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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강대국간 패권경쟁, 신종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로 국제사회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기민한 관찰과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
 급변하는 국제사회 관계와 기후변화, COVID-19 감염병 지속은 미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음
- 올해 6월 미국 상원에서 통과한 ‘혁신경쟁법*’은 중국의 성장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와 위기의식을 보여주며 국제사회 긴장감을 심화시키고 있음
* 미국 상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총망라되어 있는 “미국 혁신경쟁법(USCI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통과시킴
 중국, 북한, 일본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관계 속에 놓인 우리나라는 국제정세 변화를

기민하게 관찰하고,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국가전략이 필요

 NIC Global Trends 2040에서 미국의 위기의식과 장기적 전략 방향을 엿볼 수 있음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마다 약 20년 후의 글로벌 트렌드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
 올해 3월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2040년의 5대 미래 시나리오를 담은 일곱

번째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
 Global Trends 2040은 미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동인과 함께, 미국이 당면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포함

 2040년의 미래 시나리오의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미래 전망의 도출 구조와 20년 후 시나리오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가의 위기의식과 세계관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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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40년 미래 시나리오 도출 구조
 미래변화를 추동하는 동인과 우리의 대응에 따라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
 (변화 동인) 향후 20년 간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동인을 인구, 환경, 경제, 기술

네 가지 영역에서 도출하고 각 동인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전망
 (변화모습) 변화동인으로 인한 사회, 국가, 국제사회 차원의 역학 관계 변화를 전망
 (미래 시나리오) 미래변화 동인과 변화 모습을 조합하여 20년 후 나타날 수 있는 미래

모습을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묘사
-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 기후변화,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시나리오를 도출
 20년 후 미래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기저요소
 20년 후 미래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기저요소는 ‘글로벌 난제’, ‘파편화된

사회,’ ‘불평형성,’ ‘분쟁,’ ‘적응’
- 불평형성이 심화되고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결속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파편화된 사회로 변모하여 분쟁과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질 전망
- 감염병, 기후변화, 기술발전의 가속화, 인구변화 등 더 강도 높은 글로벌 난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및 적응력(adaptability)이
중요해질 것
 미래를 추동하는 변화 동인을 인구, 환경, 경제, 기술 영역에서 도출
 (인구) 인구증가 속도둔화와 고령화 가속화

- 인구증가 속도둔화와 중위연령 상승은 개도국에게 경제적 기회를, 빠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중국과 선진국에는 경제성장의 부담 요소로 작용
- 감염병, 만성질환, 유소년 정신건강 등 보건이슈는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변수
 (환경) 극심한 폭풍,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화

-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인간 및 생태계를 위협할 것
- 기후변화는 사회적 계급이나 지리적 변수에 따라 인류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탄소중립(net zero) 달성 방식과 시기를 놓고 세계적 논쟁이 심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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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경제의 중심이 기존 선진국에서 아시아로 이동

- 미국, 유럽 등 기존 선진국의 세계 GDP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는 성장세를
지속하며 2040년경에는 세계 GDP의 35%를 차지할 것임
- COVID-19 대응, 고령인구 부양 등 공공부문 지출 상승에 따라 국가채무 상승 전망
 (기술) 문제해결의 열쇠이자 새로운 문제발생의 근원

- 기술은 고령화, 기후변화, 생산성 둔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이자 동시에
국가 및 사회 안에서 새로운 긴장과 분열을 만드는 양면성을 보유
- 기술발전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능력과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발전하여 일상의 모든 측면에 긍정·부정적 변화요소로 작용
 사회, 국가, 국제사회 차원의 변화 모습
 (사회) 비관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신뢰가 낮아진 사회

- 경제성장 둔화,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사회변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할 것
- 인류는 기존 국가 경계를 넘어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결집할
가능성
 (국가) 민주주의 거버넌스 위기가 높아지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긴장 증가

- 냉전 이후 민주주의의 물결이 최고조에 도달했지만, 최근 세계 민주주의 수준은
감소추세이며 민주주의 후퇴는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
- 시민의 기대와 정부의 대응 간 격차가 커져 사회와 정부 관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비국가행위자 등 새로운 행위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
 (국제사회) 국제질서를 이루는 권력의 원천이 다양해지고 다극적 질서가 도래

- 기존 권력의 원천 외에 응용기술, 인적자원, 정보력, 네트워크 등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 등장하고, 외부충격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과 회복력도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
- NGOs, 종교집단, 글로벌 기술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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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이 전망하는 2040년 5대 미래 시나리오: 더 경쟁적인 세상
 20년 후는 “더 경쟁적인 세계(A More Contested World)”의 모습일 것
 NIC는 2040년 보고서 부제로 “더 경쟁적인 세계(A More Contested World)”를

붙였는데, 이는 기존에 합의된 가치를 상실하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위한
분쟁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음
 2040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조건변수의 미래 전개에 따라 분화

-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세계 리더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두 진영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민주주의의 확대, 중국진영 확대 혹은 미중의 균형 시나리오를 도출
- (글로벌화 붕괴 및 환경재앙)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를 넘어서는 급진적 미래
시나리오로서 지구 환경위기에 따른 비극과 파편화된 국제사회 모습을 예상
[그림]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2040년 다섯 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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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에 따른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미국과 동맹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르네상스”
 미국 및 비슷한 가치체계를 가진 서방국가가 주도하는 개방 민주주의가 부활하는

시나리오로서 미국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묘사
 미국과 서방국가는 기술발전을 주도하고 소득증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사회적 통제는 혁신을 억압하는 양상

시나리오 2.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표류하는 세계”
 중국과 주요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제 규칙과 제도를 무시하여 국제사회는 방향성을

잃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
 OECD 국가들은 경제성장 둔화, 사회분열 확대, 정치적 대응 미비로 어려움에 직면

하는 한편, 서구의 어려움을 기회로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

시나리오 3. 미국과 중국 힘의 균형 속 “경쟁적 공존”
 미국과 중국은 경제성장을 우선시하여 견고한 무역관계를 회복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라는 틀 안에서 정치 영향력, 거버넌스 모델, 기술에

관한 경쟁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힘의 균형에 도달

(2) 환경악화 및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급진적 시나리오
시나리오 4. 국제질서 다변화에 따른 “파편화된 국제사회”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 블록을 형성
 개도국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정보흐름과 공급망이 파편화되어 국제무역에 심각한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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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5. 환경재앙에 따른 “비극과 협력”
 국제 식량위기, 자원고갈에 따라 EU와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적 연합을 형성
 부국은 빈국의 위기관리를 돕고 원조사업 및 첨단에너지기술로 저탄소경제로 전환

[그림] 2040년 미래 시나리오 도출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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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및 시사점
(1) 2040 시나리오 분석결과 종합
 2040 시나리오는 서구 진영이 보는 비관적인 미래 전망의 공식화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로, 보고서 전면에 관통하는 핵심

관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미래국가안보(future national security)임
 보고서는 이전 여섯 번의 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여 팬데믹, 환경, 기술변화 등 새로운

전망을 담고 있으나, 실제적 의미는 이러한 전망을 ‘공식화’ 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
 유사한 관점을 가진(like-minded) 서구 진영의 공유된 미래 인식으로 향후 미국의

국내 및 해외 정책의 기본 시각으로 활용될 것임
 COVID-19와 같이 예상된 글로벌 쇼크가 현실화된 것에 대한 준비와 대응부족에

대한 사후적 반성을 포함하고 있음
 팬데믹의 위협에 대한 경고는 2008년, 2017년 보고서 등 이미 20년 넘게 오랫동안

지적되었는데 결국 2020년에 현실화된 경우로, 보고서는 팬데믹의 파괴적 영향력에
대한 대비·대응이 부족했음을 반성
 COVID-19 유행은 세계 질서의 취약점을 노출하였고 기존의 조직과 제도는 적절히

대응하는데 실패했으며 그 결과 사회적 불만 고조와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
졌음을 지적
 중국의 부상 등 전통적 안보 위협 외에도 기술, 환경 및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 등

다양한 위협을 미래변화의 핵심 동인으로 설정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발표하는 미래전망 보고서에는 환경이슈를 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40 보고서는 기후변화, 팬데믹 등의 전 지구적 파급력을
고려한 환경적 관점에서 주된 논의를 전개
 특히 기술혁신은 이제 국가 발전의 요소적 관점에서 사활이 걸린 이슈로 격상되었으며,

이는 중국과의 경쟁의 본질이 바로 기술 경쟁임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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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의 “글로벌 트렌드 2035: 진보의 역설” 전망과 일맥상통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보고된 “글로벌 트렌드 2035”는 ‘진보의 역설

(Paradox of Progress)’이라는 부제와 같이 그간 당연시되었던 세계화 및 자동화가
반동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임을 전망한 바 있음
 일부 도전 요인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화 되었는데, 특히 “긴장이 고조될 향후 5년”

시나리오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가 초래될 것임을 지적했었는데, 이는 COVID19로 인해 더욱 현실화됨
 한편. 다극적 국제질서에서 동북아, 중동, 유라시아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분쟁과 군사

갈등의 모습을 예측했던 4년 전의 보고서와 달리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중 갈등이 거의
모든 이슈를 변모시킬 수 있는 ‘구조적 동인’으로 자리매김

 다섯 가지 미래 시나리오는 각기 달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음
 인구구조 변화, 경제, 환경, 기술영역에서 여러 가지 변화 동인을 짚어냈지만 시나리오를

결정짓는 핵심 결정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기후변화의 시급성임
 따라서 제시된 다섯 가지 시나리오는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각 시나리오의 전망이

동시에 전개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예상치 못한 변수 및 이슈의 발생에 따라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도 전개 가능

(2)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
 미래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능동적 읽기가 필요
 앞서 강조했듯 이 보고서는 암묵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구적 시각의 반영물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수용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중견국으로서 한국 역시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미래 전망에 대해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읽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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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적 읽기를 위한 세 가지 접근: 비판적 사고, 시스템 사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접근)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의하는 단 하나의 미래(the future)란 없으며,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미래들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하는 문제도 아님
 (시스템 사고) 우리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어 파편적인 답을 찾고, 다시 이를

합하여 전체적인 해답을 구하는 방식에 익숙해있으나, 이를 탈피하여 전체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중요
 (창의적 사고) 불확실한 미래를 기존의 시스템이 유연해지고 새로운 혁신을 도입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
 우리나라가 당면할 미래 전망을 위해 ‘백지상태(zero base)’에서 시작하기보다는

미래연구의 3A(Adopt, Adapt, Advance) 접근 방식을 제안
 첫째, 일반적 사실 확인하기 (Adopt)

- 이는 기존의 국내·외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 또는 사실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NIC Global Trend 2040 보고서의 사실 기반 접근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둘째, 암묵적으로 내재된 의미의 해석 (Adapt)

- 한미 동맹의 군사전략적 역할에서 경제‧가치 동맹으로의 무게중심 이동 가능성 유추
등, 보고서의 비판적 읽기를 통해 도출된 전망, 이슈 등을 한국적 맥락에서 재해석
하고 의미를 부여
 셋째, 고유한 전망 및 전략 수립 (Advance)

- 앞 단계를 취합하여 한국의 전략적 니치를 선점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leverage point)를 찾기 위한 전망 및 전략 도출을 의미
- 예를 들어 ‘한국판 글로벌 미래전망,’ ‘한국판 지역미래전망 –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혹은 ‘미래의 한국 전망’과 같은 추가적 연구를 필요로 함
- 혹은 북한,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경제·사회적 발전경로를
고려하여 ‘북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정세 2040’과 같은 연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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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국간 패권경쟁, 신종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로 국제사회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기민한 관찰과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
 급변하는 국제사회 관계와 기후변화, 감염병 지속은 미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음

- 올해 6월 미국 상원에서 통과한 ‘혁신경쟁법(USICA)’은 중국의 성장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와 위기의식을 보여주며 국제사회 긴장감을 심화
- 현재에도 진행 중인 COVID-19 팬데믹은 상호의존적으로 긴밀하게 구축해온 세계 경제
사회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방역, 백신 개발과 공급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비·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1> 미국 혁신경쟁법(USICA) 주요 내용
- 2021년 6월 8일, 미국 상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총망라되어 있는 “미국 혁신경쟁법안’(USIC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가결하여 산업, 기술, 외교 안보 등 종합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상무, 국토안보, 외교 등 6개 상임위에 발의되었던 중국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 입법이 추진했으며, 특히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Endless Frontier Act”를 핵심 골자로 삼아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등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됨
-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동반법안(companion bill)인 ‘미국 국제리더십 및 관여보장 법안(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이 계류 중에 있음
- 하원과의 조율을 통해 8월 입법을 추진 중이며, 최종 가결되면 동 법안에 5년 동안 최소 2,00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할 예정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21.6.15.), “美 상원, 미국 혁신경쟁법(USICA) 가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9139
(2021.6.27. 접속)

 미래 미중 관계는 국제사회 질서 전반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게 될 것
- 중국, 북한, 일본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관계 속에 놓인 우리나라는 국제정세 변화를
기민하게 관찰하고,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국가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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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 Global Trends 2040에서 미국의 위기의식과 장기 전략 방향을 엿볼 수 있음
 Global Trends 2040은 미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동인과 함께, 미국이 당면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포함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올해 4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2040년의 5대 시나리오를 담은 일곱 번째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
- 2040 보고서의 목적은 정확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미국 및 서방의 국가안보차원의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공유된 틀과 관점을 제공하는 것
*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방법은 개연성 있는 미래(plausible future)의 다양한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지배적인 사고모델을 재점검하고, 미래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미래의 기회와 위기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특히 현재 중국과의 경쟁구도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 기반 서방 동맹국가와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미래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 대해 세계 모든 국가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
* 본 시나리오 작업에는 캐나다, 유럽연합, 핀란드, OECD, 스웨덴, 영국 등 서방국가 위주로 참여1)했으며,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싱크탱크는 공식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2)
** 세계 각국은 자국의 관점에서 바라 본 미래 전망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국제기구(OECD,
NATO, EU, IEA) 등은 이러한 미래 전망서의 주요 생산자들임

<표 2>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개요
- 1979년 설립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CIA(중앙정보국), FBI(연방수사국) 등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직속기구로서, 미국의 중장기 전략과
외교관계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공하는 조직
- 1997년부터 매 4년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맞춰 20년 후의 미래 전망을 담은 “글로벌 트렌드”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신임 미국 대통령의 중장기 전략 방향과 외교관계 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침
자료: 미국 DNI 홈페이지, https://www.dni.gov/index.php(2021.6.20. 접속); 미국 Global Trends 2040 홈페이지,
https://www.dni.gov/index.php/global-trends-home(2021.6.20. 접속);

1) 참여 국가 및 기관: 언급된 기관/국가는 캐나다 Policy Horizons, 유럽연합의 European Strategy and Policy Analysis
System(ESPAS), 핀란드 SITRA, 핀란드 총리실 및 외교부, OECD Strategic Foresight Unit, 스웨덴 외교부 및 국방대학, 싱가
포르 총리실 미래전략센터(the Singapore Centre for Strategic Futures), 영국 국방부 미래전략연구소(DCDC) 정도
2) 보고서 작성 및 검토에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 배경, 전문성을 가진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과정을 거쳤으며, 정보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상의 의견 청취를 위한 인터뷰, 워크숍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이는 보고서에 미국이 당면할
수 있는 미래모습을 ‘객관적’으로 전망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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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년의 미래 시나리오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이 중장기 전략을 구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미래 전망의 도출 구조와 20년 후 시나리오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STEPI Insight |

국가의 위기의식과 세계관을 해석
- 시나리오의 도출 과정과 구조, 그 결과 도출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의 핵심을 파악
- 미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변수, 미래 시나리오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조건을 파악
함으로써 미국의 위기의식과 대응 방향을 파악
 향후 한국의 중장기 전략 수립 시, 각 시나리오별로 한국적 관점에서 기회와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전략적 니치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미국의 20년 후 미래전망 과정에서 무엇을 중요한 변화 동인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도출한 시나리오들의 의미와 시사점을 파악
- 각 시나리오별 한국이 다각적인 전략을 구상해볼 수 있는 틀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한국의
미래전망 및 중장기 비전 수립의 틀로도 활용할 수 있어 방법론적인 가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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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40년 미래 시나리오 도출 구조
1. 시나리오 도출 구조와 20년 후 미래변화의 방향성
 미래변화를 추동하는 동인과 우리의 대응에 따라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
 (도출구조) 미래 변화를 추동하는 동인을 네 가지 영역에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사회, 국가,

국제적 차원의 변화모습을 전망
- (변화 동인) 향후 20년 간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동인을 인구, 환경, 경제, 기술 영역에서
도출하고 각 동인의 현황 및 변화 양상을 전망
- (변화모습) 변화동인으로 인한 사회, 국가, 국제관계 차원의 역학 관계 변화를 전망
 (20년 후 미래 모습) 네 가지 미래변화 동인과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을 조합하여 20년

후 나타날 수 있는 미래 모습을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묘사
-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 기후변화,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시나리오를 도출
 20년 후 미래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기저요소
 20년 후 미래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기저요소는 ‘글로벌 난제’, ‘파편화된 사회,’

‘불평형성,’ ‘분쟁,’ ‘적응’
- 불평형성이 심화되고,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결속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파편화된 사회로 변모하여 분쟁과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질 전망
- 감염병, 기후변화, 기술발전의 가속화, 인구변화 등 더 강도 높은 글로벌 난제들이 연쇄적
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및 적응력(adaptability)이 중요해질 것

➀ 글로벌 난제 (Global Challenges)
-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기후변화, 질병, 재정 위기, 변혁적 기술발전이 더 강도 높고 연쇄
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재앙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기후변화 및 환경악화, 파괴적 신기술의 등장, 이민 문제는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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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파편화된 사회 (Fragmentation)
- 정보통신기술, 무역, 사람들의 이동으로 전 세계는 촘촘하게 연결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 연결성이 사람들과 국가를 더욱 파편화시킬 전망
STEPI Insight |

-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관련 정보, 사실, 가짜 뉴스 등을 공유하며 정보
사일로(silo)를 구축해서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점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분쟁이
심화되어 전 세계는 더욱 분절되고 파편화되는 모습으로 전개될 것

➂ 불평형성 (Disequilibrium)
- 글로벌 난제와 파편화된 사회는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없어 기존의 질서에
잡음이 발생하여 불평형성을 심화시킬 것
- COVID-19 팬데믹은 보건 위기 대응에 국제적 조정의 취약함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로서,
시민의 요구와 정부 및 기업의 서비스 공급간 격차가 발생할 것

➃ 분쟁 (Contestation)
- 불평형성 심화로 공동체, 국가, 국제사회 내 분쟁을 잦아질 것이며 이는 개인, 국가 및
국제사회 내에서 긴장도를 높이고 분열과 경쟁을 심화시킬 것
- 국가 내 정치는 더 당파적이고 치열해질 것이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 주도의
국제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도전으로 지정학적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

➄ 적응 (Adaptation)
- 각국은 인구변화가 촉발하는 경제사회 변화,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악화에 적응 필요
- 기술, 특히 인공지능은 생산성 향상 해결에 큰 역할을 하겠지만 기술의 혜택은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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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의 동인
 미래를 추동하는 변화 동인을 인구, 환경, 경제, 기술 영역에서 도출
 기후변화, 도시지역 인구 집중, 신기술 등장과 같은 일부 트렌드는 강화되는 한 편, 어떤

경향성은 퇴보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변화의 방향은 바뀔 수 있음
 여러 트렌드의 융합은 혁신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전과제도 제공

- 예를 들어 가속화되는 기술 발전은 누구에게는 기회로, 누구에게는 불안감을 높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과제가 될 것

<표 3> 4대 영역별 동인 개요
변화 영역

동인 내용

인구

인구구조 변화로 세계 인구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고령화는 가속화될 것

환경

극한 날씨, 만년설 해빙,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

경제

각국의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한편, 경제중심 서방에서 아시아로 이동할 것

기술

고령화, 기후변화, 생산성 둔화와 같은 글로벌 난제 해결의 열쇠이자 새로운 문제의 근원

자료: 연구진 작성

(1) 인구
 20년 후에는 세계 인구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
 출산율 저조, 기대수명의 증가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세계 인구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
- 전 세계 중위연령이 2020년 31세에서 2040년 35세로 높아지며 고령화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며, 2040년을 기점으로 인구증가 속도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
- 아시아 국가 대부분 인구성장 속도가 빠르게 감소하여 2040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한편, 인도는 인구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2027년에는 결국 중국을 추월할 것
-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선진국 및 신흥국들은 낮은 출생율과 중위연령
상승으로 2040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수가 감소할 것
-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 인구성장의 2/3을 차지하여 2050년이 되면 현재
인구의 두 배까지 성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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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적 기회와 부담이 국가별로 다르게 작용할 것
 인구증가속도 둔화와 중위연령 상승은 개도국에게는 경제적 기회를, 빠르게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과 중국에게는 경제성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
STEPI Insight |

- 유럽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선진국과 신흥국은 인구 감소와 동시에 급격한 고령화로 경제
성장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
- 반면 라틴 아메리카, 남아시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증가와 직업능력의 개선으로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것
 인구구조의 변화로 정부의 공공지출이 상승하고 이민(migration) 이슈가 부상할 것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20년 동안 이민에 대한 더 많은 압력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공공부문 지출 상승을 유도할 것
 향후 20년 동안 개발도상국,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고령화된 선진국으로 이주

경향이 짙어질 것이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이주 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그림 1] 지역별 세계 인구 변화 1951-2100 (단위: 백만 명)

자료: NIC(2021), 19쪽

 보건 이슈는 세계 인구구조 변화와 발전의 변수로 작용할 것
 기초적인 보건의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 간 인구성장, 도시화, 항생제 내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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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련 이슈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가 될 것
- (감염병) 동물에서 비롯된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 증가, 항생제 내성 증가, 국가 간 이동
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감염병 팬데믹은 인류를 위협할 것
- (만성질환) 당뇨, 심혈관계 질환, 암, 만성호흡기 질환과 같은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만연
함에 따라 각국의 공중보건 시스템과 보건비용 지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 2040년까지 저소득 국가 사망 원인의 80%는 만성질환일 것이며, 이는 1990년 25%에 불과했던 것
과 대조되는 수치

- (유소년 정신건강) 이미 전 세계 아동 및 청소년의 10~20%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향후 20년 간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손실은 16조 달러를 초과할 전망

(2) 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지구는 1960년 이후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향후 20년 내에 지구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대형 폭풍, 극심한 가뭄, 홍수, 만년설 해빙, 해수면 상승 등이 본격

적으로 가시화될 것

[그림 2] 전 세계 CO2 배출량 및 기온 상승 추이

자료: NIC(2021),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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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는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
 기후변화의 영향은 식량, 건강, 생물다양성, 이주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

- 강우 패턴의 변화, 평균 기온 상승, 극한 날씨의 증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STEPI Insight |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음
- 기후변화는 토양과 식수의 염류화, 식량품질 저하 등을 야기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과
식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될 것
- 기후 변화로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 압력이 증가
하고 이는 국가 간 분쟁 위험을 유발할 것
 탄소중립(net zero) 달성에 관한 전 세계적 논쟁이 심화될 전망
 COVID-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탄소배출량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여전히

증가세에 있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둘러싼 국가 간 정치적 불화와 긴장이 심화될 것

- 에너지 효율성 증가, 천연가스 활용으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담과 혜택이 국가별로 불균등하게 작용할 것
- 온난화 정도를 섭씨 2.0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2015년 파리협약 이행과정에서 탄소중립
(net zero) 달성 방식과 속도를 놓고 국가 간 정치적 불화와 긴장이 심화될 것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
- 향후 20년은 여전히 화석연료가 주요 에너지원이겠으나, 기술 진보로 풍력 및 태양에너지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
<표 4> 새롭게 부상하는 주요 에너지 신기술
①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소 :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재생가능 기술은 향후 20년 안에 에너지 산업을
변화시킬 것. 특히 중국은 태양 전지와 풍력 터빈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
② 첨단 에너지 저장소 : 리튬 이온 배터리는 큰 폭의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을 달성할 것. 첨단 에너지
저장으로 분산적이고 자율적인 전력망 개발이 가능해지고 화석연료의 필요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짐
③ 녹색 수소 : 초과 태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의 저장과 탄소 제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칠레 같이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음
④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 기존의 3분의 1정도 크기로 더 작고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하면 아프리카와
같은 외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자료: NIC(2021), 38쪽

19

美 NIC Global Trends 2040으로 본 미래 시나리오와 시사점

(3) 경제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할 것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여 2040년 경 40%까지 하락하는

동안 아시아는 인도와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35%까지 상승할 전망
* 미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2020년 24.0%에서 2040년 20.8%, 유럽 및 영국은 2020년 20.5%에서
16.4%까지 감소
* 반면 중국의 전 세계 GDP 점유율은 2020년 17.9%에서 2040년 22.8%, 인도는 3.1%에서 6.1%,
기타 아시아 국가들도 4.2%에서 6.2%로 상승하며 아시아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
 하지만 하시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기존 선진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
[그림 3] (좌) 경제중심이 아시아로 이동, (우) 세계 GDP 점유율 전망

자료: NIC(2021), 51쪽

 COVID-19 대응, 고령인구 부양 등 공공부문 지출 상승에 따라 국가채무 상승 전망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가부채 수준이 증가해왔고, 2040년까지도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될 것
- COVID-19 팬데믹 대응, 고령인구 부양,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로 공공
부문 지출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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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비용 증가는 세금 대폭 인상과 같은 어려운 정치적 결정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향후 모든 G20 국가들의 공공재정을 압박하는 근원이 될 것

STEPI Insight |

[그림 4]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자료: NIC(2021), 44쪽

(4) 기술
 기술은 고령화, 기후변화, 생산성 둔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의 열쇠이자 새로운 긴장과

분열을 유발하는 양면성을 내재
 향후 20년 동안은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의 발명·활용·확산·폐기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경험과

능력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사회, 산업 및 국가 간 새로운 긴장과 혼란을 야기
- (국가 간 기술경쟁 심화) 국가간 과학기술의 리더십과 경쟁력 확보를 놓고 경쟁이 격화될
것이며, 특히 미-중 경쟁 격화의 핵심적인 요소
- (사회적 긴장을 높이는 기술) 기술변화는 국가 간 및 국가 내 불평등을 심화하고, 윤리적
문제와 제도들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갈등을 촉발
- (정부-기업 관계 복잡화)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와 진흥을 놓고 국가적 이익 및 안보를
추구하는 국가 입장과 글로벌 시장 점유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이해관계가 상충
하여 정부-기업 관계가 복잡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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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과 일자리를 파괴) 제조, AI, 바이오기술의 진보는 제조업 등 글로벌 공급망에 변혁적
변화를 가져와서 기존 일자리를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만 직업 능력의 업그레
이드를 요구할 것

 인공지능은 인간능력과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발전할 것
 전 세계적으로 AI 발전을 위한 인재 발굴과 빅데이터 확보에 자원을 쏟아 붓고 있으며, AI는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혜택을 가져다줄 것
- AI는 다른 기술들과 결합하여 건강관리의 개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 개인화된
교육, 일상 업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농작물 수확량 증가 등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특히 인공지능에 의존적인 산업과 조직들은 빅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획득,
분류, 저장, 상품화 하는 방법에 투자하는 조직, 국가들은 큰 이점을 얻게 될 것
 2040년에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

- 이제까지 AI는 음성·얼굴 인식, 자율주행과 같은 특정한 문제해결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앞으로는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여 인공일반지능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출현할 수도 있음

[그림 5] AI의 발전궤적

자료: NIC(2021),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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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국가, 국제사회의 변화
STEPI Insight |

(1) 사회
 비관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신뢰가 낮아진 사회
 경제성장 둔화,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사회변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할 것
-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2020 Edelman Trust 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28개 국 중 15개 국 응답자 대부분은 향후 5년
후 미래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프랑스, 독일, 일본 응답자의 경우 2025년에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25%에도 미치지 못함

- 인류는 기존 국가 경계를 넘어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결집할 가능성
 불평등 증가와 정부의 부패는 정치 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시민은 변화를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할 것
 인류는 국가를 초월하여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
 국가를 초월하는 정체성 중심의 사회와 정보접근성 확대가 결합하여 단순 민족, 종교,

문화뿐만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 이익, 가치기준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이동성 증가, 세계화, 초연결 정보사회는 국가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정체성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공통의 이익을 중심으로 결집을 가능하게 했음
 여전히 종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 종교가 삶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인데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사람들과 결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개입할 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 특히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일수록 종교의 영향력도 커지는데 아프리카, 남아시아, 일부
라틴아메리카 등 개도국에서 종교는 대중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전망
 국가를 초월한 결집은 시민 국가주의를 훼손하는 등 새로운 정치적 논쟁을 촉발할 것

- 이주노동자와 이민자 증가는 국가 정체성과 시민권에 대한 논쟁을 격화시키고, 이는 민족
중심의 국가주의적 정치정당의 출현, 이주민을 위한 정책지원의 축소를 가져옴
- 이 집단들은 국가의 비전, 목표, 신념에 불협화음과 논쟁을 촉발하는 근원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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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도와 부의 상관관계(매일 기도한다고 응답한 성인 비율)
(단위: %)

자료: NIC(2021), 72쪽

(2) 국가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위기
 냉전 이후 민주주의의 물결이 최고조에 도달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민주주의 수준은

감소 추세이며, 민주주의 후퇴는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
[그림 7] 자유 민주주의 지수의 하락세

자료: NIC(2021),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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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시민사회 간 긴장이 증가
 시민의 기대와 정부의 대응 간 격차가 커져서 사회와 정부 관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비국

가행위자 등 새로운 행위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
STEPI Insight |

- 사람들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도구,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대중의 요구는 증가
- 반면, 정부는 제한된 자원과 경제, 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정부 통치방식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음

 각국의 정부는 기술기반 거버넌스 혁신을 지속할 것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추세는 계속 유지될 전망

- 전 세계적으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복지 제공을 위한 기술 활용을 늘려옴
- 현재까지 디지털 거버넌스는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많이 구축 및 활용되어 왔지만 앞으
로는 모든 국가와 영역에 적용될 것
- 데이터 활용 등 기술기반 거버넌스는 정부의 문제해결력을 강화시켰지만 동시에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데도 쓰일 수 있어 양남의 검이 될 수 있음

(3) 국제사회
 국제질서를 이루는 권력의 원천이 다양해지고 다극적 질서가 도래
 경제력, 군사력, 기술, 인적자원, 정보력, 회복력 등 권력의 원천이 다양화될 것

- 경제, 군사력, 소프트파워(문화) 등 전통적인 국력의 원천만으로는 국제질서 내 위치
유지가 어려워지고, 기술, 정보력, 네트워크 등이 새로운 국력의 구성요소로 등장할 것
- 한편 극한 기후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 및 회복력(resiliency)이 향후
국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것
 단일 국가가 모든 지역과 분야를 지배할 수 없고, 비국가행위자의 영향력이 증가

-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동맹과 국제기구 그리고 이제까지 국제
질서를 뒷받침해 온 규범과 규칙에 변화를 가져올 것
- NGOs, 종교집단,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자원과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이들이 새로운 핵심 행위자로 부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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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질서 다각화와 국가 간 분쟁위험 증가
 세계 권력이 변화함에 따라 냉전 종식 이후 이슈 전반에 걸쳐 지배해 온 제도, 국제 표준,

규범들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 간 분쟁 위험이 증가할 것
- 이념 경쟁이 잦아질 것이며, 국제기구는 외교적 격전지로서 새로운 기술과 연계된 표준
설정 기관의 회원자격을 놓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
- 이제까지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국제표준 및 규범 설정을 주도해왔으나 앞으로는 중국이
바이오기술의 연구와 적용, 지식재산권 등 국제표준 설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것
- 신무기 개발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무기소지국가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대한 새로운 조약과 규범에 대한 정치·외교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
 핵무기 사용과 테러 가능성의 증가
 지역 및 국가 간 갈등, 인구통계학적 압력증가, 환경 악화, 민주주의 후퇴는 정치·경제·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며, 테러 집단은 이를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려 할 것
- 특히 유럽, 라틴아메리카, 북미 등 지역에서는 극우세력과 좌파 테러리스트가 인종주의,
환경주의, 반정부 극단주의와 같은 이념과 사상을 퍼뜨리려 할 것
- 미국은 테러방지를 위해 여행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양자 및
다자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는데, 중국의 성장으로 이러한 관계 유지가 어려워질 것
 기술은 테러와 테러 방지에 모두 활용될 것

- AI, 생명공학, 인터넷 발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빈번해지고 대량
살상무기 사용이 가능해질 것
- 한편 감시능력도 증가해서 생체인식, 데이터마이닝 등으로 테러리스트 식별 및 감시하고
장거리 공격기술로 직접접근 없이도 테러지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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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후는 “더 경쟁적인 세계(A More Contested World)”의 모습일 것
 NIC는 2040년 보고서 부제로 “더 경쟁적인 세계(A More Contested World)”를 붙였는데,

이는 기존에 합의된 가치를 상실하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위한 분쟁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음
 2040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조건변수의 미래 전개에 따라 분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세계 리더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두 진영의 힘겨루기 양상에

따라 민주주의의 확대, 중국진영 확대 혹은 미중의 균형 시나리오를 도출
 (글로벌화 붕괴 및 환경재앙)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를 넘어서는 급진적 미래 시나리오로서

지구 환경위기에 따른 비극과 파편화된 국제사회 모습을 예상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따른 시나리오
 (미국 강세) 미국과 동맹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르네상스” 시나리오

- 미국 및 비슷한 가치체계를 가진 서방국가가 주도하는 개방 민주주의가 부활하는 시나
리오로서 미국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
- 미국과 서방국가는 기술발전을 주도하고 소득증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사회적 통제는 혁신을 억압함
 (중국 주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표류하는 세계” 시나리오

- 중국과 주요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제 규칙과 제도를 무시하여 국제사회가 방향성을 잃고
혼란에 빠짐
- OECD 국가들은 경제성장 둔화, 사회분열 확대, 정치적 대응 미비로 어려움에 직면
- 한편, 서구의 어려움을 기회로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어, 국제사회는 방향성을
잃고 혼란스러워짐
 (미·중 힘의 균형)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 속 “경쟁적 공존” 시나리오

- 미국과 중국은 경제성장을 우선시하여 견고한 무역관계를 회복하게 됨
-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라는 틀 안에서 정치 영향력, 거버넌스 모델, 기술에
관한 경쟁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힘의 균형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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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경쟁구도를 넘어서는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동과 환경재앙 현실화에 따른 시나리오
 (국제질서 다변화) 자국 우선주의로 경제·안보 단위로 “파편화된 국제사회” 시나리오

-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 단위 구역을 형성
- 한편 개도국들은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며 정보흐름과 공급망도 파편화되어
국제무역에 지장이 초래될 것
 (환경재앙에 대응) 기후변화 및 환경악화에 따른 “비극과 협력” 시나리오

- 국제 식량위기, 자원고갈에 따라 EU와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적 연합을 형성
- 부국은 빈국의 위기관리를 돕고 원조사업 및 첨단에너지기술로 저탄소경제로 전환할 것
[그림 8]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2040년 다섯 가지 시나리오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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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따른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미국과 동맹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르네상스”
STEPI Insight |

 개방형 민주주의가 꽃피운 기술발전과 경제성장
 COVID-19 백신의 성공적 개발과 전 세계적 공급은 글로벌 난제 해결에 있어 과학연구,

기술개발, 혁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기술수준이 향상
- 2030년 중반까지 미국과 유럽, 아시아 내 동맹국은 AI,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바이오테크,
에너지저장, 3D프린팅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나이지리아와 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개방형 민주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기술, 교육 부문의 진보를 이루게 됨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혁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이룩

- 개방형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기관, 정부, 비정부기구, 기업들은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연구개발 협력을 지속하여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부 투명성 증가와 허위정보 경계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회복과 사회분열 완화
 경제 성장과 기술적 성취로 글로벌 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분열이 완화되어, 민주

국가 및 조직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다시 증가
 투명성 증가로 사회 내 만연한 부패를 성공적으로 척결하고, 시민의식수준 향상과 허위

정보를 바로잡는 기술의 발전으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회복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적 통제와 감시로 혁신이 저해되고 비극적 미래를 맞이하게 됨
 개방적 협력이 꽃피운 미국 및 민주주의 국가와 대조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고급 기술인력

육성에 실패하고 사회적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여 혁신을 억압하는 양상
 중국은 높은 국가부채와 비효율적인 정부주도 경제개발 모델로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 위기에 봉착
 러시아는 부패한 노동력과 에너지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 푸틴정권 이후 엘리트층의

내전으로 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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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표류하는 세계”
 중국이 주도하지만 국제적 우위는 점하지 못한 상태
 중국과 주요 비정부기구들이 국제규칙과 제도를 무시하여 국제사회는 방향성을 잃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
 국제협력이 저해되고 기술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방향성 잃은 세상이 도래

 경제성장 둔화, 사회적 분열 확대, 정치적 마비로 세계적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됨
 세계 시장경제는 COVID-19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여 불안정성이 심화됨

- 2020년대 말까지 전세계는 높은 국가부채, 고령층 돌봄비용 증가, 반복되는 기후 문제
로 불안정성이 심화됨
- 특히 COVID-19에서 비롯된 환경, 보건, 경제위기가 확산되어 시민의 좌절과 저항이
심화되고 사회가 분열됨
- 북아메리카와 유럽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실패하여 일본의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과
유사한 상황을 겪게 되고, 개도국 발전 또한 침체될 것
 국제사회의 불안정성 심화로 개인 해커, 테러리스트, 범죄 집단이 득세함

- 중동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호전적인 무장 범죄집단에 대한 추종 움직임이 일어날 것

 중국은 서구권 문제를 이용하여 국제적 영향력 확대
 중국은 1990~2000년 수준의 성장세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2030년에는 미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성장
- 중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산업촉진 및 국제적 기술표준
장악에 집중할 것
- 한편 중국주도의 국제사회 질서에 속하는 것을 원치 않아도 젊은 실업자가 많은 개발도
상국들은 투자와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
 한편 일본과 한국은 주변국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군사 현대화와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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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미·중 힘의 균형 속 “경쟁적 공존”
 반으로 쪼개진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번영과 경쟁을 독식함
STEPI Insight |

 미국과 중국은 강력한 무역 관계를 회복하지만 그 외 정치, 기술부문 등에서 경쟁관계를

지속하며 힘의 균형에 도달
-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라는 전제 하에서 정치적 영향력, 거버넌스 모델, 기술적 우위,
전략적 우위에 대한 경쟁 관계를 지속
-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경제협력을 어떻게 유지해내느냐에 국제사회의
안정과 안보가 결정되는 상태

 미중은 상충하는 정치경제 관계 속에서도 번영을 위한 전략적 상호합의에 도달
 COVID-19 위기에서 회복한 이후, OECD 국가들의 시장주도 경제정책이 부활

- 2020년 말에는 COVID-19로 억눌려온 수요와 만연한 대중 좌절감, 경제성과 저조를
타개하고자 OECD 국가들의 시장주도 경제정책이 부활
 중국은 OECD 모델을 거부하고 시장과 자원에 대한 미국과의 경쟁을 지속

- 중국은 시장경제 모델을 거부하고 폐쇄적인 정부주도 경제성장 및 무역을 고수
- 미국은 민간기업 주도, 민주주의와 정보의 개방을 통해 시장과 자원을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을 지속
 미중 양국의 경제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경제관계 안정화 및 번영을 위한 상호합의에 도달

- 미국과 중국은 충돌하는 정치경제모델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투자 관련 상호 제약을
완화하여 경쟁적 공존 상태에 도달

 미국과 중국의 대치 속에 기후변화 등 글로벌 난제는 미해결로 방치
 국제 협력과 기술 혁신으로 선진국들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지만, 장기적인

기후변화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방치
-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과 탄소저장기술로 탄소배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겠지만 재앙적
결과를 막기에는 역부족
- 기술혁신과 단기적 경제적 번영에 취해 각국의 지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서로 미루면서 장기적 기후변화 문제는 방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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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정세 변동 및 환경재앙 현실화에 따른 급진적 시나리오
시나리오 4. 국제질서 다변화로 “파편화된 국제사회”
 세계화가 붕괴되어 각국은 경제 및 안보 이해관계 공유여부로 분열됨
 국가이기주의로 경제, 안보 단위로 국가들이 뭉치고 흩어짐

- 세계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및 강대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크기와 영향력을 가진
여러 경제 및 보안 블록으로 뭉쳐서 동맹을 형성
- 경제 자급자족과 자국 안보 중심으로 국가 간 블록이 형성되기 때문에 공급사슬 재편,
국제무역 중단, 블록 내에 한정된 정보유통이 이루어짐
 기후변화와 같이 전 지구적 협력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난제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만

다루어짐

 자국의 정치경제 안정을 위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혼합된 정치체제가 출현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자원 확보와 자국민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제재조치를 취하고 국경을 봉쇄
- 물리적 장벽이 높아지면서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국제적 인력교류 및
이동, 국제협력이 저해됨에 따라 기술혁신이 위축됨
- 데이터 보안문제로 중국과 이란은 망분리로 사이버 장벽을 세우고, 미국과 일부 동맹국
들만이 개방형 인터넷을 유지하거나 폐쇄형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

 파편화에 따른 국제 불안정성 심화
 자원이 풍부하고 주변에 적대국가가 없는 지정학적 이점을 가진 미국, 캐나다는 다른 나라

들보다 자급적이고 탄력적으로 더 잘 적응할 것
 개도국들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정보흐름과 공급망이 파편화되어 국제무역에 심각한

지장 초래
- 특히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민족·종교 중심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내전이 심화되어도 UN이나 다른 국가가 개입할 명분이 없어서 국가적 재난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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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5. 환경재앙 현실화에 따른 “비극과 협력”
 기후변화 등 환경재앙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근문제에 직면
STEPI Insight |

 세계 식량공급 체계가 무너져서 식량 재난이 발생

- 기후와 환경악화로 핵심작물 생산과 수확이 어려워져서 식품가격이 상승하고 각국은
앞 다투어 식량을 비축하는 등 혼란에 빠짐
- 식량을 비롯하여 인간의 생존에 위협이 닥치면서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반발이 속출

 지구 환경악화에 따른 국별 자각과 반성을 계기로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
 EU와 중국이 비정부기구와 함께 기후변화, 자원 고갈, 빈곤, 식량 등을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변화를 주도
- 부국은 광범위한 원조사업(ODA) 운영과 첨단 에너지기술 이전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돕는 정책을 시행하여 빈국의 위기관리를 도움
- 화석연료 산업을 고수하는 국가는 이러한 변화에 늦게 합류하여 세계적 반발을 받게 됨
- 러시아와 일부 석유수출국기구(OPEC) 소속 국가들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반대하며
극우주의자들은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리즘을 동원하면서 반발
 상향식 사회변혁운동의 촉발과 비국가행위자의 영향력 확대
 환경재앙에 대응하기 위한 상향식 사회운동이 거세짐에 따라 비정부기구, 다자조직, 시민

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이 확대됨
 비국가행위자는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익보다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혁명적 변화를 주도
<표 4> “비극과 협력” 시나리오 속 상향식 운동 전개 예시
-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식량부족에 트라우마가 생긴 청소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환경, 보건, 기근
관련 상향식 운동이 세계적으로 전개되는데, 이들은 지구를 파괴한 기성세대들을 거세게 비난하고, 자국
시민을 보호해주지 못한 정부보다 NGOs, 시민사회단체를 더욱 지지할 것
- EU 는 “인간안보위원회 Human Security Council”라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탄생시켜 식품, 건강, 환경안보
이슈 해결을 주도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자국민의 강한 반발로 결국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게 됨
자료: NIC(2021),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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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변화동인과 2040년 5대 시나리오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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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40 시나리오 종합 분석
 2040 시나리오는 서구 진영이 보는 비관적인 미래 전망의 공식화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미국 정보기관위원회(NIC)로, 보고서 전면에 관통하는 핵심 관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미래국가안보(future national security)임
* 미국 등 강대국의 미래전망보고서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전략적 의도(strategic intention)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보고서는 이전 여섯 번의 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여 팬데믹, 환경, 기술변화 등의 새로운

전망을 담고 있으나, 실제적 의미는 이러한 전망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
- 향후 미국의 국내 및 해외 정책의 기본 시각으로 활용될 것이며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유사한 관점을 가진(like-minded) 서구 진영이 바라보는 세계질서 인식으로 해석해야 함
- 보고서는 20년 앞을 바라보고 전략 분석과 관점을 제시한 것이지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
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미국 정보기관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권고는 금지되어 있으나(“美NIC Terrence Markin 인터뷰”,
5th Meeting of GFN, 2014. 10. 23), 전망 내용을 의사결정과정에 전달(uptake)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항상 진행 중에 있음

 COVID-19와 같이 예상된 글로벌 충격이 현실화된 것에 대한 준비 및 대응부족에 대한

사후적 반성을 포함하고 있음
 팬데믹의 위협에 대한 경고는 2008년, 2017년 보고서 등 이미 20년 넘게 오랫동안 지적된

바 있으며, 결국 2020년에 현실화된 경우로, 보고서는 팬데믹의 파괴적 영향력에 대한
대비·대응이 부족했음을 반성
 COVID-19 유행은 세계 질서의 취약점을 보여줌

- 기존의 조직과 제도는 새로운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만
고조와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졌음을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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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부상 등 전통적 안보 위협 외에도 기술, 환경 및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 등 다양한

위협을 미래변화의 핵심 동인으로 설정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발표하는 미래전망 보고서에는 환경이슈를 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40 보고서는 기후변화, 팬데믹 등의 전 지구적 파급력을 고려한
환경적 관점에서 주된 논의를 전개
* 미국 독립 이후 철도, 전기 등 기술적 진보를 선도하면서 국가 건설의 경험과 전쟁 승리의 경험에 기반
한 기술적 해법에 대한 믿음이 높은 나라임. 실리콘밸리의 ‘극단적 기술낙관주의자’가 한 예임
 특히 기술혁신은 이제 국가 발전의 요소적 관점에서 사활이 걸린 이슈로 격상되었으며,

이는 중국과의 경쟁의 본질이 바로 기술 경쟁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냄
- 기존에는 국력이 국방력, 국방기술(전략핵, 전투기, 항공모함 등)에 의존하였다면 현재
는 디지털 기술을 시작으로 기술혁신 전반으로 확대됨
* 올해 3월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총 8개 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접근을 공식화하는 보고서를 발표3)
** 올해 4월 백악관 주최로 삼성전자, 인텔 등 글로벌 기술기업의 CEO 회동4) 역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통한 기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최근 유럽연합, 독일 등을 중심으로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 논의가 활발
하며, 데이터 주권, 디지털 주권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상
* 기술주권이 기존의 영토주권, 경제 주권과의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에서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 소유가 아니라 상시 접근권(accessibility)관점에서 논의 중이며, 동맹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기존 효율성 논의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의 이익에 기반한 글로벌가치사슬(GVC)논의에
안보(security)관점을 결합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중
* 기존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논의된 국가안보 확보에서는 비용(cost)이 변수가 아님

 4년 전의 “글로벌 트렌드 2035: 진보의 역설” 전망과 일맥상통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표된 “글로벌 트렌드 2035”는 ‘진보의 역설

(Paradox of Progress)’이라는 부제와 같이 그간 당연시되었던 세계화 및 자동화가 반동의
3) 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Final Report,
https://reports.nscai.gov/final-report/table-of-contents/
4) The White House(2021.4.12.), “Readout of White House CEO Summit on Semiconductor and Supply Chain Resilien
c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12/readout-of-white-house-ceosummit-on-semiconductor-and-supply-chain-resilience/(2021.5.10.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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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맞게 될 것임을 전망한 바 있음
- 4년 전 전망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번영을 가져왔다고 믿어왔던 세계화가 오히려 국가 간,
사회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음을 지적
STEPI Insight |

- 현재도 여전히 고령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제기
 일부 도전 요인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화 되었는데, “긴장이 고조될 향후 5년”이라는

단기 시나리오는 선명하게 현실화됨
- 4년 전 전망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가 초래될 것임을 지적했었는데 이는
COVID-19로 더욱 현실화됨
 4년 전과 달리, 다극적 국제질서가 아닌 미·중 갈등이 미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한편. 다극적 국제질서에서 동북아, 중동, 유라시아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분쟁과 군사갈등의
모습을 예측했던 4년 전의 보고서와 달리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중 갈등이 거의 모든
이슈를 변모시킬 수 있는 ‘구조적 동인’으로 자리매김
 다섯 가지 미래 시나리오는 각기 달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음
 인구구조 변화, 경제, 환경, 기술영역에서 여러 가지 변화 동인을 짚어냈지만 시나리오를

결정짓는 핵심 결정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기후변화의 시급성임
- 미국과 중국 간 권력의 균형추가 어디에 자리 잡을 지에 따라 민주주의 확대(시나리오 1),
중국의 세력 확대(시나리오 2), 혹은 미중의 전략적 동맹(시나리오 3)을 도출
- 혹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시급성과 위기의식이 미중 경쟁 이슈를 초월하는 경우 경제·
안보 단위 블록화에 따른 각국 자체 생존(시나리오 4) 혹은 기후변화 비극에 맞서기 위한
국제 공동 행동(시나리오 5) 방향으로 전개됨
 제시된 다섯 가지 시나리오는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시나리오의 여러 모습이 혼재되거나,

또는 다른 예상치 못한 변수 및 이슈의 발생에 따라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전개 가능
-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도(시나리오 3)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으로 비정부
조직의 국제적 영향력 심화(시나리오 5)에 따른 상향식 혁명운동이 전개될 수 있음
- 무엇보다 미래 시나리오의 목적은 정확한 예측(prediction)이 아니라 개연성 있는
(plausible) 미래를 상상해보면서 현재 시점에서 놓치고 있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다섯 가지 시나리오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

37

美 NIC Global Trends 2040으로 본 미래 시나리오와 시사점

2.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
 미래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능동적 읽기가 필요
 앞서 강조했듯 이 보고서는 암묵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구적 시각의 반영물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수용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국가입장에서는 NIC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미래를 ‘이미 결정된’ 미래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것이며, 이를 바꾸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
- 특히 중국, 러시아 등 보고서에서 실명으로 언급된 국가들은 이 보고서의 전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것이며, 그들이 보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음
 중견국으로서 한국 역시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미래 전망에 대해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읽기가 필요함
- 본 보고서에서 그려내는 여러 미래전망 중에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되어 있어 전략적 선택에 많은 고민이 필요
-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등 한국만의 특수한 지정
학적 관계 속에 놓여 있어 기회와 위협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서와 다를 수 밖에 없음
 능동적 읽기를 위한 세 가지 접근: 비판적 사고, 시스템 사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접근)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의하는 단 하나의 미래(the future)란 없으며 동시에

한국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미래들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약한 나라도 아님
- NIC 보고서는 한국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데,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과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 있으며 오히려 달라야 정상적임
 (시스템 사고)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세계체제 미래전망을 이해하기 위한 시스템 사고가

반드시 필요함
-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데 이 관계는 비선형적이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기 않은 경우가 많고 정확한 해법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우리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어 파편적인 답을 찾고, 다시 이를 합하여 전체적인
해답을 구하는 방식에 익숙해있으나, 이를 탈피하여 전체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중요
- 2040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독립적인 외교 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 기술혁신 정책
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정부 차원이 대응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음

38

IV. 종합 및 시사점

 (창의적 사고) 불확실한 미래를 혁신의 기회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

-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해 볼 때,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쉬움
STEPI Insight |

-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야 말로 기존의 시스템이 유연해지고 새로운 혁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창임
- 따라서 불확실성을 없애기보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민첩성이 중요함
 우리나라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백지상태(zero base)’에서 시작하기보다는 미래

연구의 3A(Adopt, Adapt, Advance) 접근 방식을 제안5)
 첫째, 타 국가·조직에서 수행한 전망 보고서의 내용 이해 (Adopt)

- 이는 기존의 국내·외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 또는 사실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NIC Global Trend 2040 보고서는 이런 접근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이 밖에 OECD, 유럽연합(EU

ESPAS, EC Foresight competence center), 유럽의회(EP

Foresight team), 캐나다, 싱가포르 및 국제적인 연구 기관 등에서 발간하는 미래 전망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음. 국내에서도 KDI, STEPI, 국회미래연구원 등 에서 유사한 전망보고서가 있으며, 경제
인문사회연구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연구의 일부로 수행된 많은 보고서가 존재
 둘째, 보고서의 전략적 의도를 재해석하고하고 우리나라 관점에서 수용성 판단 (Adapt)

- 한미 동맹의 군사전략적 역할에서 경제‧가치 동맹으로의 무게중심 이동 가능성 유추 등,
보고서의 비판적 읽기를 통해 도출된 전망, 이슈 등을 한국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
- 이미 앞 절에서 논의할 것처럼 보고서에서 제시한 미래전망이 보고서 발간주체의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이런 의도를 우리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는 것을 포함함
 셋째, 고유한 전망 및 전략 수립 (Advance)

- 앞 단계를 취합하여 한국의 전략적 니치를 선점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
(leverage point)을 찾기 위한 전망 및 전략 도출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한 ‘한국판 글로벌 미래전망,’ ‘한국판 지역미래전망
5) The European Foresight Monitoring Network(2008), “In the Long Run”: Best Practices for New Foresight
Conditions,“ Z_punkt GmbH The Foresight Company,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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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혹은 ‘미래의 한국 전망 2040’과 같은 추가적 연구를 필요로 함
- 혹은 북한,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경제·사회적 발전경로를
고려하여 ‘동북아(북한, 중국, 일본) 미래 2040’과 같은 연구도 가능
* 특히 서구의 거의 모든 미래보고서에서 중국은 기회보다는 ‘위협’으로 간주되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양면적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는 지점

- COVID-19 유행이 세계질서의 취약점을 보여주었듯, 기존의 국방, 외교뿐만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미래 위협 요소를 고려할 필요
- 우리나라는 내·외부 충격으로 인해 극단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많은
나라로 국가 안보개념에 기존 국방,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발전경로에서 파생된
사회적위협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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