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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배경
○ 세계 미래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인류의 도전과제가 늘어남에 따라
미래전망의 중요성은 커짐
○ 지구공동체가 추구할 저탄소 사회의 큰 흐름은 에너지·자원, 환경,
경제, 삶의 질 등에 전방위로 큰 영향을 미침
○ 본고는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상호작용의 고찰을
통해 미래사회의 국가 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를 제시
-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은 ‘사회의지적’ 트렌드로 상정하여 다른
‘현상적’ 트렌드와 구별

□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상호작용
○ 인구, 환경, 지정학, 에너지 분야의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
다임 추구와의 다대다(multiple to multiple) 상호관계는 5:5 매트릭스
속에서 서로 양(+)/중립(0)/음(-)의 영향을 미침

<메가트렌드 간 상호작용의 매트릭스>
분야별
메가트렌드

To

From
인
구
환
경
지
정
학
에
너
지
사
회
의
지

인구
인구증가 및
인구구조변화

인구증가 및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환경
지정학
기후변화
가속화 및 BRICs 성장
환경자본감소
⊕

에너지

사회의지

고가
에너지시대

저탄소사회
패러다임

⊕/⊙

⊕

⊖*

⊖

⊕

⊕

⊕

⊖*

가속화 및
환경자본감소

⊖

BRICs 성장

⊕

⊕

⊖

⊖

⊖

⊖/⊙

⊖

⊖*

고가
에너지시대
저탄소사회
패러다임

주) ⊕: 양의 영향(Positive Impacts): 현재 또는 미래 추세를 더 북돋는 영향
⊙: 중립적 영향(Neutral Impacts): 현재 또는 미래 추세에 중립적 영향
⊖: 음의 영향(Negative Impacts): 현재 또는 미래 추세를 저감·억제하는 영향
* :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문턱 이후 반대 영향으로 돌아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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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사회의 과학기술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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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세계 미래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인류의 도전과제가 늘어남에
따라 미래전망의 중요성은 커짐
○ 자연재해 증가, 고령화, 자원고갈 진전, 신종 질병 확산, 테러 위협
등으로 인류의 생존(survival) 자체가 이슈화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촌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어 선진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사회(Low-Carbon Society)를 지향
○ 지구공동체가 추구할 저탄소 사회의 큰 흐름은 에너지·자원, 환경, 경제,
삶의 질 등에 전방위로 큰 영향을 미침(유의선, 2008b)

 본고는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상호작용의 고찰을
통해 미래사회의 국가 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를 제시 1)
○ 미래 메가트렌드 4대 분야로 인구, 환경, 지정학, 에너지를 선택
- 이들이 지구촌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한 사회경제적·물리적 분야이기
때문
- 인구 메가트렌드는 인구증가 및 인구구조 변화(UN, 2006; 캔턴,
2007)
- 환경 메가트렌드는 기후변화 가속화 및 환경자본 감소(IPCC, 2007;
Stern, 2006; Schwartz and Randall, 2003; Royal Society, 2004;
RSBS, 2005)
- 지정학 메가트렌드는 BRICs의 성장(Goldman Sachs, 2003)
- 에너지 메가트렌드는 고가 에너지 시대로 설정(유의선, 2008a; EIA,
2006/2004; 벵제르, 2007; DOE, 2004; Attali, 2009; CAT, 2010)
○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은 ‘사회의지적’ 트렌드로 상정하여 다른 ‘현상적’
트렌드와 구별
1) 본고는 유의선 외(2010)를 기초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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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트렌드 분석의 시간적 범위(Time Window)는 현재로부터 30~40년
이후까지인 2040~2050년으로 설정

2.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상호작용
 상호작용 분석의 방향
○ 인구, 환경, 지정학, 에너지 분야의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
다임의

‘4현상+1사회의지’ 트렌드로 구성된 5:5 매트릭스를 통해

각각이 서로 양(+)/중립(0)/음(-)의 영향을 주는지를 정성적으로 분석
([그림 1], <표 1> 참조)
- 양의 영향(Positive Impacts)은 현재 또는 미래 추세를 더 북돋는 영향
- 중립적 영향(Neutral Impacts)은 현재 또는 미래 추세에 중립적 영향
- 음의 영향(Negative Impacts)은 현재 또는 미래 추세를 저감·억제하는
영향
- 양이나 음의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문턱(threshold) 이후 반대
영향으로 역전될 가능성도 존재
[그림 1] 분야별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상호 관계

주) 그린 휴머니즘은 대안적 미래사회를 뒷받침할 철학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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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의 정성적 분석
(1) 인구 메가트렌드의 작용
○ 인구증가는 에너지 분야에 양의 영향(<표 1> 참조)
- 인구증가는 에너지 수요 증대로 이어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재촉
-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구증가속도 또는 인구증가율의 함수로 묘사
가능
- 인구증가의 에너지 소비량 및 가격에의 영향은 인구증가의 요처인
비선진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차별
∙개발도상국 또는 중진국 인구증가의 에너지 분야로의 영향은 클
것이나, 빈국·최빈국의 영향은 미미 할 것임
<표 1> 메가트렌드 간 상호작용의 정성적 분석 매트릭스
분야별
메가트렌드

To

From
인
구
환
경
지
정
학
에
너
지
사
회
의
지

인구증가 및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가속화 및
환경자본감소

인구

환경

지정학

에너지

사회의지

인구증가 및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가속화 및
환경자본감소

BRICs 성장

고가
에너지시대

저탄소사회
패러다임

⊕

⊕/⊙

⊕

⊖*

⊖

⊕

⊕

⊕

⊖*

⊖

BRICs 성장

⊕

⊕

고가
에너지시대

⊖

⊖

⊖

저탄소사회
패러다임

⊖/⊙

⊖

⊖*

⊕

⊕

주) ⊕: 양의 영향(Positive Impacts): 현재 또는 미래 추세를 더 북돋는 영향
⊙: 중립적 영향(Neutral Impacts): 현재 또는 미래 추세에 중립적 영향
⊖: 음의 영향(Negative Impacts): 현재 또는 미래 추세를 저감·억제하는 영향
* :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문턱 이후 반대 영향으로 돌아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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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증가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에너지에 대한 영향과 유사
- 인구증가에 따른 에너지·자원 소비 증가는 기후변화 가속화 및 환경
자본의 감소를 강화
- 환경 분야에서는 에너지 분야와는 다르게 개도국 vs. 최빈국의 영향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임
∙가난이 자연, 즉 환경자본을 더욱 이용케 하기 때문
○ 인구 분야의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영향은 두 가지 측면을 보임
- 인구구조 변화가 BRICs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 측면
∙개도국 자체의 인구증가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BRICs 경제성장을
북돋을 것임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선진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선진국의 경쟁력을
감쇄
- 개도국 경제성장이 노동력 기반의 저가 상품 수출에 기반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머지않아 고령화 현상이 개도국에서도
나타날 것임
∙그 때가 되면 인구구조 변화의 BRICs 성장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
색채로 변화되는데, 이것이 두번째 측면
○ 인구 분야 메가트렌드의 사회의지인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 추구에
대한 영향은 음으로 나타남
- 개도국을 중심으로 인구증가가 수반하는 탄소배출 증가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
-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구의 대폭증가는 환경·에너지 이슈 고조와 삶의 질
요구 증대로 이어져 저탄소 패러다임을 부각시키는 양의 영향이 점차
늘어날 전망
- 고령화는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에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양의 영향을
줄 수 있음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요구 증가와 오염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은 조화를 이룸

- 6 -

STEPI ISSUES & POLICY 2011-02

(2) 환경 메가트렌드의 작용
○ 환경 분야 메가트렌드는 인구분야에 음의 영향을 미침(<표 1> 참조)
- 환경자본의 훼손은 인류의 생존기반 저감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
므로 인구증가의 폭 및 속도를 저감
- 자연의 완충능력의 저하는 자연재해 및 질병 증가로 이어져 인구증가
둔화 요인
- 기후난민 발생과 그로 인한 분쟁(예: 월경이동 분쟁)도 인구증가를
억제할 가능성
○ 환경 분야 메가트렌드의 지정학 분야에 대한 영향은 음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 가속화는 BRICs 성장에 브레이크로 작용
∙지구 기온이 조기에 상승할 경우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고탄소 산업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가의 압력이 커짐
- 물 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녹지 감소 등 환경자본의 감소는 BRICs
경제성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
○ 환경 분야 메가트렌드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영향은 양임
-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자연재해 증가, 식량수확 감소,
물부족 등)을 내부화하려는 국가나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커지면
에너지 고가화(예: 탄소세 도입)
- 기후변화 가속화 자체도 물에 의존하는 수력이나 물과 기후에 의존
하는 바이오매스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며, 이는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 환경 분야 메가트렌드가 사회의지인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에 끼치는
영향은 양임
- 지구기온 상승 속도가 커지면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에 정당성이 강화
되고 조기 실현에 힘이 실릴 전망
-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 실현의 핵심변수를 탄소배출 저감과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투자 두 가지로 설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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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저탄소 패러다임의 추구의 성과 및 산출(output)을 드러냄
∙후자는 저탄소 패러다임 추구의 의지 및 투입(input)을 드러냄
- 생물다양성 감소, 물 부족, 환경매체의 오염 등 환경자본의 감소도
에너지 및 물질 효율의 향상을 요구하는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을
기본적으로 강화

(3) 지정학 메가트렌드의 작용
○ 지정학 분야 메가트렌드는 인구분야에 양의 영향(<표 1> 참조)
- BRICs의 경제적 성장은 삶의 물질적 수준과 보건·영양 수준을 상승
시켜 인구를 증가시킴
- 하지만 경제성장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선진국의 일반적 현상인
저출산, 싱글족 증가, 이혼율 증가 등이 보편화되어 인구 증가는
둔화되다 감소세로 돌아설 것임
-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인구 변화의 주요 변수로 중국처럼 다른
개도국들도 점차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증가세를
둔화시킬 전망
○ 지정학 분야 메가트렌드는 환경 분야에 양의 영향을 미침
- 막대한 인구를 보유한 BRICs의 경제성장은 환경파괴 및 자원부족을
심화하며 기후변화 가속화에도 큰 양의 영향
○ 지정학적 변화는 에너지 분야에도 양의 영향
- BRICs의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는 유가 등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을 추동
- 주의할 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다시 BRICs 성장에 음의 되먹임
(negative feedback)으로 작용한다는 점
∙장기적으로 BRICs 성장에 고유가가 핵심적 장애요인이 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일종의 평형점 도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압박이 커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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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학 분야 메가트렌드의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 추구에 대한 영향은 음임
- BRICs의 성장이 가져올 물질 및 에너지 소비 증가는 탄소 고배출을
야기하여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에 음의 영향
- 장기적으로는 BRICs 경제 모드가 자원(물질·에너지) 저소비의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이 예상
∙그 때가 되면 BRICs 성장이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에 미치는 음의 영향
정도가 줄어들고 나아가 중립적 또는 양의 영향으로 바뀔 수 있음

(4) 에너지 메가트렌드의 작용
○ 에너지 분야 메가트렌드는 인구분야에 음의 영향을 미침(<표 1> 참조)
- 에너지 고가화에 따라 개도국의 인구는 증가세가 위축될 수 있음
- 하지만 같은 개도국이라도 경제수준, 경제에서 에너지의 비중에
의해서 그 영향은 상이
∙인구증가율이 잘 관리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에너지 가격의 인구
억제 효과가 도드라질 수는 없음
∙인구증가율이 크더라도 아프리카 등 최빈국의 경제에서는 석유
중요도가 대체로 미약하여 그 효과는 미미
○ 에너지 분야 메가트렌드는 환경 분야에 음의 영향을 미침
- 에너지 고가화는 특히 기후변화 가속화를 약화시킴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의 마지노선인 2050년까지의 지구평균기온
상승 2℃ 이내 억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에너지 고가화의 정도와
본격화 시기에 좌우([그림 2] 참조)
∙에너지 고가화 정도가 클수록 그리고 그 본격화 시기가 빠를수록
기후변화 억제효과는 커지게 됨
- 에너지 고가화는 기후 이외의 다른 환경 분야에도 음의 영향을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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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너지 고가화 폭 vs. 시기 포트폴리오가
기후변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

주)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음의 효과가 더 커짐

○ 에너지 분야 메가트렌드의 지정학에 대한 영향도 음임
- 에너지 고가화는 BRICs의 성장률을 저하시킴
∙BRICs 성장의 많은 부분이 선진국의 고인력·고에너지·고오염 굴뚝
산업의 BRICs로의 이동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에너지 분야 메가트렌드의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에 대한 영향은 양임
- 고가 에너지 시대는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을 진작
- 에너지 고가화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자체가 개인, 기업, 공공
부문, 국가 차원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때문2)

(5)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작용
○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인구분야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 또는 음의
모습을 보임(<표 1> 참조)
2) 에너지 고가화의 정책적 드라이브가 직접적이고 빠른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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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도입 및 확산이 미소할 경우 어차피 인구
분야에 대한 영향은 미미
- 새 패러다임의 도입·확산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에도 선진국에서의
인구분야에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임
- 저탄소 패러다임의 전세계적 확산의 전제 하에, 인구 증가의 억제는 탄소
배출 저감과 연결되어 개도국의 산아 제한 정책에 탄력을 줄 수 있음
∙이는 저탄소 패러다임이 인구분야 메가트렌드에 음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임
○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환경 분야에 대한 영향은 음임
-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은 기후변화 가속화와 환경자본의 감소를 억제
∙지구기온 = f(탄소배출 감소율; 재생가능에너지기술 투자율)
○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지정학 분야에 대한 영향도 음임
- 저탄소 패러다임은 BRICs 성장에 제동력으로 작용
- 음의 영향은 시간이 지나 BRICs 국가들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한다면
양의 영향으로 바뀔 수 있음([그림 3] 참조)
∙고탄소 기초의 산업에서 저탄소 기초의 산업으로, 자원집약 산업에서
지식집약 산업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언제 얼마나
각 나라 경제들이 전환하느냐가 관건
- 저탄소 패러다임이 크게 확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BRICs 성장에의
영향이 미미하여 중립적 성격을 띠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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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BRICs 경제성장에의 영향

TP: 저탄소 패러다임의 Tipping Point
C: 저탄소 패러다임의 BRICs 성장 억제 효과가 둔화되는 시점
G: 저탄소 패러다임이 BRICs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시점
CG구간: 전환기에 해당하며 저탄소 패러다임이 티핑포인트를 지난 효과가 BRICs 성장에 전달되는 데
지체되는 현상(lag-phase)으로도 볼 수 있음

○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이 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양임
- 저탄소 패러다임은 직간접적으로 고가에너지 시대를 강화
- 저탄소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탄소 비용화’가 화석연료 가격을 끌어
올릴 전망
- 재생가능에너지가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경우에도 중기적으로는 높은
에너지 및 전력 가격을 형성

3. 미래사회의 과학기술정책 과제
 인구 메가트렌드 대응 국가 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
○ 고령사회 건강ㆍ복지 서비스 강화와 고령층 지원 과학기술 확산
([그림 4] 참조)
- 연령 혼합(Age-Mix) 기술 등
○ 개도국으로부터의 인구이동에 따른 다문화 사회적 혼합(Cultural/
Social-Mix) 기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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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관점에서의 저출산 사회 이행 대비 시나리오 개발
- 노동인구 적정 유지 시나리오 개발
- 연금·보험을 비롯한 경제, 복지, 노동, 사회 문제의 세부 대응책 마련
- 이행 과도기의 젊은 층의 부하 저감 정책 마련
○ 개도국 인구증가 완화 정책 및 과학기술 지원
○ 인구증가 수반 에너지ㆍ자원 소비 최소화 과학기술 확산(에너지 효율
기술 등)

 환경 메가트렌드 대응 국가 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
○ 산업화 이전(pre-industry) 대비 2050년 지구기온 상승폭 2℃이내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2050년 지구기온 2℃ 이상 상승 대비 비상계획 수립
- 식량, 수자원, 홍수, 생태계, 기후 난민 및 분쟁 문제 대응 계획 등
○ 환경자본 감소를 줄이기 위한 환경세 도입ㆍ확대
○ 생태계 보전 트러스트 촉진과 도시구조 생태화
○ 물 수요관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과학기술 확산
○ 개도국의 환경자원 훼손기반 경제의 전환 촉진 국제 메커니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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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주) CDM: 청정개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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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학 메가트렌드 대응 국가 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
○ BRICs 성장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희소 광물 등) 고갈, 환경자본
감소 대비 계획 수립
○ BRICs 성장 대응 양동전략 추진: 시장확대 기회 활용 + 차별화된
지식기반 고도산업 추구
○ 중국의 월경성(cross-border) 오염 대응 동아시아 협력과 R&D 강화
○ 중국, 러시아 성장과 연동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개발: 북한 인구
대이동 가능성 포함

 에너지 메가트렌드 대응 국가 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
○ 고유가(배럴당 200 달러 또는 그 이상) 비상 대비 계획 수립: 에너지 빈곤
(Energy Poverty) 대응책 포함
○ 저 에너지ㆍ자원 기반 및 지식 집약형 산업/서비스로 전환 전략 추진
○ 탄소 비용화 및 에너지 절약ㆍ효율 인센티브 정책 수행
○ 고탄소 경로의존성 탈착 정책 추진
- 공공빌딩의 탄소 중립화 등 공공부문에서 사례로써 선도
- 지역밀착형 에너지 사회적 기업 활성화
○ 미래 에너지 ‘원천+매체’의 새 조합 R&D 강화
- 재생가능에너지+전기/배터리, 재생가능에너지+수소 조합 등
○ 분산 및 결합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개방정책 확대
- 소규모 스마트 전력망 지역시현 등
○ 미래 에너지 전환 반영 ‘국가 장기 건조환경 개선 전략’ 수립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부동산 경제, 남북통일 전망 반영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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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빌딩군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자체생산 쿼터화, ‘탄소 제로
특구’ 시현 등 추진
○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시스템 및 건조환경을 위한 과학기술 R&D
- 미래 수송의 전기화 대비 연구, 국토+에너지 계획 통합성 제고 연구 등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 대응 국가 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
○ 저탄소 기술 R&D 투자 확대: 기후변화 손실비용의 선제적 투자(예:
GDP 0.5% 이상)
○ 국가적 장기 온실가스 배출감축 시나리오 개발
- 빡빡한 시나리오와 느슨한 시나리오를 모두 대비한 탄력적 에너지
혼합(energy-mix) 계획도 수립
○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적용ㆍ확대
○ 제품 탄소발자국 라벨링 도입을 통한 소비패턴 변화 촉진
-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이용, 폐기의 전주기상 탄소발자국 추적
○ 저탄소 사회 실현에 노동참여(labor force participation) 제고 전략 연계
([그림 5] 참조)
- 장기적으로 저탄소 패러다임과 노동분야의 연결고리로써 지식기반과
노동기반의 동시추구
- 물질(에너지·자원) 투입은 줄이되 지식 및 노동 투입은 늘리는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 지식기반 서비스업, 사회복지 사회적 기업, 창의적 벤처기업, 도시
농업(Vertical Farming) 촉진의 노동참여 제고 정책 추진
- 전통적 1·2차 산업에서의 ‘생산물/제품-서비스 융합’ 모드로의 전환
○ 저엔트로피 에너지 기술 R&D 강화
- 해양풍력, 2ㆍ3세대 태양광, 배터리/연료전지, 스마트/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저장 및 전송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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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탈물질화’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변환 즉, 질적 발전 시대의
도래 대비([그림 6] 참조)
-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
∙환경자본의 감소, 자원 고갈(희소 광물 등) 진전은 생산성이 갈수록
한계에 부딪히게 하는 조건
- 저엔트로피 연성적 해결책(Soft Solutions) 촉진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접근방식 개선, 최적관리 방안 확산 등
시스템적 해법 선호를 통해 에너지·물질 투입 저감
∙연성적 해결책 DB 및 지식은행 구축
[그림 5] 저탄소 패러다임과 노동 분야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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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류역사에서의 생산성 향상의 S-곡선과
질적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주) 티핑포인트는 산업혁명에 해당

<필자>
유의선 (STEPI 미래과학기술전락센터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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