전반에 한중장기예측및각종거시경제/산업지표제공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로벌화 경제세력의 재배치 ∙중국과 인도 등 이머징 마켓의 비중 확

인구구조의 인구 변화 : 경제, 
∙고령인구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집중 : 투자상담, 저비용 기능성 자동차 등

변화 기업, 소비자에 향

개인화
선진국 및 개도국

∙소비자-공급자 : 개인적 취향과 사업상의 중요도에 따라 달리 취급
시장 고객의 개인화

협력적 관계 협력적 관계는 ∙외부그룹과의 관계가 경쟁우위를 위한 중요한 원천

강화 배로 증가하여 강화 ∙기관내외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급증

자동차
규모 경제의 쇠퇴 ∙2020년 작지만 실질적 시장 점유율의 회사가 등장

관계 변화-언번들링 ∙제조업체의 최종소비자와 직접 연결 노력

소비재 &  관계 변화-친 한 관계 ∙생산자-소비자간 친 한 관계로 맞춤형 서비스에 주목

소매 협력젼략 - 효율성 ∙가격통제전략의 이득 감소, 경쟁우위 지속을 위한 새로운 접근 요구

상품과 서비스 ∙2020년 석유 에너지 비중 감소, but 체 에너지 비중 낮을 것

에너지 관계 변화-단순소비자
∙배급업자 경쟁우위 : 맞춤형 에너지 솔로션에 의지

에서 관리자로

상품과 서비스 ∙투자 상품이 복잡해지고 특화된 조언에 한 수요 발생

금융 서비스
협력 전략-비용관리

∙복잡한 기술 기반, 합리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의 최적화된

통제

건강관리와 로벌 시장 ∙인구구조 트렌드로 향후 15년간 급속히 성장

의약 협력 전략-IT의 사용 ∙IT 사용으로 인해 효율적 기록&조회, 진료결과 추적, 원격관리 실현

제조업
관계 변화-공급원의 책임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접하게 관여, 생산 문제의 책임을 공장 단계로 전가

협력 전략-효율성 ∙맞춤형에 한 수요 증가, 핵심 원천 : 효율성

공공부문
외적 환경 ∙향후 15년간 고령화와 건강 복지비용 증가가 가증 큰 문제로 두

기관 전략 ∙전자정부 확산으로 단순 프로세스 확연히 감소

통신 관계 변화 ∙컨텐츠 서비스로 이전 : 창의성,  업기술, 컨텐츠 계약 관리 능력 등 강조

자동화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지적 노동자들의 성과와 생산성 향상에 집중화될 것

프로세스 혁신

전문화 산업의 양극화 ∙아웃소싱 또는 오프쇼어링될 것

융합 기업 내외부의 융합 ∙시간 및 기능을 초월, 협업하고 관계 스킬이 우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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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ll Energy Scenario to 2050 [국외-17 : Shell, 2008]

■목적

∙에너지수급불안정과기후변화위험에직면하여세계적차원의미래에너지시나리오분석

■연구방법론: 시나리오

■내용요약

∙에너지 각축(scramble) 시나리오 : 정책결정자들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않으며기후변화문제에있어서도위기에직면하기전까지온실가스배출이크게개선되지않음

∙에너지청사진(blueprints)시나리오: 풀뿌리(grassroot) 에너지정책들이활발히추진되며이는경제

성장을뒷받침하면서에너지안보, 환경문제를해결하는데큰기여할것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안보 중심의 정책에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과 중점을 둘 것임

소극적 국제협력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한 국제적 협력에 해서도 자국 경제성장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 응을 할 것으로 전망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각국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고

석탄 위주의 에너지 공급
비용이 저렴한 석탄개발에 중점을 둘 것임

에너지 각축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그것이 지닌 잠재성에 비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바이오연료의 개발 및
∙’20년까지 농업폐기물 등을 이용한 2세 바이오연료 개발 예정

공급 확
∙’50년까지 바이오매스가 1차 에너지의 15%를 차지하고 바이오연료 이용으로

차량연료가 다양화되나 화석연료는 계속 에너지믹스에서 큰 비중 차지

기후변화 문제에 한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기후문제가 도외시

소극적 응 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끊임없이 증가할 전망임

풀뿌리 에너지정책의
∙도시, 지역, 또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공급, 환경 등에 관한 문제를

형성 및 발전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에너지미래에 한 자체 청사진이 마련될 것

에너지 정책들의 조화와 조정
∙기업들을 중심으로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조화된 정책 마련 요구가 증 되고

있음

에너지 미래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각국에서 개발되고 채택된 혁신적인 솔루션과 기술들의 혜택이 후진국에도

청사진
혜택의 확산 전파되고 있음

∙2050년까지 전기의 60%이상이 비화석 연료에서 생성될 전망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이에 따라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석탄, 가스에 의존하는 시설은 탄소배출에 한 엄격한 규제 실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처가 언론과 국제압력단체에 의해 정치적 의제로

기후변화에 한 효과적 응 형성되고 기업들이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국제적

아키텍쳐의 큰 발전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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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atrends [국외-18 : 독일 Z-punkt, 2008]

■목적

∙기술의미래를통해앞으로일어날경제혁명과미래의메가트렌드들을예측하여, 기술이미래의생활에서

활용가능한 역들을전망하기위함

■내용요약

∙인구변동’, ‘개인주의화’, ‘건강문제의급부상’, ‘여성지위의향상’, ‘문화의다양성’, ‘새로운유형의

이동성 등장’, ‘디지털 생활유형’, ‘생물학’, ‘유비쿼터스 정보’, ‘IT, NT와 컨버전스’, ‘세계화 2.0’,

‘지식기반경제’‘비즈니스 에코시스템’, ‘노동시스템의 변화’, ‘새로운 소비 패턴’, ‘에너지와 자원의

역습’, ‘기후변화’, ‘도시화’, ‘새로운세계질서’, ‘ 로벌리스크사회’

메가트렌드 트렌드

인구 변동 ∙서구사회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개발도상국의 베이비붐. 이민현상 가속화

∙개인주의의 지구적 현상. 자급자족과 DIY 경제 도래

개인주의 ∙관계 패턴의 변화 : 적은 사람 간의 강력한 관계(유 감)과 많은 사람 간의 느슨한 관계 공존

∙ 량시장에서 마이크로 시장으로 변화

건강 문제의 급부상
∙건강에 한 인식 확산. 헬스 테크, 헬스 스타일

∙새로운 식량, 시장(웰빙) : 기능적 음식, 유전자 조직 식품, 새로운 음식, 의약품, 화장품

여성의 부상 ∙노동세계에서 여성의 역할 확 . 일과 직장의 균형 확산

문화적 다양성 ∙전통과 현 간의 다양한 생활방식 공존. 하이브리드 문화 출현

새로운 유형의 이동성 ∙세계적으로 이동성 증가. 이동성 장애물 축소. 새로운 운송수단 개념(신 구동 장치 기술)

디지털 생활유형 ∙웹 2.0. 가상현실. 버추얼 비즈니스

생물학, 자연으로부터
∙선도학문이 되는 생물학. 생체공학의 르네상스. 다중지성

배우는 시

유비쿼터스 정보� ∙IT 혁명의 지속. 뉴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로보닉스. 투명한 사회(감시와 통제)

테크놀로지 컨버전스 ∙컨버전스의 핵심(IT와 NT). 의학∙에너지∙소재 등 다양한 분야 에 적용. NBIC 컨버전스

세계화 2.0 ∙아시아의 부상과 서구의 새로운 역할. 로벌 중간계층의 출현. 세계화된 자본 이동

지식기반 경제 ∙교육과 학습이 중요. 새로운 로벌 지식 엘리트 부상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오픈 시스템과 네트워크. 새로운 부가가치의 사슬(고객 통합, 코피티션). 비즈니스 매시업

(인터페이스가 새로운 시장 창출)

새로운 소비패턴
∙경제적 부에 합류하는 제 3세계. 중국/인도/러시아의 급부상. 서구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LOHAS, 

Eco Chic, Moral Commerce)

∙전략 자원의 고갈(화석연료, 물, 광물, 금속 등)

에너지와 자원의 역습 ∙신재생, 체에너지의 중요성 부각

∙에너지 효율성 혁명과 분권화된 에너지 공급

기후 변화와 환경적 향
∙신흥/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 증가

∙크린 테크놀러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요

국제 안전 위협 가중 ∙ 로벌 리스크 사회. 로벌 테러리즘. 량 살상무기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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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ment in 2020 [국외-19 : 가트너, 2005]

■목적

∙2020년미래기술이어떻게정부에 향을미치는지, 역으로미래정부는기술개발, 민간부문과의교류에

있어얼마나 향을미치는지살펴봄

■연구방법론: 브레인스토밍

■내용요약

∙네개의시나리오(Status Quo Development, Governing Phantoms, Free-Enterprise Government,

Good Big Brother)는정부의역할범위에있어서차이가있으나, 일반적으로정부기능은전보다줄어들

것이라고보고있음. 그리고데이터분석및비즈니스인텔리젼스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될것

시나리오 내용 특성

∙정부의 역할은 제공자(좁은 범위의), 지불자(제한적으로 정의된 집단), 규제자(포괄적인)로 평가됨

시나리오 1
Status Quo  ∙경제에서 제한된 정부의 역할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정부서비스 제공이 민간 부문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함

Development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이슈임

∙2020년경, 민간기관이 전통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던 서비스의 45%이상을 제공할 것임

∙강하고권한을부여받은계몽적인정부는자신의권리와개인정보를매우열성적으로보호하고자

하는 시민에 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정부는 에너지, 무역, 금용, 교육, 보건, 국가보안 등의 경제의 주요 부문에서 강하게 통제함
시나리오 2 Governing Phantoms

∙정부는 경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개별 시민과 비즈니스에 한 징세에 크게 의존함

∙2020년경, 70% 국가 자금지원의 정부시스템이지만 지역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의 70%가 국

가정부에서 제공되는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체됨

∙정부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규제자이면서 지불자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아님

-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인텔리젼스, 국방, 공공안전, 재판 등의 핵심 역에 서만

시나리오 3
Free-Enterprise 서비스를 제공함

Government ∙낡은 관료체제의 거 한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새로운 일자리와

번 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기업 및 국제적 경쟁력을 촉진시킴

∙2020경, 적어도 정부인력의 70%가 정책개발, 응 또는 규제적인 활동에 속할 것임

∙정부는 보다 강력한 중앙 집중화된 계획수립을 통해 경제정책에 한 전반적인 책임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가정함

∙정부는 개인의 스마트카드를 통해 구매내역, 보건등급, 세금지불 여부 판독, 이동과 이동수단

시나리오 4 Good Big Brother 등을 모니터할 수 있음

∙2020년, 적어도 정부인력의 80%가 재택근무를 할 것임

∙현재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정부 사무실의 75%이상이 온라인서비스 센터로 체되

면서 문을 닫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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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izons 2020 [국외-20 : 지멘스, 2006]

■목적

∙Horizons 2020은 특정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전략 시나리오와는 달리,

광범위한주제를열어미래에 한 화와논쟁에다수의참여를촉진시키기위함

■연구방법론: 설문지, 시나리오

■내용요약

∙시나리오1에따르면정부는평등, 자유, 절제측면에서이동성, 에너지, 보안, 텔레커뮤니케이션관련

인프라에핵심기술을지원하게될것이며

∙시나리오2에따라정부의많은역할이시장과 로벌경쟁에이임됨에따라속도, 네트워크의패러다임

변화, 위험요소의등장을초래할것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향후 산업, 정치,문화생활에 있어 육체/정신 양면에서 능력을 갖춘 많은 수의 노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

∙평생 교육이, 심지어 노인들에게도, 직장과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로서 공평하게 현실이 됨
인구구조 고령화 인구

∙비즈니스계에서는 노인들을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성장하고 있는 타겟이라는 사실을 발견함
변동 비중 증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반적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등

능동적인 활동을 취하려고 하고, 국가는 약품과 새로운 진단 프로시저 분야의 개발 등의 분야

기초 연구를 지원함

∙향후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은 매우 커질 전망임

시장의
서비스 경제로의 변화

∙시장은 단순한 내수시장에서의 성장만 바라지 않고 국경을 넘는 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하게 됨

로벌 경쟁 ∙ 로벌 산업으로의 성장에 있어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게 됨

∙전통적인 사회단위(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와 같은 것들은 서서히 개인 네트워크로 체될

전망

∙이런 관계들은 더 큰 다양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결속력은 약해짐

기술의
네트워크화 진행

∙업무와 사적인 네트워크가 혼합되게 되며 고용자들은 자신들의 인맥 네트워크와 연락처를

통해 사람을 고용하게 됨
고도화

∙사람들이 누리는 개인의 자유는 다른 이들과 더 쉽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능력이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적인 인프라에의 욕구를 만들게 됨

∙통신기술은 지속적인 혁신 흐름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킴

∙전자상거래는 가장 중요한 업 창구로 발전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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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ful Times: Rising to the Challenge of Our Uncertain World [국외-21 : 이몬켈리, 2006]

■목적

∙ 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컨설팅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동인들을 분석

함으로써기업, 학, 정부, 국제기구뿐만아니라다양한개인들에게보다총체적인시야를제시, 현실

세계에 한보다정확한이해를도움

■연구방법론: 시나리오

■내용요약

∙현재에 한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도전과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향수 10년 간의

시나리오를제시하면서다가올‘ 변혁시 ’의행동지침설정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감시의 증가
∙ 국의 경우 공공장소에 400만 가 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음

투명성의 증가
∙위성의 등장은 추적기술 및 감지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BT의 등장으로 개인의 DNA정보 등이 수집되면서 범인 검거 및 개인의 질병치료에

발전 지 한 공헌을 하고 있음

새로운분쟁에 한 비 ∙비군사적전술과무기를사용하고통상적전투 역밖의활동을하기때문에이러한

군사력의 중요성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및다른분야의취약성 질병 및 컴퓨터 ∙향후 10년 사이 경제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등장이

바이러스 증가 예상됨

통신및컴퓨터기술의진보 ∙초소형 센서 및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모든 사물의 네트워크화가 현실화되고 있음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발전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조기완성은 바이오테크기술의 발전을 앞당기고 있음

기술 발전의 가속화 인지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달로 뇌의 메커니즘에 해 많은 것을 알게 됨에 따라 그 기능향상을

위한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음

도덕적 우려 증가
∙유전자 조작 줄기세포 연구 등이 활발해지면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지식 집약도 증가 ∙지식은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부분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본 생산요소가

되고 그 가치를 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무형자산 경제의 발달

새로운 커뮤니티 등장 ∙가상커뮤니티의 등장으로 또다른 새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ex) 오픈소스 운동의 확산은 새로운 생산 커뮤니티를 형성

빈부 격차의 확
∙빈부격차의 확 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로벌화와 자유시장무역의 착취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도덕성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빈곤
∙향후 아프리카 사하라이남의 일부국가, 중앙아시아 및 중동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임
번 과 쇠퇴의 립

부국의 쇠퇴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은 전통적 부국들이 경상수지 적자, 관 한 복지

제도 등으로 재정악화에 시달릴 전망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개도국에서는 젊은 인구가 많아지면서 불균형이

인류의 변화
인구 불균형 증가 진행되고 있음

세계 인구이동 방향의 ∙최근 남에서 북으로의 인구 이동이 현저해짐에 따라 국가 간 정치적 논쟁을 야기

변화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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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의 미래 [국외-22 : 미래기획위원회, 2009]

■목적

∙ 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향, 극복방안 및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하여 Financial  Times에 기고한

전문가들의다양한견해소개

■내용요약

∙ 로벌위기의원인을‘시장의자율규제실패’, ‘ 로벌거시경제의불균형’, ‘금융규제와통화정책의

실패’로지적

∙금융위기의결과‘신자유주의에 한재검토’, ‘기존경제이론에 한재평가’, ‘금융시스템의변화’,

‘ 로벌정치ㆍ사회ㆍ경제시스템의변화’등이고려되고있다고분석

∙자본주의를 체할 안은없으나그한계를극복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보면서아시아, 유럽,

노르딕모델등다양한자본주의모델을고려해야함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시장의 자율규제 실패
∙가계 및 금융의 레버리지에 따른 자산가격의 이상 급등, 급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로벌 금융 실패

위기의 원인 금융규제,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관리해야 하는 정책당국의 실패

통화정책의 실패

신자유주의에 한 재검토 ∙정부의 역할 관여 범위 확 , 시장자율규제에 한 신뢰 약화, 장기적 성과 중시

이데올로기의 변화 Old Idea의 가치에
∙경제는 상호신뢰, 확신 등의 가치가 필요, 제도적 다양성과 동기의 다양성 중요

한 재평가

∙위기 재발 방지 금융 규제 조치에 동의

금융 시스템의 변화
금융 규제 개편 방향

∙장기 주식투자에 한 신뢰 붕괴-효율적 시장가설에 배치, 투자자의 행태 변화에

향

정치 시스템 - 다극화 ∙미국의 신뢰도 손상,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다극화 체제로 전환 가능성

체제로 전환 (G20-새로운 질서에 한 상징적 의미 내포)

로벌 정치 사회경제 사회 시스템 - 중산층, 
∙경제위기로 인한 고령화 등 인구문제 응능력 약화 우려

시스템 변화 불평등, 인구문제

경제 시스템 - 정부역할
∙정부 역할 확 : 금융시스템 안정 및 로벌 불균형 해소 통화 정책, 적자 축소

확

정책기조 - 정부개입 ∙경제개입으로 불확실성과 위험 증 , 민간의 자발적 조정 방해 가능

위기 극복 방안 국제공조 - 로벌 ∙G2O 및 각국 정부의 위기 책, 경기부양, 금융시스템 안정, IMF기능 강화. 

금융시스템의 통제 거버넌스의 로벌화 필요

자본주의의 미래
자본주의 체할 새로운 ∙자본주의적 세계만이 유일한 안으로 시장지향적 경제시스템을 유지해야 함

안 X ∙자본주의 근간 유지, 사회경제적 불평등 불안정성의 한계 극복 노력 강화



IV. 별첨 1 : 메가트렌드 선행연구별 핵심 결과

한국사회의 15 메가트렌드 111

� 토마스 프리드먼의“Hot, Flat, and Crowded”[국외-23 : 미래기획위원회, 2008]

■목적

∙21세기는에너지기후시 로서인류생활전분야에혁명적, 급진적패러다임변화가진행중임. 기업이

이에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시장을조성하기위한정책마련시급

■내용요약

∙전세계적트렌드전망

①지구온난화 ②세계화와중산층확산 ③인구증가

∙국내외적위협을해결할돌파구로서녹색전략: 미국특유의녹색모델(Green America) 제안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3 트렌드의
녹색혁명

∙지구온난화, 세계화 진전에 따른 중산층 확산, 급속한 인구증가의 복합작용

복합작용 ∙녹색혁명이 핵심 역

∙ERE의 5 문제

에너지 기후 시 에너지 기후 시 5 문제 ① 자원수요 증가, ② 독재 산유국으로의 부의 이동, ③ 기후변화, ④ 에너지 빈곤, 

⑤ 생물다양성 감소

탄소공세적
∙탄소중립적 > 탄소공세적 발상 전환

녹색 전략 추진 방향
획기적 발상 전환

① 청정에너지혁신, ② 에너지자원효율의획기적향상(IT와에너지기술접목, 스마트

그리드 등 구축), ③ 새로운 환경보호 윤리

Hot (지구 온난화)
인간 활동으로 ∙화석연료 사용 증가, 열 림 벌채, 가축사육 증가 등 다양한 인간 활동의 향으로

지구 온난화 가속 지구 온난화 가속

Flat 
경제 환경의 평등성 향상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중산층으로 부상

(세계화와 중산층 확산) ∙세계는 로벌 아고라로 변모하고 더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아메리칸 드림 보편화

Crowded (인구 증가)
개도국 인구 증가 주도, ∙세계인구 증가 추세 : 27억명(1953)>67억명(2008)>92억명이상(2053)

도시화 가속화 ∙도시화가속화 : '50년 도시 인구 50억명으로 확

※3 트렌드 간 복합작용

중국 : 인구증가,중산층 확산>에너지 수요증가>심각한 지구온난화

에너지 빈곤
신재생에너지 통한 ∙아프리카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 에너지(전력부족)

분산발전 체계 구축 ∙에너지 빈곤 해결의 현실적 안 :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분산 발전체계 구축

에너지 인터넷
에너지 인터넷 ∙에너지 인터넷 : 전력시스템에 정보통신기능 결합>최적의 솔루션 추구

(IT와의 융합) ∙21세기:스마트그리드로 개인별 에너지 계획 수립, 가격 선택, 공급-수요연계 가능

노아와 방주 자연 보전
∙자연보전을 위해 에너지 인터넷 외에 적극적 노력(수많은 노아와 방주 필요)절실

∙국제적 협약으로 문제해결 불가능, 범지구적 차원에서 노력 필요

미국의 주도적 역할 녹색혁명을 통한 국가 혁신
∙Outgreening 전략 :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회사, 군 , 국가 등 전차원에서 추진

※국가전략 : 산업,환경,복지,노동문제 동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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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xt Big Thing [국외-24 : 기획재정부, 2009]

■목적

∙자본주의의위기, 세계정치세력의재편, 환경에 한관심증가, 기술진보등주요트렌드변화에 한

이해와고민을통해다가올미래를준비하고위험요소에사전적으로 처하는것이중요

■내용요약

∙인류가직면하게될주요미래이슈를13개의'the next big thing'으로분류하여소개하며신인류의등장,

가치관의변화, 발전가능성있는산업, 국가경쟁력의변화, 자원고갈등다양한이슈에주목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A New You
생명과학의 발달

∙인공다리, 인공팔, 인공눈, 인공귀 등 인간의 신체기능을 보완하는 데까지 이르고

(새로운 당신) 있음

개인맞춤형 교육의
개인의 경쟁력 향상

∙컴퓨터 등 다양한 학습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맞춤형 교육을 위한 기술적 기반도

확산 마련된 상황

감정 다스리기 국가에 의한 신체정보 ∙미래에는 국가가 호르몬 등의 신체정보를 모니터링하여 개인의 폭력성을 통제할

모니터링 것임

진정한 행복 비 물질적 가치 추구 ∙사회의 복지 척도도 GDP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체될 것임

금융부문 위축 경제활동의 위축
∙가까운 미래에 금융부문은 급격히 위축될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는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것임

변화된 세계에서의 미국의 급격한 변화 ∙미국은 높은 신용도로 인한 자본유입, 풍부한 노동력 등을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미국 이익 확보 가능

新중세론 도시 경쟁력 강화
∙향후 함부르크와 두바이가 상업연합을 맺고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자유무역 지

를 운 할 것으로 예상됨

아프리카의 잠재력 아프리카의 성장
∙아프리카 발전의 주요동 인은 경제력 향상, 기술진보, 금융시스템 성숙이 될 것으

로 예상됨

∙불확실성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으로 인해‘지속성(sustainability)’을 체

하는 개념으로‘탄력성(resilience)’이 등장
탄력성 개념의 등장 생존을 넘은 번 의 추구

∙‘탄력성’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견뎌내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둠

바이오연료 산업의
자원 다변화 현상

∙현재 수요에 비해 적은 양이 생산되어 바이오연료가 당장 석유를 체하기는

발전 어려우나, 일부 국가들은 연료혼합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

물 부족 시 의 도래 물 부족의 심화
∙인류가 사용하는 물의 70%가 농업에 활용되고 있으나, 지하 수층은 해마다 줄

어들고 강은 말라가는 등 물부족 문제가 심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변화의 양상 지속

∙향후 예기치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해수면 상승과 고령화 등 지속적으로

세계 문제가 제기되어 예측가능한 변수들도 다수존재

∙21세기 중반 아주 강력하고 놀라온 변화가 발생

더 큰 변화 급격한 변화

-‘인간의 두뇌능력과 신경시스템의 발전’. ‘기술진보에 한 반감’, ‘우주에 한

이해의 확 ’등 서로 다른 세가지 변수가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함

∙급속한 기술진보를 통해 미래세 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양의 정보와

기술발전을 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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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인터넷의 미래전망 [국외-25 : KISDI, 2008]

■목적

∙인터넷에 한중장기적인미래전략을위하여기존논의분석과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미래

예측시나리오를작성할필요가있음

■연구방법론: 시나리오, 델파이

■내용요약

∙인터넷의진화, 기술과미디어, 공공정책, 전자정부, 정치, 온라인활동, 가족과커뮤니티, 교육, 일, 건강,

그리고뉴스등11개의사회주요이슈별로인터넷미치는 향을분석하고미래를6개의시나리오로

전망

트렌드 이슈

인터넷 연결의 주요 플랫폼으로 모바일기기가 활용될 것
∙강력한컴퓨팅파워를갖춘스마트폰이전세계인터넷연결의주요플랫폼이

될 것

차세 네트워크 기술의 개선 및 재설계
∙웹 2.0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시키지만 사회적 포용력을 향상시키지는

않을 것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관련 논의는 지속
∙입법부, 법원, 기술업계 및 미디어업체들이 지적재산권 통제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것

음성인식 및 감지 기술이 점점 진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터치, 말하기, 타이핑 기능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

실제와 가상세계와의 구분이 점점 불명확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가상공간에서 상호 교류하는 시간 증가

투명성은 향상되나 사회적 관용은 증 되지 않을 것
∙개인과 기관의 투명성은 향상되나 인간적 신뢰, 사회적 관용이나 용서는

증 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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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미래예측 [국외-26 : 제임스 캔턴, 2007]

■목적

∙‘세계미래연구소’에서GE, IBM, 모토로라, 후지쯔등 기업들의20년후기업환경예측분석에초점을

맞춰그들의주요관심사인경쟁, 혁신, 노동력, 수익등에초점을맞춰자료분석

■연구방법론: 트렌드분석

■내용요약

∙우리가맞이할미래는역동적이면서도속도, 복잡성, 위험도, 변화, 놀라움측면에서지금과는단절된

다차원의성향이강한극단적미래(Extreme Future)가될것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에너지 전쟁
석유 의존도 감소

∙석유자원의 무기화, 지구 온난화, 국민건강의 위험 증가 등의 문제로 석유의존도

감소

새로운 에너지의 등장 ∙나노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등 화석에너지를 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등장

혁신 산업의 보편화
∙혁신경제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산업은 의학/약학, 에너지, 톨신, 교통수송,

안보, 지식엔지니어링, 스마트한 물질 산업
혁신경제의 도래

인터넷의 혁명
∙2020년경 모든 제조 상품, 물건 등은 인터넷에 연결될 것임

- 인터넷은 초보 수준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자각증세를 지닐 것임

인재전쟁 로벌 인재의 발굴
∙미래의 일은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고급기술, 질좋은 교육 등을 요구할 것이므로

교육제도 개선, 고도의 숙련된 기술 보유 필요

인간의 기능 및 능력 향상 ∙인간의 기능을 초인적 수준으로 높여주는 기능증 의학의 발달

의약분야 혁명
혁신적 의료기기의 발명

∙고속통신망의 발달로 의사는 전세계 환자와 접촉할 수 있고, 로봇기술을 이용해

환자에게 원격수술을 할 기회를 줌

기후와 환경문제
기후의 변화

∙극심한온난화로, 아시아해안지역은홍수와침수에시달리고, 아프리카에서시작된

가뭄은 유럽, 남아메리카, 북미 륙까지 확산 가능

청정 기술 시장의 성장 ∙2015년경 1천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예정임

세계화로 인한
국제교류 활성화

∙세계화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 교류가 늘어나면서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문명의 발달
지속가능한 세계화 구축

∙무역과 경제의 발전을 발판으로 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힘을 합해 빈곤 감소,

세계 안보 구축, 무역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테러의 증가 ∙테러리스트들이 발달된 기술을 이용해 특정장소의 테러 증가

안보의 위협 증가
∙탄저균이나 방사능 등을 통한 보이지않는 무기가 등장

보이지 않는 무기 등장 ∙해킹의 위협이 점점 증가하여 향후 무기에 의한 전쟁이 아닌 해킹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비해야 함

메가버스의 등장
∙향후메가버스의등장으로최첨단인공위성네트워크, 수백만개의DB, 정보기기가

섬세한 디지털 패치워크 안에서 서로 연결될 것
과학의 발달

로봇의 보편화
∙로봇이 기업들에게 신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중국의 변화 미래을 향한 중국의 발전
∙향후 중국은 새로운 강 국으로서 세계무역, 에너지자원, 혁신, 안보 등을 주도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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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주요미래연구기관현황V
1. 국내 미래연구기관 현황

1) 정부기구

미래기획위원회

■주요활동

�미래사회의 통합과 안전 및 인구, 환경, 교육, 문화, 에너지, 식량, 수자원, 건강, 정보통신과 미디어,

우주개발등미래생활과관련된총체적국가비전및전략수립에관하여정책자문( 통령소속)

�미래사회전망, 기회요인과위험요인의분석및미래전략관련국가선진화제안

�미래전망학술회의, 정책심포지엄, 금융세미나등개최

■주요연구결과

�2020/2050 미래전망토론회(’08)

�토마스프리드만의“Hot, Flat, and Crowded”요약(’08)

�IT KOREA 미래전략발표(’09)

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

■주요활동

�미래연구역량강화, 미래전략및정책제시

■주요연구결과

�미래예측역량강화를위한추진체계구축방안(’08)

�‘The Next Big Thing’요약정리(’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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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요활동

�전문가워킹그룹운 을통한미래핵심이슈분석

�미래연구포럼운 , 미래연구계간지「Future Horizon」발행

�통합적접근법으로서의미래연구방법개발

■주요연구결과

�제2회과학기술예측조사('99), KISTEP과공동수행

�미래경제사회전망과과학기술비전(’07)

�통합적미래연구방법론의탐색및적용(’08)

�과학기술기반의국가발전미래연구(’09)

�저탄소녹색성장의미래전망(’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요활동

�IT와주력산업융합강화및IT산업성장비전제시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IT기술 니즈를 발굴하고 실현시기를 예측(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

융합등5개분야에총365개의IT기술니즈발굴)

�전기통신에관한연차보고서(’84~’08) 및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09) 발행

■주요연구결과

�정보통신기술개발전략연구(’06)

�IT기술예측(Technology Foresight) 2020 발표(’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요활동

�컨버전스시 정보통신관련한국사회메가트렌드전망

�기술사회패러다임과사회변동의상관관계연구및정책방향제시, 미래전략마련

�IT 융합 신기술을 토 로 한 방송통신산업 분석과 전망, 미디어 컨텐츠 산업 분석 및 진흥방향, 인터넷

문화의특성분석, 그린IT 연구

■주요연구결과

�IT기반미래국가발전전략연구(’03~’06년)

�IT기반한국사회패러다임변화연구(’07~’08)

�디지털컨버전스기반미래연구(’09~’12 예정) 중(Ⅰ)(’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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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활동

�매5년마다과학기술예측조사실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과학기술예측 등)

�과학기술예측위원회, 기술분석위원회등을운 하여기술 향평가및기술예측에관한조사분석

�국가기술지도작성등기술개발전략연구

■주요연구결과

�제2회과학기술예측조사(’99), STEPI와공동수행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05)

�한국과일본의중장기과학기술예측조사결과국제비교연구(’06)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수정∙보완(’07)

�한국과학기술예측결과평가및개선방안연구(’08)

�새로운예측프로세스를적용한미래유망기술발굴및미래사회전망(’0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요활동

�미래기술정보탐색과분석, 미래기술의사업화정보분석연구

- 로벌동향모니터링정보, 최신기술분석정보, 과학기술정책정보제공

- MiriAn 홈페이지구축∙운

■주요연구결과

�미래유망기술세미나(’06�’09)

�미래기술의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예측기법연구(’09)

�미래를보는 로벌정보서비스트렌드2010(’10)

한국개발연구원

■주요활동

�경제정책과관련하여정부사업에 한평가및국제적환경변화에상응하는국가비전제시

�국제기구와의공동연구및협력사업

■주요연구결과

�선진한국을위한정책방향과과제: 6 전략분야를중심으로(’07) 

�미래비전2040 : 미래사회경제구조변화와국가발전전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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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주요활동

�행정환경의변화에따른정부의 응능력과종합적문제해결역량제고를위한정부과제연구

�미래국제학술세미나(’09) 개최

■주요연구결과

�미래선진한국의행정연구(’08)

�한국의미래모습과정책과제(’09)

3) 학계/민간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주요활동

�지배구조, 사업전략, 국제화, 재무등미래환경변화를고려한기업경 전략제시

�시스템다이내믹스모델링, 복잡계이론의사회경제계응용을통한미래전략제시

�반기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미래 비한국형R&D 시스템의모색(세미나)(’09) 

■주요연구결과

�국가가주도해야할6大미래기술(’08)

�SERI 보고서로읽는미래산업(’09) 

LG경제연구원

■주요활동

�기업중심의미래담론연구지향

�기업의미래생존과지속적인성장에필요한정보제공

�반기별경기진단과중장기경제전망, 일본과중국산업동향리포트

■주요연구결과

�LG Business Insight(LG주간경제) 경제동향(’89~’10)

�2010 한민국트렌드(’05)

�해외미래예측기관들이보는10년후세상(’08)

�LGERI의미래생각시리즈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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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엔미래포럼

■주요활동

�물∙에너지부족, 환경오염, 빈부격차등15 지구촌과제의 안및미래전략제시

�유엔및산하연구기관과연계하여세계적네트워크구축과국제협력을통한세계갈등해결방안연구

�매년유엔미래보고서출간(’97~’10)

■주요연구결과

�미리가본2018년유엔미래보고서(’08)

�유엔미래보고서2(’09)

�2020 미래교육보고서(’10)  

※ 유엔미래포럼 : UN 학교의 미국위원회 국제미래 전략그룹이 주도하는 미래예측 프로젝트

2. 국외 미래연구기관 현황

1) 정부기구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주요활동

�국가안보문제, 지구촌트렌드관련이슈에 하여미국의회및미국국가정보국(DNI)에정보제공

�미래국제정세및환경변화에따른미국의지위변화와그 향에초점을맞춰중장기적전략수립

■주요연구결과

�Global Trends 2010, 2015, 2020, 2025

- 4년단위로세계의미래를예측하여 통령당선자에게보고

�Strategic Implications of Global Health(’08)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to 2030(’09) 

국, 기업혁신기술부(BIS)

■주요활동

�HSC(Horizon Scanning Centre)를통하여Sigma Scan 프로젝트실행

�사회, 과학기술, 경제, 환경, 정치분야에서일어날수있는미래이슈및트렌드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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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결과

�271개의미래이슈와트렌드관련이슈페이퍼

�New Industry, New Jobs(’09)

�Going for Growth: Our Future Prosperity(’10)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

■주요활동

�경제, 재정정책에관한자문기구로서일본경제정책의근간을형성

�4개워킹그룹을구성, 그룹별자유토론을거쳐일본의미래전망및 외경제정책의기본방향제시

■주요연구결과

�21세기비전(’05) 

핀란드, 미래상임위원회

■주요활동

�기후, 인구, 에너지, 정보화정책등의미래전략관련법안발의

�미래예측보고서발표및EPRI 등유럽의미래예측기관과공동으로매년유럽의미래기술예측포럼개최

�국가미래백서에 한분석자료제공

■주요연구결과

�국가미래백서에 한분석자료제공(’94,’97,’98,’02,’05) 

�Russia 2017: Three Scenarios(’07)

�Metropolises, Asia and General Culture(’08)

�Government foresight report on climate and energy policy(’09)

2) 국제기구

UN The Millennium project

■주요활동

�2015년까지빈곤문제해결, 에이즈확산방지, 기초교육제공등의목표달성

�국가미래지수및미래연구방법론연구

�매해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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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결과

�State of the Future(’97~10)

�Futures Research Methodology Version 3.0(’0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09)

�Emerging Environmental Security Issues(’02~’10)

EC

■주요활동

�인터넷의미래에관한연구보고서제공

(www.future-internet.eu)

■주요연구결과

�The Future of the Internet(’08)

�Future Internet 2020(’09)

국제에너지기구

■주요활동

�국제석유시장에 한정보공유를통해석유공급위기에 비

� 체에너지개발및환경관련하여G8, G20 국가들과국제협약수립에참여

■주요연구결과

�World Energy Outlook(’06, ’08, ’09)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0 : Scenarios & Strategies to 2050 (’10)

3) 학계/민간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

■주요활동

�비 리교육및비 리과학연구기관으로전세계80개국의회원을통해매년세계총회를개최

�잡지‘The Futurist’, 학술지‘Future Research’발간

■주요연구결과

�Future Survey(’79~’08) 

�55 Trends Shaping Tomorrow's Worl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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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주요활동

�각200여국가별경제, 정치전반에 한분석중장기예측및각종국가거시경제/산업지표를제공

�전세계200여개국을리서치 상으로정치, 사회, 환경변화를감안한경제, 산업환경과국가정보에

한공시적분석과중장기적통시적예측발표

�전세계111개국을 상으로성평등∙자유도∙가족∙공동생활의수준과, 소득∙건강∙실업률∙기후∙

정치적안정성∙직업안정성을기준으로삶의질조사

■주요연구결과

�Industry Briefing & Forecasts (매일홈페이지업데이트)

�Country Monitor(매주), Country Report(매달), Country Forecast(매년), Country Risk Service(매달)

�Foresight 2020: Economic, industry and corporate trends(‘06)

노무라연구소

■주요활동

�해외경제동향및새로운사회패러다임분석

�기업들을 상으로경 , 시스템, 제조, 금융, 미디어분야등다양한분야에걸쳐경 컨설팅제공

■주요연구결과

�Annual Report(’02~’09) 연말발간

�IT Road Map of Unified Communications Until 2013(’08)

랜드연구소

■주요활동

�미국내안보및정치∙경제분야에서부터세계군사전략, 테러리즘, 보건, 지역문제, 교육등연구

�시스템분석등의기초연구에서부터도시∙공해문제등의응용연구까지사회기반관련연구

■주요연구결과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06)

�Strategy in the Missile Age(’07)

�Cybersecurity Economic Issues(’08)

�Data Collection Methods(’09)

�Cyberdeterrence and Cyberwa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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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

■주요활동

�IT분야리서치를전문으로하고있으며정부, IT계기업, 투자회사를 상으로컨설팅

■주요연구결과

�Government in 2020(’05)

�Predicts 2010: Revised Expectations for IT Demand, Supply and Oversight(’09)

�IT Spending 2010(’09)

Shell

■주요활동

�매년환경∙에너지∙경제관련리포트발표하고미래에너지고갈문제에관한시나리오분석

■주요연구결과

�Shell Global Scenarios to 2025(The Future Business Environment trends, Trade-offs And

Choices)(’05)

�Shell energy scenarios to 2050(’09)

지멘스

■주요활동

�유럽전문가서베이등을통해정치, 경제, 사회, 기술등의“커뮤니케이션시나리오”기획구성

■주요연구결과

�Horizons 2020(’06)

�Pictures of the Future(’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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