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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요 약｜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COVID-19(이후, 코로나)가 촉발한 현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
- 비대면·비접촉(Untact)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일상 전망
- 코로나로 인한 현재 상황을 혁신의 기회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희망하는 미래상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
<‘만들어가는 미래’ 비전설정과 능동적 미래설계방법>

□ 연구 목적 및 범위
○ 연구 질문 및 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사회가 바라는 미래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 연구 범위
- 언택트 중심의 생활양식 변화와 직결된 4대 핵심분야 탐색
- 국민 참여에 기반한 분야별 미래 시나리오 도출 및 선호 미래사회 도출
-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사회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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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설계 및 추진 방법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를 국민이 직접 전망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과제를 도출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둠
-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의 기회와 위협을 생각하고, 바라는 미래를
찾는 과정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
․미래 변화를 국민이 상상해보는 미래사건 도출 워크숍
․분야별 미래사건 시나리오와 상상도 작성
․미래사건에 대한 발생가능성과 선호도를 일반인 1천명 조사
- 미래사건 도출 워크숍을 통해 나온 불확실성 변수(미래 기술 활용의 방향, 비대면
전환 정도)를 기준으로 나뉘어진 네 가지 미래사회 시나리오 작성
- 조사된 미래사건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바라는 미래의 구현 방안 및 정책
대안을 도출
<본 연구의 프로세스>

요 약 iii

□ 포스트 코로나 시대 4대 핵심분야 선정
○ 보다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핵심 분야 선정을 위해 중요도(Intencity)와 임계
점(Tipping Point)을 기준으로 미래 메가트렌드 탐색
○ 상대적 중요도가 높고 대응이 시급한 10개 주제를 선별, 데이터 수와 예측 단계,
파급력, 복잡도, 인과층위, 시나리오 측면에서 비교
○ 인문사회경제, 이공계 등 폭넓은 학제간 전문가 그룹을 구성, 심층 토론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핵심동인(디지털 전환, 공간의 재정의, 교통·
운송의 변화, 식품안전 강화) 발굴
○ 발굴된 동인을 앞서 Shaping Tomorrow에서 도출된 4대 메가트렌드 주제
(도시·자동차·헬스케어·푸드 및 농업)를 대상으로 4대 핵심 분야 최종 도출

<‘국민이 바라는 미래사회 전망’ 연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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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핵심 분야별 주요 테마 도출
○ 도출된 4대 분야별 이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주요테마 20개 도출
<먹거리 분야 주요테마 도출결과 사례>

<4대 핵심 분야별 20개 주요 테마>

요 약 v

□ 국민대상 미래워크숍을 통한 미래사건 도출
○ 국민 대표성을 띄는 참가자 패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분야별 14~15개,
총 57개의 미래사건을 선정
<국민참여 미래워크샵을 통한 미래사건 발굴 과정 >

○ 57개 미래사건의 특성을 고려, 극단적 긍부정사건의 조정 등을 통해 균형적 미래
사건, 중립적 가치지향 명칭 부여
<그룹화를 통한 미래사건 발굴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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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간 ] 분야 주요결과
○ Shaping Tomorrow 키워드 분석을 통해 다섯 가지의 테마를 도출하였으며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물리·가상공간의 융합과 새로운 거래방식의 등장
- 키워드 분석에서 높게 예측된 ‘금융서비스와 사회적 변화 중에서 중장기에 도약
시기가 예측되고 강도가 높은 ‘라이프 스타일’, ‘여행’, ‘쇼핑’, ‘뷰티&패션’, ‘레져’
등의 이슈를 종합하여 선정
② 비대면·비접촉을 추구하는 저밀도시化
- 섹터별 전망에서 강조 된 ‘제조’, ‘건설,’ ‘기술’, ‘부동산’과 사회적 변화에서 예측
되는 키워드로 ‘소비자’, ‘집’, ‘일’, ‘공유’, ‘인구’, ‘조직’ 등을 조합하여 두 번째
주제를 선정
③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되는 문화·여가·종교 공간
- 섹터별 전망에서 두드러진 ‘문화’, ‘미디어&엔터테인먼트’와 사회적 변화에서
예측되는 ‘여행’, ‘문화’, ‘도시’, ‘레저’, ‘종교’를 조합하여 세번째 주제를 선정
④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육아·교육·체험 공간의 진보
- 섹터별 전망 분석결과, ‘교육(Education)’ 분야는 도약시기가 이르지만 강도가
약할 것으로 예측되고 사회적 변화에서는 집과 일의 변화가 도약 시기도 빠르고,
강도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어 네 번째 주제로 선정
⑤ 일터·작업 공간의 협업방식 확대와 다변화
- 사회적 변화 분석에서 일과 집이 도약 시기도 단기이고 강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 두 키워드를 조합하여 다섯 번째 일터 및 작업 공간에 미래에 대해 주제를
선정
<국민 대상 미래워크숍을 통한 공간 분야 미래 사건>
집집마다 가상현실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 공간(방)이 마련된다. 가상현실
가상현실 접속 공간 마련

디바이스를 구비해 놓고 업무, 여가, 학습, 쇼핑 등 다방면으로 활용한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개인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진다.

요 약 vii

가구와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접목
도시내 빌려쓰는 독립적
멀티 공간의 등장
온라인 가상회사 설립

재택근무 관련 기술

세계학교의 등장

가상현실 육아의 보편화

오감 활용 쇼핑

맞춤형 물건 제작

따로 가상현실 방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구와 가상현실 디바이스가
결합된 제품이 출시된다. 기존의 집을 변형하여 가상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다.
도시 곳곳에 멀티 공간이 생겨난다. 용도에 맞게 구조를 변형할 수 있고, 사용
시간 동안에는 온전히 전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업무, 모임, 교육, 여가 등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온라인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많아진다. 원격으로 일하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한다. 고용과 퇴사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기술이 발달한다. 원격으로 일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일하는 느낌을 주는 홀로그램 기술부터, 재택업무를 관리하는 기술도
등장한다. 센싱기술과 생체인식 기술 등을 통해 원격으로 직원들의 업무 상황을
생생하게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세계의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학습하는 ‘세계학교’가 활성화된다.
가상학교에서 소통하고, 범지구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다.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되던 학령 과정과 교육 내용이 국제적인 과정으로 변화한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집에서 육아와 업무를 동시에 하게 된다. 일터와 가정
공간이 융합되면서 가사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육아는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홀로그램 선생님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유아용 가상현실 체험 방이
생긴다. 부모는 아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 받는다.
촉각, 미각, 후각을 포함하여 오감을 만족시키는 온라인 쇼핑이 가능해진다.
가상으로 옷을 입어보거나 만져보고, 가구를 집에 미리 배치해 보는 등,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물건을 구입한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발생하지만,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맞춤 쇼핑이 가능해진다.
집집마다 3D 프린터가 구비되어 집에서 개인 특성에 맞는 물건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소량생산이 보편화된다.

새로운 경험을 파는
가상경험 판매시장의
등장

상상만 하던 모든 경험을 가상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오지 및 극지
체험, 우주여행이 가능해지고, 가상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가상 콘서트를 보는
것이 일상화된다. 게임 세계처럼 자기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오감으로
체험하기도 한다. 가상현실의 영향력이 오프라인 세계만큼 커진다.

온라인 매칭 기반
인간관계방식의 등장

질 높은 소통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온라인 매칭 서비스가 시행된다. 나와 잘
맞는 공동체를 추천받아 교류한다. DNA 정보를 활용한 매칭도 이루어진다.

100% 비대면 시대

수도권 영향력 분산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도시의 유휴 공간의
재설계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100% 비대면 시대가 시작된다.
사람과의 대화보다 기계와의 소통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아바타 활용이 보편화되어 상황에 따라 사용된다.
의료, 업무, 교육, 여가 등에 필요한 공간이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개인당
점유공간의 크기가 증가한다. 사회 활동 전반에 원격 시스템이 활용되면서 서울
중심 문화가 분산되고, 점유공간 확대에 따라 비용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가
저밀화, 평탄화 된다.
원격 시스템 활용을 위한 디바이스가 점점 소형화되고 간편해진다. 이에 따라
업무, 교육, 여가 등 모든 사회 활동을 이동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이 일상화 된다.
대형 경기장, 공연장, 영화관, 학교,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모이던 물리적 공간이
유휴 공간화 되면서 의료공간, 드론 주차장, 실내 공원, 가상현실 체험 공간
등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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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① 가상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짐: 과거 가상화 관련 솔루션에 대한
국민 수용도가 크게 증가
② 접속공간 및 장비/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 온라인화 장비 수요확장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다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는 공간요구 확대
③ 원격상거래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원격상거래의 다양한 방식이
확인되었지만 더 높은 수준의 필요 확인
④ 개인에게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폭: 개별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가속화
⑤ 인간성과 관계성에 대한 갈증이 상존: 원격화 기술에 대한 요구가 확장됨과
동시에 인간적 교감성을 동시 추구
<공간 분야 발생가능성/선호도 기준 미래사건 매핑>

요 약 ix

○ 앞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공간분야의 기저에 흐르는 주요 트렌드를 도출하고
각 트렌드별 이슈와 정책대안을 제시
- 공간분야에 대해 우리는 앞서 코로나로 인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섹터(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개략적인 현상을 고찰
- 두 가지 주요한 관점을 기준으로 그간 파악한 시사점을 재정리
․(대상의 규모관점) 변화가 시스템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냐에 관한 측면
․(변화의 방향관점) 방향이 가상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이냐 물리적 공간의 재
구성적인 것이냐에 대한 측면
○ 이러한 두 가지 측면으로 사분면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큰 변화의 트렌드를
도출
<2030 공간분야 미래전망>

○ 도출된 4대 트렌드를 기반으로 세분화된 관련이슈와 정책방향을 도출
- 균형적 시각(경제, 사회, 기술의 측면)에서 주요 이슈 리스트 도출 및 분석
- 전문가그룹에서 각 세부이슈에 대한 이슈리스트와 현황 그리고 대응방향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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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야 세부이슈 및 정책방향>
구분

이슈내용



가상
공간
확장








도시
저밀
화










거래
방식
혁신







개인
독점
공간
확대








D2C(Direct to Consumer)
비즈니스의 가속화
사무공간 수요의 변화
원격교육에 따른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의 문제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
온라인 콘텐츠 관련기술의 투자
필요성 증대

정책방향



➔




중간유통망 붕괴 대비 가상공간 플랫폼
전환환경 구현
교육, 문화, 종교 등 공동화된 시설의
수요 및 입지 재검토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소방안 마련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가상경제
생태계 구현


주거 시설 및 대형 집합시설 입지
수요 변화

슬럼화 등 도시 문제 대두
지역 대표성 증가

➔
부동산 가치 변화
지방 정부 “소멸” 완화

도심 내외 녹지 수요 변화
모듈러 건축 설계 등 건축 기술

수요의 변화

주거시설의 표준설계 혁신 및
도시차원의 면적 재산정
주거시설 입지변화에 따른 신도시 계획
조정
슬럼화 보완 등 저밀도시를 위한
자연자원 접근성 확보
공공시설 수요 재산정 및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혁신
네트워크 기반 도시화로 인한 정보통신
인프라 설계 강화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
➔ 
세대 간 디지털 격차의 발생
디지털 프로슈머의 증가

보안 및 신뢰 기술의 필요성 증가

상업시설 수요 재산정 및 도시계획 반영
근린 상업구역 개념의 전환 및 공동주택
설계 혁신
생활물류 편의성 개선을 위한
도시유통체계 혁신
비대면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안·인증
체계 강화


자가용 사용 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 저하
공유경제의 변화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
에너지 수요 변화
취약계층 위한 기술 개발 수요

증대
감염 위험 최소화 기술 수요 증대

음식 관련 기술 수요 변화

대중교통 수요 및 노선 재검토
소규모 新이동수단 도입 및 이동중 공간
활용성 향상
개인이동수단 확대에 따른 도로용량 및
환경오염 대응
공유경제모델 위축 대비 비즈니스 모델
혁신
도시 내 공동시설의 개인독점 공간전환
확대

요 약 xi

□ [ 이 동 ] 분야 주요결과
○ Shaping Tomorrow의 트렌드 전망과 키워드 분석을 종합한 결과로 5개 미래
테마를 도출
① 일상에서 이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 확산
- 주로 도시에서 개인용 이동수단을 일상적으로 이용 및 이동수단의 서비스화
- 개인용 이동수단의 증가로 관련 제도의 검토 진행 중
② 혁신적 이동수단을 이용한 오프라인 여행 문화의 확장
- 전통적인 여행 수단인 철도, 자동차, 항공에서부터 미래형 여행 수단인 우주
비행과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
- 퍼스널모빌리티를 활용한 여행 문화 확장 및 비선호 지역으로의 탐험 확대
③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배송 활성화
- 물류, 배송, 시장과 연결되어 물류 시스템과 수송 수단의 발달과 디지털 기반의
헬스케어 확산이 발생
- 운·배송을 위한 오픈플랫폼의 도입과 드론을 활용한 물류거점 간 수송 시범운영
진행 중
④ 실시간 통제가 가능한 교통시스템의 보편화
- 데이터센터의 분석체계와 운송수단 간 네트워크로 인해 실시간 통제까지 가능
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커넥티드카의 시범운행으로 분산형 교통체계 논의
진행 중
⑤ 무인시스템 기반의 교통문화 장착
- 무인시스템을 주제어로 도출한 관련 키워드는 로봇, 배송, 사람, 전기, 서비스,
시스템, 연결, 데이터로, 차량 간 연결을 통한 자율주행 기대
-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 복지를 강구하는 방안으로 활용 및 새로운 교통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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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상 미래워크숍을 통한 이동 분야 미래 사건>
무인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무인 자율주행차량과
유인자동차의 공존

무인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되면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행동반경이 넓어진다.
운전자의 잉여시간이 증가하면서 이동 시간동안 수면, 여가생활, 문화생활, 업무,
식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인 자율주행차량과 유인자동차가 교통수단으로 함께 운행된다. 무인
자율주행차량, 스스로 운전하는 유인자동차, 기사를 대동한 유인자동차 등 이동
수단에 따른 계급이 생긴다.
공유 자율주행차량이 늘어나면서 자가 소유 자동차가 줄어든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유 자율주행차량

교통수단이 복지 정책으로 마련된다. 공유가치와 개개인의 편의성을 위한 가치가
충돌한다.
드론 배송이 도입되어 보다 빠른 배송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드론 길을 위한

드론 배송 도입

체계적인 교통시스템이 마련되고, 운행기준법규도 강화 된다. 자동차 소리처럼
드론의 소리도 일상의 소리로 자리 잡는다.

배송로봇 도입
카메라의 활용과 관련
시스템 도입
자율주행세 신설

무인 배송로봇이 활용되고, 물류량이 급증한다. 오류가 난 배송로봇들이 길거리에
있는 풍경이 당연해진다.
비대면 배송이 보편화되면서 집안, 거리, 교통수단 등 사회 전반에 카메라 사용이
증가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실시간 위치, 동향, 경과 조회 및 보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사회 전반에 무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자율주행세와 로봇세가 신설되고 기본소득제가 시행된다.
운전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활용하는 AI 교통 시스템이 도입된다. 최적화 된

AI 기반 교통 시스템

길을 알려주는 도로가 생기고, AI가 교통 시스템 전반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신호등이 사라진다.
전동 킥보드 같은 1인용 이동수단이 늘어나면서 전용 도로 및 주차 공간이

1인용 이동수단 사용

마련된다. 교통사고 및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이용 자격을 관리하기
시작한다. 운전 능력 뿐 아니라 인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이동 범위 축소

원격 시스템 발달로 물리적 이동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1인용 이동수단 활용 시
날씨로 인한 제약과 안전성 등의 이유로 기본 활동 범위가 축소된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가 제작되면서 공급가가 하락한다. 날씨의

산업구조 변화

영향을 덜 받게 해주는 과학기술 보조 장치, 센싱 기술,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산업이 나타난다.

초고속 이동수단 발달

초고속 이동수단의 발달로 세계가 1일 생활권이 된다.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약화되고, 영어사용이 보다 활발해진다.
단체 여행이 사라지고 거리두기가 가능한 개인 여행이 활성화 된다. 보디가드를

거리두기 여행 문화

대동하여 여행하는 문화도 생겨난다. 한적한 곳을 개인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코스가 발굴된다.

친환경 교통수단

친환경 교통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주유소가 사라진다. 전기 외에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한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친환경 기준에 따라 보유세가 부과된다.

요 약 xiii

○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화의 경향이 강한 미래를 실현가능하고 선호하는
미래로 전망
- 이동 분야의 실현가능성과 선호도가 모두 높은 사건은 무인자율주행 차량과 드론
배송의 도입, 친환경 교통수단, AI기반 교통시스템으로 무인화가 강조됨
- 국민들은 무인화가 혼재되는 상황과 무인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만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임
- 디지털화의 수준과 이동의 자유도가 낮아지는 미래사건은 선호도가 낮은 미래로
부정적으로 전망
- 활동 범위가 축소되는 미래사건은 도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므로 백신 개발과
방역체계의 발달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망
<2030 이동분야 미래전망>

○ 미래사건의 전망은 세대 간 경험의 차이로 실현가능성과 선호도가 발생
- 전반적으로 60대는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경험한 세대로 대부분의 신기술이
실현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대는 실현가능성을 낮게 예측

xiv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 20대는 1인용 이동수단을 여러 번 사용한 경험이 있지만, 60대는 가족단위
이동을 선호하므로 두 집단 간 선호도 차이가 큼
○ 이동의 미래상은 시스템 관점에서 통합화/유연화와 다양화, 운영 관점에서 무인화와
인간중심체계화로 구분
- (통합화/유연화) 파편화된 요소들이 디지털화로 체계화되면서 통합되고 시스템의
대처능력이 유연화
- (다양화) 교통 및 물류시스템에서 여러 유형의 운송/수송 수단이 발달
- (무인화) 교통 및 물류시스템에서 인간의 역할이 디지털 기반 기계로 전이
- (인간중심 체계화) 무인시스템의 탑재와 활용이 제한되는 분야에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고착화
○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적·제도적 한계의 적극적 보완 필요
- 국민이 바라는 이동의 미래상 중 대부분은 2030년 내에 실현되기 어려움
․자율주행차의 경우, 향후 10년 내 완전 상용화가 어려우며, 저밀평탄화된 도시
에서만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비선호 미래사건을 보완하고 선호 미래사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프로
토콜을 제시하여 미래 이동수단의 안전성과 규제를 보완해야 함

요 약 xv

<이동 분야 세부이슈 및 정책방향>
구분

이슈내용





이동
수단






정책방향






기술표준의 부재
보안인증 부실
통제불가 상황 대응 기술 개발
부족
완성차, 전기차, 소프트웨어

➔ 
기업의 경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형성

도로교통법 개정
차세대 이동수단을 위한 인프라


부족


물류
시스
템

여행

교통
시스
템






디지털물류로 전환
대형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통합
물류창고 내의 제도적 영향은
거의 없음
유통과 배송에서 무인화시스템
인프라 및 제도 미비





OTA 플랫폼 개발
여행 산업의 돌파구 부족
현상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




C-ITS 표준 부재
스마트시티 등에 테스트베드
운영
데이터3법 구체성 결여



자율주행 알고리듬 개발
보안시스템 구축
자율주행 안전성 테스트
긴급 상황 대응 기술개발
자율주행 이동수단 부품업체를 비롯한 산업
생태계 재편
준민간시장에 생태계 확보 관련 사업 지원
응용사례 개발 및 사업화 모델 구축
플랫폼 개발 투자
교통약자 지원 교통수단 도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고려한 연구개발
심사 체계 마련
대국민 교통교육 제공
책임소재/운전자 책무 법적근거 마련
면허제도에 자율주행 항목 반영

 물류 로봇 기술 고도화(예: 물건을 집는 방법)
 자율주행트럭, 선박, 드론 도입을 통한 유통 배송
체계화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한 배달 체계 도입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 협업지원 등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체계 마련
➔  물류기업과 물류기술기업 간 협업과 시범운영을
위한 테스트베드 마련
 무인배송 시, 도난방지 인프라 및 처벌규정
강화
 무인화와 인간중심체계 운영 분야의 구분 및 제도
재정비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기존 노동자 재교육
체계 마련




➔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혼잡도 및 관광상품 개발
여행지 안내 로봇 개발
자금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괴멸 최소화
기술융합형 창업 인력 양성
기술기반 상품과 서비스 확보 등 관광트렌드
파악 역량 강화
건강증명을 위한 면역여권 도입
안전국 여행을 위한 트래블버블 형성
위기대응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C-ITS 통신망 표준 마련
C-ITS 보안시스템 고도화
보안기업을 포함한 교통시스템 협의체 구성
기업 간 의사소통 촉진
보안시스템이 강화된 C-ITS 구축사례 확보 및
해외수출 지원
외산제품 보안인증 강화
필터링과 암호화 강제화
C-ITS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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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 거 리 ] 분야 주요결과
○ 코로나가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일으킨 주요 변화
- (변화 1) 농업․농촌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일반 국민들의 인식 향상
- (변화 2)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새로운 비대면 식문화의 정착
- (변화 3) 로봇 기반 푸드테크 산업의 활성화
○ Shaping Tomorrow 분석을 통한 먹거리 분야 핵심 테마 도출
- (테마 1) 진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체식품(Fake food)의 보편화
- (테마 2) 먹거리 생산․소비의 무인 자동화시대(Unmanned automation)의 도래
- (테마 3) 식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자급적 식문화(Self-sufficient food culture)의 부활
- (테마 4) 먹거리 유통․판매의 급격한 위축과 착한 소비(Good consumption)의 확대
- (테마 5) 불안요소로부터 자유로운 먹거리 정보 투명사회(Transparent society)의 도래
<먹거리 분야 미래 핵심 테마 도출>

○ 국민 대상 미래 워크숍을 통한 먹거리 분야 핵심 테마별 미래사건 도출
- 먹거리 분야 핵심 테마별 미래사건 발굴을 위해 브레인스토밍 → 브레인라이팅
→ 클러스터링 → 재분류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여 최종 미래사건 14건 선정

요 약 xvii

<국민 대상 미래워크숍을 통한 먹거리 분야 미래 사건>
빅데이터 기반 푸드 케어
시스템
먹거리 정보의 신뢰도
상승

내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영양 분석을 해주고, 식단을 추천해주는 푸드
케어 시스템이 보편화된다. 가정 내 냉장고 정보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식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빅데이터 기반 식문화가 보편화된다.
하나의 식품이 생산, 유통,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이 모든 식품에 정보로 저장된다.
각각의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조작할 수 없도록 한다. 소비자는 전체
정보를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농축산물 생산을 점유하기

대기업 중심 먹거리 생산

시작한다. 로컬 식품이 사라지고, 안전평가를 받은 대기업 식품이 상품을
독점하여 유통한다.

직거래 구매 활성화

제철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직거래 하는 문화가 활성화 된다.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신선식품도 비대면 구매를 하게 된다.
햄버거 모양이지만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식, 과일 모양이지만 당이 포함되지

대체 식품의 발달

않은 음식, 빵 모양이지만 탄수화물이 포함되지 않은 음식 등 외형과 맛, 성분이
다른 음식들이 많아진다. 알약 하나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1인을 위한 식문화

1인을 위한 식문화가 발달한다. 1인분 음식 배달은 물론 귤 1개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1인분 레시피도 유행한다.
정해진 메뉴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할 수

메뉴 없는 맞춤형 식당

있는 맞춤형 식당이 늘어난다. 최고급 스테이크와 인스턴트 라면을 한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된다.
식자재를 무인으로 생산해내는 스마트팜이 아파트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게

스마트팜 아파트

된다. 도시 안에 자급자족 식물 재배 빌딩이 늘어나면서, 먹거리와 관련된 유통이
줄어든다.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되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리재배’를

대리 농사 서비스

통해 먹거리를 공급받는다. 원하는 식재료를 농부에게 의뢰하면 개인을 위해
재배해준다. 의뢰인들은 원격 시스템을 활용해 재배상태를 체크한다.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 분야

도축형 육식 문화 축소

3D 프린터 음식 보편화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 기술 등 새로운 과학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이 농부로
유입된다. 10대 농부의 등장 등, 농업인구의 연령이 낮아진다. 농업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이 적극 활용된다.
도축하여 먹는 육식이 줄어들면서 축산업 관련된 공간이 사라진다. 채식인구가
증가하고, 숲이 늘어난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며 살아가게 된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음식이 보편화되면서, 가정 내 부엌이 사라진다. 요리를 하는
대신 프린팅을 하여 대부분의 음식을 먹게 된다.
원격 시스템이나 3D 프린터 사용 등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영양 격차 심화

식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된다. 계층 간의 영양 불균형 이슈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다.

바이오 기술의 활용

유전자 조작, 세포배양 기술을 활용한 식품이 나온다. 이 기술로 도축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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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건 인식조사를 통한 국민의 인식을 기반으로 선호도와 미래사건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3개 ❶ 시의적(공감) 영역 / ❷ 정교화(선별) 영역 /
❸ 재진단(재검토) 영역의 정책영역 구분
<먹거리 분야 국민인식조사에 따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영역>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큰 변화의 트렌드를 도출
<2030 먹거리분야 미래전망>

요 약 xix

○ 먹거리 분야의 3개 정책영역에 매핑된 14개의 미래사건의 상호연관성을 먹거리
신뢰성, 소비자참여, 개인화, 지속가능성차원의 정책이슈 분석
○ 국민 인식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먹거리 정책이슈 대응 정책방향 제안
- 국민 인식 기반 정책이슈와 정부정책 간 갭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
<먹거리 분야 세부이슈 및 정책방향>
구분

이슈내용

정책방향




먹거리
신뢰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신뢰사회’ 수요 증가
신뢰도 높은 먹거리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활용가치 확대

➔







소비자
참여






개인화




지속
가능성




소비자 참여의 먹거리 확보
선택권 (자기결정권) 요구
스마트농업으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필요
먹거리 생산-소비의 근접 및
소비자 참여의 정주공간정책
요구
사회·문화정책으로서
스마트농업 활성화 필요
개인 맞춤형 먹거리 소비
보편화
언택트 먹거리 소비를 위한
편의성 향상 확대


➔




➔

지속가능성에 최우선가치를 둔
대체식품의 시대 도래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
➔
확대
첨단기술 중심의 먹거리
생산에 관한 정책 추진
완급조절 필요

공공·민간 먹거리 데이터 통합과 거래
활성화
데이터 품질 향상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수월성 제고
데이터 보안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유통 및 이력관리시스템 정착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과학적
먹거리 케어시스템 구축
먹거리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인문·사회과학적 R&D 확대

도시, 주거단지, 가정 등 공간스케일 및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도시형 농업
활성화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소규모 먹거리
유통체계

먹거리 소비단계 부문(downstream)과
인지과학,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신기술의 융복합에 대한
투자 강화

기술주도형과 수요견인형 먹거리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접근과 투자 정당성의
지속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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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 강 ] 분야 주요결과
○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의 모습을 변화시켰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를 희망하
기보다 코로나19 감염병을 잘 관리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가 화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건강 분야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Shaping Tomorrow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5가지 테마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국내외 파급력 현황을 분석함
- 도출된 테마는 ①실시간 건강 및 생활정보 수집/분석으로 개인에게 맞춤화된
위험상황 대비, ②전통적 병원 역할의 축소와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 ③주기
적인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다양한 신종 질환 출현, ④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문화의 정착, ⑤주거 기준의 변화와 지역별 건강 격차(health divide) 심화
- 실시간 건강 및 생활정보 수집/분석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수단과 프라이버시가 주요 이슈
- 코로나19에 따라 새롭게 시도되는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
되고 있으며 주요국가에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다양한 신종 질환 출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인류가
알지 못하는 Disease X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코로나 블루 등의 신종
정신질환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파악
- 방역시스템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비약품적 중재수단이 사용되고 있고 이와
함께 드론과 로봇 등의 혁신기술 기반 방역 시스템이 안착될 것임
- 코로나19로 드러난 국내·외 지역별 의료 격차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상보다 심각했으며 격차 방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된 5가지 테마에 대해 국민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브레인스
토밍과 브레인라이팅의 과정을 거쳐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상상할 수
있는 14개 미래사건을 도출함

요 약 xxi

<국민 대상 미래워크숍을 통한 건강 분야 미래 사건>
집안에 실시간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메디컬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빌트인) 반지, 몸에 부착하는 패치처럼 간편한 디바이스가 보편화되어 누구나
자신의 신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건강데이터의 관리 문제가 대두된다. 정보 유출로 인해

데이터 유출 피해

피해가 발생하자 국민의 건강데이터를 정부가 관리하기 시작한다. 건강정보
수집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한다.
집이나 개인이 착용하는 의료 및 건강관리 기기가 과도하게 많아진다. 건강관리와

의료 미니멀리즘

진단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의료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의 자급자족 문화가 확산된다.

의료 디바이스 관리

고장이 나거나 감염된 건강관리 디바이스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품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보다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수 있게 된다. 멀리 살더라도 건강 데이터를 통해 가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의료격차 완화

체크하고, 원격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에 대한 지역격차가
완화된다.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격차 심화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해 시골의 물리적 병원이 사라지고,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서울의 대형병원이나 의료서비스 특화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한
지역별 의료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건강관리 디바이스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사용에 대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격차 해소 정책

정부와 산하기관이 협력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기기를 지원하고, 사용방법을
교육하는 등, 복지 시스템이 마련된다.
의료용 로봇 활용이 증가한다.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으며 의학적

의료용 로봇 활용

지식까지 탑재한 AI 로봇이 집집마다 구비된다. 간단한 진료는 이 로봇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바이러스 퇴치가 일상에 자리 잡는다. 바이러스 퇴치 손잡이, 향수 소독제,

일상적 방역 문화

감염여부 즉시 체크, 바이러스 퇴치 패션 등 다양한 방역 발명품이 개발된다. 모든
분야에 방역시스템이 필수화된다.

신종 질병 발생
신종 감염병 발생
정신건강 관리

소독액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 면역력 저하 등, 과도한 방역으로 인한 부작용이
새로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난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는 주기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맞는다.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져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하게 된다.
감염병과 관련된 국가의료보험이 생긴다. 취약계층이 우선 가입할 수 있는

국가 감염병보험 제도

무료지원제도가 시행된다.(예:‘팬데믹 케어’) 4대 중증 질환처럼 감염병도 주요
질병으로 포함된다.

민간 감염병보험 신설

감염병과 관련된 민간보험도 생긴다. 건강분야 뿐만 아니라 건물의 화재보험처럼
감염병 피해에 대비한 다양한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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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은 한정적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워크숍에서 도출된 14개 미래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선호도와 가능성에 대해 국내 및 해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건강 분야 국내·외 발생가능성/선호도 기준 매핑>
<해외 결과>

<국내 결과>

○ 위 분석결과 종합하여 볼 때, 건강분야는 다음과 같은 주요 미래전망
<2030 건강분야 미래전망>

요 약 xxiii

○ 선호도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미래로의 이행은 가속화하고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회피하고자 하는 미래로 가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4개 분야의 정책대안 제시
<건강 분야 세부이슈 및 정책방향>
구분

의료
데이터

이슈내용



건강관리 시스템 사회가 실현
필요



의료 데이터를 센싱,
수집/집적, 분석 통합성 미흡
데이터는 무한성과



정책방향

➔




데이터 전주기적 관점의 접근정책 마련
개인정보 주권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건강감시를 위한 건강정보
수집·가공체계 정비



의료법 내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확장된
해석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원격의료 구현을 위한 의료데이터관련

비경합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소유권’ 불분명

원격
의료
제도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민간
분야에서도 규제 공백
시골, 지방 등에서도 광대역
인터넷이 가능해야 하고
대면진료와 상당히 일치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



기술 수준(요구스펙) 가이드라인 마련

있도록 선명도가 높은 비디오의
기능이 필요

생활
방역



생활방역체계 구현을 통한



상시대응 필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원리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체계화된

➔



생활방역체계 구현을 위한 사회적
역할과 합의 선행



생활방역에 요구되는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체계 마련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체계
재검토 및 구분별 역할 정립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재원확중 방안 마련

모니터링이 필요


의료
전달
체계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필요



적정수가 논의와 의료비
지출구조 재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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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 8대 변화방향
○ 본 연구에서는 공간, 이동, 건강, 먹거리의 차원에서 국민들이 상상하는 다수의
미래사건을 확인하였으며, 그 미래사건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변화 방향(8대
변화방향)을 제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8대 변화 방향 >
변화관점

변화방향

미래 변화

원격화

비대면·비접촉에 따른 본질적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의
증가현상을 예상할 수 있으며 지배적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이
예상

재택근무, 이동형
라이프(워케이션),
원격의료 보편화

가상화

비대면·비접촉 방식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증대됨에 따라
온오프믹스(O2O) 현상이 가속화되며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버츄얼컴퍼니, 가상체험경제 등 ‘제3공간사회’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짐

온오프믹스현상 심화,
버츄얼컴퍼니,
가상체험경제,
가상사회(디지털휴먼)
가속화

소유화

도시 독립 공간, 1인 이동, 대리재배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냄. ‘공유하지 않고 소유한다. 소유할 수 없으면
일시적으로 전유한다.’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경제성 중심의
기존 전달가치의 본질이 안전성 등으로 전환

소소한 소유 지향,
공유경제 비즈니스 변화,
소유할 수 없으면
일시적으로 점유

평탄화

주거 공간 체류시간 증가, 대형집합시설 해체, 무인(드론)물류,
초고속 이동망, 워케이션 등에 대한 요구가 확장되어 인당
주거점유공간의 확대, 다목적 공간(익스피어리언스 룸)의 구성,
도시의 저밀평탄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

인당 점유 공간 확대,
도시 저밀화, 수도권
영향력 분산,
대형집합시설 해체

무인화

무인비즈니스 기술, 드론형 임무차량 등장, 캡슐형 모빌리티
등에 대한 기술적 구현성이 높아지면서 무인점포, 무인물류,
무인여객 중심의 사회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

무인비즈니스 확대,
드론형 임무차량 등장,
캡슐형 모빌리티

개인화

셧다운(거리두기, 폐쇄)상황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결합되어 1인 기반 서비스 확대, 영양소 선택 푸드, 대리재배,
패키지관광 축소 등 물리적 차원을 넘어 심리적 차원의
고립경제로 강화

1인 기반 서비스 확대,
영양소 선택 푸드,
대리재배, 패키지관광
축소

양극화

디지털 격차의 심화와 플랫폼과 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의료서비스 격차확대, 영양성분 선택권, 공간 무한 확장,
교육의 질 등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것을
우려

의료서비스 격차확대,
영양성분 선택권, 공간
무한 확장, 교육의 질

투명화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데이터로 모든 상황이
축적되는 현상은 먹거리 신뢰도 향상, 의료정보 개방, 보험
비즈니스 확대 등 디지털 투명(Digital Transparency)
사회로의 전환을 예고

먹거리 신뢰도 향상,
의료정보 개방, 동선 공개,
위험경고, 보험 비즈니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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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연구전문지 「Future Horizon+」 발간
○ 포스트 코로나 특집 형태로 Future Horizon+ 총 5회 발간을 통해 시의적 핵심
이슈의 발굴 및 의제화
<2020년 Future Horizon+ 주요 내용>
호

표지

주요내용

감염병과 인류의 미래
44

․
․
․
․
․

감염병과의 전쟁, 어디까지 왔나?
현실이 된 X이벤트(한국사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나리오)
신종감염병에 대한 안전관리,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산으로 본 신종 감염병 대응 현황
감염병 대응의 그림자

미래위험의 예측과 대응, 시스템 진화를 위하여
45

․ 와일드카드의 일상화: 미래 재난 대비와 대응: 무엇이 필요한가?
․ 미래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인문사회적 상상력의 필요성: 코로나
판데믹과 미래문해력을 중심으로
․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기술예측의 방향
․ 상시적 미래 충격에 대응한 기민(agile)하고 유연한(flexible) 정부 모색
․ 미래위험을 둘러싼 위험인식과 대국민 소통
․ 회복력 중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 전망
46

․
․
․
․
․
․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 사회 변화
COVID-19의 경제적 영향: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한국에의 시사점
코로나가 촉발한 언택트 소비트렌드와 미래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후변화대응과 한국판 그린 뉴딜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전망 Ⅱ
47

․
․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수업 전망
COVID-19 이후, AI는 능동적 감염병 대응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에너지 시장 동향과 전망
COVID-19로 인한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와 일상의 변화 전망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전망 Ⅲ
48

․
․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방향을 위한 제언
COVID-19 이후, 의료시스템의 진화와 경계의 소멸
코로나(COVID-19) 팬데믹, 관광여행의 변화와 전망
코로나19가 촉발한 모빌리티 산업 혁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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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연구 대중서 단행본 발간
○ 책의 바탕이 되는 연구보고서의 4대 부문별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대중서의 형태로 발간
<단행본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시나리오’ 시안>
표지

목차
1장 코로나의 도전과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한 미래
2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1. 공간 분야의 현황 및 전망
2. 공간 분야 미래상
3. 국민이 바라는 공간 분야의 미래
4. 공간 분야 미래 단편 소설
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동
1. 이동 분야의 현황 및 전망
2. 이동 분야 미래상
3. 국민이 바라는 이동 분야의 미래
4. 이동 분야 미래 단편 소설
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1. 먹거리 분야의 현황 및 전망
2. 먹거리 분야 미래상
3. 국민이 바라는 먹거리 분야의 미래
4. 먹거리 분야 미래 단편 소설
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
1. 건강 분야의 현황 및 전망
2. 건강 분야 미래상
3. 국민이 바라는 건강 분야의 미래
4. 건강 분야 미래 단편 소설
6장 우리사회의 새로운 미래비전 수립을 위하여

○ SF 베스트셀러 작가 4인의 초단편 SF소설 및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
러스트(삽화) 반영
공간

이동

“사이버 스페이스의
정령에게”

“집을 떠나는, 모험”
정소연 작가

배명훈 작가
먹거리

건강

“주공아파트 옥상텃밭

“나의 진료실 이전기”

고추씨 사건”
전혜진 작가

심너울 작가

제1장 서론 1

│제1장│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중에서 현 시점에서 특별히 우리사회
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을 관통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앞날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망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2019년 12월에 첫 발생을 알렸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국경을 폐쇄하는
등 급박한 상황으로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의 인류는 그간 당연하게 여겨
왔던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보편적 생활양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대안을 모색하
여야만 하는 필연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각 계의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
해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 글로벌 사회로의 대전환은 전 세계 인구가 저렴한 비용을
매우 손쉽게 상호교류 하는 환경을 일상화 시켰으며, 인류는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과 교류하며 삶을 풍성하게 영위해왔다. 그러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왕성한 이동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자신이 가진 무기인 빠른 전염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며 전 세계적 대유행을 만들게 된다. 결국 우리사회는 그 생활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의 우회노선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터에서, 학교에
서, 사교모임 등에서 ‘비대면’이라는 제약을 필수요소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임기응변적 대응의 과정에서 우리사회에게 그나마 대안을 제공한 기술은
‘ICT(정보통신)’인프라와 혁신이었다. 이는 현대사회가 그간 기술적 진보를 이룬 주요
한 기술 분야 중 하나이며, 이번 비대면 혁신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는 ICT기반 사
회의 가속화에 매우 중요한 환경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직접 만나지
는 못하지만 재택근무, 원격교육, 온라인쇼핑 등의 형태로 기존 생활양식에서 제공되
던 다양한 교류 목적을 대안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다.

2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이러한 ICT기반 사회로의 전환은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사회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물론 초기의
방식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불완전하고 기초적인 성
격에 불과하였다.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협업솔루션, 원격교육 인프라의 대대적
보급, 온라인 쇼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기업의 확장과 배달운송 시장의 확대
등이 첫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는 곧 더욱 정밀하고 파괴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대응모델을 통해 숨고르기를 한 혁신적 기업들은 변화된 환경을 기회로 활용하기 시
작했다. 비대면·비접촉 사회로의 전환이 공유경제를 위축시킴과 동시에 공유경제 모
델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독점적 전유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그 가치를 빠르
게 전환하였다. 물리적 셧다운을 경험한 여행업계는 가상체험 및 여행서비스를 출시
하며 그동안 잘 활용되지 않았던 AR·VR 기반의 가상화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대체시
장을 개척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경험할 미래사회는 그동
안 전통적인 방식의 각종 거래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뉴
노멀(New Normal)’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으로 인해 변화된 미래에 대해 시나리오를 추
정하여 그 미래모습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래의 변화 추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충격이 몰고 온 거대트렌드에 주목하고자 했으며, 이를 단순
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2020년 「STEPI
Outlook」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용된 미래’가 아니라 ‘만들어진 미래’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의 미래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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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수용된 미래’와 ‘만들어진 미래’ 개념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p. 27.

우리가 바라는 미래모습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기반으로 미래
상을 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기 위한 기법을 방법론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우리
가 바라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 즉, 비전(Vision)을 설정할 수 있다면 그 대안을 선제적
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핵심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수용성의 증대’에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각 국의 셧다운 정책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활동들에
제약을 가져온 것이 특징적이다. 이 과정에서 기호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수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수용
성의 증대는 그간 주춤했던 진보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잠재시장을 실현성
이 높은 시장으로 가치를 증폭시켰으며, 그 결과 높아진 경제성은 새로운 혁신을 낳는
사회적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동력원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접근한
비전설정과 만들어가는 미래의 관점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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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미래예측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미래상
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술·환경 측면에서의
트렌드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소통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미래예측
은 주로 기술 공급적 시각에서 수행된 측면이 크며,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국민이 바라
는 미래상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영국(HSC), 싱가포르(RAHS) 등 오랜 미래 이슈 탐색의 역사를 가진 주요 선
진국의 미래예측 싱크탱크들은 수요 기반의 과학기술예측조사와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
을 반영한 ‘미래사회예측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신기술의 부상 자체보다는 사회적 파
급효과가 큰 이슈를 발굴함으로써 중장기적 미래 도전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
안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의 실수요자인 국민의 니
즈를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도전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을 높이고 능동적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나아가 미래 위험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 미래예측은 ‘와일드카드(extreme shock)’로 점철된 불확실한 미래의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파편적인 접근을 넘어 사회 전반의 전일적 대응을 위한
‘미래 문해력(future literacy)’을 증진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
전망을 넘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향해 나갈 수 있는 미래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
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통찰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미래 트렌드가 갖는 함
의를 균형 있게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진화를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제도적·문화적 개선에 대한 공감을 형성함으로써 중장
기 미래 전략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의 미래연구사업은 전문가의 통찰과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여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글로벌 차원의 도전이 수반하는 위협과 기회 요인을 탐색하
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혁신’이 주도하는 다양한 모습의 미래 시나리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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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전을 그려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가 촉발한 글로벌 차원의 미래 트렌드와 이슈 동인들을 심층적으로 탐
색한다. 중장기 미래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서는 향후 사회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의 징후를 통해 다양한 미래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종
감염병 코로나19가 지구적 차원의 팬데믹으로 격상된 이후, 각국은 경제·사회 분야 전
반에서의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감염
이 확산된 개도국에서는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
국에서도 2, 3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등 코로나는 장기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직면할 상황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이
강구되고 있기는 하나,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새롭게 도래할 미래사회 변화를 조망
하는 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촉발하게 될 사회 각 분
야의 전례 없는 변화상과 중장기적 시각(10년 이상)을 반영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뉴노멀)이 될 미래 트렌드를 탐색하고, 이를 구성하는 핵심 이슈 동인들을
글로벌 차원과 한국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패러다임 환경이 촉발하는 생활양식 변화와 직
결된 핵심 부문별 변화상을 이들을 구성하는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탐색한다. 코로나
19의 파급력이 장기화되면서 일상의 전통적 생활 방식의 관습 또한 바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거·식생활·보건·이동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통념을 벗어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도시는 현대인의 상징적 생활 터전으로
서 고밀도 환경에 기초해 효율성을 창출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현상의 지속은 현재의 기능은 유지되지만 물리적 거리 두기,
비접촉이 가능한 저밀도 공간이자 전유 가능한 장소로서 도시와 가구의 공간 진화를
추동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복잡한 규제 및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안전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원격의료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감염자가 폭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효과성을
상당 부분 공감하게 되면서 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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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부문에서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개인 중심의 맞춤형 먹거리 시장이 급증하
면서 기존의 먹거리 유통·생산·공급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된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국내외 푸드체인망 붕괴와 식량 안보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먹거리 부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
을 담보할 새로운 생산·푸드체인 구축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동
부문에서도 초소형 이동수단(Micro Mobility) 및 비대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원격경제하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의 처리·
관리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자동화·최적화된 유통망을 통한 비대면·비접촉 물류
서비스의 발전도 주목받고 있으며 실시간 통제가 가능한 교통·물류 제어 체계의 보편
화는 이 같은 무인 자율 시스템의 혁신을 더욱 앞당기고 있다. 본 연구는 일상과 직결
된 이들 4대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상을 그려 본다.
셋째, 국민의 관점에서 이들 부문별 미래 시나리오와 다양한 선호 미래상을 도출한
다. 즉, 국민과 함께하는 ‘비저닝(visioning)’ 설계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그
려 보는 것이다. 전문가 중심의 예측·분석에 기반한 전통적인 미래전략연구는 주로 정
책적 지향점을 바탕으로 주어진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춰 왔다. 과학기술
예측조사를 비롯하여 주로 공급자적 시각에 기반한 미래예측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은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수요와 혁신 주체 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미래 모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용된 미래를 넘어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설계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가진 기회와 위협 요인을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둠과 동시에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문가의 통찰과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균형 있게 반영
함으로써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본 연구는 부문별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국민 참여 워크
숍을 통해 구체화된 미래사건을 도출하고 이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가
능미래와 선호미래를 집계한다. 이를 토대로 하는 부문별 미래 시나리오와 종합 시나
리오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상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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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출된 미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국민이 바라는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
기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모색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부문별 국민이 바라
는 미래상과 이들이 연계된 종합적인 미래 비전의 모습을 그리고, 분석적 연구 결과뿐
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각화된 일러스트의 형태로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부문별 미래상과 현황 간의 갭 분석을 통해 이들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도출 정책 과제별 시급성, 범용성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정책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
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 실천 방안과 향후의 보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그림 1-2] ‘국민이 바라는 미래사회 전망’ 연구 범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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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미래사회 전망을 위한 방법론
제1절 미래연구 방법론 탐색 및 활용
1. 체계적 미래연구를 위한 방법론 탐색의 필요성
미래연구란 미래 정보를 토대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으로서 목적과 과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이성주, 2011, p. 14). 특히 공적 책임성을 갖
고 수행되는 미래사회 전망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복잡성과 그 사회의 규범적
가치 또한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세 분석에 활용되는 계량적 지표를 그대로 적
용해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 및 장기적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인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그간 수행되었던 STEPI 미래연구는 예측의 다양성(foresight)과 전략성(strategy)
확보를 목표로 다학제적 관점의 여러 방법론들을 설계·적용해 왔다. 이 소절에서는 올
해 연구의 방법론 서술에 앞서 미래사회 전망을 위한 미래예측연구의 방법론 도구들
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STEPI 선행 미래연구에서의 주제별 활용 사례
와 초점들을 개관하기로 한다.

가. 미래사회 전망을 위한 주요 방법론
미래사회 전망에 활용되는 접근 방법론은 전통적 방법론과 현대적 방법론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방법론에는 ‘천재적 예측(genius prophecy)’과 ‘추세외삽법
(trend extrapolation)’ 등이 있다. 천재적 예측은 연구자 개인의 통찰력과 식견을 바
탕으로 미래상을 그리는 기법으로, 조지 오웰의 “1984”,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같은 저서를 예로 들 수 있다(정재호, 2005). 추세외삽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트렌
드를 토대로 이러한 경향성이 미래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래를 예측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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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박병원, 2017b). 그러나 천재적 예측은 연구자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
생산이 어려운 데다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고, 추세외삽법은 미도입 변수(omitted
variables)로 인한 장기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정재호, 2005). 전통적인 방법론
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등장한 대표적 방법론이
“델파이 기법”과 “시나리오 기법”이며 미래사회 전망에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기법이다.

1) 델파이 기법
1950년대 후반 미국 랜드(RAN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소가 개발
한 델파이(Delphi) 기법은 2회 이상 진행되는 익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론으로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한다(박병원, 2017b).
참여자들의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피드백을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최근 미래 기술 예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최항섭·음수연·전미
경, 2006).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반대 의견도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
를 조성함으로써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전문가 집단 내의 토의를 활성화하는
데 유용하다.
한편 델파이 기법은 준비와 의견 취합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로 인해 설문조
사를 2회만 진행하고 종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박병원, 2017b).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2004년 개발된 실시간
델파이(real time delphi) 프로그램은 웹을 기반으로 한다(정재호, 2005). 실시간 델
파이는 기존의 델파이 기법에 비해 연구 수행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참여의 지리
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패널 섭외가 가능하다(박병원, 2017b).

2) 시나리오 기법1)
시나리오 기법은 발생 가능한 다수의 대안적 미래(alternative futures)에 대한 고
찰을 통해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론으로서, 이 기법 또한 미국 랜드(RAND)
1) 정재호(2005), pp.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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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 의해 개발되어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및 소련 붕괴를 예측하
였다(정재호, 2005). 현재 미래연구에서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사건 예측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복구비용 등에 관한 전략 수립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박병원, 2017b).
미래예측 방법론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에는 상술한 방법 외에 다음 <표
2-1>의 내용과 같은 방법론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표 2-1>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론
방법론

개요

미래바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 내는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구조화한

(Future’s Wheel)

것으로 메가트렌드나 어떤 사건이 미치는 2차, 3차 영향 및 결과를 예측 가능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s)
교차영향분석
(Cross Impact
Analysis)
모의실험
(Simulation)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

의사결정나무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을 의사결정의 규칙에 따라 도표로 만들어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분석 방법
사건 간의 관계가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
모의실험은 복잡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한 실험을 수행하거나 실제
사회현상과 비슷한 상태를 수식으로 만들어 모의적으로 연산을 반복함으로써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
구조가 행태를 결정짓는다는 세계관에 기초하여 사업이나 사회 시스템 등 복잡한
피드백 시스템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방법론으로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본질은
추상적인 변수들 대신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s)로 표현되는 구조를 발견하여
이에 의한 시스템의 동태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

자료: 박병원 외(2017b)를 정리

나. 주요 STEPI 미래사회 전망 방법론
이와 같은 주요 미래연구 기법들을 활용하여 STEPI 미래연구는 기술·사회·환경 등
을 망라한 중장기 혁신 전망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해 왔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의 니즈를 폭넓은 시각으로 반영하고
자 참여형 미래연구 방법에 주목해 왔으며, <표 2-2>와 같이 다수의 방법론을 조합하
여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像)”을 담아내기 위한 다년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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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도별 미래연구 주제
연도

연구 주제

방법론
문헌 리뷰, 스캐닝, 브레인스토밍,

2009

•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Ⅰ

전문가패널, 시나리오기법,

- 미래 자본으로서 창의, 융합, 녹색 자본

SWOT분석, 델파이기법, 시민패널
분석, 설문조사, 로드맵핑

•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2011 - 에너지 효율, 돌봄 서비스의 혁신 전망과 미래 시나리오
- 미래지향 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예측의 활용

문헌 리뷰, 브레인스토밍,
델파이분석
문헌 리뷰, 시나리오 기법,

•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Ⅳ
2012 - X이벤트의 주요 개념과 한국 사례의 적용
- 역대 국가 미래 전략 보고서 메타 분석과 시사점

Southbeach 프로그램을 통한
파급효과 맵 작성, Vensim
프로그램을 통한 인과관계 맵 작성,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설문조사

2014

2015

2016

• 미래 혁신 전망(Innovation Foresight) 방법론 개발 및 적용
- 혁신전망 매핑 프레임워크 설정 및 국내외 사례들의 시사점
• 혁신 전망 방법론 개발 및 적용

RIF 시나리오 방법, 워크숍

VERA에서 사용한 정책렌즈(Policy

-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의 미래를 전망하는 방법론적 모델 제시 Lens) 방법 활용
•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연구사업 Ⅷ

관계자 분석, 전문가 워크숍,

- 한국인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 연구

델파이
문헌조사, 전문가, 워크숍,
트렌드 분석, 설문조사를 단계별로

2017 •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과학기술적 대응 역량 진단

수행하며 각 과정에서 오픈 서베이
및 패널 회의를 통해 산출물 검토
보완

자료: 저자 작성.

현재까지 수행된 STEPI 미래연구는 주요 이슈별로 중장기 미래 전략 수립 및 정책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분야별 미래 전망과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미래 인식 조사’ 등과 같이 최종 수요자인 일반 시민과의 소통 결과를
미래예측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연구가 주어진 “닫힌 결
말”의 전제조건이 아닌 다수의 집단지성을 통해 선제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열린 출발”
점으로서 토대가 되기 위한 접근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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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 방법과의 차별점 및 효과적인 방법론 탐색·활용 방안
기존 미래연구 방법론들 중 국민 참여형 워크숍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한 연구들
은 <표 2-3>과 같다. 홍성주 외(2015)는 국민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미래 시나리오의
위기와 위협을 분석하고, 관련된 정책 수단을 제안하였다. 박성원·황윤하(2013)와 박
성원 외(2014)는 미래지향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삼각접근법으로, 사회분위기 조사,
선호미래사회 조사, 미래적응력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박성원 외(2015)는 선호미래사
회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참여형 미래전망 연구를 발전시켰다. 박병원 외(2017a)
는 미래연구를 심화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접목하여 다양한 미래상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행위자기반모형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
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미래인식, 사회분위기, 미래적응력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
행하여 미래상 연구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박병원 외(2017a)는 정량적·정성적 연
구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여 미래연구의 파급력을 제고하였다. 최근에는 최병삼 외
(2018)와 최병삼 외(2019)가 행위자기반모형을 다시 활용하여 의사결정 주체의 행동
패턴을 고려한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머징 기술에 대한 미래전망과
참여적 기술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심도있는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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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기존 연구 방법 비교
연구

방법론

목적

설명

혁신 전망의 미래

도출된 혁신 전망의

홍성주 외

시나리오로부터

정책적 활용을 위해 전망

(2015)

정책적 의제를

기반 정책 수립 절차를

발굴하기 위한 방법

설계하고 적용

미래지향적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세부 연구 방법으로 사회 분위기

네트워크 형성을

미래 인식을 수준과

조사, 선호미래사회 조사, 미래

위한 삼각 접근법

내용으로 분석

적응력 조사 등을 수행

미래지향적

한국인의 선호미래를

네트워크 형성을

측정하고 미래를 이끌

위한 삼각 접근법

공공가치 고려

박성원·황윤하
(2013),
박성원 외
(2014)
박성원 외
(2015)

미래연구의 정책적
박병원 외

정량적·정성적 연구

파급력 극대화, 미래연구

(2017a)

방법론 실증

역량 제고,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최병삼 외
(2018)

- 행위자 기반 모형
- 기술 혁신 트렌드
분석

- 행위자 기반 모형

(2019)

- 소비 데이터 분석

인지하고, 정책 사고의 폭을 넓혀
주는 수단으로서의 미래 전망 제안

선호미래사회 조사 대상을 서울과
5대 광역시 40~50대로 확대
-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산업구조
변화
- 미래 기술 전망을 위한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미래연구의 정책적

- 혁신 시스템의 미래

파급력 극대화

- 참여적 기술 영향 평가

기술, 산업 등에 대한

- 합성생물학, 나노소재, 수소경제 등

글로벌 트렌드 분석과
최병삼 외

단일한 ‘공식화된 미래’상의 위험성을

미래연구 방법론 및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이 직면하게 될

과학기술 미래 전망
- 소비 데이터 활용 과학기술 혁신
수요 전망
- 의사결정 주체의 행동을 반영한

미래를 전망하고 중장기

모델링 기반 미래예측(과학기술의

전략의 방향성 제시

일자리 영향 분석)

- 데이터 기반 미래
이슈 도출
- 빅데이터 분석의 미래 이슈 도출

- 국민 참여형

본 연구

워크숍 기반 미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구상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

변화와 대응 미래 도출

도출 및 미래상 구현을

- 국민 선호 및 가능 미래를

- 설문조사 기반
미래 시나리오
평가
-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정책 분석

자료: 저자 작성.

위한 정책 수단 제안

- 코로나19로 인한 미래 시나리오

구현하기 위한 정책 지원 수단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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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국민 참여형 워크숍이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미래 시나리오
를 도출하거나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미래연구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 참여형 워크숍의 경우, 참여자의 응답에 의존하여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참여자들 간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친 후 수렴된 미래상을 도출하였다. 따
라서 최종 결과물은 다양한 미래상이 아닌 수렴된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정책 시나리
오와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설문조사 기반의 미래 시나리오 도출 방법
은 설문 대상 집단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설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도 하
였다. 설문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미래상이 발산하는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에서 수렴하는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림 2-1] 미래전망 기반 정책방안 도출 연구 방법론

자료: 저자 작성.

미래상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상 제시 방법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은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미래 전망 기반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방법론이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 미래
이슈를 탐색한다. 미래 이슈는 기술, 사회, 문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키워드를 포함한다. 도출된 미래 이슈를 기반으로 국민 참여형 미래 워크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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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국민 참여형 미래 워크숍에서 미래 이슈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국민들이 생각한 다양한 미래사건이 도출된다. 이
를 기반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미래상과 실현 가
능하다고 여기는 미래상을 도출한다. 설문조사는 국민 참여형 워크숍의 결과물이 발산
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를 통제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선호하는
미래상을 실현하고 선호하지 않는 미래상을 피할 수 있도록 정책 분석을 활용한다. 정
책 분석은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통해 미래상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
으로써 국민 참여형 워크숍과 대국민 설문조사가 가지는 참여형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법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들과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기술·사
회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 이슈에 대한 전망을 수집하여 미래상의 도달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래상의 도달 가능성을 시나리오화하고, 정책 구현을 위한 수요
처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미래연구사업 주요 수요처

자료: 박병원 외(201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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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선호미래 제시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설계 방안
먼저 다양한 선호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씨앗은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이슈 발굴 방
법을 통해 도출된다. 빅데이터에는 논문, 언론,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이 있으며, 대용
량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네트워크 분석, 텍스트마이닝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각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간 미래예측 및 모니터링도 가능해졌다. 특히 텍스
트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미래 이슈 발굴은 기술예측 분야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미래 전략 프레임워크는 크게 문제 해결형, 예측·대응형, 조기경보형,
어젠다 발굴형 등이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예측 시점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
분하고, 데이터 주제의 범위를 특정 분야와 광범위로 구분한다.

<표 2-4>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프레임워크
시점
단기(1~3년)

중장기(3~10년)

데이터 범위
특정 분야

문제 해결형

예측·대응형

- 현안이나 이슈의 세부적 구조와

-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세

양상 파악
조기경보형
광범위

- 이상치 발견을 통한 비정상적
이벤트 탐지

분석
어젠다 발굴형
- 광범위한 환경 스캔을 통한
미래 트렌드 및 이머징 이슈
전망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5), p. 28.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되는 미래 이슈에는 단기에서 중장기 이슈들까지 포함되며, 이
들의 중요도와 시기성(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지표의 탐색도 필요하다. 이슈들의 중
요도는 해당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경우에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으며, 시기성의 경우 관련 문헌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수치를 제공하는 경우에 시기성
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요도와 시기성과 같이 미래 이슈의 속성을 구분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미래 이슈를 도출해야 미래 이슈가 산발적으로 발산하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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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은 미래 시나리오 분석의 기회·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정책 이슈와 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홍성주 외, 2015), 국민들의 역할과 전문가의 역할을 구분
한 것이다. 국민 참여형 워크숍은 도출된 미래 이슈를 활용하여 다양한 미래상을 도출
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양성이 확보된 참여자들은 미래 이슈를 미래 시나리
오로 확장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한다. 참여자들은 그들이 도출한 미래 시나리
오의 기회와 위기를 파악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상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한 미래 시나리오는 다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가능
성과 중요도를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산발적으로 흩어진 미래 시나리오를 구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2-3] 시나리오 기반 전략 수립 워크숍 및 정책 수단 도출 흐름도

자료: 홍성주 외(2015), p. 58을 재구성.

가능성과 중요도 평가가 완료된 미래 시나리오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체계를 고안해야 한다. 정책 현황 분석과 정책 수단 도출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국민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의 토론 과
정을 거쳐 거버넌스, 펀딩 구조, 공공 정책, 민간 정책, 연계 정책, 인프라 정책 등 정책
이슈와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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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설계 및 추진 방법
1. 연구 설계
국민이 바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를 탐색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인 본 과제의 프로세스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본 연구의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도출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은 다양한 미래 속에서 사회 구
성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위기
와 기회의 양면을 가진 미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정책은 국민의 선호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
한 수단이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험이 발생한 직후인 지금, 국민이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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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찾아 논의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에 대해 국민이 상상하고 바
라는 미래를 찾는 과정을 통해 향후의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본
연구의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제일 먼저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다음의 4개 분야, ①공
간, ②이동, ③먹거리, ④건강을 선정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4개 핵심 분야는
다양한 분야의 메가트렌드 관련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미래이슈 탐색 시스템(Shaping
Tomorrow) 활용 및 전문가 패널들의 간담회를 통해 선정되었다.

2. 과정별 추진 방법
가. 4개 분야별 테마 도출
현재의 일상을 보내는 것이 익숙한 국민들에게 갑자기 미래를 상상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초기 자료
로 각 분야의 기술 중심 트렌드 및 전망을 정리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는
미래예측 작업의 사전적 활동으로 많이 쓰이는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
방법을 차용하였다.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수집하여 미래 이슈를 탐지하는 방법인 호
라이즌 스캐닝은 미래 시나리오 및 로드맵 작성에 사용될 트렌드, 핵심 동인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본 연구의 4개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쓰였던 Shaping Tomorrow를
활용하여 각 분야의 코로나 이후 미래 변화 전망을 5가지 테마로 정리하였다.
Shaping Tomorrow는 최신 자료의 검색 기능뿐만 아니라 미래예측 방법론을 기반으
로 각 자료에 대한 발생 시기, 영향력, 관련 키워드 등과 다양하게 시각화된 분석 결과
를 제공한다. 각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5가지 테마를 도출하고, 각 테마
의 현황 및 향후 국내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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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 대상 워크숍 ①: 미래사건 도출 워크숍
본 연구에서는 미래연구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한국미래전략연구소더블유2)와 함
께 전체 연구 설계와 국민 대상 워크숍을 수행하였다. 2020년 3월부터 전체 연구 절차
를 논의했고, 4월부터 5월까지 국민 참여 미래 워크숍을 기획 및 설계했다. 이번 워크
숍의 시계는 2030년으로 코로나 이후 공간, 이동, 먹거리, 건강 4개 주제에 대한 미래
사건 도출이 주요 목적이었다. 각 주제는 주제별 5개 테마를 활용하여 워크숍 안에서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워크숍은 주제별 1회씩 총 4회 진행되었으며, 매회 20~60대 국민 8~10명이 참가
했다. 참가자는 성별, 연령, 직업을 고려하여 전문 업체가 선정했으며 매회 세대별 2명
씩 참가해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참가자에게는 각 주제에 대한 사전 설문을 진행했다. 주제와 5개 테마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미래사건을 예측하도록 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고자 했다. 워크숍의 전체 프로세스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미래사건 클러스터
링, 전체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워크숍의 최종 목표는 주제별로 핵심적인 미래사건을
10~15개 도출하는 것이었다.
프로세스와 미래 이슈 확정 후 연구진은 4회의 모의 워크숍을 운영하여 최종 준비를
마쳤다. 5월 30일 이동 워크숍을 시작으로 6월 6일 건강 워크숍, 6월 7일 먹거리와
공간 워크숍이 시행되어 4회 과정이 최종 완료되었다.

2) 민간 미래연구 전문기관. 사회 전 분야에 대한 미래 전망 및 미래워크숍 기획, 미래워크숍 전문 퍼실리테이터 양성
등 미래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및 국가기관과 협업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하 한미소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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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미래 워크숍 진행 개요
일자
20. 3. 18.
20. 3. 27.
20. 4. 13.
20. 4. 20.
20. 4. 22.
20. 4. 28.
20. 5. 12.
20. 5. 19.
20. 5. 26.
20. 5. 27.~ 6. 1.
20. 5. 31.
20. 6. 2.
20. 6. 5.
20. 6. 6.
20. 6. 7.
20. 6. 16.

과정
1차 회의(방문)
2차 회의(방문)
3차 회의(방문)
미래워크숍 기획안 전달
4차 회의(화상)
5차 회의(방문)
6차 회의(화상)
1차 모의 워크숍
2차 모의 워크숍
사전 설문
이동 워크숍
3차 모의 워크숍
4차 모의 워크숍
건강 워크숍
먹거리 워크숍/공간 워크숍
7차 회의(방문)

-

내용
연구 목적 공유
과업 범위 설정
국민 미래워크숍 기획
스테피 연구진에게 워크숍 기획안 전달
워크숍 프로세스 공유
워크숍 프로세스 확정
주제별 5개 테마 확정
전체 프로세스 점검
연구진 모의 워크숍 진행(이동)
참가자 대상 사전 설문 진행
이동의 미래워크숍 시행
연구진 모의 워크숍 진행(건강)
연구진 모의 워크숍 진행(먹거리/공간)
건강의 미래워크숍 시행
먹거리/공간의 미래워크숍 시행
주제별 미래사건 확정

자료: 저자 작성.

1) 미래워크숍 방법론
미래 워크숍은 다양한 미래예측(Foresight) 방법론 가운데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건이나 대안에 대해 창의적 생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1980
년대에 로버트 융크(R. Jungk) 등에 의해 개발된 이후,3) 다양하게 확장되어 왔다.
Popper(2008)의 미래예측 방법 다이아몬드([그림 2-5] 참조)에 따르면, 미래워크숍
(Futures workshops)은 창의성(Creativity)과 상호작용(Interaction)에 기반한다. 따
라서 효과적인 미래워크숍 운영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적
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퍼실리테이터는 전체 프
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가자가 프로세스마다 같은 미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구성원 사이의 시너지를 끌어올려 창의적 사고를 하도록 지원한다. 미래워크숍은
정답을 찾아 가는 과정이기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 가깝기 때문에 미래워
3) Jungk, R. and Müllert, N.(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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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숍의 퍼실리테이터는 미래라는 열린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퍼실리테이팅을
해야 한다. 일반 의사결정 워크숍이 잘 조율된 합의를 중시한다면, 미래워크숍은 한
가지 합의보다는 복수의 가능성에 대한 수용이 중요하다.
[그림 2-5] 미래예측 방법 다이아몬드

자료: Popper(2008), p. 66.

이번 워크숍은 다양한 세대의 국민이 참여하여 코로나 이후의 공간, 이동, 먹거리,
건강 주제에서 발생할 미래사건을 상상해 보고, 10년 후 미래사회를 전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정책연구과 연계한다
는 점에서 미래연구 방법론 가운데 참여적 방법(Participatory Method)을 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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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적 방법이란 전문가나 이해관계자가 아니지만 해당 주제로 인해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이러
한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을 들 수 있는데 크라우드소
싱이란 군중(crowd)과 외부 발주(outsourcing)의 합성어로, 집단의 다양성을 활용하
여 폭넓은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을 의미한다. 주로 기업에서 활용되지만 정부 내 미래
예측 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제도화된 기법과 분석 규범 안에서 놓치고 있는 지점
을 참여적 방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기획된 국민 참여 워크숍 또한
전문가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드러내 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래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참여적 방법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미래 아이디어 도출 방법론
○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응용된 상상(Applied Imagination)」(1953)의 저자이자 광고인인
알렉스 F. 오즈번에 의해 알려졌다. F. 오즈번의 기법 발명 이후 무수한 형태로 변형되
어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제약 없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브레인
스토밍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의 방향을 잡는 것을 도우며 이를 통해 아
이디어를 확장해 갈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5개 테마에 대해 3~5명씩 팀을 나누
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 10년 후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주제에 맞게 상상하여 키
워드, 질문, 사건, 그림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아이디어
는 팀원들의 토론을 거쳐 4~5개의 아이디어로 선정된 후, 브레인라이팅의 씨앗 아이디
어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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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브레인스토밍 진행 방법
1.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맡는다.
2. 주제를 명시한다.
3. 아무리 엉뚱해도 모든 것을 적는다.
4, 시간을 제한한다.
5. 브레인스토밍이 끝난 후 아이디어 순위를 매기는 등 후속 토론을 한다.
자료: 엘런 럽튼(2016)을 재구성.

[그림 2-6] 브레인스토밍 예시

자료: 저자 작성.

○ 브레인라이팅
브레인라이팅은 1968년, 독일의 홀리거(Holliger)가 개발한 자유 연상 방법론이며,
침묵의 집단 발상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브레인스토밍이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공개
하고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과 달리 브레인라이팅은 침묵 속에서 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게 된다. 팀원들 간에 상하관계가 존재하거나 다소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할 때 균형 잡힌 토론이 어려울 수 있는데, 브레인라

제2장 미래사회 전망을 위한 방법론 25

이팅은 이러한 요소에 좌우되지 않고 균등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법론이다. 다
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읽고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기 어려운 팀원들도 자유
로운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하며, 다량의 아이디어를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하기
에 좋은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턴마다 새로운 질문을 제공하여 해당 테마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각도로 도출하고자 했다. 최초의 아이디어는 브레인스토밍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씨앗 아이디어로 삼았고 이후 STEEP과 해당 주제를 연계한 질문(<표 2-7> 참조)과
2030년의 미래뉴스 상상 등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했다(<표 2-8> 참조).
[그림 2-7] 브레인라이팅 과정

자료: 저자 작성.

<표 2-7> STEEP 분류와 의미
분야
사회
과학기술
경제
환경
정치

의미
사회, 문화적 가치와 인구 특성을 포함한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s)
R&D 활동, 새로운 미래 이슈 및 연구, 기술 변화의 속도와 규모를 포함한 기술적인 요인
(Technology factors)
경제성장, 이자율, 인플레이션, 국제무역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 경제적인 요인
(Economic factors)
날씨 및 기후 또는 에너지, 연료와 같은 측면을 포함한 생태적·환경적 요인
(Ecological/Environmental factors)
정부의 정책 목표, 정치 지형의 변화(정당 간 권력 이동 등), 법률 및 규제 요인들을 포함한
정치적인 요인(Political factors)

자료: 박병원 외(2017b), p. 117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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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브레인라이팅 활용 질문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질문
1.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연계한 미래 아이디어 도출
2.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연계한 미래 아이디어 도출
3. STEEP 분야와 해당 주제를 연계한 미래 아이디어 도출
4. 2030년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상상하여 미래 아이디어 도출(희망적 뉴스/우려되는 뉴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8] 브레인라이팅 예시

자료: 저자 작성.

2) 미래사건 도출 워크숍 개요 및 프로세스
2030년 코로나 이후 미래사회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20~60대 국민 38명을 대상으
로 미래워크숍을 실시했다. 2020년 5월 31일 이동의 미래워크숍을 시작으로 6월 6일
건강의 미래, 6월 7일 오전 먹거리의 미래, 6월 7일 오후 공간의 미래워크숍이 진행되
었다. 이동, 건강, 공간 워크숍에는 국민 10명이 참석했고, 먹거리 워크숍에는 8명이
참석했다. 4회 워크숍 진행을 위해 한미소의 퍼실리테이터 6명이 워크숍 기획 및 퍼실
리테이팅을 맡았다. 워크숍은 총 4시간 동안 <표 2-9>와 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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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미래사건 도출 워크숍 단계 및 과정
단계 및 시간

과정

오프닝(15분)

미래워크숍 목적과 일정 공유

트렌드, 이머징 이슈 공유(15분)

2020년 주제 관련 트렌드와 이머징 이슈 공유

미래 이슈, 사건 발굴(150분)

주제 관련 미래 아이디어 도출(5개 테마)

미래 사건 클러스터링(30분)

도출된 아이디어를 그룹화하여 주요 미래사건 선정

전체 토론, 클로징(30분)

전체 토론

자료: 저자 작성.

전체 프로세스는 총 5단계로 구성되었다. 워크숍 주제에 대한 국내외 트렌드와 이머
징 이슈를 공유하여 아이디어의 출발 지점을 맞추는 ①미래 트렌드 공유, 브레인스토밍
을 통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도출하는 ②미래 이슈 발굴, 브레인라이팅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발굴하는 ③미래사건 발굴, 도출된 미래사건을 팀별 토
론을 통해 비슷한 아이디어끼리 묶어 네이밍을 하는 ④미래사건 클러스터링, 팀별 발표
와 함께 결과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⑤전체 토론 과정이다([그림 2-9] 참조).
[그림 2-9] 미래 워크숍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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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브레인라이팅 모습

자료: 저자 작성.

다. 미래사건 가능·선호 인식조사
미래사건 도출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유사한 것끼리 클러스터링하고, 현장에
서 중요하게 논의된 정도와 연구진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분야별로 14~15개
의 미래사건을 선정하였다. 총 57개의 미래사건을 대상으로 1,000명의 국민들에게 분
야별 미래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선호도를 묻는 인식조사를 시행하였다.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을 묻는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
하는 현재의 조건(발생 가능성)과 미래의 바람(선호도) 사이의 간극이 향후 계획의 방
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원·황윤하(2013)는 ‘모든 인간은 현재
의 세계(the present world)와 상상의 세계(an imagined world)에 동시에 존재하는
시민이며, 두 세계의 대립으로 미래가 태어난다’는 폴락(Polak, 1973)의 말을 인용하
면서 사람들이 행동을 유지하거나 바꾸는 것은 현재의 데이터와 이루고자 하는 목적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다.
설문조사의 대상인 일반인은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미래사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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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발생 가능성의 정도
는 현재 그들이 가진 정보의 양과 이를 통해 인식하는 현재의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설문조사는 전문 설문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하여 <표 2-10>과 같이
수행하였다.
<표 2-10> 미래사건에 대한 가능·선호 인식조사 설계
구 분
조사 대상
조사 표본 수
표본추출 방법
조사진행

주요 내용
일반 국민 20~60대 성인 남녀
일반 국민 1,000명
전국 17개 시·도, 성·연령별 인구 비례 할당
온라인 패널조사
(1단계) 설문지 기반 본 조사 설문 온라인 웹 프로그래밍 세팅
(2단계) 설문 대상자에게 설문조사 메일 발송 배포 및 진행

조사 절차

(3단계) 데이터 수집/검수/처리
(4단계) 설문조사의 결과 요약
(5단계) 원자료(Raw Data) 및 통계 테이블(Table) 검토

자료: 저자 작성.

미래사건의 가능·선호 정도를 묻는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은 20~6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국적 단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5월 주민등록통계(행정안전부)를
표집틀로 하여, <표 2-11>과 같이 유효표본 총 1,000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할당을
하였다.
설문은 온라인(web)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화면과 문항은 [그림 2-11]
과 같이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에디팅, 코딩을 거쳐 자료 파일을 만들
었으며, 통계 패키지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처리된 값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설문 문항은 공간, 이동, 먹거리, 건강의 4개 분야, 총 57개의 미래사건에 대해 <표
2-12>와 같은 형식으로 실현가능성과 선호도를 공통적으로 반복하여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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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가능·선호 인식조사 표본 설계표
구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울

19

20

21

20

15

20

20

21

21

17

194

부산

6

6

7

8

7

6

6

7

8

7

68

대구

5

4

5

6

4

4

4

5

6

4

47

인천

6

6

7

7

5

5

5

6

7

5

59

광주

3

3

3

3

2

3

3

3

3

2

28

대전

3

3

3

3

2

3

3

3

3

2

28

울산

2

2

3

3

2

2

2

2

3

2

23

1

1

1

1

1

1

세종

6

경기

25

26

31

30

19

23

25

30

29

20

258

강원

3

2

3

4

3

2

2

3

4

3

29

충북

3

3

3

4

3

2

2

3

4

3

30

충남

4

4

5

5

4

3

3

4

4

4

40

전북

3

3

4

4

3

3

3

4

4

3

34

전남

3

3

4

5

4

2

2

3

4

3

33

경북

4

4

5

6

5

3

4

5

6

5

47

경남

6

6

7

8

6

5

5

7

8

6

64

제주

1

1

2

2

1

1

1

1

1

1

12

계

96

97

114

119

85

87

91

108

116

87

1,0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1] 온라인 설문조사 화면(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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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57개 미래사건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공통 질문
질 문
이 미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선 택 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래를 얼마나 선호하시나요?

자료: 저자 작성.

라. 분야별 미래 시나리오 및 상상도
미래사건 도출 워크숍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가능·선호 인식조사를 거친
미래사건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분야별 미래 시나리오와 상상도를 작성한다. 또한
SF 소설 작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4명의 작가가 분야별 초단편 소설을 집필한다. 이러
한 미래 시나리오와 상상도, 작가들의 소설은 파편적으로 제시된 미래사건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 독자들이 국민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보다 잘 이해하고 폭넓게 공감·
사고·상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마. 정책 방안 및 대안 도출
국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미래사건의 구현 방안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발생 가능성과 선호도 사이의 인식 차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의 구현 방안을 수립하
는 데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선호도가 높은 미래사
건은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반면
선호도는 낮은 미래사건은 지금과 다른 정책 대안을 요구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혹은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전문가의 판단과 국민의 인식이 차이를 보일 경우, 올바른 정보
제공이나 수용도 제고 등의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과 현재 정책과의 갭을 분석하여 무엇이 새로 필요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하는지를 도출할 예정이다. 전문가 인터뷰, 초점집
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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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민 대상 워크숍 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사회
미래사건 도출 워크숍 결과와 가능·선호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
대의 미래사회를 국민이 전망하는 워크숍을 기획했다. 미래사건 도출 워크숍의 목적
이 풍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었다면 미래사회 전망 워크숍의 목표는 개
별 사건을 개연성 있는 미래사회의 모습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선 미래사
건 워크숍의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2개의 ‘추동불확실성(driving
uncertainty)’ 변수를 선정했다. 두 개의 주요 미래 변수가 만들어 내는 4개의 미래사
회 모습을 통해 코로나 이후에 올 수 있는 다양한 미래사회를 보다 총체적으로 보기
위함이었다. 주제별 미래 전망은 다양한 미래상을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는 4개의 미래사회 시나리오 도출을 목표로 했다.
또한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4개의 미래사회 중 어느 사회를 더 선호하는 지에 대
한 간단한 조사도 겸했다.
미래사회 전망 워크숍 참여자는 첫 번째 워크숍 참여자 가운데 후속 연구 참여 의사
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운영 시기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겹쳐
온라인 워크숍으로 프로세스를 수정했다. 17명의 참가자 외에 디바이스 구비가 어렵
거나 온라인 참여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6명은 서면 인터뷰 방식으로 의견을 냈다.
이를 통해 총 23명의 미래사회 전망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다.
워크숍 프로세스는 추동불확실성 변수를 통해 도출된 네 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
공하여 선호미래와 가능미래를 조사하고, 선호미래를 선택한 이유를 토론함으로써 코
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했다.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미래 모습을 도출하고
자 했다.

1) 추동불확실성 변수를 활용한 코로나 이후 미래 시나리오
추동불확실성 변수를 활용한 미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십자가(scenario cross)’
에 주요 변수를 놓고 미래사회를 검토하는 방법론이다([그림 2-12] 참조). 이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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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래 시나리오를 구축하면 각 시나리오는 배타적인 사회 특징을 가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12] 두 개의 불확실성이 만들어 내는 네 개의 시나리오

자료: 저자 작성.

이 방법은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는데 핵심은 미래 ‘불확실성’
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다. 시나리오의 두 축을 구성하는 불확실성 A와 불확실
성 B는 전망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동시에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로 구성된
다. 여기서의 불확실성은 뚜렷한 트렌드를 보이는 추세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미래
변수를 뜻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눈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양가
적이고 변덕스러운 이슈가 미래 시나리오를 만드는 좋은 불확실성 축이 된다. 즉 미래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변수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이슈일 수 있으며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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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대립을 발생시키는 논쟁적 이슈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첫 번째 워크숍 결과와 미래사건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2개의 불확실성 변수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10년 후 미래사회를 네
가지 모습으로 제안했으며, 두 번째 워크숍 참가자들이 이를 토대로 코로나 이후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추동불확실성 변수를 활용한
코로나 이후 미래 시나리오는 [그림 2-13]과 같이 구성되었다.
[그림 2-13] 코로나 이후 네 개의 미래 시나리오와 축

자료: 저자 작성.

첫 번째 불확실성 변수 A는 ‘공공 중심 기술 활용’과 ‘개인 중심 기술 활용’이었다.
과학기술의 활용이 높아지는 미래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될지에 대한 불확
실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첫 번째 워크숍 참가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개발될 다양한
과학기술과 관련 미래사건을 상상했는데, 최종 토론 단계에서는 각 과학기술의 혜택
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데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경제적 양극

제2장 미래사회 전망을 위한 방법론 35

화뿐 아니라 정보나 기술 혜택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확산에는 동의하되 이에 대한 활용 방향과 사회 변화는 불확실하다는 의
견이었다. 이에 따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 중심 기술 활용’과 개개인
의 소비자를 위한 ‘개인 중심 기술 활용’이라는 변수를 도출했다.
두 번째 불확실성 변수 B는 ‘비대면 중심’과 ‘대면·비대면 혼재’였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대면 시대와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가 일
어날지에 대한 지점을 불확실성 변수로 둔 것이었다. 첫 번째 워크숍 당시 공간 분야
에서 ‘100% 비대면 시대’라는 미래사건이 도출됐는데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국민 다수는 비대
면 사회로의 전환보다는 코로나 이전의 대면 사회로의 회귀 혹은 큰 사회 변화가 일어
나지 않은 한에서의 비대면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00%를 전제한 ‘비대
면 사회’와 ‘대면·비대면 혼재’라는 변수를 도출했다.

2) 미래사회 전망 워크숍 개요 및 프로세스
203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화된 의견을 듣기 위해
20~60대 국민 1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실시하고, 7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
터뷰를 진행했다. 모집된 24명은 첫 번째 미래사건 도출 워크숍에 참여했던 국민들
중 자발적으로 후속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었다. 전체 참가자의 나이는 20대
6명(25%), 30대 5명(20.8%), 40대 5명(20.8%), 50대 5명(20.8%), 60대 3명(12.5%)
이었으며 성별은 남 14명(58.3%), 여 10명(41.6%)으로 구성되었다. 3시간으로 기획
된 워크숍은 2020년 9월 12일 8명, 9명으로 각각 나누어 총 2회 진행되었다(<표
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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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미래사회 전망 워크숍 단계 및 과정
일정 및 시간 배분

과

정

오프닝(15분)

미래워크숍 목적 및 프로세스 공유

가능미래/선호미래 결과 토론(60분)

네 개의 미래 시나리오 투표 결과 토론

국민이 바라는 미래 토론(60분)

코로나 이후 국민이 바라는 미래 토론

정책 제안(30분)

코로나 이후 바라는 정책 제안

클로징(15분)

질의응답

자료: 저자 작성.

전체 프로세스는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네 개의 미래사회 시나리오에 대해 참가
자가 생각하는 가능미래와 선호미래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①
가능미래/선호미래 결과 토론, 코로나 이후 바라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②국민이 바라는 미래 토론, 끝으로 전체 내용을 종합해 정책적 의견을 내는 ③정책
제안 과정이었다([그림 2-14] 참조).
[그림 2-14] 2차 미래워크숍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미래사회 전망 워크숍은 이와 같이 추동불확실성 변수를 사용한 네 개의 미래사회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국민이 전망하고 바라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보고자 했다. 워크
숍에 활용된 미래사회 시나리오 초안은 워크숍을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회
상으로 최종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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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핵심 분야 탐색 및 선정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달라지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거나 여행과 모임 등 사회
적 교류를 제한하는 등 일상 속의 행동 패턴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
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감염병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
고 장기화되고 있어 향후 어떤 분야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미래 전망에 관
심이 모이고 있다. 유엔 산하의 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는 코로나19를 유례없는 위기로 규정하고,
37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코로나가 향후 개인, 공공, 특정 그룹
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였다. 경제 측면의 무역 감소, 사회 측면의 고용 손실, 지역별
빈곤 격차 확대 등 코로나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곡점이 통계 기록을 통해 매주
갱신되고 있다(CCSA, 2020, p. 3). 이처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미래사회상을
바꿀 것이라는 변화의 징후를 간과할 수 없고, 종식 시기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기 때
문에 다양한 시나리오 도출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비하려는 미래 대응
역량 확보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1. Shaping Tomorrow를 활용한 미래 트렌드 탐색
미래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사회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의
징후를 통해 다양한 미래 가능성을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STEPI 미래 이슈 탐색
도구인 ‘Shaping Tomorrow’는 약 40만 건(2020. 6. 17. 기준)의 웹 기반 미래 전망
아티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래의 변화 동인을 다양한 시나리오 기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툴로, 최근 동향을 제공하여 더 다양한 미래상을 예측하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시나리오 기법은 방향, 변수 조합 방식, 변수 개수, 극대화 영역,
플롯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주요 핵심 동인과 이에 영향을 줄 미래 추진 동력
을 선정하여 미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최윤식, 2019). 과거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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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 변화 요인을 매트리스에 배치하여 미래
트렌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미래 변화를 가져올 동인이
강한 핵심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중요도(Intensity)와 임계점(Tipping Point)을 기준
으로 미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림 2-15]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파급 전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Shaping Tomorrow에서는 미래 위협과 기회의 정도가 높은 글로벌 메가트렌드
22개를 차트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5~10년 정도
의 중단기적 대응이 시급한 주제를 선별하기 위해 중요도가 너무 낮거나 임계점이 너
무 먼 이슈들을 1차적으로 제외하였고, 2차적으로는 추출된 핵심 트렌드 간 세부 항목
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4개 주제를 선정하였다. 우선, 매트릭스에서 상단을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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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가 낮은 분야와 전환 시기가 장기적인 오른편에 위치한 테마 12개를 제외한 10
개 영역의 트렌드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세부 특성을 비교하였다.
세부 항목을 비교하기 위해 각 분야와 관련된 아티클 데이터 수, 예측 단계, 파급력,
복잡도, 인과 층위 분석(CLA: Causal Layered Analysis) 단계, 시나리오 특성을 비교
하였다. 먼저, 데이터는 각 주제에 해당하는 글로벌 주요 아티클, 보고서 등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이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토픽, 시간 등의 특성에 따라 평가하는 재료로
활용된다. 예측은 총 9가지 단계로 구분되는데, 아이디어만 존재하는 ①모호(vague)
단계, ②미약신호(weak signals) 단계, ③원시적(primitive) 단계, 이제 발전하려는 ④
초기 단계(early stage), 발전을 시작했지만 잠재력이 충족되지는 못한 ⑤동력 확보
(gaining traction) 단계, 좋은 수익을 제공하고 계속 발전하는 ⑥성장(growing) 단
계, 비즈니스 사례가 생겨나는 ⑦확립(established) 단계, 확장 개발이 필요한 ⑧확장
(expansionary) 단계, 주요 시장에 진입한 ⑨진화(evolving) 단계 등이 있다. 다음으
로 파급력은 상위 20개국 글로벌 통화를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나타내며 낮음(수백만 달러), 중간(수억 달러), 높음(수조 달러) 등 3가지 규모로
구성된다. 세 번째로, 복잡도는 데이비드 스노든(David Snowden)이 개념을 설계한
커네빈 프레임워크(cynefin framework)의 4개 영역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각 영
역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상황인 단순(obvious) 영역, 시간이 지난 후 인과관계가 명확
해지는 복잡성(complex) 영역,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분석과 조사가 필요한 난해성
(complicated) 영역,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혼돈(chaotic) 영역(테일러 피어슨, 방영
호 역, 2017)으로 구분된다, 네 번째로, 인과 층위 분석(CLA)은 1998년 소하일 이나야
툴라(Sohail Inayatullah)가 설계한 미래연구 및 전략 기획 방법론으로, 개관(litany),
시스템(system), 세계관(worldview), 신화적 요소(myth)의 네 수준에서 현상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박병원 외, 2017b, p. 74). CLA는 데이터 표면 및 개관에 드러나는 상
황과, 상황 속에 내포된 더 복잡한 요인을 사회적 요인 등의 시스템, 세계관을 포함한
이데올로기, 문화역사적인 신화 요소(Dzidic, Peta et al., 2017, p. 225)로 계층화하
여 미래 대안을 위한 더 복잡한 담론을 통해 메타 테마를 탐색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짐 데이터(Jim Dator)가 1979년 제안한 성장(grow),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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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ipline), 붕괴(collapse), 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성장곡선으로 표현되는
시나리오 단계를 비교하였다. 곡선상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한 미
래와 선호하는 미래상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다.
Shaping Tomorrow가 도출한 메가트렌드 세부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각 트렌드들
은 이미 주요 시장에 진입해 있는 핵심 키워드로 대체로 중요도와 파급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인구 문제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기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가 촉발 동인이 되는 미
래사회 모습을 시나리오로 그리는 본 연구 테마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
다. 또한 데이터 해석의 편중을 줄이기 위해 1만 개 내외로 수집된 테마에 초점을 맞추
었는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 기술과 같이 사실상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제들 역시 향후 최종 테마에서 기술적 측면을 소개할 때 포함하기
로 하였다. 이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나타난 핵심 키워드는 도시, 자동차, 푸드 및 농
업, 헬스케어 등 4개 분야의 주제로 수렴됨을 확인하였다.

<표 2-14> 10대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특성 비교
분야

데이터 수

예측 단계

파급력

복잡도

CLA 단계

시나리오

인구

9.513

진화

중간

단순

세계관

유지

트랜스포메이션

13

-

-

-

-

-

헬스케어

10,412

진화

중간

단순

시스템

유지

토크나이제이션

43

-

-

-

-

-

도시

9,013

진화

중간

단순

시스템

유지

에너지

27,056

진화

중간

단순

시스템

유지

ADAS

86

-

-

-

-

-

AI

10,955

진화

중간

단순

시스템

유지

자동차

6,083

진화

중간

단순

시스템

유지

푸드 및 농업

9,954

진화

중간

단순

시스템

유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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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패널(미래예측 간담회)을 통한 4대 핵심 분야 도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환경 변화에 따
라 계속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 개발과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따
를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만약 방역에 실패하여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커지면, 신종
감염병은 사망·후유증과 같은 즉각적 피해를 넘어 일상의 사회·문화 활동 전반을 마비
시키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더 심각한 파급효과를 낳게 된다. 특히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GDP의 95%), 경직된 고용구조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pandemic)과 같은 글로벌 쇼크에 더욱 민
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윤정현, 2020, p. 11).
이러한 코로나의 지구적 확산에 따라 대두된 대표적인 키워드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용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변화된 사회
상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사람들 간의 만남이 줄었고, 그동
안 대면으로 진행했던 많은 일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
정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그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또
한 대두된다. 즉, 코로나 이전과의 시대적 단절을 의미하는 ‘포스트 코로나’가 언급되
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2-16] 코로나 이후 비대면(untact) 트렌드의 선호 여부에 대한 국민 응답 결과(%)

자료: 한국리서치(202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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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0년 4월 실시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여행이나 만
남, 교육을 제외한 일상에서 상당수는 이미 비대면 트렌드를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
는 비중이 높았으며,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업무 환경 및 쇼핑·문화 형태가 언택트
기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한국리서치, 2020, pp.
9~10). 이같이 코로나의 대유행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 트렌드로의 전환이 가
속화되면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코로나 이후 뉴노멀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새로운 표준
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STEPI 미래연구에서는 정치·경제·사회·기술·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학제 간 심층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이후의 산업·기술 분야 변화 예측
과 분석을 실시할 다학제적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미래연구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메가트렌드가 수반하는 파급력을 코로나 팬데믹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고,
한국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전략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
히 위협과 기회의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주요 도전들의 다각
적인 속성들을 검토하고자 미래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Red Team’ 그룹과 정책 전문
가들로 구성된 ‘Blue Team’ 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심층
적 논의가 필요한 핵심 의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림 2-17] 핵심 부문 도출을 위한 전문가패널(미래예측 간담회) 운영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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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외교 및 경제금융, 기술혁신, 사회·문화, 환경·에너지 등 학제 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심층 토론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동인들(디지
털 전환, 공간의 재정의, 교통·운송의 변화, 식품안전 강화)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앞서
Shaping Tomorrow를 활용해 도출했던 4대 분야(도시·자동차·헬스케어·푸드 및 농
업)의 주제들을 재해석하였고, 이를 통해 기회적·위협적 측면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필
요한 4대 핵심 의제와 부문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양식
전반을 새롭게 규정하는 트렌드 방향과 이를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혁신과 공간개념 변화(공간)’, ‘언택트 사회
의 미래이동 패러다임 전환과 대응 방안(이동)’, ‘팬데믹에 대응하는 스마트 의료 시스
템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건강)’,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지향적 먹거리 체계
구축(먹거리)’으로서, 각 분야를 구성하는 트렌드 또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림 2-18] 4대 핵심 분야(공간·이동·건강·먹거리) 도출 과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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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주요 트렌드
가. 공간 분야의 주요 트렌드
코로나 이후 공간 분야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면 도시에서의 질병 증가 위험, 온라
인 회의 등 새로운 공간 활용의 증가,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집의 역할 변화 등 공간과
관련한 다양한 위협과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공간과 공간 간 영향이나
공간과 타 분야 간 영향도 드러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코로
나 바이러스로 재택 배달 주문이 증가하면서 전기 수요가 감소하고, 이동이 제한되면
서 관광객 지출이 줄어드는 등 특정 국가의 주요 경제나 도시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15> 공간 분야의 주요 트렌드
추세

산업

발생

중요

영향

연도

분야

확률

도

지역

건물

2030

부동산

가능

협업

-

IT

조언

-

도시

2050

건설

경제

2025

부동산

1주에 한번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

집

2021

부동산

타남
미국의 모든 주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절

헬스

반이 요양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케어

트렌드

주제

PEST

코로나19로 공간 요구에 대한 기술 및 문화
적 변화가 촉진됨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은
향후 10년 동안 구조적 충격을 받을 수 있

원시
단계

-

-

세계

소셜

-

경제

-

소셜

-

경제

세계

경제

북미

소셜

음
2020년 3월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로 확산 된 이후로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많은 회의가 온라인으로 이전되었고, 하반
기에 개최될 회의 주최는 완전히 또는 부분
적으로 가상으로 갈 것인지 논의되고 있음
홈리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전망됨
기후 변화에서 전염병에 이르기까지 전 세
계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도시가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에 따라 결정

지원
서비스

될 것임
스마트홈 시장은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
로 25%의 성장률을 기록한 2조 4,4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노동자의 70%는 코로나 이후에도 적어도

2021

헬스
케어

현상

원시

유지

단계

가능

원시
단계

-

-

현상

확장

유지

단계

현상

진화

유지

단계

유망

진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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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주제

추세

산업

발생

중요

영향

연도

분야

확률

도

지역

PEST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미국의 독립 식료
품점에 새로운 과제를 가져왔고, 이는 아마

비즈

존 및 기타 대규모 국가의 새로운 플레이어

니스

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환경의 증가로 정보

IT

-

위생

2020

기술(IT) 수요가 늘어날 것임.
르완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
로 버스정류장에 위생시설을 마련하고 있음

-

헬스
케어

IT
모빌
리티

잠재

유망
가능

원시
단계

북미

초기

정치

경제

단계
설립

동아프

단계

리카

경제

자료: 저자 작성.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도시 관리 능력에 따라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 대한 피해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생시설의 구축이나 공간에 대한 디자인 능력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취약국으로 분류되는 국
가 및 지역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가 및 인권단체들이 취약 지역에 대한 위생
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 재택 배달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홈에 대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IT 수
요가 함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9] 공간 분야 트렌드의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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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간 관계망을 살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파급과 집, 도시 등
다양한 장소의 변화, 질병 파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미국, 영국 등 코로나 위험
지역의 대응들에 대한 관계와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20] 공간 분야 트렌드의 SWOT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관련 테마의 SWOT 분석 결과, 기회와 위협이 가장 높고 약점과 강점순으로 나타났
다. 기회는 디지털 전환 등 기술 도입이나 각 도시의 위생 인프라 정비를 통해 팬데믹
상황을 신속하게 종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협은 주로
팬데믹 상황에서의 도시 관리 능력에 대한 것으로 밀집된 도시의 질병 확산 가능성과
취약지구의 취약한 질병 대응 능력 이슈가 도출되었다. 또한 현재의 도시 환경이 팬데
믹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약점이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스마트홈, 스마트 재택 환경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 협력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에 코로나 대응 기
반을 마련할 것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나. 이동 분야의 주요 트렌드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여행 등으로 전 세계적인 이동성 제한에 대한 변화에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트렌드로 이동성 제한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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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의 수요 및 욕구의 변화, 드론의 등장과 항공 산업 쇠퇴 등 교통 네트워크의
변화, 관광, 환경 등 타 산업으로의 파급 등이 나타났다. 공항 폐쇄로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줄어들고 버스, 택시 등 전통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전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행 수요가 함께 줄어들면서 자동차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이로 인
해 관광 수익이 감소하고 관련 종사자들과 산업의 피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인한
환경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 등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표 2-16> 이동 분야의 주요 트렌드
트렌드

주제

추세

산업

발생

중요

영향

연도

분야

확률

도

지역

2030

항공

현상

확립

유지

단계

PEST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까지 4억
1,600만 달러 규모의 모바일 로봇 로보틱
스 기반 소형 드론 배달 시장으로 전환할

항공

수 있고, 2030년까지 120억 달러로 규모
로 확장될 것임.
향후 2년간 코로나19 관련 요인의 영향으
로 물리적 이동 제한, 오프라인 소매장 폐

비즈

쇄, 필수 전자상거래 배송 제한, 공급망 중

니스

2022

헬스
케어

단 및 경기 침체 등이 예상됨.
국제화물 운송은 코로나19에 의해 악영향
을 받지만, 철도 운송 화물은 향후 몇 년 동

항공

2023

19로 인한 승용차 수요 감소는 2020년 전
세계 셀룰러 사물인터넷(IoT) 모듈 시장에

소비

-

항공

2030

인해 CO₂ 배출량이 7.5% 감소할 것으로

진화
단계

헬스

현상

진화

케어

유지

단계

항공

가능

으로 전망함.

-

경제

세계

경제

확보

-

경제

세계

경제

단계

향에도 불구하고, Aerion은 여행 시간 단축
스트 코로나 시대에 불가피하게 돌아올 것

정치

동력

예상하고 있음.
코로나19가 항공 여행에 미치는 엄청난 영
과 전 세계 이동성 향상에 대한 욕구가 포

-

단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EIA는 2020년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즈니
스 및 여행 활동의 경제 둔화 및 제한으로

확보

유지

안 증가할 것임.
주요 자동차 OEM의 공장 폐쇄와 코로나

경제

동력
잠재

현상

항공

-

항공

-

항공

현상

진화

유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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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주제

추세

산업

발생

중요

영향

연도

분야

확률

도

지역

헬스

현상

진화

북유

케어

유지

단계

럽

진화

남유

단계

럽

PEST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발을 막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수단 대신 자
전거 통근을 장려하기 위해 영국 바이크 레

질병

-

인에 2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할 것으로 예

경제

상됨.
바르셀로나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의 니
즈에 부응하기 위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

에 베팅하고 그에 따라 라이선스 차량의 수

니스

2020

자동
차

유망

경제

를 조정할 것임.
Zipline이 가나와 르완다에서 운영하는 전
국 드론 항공기 공급 네트워크는 비접촉으
로 백신을 신속하게 배달하는 데 도움이 될

항공

2021

항공

가능

진화
단계

수 있음.
코로나 이후의 유행병은 세계화, 도시화, 이
동성 증가에 따라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
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도시

2030

환경

잠재

진화
단계

서아
프리

정치

카

세계

경제

자료: 저자 작성.

코로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회
적 거리 두기 권고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동이 줄어들면서 주요 자동차 시장과 자동차
관련 기술들의 타격이 나타나고,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을 통해 배달 문화를 대체하
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났다. 드론 외에도 영국 등은 대중교통 대신 출퇴근을 위해
자전거 활용을 권장하는 지원 정책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내 사람들의 이동성에 대한 욕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행병은 도시화의 진전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재차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
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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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이동 분야 트렌드의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유행병이 이동 산업과 연계
되어 경제적인 타격과 이동에 대한 수요 변화를 가져오고, 글로벌 규모의 이동 제한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림 2-22] 이동 분야 트렌드의 SWOT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접속)

또한 이동 분야 트렌드의 SWOT 분석 결과, 기회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위기가 높고 약점과 강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회를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자동차 E-테일링 시장의 부상, 드론 배
달 등 이동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활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면 항공, 자동차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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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와 여행 제한은 가장 주요한 위협으로 나타났다. 강점과 약점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국가 간 지원과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약점은 현재의 편리
한 교통수단과 식당, 여행 등 편리한 접근성이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약점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먹거리 분야의 주요 트렌드
야생 동물 섭취로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트렌드로는 동물 및 식물성 식품 산업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동물 복지나 영양에 대한 관심 또한 커져 가고 있다. 개인 맞춤형 식품
이나 실시간 영양소 테스트 등 안전한 식량 섭취를 보조하는 기술발전도 먹거리 분야
의 트렌드로 나타난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국이나 취약자에 대
한 대응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식품 공급망에 타격이
일어나면서 아프리카 등 식량 안보 취약국은 물 및 음식 부족 등 부적절한 위생 시스템
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표 2-17> 먹거리 분야의 주요 트렌드
트렌드

주제

추세

산업

발생

중요

영향

연도

분야

확률

도
동력

지역

2030

환경

유망

확보

-

경제

북미

경제

-

경제

소비자가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하고 건
강한 제품으로 전환함에 따라 식물성 식품

변화

PEST

단계

은 향후 10년 동안 주류가 될 것임
코로나19 이후 미국 소비자의 50%가 온
라인 식료품 쇼핑을 시도한 것으로 예상되

컴퓨

어 모든 연령 인구 통계에서 온라인 식료품

팅

2020

IT

현상

설립

유지

단계

쇼핑의 성장을 가속화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말까지 1 억

휴머

3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빠질 수 있음

니티

금융
2020

서비

가능

스

진화
단계

모바일 및 실시간 식물 질병 진단은 녹 질
병 중 하나인 밀 스트라이프 녹에 대한 유
전체 기반의 실시간 진단 플랫폼으로, 에티
오피아의 질병 위험 예측에 직접적인 정보
를 제공함

협업

2020

IT

가능

진화
단계

동아
프리
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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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주제

추세

산업

발생

중요

영향

연도

분야

확률

도

지역

PEST

새로운 조명 기술인 저에너지 LED는 식물
의 성장 수용체에 맞춘 빛의 파장으로 실내
에서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 변형된

에너

경제

-

질병

-

환경

가능

-

-

-

-

동물

-

환경

가능

질병

-

지

유망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식물 및 동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질병의
위험은 본질적으로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존재함
코로나19는 공장식 농작물과 습식 시장 및
자연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도록 촉진함
인간, 동물, 환경, 건강 사이의 연결을 인식
하는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은 전 세
계 건강 보안을 촉진하고 전염병 위협의 건
강 및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함
소말리아의 안전한 식수 섭취에 대한 제한
은 AWD/콜레라 감염에 대한 주요 위협으
로 남아 있음
코로나 이후 다음 팬데믹은 중국 돼지 농장
에서 나타날 것임

동물

-

헬스
케어
환경

가능

가능

초기
단계

초기
단계
-

초기
단계

초기
단계
초기
단계

-

경제

세계

소셜

-

-

세계

경제

동아
프리

경제

카
-

정치

자료: 저자 작성.

먹거리 분야의 주요 트렌드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관련 이슈로는 식물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
고, 공장식 농작물이나 습식 시장에 대한 경각심이 드러나면서 다음 팬데믹 또한 먹거
리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식품 섭취로 인한 질병 노출을 막기
위한 활동들도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 쇼핑 구매
가 증가하고 있고, 모바일에서 실시간 식물 질병 진단으로 질병을 예측하거나 질병 면
역력이 강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생산하는 등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
다. 또한 사람과 환경, 먹거리 간 관계를 재인식함으로써 전염병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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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먹거리 분야 트렌드의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먹거리 산업의 변화, 식량 안보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관심이 키워드 네트워
크에서도 드러난다. 키워드 관계를 살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음식
안보에 대한 문제, 해충, 동물 유래 질병 등 생산 과정에 대한 관심, 취약국에 대한 안
전한 먹거리 지원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림 2-24] 먹거리 분야 트렌드의 SWOT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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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분야는 건강 문제와 직결된 만큼 SWOT 분석에서 위협이 가장 높았고 기회,
약점, 강점순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식품 매개 질병, 부족한 식량 등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이슈들이 많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한 기술들을 통해 충분히 위기
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립지, 하수 등 질병이 예상되는 장소에
대한 모니터링, 동물 건강을 위한 약물 개발, 질병 평가 개선, 경작 기술의 진보 등을
충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약점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작물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문제, 식량 격차 문제 등이 드러났다. 그러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공조와 기술 개발 등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 건강 분야의 주요 트렌드
코로나로 촉발된 건강 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만큼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백신 개발을 위한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고, 미래 슈퍼버그의 출현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특히 인구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 고비용 진단 등은 보건 시스
템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
선은 인구를 건강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응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2-18> 건강 분야의 주요 트렌드
트렌드

주제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내년까지

헬스

는 준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케어

코로나19의 글로벌 영향으로 부직포 마스
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추세

산업

발생

중요

영향

연도

분야

확률

도

지역

진화

북유

단계

럽

2021

의류

2020

변화

-

헬스
케어

제조

가능

현상

진화

유지

단계

PEST

소셜

세계

경제

북미

소셜

미국 인구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에 의
해 야기되는 불안, 스트레스, 두려움, 불확
실성 등의 감정을 검증하고 정상화하는 것
이 중요함

헬스
케어

가능

원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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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주제

추세

산업

발생

중요

영향

연도

분야

확률

도

지역

비정규 이민자들은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거나 노출 위험이 큰 근로 형태, 열악

비즈

한 주택 상태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더 취

니스

금융
-

서비

가능

스

약할 수 있음

진화
단계

-

PEST

경제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은 인구 증가와 건강
한 애완동물 및 가축에 대한 수요로 인해

비즈

수의학 전염병 치료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니스

-

거버
넌스

가능

진화

동아

단계

시아

정치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됨
AI 기반 질병 감지 기술은 2025년까지
34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강관리 AI 시장임

헬스
케어

2025

헬스

현상

확립

케어

유지

단계

-

소셜

-

소셜

-

소셜

BMC 공공보건(BMC Public Health)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감염된 진드기 유래

헬스

전염병(라임병)이 확산되어 감염자 수가

케어

2021

헬스
케어

가능

원시
단계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최근 아마존은 환자 건강 기록을 추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함

컴퓨
팅

-

AI를 사용하여 질병을 예측하고 생활 데이
터를 활용하면 더 건강한 생활을 장려할 수

질병

2030

있음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독감으로 인한 전

헬스

염병이 징후 없이 발병할 수 있다고 경고함

케어

2023

IT

헬스
케어
헬스
케어

유망

가능

가능

진화
단계
진화

동아

단계

시아

진화
단계

세계

소셜

소셜

자료: 저자 작성.

건강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불안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환에 대한 감
정 조절이 향후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함께 위생을
강화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노력도 코로나의 영향
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제안되고 있다.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AI 기반
질병 감지 및 예측 기술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고, 아마존은 최근 환자들이
건강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진드기 등
유래 감염병의 등장이나 건강 격차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2장 미래사회 전망을 위한 방법론 55

[그림 2-25] 건강 분야 트렌드의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건강 분야의 네트워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의료 서비스와 시스
템에 대한 관심, 백신, 질병 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 폐렴, 슈퍼버그,
약물 등 넥스트 팬데믹의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도출되었다. 또한 국제 공공
보건을 위한 국가별 노력과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의 활약 등이 도출되었다.
[그림 2-26] 건강 분야 트렌드의 SWOT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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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결과, 건강 분야는 위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이 기회,
강점, 약점순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빠른 전염 속도와 세계적인 규모로 생명을 위협
하고 있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신건강 문제, 건강 격차 문제로 번져 나가고 있다.
동시에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과 진단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코로
나 사태에 대한 빠른 종식, 차기 팬데믹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세계 보건 안보를 위한 지원과 빠른 정보 인프라는 코로나 사태 대비를
위한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소결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를 우선 4개 선별하고, 각 주제에 대한 개략적
인 트렌드를 미래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 중요도가 높은 메가트렌드의
경우 데이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키워드 간 관계나 다양한
미래 위협과 기회 요인이 발굴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야 간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SWOT 분석을 활용하여
대처해야 하는 문제와 기회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주제에 대한 개략적인 트렌드를 살펴보고, 더 깊은 논의를 위해 각 세부 테마의 주
제에 해당하는 더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툴을 적용하여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
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Shaping Tomorrow 분석 시스템은 미래연구 방법론
을 활용하여 실시간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신뢰성 확보는 전문
가 의견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한 징후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직 주목받지 못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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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제1절 공간 분야의 현황 및 전망
1. 공간 개념의 고찰(기존 개념과 기능의 전환)
「행복을 찾아서(The Pursuit of Happyness)」라는 영화가 있다. 이른 아침 아버지
크리스는 아들 크리스토퍼를 변변치 않은 어린이집에 데려다준다. 그 후 크리스는 무
작정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닌다. 한물간 골밀도 스캐너를 팔러 다니는 것이다. 그
의 아내이자 크리스토퍼의 엄마인 린다 역시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장으로 향한다.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크리스는 ‘딘 위터’라는 증권회사에서 무급 인턴사원
으로 일하기 시작한다. 평일에는 월스트리트로 출근하게 되고 주말에는 의료기기를
팔러 다니는 것이다. 물론 크리스토퍼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해야 하는 것은 마찬
가지다. 때로는 도둑맞은 의료기기를 되찾기 위해 거리에 뛰어들다 차에 치이기도 한
다. 크리스토퍼와 근처 공원에서 놀아 주기도 한다. 노숙생활 등 어려운 처지에 지친
크리스는 가끔 교회에 가 기도한다. 자신 역시 남들처럼 행복하게 해 달라고 말이다.
물체와 운동에 관한 수학적 물리적 정의를 제외할 때, 네이버 지식백과 현상학사전
에서는 ‘공간’을 “사람이나 사물이 점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인간의 활동이 행해지는 장”
이라 정의한다.4)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공간, 작업공간, 문화공간은 이러한 뜻으
로 사용되는 것이다.
통상적(conventional) 의미에서 공간은, 인간의 활동에 육체가 동반되는 공간이다.
육체는 인간 활동의 근원이고 따라서 문명의 근원이다(양해림, 2009). 우리가 창조한
것에는 우리의 몸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양해림(2009)은 니체(F. Niettzsche)와
메를로퐁티(Merleau-Ponty)를 자신의 논의에 끌어들여 사람은 자신의 몸으로 이 세
상에 관여하며 그 일부가 된다고 한다. 육체가 활동하는 그곳이 바로 공간인 것이다.

4) 네이버 현상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17441&cid=41908&categoryId=41972(검색일: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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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뉴욕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행복을 찾아서」는 통상적 의미에서의 공
간이 어떠한지 보여 준다. 크리스가 의료기기를 팔러 다니고 린다가 공장으로 향하며
크리스토퍼가 어린이집에 간다. 때로는 공원에 가서 머물기도 하며, 예배당에 앉아 기
도하기도 한다. 가드너 집안의 “육체”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도 이러한 광경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어디론가 간다는 “육체들의 활동”으로부터 통상적 의미에서 공간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간에는 대면과 접촉이 동반된다. 골밀도 스캐너를 팔기 위해 크리스는 병원
에 직접 가야 하고 의사를 만나야 한다. 상사의 심부름에 커피를 사러 직접 회사를
나서야 한다.
둘째, 실재할 수 있는 것만이 자리한다. 몸과 몸이 어우러져 창조된 그 무언가를
감각할 수 있을 뿐이다. 크리스토퍼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며 웃음 짓기 위해서는 미
끄럼틀이 있는 공원 바로 그곳에 가야 한다.
셋째, 필요한 경우 공간에는 다수의 육체가 동시에 머물게 된다. 인턴사원으로 일하
는 증권사 크리스의 자리 주변에는, 제2의, 제3의 크리스가 무수히 많듯이 말이다. 일
을 하려면 바로 그곳으로 모여야 한다.
넷째, 공간은 저마다 다른 밀집도를 갖는다. 위의 세 가지 특징이 동시에 발현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실재할 수 있는 것만이 자리하고, 실재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며, 이들이 엉겨붙어 살게 되면서 도시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크리스가 달리는 차에 치였지만 그렇게 크게 다친 것은 아닌 이유
역시 뉴욕시 월스트리트라는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도시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공간의 모습은 생활양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5) 그리고 생활양식은 환경,
단절적(punctuated) 사건 등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횡적으로 보자면, 독일에서 집
이라는 공간에는 신발을 벗을 곳이 없지만, 한국에서의 공간에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종적으로 보자면, 휴대전화가 흔해진 오늘날 공중전화 부스를 찾을 일은 없듯
5) 물론 그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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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다. 「행복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공간(회사, 어린이집, 교회, 공원, 월스트리트
등) 역시 현대성(modernity)이 녹아든 공간이다.
생활양식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이라는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변화이다. 먼저, 디지털 전환이란
물체들이 원자(atom)로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비트(bit)로 혹은 디짓(digit)으로 환원
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칼 폴라니(K. Polanyi)의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에서 사람, 땅, 화폐 모두가 거래의 대상이 되어 시장경제라는 “맷
돌(mils)”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과도 유사하다. 벨(A. G. Bell)이 전화기를 상용
화한 순간부터 이 세상이 디지털 친화적으로 전환되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정보통신
기술(ICT)이 발전하고 다른 기술과 융합되면서 머지않아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이 동기
화하는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으면서도 부산에 있게 되는,
즉 “언택트(untact)” 생활양식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오늘날 “디
지털 경제”라고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한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이다.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distancing)”를 권하며 공공기관
에 이와 관련하여 여러 지침을 내렸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의 집회를 금지하였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 역시 대규모 행사나 불필요
한 회의를 자제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19는 대유행으로 발전하였고 장기적
현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유행은 많은 사람이 한데 모이는 일이 예외적인 것으
로 만들었다. 스포츠 팬들에게는 무관중 경기가 낯설지 않게 되었으며, 유명 가수의
라이브 콘서트를 유튜브로 보는 것 역시 낯설지 않게 되었다. “뉴노멀(new normal)”
이 탄생한 것이다.6) 일상적인(normal) 것이 더 이상 일상적이지 않게(abnormal) 되
었으며, 일상적이지 않던 것이 다시 일상적인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뉴노멀” 말고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셧인경제(shut-in economy)”라고도 표
현할 수 있다. 스스로 고립하여 살더라도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7) 싱싱한 회 한 접시를 “방구석”에서 즐길 수 있다. “방구석”을 헬스장으로 꾸
6) “뉴노멀”이란 단어가 탄생한 배경은 지금의 대유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7) 물론 이는 전부터 존재해 온 현상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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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수도 있다. 유명 헬스 트레이너의 개인 콘텐츠와 함께라면 헬스장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제품들은, 이제 단 한 사람을 만족
시키기 위한 제품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만족이 개인화(personalize)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뉴노멀은 사람들의 활동 혹은 생활양식
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공간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공간에는 대면·접촉이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인간 활동이 육체로부터 벗어나 원격에서도 그 공간에 닿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간에는 실재할 수 없는 것들이 동반되기도 한다. 변변치
않은 어린이집이라도, 흥미로운 많은 것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
째, 위의 두 가지 이유로, 다수의 육체가 동일한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신 자기만의 공간을 가꾸고 그곳에서 남들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금의 많은 공간들이 하나같이 저밀화될 것으
로 기대된다. 위의 세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엉겨붙어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래의 모습을 영화 「행복을 찾아서」에 녹여내려 한다면, 그 영화가 주는
감동은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1980년대와는 달리 크리스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 속
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크리스는 어떠한 공간을 직면하게 될까?
이 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는 공간의 모습을 그려 보고자 한다. 원격
화, 가상화, 소유화(혹은 개인화), 전유화라는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을 찾아서」에서 등장하는 공간들을 고려하여 거래공간,
생활양식으로서 문화공간, 그리고 도시공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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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개념 지향점
가. 생활양식 공간의 변화
1) 일터의 변화
일의 방식이 변화하여 공간을 변화시킬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적어도 사무직의 경우, 반드시 회
사에 가지 않더라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020년 5월 7일,
업무용 메신저 등 협업툴 ‘잔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랩이 발표한 ‘재택근무 리포
트 2020’에 따르면, 재택근무 경험자의 68%가 “재택근무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답했
으며, 응답자의 78%는 재택근무를 할 때 사무실 업무를 할 때보다 “생산성이 유지
또는 향상됐다”고 답했다고 한다.8)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등 현재 미국 회사의 과반이 재
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업무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2020년 4~5월
동안 직장인 중 과반 이상인 62%가 집에서 근무하였다. 질로우(Zillow)에 따르면, 미
국인 재택근무자 중 약 75%는 이번 대유행 이후에도 업무 시간의 반 이상은 재택근무
로 채우고 싶어 하며,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서라도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응답자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통계를 보았을 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협업 솔루션을 활용한 업무 방식이 일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업무 방식에 따라 지금처럼 많은 사무실 혹은 회의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개인의 오피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디에서도 업무를 보거나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일의
공간은 확장될 것이다. 공간의 원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불필요해진 회의실
이나 사무실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8) 서울경제(2020. 5. 7.), 「재택근무자 78%가 “생산성 유지·향상”」,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NR0CJOF(검색일: 2020. 11. 16.)
9) 조선닷컴(2020. 6. 21.), 「코로나 끝나도 재택근무…오피스시장 이대로 무너지나」,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815.html(검색일: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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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 모습

자료: 조선닷컴(2020. 6. 21.) (검색일: 2020. 11. 16.)

2) 교육 환경의 변화
교육 역시 우리의 공간을 변화시킬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세계적으로 많
은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이다. 휴원 조치를 통
하여 감염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대응하여 언택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개학
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실현되고 있다.
비록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 머지않아 매일 아침 등교하는 것이 흔
한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다. 지금의 학교, 어린이집 등의 공간은 더 이상 공간이 아니
게 될 것이며, 동시에 어디서든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간은 확
장된다. 교육공간의 원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의미에서 교
육공간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현장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어떤 장소를 방문
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언택트 기술이 발전하여 멀리서
도 남극을 경험하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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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모니토의 작동 모습

자료: 동아닷컴(2020. 5. 13.) (검색일: 2020. 11. 16.)

온라인 개학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시험이 화두로 떠올랐다. 대학교에서 중간·기말
고사, 학교 밖에서 토플, 토익 등의 시험에서는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시
험을 출제하기를 망설여 왔다. 최근 국내에서는 온라인 시험 관련 기술이 개발되었다.
최근 스타트업 ㈜그렙은 관련 감독 솔루션 ‘모니토’를 개발 및 출시하였다. 웹캠과 마
이크, 화면 공유를 통해 온라인 시험을 보게 하고 감독관이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1,000명 이상의 학생이 동시 응시 가능하며 최대 20명을 한 화면에서 감독할 수 있
다.10) 국내외에서 코로나로 인해 한 장소에 모이기 어려워지면서 시험 일정도 취소되
고 미뤄지는 등의 차질이 발생했다. 이러한 온라인 학습, 온라인 시험 및 감독 등에
관련된 에듀테크 기술이 코로나 시대의 교육 공백을 메꿔 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3) 문화 활동의 변화
문화공간 역시 변화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인간의 문화 활동(여행,
공연 등)은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관광재단은 2020
10) 동아닷컴(2020. 5. 13.), 「코로나19로 에듀테크 각광…듀오링고 DET 등 언택트 시험 대안으로 부상」,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13/101028034/2(검색일: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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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에 360도 VR 기술을 적용한 “차은우와 함께 떠나는 서울 랜선 여행
(VisitSeoul TV)”을, 문화재청은 5G와 AR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창덕궁 곳곳을 비대
면으로 여행할 수 있는 앱 서비스 “창덕아리랑(AR-irang)”을 선보였다. 특히 문화재
청의 서비스는 현재 입장할 수 없는 희정당 내부, 후원 등을 고화질 360도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1)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여행지 혹은 관광지라는 문화공간에 인간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그 효용
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서비스와 이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공연공간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 사례로 AR 기술과 라이브 공연을 접목한 구스타
브 홀스트의 클래식 공연을 들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R 기기 “홀로렌즈”를 활
용한 것이다. 더 플래닛(The Planet)이 연주되는 동안 운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는 극장 천장을 배경으로 AR 기술이 구현되는 것이다.12) 한편, 방탄소년단(BTS)은
2020년 6월 14일에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를 선보였는데, 이 공연에는
세계에서 75만 6천여 명이 동시 접속해 관람한 것으로 전해진다.13) 이렇듯 ICT와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충격이 인간의 문화공간에 변화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4) 종교생활의 변화
공간의 개인화 혹은 소유화14) 현상은 종교의 공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종교공간이란, 신과 영적으로 만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가령, 교회)을 의미
11) 경향비즈(2020. 10. 11.), 「VR·AR로 어울리는지 미리 체험…쇼핑·여행 ‘360도’로 바뀌었다」,
https://bit.ly/3bWwWGi (검색일: 2020. 11. 16.)
12) 아시아경제(2018. 12. 8.), 「증강현실로 구현된 무대 위 행성」,
https://cm.asiae.co.kr/article/2018120723404516835(검색일: 2020. 11. 16.)
13) 중앙일보(2020. 6. 16.), 「BTS·슈퍼주니어 온라인 콘서트, 세계가 ‘미래의 공연’ 미리 봤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2280(검색일: 2020. 11. 16.)
14)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Haben oder Sein)』」에서 인간은 소유지향과 존재지향
모두를 가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소유지향이 존재지향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박찬국, 2020). 소유양식은 종
교생활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박찬국, 2020), 신이 “있다”고 믿으려 하고, 그래서 만나야만 자신의 믿음이 증명된
다고 보며, 예배당에 “가고” 경전을 “가져야” 자신이 신을 믿는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존재양식에서의 종교생활이
란 그 신의 가르침을 삶 곳곳에서 실천함으로써 본인의 내면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장에서 말하는
“소유화”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프롬의 소유-존재 논의와 연결하고자 선택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둔다.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65

한다. 가령 교회로 설명하자면, 이제까지 교회라는 공간은 목회자 중심, 설교 중심의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사람들은 교회에 가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집회가 사회적으로 지양되기 때문에 교회에
서가 아니라 집에서 종교 활동이 행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종교 활동의 변화는
신자에게 직접 경전을 읽고 신의 뜻을 자신의 언어로 반추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양해림(2009)은, 니체의 『자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메를로퐁
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언급하면서 정신이 우리 몸의 일부이며 몸은 항상 정신에 선
행한다고 본다. 이를 고려할 때, 종교시설로부터 분리된 육체는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정신이 활동하는 공간이 개인화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자기 방을 교회와 같이 점잖고 엄숙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종교공간은 물리적으로 소유화 혹은 개인화한다고 할 수 있다.
종교공간에 방문하지 않는 경향은 전부터 발견돼 왔다. 2007년을 기준으로 미국에
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집에 모여 예배하는 방식을 따르는 개신교인들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러한 경향을 따르는 한국 교회나 미주 이민교회 역시 늘고 있다고 한
다.15) 이를 두고 “가정교회”라 한다. ‘바르나 그룹(Barna Group)’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성인의 9%가 매주 가정교회에 참석하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9배
늘어난 수준이며, 가정교회에 참석한 적 있는 미국인은 약 7천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
다.16)
또한 오늘날 종교공간은 변하고 있다. KT, 카카오, 네이버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우리
교회tv’를 출시 및 무상 제공하였는데,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약 190개의 교회가
이를 운영하고 있고 약 200만 명의 교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17)
이와 같이 종교공간이 변한다면, 가령, “교회에 가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날을 기대할 수도 것이다.
15) 물론 이를 두고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16) 뉴스엠(2007. 8. 24.), 「집 만한 예배 장소는 없다, 퍼져가는 가정교회」,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검색일: 2020. 11. 16.)
17) 매일경제(2020. 3. 8.), 「KT, 코로나19 예방 ‘언택트 종교활동’ 무상 지원」,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3/241604/(검색일: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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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집에서 예배하는 부부의 모습

자료: 매일경제(2020. 3. 8.) (검색일: 2020. 11. 16.)

5) 운동생활의 변화
여가에서도 공간이 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머물기를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ICT의 발전, 특히 언택트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이 그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누리고자 할 때는
어디론가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여가들은 이
제 집에서 홀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성에 맞게 공간을 가꾸고 꾸미는 게 흔한 세상을
기대할 수 있다. 홈테인먼트와 같은 방식으로 여가생활의 양식이 변한다면 공간은 개
인화되고 소유화된다고 할 수 있다.
집을 의미하는 홈(home)과 오락을 의미하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가 결합
하여 나타난 단어가 “홈테인먼트(hometainment)”다. 특히 “홈짐(home+gym)”을 예
로 들 수 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기피하는 고객들이 집을 헬스장
으로 꾸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운동을 할 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으로 향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홈트레
이닝 콘텐츠가 개인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홈짐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운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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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SSG닷컴’의 “홈테인먼트” 관련 상품 매출 분석은 운동공간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4월 12일까지 헬스, 요가 등 홈트
레이닝 관련 매출은 직전 두 달 동안의 매출에 비하여 약 35% 늘었으며, 운동 기구별
로 나누어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스텝퍼가 100%, 아령 92%, 워킹머신 75%, 실내
자전거가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

6) 이동수단의 변화
교통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대중교통을 활용하던 소비자들에게서 개인
의 공간을 전유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출퇴근 시간에 카셰어링이나 전동 킥보드의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카셰어링 업체인 그린카에 따르면, 해당 업체 차량공유 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은 2020년에 51% 증가(전년 동기 대비)하였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스윙에 따르면 이용 건수가 증가했으며, 시간대로는 오전 8시~9시, 오후
6시~7시의 대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9) 또한 카셰어링 업체 쏘카는 기
간제 대여 서비스를 최근 도입하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단기 대여 계약이 2배 정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은 출퇴근이 4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개월 대여 계약
이 62.7%를 차지하고, 2~5개월 대여가 23.3%로 뒤를 이었다.20)
<표 3-1> 쏘카 플랜의 대여 계약 분포 및 이용 목적
계약 기간
1개월
2~5개월

분포(%)
62.7
23.3

6~11개월

5.9

12~23개월
24~35개월
36개월

4.6
1.7
2.8

이용 목적
출퇴근
업무
신차 출고 대기 및 대차
여가·취미 활동
여행
자녀 등하교 및 육아
대학 통학

분포(%)
45.3
15.3
14.0
13.1
6.6
3.5
2.1

자료: 잇조선(2020. 4. 16.) (검색일: 2020. 6. 19.)
18) 신세계그룹인사이드(2020. 4. 13.), 「SSG닷컴, “집에서 다 한다” … ‘홈테인먼트’ 상품 매출 ‘쑥’」.
https://www.shinsegaegroupinside.com/37750/(검색일: 2020. 12. 15.)
19) 중앙일보(2020. 3. 25.), 「코로나가 바꾼 출퇴근길…카셰어링·킥보드 평일 이용 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38968(검색일: 2020. 11. 16.)
20) 잇조선(2020. 4. 16.), 「코로나19에 차량 장기대여 계약 두배 늘었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6/2020041601752.html(검색일: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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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래공간의 변화
1) 홍보공간의 변화
코로나 발생 이후 소비자의 생활 패턴이 변화하였다. 외부 활동보다는 집에서 머무
르는 시간이 늘어났고,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있기가 어려워졌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
의 이동 반경이 집이나 회사 인근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광고 방식 및
전략이 변하고 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
였다면, 현재는 온라인 비중이 확대된 모습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오감을 활용하여
만져 보고, 먹어 보고, 들어 보고, 판매원과의 대화를 통해 제품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이는 제품의 고유한 특성에 관계없이
드러나고 있다. 고가의 제품인 자동차와 명품 역시 신제품 출시 및 판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신차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자동차도 실물 대
신 가상 화면에서 마우스로 구경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4] 현대자동차 온라인 신차 발표회

자료: 디지털타임스(2020. 10. 11.) (검색일: 2020. 10. 21.)21)
21) 디지털타임스(2020. 10. 11.), 「신차 발표도 언택트… 온라인 마케팅 확산」, https://bit.ly/2J1j8y1(검색일: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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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업계는 패션위크를 개최해 해당 행사 현장에 신제품을 선보이는 전략을 보였었
는데,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프랑스 브랜드인 카
르티에는 ‘카르티에 워치메이킹 인카운터스’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열어 신제품 공개를
진행하였다. 영국 브랜드 버버리 역시 런던 패션위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쇼 직
후에 바로 온라인 상품몰에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였다.22) 현대백화점은 중소
패션브랜드들이 신제품 소개의 기회도 갖기 어려워 매출 난을 겪자 ‘2020 디지털 라
이브 패션쇼’를 진행하였다.
[그림 3-5] 무관중 디지털 런웨이 현장

자료: 뉴스원(2020. 4. 25.) (검색일: 2020.6.19.)23)

유통업계에서는 홈쇼핑 방송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라이
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이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합성어로 홈쇼핑 방송과의 차이점은 실시간 소통에 있다. 온라인상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것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타오바오’에서
2016년 처음 도입하였다. 타오바오는 라이브 커머스로 패션, 생활용품, 나아가 자동

22) 한국경제(2020. 4. 26.), 「‘대세’가 된 온라인 패션쇼... 명품도 ‘디지털 판로’ 개척」,
https://bit.ly/3joZ9p8(검색일: 2020. 10. 21.)
23) 뉴스원(2020. 4. 25.), 「'코로나19 무관중 온라인 패션쇼'」, https://bit.ly/2FRbViA(검색일: 2020. 6. 19.)

70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차, 주택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카오, 해외에서는 아마존 등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가능하도록 플
랫폼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는 국내 라이브 커
머스 시장의 규모가 올해만 약 3조 원, 2023년까지는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4)
또 하나의 흐름은 시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은 2017년에 VR 메이크업 앱을 출시하였다.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앱에 탑재하고 카메
라로 얼굴을 인식하면 립스틱, 아이브로우 등 메이크업 제품을 가상으로 시연해 볼 수
있다. 이후에도 현대백화점 그룹, 로레알 그룹 등에서 가상 메이크업 앱이 등장하였다.
벨라루스의 워너(Wanna) 기업은 AR 커머스를 제공하고 있다. 앱에 AR 기술과 신체
추적 기술, 질감 및 색감 보정 등의 기술을 더해 실제로 신어 본 것과 같은 가상 시착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구매 사이트 연결도 도와준다. 신발, 네일 등의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6] 워너(Wanna)의 AR 트라이 온(Try on) 서비스

자료: 워너(Wanna) 홈페이지(검색일: 2020. 10. 21.)
24) 한국경제(2020. 9. 25.), 「모바일로 1분 만에 6억…'라이브 커머스'의 힘」, https://bit.ly/3mdttoD
(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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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미디어 커머스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다.
AI와 AR 등의 신기술 도입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판매하는 벤처기업
‘어댑트’에 40억 원을, AI 스타트업 ‘스켈터랩스(skelterlabs)’에 40억 원을 투자하였
다. 그 결과 VR을 적용한 ‘핑거쇼핑’ 서비스를 선보여 의류 사이즈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25)

2) 판매 공간의 변화
매장 및 상품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사람과의 접
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 공간이 변화되고 있다.
먼저,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인 자라
(Zara), 풀 앤 베어(Pull&Bear) 등을 보유한 인디텍스(Inditex) 기업은 총 1,200개
(16%)의 소매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3년간 디지털 투자 예산으로 10억 유로
(약 1조 3,000억 원)를 편성하였다.26) 인디텍스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4월 한 달간 온라인 매출이 95% 증가하였다.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객의 발길이 줄어들
고 있어 온라인 판매 전략을 확대한 것이다. 경매업계에서도 일부 온라인으로 진행하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발병 이전에는 경매장까지 구매자가 방문하여 물
건의 상태를 살펴보고 구매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경매장을 통해 구매하는 형태로 바
뀌었다. 일례로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내륙말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
였다. 구매 희망자들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말의 상태를 보고 입찰에 참여하는 형태
였다. 이는 오히려 이전보다 경매 참여자가 약 60%(18명 → 29명)로 증가하는 효과도
얻었다.27)
대형마트도 기존 매장을 상품 보관 및 배송 센터로 활용해 당일 또는 바로 배송 서비
스를 시작하였다. 이마트는 2019년 3월에 SSG닷컴을 설립해 온라인 배송을 시작하였
25) 한국경제(2020. 1. 6.), 「[새 출발 2020 유통산업] 롯데홈쇼핑, VR 매장서 쇼핑…온라인 한계 넘어선다,」
https://bit.ly/3kott4N(검색일: 2020. 10. 21.)
26) 뉴스핌(2020. 6. 11.), 「인디텍스, 자라 등 1200개 매장 문 닫고 온라인 집중」,
https://bit.ly/35j1tZO(검색일: 2020. 10. 19.)
27) 세계타임즈(2020. 6. 19.), 「이제는 기본이 된 ‘온택트’ 6월 내륙말 경매 온·오프라인 병행 시행」,
https://bit.ly/34jGbfx(검색일: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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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롯데마트는 올해 5월 온라인 주문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온라
인 주문이 접수되면 2시간 이내에 집으로 배송이 완료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매장별 성과로 보았을 때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품목별로는 신선식품, 간편식, 반찬
등의 주문량이 증가했다.28)
[그림 3-7] 롯데마트 바로배송 서비스 시스템

자료: 조선비즈(2020. 5. 27.), (검색일: 2020. 10. 21.)

오프라인 매장 내 변화로는 무인 시스템 도입의 가속화가 있다. 키오스크(KIOSK)
주문 방식, 무인자판기, 셀프계산대, 서빙 로봇 등의 시스템이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6월 동대문구 청량리점에 비대면 매장을 오픈하였다. 매장 내
에는 제품 옆에 QR코드가 있어서 가격과 성분 등의 상세 내용이 인터넷에 제공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AR 메이크업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시연해 볼 수 있다.
키오스크 주문 및 결제 방식은 많은 매장에서 도입하고 활용되고 있다. 일반 음식점
이나 카페, 영화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직원이 직접 주문받지 않고 매장 내 기기
를 활용해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주문이 자동으로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28) 조선비즈(2020. 5. 27.), 「“매장을 물류·배송기지로”… 이커머스에 반격 나선 대형마트」,
https://bit.ly/3dO4xBj(검색일: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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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계산대는 계산원 없이 스스로 제품의 바코드를 인식시키고 결제 수단을 선택한
뒤 결제하는 방식이다. 대형마트 내 셀프계산대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편의점, 아
이스크림점, 독서실 등 무인점포로 운영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 무인점포는
국내에서 1년 2개월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12월 말 대비 2020년 2월
CU는 6곳에서 100곳으로 증가하였고, 이마트24 역시 14곳에서 94곳으로 증가하였다.
<표 3-2> 편의점 무인점포 현황
기업명
CU
이마트24
GS25
7-Eleven

2018년 12월 말(개)
6
14
1
4

2020년 2월 24일(개)
100
94
31
17

자료: 이투데이(2020. 2. 24.)29) (검색일: 2020. 10. 21.)

미국 기업인 아마존은 2018년에 ‘아마존고(Amazon Go)’ 식료품 매장을 시애틀에
오픈하였다. 아마존고는 앱 내의 QR코드를 입구에서 찍고 매장에서 필요한 식료품을
담고 출구로 나가면, 따로 결제를 하지 않아도 미리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결제가 완료
되는 방식을 선보였다. 카메라와 센서, 무선주파수인식(RFID) 등의 기술을 통해 제품
을 인식하는 데 활용된다. 올해 한국 기업 이마트24는 아마존고와 유사하게 SSG페이
앱을 켜고 제품을 고른 후 출구로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30)

3) 결제 수단의 변화
최근 통계청 보도자료(2020. 6. 3.)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
은 총 12조 2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1조 3,309억 원)가 증가하였다. 온라
인 상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상품 구매가 익숙한 수단이지만, 코로나 전후로 비교하였
을 때 확연히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항목별로는 음식 서비스가 83.7%로 가장 큰 증가
29) 이투데이(2020. 2. 24.), 「“이틀에 1개씩 오픈” 속도 내는 무인 편의점」,
https://www.etoday.co.kr/news/view/1860998(검색일: 2020. 2. 24.)
30) 아시아경제(2020. 1. 26.), 「無결제·편리함 속…한국형 '아마존 고'의 시사점」,
https://bit.ly/37xShn7(검색일: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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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였고(5,755억 원) 음·식료품 43.6%(4,621억 원), 생활용품 36.0%(2,885억 원)
순으로 거래액 증가를 보였다. 식당에서 소비하던 문화가 배달 서비스와 식자재 배달
로 소비 방식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활용품
구매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 및 레저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85.8%로 가장 감소폭이 컸고, 그다음으로는 여행 및 교통 서비스(–69.6%)
였다. 올해 4월 모바일을 통한 쇼핑 거래액이 총 7조 9,6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하였다.
[그림 3-8] 상품군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전년 동월비) 증감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0. 6. 3.), p. 4.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의 거래 비중은 66.3%로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대다
수가 모바일을 통해 물건 및 서비스를 결제하는 거래 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렇듯 소비자는 이제 휴대폰으로 물건을 탐색하고 결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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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온라인 쇼핑 거래액 동향
(단위: 억 원, %, %p)

2019년
구분

연간

◦ 총거래액(A) 1,352,640
모바일
872,736
거래액(B)
비율(B/A)
64.5

2020년
4월

3월p

4월p

106,716

126,115

120,026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증감률
증감액
증감액
(차)
(차)
-6,090 -4.8 13,309 12.5

67,264

84,775

79,621

-5,154

-6.1

12,357

18.4

63.0

67.2

66.3

-

-0.9

-

3.3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0. 6. 3.), p. 3.

한국은행의 2019년 지급 수단 및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이며, 종합적인 만족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보도자료, 2019. 9. 14.).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를 현금보다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편리성 때문인데, 최근에는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이 활발하다.
한국은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 간편 결제 서비스의 이용 실적은 일평
균 731만 건, 2,139억 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8.0%, 12.1% 증가하였고, 간편 송금
서비스 역시 291만 건, 3,226억 원으로 각각 4.7%, 20.3% 증가하였다(한국은행 보도
자료, 2020. 9. 14.). 현금, 실물 카드 거래에 이어 비실물 카드의 거래가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 주요 간편 결제 서비스(누적 거래액 기준)는 2014년 9월 다음 카카오가
처음 카카오페이(Kakaopay)를 선보였고, 이후 2015년 6월 네이버의 엔페이(Npay),
2015년 8월 삼성페이(samsung pay)가 출시되었다. 해외에는 페이팔(PayPal), 애플
페이(Applepay), 아마존페이(AmazonPay) 등이 있다(김은비,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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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추이(일 평균)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 9. 14.), p. 5.

<표 3-4>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일 평균)
2018년
구분

(단위: 백만 건, 십억 원)
2020년

2019년

증감(B-A)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A)

상반기(B)

∎이용 건수

3.2

4.4

5.3

6.8

7.3

0.5

(8.0)

정보·통신
유통·제조
∎이용 금액

0.6
2.6
107.1

0.8
3.6
135.1

1.0
4.2
158.0

1.3
5.5
190.9

1.7
5.6
213.9

0.4
0.1

(30.5)
(2.7)

23.1

(12.1)

정보·통신
유통·제조

21.3
85.8

27.1
107.9

33.2
124.7

38.0
152.8

49.6
164.3

11.6
11.5

(30.4)
(7.5)

주 : 1)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카드 기반 간편 결제에 한함(선불, 계좌이체 방식 등은 제외).
2) 2018~19년 수치는 일부 회사의 자료 수정에 따라 조정.
3) ( ) 안은 전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 9. 14.), p. 5.

모바일 결제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이 된다. 온라인 결제 시에는 카드 정보
등의 결제 정보를 한번 입력해 두고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나 지문, 홍채 인식 등으
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오프라인 결제 시에는 앱카드(바코드, QR코드), 자기장(MST,
WMC), NFC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물 카드가 아닌 가상의 공간에 저장된 정보로
결제가 가능하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구매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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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오프라인으로 대면할 시에는 최대한 교류가 적은 형태의 간편 결제 시스템, 신용
카드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제 수단이 현금에서 실물 카드, 간편 결
제 시스템으로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는 거래 투명성, 신뢰
성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2020
년 8월까지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04.4%로 증가(4,194건→
12,767건)하였다(특허청 보도자료, 2020. 10. 14.). 위조 상품 온라인 거래액은
2019년 1~8월 86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1~8월은 101조 8천억 원으로 폭증하였
다(특허청 보도자료, 2020. 10. 14.). 마크비전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2019년 이커머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쿠팡 등에서 세계적으로 위조품
이 판매되고 있어서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소비자의 피해 사례 를 막기 위한 역
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동으로 사람이 모니터링해서 위조 제품으로 판단되는 것
을 신고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했다. 이미지
와 텍스트를 기반으로 기업별 브랜드 정보를 학습시킨 후에 판매자가 올린 제품 사진,
가격, 상세 정보,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 등을 검토해 위조품 의심으로 분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고객사에서 판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3-10] 마크비전 위조 상품 모니터링

자료: 마크비전 홈페이지(검색일: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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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의 용도 전환
1) 거주공간의 재설계
코로나 이후 ‘집에서 머무르기’와 같은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보건복지부 대응 지침
에 따라 대응 단계별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기관·기업, 다중시설, 집합·모임·행사,
스포츠 행사의 운영이 달라졌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재택교육(원격수업)과 등교
가 병행되었고, 직장은 유연·재택근무가 권고되었다. 따라서 거주공간이라는 한 장소
에서 근무를 하고 교육을 받고 운동도 하고 쇼핑도 하며 소규모 외식도 하는 생활이
되었다. 이 현상을 ‘올인빌(All in Vill)’, ‘올인룸(All in Room)’이라고 부르는데 집
또는 방 한 칸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31)
거주공간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공간별 목적성에 따라 바꾸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고 관련 비즈니스가 등장하였다. 홈오피스 컨설팅 서비스가 등장하였는데, 2020
년 5월 가구 업체 데스커가 재택근무자를 위한 공간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
다.32) 가구 업체 퍼시스에는 오피스 컨설턴트가 이미 존재하지만, 가정용 홈오피스 컨
설팅이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된 것이다. 한샘 역시 ‘리하우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대일 맞춤 상담으로 실내 구조 내에서 리모델링, 가구 배치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며 상담 건수가 올해 1월 3,200건에서 6월 7,200여건으로 2배 증가했다.33) 건설업
체의 경우 아파트 설계가 변경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AZIT(아집) 3.0’을 선보였는데
홈오피스, 알파룸, 살균기가 적용된 수납장, 에어샤워기, 실내 공기질 개선 등의 내용
이 반영되었다.34)

31) 건축사신문(2020. 4. 10.), 「코로나, 집과 사무실의 경계를 허물다」, https://bit.ly/37wokUv
(검색일: 2020. 10. 22.)
32) 데일리타임즈(2020. 5. 20.), 「재택근무자를 위한 공간 개선 프로젝트…데스커, ‘홈 오피스 체인지’ 캠페인」,
https://bit.ly/2HrxzdZ(검색일: 2020. 10. 21.)
33) 경향비즈(2020. 9. 13.), 「일터도 배움터도 되죠!…역할 많아진 집, 홈오피스로 꾸미기 유행」,
https://bit.ly/3kwZ444(검색일: 2020. 10. 22.)
34) 한국경제(2020. 8. 19.), 「롯데건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주거공간 아지트3.0 개발」,
https://bit.ly/3dR37WL(검색일: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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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주거공간의 인테리어 변화

자료: (좌) 경향비즈(2020. 9. 13.), (우) 한국경제(2020. 8. 19.)

거주공간을 아예 넓히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정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19년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50% 증가하였고,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전용면적 101~135㎡ 의 매매
거래량은 8,000건으로 전년 동월(2,652건) 대비 202%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35)
<표 3-5>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 현황
주택 매매 전체
연월

주택

아파트

전월세

매매

전체
177,238

2019. 3.

51,357

31,760

2019. 4.

57,025

35,893

161,744

2020. 3.

108,677

79,615

199,758

2020. 4.

73,531

48,972

170,216

[그림 3-12] 아파트 크기별
매매 거래량 증가율

자료: (좌)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 현황 사이트(검색일: 2020. 6. 19.) (우) 매일경제(2020. 5. 1.); 한국감정원.

35) 매일경제(2020. 5. 1.), 「"재택근무해보니 방 4개 있어야"…중대형 평형 위상 높인 코로나」,
https://bit.ly/35noKKp(검색일: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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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면도에서 알파룸의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기존에도 알파룸이라는 용어로
평면도에 표시된 아파트 설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평면을 아예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또한 환기 통로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다. 실제
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공동주택 설계에서 환기 통로와 용도별 아파트 설
계 변화가 가능하도록 평면도가 제안되었다.
[그림 3-13] 아파트 평면도의 변화

자료: 서울경제(2020. 8. 15.)36)

2) 일터공간의 재설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무실 환경 권고안을 발표하였다.37) 공간과 관련된 것으
로는 사무실 내 모든 책상이 6피트(약 2m)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건상 어려울
때는 투명 파티션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내에서도 파티션을 설치한 구내식당
또는 회의실을 볼 수 있다. 특히 사무실 내 밀집도가 높고 대화가 잦은 콜센터의 경우
좌석의 거리를 띄우고 칸막이도 높게 설치하였다.
일터공간을 재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Ford)는 2020년 8월에
36) 서울경제(2020. 8. 15.), 「현관 열면 클린존…코로나 이후 집 풍경도 바뀔까」,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L90UCBF(검색일: 2020. 10. 22.)
37) 헬스조선, 「사무실 기웃대는 코로나19…책상 사이 2m 떼라는데」, https://bit.ly/3dRbQGF(검색일: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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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만여 명에게 사무실 재설계를 위해 물건을 빼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내년 1월까지
재택근무를 예정하고 있어서 사무공간을 직원들 협업공간으로 늘리고 개별 작업공간은
줄이려 한다고 밝혔다.38) 화상회의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회의실 공간을 카메라, 음향
시설 등을 구축하고 화상회의실 공간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 방역 대응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사무실 내의 개별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이는 오히려 고정임대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한 대상이 되
기도 한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세빌스의 ‘2020년 1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 자료에서는, 서울의 프라임 오피스(연면적 3만㎡ 이상) 빌딩에 대한 기업들의
사용 면적 줄이기가 시작될 것이며, 오피스 공실률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39) 분
야로는 항공, 운수, 관광, 제조업계와 같은 업종에서 코로나 파장이 심하기 때문에 오
피스 공실률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사무실 공간을 쪼개 사용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NH 헤지자산운용의 경
우, 코로나 확산이 심화되자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본사에서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
도록 조치하였다.40) 기업들의 분산 근무 형태로 거점 오피스를 마련하면서 최근 공유
형 오피스 플랫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 위주로 많이 이용
했었다면,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고객이 확장되고 있다.41) 공유형 오피스는
일반 기업의 임대와는 다르게 짧은 최소 계약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무공간에 필요한
집기류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국내 1위 공유형 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에 따르면, 현재 2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입주 이용자는 1만 7,000여 명, 공실률은 3% 이하에 이른다.42) 이 회사는 수요 기업
에 맞춤형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형태로 사무실 설계가 가능하며 필요한
면적만큼만 분리 계약도 할 수 있다.
38) 뉴시스(2020. 8. 27.), 「재택근무 뿌리 내리나…포드, 본사 사무공간 재편 착수」, https://bit.ly/31r3x0X(검색일:
2020. 10. 22.)
39) 조선비즈(2020. 5. 13.), 「세빌스 “내년부터 기업의 '오피스 면적 줄이기' 가시화”」,
https://bit.ly/2TjTTZq(검색일: 2020. 9. 23.)
40) 연합뉴스(2020. 2. 24.), 「NH헤지운용, 코로나19 비상사태 대비해 인력 분리 근무」,
https://bit.ly/2Tim8Yz(검색일: 2020. 10. 22.)
41) 한국경제(2020.10.20.), 「기력 되찾은 공유오피스 업체…줄줄이 코스닥시장 상장 '노크'」,
https://bit.ly/3dS5EzR(검색일: 2020. 10. 22.)
42) 한국일보(2020. 10. 5.), 「공유오피스 1위 패스트파이브의 비결」, https://bit.ly/2IX7Iv4(검색일: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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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패스트파이브 기업 맞춤형 설계 사례

자료: 패스트파이브 홈페이지(검색일: 2020. 10. 22.)

3) 문화공간의 재설계
공연, 영화, 박물관 등의 실내 문화공간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인원수의 제한,
유효 좌석의 제한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빈국립오페라극장은 최대 4인까지 연결
좌석을 허용하고 타인과 1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앉게 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
홀은 가족관계인 2인까지만 연결 좌석을 허용하고, 타인과 1.5미터 간격을 두게 하였
다. 실내의 한정된 공간에서는 거리를 두고 인원수를 제한하여 진행하는 것이 최선으
로 보인다. 이에 문화공간이 야외의 빈 공간으로 옮겨 가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랜드의 야외공간인 피크닉존은 CGV와 함께 올해 7월 자동차 극장으로 변하였
다. 테마파크 내의 빈 공터를 활용해 회당 100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영화 관람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영화 예매 및 발권은 CGV앱을 통해 하고 차에 탄 채로 입장 확인을
진행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얼리티 음악 방송인 비긴어게인에서는
올해 6월 ‘드라이브 인 버스킹’을 진행하였다. 넓은 공터에서 차 안에 탑승한 채 버스킹
공연을 즐기는 형태이다. 이 외에도 ‘현대 모터스튜디오 Stage X 드라이브 인 콘서트’,
‘폭스바겐 드라이브 인 시네마’, ‘Autumn Spirit 용인’ 등 각종 지자체와 기업들은 자
동차 안에서 영화, 콘서트 등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야외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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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드라이브 인 버스킹 사례

자료: 뉴데일리경제(2020. 6. 11.)43)

야외의 공원, 해수욕장과 같은 공공 시설물 이용 시에도 공간을 나누어 밀집도를 낮
추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던 공간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감
염 예방 차원에서 자리 구역의 구분, 입장객 수 총량제 실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
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원(Social-Distancing Circles)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공원,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캠퍼스 등에 원을 그려 두어 물리적인 공간
을 구분하였다. 한국에서도 부산의 민락수변공원, 해운대 등에서 자리를 구분하여 지정
공간에만 앉을 수 있도록 구분한 사례가 있었다.

43) 뉴데일리경제(2020. 6. 11.), 「제네시스로 '드라이브 인 버스킹'… 현대차, 비긴어게인에 차량 협찬」,
https://bit.ly/3kiIYuW(검색일: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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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반영된 잔디

자료: The diamondback(2020. 10. 2.)44)

도서관은 책을 비대면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다. 스
마트 도서관(또는 U-도서관)은 2016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등에 구축을 시작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4월 조사에 따르면 전국
1,141개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휴관 중에 대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871개(76.3%)
로 조사되었다.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으로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274개
이고, 드라이브 스루로 책을 빌려주는 곳이 77개 등으로 조사되었다.45) 스마트 도서관
은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인근에 설치된 곳을 찾아서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자유롭
게 방문해서 대출·반납이 가능하다.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을 적용하여 비대면으
로 기계에 바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책을 대출·반납 할 수 있다.

44) The diamondback(2020. 10. 2.), 「UMD promotes social distancing through painted shapes on
McKeldin Mall」, https://bit.ly/35kQbEA(검색일: 2020. 10. 23.)
45) 작은도서관(2020. 4. 1.),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대응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현황,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486(검색일: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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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aping Tomorrow 활용한 공간의 미래 탐색
공간의 미래 트렌드 파악 및 관련 키워드를 탐색하기 위해 Shaping Tomorrow 사
이트의 ‘Challenges’ 기능을 활용하였다. Challenges는 보고서 및 논문, 기사 등의
자료를 도약시기(Tipping Point) x 강도(Intensity)로 분류된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
으며 본 탐색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1) 메가트렌드(Mega trend), (2) 섹터별 전망
(Sector prospect), (3)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s), (4) 미래 기술(Future
technologies), (5) 동인(Emergent drivers) 기능으로 키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
약시기는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 폭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강도는 실현 가능성, 재정적 영향, 발전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나온
수치로 발현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우선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공간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은 ‘도시(cities)’이며,
이는 도약시기가 빠르고 강도도 높은 것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3-17]
참조). 중단기적인 시각에서 발현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높을 것 같은 섹터별 전망,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기술적 특성들의 키워드 분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7] Shaping Tomorrow 메가트렌드 키워드 분석 결과

자료: Shaping Tomorrow 사이트(검색일: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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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Shaping Tomorrow Challenges Tap 분석 요약
분석 분류

높고 * 빠른

Sector

제조, 건설, 기술,

prospect

부동산

강도 * 도약시기
높고 * 느린
수송, 물류, 문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금융 서비스
라이프스타일, 쇼핑,

낮고 * 빠른
디자인, 환경, 보안,
교육

Social

소비자, 경제, 집, 일,

changes

공유, 조직, 여행, 도시

Future

3D 프린팅, 음성보조,

모바일 기술, VR,

클린테크,

technologies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스마트시티,

인텔리젠트앱,

터치인터페이스

무선전력

디지털화, 4차
Emergent

산업혁명, 로봇,

drivers

인공지능, 홀로그램,
공간, 데이터

뷰티·패션, 레저,

무역, 인구, 자원

모빌리티
블록체인, IoT, AR,

스크린, 비접촉,

스마트시티, AR,
웨어러블,
코로나바이러스

기후, 트랜스휴머니즘,
홀로그램

분류
분야

사회

기술

동인

자료: Shaping Tomorrow 사이트(검색일: 2020. 6. 29.)

섹터별로 도약시기가 빠르고 강도가 높은 부문으로는 제조, 건설, 기술, 부동산 등이
공간과 관련이 있으며, 도약시기는 상대적으로 늦지만 강도가 높은 것으로는 수송, 물
류, 문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금융 서비스가 있다. 도약시기는 이르지만 강도가 낮
은 것으로는 디자인, 환경, 보안, 교육 등이 있다. 공간과 관련하여 설계나 부동산 임대
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송이나 물류를 하는 작업공간 또는 배송지
등도 관련성이 있으며, 미디어·엔터테인먼트는 공연장, 영화관, 예술의 전당, 미술관,
박물관 등과 관련이 있다. 금융 서비스 역시 은행, 증권사 등 거래가 일어나는 공간이
연관이 있다. 교육 역시 학교, 학원 등의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분야다.
사회적 변화로는 도약시기가 이르고 강도가 높은 것으로 소비자, 경제, 집, 일, 공유,
조직, 여행, 도시 등이 있고, 도약시기는 상대적으로 늦지만 강도가 높은 것으로는 라
이프 스타일, 쇼핑, 뷰티·패션, 레저, 모빌리티 등이 있다. 공간과 관련성이 높은 주제
로 직장, 여행지, 숙소, 백화점, 가게 등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래 기술로는 도약시기가 이르고 강도가 높은 것으로 3D 프린팅, 음성보조, 클라우
드 컴퓨팅, 로봇 기술 등이 도출되었고, 도약시기는 상대적으로 늦지만 강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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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는 블록체인, IoT, 모바일 기술, AR, VR, 스마트 시티, 터치 인터페이스 등이
있다. 강도는 낮지만 도약시기가 이른 기술로는 스크린, 비접촉, 클린테크, 무선전력
등이 있다. 현재도 구현되어 있는 기술들이지만 활용의 측면에서 도약시기나 강도가
분류된 것으로 생각되며, 공간과 관련하여 특히 스마트 시티 키워드가 등장한 것이 주
목할 만하다.
동인(emergent drivers)으로는 도약시기가 이르고 강도가 높은 것으로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로봇, 인공지능, 홀로그램, 공간, 데이터 등의 기술과 섹터의 키워드가
섞여 있다. 도약시기는 상대적으로 늦지만 강도가 높은 것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스
마트 시티, AR, 웨어러블 등이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스마트 시티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림 3-18] Shaping Tomorrow Challenges Tap 분석 결과
섹터별 전망(Sector Prospects)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s)

미래 기술(Future technologies)

동인(Emergent drivers)

자료: Shaping Tomorrow 사이트(검색일: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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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기사와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팬데믹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은 중
국,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거주지, 도시, 경제 등으로 나타났고, 간접적으로는 도시,
지출, 서비스, 생활, 비즈니스, 소비, 이동수단 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공간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자료: Shaping Tomorrow 사이트(검색일: 2020. 6. 29.)

키워드 분석을 통해 검색된 토픽의 관련 기사로는 다음과 같은 예측이 있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기후 변화, 그리고
디지털화 등은 향후 일자리 창출, 수입, 노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46) 공급
망 또는 자산 관리 비즈니스 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이 사업의
극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47) 미래 도시는 디지털 및 데이터 중심의 솔루션을 구
현하여 효율적이고 더 똑똑해질 것이지만,48) 202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50만 개의
46) Experian(2020. 5. 15.), “A guide to business risk management in 2020”,
https://bit.ly/3kzVyG8(검색일: 2020. 6. 30.)
47) Mobile Europe(2020. 5. 5.), https://bit.ly/3mffCOy(검색일: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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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직업과 관련하여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가 있어 IT 전문가들은 향후 보안
자격 증명을 강화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으로 전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49)

4. 공간 분야의 미래예측을 위한 테마 도출
가. 물리·가상공간의 융합과 새로운 거래 방식의 등장
‘금융 서비스’는 Shaping Tomorrow 키워드 분석에서 강도가 높고 도약시기는 중
장기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변화 중에서는 도약시기가 중장기로 예측되고
강도가 높은 ‘라이프 스타일’, ‘여행’, ‘쇼핑’, ‘뷰티·패션’, ‘레저’ 등의 소비 방식으로
생각하여 주제를 선정하였다.

<표 3-7> 테마 1 도출 관련 키워드 위치
섹터별 전망(Sector Prospects)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s)

자료: Shaping Tomorrow 사이트(검색일: 2020. 6. 29.)

48) Net Composites(2019. 9. 4.), “5G Smart Cities: Opportunities for Composites”,
https://bit.ly/2TfRFu6(검색일: 2020. 6. 30.)
49) Insider Pro(2020. 3. 4.), “IT Salary Survey: Do tech certifications pay off?”,
https://bit.ly/31xOpPt(검색일: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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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키워드 분석을 한 결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blockchain), 핀테크(fintech), 모바일(mobile), 사이버(cyber), 디지털
(digital), 혁신(innovation) 등이 연관성 있게 나타났다. 여기에 Shaping Tomorrow
에서 미래 기술 및 동인 키워드로 등장하였던 3D 프린팅 기술이나, IoT, AR, VR, 모
바일 기술, 스마트 시티 등을 넣어 생각해 본다면,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거래
가 가상의 공간과 융합된 거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롯데홈쇼핑에서 구현하고 있는VR과 AR 기술을 접목해 가상에서 사이즈
를 측정하고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을 해 집에 옷이 배달되는 미래 거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3-20] 금융 서비스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자료: Shaping Tomorrow 사이트(검색일: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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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대면·비접촉을 추구하는 저밀도시화
Shaping Tomorrow의 섹터별 전망에서 강도가 높고 도약시기도 이른 것으로 나타
난 키워드와 ‘제조’, ‘건설,’ ‘기술’, ‘부동산’과 사회적 변화에서도 강도가 높고 도약시
기도 단기로 예측되는 키워드로 ‘소비자’, ‘집’, ‘일’, ‘공유’, ‘인구’, ‘조직’ 등을 조합하
여 두 번째 주제를 선정하였다.

<표 3-8> 테마 2 도출 관련 키워드 위치
섹터별 전망(Sector Prospects)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s)

자료: Shaping Tomorrow 사이트(검색일: 2020. 6. 29.)

코로나 이후 비대면, 비접촉을 선호하게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까지 진행되
면서 밀도를 낮추는 것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지향점과 같이
공유공간을 최소화하고 개인 간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음에
따라 인구 밀도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여기에 Shaping
Tomorrow에서 미래 기술 및 동인 키워드로 등장하였던 디지털화, 인공지능, 로봇,
AR 등을 더해 생각해 보았을 때, 비대면·비접촉으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저밀화 주제
를 두 번째 테마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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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되는 문화·여가·종교공간
Shaping Tomorrow의 섹터별 전망에서 강도가 높고 도약시기도 이른 것으로 나타
난 키워드와 ‘문화’, ‘미디어·엔터테인먼트’와 사회적 변화에서도 강도가 높고 도약시
기도 장기로 예측되는 키워드로 ‘여행’, ‘문화’, ‘도시’, ‘레저’, ‘종교’를 조합하여 세 번
째 주제를 선정하였다.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장, 실내 영화관, 동호회, 종교시설
등 사람 간의 교류가 높고 밀집도가 높은 분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잠정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AR, VR 기술 등을 활용해 온라인 콘텐츠화하여
‘사이버 박물관’, ‘무관중 경기 중계’, ‘온라인 예배’ 등의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 애초에
경기장, 종교시설, 영화관시설 등 목적이 분명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분야라서 포스
트 코로나 시대에 공간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자 세 번째 테마로 선정하였다. 현재의
변화 흐름과 Shaping Tomorrow의 미래 기술을 조합하여 가정해 보면, AR과 VR의
기술로 가상체험기반의 문화·여가 활동 콘텐츠 증가, ‘Human-Computer Interaction’,
‘Internet communication’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관계 형성 등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9> 테마 3 도출 관련 키워드 위치
섹터별 전망(Sector Prospects)

자료: Shaping Tomorrow 사이트(검색일: 2020. 6. 29.)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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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육아·교육·체험공간의 진보
Shaping Tomorrow의 섹터별 전망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Education)’ 분야
는 도약시기가 이르지만 강도가 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회적 변화에서는 집과
일의 변화가 도약시기도 이르고 강도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두 분야를
조합하여 네 번째 주제를 선정하였다.
학교와 학원 등의 학습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행해 왔었는데, 전염병의 위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개강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어학 시험, 자격증 시험, 산업 시험, 취업 관련 시험 등 인구의 밀도
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있는 일정은 모두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그리고 육아, 돌봄 등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구현 가능한 형태로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실시간 교육 제공, 컴퓨터 기반
의 시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험이나 오감이 가미된 형태의 교육은 환경을 바
꾸어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감을 보완해 줄 원격체험 장비나
시험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생체 기반 인증, 감정 모니터링 등의 기술이 융합되어
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간을 제공해줄 온라인 플랫폼과 체험할 수 있는 오
프라인 공간의 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10> 테마 4 도출 관련 키워드 위치
섹터별 전망(Sector Prospects)

자료: Shaping Tomorrow 사이트(검색일: 2020. 6. 29.)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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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터·작업공간의 협업 방식 확대와 다변화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온 것이 바로 일터의 변화였다. 자동차 공장
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고, 오피스 업무는 재택근무로 대체되었으며,
회의 또한 원격회의로 대체되었다. 사회적 변화 분석에서 일과 집이 도약시기도 단기
이고 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두 키워드를 조합하여 다섯 번째 주제를 선정하였다.
현재는 공장의 경우 가동을 멈추고, 오피스 업무는 원격화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진행
하고 있고, 제조업이나 외식업 등의 현장 작업은 확진자 발생 방지에 힘쓰고 있다. 현
장에서만 진행해야 하는 일자리의 경우 자동화나 로봇, IoT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
여 협업 방식이 확대될 것이고 현장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업무의 경우 업무 자료, 메일
등 교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격근무를 위한 신분 인증, 자료 보완 등과 관련된 보안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 번째 주제에서는 일터와 작업 공간 그
리고 일하는 방식의 미래 변화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표 3-11> 테마 5 도출 관련 키워드 위치
섹터별 전망(Sector Prospects)

자료: Shaping Tomorrow 사이트(검색일: 2020. 6. 29.)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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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간 분야 미래상
1. 국민 대상 미래워크숍을 통한 미래사건
가. 미래사건 발굴 과정
1) 미래워크숍 과정
공간 주제의 5개 테마는 ‘물리·가상공간의 융합과 새로운 거래 방식의 등장’, ‘비대
면·비접촉을 추구하는 저밀도시화’,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되는 문화·여가·종교공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육아·교육·체험공간의 진보’, ‘일터·작업공간의 협업 방식 확대
와 다변화’였다.
테마별 미래사건 발굴을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 각 테마를 통해 연상되는
키워드, 사건, 질문, 그림 등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이었다. 브
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생각을 쏟아 낼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도출된 아이디어 가운데 가장 미래적인 아이디
어 3~5개를 팀별로 선정하는데, 이 아이디어들은 브레인라이팅의 초기 아이디어로 활
용되어 보다 구체적인 미래사건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그림 3-21] 참조).
예를 들어 ‘물리·가상공간의 융합과 새로운 거래 방식의 등장’ 테마의 경우 ‘AR/VR
을 활용한 오감 만족형 쇼핑몰’,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배달’, ‘가상화폐 사용 보편화’
‘물리적 공간이 필요 없는 온라인 회사 설립’ 아이디어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되
었다. 이 아이디어들은 각각 브레인라이팅의 첫 번째 질문에 활용되었고,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된 미래사건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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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공간의 미래 브레인스토밍 결과 예시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22] 공간의 미래 브레인라이팅 결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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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테마는 팀을 나누어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브레인스토밍의
초기 아이디어 및 이와 연계된 브레인라이팅의 미래사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물리·가상공간의 융합과 새로운 거래 방식의 등장’ 테마의 미래사건 도출 과정을 보
면 ‘AR/VR을 활용한 오감 만족형 쇼핑몰’ 아이디어는 “의류를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오프라인 쇼핑을 하지 않게 된다. MR 기술로 질감까지 느끼며
쇼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상현실 쇼핑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
이 정교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상승한다.” 등의 미래 모습으로 발전되었고, ‘물리적 공간
이 필요 없는 온라인 회사 설립’ 아이디어는 “물리적 공간이 없는 회사가 늘어난다. 인터
넷 도메인만 있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간 없이 창업하는 회사가 늘어나면
서 공간 대여 서비스가 증가한다.” 등의 미래 모습으로 발전되었다(<표 3-12> 참조). 나
머지 테마도 같은 과정을 거쳐 다소 범위가 넓은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에서 보다 구체
적인 미래 모습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3-13>, <표 3-14>, <표 3-15>, <표 3-16>
참고).
<표 3-12> ‘물리·가상공간의 융합과 새로운 거래 방식의 등장’ 아이디어 도출 과정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AR/VR을 활용한
오감 만족형 쇼핑몰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배달
가상화폐 사용 보편화

물리적 공간이 필요
없는 온라인 회사 설립

물리·가상 공간의 융합과 새로운 거래 방식의 등장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의류를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오프라인 쇼핑을 하지
않게 된다. MR 기술로 질감까지 느끼며 쇼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가구를 집에 미리 배치해 보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질감, 색, 조명 배치 등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가상으로 느끼며 쇼핑이 가능해진다.
‧ 가상현실 쇼핑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정교해져 소비자
‧
‧
‧
‧

만족도가 상승한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가상으로 가능해지며, 현장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아침마다 드론이 문 앞까지 배달해 준 아침을 먹는다.
어제 주문한 자동차를 로봇이 직접 운전하여 집 앞까지 몰고 왔다.
배달, 택배 물류가 늘어나 포장재, 충전재, 보존재,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남아

골칫거리가 되었다.
‧ 생체 인식 기능이 진화하고 보편화된다.
‧ 은행 업무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 물리적 공간이 없는 회사가 늘어난다. 인터넷 도메인만 있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공간 없이 창업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공간 대여 서비스가 증가한다.
‧ 가상현실 거래가 완전히 정착하여 물리 공간의 임대료를 절약하는 소기업이
많아진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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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비대면·비접촉을 추구하는 저밀도시화’ 아이디어 도출 과정
‧비대면·비접촉을 추구하는 저밀도시화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기존의 방을 재택근무, 원격교육, 원격취미 등 다양한 가상현실 접속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

가정 내 개인 공간
분리 필요

‧ 집집마다 대형 스크린을 구비하여 원격 시스템에 활용한다.
‧ 가구와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결합한 제품이 출시된다.
‧ 홈트레이닝이 보편화되면서 가상현실로 PT 진행

비대면, 비접촉을
추구하는 고밀도시 형성
(청년은 고밀도/노년층은
저밀도 지역 거주)

‧ 고밀도 지역과 저밀도 지역 간에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토가 고루 발전한다.
‧ 젊은 세대는 안전한 고밀도 도시에 살고 싶어 하고, 노인들은 저밀도 지역에
살게 된다.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이 심화된다.
‧ 저밀도 지역에 사는 90대 어르신이 집 안에서 쓰러지자, 인공지능 로봇이
119에 신고하여 생명을 구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3-14>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육아·교육·체험공간의 진보’ 아이디어 도출 과정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육아·교육·체험공간의 진보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정규 교육과정 4년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붕괴된다.

14세부터 100세까지
함께 공부하는 시대

‧ 시공간의 자유가 확장되면서 지구나라가 구현된다. 과학기술 발달로 언어의
장벽도 사라진다.
‧ 선생님으로부터의 교육보다 AI 교육을 선호하는 학생이 증가한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 VR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 재택근무의 보편화로 부모들은 집에서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게 된다.

재택근무와 육아 병행

‧ 아이가 아플 때도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일과 육아 구분이 어려워 워킹우먼이 더 힘들어진다.
‧ 학령기 자녀가 있는 집의 경우 가정 내 원격 시스템 활용 공간이 반드시

학교가 사라짐

필요해진다.
‧ 20~30명이 모이는 학급 단위 수업이 사라지면서 소규모 수업을 위한 랜덤
공간이 늘어난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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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일터·작업공간의 협업 방식 확대와 다변화’ 아이디어 도출 과정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재택근무를 위한
과학기술 발달

‧일터·작업공간의 협업 방식 확대와 다변화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온라인상의 가상 사무실 회의가 보편화된다.
‧ 각 가정 내에 개인 업무공간이 마련된다. 고성능 카메라와 신체 부착 센서를
통해 재택근무자의 업무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오감 활용 기술로 팀원들이 옆에 있는 것 같은 환경이 조성 가능해진다.
‧ 재택근무 시 직원들에 대한 감시가 심해져 사생활이 침해된다. 비인격적 근무
환경이 조성된다.
‧ 다양한 직업을 가상으로 경험하면서 적성을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직업

직업 변화

만족도가 상승한다.
‧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지식이 없으면 직장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 IT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법률 분야에 진출하여 의료종사자와 판사가
사라진다.
‧ 기존의 전자기기 기업이 기기를 통해 얻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기업의 성장

연계한다.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장비의 고장을 예측하여 예방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간과 인력이 단축된다.
‧ 사회 모든 분야의 정보가 데이터화되다 보니 이를 활용한 해킹, 유출 등의
범죄가 증가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3-16>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되는 문화·여가·종교공간’ 아이디어 도출 과정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되는 문화·여가·종교공간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로뎅의 생각하는 사람을 VR로 본다. 진짜 미술품은 떨어져서 봐야 하지만, VR
관람은 미술품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등 체험 관람이 가능해진다.

VR로 대부분의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

‧ AR로 1980년대 마이클 잭슨 콘서트를 감상한다. 오감이 전해져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다.
‧ VR로 비대면 결혼생활을 한다.
‧ VR 세계 안에 나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여 살아가게 된다.
‧ VR 디바이스의 가격 차이에 따라 경험의 질이 달라진다.

활용 디바이스
비용 격차

‧ 정보소외계층의 집단 시위가 발생한다. 러다이트 운동처럼 개인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 정부 차원의 디바이스 지원 정책이 필요해진다.(장비 보조, 경비 지원 등)

검증된 공동체를
만나고자 하는 욕구 상승
자료: 저자 작성.

‧ DNA 매칭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한다.
‧ 시공간을 초월한 취미 교류가 활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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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 이후, 미래사건을 도출하는 브레인라이팅 과정은 총 4단계로 진행된
다. ①브레인스토밍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미래사건 도출 ②팀원이 작성한
미래사건과 연계해 미래사건 도출 ③해당 테마를 STEEP 중 하나와 연결해 미래사건
도출 ④2030년 뉴스 헤드라인을 상상하여 미래사건 도출 과정을 거치는데, ①에서 ④
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활용된 브레인스토밍의 아이디어는 영향력이 줄어들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함께 발굴된다.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는 팀원들의 투표를
거쳐 다수가 관심 있는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이슈
끼리 군집시키는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그림 3-23] 참조).
[그림 3-23] 공간 분야 클러스터링 예시

자료: 저자 작성.

클러스터링은 비슷한 이슈별로 아이디어를 군집시켜 파편화된 미래사건을 일관성
있는 미래사회 모습으로 구축하는 과정이다. 먼저 브레인라이팅에서 표를 많이 받은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101

미래사건을 중심에 두고 비슷한 아이디어를 모은 후 해당 미래의 특징에 맞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 공간의 미래 클러스터링 결과 참가자가 예측한 미래사회 모습은 다음과
같다(<표 3-17> 참조).
<표 3-17> 공간의 미래 클러스터링 결과
분류

미래사회 모습
100% 무인화 시대
무인화에 따른 쓰레기 증가

물리·가상공간의 융합과

100% 가상 오피스 시대

새로운 거래 방식의 등장

가상공간 보안 관리 중요성 확대
MR 쇼핑 보편화
가상화폐 및 빅데이터 기반 거래 보편화
개인 공간의 중요성과 나만의 세계 구축
비대면 취미 활성화

비대면·비접촉을 추구하는
저밀도시화

지역 중심의 새로운 정당 탄생
개인용 교통수단 활성화
AI와 나누는 정서적 교감
AI와 함께하는 노후의 삶
함께 사는 AI 로봇의 해킹 문제
삶 전반에 활용되는 VR기술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되는

DNA로 매칭되는 공동체

문화·여가·종교공간

개인용 3D프린터 보편화
정보 혁명으로 국가 간의 격차가 줄어듦
시공간의 한계가 사라진 세계학교 등장
소규모 교육 중심의 아파트 학교 등장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육아·교육·체험공간의 진보

코로나 이후 늘어난 유휴 공간 활용
VR 교육 활성화
워킹부부를 위한 육아 도움 시스템 도입
빅데이터 사고의 증가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업무 기기 발달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물리적 한계 극복

일터·작업공간의 협업 방식

신직업 생성과 기존 직업의 위기

확대와 다변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브러더 등장
데이터 보안 관리의 전문화
도심 항공의 활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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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사건 재구성
15개 내외의 주요 미래사건을 도출하기 위해 미래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재분류 과
정을 거쳤다. 워크숍 진행은 5개 테마를 중심으로 했지만 최종 도출되는 미래사건은
테마를 나누지 않고 공간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브레인스토밍 단계에
서는 테마에 집중했지만, 브레인라이팅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확장되며 자연스럽게 테
마의 경계를 뛰어넘는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테마 대신 각 사건의 특징
에 맞는 이슈로 분류해 재구성했고, 각 사건은 다시 위기, 기회, 중립 이슈로 구분되었
다(<표 3-18> 참조).
최종 미래사건은 이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
가자의 의견과 워크숍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 둘째, 공간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내용
일 것, 셋째, 가급적 극단적인 긍정, 부정 사건은 배제할 것. 이에 따라 미래사건을 선
택 및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 15개의 미래사건을 선정할 수 있었다.
<표 3-18> 공간의 미래 브레인라이팅 결과
분류

가정 내
가상현실을 위한
공간 마련

도시의 멀티 공간

미래사건
인테리어, 가구 업체에서 가상현실 공간에 맞는 가구를 만들기 시작한다.
기존의 방을 재택근무, 원격교육, 원격취미 등 다양한 가상현실 접속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
집집마다 대형 스크린을 구비하여 원격 시스템에 활용한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집의 경우 가정 내 원격 시스템 활용 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진다.
정보소외계층의 집단 시위가 발생한다. 러다이트 운동처럼 개인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파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VR 디바이스의 가격 차이에 따라 경험의 질이 달라진다.
가구와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결합한 제품이 출시된다.
공간 없이 창업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공간 대여 서비스가 증가한다.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쓸 수 있는 멀티공간이 늘어난다.
20~30명이 모이는 학급 단위 수업이 사라지면서 소규모 수업을 위한 랜덤
공간이 늘어난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도시의 유휴공간을 새롭게 활용하게 된다.
물리적 공간이 없는 회사가 늘어난다. 인터넷 도메인만 있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업무 및 협업

있게 된다.
각 가정 내에 개인 업무공간이 마련된다. 고성능 카메라와 신체 부착 센서를
통해 재택근무자의 업무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상의 가상 사무실 회의가 보편화된다.

구분
기회
중립
중립
중립
위기
위기
기회
중립
기회
기회
기회
기회
중립
기회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103

분류

미래사건
오감 활용 기술로 팀원들이 옆에 있는 것 같은 환경이 조성 가능해진다.
재택근무 시 직원들에 대한 감시가 심해져 사생활이 침해된다. 비인격적 근무
환경이 조성된다.
정규 교육과정 4년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붕괴된다.
시공간의 자유가 확장되면서 지구나라가 구현된다. 과학기술 발달로 언어의

교육 및 육아
가상현실 육아의
보편화

장벽도 사라진다.
선생님으로부터의 교육보다 AI 교육을 선호하는 학생이 증가한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VR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재택근무의 보편화로 부모들은 집에서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게 된다.
아이가 아플 때도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일과 육아 구분이 어려워 워킹우먼이 더 힘들어진다.
의류를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오프라인 쇼핑을 하지
않게 된다. MR 기술로 질감까지 느끼며 쇼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구를 집에 미리 배치해 보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질감, 색, 조명 배치 등

오감 활용 쇼핑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가상으로 느끼며 쇼핑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가상으로 가능해지며, 현장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가상현실 쇼핑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정교해져 소비자

개인화
맞춤화의 발달

만족도가 상승한다.
다품종, 다생산에서 개인을 위한 소량생산이 증가한다. 오픈된 디자인 소스를
다운받아 개인 맞춤형 3D 프린터를 활용해 제작한다.
개인을 위한 맞춤형 디바이스의 판매가 발달한다.
로뎅의 생각하는 사람을 VR로 본다. 진짜 미술품은 떨어져서 봐야 하지만, VR
관람은 미술품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등 체험 관람이 가능해진다.
AR로 1980년대 마이클 잭슨 콘서트를 감상한다. 오감이 전해져 당시의 현장

가상 경험 일상화

분위기를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다.
VR로 비대면 결혼생활을 한다.
다양한 직업을 가상으로 경험하면서 적성을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직업
만족도가 상승한다.
90대 어르신이 집 안에서 쓰러진 상황을 함께 사는 인공지능 로봇이 119에
신고하여 생명을 구한다.
비대면 현상과 개인화로 인해 사람들 간의 정이 없어져 ‘인지상정’이라는 단어가

비대면 사회

사라진다.
사회 모든 분야의 정보가 데이터화되다 보니 이를 활용한 해킹, 유출 등의
범죄가 증가한다.
생체 인식 기능이 진화하고 보편화된다.
가상현실 기술이 현실에 가깝게 구현되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을 못 해

수도권
영향력 분산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긴다.
고밀도 지역과 저밀도 지역 간에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토가 고루 발전한다.
젊은 세대는 안전한 고밀화 도시를 추구한다. 노인들은 저밀화 지역에 살게
된다.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된다.
PC나 노트북뿐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가상현실 접속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업무, 교육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구분
기회
위기
중립
기회
중립
기회
중립
기회
위기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중립
기회
기회
위기
위기
중립
위기
기회
중립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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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AI 기술 활용

미래사건
AI의 기술 진보로 AI가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은 물론 감정을 예측하여 자살
등의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뇌에 소프트웨어를 이식하여 현재의 교육 방식이 필요 없어진다.

구분
기회
중립

자료: 저자 작성.

나. 최종 선정 미래사건
공간 분야에서는 최종 15개의 미래 사건이 도출되었다. 각 미래 사건을 크게 분류해
보면 원격기술로 인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 100% 비대면 사회
의 도래,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표 3-19> 공간 분야 미래사건 선정 결과
[가상현실 접속공간 마련]
1. 집집마다 가상현실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 공간(방)이 마련된다.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구비해 놓고 업무,
여가, 학습, 쇼핑 등 다방면에 활용한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개인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진다.
[가구와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접목]
2. 따로 가상현실 방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구와 가상현실 디바이스가 결합된 제품이 출시된다.
기존의 집을 변형하여 가상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다.
[도시 내 빌려 쓰는 독립적 멀티공간의 등장]
3. 도시 곳곳에 멀티공간이 생겨난다. 용도에 맞게 구조를 변형할 수 있고, 사용 시간 동안에는 온전히 전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업무, 모임, 교육, 여가 등 다방면에 활용된다.
[온라인 가상회사 설립]
4. 온라인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많아진다. 원격으로 일하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한다. 고용과 퇴사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재택근무 관련 기술]
5.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기술이 발달한다. 원격으로 일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일하는 느낌을 주는
홀로그램 기술부터 재택업무를 관리하는 기술도 등장한다. 센싱 기술과 생체 인식 기술 등을 통해 원격으로
직원들의 업무 상황을 생생하게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세계학교의 등장]
6. 세계의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학습하는 ‘세계학교’가 활성화된다. 가상학교에서 소통하고,
범지구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다.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되던 학령 과정과 교육 내용이 국제적인
과정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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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육아의 보편화]
7.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집에서 육아와 업무를 동시에 하게 된다. 일터와 가정공간이 융합되면서
가사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육아는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홀로그램 선생님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유아용 가상현실 체험 방이 생긴다. 부모는 아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는다.
[오감 활용 쇼핑]
8. 촉각, 미각, 후각을 포함하여 오감을 만족시키는 온라인 쇼핑이 가능해진다. 가상으로 옷을 입어 보거나
만져 보고, 가구를 집에 미리 배치해 보는 등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물건을 구입한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발생하지만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맞춤 쇼핑이 가능해진다.
[맞춤형 물건 제작]
9. 집집마다 3D 프린터가 구비되어 집에서 개인 특성에 맞는 물건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소량생산이 보편화된다.
[새로운 경험을 파는 가상경험 판매 시장의 등장]
10. 상상만 하던 모든 경험을 가상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오지 및 극지 체험, 우주여행이
가능해지고, 가상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가상 콘서트를 보는 것이 일상화된다. 게임 세계처럼 자기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오감으로 체험하기도 한다. 가상현실의 영향력이 오프라인 세계만큼 커진다.
[온라인 매칭 기반 인간관계 방식의 등장]
11. 질 높은 소통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온라인 매칭 서비스가 시행된다. 나와 잘 맞는 공동체를 추천받아
교류한다. DNA 정보를 활용한 매칭도 이루어진다.
[100% 비대면 시대]
12.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100% 비대면 시대가 시작된다. 사람과의 대화보다 기계와의
소통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아바타 활용이 보편화되어 상황에 따라 사용된다.
[수도권 영향력 분산]
13. 의료, 업무, 교육, 여가 등에 필요한 공간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개인당 점유공간의 크기가 증가한다.
사회 활동 전반에 원격 시스템이 활용되면서 서울 중심 문화가 분산되고, 점유공간 확대에 따라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가 저밀화, 평탄화된다.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14. 원격 시스템 활용을 위한 디바이스가 점점 소형화되고 간편해진다. 이에 따라 업무, 교육, 여가 등 모든
사회 활동을 이동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이
일상화 된다.
[도시의 유휴공간 재설계]
15. 대형 경기장, 공연장, 영화관, 학교,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모이던 물리적 공간이 유휴공간화되면서
의료공간, 드론 주차장, 실내 공원, 가상현실 체험 공간 등으로 변화한다.
자료: 저자 작성.

원격기술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관련한 미래사건으로는 ‘온라인 가상회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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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세계학교의 등장’,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수도권 영향력 분산’이 있다. 원격기술
발달로 시공간의 한계가 사라지면서 회사 설립, 교육 등에 대한 기존의 물리적 영향력
이 약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그에 못지않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예측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여행을 하며 업무를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해지고, 수도권의 영향력이 분
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과 관련한 미래사건으로는 ‘재택근무 관련 기술’, ‘오감 활용
쇼핑’, ‘새로운 경험을 파는 가상 경험 판매 시장의 등장’, ‘가상현실 육아의 보편화’가
있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 기술을 활용해 보다 현실감 있는 협업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근무자에 대한 감시 체계도 발달할 것으로 보았다. 오감을 활용한 쇼핑이 보편
화되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가상세계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
편 재택근무가 정착되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부부에게 가상현실 기술이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100%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관련한 사건으로는 ‘온라인 매칭 인간관계 등장’, ‘맞춤
형 물건 제작’, ‘100% 비대면 시대’가 있었다. 비대면 문화가 당연시되면 온라인 인간
관계가 넓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매칭 서비스가 발달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집에서
맞춤형 물건을 제작할 수 있게 되고, 사람보다 기계와 소통하는 것이 편안한 사람이
늘어나는 미래사회의 모습이었다.
물리적 공간의 변화와 관련한 사건으로는 ‘가상현실 접속공간 마련’, ‘가구와 가상현
실 디바이스의 접목’, ‘도시 내 빌려 쓰는 독립적 멀티공간의 등장’, ‘도시의 유휴공간
재설계’가 있었다. 원격기술과 가상현실 기술이 보편화되면 집 안에 접속 공간이 필수
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공간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가구와 디바이스 접목 제품의 등장도 예측되었다. 한편 비대면 사회가 정착되면 다수
가 모이는 공간이 유휴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용도를 변경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었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멀티공간이 도시 안에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어디든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언택트
사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았는데, 이때 나온 핵심적인 키워드는 참가자 중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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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렌시아라 명명한 ‘나만의 세계’ 구축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만의 세계’는 가상세
계와 접속할 수 있는 나만의 물리적 공간 마련을 뜻하는 동시에 나만이 접속할 수 있는
가상세계이기도 하며, 나만을 위한 AI 로봇과의 교류이자, 나만을 위해 맞춤형 물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퍼스널 3D 프린터의 구현이기도 했다. 한편 2030년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사후 설문을 통해 물었을 때, 참가자들은 언택트와 온
택트의 조화, 사람에 대한 존중, 교육의 변화 등을 이야기했다. 비대면 문화에 따른 물
리적, 심리적 거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마음이 반영
된 의견이었다.

2. 미래사건 인식조사를 통한 가능·선호도 차이
가. 미래사건 인식조사 종합
본 연구에서는 공간, 이동, 건강, 먹거리로 구분된 4대 테마에 대하여 국민 1,000명
을 대상으로 각 테마에서 도출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절차
를 거쳤다. 이 절에서는 공간 테마에 대해 이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공간 분야에서 가장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된 미래사건은 재택근무 지원 및 관리 기
술의 발달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원격 디바이스의 소형화 및 간편화로 인한 이동식
라이프스타일의 일상화, 오감을 만족시키는 온라인 쇼핑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건
으로 나타났다.
오감을 활용한 맞춤 쇼핑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사건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D 프린터를 통한 맞춤형 물건 제작, 이동식 라이프스타일의 일상화를 선호하였다.

108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그림 3-24] 공간 분야 미래사건 발생 가능성 종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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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공간 분야 미래사건 선호도 종합

자료: 저자 작성.

공간 분야 15개 미래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생 가능성(x축, 3.72점)과 선호도(y
축, 3.39점) 모두 평균 이상인 미래사건은 총 7개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관련 기술의
발전, 오감 활용 맞춤 쇼핑, 이동식 라이스프타일의 확산, 가정에서 맞춤형 물건 제작
외에도 도시 내 독립적 멀티공간의 활용,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경험 및 체험에 대
한 미래사건이 발생 가능성과 선호도가 높은 미래사건으로 나타났다.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지만 선호도가 높은 미래사건으로는 세계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학습하는 세계학교의 등장, 원격 시스템의 발달로 인한 수도권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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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 분산이 위치하였다.
가상현실 육아의 보편화, 온라인 매칭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계 방식,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100% 비대면 시대는 발생 가능성과 선호도가 모두 비
교적 낮은 미래사건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기술을 활용해 근무·쇼핑·레저 등의 활동이 변하는 것은 수용도가 높지
만,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변화하는 것은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6] 공간 분야 발생 가능성·선호도 기준 미래사건 매핑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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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사건별 가능·선호 갭 분석 및 시사점
이 절에서는 앞서 도출한 미래사건별 가능성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그 두 가지
요인에 대한 미래사건별 조사 결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0> 공간 분야 미래사건별 가능·선호 갭 분석
미래사건

가상현실
접속공간 마련

가구와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접목

도시 내 빌려 쓰는
독립적 멀티공간의
등장

가능·선호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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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건

온라인
가상회사 설립

재택근무
관련 기술

세계학교의 등장

가능·선호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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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건

가상현실
육아의 보편화

오감 활용 쇼핑

맞춤형 물건 제작

가능·선호 갭

114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미래사건

새로운 경험을 파는
가상 경험 판매
시장의 등장

온라인 매칭 기반
인간관계 방식의
등장

100% 비대면 시대

가능·선호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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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건

가능·선호 갭

수도권
영향력 분산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도시의 유휴공간
재설계

자료: 저자 작성.

위와 같이 나타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국민들의 ‘코
로나 이후 미래공간’이라는 주제에 대한 몇 가지 특징적인 의미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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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짐
앞서 비교 분석한 미래사건 중 국민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다수의 사건이 가상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미래사건에 해당한다. 이는 선호도뿐 아니라 가상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사건에 대한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와 관련된 미래사건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 가상기술 및 서
비스는 궁극적으로 가상공간상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반 기술이자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조사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과거 가상화 관련
솔루션에 대해 다소 이질적인 느낌을 가졌던 국민 다수의 생각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변화가 느껴질 만큼 큰 폭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
한 과정은 결국 가상화와 관련된 신종 기술과 서비스의 수용성을 증대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개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2) 접속공간 및 장비·시설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환경이 확장되면서 원격교육, 재택근무, 원격공연시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온라인화 현상에 따른 국민의 수요가 증폭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니즈(Needs)의 증폭은 온라인화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장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양상을 현재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가지는 유의미한 측면은 이러한 온라인화 관련 장비의 수요 확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보다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컴퓨터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접
속공간, 보다 현실감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시설 등에 대한 고차원적 요구 사
항들이 포함된 형태로 말이다.

3) 원격상거래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조사 결과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원격화의 확장 중에서 상거래에 대한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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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접촉, 비대면 상거
래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면서 다양한 임기응변적 서비스 모델이 등장하는 기현상
을 연일 보여 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많은 상거래 서비스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
고 새로운 혁신으로 받아들여진 다양한 방식이 확인되었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국민들은 이 원격상거래 방식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필요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개인에게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폭
특히 개인화에 대한 이슈가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다수가 함께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적인 체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보
다 개별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고 하겠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최적의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만이 생존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로 인
해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시장이 위축되는 추세와 결합되면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의 산물로서, 개인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예고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인간성과 관계성에 대한 갈증 상존
조사 결과에서 재미있는 점은 국민의 인식이 때로는 매우 모순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의 오류라기보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
고 생각된다. 일례로, 원격화에 대한 높은 선호와 기대가 있으면서도 인간적으로 매우
교감하고 싶어 하는 모순되어 보이는 결과를 동시에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치
원격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할 때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은 서로 더 가까이 머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 말이다.

118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3. 시나리오와 일러스트로 나타낸 미래공간의 모습
가. 작가의 SF 소설
국민의 시각에서 도출된 미래사건과 이에 대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SF 소설 집필
경험이 있는 소설가들이 각 분야에 대한 초단편 소설을 집필하였다. 공간 분야의 초단
편 소설은 배명훈 작가가 집필하였다.

사이버 스페이스의 정령에게
배명훈

출근길에 나서는데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 나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 옆에는, 승강기 메인
보드 문제로 운행을 중지하니 고층세대는 옥상으로 올라가 옆 라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
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나는 30층 아파트의 21층에 살았다. 아홉 층을 올라갈까, 스물한
층을 내려갈까. 오도 가도 못 하고 위쪽과 아래쪽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그냥 집에서 출근하
겠다고 회사에 알렸다. 팀장이 잘됐다며 당장 회의에 들어오라고 했다.
8시부터 회의에 들어갔다가 한 시간쯤 떠들고 나서야 화면을 닫을 수 있었다. 때마침 초인
종이 울려 현관문으로 나가니 중학생 조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삼촌 오늘 재택이야? 나 여기로 등교한다고 아까 연락했는데.”
다시 학교로 가야 하나 난감한 표정이었다. 조카는 스물한 층을 걸어 올라온 듯 지쳐 보였
다. 나는 얼른 아이를 안으로 들였다.
“아침부터 회의 중이었거든. 너 수업 시작할 때 다 됐지? 얼른 가서 앉아. 나는 식탁에서
하면 돼.”
누구를 닮았는지, 조카는 똑똑한 아이였다. 옆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아홉 층을 내
려오면 될 걸 미련하게 걸어 올라온 거냐고 타박할 여지는 없었다. 아이가 그런 결정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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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아마 계단으로 5층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와 조카는 경험한 세계가 많이 달랐다. 조카가 다섯 살이던 해
에는 행성 전체가 대감염병 시대에 접어들었다.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사람도 강아지도 공
룡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가면 안 되는 데가 더 많았고 할 수 없는 일의 목록도 끝이
없었다.
그래도 그 시기에 미래가 조금 앞당겨지기는 했다. 수많은 사람이 예견했지만 더 많은 사람
이 귓등으로도 안 듣던 미래의 풍경이 강제로 도입되던 때였다. 이를테면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 같은 것들이. 출석은 이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출석과 재택은 지
위가 거의 같았다. 조카는 내내 그런 시대를 살았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앉아 있는
것보다,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누가 불렀을 때 빨리 응답하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었다.
장소의 위계나 시선의 방향으로 만들어낸 권력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꽤나 못마땅한 일이었
지만, 그만큼 세상이 평등해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조카는 꼬박꼬박 학교에 나가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고 했다. 학교
에 매일 나가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다른 아이들이 그런 자기를 뒤에서 욕하는 것 같다
고 했다.
“그게 뭐 어때서? 요즘 세상에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성실하면 좋은 거 아닌가?” 조
카가 대답했다. “하여튼 구세대는 이런 거 모른다니까. 삼촌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냥 무조
건 안 돼. 2주에 한 번은 원격을 해야 해.” 그래서 조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내 아파트로
등교했다. 자기네 집에서 ‘원격’을 하지는 않았다. 누나 집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없었다.
카메라를 갖다 댔을 때 근사한 배경이 되어줄 만한 빈 벽이 없다는 말이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원격으로 수업에 들어오는 아이들 뒤로는 온갖 기상천외한 풍경이 펼쳐지
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열기구가 하늘을 가득 메운 커다란 창가를 배경으로 수업을 듣던
친구의 이야기를, 조카는 네 번이나 들려주었다. 자기 엄마한테는 한 번도 안 했을 것이다.
아이는 그렇게나 속이 깊었다. 대체 누굴 닮은 건지 원.
그렇다고 내가 사는 집이 딱히 근사했던 건 아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그리고 작은 주방
과 현관이 있는 집이었다. 그런데 딱 하나 있는 그 방이 침실이 아니라 업무용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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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도 보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수업도 들을 수 있는 개인용 공용공간. 그 방은 일종
의 스튜디오였다. 카메라에 비치는 만큼만이지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은 하나도 안 보여주
고 보이고 싶은 것만 효과적으로 비추도록 디자인된 공간. 문을 닫으면 방음도 됐다. 거실
과 별도로 냉방도 할 수 있었다.
조카에게 필요한 것은 딱 이런 방이었는데, 아이의 부모에게는 그런 공간이 필요가 없었다.
솔직히 그 집은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도 했다. 우주에서 제일 흔한 게 공간이라는데, 우리
는 늘 공간이 모자랐다.
“그래서 말인데.” 점심을 먹으면서 조카가 말했다.
“뭐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엄마는 관심도 없겠지만 삼촌은 알지 않을까? 그 왜, 가상공간 가상공
간 하잖아. 가상공간이랑 현실이 결합해 있다고. 그런데 가상공간도 진짜 공간 맞아?”
“공간 아닐까? 너도 방금 수업 들으러 갔잖아. 나도 거기로 출근했고.”
“책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아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개념을 떠올리
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한참 만에 조카가 말했다. “빈 공간이 맞냐고. 공간(空間)은 비어있다
는 뜻인데 가상공간은 안 비어 있잖아.”
식탁에 앉아 오후 일을 하면서 가끔 그 말을 떠올렸다. ‘그렇지, 가상공간은 꽉 차 있지.
채워질 만큼만 만드니까.’
수업을 마치고 집을 나서기 전 간식을 먹으며 조카가 말했다. “우리 성당 신부님이 맨날
그러거든. 아프면 미사 같은 거 나오지 말라고. 원격으로 미사 참여해도 성령이 다 찾아간
다고. 성령은 디지털로 넘어가도 손상이 안 된대. 태초에 있었던 것도 어차피 ‘말씀’이어서
사이버 스페이스로 넘어가도 성스러움이 훼손이 안 된다고. 내 생각에 그건 좀 아닌 것 같
아. 신부님도 농담인 것 같지만.”
“왜 아닌데?”
“사이버 스페이스는 너무 시끄럽지 않아? 말로 꽉 차 있는데 보고 있으면 피곤하잖아. 아니
면 관계로 꽉 차 있는 바람에 누가 누구 편인지 빤히 보여서 싫고. 성스러움은 그런 데 담기
는 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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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디에 담겨?”
“빈 공간에? 말이나 관계로 채워지지 않고 누가 아무 행동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비어있는
공간 말이야. 그런 건 현실에만 있는 거 아닌가? 우주는 다 비어있잖아. 저 모서리도 비어
있고. 그런데 가상공간은 비어있는 동안에도 화면에는 뭐든 채워져 있잖아. 비어있는 현실
공간을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 아니면 진짜로 비어있는 건 아니어서. 삼촌은 그쪽 일 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가상공간도 공간인가?”
“음, 듣고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빈 데가 있기는 한데 너무 적지. 현실 세계는 애초에
우주 자체가 거대한 빈 공간이고 우리는 고작 점 하나밖에 못 채우고 사는데, 사이버 스페
이스는 곧 채울 생각으로 딱 그만큼씩만 만들어낸 서비스 공간이니까 늘 붐비겠지. 그렇겠
네.”
“거봐, 내 말이 그 말이야. 진짜로 쉬고 싶으면 왠지 접속을 차단하게 되잖아. 안 그래?
사람이 가상공간으로 넘어가서 살려면 거기에도 빈 공간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야 성스러운
게 담기니까.”
“성스러운 거?”
“성령이든 하느님이든 정령이든 뭐든. 지난번 할머니 제사처럼, 사이버 제사 들어가면 친척
들을 구경할 수는 있는데 돌아가신 분 영혼은 안 느껴지지 않아? 그런 거. 영혼이 담기는
공간 말이야. 그건 무조건 비어있어야 하니까.”
나는 조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너는 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똑똑하니?
양쪽 집안에 닮을 사람 하나도 없었을 텐데. 진짜로 주워왔나?”
“삼촌 그 멍한 표정은 절대 안 닮았지. 아무튼 나 간다. 오늘도 감사.”

이듬해 봄에 조카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또 한 번의 ‘신종’
호흡기질환 대유행 때문이었다.
현실에서 장례를 치르고 현실의 무덤에 아이를 묻었다. 한 달에 두 번 ‘원격’을 하러 오던
아이가 오지 않자 내 아파트에도 빈 공간이 생겨났다. 나는 오랫동안 그 공백과 함께 살았
다. 조카가 말한 대로, 허전해서 왠지 성스러운 날도 있었다. 한 달에 두 번쯤, 혹은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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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가상공간은 늘 말로 가득 차 있어서 재택으로 출근해 온종일 일하고 나면 몸보다 영혼이
더 빨리 닳았다. 그럴 때면 카메라와 모니터를 모두 끄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일하는 방은 음향시설이 좋았다. 잠시
도 쉬지 않고 일하는 컴퓨터가 어디선가 정보를 가져다가 방 여기저기에 설치된 스피커로
실어날랐다.
나는 꿈을 꾸듯 컴퓨터가 골라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맨 먼저 바람이 느껴졌다. 움직이
는 듯한 입체 음향이었다. 누군가 또각또각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발소리, 낭랑하고 차분하
지만 어디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유쾌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모르는 어느 동
네 골목길 같았다. 위협적이지 않을 만큼 떨어진 곳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빗소리.
옆에서 걷는 이의 우산을 때리는 아주 작은 물방울 소리까지.
최면에 빠지듯 소리에 이끌려 낯선 동네 한가운데로 스르르 날아가 맨발로 바닥을 디뎠다.
낙하산을 타고 와 서서히 바닥에 착지하듯, 마음이 그곳에 착 내려앉았다. 그러자 비로소
바닷소리가 들려왔다. 아까부터 계속 들렸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철썩철썩 먼 데서
파도치는 소리가 우주배경복사처럼 동네를 온통 휘감고 있었다.
내가 기획한 프로젝트의 일부로, 옆 팀에서 만든 ‘빈 공간’의 소리였다. 결국 무언가를 재료
삼아 만들어져 있기는 했지만 커다란 성당의 벽처럼 저 멀리 물러나 있는 배경. 먼 배경과
덩그러니 서 있는 나 사이에 공간이 자리 잡았다. 꽤 큰 빈 공간이었다. 우리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행성 정도 크기의 빈 공간을 만들어낼 작정이었다. 당장은 아무 쓸모도 없겠지
만, 그곳에는 ‘성령’이 깃들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스페이스임에도, 말씀도 깃들고 정령도
깃들고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 추억 같은 것도 오래오래 머무를 수 있는 토성 규모의 공백.

몇 년 내내 조카를 그리워한 것은 아니었다. 내 자식도 아니고, 그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도 누나 내외가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었을 테니. 하지만 난생처음 내가 가상공
간이 충분히 ‘성스럽다고’ 느낀 순간에, 그곳에는 분명 그 아이가 깃들어 있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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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카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다. 사이버 스페이스의 정령에
게. 아이가 대답했다.
‘거봐, 삼촌은 알 것 같았다니까. 뭐 여기도 빈 공간 맞네. 오늘도 감사.’

나. 미래 공간의 모습
2030년 이내에 벌어질 미래 공간의 모습을 일러스트와 간략한 시나리오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내용은 공간 분야 미래사건 중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정책
적 접근이 필요한 미래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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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한국은 원격 라이프스타일

나 테라스처럼 햇살과 바람을 맞을 수 있

시대로 접어들었다. 원격 디바이스 하나만

는 자연 친화적 주거공간의 필요성도 커지

있으면 쇼핑, 업무, 교육, 문화생활, 종교

고 있다. 또한 똑같은 구조로 고정된 벽,

생활, 인간관계 관리까지 한 공간에서 모

붙박이 가구 대신 공간 용도에 따라 이동

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는 회사,

가능하고

교육은 학교, 집은 생활공간으로 구분하던

(transhome)’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온

고 있다.

라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변형

가능한

‘트랜스

홈

물리적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서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학령
체계, 한 반 단위의 교육 문화가 사라지면
서 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
택해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세계 학
교의 도입은 전 세계 학생의 교류를 가능
하게 만들어 주었고 세계 각국의 교육 시
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
었다. 이제 한국 학생들은 예술 활동부터
문제 해결 프로젝트까지 실습 중심의 글로

원격 라이프스타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벌 교육을 원격기술을 통해 받는다.

집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자녀가 있

VR·AR·MR 등 가상현실 기술 활용이

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는

일상화되면서 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여 주

부부의 업무공간과 재택 교육을 받는 자녀

고 있는 것은 물론 여가생활에도 영향을

의 교육공간이 동시에 필요하게 되었는데

미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가상 경험 문화

이를 위해서는 안방, 자녀 방, 거실 등으로

는 가상 콘서트, 가상 게임, 가상 여행 등

구분되던 집의 전통적인 구조를 바꿀 필요

다양한 방면으로 발달해 왔다. 이 중 가상

가 있었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주거 면적

현실 여행 산업은 기존의 오프라인 여행을

이 넓어지면서 과거보다 넓은 평수의 집이

대체하며 크게 성장했다. 보다 생생한 경

새로운 표준이 되어 가고 있으며, 발코니

험에 더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동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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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면서 가상 신혼여행 상품도 다양하

오감 활용 기술은 온라인 쇼핑의 만족

게 출시되었다. 원하는 여행 테마에 따라

도를 높이는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버추얼 여행 가이드’를 동행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사진과 설명만으로 물건을 선택

영상이나 사진 등의 여행 기록을 AI를 통

해야 했다면 이제는 시각뿐 아니라 촉각,

해 자동 편집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도 있

후각, 미각, 청각을 활용하여 쇼핑을 할 수

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를 방

있게 되었다. 가상으로 안경을 써 보고 디

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현재는 우유니 사

자인을 고르고 스스로 시력을 맞추어 구매

막, 마추픽추, 히말라야 등 쉽게 가기 힘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소비는 주어진

장소가 인기 있다.

상품을 구매하는 선택의 영역을 넘어 개인
맞춤과 경험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는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다.

비대면 시대의 도래는 도시에도 변화를

2020년 전체 지출의 60%를 차지하던 온

가져왔다. 삶의 대부분을 비대면, 온라인

라인 쇼핑은 현재 90%를 넘어서고 있다.

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수도권에 집

사람들은 이제 오프라인 상점을 찾는 대신

중되어 있던 인구도 분산되는 추세다. 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

에 따라 지역 격차도 차츰 줄어들고 있다.

고 쇼핑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보안 시스

그렇다고 대면 문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

템을 장착한 무인 결제 시스템도 발달하고

다. 학교, 도서관, 경기장 등 다수가 모이

있다.

던 기존의 공용공간을 변형하여 거리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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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

기기 제공이나 관련 교육뿐 아니라 비대면

한 공간들은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

시대를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는 넓이와 녹지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인공간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다수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새

요청이었다.

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저밀도 공용

코로나 이후 10년, 비대면 라이프스타

공간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

일은 일상이 되었지만 물리적 공간은 천천

다.

히 변모하고 있다. 혁신적인 언택트 기술
과 전통적인 물리공간의 조화는 여전히 진
행 중이다.

얼마 전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면 국민의 68%는 비대면 문화에 대해 긍
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대면과 비대면 문화의 조화가 과거
의 대면 사회보다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대면 문화는 인간적인 교류와 친밀감을 위
해 남겨 두어야 하지만 쇼핑, 업무, 교육
등의 활동에서는 비대면 전환이 효율적이
라는 평가였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편
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뒷받
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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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간 분야 정책 대안 도출
1. 개요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공간 분야의 기저에 흐르는 주요 트렌드
를 도출하고 각 트렌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슈들을 다루고자 한다. 3장에서 다루
고 있는 공간 분야에 대해 우리는 앞서 코로나로 인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섹터(세
부 분야)를 중심으로 개략적인 현상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건을 도
출하여 그 구체적인 미래상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상상을 파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진은 두 가지 주요한 관점을 기준으로 그간 파악한 시사점을 재정리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의 공간 분야 변화가 규모적 측면에서 시스템적
인 것이냐 개인적인 것이냐라는 측면이었으며, 두 번째는 그 변화의 방향이 가상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이냐 물리적 공간의 재구성적인 것이냐에 대한 측면이었다. 이
러한 두 가지 측면으로 사분면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큰 변화의 트렌드를 도
출할 수 있다.
[그림 3-27] 공간 분야 4대 트렌드 도출 결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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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와 같이 도출된 4개 주요 트렌드를 각각 세부적 이슈를 기준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이는 각 트렌드별 균형적 시각에서 이슈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기술의 측면에서 주요한 이슈를 파악하여 각 이슈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의 모습에 근접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 어떠한 지향점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위해 4회에 거쳐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한 ‘미래예측 간담
회’의 전문가그룹의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 세부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구체
적인 이슈의 전개 방향에 대해 자문하여 이슈 리스트와 현황 그리고 대응 방향을 도출
하였다.

2. 4대 트렌드 관련 이슈 분석 및 과학기술 요소
가. 가상공간 확장
<표 3-21> 가상공간 확장 관련 이슈
구분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이슈내용


D2C(Direct to Consumer) 비즈니스의 가속화



사무공간 수요의 변화



원격교육에 따른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의 문제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



온라인 콘텐츠 관련기술의 투자 필요성 증대

자료: 저자 작성.

1) D2C 비즈니스의 가속화
오프라인 매장은 줄이고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배송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유통, 소비재 기업과 IT 기업들이 협업해 D2C(Direct To Consumer)
의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50) D2C는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산업의 범위는 유통, 소비재 기업들뿐 아니라 경매
50) 조선비즈(2020. 8. 13.), 「"코로나로 올해 美서만 매장 절반 닫는다"… IT 플랫폼 활용한 'D2C' 뜬다」,
https://bit.ly/3jMg711(검색일: 2020. 11. 2.)

130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현장까지 이어진다. 온라인 판매는 예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유통 플랫폼상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판매
를 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다.
패션브랜드 나이키, 반스, 랄프로렌 등은 아마존에서 플랫폼을 철수하고 자체 D2C
사이트를 만들었고, 식음료 기업 월마트와 펩시코도 온라인 쇼핑몰을 재정비하고 유
통 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도록 비즈니스 전략을 구성하였다.
축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가축 거래 방식 등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품질 및 가축 상태를 확인하고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고 거래가 진행된다. 기존 방식에
비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어져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올해 4월에 전북 장수
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팜 장수목장에서는 국내산 경주마 경매를 온라인으로 진
행한 바 있으며, 현장 경매보다 온라인 경매 시의 낙찰률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0%였지만 올해 45%를 기록하였다.51) 축협에서도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을 통해 축
산물을 판매하였고, 기업에서도 축산물 도매 거래가 가능한 ‘미트조인’, 농산물 직거
래가 가능한 ‘푸드팡’ 등 관련 앱을 출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D2C로 거래하게
되면 직거래를 통해 비용이 절감되고 품질에 대해 신뢰성이 생길 수 있으며 시간적
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51) 농민신문(2020. 4. 29.) 「‘코로나 100일’ 축산물 소비패턴·가축거래 방식 ‘지각변동’,」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22019/view(검색일: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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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기존 소매 방식과 D2C의 차이

자료: Core dna(2020. 7. 31.)52) (검색일: 2020. 11. 3.)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여파로 온라인 홍보가 중요해졌다.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홍보 방식보다는 온라인 방문 빈도가 증가하여 제품 판매의 수단으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높아졌다. 주된 홍보 기술로는 라이브 커머스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홈쇼핑 방식과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제품 소개를 진행하고 소비
자와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한다.

2) 사무공간 수요의 변화
코로나 발생 이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무실 내의 모든 책상이 2m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무실 환경 권고안을 내놓았다. 한국은 재택근무를 권고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사무실 내 인원을 조절하도록 공공·민간 기업에

52) Core dna(2020. 7. 31.), 「Direct-to-Consumer(D2C): 21 Ways to Get Started in 2020」,
https://www.coredna.com/blogs/direct-to-consumer(검색일: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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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를 발표했다. 일터의 공간인 회사는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
지고 어디서든 접속만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무실은
중요한 공간으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회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특히 IT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은 공간의 배치에 신경을 썼
다. 책상 크기, 칸막이 설치 여부 등이 중요했다. 하지만 현재는 업무 회의, 세미나,
공청회 그리고 계약까지도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미나의 경우 웹과 세미나
의 합성어로 ‘웨비나(Webinar)’라고 지칭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상이 되었다.
대부분은 사무실 내의 공간 재배치,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업무 공
백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는 분사 형태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공유
오피스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의 공유 오피스 이용자는 소규모의 스
타트업이거나 프리랜서가 대다수였는데, 최근에는 대기업의 분사 형태로 이용되고 있
다. 공유 오피스는 단기임대 계약이 가능하고, 업무 환경에 필요한 집기류 등이 갖춰
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롯데호텔·롯데쇼핑, SKT, 한화시스템 정보
통신기술(ICT) 부문 등이 거점 오피스를 도입하고 있다.53) 과거에는 소규모의 스타트
업 또는 프리랜서가 공유 오피스를 선호하였다면 현재는 분사 형태로 활용을 원하는
대기업으로 수요층이 확대된 것이다. 최근에는 이커머스 부상에 따라 쇼핑몰 기업의
입점이 특화된 공유 오피스 형태도 등장하였다. 포토 스튜디오와 택배 집하장, 물류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임대료 절감 및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사무실의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나타났다. 스
마트 오피스는 자율 좌석 시스템, 화상회의 등의 솔루션을 활용하는 형태이다. 전국의
20~59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오피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
면, 72.4%가 스마트 오피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54) 재택근무 빈도가 증가
하면서 사무실 내 개인공간의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업무를 온라
인으로 진행하다보니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효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업무의 질적 수준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53) 조선비즈(2020. 11. 4.), 「코로나로 위축된 공유오피스, 위드 코로나 시대 기대감 솔솔」,
https://bit.ly/2TWaAKU(검색일: 2020. 11. 5.)
54) 나무공간(2020. 7. 9.), 「직장인 70%, ‘스마트오피스’ 도입 원해」, https://bit.ly/2TUAX3J(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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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의 경우 조회 수는 늘었지만 오프라인 방식보다 집중력이 떨어져 효율적 의
사 전달 수단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고 발표자와 토론자뿐 아니라 고령자도 참여 가능
하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이왕건, 2020. 5. 18.)이다.

3) 원격교육에 따른 학습 결손 및 학습 격차의 문제
코로나 발생 이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등교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이 원
격교육이라는 온라인으로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 심화가 우려
되고 있다. 갑작스레 등교가 아닌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면서 온라인에 접속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학습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프라
가 갖춰진 환경에서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집중도가 개개인마다 다
르고 난이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학습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제공, 맞춤형 학습을 통한 학습 격차 완화 및
집중도 향상이 필요하다.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온라인 수업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온라인 학습 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코세라(Coursera)’는 올해 3월 중순 이후 신규 등록자가 전년 대비 520% 증가했고,
‘유데미(Udemy)’는 올해 3월 신규 등록자가 2월 대비 42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55)
또한 교육부 주관으로 2015년 출범한 ‘K-MOOC’라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역시
급증하였다.
온라인 학습 시장은 양면이 존재한다. 다양한 교육 관련 콘텐츠가 온라인상에 존재
하고,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 하지만 양질의 교육 콘
텐츠가 생산되는지, 오프라인보다 학습 효과성이 있는지 등의 우려가 남는다. 경북도
교육청은 학습 격차가 해결될 수 있게 AI를 활용한 초등학교 수업을 지난해부터 시작
하였는데, 학교 내 마련되어 있는 태블릿PC로 각자 수준에 맞도록 맞춤형 수학 문제
를 출제하고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북 지역에는 ‘학교 간 온택
55) Etnews(2020. 11. 2.), 「코로나19팬데믹, 온라인 학습시장 폭발 성장」,
https://www.etnews.com/20201102000009(검색일: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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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ontact) 공동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정책으로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들을 50
개 선정하여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56)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해서는 플랫폼 공유,
장비 구매 등의 설비 구축이 필요하다. ‘공동 교육’은 대학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교육
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의 모델 중 하나로 공유 대학 지원(미래교육 전환을 위
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부산권의 6개 대학(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한국해양대)은 공유 대학 플랫폼 구축 협약을 맺었다.
향후 AI 융합학과를 공동 운영하는 공동 학과에 대한 출범 계획도 가지고 있다.57) 대
전교육청은 직업계 고등학교 전공 수업을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하고 제작 중이다. 실
습이 필요한 과목들을 온라인 수업으로 보고 집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공동 실습소
전공 교사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개발하고, 개발된 자료는 공유 플랫폼에 올려 전국의
직업고등학교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58) 개인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맞춤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

4)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장, 종교, 문화, 사교모임 등의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기
면서 교류의 형태도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으로 옮겨 가고 있다.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고, 게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회의를 한다. 급격히 온라인화된 사회에서 사람들
은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산되면서 일상에 닥친 큰 변화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한다(네이버 시사
상식사전59)).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약 700명(18~24세)에게 조사해 보니
100명 이상이 이전보다 더 자주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다는 결과가 있었다. 또한 불

56) 매일신문(2020. 10. 26.), 「원격수업, 온택트 교육…전국서 인정받는 경북 교육」,
https://news.imaeil.com/Education/2020102211240173251(검색일: 2020. 10. 30.)
57) 아시아경제(2020. 10. 28.), 「대학들 ‘공동수업’ 시대 열렸다 … ‘공동학과’도 생긴다」,
https://bit.ly/3erTVs0(검색일: 2020. 10. 29.)
58) 뉴스핌(2020. 10. 26.), 「대전교육청 직업고 전공수업 온라인 콘텐츠 52편 개발·보급」, https://bit.ly/3erywiF
(검색일: 2020. 10. 29.)
59)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s://bit.ly/2HGR2Y1(검색일: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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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우울증 환자는 30%가 증가하였다고 한다.60) 특히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화의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 단절되는 것과
같다. 현재 코로나 발생 이후에 치매 환자는 중증도가 높아지고, 정상이던 노인의 인
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61)
물리적으로 멀어졌지만 관계의 부재를 메꾸어 줄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온라인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망 형성 등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
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강서구에서는 지역 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찾아가는 이웃의 날’을 지정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홀몸어르신 등을 대
상으로 ‘이웃키트’를 증정하였다.62) 이웃키트에는 메시지 카드와 초콜릿, 견과류, 손
소독제 등이 있다. 메시지 카드로 이웃과 소통하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 외에도 IT 를
활용해 스마트 플러그를 가구 내에 설치해 움직임을 살피는 경상남도 합천군의 사례,
일대일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 및 대화를 나눠보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사례 등이 있다.
애플리케이션 ‘Wave’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친구들과 방탈출 게임, 미니게임 등의 보
드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영상을 함께 시청할 수 있다. 연락처가 있는 친구들은 물론
전 세계 유저들과 게임 진행도 가능하다. 물리적 거리에 있는 이웃, 친구뿐 아니라 세
계적으로 연결되는 사회가 도래했고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60) 서울경제(2020. 10. 29.), 「"청년층 코로나 블루 심각… 특단대책 필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BJKBDJI(검색일: 2020. 10. 30.)
61) 한국일보(2020. 9.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활동 단절된 치매 환자 폭증 우려...”」,
https://bit.ly/32gHqdT(검색일: 2020. 11. 2.)
62) 노컷뉴스(2020. 10. 23.), 「서울 강서구 "코로나블루 '이웃키트'로 함께 극복해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434252(검색일: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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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Wave 애플리케이션 내용

자료: 구글플레이 WAVE – 잘 노는 영상통화, Talk & Play 소개 화면(검색일: 2020. 10. 30.)63)

5) 온라인 콘텐츠 관련 기술의 투자 필요성 증대
코로나 발생 후 모두에게 온라인이 중요한 채널이 되었다. 특히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등의 여가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오프라인 의존도가 높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공연 건수를 나타내는 뮤지컬이나
연극, 클래식 장르는 2월 이후에 공연이 취소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3월과
4월에는 50~87% 정도 감소하였다. 오페라는 올해 4월 예매 건수가 ‘0’건이었다. 공
연예술계에 발생하는 연이은 티켓 취소는 기존에도 열악했던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
들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켜 고용 안정성이 타 직업에 비해 낮았던 예술인들의
소득 감소 및 생존의 위협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양혜원, 2020. 7. 9.).

63) 구글플레이 WAVE 앱, https://bit.ly/3mQWXsU(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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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공연예술 예매 취소율 비교(2019~2020년)

주: 1)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등 공연예술 통계임.
2) 2019년 이전 통계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 전송 의무화 전 유입 데이터에 한하여 산출되어 비교가 어려움.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 (검색일: 2020. 2. 10.)

공연의 장소를 야외로 옮겨 ‘드라이브인 버스킹’과 같이 진행하거나 혹은 온라인상
으로 옮겨 가상전시, 온라인 생중계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
케스트라의 ‘디지털 콘서트’는 600여 편을 홈페이지 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미
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나이틀리 메트오프라 스트림스(nightly met opera
streams)’는 매일 공연 1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
앙도서관 등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였다. 공연으로는 올해 6월부터 SM엔터테인먼트의
슈퍼엠, 동방신기, 엔시티127 등의 소속 가수들 ‘비욘드 라이브’, 빅히트 엔터테인먼
트의 방탄소년단(BTS) ‘방방콘 더 라이브’ 등의 온라인 개최 사례가 있다. ‘방방콘 더
라이브’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등의 107개 지역에서 동시 접속자 수 최대 75만
6,600여 명을 기록했다. 티켓 수익료만 220억 원이고 이 외에 광고 수입도 발생했
다.64) 이후 방탄소년단은 10월에 두 번째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191개 지역
에서 100만 명이 접속해 약 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65)
64) 중앙일보(2020. 6. 15.), 「수익 220억 방방콘, AR 무장 슈주쇼···K팝 온라인공연의 진화」,
https://news.joins.com/article/23801854(검색일: 2020. 11. 4.)
65) 국민일보(2020. 10. 13.), 「BTS 위력… 두 번째 온라인 콘서트 세계 191곳 100 만 명 봤다」,
https://bit.ly/3mStSwZ(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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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례로 일부는 온라인화의 성공을 보였고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입하지
못한 신규 진입자를 끌어 모으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
예술계가 온라인 영상화하는 기술과 고유의 콘텐츠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
에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여가 활동은 경험재로서 경험에 따른 재방문과 재경험
률이 높은데 현장성을 기술적으로 잘 구현해 내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화 기술(Culture Technology)은 콘텐츠 산업의 기획·창작, 제작·표현, 유통 등
에 활용되거나 관련된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이길행·최연철, 2013). 최
근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 홀로그램 등의
첨단기술이 현실성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현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영상 기술을 구현하고, 소비자는 기기를 통해
이를 체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 ‘기어VR’,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 HTC ‘바이브’
등 각국에서 VR 기기를 출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게임, 가상 면접, 가상 여행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AR은 가상의 이미지가 아닌 현
실의 3차원 이미지를 구현하는 영상 기술이다. 가상 가구 배치, 포켓몬고 게임 등이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을 집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 SK텔
레콤, 구글 코리아와 함께 ‘창덕 아리랑(AR-irang)’ 앱을 출시하였다. 이 앱을 통해
평소에는 보지 못하였던 비공개 희정당 내부도 들여다볼 수 있고, 조선 왕실의 문화를
AR로 체험 가능하다(문화재청 보도자료, 2020.7.27.).
정부의 관련 투자 및 규제 개선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예산안’
에서 온라인 관련 콘텐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였다.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장 구
축에 290억 원,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에 99억 원, 온라인 공연에 46억 원, 온라
인 스포츠코칭 분야에 39억 원 등이 있다(기획재정부, 2020. 9. 1.). 또한 VR·AR 산
업 관련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바꿔 신제품과 서비스를 선출시, 후규제하는
방식으로 허용하였다. 2025년까지 엔터·교육·제조·교통·의료·공공 분야의 관련 규제
를 개선할 예정이다.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VR·AR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

66) 이데일리(2020. 10. 30.), 「[미래기술25]①언택트시대 변곡점 맞은 VR·AR」,
https://bit.ly/2TTWPwn(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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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80억 원을 지원한다고 올해 5월 밝혔다. 원격회의·협업, 교육, 유통 현장 등에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다(정책브리핑, 2020. 5. 6.
).67) 문화기술과 최근의 첨단기술 등은 다른 산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가상공간이
확장되면서 한 공간이 사무 공간, 학습의 공간, 쇼핑의 공간, 여가의 공간 등으로 사용
되고 있어서 관련 기술들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나. 도시 저밀화
<표 3-22> 도시 저밀화 관련 이슈
구분

이슈내용


주거 시설 및 대형 집합시설 입지 수요 변화



슬럼화 등 도시 문제 대두

정치적



지역 대표성 증가

경제적



부동산 가치 변화

환경적



도심 내외 녹지 수요 변화

기술적



모듈러 건축 설계 등 건축 기술 수요의 변화

사회적

자료: 저자 작성.

1) 주거 시설 및 대형 집합시설 입지 수요 변화
도시를 벗어나려는 주거가 많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고밀화된 도시가 유발하는 감
염병,

대기오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트리허거

(TreeHugger)의 편집장 로이드 알터(Lloyd Alter)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밀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68) 고밀의 도시 환경은 감염병 확산의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저밀도시나 비도시에 비하여 고밀도시에서는 사람 간 교류가 활
발하고 대면 접촉 횟수가 많아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
이 높은 것이다(Gleaser, 2011; 이진희 외, 2020에서 재인용). 게다가 감염병 확산과
67) 정책브리핑(2020. 5. 6.), 「과기부, VR·AR 활용 비대면 서비스 개발에 80억 지원」,
https://bit.ly/34Wan0u(검색일: 2020. 11. 4.)
68) Lloyd Alter(2020. April 8.), “Urban Design After the Coronavirus”, Treehugger, Retrieved from
https://www.treehugger.com(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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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에 대한 몇몇 실증연구에서는 고밀 지역에서 감염병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
거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한다(Jeefoo et al.,
2010; Kao et al., 2012; Tuckwell & Toubiana, 2007; 이진희 외, 2020에서 재
인용).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이미 도심을 떠나 보다 안전한 외곽이나 교
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리처드 플
로리다는 밀도에 대한 두려움 혹은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일부 사람들을 교외로
이끌 것이며,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도심의 아파트를 떠나 교외의 단독주택으
로 이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6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의 변화는 ICT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도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
이라는 과거의 예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Castells, 1996; Graham,
2002; 이진희, 2020에서 재인용).
[그림 3-31] 도시 저밀화 이전과 이후

자료: 저자 작성.

69) Richard Florida(2020. May 1.), “How Life in Our Cities Will Look After the Coronavirus Pandemic”,
FOREIGN POLICY, Retrieved from
https://foreignpolicy.com/2020/05/01/future-of-cities-urban-life-after-coronavirus-pandemic/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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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간(직장), 종교공간 등 대형 집합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변화하고 있다. 현재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업무 활동이 가상공간으로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다. 2000년대 초반 ICT가 발달하면서 재택근무의 현실적 가능성에 관한 논
의가 이루어졌으나, 업무 효율성 등의 이유로 실제 도입되어 활발히 활용되지는 않았
다. 이명호(2020)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한국에서
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불문하고 재택근무 실시율이 0.01~0.064%에 불과했다
고 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여러 기업에서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
무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코로나19의 확산을 겪으면서 고용
노동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방침 중 하나로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발효하였다. 가능한 업종에서는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이다. 이명호(2020)에 따르
면, 이번 대유행을 계기로 재택근무를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이 36%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출근이나 대면 활동이 불가피한 생산직, 서비스직, 영업직
과 같은 직종을 제외하고는 업무 활동이 가상공간으로 확대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나 IT 업종과 같이 시간과 장소
가 자유로운 직장인의 경우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회의와
같은 대면 활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에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의 가치가 65%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다(김정
훈 외, 2020). 위와 같은 현상을 통하여 회사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어,
회사 역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도심에 자리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짐
작할 수 있다. 이는 직장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학교, 대학교 캠퍼스 등), 의료 등의
시설에도 해당할 수 있다.

2) 슬럼화 등 도시 문제 대두
이주 인구가 증가한다면, 슬럼화 등의 도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
도시에서 구도심의 쇠퇴와 도심 공동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첫째
로 도시가 성장하여 도심에서는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이 강화되지만 주거 환경은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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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져 주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이주하게 되어 야간 상주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도시 기능이 쇠퇴하는 것이다. 둘째로 도심 외곽에 신시가지 혹은 대규모 택
지가 개발되어 상업, 업무 기능이 이전하거나 그 기능을 분담하게 되어 도심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것이다.70) 감염병 위험이 있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업무, 교육,
의료 등의 기능 이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저밀화는 위의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도심으로의 이주 혹은 이전이
증가한다면, 기존 도심에는 이주 여력이 없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남게 되고 관리
되지 않는 혹은 버려진 건물들이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구도심의 쇠퇴와 도심
공동화 문제는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과 경제 논리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라고 한다.71)
이러한 현상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도시 저밀화 수요에 있어 도심 외곽의 도시 혹은
비도시 개발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32] 브라질 빈민가 주민들의 시위 모습

주: 플래카드의 내용은 “1300만 빈민가 주민들이 잊혀졌다”이다.
자료: 중앙일보(2020. 6. 24.) (검색일: 2020. 11. 6.)
70) 투데이군산(2020. 2. 4.), 「도심공동화는 필연적 진행형일까?」,
http://www.todayguns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검색일: 2020. 11. 6.)
71) 투데이군산(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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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화가 심화될 경우, 여러 도시 문제 중에서도 감염병 위험이 커지는 문제를 지적
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은 일상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박병원,
2020). 그렇다면, 도시 슬럼화 현상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감염 위험을 높이
게 될 것이다. 인구 2억 명이 넘는 대국이며 열악한 환경의 빈민가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브라질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을 우려하였고,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FP)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부유촌 주민들에 비해 빈민가 주민들이 코로나
19로 사망할 확률은 최소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72)
[그림 3-33] 인도 뭄바이 슬럼가 다라비의 모습

자료: 중앙일보(2020. 6. 24.) (검색일: 2020. 11. 6.)

한편, 브라질과 같이 인도 역시 인구 약 13억 명의 대국이며 빈민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6월 22일 BBC는, 아시아의 최대 슬럼가라 할 수 있는 인도 뭄
바이의 다라비(Dharavi)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40명대에서 10명대로 줄었다는 점
72) 중앙일보(2020. 6. 24.), 「그나마 인도 슬럼가가 브라질보다 낫다…‘코로나 습격’ 두풍경」,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934(검색일: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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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그 원인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치에 불과한 이곳에서 보건당국이 공격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광범
위한 검사를 진행하며 증상이 있는 이들을 격리시설에 수용한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73) 인도와 브라질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슬럼화에 의한 감염 위험의 증가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 대표성 증가
기존의 고밀도시가 저밀화하고, 기존의 비도시 혹은 저밀도시의 밀도가 증가함으로
써 국토의 인구 밀집도가 평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구 밀도가 변한다는 것
은 인구구조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대표성, 표의 등가성 등의 정치적
이슈를 유발한다(이현출, 2018).
도시 저밀화는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지역 대표성74)을 제고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수도권
의 영향력이 약화하여 지방으로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수도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20대 총선 결과, 한국 전
체 지역구 253석 중 수도권 지역구 의석수는 122석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48.2%를
차지하는 수치라 할 수 있다(이현출, 2018). 2020년의 21대 총선의 결과 역시 121석
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면적에서 수도권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11.8%에 불과하며(이현출, 2018), 서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6%에 불과하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약 50%가 수도권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수도권 과다 대표성의 문제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23조 3항의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이상학·이성규 2017). 도시 저밀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 과다 대표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73) 중앙일보(2020. 6. 24.), 「그나마 인도 슬럼가가 브라질보다 낫다…‘코로나 습격’ 두풍경」.
74) 지역 대표성이란,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대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145

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비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을
더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 시민들과, 본인의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수도권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해당 시민들 간의 정치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 역시 배
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시 저밀화에 따른 지역 간 인구편차의 완화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역 대표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 간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은 표의 등가
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이상학·이성규, 2017). 표의 등가성이란 어떤 이의 1표의
가치는 다른 이의 1표의 가치와 같은 정도를 뜻한다. 즉, 어떤 지역에선 200명당 한
명의 대표를 뽑게 하고, 어떤 곳에선 100명당 한 명의 대표를 뽑게 한다면 등가성이
악화한다고 할 수 있다.75) 표의 등가성이 저하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 방식의 개선 요
구는 커져 왔다. 한국의 역대 총선에서의 인구편차를 살펴보면, 제12대 총선의 인구편
차는 5.97:1, 제16대 총선의 인구편차는 3.88:1, 제18대 총선에서는 3.0:1로 점차
작아져 왔다(이현출, 2018). 표의 등가성 저하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는 결정을 내렸으며76) 그 결과 제20대 총선부터는 그 비율이 2:1로 유지되어 왔다(이
현출, 2018). 하지만 인구편차를 2:1로 맞추기 위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국회의원
의 지역 대표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 온 것 역시 사실이다(이현출,
2018). 저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폐합한다면 그곳에서 선
출된 국회의원은 지역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역의 인구 감소
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도 한다.77)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속초·
고성과 철원·화천·인제·양구를 합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라는 ‘공룡선
거구’가 탄생하기도 하였다.78) 수도권과 도시의 대표성은 높아졌지만, 농·어촌의 대
표성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75) 대전일보(2013. 10. 20.),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87395(검색일: 2020. 11. 6.)
76) 뉴스원(2014. 10. 30.), 「‘표 등가성’ 원칙 강조한 헌재…전문가“‘양원제 개헌’ 검토해야”」,
https://www.news1.kr/articles/?1931002(검색일: 2020. 11. 6.)
77) 대전일보(2013. 10. 20.)
78) 더삼백(2020. 3. 4.), 「21대총선 선거구 윤곽…서울-1·세종+1·강원 6개 묶은 ‘공룡선거구’」,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0030320187657172(검색일: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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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 간 인구편차가 완화되면서 지역 대표성과 표 등
가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하고 비수도권
의 인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표 등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마다 다른 특색을 가진
지역을 통폐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 역시 증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인구 고령화, 저출산 등이 결합하여 지역이 점차 소멸하게 하는 현상(이현출, 2018)이
완화되는 미래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기에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농어촌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반발했다.79) 자신들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데 반발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이 아니다(강휘원, 2015).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도시가 저밀화
함에 따라 수도권의 지역구 역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반발하는 국회
의원 혹은 해당 지역 시민들은 존재할 것이고, 이들의 반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도입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도시의 저밀화가 진행된다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떨어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도심으로 몰리는 교통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남
불패”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 오늘날 고평가된 부동산은 곧 저평가될지도 모르는 것이
다. 원격근무, 원격강의 등이 확산되면서 회사 근처 혹은 학교 근처의 부동산 가격 역
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건물 소유를 줄이고자 하며,
PwC(PricewaterhouseCoopers)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최고재무책임자(CFO)
의 25%는 이미 부동산을 축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새 건물을 탐색하는 기업의
활동은 50%로 줄어들었다.80) 또한 미국 정부의 감염 예방 조치가 사무실에 적용됨에
79) 연합뉴스(2020. 3. 6.), 「획정위, '세종 분구·군포 통합'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190851001?section=search(검색일: 2020. 11. 4.)
80) 여시재(2020. 6. 25.), 「가족보다 직장동료 더 오래 보는 ‘회사 인간 시대’ 저물고 있다」,
https://www.yeosijae.org/research/987(검색일: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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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업들은 현재 직원의 25%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상업용 부동산 가
치를 30% 정도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81)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심의 부동산은 머지않아 일종의 “좌초 자산(stranded assets)82)”으로 작용할 것이
다. 도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경제 주체의 현금 흐름, 부채 등에 영향을 미쳐
신용 경색(credit crunch)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직장, 주거 등의 입지 수요가 탈도시화 경향으로 나아간다면, 또 다른 방식으
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사람들이 대도시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그에 따라 기업들이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도심의 상권 역시 침체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의 상권, 식당과 술집, 식료품점 등은 대중교통으로 출
근하는 사람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기 때문이다. 시카고 대학교의 베커프리드먼 연구
소83)는 2020년 4월까지 원격근무로 인하여 사라진 일자리의 약 42%가 영구히 사라
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84) 이러한 현상들은 도심 상권의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
고, 고용 지표를 악화시키며, 경제 주체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의 총수
요를 감소시킬 것이다.85) 그 결과 사회의 경제적 부 역시 감소할 것이다.

5) 녹지에 대한 수요 변화
특히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The Guardian)의 “코로나19가 도시 생활을 얼마나 급
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Cities after Coronavirus: How Covid-19 Could
Radically Alter Urban Life)”에 대한 사설에서 저자(Jack Shenker)는 도시계획가
들이 당면한 문제로 집중화(densification)와 분산(disaggregation)을 언급하였
다.86) 집중화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더 밀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81) 여시재(2020. 6. 25.)
82) 좌초 자산이란 예상치 못한 조기 상각, 평가 절하 또는 부채의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산을 뜻한다. 이는 제러미

83)
84)
85)
86)

리프킨(Jeremy Rifkin)이 그의 저서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 사용하였다. 석유 관련 자산은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에서 좌초 자산이 되어, 그와 연관된 모든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하였다(Rifkin, 2020).
베커프리드먼 연구소는 ‘Becker Friedman Institute for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를 뜻한다.
여시재(2020. 6. 25.)
한편, 고용 악화는 경제의 총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Jack Shenker(2020. March 26.), “Cities after coronavirus: how Covid-19 could radically alter urban
life,”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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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분산은 인구를 분산시켜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하는 것이다. 도시 저밀화는 분산
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 저밀화하면서 자연환경과 관련한 이슈는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녹지가
도시 곳곳에 조성되는 등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쾌적한 도심 공원이 있는지를 주거 지역 선택 기준으로 삼는 이들이 많아
질 수도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문화·체육 활동이 제한되자 자연환경
의 유무가 주거공간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87) 교회, 탁구장, 헬
스장 등의 실내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 감염 위험이 작은 공원, 숲 등의 야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원 방문자 수
가 크게 증가했다. 2020년 4월 구글(Google)이 발표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
(Community Mobility Reports)』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공원 평균
방문자 수는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수치에 비하여 약 5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식당, 카페, 쇼핑몰 등 소매·오락시설 평균 방문자 수는 약 1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소매점·오락시설의 평균 방문자 수는 약 19% 줄었고 일터
평균 방문자 수는 약 12% 줄어든 반면, 공원 평균 방문자 수는 51% 급증했다고 한
다.88)
한편, 자연 친화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일종의 “환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과
같다. 일각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도시 내 빈 공간을 확보하고 자연 친화적
환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환기 시스템은 도심 속 방치된 공간
에 공원을 확보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국가 설립 초기부터 “가든시티(Garden City),” 즉 “도심 속 정원”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1959년 슬럼화되어 있던 나라를 공원, 정원 등에 대한 접근
성을 향상시키는 등 친환경 도시로 정비하였으며, 그중 하나로서 ‘파크커넥터네트워크
(Park Connector Network)’가 있다.89) 물론 서울, 부산 등에도 공원이 많지만 드문
87) 한국금융(2020. 7. 29.), 「코로나19 확산 여파, 도심 내 녹지공간 누릴 수 있는 '숲세권' 단지 뜬다」,
https://bit.ly/2XZirJq (검색일: 2020. 11. 6.)
88) 한국금융(2020. 7. 29.)
89) 에드인뉴스(2020. 9. 30.), 「[건축도시 우화(寓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와 삶의 변화① 공원」,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95(검색일: 2020. 11. 6.)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149

드문 자리하고 있어 공원 주변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자연을 누리기 어렵다. 이는 도
시가 자연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감염병 위
험을 최소화하고 도시 저밀화에 따른 슬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합하여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도시 전반이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34] 부산시 남구 공원 표시

자료: 에듀인뉴스(2020. 9. 30.) (검색일: 2020. 11. 6.)

한편, 한국 국토 전체를 보자면, 이용 공간이 횡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자
연 녹지였던 곳이 개발될 수 있다.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환경 보존
에 있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도시 저밀화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
각할 수 있다. 게다가 도시가 저밀화되고 전국적으로 인구편차가 완화된다고 하더라
도, 토지 개발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더욱 키운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엑서터대(University of Exeter) 생태학과 오를리 라즈구르(Orly Razgour) 연
구팀에 따르면, 인간에 의한 삼림 벌채, 도시화, 농지 면적 증가 등과 같은 토지 사용
변화가 동물 행동에 영향을 미쳐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출현을 유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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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0).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 『세계 토지 사용의 평가(Assessing Global
Land Use)』에 따르면, 농지는 약 50억ha, 거주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약 3억ha를 차
지하는데, 이는 세계 육지 면적 약 150억ha의 약 30%를 인간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을 뜻한다.91) 사실, 도시가 저밀화된다는 것은 세계 육지 중 인간이 사용하지 않은
육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사람 간 거리가 멀어지겠지만,
도시 외곽으로 이주하는 경향은 또 다른 산림 벌채와 도시 개발을 낳게 됨으로써 박
쥐, 쥐 등과의 접촉이 더 늘어날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도시가
저밀화되고 한국의 영토가 평탄화되면서 녹지 수요가 변한다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6) 모듈러 건축 설계 등 건축 기술 수요의 변화
비도시 혹은 저밀도시로 이주하고자 하는 수요를 짧은 시간 안에 감당하기 위해서
는 그에 걸맞은 효율적인 건축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인구의 이동으
로 발생하는 자연 파괴 역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는 모듈러 건축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여전히 개발되고 있다. 모듈러 건축이란
건축물 전부 혹은 일부를 공장 등 현장 바깥에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반입하고 이를
조립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공업화 공법”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된 건
물을 미국에서는 “Manufactured house”, 영국에서는 “Modular building”이라고
도 칭한다.92) 모듈러 방식의 장점은 건축 혹은 철거 시간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는 것이며,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기간이 짧아 분진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다양한 취향에 맞추어 설계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90) 동아사이언스(2020. 6. 5.), 「인간의 토지 사용 변화가 코로나 확산 불렀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7172(검색일: 2020. 11. 6.)
91) 동아사이언스(2020. 6. 5.)
92) HMG JOURNAL(2018.10.15.),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 모듈러 공법을 아시나요?」,
https://news.hmgjournal.com/Group-Story/hec-modular-architecture(검색일: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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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공법별 공사 기간 비교

자료: HMG JOURNAL(2018. 10. 15.) (검색일: 2020. 11. 6.)

건축에서 발생하는 비용, 폐기물 등을 감소한다는 점에서는 모듈러 건축 기술이 긍
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듈러 방식으로 건축되지 않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 역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도시 저밀화를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ICT를 융합함으로써 모듈러 건축 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CT 융합 건축 기업(“콘테크” 기업) ‘텐일레븐’은 ‘빌
드잇M’을 통하여 모듈러 공법에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빌드잇M은 역세
권 청년주택, 오피스텔 등 입력 조건에 맞는 사업 부지 탐색 기능과 AI 적용을 통한
자동 배치·설계 기능을 지닌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축 법규를 만족하면서도 용적률,
세대 수, 일조량 등을 최적화하는을 도입하여 사업 타당성을 빠르게 검토할 수도 있
다.93) 이미 아마존, 구글 등은 모듈러 사업에 진출하였지만, 국내 건설 산업은 다른
93) 공학저널(2020. 3. 30.), 「모듈러 건축도 IT기술이 필수」,
http://www.eng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검색일: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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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높지 않아 ICT 활용 범위 혹은 수준이 낮다.94) 이번 코로나
19 대유행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 저밀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국 건축 산업이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3-36] 텐일레븐의 빌드잇 3D 편집 웹페이지

자료: 빌드잇 웹사이트, https://www.buildit.co.kr/landing(검색일: 2020. 11. 6.)

다. 거래 방식 혁신
<표 3-23> 거래 방식 혁신 관련 이슈
구분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이슈 내용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



세대 간 디지털 격차의 발생




디지털 프로슈머의 증가
보안 및 신뢰 기술의 필요성 증가

자료: 저자 작성.

1) 비대면 일상화에 따른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밖에서 외식하기가 어려
워져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거나, 배달 음식 또는 포장 음식으로 대체하는 빈도가 늘
어났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을 둘러보고 직접 제품을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94) 공학저널(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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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영상 및 콘텐츠를 보고 구매한다. 소비자는 쉽고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구
매하기를 원하고 있다.
첫째, 결제 수단의 간편화와 이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의 온라인 쇼핑 거래 총액은 14조 7,209억 원이다. 그중에서 모바일 쇼핑
거래 총액은 9조 5,332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0.9%나 증가하였다(통계청 보도자
료, 2020. 11. 4.). 소비자는 모바일로 상품을 검색하고 주문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의 이용 실적 건수도 증가하였다. 2020
년 상반기 중 이용 실적은 일평균 731만 건, 총 2,139억 원 규모로 발생했다. 전기
대비 거래 빈도는 8%, 금액은 12.1% 증가한 수준이다. 간편 송금 서비스는 일 평균
291만 건, 총 3,226억 원으로 각각 4.7%, 20.3%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간편결제서
비스는 결제 시에 지문, 홍채 인식, 비밀번호 등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하다. 이전에
는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거래시마다 작성해야 했는데 현재
는 한 번만 등록시켜 두면 간편하게 결제가 완료된다. 쿠팡의 경우에는 주문하기 버튼
만 누른다면 기존에 연결된 수단과 정보로 별다른 입력 없이도 바로 결제가 완료된다.
기업에서도 각종 간편 결제 서비스 상품을 선보이기도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네이버는 ‘N페이’,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시스템과 삼성카드의 삼성페이 전용카드,
롯데카드는 ‘L페이’ 등이 있다. 해외의 페이팔(Paypal), 아마존사의 ‘아마존페이’, 애
플사의 ‘애플페이’ 등 각국에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이 활발하다. 간편결제서
비스 시스템은 코로나 이후에 개발된 것이 아니고, 2014년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
는 결제 시스템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실물카드보다는 비실물카드, 간소화된 결제
방식 등의 선호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편결제송금서비스도 기존의 공
인인증서, 이중 보안카드 번호 입력 등 복잡한 과정을 간략하게 입력된 정보로 전달되
도록 변화하였고, 이용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에 따라, 경조
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마음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져 간편 송금서비스가 활발
히 활용되고 있다. 지폐의 감염 경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일본, 미국 등 세계
적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향후에도 주요한 소비 및 결제수단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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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 전략의 전환이다. 비대면 일상과 간편해진 거래 방식으
로 기업의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아졌다. 기존의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센
터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밝히기도 하였다. 롯데마트의 경우 ‘풀필먼트 프로젝트’라
고 지칭하며, 오프라인 대형마트 일부 공간에 자동화 포장 설비를 도입해 패킹을 바로
진행해 온·오프라인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전략을 세웠다.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
면 빠르게 포장해 배송이 1시간 이내에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류공간으로 사용
하고 있는 것이다. 매장 내의 방문객은 줄어들고 온라인 고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
운 전략이 도입되었다. 이 외에도 오프라인 매장은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다. 최소한의 인력 운영과 빠른 대응이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하
는 점포가 늘어났다. 주문 및 결제를 키오스크 기기에서 하게 되고 관련 재화를 제공
받는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무인화 점포를 선보이고 있다. 아마존, 편의점(이마트
24, GS25 등),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과 같이 가게에는 재화만 있고, 기존에 등록된
결제 정보와 마트 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사람이 없어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조차도 무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87.5%였으며, 이에 대한 영향으로는 고용 축소(67.2%)를 가장 많이 꼽았다.95) 매장
의 효율적인 운영, 소비자의 최소 접촉을 원하는 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무인화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제 시스템이 간편해졌고, 비대면 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
인으로 주문하는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배달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생필품부터 사치
재, 음식 등 재화의 특성과 금액에 관계없이 배송을 주문한다. 비대면 일상화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소비 방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가 가속화되고 있다. 구
독경제는 재화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구독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에게 경제적
95) 에듀진(2020. 10. 21.), 「기업 절반 “코로나19 이후 무인화 가속될 것”... 정부 차원 대비 필요」,
https://bit.ly/3jX53hx(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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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정기 구독 모델과 서비스 구독 모델, 렌털 모델
이 있다. 정기 구독 모델의 재화에는 생필품, 식음료, 신문, 커피, 꽃, 속옷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한 달 또는 일 년 등 정해진 기간마다 상품을 제공받고 가격적으로도
일정 부분 할인을 받는다. 예전부터 신문이나 우유 정기 구독 서비스는 있었지만, 최
근에는 품목이 유제품(아이스크림, 커피 등), 신선식품, 꽃, 속옷 등 식품기업과 비식
품기업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유통업계를 통해 납품하던 식품회사들이 자사 온라인몰
을 통해 정기 구독 모델을 전략으로 내세운다는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바로 계약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에 중간 단계로 가게에 방
문하지 않아도 되고 가격적으로도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고 공급자는 수수료를 절
감할 수 있어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배송 물류 시스템이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 구독 모델의 비즈니스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는 ‘질
레트’, ‘나이키’, 국내에는 ‘쿠팡’, ‘빙그레’, ‘롯데제과’, ‘꾸까(Kukka)’ 등 다수의 브랜
드가 구독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 구독 모델은 영상 콘텐츠, 음원 콘텐츠 등의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월 단위로 구독하는 것이다. 월정액으로 결제를 하면 해당 플랫폼 내의 영상 및 음원
을 무제한으로 듣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개별 콘텐츠를 하나씩 결제하는 것보다
월정액으로 결제 시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경제적이다. 해외에는 유튜브
(Youtube),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Diseney), 국내에는 웨이브(Wavve), 티빙
(TVing) 등의 기업이 있다. 그 외의 서비스 구독 형태로는 세탁물 서비스, 분리수거
서비스, 재무 설계 서비스 등이 있다. 세탁물 서비스 기업 ‘런드리고(Laundrygo)’는
비대면 O2O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바일 앱을 통해 세탁을 신청하고 세탁물을 문 앞
의 런드렛(빨래수거함) 통에 내놓으면 해당 업체가 수거해 세탁한 뒤 가져다두는 서비
스이다. 런드렛을 앱으로 열고 잠글 수 있도록 개발해 보안도 보장된다. 분리수거 서
비스 ‘벨보이즈’는 월정액으로 매주 금요일 방문해 분리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
또는 사업장 등의 음식물을 포함한 모든 분리수거를 대신 해 주는 서비스이다. 재무
설계 서비스는 최소의 잔액을 유지한 고객에게 일정 금액으로 공인재무설계사를 무제
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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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 서비스는 정수기, 복사기, 자동차 등의 내구재 사용료를 매달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렌털이 가능한 내구재 항목이 다양해졌는데, 가전·가
구는 물론 의복, 고가의 예술품까지도 렌털이 가능하다. 또한 렌털 서비스의 옵션이
풍부해졌다. 예전에는 약정 기간 동안 매달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최
근에는 기간 내에 제품까지도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 셀렉션’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특정 금액을 내면 해당 금액에 선택 가능한 차종이 있다.
비슷한 급의 자동차로 원하는 시기에 차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에도 같은 서
비스가 있는데 볼보의 ‘케어 바이 볼보(care by Volvo)’, BMW의 ‘엑세스 바이 비엠
더블유(Access by BMW)’ 등이 있다. 현대자동차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 셀렉션 구독
서비스의 가입자 주 연령대는 20, 30대이고, 이용자의 평균연령은 43세, 평균 이용
기간은 3.2개월로 나타났다. 이용 목적에 대한 조사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구독 및
취소가 가능하고 세금, 보험료, 소모품 교체 등의 차량 관리 스트레스가 적다는 의견
이 주요하였다.96)
구독경제 비즈니스 시장은 올해 약 5,300억 달러(약 594조 원)가 될 것으로 전망되
고, 국내의 렌털 시장의 규모는 올해 약 4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는 다
양한 제품 선택이 가능하고, 가격적 이득뿐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독경제의 비즈니스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림 3-37] 세계 구독경제 및 국내 렌털 시장 전망

자료: 한국경제(2019. 9. 26.),

97)(검색일:

2020. 11. 9.)

96) 현대자동차(2020. 4. 22.), 「자동차 구독 서비스 누가, 왜 이용했을까? 새로워진 ‘현대 셀렉션’」,
https://bit.ly/34Rhask(검색일: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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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 간 디지털 격차 발생
비대면·비접촉의 시대가 되면서 세대 간 디지털 격차에 해소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19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와 접속 가능 여
부에 대한 내용인 ‘접근 수준’의 경우는 70대 이상이 다른 연령층 보다는 낮았지만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C와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능력인 ‘역량
수준’과 유무선 인터넷 이용과 활용에 관한 ‘활용 수준’의 경우 50대, 60대, 70대의
세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8] 2019년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접근·역량·활용 수준
(단위:%)

접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pp. 39~43.

매년 부문별(접근, 역량, 활용) 및 계층별(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디지털정
보화 수준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 대비 69.9%이고, 계층별로는 고령층이
64.3%, 농어민이 70.6%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서 일반 국민과 격차가 나타났다.
올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역
량 강화 교육사업’에 503억 1,700만 원을 투입하였다.98) 연간 1,000곳의 ‘디지털 역
량 센터’(가칭)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97) 한국경제(2019. 9. 26.), 「'구독경제'가 대세 … 기업의 생존 방정식을 찾아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650221(검색일: 2020. 11. 9.)
98) IT조선(2020. 7. 24.), 과기정통부 디지털 역량 교육에 503억 투입, https://bit.ly/32dFaEr(검색일: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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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부문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단위:%)

구분
접근
역량
활용
평균

2016년
84.5
45.2
59.0
58.6

2017년
91.0
51.9
65.3
65.1

2018년
91.1
59.1
67.7
68.9

2019년
91.7
60.2
68.8
69.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p. 38.

<표 3-25>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단위:%)

구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취약계층 평균

2016년
65.4
77.3
61.1
54.0
58.6

2017년
70.0
81.4
64.8
58.3
65.1

2018년
74.6
86.8
69.8
63.1
68.9

2019년
75.2
87.8
70.6
64.3
69.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p. 38.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민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하고, 개통하는 사람에게는
기본 사용법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키오스크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음식점 주문, 고속버스 예매 등 열 가지의 시나리오를 탑재한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또한 로봇(리쿠)을 이용해 사진 및 메시지
전송 등 스마트폰 활용법을 설명하며, 교육용 앱을 통해 실습하고 반복학습이 가능하
도록 11월 중에 22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0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표 3-26> 키오스크 체험존의 10개 시나리오
종류
음식 주문
티켓 발매
요금 정산
민원 발급
물류

주요 내용
① 패스트푸드점, ② 커피전문점, ③ 분식점
④ 기차, ⑤ 영화관, ⑥ 고속버스
⑦ 무인주차장
⑧ 주민등록등본, ⑨ 가족관계증명서
⑩ 무인택배함

자료: 서울특별시 네이버 블로그99) (검색일: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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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홈페이지, 앱 등의 개발 시 ‘어르신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개발
중이다. 화면 대기시간 연장, 글씨 크기 확대, 단계 간소화 등의 내용으로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려 한다.100)
기업의 동향도 유사하다. 구글은 올해 10월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인터넷 사용
자(New Internet Users in a Covid-19 World)’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상거래, 교
육, 의료 서비스 및 기타 정부 서비스 등 필수 서비스들이 온라인화되면서 온라인에
접속할 수 없는 여건에 놓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낮
은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이 기존의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의 격차를 심화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01)

4) 디지털 프로슈머의 증가
온라인화되면서 ‘디지털 프로슈머(Digital Pro-sumer)’가 증가하였다. 디지털 프
로슈머는 공급자이자 소비자로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여해 콘텐츠를 즐기고 정보와
자료를 얻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의견을 제시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한다(네이버 지식백과).102)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디지털 콘텐츠인 웹
툰, 음악, 블로그, 유튜브 플랫폼 등을 이용하면서 참여하는 빈도도 높아졌다.
한 예로 콘텐츠 글을 작성해서 올리는 플랫폼인 카카오사의 ‘브런치(brunch)’에는
올해 게시 글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의 대거 발생을 기점으로 보았을 때
확실히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카카오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이 증가하였다. 관련 키워드로는 재택근무, 마스크,
코로나 등 팬데믹 현상에 대한 기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99) 서울특별시 네이버 블로그, https://bit.ly/2JuD1NT(검색일: 2020. 10. 29.)
100) 내손안의서울(2020. 10. 23.), 「어르신에 맞춤형 스마트폰 보급…디지털 격차 줄인다.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9893(검색일: 2020. 10. 29.)
101) The business standard(2020. 10. 28.), 「Google study outlines challenges brought by coronavirus
to new internet users」, https://bit.ly/31TQYvk(검색일: 2020. 10. 29.)
102) 네이버 지식백과, https://bit.ly/34P5R3Y=(검색일: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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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2020년 상반기 브런치 작성자 수 추이

자료: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2020. 9. 25.)103) (검색일: 2020. 10. 29.)

이 외에도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기업의 제품, 가게, 여행지 등에 대해 리뷰를 남기
는 것도 프로슈머에 해당한다. 이용자는 유튜브 영상 또는 블로그, SNS 등의 소셜미
디어 채널을 활용해 해당 기업 또는 제품에 대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보완해야 할 점까
지도 작성한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보완할 점에 대한 피드백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문성을 갖춘 마케터들이 제품의 콘텐츠를 생산해 냈다면, 최근에는 누구
나 플랫폼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플랫폼 공급자는 프로슈머를 통해
얻는 마케팅 효과가 있고, 프로슈머는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 일정 부분 수익을 제공받
거나 생산한 콘텐츠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가지는 등의 장점이 있어 프로슈머의 활
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편이다.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유튜브’,
SK 텔레콤 ‘T 스토어’ 등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로슈머로부터 앱이 개발되어 생산되
는 사례 중 하나이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수입 금액은 유튜버 총
330명에 184억 9,000만 원이다. 기업의 리뷰 요청 수익을 제외하고 구글로부터 정산
받는 광고 수익만 총 73억 5,000만 원에 달했다.104)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비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플랫폼
103)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2020. 9. 25.), 단절된 일상을 디지털이 위로하다,
https://brunch.co.kr/@kakao-it/356(검색일: 2020. 10. 29.)
104) 더밸류뉴스(2020. 10. 7.), 「구독자 10만이상 4379명 8조원대 유튜브 시장, 국세청 본격 세무조사 시작,」
https://bit.ly/3l64hAw(검색일: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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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소비자 간 거래가 가능하며, 본인도 생산된 에너지를 전기차·전기자전거 등에
소비한다. 영국의 ‘피클로(Piclo)’, 독일의 ‘소넨배터리(sonnenBatterie)’, 미국의 ‘옐
로하(Yeloha)’, 네덜란드 ‘반데브론(Vandebron)’ 등의 사례가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프로슈머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에서는 이를 주요한 전략으로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보안 및 신뢰 기술 개발의 필요성 증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거래하는 소비자도 증가하면서 보안 및 신뢰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제품과 거래 방식, 그리
고 해당 플랫폼상의 보안이 중요해졌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상의 보안 및 신뢰 기술이 필요하다.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웹상에 저장되는 정보가 많아지고 있다. 사이트나 앱의 회원 가입 시에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기입되고, 간편 결제·송금 시에는 등록된 카드 정보
및 생체 정보(지문, 홍채)가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QR코드 결제, 비접촉 결
제, 음성 결제, 생체 정보 기반 결제 등이 이루어진다. 축적된 정보가 많아질수록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
근 9년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2억 8천만 건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자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1만
1,813건에 불과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05) 특히
최근에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보안이 취약한 채 출시되는 경
우가 많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105) 연합뉴스(2020. 10. 7.), 「"9년간 개인정보 2억8천만건 유출…손배책임보험 의무화해야"」,
https://bit.ly/3kY0a9k(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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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건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8월)
합계

공공기관
기관 수
유출 건수
2
29,000
2
112,000
4
1,651,000
2
115,000
0
0
2
36,000
12
68,000
8
52,000

민간 사업자
기관 수
유출 건수
10
13,772,000
4
102,873,000
36
98,693,000
6
469,000
0
0
12
2,154,000
20
691,000
29
5,359,000

(단위: 개, 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기관 수
유출 건수
46
29,326,566
11
1,015,496
26
5,305,636
81
4,360,072

6

26,000

128

1,595,000

35

12,737,650

38

2,089,000

245

225,606,000

199

52,745,420

자료: 연합뉴스(2020. 10. 7.) (검색일: 2020. 11. 4.)

둘째, 거래 제품에 대한 신뢰 기술이 필요하다. 이베이(미국), 아마존(미국), 타오바
오(중국), 쿠팡(한국), 11번가(한국) 등 대형 오픈 마켓 채널이나 SNS 등 온라인상에
거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명품 등의 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피해
가 증가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2019.
1.~8.) 4,194건에서 올해 상반기(2020. 1.~8.) 1만 2,767건으로 204.4% 증가하였
다. 하지만 수사 인력의 부족으로 신고 건의 2.8%만 처리되고 있다(특허청 보도자료,
2020. 10. 14.).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처리 못 한
신고 건수는 게시 글 삭제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가능한 상태이다. 코로나 이후 전자
상거래로 넘어온 연령층은 오픈 마켓의 브랜드를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에
서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보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AI 기술을 활용해 위조
상품을 선별하는 기술을 적용한 기업 사례가 있다. 중고 제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
켓’은 AI 머신러닝 자동화 기술로 게시 글을 관리하고 있다. 거래 금지 물품이나 허위
광고, 사기 등을 실시간 필터링한다.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인덴트코퍼레이션’은
AI 챗봇 기술을 활용해 실제 구매자를 대상으로 구매 후기를 동영상으로 받고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동영상 리뷰를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
고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준다. 2019년에 설립된 스타트업 ‘마크비전’은 AI 기술을 활용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163

해 제품의 이미지, 텍스트 등을 다각도로 조합하여 알고리즘을 구상하고 위조품을 필
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셋째, 거래하는 방식에 대한 신뢰 기술이 필요하다. QR코드, EMV칩, NFC·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포함하는 차세대(next-generation) 결제 기술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5,920억 달러에서 2022년 13조 9,7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에는 주요 결제 방식으로 QR코드, 모바일, 콘택트리스(손바닥, 음
성 인식 등)가 있고,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 QR코드 결제 등이 주요하게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모바일 결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세븐일레븐에 정맥 결제 시스
템이 도입되었다.
[그림 3-40] 차세대 결제 기술의 글로벌 시장 규모(2015~2022년)

자료: statista(2020. 10. 22.) (검색일: 2020. 11. 5.)106)

최근 개인 신용카드 정보 유출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개인 신용 정보 보호
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시도(EMV 칩)나 상품(RFID 인식이 불가능한 카드지갑) 등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거래 기술보다 더 발달된 기술로 개인정보를 빼
가는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다. 알리바바의 안면 인식 결제, 아마존 원의 손금 인증·결
106) statista(2020. 10. 22.), https://bit.ly/3k3i5tT(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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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 생체 정보를 결제 정보로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일반 마트, 편의점뿐 아니라 관공서, 지하철, 은행 등 다양한 생활 영역
에서 안면 인식 서비스를 도입해 얼굴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로 결제뿐
아니라 시스템 곳곳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는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생체 정보 기
반 결제가 향후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유출에 대
한 규제가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결제 수단을 바탕으로 코로나 역학
추적이 이루어지고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등 사회적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일각
에서는 ‘디지털 빅브러더 사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거래 방식의 혁신이 일어나
편리성과 거래비용의 감소를 이끌었지만 데이터를 관리하는 몫은 공급자에게 돌아가
므로 악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라. 개인 독점 공간 확대
<표 3-28> 개인 독점 공간 확대 관련 이슈
구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이슈내용


자가용 사용 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 저하



공유경제의 변화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에너지 수요 변화



취약계층 위한 기술 개발 수요 증대



감염 위험 최소화 기술 수요 증대



음식 관련 기술 수요 변화

자료: 저자 작성.

1) 자가용 사용 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 저하
개인 독점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통행 시에 자가용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향후 통행량이 회
복되더라도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박경현, 2020; 김동
근, 2020).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는 ‘2020 KPMG 글로벌 자동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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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를 통해 응답자의 47%가 향후 5년간 차량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응답
하였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34%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중교통에서의 대인 접촉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개인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107)
한편, 개인 독점 공간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었던 지난 3, 4월에는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감하였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 3월에는 고속버스(-69%), 전철(-38%), 시내버스(-32%), 택시(-32%) 등 대부
분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률이 30% 이상 감소하였고, KTX 이용자 역시 코로나19 이
전 약 22만 명에서코로나 이후 약 4만 명으로 감소하였다(장동익 외, 2020; 김동근,
2020; 이진희, 2020에서 재인용). 해외에서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하여 3월 말
기준 미국 뉴욕과 LA, 호주 멜버른 등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3월 초와 비교할
때 90%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김정화 외, 2020; 이진희, 2020에서 재인용).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사
회경제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삶의 질은 자가용을 소유한 이들과 비교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하루 24시간 중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이 자가용 보유 여부
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 이는 삶의 질 격차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같은 지원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08)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때 대중교통 외의 교
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 2019년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인 사람들의 약 1.6%가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
들의 22.5%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한다고 한다.109)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감염병의 위험에 매일 노출될 것이다.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노동 계급을 다시 나눈다고 한다(황지
107) 매일경제(2020. 6. 16.), 「KPMG "코로나19로 차량소유 수요 높아질것"」,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6/616281/(검색일: 2020. 11. 9.)
108) 매일노동뉴스(2020. 6. 24.), 「코로나19에 취약계층 대중교통 이용 피해 우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83(검색일: 2020. 11. 9.)
109) 매일노동뉴스(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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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20).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The Remotes)”, “필수적인 일은 하는 노동자
(The Essentials)”,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The Unpaid)”, “잊혀진 노동자(The
Forgotten)”가 그것이다.110) 이렇듯 노동 계급에 따라 출퇴근 등의 이동 수요가 달라
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 역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노동 계급에 따라 슬럼화한 도시에서 밀집하여 살 확률이 달라진다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2) 공유경제의 변화
공유경제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공간을 독점하고자 하는
경향은 최근 성장 중인 공유경제가 위축하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산 및 서
비스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모빌리티와 숙박 분야에서는 직
원 해고,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 코로나로 외출이 감소하고 여행이 급감함에 따라 승
차 공유업체 리프트(Lyft)는 올해 4월 전체 직원의 17%를 감원하였고, 우버(Uber)는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하며 약 3,000명을 해고하였다.111) 한국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높게 유지되었던 시기에는 이전과 비교해 공유 모빌리티 이용률이 급감
하였다고 한다. 공유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의 대구광역시 이용객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9% 수준으로 감소
하였고,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했던 3~4월에는 전년 동기 이용자 수의 절반에
110)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The Remotes)”란 전체 노동자의 35%에 해당하는 전문직, 관리직, 기술 인력으로서,
노트북으로 장시간 업무를 하고 화상회의가 가능하며 전자 문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 코로나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나머지 세 계급에 비해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안전한 계급이다. “필수적인 일은 하는 노동자(The
Essentials)”란 30%에 해당하는 의사, 간호사, 육아 노동자, 재택 노동자, 음식 배달원, 약국 직원 등으로서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인력을 뜻한다. 위험수당을 받을 만하며 일자리를 잃지 않지만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고용주가 관련 보호 장비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The
Unpaid)”는 이번 대유행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실직자 그룹보다 더 큰 규모로
25%를 차지할 수 있다. 리테일 소매점, 제조 업체 직원들로 원격근무가 불가능하므로 코로나 때문에 무급휴가를
떠나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다. 록다운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가장 크고, 그로 인해 경제 재개에 대한 요구
가 가장 큰 그룹이다. 마지막으로 “잊혀진 노동자(The Forgotten)” 계급은 이민자, 노숙인, 원주민, 이주민 등을
포함한다.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위험도 가장 크다(황지영,
2020).
111) 조선비즈(2020. 5. 7.), 「우버도 감원 폭풍...3700명 '일시해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7/2020050701145.html(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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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치지 못하는 46.1%로 확인되었다(김정화 외, 2020).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타인과 일정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 오피스 역시 코로나19 이
후 예전의 수요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민아, 2020). 특히
공유 오피스의 주요 수요층이었던 ICT 서비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 및 실시하게
됨으로써 그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숙박업 수요가 감소하면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업체, 공유 주택
등의 공유경제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공유 숙박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엔비도
미국의 주요 도시 이용률이 20% 감소하고 중국은 두 달간 매출이 96% 감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비즈니스 모델을 장기 숙박 형태로 바꾸고 있다(이왕건, 2020).
이렇듯 코로나19 이후로 공유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수요가 줄어
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유경제가 위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신개념의 공유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공유경제는 다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용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라다면, 대도시의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재정 적자를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자 자체가 줄기 때문에 운영 수입은 줄어들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보조
등을 위한 재정 투입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버스와 도시철도의 경우, 2020년 1~3월에 승객은 35.4% 감소한
것으로,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같은 기간에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2) 이와
함께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상황은 악화되었다. 버스의 경우, 2020년 2~3월 운임 수
입이 전년 동기에 비하여 약 3,600억 원 감소하였고, 코레일의 경우 2~5월에 전년
동기에 비해 약 4,50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서울교통공사는 1~4월에 전년 동기에
비해 약 1,200억 원이 감소하였다.113)
112) 매일노동뉴스(2020. 6. 24.)
113) 매일노동뉴스(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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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수요가 줄어들면 대중교통 공급 역시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가평교통의
경우 2020년 대유행으로 네 개 노선에서 버스 아홉 대의 운행을 중단했으며,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속한 70여 개 업체 중 수입이 줄어 노선을 반납하는 업체도 있
다.114) 대중교통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나타난 수입 감소 등의 경영 악화가 노선, 운
행 버스 감축 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악화는 지방 재정 투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대중교통
을 이용하는 이들이 대부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 가능성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업
체의 경영 악화는 공공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4월 버스 프랜차이즈 회사들에 약 4억 파운드(한화 약
6천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도시 애크런, 캔턴, 털리도,
영스타운 등도 역시 2020년 3월 16일부터 무상 교통 지원을 실시하였다.115)- 이는
대중교통 등의 공공 서비스 질 하락과 그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피해
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방 재정이 대중교통에 투입될 때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라 세수가 감소한다면 이러한 위험은 심화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는 한편으로 복지 수요를 증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현출,
2018).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심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세
수 감소의 정도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에 따라 재정 압박은 보다 심화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4) 에너지 수요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에너지 수요는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먼저, 개인이
이용하는 공간이 많아질수록 에너지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서 에너지를 소비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공간에서 에너지
를 소비할 때 에너지 소비량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집에서 체류하는 시
114) 매일노동뉴스(2020. 6. 24.)
115) 매일노동뉴스(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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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정도가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
근무 혹은 원격근무, 온라인 강의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의
전력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외출을 자제하려는 경향,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무 도입, 초·중·고교 개학 연기 등의
이유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작년에 비하여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16) 특히
학생과 직장인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의 사용량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이 공간을 독점하고 그 안에서 문화, 여가, 일, 교육 등의 생활
을 동시에 누릴 때 에너지 사용량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통 관련 연료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독점 공간 이용에
대한 요구는 대중교통 수요를 감소시키고 자가용 차량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
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연료 수요는 세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라이스태드에너지(Rystad Energy AS)의 한 석유시장 선임 분석가는 자가용과 관
련해 “연료 수요가 여름철 보합을 유지하다가 9월 1~10일 일일 70만 배럴 늘었다”고
하였으며, “특히 유럽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117)
하지만 에너지 수요 전체에 관해서는 그 변화 경향을 단정하기 어렵다. 공장 가동
중단, 집단시설 폐쇄, 상권 붕괴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이 에너지, 특히 석유 수요
자체를 급감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올해 4/4분기 세계 휘발유 수요 전망치를 일일 45만 배럴로, 디젤
수요 전망치를 일일 26만 배럴로 각각 하향 조정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
다.118) 일본의 에너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석유 제품 수요 증가를 견인해 온 중국과
서구 국가의 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이고, 입출국이 제한됨에 따라 수송용 연료인 항공
유가 가장 크게 감소하고 휘발유 및 경유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119) 에너지
수요의 이러한 변화가 현실이 된다면,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화석연료 보조금
116) 한국전력(2020. 9. 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전기사용의 변화」,
https://blog.kepco.co.kr/1915(검색일: 2020. 11. 9.)
117) 뉴스핌(2020. 9. 15.), 뉴스핌(2020.9.15.), 「글로벌 연료 수요 일시 증가...개학+자가용 사용 증가」,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915001102(검색일: 2020.12.15.)
118) 뉴스핌(2020. 9. 15.)
119) 에너지데일리(2020. 5. 25.), 「코로나19는 에너지시장에 어떤 영향 끼쳤나」,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29(검색일: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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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와 같은 움직임이 약화될 것이다.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녹색성장’과 같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사료된다. 즉, 개인 독점 공간의 요구 증가가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지 감소시킬
지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정에너지 기술의 확산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5) 노약자 등 취약계층 위한 기술 개발 수요 증대
타인과의 접촉이 잦지 않은 공간을 개인이 독점하려는 경향에서는 노약자 등 취약
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약자
1인 가구 혹은 노약자 2인 가구의 경우 질병, 사고, 집수리 등의 상황에서 적절한 조
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노인 혹은 장애인 친화적(신체 기능 보완,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등) 건축 및
공간 디자인 기술이 논의되고 있다. 그 예로, ‘멀티케어 기술’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ICT 융
합 제품 혹은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글과컴퓨터 그룹 계열사인 한컴
위드는 ICT를 활용하여 “한컴 말랑말랑 행복케어”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
에는 치매 예방 VR과 상호 교감이 가능한 AI 로봇이 적용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케어디자인 기술’을 들 수 있다. 이미 관련 시장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에 친화적인
공간(주방, 수납, 환기, 동선 등)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노인 맞춤 모듈형
주택 설계 등의 케어디자인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위의 기술들이 보다 완성도 있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구, 가전, IoT 단말기, 플랫
폼 등을 연계함으로써 건축 혹은 공간 디자인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171

[그림 3-41] 노약자 등 취약계층 위한 복지 솔루션
말랑말랑 행복케어 치매 예방 VR 기술

인지재활 프로그램 해피테이블 솔루션

자료: 이모작뉴스(2020. 10. 16.)120), AVING(2019. 9. 23.)121) (검색일: 2020. 11. 9.)

또한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도시 저밀화, 가
상공간 확장과 결합하여 개인 독점 공간의 확대는 이웃 간 물리적 교류가 더욱 줄어들
게 하여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약자에 대한 실시간 관리 서비스는 오늘날의 ‘홈
피탈(home-pital)’ 기술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홈피탈 기술은 기존의 치
료 위주 의료 시스템에서 가정에서의 실시간 진단을 통한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성별, 연령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질병 예방
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 정보를 관련 의료기관으로 전송하는 것 역시 그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인지하고 이를 의료 서비스로 연계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AI 닥터 ‘샤오이’는 2017년 중국 국가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의료 기록 학습을 통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122) 또 다른 예로, ‘텔레헬스(Telehealth)’ 기술로서 건강관리 혹은 운동
코칭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쌍방향 플랫폼 기술 역시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120) 이모작뉴스(2020. 10. 16.), 「한컴 ‘말랑말랑 행복케어’···ICT 스마트 헬스케어」,
https://www.emoza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3(검색일: 2020. 11. 9.)
121) AVING(2019. 9. 23.), 「[2019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영상] 스프링소프트, 치매예방 돕는 ‘해피테이블’ 선봬」,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538536&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검색일: 2020. 11. 9.)
122) 연합뉴스(2017. 11. 21.), 「"이젠 로봇이 의사까지"…AI 로봇, 中서 의사시험 합격」,
https://www.yna.co.kr/view/AKR20171121094700074(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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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펠로톤(peloton)사는 운동기기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123)
홈피탈, 텔레헬스 등의 기술이 구현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병원 등의 의료
기관이 단지 ‘온라인’ 병원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플랫폼 기업으로서 활동
하여 고객에게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경우 관련 병원을 통하여 원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체온,
안색, 뇌파 등 개인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송출할 수 있는 생체 정보
센서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42] 텔레헬스 관련 사례
쌍방향 홈트레이닝 펠로톤사(社) 사례

쌍방향 홈트레이닝 노르딕트랙사(社) 사례

자료: 위클리비즈(2019. 12. 25.)124); 중앙일보(2020. 3. 27.)125) (검색일: 2020. 11. 9.)

6) 감염 위험 최소화 기술 수요 증대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들듯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만연해진
다면, 외출 시 대면 접촉 최소화 경로를 안내하는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123) 조선비즈(2020. 5. 7.), 「美 홈트레이닝 업체 펠로톤, 코로나 시대 '절대 강자' 등극」,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7/2020050703635.html(검색일 2020. 11. 9.)
124) 위클리비즈(2019. 12. 25.), 「헬스장 가기 싫으면 집에서 ‘홈트레이닝’」,
https://bit.ly/35Zw7J8(검색일: 2020. 11. 9.)
125) 중앙일보(2020. 3. 27.), 「집에 갇혀 운동 못한다고? 미국선 '홈트레이닝 서비스'가 뜬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40560(검색일: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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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이 AI 추천 배차를 통해 배달원의 안전 운행
습관 개선과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알려진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기술이 실
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군의 위치 정보 역시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경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감염자와의 접촉을 기피하
는 것에 더하여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동 경로 안내
서비스는 감염자 정보뿐만 아니라 비감염자 정보 역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과의 물리적 적정 거리를 감지하는 센서 등의 기술 혹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자신 근처에 어떠한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나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수 있다.
[그림 3-43] 배달의 민족의 AI 추천 배차 서비스

자료: 전자신문(2020. 9. 6.)126) (검색일: 2020. 11. 9.)

7) 음식 관련 기술 수요 변화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이 공간을 독점하고자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간의
욕구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126) 전자신문(2020. 9. 6.), 「[이슈분석]배달의 민족 ‘AI 배차’, 음식 배달시간 26% 줄였다」,
https://www.etnews.com/20200904000037(검색일: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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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 요소로는 가정간편식의 품질을 유지한 채로
배송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배송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음식
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택배, 배달 등 노동자를 소모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다. 주 52시간제, 플랫폼 노동자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배송 속도 조절만
으로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배송의 속
도뿐만 아니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 수요자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이 요구될 것이다.
[그림 3-44] 가정간편식(HMR) 관련 사례

자료: 중앙시사매거진(2017. 5. 8.)127) (검색일: 2020. 11. 9.)

이러한 기술 수요에 대한 대응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HMR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국식품산업진흥원에서는 HMR기술센터를 착공하여 2021년
3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살균 및 냉·해동 기술, 포장, 유통 기술 등의 종합적 발
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28) 또한 생선을 굽는 기술, 비린내
를 제거하는 기술을 통하여 CJ제일제당은 시장 확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동원홈푸드
는 원물 제어, 고온 살균 등의 기술 대한에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상온 HMR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129)
127) 중앙시사매거진(2017. 5. 8.), 「[가정간편식(HMR) 시장 3社3色] 3조원 시장 놓고 치열한 기술 경쟁」,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6510(검색일: 2020. 11. 9.)
128) 한국농촌경제신문(2020. 8. 11.), 「수출 경쟁력 높이기 위한 'HMR기술센터' 착공」,
https://kenews.co.kr/news/article.html?no=14201(검색일: 2020. 11. 9.)
129) 중앙시사매거진(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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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기술은 완제품 형태로 출시되어 구매 후 데우기만 하는 ‘RTH(READY TO
HIT)’ 제품과, 반조리 상태로 구매 후 조리 과정이 필요한 ‘RTC(READY TO
COOK)’ 제품으로 구분된다.130) 현재 각 제품 특성에 맞는 포장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특수 코팅 기술 등을 활용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역시 출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워홈은 용기를 대체하는 ‘HMR 식품 파우치’를 개발하여 세
계포장기구(WPO)가 선정한 ‘2020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를 수상하였다.131)
한편, 패키징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환경, 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
한 문제에 대응하는 기술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재활용 및 재활용 효율화(분리수거의 편리성 제고) 기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마켓컬리는 재활용 가능한 종이 포장재로 전환하는 “올페이퍼 챌린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132) 또한 직접 가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용출
을 저해할 수 있는 기술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5] 포장 기술 관련 사례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 수상 아워홈사(社) 사례

재활용 포장재 마켓컬리사(社) 사례

자료: 매일경제(2020. 7. 1.)133); 소비자평가(2020. 4. 10.)134) (검색일: 2020. 11. 9.)

130) 조선일보(2015. 8. 12.), 「[K푸드를 이끄는 맛의 과학] 집에서 즐기는 외식, 가정간편식(HMR)①」,
https://bit.ly/3iBp1zC (검색일: 2020. 11. 9.)
131) HMR 식품 파우치란 별도의 용기가 없이 파우치 그대로 취식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132) 소비자평가(2020. 4. 10.), 「가치있는 소비 지향하는 MZ세대 ‘심쿵’시키는 ‘그린테일 마케팅’」,
http://www.iconsum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6(검색일: 2020. 11. 9.)
133) 매일경제(2020. 7. 1.), 「아워홈, 세계포장기구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 수상」,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7/674892/(검색일: 2020. 11. 9.)
134) 소비자평가(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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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라인으로 코드를 내려받으면, 이를 입력함으로써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그
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는 3D 프린팅 기술, 촉각,
미각 등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즉 “3D 푸드
프린팅(3D Food Printing)”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3D 푸드 프린팅은 식용 소재를
사용하여 피자, 파스타 등의 음식을 “출력”한다. 한국에선 프린터로 음식을 출력한다
는 것이 생소하지만, 유럽 일대에선 200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3D 프린터로 출력한 음식을 이미 팔고 있을 만큼 3D 푸드 프린팅이 잘 알려져 있
다.135) 하지만 그와 더불어 관련 정보 보안 기술 역시 발달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레시피 코드는 이용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3-46] 3D 푸드 프린터 ‘푸디니’

자료: 대학신문(2019. 3. 10.) (검색일: 2020. 11. 9.)

135) 대학신문(2019. 3. 10.), 「‘뽑아 먹는’ 맛있는 한 끼, 3D 푸드 프린팅을 만나다」,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98(검색일: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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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갭 요인 및 대응 방향
2절에서는 코로나 이후 공간 분야의 4대 트렌드에 대해 각 분야 세부 전문가들이
지목한 주요 경제, 사회, 기술적 이슈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각 이슈에 따른 주요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3-29> 도시 분야 세부 이슈 및 정책 방향
구분

이슈 내용


가상공간




확장





도시
저밀화








거래방식
혁신







개인
독점
공간
확대








자료: 저자 작성.

D2C(Direct to Consumer)
비즈니스의 가속화
사무공간 수요의 변화
원격교육에 따른 학습 결손 및 학습
격차의 문제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
온라인 콘텐츠 관련 기술의 투자
필요성 증대
주거시설 및 대형 집합시설 입지
수요 변화
슬럼화 등 도시 문제 대두
지역 대표성 증가
부동산 가치 변화
도심 내외 녹지 수요 변화
모듈러 건축 설계 등 건축 기술
수요의 변화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
세대 간 디지털 격차의 발생
디지털 프로슈머의 증가
보안 및 신뢰 기술의 필요성 증가
자가용 사용 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
저하
공유경제의 변화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에너지 수요 변화
취약계층 위한 기술 개발 수요 증대
감염 위험 최소화 기술 수요 증대
음식 관련 기술 수요 변화

정책 방향


➔







➔




➔ 




➔ 



중간유통망 붕괴 대비 가상공간 플랫폼 전환
환경 구현
교육, 문화, 종교 등 공동화된 시설의 수요 및
입지 재검토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마련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가상경제 생태계
구현
주거시설의 표준 설계 혁신 및 도시 차원의
면적 재산정
주거시설 입지 변화에 따른 신도시 계획 조정
슬럼화 보완 등 저밀도시를 위한 자연 자원
접근성 확보
공공시설 수요 재산정 및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혁신
네트워크 기반 도시화로 인한 정보통신 인프라
설계 강화
상업시설 수요 재산정 및 도시계획 반영
근린 상업구역 개념의 전환 및 공동주택 설계
혁신
생활물류 편의성 개선을 위한 도시 유통 체계
혁신
비대면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안·인증 체계
강화
대중교통 수요 및 노선 재검토
소규모 신(新)이동수단 도입 및 이동 중 공간
활용성 향상
개인이동수단 확대에 따른 도로 용량 및
환경오염 대응
공유경제 모델 위축 대비 비즈니스 모델 혁신
도시 내 공동시설의 개인 독점 공간 전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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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상공간 확장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
가상공간 확장에서는 중간유통망이 붕괴되며 D2C 비즈니스가 가속화되고 사무공
간의 수요가 변화하며, 교육 분야의 원격화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격차가 증가하는
현상이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해 4가지 주요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요약한 표는 <표 3-30>과 같다.

<표 3-30> 가상공간 확장 세부 이슈 및 정책 방향
구분

이슈 내용


정책 방향


D2C(Direct to Consumer)
비즈니스의 가속화

가상
공간
확장



사무공간 수요의 변화



원격교육에 따른 학습 결손 및 학습
격차의 문제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



온라인 콘텐츠 관련 기술의 투자
필요성 증대

중간유통망 붕괴 대비 가상공간 플랫폼 전환
환경 구현


➔

교육, 문화, 종교 등 공동화된 시설의 수요 및
입지 재검토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마련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가상경제
생태계 구현

자료: 저자 작성.

1) 중간유통망 붕괴 대비 가상공간 플랫폼 전환 환경 구현
중간유통망의 붕괴는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2C(Direct to Consumer) 비
즈니스가 가속화되면서 함께 부상하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가상공간 확장이라는
트렌드로 인해 촉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상공간이 단순히 공간적 개념으로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생활(삶)의 방
식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의 확장 트렌드는 기존의 물리적 유통망 구조를 획기적인 비용 절
감의 이유로 빠르게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중간유통에
속한 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것이며 과거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소멸된 수
많은 일자리와 같은 역사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중간유통구조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가상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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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으로 기존 산업의 생산력이 전환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기존 산업의 생산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상경제 체계를 구
현하는 데 긍정적일 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 방향에 부합
하는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 문화, 종교 등 공동화된 시설의 수요 및 입지 재검토
가상공간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또 다른 측면은 각종 물리적 생활 방식이
가상화된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격히 원격
화된 현재의 생활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방향은 교육, 문화, 업무(일),
종교 등의 활동 방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각종 물리적 생활 방식에 필요했던 시설들의 수요와 특
성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의 규모와 도시 내 배치는 이대로 적정
한가?’와 같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낳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상공간의 확대
와 그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물리적 공간의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
한 새로운 계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마련
가상화된 공간에서 삶의 많은 부분을 영위해야 하는 코로나 이후의 미래 모습은 그
자체로 효용이 증가되는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변화는 이러
한 환경에 적응한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부터
가속화된 스마트화, 초연결사회 현상은 불과 20년 만에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힘든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 이 과정에서 기성세대들은 기본적인 생활의 편의조차 누리지
못하는 디지털 격차 현상에 시달리는 세대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경험은 가상화된
사회 안에서 더욱 큰 양극화 현상이 사회 체계에 누적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또한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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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어도 격차
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가상경제 생태계 구현
가상공간이 확대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상공간의 활용성이 충분해야 확고한 사회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
경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구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품질 좋은 서비
스, 즉 콘텐츠의 개발과 실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 또한 그 동인이 충분해
야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여 사용자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 질적·
양적으로 생산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구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시도가 필요하다.
우선 첫째는 온라인 콘텐츠를 공급자 입장에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하는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종전의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는지를 떠올리면 수긍될 만한 일일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생산된 콘
텐츠가 손쉽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가상화폐와 같이 최근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경제의 근간을 형성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며, 현재 가상화폐의 극심한 유동성으로 인해 화폐로서의 가치가 불충분
한 문제를 가상화폐 간 연합 등의 방식을 통해 실물경제와 더욱 안정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나. 도시 저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
도시 저밀화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비접촉 현상이 강화되어 도시 내 집합시
설 등의 공동화와 슬럼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의 활
성화와 대도시의 도심 중심 부동산 가치 또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전통적인 건축양식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건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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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는 도시 전체의 밀집도와 연관되면서 도시의 구성양식 또한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저밀화와 관련하여 5개의
주요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31> 도시 저밀화 세부 이슈 및 정책 방향
구분

이슈 내용


정책 방향


주거시설 및 대형 집합시설 입지 수요

면적 재산정

변화


슬럼화 등 도시 문제 대두

도시



지역 대표성 증가

저밀화



부동산 가치 변화



도심 내외 녹지 수요 변화



모듈러 건축 설계 등 건축 기술
수요의 변화

주거시설의 표준 설계 혁신 및 도시 차원의



주거시설 입지 변화에 따른 신도시 계획 조정



슬럼화 보완 등 저밀도시를 위한 자연 자원

➔

접근성 확보


공공시설 수요 재산정 및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혁신



네트워크 기반 도시화로 인한 정보통신
인프라 설계 강화

자료: 저자 작성.

1) 주거시설의 표준 설계 혁신 및 도시 차원의 면적 재산정
도시 저밀화 현상은 도시적 차원에서 저밀화되는 현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안의 요소 면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거와 관련된
변화이다. 과거에는 주거시설이 일과시간 동안 외부 활동을 하다가 일과 이후 돌아와
쉬는 공간에 가까웠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주거공간 내에서 일을 하고, 수업을
듣고, 취미생활을 하는 등 외부에서 하던 많은 활동을 수행하는 복합적 기능공간으로
목적성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큰 변화
를 야기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규모이다. 다양한 시설이 주거공간 안에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는 규모와 더불어 주거시설의 설계 변화와 도시 차원의
주거공간 비중이라는 측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공간이 한정적인 이
유는 편의적 요소가 경제적 요소와 맞물리면서 팽팽한 균형의 한 지점을 선택하게 되
는 보편적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주거시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표준 설계의 새로운 접근과, 더 나아가 도시 내 주거공간의 배치와 비율 산정의 표준
화된 양식의 혁신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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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시설 입지 변화에 따른 신도시 계획 조정
앞서 설명한 주거시설의 기능 전환과 설계 변화는 더 나아가 주거시설이 도시 차원
에서 형성되는 기존의 방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깨닫게 한다. 현재 우리가 살
고 있는 도시 환경은 본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위성화된 주거단지(베드타운) 등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층구조의 핵심은 본도심과의 이격된 거리라는 핵심적
요인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원격환경의 활성화는 이러한 전통적 요인에 새로운 변
수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심과 가깝지 않아도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변수를 고려한 도시 간 설계와 계획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슬럼화 보완 등 저밀도시를 위한 자연 자원 접근성 확보
도시공간의 저밀화는 밀집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도심의 밀도를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이며 때에 따라서는 번화한 상
업구역의 슬럼화, 위성화된 주거구역의 경제적 편익 하락 등의 현상을 동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변화는 보다 급진적이며 다발적으로 발
생하는 현상이 될 수 있어 더욱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은 녹지공간 등 자연 자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
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밀공간, 외부공간, 친환경공간의 수요가 증폭된 것
과 맞물려 슬럼화되는 지역의 활력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공공시설 수요 재산정 및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혁신
도시 저밀화 현상은 공공시설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경기
장, 전시공간, 공공행정시설 등의 배치와 규모는 도심을 중심으로 인구 밀도를 고려하
여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 자체가 저밀평탄화 되면 공공시설의 배치 방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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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규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의 고밀지역에 대응
하는 대형시설들의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소형화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측
면은 공공시설물은 도시 형성의 사후적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하지만 사전적 요인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것이다. 즉 도시가 형성되는 특성을 공공시설이 유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격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를 고려한 저밀평탄화 도시를 견인하는 공공시설의 역할을 더욱 면밀히 검
토해야 한다.

5) 네트워크 기반 도시화로 인한 정보통신 인프라 설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분명히 원격화된 환경이 강화된 시대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
배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통신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는 네트워크 인프라, 데이터센터 등 통신 네트워크와 1차적으로 관련된 요소를
도시 설계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성을 높이겠지만, 더 나아가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
를 통해 네트워크 기반 도시로 구현되도록 하는 보다 복합적인 도시 설계에 대한 요구
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역량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증가는 도시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대비가 필요
하다고 하겠다.

다. 거래 방식 혁신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
거래 방식 혁신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강화된 비대면 일상화 현상으로,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물리적 거래 방식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의 도
입과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환경적 기능의 구현 등이 핵심적 이슈로 도출되
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주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
인 내용은 <표 3-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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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거래 방식 혁신 세부 이슈 및 정책 방향
구분

이슈 내용


거래
방식
혁신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



세대 간 디지털 격차의 발생



디지털 프로슈머의 증가



보안 및 신뢰 기술의 필요성 증가

정책 방향


상업시설 수요 재산정 및 도시계획 반영



근린 상업구역 개념의 전환 및 공동주택 설계
혁신

➔ 

생활물류 편의성 개선을 위한 도시 유통 체계
혁신



비대면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안·인증
체계 강화

자료: 저자 작성.

1) 상업시설 수요 재산정 및 도시계획 반영
코로나 시대의 거래 방식 변화의 핵심은 비대면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
대면화는 물리적인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상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
이 특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도시적 차원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중 하나가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 감소이다. 물리적인 상업시설
은 임대업이라는 매우 중요한 산업적 요소와 결합되어 있어 상업적 매출이 안정적으
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쇠락하는 분야이다.
이렇듯 수요에 매우 민감한 상업시설은 코로나 충격 이후 수요의 감소 외에 또 다른
변화와 직면하고 있다. 이는 상거래 방식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점포형 상업 행태가 더 이상 보편적인 방식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를 재산정하고 상업시설의 특성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2) 근린상업구역 개념의 전환 및 공동주택 설계 혁신
또한 상업구역의 구성 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고밀화된 중
심상업구역과 생활 편의 중심의 근린상업구역으로 형성된 기존의 전통적 도시 설계
방식의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특성과 결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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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동주택의 물류 체계 변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이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과거 유비쿼터스 혁명
을 이야기하던 1990년대, 아파트단지 내 소규모 물류단지를 구축하여 아파트 내 생활
물류의 배송 시스템을 상상하던 것 등이 이제 실제로 현실적 필요에 의해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3) 생활물류 편의성 개선을 위한 도시 유통 체계 혁신
이러한 생활물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생활권 안에서 체인화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더 나아가 도시 유통 체계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코로나 이후 증대된 생활물류의 절대량이 기존의 배송 체계로는 수
용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현재 임기응변적으로 대
응하며 기존 택배 노동자의 과잉 노동, 이륜차(오토바이) 배송 사고 급증, 워킹택배(걸
어서 배송) 시장의 성장 등의 현상이 파생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딩에서 빌딩으로 생활물류망을 만드는 거점물류
(Point to Point), 무인화된 드론 등을 활용한 물류, 특정 물류 집하장소를 도심 곳곳
에 설치하는 도시생활물류망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시 유통 체계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4) 비대면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안·인증 체계 강화
비대면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신뢰의 문제이다.
이는 대면하여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전통적인 거래 방식과는 다르게
서로 만나지 않고 거래해야 하는 앞으로의 방식에서 필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신뢰의 이슈는 몇 가지 측면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 상대에 대한 신뢰를 지원하는 식별 체계의 구축이며, 두 번째는 거래 과정에 대
한 신뢰를 지원하는 과정 추적과 실감 환경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하는 것이
목적한 것과 일치하도록 보증하는 환경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186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라. 개인 독점 공간 확대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
개인 독점 공간의 확대 현상은 접촉하기를 극도로 꺼리는 환경적 변화 방향을 따라
도시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활성화된 공유경제를 탈바
꿈하고 전염병 감염 우려로부터 자유로운 독점적 전유 공간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다섯 가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33> 개인 독점 공간 확대 세부 이슈 및 정책 방향
구분

이슈 내용


자가용 사용 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
저하

개인



공유경제의 변화

독점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공간



에너지 수요 변화

확대



취약계층 위한 기술 개발 수요 증대



감염 위험 최소화 기술 수요 증대



음식 관련 기술 수요 변화

정책 방향



대중교통 수요 및 노선 재검토



소규모 신(新)이동수단 도입 및 이동 중 공간
활용성 향상

➔ 

개인이동수단 확대에 따른 도로용량 및
환경오염 대응



공유경제모델 위축 대비 비즈니스 모델 혁신



도시 내 공동시설의 개인독점 공간전환 확대

자료: 저자 작성.

1) 대중교통 수요 및 노선 재검토
개인 독점 공간 확대 현상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동수단에 대한 선택
이슈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
진 통계들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저렴한 대
규모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 감소를 촉발하였고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수요에 대한 재
검토와 노선 설계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저밀평
탄화된 도시로의 변화 양상과 결부되어 도시 내 이동 거리가 증가될 경우 이동시간의
증가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대중교통 체계 자체의 변화는 필수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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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신(新)이동수단 도입 및 이동 중 공간 활용성 향상
저비용의 대규모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 감소는 도시 속 주민들의 이동 욕구 감소와
는 크게 관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사용자의 이동 욕구는 도시의 거점이
평탄화되면서 증가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이동은 하되, 보다 소규모의 형태 혹은
개인이동수단 형태로 비중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는 소규모 이동수단에 대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올해 초 CES 2020에서 출
품된 6~10인 규모를 탑승시키는 플라잉카(날아다니는 자동차)와 같은 신교통 체계에
대한 준비가 가속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동 거리의 증가와 원격업무, 원격교육 등의
원격화 트렌드가 결합되면서 이동 중 차량에서 여러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탈것’에 대한 재정의와 혁신 방향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인이동수단 확대에 따른 도로 용량 및 환경오염 대응
공유경제에서 소유경제로 회귀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공유된 대중교통의 소규
모화와 더불어 개인이동수단의 확대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
은 결과적으로 도로 용량에 대한 문제의식을 증폭시킬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환경오
염 이슈 또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인이동수단의 교통 체증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혁신 방향에 대한 빠른 준비가 요구되며 친환경 자동차 등과 같은
차세대 이동체에 대한 기술적 혁신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 공유경제 모델 위축 대비 비즈니스 모델 혁신
개인 독점 공간이 확대되는 트렌드에 따라 기존의 공유경제 모델이 위축되는 풍선
효과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누군가와 장치, 공간 등을 공유하지 않
으려 함으로써 위축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여러 서비스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수요 감소를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몇몇의 공유비즈니
스 기업들은 공유경제 모델을 현재의 트렌드 안에서 효과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쏘카
와 같은 기업이 그러한데, 공유보다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현재 수요 변화 속에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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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경제적으로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중간계층이 소유할 수 없다
면 전유한다(일시적으로 독점화)는 개념으로 소비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한달 렌트 등
의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여 생존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존 공유경제 모델을 실패한 체계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5) 도시 내 공동시설의 개인 독점 공간 전환 확대
개인 독점 공간의 확대 현상은 공유화된 경제 체계가 가져다주는 효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환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 다수가 십시일반으로
경제력을 제공하고 더 큰 효용을 제공자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취할 수 있었던 기존의
경제 체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환경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대면화된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발생한 도시 내 공동시설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개인의 독점화된 소규모 거점 공간
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동 189

│제4장│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동
제1절 이동 분야의 현황 및 전망
1.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변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세 번의 유행을 거치면서 이
동의 반경은 점차 축소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변한 것은 국외 이동과 물동량의
변화였으며, 그 이후로 1차 유행(2월 말~3월 초), 2차 유행(8월), 3차 유행(11월 중순
이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개인의 이동 범위와 횟수가 크게 줄었다.
항공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 2020년 2월부터 수송량
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2020년 1분기 국내여객은 5,366,379명, 국제여객은
12,496,314명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와 45.7% 감소하였다136). 화물 수송은
국내의 경우 약 5만 톤, 국제의 경우 약 86만 톤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6.7%와
11.5% 감소하였다. 이러한 타격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
하였다137).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운항 서비스 형태와 공항 시
스템 변화로 항공 산업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형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해운과 철도 등 수송과 운송 관련 산업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 해
운산업의 경우, 전 세계적 물동량 감소와 여행객 감소로 인하여 타격을 받았으며, 철도
산업의 경우 국내 여행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비록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국내 여행객의 증가로 철도산업과 여객산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
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동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공유형 개인용 이동수단과 택시와 같은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적은 이동수단만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위생과 안전에 대한 선
136) 국토교통부(2020)
137) Simple Flying(2020.5.27.), “Which Airlines Have Been Hit By Bankruptcy Since COVID Began?”,
https://simpleflying.com/covid-airline-bankruptcies/ (검색일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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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용자들이 일시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선호하
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낮은 고려요소였던 감염 위험이 코로나19 이후에
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에 반해 운임료 및 비용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즉, 이전과 달리 이동에서도 안전성이 보장된 개인공간에 대한 니즈가 점차
증대되었다.
[그림 4-1] 이동수단 이용 시 고려요소 변화

자료: McKinsey(2020.9.17.)을 수정하여 연구진 작성

변화된 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된 이동수단은 공유형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쏘카로
대표되는 공유형 다인용 이동수단이 부진한 가운데 강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유형 이동수단은 이동수단을 일시적으로 개인이 전유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대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공유의 개념과 달리 공유형 개인용 이동수단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기 때문이며, 타인과의 접촉이 최소화되는
강점을 가진다. 공유형 개인용 이동수단의 대표적 형태인 공유형 킥보드, 자전거는 접
근성이 뛰어나고 복잡한 도시에서 도착시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한 비용이 저렴하여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수요가 점차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유형 개인용 이동수단의 확산이 두드러
질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유형 개인용 이동수단 외에 장거리 이동수단인 항공, 해운 등은 이용률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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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하다가 일정 수준에서 정상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국가 간 이동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더라도 상대국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가인지 확인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국가들과 태평양의 일
부국가들에서 여행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020년 10월부터 확진자가 급증하여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다하더라도 인종
차별의 심화나 타인 혐오 현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외 이동이 회복되기까지 많
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용하는 장거리 이동수단은 이용률이 회복될 것이다. 비대면·비접
촉이 사회적 동향으로 자리잡더라도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행위, 여행을 갈
망하기 때문이다. 1차 유행과 2차 유행 시기에 급감한 제주도의 내국인 방문객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
더라도 휴식의 수단으로 즐기는 여행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장거리 이동수단도 이용률이 낮아지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고착화되거나 일부 회복되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
[그림 4-2] 제주도 입도객(내국인) 수 변화 추이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관광통계’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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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물의 이동은 사람의 이동보다 더 빠르게 비접촉·비대면 기반으
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모바일앱 이용량의 변화를 보면, 대중교통 관련
앱의 이용량은 약 12% 감소하였으나, 배달과 온라인쇼핑 앱의 이용량은 각각 13%,
5% 상승하였다(앱마인더, 2020). 직접 방문하여 소비하던 행태에서 기존 이용자의 경
험을 참고하면서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추세가 변하였다. 그 결과, 사물의 이
동의 신속성, 안전성, 감염 위험성 등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된 고려요인이 되었다.
[그림 4-3] 코로나19 전후 앱 이용량 비교

자료: 앱마인더(2020.2.19)

사물의 이동에서 비접촉화에 따른 물류시스템의 변화는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감염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 위험에 대한 대중들의 불안감이 심화되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해당 업체들을
계속 이용하였으나, 일부는 이용빈도를 감소하거나 이용을 중단하였다. 각 물류업체들
은 방역체계를 강화하면서 물류센터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무인화 기반의 물류시스
템으로 전환과 드론, 자율주행차, 배송로봇 등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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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물류센터 확진자 발생 후 이용 변화 추이
(단위: 명)

문항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마켓컬리 물류센터

이용증가

8((1.3%)

3(2.2%)

변화없음

341(54.5%)

91(65.5%)

이용감소

188(30.0%)

28(20.1%)

이용중단

89(14.2%)

17(12.2%)

626(100.0%)

139(100.0%)

코로나19확진자 발생
후 이용 변화

계

자료: 지디넷코리아 ‘온라인 쇼핑 이용 관련 설문’(https://analytics.opensurvey.co.kr/surveys/, 검색일 :
2020.12.2.)을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코로나19 이후, 이동 분야 관련 기술과 이용패턴의 변화는 새로운 교통시스템과 인
프라 구축을 수반한다. 새로운 교통시스템은 교통량이나 도로 이용률과 관련된 데이터
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혼잡도를 줄일 것으로 기대
한다. 대표적인 교통 네비게이션 앱인 티맵(T-map)과 카카오맵은 축적된 데이터를 활
용하여 혼잡도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대안을 제공한다. 새로운 교통시
스템과 관련 인프라는 실시간 도로 이용률, 교통량과 사고데이터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보행자까지 고려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무인 이동
수단과 배송로봇과의 망(network) 연결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차
세대 이동수단의 도입을 촉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교통시스템의 변화는 새로운 교통문화의 형성을 수반한다. 이동수단, 여행 형태, 물
류시스템, 배송시스템이 점차 비대면화 및 무인화되면서 다양한 집단의 이용자들을 고
려한 교통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기존 교통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교통약자와 교
통서비스 취약계층은 다변화된 이동수단과 무인시스템을 통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관련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시스템이 변하고,
이는 새로운 교통문화의 형성을 촉발함으로써 이동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종합해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동 분야는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장거리 이
동수단 이용률 감소로 인한 여행 형태의 변화, 비접촉화에 따른 물류시스템과 배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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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개편,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도입, 새로운 형태의 교통문화 정착 등이 화두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동 분야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
구 절차로 구성된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동 분야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도출하
고, 관련 기술 동향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대국민워크샵을 통해 미래 이동의 사
건을 확장한 후, 대국민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주요 이동 사건들의 선호도와 실현가능
성의 기대치를 도출한다. 세 번째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미래
이동 사건의 실현가능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이동 분
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기술·산업·제도적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2. Shaping Tomorrow를 활용한 이동의 미래 테마 선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동 분야와 관련하여 논의할 주요 의제를 도출하기 위해
Shaping Tomorrow에 ‘Mobility’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림 4-4]
은 이동 관련 메가트렌드, 사회적 변화, 산업 부문 변화, 미래 기술 관련 키워드로, 테
마별로 6개의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메가트렌드에서 비행, 도시, 자동차, 인공지
능(AI), 전환, 사물인터넷(IoT)을 선정하였으며, 사회적 변화에서 라이프스타일, 공유,
무역, 여행, 여가, 이동을 선정하였다. 산업 부문 변화에서 안전, 교통, 건설, 물류, 소
프트웨어, 항공을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였으며, 미래 기술 변화에서 로봇, 근접 기술,
비대면, 3D 프린팅, 인공지능·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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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이동 분야 키워드 맵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24개의 주요 키워드 중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트렌드인 이동, 도시, 전환, 공유,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을 제외한 18개 키워드를 조합하여 <표 4-2>의 5개 이슈를 도출
하였다.
<표 4-2> 이슈별 키워드 구성
이슈

키워드

단거리 이동수단

자동차, 인공지능, IoT, 도시

장거리 이동수단과 여행

비행, 여행, 여가, 항공

물류 시스템과 로봇

비행, 로봇, 근접기술, 3D프린팅, 물류, 무역

교통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도시, IoT

교통 문화와 안전

교통, 인공지능/스마트시티, 안전, 사이버보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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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5개 이슈를 코로나19에 대한 트렌드 키워드와 연결하여 미래예측 테마로 구
체화하였다. 미래예측 테마는 시민 대상 미래워크숍에서 활용되며, 도출된 테마는 다음
과 같다.

- 일상에서 이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 확산
- 혁신적 이동수단을 이용한 오프라인 여행 문화의 확장
-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배송 활성화
- 실시간 통제가 가능한 교통 시스템의 보편화
- 무인 시스템 기반의 교통 문화 정착

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 확산
개인용 이동수단을 주제어로 도출한 관련 키워드는 개인, 차량, 교통, 자가 운전, 자
동화 등이다. 그 외에 도시를 중심으로 소유권, 자동차가 연결되었으며, 서비스를 중심
으로 소유권, 개인, 자동화가 연결되었다. 사람들이 도시에서 소유한 자동차를 운용하
며, 개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서비스인 공유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개인용 이동수단은 주로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이용되며 점
차 서비스화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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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개인용 이동수단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시기별 개인용 이동수단 분야와 관련된 토픽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개인용 이동수
단을 자산으로 여기기보다는 소비하는 추세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에는 제조, 물류와 관련된 경향이 나타났으나, 2030년에는 여행에 활용되며 기후와 관
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그림 4-6] 개인용 이동수단 분야 관련 토픽 비교[2020년(상), 2030년(하)]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개인용 이동수단 분야 관련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개인용 이동수단을 장
치(device)로 정의하며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버 이슈들이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버(Uber), 포드(Ford), BMW, GM, 애플(Apple), 테슬라(Tesla)가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기업으로 도출되었다.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포드, BMW, GM), 전기차 제조 기
업(테슬라)과 모바일 플랫폼 관련 기업(애플)이 모두 개인용 이동수단의 도입과 확산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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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개인용 이동수단 분야 관련 주요 키워드(좌) 및 관련 기관(우)
클라우드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구체적인 테마 도출을 위해 관련 기사들을 살펴본 결과,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이슈는
이동수단 소유 비율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가정 소유의 자동차가 평
균 2.1대에서 1.2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2030년에 미국의 개인 소유의 자동차는
약 8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TaaS(Transporation as a Service)가 부상하면서 비용이 약 10배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한국 등과 같은 선진국과 달리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개
인 소유의 이동수단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
으로 나타났다. 인도에서는 2025년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개인용 이동수단 수요가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개인 소유의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높지
만, 국내에서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사유화 욕구가 줄어들 것임을 알 수 있다. 결
과적으로 개인용 이동수단의 확산과 함께 공유형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는 미래사회가 그려질 것이다.

나. 혁신적 이동수단을 이용한 오프라인 여행 문화의 확장
여행을 주제어로 도출한 관련 키워드는 현 상황을 대표하는 코로나19, 기술 및 산업
관련 동향을 나타내는 항공, 철도, 온라인, 자동차, 교통, 공항, 우주, 통제 등이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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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인해 ‘통제’가 여행 분야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도출
되었다. 여행 수단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여행 수단인 철도, 자동차, 항공에서부터 미래
형 여행 수단인 우주비행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8] 여행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시기별 여행 분야와 관련된 토픽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행 문화가 부상하지만 2030년에는 지역에 대한 강도가 낮을 것
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마케팅 강도가 매우 높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30년에는 여흥의 기능으로 여행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
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의 트렌드가 변하여 관련 마케팅이 부상하며 지역 중심
의 여행 문화가 발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위협 요인이 잦아들면서 여
행은 기존과 유사한 형태로 회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행지가 변화하여 우주로의 여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20년과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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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우주여행 키워드의 강도와 가능성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수단에 대한 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문화
가 일시적으로 변하지만 그 여파는 미미할 것임을 보여 준다.

[그림 4-9] 여행 분야 관련 토픽 비교[2020년(상), 2030년(하)]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여행 분야 관련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종교적 이유로 인한 여행, 의약품,
로봇공학, 엔터테인먼트, 보호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과 관
련된 기업들은 항공기 제조 기업인 보잉(Boeing)과 에어버스(Airbus), 우주왕복선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스페이스X(SpaceX) 등이 있다. 스페이스X의 비중이 다소 크게
나타난 것은 우주여행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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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여행 분야 관련 주요 키워드(좌) 및 관련 기관(우) 클라우드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구체적인 테마 도출을 위해 관련 기사들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자료에서 2020년에
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여행 인구가 감소하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여행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2030년에는 여행
분야가 성장하며, 특히 관련 이동수단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우주왕복선이 화두로
부상하였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2030년까지 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여
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공유형 모빌리티가 2030년까지 급격히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여행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완전히 확장되어 양극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그 결과 여행의 형태, 이동수단과 관련 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
회가 될 것임을 보여 준다.

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배송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기반의 언택트 배송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키워드들의 연결
이 다수 도출되었다. 키워드는 연결, 자동화,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IoT, 로봇공학, 온라인, 디지털, 항공, 헬스케어 등이다. 온라인은 식품과 배송
을 잇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식품 배송이 확산될 것임을 알 수 있다. IoT는
교통과도 연결되어 미래형 운송수단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교통을 중심으로 무인항공
기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송 수단이 무인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결과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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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로 인해 헬스케어가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 점이다. 물류, 배송, 시장과 연결되어 물
류 시스템과 수송 수단의 발달로 디지털 기반의 헬스케어가 확산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11] 배송 및 물류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시기별 배송 분야와 관련된 토픽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2020년에 약한 강도를 보
이던 키워드들이 2030년에는 다소 강한 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 군
(軍), 교통, 지리, 도시는 강도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은 강도가 감소하였다.
배송 분야에서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볼 수 있다.

204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그림 4-12] 배송 및 물류 분야 관련 토픽 비교[2020년(상), 2030년(하)]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배송 분야 관련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마케팅, 식품, 삶, 사이버, 위생,
헬스케어, 인터넷 등이 이슈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 시스템의 발달로 실시
간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식품과 삶이 키워드로 부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코로
나19로 인해 위생 문제가 부각되면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배송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DHL, UPS 등의 배송 관련 기업 외에 아마존과 월마트 등의 온·오프라인 상거래
기업과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 서비스 기업이 배송 관련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상거래 기업(아마존, 월마트)과 배송 기업(DHL, UPS)에서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여 유
연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우버)이 배송 분야의 주요 에이전트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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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배송 및 물류 분야 관련 주요 키워드(좌) 및 관련 기관(우) 클라우드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구체적인 테마 도출을 위해 관련 기사들을 살펴본 결과, 무인 배송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소형 드론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의 구축이다. 2030년까지 소형 드론 배송
시장은 10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기반의 물류 산업은 2022
년부터 2027년까지 약 2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드론 기반의 물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배송이 어려운 지역까지 배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에
서 드론 배송은 10년 내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송 분야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빅데이터 시스템 기반의 디지털 물류 달성
또한 배송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배송 분야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
에도 무인 배송, 우버나 리프트(Lyft)를 통한 배송 시스템 구축 등이 미래 배송 분야의
화두로 자리매김하였다.
종합해 보면, 미래 물류 분야의 주요 화두는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과 무인 배송
시스템 확산으로 배송의 영역과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분석 기반
의 실시간 배송 시스템과 무인 배송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미래사회가 그려
질 것이다.

라. 실시간 통제가 가능한 교통 시스템의 보편화
교통 시스템을 주제어로 도출한 관련 키워드는 자동차, 인터넷, 데이터센터, 네트워
크, 데이터, 5G 등이다. 교통 시스템의 주요 고려 대상인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키워
드들은 교통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부상한 키워드로, 데이터와 5G는 서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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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특히 데이터, 5G와 동시에 연결된 휴대폰은 교통, 비디오와도 연결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의
미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의 분석 체계와 운송수단 간 네트워크에 의해 실시간 통
제까지 가능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4] 교통 시스템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시기별 교통 시스템 분야와 관련된 토픽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2020년에 건설, 투
자, 금융, 무역 등이 가능성과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에는 투자, 인텔리
전스, 물류, 무역, 해상 등이 가능성이 높은 미래 키워드로 나타났다. 특히 2030년에는
2020년에 비해 무역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강도가 낮아진 무역이 점차 회복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 시스템도 변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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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교통 시스템 분야 관련 토픽 비교[2020년(상), 2030년(하)]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교통 시스템 분야 관련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의약품, 지리, 시스템, 보호
등에 대한 이슈들이 부상하며, 관련 기업으로는 시스코, 우버, 테슬라, 구글, 아마존,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와 관련된 의약품이 중심부
에 위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배송 분야와 유사하게 교통 시스템도 헬스케어의 발달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리, 시스템, 보호는 실시간 통제 가능한 교
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리 정보, 관련 시스템과 안전 장치의 구축이 주요 이슈로 부
상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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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교통 시스템 분야 관련 주요 키워드(좌) 및 관련 기관(우) 클라우드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구체적인 테마 도출을 위해 관련 기사들을 살펴본 결과, 교통 시스템 분야에서는
IoT 기반의 실시간 교통망 구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간 교통 분산 체계 구축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통 시장이 2017년부
터 2030년까지 매년 약 18%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는 2017년 12억 달러에서
2030년에 10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실시간 교통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 5G 기술 발달과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 무인 시스템 기반의 교통 문화 정착
무인 시스템을 주제어로 도출한 관련 키워드는 로봇, 배송, 사람, 전기, 서비스, 시스
템, 연결, 데이터 등이다.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무인 시스템에서 서비스가 중요해지
며, 네트워크로 차량 간 연결을 통해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 인공지능도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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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무인 시스템 기반 교통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시기별 무인 시스템 기반 교통 분야와 관련된 토픽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2020년
에는 경제나 소득 등과 같은 사회적 키워드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30년
에는 제조업, 헬스케어, 무역, 뇌, 도시, 행동 등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분야의 무인화를 달성하는 데 제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이는 무인 시스템 기반의
교통 발달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가 달성 가능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동
과 뇌는 시스템의 무인화를 지원하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행동 데이터 분석의 발달로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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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무인 시스템 기반 교통 분야 관련 토픽 비교[2020년(상), 2030년(하)]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무인 시스템 기반 교통 분야 관련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지불수단, 유전
학, 엔터테인먼트, 사이버, 위생, 로봇공학, 센싱, 지능, 뇌, 통신 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무인시 스템 교통의 도입으로 자동 지불수단이 발달할 것이며, 관련 기술
의 발달은 유전학을 포함한 생체 인식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센싱, 지능,
뇌, 통신 모두 무인 시스템에 기여하는 기술로, 무인 시스템 기반 교통 분야의 기술
개발 동향을 보여 준다.
우버, GM, 테슬라, 아마존, 포드, 애플, 인텔, 바이두 등이 관련 기업으로 도출되었
다.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까지 이동수단의 무인 시스템화와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미래에는 이들 기업의 주도로 무인 시스템 기반 교통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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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무인 시스템 기반 교통 분야 관련 주요 키워드(좌) 및 관련 기관(우) 클라우드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7.)

구체적인 테마 도출을 위해 관련 기사들을 살펴본 결과, 무인 시스템 기반 교통 분야
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자율주행차량의 도입과 관련 시스템의 구축이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신차의 20%는 자율주행차량일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승객의 이동 거리 중
95%는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이동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은 2025년까지 노
약자 케어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며, 이를 활용하여 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무인 시스템 기반 교통
분야의 이슈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 복지를 강구하는 방안으로 활용되며, 이를 통
해 새로운 교통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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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 분야 기술 현황 분석
이동 분야의 테마와 관련된 5가지 분야(개인용 이동수단,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 디
지털 물류 시스템, 무인 배송 시스템)의 기술 동향을 분석한다. 이동 분야의 기술들은
다수의 테마에 해당된다. 개인용 이동수단은 일상이나 여행에서 이용한다. 자율주행은
일상, 여행, 배송과 무인 시스템 교통 문화 형성에도 활용된다. 디지털 물류 시스템과
무인 배송 시스템은 배송 분야의 테마와 깊은 관련이 있다.

가. 퍼스널 모빌리티
1) 정의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단거리를 움직이며 1~2인이 이용할 수 있는
소형 교통수단이라는 개념만 공유하며, 이를 규정하는 연구자 및 기관(단체)마다 그 형
태나 동력 등의 세부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
교통수단들을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를 수 있다.
첫째, 휴대성이 좋아야 한다. 내연기관 교통수단에 비해 소형화 및 경량화되어 있다.
현대 도시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퍼스널 모빌리티가 기여하는 부분이다.
둘째, 중·단거리 이동에 편리하다.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 속도는
10~20km/h이다. 보행자의 평균 이동 속도가 4km/h인 점을 감안하면, 퍼스널 모빌
리티는 도보로 이동하기 다소 먼 거리를 가는 데 적합하다. 이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의 특징은 미래형 모빌리티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인 퍼스트마일(First-mile)138)
및 라스트마일(Last-mile)139)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 준다. 셋째, 친환
경적이다.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교
통수단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가 크다. 넷째,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를 위한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적합하다. 도보가 어렵거나 차량 운행이 어려운
신체적 약자와 고령자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퍼스널 모빌리티이다.
138) 집에서 대중교통 승하차장 까지 이동
139) 대중교통 승하차장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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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퍼스널 모빌리티는 보행 보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
거나 진입을 목전에 둔 국가들에서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2) 분류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듯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일률적
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희철 외(2016)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동력/크기/운행 속도,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였다. 먼저 동력/크기/운행 속도에 따
른 퍼스널 모빌리티의 분류는 다음의 [그림 4-20]과 같다.
[그림 4-20] 퍼스널 모빌리티의 동력/크기/운행 속도에 따른 분류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6, p.22)

퍼스널 모빌리티는 동력을 사용하는 교통수단(Motorized Transport, MT)과 동력
을 사용하지 않는 교통수단(Non-Motorized Transport, NMT)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NMT는 다시 크기와 중량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포함된 소형, 자전거가 포함된 중형, 수동휠체어가 포함된 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MT의 경우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과 전기모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
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에는
ATV(All-Terrain Vehicle), 오토바이 등이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는 트위지 등의 초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마이크로모빌리티(Micro Mobility)와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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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PM(Smart Personal Mobility)으로 구분된다. 스마트 PM은 다시 운행 속도에
따라 저속, 중속, 고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는 <표 4-3>와 같이 형태에 따라 크게 장착형, 외발형,
직립형, 안장형, 자동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3> 퍼스널 모빌리티의 형태에 따른 분류
분류

제품
로켓스케이트
(Rocket Skates)
나인봇 원
(Ninebot One)
모토포고
(Moto Pogo)

장착형

외발형

직립형

안장형

자동차형

특징
신발에 장착하여 운행
바퀴가 달린 발판을 펴고 운행
바퀴 위에 앉아 발판에 발을 딛고 운행

워크카

노트북 사이즈의 발판 위에 발을 딛고 운행

호버보드

바퀴 2개가 달린 발판을 딛고 운행

세그웨이

자이로스코프 원리를 이용

전동킥보드

기존 킥보드에 전동기를 장착

안장형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에 안장이 달려 있는 형태

전동휠체어

장애인용으로 이용

전기자전거

기존 자전거에 전동기를 부착

전동스쿠터

전동기로 운행되는 스쿠터

초소형 전기차

전동기로 운행되는 초소형 자동차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6, p.19)

퍼스널 모빌리티 동력 및 형태에 따른 유형별 재원 및 성능은 다음의 <표 4-4>과
같다.
<표 4-4> 퍼스널 모빌리티의 분류별 재원 및 성능
구분

재원

전기

로켓 스케이트

길이: 20cm, 폭: 21.5cm, 높이: 23cm

(장착형)

(Rocket Skates)

무게: 7~8kg

전기

나인봇 원

(외발형)

(Ninebot One)

성능
최대시속: 11~20km/h
주행거리: 8~16km/h
출력: 50W

길이: 48cm, 폭: 18cm, 높이: 45cm

최대시속: 18~40km/h

무게: 8~17kg

주행거리: 30~35km/h

휠사이즈: 15in

출력: 500~1,5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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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토포고
(Moto Pogo)
워크카

재원

성능

길이: 63.5cm, 폭: 20cm, 높이: 85cm

최대시속: 25km/h

무게: 29kg

주행거리: 35km/h

휠사이즈: 17in

출력: 500W

크기: 13in

최대시속: 26km/h

무게: 2.8kg

주행거리: 12km/h

호버보드

길이: 39cm, 폭: 58cm, 높이: 17cm

(Hover Board)

무게: 10~40kg

전기
(직립형)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길이: 59cm, 폭: 39cm, 높이: 110cm
무게: 15~40kg

안장형

길이: 59cm, 폭: 39cm, 높이: 110cm
무게: 15~40kg

전기
(안장형)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자동차)

무게: 15~40kg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전기

길이: 39cm, 폭: 59cm, 높이: 123cm

초소형 전기차

길이: 112cm, 폭: 60cm, 높이: 105cm
무게: 65kg
길이: 170cm, 폭: 50cm, 높이: 76cm
무게: 15~50kg
길이: 165cm, 폭: 68cm, 높이: 101cm
무게: 55kg

최대시속: 10~40km/h
주행거리: 15~20km/h
출력: 300~700W
최대시속: 20~40km/h
주행거리: 25~35km/h
출력: 400~2,700W
최대시속: 20~40km/h
주행거리: 20~35km/h
출력: 250~1,000W
최대시속: 20~40km/h
주행거리: 20~35km/h
출력: 250~1,000W
최대시속: 8km/h
주행거리: 32km/h
출력: 450W
최대시속: 20~35km/h
주행거리: 40~80km/h
출력: 180~350W
최대시속: 30~40km/h
주행거리: 50~80km/h
출력: 500~1,200W

길이: 233cm, 폭: 123cm, 높이:

최대시속: 80km/h

145cm

주행거리: 80~100km/h

무게: 474kg(트위지)

출력: 1,400W

자료: 신희철 외(2016)을 인용한 지우석 외(2018, p.8) 재인용

[그림 4-21]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 유형 중 전동킥보
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33%), 다음으로 전동휠(25%), 전기자전거(17%),
전동스쿠터(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000억 원 정도
로 예상되며, 1인 가구 증가, 친환경 고령화 등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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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 유형별 시장 점유율
기타
8%
전동스쿠터
17%

전동킥보드
33%

전기자전거
17%
전동휠
25%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8, p.11)

가) 전동킥보드140)
전동킥보드는 바퀴 2개 이상이 앞뒤로 배치돼 있으며, 앞바퀴에 핸들이 부착된 기존
킥보드의 동력원을 전기로 이용하는 제품이다. 기존의 수동 킥보드와 달리 핸들의 레
버를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작동시켜 가속과 감속이 가능하다. 또한 핸들이 달려 있어
원휠 또는 투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군에 비해 조향이 쉬우며, 자이로스코프 센
서 기반의 제품이 아니므로 탑승자가 무게중심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에 단거리
출퇴근 시 전동킥보드를 많이 활용하며, 최고속도는 20km/h~80km/h 정도로 다양하
다. 전동킥보드 보드의 크기는 한 발만 얹을 수 있는 보드부터 양발을 나란히 둘 수
있는 보드까지 다양하다. 휠의 크기는 8인치에서 10인치 정도로 세그웨이류나 원휠보
다 작아 휴대성이 높다. 다만 휠 사이즈가 작아서 그만큼 노면의 요철에 민감하게 반응
하여 승차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최근에는 자전거 또는 스쿠터처럼 안장을 탈·부착하
여 앉아서 탈 수 있도록 만든 제품도 출시됨에 따라 분류 측면에서 전동스쿠터와의 경
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140) 한국교통연구원(2017a)을 포괄적으로 인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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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동휠141)
원휠은 퍼스널 모빌리티 중 1개의 바퀴가 달린 제품군을 지칭한다. 자이로스코프 센
서가 내장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평형을 맞출 수 있으며, 무게중심을 변화시키면 자이
로스코프 센서가 이동 방향을 바꾸는 식으로 조향이 가능하다. 휠 사이즈는 12인치부
터 사람이 앉아서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이즈까지 다양한 편이다. 대부분의 제품
은 조향 장치가 없기에, 세그웨이류나 전기자전거에 비해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좋다.
최고속도는 15km/h부터 60km/h까지 다양하다. 다만, 조향 장치가 없으며 외발이라
는 특성상 탑승자가 균형을 잡기 어려워 다른 제품군에 비해 능숙하게 탑승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투휠보드는 2개의 바퀴가 탑승자의 양쪽에 수평으로 배치된 제품이다. 원휠과 마찬
가지로 조향 장치가 없고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사용해 양발의 기울기와 방향을 조절하
여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0~20km/h 정도로, 여타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은 편이다.

다) 전기자전거142)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전기 동력원을 장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
이다. 전기 동력의 보조 방식은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과 스로틀(Throttle)
방식 두 가지가 있다. PAS 방식은 탑승자가 페달을 밟을 때만 전기모터가 작동하여
동력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스로틀 방식은 핸들의 레버를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작동시
키는 방식이다. 즉, 일반 자전거와 달리 페달 없이 전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다. 일부
제품은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을 모두 채용하여 원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2017년 3월 2일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명
시하고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
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던 전
기자전거가 2018년 3월 22일부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행법
141) 한국교통연구원(2017b)을 포괄적으로 인용하여 작성.
142) 한국교통연구원(2017c)을 포괄적으로 인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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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AS 방식만 전기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으며, 스로틀 방식은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
거로 분류되고 있다.

3) 기술 개발 이슈
가) 배터리 관련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으로 모터를 회전시켜 구동력을
얻는다. 그러므로 배터리는 내연기관의 연료탱크에 해당하며,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
거리는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용량에 좌우된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배터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주로 소형 IT 기기에 장착되는 소형 전지와
전기자동차나 대용량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등에 장착되는
중·대형으로 구분된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소형 전지가 활용되고 있다. 소형 리튬
이온 배터리는 다시 그 형태에 따라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으로 구분되며, 퍼스널 모
빌리티는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간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각형,
파우치형 중심으로 성장을 보이다 최근 들어 퍼스널 모빌리티와 같은 Non-IT용(전기
자전거, 전기스쿠터, 전동킥보드, 전동공구, 무선 청소기 등)의 급속한 수요 증가에 따
라 원통형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스템의 보조가 필요하다. 먼저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은 수많은 배터리셀을 하나의 배터
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셀로 구성된 배터리에 있어,
각 셀의 상태가 비슷해야 배터리의 성능과 내구성이 최적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기 때
문이다. BMS는 배터리와 일체형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고, 통합전력제어장치
(Electric Power Control Unit, EPCU)에 포함되기도 한다. BMS는 주로 셀의 상태
를 감시하고, 이상 발생 시 특정 조건에서 다른 회로를 개폐하는 릴레이 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배터리의 전원을 켜거나 끊는다. 다음으로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Battery
Thermal Management System, BTMS)은 배터리를 최적의 온도로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배터리가 낮은 온도에서는 충전량이 감소하고 충전 속도도 느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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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반대로 높은 방전량을 요구하는 가혹 조건에서는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
하여 발화 및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배터리를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모빌리티가 해결해야 할 추가적 이슈는 충전 문제이
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비해 먼저 상용화가 이뤄진 전기차의 사례를 보더라도, 충전
인프라의 발전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모빌리티의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들은 제품마다 다양한 배
터리 전압과 전류량을 가지므로 충전 전압과 전류가 모두 제각각인 상황이다. 그러므
로 시장이 초기 성장 단계에 진입한 이 시점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전압대별 커넥터
와 충전에 대한 표준화를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충전기의 전압가변 충전
과 소형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박성민, 2019).

나)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기술
국내외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기업과 연구소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에 자율주행 기술
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서영희, 2019a).
국내의 경우, 2018년 5월에 KT와 언맨드 솔루션(Unmanned Solution)이 자율주
행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퍼스널 모빌리티과 자율주행을 포함한 이동수
단의 사업화를 추진하였다. KT는 V2X(Vehicle to Everything)를 위한 통신 인프라
와 관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주행 패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언맨드 솔루션
은 자율주행 하드웨어 제작과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차량 제작을 추진하였
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은 메쉬코리아에 225억 원을 투자하고, 물류 알고리즘
기술과 관련 인프라에 무인 배송 차량 등을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메쉬코리아
는 상점과 고객의 위치와 거리, 시간을 고려한 최적 라이더 배정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이동취약계층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1인용 스
마트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였다. 충북대학교 스마트카연구센터는 개
방형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고, 해당 플랫폼을 자율주행 경진대회 참가 학교에 지
원하여 성능 검증을 추진하였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야마하(Yamaha)가 자율주행 솔루션을 장착한 전기 오토바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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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이드(MOTOROID)를 발표하였다. 해당 제품은 안면 인식 기술 등과 같은 인공
지능 기반 기술을 적용하여 소유주의 행동에 반응하여 동작한다. 또한 사용자의 경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탑승자에게 특정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는 햅틱 기술을 지원하
여 인간-기계 간 소통 기능을 높였다. 독일 BMW그룹의 BMW 모토라드사(社)는 2018
년 9월 자율주행 오토바이 시연 영상을 공개하였다. 탑승자가 의식을 잃어도 오토바이
가 안정적으로 정차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일본 치바 공대 미래로봇기술연구센터 퓨로(fuRo)는 초소형 모빌리티인
‘ILY-A’에 사용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지능형 안전 기능을 탑재하고, 진단 및 모니터링
을 통해 잠재적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의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칭화대학교(Tsinghua University), 베이징 링시 테크놀로지
(Beijing Lynxi Technology), 베이징 사범 대학(Beijing Normal University),
SUTD(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UC 산타바바라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공동 연구팀은 자체개발한 뉴로모픽 칩
이 탑재된 자율 주행 자전거를 공개하였다.143) 자전거에는 인공지능 칩과 함께 오디
오, 속도,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센서 등이 부착되어 있고, 배터리와
스티어링(Steering) 모터, 드라이빙 모터 등이 탑재되어 있다. 연구진이 공개한 자전
거는 속도와 방향조절과 관련된 음성 명령에 반응하며,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가며 균
형을 유지할 수 있다.

나. 자율주행 및 교통 시스템 분야
1) 자율주행 및 교통 시스템 기술 구성
가) 자율주행 기술 구성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의 인식, 판단, 제어, 인터랙션 기술뿐 아니라 자율주행을 지원
하는 인프라에 적용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인식 기술의 경우에는 차량, 보행자, 도로,
143) 테크월드(2019.08.23), 「[생활TECH] 페달 없는 자율주행 자전거, AI 퍼스널 모빌리티」,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54 (2020.06.2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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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등의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행 환경을 인지하는 기술이며, 환경 인
식 기술과 위치 인식 및 매핑 기술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식 기술의 경
우에는 레이더, 카메라 등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정적 및 동적) 장애물, 도로 표식 및
신호등 등을 인식하는 환경 인식 부문과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기술, 관성항법장치(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 등을 활용하여 차체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여 이동 중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위치 인식 및 매핑 부문으로
구성된다. 판단 기술의 경우 주행 중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판단을
요하는 상황에서 인지 센서를 통해 수집된 각종 정보를 기반으로 주행 환경과 목표 지
점에 적합한 주행 전략을 수립하는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판단 기술의 주
요 구성 요소는 전자 제어 유닛(Electronic Control Unit, ECU),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통합 제어 시스템(Domain
Control Unit, DCU) 등으로 구성되며, 차선 유지, 차선 변경, 유턴, 추월, 주정차, 좌
우 회전, 주정차 등 목적지까지의 주행 경로 내 인지된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차량의 행동을 지시하게 된다.
<표 4-5> 자율주행 기술 구성 요소 및 설명
기술
환경

주요 세부 기술
카메라 센서, 레이더

인식
위치

센서, 라이더 센서 등

인식 및

GPS, INS, HD 맵 등

설명
센서를 사용한 장애물, 도로 및 신호 인식

차량의 위치(절대 및 상대적 기준) 추정 및 위치 매핑

매핑
판단

ECU, ADAS, DCU 등

제어

스마트 액추에이터 등

인터랙션

HVI, VX2 등

인지 신호 처리 기반 경로계획, 장애물 회피 경로 설정 및 상황별
차량 행동 판단·지시
지시된 행동 이행 위한 차량 주요 기능
(조향, 속도 조절 등) 제어
차량과 운전자, 차량과 주행 환경이 상호 정보 교환
운전자에게 경고 및 정보 제공 및 운전자로부터 명령 입력

자료: 안경환 외(2013, p.37)

제어 기술은 판단 영역에서 지시된 행동을 처리하는 부문으로서 조향 및 가감속 등
을 제어하게 된다. 해당 영역 내 핵심 기기 및 기술은 스마트 엑추에이터(Actuato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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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터, 감속기, 드라이브, 센서 등이 일체화된 모듈이다. 그리고 인터랙션 기술은
기존 차량과는 다른 운전석에서의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향상을 목적으로 한
다. 그에 따라 차량이 운행 중 도로 상황 및 주변 차량과 통신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기술과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자와 차
량 간 상호 정보 교환 시스템인 HVI(Human-Vehicle Interaction) 기술 등 세부 기
술로 구성된다.

나)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성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는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대표적인 인프라라고 볼 수 있다. C-ITS는 기존 교통시
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시설
을 상황에 따라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교통 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
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 ITS와 C-ITS의 가장 큰 차이점은
V2I(Vehicle to Infra), V2C(Vehicle to Center), V2P(Vehicle to Personal
Device), V2V(Vehicle to Vehicle)와 IVN(In-Vehicle Network) 등144)을 포함한
다차원적 통신이 이뤄지는 무선 네트워킹 시스템 V2X(Vehicle to Everything) 기술
환경이 조성되면서, 능동적으로 사전 대응 및 회피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기존에는 특정 지점(구간)에 위치한 검지기에서 수집 및 가공된 정보를
단방향으로 제공하였다면, C-ITS는 차량의 위치 및 상태를 바탕으로 차량 단위 안전
정보 및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 관리
중심에서 이용자 안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C-ITS가 중요한 인프라로 역할을
하게 된다(김광호, 2016; Sill et al., 2011). C-ITS는 차량에 설치된 탑재 장치, 도로
에 설치된 노변 기지국 및 C-ITS 서비스 센터 내 트래픽 제어·관리 시스템, 휴대용

144) 예로, V2I 네트워킹은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접속 및 정보 교환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해당 통신 체계를 바탕으로
교통 정보 수집 및 제공 서비스 외에도 하이패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V2V 네트워킹은
차량 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는 채널로서 급감속 및 정차 알림, 추돌 경고, 차량 접근 알림 등 정보 교환을 뒷받침
하게 된다. 그리고 V2P 네트워킹은 휴대 단말기와 차량을 직접 연결하여 차량 진단 및 제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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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등을 포함한다(조한벽·오현서, 2013). 그리고 현장의 검지기 및 센서는 도로 내
돌발 상황, 보행자를 검지하고 도로 기상 정보 등 교통 관련 지원 정보를 수집하는 정
보 수집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더불어 노변 기지국 및 교통 정보 시스템 내에서는 도
로 내 주요 통신 장치와 주행 차량 사이에 상호 교환되는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및 처
리하는 시스템과 광통신망, 그리고 보안 기술이 중심이 되어 정보 처리 체계를 구성하
게 된다. 정보 제공 체계는 차량의 단말기 및 표출 장치가 중심이 되어 차량 위치, 상대
정보, 교통, 돌발, 신호, 보행자 등의 정보를 기지국 및 교통 정보 시스템에 제공하게
된다. 그에 따라 C-ITS의 핵심 기술은 근거리 무선통신 및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 직접 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센서(단말기), 메시지, 주파수, 보안, 단말기, GPS 기술
이라고 볼 수 있다(오현서, 2015).

다) 미래 자율주행 기술 발전 단계와 차량-도로 자동화 패러다임
이처럼 C-ITS는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도로, 통신 등을 포함하는데, 자율주행차량의
기능 및 기술적 수준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역시 연속적으로 이뤄질 필요
가 있다. 그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C-ITS와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협력형 자율주
행 시스템인 ‘차량-도로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활발히 추
진하고 있다(김광호, 2016). 특히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만 의존하는 독립형 자율주행
차량은 상대적으로 인지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전성, 편의성 및 효율성 측면의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도입 및 발전 단계별로 초기
구성되는 기술 및 장비 채택 비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C-ITS 등 도로 인프라 구축
이 함께 이뤄짐으로써 자율주행차량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차량 부문 기술과 도로 인프라 부문 간의 공진화
가 이뤄짐으로써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그림 4-22] 참조). 다
시 말해 자율주행 산업은 자동차 내 주요 부품, 주요 부품이 지능화된 기술로 통합된
시스템, 지능형 시스템이 중심이 된 차량 완전 조립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및
서비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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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차량-도로 자동화 패러다임(좌) 및 자율주행 기술 발전 단계(우)

자료: 김광호(2016, p.3); SAE(2018)

미국자동차공학회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각종 구성 기술 및 인프라 부
문의 성장 시기가 단계별로 차이가 있음을 주지한다([그림 4-22] 참조).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기존의 차량 기술은 레벨(Level) 0(‘No automation’ 단계)으로서 운전자에
의해 완벽하게 제어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운전자의 역할은 직접 운전하는
주체로 정의된다. 자율주행 발전 단계의 첫 번째 단계(레벨 1)는 1개 이상의 특정 기능
이 지능화 및 자동화된 시스템이 구현된 수준으로 ‘부분 보조 주행’이 가능한 단계
(Driver Assistance)이다. 레벨 1에서 활용되는 대표 기능은 크루즈 주행 모드, 차선
이탈 방지 제어 기능 등이며, 주행 제어 주체는 인간 및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레벨 2)는 2개 이상의 지능화 및 자동화된 제어 기능들이 통합된 형태로 기
능하는 단계이다. 이때에는 보조 주행이 가능하게 되며 부분적 자동화(partial
automation)가 이뤄져, 주행 제어 주체는 시스템으로 이전된다. 이때 운전자는 주행
상황을 항상 주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조향 장치와 브레이크 등 조작 장치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해당 단계에서는 크루즈 주행 모드 기능, 도
로 차선 이탈 방지 보조(제어) 기능이 결합되어 고속도로 주행 상황에서 주변 차량과
고속도로 차선을 인식하여 주변 차량 간 간격을 유지 및 조절하는 등 자동으로 조향하
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물 회피 기능, 주차 보조(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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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브레이크 제어 등이 대표적 기능으로 역할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레벨 3)는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제한적 자율주행 단
계이다(‘Conditional Automation’ 단계). 해당 단계에서는 주행(가속) 기능, 제동 기
능 모두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 구현되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운전자가 개입하여 자
동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 차량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동적 및
정적 장애물 등을 인식함으로써 자율적인 형태로 주행 상황을 판단하여 도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고도 자율주행(High
Automation) 단계로서, 제한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된
다.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 통합 자율주행 단계로 완전자율주행 단계로 분류된다(‘Full
Automation’ 단계). 출발지부터 목적 지점까지의 주차 단계를 포함한 전 단계에서 완
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해당 단계에선 차량과 주변 인프라
및 차량의 통신 규모가 확대되어 정보 및 데이터 수집, 활용에서 보다 능동적인 차량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Navigant Research(2020)와 SAE(2018)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2와 레벨 3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자
율주행 단계는 2025년 즈음 도래하고 완전자율 단계는 2035년 이후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Gartner(2017)는 자율주행차의 시장 내 실질적 확산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의 기
술 성숙도에 근거하면 레벨 2 수준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나,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차
의 경우 기술 안전성 등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
로 전망된다. 더불어 자율주행차는 레벨 3 도입이 시작되는 2020년의 경우 1% 점유,
2030년경에는 15∼20% 보급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들 국외 기관
들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 단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차량 간,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차량과 모바일기기 간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기기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2) 자율주행 및 교통 시스템 기술 개발 현황
시장조사 업체 Navigant Research(2013)와 Frost & Sullivan(2018)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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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전 세계 시장 규모 전망치는 향후 연평균 41% 성장하여 2020년 기준
70억 5천만 달러에서 2035년 1조 1,204억 달러로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HS Markit에 따르면, 2040년 시점 기준으로 연간 3,000여만 대의 자율주행차
량이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다양한 국외 시장조사 업체들
은 자율주행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같은 전망치는 자
율주행차량의 기술 및 관련 도로 인프라 발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뒷받침한다.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 역시 긍정적인데, 자율주행자동차 국내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5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5년 약 3조 6,200억 원, 2030년
15조 3,400억 원, 2035년 약 26조 1,8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도 2030년이 지나면 자율주행 기술 및 관련 인프라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레벨 4) 시장 규모가 제한 자율주행(레벨 3)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23] 글로벌(좌) 및 국내(우)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억 달러)

(단위 : 억 원)

자료: Autonomous Vehicles, Navigant Research(3Q. 2013)와 Strategic Analysis of the European and
North American Market for Automated Driving, Frost&Sullivan(2014)을 인용한 김상국(2015)을 인용하
여 연구진 재구성

이처럼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획득하
고자, 완성차 업체, ICT 업체 등 다양한 영역 내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내 주도권 확보
를 위한 경쟁 및 협력관계 형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다
양한 산업 군 내 기업들 간 공동 기술 개발 협력 및 인수합병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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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GM, 포드, 폭스바겐, 다임러-보쉬 등의
기존 차량 제조사와 구글 웨이모, 모빌아이, 우버 등의 비제조사가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완성차 제조 업체인 다임러, BMW, 폭스바겐, 닛산, 토요타, GM, 현대자동
차 등은 자율주행 시장 형성 초기부터 점진적으로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기존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글, 애플, 우버 등 타
산업군 기업들은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진적으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량 구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IT 업체인 구글 웨이모과 자량 제조사 GM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율주행 기술 부문 R&D 수행 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구글
웨이모는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개발 및 관련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구글 웨
이모는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을 발표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
주행차량 시범 운행 거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차량 개발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 중 가장 방대한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이와 함께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레벨 4 수준의 완전 주행을 시연하였으며, 자
율주행자동차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글 웨이모는 자동차 제조
업체인 토요타 및 혼다 등과 함께 자율주행차량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초 비교열위에 있었던 차량 제조 역량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
고 차량 완성 업체인 GM의 경우에도,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빠른 제품 양산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율주행자동차를 넘
어 무인차 개념인 크루즈 AV 콘셉트카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카셰어
링 및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신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 예로, 2019
년부터 리프트(Lyft)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 기반 택시 서비스
시장 진출 및 차량 공유 서비스에 GM의 로봇 택시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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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글로벌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 순위(좌) 및 기술 개발 수준(우)

자료: Navigant Research(2018)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에 대한 R&D는 기존 완성차 제조 업체인 현대기아차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주요 통신사 기업 및 IT 기업들도 점차 시장 진입에 적극적인 모
습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현재 국내 기업 수준은 레벨 2~3단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종록·김한해(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80%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레
벨 2 자율주행차량을 2016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0년 이후 레벨 3
자율주행차량 시스템을 양산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APTIV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
다. 그리고 LG전자는 Here사와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 공동 개발 파트너십 체결
및 NXP사와의 ‘차세대 ADAS 통합 솔루션’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차량용 반도체 국제 표준 인증 획
득(예: ISO 26262)을 바탕으로 신뢰성 높은 부품 생산을 통한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
공급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SKT의 경우에는 인텔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
시와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정밀 도로지도 기술개발 및 실증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네이버는 이스라엘 라이더 업체인 테크놀로지스에 공동 투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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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개발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만도와 전략적 파트너
십을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레이더, 카메라 등의 센싱 기술 등에서 독자적 위치를 구축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서영희, 2019b). 더 구체적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상용화 동향은 <표 4-6>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6> 국내외 주요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동향
기업
구글 웨이모
GM 크루즈
(GM Cruise)
죽스(Zoox)
테슬라

진행 내용
1천만 마일 주행과 100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애리조나주에서 1년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진행함
운전대와 가속 제동 페달이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차량 개발 진행
2021년 내 로보택시(Robo-taxi) 서비스 시작 계획
2019년 딥스케일(Deepscale) 인수하여 자율주행차량 기술 개발 역량 확대
고성능차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모델에도 레벨 4 적용 계획

포드

2021년부터 미국 내 주요 도시(예: 텍사스, 마이애미, 워싱턴 DC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 계획

폭스바겐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
인텔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SKT

자율주행차량 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자체 개발 비중 확대 목표 수립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하여 부품사 보쉬와 협업, 완성차 회사 BMW, 아우디 등과
파트너십을 맺음
2017년 ADAS 기업인 모빌아이 인수를 통해 자율주행 솔루션을 반도체로 구현(System
on Chip, SoC)하는 방법 시도
2020년 이후,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양산 계획
차세대 커넥티드 자율주행차량 솔루션 개발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Here 및 NXP 등과)
체결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 공급 확대 위한 국제 표준 인증 획득
인텔과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MOU 체결 및 서울시와 정밀 도로지도 기술 개발 및 실증
협약 체결

자료: 저자 작성.

정찬식(2019)의 연구는 IP5(미국, 유럽, 중국, 일본 및 한국) 특허청에 출원한 자율
주행차 관련 특허(7만 8,989건)를 분석하여 주요 결과치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
에 따르면, 내비게이션 기술의 출원 건수는 3만 513건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충돌 방지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순으로 출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5] 참조). 이와 같이 지금까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도로 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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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간 거리 인식 및 조절, 장애물 충돌 제어, 도로 차선 이탈 방지, 보행자 인식 등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환경 인식’ 기능과 내비게이션 및 위치 또는 진로 제어를 포함
한 ‘위치 인식 및 매핑’ 기능 중심으로 특허 출원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판단’, ‘제어’ 및 ‘인터랙션’
기능과 관련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Frost and Sullivan(2018)
에 따르면, 향후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영향력이 높은 기술군은 인공
지능 및 딥러닝(AI & Deep learning development), 운전자 모니터링(Driver
monitoring), 그리고 통합 제어(Domain control)임을 강조한다([그림 4-26] 참조).
이와 함께 시장 수요에 의해 발전할 영향력이 높은 기술군은 차량 공유 서비스(Shared
mobility service),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그리고 운영유지보수 서비스(Fleet
management service)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4-25] IP5 자율주행차 세부 기술별 누적 출원 건수(’08~’16)

자료: 정찬식(2019, p.16)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동 231

[그림 4-26] 중장기 관점 영향력 및 중요도가 있는 기술 후보군

자료: Frost&Sullivan(2018)

그 예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프로그램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처리를 통해
운전자의 졸음 및 주행 중 부주의를 감지하는 기술로 차량과 운전자를 유기적으로 연
결하는 인터랙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AI와 기계학습이 통합된 차량 내
센서가 운전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운전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차량 보조 기
능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빠르게 발전해 온 인공지능 및 지능형 기술은 기존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포함한 하드웨어 기반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혁신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차량과 운전자가 상호작용하여 정보
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이 스스로 판단 및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이행하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는 ‘자율주행차의 두뇌’라고 볼
수 있는 통합 제어 시스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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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자율주행 서비스의 성장과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

자료: 삼정 KPMG(2020, p.21)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에 공유경제의 개념이 접목되면서 차량 공유 플랫폼에 무
인화와 자동화가 접목되어 새로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에 따라 클라우드 소싱 물류, 개인화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커넥티드 통근 서비스,
실시간 배송 서비스, 스마트 결제 서비스 등 고객의 새로운 니즈를 충족하는 융합 서비
스([그림 4-27] 참조)가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시장 규모는
2020년 18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약 5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3) 자율주행 및 교통시스템 시장화 연구 현황
자율주행의 유즈케이스(use case)를 발굴하려는 노력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를
비롯하여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을 허가 받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선제적으로 도
입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판교, 대구, 인천(인천공항), 세종의 자율주행 셔틀
이다. 세종시는 2021년에 자율주행 버스를 상용화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최근 스마트
시티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자율주행 관련 시장화를 촉진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동
수단으로써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반 상용
차의 경우, 완전 상용화 단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시장성이 있는 유즈케
이스 개발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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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경기도자율주행셔틀 운행 사례

자료: 경기도 자율주행센터(2020)와 경기도 자율주행센터(http://ggzerocity.or.kr, 검색일 : 2020.12.8.)를 활용하여
연구진 재구성

자율주행의 시장화와 관련하여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 및 차
량으로 배송의 비대면화에 힘입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기존
물류·배송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스타트업들 역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5G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위치, 경로, 물체를 인식하
여 도착지까지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로봇이다. 특히 레이더, 카메라 등을 탑재하
여 보행자와 자전거 인식과 장애물 회피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드론 배송에 집중하
던 아마존은 2017년에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디스패치(Dispatch)를 인수하였다. 이
후 2019년 ‘아마존 스카우트(Amazon Scout)’라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공개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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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테스트를 시작하였다. 2019년 8월에는 미국 서부 어바인에서 본격적으로 아마존
스카우트를 활용한 상품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페덱스는 드론 배송보다 배송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 세임데이봇
(SameDayBot)을 공개하고 시험 주행을 진행하였다. 현재 로우스, 피자헛, 월마트 등
과 함께 자율 배송 로봇 개발과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2014년 설립된 영국의 스타트업 스타십테크놀로지(Starship Technologies)는 반
경 3.2km 이내에 15~30분 안에 제품을 배송하도록 설계된 자율 로봇을 개발하고 있
다. 스타십테크놀로지가 선보인 배송 로봇은 100개가 넘는 유럽 내 도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이석원, 2018. 8. 10). 특히 도미노 피자와 협력하여 매장 반경 1.6km 이
내에 자율주행 로봇이 피자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중국 기업 역시 배송 로봇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물류
와 택배 기업들인 알리바바(G Plus), 징둥, 차이나오(샤오G), 쑤닝워롱1호), 순펑 등은
자체 배송 로봇을 개발하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거나 제한적인 공간에서 배송서비
스를 시작하였다(한승희, 2018. 9. 5).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배송의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의 스타트업인 뉴로(NURO)
가 있다. 주로 식료품·음식 배달 목적으로 기존 자동차의 필수적인 장치인 운전대와
백미러가 전혀 없는 무인 배송 차량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그림 4-29] 참조). 2020
년 뉴로의 자율주행 배송 차량(R2)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으로부터 일반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는 승인을 받았다. 이는 미국에서 자율주행 배송 차량에 일반 도로 주행이 허용된 첫
번째 사례이다. 현재 유통 업체인 크로거(Kroger)와 배송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유통업체나 물류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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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뉴로의 R2

자료: NURO 공식 홈페이지(검색일: 2020. 12. 15.)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로봇·차량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배달, 이동 우체국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차량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배송 로봇·차량이 자율주행으로 지정
된 시간과 장소로 이동하여 우편물 신청, 결제와 배송이 가능하다. 국내 중소ㆍ벤처 개
발 업체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한 뒤 우정사업본부가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배달의민
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17년부터 ‘푸드테크(음식+기술)’ 기업으로 변신하
겠다며 자율주행 배달·서빙 로봇 분야에 투자를 시작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로봇 관련
기업, 대학과의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 고려대 연구팀과 로봇 스타
트업인 베어로보틱스와의 협력을 통해 각각 음식 배달 로봇 딜리(Dilly)와 서빙 로봇
딜리 플레이트(Dilly Plate)를 선보였다. 2020년부터 LG전자와 협력하여 배송·서빙
로봇을 공동 개발 중이다. LG전자의 AI, 자율주행과 같은 로봇 개발 역량과 우아한형
제들의 서비스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로봇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 로보티즈(ROBOTIS)는 자율주행 배송 로
봇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동안 로보티즈는 글로벌 로봇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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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부품 및 소프트웨어 등을 납품해 왔는데, 2009년에 배송 로봇 관련 사업에 진
출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강서 지역에서 배송 로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다. 드론
드론은 항공·통신·소재·소프트웨어·센서 등 연관 산업의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집합체로 여겨진다. 드론은 처음에 군사용으로만 사용되다
가 현재 취미·촬영용으로 민간 부문에서 성장 중이며 향후 안전 관리, 감시·측량, 물품
배송, 수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저가·소형 중심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가·중형 중심으
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물품 배송에서 드론은 낮은 물류비용으로 빠른 배송, 도서 산
간 지역 배송 및 의료 물품 긴급 배송 등을 가능케 하므로 라스트 마일(Last Mile
Delivery, 상품을 최종 목적지로 배송하는 마지막 단계)을 선도하기 위한 물류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에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는 기업은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2013년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2015년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험
시행하였다. 2019년 6월 아마존 인공지능 콘퍼런스 ‘Amazon re: MARS’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배달 드론 ‘프라임 에어(Prime Air)’를 발표하였다. 기존 드론은 후방 프로펠
러를 이용하여 비행기처럼 수평으로 비행하는 것이었다면, 프라임 에어는 자세를 기울
여 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4-30] 참조)(한경수·정훈, 2020). 영상, 열상, 초음파
센서 및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주변을 감지할 수 있으며, 2.3kg 이하의 택배 상자를
들고 최대 25km를 30분 동안 이동할 수 있다. 2019년 미국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아마존 프라임 에어의 연구 및 개발과 훈련을 위
한 목적으로 특정 비행 구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BBC News, 2019. 6.
5). 하지만 미국에서의 드론 규제 때문에 여전히 상용화는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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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

자료: BBC News(2019. 6. 5.).

세계 최대 상업용 소형 드론 생산 기지인 중국은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도입
해 현재 활발하게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리바바, 징둥
및 순펑(順豐) 등이 있다. 알리바바는 2015년 드론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2018년에 상하이 진산 공업지역에서 음식을 드론으로 배달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배
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 중국 베이항샤인(Beihang Shine)과 공동
으로 ‘톤 레벨(吨位级)’ 물류 드론을 개발하였으며, 2020~21년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징둥은 중국에서 드론 배송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다. 2015년 초중형 드론 개발에
착수했으며, 2016년에 첫 드론 택배를 성공시켰다.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40여 대
의 드론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총 13만km 이상을 비행하고, 2만 건의 배송을 돌
파하였다(한승희, 2018. 9. 5). 아울러 중국 100여 곳에 무인기 공항을 세워 지역 농산
품이 24시간 이내에 도시로 배달될 수 있도록 물류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라. 디지털 물류 시스템
미래 이동과 관련하여 선적, 운송, 보관 및 추적과 관련한 물류 시스템은 효율성 향
상(저마진 수익구조 개선), 신기술을 통한 물류 혁명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전통적인 물류 네트워크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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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물류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관리되어 왔
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물류비용 및 비효율성 증대와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빠르
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무인화, 표준화 및 디지털화 등을 바탕으
로 한 디지털 물류 시스템(Logistics 4.0)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기존 물류 선도 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
면서 디지털 물류에 적극적이다. 게다가 디지털 물류는 특정 기업에 의해 물류 인프라
가 소유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소규모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변화가 가
속화되고 있다(박강민, 2018). 디지털 물류 시스템 관련 주요 기술, 적용 영역 및 기업
을 정리하면 <표 4-7>과 같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4-7> 디지털 물류 시스템 관련 주요 기술, 적용 영역 및 기업
주요 기술
AI, 로봇, IoT
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3D 프린팅
디지털 트원
드론, 배송 로봇

영역
디지털 물류창고, 스마트 항만
물류 모니터링
물류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
(다품종 소량) 생산 및 공급
물류 시뮬레이션
물류 무인 운송, 배송

주요 기업
아마존, 알리바바, 징둥
DHL, 페덱스
IBM, Maersk
UPS, DHL, Kazzata
DHL
아마존, 징둥, 알리바바, 페덱스, 뉴로 등

자료: 저자 작성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물류창고·스마트 항만
물류 산업에서 비용은 주된 성과 지표이다. 경쟁이 심화된 환경에서 물류비용 감소
는 물류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물인
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
로 한 디지털 물류창고가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물류창고에서는 IoT를 통해 수집
한 빅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 변화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처하는
인공지능 로봇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비정형 작업이 발생하는 물류 현장에서 스
스로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창고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완전
자동화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물류 산업에서 주요 경쟁우위인 비용 경쟁력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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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사하게 IoT, AI 및 무인 이동수단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항만 내 물류 작업
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최적의 물류 작업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현하
는 스마트 항만 구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물류 과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전 세계 120개의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은 화물 이동 로봇인 키바
(Kiva)를 통해 창고 운영 비용을 5분의 1 수준으로 절감시켰으며, 키바 투입을 매년
2배 이상 확대하고 있다(박강민, 2018).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창고 내 모든 물품을
파악하고 로봇으로 무인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차이
냐오(CAINIAO)의 클라우드 물류창고는 물류센터 작업의 70% 이상을 이미 로봇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판매량, 재고, 소비 패턴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
자와 가장 가까운 물류창고에 제품을 미리 준비해 두고, 평균 3분 이내에 제품을 출고
한다. 2018년 알리바바는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의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1,000억 위안(약 17조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자체적
으로 AI 칩(한광 800)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광고, 맞춤 제품 추천, 자동 번역 등 회사
내부 사업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알리바바는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스마트 물류
와 관련한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145) 중국 제2의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京東)은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상하이에 무인 물류센터를 개장하였다.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상품의 입고부터 적재, 분류, 포장, 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고 모든 업무는
100% 로봇으로 처리한다. 그 결과 기존 물류센터보다 5배 이상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징둥은 자연어 처리, 안면 인식, 로봇 방면에서 솔루션을 제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 주는 AI 플랫폼 ‘New Hub’를 자체 개발하였다(오찬혁, 2019)

2) IoT를 통한 물류 모니터링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에서 주요한 기술 중 하나가 IoT이다. 하나의 물류를 운송
145) 로봇신문(2019. 10. 15), 「중국 알리바바, '산업용 로봇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92(검색일: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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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창고, 물
류, 운송 시스템 전반에 IoT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기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면 운
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분석할 수 있는 물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위치 확인, 상태(온도, 습도) 및 봉인 해제 감지 등을 위한 공급망 내
컨테이너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 물질 운송 관리 및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 [그림
4-31]는 물류 분야에서의 IoT 활용 가능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부품(센서, 반도체 등) 가격 하락, 무선 네트워크 속도 향상 및 데이터 처리 능력 향
상 등으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IoT가 물류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
된다(박소연, 2016). 현재까지는 공급망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IoT를 활용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 사례로 DHL은 2017년 자동차 공장에 드나드는 부품 공급 트럭
에 IoT 장비를 설치하여 부품 트럭이 공장으로 진입하면 자동으로 부품 공급 절차정보
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였다(DHL 코리아 블로그). 물류 업체 페덱스
(FEDEX)가 개발한 센스어웨어(SenseAware)는 소비자가 배송물의 위치뿐만 아니라
배송물이 있는 곳의 상태 및 내용물 일광 노출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31] 물류 분야 IoT 활용 가능 사례

자료: DHL(2015)을 인용한 박소연(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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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물류 공급망 관리
물류 시스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복잡한 계약과 통관 절차를 수반한
다. 단계별로 다양한 서류, 처리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이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큰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DHL(2018)에 따르면, 냉장 제품을 동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단순하게 선적하면 약 30명을 통과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200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또 디지털 물류 시스템에서 물류 공급망
의 연결 및 지능화가 중요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신뢰와 보안이 요구된다. 분산성, 확
장성, 보안성을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물류 과정을 간소화하고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 이해관계자 간 정보
를 공유함으로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생
산, 보관과 운송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원산지 조작, 유통기간 변경 및
허위 광고가 불가능하다.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 모델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물류 시스템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IBM과 Maersk사는 조인트 벤
처를 설립하고, 국제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플랫폼
(TradeLens)을 개발하였다. 이 플랫폼은 물류 이동에 개입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종이 문서 없이 정보를 쉽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며, 여기서 블
록체인 기술은 암호화된 데이터 교환 및 변조 방지 저장소를 보장한다. 이를 기반으로
거래·운송·선적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SK C&C가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으며, 2017년에는 물류 및 IT 제조 기업,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해운 물류 블록체인 연합체를 출범하였다(박강민, 2018).

4)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민첩한 생산 및 공급
DHL(2016)에 따르면, 재고는 실제 판매의 20%를 초과한다. 이러한 초과 재고는
저장하는 데 비용이 많이들 뿐만 아니라 초과 재고 생산에 따른 공급망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 게다가 소비자 선호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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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은 맞춤형 제품을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하여 공급사슬 전체
의 민첩(agile)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3D 프린터를 통해 필요에 따라 부품을 인쇄하
여 고객에게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물류창고에 예비 부품을 물리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대량 방식에서는
대응할 수 없었던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처럼 리드 타임의 획기적 감소와
민첩한 생산을 통해 비용 우위 확보가 가능하므로 많은 물류 업체에서 3D 프린팅 기술
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제품 공급을 이미 구현한 기업은 ‘Kazzata’이다. 이 회사는
유통되지 않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부품의 CAD 파일만 있으면 로컬 3D 인쇄 서비스
를 통해 제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최초로 제공하였다. UPS는 싱가포
르에 3D 프린터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이 공장은 동남아 각지의 제조 업체에서 수리,
유지를 위한 부품을 직접 3D 프린터로 제조해 납품한다.
물류를 활용하여 새로운 3D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춘 앞선
사례와 달리, 3D 프린팅 기술 자체가 전통적인 물류 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3D 프린팅 인프라를 가진 서비스점이나 소매점을 구축할 수 있다.
고객은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시설에서 직접 맞춤
형 제품을 제작하거나 배송받을 수 있다. 전 세계 수만 개의 서비스 지점을 운영하는
DHL은 2013년에 팝업 3D 인쇄소 개념을 테스트하였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제
품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3D 프린팅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DHL, 2016). Ignasi
Sayol(2019)에 따르면, 3D 프린터의 발전은 그동안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과 유럽 등의 소비자들과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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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미래형 3D 프린터 인쇄소

자료: DHL(2016)

5)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물류 최적화 시뮬레이션
DHL(2019)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s)은 물류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
퓨팅과 고급 시각화 기술을 이용해 물리적 세계를 가상의 공간에 외형뿐 아니라 행동
방식까지도 구현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IoT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운영 개선 및 변화 대응을 위한 시뮬레
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물류 시스템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물류의 최
적화와 위기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컨테이너 관리, 효율적 배치,
재고와 납품 관리 및 물류 시스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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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동 분야 미래상
1. 국민 대상 미래워크숍을 통한 미래사건
가. 미래사건 발굴 과정
1) 미래워크숍 과정
이동 분야의 테마별 미래사건 발굴을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146) 브레인스
토밍은 아이디어에 제약을 두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생각을 쏟아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각 테마에 연상되는 키워드, 사건, 질문, 그림 등 생각나는 아이디
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마치면 도출된 아이디어 가운데 가장 미
래적인 아이디어 3~5개를 선정하는데, 이 아이디어들은 브레인라이팅의 초기 아이디
어로 활용되어 보다 구체적인 미래사건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배송 활성화’ 테마의 경우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
한 쇼핑 보편화’, ‘로봇 활용 배송’, ‘드론 활용 배송’, ‘AI 기술을 활용한 물류 관리’
아이디어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되었다([그림 4-33] 참조). 이 아이디어들은 각각
브레인라이팅의 첫 번째 질문에 활용되었고,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된
미래사건을 작성했다([그림 4-34] 참조).

146) 이동 분야 5개 테마: ‘일상에서 이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 확산’, ‘혁신적 이동수단을 이용한 오프라인 여행 문화의
확장’,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배송 활성화’, ‘실시간 통제가 가능한 교통 시스템의 보편화’, ‘무인 시스템 기반의
교통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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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이동의 미래 브레인스토밍 결과 예시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4] 이동의 미래 브레인라이팅 결과 예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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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배송 활성화’ 테마의 미래사건 도출 과정을 보면 ‘비대면 배
송 감시 체계 발달’ 아이디어는 “카메라 시장이 성장한다. 더 디테일하게 멀리서 촬영
하는 기술 개발로 관련 종목 주가가 상승한다.” “집 안 CCTV 설치가 확대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실시간 위치, 동향, 경과 조회 및 보고가 강제화된다.” 등의 미래 모습으로
발전되었다. ‘비대면 로봇 배송’ 아이디어는 “로봇세가 신설되고 기본소득제가 시행된
다.” “산업용 배송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망가졌을 때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된
다.” 등의 미래 모습으로 발전되었다(<표 4-8> 참조). 나머지 테마도 같은 과정을 거쳐
다소 범위가 넓은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에서 보다 구체적인 미래 모습으로 결과가 도
출되었다(<표 4-8>, <표 4-9>, <표 4-10>, <표 4-11> 참조).
<표 4-8> ‘일상에서 이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 확산’ 아이디어 도출 과정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일상에서 이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 확산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렌털 형식의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가 잘되지 않고, 안전의식 부재로 사고가
발생한다.
‧ 개인용 이동수단 도난 사고가 증가하여 개인이동수단 등록이 이루어진다.
‧ 운전면허처럼 국가가 자격을 관리하기 시작한다. 모빌리티 운전뿐 아니라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인성과 도덕성을 보는 자격을 요구하게 된다.
‧ 기존 대중교통에 비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환경 파괴가 감소한다.
‧ 개인용 이동수단 운행 자격에 대한 안전교육을 AI에 맡긴다.
‧ 교통 관련 과목이 교과에 필수 과정으로 포함된다. 어린이 교통교육 관련 시설과
시니어 사설 교습소가 증가한다.
‧ 개인용 모빌리티 종목이 2032년 하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다.
‧ 전기에너지 외에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한 이동수단이 증가한다.
‧ 퍼스널 모빌리티 동호회 및 튜닝 산업이 발전한다.(할리데이비슨 모임처럼)
‧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의무보험, 소유자와 이동자의 법적 경계 등 다양한 논의가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 마련

이루어지고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
‧ 1인 모빌리티 관련 국제법이 마련된다. 통일된 국제 면허증 제도가 도입된다.
‧ 개인용 모빌리티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문제가 발생한다.
‧ 서울시가 세계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도로가 잘되어 있는 도시 1위가 된다. 주차

공간 및
활동 영역 변화

공간도 잘 마련된다.
‧ 이동 패턴이 다양화된다. 날씨에 따라 이동 범위에 제약이 있어 오히려 활동
범위가 좁아진다.
‧ 관련 부품과 3D 프린팅 산업이 확장되는 등 신산업의 증가로 산업구조가

관련 산업 변화

변화한다.
‧ 기존 내연기관 제조사가 반격을 시도한다.
‧ 민간 업체의 독과점 문제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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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일상에서 이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 확산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날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보조 장치가 개발된다. 더불어 기상 예보
기술도 발전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4-9> ‘혁신적 이동수단을 이용한 오프라인 여행 문화의 확장’ 아이디어 도출 과정
혁신적 이동수단을 이용한 오프라인 여행 문화의 확장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어 남미를 1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된다.
‧ 빠른 전염병 백신의 정보 교환과 물품 전달이 용이해진다.
‧ 해외 문화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 전 세계인이 이념과 민족성을 초월하는 자유로운 개념을 갖게 된다.
‧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된다. 태양력 에너지 운항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가 2년

초고속 이동수단의 발달

앞으로 다가온다.
‧ 24시간 배송 시스템이 안착된다.
‧ 전 세계 문화 교류 확대로 한국 고유 문화를 지키려는 정부 부서가 신설된다.
‧ 집 앞에서 비행기를 탈 수 있게끔 옥상에 착륙장이 마련된다.
‧ 전 세계 유명 공연이 자주 내한한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 10회 한국을
방문한다.
‧ 전 세계 인구를 등록 관리하는 국제기구가 생긴다.

이동에 대한
빈부 격차 발생

‧ 부유층만의 초고속 여행이 증가하여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된다.
‧ 해외여행에 대한 경험, 체험, 지식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소외층이 발생한다.
‧ 초고속 이동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마케팅이 집중된다.
‧ 가상 체험 온라인 여행이 발달한다.

새로운 여행 문화 발달

‧ 보디가드를 동행한 개인 여행이 증가한다.
‧ 개인용 캠핑과 소규모 가족 단위의 여행이 증가한다.
‧ 한적한 여행지에 대한 상품이 발굴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여행이 보편화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4-10> ‘무인 시스템 기반의 교통 문화 정착’ 아이디어 도출 과정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무인 시스템 기반의 교통 문화 정착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무인 주행차량 탑승자의 시간 활용 증가로 이동하는 중에 드론을 이용한 배송

무인 시스템으로 인한

및 물건 수령이 가능해진다.
‧ 재택근무가 정착하고 이동 근무가 보편화된다.(움직이는 오피스)
‧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으로 전 국민의 레저 활동이 확장되고, 자유로운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문화가 정착된다.
‧ 무인 시스템의 정착으로 24시간 감시받는 시스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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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
‧
‧
‧

무인 시스템 기반의 교통 문화 정착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친환경 에너지를 주로 활용하는 무인 교통 시스템이 환경오염을 완화시킨다.
운전면허증이 사라진다.
앱 이용의 간편성의 증가로 상시 호출 및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주도 아래 이용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수단 서비스 제공이 가장 먼저 시행

된다.
‧ 이동의 불편 및 불평등이 사라진다.
‧ 공유경제에 대한 가치 충돌이 일어난다.
‧ 개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유가 제재되면서,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게 되고
이동 기회의 변화

법적 논쟁도 늘어난다.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의 이동 범위가 넓어진다.
‧ 청소년 무인 자동차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청소년 간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대두
된다.
‧ 새로운 이벤트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 빅데이터와 과학기술
활용 증가

찾는다.
‧ 휴대폰과 연계한 기술 활용이 늘어난다.
‧ 3D 프린팅 기술의 연계 발전으로 무인 자동차 공급가가 하락한다. 정비
신산업이 발전한다.
‧ 풍부한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 행동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진다.

자료: 저자 작성.

<표 4-11>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배송 활성화’ 아이디어 도출 과정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배송 활성화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집 안 CCTV 설치가 확대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실시간 위치, 동향, 경과 조회
및 보고가 강제화된다.
‧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카메라가 적극 활용되면서 또 다른 사생활 노출이 야기

비대면 배송
감시 체계 발달

된다.
‧ 카메라 시장이 성장한다. 더 디테일하게 멀리서 촬영하는 기술 개발로 관련 종목
주가가 상승한다.
‧ 비대면 배송 및 기타 무인 서비스 확대에 따른 신유형의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조항이 신설된다.
‧ 배송 카메라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강도의 표적이 된다.
‧ 로봇세가 신설되고 기본소득제가 시행된다.
‧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여성들이 직업에 종사할 기회가 사라진다. 서비스

비대면 로봇 배송

직업군도 사라진다.
‧ 산업용 배송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망가졌을 때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된다.
‧ 비대면 배송으로 물류 이동이 급증한다. 이에 따라 포장지나 기타 폐기물의 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팀 혹은 인력이 구축된다.
‧ 드론길에 대한 법규 및 교통 시스템이 마련된다.

드론 활용 배송

‧ 주문부터 드론 배송까지 무인 시스템이 활용되어 주문 후 2시간 내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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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배송 활성화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드론끼리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랙박스 분석이
전문화되고, 운행 기준 법규가 강화된다.
‧ 드론 배송이 증가하여 배달 서비스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배달앱 이용도
늘어나고, 배송료 추가 이용료가 사라진다.
‧ 드론 전용 택배 착륙장이 생긴다.
‧ 드론 이용이 증가하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일상적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차량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보다 환경 파괴가 감소한다.
‧ 드론 배송에 대한 사건 사고 발생 및 시스템 논란으로 배송이 중단된다.

AI 기술을 활용한 물류
관리
가상기술 활용 쇼핑 발달

‧ 해킹의 기술이 발달한다. 한 번의 오류로 업무 마비가 초래된다.
‧ 배송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다양하게 활용한다.
‧ 3차원으로 상품을 여러 각도에서 생생히 보고 촉감도 느끼며 주문한다. 실제로
볼 때보다 정확한 상품 평가가 가능해진다.
‧ 가상현실 기술로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사라지고 비대면 주문이 증가한다.

자료: 저자 작성

브레인스토밍 이후, 미래사건을 도출하는 브레인라이팅 과정은 총 4단계147)로 진
행된다. 1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활용된 브레인스토밍의 아이디
어는 영향력이 줄어들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함께 발굴된다. 이렇게 도출된 아
이디어는 팀원들의 투표를 거쳐 다수가 관심 있는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 미래사건 재구성
주요 미래사건을 도출하기 위해 미래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재분류 과정을 거쳤다.
워크숍 진행은 5개 테마를 중심으로 했지만, 최종 도출되는 미래사건은 테마를 나누
지 않고 이동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브레인라이팅 과정에서 아이디어
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테마의 경계를 뛰어넘는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기
존의 테마 대신 각 사건의 특징에 맞는 이슈로 분류해 재구성했고, 각 사건은 다시
위기, 기회, 중립 이슈로 구분되었다(<표 4-12> 참조).

147) 1단계: 브레인스토밍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미래사건 도출.
2단계: 팀원이 작성한 미래사건과 연계해 미래사건 도출.
3단계: 해당 테마를 STEEP 중 하나와 연결해 미래사건 도출.
4단계: 2030년 뉴스 헤드라인을 상상하여 미래사건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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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동의 미래 브레인라이팅 결과
분류

미래사건
‧ 무인 체계 활성화로 인해 세수가 증가한다. 자율주행차 회사에 주행세를
부과한다.
‧ 기존 운전자 직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시위가 증가한다.
‧ 무인 버스, 무인 택시 상용화. 무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가 증가한다.(티비 시청, 음악 감상, 수면 등)
‧ 무인 교통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공론, 합의를 위한 과정이 진행
된다.(남녀노소 모든 연령 참여)
‧ 장애인과 노약자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 이동에 대한 자유도가 상승한다.
‧ 유인 자동차와 무인 자동차의 혼재로 혼란이 발생한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무인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기회
기회
기회
위기

배송 및 물건 수령이 가능해진다.
‧ 재택근무가 정착하고 이동 근무가 보편화된다.(움직이는 오피스)
‧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으로 전 국민의 레저 활동이 확장되고, 자유로운

기회

기회

기회

비즈니스 문화가 정착된다.
‧ 무인 시스템의 정착으로 24시간 감시받는 시스템이 된다.

위기

‧ 친환경 에너지를 주로 활용하는 무인 교통 시스템이 환경오염을 완화시킨다.

기회

‧ 운전면허증이 사라진다.
‧ 앱 이용의 간편성 증가로 상시 호출 및 이용이 가능해진다.
‧ 정부의 주도 아래 이용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수단 서비스 제공이 가장 먼저

중립
중립

대두된다.
‧ 공유 자율주행차량으로 인해 이동의 불편 및 불평등이 사라진다.

중립
위기
위기
기회

‧ 공유경제에 대한 가치 충돌이 일어난다.

위기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의 이동 범위가 넓어진다.

기회

‧ 드론길에 대한 법규 및 교통 시스템이 마련된다.

기회

‧ 주문부터 드론 배송까지 무인 시스템이 활용되어 주문 후 2시간 내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드론끼리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랙박스 분석이
드론 활용 증가

위기

위기

법적 논쟁도 늘어난다.
‧ 청소년 무인 자동차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청소년 간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자율주행차량

중립

발생에 대한 책임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정이 요구된다.
‧ 이동수단에 따른 새로운 계급이 발생한다. 유인, 무인, 유인+기사.
‧ 무인 주행차량 탑승자의 시간 활용 증가로 이동하는 중에 드론을 이용한

시행된다.
‧ 개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유가 제재되면서,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게 되고

공유

구분

전문화되고, 운행 기준 법규가 강화된다.
‧ 드론 배송이 증가하여 배달서비스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배달앱 이용도
늘어나고, 배송료 추가 이용료가 사라진다.
‧ 드론 전용 택배 착륙장이 생긴다.
‧ 드론 이용이 증가하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일상적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기회
중립
기회
중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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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배송 로봇 도입

미래사건
‧ 차량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보다 환경 파괴가 감소한다.

구분
기회

‧ 드론 배송에 대한 사건 사고 발생 및 시스템 논란으로 배송이 중단된다.

위기

‧ 로봇세가 신설되고 기본소득제가 시행 된다.
‧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여성들이 직업에 종사할 기회가 사라진다. 서비스

중립

직업군도 사라진다.
‧ 산업용 배송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망가졌을 때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된다.
‧ 비대면 배송으로 물류 이동이 급증한다. 이에 따라 포장지나 기타 폐기물의
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팀 혹은 인력이
구축된다.
‧ 집 안 CCTV 설치가 확대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실시간 위치, 동향, 경과
조회 및 보고가 강제화된다.
‧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카메라가 적극 활용되면서, 또 다른 사생활 노출이 야기

카메라의 활용과
관련 시스템 도입

된다.
‧ 카메라 시장이 성장한다. 더 디테일하게 멀리서 촬영하는 기술 개발로 관련
종목 주가가 상승한다.
‧ 비대면 배송 및 기타 무인 서비스 확대에 따른 신유형의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조항이 신설된다.
‧ 배송 카메라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강도의 표적이 된다.
‧ 배송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다양하게 활용한다.
‧ 사용자에 맞는 맞춤 도로 개발. 유동적으로 변형 가능하여 최적화 경로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 출퇴근 시간 등 상황에 맞는 교통 시스템 구축. 이와 관련한 직업이
탄생한다.(도로 변경 판단 담당자, 개발자 등)
‧ 빌딩 숲 위로 도로가 만들어져 교통체증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AI 기술 활용

지하 도로 시스템도 발달한다.
‧ 신호등이 사라진다.
‧ 레고처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생긴다.
‧ 교통 시스템의 고른 발달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지역의 고른
발전이 가능해져서, 모든 국민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AI 운영 및 통제 교통 시스템 도입으로 교통사고율 0%를 달성한다.
‧ 새로운 이벤트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다.
‧ 휴대폰과 연계한 기술 활용이 늘어난다.
‧ 3D 프린팅 기술의 연계 발전으로 무인 자동차 공급가가 하락한다. 정비
신산업이 발전한다.
‧ 풍부한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 행동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진다.
‧ 해킹 기술이 발달한다. 한 번의 오류로 업무 마비가 초래된다.
‧ 렌털 형식의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가 잘되지 않고, 안전의식 부재로 사고가

1인용 이동수단
사용

발생한다.

위기
위기

위기

중립
위기
기회
기회
위기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위기
위기

‧ 개인용 모빌리티 도난 사고가 증가하여 개인이동수단 등록이 이루어진다.

기회

‧ 운전면허처럼 국가가 자격을 관리하기 시작한다. 모빌리티 운전뿐 아니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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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래사건
인성과 도덕성을 보는 자격을 요구하게 된다.
‧ 기존 대중교통에 비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환경 파괴가
감소한다.
‧ 개인용 이동수단 운행 자격에 대한 안전교육을 AI에 맡긴다.
‧ 교통 관련 과목이 교과에 필수 과정으로 포함된다. 어린이 교통교육 관련
‧
‧
‧
‧

시설과 시니어 사설 교습소가 증가한다.
개인용 모빌리티 종목이 2032년 하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다.
전기에너지 외에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한 이동수단이 증가한다.
퍼스널 모빌리티 동호회 및 튜닝 산업이 발전한다.(할리데이비슨 모임처럼)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의무보험, 소유자와 이동자의 법적 경계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
‧ 1인 모빌리티 관련 국제법이 마련된다. 통일된 국제 면허증 제도가
도입된다.
‧ 개인용 모빌리티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문제가 발생한다.
‧ 관련 부품과 3D 프린팅 산업이 확장되는 등 신산업의 증가로 산업구조가
산업구조 변화

변화한다.
‧ 기존 내연기관 제조사가 반격을 시도한다.
‧ 민간 업체의 독과점 문제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 날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보조 장치가 개발된다. 더불어 기상
‧
‧
‧
‧
‧

예보 기술도 발전한다.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어 남미를 1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된다.
빠른 전염병 백신의 정보 교환과 물품 전달이 용이해진다.
해외 문화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전 세계인이 이념과 민족성을 초월하는 자유로운 개념을 갖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된다. 태양력 에너지 운항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가

2년 앞으로 다가온다.
‧ 24시간 배송 시스템이 안착된다.
초고속 이동수단
발달

중립
중립
기회
중립
기회
기회
위기
기회
중립
위기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 집 앞에서 비행기를 탈 수 있게끔 옥상에 착륙장이 마련된다.
‧ 전 세계 유명 공연이 자주 내한한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 10회

중립
기회
중립
위기
위기

‧ 초고속 이동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마케팅이 집중된다.

중립

‧
‧
‧
‧

중립
중립
중립

가상체험 온라인 여행이 발달한다.
보디가드를 동행한 개인여 행이 증가한다.
개인용 캠핑과 소규모 가족 단위의 여행이 증가한다.
한적한 여행지에 대한 상품이 발굴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여행이 보편화
된다.

자료: 저자 작성.

중립

중립

발생한다.

문화

기회

‧ 전 세계 문화 교류 확대로 한국 고유 문화를 지키려는 정부 부서가 신설된다.

한국을 방문한다.
‧ 전 세계 인구를 등록 관리하는 국제기구가 생긴다.
‧ 부유층만의 초고속 여행이 증가하여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된다.
‧ 해외여행에 대한 경험, 체험, 지식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소외층이

거리 두기 여행

구분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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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선정 미래사건
<표 4-12>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미래 사건을 선택 및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 14개의 미래사건을 선정하였다(<표 4-13> 참조). 선정 기준은 참가자의
의견과 워크숍 결과 반영, 이동 분야 테마와의 적합성, 극단적인 긍정과 부정 사건
배제 등이다. 국민 대상 워크숍의 취지에 맞게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다음으
로, Shaping Tomorrow를 통해 도출한 이동 분야의 이슈와 테마에 적합한지 여부
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급적 중립적인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해 유토피아적 미
래와 디스토피아적 미래 사건은 배제하고자 하였다.
<표 4-13> 이동 분야 미래사건 선정 결과
[무인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1. 무인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되면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 운전자의 잉여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동 시간 동안 수면, 여가생활, 문화생활, 업무, 식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인 자율주행차량과 유인 자동차의 공존]
2. 무인 자율주행차량과 유인 자동차가 교통수단으로 함께 운행된다. 무인 자율주행차량, 스스로 운전하는
유인 자동차, 기사를 대동한 유인 자동차 등 이동수단에 따른 계급이 생긴다.
[공유 자율주행차량]
3. 공유 자율주행차량이 늘어나면서 자가 소유 자동차가 줄어든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수단이 복지 정책으로
마련된다. 공유 가치와 개개인의 편의성을 위한 가치가 충돌한다.
[드론 배송 도입]
4. 드론 배송이 도입되어 보다 빠른 배송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드론 길을 위한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이
마련되고, 운행 기준법규도 강화된다. 자동차 소리처럼 드론의 소리도 일상의 소리로 자리 잡는다.
[배송 로봇 도입]
5. 무인 배송 로봇이 활용되고 물류량이 급증한다. 오류가 난 배송 로봇들이 길거리에 있는 풍경이
당연해진다.
[카메라의 활용과 관련 시스템 도입]
6. 비대면 배송이 보편화되면서 집 안, 거리, 교통수단 등 사회 전반에서 카메라 사용이 증가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실시간 위치, 동향, 경과 조회 및 보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자율주행세 신설]
7. 사회 전반에 무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자율주행세와 로봇세가 신설되고
기본소득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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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교통 시스템]
8. 운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활용하는 AI 교통 시스템이 도입된다. 최적화된 길을 알려주는 도로가
생기고, AI가 교통 시스템 전반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신호등이 사라진다.
[1인용 이동수단 사용]
9. 전동킥보드 같은 1인용 이동수단이 늘어나면서 전용 도로 및 주차 공간이 마련된다. 교통사고 및 도난 사고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이용 자격을 관리하기 시작한다. 운전 능력뿐 아니라 인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이동 범위 축소]
10. 원격 시스템 발달로 물리적 이동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1인용 이동수단 활용 시 날씨로 인한 제약과
안전성 등의 이유로 기본 활동 범위가 축소된다.
[산업구조 변화]
11.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가 제작되면서 공급가가 하락한다. 날씨의 영향을 덜 받게 해 주는
과학기술 보조 장치, 센싱 기술,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산업이 나타난다.
[초고속 이동수단 발달]
12. 초고속 이동수단의 발달로 세계가 1일 생활권이 된다.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약화되고, 영어 사용이 보다
활발해진다.
[거리 두기 여행 문화]
13. 단체 여행이 사라지고 거리 두기가 가능한 개인 여행이 활성화된다. 보디가드를 대동하여 여행하는 문화도
생겨난다. 한적한 곳을 개인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코스가 발굴된다.
[친환경 교통수단]
14. 친환경 교통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주유소가 사라진다. 전기 외에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한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친환경 기준에 따라 보유세가 부과된다.
자료: 저자 작성

도출된 미래사건은 크게 무인 자율주행차량 시스템 도입, 무인 배송 시스템 구축,
새로운 이동수단의 발달, 비대면 이동 문화 확산으로 분류된다. 무인 자율주행차량 시
스템 도입과 관련한 미래사건으로는 ‘무인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무인 자율주행차량
과 유인 자동차의 공존’, ‘공유 자율주행차량’, ‘자율주행세 신설’, ‘AI 기반 교통 시스
템’을 도출하였다. 무인 자율주행차량과 유인 자동차의 공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적 혼란, 공유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자율주행세가 신설되면서 시행되는 기본소득제,
이 밖에도 AI 기반 무인 교통 시스템의 활용으로 변화할 교통 시스템을 전망하고 있었다.
무인 배송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미래사건으로는 ‘드론 배송 도입’, ‘배송 로봇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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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카메라의 활용과 관련 시스템 도입’이 도출되었다. 비대면 배송이 자리를 잡으면
서 드론이나 무인 로봇을 활용한 배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포
함되었다.
새로운 이동수단의 발달과 관련한 미래사건으로는 ‘1인용 이동수단 사용’, ‘이동 범
위 축소’, ‘산업구조 변화’, ‘초고속 이동수단 발달’, ‘친환경 교통수단’이 도출되었다.
거리 두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대중교통보다는 1인용 이동수단 사용이 증가할 것이고,
원격 시스템 발달로 이동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이동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제작 등 산업 구조 변화도
예측되었다. 초고속 이동수단의 발달은 세계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주지만 이에 대
한 혜택은 일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새로운 교통수단
의 발달이 친환경 에너지 발달과 함께 이루어져 환경오염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비대면 이동 문화와 관련된 미래사건으로는 ‘거리 두기 여행 문화’가 있었다. 기존의
단체 여행이 사라지고 개인 여행이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여행 코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무인 자율주행차량 도입으로 인해 개인의 여가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AI 시스템이 교통에 활용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무인 차량과 유인 차량이 도로에 상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법 제정과 같은 철저한 대비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
았다. 한편, 2030년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사후 설문을 통해
물었을 때, 참가자들은 계층 간의 갈등 완화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론화를 통한 대중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거리 두기 문화가 시행될 때 대중교통에 대한
변화가 필연적이므로 이에 영향을 받는 국민 다수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
를 기대하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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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사건 인식조사를 통한 가능·선호도 차이
가. 가능/선호도 비교 분석
미래사건 인식조사 결과, 실현가능성과 선호도의 경향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현가능성의 평균은 3.83점(5점 만점), 선호도의 평균은 3.43점(5점 만점)으로 나타
났다. 이는 미래에 대가올 미래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으며, 막
연한 두려움이 비교적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동 분야에서 실현가능성과 선호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미래사건은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와 드론 배송의 도입, 친환경 교통수단, AI기반 교통시스템으로 나타났
다.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미래는 카메라의 활용과 관련 시스
템도입, 무인 자율주행차량과 유인자동차의 공존, 자율주행세 신설로 나타났다. 국민들
의 선호도가 높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미래사건은 산업구조의 변화, 1인용 이동수단 사
용, 초고속 이동수단의 발달, 공유 자율주행차량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호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낮은 사건은 거리두기 여행문화, 이동 범위 축소, 배송로봇 도입(유
지보수)으로 나타났다.
요약해보면, 국민들은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화로 자율시스템이 만연해질 것
으로 바라고 기대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량과 AI 기반 교통 시스템의 경우, 인프라에 카메라와 라이다(LiDAR)등이
장착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국민들은 해당 시스템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국민들은 디지털화 정도가 낮거나 이동의 자유도가 낮아지는 미래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거리두기 여행문화와 이동 범위의 축소는 모두 이동의 자유도와
그 범위의 제한을 전제로 한다. 국민들은 활동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는 국민들이 방역 체계의 고도화나 감염병 백신의 개발을 확신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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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이동 분야 발생가능성/선호도 기준 미래사건 매핑

자료: 연구진 작성

실현가능성과 선호도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대에서 60대로 갈수록
미래 이동 사건들이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20대와 60대의 응답 결과를 보면, 20대에 비해 60대가 많은 사건
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무인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만을 실현가능하고 선호하는 미래로 보았다. 60대의 경우, 무인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을 포함한 8개 미래사건을 실현가능하고 선호하는 미래로 뽑았다. 20대에서는 거리두
기 여행문화의 도래를 포함한 6가지 미래사건을 선호하지 않으며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 60대의 경우, 거리두기 여행문화, 1인용 이동수단 사용, 이동 범위 축소
등을 선호하지도,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미래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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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세대별 선호도 및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자료: 연구진 작성

두 세대 간 인식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경험의 차이다. 60대의 경우,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경험한 세대로, 많은 신기술이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20
대의 경우, 그 실현가능성들을 대부분 낮게 보았다. 또한 1인용 이동수단은 20대와 60
대의 사용 경험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이다. 20대의 경우,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1인용
이동수단을 사용해본 경험이 다수 있지만, 60대는 가족 단위의 이동 등의 이유로 1인
용 이동수단의 사용 경험이 부족하다. 그 결과, 미래 사건에 대한 인식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미래 사건 특징 분석
도출된 미래상의 특징은 시스템 관점에서 통합화/유연화와 다양화, 운영 관점에서
무인화와 인간중심체계화이다. 통합화/유연화는 파편화되어있는 요소들이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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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체계화되면서 통합되고 시스템의 대처능력이 유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양
화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분산되면서 이동 및 물류 시스템의 요소들이 다양화된
다는 것이다. 다양한 요소들이 창발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통합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동 및 운송수단의 다양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중심체계화는 퍼스널모빌
리티 등과 같이 무인시스템의 탑재와 활용이 제한되는 분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비대면-비접촉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더라도 운영 및 작동 방법에서 사람의 활동이 크
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AI나 무인시스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완전히 대체되기 어렵다. 무인화는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배송 등의 도입으
로 사람이 해야 하던 일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비대면-비접촉으로 인해 가
장 낮은 단계에서는 키오스크의 도입이나 앱 기반 서비스를 통한 이동수단, 배송, 여
행예약과 교통시스템 활용 등이 있다.
[그림 4-37] 시스템 관점과 운영 및 작동 관점에서 기술·산업 구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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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와 일러스트로 나타낸 미래 이동의 모습
가. 작가의 SF 소설
국민의 시각에서 도출된 미래사건과 이에 대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SF 소설 집필
경험이 있는 소설가들이 각 분야에 대한 초단편 소설을 집필하였다. 이동 분야의 초단
편 소설은 정소연 작가가 집필하였다.

집을 떠나는, 모험
정소연

“응, 내일 22시 40분 도착이야. 응, 밤 열 시. 한국시간 맞아. 고마워.”
수진은 모니터를 끄고 모니터 옆 액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드디어 집으로 간다. 서울
로. 하연과 어머니가 있는 공간으로.
출장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입사했을 때, 수진은 해외출장을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애당초 기업들은 어지간해서는 국내든 국외든 출장을 명하지 않았다. 어떤 원격 통신 설비
를 쓰고 어떤 현지 인력을 불러도 사람을 옮기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출장은
모험이었다. 준비가 많이 필요한 모험. 한 달 전에 직접 병원에 가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
고, 한국어 확인증을 자그마치 ‘종이’로 발급받았다. 현지 번역문에 아포스티유까지 받아
‘실물’제출한 다음, 특수방문비자를 신청했다.
십 년 전이었다면 불안한 마음에 좀 번거롭더라도 기꺼이 했을 일이지만, 이제 수진은 모
험을 떠날 나이가 아니다. 이 모든 경로의존적 관행이 남은 먼 곳까지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연이 태어난 다음부터는 더 조심스러웠다. 원래 백신을 맞을 시기가 아닌데 서류를 갖추
기 위해 또 병원에 가는 일도, 집을 비우는 일도, 낯선 공기를 피부로 느끼고 낯선 곳의
물을 마시는 일도 모두 조심스러웠다. 엄마인 수진이 하연의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일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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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이를 위험하게 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다. 공장의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
량에 오차가 생겼다. 드물지만 있을 법한 일이었다. 인간 작업자도 있는 공장이었다. 소수
라도 인간 작업자가 있으면 단순 오차가 생기기 마련이다. 예측범위 내에 있던 작업량 오차
가 점차 커지더니, 예측범위를 벗어났다. 여기까지도 대처 가능한 일이었다. 현지에서 자동
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공장 내 카메라와 출퇴근 인식기와 로봇의 전력소모량과 작업자
들의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문제가 없었다.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재점검했다. 문제가 없었
다. 그 사이에도 작업량이 목표와 맞지 않는 상황은 계속되었다. 아니, 더 심각해졌다. 작업
량이 적다면 차라리 단순했겠지만, 너무 적게 만들거나 너무 많이 만들거나 해 격주간 보고
에 올라오는 최종 납품량은 또 얼추 맞았다. 아예 안 맞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다.
현지 직원이 실사를 나갔다. 여기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다르에스살람에 사는 현지
직원들이 아루샤에 있는 공장을 다녀오는 데 사흘이 걸렸다. 비행기로는 한 시간 거리지만
표가 없었다. 한국공단 전용 비행기도 2주를 기다려야 했다. 차로 이동하기로 했다. 네 명
이상이 같은 차에 타고 이동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해 세 명밖에 보낼 수 없었다. 그나마
도 회사에 자율운전 공용차가 있어 한 사람을 더 태울 수 있었다. 차간 간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단속되어 언제나 묘한 정체 상태인 도로에서 일곱 시간을 보내고 공장에 도착한
현지 직원들은 다음날 오전 근무부터 5교대를 감시했다.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드
나드는 사람들도 움직이는 로봇들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더 환장할 일은, 현지 직원들이
지켜보는 동안에는 작업량이 정상 범위였다는 사실이었다. 현지 직원 둘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확인했다.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검사 프로그램을 돌리고 심지어 몇몇 작
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물리적인 카메라와 열감지 설비 등을 점검하기까지 했는데, 모두
멀쩡했다.
당연히 기계에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인간 직원 인터뷰를 계획하지 않은 것도 실수였다.
미리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낯선 사람끼리 대면 인터뷰를 하려면 지방정부에 미리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아루샤 공장 직원과 다르에스살람 관리 직원
사이를 대면접촉안전관계인으로 등록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공장이 정상 가동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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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그럴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람과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만나지 않는다.
낯선 사람이라면 더 그렇다. 등록하지 않아 위법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예의에
도 어긋나는 일이다. 사람은 약하고, 복잡하고, 조심스레 닿아야 하는 존재다.
출장을 다녀온 현지 직원들은 결국 현장에서 아무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보고를 했
다.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게다가 사흘이나 움직였으니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얻은 것은
전 세계 다른 공장에서는 몇몇 직원들을 대면접촉안전관계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영제안 정도였다. 그런데 이들이 아루샤로 복귀하고 이틀만에 다시 작업량이 맞지 않기
시작했다. 오차폭이 더 커졌다. 이제 최종 납품량도 안 맞았다.
결국 본사는 차라리 수진을 탄자니아로 보내기로 했다. 현지 공장장과 함께 문제를 확인
하고 돌아오는 미션이었다.
해외 출장이라니. 입사할 때 안내받은 특별조사팀의 업무에 이 비슷한 것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수진은 당연히 서울 자택 근무가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설령 출장을 가더라도 분리
이동망이 완전히 구축된 한국 안에서나 있을 일이라 생각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출장
은커녕 본사에 직접 출근한 날도 손에 꼽았다.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하는
업무를 지시할 경우 이동수단과 이동에 소요된 지출실비를 지급 혹은 보전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거의 모든 회사는 출근수당을 지급하느니 원격업무지시를 했다.
이 출장이 수진에게 떨어진 과정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두가 기피하는 해외출장이었다.
팀장은 팀장이라 빠지고, 선임조사역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남미 담당이라며 발을 뺐다. 남
미 담당은 무슨. 대륙이 아니라 타임존별로 업무가 나뉜 게 언젠데.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
핑계였지만 이것도 사회생활이라고 그 핑계가 통하긴 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빠지고 저
사람은 저래서 빼고 하다 보니 일을 떠맡은 사람은 경력직 입사자 중 가장 근무연차가 낮은
수진이었다.
수진은 병원에 가 항체형성검사를 하면서도, 현지기준치 미달이라 새로 예방접종을 받으
러 병원에 또 가면서도, 회사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서류를 들고 공항에 가면서도 현지 상황
이 정상화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렸다. 공항에는 어머니와 함께 갔다. 하연은 시터에게 맡겼
다. 차 안에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공항같이 먼 곳까지 데리고 나오기가 내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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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공항에 가는 내내 “우리 때는 여름 휴가면 해외 여행을 갔는데.”, “네 아빠하고
교토에서 봤던 단풍이 그리 좋았지.”하고 말을 계속했다. 수진도 기억하고 있었다. 2010년
대 말, 부모님의 은혼식 기념 일본 여행이었는데, 사실 공항 가는 길에 꺼내기 좋은 화제는
아니었다. 부모님의 마지막 해외여행이었으니까.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수진보다는 자신을 안심시키려 계속 말하는 것 같았다. 수진은 어
머니의 손을 끌어당겨 잡았다. 어머니가 흠칫했다. 어렸을 때에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폭 안기곤 했었다. 지금은 대면접촉안전관계인 사이라도 스킨십을 잘 하지 않
는다. 그저 그렇게 되었다. 마치 이제는 과태료가 없는데도 모두들 2미터 이상 멀찍이 떨어
져 걸어다니듯이, 수진이 하연에게“엄마랑 포옹하자.”라고 말하면 하연이 환한 얼굴로 샤워
부스로 뛰어 들어가 전신소독을 하고 나오듯이. 하연이 때로, 아이돌보미의 센서가 있는
자리인 수진의 배나 어깨를 터치했다가 살이 눌리는 감각에 흠칫 놀라듯이.
“잘 다녀올 거예요. 괜찮아요. 엄마. 엄마 말씀처럼 옛날에는 만날 나갔잖아요. 요새는 다
안전해요.”
공항은 한산했다. 진입하는 수진의 차량 번호를 인식한 공항 시스템이 수진을 제2터미널
로 안내했다. 수진은 자신의 이름이 쓰인 초록색 선을 따라 걸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비행기에 올랐다. 두바이 경유 비행기였다. 두바이에서 몇 사람이 더 탄 것 같았다. 수진은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은 경유지에서 내리지 않는다. 17시간 걸려 다르에
스살람에 도착하고, 현지 공장장과 대면접촉안전관계인 등록을 하고, 함께 아루샤로 갔다.
수진이 아루샤에서 목격한 연대, 안전하지 못한 처지의 사람들이 기계를 사이에 두고 연
결되어 움직이던 장엄한 광경, 하연에게 들려줄 때마다 점점 더 거창해졌던 해외여행담,
수진이 제출한 보고서, 지나치게 성실히 작성했던 그 보고서 때문에 수진이 결국 온갖 직무
상 비밀 유지 서약을 하고 신체고유정보를 제출하고 공무원이 되었던 과정은, 수진의 귀국
길만큼이나 길고 멀어, 다른 곳에서 다음에 이어 해야 할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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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이동의 모습
2030년 이내에 벌어질 미래 이동의 모습을 일러스트와 간략한 시나리오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내용은 이동 분야 미래사건 중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정책
적 접근이 필요한 미래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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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는 거리 두기 문

스타일을 정착시켰다.

화를 정착시켜 나갔다. 이에 따라 대중교
통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하철이나
버스는 탑승객이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밀도를 유지해 운행했고, 탑승객 수
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2030년 현재
대중교통에 나란히 붙어 앉는 좌석은 없으
며 버스와 지하철 모두 거리를 둘 수 있는
개인 좌석으로 재설계되어 운영된다. ‘안
전 밀도 운행’ 초기에는 출퇴근 시간에 이
동이 지연되면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제 이동하며 업무를 하고,

하지만 원격 근무 도입, 출근 요일제 권고,

학교 수업을 받고, 취미 활동을 하고, 수면

탄력 출근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문제

을 취한다. 만 13세 이상 청소년도 보호자

가 점차 해결되었다. 이제 수도권 거주 직

의 동의가 있으면 혼자서 무인 자율주행차

장인은 평균 2.3회 물리적 출근을 하며,

를 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혼자서 이동하

100% 원격근무를 도입한 회사도 증가하

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놀이 프

고 있는 추세다.

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도심뿐 아니라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

도서 산간 지역 등 전국 모든 곳에서 자율

은 무인 자율주행차 도입이다. 판교, 상암

주행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

과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이동 권리도 확

오던 무인 자율주행차는 이제 전국 단위로

장되고 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 이상의

운행 중이다. 무인 버스, 무인 지하철 등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상 대

대중교통부터 도입된 공공 무인 자율주행

부분을 자율주행차에서 영위하는 사람들도

차는 개인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

늘고 있다. 이처럼 집 없이 차에서만 사는

위로 확장되고 있다. 원격 시스템과 무인

사람들을 ‘드라이빙 노마드족’이라고 부른

자동차의 결합은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모

다.

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즉 이동식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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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24시간 내내, 원하는 장소로 물
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달리는
자동차 안이나 산 정상에서도 배송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과 개인 간의 배송 이용도
늘고 있다. 원격으로 모여 함께 요리를 하
고, 완성된 음식을 실시간으로 참가자에게
배송시켜 나눠 먹는 ‘드론 포트럭 파티’도
유행 중이다. 밤낮으로 하늘 위에 떠 있는
드론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
AI 기반 교통 시스템은 무인 자율주행

었으며, 드론이 내는 윙윙 소리는 도시의

차 도입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 주

친숙한 소음이 되었다. 무인 배송 로봇도

고 있다.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교신하

활용도를 늘려 가고 있는데 드론과 함께

여 최적의 운행을 이끌어내는 AI 기술과

더 빠르고 편리한 배송 문화를 이끌고 있

보행자 및 상대 차량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다.

센싱 기술의 발달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제로 시대를 이끌고 있다. 1인용 이
동수단의 발달은 안전 이동에 대한 필요성
을 더욱 높여 주었고, 전용 도로 신설 및
확충은 이동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사용
이 늘면서 도시는 10년 전보다 환경오염
이 개선되고 있다.
사람의 이동이 개인화를 통해 안전과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물류 이동의 화두는

코로나 이후 안전을 위해 국내용 지역

무인화이다. 드론 기술 발달은 실시간 배

비자가 도입되기도 했다. 모든 지역은 한

송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드

달 방문객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여행객

론이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

이 많은 지역의 경우 미리 비자를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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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지 않으면 방문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데이터 수집을 하며 수집한 데이터는 빠른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숙소 예약보다

속도로 공유된다. 원격 시대가 도래하면서

먼저 지역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체크해

주거지 중심으로 생활 반경이 줄어들고 물

야 한다. 또한 비자를 받아 여행을 하는 경

리적 여행을 대체하는 다양한 가상 경험

우에도 주요 관광지나 번화가의 경우 방문

문화가 들어오면서 개개인의 물리적 이동

객 밀집도를 확인하며 거리 두기 여행을

범위는 축소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개인과

하도록 권고한다. 이제 지도 앱에는 이동

개인을 이어 주는 물류와 정보의 이동은

방법이나 거리 정보뿐 아니라 해당 지역

전에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및 장소의 인구 밀집도가 실시간으로 제공
된다. 국외 여행을 할 때는 일반 여권에 더
해 면역 여권이 필요하다. 감염병 체크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면역 여권은 세계보건기
구가 관리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용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이동
기술 발달로 교통사고 감소, 빠른 배송, 친
환경 교통수단 사용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는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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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동 분야 정책 대안 도출
1. 국민 인식 기반 이동 분야 미래상
미래 시나리오 선호-실현가능성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2030
년 내에 도달하는 미래를 도출하였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미래 사건의 실현가능성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바람과 현실 간 차이를 보았다. 본 연구에 활용된 전문가
집단은 이동수단 전문가 7인, 물류시스템 전문가 2인, 여행 전문가 2인, 교통시스템
및 보안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집단은 미래 사건의 실현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동 분야의 바람과 현실이 비교적 일치하는 부분은 이동범위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동의 빈도와 범위가일시적으로 축소되더라
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았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
로 인해 이동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이동이 되레 증가할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즉, 이
동범위의 축소는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은 이전
과 다른 패턴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혁신적 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 바람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있으며, 국민들이 이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동의 바람
과 현실의 차이는 자율주행의 도입, 친환경교통수단의 도입, AI 기반 교통시스템의 도
입 부분에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차의 경우, 향후 10년 내 완전 상용화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
이었다. 물론 언론과 정부에서 사용하는 ‘상용화’라는 용어와 민간에서 이해하는 ‘상
용화’의 정의를 구분해야 한다. 현재 스마트시티와 같은 시범단지에서 운영하는 무인
자율주행 셔틀은 3년 내에도 도입이 가능하지만, 일반 차량이 무인 자율주행화 되는
것은 향후 30년이 걸려야 겨우 도달할 미래라고 보았다.
친환경 교통수단의 경우, 유럽에서 2030년에 판매되는 차량을 모두 친환경차로 전
환한다고 선언하였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2030년에 전기차 비율이 많아야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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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친환경 교통수단과 무인 자율주행차를 종합해보면, 2030년에 10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은 도입되기 어려우며, 점진적인 연구개발과 안정성 검증이
완료된 후에서야 도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율주행은 완전히 인공지능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첨단운전보조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만연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2030년에 무인차와 유인차는 공존할 것이며, 무인차는 저속 자율주행셔틀의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대부분의 일반 차량은 유인차량으로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이 탑재될 것이다.
AI 기반의 교통시스템은 현재 C-ITS 도입과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단계에
있으나, 2030년까지 도입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보안전문가의 경우, 2030년 내에는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이는 보안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
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국민들이 선호하는 미래사건 중에서, 드론배송만 유일하게 2030년 내에 도달할 미
래로 전망되었으며, 대부분의 선호 사건들은 도달하기 어려운 미래로 점쳐졌다. 반면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미래는 2030년 내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
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비선호 미래사건을 보완하고, 선호 미래사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관련하여, 부품의 가격문제를 해소해
야 하며, 안전성과 규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격의 경우, 라이다 1개의 가
격이 1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라이다의 유지보수가 어렵고 오류 발생 시 문제해
결이 더디다는 한계점이 있다. 보안과 안전성의 경우, 사례가 부족하고 명확한 프로토
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규제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선호와 실현가능성
이 모두 높은 1인용 이동수단의 경우, 제도와 인프라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었다.
요약하자면, 국민들이 선호하는 미래상의 대부분은 2030년까지 실현되기 어려우
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적·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비선호 미래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개선과 교육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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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2. 이동 분야 미래상 관련 정책 현황
가. 이동수단 정책 현황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래 이동수단의 개발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진행되
고 있다. 또한 휴대성이 좋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편화로 개인용 이동수단이 다양화
되는 추세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향후 미래 이동수단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인
퍼스트마일(First-mile)과 라스트마일(Last-mile)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동수단
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이동
수단과 관련된 제도 정비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KPMG가 자율주행 산업 성숙도를 평가한 AVRI(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Index)148)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는 선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퍼스널 모빌리티도 제도 마련과 인프라 정비가 주
요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절에서는 미래 이동수단의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미래 이동수단 관련 정책 및 규제
현황을 살펴본다.

1) 자율주행차 분야 국내외 정책 추진 현황
가) 해외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자금 지원을 포함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혁신을 동
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 안전 기준 마
련, 규제 보완, 관련 법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뤄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148) 자율주행자동차 특허, 관련 투자 정도,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전기 자동차 시장 점유율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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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네바다주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시험 운행을 최초로 합법화한 이후, 지금까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DC 등을 포함한 37개의 주정부에서 자율주
행차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다(박종록·김한해, 2019). 예로, 네바다주의 경우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운전을 합법화하였는데, 시험 주행의 요건으로 500만 달러의 보험 가입
및 3단계 등급의 자율주행을 허가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거리가 급격히 증
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시험 주행 요건으로 차량의 완전
자동화, 완전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인증서 제출, 자율주행차량 운전자에 대한 책임 부
과 등을 법안에 명기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 확산을 이뤄 내기 위한 제도
적 틀을 마련하였다(이상길, 2018).
그리고 미국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부터 매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인
‘Automated Vehicle’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 발표함으로써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
정성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개발 및 상용화하고자 하는 자율주행차량 기술 및 서비스의 안전성 인증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방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을 안전하게 설계, 개발, 테스트 출시할 제조
업체 및 관련 기업들에 초기 규제 체계 및 실행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네 가지 부문의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부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성
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다. 해당 지침은 테스트 단계 차량뿐만 아니라 제작 단계
차량에도 적용되는데, 일반 도로에 자율주행차량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에 따라 차량 안전 평가에는
15가지 항목(데이터 기록 및 공유, 프라이버시, 시스템 안전, 차량 사이버 보안, 인간
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내충격성, 사용자 교육·훈련, 등록 및 인증, 충격 후 조치, 연
방·주·지방자치단체의 법규, 윤리적 고려 사항, 운행 설계 도메인, 객체 및 사안의 감
지·반응, 최소 위험 조건, 검증 방법)이 포함되며, 자율주행차량 제조 업체는 해당 항
목별 준수 사항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것이 권고된다(김지현, 2017).
두 번째 부문은 주 정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다. 해당 부문은 연방과 주정부의
주체 책임을 정의하고 있는데, 각 주 법 및 규정 간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자동차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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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등에 대한 안전규정 마련 및 준수 강행,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에 대한 배상 관리,
자율주행차량의 안정성과 관련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반해 주정
부 역할은 주 내 교통법규 개정 및 시행, 운전자 면허, 주 내 자율주행차량 등록 및
관리, 자율주행차량 관련 안전검사 시행 및 인증 지원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 부문은 규제 방안에 관한 것인데 자율주행차량 제조 업체들의 신기술 개발
기준의 개정 및 제정, 위험 발생에 대한 제재 등을 포함한다.
네 번째 부문은 사전 시장 테스트와 안전보장 및 사전 승인 권한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연방정부는 해당 정책 가이드라인을 매년 업데이트함
으로써 자율주행의 안전 최우선,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 파일럿 프로그램 운용을
통한 잠재적 위험 대응 등을 포함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Automated Vehicle 4.0’에서는 자율주행차 기술 진흥을 위한 첨단 제조, 인공지능,
STEM 교육 및 인력 양성, 기초연구과제 확대, 관련 인프라, 규제, 세제, 지적재산권,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백장균, 2020; 김지현, 2017).

<표 4-14> 미국 연방정부 단위 AV 정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분
기본 원칙
자율주행 기술 개발
관련 정책 지원
자율주행 관련
연방정부 투자 분야

주요 내용
사용자와 지역사회 보호, 효율적 자율주행차 시장 조성, 주정부-연방정부 간 협업
및 정보 교환 촉진
첨단 제조 기술,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등 프론티어 기술 개발 지원
STEM 교육 및 인력 양성 강조
ICT 제품 및 서비스 등 가치사슬(Value-chain) 내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
기초연구, 보안 및 사이버보안, 교통 시스템 인프라, 대국민 홍보 등

자료: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를 활용한 백장균(2020)에서 재인용.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럽교통안전위원회(European Transport Safety
Council,

ETSC),

유럽도로교통연구자문위원회(European

Road

Transport

Research Advisory Council, ERTRAC)가 중심이 되어 기술 개발 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ERTRAC는 기술 개발 로드맵(Automated Driving Roadmap)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추격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량 관련 규제
및 법·제도 정비와 신기술 및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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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계가 향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인 ‘GEAR 2030’ 이니셔티브 내,
자율주행차량 기술 개발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완전 자율주행화 실현을 로드
맵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을 하나의 분야로 제한하여 바
라보지 않고 승용차, 화물 수송 수단, 도심 이동수단 등 개별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자율주행차량 기술 개발을 하
는 데 있어 지향점을 안전, 효율성 및 친환경, 편안함, 사회적 수용성, 접근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EU 내 회원국들의 자율주행차량 안전기준을 통일하여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인 탑승자 보호(정면 충돌 및 측면 충돌 검
사 등 충돌에 대한 평가), 어린이 탑승자 보호(유아 및 어린이에게 적합한 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평가), 보행자 보호(주행 중 충돌 가능성이 있는 보행자의 안전도
평가), 안전 보조 장비(운전 보조 및 충돌 회피 기술 평가 및 운전자 보조 기술에 대한
평가 등) 부문으로 구분하여 안전등급 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모든 신
형 자율주행주행차량은 주요 부문별 안전 평가 항목을 준수해야 함을 제시한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판하기 전 안전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제를 입법화하고
자 추진하고 있으며, 완성차 제조 업체에 차량 설계의 다양성 허가 및 비전통적 차량
설계 테스트를 허가하는 제한적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2018). 더불
어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부문별 협력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그림 4-38] 참조). 또한 C-ROADS 플랫폼을 구성하여 국가
간 서비스 및 플랫폼 운용상 호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C-ITS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였다. 해당 플랫폼을 바탕으로 유럽 내 여러 국경을
가로지르는 범용 C-ITS 활용 확대를 위해 공동의 기술적 요건 및 상호 운용 보장 원
칙 등을 포함한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는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실증 실험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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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유럽연합 내 자율주행 기술 개발 프로젝트 현황도

자료: ERTRAC(2019).

일본의 경우에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운행 허용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시행 중이다. 2019년 3월 일반도로에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주
행 허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운행과
관련한 안전 의무 및 대책을 추가하였다. 특히 고도화된 완전자율주행 기술 도래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 정의, 교통규칙, 사고 시 책임, 안전기준 등을 포함
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전 시험 주행을 통한 안전 입증 후 도로
주행 가능, 사이버 보안 강화, 차량 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 공유, 데이터 기록 및
공유, 배상 능력을 확보하도록 자율주행차량 제조 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자율주행 산업의 확대를 위해 2014년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로드맵
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단계(2014~2018년)에서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 동적 지도, 보안, 시뮬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등
11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2단계(2018~2022년)에서는 개발된
결과물을 공용도로와 공공운송에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박종록·김한해, 2019). 이처럼 일본 정부 역시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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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 단계별 제도 정비 및 기술 개발 지원을 이뤄 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이소양, 2019).

나)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여 2027년 완전자율
주행(레벨 4)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 레벨
3 자율주행차량을 출시하고 2024년에 레벨 4를 일부 구간에 상용화하며, 2027년에
레벨 4를 전국 주요 도로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2018년
발표한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에서는 ICT가 융합된 자율주행차의 발
전 단계를 고려하여 운전 주체, 차량 장치, 운행, 인프라의 4대 영역에 대해 30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에 따라 운전 주체를 ‘사람’에
서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주행 관련 안전기준 및 규제 장치 마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시화 및 상황별 보험 규정·책임성 소재 재정비, 자율주행차량 운행 시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허용 범위 등 영역 내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규제 정비를 이뤄 내고
자 노력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20년까지 완료하는, 부분 자율주행(레벨 2) 상용화
및 조건부 자율주행(레벨 3) 기반 마련을 위한 단기 규제 추진 과제와 조건부 자율주
행(레벨 3) 상용화 및 고도 자율주행(레벨 4) 기반 마련을 위한 중기 과제(2021
년~2025년), 고도 자율주행(레벨 4) 상용화 및 완전 자율주행(레벨 5) 기반 마련을
위한 장기 과제(2026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 및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기술 및 신제도
의 사회 수용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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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자료: 국무조정실(2018. 11. 8.)

2019년 발표된 ‘미래차 산업 신속 전환을 위한 3대 전략’에서는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비 시기를 단축함으로써 자율주행 제도 및 인프라(통
신시설, 정밀 지도, 교통 관제 및 도로)를 세계 최초로 완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
다. 그에 따라 국제 표준 등을 고려하여 무선통신 방식을 결정하고 전국 주요 도로에
차량통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3차원 도로지도를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걸쳐 구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
행차량 생산, 해당 차량의 운행을 위한 안정성 및 주요 기술적 성능 검증 체계, 보험
체계 및 사고 시 책임성 소재 관련 기준 정립 등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주도의 자율 셔틀, 자율 택시 등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규제특례(예: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차법 등)를 적극 활용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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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시범 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까
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확대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및 도로교통 운행상
효율성 증대 및 친환경성 증대 등의 목표 달성을 이뤄 내고자 한다. 특히 2019년 4월
에 통과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 자율주행 관련
정의 세분화, 2) 정책 추진 체계 정비, 3) 안전운행 여건 정비, 4) 시범운행지구 도입,
5) 인프라 구축 및 관리, 6)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미래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
을 뒷받침하는 주요 지원 인프라 형성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1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부분 자율주행차(레벨 3) 안전기
준을 제정하여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표 4-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 여부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과 완전

관련 정의 세분화

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안전운행 여건
정비
시험운행지구
도입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 물류 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 협력 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 관리․투자하여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더욱 확대하도록 한다.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한다.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 협력 시스템․정밀 도로 지도를 구축하며,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 도로 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 물류 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 물류와
관련된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을 지원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4.5.)를 활용하여 연구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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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스널 모빌리티 정책 동향
가) 해외 주요국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정책 추진 현황149)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정책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같은 제도
적 보완 정책과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각국의 접근 방식은 상이하다. 각 국가 및 도시의
교통 시스템 현황이나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크게는 법적으로 허가된 제품
에 한정하여 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및 반대로 전면적 혹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로 구분 가능하다. 먼저 허용하는 국가들은 싱가포르, 미국 일부 주, 호주 퀸즐랜
드주 등은 도로교통법을 통해, 독일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퍼스널 모빌리티의
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 일본, 중국, 호주 등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도
로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가별 현황은 <표 4-16>와 같다.
<표 4-16> 국가별 퍼스널 모빌리티 통행 방법
국가
영국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호주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통행 방법
일부 소형 이륜차 등은 도로 이용 불가
소유주 허가를 받은 사유지에서 사용 가능
차도·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장애인은 보도 이용 가능
도로 이용 불가
차도·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장애인에 한하여 보도 이용 가능
일정 기준 이하의 경우, 차도·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
(퀸즐랜드) 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
(노던 준주) 공유 경로 이용 가능
(그 외) 도로 이용 불가
(워싱턴) 차도·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전동킥보드는 보도 이용 불가)
(뉴욕) 차도·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
(캘리포니아) 차도·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
(그 외) 차도 이용 가능
차도·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
도로 이용 불가
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

자료: 도로교통공단(2015), 「교통수단의 구분 및 관리에 대한 도로교통법령 개정방안 연구」와 한국교통연구원(2017) 「스
마트모빌리티 브리프」를 인용한 유경상 외(2018)를 재인용
149) 유경상 외(2018).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대응방향」을 포괄적으로 인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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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4-17>은 국가별 퍼스널 모빌리티의 성능 규제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조
사한 결과이다.
<표 4-17> 국가별 퍼스널 모빌리티 성능 규제 및 안전 요구 사항
국가

성능 규제

스위스

총중량: 200kg 이하

엔진출력: 2kw 이하
최고속도: 20km/h(전기), 25km/h(페달)

안전 요구 사항
등록 : 차량후면 이륜자동차 통제표지
보험 : 이륜자동차용 보험
최소연령 : 16세
안전모 : 의무아님
제동 장치: 감속도 3m/s2, 주차 브레이크

스웨덴

모터 출력: 1㎾ 이하

등화 장치: 적색후미등, 백/황 전조등

규격: 75cm x 160cm

기타 장치: 경적 장치, 조향 장치
개인 안전 장구: 헬멧 착용

모터 출력: 4㎾ 이하
속도:
네덜란드

- (도시 내) 차로 45km/h, 자전거도로:

등화 장치: 반사경, 전조등

30km/h
- (외곽) 차로 45km/h, 자전거도로 40km/h
제동 장치: 조정기 및 속도, 제한기(감속도
독일

프랑스

호주

규격: 폭 70cm

속도: 25km/h 이하(보도 이용 시 6km/h
이하)
-

3.5m/s2 필수)
등화 장치: 후미등, 전조등
기타 장치: 경음기
등화 장치: (자전거도로) 조명 장치
개인 안전 장구: (자전거도로) 안전모, 조끼
등화 장치: 후미등, 전조등
기타 장치: 경음기
개인 안전 장구: 자전거 안전모

모터 출력: (1휠) 0.75㎾, (2휠) 2㎾
미국

속도: 32km/h 이하

개인 안전 장구: 안전모

속도: (차도) 48km/h 이하, (보도/자전거도로)

기타 장치: 경음기

8km/h 이하
무게: 20kg 이하
싱가포르

속도: (도로/자전거도로) 25km/h, (보도)
15km/h

등화 장치: 적색후미등, 백색전조등

규격: 폭 70cm
모터 출력: (이륜) 1㎾, (기타) 0.6㎾
일본

속도: 10km/h 이하

-

규격: 70cm*150cm
자료: 도로교통공단(2015), 「교통수단의 구분 및 관리에 대한 도로교통법령 개정방안 연구」를 인용한 유경상 외(2018)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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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제도 마련과 동시에 퍼스널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전용도로
마련 등 인프라 구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시카고의 경우 버스, 전철과 같
은 전통적 대중교통수단과 공유 자전거 서비스 및 인도 안전화 정책을 통한 통합적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시카고는 바이크 시카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시카고 전역에 645마일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고도화 및 확장하여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네트워크 내에 6,000대의 공공 자전거
를 배치하여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4-40] 바이크 시카고 남부 네트워크

자료: Department of Transportation(2020), Chicago Streets for Cycling Plan 2020, p. 35.

나) 국내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정책 추진 현황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반드시 집고 넘어가
야 할 제도적 이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
된 퍼스널 모빌리티 중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전기자전거 중 PAS 형태는 자전거로,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자동차의 하나로 규정이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그 외 전동킥보
드, 전동휠,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은 명시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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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체계상 그 외 퍼스널 모빌리티와 연관된 법률은 크게 「도로교통법」, 「자동
차관리법」,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은 제
2조 제17항에 따라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차와 우마로 구분하고 있으며,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대
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들은 동법 제2조 제19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150)에 속한
다. 이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들은 현행법상 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경우 차도로 통행
해야 하며,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법 제
80조에 의거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을 위해선 제2종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동
법 제82조에 따라 16세 이상인 사람만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을 위해선 16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과 면허 취득이
라는 요건 제한이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동법 제50조에 의해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
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규모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그에 대한 사용 신고, 번호
판 부착, 안전기준 충족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
륜자동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법 제6장에 의거해 최고속도가 25km 미만인 이륜자
동차는 사용 신고, 번호판 부착, 안전기준 충족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동차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륜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에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있
어,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인 대부분의 개인교통수단은 명시적 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인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동법 제15조 제3항은 ‘안
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기준 제2조 제2항의 부속서
에는 생활용품별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퍼스널 모빌리티는 부속서 72(전동보

150)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
동차나 원동기를 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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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부속서 40(이륜자전거)에 명시되어 있다.
<표 4-18> 안전 확인 안전기준 부속서에 따른 퍼스널 모빌리티의 정의
구분

정의
20㎏을 초과하는 탑승자 혼자의 힘이나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스케이트보드

가속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수레와 바퀴가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연결 갑판으로 구성된 놀이기구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2개 이상의

전동킥보드

바퀴를 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고 붙잡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핸들이 있으며 좌석이 없고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는
이동기구

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세그웨이)

자기평형장치(자이로스코프) 및 전기모터로 구동되며 각 측면에
바퀴가 있고 그 사이에 발판 및 핸들이 있어 입식 자세로 탑승하여
핸들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동기구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자기평형 능력을

전동보드류

이용한 개인이동수단으로 내장된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차체의
자세 상태를 판단하고 제품의 운동 상태를 제어하는 손잡이 없이
바퀴 및 발판으로 구성된 이동기구

이륜자전거

전기자전거

반드시 페달 주행 기능이 있으며 전기모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및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자료: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0」,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를 활용하여 연구진 정리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제조 업자 또는 수입 업자는 모델별
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을 받아야 한다. 주요 안전 사항 항목은 겉모양, 내부 배선, 구조 등이며 주요 성능확
인 항목은 최고속도, 1회 충전 주행 거리, 제동 성능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의 안장이 부착된 전동킥보드와 같이 정의에 부합
하지 않는 제품들은 안전 확인 대상 제품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안전 확인 대상 제품
은 교통수단으로서 도로에서 운행을 위한 주행 안전기준에 대한 인증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닌 제품 자체의 성능이나 화재 위험성 등의 안전에 대한 인증만을 의미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향 장치, 등화 장치, 제동 장치, 음향 장치 등 기본적인
주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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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현행 법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자
전거와 같이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하여 그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수준의 운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과, 교통수단으로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20대
국회에서 기존 법률의 개정151)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특히 2020년 4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에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로드맵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안전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을 위
한 법적 근거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4건이 제시되었다. 먼저 「개인
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 PM법)」의 제정이다. 해외 선진국
들은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도로 지침이나 속도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
면, 우리나라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법규가 미비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안에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포함시켰으며, 2020년 12월 10일부로
시행하였다. 이 법에는 운행도로와 이용자 제한 규정(만 13세 이상) 등을 포함하였으
나 면허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용자 규정에 대
한 염려가 확산되어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업체들에서는 연령 제한과 면허 관련 규정
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에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본회의
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실증 및 운행 방법 규정을 위하여
2021년까지 실증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 방법에 대한 법·제도 정비 및 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안전관리 확대 차원에
서 기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5종의 제품에 대해서만 진행되던 안전관리를 25km/h
이하로 달리는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안전확인

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안 제2004167호,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안 제2007273호, 이
찬열 의원 대표발의안 제201850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안 제2007267호,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안 제201850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
의안 제2014583호,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안 제2016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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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를 개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급속히 성
장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표준산업
분류 색인에 ‘PM 임대/공유’를 포함하고자 한다. 현재는 퍼스널 모빌리티 임대업이
표준산업분류 색인에 포함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산업분류가 어렵고, 관련 산업 통계
구축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2025년까지 ‘기타 운송장비임대업(76190)’ 색인에
PM 임대업을 포함하고자 한다.

나. 물류 정책 현황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물류 시스템과 무인 배송으로의 전환은 글로벌 기
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관련 기술력은 뒤처져
있다.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및 SW는 일본, 독일 및 미국에 의존하며, 로봇산업
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취약하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드론의 경우 기술력(세계 최
고 대비 65% 수준)과 가격 경쟁력 모두 부족하고, 대다수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R&D 투자에도 소극적이다.152) 이 절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내 정책, 규제 현황을 살펴보자.

1)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국내 정책 현황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해·공 물류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서 국내 물류
의 종합적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 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 물류 정책의 기본 방향을 5년마
다 수립하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가장 최근(2015년)에 확정된 「(3차) 국
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16~’25)」에 따르면, 디지털·스마트 물류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서는 4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미래 대응형 스마
트 물류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제시하였다. <표 4-19>은 이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IoT, AI, 로봇 및 드론 등
1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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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첨단 수송, 스마트 물류센터 및 항만 자동화 등 차세대 첨단 물류 기술 개발
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한 스마트 컨테이너, 친환경 화물차 등 스마트 물류 기술 개
발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개별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육·해·공 물류 거
점 정보망에 대한 통합망을 구축하고, 국제적으로도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 간 연계
추진 글로벌화를 통해 ICT 기반의 스마트 물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물류 기술 발굴 및 표준 체계 확립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물류기술표준
인증센터’ 건립을 제안하였다.

<표 4-19> 미래 대응형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 및 확산
추진 과제
첨단 물류 기술 개발 및 보급

세부 과제
첨단 물류시설 및 기술의 개발, 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
차세대 물류 기술 선점을 위한 미래형 물 류기술 개발

ICT 기반의 스마트

육·해·공 물류 거점 통합 정보 인프라 및 국제적 연계망 구축

물류정보화 사업 추진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물류 통계 관리 체계 구축

자료: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2016).「(3차) 국가물류기본계획수정계획(’16~’25)」

「(3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16~’25)」에서 물류 정책 방향이 공유 지향의
융복합 물류로의 전환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과 관
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까지 수출 전 과정(조
달-통관-물류-결제)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대책의 일환 중 하나로 발표되었으며, [그림 4-41]과 같이 3대 추진 전략과 7대
정책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분산된 무역 정보, 무역금융 등을 통합하
는 수출 지원 서비스의 디지털화, 2) 계약-통관-물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과 3)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수출
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물류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
하였다. 이 방안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과 택배와 같은 생활물류 확대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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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목표로 하며, 주요 골자는 크게 1)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 지원 체계 혁신, 2) 물류 인프라 확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성장 기반 혁신과 3) 화물 운송 시장의 고질적 병폐
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질서 혁신으로 나뉜다. 이 중 첨단기술 투자 강화가 디지털 물
류 시스템과 관련이 있으며, 자율주행 화물차·IoT를 활용한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
기술 등 물류 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 원 투자를 계획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운·항만 물류 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3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16~’25)」과 2016년 「(3차) 전국항만기본
계획 수정계획(’16~’20)」에서 미래형 스마트 항만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바탕
으로 2017년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4차산업혁명 대응 계획｣에서 물류
최적화 항만 기술 추진과 스마트 항만을 주요 과제로 포함시키고, 2019년에 해양수산
분야 혁신 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해운·항
만, 수산, 해양공간(환경·재해·안전) 등 3대 분야에 빅데이터, IoT, AI 기반 4차 산업
혁명 기술 적용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해운·항만 분야에서 해상 운송 체계 지능화
및 물류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1)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스마트 해
상 물류 실현, 2) 물류 장비·시설 공유 플랫폼, 스마트 컨테이너 등 물류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3) 고정밀 위치 정보 등 초연결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제
를 제시하였다. [그림 4-42]에서처럼 무인화, 자동화 및 지능화 해상 물류 시스템 구
축을 위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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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9), p. 4.

[그림 4-42] 스마트 해상 물류

자료: 해양수산부(2019),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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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에서 경기부양과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의 기회로 활용
하기 위헤 2020년 5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표 4-20> 참조) 중 하나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이 포함되
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1) 스마트 물류센터와 같은 첨단
물류시설 확충과 2) 로봇, IoT 등 물류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중심으로
한다. 이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대면화 디지털화 전략 중 하나로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물류 효율성 증대 및 비용 감소를 위해 영세 물류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활용해 물류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마트물류법(「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입법되었다. 물류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4-20>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10대 중점 과제
1) 데이터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 인프라 강화
2) 금융·의료 등 6대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3) 5G 인프라 조기 구축
4) 5G+ 융복합 사업 촉진
5)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6) AI 융합 전산업 확산
7)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8)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정망 강화
9) 노후 국가 기반 시설 디지털화
10)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자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2020).

2) 무인 배송 분야 국내 정책 현황
가) 드론
드론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의지가 강하다. 이와 관련해 2017년 12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단계별 계획(로드맵)」과 「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관련 계획과 법률은 크게 1) 기술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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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드론산업 발전은 항공기와의 공역 구분, 드론
테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
다. 각 법률과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드
론산업 육성을 목표로 2017년에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17~2026)을 발표하
였다. 세부 목표는 2026년까지 시장 규모 4조 4,000억 원으로 드론산업을 키우
고, 세계 5위권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5만 3천 대의 사업용 드론을 상용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사업용 중심의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2) 공공 수요
기반으로 운영시장 육성, 3)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운영 환경 구축 및 4)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이라는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다.
-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재된 드론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드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4월 드론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
별법(약칭 드론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
은 드론 정의(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 정부 연
구·개발 사업 추진 및 지원, 창업 활성화 지원, 안전성 인증·비행 승인 등 생략되
는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및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명문화
하고 있다. 아울러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단계별 계획」: 이 계획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새로
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돼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를 통한 드론산업
발전 견인을 목표로 한다. 기존 산업 틀에서 형성된 규제 속에서 새로운 규제이슈
가 대두됨에 따라 드론 기술 발전 전개 양상을 예측하고 선제적·지속적으로 제도
적 기반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이 계획에서는 예상 가능한 규제 이슈로 총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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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굴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영역의 규제 이슈
19건과 드론 활용도가 높은 시설 점검, 교통경찰 등의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 관련 규제이슈 16건을 각각 발굴하였다. 이 중 드론을 활용한 배송의 경우에
는 시설 점검 및 교통경찰과 같은 단순 임무 수행(1단계), 인공 강우 및 산림조사
와 같은 고기능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과 시스템이 구축(2단계), 그 이후의 드
론 고도화 단계(3단계)인 2025년부터(도서 지역은 202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관련 규제 이슈는 우선 2020년에 도서 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 및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에 드론 활용이 가능토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4년에 밀집 지역 특성에 맞는 배송 및 설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약품 운송 기반을 위해 단계적으로 세부 기준 및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기술 발전 양상과 환경 변화를 고려해 2022년에 재설계할 예정이다.

- 「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2월에 드론 관련 기술 개발에 2020년 269억 원 투자를 목표로 「2020년도 무
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투자 규모는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규모로, 드론 관련 혁신적 원천 기술 확보와 5G를 활용한 드론 서비스
모델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나) 자율주행 배송 로봇 및 차량·선박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3월 발표한 「로봇산업 발전 방안」에서 물류 분야를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향후 부산, 세종 등 스마
트시티를 대상으로 배송 로봇 실증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성
을 시험·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배송 로봇은 규제샌드박스 검토 대상이다. 다시 말해,
기업이 배송 로봇의 안정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서 기존 규제(현행 도로교통법과 보
행안전법에 따르면, 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샌드박스 특
례가 가능하다. 실제로 2019년 12월에 서비스 로봇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
로보티즈는 로봇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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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특례에 선정되었다.153)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 보도에서 배달, 배송 등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 시험이 이뤄지며, 로봇 기술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확보가 가
능하다. 실증 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단계별 확대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성숙도를 평가한 2019 KPMG AVRI(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Index)154)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경쟁력은 세계
7위 수준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삼정 KPMG, 2020). 하지만
선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부분 자율 수준에서 2035년 완전 자율을 목표로 2018년 「자
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2020년 5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상
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5년 「(3차) 국가물류기본
계획 수정계획(’16~’25)」에서 자율운항 선박 설계, 핵심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상용
화, 표준화 등을 위한 종합 R&D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9년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에서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을 해양수산부와 산
업통상자원부가 함께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2025년까지 자율
운항 선박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여행 정책 현황
1) 코로나19의 관광 분야 영향
코로나 이전 전 세계 국가의 관광객 수는 2000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세계
관광기구(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가 2018년 발

153) 로봇기술(2020. 2. 3). 「[Monthly Focus Interview ①] (주)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로봇 상용화 가능성 열어,
로봇기술」. http://robotzine.co.kr/entry/249045(검색일: 2020. 12. 15.)
154) 자율주행자동차 특허, 관련 투자 정도,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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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9억 4만 회에 달했던 전 세계 관광객의 방문 횟수
(도착지 기준)는 10년 동안 약 40% 증가해 2020년 14억 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
다. 세계관광기구는 이러한 성장 속도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전 세계 관광객의
방문 횟수가 18억 회에 도달하여 글로벌 관광 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여행 및 관광 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각국의 격리 정책과 국경 폐쇄
기간에 따라 올해 전 세계 관광객이 2019년에 비해 58%에서 78%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UNWTO, 2020).155)
[그림 4-43] 1950~2030년 전 세계 관광객 동향 및 예측

자료: UNWTO(2013), 「Tourism highlights 2013」. p.14

이에 따라 한국을 찾는 국제 관광객 수도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를 찾은 외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78% 하락한 220만 명에 그쳤고, 해

155) UNWTO(2020), 「IMPACT ASSESSMENT OF THE COVID-19 OUTBREAK ON INTERNATIONAL TOU
RISM」, https://www.unwto.org/impact-assessment-of-the-covid-19-outbreak-on-international-t
ourism(검색일: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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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를 방문한 국내 관광객 수도 78% 감소한 389만 명에 그쳤다. 이는 한국관광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최저치이다.
[그림 4-44] 외래 관광객 및 국민 해외 관광객 월별 동향

자료: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156)

세계관광기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관광객 수 회복과 관련하여 V자형의 급격한
회복을 가정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도 2023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며,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
정할 경우 2.5년 후인 2023년 중반에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함께 발표한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4년 후인 2024년 말에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V자형의 급격한 회복을 가
정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각 국가의 봉쇄와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 등의 점진적인 해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전망을 종합해 보면 전 세계 관광 산업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는 앞으로도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56)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외래관광객 및 국민 해외관광객 월별 동향」,
https://kto.visitkorea.or.kr/kor.kto#(검색일: 2020. 10. 17.)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동 295

[그림 4-45] 2020년 이후 전 세계 관광객 수 회복 시나리오

자료: 정승(2020). p.10

이처럼 코로나19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 분야에서는 코로나에 따라 촉발
될 관광의 트렌드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2015년부터 매년 국내 여행 트렌드
를 발표해 온 컨슈머 트렌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여행의 소비 심리, 형태, 기간,
이동수단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4-21>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여행 키워드 비교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여행 소비 심리

소확행

절제의 생활화

생활의 중심

집 안-집 밖 균형

집 안

주요 동반자

가족, 친구, 혼행

혼행, 스마트폰

여행의 가치

자기 만족

위험 회피

여행의 모습

일상화/여가화

급속한 일상화/여가화

여행 기간

단기간/당일 여행 증가

초단기-장기 칩거형 양극화

이동수단의 선택

승용차 외 열차/택시 이용 증가

승용차 선호, 차종 다양화

여행 먹거리

식도락, 매식

맛보다 청결 중시, 매식 기피

보건과 숙박

호텔 선호

숙박 기피

여행 산업 전략

외지인 중심 연계-체류형

현지인의 ‘지금-여기’ 중심 소비

자료: 컨슈머인사이트(2020)157)

157) 컨슈머인사이트(2020), 「국내 여행 트렌드 예측; 비포코로나 VS 애프터코로나」,
http://www.consumerinsight.co.kr/travel/report_view.aspx?idx=3102(검색일: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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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국내 여행 트렌드 예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은
형태와 유형이 다변화되고 소그룹화 되는 추세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위생과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여행 스타일 역시 안전
과 위생을 중시하고 위험도가 낮은 단기 여행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 교
류가 적은 곳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한 곳에서 풍부한 경험을 하는 칩거형 여행 등이
활성화되어 여행 기간의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숙박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제공 형태의 유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을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여행을 위해 사용하는 이동수단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중교통의 사용률이 줄어들고, 승용차와 같은 개
인이동수단을 통한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행의 유형도 기존 단체
관광과 같이 관광버스 등 대규모 이동수단을 통해 다수가 함께하는 여행보다는 개인
또는 소그룹 형태의 여행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기준이 안전과 위생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여행의 형태와 수요가 다변화되고, 느린 관광(slow tourism)과 스마트 관광(smart
tourism)의 형태가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경은, 2020). 관광객들이 여러
장소로의 이동을 선호하지 않으면서 여행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지인, 장기 체류, 풍부한 경험 제공 등에 중점을
둔 관광 상품이 새롭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경은, 2020). 이와 더불어 기존 사
회적 거리 두기의 결과로 방문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활용한 관광지 혼잡
도 관리와 같은 스마트 관광의 형태도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내외 관광 분야 정책 현황158)
코로나19로 유발된 변화 속에서 국내외 정부는 관광 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과 소비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공항
보조금, 회복과 연대 예산안 등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현금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 제공,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 비현금성 지원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이훈,
158) 이훈(2020), 「Covid-19 Pandemic, 관광 여행의 변화와 대안」 발표 자료를 포괄적으로 인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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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먼저 독일은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
다. 독일 연방정부 관광청은 ‘Corona-Navigator’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광역량센터
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독일 관광청은 사이트를 통해 관광 부문의 정부 지원 방안,
최신 뉴스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역량 클라우드’를 개설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약 1조 6천억 엔 규모의 일본 관광 수요 환기 대책
을 마련하여 대규모 현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크게 여행, 음식점, 엔터테
인먼트, 숙박 등의 분야에서 현금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Go To Travel”, “Go To Eat”, “Go To Event”, “Go To 상점가”를 캐치프
레이즈로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여행 상품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행 상품 구입 시 숙박, 지역특
산품, 식음료, 시설 이용 등에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에게 최대 천 엔
의 포인트를 제공하여 이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의 할인혜택이
있는 프리미엄 식사권도 제공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티켓 구입자에게
20%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홍보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항 및 관광보조금(AIRPORT AND TOURISM GRANTS)’ 정책을
통해 관광 산업 타격 완화와 공항 운영 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공항 유지 목적으로 10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제공하는 한편, 50억 달러의 보조금
을 관광 분야에 제공하였다.
호주는 남호주(South Australia) 관광위원회를 개최하여 570만 달러 규모의 종합
적인 관광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남호주 관광청은 디지털 교육 프로그
램을 마련하여 온라인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 지원과
지역 자금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회복, 반등 프로젝트와 정신건강 관련 지원
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기업 지원 정책으로 금융, 고용, 세정, 대출 보증, 경영 분야

298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는 한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 지원을 위해 특별융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4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무담보 형태의 특별융자로 1,000억 원, 일반융자 형태로 5,250억 원, 융자지원금 상
환 유예 형태로 2,000억 원을 지원하였다. 고용 지원 정책으로는 고용 유지 지원금과
4대 보험 납부 유예 및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정
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에 약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세정
지원 정책으로는 내국세와 지방세, 관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증 지
원 정책으로 우대 보증 및 대출 보증 기한 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피해 기업 특례 및 우대 보증을 통해 담보가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
는 피해 소상공인과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기타 경영 지원 정책으로는 지원센
터를 통해 코로나19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 등급 평가 심사 등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은 신청 절차와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실행할 인력이 부족하여 집행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이와 더불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할인 혜택 등으로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정책 브리핑을 통해 ‘안전여행캠페인’
을 슬로건으로 광고와 이벤트, 여행지 추천 등의 홍보 정책을 통해 여행 수요를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책브리핑, 2020. 10. 21.). 구체적으로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
와 함께 비대면 관광지를 100곳 선정하여 사전 예약을 통해 인원을 제한하고, 기존에
인파가 많지 않은 야외 관광지를 발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통신과 교통, 신
용카드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혼잡도가 높지 않은 개인별 맞춤 여행지를 추천해
주는 여행 예보 서비스와 관광지의 혼잡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라. 교통 시스템 정책 현황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기존 교통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과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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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하여, 수집한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시설을 상황에 따라 원
격으로 제어하면서 교통 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 편의성을 증대하는 기술이다. 이는
원활한 교통을 위한 능동형 신호 체계 개선을 비롯하여 보행자 및 교통 취약계층을 위
한 약자 보호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수반한다.159) 더불어 자율주행차의 기
술 발전에 따라 기반 인프라인 지능형 교통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C-ITS 도입에 필요한 어젠다
발굴과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인 ‘차량-도로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해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
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김광호, 2016). 이 절에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와 관련
된 해외 국가와 국내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외 정책 현황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V2X(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조순기, 2015). 미국은 국
토 면적이 넓고 도로망에 인프라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차량 간 서비스인
(Vehicle-to-vehicle, V2V) 무선통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현
재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C-ITS 프로젝트들은 크게 미국 교통부가 추진한 정책과 폭스
바겐·도요타·제너럴모터스(GM)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
엄인 CAMP를 통해 진행된 VSC(Vehicle Safety Communication) 프로젝트로 구
분된다. 미국의 경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V2V 서비스 연구·개발과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민간 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CAMP(Crash Avoidance Metrics Partnership)는 미국 교통국과 협력하여 VSC 관
련 표준인 ‘보안 인증 관리 시스템(Security Credential Management System,
SCMS)’ 규격을 제정하기도 하였다.160)
159) 전자신문(2020.08.21.). 「단순 교통정보수집에서 진화한 C-ITS」, https://m.etnews.com/20200821000186
(2020.10.26. 접속)
160) KIPOST(2018. 1. 30.), 「[자율주행, 틈새를 찾아서③]이제 시작이다, 대차량통신(V2X)」,
https://www.kipost.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2(검색일: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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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대차량 통신(V2X) 개념도

자료: KIPOST(2018. 1. 30.), 퀄컴블로그에서 재인용.

현재까지 진행된 미국의 관련 프로젝트는 정책 방향 설정과 실증 사업, 사업화 단계
까지 장기간에 거쳐 체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다. 미국 교통국은 2003년부
터 ITS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소규모 실
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실증 도로 실증단지 프로
젝트를 통해 운전자의 효용성을 확인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조순기, 2015). 이와 동시에 민간 컨소시엄과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년
의 기간 동안 서비스 개발 단계를 거쳐 7대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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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미국의 C-ITS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
프로젝트
VII,
IntelliDrive
CICAS

성격

시행 시기

특징
∙차량 충돌 사고 분석 및 회피를 위한 V2V 및 V2I 서비스

’03-’10년

∙차량 단말 보급을 위한 의무 장착 추진 정책 검토

콘셉트
검증,
정책 방향

발굴과 우선 추진이 서비스 후보 발굴(8가지 애플리케이션)
∙CICAS(2006-2012): 교차로에서의 협력형 경고 서비스

수립

Connected

대규모 실증

Vehicle

단지

Safety Pilot

(실증 단계)

중심
∙운전자 클리닉: 100명 운전자, 전국 6개 사이트, V2X 서비스
’11-’13년

117km 실도로 구간, 단말 2,836대, 노변 장치 29개소

∙V2X 무선통신과 GPS 정보를 이용한 차량 중심 서비스 개발

CAMP
VSC

중심의

VSC-A

서비스 개발

VSC3

운전자 반응 및 악영향 분석, 70% 운전자 효용성 확인
∙Model Deployment(실도로 실증): 미시간 앤아버시 총연장

∙VSC(2002-2004): CAMP 7개 OEM사의 콘셉트 검증,
’02-’14년

(콘셉트

메시지 규격 마련, 서비스 발굴
∙VSC-A(2006-2011): CAMP 7개 OEM사의 7개 주요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시연(2008년 뉴욕)

검증→실증)

∙VSC3(2010-2014): Safety Pilot과 병행
∙2단계로 나누어 사업화 방안 및 자원 도시의 사업화 추진
- 1단계: 2015-2017년
- 2단계: 2017-2020년

CV Pilot

사업화 준비

project

(Pilot)

∙미연방도로관리청(FHWA) 등 인프라 담당 기관 등의
’14-’20년

사업화를 위한 확산 작업
∙대중교통, 에너지 절감, 이동성 향상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FHWA는 2015년 2월 미국 내 13개 도시의 실시간 소통
정보를 제공하는 ICM 시스템 확대 구축에 260만 달러(약
28억 7천만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자료: 조순기(2015), p. 52.

이와 더불어 미국은 교통 정체, 안전, 환경 보호 등의 교통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스마트 시티 첼린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대상 도
시로 콜럼버스를 선정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 콜럼버스의 주요 사업
으로는 교통 네트워크 구축, 와이파이(Wi-Fi) 스마트 신호등 설치, 지불수단 통합 시
스템 구축 사업 등 인프라 정비 및 일원화 정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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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미국 스마트 콜롬버스 사업 내용

자료: 삼정 KPMG(2020), p. 33.

유럽의 경우 다수의 국가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통한 국가 간 왕래가 많은
특징이 있다. 이에 유럽은 국가 간 통합된 IT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EU 차원의 ITS
관련 연구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유럽은 2010년 ITS 시스템 규제 프레임워크로서
‘ITS Directive’를 채택하고, 유럽 ITS 위원회와 유럽 ITS 자문그룹을 조직하여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왔다(정아름, 2018). 이후 보다 통합적인 C-ITS 추진
전략을 위해 자동차 제조 업체, 이동통신 사업자 등 민간 기업이 포함된 C-ITS 플랫
폼을 구성하여 기술과 표준화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이어 2016년에는 이를 토대로
C-ITS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C-ITS 서비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
시했다. 이를 위해 EU는 회원국의 도로 관련자들로 구성된 C-Road 플랫폼을 설립하
고 유럽 차원의 C-ITS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9
년 기준 유럽은 유럽연합 내 C-ITS 전국 구축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C-Roads 플랫폼 사업을 통해 유럽 내 대규모 C-ITS 구축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019). 차량용 통신 시스템과 관련해 EU는 근거리
통신 기술과 장거리 통신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전략을 추
진 중이다.
싱가포르는 2017년 발표한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인프라의 스마
트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국의 교통 관리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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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향후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삼정 KPMG, 2020). 이러한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LTA)은 2017년 공통
교통 관리 시스템(Common Fleet Management System, CFMS)을 전체 대중버스에
설치하여 대중버스의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혼잡도
관리, 대중교통 정시성 관리를 위해 와이파이, 일반 셀룰러 통신, 교통카드, CCTV 데
이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자의 대기시간, 차량 지연 등으로 혼잡 정보를 생성
하여 ‘FASTER’라는 대중교통 대응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중교통 이용 정책에 활
용하고 있다(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019). 이와 더불어 2022년 이후에는 자율주
행 기술을 대중교통 시스템에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이와 더불어 시간별 교통 혼잡도를 기반으로 차등적인 자동 통행료 징수 ERP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차량-인프라 통신(V2I)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ERP
시스템의 단말 장치를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삼정 KPMG, 2020).
[그림 4-48] 싱가포르 차세대 도심 통행료 징수(ERP) 시스템 개요

자료: 삼정 KPMG(202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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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정책 현황
국내에서도 교통 혼잡 감소와 편리성, 안전성을 목적으로 1990년대부터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가 도입되어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량과 도
로의 상호 연계를 포함하는 C-ITS로 정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초기
술 개발 단계를 거쳐 현재 통신 기술 서비스 개발과 표준화의 일환으로 시범사업과
실증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49] C-ITS 국내 및 주요국 정책 현황

자료: C-ITS 시범사업 홍보관 홈페이지.16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12년 6월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계획을 수립
하고 2013년 4월 국정과제로 첨단 도로안전 체계 차세대 ITS(C-ITS) 도입 추진을
선정한 뒤에 2030년까지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ITS 기본계획(’14~’30)을
수립하였다. 이후 2014년 차세대 ITS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14~’17) 후 대전과
세종을 사업 구간으로 선정하고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이어
지는 고속도로와 국도, 시가지도로 90.7km 구간에 C-ITS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161) C-ITS 시범사업 홍보관 홈페이지, 「C-ITS 국내 및 주요국 정책 현황」,
https://www.c-its.kr/introduction/introduction.do(검색일: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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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S 시범사업 홍보관 홈페이지). 정부는 6년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C-ITS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15개의 교통안전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위한 통신 인프라를
개발 및 구축하는 한편,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규격(표준화)을 마련하고, 인증기
준과 인증 장비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효과 및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C-ITS 시범사업
홍보관 홈페이지). C-ITS 시범사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구현되
는 15개 안전 서비스는 1) 위치 기반 데이터 수집, 2) 위치 기반 교통정보 제공, 3)
요금 징수 시스템, 4) 도로 위험 구간 정보 제공, 5) 노면 기상 정보 제공, 6) 도로
작업 구간 주행 지원, 7) 교차로 신호 위반 위험 경고, 8) 우회전 안전운행 지원, 9)
버스 운행 관리, 10) 옐로우버스 운행 안내, 11) 스쿨존 속도 제어, 12) 보행자 충돌
방지 경고, 13) 차량 추돌 방지 지원, 14) 긴급차량 접근 경고, 15) 차량 긴급 상황
경고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C-ITS 도입 시, 구축 통신망을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기반의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로 할 것인지 셀룰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논의
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고속도로
와 지방도로의 인프라, 주관 부처 등이 고려 대상이며, 5G 통신망을 활용한다고 하더
라도 비용 문제, 데이터 소유 및 관리 주체의 문제, 요금 책정의 문제 등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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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0] 국내 C-ITS 시범사업 시스템 구성

자료: C-ITS 시범사업 홍보관 홈페이지.162)

162) C-ITS 시범사업 홍보관 홈페이지, 「국내 C-ITS 시범사업 시스템 구성」,
https://www.c-its.kr/introduction/introduction.do(검색일: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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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 분야 미래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이동수단, 물류 시스템, 여행, 교통 시스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부터 기
술, 산업 환경, 제도적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기술 개발 현황,
산업생태계의 문제점, 제도적 한계(규제)를 파악하고 단기적 대안과 중장기적 대안 수
립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가. 차세대 이동수단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통정책
1) 자율주행
자율주행 레벨3과 레벨4와 같이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된 차량의 도입을 위해서
는 다음의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시범운행을 통한 알고리즘 업데이
트를 선행해야 한다. 판교 제1,2 테크노밸리와 같이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하고 운행
시 발생하는 운영시스템과 긴급상황 사례를 모아서 대처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
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기술 중 센서 기술과 입력된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반도체 개발이 시급하다. 상용화 수준의 센서는 아직 개발되지도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자율주행 표준기술에 대한 논의로도 연결된다. 표준이 없기 때문에 센서
등과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보완적 발전이 어렵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낮아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
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반도체의 임베디드화가 필요하지만, 표준화된 제품이
나 호환 가능한 제품 개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소
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위해 임베디드화 지원 패키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하드웨어의 경우, 내구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커넥터의 개발도 필요하다. 일반 전자제
품과는 달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제품의 경우, 제품의 내구성이 극대화되어야 한
다. 이러한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연구개발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
한 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
생태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의 경계를 설정하고 프레임을 만들어 인
프라를 확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율주행차의 투자 감소, 특히 자동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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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투자 감소로 인해 기술발전 속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테슬라, 현대차와 같은 완성차 업체의 연구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의존하는 하청업체들이 점차 자율주행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도록 투자를 유도해야 한
다. 즉, 자율주행 도입과 상용화 계획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시
점에 부품업체들도 점차 자율주행 생태계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기존
부품업체들은 기계장비 개발과 생산의 경험이 있어 내구성과 강건성에 대한 강점을
가지므로 전자장비로의 효과적 전환에 대한 고민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기술성숙도보다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자율주행을 도입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use case)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의 경우, 대중교통에 가장 먼저 도입될 것이
므로, 레벨4의 가장 현실적인 서비스 모델은 셔틀이다. 현재 은평구에서는 현대차의
셔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처럼,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시작으로 비즈니스 모
델을 점차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리빙랩형 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
간사업과 국가사업을 분리하여 자율주행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간사업으로는
2030년 이후까지 바라보고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공공사업으
로 2023년에 시행될 자율주행 셔틀 운행과 같은 대중교통망의 시범운영을 통해 교통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준민간시장에
생태계 확보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여 생태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준민
간시장이 형성한 생태계는 실증사업을 가속하면서 소비자의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수
렴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육성하고 국내 자율주행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실험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베드 운영과 함께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데이터플랫폼의 경우, 개방형데이터허브 등의 운
영 필요하다. 먼저 선순환모델을 만들어 놓은 후, 정보를 공개하고, 운행데이터와 사
고통계 관련 공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구글은 사고 분석(모빌리티 리포트)결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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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이 도입되기 위해 소비자들에
게 자동차의 자율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맞닿아있다. 소비자 알림제도를 통해 사
용자들이 운행차량의 자율주행 정도를 인지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와 연구개발 심사 체계의 개편이 필
요하다. IT, 전자, 기계공학 분야 융합의 산물인 자율주행은 운행 구간에 따라 다른
부처들이 담당한다. 이에 최근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경찰청 등 많은 부처들이 이해
관계자로 다부처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테스트베드 운영 시, 이해관계자
간 융합이 어려우며, 이들 간 갈등 문제가 상존한다. 일례로, 중기부 규제특구, 국토부
규제프리존 등 같은 목적을 지향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테스트베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 하드웨어 개발은 초기단계로 많은 연구개
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요구스펙에 대한 심사가 없었다. 심지어 극단적 사례
(extreme case)에 대한 통제와 규제 방법이 없어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사업 관리 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극단적 사례를 포함하는 규정과 연구개발 선정평가와 성
과평가를 포함한 심사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사고 시 책임소재의 문제와 운행 시 운전자의 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 레벨3과 레벨4 도입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
지만 제조사에서 레벨2에서 레벨3으로 전환하기 꺼리는 이유는 사고 발생 시 제조사
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레벨3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60km/h 정도로 운행할 수 있으나, 레벨3의 경우 사고 시 책임소재가 운전자에게 있
는지 제조사에 있는지 불분명하다. 물론 고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사고 시
책임 소재는 제조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자율주행 인프
라와 운전자 교육 등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도입이 어렵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을 체계화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 구축하는 시범단지 운영을 유지하되,
향후 일반 승용차나 상용차에 도입될 때, 보조금 지급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데
이트 서비스 지원 보조금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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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과 전장부품 개발 및 생산 업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율주행차량 산업의 안정화와 자율주행 기술의 점진적 도입을 위
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면허제도에 자율주행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이 도
입된 기술은 크루즈컨트롤로 이를 작동하고 운행에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고 돌발상황 발생 시, 대응 지침을 운전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2) 퍼스널모빌리티
퍼스널모빌리티의 미래는 부정적이다. PM은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운행
이 어려운데, 복잡한 도시에서는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퍼스널모빌리티의 운행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퍼스널모빌리티의 한
유형인 전동킥보드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 사례가 누적되면서 제도를 보
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나타날 퍼스널모
빌리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퍼스널모빌리티의 속도제한 규정 마련
과 중앙통제시스템에서 속도제한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향후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퍼스널모빌리티 운행을 위해 도로를 유동적으
로 활용하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점차 퍼스널모빌리티의 속도규
정 완화, 자율주행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보행자와의 공생을 도모해야 한다.
중앙통제시스템에서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요소는 공유형 퍼스널모빌리티의 보안
인증의 문제이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운전면허로 인증해야 대여가 가능하지만, 느슨
한 확인체계로 인해 인증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관련 업체에서는 인증 절차를
보완하여 까다롭게 만들었으나, 신분증 인식 오류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12월 10일
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허용한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미만의 이용자
에 대한 이용 허가 문제를 퍼스널모빌리티 면허 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방안을 강구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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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퍼스널모빌리티의 이용연령대는 일반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퍼스널모빌리티를 운행할 공간이 부족하다거
나 제도나 규정의 미비에 대한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앞으로 다양화될
퍼스널모빌리티와 그 외 이동수단 간 공존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빌
리티 혁신위원회와 같이 전문가 집단의 논의는 물론이고 대국민인식조사와 이용현황
을 추적하여 제도와 규정을 미세하게 조정해나가야 한다.

3) 차세대 이동수단의 보안시스템
자율주행에서 보안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관과 기간산업 사이의 민감한 문제이
다. 2019년 테슬라 모델 S의 오토파일럿이 중국 해커에 의해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Forbes, 2019.4.1.). 자율주행은 C-ITS와 연동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정보와 차량의 운행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수적으로 관리되고 있
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보안 침해사고 분석을 수행하여 침해 사고 사례
를 축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을 지침으로 마련해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 자율주행 시범운영단지에 자율주행 보안 테스트베드
를 운영하고 있다. 테스트 차량으로 부품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국산 차 1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 종의 차량으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차량 운행 프로토콜이 유사
하기 때문이며, 이는 효율적으로 사고유형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
고분석의 경우, 망을 건드리지 않고 차량 자체에 대한 테스트만 수행한다. 이는 침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제조사마다 침해사고 위험분석을 수행하
고 있으며,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에서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보안이 자율주행 기
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또한 보안은
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하여 해법을 마련하기보다 3~5년 정도의 단기적인 계획에 근거
하여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보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율주행 분야의 보안은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과 같은 궤적
상에서 중장기적 전략까지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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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문화
새로운 이동수단의 도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반의 교통약자 배려와 교통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차 기반의 이동
수단이 교통약자나 교통 취약계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외곽 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노레일을 비롯한 자율주
행 시스템이 도입되어 이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빌리티가 젊은 사람
이나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이므로, 골프카트형 교통수단 등과 같이 노약자
지원을 위한 교통수단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이동수단이 산재하는 사회에서 안전하고 조화로운 이동수단 이용 체
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제도와 사회 인식 교육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대국민
적 이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나. 물류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생태계전환 대응
물류시스템 분야의 메가트렌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물류-유통-배송에 이르
는 국내공급망의 통합화이다. 먼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기업이 물류 운영 모델을
재구성하여 효율성 및 탄력성을 향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163)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급사슬의 각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으로 생산, 수송 및 배송할 수 있는 디지털 물류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물류창고에서는 활발히 로봇을 도입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
국의 오카도(Ocado)와 중국 상하이의 징동 물류창고이다. 징동 물류창고의 경우, 완
전자동화된 물류창고라 홍보하지만, 상품이 대량으로 입고될 때 사람이 포장지를 뜯
어야 하고, 정형화된 박스만 로봇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배송을 위한 박스를 사람
이 수송트럭에 실어야 한다. 사람의 손가락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팔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과 물건을 분류하는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63) Accenture(2020.4.22). COVID-19: The road map to resilience through logistics,
https://www.accenture.com/gr-en/insights/consulting/coronavirus-supply-chain-logistics-resilien
ce(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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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물류창고를 디지털 물류 시스템의 체계로 바꾸기 위해
서는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
유통과 배송의 디지털화에서 해결해야 하는 요소들이 다양하다. 물류창고 내에서
별다른 규제는 없지만, 물류창고 밖에서는 드론 배송을 포함한 차세대 운·배송 체계의
도입도 규제 대상이다. 인천 송도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특구
를 운영하며 시범운행을 하면서 상용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물류창고에서 발생
한 확진자에 대한 걱정이 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물류창고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으
로 소독을 하고 있으나, 로봇이 장비를 직접 닦을 수 없기 때문에 소독제를 분사하기
만 한다. 그럼에도 배송단계에서 전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하
기까지의 시간이 흔히 알려진 바이러스의 생존시간보다 길기 때문이다.
물류시스템에서 감염병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확진자의 발생이 아닌 냉장·냉동창고
의 문제이다. 낮은 온도에서 바이러스가 살기 좋으며, 작업자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
문이다. 또한 물류창고에서는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통제의 어
려움도 있다. 이에 대한 기술적 보완책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로봇의 도입이 시급하다.
물류시스템의 밸류체인에서 소비자와 맞닿는 배송 분야의 경우, 드론과 로봇이 미
래의 배송 기술로 꼽힌다. 드론은 복잡한 시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낮지만, 도서산간
지역과 섬으로의 배송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4월에 ‘섬마을 마스크 드론
배송’ 프로젝트로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가 없는 곳에 시범적
으로 배송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는 약 11억 6,500만 원으로 집계되었으
며, 드론 배송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는 기회였다164). 스마트드론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였다. 즉, 드론 배송의 미
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규제 프리존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서산간 지역을 비롯
한 긴급배송이 필요한 분야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재
정확보가 필요하다.

164) 국민일보(2020.9.23.), 「[단독] 섬마을에 마스크 ‘드론 배송’...11억원 사회적 가치 창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7358&code=11151400(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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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스템의 산업생태계는 단기적으로 생활 밀착형 물류서비스화 될 것이므로, 배
달과 배송 물품 보관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배달의 경우, 콜밴이나 택시 배송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보관 시스템은 생활형 공유창고와 트렁크룸
의 설치를 통해 다양화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 협업 지원
이 필요하며, 국내 물류기업과 물류기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는 물류기업과 물류기술기업 간 협업과 시범운영
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구축,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공차원의 공동물류
센터와 모빌리티, ICT 기반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유통과 배송단계에서 드론
과 로봇 활용 시, 도난방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물류시스템에서 무인화가 가능한 분야와 인간중심체계로 운영해야
하는 분야를 구분하고,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장거리 탁송이나 야간 화물수송
시, 사람의 작업·근무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무인화시스템의 단가가 낮아질 것으
로 예측되므로 기존 노동자들을 무인화시스템의 관리자로 재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다. 여행 산업 생태계 유지 및 경쟁력 강화
여행 분야에서 가장 긴급하게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정책 대
안은 긴급자금 지원이다. 현재 여행 분야의 가장 큰 어려움은 관광업계의 위기로 생태
계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생태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새로
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전환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위드 팬데믹(with pandemic)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전략
을 수립해야 한다. 팬데믹 발생 초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긴급자금 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을 펼치고, 팬데믹 확산 시에 여행 분야 업체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 및 관광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행객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밀집도 예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한 여행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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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행을 위해서, 건강증명이 가능한 면역여권의 도입,
트레블버블(travel bubble)을 형성하여 방역 안전 국가 간 여행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면역여권의 도입은 생활의 방역체계와 연계되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필수적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면역여권의 도입에 있어 개인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국외 여행 시,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국가 간 교환(transaction)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데이터 통
상 이슈도 해결되어야 한다. 트레블버블은 국가 간 협약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의 감
염병 대응 역량, 의료체계와 방역 방침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즉, 여행 분야에서
는 외교와 보건의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현 문제를 타파할 수 있으며, 포스트 코로
나 시대의 여행을 투영해볼 수 있다.
산업생태계의 전환을 위해서는 관광과 기술을 융합하여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코로나 이전에 여행의 주된 트렌드였던 OTA(Online Travel
Agency) 기반의 여행 스케줄링은 IT 전공자들에 의해 형성된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
용한 것이었다. 지속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여행도 IT 전문 인력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여행 패턴을 분석하고, 창업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기존 여행 및 관광
산업 종사자들에게 AI 및 IT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를 제공하여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여행 산업이 위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 IoT 기반 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안전 정책
C-ITS와 관련하여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보안과 데이터 관련 부분이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는 각종 카메라에서 지원해야 하는 안면 인식 필터링 기술로 해
결이 가능하지만, 필터링과 영상과 이미지의 암호화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의 경우, 현재 마련된 데이터 3법의 구체성 결여와 단방향
및 쌍방향 암호화가 가지는 기술적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 암호화를 하게 되면 프로세
싱 속도가 느려지며, 이러한 기술을 완비하지 못한 영세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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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C-ITS상에 수집되는 통행 관련 데이터 확보를 위해 가명 정보화 지침을
포함하여 C-ITS 관련 보안 문제에 대한 단계별 해결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영상의 암호화도 가능하지만 복호화가 복잡하다. 따라서 개인 블랙박스 등과 같은 개
인용 장비에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니즈에 맞지 않는다.
차세대 교통수단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구축 시, 새로운 생태계 구성원들
의 협력이 중요하다.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센서, 카메라 등 기술개발 기업들뿐만
아니라, 각 기술적 요소들의 안전성과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안회사들이 협
의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에서 보안규정이나 의무
조항과 규제는 따로 없는 상황이다. 보안업체들은 국토부와 함께 보안 시스템을 개발
하고 있으나,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고 교통기술에 대한 정보를 많
이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다자협의체 형태로 운영하여 기술
적·제도적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협의체 구성업체
간 보안기술개발과 도입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협력체계를 공고히하
기 위해서는 장기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C-ITS 보안 문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 유출, 인증우회문
제, 신호 탈취 등에 대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암호화 및 보안 장비의 문제와 데이터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인증과 암호화를 진행할 예정이지
만, 자율주행이 탑재된 이동체를 통한 중앙시스템 해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부족한 상황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위한 백신이 있으나, 자율주행시스템의 경
우 백신을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불완전하다. 현재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기적으로 기술발전과 보안문제라는 창과 방패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안전한 교통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비롯한 차세대
이동수단이 도입되는 C-ITS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지
침과 규정을 견고히 마련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 구성원 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외에도,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산 제품의 보안에 대한 규제이다. 일반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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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의 경우, 국산 제품은 암호화를 강제할 수 있으나, 외산 제품은 암호화 강제가
어렵다. 물론 화웨이, 샤오미와 같이 국내에 지사를 둔 업체에 대해서는 지사를 통해
개선요청을 할 수 있으나, 직접 구입하여 들여오는 제품은 보안 문제 개선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에이전시를 통해서 보안 이슈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보안기술과 문제의 국내외 해결방안을 고루 마련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교통시스템 상에서 새로운 교통수단과 물류시스템 및
배송체계의 도입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4. 소결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동을 위한 체질 개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동은 무인화, 개인화, 통합·유연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Shaping Tomorrow, 대국민 워크숍과 설문, 전문가 인터뷰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와 특성에 공감하였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동을 기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드론,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무인화는
운행의 안전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설
계와 테스트베드 운영으로 무인화 시스템의 도입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이동수단, 물류 시스템, 여행, 교통 시스템 모두 무인 시스템의 도입에 의
존하여 향방이 결정되므로 성공적인 테스트베드의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의 문제는 시내 교통뿐만 아니라 화물 수송과 여행지 셔틀 운행
에 모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스트베드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분석하
고 이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알고리듬)를 업데이트하고 하드웨어를 보
완해야 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로 대표되는 개인화는 기기 자체의 문제보다 인프라를 비롯한 제도
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속도와 사용자 인증을 통제
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운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존 운수업이나
운송업과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부문과의 갈등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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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떠오른 문제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등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인프라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명시하였으나, 이용 제한 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여행지의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이동 분야의 활성화와 관련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비즈
니스 모델과 사용 사례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는 자율주행 대중교통이나 배송 서비스
정도를 구상하고 있으나,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시범 운행을 서비스하면서 사용자
패턴 분석이나 이동 거리와 목적지 분석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이동은 기술혁신 지향에서 기술 수용 지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무인화와 자율화, 공유 등과 관련된 기술을 중점
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
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들을 그대로 수용하던 수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수용자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
다. 수동적 수용자들은 기술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기술
과 제품을 사용한다. 최근 많은 복잡한 기술들이 창발하면서, 기술 간 상충효과와 사
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모두 갖춘 능동적 수용자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기술수용자의 소양을 쌓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퍼스
널모빌리티와 자율주행차량이 도로에 도입될 때, 도로의 복잡성이 급증할 것이므로,
각 이동수단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행자를 비롯한 도로의 행위자들을 모두 이해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교통의 발전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교통에 대
한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닐뿐더러 면허를 위한 교육을 제외하면 10세 이전에 이루어
지는 것이 전부이다. 이는 수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생존교육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수용자 교육을 위해, 안전한 이동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사람의 수명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을 통해, 현재 도로 위의 오토바이, 퍼스널모빌리티, 자전거, 자동차, 보행자 간 사고
를 감소하고, 교통수칙을 준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동 319

수용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수용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공유가 이
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유통이 가능한 데이터플
랫폼의 구축과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안전성 제고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모두 운행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의 경우,
운행 데이터 수집 및 사용자 경험 데이터 확보, 자율주행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특히 자율주행 제품 정보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이동수단의 자율주행 정도
를 정확히 파악해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의 경우, 물류-유통-운송
부문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각 부문의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공유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유
통기업을 이용한 사용자에게 마이데이터 제공을 독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행의 경우, 관광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여행객 방문데이터(동선, 체류시간
포함)를 확보하고 분석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롭고 안
전한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시스템의 경우, 유연한
도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로 이용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고 예방과 분석을 위해
구체화된 교통데이터 확보, 시스템 보안 침해사고분석을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야 한다. 교통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교통량을 분산하고 다양한 이동수단
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보안 침해사고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보안 현황을 알려야 무인화 된 미래 이동체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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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이동 분야 정책대안 요약
분야

분류

미래

현황

단기(~5년)

중장기(5년~)

 기술표준의 부재
기술

 보안인증 부실

 자율주행 알고리듬 개발

 자율주행 안전성 테스트

 통제불가 상황 대응

 보안시스템 구축

 긴급상황 대응 기술개발

기술 개발 부족
 완성차, 전기차, 소프
이동
수단

산업

트웨어 기업의 경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대한 인식 형성
 도로교통법 개정

제도

 차세대

이동수단을

위한 인프라 부족
기술

산업
물류

 디지털물류로 전환

 대형 유통기업 중심
공급망 통합

 자율주행 이동수단 부품업체
를 비롯한 산업 생태계 재편
 준민간시장에 생태계 확보 관
련 사업 지원
 HW/SW를 모두 고려한 연
구개발 심사 체계 마련
 대국민 교통교육 제공
 물류 로봇 기술 고도화(예:
물건을 집는 방법)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한 배
달 체계 도입

시스템

제도

 물류창고 내의 제도

 물류기업과 물류기술기업 간

적 영향은 거의 없음

협업과 시범운영을 위한 테스

 유통과 배송에서 무
인화시스템

인프라

및 제도 미비
기술

여행

산업

제도
기술
교통

산업

시스템
제도
자료: 저자 작성

 OTA 플랫폼 개발
 여행 산업의 돌파구
부족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
 C-ITS 표준 부재
 스마트시티 등에 테
스트베드 운영
 데이터 관련 법의 구
체성 결여

트베드 마련

 응용사례 개발 및 사업화
모델 구축
 플랫폼 개발 투자
 교통약자 지원 교통수단
도입
 책임소재/운전자 책무 법
적근거 마련
 면허제도에 자율주행 항목
반영
 자율주행트럭, 선박, 드론 도
입을 통한 유통 배송 체계화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 협
업지원 등 물류기업의 해
외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무인화와 인간중심체계 운영
분야의 구분 및 제도 재정비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무인배송 시, 도난방지 인프

기존 노동자 재교육 체계

라 및 처벌규정 강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혼잡도

마련

및 관광상품 개발
 자금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괴멸 최소화
 기술융합형 창업 인력 양성
 면역여권 도입
 안전국 여행을 위한 트래블버
블 형성
 C-ITS 통신망 표준 마련
 보안기업을 포함한 교통시스
템 협의체 구성
 기업 간 의사소통 촉진
 외산제품 보안인증 강화
 필터링과 암호화 강제화

 여행지 안내 로봇 개발
 기술기반 상품과 서비스
확보 등 관광트렌드 파악
역량 강화
 위기대응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C-ITS 보안시스템 고도화
 보안시스템이
강화된
C-ITS 구축사례 확보 및
해외수출 지원
 C-ITS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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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제1절 먹거리 분야의 현황 및 전망
1. 코로나가 촉발한 먹거리 분야의 주요 변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낯선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기존에는 개념조차
없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생활 속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고,
마스크 착용은 이미 필수적인 에티켓으로 자리 잡았다. 재택근무, 홈술, 홈족 등 비대
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화상회의, 배달 플랫폼과 같은 연관 산업이 급격히 성장
하였다. ‘비대면(Untact)․비접촉(Contactless)’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먹거리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만 살펴봐도 배달음
식이 급격히 증가하고, 회식은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단체급식을 실시
하는 구내식당에서는 한 줄 식사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큰
거부감 없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먹거리는 단순히 식품을 섭취하는 단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팜투테이블
(Farm to table)’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작물 ‘생산’부터 ‘유
통’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식탁에서 식품이 ‘소비’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
함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현상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비’의 마지
막 과정인 음식 섭취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대면 문화(Untact eating)를 포함하여 먹거
리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특징이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일으킨 가장 큰 변화는 국민들의 인식이다. 코로나19는 먹거리를 제공
하는 현장인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 특히 도시민들의 인식을 크게 변화
시켰다. ‘코로나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조사165) 결과, 국
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응답이 67.6%에 달하는 것으로
165) 이명기 외(2020),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조사 시기: 2020. 4.
25.~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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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더 나아가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응답 또한 74.9%에 달했
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은 2011년 73.1%에서 2019년 54.5%까지 지
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으나,166)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
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단순히 먹거리의 ‘안전
성’을 넘어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
의 변화는 ‘스마트팜’에 대한 중요성 증대로 이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 설문조사(전국경제인연합회, 2020)
에서 ‘스마트팜’이 4위를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농업에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의 산업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다.
[그림 5-1] 코로나19가 일으킨 국민의 인식 변화

자료: 이명기 외(2020),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p. 2.

코로나19는 비대면 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긴 식습관 변화를 하나의 문화로 정
착시키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식사, 디저트, 음주
를 집에서 혼자 해결하며 ‘홈족’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가정간편식은 전년 대비
매출이 490.79% 증가했으며,167) 배달 음식(8.4%), 카페·디저트(18%), 편의점 주문
166) 이정민 외(2019),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조사 시기: 2019. 11. 7.~2019. 12. 12.)
167) 매일경제(2020. 3. 7.), “집에선 간편식, 밖에선 도시락... 코로나19가 바꾼 식풍경”, https://www.mk.co.kr/n
ews/business/view/2020/03/240317/(검색일: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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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168) 또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홈술 관련 매출이 급증하며 ‘홈술족’까지 탄생시켰다.169) 식당이나 주
점의 주류 판매량이 약 30%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도 기존과는 다르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5월 12일 발표
된 ‘캘리포니아 리오픈(Re-Open) 플랜’에 제시된 레스토랑 운영 가이드라인에 이 같
은 변화가 잘 드러나 있다.170)171)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족만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
할 수 있고, 메뉴판은 1회용으로 제공되며, 테이블 위 공용 향신료 사용이 금지되었다.
테이크아웃은 손님이 직접 포장하고, 손님이 오기 전 테이블 세팅도 금지되며 카운터
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사탕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 외에도 제임스 비어드 재단(James
Beard Foundation), 전국 레스토랑 연합(The Restaurant Association), 블랙십 레
스토랑 그룹(Black Sheep Restaurant Group) 등 외식 산업 관련 민간 단체들 역시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두 ‘언택
트’를 위한 변화들이다. 코로나19 이전의 평범한 외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림 5-2] 코로나19가 일으킨 음식 소비 문화의 변화

자료: 네이버포스트(2020. 5. 16.), “138.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미국 레스토랑 상황”, (https://m.post.naver.com/view
er/postView.nhn?volumeNo=28291431&memberNo=10142804&vType=VERTICAL, 검색일: 2020. 6. 12.)

168) 뉴시스(2020. 3. 15.), “코로나19 뚫고 라이더는 달린다... 외식 줄고 배달 증가”,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313_0000954690(검색일: 2020. 5. 12.)
169) 아이뉴스24(2020. 3. 19.), “코로나19 장기화에 앞당겨진 홈술 전성시대”,
http://www.inews24.com/view/1251513(검색일: 2020. 5. 21.)
170) CDPH(2020), “COVID-19 Industry Giudance: Dine-In Restaurants”
171) 네이버포스트(2020. 5. 16.), “138.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미국 레스토랑 상황”, https://m.post.naver.com/vi
ewer/postView.nhn?volumeNo=28291431&memberNo=10142804&vType=VERTICAL(검색일: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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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비대면 음식 소비 문화와 관련된 로봇 기반 푸드테크 산업에도 큰 변화
를 일으키고 있다.172)173) 한때 폐업 혹은 타 업종으로의 변경을 추진 중이던 실리콘밸
리의 로봇 기반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
다. 이들 식당은 창업 초기 현장에 도입된 다양한 로봇들이 펼치는 신기한 광경들이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지
만, 로봇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극복하지 못해 사업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러한 로봇 식당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작물의 재배-수확-포장의 모든 과정을 로봇이 담당하는 미국의 무인 농장 ‘플랜티
(Planty)’는 판로를 넓히지 못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바이러스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매출이 30% 증가했다. AI 로봇이 버거 제조의 모든 과정
을 담당하는 미국의 버거 레스토랑 ‘크리에이터(Creator)’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주문
만 받고 있음에도 손님이 더 늘어났다. 로봇 샐러드 레스토랑 ‘스파이스(Spyce)’는 주
문과 동시에 AI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맛을 제공함으로써 2호점을 오픈할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하는 쥬스 매장 ‘로보쥬스(Robojuice)’의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소비자들은 로봇 식당에서 단순한 볼거리와 신기함에 더해
음식의 안전성(safety)과 고유의 맛(taste)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 ‘로봇’이라는 새로움
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여 창업했던 다수의 식당들이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고려할 수밖
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음식의 본질 때문이었다. 로봇이 제공하는 신기함과 현란함, 새
로움으로 이목을 일시적으로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음식의 본질인 맛에 대한 소
비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패한 것이다. 춤추는 로봇으로 유명했던 ‘카페
X(Cafe X)’, 로봇이 피자를 만들고 배달하는 콘셉트를 강조했던 ‘줌피자(Zume
Pizza)’, 키오스크 기반 픽업 레스토랑 ‘잇사(Eatsa)’ 모두 결국 사업을 종료했다. 소비
자들은 이제 안전하면서(safe) 맛있고(tasty) 완전한(perfect) 먹거리를 원하는 것이다.
172) 동아비즈니스리뷰(2020), “로봇 레스토랑은 왜 실패했을까”,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2/article_no/9600(검색일: 2020. 6. 21.)
173) 조선일보(2020. 6. 16.), “햄버거 만들고 농작물 키우고... 로봇, 이제야 때를 만나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0274.html(검색일: 202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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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코로나19가 일으킨 국내외 푸드테크 산업의 변화

자료: 나우뉴스(2017. 1. 31.), “완벽한 카푸치노 만드는 AI 바리스타 로봇 공개”, http://nownews.seoul.co.kr/new
s/newsView.php?id=20170131601014; Robojuice 웹사이트, https://robojuice.ai/(검색일: 2020. 6. 22.)

코로나19가 일으킨 먹거리 분야의 주요 변화는 크게 국민들의 인식, 음식 소비 문
화, 푸드테크 산업의 변화로 요약된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식량안보
를 포함하여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하게 되었고, 다양한 비대면 활동
의 일환으로 홈족과 관련된 음식 소비 문화가 새롭게 탄생했으며, 언택트 기술이 접목
된 푸드테크 산업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갈망이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는 음식이 내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농작
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과정이 불안정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진다. 불확실성이 커
질수록 위기감이 고조되어 불안과 공포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스
트 코로나19 시대에 먹거리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이슈를 다양한 각도에서 사전
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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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aping Tomorrow 분석을 통한 먹거리 분야 핵심 테마 도출
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분야 미래 이슈 탐색
코로나19가 촉발한 먹거리 전반에 걸친 사회 변화 현상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먹거리에 관련된 주요 테마를 도출하기 위해 Shaping Tomorrow를 이용
하여 미래 이슈를 탐색하였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전염병이 미래
에 팬데믹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 ‘Food & Agriculture’
와 ‘Pandemic’을 조합하여 미래 이슈를 탐색하였다.

[그림 5-4] 키워드 위치: ‘Food & Agriculture’, ‘Pandemic’

주: Shaping Tomorrow 키워드 조합: ‘pandemic*’ OR ‘plague*’ OR outbreak OR covid OR coronavirus OR
‘food*’ OR agriculture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농식품 분야의 팬데믹 현상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되는 토픽은 농업(farming), 식
품(food), 소비(consumption), 경제(economics)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변
화(change), 기후(climate), 비즈니스(business)와 같은 토픽이 관찰되었다. 유럽연합
(UN), 미국 농무부(USDA),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
구들이 주요 기관으로 분석되었고,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무디스(Moody’s)
등의 투자·금융·컨설팅과 관련된 기업들 또한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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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관련 기관 및 토픽 클라우드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농식품 분야의 팬데믹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강도는 2024년에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후 강도는 약하지만 약 10년을 주기로 이슈화가 반복되면서 관
련 이슈는 차츰 약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6] 관련 트렌드 추이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농식품 분야의 팬데믹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기회(Opportunity) 요인이 46.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위협(Threat) 요인 역시 29.0%에 달했다. 농업용 AI 및 IoT
시장의 확대, 식물 유래 식품(plant-based) 및 플렉시테리언(flexiterian)의 증가 등은
팬데믹 상황의 기회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유전자 편집 기술, 스마트농업 기술 등의
신기술 발전은 팬데믹이 촉발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농식품 분야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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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ISPR-Cas9과 같은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편집 기술은 수년 내 농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
다.174) 이는 전염병, 병해충,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거나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등 다양
한 목표로 새로운 작물의 개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을 통해 처방농업, 스마트농업, 데이터농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 투입을 최
소화하면서 최대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밀농업 기술의 발달 또한 농식품 분야
의 미래 최대 강점이 될 수 있다. 반면,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식품 물가상승률은
약점(Weakness)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량 생산의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2050년까지 9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에게 적절한 식량을
공급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강하다.175) 팬데믹으로 인한 농작물의 손
실, 농가 부채 증가, 식량 부족 현상 등은 강력한 위협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7] 농식품 분야 팬데믹의 영향도 분석
SWOT 분석

가능성(Likelihood)

영향도(Impact)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174) McKinsey&Company(2020. 6. 4.), “Programming life: An interview with Jennifer Doudna”,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pharmaceuticals-and-medical-products/our-insights/progr
amming-life-an-interview-with-jennifer-doudna(검색일: 2020. 6. 10.)
175) CGIAR(2020. 5. 27.), “Nourishing the world: The contribution of fish to sustainable food futures”,
https://www.cgiar.org/news-events/news/nourishing-the-world-the-contribution-of-fish-to-sust
ainable-food-futures/(검색일: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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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이슈 분석을 통한 핵심 테마 도출
농식품 분야의 팬데믹 관련 이슈에서 나타난 다양한 트렌드의 강도, 주기, 영향도
등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미래 이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해 키워드 네
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키워드 간의 연결도와 관련성을 고려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5개의 핵심 테마를 도출하였다.
[그림 5-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테마 도출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첫 번째 테마는 ‘진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체식품(Fake food)의 보편화’이다. 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나타난 ‘동물(animal)’, ‘육류(meat)’, ‘지속가능성(sustainable)’
등의 관련성을 조합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환경 문제, 육류 소비 문화 등의 패턴을
고려하여 테마를 도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발생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새로워지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수
년 전부터 축산업이 야기하는 환경오염 문제, 동물 복지, 건강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관심으로 육류 대체식품이 폭발적으로 개발되고 있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건강한
음식(Healthy food)으로서의 대체 단백질에 대한 이슈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176) 특히 배양육(cultured meat),177) 식물성 고기(plant-based meat),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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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우유179) 등과 같은 대체식품 개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멀지 않은 미래에는 품질 측면에서 진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체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두 번째 테마는 ‘먹거리 생산·소비의 무인 자동화 시대(Unmanned automation)
의 도래’이다. ‘직업(job)’,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산업(industry)’ 등의
키워드의 관련성을 조합하고, 최근의 ICT 융복합 기술 발전에 따른 농식품 산업의 자
동화 트렌드를 반영하여 테마를 도출하였다. 코로나19가 일으킨 주요 사회 변화 중 하
나는 이동 제한이며, 농장 근로자의 이동 또한 제한되어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노동력
이 부족해져 농업 생산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최근 농업 분야에 최신 ICT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이 확대되고 농업용 로봇, 드론
을 활용한 정밀농업, 인공지능을 이용한 농업, 배달 로봇 등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
르렀다.180)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제품을 스스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적절한 잉크가 개발된다면 원하는 식품을 3D 프린터에서 바로 꺼
내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종합하면, 최신 ICT 기술
을 이용하여 농업 생산에 로봇, 드론, 인공지능 등이 활용되면서 스마트농업이 확대
적용되고, 원하는 식품을 직접 생산·소비하는 무인 자동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
세 번째 테마는 ‘식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자급적 식문화(Self-sufficient food
176) The Straits Times(2020. 5. 24.), “The Covid-19 pandemic has spurred the growth of plant-based
meat amid food supply disruptions and people's drive to make healthier food choices”, http://ww
w.straitstimes.com/lifestyle/food/growing-interest-in-plant-based-meat(검색일: 2020. 6. 18.)
177) 네이버포스트(2020. 2. 6.), “최초의 실험실 고기 경쟁 본격화... 멤피스미트, 2000억원 투자 받아 공장 짓는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436917&memberNo=35869883&&main
Menu=FARM(검색일: 2020. 5. 21)
178) 네이버포스트(2020. 3. 4.), “스타벅스, 디즈니도 ‘식물성 고기’... 세계 최대 곡물회사 카길도 뛰어들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633793&memberNo=35869883(검색
일: 2020. 5. 21.)
179) 네이버포스트(2019. 7. 22.), “고기도 짜가 계란도 짜가” 동물성 단백질 대체식품 6”, https://m.post.naver.co
m/viewer/postView.nhn?volumeNo=22686221&memberNo=22846622&vType=VERTICAL(검색일: 20
20. 5. 14.)
180) 네이버포스트(2020. 5. 7.), “농업용 드론 판매 급증, 온라인 유통 확산... 코로나가 앞당긴 글로벌 농업 혁신”,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209216&memberNo=35869883(검색
일: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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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의 부활이다. ‘수요(demand)’, 공급(supply)’, ‘공급사슬(supply chain)’,
‘가격(price)’, ‘교역(trade)’ 등의 키워드의 관련성을 조합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테마를 도출하였다. 평시에는 식량안보의 개념
이나 의식이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는 국가 안보 차원에
서 식량위기가 크게 이슈화되었다.181)182)183)184)185) 특히 일부 국가에서 자국민 보
호 정책으로 식량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다수의 매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자급률이 낮은 국가를 중심으로 식량위기설을 거론하기도 하였다.186) 식량 문제는 국
내외 농산물의 수요-공급 균형에 좌우되는 경향이 매우 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글로
벌 위기 속에서는 식량 수급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차
원에서는 가정용 식물공장이나 텃밭 등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섭취하려
는 경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또한 해외 농산물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상황
에서 내수 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과거의 신토불이 문화가 재확산될 수도 있다. 결
국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 붕괴로 인해 자급적 식문화가 부활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네 번째 테마는 ‘먹거리 유통·판매의 급격한 위축과 착한 소비(Good consumption)
의 확대’이다. ‘농민(farmer)’, ‘소비자(consumer)’, ‘소비(consumption)’ 등의 키워
드 간의 연결성과 최근 국내 농산물에 대한 착한 소비 문화의 확산을 반영하여 테마를
도출하였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마비 현상을 일으키면서 농업 현장에서 재
배한 농산물의 수확과 판매가 모두 마비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81) 머니투데이(2020. 4. 13.), “한국의 식량자급률 46.7%, 국경폐쇄가 부른 식량위기설”, https://news.mt.co.kr/
mtview.php?no=2020041220470483627&type=1(검색일: 2020. 5. 14.)
182) 한국경제(2020. 3. 31.), “코로나19에 식량수출금지 확산하나.. ”4,5월 식량위기 우려“ https://www.hankyun
g.com/international/article/202003315951Y(검색일: 2020. 5. 14.)
183) 글로벌이코노믹(2020. 3. 31.), “코로나19, 식량위기 부르나... 한․중․일․중동 취약”, https://news.g-enews.co
m/ko-kr/news/article/news_all/202003310448108317be84d87674_1/article.html?md=2020033107
3359_R(검색일: 2020. 5. 14.)
184) KBS뉴스(2020. 4. 4.), “코로나19가면 식량위기 온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4417436
(검색일: 2020. 5. 14.)
185) The Guardian(2020), “Coronavirus measures could cause global food shortage, UN warns”, https://
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mar/26/coronavirus-measures-could-cause-gl
obal-food-shortage-un-warns?(검색일: 2020. 5. 14.)
186) 한국경제(2020. 3. 31.), “농사못짓는 UAE․사우디, 코로나19 위기 식량비축에 눈돌려” https://www.hankyun
g.com/international/article/202003312961Y(검색일: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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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88)189)

이에 소비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농수축산 폐기물 발생에 대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가성비를 고려한 합리적 소비 대신 가심비를 고려한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
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190)191)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새로운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선한 먹거리의 유통·판매 시스템이 개발되어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 테마는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먹거리 정보 투명 사회(Transparent
society)의 도래’이다. ‘건강(health)’, ‘질병(disease)’, ‘가치(value)’ 등의 키워드 간
의 연결성과 최근 질병, 화학물질, 유전자 조작 등 다양한 불안 요소가 급격히 증가하
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테마를 도출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가축 전염병,192)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병해충,193) 살충제 계란194)과 같은 화학물질 오염, GMO 등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먹거리 재료의
원산지는 물론 생산 및 제조 전 과정 등에 대한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187) 머니투데이(2020. 4. 8.), “등교일 몰라도 다시 심을 수밖에... 27억 작물 갈아엎은 농가들”, https://news.mt.c
o.kr/mtview.php?no=2020040710035096247&type=1(검색일: 2020. 5. 14.)
188) 네이버포스트(2020. 5. 8.), “밭 갈아엎는 전 세계 농부들... 네덜란드 세계 최대 튤립 정원도 폐쇄”, http://blog.
naver.com/PostView.nhn?blogId=nong-up&logNo=221950565530(검색일: 2020. 5. 14.)
189) NYTimes(2020. 4. 11.), “Dumped milk, smashed eggs, plowed vegetables: Food waste of the Pand
emic”, https://www.nytimes.com/2020/04/11/business/coronavirus-destroying-food.html(접속일:
2020. 4. 28.)
190) MBC뉴스(2020. 3. 17.), “10kg에 5천원... ‘뜨거운 감자’된 강원도 감자”, https://imnews.imbc.com/repla
y/2020/nwdesk/article/5673345_32524.html(검색일: 2020. 5. 14.)
191) 강원일보(2020. 5. 24.), “‘완판남’ 최문순 지사 “재난지원금, 받아서 펑펑 써 주시는 게 애국”, http://www.kw
news.co.kr/nview.asp?s=101&aid=220052300006(검색일: 2020. 5. 24.)
192) 파이낸셜뉴스(2020. 5. 7.), “국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국․러시아서 유입”, https://www.fnnews.com/
news/202005071057152613(검색일: 2020. 6. 17.)
193) 농민신문(2020. 1. 17.), “덜 추운 겨울.. 과수화상병 주의보”, https://www.nongmin.com/news/NEWS/EC
O/FRM/318734/view(검색일: 2020. 6. 17.)
194) 이은희(2018),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의 공포, 한반도를 덮치다”, 동아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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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테마별 미래 트렌드 및 주요 특징
가. [테마 1] 진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체식품(fake food)의 보편화
1) 대체식품 관련 주요 트렌드
메가트렌드 측면에서 ‘Food & Agriculture’는 이슈의 강도가 강하고 단기에 도약
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체식품 개발 업체의 목표 중 하나인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
려하여 글로벌 목표 측면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는 이슈의
도래 시기는 늦지만 강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5-9] 키워드 위치: ‘Food & Agriculture’, ‘SDGs’

주: 키워드 조합: ‘SDG*’ 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OR ‘food’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대체식품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강도는 전반적으로 약하지만 약 10년을 주기로 이
슈화가 반복되면서 향후 5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키워드 네트
워크 분석 결과 ‘food’와 ‘world’를 중심으로 ‘climate change’, ‘waste’ 등의 키워
드가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하게는 ‘SDG’, ‘shortage’, ‘hunger’, ‘meat’ 등의
단어와의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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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테마1 관련 트렌드 추이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그림 5-11] 테마1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농식품 분야의 지속 가능한 목표에서 나타난 키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유엔,
FAO,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
품에서의 지속가능성은 주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의제화되어 있다. 특히
EU는 지속 가능한 포용성장을 위한 공동 성장 전략으로 ‘EUROPE 2020’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유럽혁신파트너십(EIP: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을
도입하였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에 관한 유럽혁신파트
너십(EIP-AGRI: EIP on the Agricultural Sustainability and Productivity)을 발
족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네덜란드, 덴마크와 같은 농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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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국가들에서는 저투입 고효율 정밀농업, 동물 복지 축산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
화가 일반적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농식품의 지속가능성 트렌드를 반영하여
식물성 고기(plant-based meat), 배양육(cultured meat), 식물성 우유(plant-based
milk)와 같은 단백질 대체식품의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
식품 분야의 선도 기업인 미국의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가 주요 토픽 클라
우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2] 테마1 관련 기관 및 국가 클라우드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농식품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 관련된 이슈들은 기회가 될 확률이 44.9%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협 요인 역시 30.5%로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환경오염, 전염병 등 다양한 위험 요인들로 인해 농업의 지속가능
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육류 대체식품,
식물 유래 식품 등 다양한 대체식품의 개발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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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테마1 관련 주요 페이퍼 내용과 영향도 분석

제목

토픽

연도

강도

분야

PESTLE SWOT

변화

2023

84

농식품

E

O

2025

80

환경

E

O

식품

2030

72

농식품

E

O

식품

2030

60

농식품

E

-

신체

2030

42

환경

P

-

식품

2019

20

환경

E

-

식품

2020

16

농식품

E

O

동물

2035

12

환경

E

O

변화

2030

9

환경

E

-

동물

2049

8

환경

E

O

유로모니터(’19)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2018년 100억 달러 미만에서 2023년까지
육류를 대체하는 식물성 제품을 포함한 중국의
‘육류로부터 자유로운’ 시장 규모가 120억 달
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식품성 식품 산업의 시장 잠재력을
구매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까

비즈

지 시장 규모가 13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

니스

고 있다.
대체육 분야는 2030년까지 8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체 식품 매출의
5배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식물 기반 식품 시장은 10년 안에 무려 1400
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호주 국립과학원(CSIRO)은 식물성 단백질,
건강과 웰빙을 위한 식품, 프리미엄 제품 및
기타 신흥 식품 동향은 2030년까지 250억 달
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인기 있는 음식 트렌드 중 하
나가 식물을 기반으로 한 모든 것이 될 것이라
고 예측한다.
2019년 육류 대체식품과 식물성 식품 붐이
202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임파서블 푸드 사명은 203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기술인 동물들의 식량 생산 사
용을 대체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하고 건
강한 제품으로 이동함에 따라, 식물성 식품은
다음 10년 안에 주류가 될 것이다.
새로운 생명공학 방법은 육류 산업뿐만 아니라
우유, 달걀 흰자, 젤라틴, 생선 같은 모든 범위
의 합성 제품들이 이제 유사한 기술로 만들어
질 수 있게 되면서 식품 산업 전반을 계속해서
교란시켰다.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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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주요 사례
전 세계적으로 개발 및 상용화가 확산되고 있는 대체단백질(Alternative proteins)
은 단백질 공급원에 따라 크게 식물성 단백질(Plant protein), 배양육(Cultured
meat), 곤충 단백질(Insect protein), 미생물 단백질(Mycoprotein)가 대표적이다. 구
글 트렌드 조사 결과, 최근 15년간 채식주의자(vegan)의 구매가 연평균 16%의 증가율
을 나타내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대체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13] 채식주의자(vegan) 식품 시장의 급속한 성장(’04~’19)

주: 구글 트렌드 분석.
자료: McKinsey&Company(2019),

“Alternative

proteins:

The

race

for

market

share

in

on”,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agriculture/our-insights/alternative-proteins-the-race-formarket-share-is-on#(검색일: 2020. 6. 8.)

□ 식물성 고기: 임파서블 푸드
2018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s Forum, WEF)에서 식물성 패티로 만든
버거가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는 식
물성 고기 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푸드테크 기업이다. 2011년 창업 이래 빌게이츠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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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면서 총 4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
하였고, 3억 달러에 달하는 구글의 인수 제의 또한 거절하며 푸드테크 기업으로서의
확고함을 유지하고 있다. ‘임파서블 푸드’는 콩을 이용해 식물성 고기를 제조하고 있으
며, 2018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콩의 뿌리혹 헤모글로빈의 안전성을
인증받은 바 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뉴욕, LA 등의 지역에서 ‘임파서블 버거(Impossible Burger)’
를 판매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었다. 미국의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인 버
거킹은 2019년 4월 ‘임파서블 푸드’의 식물성 고기 패티로 만든 ‘임파서블 와퍼
(Impossible Whopper)’를 처음으로 출시하였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유럽에서 채식
주의 버거인 ‘레벨 와퍼(Rebel Whopper)’의 판매를 개시하였다.
2020년 1월에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20’에서 ‘임파서블 포크
(Impossible pork)’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소고
기 대체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임파서블 푸드’는 돼지고기 대체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많은 아시아 지역을 타깃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가
지고 있다. ‘임파서블 푸드’의 CEO인 패트릭 O. 브라운 박사는 축산업이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문제, 동물 복지 이슈 등에 대한 관심으로 식물성 고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채식주의자와 환경운동가 등 지구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공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임파서블 푸드’의 브랜드 가치
역시 상승하며 육류 대체식품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195) 2020년 3월부터는
디즈니가 운영하는 리조트, 크루즈, 테마파크 등에서 ‘임파서블 푸드’의 제품이 들어간
햄버거와 핫도그 등을 판매하고 있다.

195) ‘임파서블 푸드’의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약 2조 3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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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

자료: Impossible Foods 웹사이트(https://www.impossiblefoods.com/)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 식물성 고기: 비욘드미트
2009년 설립한 ‘비욘드미트(Beyond Meat)’는 ‘임파서블 푸드’와 함께 식물성 고기
분야를 대표하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2019년 5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시가총
액 38억 달러(약 4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초대형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
다. 2016년 출시한 식물성 햄버거 패티인 ‘비욘드 버거(Beyond Burger)’는 현재 3만
5천 개의 레스토랑 및 식품 매장을 통해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가 ‘비욘드미트’의 식물성 패티를 이용하여 만든
식물성 버거 ‘P.L.T. Burger’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3월에는 캐나다의 스타
벅스 매장 1,500여 곳에서 비욘드미트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판매하며 지속적으로 사
업을 확장하고 있다.196)

196) 네이버포스트(2020. 3. 4.), “스타벅스, 디즈니도 ‘식물성 고기’... 세계 최대 곡물회사 카길도 뛰어들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633793&memberNo=35869883(검색
일: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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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비욘드미트(Beyond Meat)

자료: Beyond Meat 웹사이트(https://www.beyondmeat.com/)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 식물성 고기: 전미트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 1위 국가인 중국에서도 육류 대체식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탄생했다. 스타트업 ‘전미트(Zhenmeat)’ 역시 실리콘밸리의 대체육류 개발 스타트업
들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지속가능성, 환경, 축산오염 등을 이유로 콩으로 대체육을 만
들고자 하였다. ‘임파서블 푸드’, ‘비욘드미트’ 등 대체식품 선도 업체 대부분 이 대체
소고기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전미트’는 중국인의 소비 특성을 반영하여 대체 돼지
고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낭콩을 원료로 한 식물성 월병, 식물성 스테이크, 미
트소스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197)

□ 배양육: 모사미트, 멤피스미트
2013년 세계 최초로 배양육 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교의
마르크 포스트 교수가 세운 ‘모사미트(Mosa Meat)’이다. 당시 햄버거 패티 1장을 개
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32만 5,000달러였으나 2015년에 11달러로 감소하였고 2022
년에는 1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98)
197) 네이버포스트(2020. 1. 13.),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안이 가짜고기? 중국에서 식물성고기 개발이 시작된 이유”,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270258&memberNo=35869883(검색
일: 2020. 5. 22.)
198) McKinsey&Company(2020), “Feeding the world sustainably”, https://www.mckinsey.com/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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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피스미트(Memphis Meats)’는 배양육을 이용하여 햄버거 패티는 물론 미트볼,
치킨, 오리고기, 소시지 등 다양한 형태의 육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퓨
처미트테크놀로지(Futuremeat Technology)’199)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
규모 실험실 고기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게 된 ‘멤피스미트’는 1,400만 달러를 투자
받아 실험실 수준의 배양육을 공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2021년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32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Fifty Years Hence』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바 있다. 비록 50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그가 예언한
바와 같이 인류는 가축이 아닌 세포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50년 후에는 닭의 가슴살이나 날개만을 먹기 위해 닭을 기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신 우리는 적절한 조건에서 닭의 한 부위만 별도로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림 5-16] 배양육을 이용한 다양한 육류 제품

자료: 구글이미지 검색 등.

-functions/sustainability/our-insights/feeding-the-world-sustainably?cid=soc-web#(검색일: 2020.
5. 22.)
199) 퓨처미트테크놀로지는 2019년 10월 이스라엘의 행정수도 텔아비브 남쪽에 있는 레호보트에 994㎡(약 300평)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
7436917&memberNo=35869883&&mainMenu=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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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성 우유: 리플푸드, 퍼펙트데이
노란 완두콩으로 만든 우유 대체품 제조 회사 ‘리플푸드(Ripple Foods)’는 2014년
에 구글, 2018년에 골드만삭스로부터 각각 4,400만 달러 및 6,500만 달러를 투자받았
다. 미국에서 두유, 아몬드 우유 등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우유 대체음료 시장은
2018년 기준 최근 5년간 7.7%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아몬드
나 오트밀 등으로 만든 우유 대체음료는 20%에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내며 식물성 우
유 시장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동물성 우유의 연평균
성장률이 –2.7%인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리플푸드’는 아이스크림이나 푸딩과 같이
식물성 우유를 이용한 다양한 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식물성우유에 대한 업계의 관
심이 고조되면서 전통 식품 기업인 켐벨에서 노란 완두콩 가루를 활용한 수프를 개발
하기도 하였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인 ‘퍼펙트데이(Perfect Day)’는 2014년 창업 이래 3D 프린
팅 기술을 이용한 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타 업체가 식물성 원료를 활용하여 식물성
우유를 개발하는 것과 달리, 효모 균주와 설탕을 재료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우유 단백질을 합성해 내고 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제조 업체에 원료를 납품
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서비스를 택함으로써 차별성과 혁신성을 갖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타마섹 홀딩스로부터 2,47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
고 세계적인 식품회사인 ADM(Archer Daniels Midland)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본
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다.200)

200) Forbes(2018), “Perfectday partners with ADM to makd milk without cows”, https://www.forbes.co
m/sites/lanabandoim/2018/11/16/perfect-day-partners-with-adm-to-make-milk-without-cows/
#24e5e5766ca0(검색일: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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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식물성 우유 개발 사례

자료: Bloomberg Goverment(2019. 8. 20.),
https://about.bgov.com/news/move-over-fake-meat-cow-less-milk-and-cheese-are-on-the-wa
y/; NYTime(2020. 8. 2.), https://www.nytimes.com/2019/08/02/science/lab-grown-milk.html(검색일:
2020. 9. 19.); 구글이미지 검색 등을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 식물성 계란: 클라라푸즈, 저스트
세계 최초로 식물성 계란을 개발한 ‘클라라푸즈(Clara Foods)’는 효모 세포에 계란
흰자의 단백질 유전자를 삽입하여 합성함으로써 인공 계란 흰자를 개발했다.201) 세포
가 자라면서 계란 흰자와 같은 성분이 지속적으로 배양되며, 흰자 성분의 단백질이 만
들어지면 효모와 단백질 성분이 분리된다. 이 단백질 성분이 제과제빵에 주로 사용되
는 계란 흰자가 되는 것이다.
식물성 계란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저스트(Just)’는 노란 완두콩 추출 성분으로 만들어
진 마요네즈 ‘저스트 마요’와 수수 추출 성분으로 만든 쿠키 반죽을 출시해 미국 내 주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202) 관련 기술을 이용해 실제 스크램블과 맛 차이가 거의 없는
201) 네이버포스트(2019. 11. 25), “인공고기는 이미 상품화계란, 참치까지 만든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41906&memberNo=35786474(검색
일: 2020. 6. 16.)
202) 네이버포스트(2019. 7. 22.), “고기도 짜가 계란도 짜가” 동물성 단백질 대체식품 6”, https://m.post.naver.co
m/viewer/postView.nhn?volumeNo=22686221&memberNo=22846622&vType=VERTICAL(검색일: 20
20. 5. 14.)

344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스크램블용 인공 계란 ‘저스트 에그’를 출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국내 대체육 개발 사례
○ 식물성 대체육 스타트업 ‘지구인컴퍼니(Zikooin Company)’203)
식물성 대체고기 ‘언리미트(Unlimited)’를 개발한 ‘지구인컴퍼니’는 2020년 9월 한
국 매장을 시작으로 전 세계 4만 개 이상의 매장에 언리미트 제품 공급을 앞두고 있다.
2017년 창업한 이후 지금까지 8개 외식 브랜드에서 13개 채식 메뉴를 출시하고 있다.
○ 토종 배양육 스타트업 ‘셀미트(Cellmeat)’204)
2019년 3월 창업 4개월 만에 4억 원의 초기 투자를 유치한 ‘셀미트’는 전남대를
근간으로 한 토종 배양육 스타트업이다. 실리콘밸리의 ‘멤피스미트’와 같이 살아 있는
소, 돼지, 닭의 조직에서 추출한 세포를 대량 배양하여 고기 고유의 맛과 질감을 구현
하기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2020년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완
료한 후 제품의 정교화 및 다양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자 한다.
○ 인공 마요네즈 개발 업체 ‘더플랜잇(The PlantEat)’205)
두유와 국내산 약콩을 배합하여 만든 계란 노른자와 가장 유사한 단백질 대체물질을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만든 식물성 마요네즈 ‘잇츠베러 마요’는 마요네즈 특유의
질감과 맛이 살아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드레싱 등 다양한
식물성 제품을 개발 및 출시하고 있다.

203) 중앙일보(2020. 6. 6.), “반도체 개발하듯 식물성 고기 개발... 30조 시장 노리는 비거니즘 스타트업”, https://ne
ws.joins.com/article/23795108(검색일: 2020. 6. 17.)
204) 벤처스퀘어(2020. 3. 26.), “배양육 시장에 도전장 내민 토종 스타트업:,
https://www.venturesquare.net/803935(검색일: 2020. 6. 17.)
205) 네이버포스트(2019. 7. 22.), “고기도 짜가 계란도 짜가” 동물성 단백질 대체식품 6”, https://m.post.naver.co
m/viewer/postView.nhn?volumeNo=22686221&memberNo=22846622&vType=VERTICAL(검색일: 20
20. 5. 14.)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345

나. [테마 2] 먹거리 생산·소비의 무인 자동화 시대(unmanned
automation)의 도래
1) 무인 자동화 시대 관련 주요 트렌드
일자리 전망 측면에서 ‘Food & Agriculture’는 이슈의 강도가 강하고 단기에 도약
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력 부족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ICT 융복합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이머징 드라이버 측면에서 ‘Industry 4.0’은 이슈의 도래 시기가 빠르고 강
도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5-18] 키워드 위치: ‘Food & Agriculture’, ‘Industry 4.0’

주: 키워드 조합: - ‘Industry 4.0’ OR ‘food’ OR ‘robot’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먹거리 분야의 무인 자동화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강도는 2021년에 가장 크게 이슈
화되고, 약 20년간 크고 작은 이슈가 반복된 이후 차츰 잦아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2050년대에 이르러 농식품 분야의 무인 자동화는 더 이상 이슈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
라 보편적인 트렌드로 안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food’
와 ‘world’를 중심으로 ‘security’, ‘robot’ 등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
하게는 ‘industry 4.0’, ‘systems’, ‘crop’, ‘health’ 등의 단어와의 네트워크가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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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테마2 관련 트렌드 추이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그림 5-20] 테마2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농식품 분야에서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키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컴퓨팅, 로
보틱스, 제조 등의 토픽이 강하게 나타났다. ICT 융복합 기술의 농업 적용 분야가 확대
되면서 인간의 노동력 대신 첨단시설이나 장비를 통해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의 형태로 다양한 첨단농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206)207)
206) 미국 몬샌토(Monsanto)의 필드스크립스(Field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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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농업 현장에 부착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생육 정보를 AI
로직에 의해 분석하고, IoT 기술을 통해 생산 로봇을 제어하는 로봇농업 시대가 곧 도
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ICT 융복합 기술의 주된 활용 분야 중 하나로 3D 프린터
를 들 수 있으며, 건축, 의료,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이
식품 분야에도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208) 인체에 유익한 바이오잉크(edible
bio-ink)를 이용하여 원하는 식품을 직접 출력해 섭취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기관으로는 미국 농무부(USDA), 아마존,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의 기
관이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21] 테마2 관련 토픽 및 기관 클라우드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농식품 분야에서 IT 기술 활용 확대와 관련된 이슈들은 기회가 될 확률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협 요인 역시 16.7%로 분석되었다. 전통 농업과 달리 데이터,
센서, 장비 등의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농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 환경오염 저감, 지속가능성 증대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
면, 농식품 분야에 ICT 융복합 기술 적용이 확대됨에 따른 농업 일자리 감소, 신기술
도입 격차 심화, 전통 농업 소외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7) 네덜란드의 프리바 시스템(Priva system).
208) 최근 3D 프린터를 이용해 머리카락과 같은 섬유, 인공귀와 같은 신체기관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네이버
포스트(2020. 4. 20.),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029338&member
No=2247263&navigationType=push, 검색일: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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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테마2 관련 주요 페이퍼 내용과 영향도 분석

제목
세계 온라인 음식 배달 매출은 2025년까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식품 로봇 시장은 연간 복합성장률이
12.8%로 2016년 12억 3000만 달러에서
2022년까지 25억 달러로 성장한다.
세계 농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018년 1억
2800만 달러에서 2025년까지 7억 3천만 달러
로 예상 기간 중 평균 성장률(CAGR)이
24.3%로 증가할 것이다.
2030년까지 연간 2,900억 달러의 투자를 의
미하는 식품과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8,000억 달러의 누적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2030년까지 AI만으로도 푸드 체인 내 쓰레기
를 줄임으로써 식품 회사들의 연간 최대 1,270
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잠재
력을 갖게 된다.

토픽

연도

강도

분야

컴퓨팅

2025

84

IT

E

O

경제

2022

84

농식품

E

O

농업

2025

72

농식품

E

O

농업

2030

72

농식품

E

O

2030

60

E

S

비즈
니스

금융
서비스

PESTLE SWOT

글로벌 3D 푸드 프린팅 시장 규모는 2020~
2025년 전망 기간에 연평균성장률이 29.7%
를 기록하며 시장 성장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1,700만 달러에서 2025년 4,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2025

48

농식품

E

O

스마트 제조는 차세대 산업혁명 또는 4.0 산업
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조

2025

12

제조

E

O

CRC는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작동하며 농
업 허브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
호 크롭, 첨단 제조, 스마트 물류, 식품 과학 분
야의 혁신을 통합할 것이다.

변화

2019

12

농식품

E

S

기술은 글로벌하고 추적 가능한 소싱, 더 빠른 음
식 서비스, 효율적인 주방,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실시간 고객 관리 및 마케팅을 촉진할 것이다.

협업

2020

12

IT

E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유지·보수, 지
원 및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
출될 것이다. 창출되는 직업의 종류에는 로봇
모니터링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자동화 전문
가, 콘텐츠 큐레이터 등이 있다.

변화

2029

12

IT

E

O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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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주요 사례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동 제한 조치는 단순 여행객들의
이동은 물론 노동 인력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집약적인 농산업 분야의 인력 확보
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농민과 도소매 유통 업체들이 결성한 ‘신선농산물연
합(United Fresh Produce Association)’은 각국의 이동 제한으로 인해 농작물의 적
기 수확이 어려워져 유통 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했
다.209) 우리나라 역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해 왔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노동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
기 위해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드론, 로봇 등 다양한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농업 및 식품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농업용 드론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택배, 의료용 시약 및 장비 등의 무인 배달에 드론이
대량 활용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 중 지상
방역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에 농업용 드론이 다량
투입되면서 중국의 DJI, XAG, 이페이 테크놀로지 등 농업용 드론 제조 업체들의 매출
이 급상승하고 있다.210) 농업 방제용 드론인 DJI의 ‘AGRAS T16’은 경기도 성남시의
방역에 활용되면서 영국의 국영방송 BBC에 소개되기도 하였다.211) 중국에서도 농업
용 드론을 이용한 방역을 실시하면서 드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농업용 드론 업
체들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
209) 멕시코 노동력을 활용하던 미국 농가에서 이동 제한으로 인해 계절 농장 노동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미국
농가들의 농작물 수확에 큰 타격이 발생했다[네이버포스트(2020. 5. 7.), https://m.post.naver.com/viewer/
postView.nhn?volumeNo=28209216&memberNo=35869883, 검색일: 2020. 7. 21.].
210) 2020년 2개월간 XAG의 드론 판매량은 4,000대에 달함[이데일리(2020. 3. 10.), https://www.edaily.co.kr/n
ews/read?newsId=03519446625702008&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 2020. 7. 19.].
211) 유튜브(2020. 4. 3.), “Drones v COVID-19 – BBC Click”,
https://www.youtube.com/watch?v=GIauAOzFexk&feature=youtu.be(검색일: 2020. 7. 19.)

350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업용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무인시스템협회(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 International, AUVSI)에 따르면 2025년 기준 85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상업용 드론의 80%는 농업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
다.212) 농업용 드론은 개발 초기에는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
근에는 농약이나 비료의 살포, 방역, 벼 직파재배에도 활용되고 있다. 첨단 예측 기술
이 적용된다면 작물의 병해충 발생 여부나 작물의 작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특히
GPS 기능과 다양한 센서 등을 탑재할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농장의 환경을 정
확히 판단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최적의 조건으로 살포하여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드론 제조 기업으로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DJI는 최근 농업 방제용 드론 ‘AGRAS T16’을 출시했다.213) 3D 포인트 클라우드 이
미징을 지원하는 DBF(Digital Beam Froming) 기술을 사용해 농지 환경을 효과적으
로 감지하고 장애물을 피해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최대 16L의
분사 탱크와 1만 7,5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함으로써 시간당 약 3만 평(9.9ha)의 농
지에 효율적으로 분사할 수 있다. 경로 작업 모드, 다중 기계 제어 모드, 산악 모드,
과수원 모드 등 다양한 모드를 지원해 사용자의 환경에 따른 선택이 용이하다.
[그림 5-22] 농업 방제용 드론 DJI의 ‘AGRAS T16’

(통합 솔루션 제공)

(DBF 3D 포인트 클라우드 이미징)

자료: DJI 웹사이트(https://www.dji.com/kr/t16, 검색일: 2020. 6. 22.)
212) 농촌진흥청 블로그(2020. 4. 1.), “미래를 이끌 ‘농업용 드론’ 파헤치기”,
https://blog.naver.com/rda2448/221885059621(검색일: 2020. 6. 22.)
213) DJI 웹사이트(https://www.dji.com/kr/t16, 검색일: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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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드론을 가장 빠르게 도입한 일본은 농약 살포용 헬기인 야마하(Yamaha)의
‘R-50’을 시작으로 무인 항공기인 ‘RMAX’를 통해 농업 방제와 작황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있다. 특히 벼의 생육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적정량의 비료를 적기에 살포
하여 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RMAX’는 2016년 미국 연방항공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으로부터 비료와 농약 탱크를 운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음으로써 화물 운반용으로서의 드론 활용이 확대되었다.214)

□ 로봇 레스토랑 및 푸드봇
비대면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로봇 기술에 기반한 레스토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 로봇을 기반으로 한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팬데믹이 장기
화되고 비대면 사회가 확대됨에 따라 재활성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트렌드는 점차 확
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통 식품산업에 AI, 빅데이
터, 로봇, IoT 등 다양한 ICT를 접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AI 로봇이 햄버거를 만드는 버거 레스토랑 ‘크리에이터(Creator)’는 주문 즉시 로봇
이 재료를 손질하고 패티를 구워 만든 버거를 멸균된 통로를 통해 외부로 전달하여 손
님에게 제공된다. 350여 개의 센서와 20개의 마이크로컴퓨터가 내장된 ‘크리에이터’
의 AI 로봇은 5분 만에 버거를 만들어 내며, 투명한 수직 통로를 통해 모든 제조 과정
이 오픈되어 있다.215)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 확산을 우려하여 배달 주문만 받고
있지만 손님이 더 늘어났다.
무인 채소 농장 ‘플랜티(Planty)’는 컨테이너 형태의 실내 무인 농장으로 직원 대신
로봇이 케일, 루콜라 등 다양한 채소를 재배한다. 농작물의 재배부터 수확, 포장에 이
르는 전 과정을 로봇이 담당하면서 농작물에 바이러스나 유해 물질이 오염되는 위험으

214) 뉴시스(2015. 5. 6.), “美정부, 농업용 대형 무인기 허용... 비료와 농약 등 살포용 94kg 짜리”,
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06_0013644357&cID=10104&pID=1010
0(검색일: 2020. 6. 14.)
215) 네이버포스트(2019. 8. 20.), “미국 ‘푸드로봇(Food Robot)’ 어디까지 왔나”, https://m.post.naver.com/vie
wer/postView.nhn?volumeNo=23752562&memberNo=375154&vType=VERTICAL(검색일: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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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플랜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
의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매출이 30%가량 증가했고, 미국 슈퍼마켓 체인인
몰리스톤스(Mollie Stone’s)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보스턴에 위치한 로봇 샐러드 레스토랑 ‘스파이스(Spyce)’는 다양한 스타일의 샐러
드 제조 공정을 로봇화했다. 고객은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샐러드 재료를 조합하여 믹싱하여 자동으로 샐러드 볼에 담는 과정은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주문부터 픽업까지의 모든 과정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그리스식, 레
바논식, 인디언식, 한국식 등 다양한 스타일과 소스를 특색 있게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언택트 레스토랑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계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Bear Robotics)’가 개발한 서빙 로봇 ‘페니
(Penny)’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피자 레스토랑인 ‘아미치스(Amicis)’에서 피자를 서빙
하고 있다. 완성된 피자가 로봇 위에 올려지면 로봇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 테이블 번호에 맞추어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
[그림 5-23] 해외 로봇 기반 푸드테크 사례

자료: 네이버포스트(2019. 8. 20.), “미국 ‘푸드로봇(Food Robot)’ 어디까지 왔나”, https://m.post.naver.com/vie
wer/postView.nhn?volumeNo=23752562&memberNo=375154&vType=VERTICAL; 조선일보(2020. 6.
16.), “햄버거 만들고 농작물 키우고... 로봇, 이제야 때를 만나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
_dir/2020/06/16/202006160027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
news(검색일: 2020. 7. 14.)을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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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이 ‘LG전자’와 함께 배달 로봇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배달 서비스 플랫폼 기술과 LG전자 AI 및 실내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결합하여 배송 로봇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8년 개발한 실내 서빙 로봇 ‘딜
리 플레이트(Dilly Plate)’를 ‘피자헛’에 시범 도입하며 식당 로봇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LG전자는 ‘CJ푸드빌’과 함께 푸드봇을 확대 도입하면서 국내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
하고 있다. 2019년 11월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VIPS)’에 요리하는 로봇인 ‘LG 클로
이 셰프봇(CLOi ChefBot)’을 처음 선보인 이후, 2020년 1월에는 제일제면소에 서빙
로봇인 ‘LG 클로이 서브봇(CLOi ServeBot)’을 차례로 도입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
중시켰다. LG 클로이 셰프봇은 요리사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반영한 모션 제어(motion
control), 순서에 따라 다양한 조리기구를 스스로 교환하는 스마트 툴 체인저(smart
tool changer) 기술 등이 적용된 로봇이다.216)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
대 가전박람회 ‘CES 2020’에서 레스토랑 운영 통합 로봇 서비스인 ‘클로이 다이닝 솔
루션(LG CLOi Dining Solution)’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로봇 카페 ‘비트(b;eat)’를 운영하는 ‘달콤커피’는 2018년 처음으로 커피
만드는 로봇을 선보였으며, 2020년 4월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무인 카페인 비트
(b;eat) 매장을 오픈했다.
[그림 5-24] 국내 로봇 기반 푸드테크 사례

자료: 달콤커피 웹사이트(http://www.dalkomm.com/); 조선일보(2020. 6. 16.), “햄버거 만들고 농작물 키우고...
로봇, 이제야 때를 만나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0274.html?utm_source=naver
&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검색일: 2020. 7. 14.)을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216) LG전자 웹사이트, https://social.lge.co.kr/newsroom/lg_lg-cloi-servebot_0430/(검색일: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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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팅 식품
미국 코넬대학교의 호드 립슨(Hod Lipson) 교수 연구진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
한 과자를 처음 시도한 이후, ICT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식품 소재를 이용하여
초콜릿, 과자, 피자, 대체육 등 다양한 3D 프린팅 식품이 선보여지고 있다.
3D 프린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식품은 초콜릿 제조 분야이다. 미국의 3D 프린터
전문 업체 ‘3D 시스템즈(3D Systems)’가 ‘허쉬(The Hershey Company)’와 공동 개
발하며 ‘CES 2015’에서 최초 공개한 ‘CocoJetTM’,217) 세계 최초로 초콜릿 프린터를
상용화한 영국의 ‘초코 에지(Choc Edge)’의 ‘Choc Creator v2.0 Plus’,218) 이탈리
아 ‘WASP’가 개발한 초콜릿 전용 프린터 ‘Power WASP EVO’219) 등이 대표적이다.
[그림 5-25] 3D 프린터를 이용한 초콜릿 개발 사례

자료: Choc Edge 웹사이트, http://chocedge.com/ (검색일: 2020. 6. 11.)
217) 3D Systems 웹사이트, https://www.3dsystems.com/press-releases/3d-systems-previews-new-c
hocolate-3d-printer-cocojettm-2015-international-ces(검색일: 2020. 6. 11.)
218) Choc Edge 웹사이트, http://chocedge.com/(검색일: 2020. 6. 11.)
219) WASP 웹사이트, https://www.3dwasp.com/en/power-wasp-evo/(검색일: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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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체육 산업에 3D 프린팅 기술이 접목되면서 대체육을 프린팅하는 기술까
지 개발되었다.220) 스페인의 푸드테크 스타트업 ‘노바미트(Nova Meat)’는 3D 프린터
를 이용하여 식물성 단백질로 소고기나 닭고기의 식감을 모방한 스테이크를 출력하는
데 성공했다.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과 바이오프린팅(bioprinting) 기술을 기
반으로 완두콩과 해조류 단백질을 이용하여 실제 고기와 같은 붉은 색감을 나타내는
스테이크를 생산해 냈다.
[그림 5-26] 3D 프린터를 이용한 대체육 개발 사례

자료: Nova Meat 웹사이트, https://www.novameat.com/(검색일: 2020. 6. 11.)

다. [테마 3] 식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자급적 식문화(self-sufficient
food culture)의 부활
1) 자급적 식문화 관련 주요 트렌드
분야별 전망 측면에서 ‘Food & Agriculture’는 이슈의 강도가 크지는 않지만, 중단
기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의 국제 정세 등을 반영한 사회적 변화 측면에서
식량교역을 포함한 ‘Trade’는 이슈의 강도는 중간 정도이지만 단기간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220) Nova Meat 웹사이트, https://www.novameat.com/(검색일: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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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키워드 위치: ‘Food & Agriculture’, ‘Trade’

주: 키워드 조합: - Logistics OR "Supply chain" OR "Supply chains" OR Distribution OR Procurement OR
"food" OR "crop" OR "farm"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먹거리 분야의 수급 불안정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강도는 향후 30년까지 크고 작은
이슈가 반복된 이후 차츰 잦아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약 20년 후인 2040년에는 그동
안의 이슈들이 한데 모여 가장 큰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의 수급 불안정
은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시해야 하는 사
안임을 의미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food’와 ‘world’를 중심으로 ‘market’,
‘population’, ‘supply chain’ 등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하게는 ‘country’,
‘demand’, ‘crop’ 등의 단어와의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그림 5-28] 테마3 관련 트렌드 추이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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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테마3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농식품 분야에서 ‘트레이드(Trade)’와 관련된 키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식품, 농
업, 물류, 경제 등의 토픽이 강하게 나타났다. 관련 기관으로는 아마존(Amazon)이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미국 농무부(USDA), 유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존
재가 관찰되었다. 먹거리 수급과 관련하여 최근의 온라인 배송을 통한 식품 소비가 활
발해지면서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
고 있다. 무인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테슬라(Tesla), 우버(Uber)의 키
워드가 검색되는 것으로 보아 물류산업에 무인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거나 활용될 가
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월마트(Walmart),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 테스
코(Tesco)와 같은 유통 업체들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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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테마3 관련 토픽 및 기관 클라우드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농식품 분야에서 수급 불안정과 관련된 이슈들은 기회가 될 확률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위협 요인 역시 기회 요인과 유사한 40.0%로 분석되었다. 먹거리의
수급 불안정은 도시농업, 수직농장 등을 활용한 자체적인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최근 ICT 융복합 기술의 농업 적용이 확대되고, 부족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여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 기회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붕괴되고, 식량의 수요-공급 균형이 깨지면서 식량위기 국가의 기아 현상
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5-3> 테마3 관련 주요 페이퍼 내용과 영향도 분석

제목

토픽

연도

강도

분야

PESTLE SWOT

농업

2024

72

농식품

E

O

경제

2023

56

농식품

E

O

실내 농업 기술 시장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20억 2000만 달러에 달해 CAGR이 15.2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직농업 시장의 세계 가치는 2013년 4억 300만
달러에서 2023년까지 약 64억 달러로 상승할 것
이며, 그 절반 가까이가 미국의 성장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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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픽

연도

강도

변화

2020

20

농업

2020

16

2020

농업

2019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에 전
세계의 정상적 경제활동과 생활에 차질이 빚어지면

야기할 것이다.

헬스

PESTLE SWOT

E

T

농식품

E

T

16

농식품

E

S

2030

12

농식품

E

S

변화

2020

12

농식품

E

T

식품

2020

10

농식품

E

T

농업

2090

6

농식품

E

T

2020

4

E

T

2021

4

E

T

서 세계 교역은 13~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Covid-19 대유행은 올해 일부 농작물의 부족을

분야

케어

크롭원(Crop One)이라는 스타트업의 13만 평방
피트의 실내 농장을 올해 말 두바이에 착공할 예정

비즈

이며, 이 실내 농장에서는 하루 3t의 채소를 생산

니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필요한 양의
30%를 생산할 목적으로 옥상농업을 포함한 도시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식량 공급 중단으로 인한 경제 붕괴는
고통스러운 직격탄이다. 농부들의 손실이 올해 3
월과 5월 사이에 거의 7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식량난
을 크게 경험할 인구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가 기아 대유행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70년 만의 최악의 발생은 가뭄과 홍수의 해와 합쳐
져 지금은 사람들이 일하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코비드-19 대유행병이 식량 안보에 전례 없
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 규모를 나타냈

비즈

던 작물들의 시장과 공급망이 붕괴되었다.

니스

비즈
니스

식량 공급망이 내년에 걸쳐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은 8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더 이르고, 더
광범위하고, 더 고착화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변화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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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주요 사례
□ 식량위기론 대두
팬데믹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이동 제한에 이어 국경
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 및 유통에도 마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조치가 단행되어 식량 공급 사슬
(food supply chain)의 마비가 우려되면서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식
량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3월 18일 세르비아가 가장 먼저 일부 곡물의 수출
을 제한한 데 이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각국에서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조
치를 내렸다. 글로벌 교역을 통해 식량 수급 균형을 유지하던 각국은 팬데믹 현상이 장
기화되면서 자국 내 생산으로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5-4> 코로나19 이후 곡물 수출 제한 조치
국가

일자

품목

세르비아

’20. 3. 18.

밀, 설탕, 식용유

러시아

’20. 3. 20.

밀, 쌀, 보리

카자흐스탄

’20. 3. 22.

밀, 설탕, 감자, 당근, 양파

베트남

’20. 3. 24.

쌀

파키스탄

’20. 3. 25.

양파

캄보디아

’20. 4. 5.

쌀

자료: 머니투데이(2020. 4. 13.), “한국의 식량자급률 46.7%, 국경폐쇄가 부른 식량위기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1220470483627(검색일: 2020. 5. 2.)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곡물의 이동 정상화를 통한 식량
수급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2008년 발생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때
와 달리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위기는 식량 공급 사슬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 애그플레이션 당시에는 주요 생산국의 가뭄으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와
인구 증가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로 인한 곡물 소비량 증가가 맞물려 수요-공급 균형이
붕괴되면서 2년간 국제 곡물 거래 가격이 3배가량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으로 확산
되었다.221)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곡물의 생산-소비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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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유지되고 있어 2008년과는 다른 상황이다. 하지만 각종 이동 제한으로 인한 물류
단절이 장기화된다면 국가 간 수요-공급 균형이 깨져 식량 부족 국가를 중심으로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팬데믹 상황에서 물류 차질은 물론 농업 인력의 부족으
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어려워지면서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식량 공급 사슬을 정상화시켜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22) 유엔 역시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 공급 사슬을 조절하여 지
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하나인 ‘기아종식
(Zero Hunger)’을 지키기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223) 주요 20개국(G20)은 코로나19
로 인한 식량 수급 정상화를 위해 각국의 수출 제한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무역장벽
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224)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는 각국이
식료품에 대해 취한 수출 제한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규제 완화
를 당부하였고, 이에 주요 국가들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 제한과 식량 비축을 최소화하
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은 2018년 기준 46.7%이지만,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3.4%로 떨어진다.225) 주식인 쌀의 자급률은 수년간 100%를 상회하여
국내 자급이 가능하지만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70% 이상 소비되는 밀, 콩, 옥수수
등의 곡물의 9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한다. 팬데믹 장기화로 일부 곡물의 수입이 제한
된다면 국내 가공산업이나 축산업에 사용되는 곡물의 공급에 매우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26)

221) 머니투데이(2020. 4. 13.), “한국의 식량자급률 46.7%, 국경폐쇄가 부른 식량위기설, https://news.mt.co.kr/
mtview.php?no=2020041220470483627(검색일: 2020. 6. 11.)
222) FAO(2020), “COVID-19 and the risk to food supply chains: How to repond?”
223) UN(2020), “Preventing a pandemic-induced food emergency”
224) KBS 뉴스(2020. 5. 15.), “G20, 식량․의료용품 등 필수품에 불필요한 무역장벽 반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6977&ref=A(검색일: 2020. 6. 17.)
225) 곡물별 자급률(2017년 기준): 쌀(103.4%), 보리(26.0%), 밀(1.7%), 옥수수(3.3%), 두류(22.0%)
226) 임영훈 외(2019), “식량안보를 위한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 정책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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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비축 강화 및 자급 활성화 사례
팬데믹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식량 비축을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식량 생산이 자유롭지 못한 아랍
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식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고
온의 사막 기후로 인해 식료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UAE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 식량 비축분 확보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식량위
기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경제부가 식료품 관련 유통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
게 된다. 사재기가 발각되면 징역형이나 한화 약 7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정부
의 요청에 따라 식료품 유통상은 재고분을 시장에 제공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100만 톤 이상의 밀 전략 비축분을 확보했으며 추가 수입을 진행 중이다. 중동의
산유국인 두 국가는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자국
의 식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산물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홍콩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지 농산물의 생
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사가 가능한 경지가 전체 면적의
4.5%에 불과해 1980년대에 30~50% 수준을 유지하던 현지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은
2017년 기준 1.7%로 떨어졌다. 수입 농식품의 약 92%는 중국 본토에서 수입되는 농
산물이다.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식량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홍콩은 현지 농업의 중요
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현지 농산물 구매량이 급상승했다. 비록 중국 본토에
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가격이나 구매 편의성 측면에서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식량 안
보 측면에서 이와 같은 국내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227)

227) HongKong FP(2020. 4. 6.), “Coronavirus sparks boom for local farmers in import-dependent Hong
Kong”, https://hongkongfp.com/2020/04/06/coronavirus-sparks-boom-for-local-farmers-in-impo
rt-dependent-hong-kong/(검색일: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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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홍콩의 현지 농산물 자급 활성화 사례

자료: HongKong FP(2020. 4. 6.), “Coronavirus sparks boom for local farmers in import-dependent Hong
Kong”, https://hongkongfp.com/2020/04/06/coronavirus-sparks-boom-for-local-farmers-in-impo
rt-dependent-hong-kong/(검색일: 2020. 6. 11.)

□ 실내농업(indoor farming), 도시농업(unban farming) 사례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는 도심 한복판에서의 도시농업(urban farming)이나 건물 내
시설을 이용한 실내농업(indoor farming)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중동의 사막국가,
홍콩, 싱가포르 등 농업의 비중이 지극히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내농업이나 도시
농업이 확대되고 있다. 실내농업은 기존의 전통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농업으
로 평가되며, 실내농업과 관련된 시장은 연평균 15.2% 성장하여 2024년에 약 1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28)

228) ASD Reports(2019. 7. 22.), “Global Indoor Farming Technology Market is Projected to Reach $12.0
2 Bn by 2024”, https://www.asdreports.com/news-29260/global-indoor-farming-technology-mar
ket-projected-reach-1202-bn-2024(검색일: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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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UAE의 실내농업(Indoor Farming) 사례

자료: Fastcompany(2020. 4. 9.), “Abu Dhabi is investing $100 million in indoor farming as it tries to beco
me more resilient”, https://www.fastcompany.com/90485666/the-united-arab-emirates-is-100million-in-indoor-farming-as-it-tries-to-become-more-resilient(검색일: 2020. 6. 11.)

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와 두바이(Dubai) 사이 사막 한가운데에서는 세
계 최초로 100% LED 인공조명을 이용헤 토마토가 상업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최근
아부다비 투자국(Abu Dhabi Investment Office)은 UAE의 실내농장 개발을 위해 4
개 농산업 기업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 수직농장 선도 기업인 Aerofarm은 대형
R&D센터를 운영하고, 스타트업인 Madar Farms, Aerofarms, RDI, RNZ는 각각 실
내 토마토 농장 시설, 관개 시스템, 비료 시스템을 개발한다. 총 9만 평방피트의 연구시
설에서 6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고온의 사막기후 속에서 저투입 고효율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참여한다.
식량의 90%를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소비량의 최대 30%를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229) 단기적으로는 현지 농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보조
금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 대응을 위해 옥상농업(rooftop farming)을 포함한
도시농업(urban farming)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식량 공급 차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수입의존도를 완화
하려는 것이다.
대표적인 식량 수입 국가 홍콩에서도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230) 오래된 공장
229) Thomson Reuters Foundation(2020. 6. 1.), “Latest: How dities around the world are lifting
coronavirus restrictions”, https://news.trust.org/item/20200422183636-msd4g(검색일: 2020. 6. 17.)
230) Farm66 웹사이트, https://www.farm66.com/en/home/(검색일: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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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수직농장(vertical farm)인 ‘Farm66’은 약 280평의 규모에 4
명의 농부만이 일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는 연간 200톤에 가까운 샐러드 채소가 생산
되고 있다. ‘Fam66’은 수직농법(vertial farming), 아쿠아포닉스(aquafonics), LED
조명, 드론을 이용한 환경 모니터링․제어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소규모 인력으로 도시농
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5-33] 우리나라의 실내농업(Indoor Farming) ‘H 클린팜’ 사례

자료: 현대건설 웹사이트, http://www.hdec.kr/KR/Business/BusinessView.aspx?idx=1585&scroll=0&page_=
1&searchTab=&searchTerm=%ED%81%B4%EB%A6%B0%ED%8C%9C&returnUrl=/KR/Search/Sear
ch01.aspx#.XvL_0iD_yUk(검색일: 2020. 6. 22.)

우리나라에는 아파트 내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새로운 도시농업을 실현하는 단
지가 생긴다. 현대건설의 ‘H 클린팜(H CleanFarm)’은 빛, 온도, 습도 등 생육에 필요
한 요소들이 인공적으로 제어되는 밀폐형 재배 시스템으로, 단지 내에서 오염물질 없
는 작물의 재배가 가능하다.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을 겨냥한 미
래 아파트의 나아갈 방향으로 여겨지고 있다.

라. [테마 4] 먹거리 유통·판매의 급격한 위축과 착한 소비(good
consumption)의 확대
1) 착한 소비 관련 주요 트렌드
분야별 전망 측면에서 ‘Food & Agriculture’는 이슈의 강도는 약하나 중단기에 도
약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주요 사건 측면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농산물의 유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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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위축되는 현상을 반영한 ‘Ecosystem collapse’는 이슈의 강도가 조금 약한 정도
이며 중단기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5-34] 키워드 위치: ‘Food & Agriculture’, ‘Ecosystem collapse’

주: 키워드 조합: - "consumption*" OR "consumer" OR "farm" OR "food" OR "destruction"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먹거리 분야의 유통·판매 위축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강도는 향후 5년간 가장 크게
이슈화가 유지된 이후 10년을 주기로 크고 작은 이슈가 반복된 후 차츰 잦아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food’와

‘world’를

중심으로

‘consumption’, ‘demand’ 등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하게는
‘consumer’, ‘market’, ‘supply’, ‘security’ 등의 단어와의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농
산물의 유통·판매 라인의 붕괴가 착한 소비와 관련된 윤리적 소비와 네트워크를 형성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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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테마4 관련 트렌드 추이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그림 5-36] 테마4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농식품 분야에서 유통·판매의 위축과 관련된 키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consumption’ 토픽이 유일하게 가장 센 강도를 나타냈으며, 그 외에도 ‘food’,
‘farming’, ‘logistics’ 등의 토픽이 관찰되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
로 농산물 유통·판매의 위축과 관련된 클라우드 분석에서 소비 문화에 대한 새로운 토픽
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기관 클라우드에서는 ‘UN’, ‘USD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OPEC’ 등 정부 및 국제기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Amazon’, ‘Google’,
‘Facebook’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활동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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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테마4 관련 토픽 및 기관 클라우드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농식품 분야에서 유통·판매의 위축과 관련된 이슈들은 기회가 될 확률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농산물 유통·판매가 위축되면서 농민들의
판매 부진으로 인한 경제 손실과 유통 마비로 인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동시에 이동 제한, 거리 두기 등 관련 규제에서 비롯된 식량 부족과
가격 급등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 또한 주요 위협 요인 중
하나이다.

<표 5-5> 테마4 관련 주요 페이퍼 내용과 영향도 분석

제목
식품기프트는 다른 소비자 중심의 상품 분야에

토픽

연도

강도

분야

PESTLE SWOT

변화

2024

60

농식품

E

O

변화

2020

12

농식품

E

T

비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
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 2019년 212억 5천
만 달러에서 2024년 261억 5천만 달러로 연
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미국 전역의 식량 공급 중단으로 인한 경제 붕
괴는 고통스러운 직격탄이다. 농부들의 손실이
올해 3월과 5월 사이에 거의 7억 달러에 육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369

제목
농약과 소비자 비즈니스 산업에 종사하는 다국

토픽

연도

강도

분야

적 기업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현재의

비즈니

수익 질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된 지속가능성

스

PESTLE SWOT

2030

12

농식품

E

-

식품

2023

9

농식품

P

T

변화

2020

8

농식품

P

T

농업

2020

8

농식품

E

-

2020

6

E

T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규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많은 도시민들
에게 일상적인 노동력과 식량 구입에 대한 접
근은 문제가 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빈곤
선 아래로 수천 명을 더 밀어 올릴 수 있다.
COVID-19 관련 규제에서 비롯된 식량 부족
과 식량 가격의 급등은 올해 세계 많은 지역에
서 불안감을 조성할 것으로 위협하고 있다.
코비드-19는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올해 아일
랜드의 농가 소득을 26%에서 57%까지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결과로 2020년 말까지
20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110만 명의 추가

휴머니

인구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티

헬스케
어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2) 국내외 주요 사례
□ 전 세계적인 농산물 폐기 처분 사태
팬데믹에 의한 이동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라 농산물 소비가 급감하
면서 농장에서 수확 후 판매되어야 할 신선 농산물들이 그대로 폐기되는 사태가 발생
하고 있다. 최대 농업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오이, 상추, 콩, 양배추 등 신선 농산물을
그대로 폐기하거나 농장을 갈아엎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팬데믹에 의해 사회 전반
의 경제 흐름과 움직임이 마비되면서 농산물의 수요가 급락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폭
락하여 수확을 포기하는 것이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공장 종사자의 바이러스 감염
으로 인해 ‘스미스필드’, ‘타이슨푸드’ 등 대형 가공 및 포장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형마트, 식당, 단체급식소 등이 모두 운영을 중지하면서
대량으로 유통되어야 하는 우유가 매일 370만 갤런(약 1,400만 리터)씩 버려지고 있으
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 우유가 없어지는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 4월
현재 우유 생산량의 5%가 버려지고 있으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 폐기량이 기하급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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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231)
[그림 5-38] 미국 농장에서 폐기되고 있는 농산물과 유제품

자료: The Wall Street Journal(2020. 4. 26.), “Coronavirus forces farmers to destroy their crops”,
https://www.wsj.com/articles/coronavirus-forces-farmers-to-destroy-their-crops-11587909600;
머니투데이(2020. 4. 8.), “코로나의 그림자... 미국 낙농가는 우유 버리는 중”,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0809004689753(검색일: 2020. 5. 24.)

세계 2위 농업 수출국인 네덜란드 역시 팬데믹에 의한 영향으로 농산물 수출이 급락
하고 오랜 전통이던 튤립축제 또한 취소되어 농민들의 소득이 급락하고 있다. 생산량
의 25%가량이 해외로 수출되던 감자의 수출이 제한되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량 역
시 1/20 가격으로 거래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튤립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85%가
수출용이지만 수요가 급락하였으며, 국내 튤립축제마저 취소되면서 튤립 한 송이가 0
원으로 책정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232)
대표적인 키위 생산국인 뉴질랜드도 시장 붕괴로 인해 주요 수출 작목의 거래가 제
한되고 있다. 특히 전체 수출량의 25%가 중국으로 수출되던 키위의 경우 막대한 피해
가 예상되고 있다.233)
국내에서도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등교가 미뤄지면서 학교나 직장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돼야 할 농산물이 폐기되고 있다. 졸업식, 입학식, 예식 등의 행
231) NYTimes(2020. 4. 11.), “Dumped Milk, smased eggs, plowed vegetables: Food waste of the Pande
mic”, https://www.nytimes.com/2020/04/11/business/coronavirus-destroying-food.html(검색일: 2
020. 5. 24.)
232) 연합뉴스(2020. 4. 15.), “감자는 쌓이고 튤립은 안팔리고... 눈물의 폐기처분”, https://www.yonhapnewstv.c
o.kr/news/MYH20200415002600038(검색일: 2020. 5. 26.)
233) Rabobank(2020), “Agribusiness Monthly March 2020”, RaboResearch Food & Agribusiness, 5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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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은 농작물 생산을 위한
투자가 판매를 통해 소득으로 이어지고, 이 소득이 다음 해의 생산을 위한 투자로 이어
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산업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다.234)

□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착한 소비 사례
소비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농수축산 폐기물 발생에 대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가성
비(價性比)를 고려한 합리적 소비 대신 가심비(價心比)를 고려한 착한 소비 문화의 참여
자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에서 시
작된 운동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차례로 이어받으며 전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일종의 캠페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강원도는 가장 먼저 지역 특산품 팔아 주기 운동을 시작해 다양한 농산물을 소개하
고 홍보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 촉진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외 판로가 막힌 농가를 대신해 도지사가 직접 감자, 아스파
라거스, 토마토 등의 지역 농산물을 팔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연속적으로 펼치면서 전
국민을 착한 소비에 동참시키는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235)
서울시에서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운동으로 ‘플라워 버킷 챌린지(Flower Bucket
Challenge)’를 제안하여 정치계, 재계 인사들이 챌린지를 이어 가며 전국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236) 주로 유명 인사들이 챌린지에 대한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기도 하지
만, 최근에는 직장이나 소모임 등에서 유사한 형태의 화훼 농가 살리기 운동을 이어
가는 착한 소비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다.
대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착한 소비 문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234) 머니투데이(2020. 4. 8.), “등교일 몰라도 다시 심을 수밖에... 27억 작물 갈아엎은 농가들”, https://news.mt.c
o.kr/mtview.php?no=2020040710035096247&type=1(검색일: 2020. 4. 18.)
235) 조선일보(2020. 6. 4.), “강원 찰토마토 사세요.. 최문순 지사, 이번엔 토마토 완판 도전”, https://news.chosu
n.com/site/data/html_dir/2020/06/04/202006040262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
inal&utm_campaign=news(검색일: 2020. 6. 17.)
236) 국제신문(2020. 4. 1.), “캠코․거래소 등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
newsbody.asp?code=0200&key=20200402.33010000489(검색일: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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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은 판로가 막힌 농수축산물의 대량 유통, 가공·판매를 통해 해당 지역에 매우 큰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다. 신세계 부회장의 ‘강릉 못난이 감자’와 ‘해남 왕고구마’ 팔
아 주기 운동,237) 오뚜기 회장의 ‘완도 다시마’ 팔아 주기 운동238)이 대표적이다.

[그림 5-39] 국내 농가를 위한 착한 소비 운동

자료: 조선일보(2020. 6. 4.), “강원 찰토마토 사세요.. 최문순 지사, 이번엔 토마토 완판 도전”,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4/202006040262 (접속일: 2020.06.17.);
조선비즈(2020.04.22.),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번엔 ‘해남 왕고구마’ 특별판매 나선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2/2020042203218.html?utm_source=naver&u
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검색일: 2020. 6. 10.)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농가와 급식 업체의 손실
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
다.239) 농림축식품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농산물
꾸러미, 바우처, 교육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현재 14개 시․도와 1개 군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용 농산물 약 3만 7천 톤을 소비함으로써 농가의
경제 회복과 동시에 가정에서는 식비 부담 완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37) 조선비즈(2020. 4. 22.),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번엔 ‘해남 왕고구마’ 특별판매 나선다”, https://biz.chosun.
com/site/data/html_dir/2020/04/22/202004220321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
al&utm_campaign=biz(검색일: 2020. 6. 10.)
238) 연합뉴스(2020. 6. 9.), “다시마 구입한 오뚜기... 식품업계․농어촌 협업으로 ‘상생’”, https://www.yna.co.kr/vi
ew/AKR20200608147451030?input=1195m(검색일: 2020. 6. 17.)
239)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 6. 9.), “학부모․농업인․급식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
물 꾸러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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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테마 5]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먹거리 정보 투명 사회
(transparent society) 도래
1) 먹거리 정보 투명 사회 관련 주요 트렌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장기화되면서 먹거리 분야에도 이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식이 점차 강해지
고 있다. 분야별 전망 측면에서 먹거리의 안전 보장을 포함하는 ‘Security’는 이슈의
강도는 약하지만 단기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글로벌 목표 측면에서 건강
과 웰빙 같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Good health and well-being)’은
이슈의 도래 시기가 빠르고 강도 또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40] 키워드 위치: ‘Security’, ‘Good Health and Well-being’

주: 키워드 조합: - "safe*" OR "food" OR "plague" OR "disease*"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먹거리 분야의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투명 사회와 관련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food’, ‘world’, ‘data’를 중심으로 ‘information’, ‘market’, ‘technology’,
‘production’ 등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value’, ‘digital’,
‘blockchain’, ‘mobile’ 등의 단어와의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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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테마5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농식품 분야에서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투명 사회와 관련된 키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농업, 작물, 시장의 토픽이 강하게 나타났다. 관련 기관으로는 유엔, USDA,
FAO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그 외에도 아마존, 홀푸드마켓과 같은 식품, 유통 업계의
활동도 관찰되었다. GMO 및 FDA가 클라우드 내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식품안전
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강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5-42] 테마5 관련 토픽 및 기관 클라우드(변경)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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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에서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투명 사회와 관련된 이슈들은 기회가
될 확률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협 요인은 23.6%로 분석되었다. 소비자들
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투명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이슈들이 기회 요인인 동시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GMO, 화학물질 오염 등 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있어
위협이 될 확률 또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표 5-6> 테마5 관련 주요 페이퍼 내용과 영향도 분석

제목

토픽

연도

강도

분야

식품 추적성 시장만 해도 내년이면 140억 달
러 규모의 시장이 될 전망이다.

PESTLE SWOT

식품

2021

72

농식품

E

O

협업

2020

72

농식품

E

O

식품

2021

60

농식품

E

O

합의

2025

60

S

S

2025

20

E

O

소비

2023

15

농식품

E

O

행태

2020

12

농식품

E

W

2030

12

농식품

E

-

한방보충제 및 치료제 시장은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예방 진료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까지
1,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웰니스 식품 시장은 2021년까지 7,320억 유
로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2025년까지 생명과학 분야
에서 30억 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를 추가한다.

지원
서비스

전 세계 10대 식료품기업 가운데 20%가
2025년까지 블록체인을 활용해 생산량, 품질,

accou

신선도를 기록한 보안대장을 만들어 식품 안전

nting

지원
서비스

성과 추적성을 높일 예정이다.
미래의 소비자들은 향후 몇 년 동안 건강과 웰
빙 식품에 훨씬 더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식품안전 스캔들의 증가 추세는
예측 기간 동안 염소 우유 제품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NRA는 향후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소싱과
투명성이 식음료 산업에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즈
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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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픽

연도

강도

분야

협업

2020

12

IT

PESTLE SWOT

기술은 글로벌하고 추적 가능한 소싱, 더 빠른
음식 서비스, 효율적인 주방,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실시간 고객 관리 및 마케팅을 촉진할 것

E

S

이다.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4. 12.)

2) 국내외 주요 사례
□ 블록체인을 이용한 식품 이력 관리 시스템 ‘IBM Food Trust™’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푸드테크로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식품 생산 정보 이력
관리 시스템이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물론 가축이나 식물에 발
생하는 다양한 병해충 등의 위험 요인에 민감해지면서 식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모든 정
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미래 식품산업의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은
2018년 약 2년의 연구를 거쳐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 정보 클라우드 플랫폼인 ‘푸드
트러스트(IBM Food Trust™)’를 출시했다. 이 네트워크에는 월마트(Walmart)를 시작
으로 카르푸(Carrefour), 크로거(Kroger), 네슬레(Nestlé), 타이슨 푸드(Tyson
Foods), 유니레버(Unilever) 등의 글로벌 식품 유통 업체, 소매 업체, 공급 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33개국에 1만 2,000개 이상의 슈퍼마켓을
가지고 있는 카르푸사는 소비자들이 자사 브랜드 상품들에 신뢰를 갖도록 ‘Act for
Food’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22년까지 모든 자사 상품에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IBM 푸드 트러스트’ 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240)
‘IBM 푸드 트러스트’는 식품 업계가 식품 에코 시스템의 데이터에 접근하여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도록 한 것이
다. 기존에 일주일 가량 소요되던 식품의 생산, 경로 추적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이용하여 잠재적 식품 오

240) 농식품수출정보(2018. 10. 17.), “미주 주요 식품기업, IBM food Trust 네트워크에 참여”, 수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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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을 신속하게 추적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차단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식품의 원산, 유통, 선적 등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을 가입한 식품 업체들 간에 열린 정보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분산(decentralized) 모
델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노드(node)241)는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데이터 소유주들은
이 데이터를 보거나 공유하는 권한을 제공하는 주체가 된다.
이를 통해 식품의 공급 사슬을 효율화하고(supply chain efficiency), 브랜드의 신
뢰도를 제고하며(brand trust) 더 나아가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food safety)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동화 등 여러 기술들과 연합하여
식품 재고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242)

[그림 5-43] IBM의 푸드 트러스트

자료: IBM 웹사이트(https://www.ibm.com/blockchain/solutions/food-trust/modules, 검색일: 2020. 6. 18.)

글로벌 식품 기업인 스위스의 네슬레는 2017년부터 IBM의 푸드 트러스트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최대 유통 업체인 카르푸와 함께 매시드포테
이토 식품 ‘무슬린 퓨레(Mousline purée)’, 분유 ‘기고(Guigoz)’에 이어 자사의 커피
241) 네트워크의 분기점이나 단말 장치의 접속점.
242) IBM 웹사이트(https://www.ibm.com/blockchain/solutions/food-trust/modules, 검색일: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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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인 ‘조가스(Zoégas)’에 푸드 트러스트를 접목하였다. 조가스의 경우 커피 원두
의 생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푸드 트러스트에 수집되고,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커피의 원산지, 수확 시기, 로스팅 정보, 가공,
포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43)
[그림 5-44] 푸드 트러스트(Food Trust)를 활용한 네슬레의 블록체인 서비스

자료: Nestle 웹사이트(https://www.nestle.com/media/news/nestle-blockchain-zoegas-coffee-brand,
검색일: 2020. 6. 15.)

□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트렌드 예측 시스템 ‘엘시아(LCIA)’
롯데제과는 2018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트렌드 예측 시스템 ‘엘시아(LCIA,
Lotte Confectionery Intelligence Advisor)’를 신제품 개발에 도입하고 있다. ‘엘시
아’는 IBM의 인공지능 콘텐츠 분석 플랫폼인 ‘IBM 왓슨 익스플로어’를 기반으로 7천
만 건의 소셜 데이터와 점포판매시스템(Point of Sales, POS) 데이터, 날씨 등의 정보
를 고유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의 트렌
드를 예측하여 제품 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롯데제과, 2020. 3). 최근 롯데제과
에서 개발되는 제품은 ‘엘시아’의 분석을 토대로 출시되고 있다. 2019년에는 미국 샌
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IBM 연례 기술 콘퍼런스인 ‘IBM Think 2019’에서 국내 식품
243) Nestle 웹사이트(https://www.nestle.com/media/news/nestle-blockchain-zoegas-coffee-brand,
검색일: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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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로 AI 기반 트렌드 예측 시스템으로서 엘시아의 개발 과정과 기능 등을 소개
함으로써 국내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다.244) 최근에는 엘시아가 분석한 2020
년 식품 트렌드를 발표하며 식품산업의 인공지능 기술과의 접목을 가속화하고 있
다.245)

[그림 5-45] 엘시아(LCIA)를 활용한 롯데제과의 트렌드 예측

자료: 롯데제과(2020. 3), “2020 food Trend ‘PLEASSANT’”, p. 8; 세계일보(2020. 3. 20.), “롯데제과, AI가 분석한
‘2020 식품트렌드’ 제시”,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19518709?OutUrl=naver(검색일:
2020. 6. 14.)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244) 롯데제과(2020. 3), “2020 food Trend ‘PLEASSANT’”, LCIA 제1호.
245) 세계일보(2020. 3. 20.), “롯데제과, AI가 분석한 ‘2020 식품트렌드’ 제시”, http://www.segye.com/newsVi
ew/20200319518709?OutUrl=naver(검색일: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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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먹거리 분야 미래상
1. 국민 대상 미래워크숍을 통한 미래사건
가. 미래사건 발굴 과정
1) 미래워크숍 과정
먹거리 주제의 5개 테마는 ‘진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체식품(fake food)의 보편
화’, ‘먹거리 생산·소비의 무인 자동화 시대(unmanned automation) 도래’, ‘식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자급적 식문화(self-sufficient food culture)의 부활’, ‘먹거리 유
통·판매의 급격한 위축과 착한 소비(good consumption)의 확대’,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먹거리 정보 투명 사회(transparent society) 도래’이다.
테마별 미래사건 발굴을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 각 테마를 통해 연상되는
키워드, 사건, 질문, 그림 등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이었다. 브
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생각을 쏟아 낼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도출된 아이디어 가운데 가장 미래적인 아이디
어 3~5개를 팀별로 선정하는데, 이 아이디어들은 브레인라이팅의 초기 아이디어로 활
용되어 보다 구체적인 미래사건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진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체식품(fake food)의 보편화’ 테마의 경우
‘사라진 도축장’, ‘동물 사육에 사용되었던 토지의 새로운 활용’, ‘다양한 대체식품의
발달’ 아이디어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 아이디어들은 각각 브레인라이
팅의 첫 번째 질문에 활용되었고,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된 미래사건
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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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6] 먹거리의 미래 브레인스토밍 결과 예시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47] 건강의 미래 브레인라이팅 결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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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테마는 팀을 나누어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브레인스토밍의
초기 아이디어 및 이와 연계된 브레인라이팅의 미래사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진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체식품의 보편화’ 테마의 미래사건 도출 과정을 보면
‘사라진 도축장’ 아이디어는 “가축을 기르던 목장이 없어지면서 분뇨 등으로 훼손된 자
연이 회복된다.” “기존의 농산물, 가축 운반에 쓰이던 화물차 생산이 줄어들고, 대체식
품 운반을 위한 장비와 생산 시설이 증가한다.” 등의 미래 모습으로 발전되었고, ‘다양
한 대체식품의 발달’ 아이디어는 “1인 맞춤형 먹거리 보급이 보편화된다(1인 사이즈
수박 등).”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다양한 조미료가 개발된다.” 등의 미래 모습으로
발전되었다. 나머지 테마도 같은 과정을 거쳐 다소 범위가 넓은 브레인스토밍 아이디
어에서 보다 구체적인 미래 모습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5-7> ‘진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체식품의 보편화’ 아이디어 도출 과정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사라진 도축장

진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체식품의 보편화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가축을 기르던 목장이 없어지면서 분뇨 등으로 훼손된 자연이 회복된다.
‧ 야생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숲 훼손 방지법과 야생
동물 보호법 등이 제정된다)
‧ 기존의 농산물, 가축 운반에 쓰이던 화물차 생산이 줄어들고, 대체 식품 운반을
위한 장비와 생산 시설이 증가한다.

동물 사육에 사용되었던
토지의 새로운 활용

‧ 빌딩형 농장을 짓는 건축업이 활성화된다.
‧ 가정 내 수경재배 시스템이 옵션으로 주어지는 아파트가 지어진다.
‧ 기술 개발로 먹거리가 좀 더 안전해진다.
‧ 대체식품을 불법으로 생산하던 업체가 적발된다.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식료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늘어난다.
‧ 1인 맞춤형 먹거리 보급이 보편화된다.(1인 사이즈 수박 등)
‧ 대리 재배 방식으로 원하는 식자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급자족을
원하지만 재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맞춤형 대리 재배를 해 주는 서비스가

다양한 대체식품의 발달

증가한다.
‧ 재료가 맞춤형으로 작아지면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
‧ 대체식품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생긴다.
‧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다양한 조미료가 개발된다.
‧ 같은 영양성분에 부피가 축소된 식품이 개발된다.(우주인 식사와 유사)
‧ AI 기술이 도입되어 대량 생산이 용이해지지만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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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먹거리 생산·소비의 무인 자동화 시대 도래’ 아이디어 도출 과정
먹거리 생산·소비의 무인 자동화 시대 도래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집집마다 버튼 하나로 요리가 완성되는 푸드 컴퓨터를 활용한다.
‧ 다양한 레시피를 다운받아 푸드 컴퓨터로 만들어 먹는다. 나만의 레시피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푸드 컴퓨터 활용
보편화

‧ 새로운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서 식문화 만족도 저하 및 영양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
‧ 푸드 컴퓨터를 활용하여 지중해 오렌지를 서울에서 재배하고, 하루 만에 먹을 수
있게 된다.
‧ 식당에서 메뉴와 상관없이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주문하면 개인에 맞게 식사가
제공된다. 소고기 스테이크와 인스턴트 라면을 같은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된다.
‧ 자급자족 문화가 보편화되고, 맞춤으로 먹어 과식하지 않게 되면서 성인병 환자가

개인 맞춤형 식문화
보급

줄어들고 전 국민의 평균 체중도 줄어든다.
‧ 재료를 재배, 도축, 조리, 먹는 과정까지를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먹슐랭’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 1인분 판매가 보편화된다.
‧ 맞춤형 식품을 파는 기업이 크게 성장한다.
‧ 드론 배달이 보편화된다.
‧ 드론 기술을 배우기 위해 농촌 인구가 서울로 모여든다.

드론 기술 활용

‧ 드론이 사람을 공격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면서 총기 등록제처럼 드론 등록제가
실시된다.
‧ 해킹이 문제가 되면서 화이트 해커 양성을 위한 각종 대회가 열린다.

자료: 저자 작성.

<표 5-9> ‘먹거리 유통·판매의 급격한 위축과 착한 소비의 확대’ 아이디어 도출 과정
먹거리 유통·판매의 급격한 위축과 착한 소비의 확대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재배기를 통해 식물의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빠른 생산이
가능해진다.
‧ 유전자 조작, 세포 배양이 손쉬워지면서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

직거래를 가능하게 해
주는 과학기술 발달

‧ 먹거리 생산 과정을 영상 정보로 만들어 QR코드 형태로 제공한다.
‧ 인간 세포 배양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가 발생한다.
‧ 식량 생산이 간편해지고 유통 과정이 투명해지면서 전 세계 기아 인구가
줄어든다.
‧ 소비자의 냉장고 상태를 파악하여 생산 품목을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능해진다.
‧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기업만 알고 있던 생산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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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유통·판매의 급격한 위축과 착한 소비의 확대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개개인에게 확산된다.
‧ 필요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로 전환하며 사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1년 동안

구분이 사라짐

농업 인구의
과학기술 활용 필수화

자유롭게 역할을 바꾸며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
‧
‧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과학기술 활용을 잘하는 젊은 농업 인구가 유입된다.
기존의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교육이 이루어진다.

‧ 기존의 농업 인구와 새로운 농업 인구가 협업하여 새로운 농업 문화를 만든다.

자료: 저자 작성.

<표 5-10>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먹거리 정보 투명 사회 도래’ 아이디어 도출 과정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먹거리 정보 투명 사회 도래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정보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원산지나 성분 등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식품을
구매, 섭취하게 된다.
‧ 불량식품 처벌이 매우 엄격해진다.
‧ 먹거리 판매 과정이 까다로워져 검증되고 선별된 먹거리만 유통된다.
‧ 식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직접 확인하고 사는 문화가

먹거리 정보
신뢰도 상승

사라지고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 농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관련 학과의 인기가 높아지고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첨단 농업인의 이미지가 생긴다.
‧ 영양성분을 속이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깨는 사건이 발생한다.
‧ 건강 사회가 오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정년 이후의 노인 문제가 발생한다.
‧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오히려 어려워진다.
‧ 재료보다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완제품 공급이 늘어난다.

먹거리 생산 및 유통의
간소화

‧ 정보가 부정확한 식품만 유통되는 마켓이 생긴다.
‧ 일부 계층이 먹거리 유통을 독점하면서 국가 간 영향 불균형이 심화된다.
‧ 농축산물도 생산비용 절감 및 정보 투명화를 위해 대기업 중심으로 생산된다.
‧ 소비자의 근거리에서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유통 과정이 단순해지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 완화

환경오염이 완화된다.
‧ 환경오염을 생각한 실내 재배가 증가하여 관련 기술이 발달한다.
‧ 음식점에서 주문 시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의 몸 상태를 파악하여 딱 맞는

생체 정보 활용

메뉴를 추천해 준다.
‧ 소비자의 생체 정보에 기반해 식단 관리 및 건강관리가 이루어진다.
‧ 생체 정보 해킹이 발생한다.

자료: 저자 작성.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385

<표 5-11> ‘식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자급적 식문화의 부활’ 아이디어 도출 과정
식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자급적 식문화의 부활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구하기 어려운 식품을 3D 프린터기로 만들어 먹는다.(산삼도 3D 프린터기로
출력)
‧ 대부분의 음식을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비싼 식품, 귀한 식자재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진다.
‧ 3D 프린터의 원재료 산업이 발달하고 관련 인력이 전문화되면서 직업 선호도가
상승한다.
‧ 자급적 식문화 발달로 무역이 줄어들면서 자국 내 식자재 확보가 중요해진다.
‧ 추억의 음식을 재현하는 등 레시피 공유처럼 새로운 방식의 정보 나눔이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급자족 문화

일어난다.
‧ 불법적인 식품을 제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집집마다 3D 프린터를 놓는 것이 당연해진다.
‧ 3D 프린터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무화된다.
‧ 정보 활용 및 습득에 격차가 벌어져 먹거리 양극화가 심화된다.
‧ 먹거리 생산 관련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유하지만, 직접적인 교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 과학기술 관련 학과의 선호도가 상승한다.
‧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하게 되어 실업자가 많아진다.
‧ 영양바 하나로 세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간편식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간편식의 발달

‧ 진짜 고기 같은 식물용 고기가 늘어나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육식과 같은
맛의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식품의 품질이 다양해지면서 먹거리에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
‧ 집 안에 온실을 두고 AI 기술을 활용해 식자재를 기르게 된다.
‧ 새로운 종자가 개발돼 하루 만에 키워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나온다.
‧ 자신이 생산한 채소를 판매가 아닌 나눔을 하는 문화가 확산된다.

가정 농부의 증가

‧ 가정 내 식물 기르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토지오염이 줄어든다.
‧ 각자 먹을 만큼만 생산하여 쓰레기가 줄어든다.
‧ 대부분의 건물에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 식자재 생산에 특화된 빌딩이 나온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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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 이후, 미래사건을 도출하는 브레인라이팅 과정은 총 4단계로 진행된
다. ①브레인스토밍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미래사건 도출 ②팀원이 작성한
미래사건과 연계해 미래사건 도출 ③해당 테마를 STEEP 중 하나와 연결해 미래사건
도출 ④2030년 뉴스 헤드라인을 상상하여 미래사건 도출 과정을 거치는데, ①에서 ④
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활용된 브레인스토밍의 아이디어는 영향력이 줄어들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함께 발굴된다.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는 팀원들의 투표를
거쳐 다수가 관심 있는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이슈
끼리 군집시키는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
[그림 5-48] 먹거리 클러스터링 예시

자료: 저자 작성.

클러스터링은 비슷한 이슈별로 아이디어를 군집시켜 파편화된 미래사건을 일관성
있는 미래사회 모습으로 구축하는 과정이다. 먼저 브레인라이팅에서 표를 많이 받은
미래사건을 중심에 두고 비슷한 아이디어를 모은 후 해당 미래의 특징에 맞는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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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게 된다. 공간의 미래 클러스터링 결과 참가자가 예측한 미래사회 모습은 다음과
같다.
<표 5-12> 먹거리의 미래 클러스터링 결과
분류
진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체식품의 보편화

먹거리 생산·소비의 무인 자동화
시대 도래

식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자급적 식문화의 부활

먹거리 유통·판매의 급격한 위축과
착한 소비의 확대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먹거리
정보 투명 사회 도래

미래사회 모습
집에서 농사짓는 것의 보편화
상상도 못 한 식재료의 발달
농축산업계의 혁명적 변화
새로운 농업 문화 발달(대신 키워 드림)
건강한 대체식품
드론을 활용한 첨단농법 시행
무인 생산 및 자동화
해킹 문제 발생에 따른 법규 마련
3D 프린팅에 기반한 식문화 발달
가정용 3D 프린터 보급
3D 프린터 제조 기업의 경쟁
3D 프린터 관련 법 제정
가정용 식물 재배기
간편식이 바꾼 삶
식재료 기술 다양성에 따른 빈부 격차 또는 평등
식자재 무역 관련 변화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사회
농부의 직업 변화(신농부 대 구농부)
농업 분야 전문 정치인 등장
국가 경제 평준화
인간 세포 불법 유통
로컬 문화가 사라지고 대기업이 대량 생산 주도
개인 맞춤형 식사 보편화
먹거리 신뢰 사회 도래(블록체인 기술 활용)
식품 관련 법 제정 및 처벌 강화

자료: 저자 작성.

2) 미래사건 재구성
15개 내외의 주요 미래사건을 도출하기 위해 미래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재분류 과
정을 거쳤다. 워크숍 진행은 5개 테마를 중심으로 했지만 최종 도출되는 미래사건은
테마를 나누지 않고 먹거리라는 큰 주제 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는 테마에 집중했지만, 브레인라이팅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확장되며 자연스럽게 테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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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뛰어넘는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테마 대신 각 사건의 특징에 맞는
이슈로 분류해 재구성했고, 각 사건은 다시 위기, 기회, 중립 이슈로 구분되었다.
최종 미래사건은 이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참가자의 의견과 워크숍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 둘째는 먹거리라는 주제에 적합한
내용일 것, 셋째는 가급적 극단적인 긍정, 부정 사건은 배제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
사건을 선택 및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 14개의 미래사건을 선정할 수 있었다.
<표 5-13> 먹거리의 미래 브레인라이팅 결과
분류

빅데이터 기반
푸드 케어 시스템

미래사건
‧ 음식점에서 주문 시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의 몸 상태를 파악하여 딱 맞는

신뢰도 상승

기회

가능해진다.
‧ 생체 정보 해킹이 발생한다.
‧ 정보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원산지나 성분 등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식품을

위기

사라지고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 농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관련 학과의 인기가 높아지고 과학기술을

기회
기회
기회
중립
기회
위기

발생한다.
‧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오히려 어려워진다.
‧ 기술 개발로 먹거리가 좀 더 안전해진다.
‧ 농축산물도 생산 비용 절감 및 정보 투명화를 위해 대기업 중심으로

위기
기회

개개인에게 확산된다.
‧ 필요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로 전환하며 사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1년 동안
방식 변화

기회

적극 활용하는 첨단 농업인의 이미지가 생긴다.
‧ 영양성분을 속이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깨는 사건이 발생한다.
‧ 건강 사회가 오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정년 이후의 노인 문제가

생산된다.
‧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기업만 알고 있던 생산 방법이

먹거리 생산·유통

기회

메뉴를 추천해 준다.
‧ 소비자의 생체 정보에 기반해 식단 관리 및 건강관리가 이루어진다.
‧ 소비자의 냉장고 상태를 파악하여 생산 품목을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

구매, 섭취하게 된다.
‧ 불량식품 처벌이 매우 엄격해진다.
‧ 먹거리 판매 과정이 까다로워져 검증되고 선별된 먹거리만 유통된다.
‧ 식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직접 확인하고 사는 문화가
먹거리 정보의

구분

자유롭게 역할을 바꾸며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위기

중립
기회
기회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회

‧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 드론 배달이 보편화된다.

기회
기회

‧ 드론이 사람을 공격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면서 총기 등록제처럼 드론
등록제가 실시된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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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래사건
‧ 해킹이 문제가 되면서 화이트 해커 양성을 위한 각종 대회가 열린다.
‧ 식량 생산이 간편해지고 유통 과정이 투명해지면서 전 세계 기아 인구가
줄어든다.
‧ 대체식품을 불법으로 생산하던 업체가 적발된다.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대체식품의 발달

식료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늘어난다.
‧ 대체식품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생긴다.
‧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다양한 조미료가 개발된다.
‧ 같은 영양성분에 부피가 축소된 식품이 개발된다.(우주인 식사와 유사)
‧ 재료보다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완제품 공급이 늘어난다.
‧ 정보가 부정확한 식품만 유통되는 마켓이 생긴다.
‧ 영양바 하나로 세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간편식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된다.
‧ 진짜 고기 같은 식물용 고기가 늘어나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육식과
같은 맛의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식당에서 메뉴와 상관없이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주문하면 개인에 맞게
식사가 제공된다. 소고기 스테이크와 인스턴트 라면을 같은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된다.
‧ 자급자족 문화가 보편화되고, 맞춤으로 먹어 과식하지 않게 되면서 성인병

맞춤형 식문화
발달

환자가 줄어들고 전 국민의 평균 체중도 줄어든다.
‧ 재료를 재배, 도축, 조리, 먹는 과정까지를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먹슐랭’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 맞춤형 식품을 파는 기업이 크게 성장한다.
‧ 1인 맞춤형 먹거리 보급이 보편화된다.(1인 사이즈 수박 등)
‧ 재료가 맞춤형으로 작아지면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
‧ 소비자의 근거리에서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유통 과정이 단순해지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이 완화된다.
‧ 빌딩형 농장을 짓는 건축업이 활성화된다.
‧ 가정 내 수경재배 시스템이 옵션으로 주어지는 아파트가 지어진다.
‧ 대리 재배 방식으로 원하는 식자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급자족을

자급자족 식문화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먹거리·농업 분야

구분
기회
기회
위기
위기
기회
기회
중립
위기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중립
기회

원하지만 재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맞춤형 대리 재배를 해 주는 서비스가

중립

증가한다.
‧ 집 안에 온실을 두고 AI 기술을 활용해 식자재를 기르게 된다.
‧ 자신이 생산한 채소를 판매가 아닌 나눔을 하는 문화가 확산된다.
‧ 가정 내 식물 기르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토지오염이 줄어든다.
‧ 각자 먹을 만큼만 생산하여 쓰레기가 줄어든다.

기회
기회
기회
기회

‧ 새로운 종자가 개발돼 하루 만에 키워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나온다.

기회

‧ 식자재 생산에 특화된 빌딩이 나온다.
‧ 재배기를 통해 식물의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빠른 생산이

기회

가능해진다.
‧ 유전자 조작, 세포 배양이 손쉬워지면서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
‧ 먹거리 생산 과정을 영상 정보로 만들어 QR코드 형태로 제공한다.
‧ 인간 세포 배양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가 발생한다.

기회
위기
기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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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래사건
‧ 과학기술 활용을 잘하는 젊은 농업 인구가 유입된다.
‧ 기존의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교육이 이루어진다.
‧ 기존의 농업 인구와 새로운 농업 인구가 협업하여 새로운 농업 문화를
만든다.
‧ 환경오염을 생각한 실내 재배가 증가하여 관련 기술이 발달한다.
‧ AI 기술이 도입되어 대량 생산이 용이해지지만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

도축형 육식 문화
축소

문제가 발생한다.
‧ 가축을 기르던 목장이 없어지면서 분뇨 등으로 훼손된 자연이 회복된다.
‧ 야생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숲 훼손 방지법과 야생
동물 보호법 등이 제정된다)
‧ 기존의 농산물, 가축 운반에 쓰이던 화물차 생산이 줄어들고, 대체식품
운반을 위한 장비와 생산시설이 증가한다.
‧ 집집마다 버튼 하나로 요리가 완성되는 푸드 컴퓨터를 활용한다.
‧ 다양한 레시피를 다운받아 푸드 컴퓨터로 만들어 먹는다. 나만의 레시피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푸드 컴퓨터를 활용하여 지중해 오렌지를 서울에서 재배하고, 하루 만에
먹을 수 있게 된다.
‧ 구하기 어려운 식품을 3D 프린터기로 만들어 먹는다.(산삼도 3D
프린터기로 출력)
‧ 대부분의 음식을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비싼 식품, 귀한 식자재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진다.
‧ 3D 프린터의 원재료 산업이 발달하고 관련 인력이 전문화되면서 직업

3D 프린터 음식
보편화

선호도가 상승한다.
‧ 자급적 식문화 발달로 무역이 줄어들면서 자국 내 식자재 확보가
중요해진다.
‧ 추억의 음식을 재현하는 등 레시피 공유처럼 새로운 방식의 정보 나눔이
일어난다.
‧ 불법적인 식품을 제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된다.
‧ 집집마다 3D 프린터를 놓는 것이 당연해진다.
‧ 3D 프린터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무화된다.
‧ 먹거리 생산 관련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유하지만, 직접적인 교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 과학기술 관련 학과의 선호도가 상승한다.
‧ 새로운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서 식문화 만족도 저하 및 영양

먹거리 관련
격차 발생

자료: 저자 작성.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
‧ 드론 기술을 배우기 위해 농촌 인구가 서울로 모여든다.

구분
기회
기회
기회
기회
위기
기회
중립
중립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중립
기회
위기
중립
중립
중립
기회
위기
중립

‧ 일부 계층이 먹거리 유통을 독점하면서 국가 간 영향 불균형이 심화된다.

위기

‧ 식품의 품질이 다양해지면서 먹거리에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
‧ 정보 활용 및 습득에 격차가 벌어져 먹거리 양극화가 심화된다.

위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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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선정 미래사건
먹거리 분야에서는 최종 14개의 미래사건이 도출되었다. 각 미래사건을 크게 분류
해 보면 빅데이터 기반 먹거리 산업 발달, 개인 맞춤형 식문화 발달, 자급자족 문화
확산, 첨단기술 접목 먹거리 변화를 들 수 있다.
<표 5-14> 먹거리 분야 미래사건 선정 결과
[빅데이터 기반 푸드 케어 시스템]
1. 내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영양 분석을 해 주고 식단을 추천해 주는 푸드 케어 시스템이 보편화된다.
가정 내 냉장고 정보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식품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빅데이터 기반 식문화가
보편화된다.
[먹거리 정보의 신뢰도 상승]
2. 하나의 식품이 생산, 유통,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이 모든 식품에 정보로 저장된다. 각각의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조작할 수 없도록 한다. 소비자는 전체 정보를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대기업 중심 먹거리 생산]
3.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농축산물 생산을 점유하기 시작한다. 로컬 식품이 사라지고,
안전 평가를 받은 대기업 식품이 상품을 독점하여 유통한다.
[직거래 구매 활성화]
4. 제철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직거래하는 문화가 활성화된다.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신선식품도
비대면 구매를 하게 된다.
[대체식품의 발달]
5. 햄버거 모양이지만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식, 과일 모양이지만 당이 포함되지 않은 음식, 빵 모양이지만
탄수화물이 포함되지 않은 음식 등 외형과 맛, 성분이 다른 음식들이 많아진다. 알약 하나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1인을 위한 식문화]
6. 1인을 위한 식문화가 발달한다. 1인분 음식 배달은 물론 귤 1개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1인분 레시피도
유행한다.
[메뉴 없는 맞춤형 식당]
7. 정해진 메뉴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할 수 있는 맞춤형 식당이
늘어난다. 최고급 스테이크와 인스턴트 라면을 한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팜 아파트]
8. 식자재를 무인으로 생산해 내는 스마트팜이 아파트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게 된다. 도시 안에 자급자족
식물 재배 빌딩이 늘어나면서 먹거리와 관련된 유통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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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농사 서비스]
9.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되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리 재배’를 통해 먹거리를
공급받는다. 원하는 식재료를 농부에게 의뢰하면 개인을 위해 재배해 준다. 의뢰인들은 원격 시스템을 활용해
재배 상태를 체크한다.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 분야]
10.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 기술 등 새로운 과학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이 농부로 유입된다. 10대 농부의 등장
등 농업 인구의 연령이 낮아진다. 농업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이 적극 활용된다.
[도축형 육식 문화 축소]
11. 도축하여 먹는 육식이 줄어들면서 축산업 관련된 공간이 사라진다. 채식 인구가 증가하고 숲이 늘어난다.
인간과 야생 동물이 공존하며 살아가게 된다.
[3D 프린터 음식 보편화]
12. 3D 프린터를 활용한 음식이 보편화되면서 가정 내 부엌이 사라진다. 요리를 하는 대신 프린팅을 하여
대부분의 음식을 먹게 된다.
[영양 격차 심화]
13. 원격 시스템이나 3D 프린터 사용 등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식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된다. 계층 간의 영양 불균형 이슈가 사회문제로 떠오른다.
[바이오 기술의 활용]
14. 유전자 조작, 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한 식품이 나온다. 이 기술로 도축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증가한다.
자료: 저자 작성.

빅데이터 기반 먹거리 산업 발달과 관련한 미래사건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푸드 케
어 시스템’, ‘먹거리 정보의 신뢰도 상승’, ‘대기업 중심 먹거리 생산’이 있었다. 생체
정보와 가정 내 식품 정보를 파악하여 먹거리를 제공받는 것이 일상화된다는 전망이었
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발달과 함께 보다 투명한 먹거리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고 보았다. 이와 함께 로컬 식품이 사라지고 대기업 중심 먹거리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예측도 있었는데, 검증된 판매자가 독점으로 생산해야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
이라고 보는 의견이었다.
개인 맞춤형 식문화 발달과 관련한 미래사건으로는 ‘직거래 구매 활성화’, ‘1인을 위
한 식문화’, ‘메뉴 없는 맞춤형 식당’이 있었다. 유통 과정이 축소되면서 개개인이 원하
는 식재료를 직거래로 구매하는 것이 활성화될 것이며, 1인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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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맞춤형 식재료 및 1인분 음식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정해진 메뉴가 아
닌 개인이 원하는 음식, 더 나아가 개인에게 잘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늘어난다
는 의견도 있었다.
자급자족 문화 확산과 관련한 미래사건으로는 ‘스마트팜 아파트’, ‘대리 농사 서비
스’, ‘3D 프린터 음식 보편화’가 있었다. 식자재를 무인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이 아파트에 옵션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나 자
급자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리 농사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가
정 내 3D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누구나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로 인해 부엌
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먹거리 변화와 관련된 미래사건으로는 ‘대체 식품의 발달’, ‘도축
형 육식 문화 축소’,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 분야’, ‘바이오 기술의 활용’, ‘영양
격차 심화’가 있었다. 육식을 대체하는 식품부터 알약 형식의 간편식 등 다양한 대체
식품이 일상에 자리 잡고, 도축형 육식 문화는 축소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된 농업 분야가 발달하면서 이에 익숙한 새로운 농업 인구가 유입되는 한
편, 바이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적인 시도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3D 프린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생활이 보다 간편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잉여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먹거리는 생존 및 삶
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적극적인 먹거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격
차 발생에 대한 우려 또한 크게 나타났다. 클러스터링 의견 중 먹거리 양극화를 의미하
는 ‘먹거리 설국열차’라는 키워드가 도출되기도 했는데, 전체 참가자의 3분에 1에 해당
하는 3명의 참가자가 이 미래를 가능미래로 선택하기도 했다. 한편 2030년 한국의 미
래를 생각할 때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사후 설문을 통해 물었을 때, 참가자들은 계층
간 격차가 사라지고 다수가 행복한 사회, 건강한 먹거리로 미래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원한다고 말했다. 먹거리에 대한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격차 없이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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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사건 인식조사를 통한 가능·선호도 차이
먹거리 분야에서 발생 가능성과 선호도가 높은 미래사건은 1인을 위한 식문화 발
달, 믿을 수 있는 직거래 구매 활성화, 먹거리 정보의 신뢰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그림 5-49] 먹거리 분야 미래사건 발생 가능성 종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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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0] 먹거리 분야 미래사건 선호도 종합

자료: 저자 작성.

먹거리 분야 14개 미래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실현 가능성(x축, 3.70점)과 선호도(y
축, 3.33점) 모두 평균 이상인 미래사건은 총 6개로 나타났다. 먹거리 정보의 신뢰도
상승, 식자재의 직거래 활성화, 1인을 위한 식문화 발달 외에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양 분석 및 식단을 추천해 주는 푸드케어 시스템의 보편화, 첨단 과학기술이 적극
활용되는 농업 또한 발생 가능성과 선호도가 높은 미래사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축형 육식 문화 축소, 3D 프린터로 만든 음식, 기계 작동이 익숙지 않은 계
층의 영양 격차 심화는 발생 가능성과 선호도 모두 낮은 미래사건으로 나타났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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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대체 식품의 발달, 대기업 중심의 먹거리 생산,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고 대리 농사 서비스, 무인 스마트팜이 포함된 아파트는 발생 가능
성에 비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줄여 먹거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대체 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51] 먹거리 분야 발생 가능성·선호도 기준 미래사건 매핑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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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먹거리 분야 미래사건별 가능·선호 갭 분석
미래사건

빅데이터 기반
푸드 케어 시스템

먹거리 정보의
신뢰도 상승

대기업 중심
먹거리 생산

가능/선호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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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건

직거래 구매 활성화

대체 식품의 발달

1인을 위한 식문화

가능/선호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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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건

메뉴 없는
맞춤형 식당

스마트팜 아파트

대리 농사 서비스

가능/선호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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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건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 분야

도축형 육식
문화 축소

3D 프린터
음식 보편화

가능/선호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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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건

영양 격차 심화

바이오 기술의 활용

자료: 저자 작성.

가능/선호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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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와 일러스트로 나타낸 미래 먹거리의 모습
가. 작가의 SF 소설
국민의 시각에서 도출된 미래사건과 이에 대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SF 소설 집필
경험이 있는 소설가들이 각 분야에 대한 초단편 소설을 집필하였다. 먹거리 분야의
초단편 소설은 전혜진 작가가 집필하였다.

주공아파트 옥상텃밭 고추씨 사건
전혜진

날이 더웠다. 나는 온습도계를 체크하며 구획별 상자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안드로이드들
을 쳐다보았다. 옥상에서 일만 해도 알아서 충전이 되도록, 휴지통만 한 몸 표면이 태양광
박막으로 뒤덮여 있었다.
한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저 초록색 우레탄 방수제 색깔로 뒤덮여 있던 아파트 옥상은,
옥상 텃밭이 보편화되며 진짜 초록색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옥상마다, 태양광으로 굴러
다니는 농업 안드로이드들이 꿀벌처럼 바쁘게 돌아다니며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 농업관제사다. 나는 녀석들이 못 보고 지나친 곳이 있는지 한 번 돌아
보고, 아파트 옥상 구석의 농업관제실로 향했다. 경비초소보다 작은 그 공간에서, 나는 매
일 아침저녁으로 작업복을 갈아입고, 점심으로 압축 단백질바를 먹는다.
엄마는 나 보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10년 전,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이던 때, 엄마는 1층에 보건소가 있는 우리 동네 구청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계셨다. 의료진들이 하얀 방호복과 마스크를 갑옷처럼 입고 쓰며 감염 의
심자들을 마주하고 나면, 그 자리에는 산더미만큼의 쓰레기들이 남았다. 엄마는 그런 쓰레
기들을, 하루에 한 장씩 구청에서 나오는 마스크에 의지하여 쓸고 담고 분류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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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주에 다섯 개 나오는 마스크 중 네 개를 내게 가져다주고, 월요일에 받은 한 개를
한 주 내내 쓰고 다니면서 내게 말했다. 코로나가 돌기 시작한 처음에,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었을 때조차도 구청이며 보건소의 회의에 참석한 높으신 분들에게는 으레 새 마스크가
한 장씩 나오더라고. 너도 그렇게, 어디에 가도 네 앞으로 새 마스크가 나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더운 날 더위를 모르고, 추운 날 추위를 모르며, 쓰레기 썩는 냄새, 땀이 쉬어
시큼해진 냄새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나는 엄마가 나름 곱게 키운 딸이었지만, 쓰레기를 치우던 엄마가 직장에서 얻어 온 마스크
를 쓰고 학교에 다니던 고만고만한 성적의 나는, 어디로 봐도 곱게 자랄 수는 없었다. 미래
에는 먹거리 산업이 취업이 잘될 거라는 말만 믿고 농업특성화고에 갔다. 취직은 되었지만,
내 일자리는 내가 안락하게 일하기를 바랐던 엄마의 소망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그저
한 가지, 이곳에는 나를 위해 마스크와 장갑이 늘 준비되어 있다. 농업관제사의 건강은,
이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었으므로.
역사책에서 읽을 때는 몇십 년간 계속되었을 것 같지만, 1차 세계대전은 4년간의 일이었다.
2차 세계대전은 6년이었다. 코로나의 대유행은 그보다는 짧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
크를 쓴다. 배운 사람들일수록 위생과 건강에 강박적이고, 여전히 질병이나 전쟁, 지구 온
난화 때문에 필요한 식량이나 약품을 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들은
신토불이를 들먹이며, 내 집 가까운 곳에서 키운 로컬 푸드를 먹어야 안전한다고 했다. 집
근처에서 채소를 길러 먹으면 탄소 발자국이 줄어들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나
같은 농업특성화고 출신들이 주목받게 된 계기도 여기 있었다. 여기 대도시에 농사지을 땅
은 없었지만, 아파트 옥상들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그리고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오랫
동안 농사를 지어 오신 분들보다는, 안드로이드들 잘 관리하고 소장이나 단지 주민들에게
고분고분하며 인건비가 싼 젊은 애들이 만만하고 좋았을 테니까.
“아이고, 잘 좀 길러야지 이게 다 뭐야. 응?”
단백질 바를 딱 한 입 깨물었는데 1층 할머니가 올라오셨다. 댁 베란다 앞의 화단들을, 경
비실이 굳이 심어놓은 화초들을 밖에 한 줄만 남기고 싹 뽑아버린 뒤, 그 앞에다가 직접
온갖 채소들을 길러 드시는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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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안드로이드에게 농사를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야. 이거이거, 다 시들었네. 학생,
이거 봤어?”
“저 학생 아니거든요.”
투덜거리며 마스크를 썼다. 할머니는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아까 안드로이드가 작업하다가
놓치고 간 그 상자를 딱 가리키셨다.
“월급 받고 키우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저기 내 남새밭만도 못하게 키워 놓으면.”
“아까 봤어요, 점심만 먹고서 손볼 거예요.”
“봤으면 재깍 해야지, 어디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할머니는 내게 뭐라뭐라 말씀하시면서도, 상자를 살펴보고 시들한 싹을 솎아내며 쉬지 않
고 움직이셨다.
“도대체가 말이야, 상추면 상추, 깻잎이면 깻잎, 좀 모아서 길러야지. 이걸 이렇게 죄 다
따로따로 상자에 담아 놓으면 정신 사나워서 관리가 되겠어?”
“집집마다 요청하는 채소가 다르니까요.”
“어디다 적어 놓으면 되잖아. 요새 애들은 잔머리만 굴릴 줄 알았지, 아주...”
“아, 할머니. 그거 두세요. 헛갈려요!”
할머니가 깻잎이며 고추를 끼리끼리 모아놓으시는 것을 보고, 나는 기겁을 하며 가로막았
다. 물론 할머니 말씀대로 같은 종류끼리 모아놓고 기르는 게 합리적이겠지만, 아파트 옥상
텃밭은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원칙이었다. 일단 집집마다 원하는 채소도 전부 달
랐다. 기본적인 모종이야 연초에 공동구매도 하지만, 당뇨에 좋다거나 어디에 좋다며, 특징
에 맞게 품종개량을 한 모종이나 씨앗들을 특별히 따로 구입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어떤 병원에서는 의식동원이라고, 치료와 먹는 것은 한 가지로 가야 한다면서 의사
들이 그런 씨앗들을 처방하기도 한다. 덕분에 나 같은 농업관제사들만 일이 바빠졌다. 의사
들이야 그런 건 안드로이드에 입력해 놓으면 되니까 손이 안 간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들끼
리 꽃 피우고 열매 맺다가 비슷한 다른 종들과 섞이면 그것 나름대로 골치아픈 일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도 안드로이드와 어린 농업관제사가 못 미덥다며 자기 집 구석에 냉장고만
한 재배기를 들여놓고, 제 몸에 맞는 비싼 모종을 배양액에 띄워 직접 길러 먹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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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해가 지나자, 햇볕 받아 가며 흙에서 자란 채소들이 더 아삭아삭하고 맛있다며 전부
이쪽으로 씨앗들을 올려보내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채소는 유기농으로 길러야 한다며, 내게는 담배 같은 것에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
부를 하고, 채소에 주는 물은 받아서 하루 뒀다가 써야 한다고 말했다. 비료 대신 음식물
쓰레기로 지렁이를 키워서 쓰면 좋겠다고 하지만, 싱크대 배수구를 거친 음식물 쓰레기에
는 세제 성분이 남아 있어서, 애먼 지렁이들을 시들시들하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키우면서, 유기농 비료는 따로 사다가 써야 했다. 필요해서 유기농 비료를 주문
할 때마다 마치 주민들의 돈을 도둑질이라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일
내내, 아파트 가구 수만큼의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앗, 할머니. 그거랑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르긴 어디가 달라.”
“품종 개량한 거랬다고요. 비만에 좋은 거라고.”
“살빠지는 고추는 그거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우리 사위 때문에 몇 포기 길러 봐서 알지.”
“아니라고요?”
“이거 엘리트잖어, 이파리만 봐도 알겠네. 이것도 구별 못 하면서 농사를 짓나?”
나는 눈을 깜빡거렸다. 엘리트는 우리 아파트에서 공동구매한 고추 모종 두 가지 중 하나
로, 이 단지에서 가장 흔했다. 808호는 비만에 좋다며 모종도 아닌 신품종 고추 씨앗을
따로 올려 보냈는데, 지금 그게 섞이기라도 했다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도둑
으로 의심받게 될까? 그나마 이 직장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전부 뿌렸어?”
“아뇨... 따로 주신 건 샘플을 따로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반은 덜어 놓았는데요.”
수상한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건만, 나는 잔뜩 기가 죽은 채 말했다. 할머니가 혀를 쯧쯧
차셨다.
“관리사무소장한테 전화해.”
“예? 하, 하지만...”
“학생 혼자 나섰다간 괜히 도둑으로 몰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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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말씀대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사무소에서는 대체로 내 전화를 귀찮아했지
만, 할머니가 나서시자 곧 관리사무소 직원 두 사람이 옥상으로 왔다. 나는 808호에서 따
로 제공한 씨앗들을 꺼내 보였다. 잠시 후 경찰이 왔고, 어디서 무슨 소식을 듣고 왔는지
방송사 드론이 취재 허가를 받고 날아왔다. 어지간해선 나와 관리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할머니 말고는 사람 올라올 일 없는 아파트 옥상은 곧 낯선 사람들로 드글거렸다. 마스크를
쓴 주민들도 자기네 채소들이 잘 자라는지 보러 왔다는 핑계로 옥상을 기웃거렸다. 마치
내가 뭘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온 것은 연락을 받고 급히 퇴근한
808호 사람이었다.
“아이고, 그거요? 그거 다이어트에 좋은 거라고 약국에서 주문해서 산 건데!”
나 혼자였으면 내게 덤터기를 씌웠을지 모르는 808호 사람은, 사람이 이만큼 모여 있자
순순히 종자를 어디서 어설프게 구했는지 털어놓고 돌아갔다. 그렇게 아파트 옥상 농업관
제실에서 시작된 사건은 다이어트를 미끼로 손님을 끌던 동네 약국으로, 다시 싼 종자를
비싼 종자인 듯 속여서 약국에 넘긴 업체까지 이어졌다.
“며칠 뒤에 한 번 연락드릴 테니, 경찰서에 그때 잠깐 나오세요.”
경찰은 명함을 주고 돌아갔다. 내가 도둑이 아닌 게 밝혀진 건 다행이지만, 계속 이 일을
할 수는 있는 걸까 걱정이 되었다. 사람들은 돌아갔고,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내 공식적인
퇴근 시간도 지나 있었다. 나는 농업관제실 안에 놓인, 먹다 만 단백질 바를 생각했다. 남들
을 위해서는 친환경 유기농 채소를 기르면서, 나는 하다못해 단백질 바 한 입 마음대로 먹
지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걸까. 게다가 오늘은 도둑으로 몰릴 뻔했고.
“욕봤다. 밥이나 먹고 가.”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할머니가 한마디 하셨다. 빈말이겠거니 했는데, 할머니는 내 손
을 잡아끌고 1층으로 가셨다. 할머니 댁에서 굴러다니던 가사 안드로이드가 따뜻한 밥에,
김치에, 제육볶음을 뚝딱 차려내 왔다.
“어서 먹어.”
“하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진 밥상을 보자 입에 침이 고였지만, 나는 머뭇거렸다. 그러자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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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 등짝을 철썩 때리며 한마디 하셨다.
“어른이 밥 해 주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나. 제사 지내나.”
“아뇨, 그게...”
할머니는 내 건너편에 앉아, 먼저 수저를 드시며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 예전에는 생선
통조림이 무척 흔했는데, 요즘은 귀한 물건이 되었다는 이야기부터, 십 년 전에만 해도 동
물의 권리도 있고 환경 문제도 걸리니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요새
는 아예 한 입 크기로 배양이 되어 나와서 그런 문제도 없거니와, 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편하다고. 세상 돌아가는 걱정도 하셨다. 어지간한 동네는 옥상을 텃밭 삼아 부족함
없이 채소들을 키워 먹고 있다지만, 없는 사람들은 또 그마저도 못 하는 게 아니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으며 할머니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는 식으로 고개
만 끄덕였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문득 물으셨다.
“너는, 밥은 잘 먹고 다니나.”
문득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루종일 볕이 드는 드넓은 옥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채소를 가꾸고 있지만, 나와 엄마는 시장에서 상추 한 봉지를 사는 데도 고민을 해야 한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채소가 필요하면 길러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겠지만, 그런 것을
기르려면 볕이 드는 양지가 필요했다. 베란다도 옥상도 손바닥만큼의 양지도 갖지 못한 우
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람은 질병을 극복하고, 동물의 권리나 환경 오염 문제도
극복하고, 탄소 발자국도 줄여 나갔지만, 어떤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넘어설 방법
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간만에 입에 넣는 성찬을 밥알
한 알까지 제대로 맛보자고, 우울한 생각은 하지 말자고 몇 번이나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 미래 먹거리의 모습
2030년 이내에 벌어질 미래 먹거리의 모습을 일러스트와 간략한 시나리오 형식으
로 표현하였다. 내용은 먹거리 분야 미래사건 중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미래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408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409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는 안전의 가치

제도가 있어 소비자는 영양 성분뿐 아니라

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는 신

친환경 등급, 노동 환경 등급, 윤리적 생산

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등급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로 이어졌다.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품의 선택지도

제공되는 정보의 객관성은 점점 중요해졌

넓어지고 있다.

다. 이를 위해 정보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
단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먹거리 분야에 도
입되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
하고 있다. 성분부터 생산 과정, 유통, 원
료의 세부 정보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투명
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
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형 스마트농업도 활성화되고 있
다. 빌딩이나 아파트에 도입된 무인 스마
트팜을 통해 청정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하는 작물을 골라 재
배할 수 있는 맞춤형 농업 서비스도 늘어
나고 있다. 누구나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
토마토 소스를 예로 들면 영양 정보와 원

는 맞춤 서비스는 원하는 작물을 선택한

산지와 같은 기본 정보를 넘어 원료가 되

후 거주지에서 가까운 스마트팜에 재배 요

는 토마토의 농장 정보, 배합된 성분의 세

청을 하기만 하면 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부적인 내용, 유통의 전반적인 과정, 마케

선택한 작물이 자라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팅 방법 등 완성품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볼 수 있으며 수확 시기가 되면 자동 배송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단계마다 인증

을 통해 받아 본다. 원할 때는 스마트팜에

410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방문해 스스로 수확할 수도 있다. 스마트
농업은 원하는 작물을 가장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와 함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작물을 추
천해 주는 ‘퍼스널 파머’도 새로운 직업으
로 떠오르고 있다.
맞춤형 먹거리 서비스는 실시간 생체
정보 수집 기술과 함께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토대가 되는 실시간 생
체 정보 수집 기술은 개인을 위한 영양 제

AI 로봇 레스토랑은 요리 로봇의 발달

안 및 식단 관리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방

과 함께 활성화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재

의학이 발달하면서 건강을 위한 일상적인

료를 다듬거나 치킨을 튀기는 등 다소 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

복적인 일에 활용되었던 요리 로봇이 이제

푸드 케어 시스템은 이를 돕는 대표적인

다양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과

기술 중 하나다. 이 시스템은 개개인의 생

정이 복잡한 요리도 혼자서 만들 수 있게

체 정보를 분석하여 알맞은 식단을 제공하

되면서 로봇 셰프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는 데 필요한 영양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

있다. 정량의 재료로 맛의 변화 없이 음식

의 라이프스타일까지 파악하여 다음 단계

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청결한 환경에서

의 서비스로 연결해 준다. 직접 요리하는

요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로봇 셰

사용자일 경우 해당 시스템을 냉장고와 연

프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전문 레스

동하여 필요 식자재를 자동으로 주문해 주

토랑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며, 요리할 시간이 없는 사용자에 대해서

가정용 로봇 셰프도 보급되어 가정 내 요

는 완제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리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해 주고

역시 사용자의 식사 시간을 파악하여 주문

있다. 현재 개발 중인 로봇 셰프는 완벽한

이 이루어지는데 생체 정보 분석을 하는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음식 이름만

것만으로 최적의 식단을 일상의 패턴에 맞

입력하면 레시피 다운로드부터 식재료 주

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 조리, 뒷정리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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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원격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집
안에 사람이 없어도 식사 시간에 맞추어
혼자서 조리한다. 이 수준의 가정용 로봇
이 개발되면 식문화뿐 아니라 집안일 전반
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자신에게 딱 맞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
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첨단 농
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기
술은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먹거리 제공은
물론, 최적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 선택은 이
제 생존을 넘어 나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
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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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민 인식 기반의 먹거리 분야 미래와 정책방향
1. 국민 인식 기반의 먹거리 분야 미래상
가. 먹거리 분야의 미래상 도출
코로나19의 여파는 각국의 먹거리 수급 및 유통 여건, 식문화 등에 따라 먹거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먹거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
면 자국의 먹거리 안정을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으며, 먹거리 사재기로 인하
여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증폭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먹거리 수급
및 유통 불안정과 기상이변이 겹쳐 일부 먹거리에 한해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발생
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사회적 혼란이나 사재기 파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만성화되면 먹거리
분야도 향후 크나큰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인
간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 광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
구인 먹거리 분야에서의 위기 대응은 팬데믹의 차단 및 치유 못지않게 중요하고, 위기
대응의 미숙 내지 실패가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상당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위기 대응이라 함은 단순히 먹거리의 양적 충족(안정)뿐 아니라 질적 충족(안전)과 더
불어 먹거리의 수요자인 국민의 기대, 심리적·정서적 충족(신뢰, 안심)까지 포함되어
야 한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먹거리 분야의 위기 대응은 먹거리의 공급 측
면과 관련된 대응 방안 모색도 중요하지만, 먹거리의 수요 측면(국민)도 균형 있게 반
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먹거리 분야의 미래상에 관한 국민 워크숍을 통해 제시
된 다양한 미래사건 아이디어에 따라 최종적으로 14개 미래사건을 도출하고, 선호도
및 실현 가능성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설문)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먹거리 분야에 대한 선호미래·가능미래 매트릭스가 구성되었다. 선호미래·가능
미래 매트릭스상의 먹거리 분야 14개 미래사건의 위치는 국민 관점의 선호도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이고, 이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먹거리 분야의 미래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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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므로, 향후 먹거리 관련 정책이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준비
해 가야 한다. 다만 선호도와 달리 실현 가능성 부문은 사회, 문화, 제도, 경제, 과학기
술 등 연관된 범위가 넓고 국민의 이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 또한 14개 미래사건이 모두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중복되거나 연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먹거리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기반하되, 선호도와 미래사건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14개 미래사건을 분석하여, 정책
적 고려가 필요한 3개 정책 영역 및 6개 정책 이슈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시
의적(공감) 영역’이다. 국민적 선호와 공감,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등에 기초한
국민 체감형 정책 영역으로서 중단기적,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영
역이다. 14개 미래사건 중에서는 직거래 구매 활성화, 먹거리 정보의 신뢰도 상승 등
8개 미래사건이 포함된다.
[그림 5-52] 먹거리 분야 국민 인식조사에 따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영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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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영역은 ‘정교화(선별) 영역’이다. 이 영역은 중립적 선호도를 가진 2개 미래
사건이 배치되나 국민이 인식하는 실현 가능성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도축형 육식
문화의 축소는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식품을 확보하는 대체식품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나, 도축에 기반한 전통적인
육류 확보 방식에 대한 선호도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선호도가 중립적 위치를 가지
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기반으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을 이
끌어 내거나, 정책 수혜 대상·범위를 분명히 하여 소기의 정책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
록 접근해야 하는 정책 영역이다. 세 번째 영역은 ‘재진단(재검토) 영역’이다. 이 영역
은 기본적으로 국민적 선호도가 낮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이하 수준인
미래사건 4개가 배치된다. 4개의 미래사건 중에서 바이오 기술의 활용, 3D 프린터
음식 보편화, 대기업 중심 먹거리 생산은 먹거리에 대한 전통적 인식 내지 정서에 관
한 부분으로, 국민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먹거리의 확보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적 개
입이 강화된 인공적인 먹거리,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획일화된 먹거리에 대
한 거부감이 반영되어 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먹거리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선호도가 낮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건들로 구성된 영역이다.
따라서 이 영역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면 정책적 필요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하며, 정책적 또는 과학기술적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더라도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정책 추진 속도의 완급 조절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먹거리 분야 미래상과 관련된 정책 이슈
시의적(공감) 영역에 배치된 8개의 미래사건은 내용적 상호 연관성을 고려할 경우,
4개의 정책 이슈로 종합될 수 있다. 우선 ❶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신뢰
사회’는 직거래 구매 활성화, 빅데이터 기반 푸드케어 시스템, 먹거리 정보의 신뢰도
상승의 3개 미래사건과 연관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먹거리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존재 여부가 관건이다. 직거래 구매 활성화의 경우 유통 단계 축소를 통한 먹
거리의 신속한 조달과 비용 절감의 이점도 있지만, 국민의 이해는 판매자에 대한 신뢰
를 전제로 하며 신뢰의 핵심은 판매자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다.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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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정보의 신뢰도 상승과 빅데이터 기반 푸드케어 시스템은 소비자 입장에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요구를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팽배해진 불안 속에서 인간의 기본 욕구이
자 생존과 직결된 먹거리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먹거리 신뢰 사회는 포스트 코로
나19 시대 먹거리 분야의 근본적인 미래상이라 할 수 있다. 먹거리에 관한 양질의 충
분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먹거리 소비에 대한 심리적 충족, 즉 안심의 기제
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은 사회가 바로 국민을 우선시하는 먹거리 신뢰 사회이다. 요컨
대 먹거리 신뢰 사회의 핵심 가치는 국민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이
정책 이슈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안심을 위해 먹거리 관련 데이터를 얼마나
가치 있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방향 설정을 필요로 한다.
❷ 소비자 참여의 먹거리 확보 선택권(자기결정권)은 직거래 구매 활성화, 대리 농
사 서비스, 스마트팜 아파트의 미래사건과 연관된다. 먹거리의 생산·가공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 흔히 말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의 과정에 소비자가
직간접적 형태로 개입하여 원하는 먹거리를 원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에 대한 국민적 수요로 해석된다. 요컨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크게
유통(조달)으로 본다면, 소비자가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먹거리를 확보하는 미래상
이다. 이는 지금까지 야기되었던 먹거리 불안,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유
통’과 관련된다. 먹거리 유통 단계 축소를 포함하여 유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 안심
확보가 정책 이슈의 핵심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❶ 정책
이슈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❸ 스마트농업으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은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
분야, 스마트팜 아파트의 2개 미래사건이 연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명기 외
(2020)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먹거리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반영된 결과이다. 물론 스마트농업에 대한 기대
는 먹거리의 양적 확보뿐 아니라 자연 환경, 전통 농법과 관련된 불안 요소로부터 안
전하게 관리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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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뿐만 아니라 광우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과수화상병, 농약, 유해 화학물질 등
다양한 현존 위험과 함께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미래 위험에 대한 불안과도 연결된
다. 이 정책 이슈는 농업의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각종 감
염병, 동식물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스마트농업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❹ 개인 맞춤형 먹거리 소비 보편화는 1인을 위한 식문화, 메뉴 없는 맞춤형 식당의
2개 미래사건이 연관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먹
거리 소비 양식에서의 개인화 추세 확대 전망을 반영한다. 혼잡한 대형마트, 시장, 식
당 등에서의 먹거리 소비에 따른 위험을 우려하는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밀키트(meal kit), 가정간편식(HMR) 등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대면
소비 행위가 불필요하거나 최소화된 로봇·자동화 요식업(카페, 식당 등)이 다시금 각
광받고 있다. 이 정책 이슈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 소비 스타일 또
는 식문화의 등장 가능성을 반영한다.
❺ 지속가능성에 최우선 가치를 둔 대체식품의 시대는 정교화(선별) 영역에 속하고
대체식품의 발달, 도축형 육식 문화 축소의 2개 미래사건이 연관된다. 여기서 대체식
품은 주로 글루텐프리, 동물성 지방에 대한 경계에서 비롯된 식품으로서 식물성 재료
기반으로 기존 먹거리를 대체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수단이
되며, 자연 파괴적인 도축형 육식 문화 축소와 같은 맥락이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먹거리의 미래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 선호도 측
면에서는 중간 정도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희망하는 먹거리
미래상이자 시급한 정책 이슈로 보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다. 더욱이 2개 미래
사건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형 육식 문화 축소는 실현 가능
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 정책 이슈는 지속 가능성과 대체식품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정책적 필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인 이슈이다.
❻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 확대는 재진단(재검토) 영역에 속하고, 바이오 기술
의 활용, 3D 프린터 음식 보편화, 대기업 중심 먹거리 생산, 영양 격차 심화의 4개
미래사건이 연관된다. 먹거리 분야에서 바이오 기술, 3D 프린터의 활용은 먹거리에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417

대한 통념적 인식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렵고 단기
간에 보편화되기 어렵다. 대기업 중심 먹거리 생산은 기술, 자본, 독과점 유통 등으로
인해 먹거리의 지나친 표준화가 야기되고 먹거리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의 경계로 이
해된다. 영양 격차 심화는 먹거리 관련 원격 시스템, 3D 프린터 등과 같은 새로운 기
술에 대한 수용성 내지 접근성의 격차에서 비롯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
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 확대 정책 이슈는 먹거리 분야
와 관련하여 기술 편향성, 신기술 의존성을 경계하는 국민의 인식과 낮은 선호도가
반영된 만큼 국민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정책 타당성·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한 이슈이다.
[그림 5-53] 먹거리 분야 미래 구상과 관련된 정책 이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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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거리 분야 미래상 정책 이슈와 관련된 정책 현주소
가. 먹거리 분야 국가 정책 동향
먹거리 분야 관련 국가 정책의 핵심 방향은 국정과제 83번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과 57번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에 반영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국정과제는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
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착실한 이행을 위하여 농어업·농
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의 협치·참여 행정을 강조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해 국가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일명 국가
푸드플랜을 마련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을 통한 생산자 이익과 좋은 먹거리를 통한 국민
편익 모두를 증진하겠다는 정책 과업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은 우리
농정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도시와 농촌의 상생,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 강화,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을 시대적 사명으
로 삼고 있다. 이는 농업 생산만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의 전 과정을 선순환 체계로 통합하려는 새로운 농업 정책, 먹거리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국정과제는 먹거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및 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책무를 강화하려는 정
책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먹거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먹
거리 생산(잔류 물질 관리 강화 등), 수입(무검사 억류제 도입 등), 제조·유통(HACCP
의무 적용 확산), 소비(식품 표시 강화) 등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범정
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급식관리의 공공성 제고 및 먹거
리 복지 구현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영양 안정,
식품 사고 피해 구제 집단 소송제 도입 등과 같은 식품안전 관련 소비자 권리를 강화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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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먹거리 분야 관련 국정과제와 주요 내용
국정과제

주요 내용


영농창업 활성화 / 환경 친화형 농축산업



스마트농업 /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제 및 재발 방지



화학물질 유해 정보 확보 공개

(57번: 환경부·식약처)



생활 주변 위해·불편 적극 해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인체 직접 적용 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83번: 농식품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술한 국정과제는 먹거리 정책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안전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정
책적 인식이 밑바탕이 된다. 이는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거리와 직결되는
주무 부처임은 분명하지만, 다양한 부처와 관련된 먹거리 정책들을 관통하고 종합하
는 전략이 없으면 먹거리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과 국민의 안전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는 정책적 인식의 발로이다. 물론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부처별 소관법률과 역할에 따
른 다양한 정책들이 상당히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다. 황윤재·김경필·최재현(2018)의
연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6개 부처에 걸쳐 24개 법정계획이 먹
거리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황윤재·김경필·최재현(2018)은 24개 법정
계획을 먹거리와 관련하여 수급, 안전·품질, 건강·영양, 환경, 산업, 지역 공동체의 6
개 정책 영역으로 구분해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계획들이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할 때 국민(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속가능성, 행복 등과 같은
정책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렇듯 많은 국가의 계획들이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지만,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신설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책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다양한 계획들과 밀접하게 연계
되고 최상위 정책 방향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범부처적 국가 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 정부 출범 이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가 추진되
었고,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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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먹거리 관련 법정계획들과 정책 영역별 연관성
정책 영역
소관

관련 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급

안전
품질

건강
영양

환경

산업

지역
공동체

●

●

●

●

●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농림
축산
식품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식품의약품
안전처

해양
수산부

●
●

●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

인삼산업 종합계획

●

●

●
●

●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

●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

●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

●

●

환경부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

자원순환기본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공정거래위
원회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국무조정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자료: 황윤재·김경필·최재현(2018), p. 57.

●

●

사회보장기본계획

산업통상자
원부

●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보건
복지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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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진행 중인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은 4대 어젠다, 12개 중점 추진 과제, 1개
추진 체계(제도 정비) 과제로 구상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먹거리
관련 각종 계획과 정책, 인식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중점 추진 과제
및 추진 체계 과제를 도출하였다. 먹거리를 매개로 하여 농업·농촌, 에너지, 환경, 지
역 등 다양한 국정·농정 현안까지 망라함으로써 종합 대책으로서의 기틀은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완성된 종합 대책이 발표되지 못했고, 일각
에서 국가 푸드플랜이 지역 푸드플랜, 지역 단위 먹거리 정책으로 축소, 왜곡되고 있
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 건강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 수혜 대상
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먹거리 관련 종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행히 농어업·농업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먹거리 종
합 전략은 2021년 1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고, 이미 마련된 기본 구상에서 크게 달
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 마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
과이다. 물론 이 종합대책이 얼마나 범부처적 강제력을 갖고 각종 먹거리 관련 부처
정책 및 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되는가 하는 것은 향후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될
것이다. 다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게 전 국가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위험에 대비하는 먹거리 분야에 대
한 고민이 강력한 현안으로 부상한 지금, 이와 관련한 먹거리 대책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지 불확실하다. 현행 먹거리 관련 각종 정책이나 계획, 곧 확정·발표될 먹거리 종
합 전략은 사실상 지금까지 누적된 먹거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분야의 현안을 개선
하고 부처별 소임을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정책 방향이 충분히 숙고되고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민이 선호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먹거리 미래상과 관련된
정책적 수요를 담아내는 것은 분명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타당성에 따라 반영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관련한 정책 방향이 완전히
새롭고 기존 정책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앞서 도출한 6개 정책 이슈는 직간접적으
로 현행 추진 또는 수립된 정책·계획 내에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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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검토·재정비하여 보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시작점이다.
<표 5-18>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기본 구상 내용
안전 먹거리
소비망 구축
건강한 먹거리

국민 건강 영양
지원
바른 식생활 실천
제고
안정적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중점
추진
과제
생태 친화적
먹거리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 공공성
강화
환경 친화적
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먹거리 자원 순환
기반 조성
먹거리 경제 순환
체계 확립

더불어 사는
먹거리

먹거리 산업
성장동력 구축
지역 먹거리 가치
확산

추진
체계

참여·협력기반 조성

자료: 황윤재·김경필·최재현(2018), p. 178.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 강화
유해 물질 체계적 관리 강화
먹거리 안전·위생 소비 환경 조성
먹거리 안전 정보 제공 확대
성장기 어린이·청소년 건강·영양 지원 확대
건강·영양 정보 기반 구축과 이용 활성화
국민 건강·영양 먹거리 선택권 제고
어린이·청소년 식생활 교육 활성화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식생활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추진 체계 확립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농지 관리 강화 및 간척지 활용 다양화
수급 조절 기능 강화와 예측 고도화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지원 확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개선과 영양 불균형 완화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 모델 구축 확산
공공 급식 식재료 품질 제고 및 관리 강화
친환경 인증 먹거리 생산·소비 확대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 확산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확대 개편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확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농수축산업 생산·사육 환경 관리
축산 악취 저감 및 가축 분뇨 자원화 확대
음식물 쓰레기 원천 감량과 자원화 추진
지역 푸드플랜 확산
지역 먹거리 경영체 육성
식품·외식 기업 성장과 농가 소득 연계
로컬푸드 소비 체계 확산
먹거리산업 경쟁력 강화
먹거리 분야 취·창업 지원
먹거리 분야 미래 인력 육성
지역 공동체 자생력 강화
도농 교류와 체험·교육 활성화
한국 식문화 인식 제고

민간 거버넌스 조직·법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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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립 중인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기본 구상은 국민 선호도가 높은 정책 영
역에 포함된 4개 정책 이슈와 연관성이 있는 실천적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술했
듯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기본 구상은 먹거리와 관련된 다수의 계획들을 광범위
하게 검토하고 먹거리 관련 국정·농정 현안들을 망라해야 하는 과업으로 출발한 만큼,
국민이 바라는 먹거리 미래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소비자)을 위
한 부분은 대체로 안전관리, 정보망, 교육 등 공급자 관점(주도)의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국민을 정책 수혜의 피동적 주체로 설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농업·농촌, 농업인, 지역 등 농정 현안의 대응에 역점을 두고 있어 소비자보다는 생산
자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도 있다.
<표 5-19>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기본 구상과 6개 정책 이슈 연관성
정책 이슈

❶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신뢰 사회’

정책 이슈와 직간접적 연관성을 가진 기본 구상 주요 내용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 강화(*GAP, HACCP 등 인증제 강화)



유해 물질 체계적 관리(*PLS 등 도입 확대)



안전·위생 소비 환경 조성(*모니터링, 관리·감독, 교육 등)



안전 정보 제공 확대(*이력 및 원산지 정보, GMO 안전관리 등)



건강영양 정보 기반 구축 및 제공 활성화(*건강-영양 통합 정보망 및 교육)



급식 식재료 품질 제고 및 관리 강화(*식자료 품질 기준, 안전·위생 관리)



친환경 인증 먹거리 생산·소비 확대(*친환경 인증제 강화)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농업 환경 보전과 친환경 인증 연계)



소비자 건강·영양 먹거리 선택권 제고(*영양, 알레르기 등 표시 대상

❷ 소비자 참여의 먹거리
확보 선택권(자기결정권)

❸ 스마트농업으로 안전한

품목·업종 확대)


로컬푸드 소비 체계 확산(*로컬푸드 직매장·온라인 이용 활성화)



도농 교류와 체험·교육 활성화(*도시농업 활동공간 확대 등)



수급 조절 기능 강화와 예측 고도화(*가격 안정 장치, 수급 조절 진단·관리 등)



기후 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소비 체계 구축(*유해 미생물, 병충해, 동식물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전염병 등 대응 방안 마련, 농업 부문 저탄소 인증 확대 등)


❹ 개인 맞춤형 먹거리
소비 보편화
❺ 지속가능성에 최우선 가치
를 둔 대체식품의 시대
❻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 확대
자료: 저자 작성.

농축산업 생산·사육 환경 관리(*경종 및 축산, 폐기물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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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분야의 상위 법정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핵심 기치로 5대 부문, 14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8). 이 계획은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기
본 구상 이전까지 먹거리와 관련된 농식품산업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계획
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고, 산업으로는 주로 농업, 정책 대
상으로는 농업인과 농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 및 가격 안정, 농업
인 소득 안전망, 농촌 정주 환경 개선 등이 주된 정책 내용이다. 따라서 먹거리 안전,
유통, 스마트농업 측면에서 3개 정책 이슈와 연관성을 갖지만, 국민(소비자)이 선호하
는 먹거리 미래상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또한 개인 맞춤형 먹거리 소비 보편화 등
3개 정책 이슈와의 관련성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6개 정책 이슈 연관성
정책 이슈

정책 이슈와 직간접적 연관성을 가진 발전계획 주요 내용


환경 친화형 농축산업 육성[*친환경 농업 확산(친환경 농축산물 판로
다양화 및 인증·이력제 관리·감독 강화), 동물 복지 등 축산 사육 환경의
근본적 개선]

❶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신뢰 사회’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공공 급식의 품질 제고, 이력제·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등 농식품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



농축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가축 질병 방역 체계 강화, GAP 및 HACCP
등 안전·품질관리 강화 등)

❷ 소비자 참여의 먹거리
확보 선택권(자기결정권)



농가 경영 안정 장치 강화(*직거래, 소비지 판매 채널 등 유통 경로 다양화)



농가 경영 안정 장치 강화(*기후 변화 대응 체계, 재해 대응·검역 농업 인프라 등)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가격 안정 장치 강화, 빅데이터 기반 수급

❸ 스마트농업으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예측 고도화 등)


농식품 혁신 성장 역량 강화(*스마트농업 육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R&D 및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등 농식품산업 혁신 인프라 정비)


❹ 개인 맞춤형 먹거리
소비 보편화
❺ 지속가능성에 최우선 가치
를 둔 대체식품의 시대
❻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 확대
자료: 저자 작성.

환경 친화형 농축산업 육성(*ICT 기반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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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을 핵심 목표로 하는 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
획(2018~2020)」은 식약처가 주축이 되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범부처의 계획을 망
라하는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먹거리가 생산되어 국민(소비자)이 소비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먹거리 안전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중추적 과업들을 담고 있다. 이
계획도 코로나19 이전에 수립된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안전, 국민 안전
에 관한 정책 과제들은 새롭게 보완·강화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먹
거리 신뢰 사회’ 정책 이슈는 이 계획에 포함된 관리·감독 기능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상당 부분 충족될 수 있다. 다만 국민이 희망하는 먹거리 신뢰 사회의 구축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의 수월성(용이성)은 일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이 기본계획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의 세부정책인 민간
플랫폼(배달앱·민간 포털)과 연계한 식품안전 정보 확산은 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국민 인지·참여가 저조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먹거리 안전 관리·감
독 기능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식품안전나
라,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등)은 잘 구축되어 있으나, 정보 접근의 수월성 측면은 개선
의 필요성이 있다.
<표 5-21>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기준 관리] 선제적 위해
요인 안전관리
[생산·제조] 안전한 식품
생산 기반 확립
[유통·수입] 과학적 유통
관리 및 정보 제공
[소비·생활] 건강한 식생
활 환경 개선
[관리 기반] 체계적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중점 추진 과제
식품 등 기준·규격 재평가
농약 등 잔류 물질 체계적 관리
기술 발전, 기후 변화 대비 사전 대응
농축수산물 생산 환경 개선
가공식품 제조 관리
인증제도 개선
유통 관리 체계 개선
위해 수입 식품의 국내 유입 차단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활동
생활 속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
위해 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8~202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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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먹거리(농림식품)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큰 방향성을 정립하고 정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
은 과학기술 기반의 먹거리 분야 정책을 대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5대 분야, 12대 핵심 기술, 64개 중점 연구·
개발 과제를 제시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9). 미래지향성을 지니는 연구·개발 종합
계획의 특성상 먹거리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6개 정책 이슈
와도 두루 연관성을 보인다. 특히 먹거리 신뢰 사회, 스마트농업,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의 정책 이슈를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점 연구·개발 과제가 다수 포함
되어 있다. 반면에 소비자 참여의 먹거리 확보 선택권, 개인 맞춤형 먹거리 소비, 대체
식품의 정책 이슈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다. 이 계획은 먹거리 미래상과 관련된
6개 정책 이슈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해 주체들의 연구·개발 수요와
목적성이 투영되어 있고 과학기술적 진보와 혁신 성과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
문에 자칫 국민이 바라는 먹거리 미래상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연구·개발 자체가 중요
시될 우려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이 계획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연구·개발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국민이 바라는 먹거리 미래상 구현과 접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연구·개발의 방향성은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닌 국민 선호와 필요 충족의 차원에서
지속적,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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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6개 정책 이슈 연관성
정책 이슈

정책 이슈와 직간접적 연관성을 가진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국내외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 축산 유전 자원 개발
-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
- 축산물 안전 및 이용성 증대 기술
- 국내외 소비자 맞춤형 원예작물 품종 육성·보급

❶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신뢰 사회’

- 농업 생산 자동화·안정 생산 표준화 등
⦁ 기후 변화·재난·동식물 질병 대응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
- 스마트 기술 기반 실시간 질병 감시 시스템 구축
- 식물 질병 관련 병원체 분포 조사 및 외래 유입 병원체 관리 대책 수립 등
⦁ 국민 맞춤형 건강한 먹거리
- 영양·기능성 정보 제공
- Free-From 식품 및 클린라벨 식품 개발 및 산업화
- 농식품 유통·소비 단계 신뢰성 강화 및 품질 제고 기술
⦁ 국내외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❷ 소비자 참여의 먹거리
확보 선택권(자기결정권)

- 스마트유통 체계 구축(*생산-유통-소비 패키지형 최적화 유통 전략)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식품 및 유통산업
- 신(新)유통 기술 개발
⦁ 혁신 성장을 위한 농산업 전반의 융복합화
- K-팜 핵심 기술 고도화 및 2·3세대 스마트팜 실증 연구
- 글로벌 스마트팜 융합·원천 기술 개발

❸ 스마트농업으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 노지 스마트팜 혁신 기술 개발
- 안정 수급을 위한 스마트 유통·소비 관리 기술 개발 등
⦁ 혁신 선순환을 위한 농산업 역량 강화
- 스마트 노지용 농업 기계 개발
- 스마트 농업시설 기자재 개발 등

❹ 개인 맞춤형 먹거리
소비 보편화
❺ 지속가능성에 최우선
가치를 둔 대체식품의
시대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식품 및 유통산업
- 특수 목적형 식품가공·생산 기술 개발(*1끼 완전식, 밀키트 등 1인 가구 대상)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식품 및 유통산업
- 건강 증진 소재 및 서비스 개발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생명 소재 산업 개발
- 형질 전환 가축 생산 및 생체 활용 기술 개발
⦁ 바이오경제 시대 BT 유전체 기반 기술 강화

❻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 확대

- 작물 유전체 기술 선진화 및 제품화
- 동물 유전체 기술 선진화 및 제품화
- 형질 전환 복제 동물 생산 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식품 및 유통산업
- 미래 식량 확보를 위한 대체 기술 및 식품 신소재 개발[*대체육(배양육)]
- 특수 목적형 식품가공·생산 기술 개발(*3D 식품)

자료: 저자 작성.

428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나. 먹거리 분야 미래상 정책 이슈와 관련된 정부 R&D 투자 현황
먹거리 분야에서 도출된 6개의 정책 이슈와 관련된 정부 정책 중 연구·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분석하였다. 최근 5년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의 ‘농림수산식품(LB)’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 중 각 정책 이슈를 대표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미래 정책 이슈별 정부 R&D 투자 현황을 도출하였다.
<표 5-23> 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와 관련된 R&D 투자 현황 분석 방법
정책 이슈
❶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신뢰 사회’
❷ 소비자 참여의 먹거리
확보 선택권(자기결정권)
❸ 스마트농업으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❹ 개인 맞춤형 먹거리
소비 보편화
❺ 지속가능성에 최우선 가치
를 둔 대체식품의 시대
❻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 확대

분석 키워드
식품, 빅데이터, 정보

분석 방법 및 범위
․ 분석 대상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정부

식품, 농산물, 유통

연구·개발사업의 R&D 과제
․ 분석 범위

농업, 스마트팜
식품, 개인맞춤형

- (시간) 2015~2019년
- (항목) 과제명, 키워드, 연구 내용
․ 분석 방법
- NTIS 디렉토리와 키워드 검색

대체식품(HMR 제외)

- (디렉토리) ‘과학기술표준분류’ – ‘농림수산식품’
- (키워드) 각 미래상의 대표 키워드 활용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3D 또는 GM(식품 포함)

- (’15~’1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대)(2009~2017)
- (’18~’1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대)(2018~)

자료: 저자 작성.

정부는 먹거리 분야 즉, 과학기술표준분류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R&D에 한 해 평균
약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약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R&D 투자 금액
의 6.6%가량이 먹거리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먹거리 분
야 미래 정책 이슈와 관련된 정부의 R&D 투자는 2019년 기준 전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약 21%에 해당하는 2,680억 원 규모로, 최근 5년간 13.2%씩 증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 R&D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이 1.5%인 데 반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
책 이슈와 관련된 R&D 투자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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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❺ 지속가능성에 최우선 가치를 둔 대체식품의 시대’와 관련된 연구가
농림수산식품 R&D 전체의 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수년 전부
터 연구가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증가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4차 산업혁명 이슈와 맞물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❸ 스마트농업으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과 ‘❶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신뢰 사회’와
관련된 연구가 각각 그 뒤를 이어 큰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
근 급격히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는 ‘❻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 확대’와 관련
된 연구로서, 소규모이긴 하나 5년간 연구비가 6배 증가하여 매우 중요한 R&D 이슈
임을 알 수 있다. ‘❹ 개인 맞춤형 먹거리 소비 보편화’는 먹거리 분야 정책이슈 전체
의 증가율과 유사하게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❷ 소비자 참여의 먹거리 확보 선
택권’과 관련된 분야는 2016년 이후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와 관련된 R&D 수행 현황(’15~’19) - 연구비
구분
정부 R&D 전체
농림수산식품 R&D 전체
❶ 소비자가 안심할 수

연구비(10억 원) / 비중(농림수산식품 R&D 전체 대비, %)

증가율

’15
’16
’17
’18
’19
합계(’15~’19)
17,520 17,701 18,083 18,459 19,260
91,023
1,209 1,210
1,213 1,251 1,281
6,164
12
17
21
44
55
149

(’15~’19)

있는 ‘먹거리 신뢰 사회’
❷ 소비자 참여의 먹거리

(1.0)
24

(1.4)
30

(1.7)
27

(3.5)
24

(4.3)
18

(2.4)
123

확보 선택권(자기결정권)
❸ 스마트농업으로 안전한

(2.0)
12

(2.5)
26

(2.2)
30

(1.9)
34

(1.4)
54

(2.0)
156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❹ 개인 맞춤형 먹거리

(1.0)
5

(2.1)
5

(2.5)
6

(2.7)
7

(4.2)
8

(2.5)
31

소비 보편화
❺ 지속가능성에 최우선

(0.4)
106

(0.4)
109

(0.5)
107

(0.6)
112

(0.6)
109

(0.5)
543

가치를 둔 대체식품의 시대
❻ 기술 만능의 새로운

(8.8)
4

(9.0)
8

(8.8)
10

(9.0)
18

(8.5)
24

(8.8)
64

먹거리 확대

(0.3)
163

(0.7)
195

(0.8)
201

(1.4)
239

(1.9)
268

(1.0)
1,066

(13.5)

(16.1)

(16.5)

(19.1)

(20.9)

(17.3)

합계(❶~❻)

2.4%
1.5%
46.3%
△6.9%
45.6%
12.5%
0.7%
56.5%
13.2%
11.5%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s://www.ntis.go.kr/ThMain.do, 검색일: 2020. 10. 12.~13.).
‘정부 R&D 전체’ 및 ‘농림수산식품 R&D 전체’는 ‘NTIS-과학기술통계-통계상세분석’을 통해 데이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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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4] 먹거리 분야 정부 R&D 투자 추이 및 비중(’15~’19)

자료: 저자 작성.

연구 주체별로는 중소기업(31.1%) ＞ 대학(31.0%) ＞ 국공립(연)(17.5%) 순서로
미래 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와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림수산
식품 분야의 R&D 수행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 중 하나는, 타 분야와 달리 출연(연)이
나 대학보다 국공립(연)의 R&D 참여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246)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래 먹거리 분야 주요 정책 이슈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
행 비중이 31.1%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31.0%)의 참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 전체의 55.0%를 차지하던 국공립(연)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도출한 핵심 정책이슈와 관련
된 연구 주제는 기존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과거 국공립(연) 중심의 정부 주도의 하향식
R&D에서 기술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R&D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6가지 정책 이슈 중 가장 큰 규모로 투자되고 있는 ‘❺ 지속가능성에 최우선
246)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사업 전체의 수행 비중은 출연(연)(40.7%) ＞ 대학(20.8%) ＞ 중소기업(16.6%) 순이며,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수행 비중은 국공립(연)(55.0%) ＞ 대학(21.0%) ＞ 중소기업(10.5%) 순이다(’15~’19,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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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둔 대체식품의 시대’의 경우,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전체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식품 분야의 산업생태계가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최신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망 애그테크 기업들이 대체식품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
로 수행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다. ‘❹ 개인 맞춤형 먹거리 소비 보편
화’ 이슈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전체의 74.2%를 대학이 수행하며 관련 분야의 연구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맞춤형 먹거리와 관련된 연구는 산업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기보다는 기초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향후 관련 기술이 성숙
하고 시장이 확대된다면 민간 기업의 참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정책 이
슈의 특징에 따라 연구 수행 주체의 비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의 R&D 정책 방향 설정 시 이와 같은 특징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5-25> 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와 관련된 R&D 수행 현황(’15~’19) - 연구 주체
구분

대학
18,939
정부 R&D 전체
(20.8)
1,295
농림수산식품 R&D 전체
(21.0)
❶ 소비자가 안심할 수
47
있는 ‘먹거리 신뢰 사회’
(31.5)
❷ 소비자 참여의 먹거리
47
확보 선택권(자기결정권)
(38.2)
❸ 스마트농업으로 안전한
20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12.8)
❹ 개인 맞춤형 먹거리
소비 보편화
❺ 지속가능성에 최우선
가치를 둔 대체식품의 시대
❻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 확대
합계(❶~❻)

23
(74.2)
168
(30.9)
25
(39.1)
330
(31.0)

연구비(10억 원, ’15~’19 합계) /
출연(연) 국공립(연) 대기업 중견기업
37,055
4,912
2,323
4,791
(40.7)
(5.4)
(2.6)
(5.3)
479
3,388
27
37
(7.8)
(55.0)
(0.4)
(0.6)
34
31
(22.8)
(20.8)
(0.0)
(0.0)
16
13
1
(13.0)
(10.6)
(0.0)
(0.8)
43
37
1
(27.6)
(23.7)
(0.0)
(0.6)

구성비(%)
중소기업 정부 부처 기타
15,111 2,196 5,696
(16.6)
(2.4) (6.3)
645
170
124
(10.5)
(2.8) (2.0)
29
4
5
(19.5)
(2.7) (3.4)
41
6
(33.3)
(0.0) (4.9)
39
5
11
(25.0)
(3.2) (7.1)

3
(9.7)
28
(5.2)
8
(12.5)
132
(12.4)

4
(12.9)
203
(37.4)
15
(23.4)
33
(31.1)

(0.0)
96
(17.7)
10
(15.6)
187
(17.5)

(0.0)
12
(2.2)
2
(3.1)
14
(1.3)

(0.0)
18
(3.3)
3
(4.7)
23
(2.2)

(0.0)
1
(0.2)
(0.0)
10
(0.9)

(0.0)
19
(3.5)
2
(3.1)
43
(4.0)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s://www.ntis.go.kr/ThMain.do, 검색일: 2020. 10. 12.~13.).
‘정부 R&D 전체’ 및 ‘농림수산식품 R&D 전체’는 ‘NTIS-과학기술통계-통계상세분석’을 통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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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5] 먹거리 분야 정부 R&D 연구 수행 주체별 비중(’15~’19)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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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먹거리 정책 방향
가. 신뢰도 높은 먹거리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활용 가치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팽배해진 불신과 불안은 먹거리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
까지 먹거리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만성화될 경우 인간 감염병뿐 아니라 인간에게 해로운 동식물 감염병, 질병이
창궐할 수 있고, 이는 곧 먹거리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먹
거리의 소비 행위에서 비대면, 비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기본적 지향점은 먹거리에 대하여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먹
거리 신뢰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신뢰는 강요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경
험 축적과 시간의 경과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과 시간을 단축하는 주요한
매개로서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 데이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신뢰 사회’는 결국 데이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신뢰할 수 있
는 데이터에 기반한 먹거리 소비의 활성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에 포스트 코로
나19 시대에 대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할 방향은 신뢰도 높은 먹거리 데이터 생태계
를 조성하고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행정·관리감독자 중심의 먹거리 데이터 구축을 넘어 공공·민
간의 다양한 데이터 통합을 중심으로 먹거리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대폭 증진하고, 시장 기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도가 높아지는 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사회의 석유라고 비유될 정도로 경제·사회
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먹거리 데이터의 개방성을 높이고, 시장을 통해
활발하게 거래·활용될 수 있어야 먹거리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결국 먹
거리 신뢰 사회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 이에 공공·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 합당한 비용으로 먹거리 데이터를 구독·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거래소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은 2021년까
지 총 1,5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통신, 유통·소비, 금융 등 10개 분야의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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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들은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
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1호 민간 데이터거래소인 한국데이터거래소
를 비롯하여 금융데이터거래소(금융위원회), 빅데이터 플랫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스토어(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의 데이터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거
래소가 정착되고 합당한 가격으로 데이터의 판매·구입이 활성화되면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다. 먹거리 분야는 전술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서 빠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을 신설(2020년)하
고, 농식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을 전담하여 먹거리 분야의 데이터경제
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공공·행정·관리감독자 중심에서 벗어나지는 못
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먹거리(농식품) 관련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부처가 관리하는
행정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먹거리 데이터가 통합되고 합당한 가격에 판
매·구입 및 활용되는 데이터거래소의 설립 및 활성화를 제한한다. 이 경우, 먹거리 데
이터의 품질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먹거리와
관련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가 통합되고 거래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인프
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표 5-26>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야

과제명(약칭)

플랫폼 주관 기관

센터 구성

금융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비씨카드

7개(다음소프트 등)

환경

환경 비즈니스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수자원공사

9개(그린에코스 등)
10개(야놀자 등)

문화ㆍ미디어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문화정보원

교통

DIAMOND-E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교통연구원

8개(아이나비 등)

헬스케어

암 빅데이터 플랫폼

국립암센터

5개(삼성서울병원 등)

유통ㆍ물류

유통·물류 빅데이터 플랫폼

매일방송

10개(식신 등)

통신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케이티

15개(두잉랩 등)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더존비즈온

8개(인크루트 등)

지역경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경기도청

9개(코나아이 등)

산림

산림 어메니티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임업진흥원

8개(비글 등)

기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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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먹거리 데이터의 민간(기업, 연구자 등)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대한 국민
의 접근성이 아닌 접근 수월성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먹거리
데이터는 공공·행정·관리감독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연구하
는 과정을 거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먹거리 데이터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공과 민간이 먹거리 데이터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나라 기업은 데이터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데이터의 생성·수
집 단계에서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례로 해
외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Amazon)에서는 양질의 먹거리 데이터를 openAPI 형태
로 제공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먹거리의 경우,
제품의 앞면과 뒷면에 높은 해상도와 충분한 크기, 식별이 용이한 형태로 제품 이미지
를 제공하고 이미지 내 텍스트나 그림을 쉽게 추출할 수 있어, 먹거리 데이터를 소기
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판매되거나 공급자가 홍보하는 제품은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해서 빅데
이터 기반의 분석 및 활용이 어렵다. 먹거리 데이터 생성-수집-공개-분석의 모든 단계
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모두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된다. 먹거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국민(소비자) 입장에서도 매
우 중요하다. 현재 먹거리와 관련된 데이터는 농식품부, 식약처 등의 부처를 중심으로
개방형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형태로 제공되며 접근성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상당
히 발전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포털은 먹거
리 위해 요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
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유용성을 체감하기 어렵다. 먹거리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먹거리 신뢰 사회에서는 접근의 수월성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 또는 스마트 가전(냉장고 등)을 매개
로 바코드, 이미지 등만으로도 유용한 먹거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먹거리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소비자)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조작을 원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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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단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먹거리 안전·유통 및 이력 관리 시스템의 정착을 촉진해
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비접촉 및 온라인 구매를 통한 먹거리 소비
가 증가할수록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먹거리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영양·성분 등 정보의 위·변조를 원천적,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먹거리
의 생산, 유통 이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먹거리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빠른 이력 데이터 조회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안전사고 대응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철저히 불식시키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정확한 추적을 가능하도록 하는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을 활용한 먹거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블록체
인을 이용한 먹거리 이력 관리 시스템으로는 대표적으로 IBM의 푸드 트러스트가 다
국적 유통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먹거리 안전 관리·감독 차원에
서 공공의 이력 관리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사각지대 없이 대부
분의 먹거리 및 먹거리 공급자(제조·유통·외식 등)로 확대해야 한다. 물론 블록체인을
활용한 먹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은 강력한 관리·감독 도구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먹
거리 생산·유통 과정의 기록일 뿐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못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먹거리 생산·유통 과정의 기록을 생성하는 토대인
먹거리 안전 유통망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진화해야 한다. 식품 품질 예
측, IoT,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 유통 기술은 유통 행위 자체의 안전을 담보하고, 먹거리 공급 사
슬상의 모든 관련 주체에게 실시간 현실 정보(RTRD: Real Time Real Data)를 제공
하여 부적절하고 위험한 유통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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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6] 스마트 먹거리 이력 관리 및 안전 유통 개념도

블록체인
기반
먹거리
이력
시스템

스마트
먹거리
안전유통

자료: 한국식품연구원 내부 자료.

넷째,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먹거리 케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국민은 먹거리 위험 요소에 대한 불안 못지않게 먹거리를 통한 개인
의 건강 확보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질병·체질·연령 등 개인의 속인성(
屬人性) 데이터와 먹거리 데이터(재료·영양 성분·기능성·맛 등)를 통합·연계하고, 과
학적 근거가 있는 선택적 먹거리 소비(먹거리 케어)가 보편화되도록 데이터 기반의 개
인 맞춤형 먹거리 케어 시스템 구축에 정책이 주목해야 한다. 물론 현재도 개인 맞춤
형 먹거리를 표방하며 파편적으로나마 관련 제품(건강기능식품, 밀키트 등)들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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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성숙 단계이고 생애 전 주기 관점에서의 개인 맞춤형 먹거리
케어와는 거리가 멀다. 당장은 구현하기 어렵지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먹거리
신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속인성 데이터에 맞는 생애주기적인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먹거리 케어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의 속인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
과 관련된 법·제도 및 국민 정서가 문제가 된다면, 코호트(cohort) 접근 방식의 맞춤
형 먹거리 케어 시스템부터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먹거리 연구·개발과
식습관 디자인을 위한 투자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분야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소비자) 행동·심리·식문화
패턴과 먹거리를 연계하는 인문·사회과학적 연구·개발(soft R&D)을 확대해야 한다.
먹거리는 단순히 제품, 산업 차원이 아니라 문화, 정서의 영역과도 밀접하다. 먹거리
를 농산물 생산, 식품 제조·유통에 국한시키지 않고 외식, 배달, 한류, 역사, 성 등 다
양한 분야에 걸쳐 연계하는 연구에 대한 정책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5-57] 개인 맞춤형 스마트 먹거리 소비 개념도

자료: 한국식품연구원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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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먹거리 생산-소비의 근접 및 소비자 참여의 정주공간정책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먹거리의 생산지와 소비지를 근접하게 만들고 소
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주공간을 설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원거리에
서 먹거리가 생산되고 긴 유통 경로를 거칠수록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질 수 있
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와 같이 먹거리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를 좁히려는
움직임은 도농 연계와 지역 공동체 상생의 의미도 있지만,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 좀
더 신선하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물론 로컬푸드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
나19 또는 동식물 감염병·질병이 창궐하거나 먹거리와 관련된 위해요소 문제가 신속
히 진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먹거리
위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쉽게 떨쳐 내기 어렵다. 이에 조달 채널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먹거리의 생산 및 유통을 정주공간 가까이에 위치시키는 정책을 구
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관심이 부상하고 있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미 도시 유휴부지, 텃밭 등을 활용한 농업 형태
를 넘어 서울 남부터미널에 구축된 ‘메트로팜’과 같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도시형 스마
트팜이 등장했고, 당일 생산된 농작물이 도시민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는 먹거리 생산
-소비의 근접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먹거리 생산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아파트 단지 내 스마트팜, 가정 내 스마트팜 또는 주상복합아파트와
같이 주농복합아파트의 확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형태의 농업 생산은 필
요한 먹거리를 모두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먹거리 유통 체계 구축이 필요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의 먹거리 정책은 이렇듯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정주공간정책과 연계할 필요
가 있다. 먹거리 정책을 농업·농촌 안정, 농식품산업 경쟁력, 유통 합리화, 수출 촉진
등에 국한시키지 말고 정주공간, 라이프스타일과 같이 소비자의 일상과 가까운 영역
으로 정책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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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문화정책으로서의 스마트농업 활성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은 최신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먹거리 생산 방식
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하는 농산물, 3D
프린터가 출력하는 식품, 배양세포로 만든 대체육 등 첨단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
한 먹거리를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으며, 일부 대중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바이러
스에 대한 공포심과 우려심으로 인해 감염 우려가 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손길 대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고봇이나 기계 등에 의해 생산되거나 제조된 먹거리를 안전
하게 느끼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이슈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그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매우 높아진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먹거
리 생산자는 ICT 융복합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농업을 통한 생산 시스템을 빠르게 받
아들이고, 먹거리 소비자는 스마트농업으로 생산된 먹거리에 대한 소비 시스템을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 생산 방식은 수십 년에
걸쳐 변화의 속도가 매우 더뎠던 반면, 현재와 미래의 농업 생산 방식은 빠르게 발전
하는 스마트 기술과의 다양한 접목으로 수년 단위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초스피드 시대에 미래 스마트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사회정책으로서의 농업’과 ‘문화정책으로서의 서비스농업’을 위한 빠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정책으로서의 농업’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의 국내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은 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등과 같은 기술 중심의
진흥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기술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려하
기 보다 기술적 성공만을 지향했던 과거의 ICT 융복합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 기술의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AI, 빅데이터, 드론, IoT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들이 접목된
물리적 공간 개념의 ‘농장’을 좁은 의미의 스마트팜이라 했을 때, 스마트농업은 이를
포함하는 ‘물리적 공간+생산 시스템’ 개념의 좀 더 넓은 의미의 ‘새로운 농업 생산 방
식’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스마트농업 기술이 농업 생산 현장에 확산
되면서 ‘물리적 공간+생산 시스템+사회제도’ 개념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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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첨단기계화, 디지털화, 효율화와 같
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기술 수용 격차로 인한 도태, 신규 농업 인력의
급격한 유입,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는 스마트팜 개념을 넘어 새로운 농업 생산 시스템 확산에 따른 인력, 교육, 사회 등의
환경 변화,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정책으로서의 농업’은 산업으로서의 농업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농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농업이 생산
자와 소비자가 물리적․문화적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면, 미래의 스마트농업은 기
술의 성숙도와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결합되면서 국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
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농산물 생산 이력 공유, 인공재배기를 통
한 맞춤형 채소 생산, 스마트팜 아파트, SNS를 활용한 농부 인플루언서의 활동 확
대247) 등 새로운 농업 문화가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고 있다. 과거에 비해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농업이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져 새
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농업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으로서의 ‘스마트농업’ 기술 정책에서 더
나아가 ‘신개념 농업 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하며 농업 활동 전후 과정을 통해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 개념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248)’ 추진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는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
방안’에서 스마트팜 적용 범위와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팜 적용 범위는 여전히 농업시설에 국한되어 있고, 정책 대상 또
한 농업 종사자와 농산업체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미래의 스마트농업은 시설과
장비로만 구성되어 있는 농장이 아닌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는 농업 생산 시스
템은 물론 이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포함하게 될 것이다.

247) 20대 청년 농부들을 중심으로 농사와 SNS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명 ‘농튜버’의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248) 2018년 4월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서는 기존에 온실과 축사로만
구성되어 있던 스마트팜 적용 범위를 노지, 수직농장 등으로 확대하고, 정책 대상 또한 기존의 농업인 중심에서
청년농과 전후방 산업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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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마트농업을 통한 미래의 먹거리 정책에는 단순히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
로 공급하는 목적을 뛰어넘어 농업 전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가
치를 부여하여 정책 대상과 목표를 과감히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술 개발을 통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빠르게
예측하고 수용함으로써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수용을 조화시키는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표 5-27> 스마트농업의 과거와 미래
구분

과거 ＞＞＞＞＞＞＞＞＞＞＞＞＞＞＞＞＞＞＞＞＞＞＞＞＞ 미래

형태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스마트 서비스농업

개념

물리적 공간

생산 시스템

서비스·문화

핵심 요소

예시

시설
장비

시설
장비
데이터

시설
장비
데이터
서비스

스마트과수

정밀 생육 관리

자율 재배 아파트

스마트축산

데이터 기반 농장

농업 인플루언서

생산자

생산자

생산자
정책 대상

소비자
일반 국민

정책
주안점

기술 개발
기술 개발

기술 개발

사회문제 해결
문화 확산

자료: 저자 작성.

라. 언택트 먹거리 소비를 위한 편의성 향상 기술혁신정책
코로나19를 계기로 촉발된 비대면·비접촉에 대한 수요는 먹거리 소비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불러와 언택트 먹거리 소비의 보편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먹거리의 온라인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에 판매 효율
성 및 소비자 편의성 향상, 비용 절감 차원에서 등장했던 무인 스토어는 더욱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국민의 선호 및 인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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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육, GMO와 같이 먹거리 자체에 지나친 기술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였으나, 먹거리의 소비 방식에서의 개인화된 소비, 비대면·비접촉 소비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행
태의 언택트 먹거리 소비를 구현하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혁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먹거리를 판매하는 무인 스토어의 경우 키오스크 덕분에
판매자와 대면할 필요성은 없으나 편의성이 높지는 않다. 언택트 소비의 편의성을 획
기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무인 스토어인 아마존고(Amazon Go)
는 컴퓨터 비전 기술, 센서 융합, 딥러닝 기술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계산대
앞에 설 필요도 없고, 번거롭게 계산할 필요도 없게 하였다(No Lines, No
Checkout).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 셰프, 로봇 카페, 로봇 레스토랑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가정과 서비스업 부문으로 들어와 편리한 언택트 먹거리 소비를 구현
하기 시작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이해(understanding) 수준을 넘어 창조
(generation)까지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보다 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언
택트 먹거리 소비에 적용된다면 무인 유통점이나 레스트랑에 갔을 때 인공지능이 소
비자의 표정, 움직임 등에서 기분을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먹거리 소비를 지원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먹거리 소비를 유도하는 단계까지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상이
현실화되려면 먹거리를 농학, 화학, 생물학만의 영역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인지과학,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의 영역과 융복합하여 언택트 먹거리 소비의 편의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혁신에 정책적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 첨단기술 중심의 먹거리 생산에 관한 정책 추진의 완급 조절
최근 농식품 분야에서 ‘애그테크(Agri+Tech)’가 화두가 되고 있다. 최신 융복합 기
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농식품산업의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 유전자 편집
(genome editing),249),바이오프린팅(bio-printing) 등의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과
249)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로 불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와 미
국의 제니퍼 A. 다우드나가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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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접목한 대체육류 산업,250) 3D 프린팅 식품산업 등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
재 대체육으로 만든 햄버거, 3D 프린터로 만든 스테이크, 초콜릿 등이 상용화되고 있
고, 미래에는 이러한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농작물을 기르는(culture) 대신 제조
하여(manufacture) 먹거리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농식품 분야에 최신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미래 먹거리의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
술 공급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미래 먹거리의 청사진과 달리 국민들은 이러한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술 고도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식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먹거리 미래상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해당 산업에 적용되어 확산되는 과정을 크게 기술 주도
형(tech-push)과 수요 견인형(demand-pull) 혁신으로 구분했을 때, 과연 기술 만능
의 새로운 먹거리 미래상은 어느 유형에 속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술 만능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고 조심스럽
게 접근해야 한다. 국민의 선호도가 곧 시장의 수요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
에도 불확실한 시장을 바라보며 레드오션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일부 식품산업계의
투자 전략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 미래상의 경우, 시장의 수요는 불확실하지만 성숙된 기
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 견인형(tech-pull) 발전을 하게 될 경향이 매우 크며,251)
그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한 유니콘 기업들의 육류
대체품 상용화 기술, 4차 산업혁명의 탄력에 힘입은 3D 프린팅 식품 제조 기술, 유전
자가위 편집 기술을 활용한 non-GM 작물 개발 기술 등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숙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시장에서 이들 기술을 이용한 제품들에 대한
수용성, 즉 니즈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 견인형 발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250) 육류 대체식품의 선도 기업인 미국의 ‘임파서블 푸드’가 개발한 대체육으로 만든 버거가 2018년 세계경제포럼
(WEF)에 소개된 이후, 2020년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2020’에서 돼지고기 대체육을 발표하면서 전 세
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51) 손수정 외(2019)에 의하면, 기술사업화는 기술의 성숙도(TRL 기준)와 시장의 수요(MRL 기준)에 따라 기술주도
(tech-push), 기술견인(tech-pull), 수요견인(demand-pull), 수요주도(demand-push)의 4가지로 유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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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닌 기술 수요자 혹은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다.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겸해 개최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2019. 12.)에서
「5대 유망 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이 발표되었다. 5대 유망 식품
중 하나로 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주요 대책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여전히 기술 개발자
와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 한정되어 있다.252)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대체
식품이나 3D 프린팅 식품 등의 분야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크다. 특히 대체식품 분야
의 경우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농림수산식품
R&D 투자의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 이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D 프린팅 식품과 GM 작물 등과 같은 분야는 전체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이내로 매우 적지만, 최근 5년간 매년 56.5%씩 증가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R&D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해외 선도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고려할
때, 원천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위해 공공의 R&D 투자가 일부 필요하긴 하나 국민의
인식과 시장의 니즈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부 R&D의 투자 방향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대학이나 공공(연) 등에서 수행하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미 원천 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시장에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바. 소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이 선호하는 먹거리 분야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이슈, 이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52) 대체식품 분야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 ❶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 마련, ❷ 대체단백질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 ❸ 대체식품을 위한 기준 설정 및 안전관리 절차 등의 관리 방안 마련이 제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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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8>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와 정책 방향
국민 인식과 선호를 고려한

정책 이슈 대응에 필요한

미래 먹거리 분야 [정책 이슈]

먹거리 분야 [정책 방향]
신뢰도 높은 먹거리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활용 가치 확대
 공공·행정·관리감독자 중심에서 벗어난 공공·민간
먹거리 데이터 통합과 거래 활성화
 먹거리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품질

❶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신뢰 사회’

향상과 데이터 접근 수월성 제고

☞

 먹거리 데이터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유통 및 이력 관리 시스템 정착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과학적 먹거리 케어 시스템
구축
 먹거리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개발(soft R&D) 확대
먹거리 생산-소비의 근접 및 소비자 참여의 정주공간정책
 도시, 주거단지, 가정 등 공간 스케일 및

❷ 소비자 참여의 먹거리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도시형 농업 활성화

확보 선택권(자기결정권)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소규모 먹거리 유통 체계

☞

사회·문화정책으로서 스마트농업 활성화
 스마트농업 확산에 수반되는 기술·역량 격차 등

❸ 스마트농업으로

사회적 문제로 농업정책의 외연 확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소통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스마트서비스농업의 구현
언택트 먹거리 소비를 위한 편의성 향상 기술혁신정책

❹ 개인 맞춤형 먹거리
소비 보편화

☞

 먹거리 소비 단계 부문(downstream)과 인지과학,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신기술의 융복합에
대한 투자 강화

❺ 지속가능성에 최우선 가치를 둔
대체식품의 시대
❻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 확대
자료: 저자 작성.

첨단기술 중심의 먹거리 생산에 관한 정책 추진 완급 조절

☞

 기술 주도형과 수요 견인형 먹거리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접근과 투자 정당성의 지속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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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
제1절 건강 분야의 현황 및 전망
1.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분야의 변화
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
다. 건강 분야는 코로나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이자 가장 큰 충격 속에 변화되
어 가고 있는 분야이다. 코로나19는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다.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된 이후 2020
년 12월 10일 9시 기준 전 세계적으로 67,42만 7,468명이 감염되었고, 1,55만 877
명이 사망했다.253)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의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봉쇄(national lockdown)와 광범위한 국제여행 중단(halts of international
travel)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박미정, 2020b, p. 3). 국내 보건당국은 과거 조류인플
루엔자, 사스, 신종플루 및 메르스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가 조직되어
있었고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역학조사, 방역 조치 및 시도별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확진자와 접촉 시에는 자가격리 및 자발적인 신고 등을 통해 확
산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 수준의 조치가 계속되면 국민들에게는 피로, 불안, 공포가 확산
되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를 통해 작은 위험에도 예민
하게 반응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심한 우울감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는 일명
‘코로나 블루’라는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기까지 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에 민감도를
더하는 것이 SNS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 뉴스이다. 인포데믹 즉,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매체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져 나가는 현상을
지칭한다(차미영, 2020. 3. 24.). 잘못된 정보의 대표적인 예는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
253)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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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죽는다거나 소금물과 소독용 알코올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정보이다.
사회적 혼란과 개인의 두려움 속에 퍼지는 가짜 정보는 개인, 지역사회 및 국가에까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초기에 발생한 이러한 인포데믹에
관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실 확인을 빨리 해 줌으로
써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팬데믹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보건의료 데이터 및 유전체 정보와
분자생물학과 유전체학의 발전으로 신종 바이러스의 실체가 빠르게 밝혀졌다.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전 세계 과학자들
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공개했고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되는 기전을
밝혀 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연구자와 제약 기업들은 치료
제 및 백신 개발에 나섰고 각국 정부는 임상시험 전 주기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계획
(IND: Invest igational New Drug) 신속 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규제혁신을 추진하
는 동시에 국제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될 건강 분야의 미래는 국내·외적 협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
다. 각국의 방역 정책 방향, 정확한 정보 전달 및 백신·치료제 개발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고 국내 방역 정책 및 의료 시스템은 각 국가의 시민, 의료기관, 산업계 및 정부
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도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래상을 도출할 때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민들의 미래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 분야의 미래상을 그릴 때, 국내와 해
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실현 가능하고 선호하는 미래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 과정은 Shaping tomorrow의 활용, 국민 워크숍 및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행된다. 미래상이 도출되면 실현 가능하고 선호하는 미래상은 더욱 강화하는 방안
으로, 실현 가능하지만 선호하지 않는 미래상은 대비하고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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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aping Tomorrow 및 문헌 조사를 통한 테마 도출
이 절에서는 건강 분야에서 나타날 꼭 다뤄야 하는 미래 이슈를 탐색하고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핵심 테마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 트렌드와 관련한 이슈
를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미래 변화를 분석·예측하는 호라이즌 스캐닝 시스템인
‘Shaping Tomorrow’를 활용하였다. 우선, 건강 분야와 관련된 주요 테마를 도출하
기 위해 해당 시스템이 제안한 트렌드 차트를 분석하였다. 트렌드 차트는 미래 변화의
추진 동력이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키워드로 보여 주고, 키워드별 파
급력을 시기와 강도 차원으로 구분한 후 시각화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키워드별 특성
을 비교 및 조합하여 1차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키워드 조합
과 관련이 있는 기존 문헌, 연구보고서, 정책 자료 등을 참고하여 아이디어와 주요 미
래 기술을 통합한 5개 의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6-1] 코로나19 및 건강 이슈 관련 키워드 파급력

healthcare
coronavirus
pandemic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건강 분야의 의제를 탐색하기 위해 코로나19 및 건강 분야와 관련이 높은 ‘헬스케
어’, ‘팬데믹’, ‘코로나19’ 키워드를 기본 키워드로 두고 파급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팬데믹과 코로나바이러스는 강도가 높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패러다임에 안에서 발전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의 중장기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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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간 건강 및 생활 정보 수집·분석으로 개인에게 맞춤화된 위험 대비
헬스케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구성된 기본 키워드와 조합하여 테마를 도출하기
위해 미래 기술, 위협, 사회 변화, 소비 트렌드 등 다양한 이슈를 조합하여 브레인스토
밍하였다. Shaping Tomorrow가 제공하는 주요 키워드 차트를 활용하여 코로나 이
후 건강 분야의 첫 번째 의제 설정을 위한 조합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조합 키워드는
시스템이 선정한 유망 트렌드 키워드 안에서 선택하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고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우선, 첫 번째 의제
설정을 위해서는 비교적 중요도가 높고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데이터와 기술을 설정
하였고, 의료 관련 데이터 기술이 가져올 미래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림 6-2] 건강 분야 데이터 기술 이슈 관련 키워드 조합 탐색

technology

data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그 결과, 총 462건의 유효 데이터가 추출되었고, 의료 빅데이터 정보 활용 증가, 실
시간 건강관리 등 의료 데이터 기술이 지능화, 개인화, 맞춤화되어 가는 트렌드를 살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지능형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 관리
플랫폼 구축 등 최신 기술을 통한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건강 및 생활 정보 수집·분석으로 개인에게 맞춤
화된 위험 상황 대비에 대한 테마를 첫 번째 의제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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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건강 분야 데이터 기술 이슈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추세

산업

발생

중요

영향

연도

분야

확률

도

지역

협업

-

IT

유망

의류

-

IT

유망

의류

2021

IT

유망

주제

건강 시스템은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사용
하여 광범위한 건강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할 수 있음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는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촉진하여 개인의 건강
을 최대화하고 의사가 환자 맞춤형 치료에

초기
단계

초기
단계

PEST

-

소셜

-

소셜

-

소셜

-

소셜

-

소셜

-

소셜

-

소셜

-

경제

-

소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웨어러블 건강 장치가 더욱 정교해지고, 이
를 활용한 진단 및 추적에 도움을 줄 것임

초기
단계

하수에서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독
감 발병, 식중독 확산을 감지할 수 있고, 주

헬스

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비만이 되는 시

케어

-

헬스
케어

가능

초기
단계

기 등을 알 수 있음.
Renown IHI의 연구원, 의사 및 데이터 전
문가들은 SAS 시스템을 사용하여 환자 정

헬스

보를 통해 건강 위험을 파악하는 건강진단

케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음
머지않아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일, 몇 시
간, 심지어 1분마다 건강 데이터를 기록 할
것임
임상 데이터 교환과 함께 공급 업체 중립

-

IT

가능

2038

IT

유망

협업

-

IT

유망

소비

-

IT

가능

헬스
케어

아카이브 등 의료 이미지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 시스템은 상호 운용성을 보다 효과적
으로 달성하고, 가치 기반 의료 모델로 원

초기
단계

초기
단계

초기
단계

활하게 전환할 수 있을 것임
건강식품 저장 및 사용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마트 냉장고는 소비 수준, 물 사용 등을
모니터링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

초기
단계

록 할 것임
헬스케어 빅데이터 클라우드는 집단 규모
로 개인별 건강 상태를 비교하는 통합 건강
상태 데이터로 집계 가능함
의료 전문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
위험 영역을 예측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가
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을 타기팅할 수 있음
자료: 연구진 작성.

헬스
케어

헬스
케어

2032

헬스
케어

가능

-

동력
2030

IT

유망

확보
단계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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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능화 영역에서는 건강, 위생, 생활 데이터 세트가 대량으로
수집되고, 이상 증세나 추세를 미리 감지하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지능형 피드백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데이터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로가 개
인별 실시간 치료 및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나타났다.254) 민간은 물론 공공 차
원에서의 위험예측 플랫폼 구축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지고, 그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건강 증진, 혁신을 연구하는 건강혁신연구소(IHI) 등의 연구원, 의사, 데이터
전문가들은 건강, 성별 등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담긴 데이터로 건강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건강 상태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영
국의 보건의료 담당 기구이자 빅데이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NHS 디지털’은 향후
2년 동안 데이터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중 하나로 건강 서비스를 위한 사이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위험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Say, 2019. 10. 10.)255)임을 밝
혔다.
[그림 6-3] 건강 분야 데이터 기술 이슈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254) i-scoop(2020), “The digital twin in hospitals – a strategic partnership for the smart hospital”.,
https://www.i-scoop.eu/digital-twin-hospitals-partnership-smart-hospital/ (접속일: 2020.06.1. 2.)
255) Say, M.(2019. 10. 10.), “NHS to get cyber intelligence and risk platform”, UKAuthority,
https://www.ukauthority.com/articles/nhs-to-get-cyber-intelligence-and-risk-platform/(접속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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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간 관계를 살펴보면 의료, 개인 건강, 피트니스, 행동, 코로나와 같은 글로벌
위협 정보 등이 담긴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 분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
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임상, 비즈니스, 제약, 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6-4] 건강 분야 데이터 기술 이슈 관련 클라우드

주요 키워드

주요 국가

주요 기관

주요 자료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건강 분야 데이터 기술 관련 이슈는 인공지능, 데이터, 컴퓨팅 등 주로 지능화 기술
에 대한 키워드가 추출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헬스케어 분야에 뛰어든 애플, IDC 등
IT 기업, 가트너 등 정보기술 컨설팅 기업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기술력과 행정 시스템 등 혁신적인 헬스케어 생태계를 갖춘 호주에서 관련 기술
이 환영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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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건강 분야 데이터 기술 이슈 관련 시기별 중요도 변화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주요 토픽들의 중요도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슈로 인한 건강 데이
터 기술은 단기적으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이슈도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6-6] 건강 분야 데이터 기술 이슈 관련 SWOT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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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테마의 SWOT 분석 결과, 기회는 62.9%로 가장 높고, 위협이 20.8%, 강점이
8.9%, 약점이 7.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회는 주로 인공지능의 발달로부터 기인
한다. 그 예로 AI를 기반으로 하는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결과물 생성, 인공지능 기반
응용 프로그램의 활용, 증강된 사용자 경험과 몰입, 블록체인 혁명 등이 있다. 주요 위
협으로는 데이터 관리 능력이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서 나타나는 위협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위협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 IoT 장치 급증에 따른 사이
버 보안 위협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요 강점으로는 수많은 헬스케어 응용 프로그램의
발달과 높은 수준의 IoT 설치 기반, 구글 딥마인드헬스 등 선두 기업의 약진 등이 나타
났다. 주요 약점으로는 건강 시스템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데이
터 신뢰 척도와 평가에 대한 노력 부족, 위험에 민감하거나 역량이 약한 국가 등이 예
측되었다.

나. 전통적 병원 역할의 축소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산
코로나 이후 건강 분야의 두 번째 의제 설정을 위한 조합 키워드로 언택트 등 비대면
서비스의 발달에 따른 병원 등 전통적인 기관들의 대응과 미래 의료 서비스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비대면’과 ‘기관’, ‘병원’을 설정하여 탐색하였다. 비대면 이슈와 기관들
의 대응 및 변화는 이미 단기적 단계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중요도를 인식하고 전환
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7] 건강 분야 비대면 이슈 관련 키워드 조합 탐색

contactless

organization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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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건강 분야 비대면 이슈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주제

추세

산업

발생

중요

영향

연도

분야

확률

도
동력

지역

2025

-

확보

북미

소셜

-

소셜

-

경제

-

소셜

-

경제

-

경제

-

기술

-

정치

-

정치

-

경제

향후 5년 내 미국 병원의 30~40%가 더
향상된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 시간

병원

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화상 통화로 연락할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
고 있고,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유사한
기술 사용이 확산될 수 있음
구글 등 파괴적 기업과의 경쟁 환경에 적
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헬스케어 기관의 디
지털화는 강제될 것임
원격 의료 서비스가 요양원, 재활 센터, 병
원, 클리닉 등에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
상됨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건강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디지털 건강 분야는 내년까지 약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헬스
케어

비즈
니스

병원

헬스
케어

2021

-

헬스
케어

IT

2021

현상
유지

가능

잠재

유망

헬스

현상

케어

유지

2022

환경

유망

2025

IT

2035

IT

가능

2023

-

가능

2035

-

유망

2021

PEST

단계
초기
단계

초기
단계
초기
단계
동력
확보
단계

Mount Washington 소아병원은 임상의
가 환자의 걸음 수, 심박수, 수면의 질 등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는 원격건강 플랫폼

병원

‘Weigh Smart’를 통해 환자를 모니터링

초기
단계

할 예정임
로봇 보조 수술이 향후 5년 내에 일상화될

로보

것으로 예상됨

틱스

현상

동력

유지

확보

건강 이상 징후, 식이요법, 운동 상태 등을
모니터링 하는 네트워크 장치는 향후 15년
간 병원 장비 비용을 15~30% 절감하고,
의료비용을 630억 달러 절약할 수 있도록

디바
이스

정착
단계

함
해외여행자와 고위험 국경 간 인구의 예방
접종 범위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헬스

국가, 지역, 지방 수준에서 조정하여 국경

케어

초기
단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2035년까지 결핵
퇴치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자료: 연구진 작성.

헬스
케어

동력
확보
단계

제6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 457

유의미한 데이터는 총 237건 추출되었고, 백신, 진단약품 등의 소유권 분쟁, 기관
간 협력, 비대면 서비스 등장 등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었다. 백신 개발, 기후 변화,
말라리아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 경쟁과 위협 대응 취약국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국가 간 협력이 나타나고,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금융, IT와 연계하여
비대면 지불, 비대면 진단 등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새로운 의료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통 기관의 역할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
적 병원 역할의 축소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산 테마를 두 번째 의제로 설정하였다.
헬스케어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로는 정교한 웨어러블 장치의 발달로 필요에 따라 전문
가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조언받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건강 상태 변화도 추적하
고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기관들도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시설에
탑재하고, 비접촉 지불에 대한 포인트 지급 도입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
다. 스마트 서비스를 바탕으로 미래에는 5G 기술과 고기능 네트워크가 헬스케어 모바
일 기능을 가속화하고, 향후 병원 내 의료기기의 90% 이상을 연결(O’Gorman, 2020)
하여 전통적인 병원 서비스가 상당 부분 기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6-8] 건강 분야 비대면 이슈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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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공공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병원 등 헬스케어 관
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환자의 건강과 말라리아, 팬데믹, 죽음 등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고, 특히 진단, 치료, 예방 등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 활용
과 변화를 모색하는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9] 건강 분야 비대면 이슈 관련 클라우드

주요 키워드

주요 기관

주요 국가

주요 인물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비대면 관련 이슈는 코로나 발생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나
타났고, 코로나, HIV 등의 위협으로 인한 비대면 이슈, 국가 원조, 경제적 사회적 파급
력에 대한 키워드가 주로 나타났다. 국가와 인물로는 코로나 발생 이후 미국과 중국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보건 관련 이슈에 대한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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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가 발생하는 동안 WHO에 대한 기부금을 보류하겠다고 위
협하는 등 외국 원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비즈니스를 재오픈
하려는 기류를 보이면서 WHO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허브로 지목되는 등
글로벌 보건 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6-10] 건강 분야 비대면 이슈 관련 시기별 중요도 변화

자료: Shaping Tomorrow(2020. 6. 12.)

비대면 이슈와 관련한 주요 토픽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현시점에도 관련 이슈가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중단기적으로도 지속적인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
한 미래에 더 큰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이슈는 장기적 관점
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11] 건강 분야 비대면 이슈 관련 SWOT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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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테마의 SWOT 분석결과 기회는 42.0%로 가장 높고, 위협이 40.7%, 강점이
10.0%, 약점이 7.3%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요 기회로는 원격 진료와 로봇을 활용
한 수술 등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디지털 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진단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되고, 주요 병원, 재활센터, 요양원 등의 의료시스템도 효율화 될 것으로 진단된다. 한
편, 비대면 분야에서는 기회와 함께 위협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위협으로는 데이
터 수집 및 관리의 어려움, 전통적인 헬스케어 기관의 경쟁력 저하, 국가간 지역간 협
력 체계 마련 등 새로운 체계에 대한 적응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주요 강점으로
는 구글 등 IT 분야에서의 파괴적 기업의 등장이 헬스케어 분야 비즈니스 디지털 전환
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약점으로는 백신 개발의 불투명
성과 해외여행자, 혹은 고위험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등이 꼽혔다.

다. 주기적인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다양한 신종 질환 출현
[그림 6-12] 건강 분야 사회공동체 이슈 관련 키워드 조합 탐색

humans

social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세 번째 의제 설정의 주요 키워드는 사회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사람과 미래사회 모
습을 살펴보고자 ‘사람’과 ‘소셜’로 설정하였다. 관련 이슈는 이미 전환이 사회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발생하여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단기적 이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큰 영향으로 느낄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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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건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검색 결과, 총 564건의 유의미한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주요 트렌드로 건강과 안전
에 대한 문제, 새로운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 확보, 팬데믹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
력 등이 언급되었다. 미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프로토콜이 등장하고 있고, 국제기관들은 건강과 웰빙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이
니셔티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은
물론 새로운 질병의 출현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대기오염과 관련한 질병, 진드
기 매개 뇌염,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등 잠재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세계 보건
정책, 국제무역, 인간 건강 안보 등 사회정치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위협의 가능성과 대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 분야에서
세 번째로 논의할 테마를 ‘주기적인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다양한 신종 질환 출현’으
로 결정하였다.
기존 문헌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등 팬데믹 이슈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충격
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불거진 코로나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은 미래 불
확실성이 높은 이슈이기 때문에 예상 유병자 수나 무역 수축 규모, 유행 기간 및 회복
속도 등 정량적인 파급력을 측정하여 바이러스의 특성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많고,
이는 인류가 팬데믹 특성에 경험을 축적하여 미래 유사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 격리,
사재기 등 생활 변화들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신건강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신적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미래의 주요 건강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후 변화나 환경오염, 성병 등으로 인한 새로운 슈퍼
버그의 탄생(House of Commons Health and Social Care Committee, 2019)도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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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건강 분야 사회공동체 이슈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주제

추세

산업

발생

중요

영향

연도

분야

확률

도

지역

PEST

2030년까지 정신건강이 세계 최대의
문제가 되고, 정신 질환이 심장 질환에

헬스

이어 전 세계 질병 부담의 두 번째 주요

케어

2030

헬스
케어

유망

설립
단계

세계

소셜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
코로나바이러스는 광범위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인류

2050

질병

2020

변화

2030

외출을 자제하도록 만들 것임
바이러스 자체보다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세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 될 것임

헬스
케어
헬스
케어

가능

가능

진화

동아

단계

시아

진화
단계

소셜

세계

소셜

-

소셜

세계

소셜

동력
-

-

확보
단계

수출 위축의 60%는 코로나19에 따른

헬스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케어

2020

-

-

설립
단계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법의 중단으로 인해
내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헬스

에이즈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50만

케어

2021

헬스
케어

잠재

진화

아프

단계

리카

소셜

명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EPA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화학

2021

질병

2050

질병

2021

동물

2025

변화

2020

취했지만 시행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헬스
케어

가능

진화
단계

-

소셜

유럽

소셜

-

소셜

-

소셜

세계

소셜

OECD에 따르면 슈퍼 버그 감염 내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향후 30년간 유럽, 북미, 호주에서 약

헬스
케어

가능

설립
단계

240만 명이 사망할 수 있음
불임 초래 성병인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륨(MG)은 항생제 내성을 지닌 차기

-

-

-

헬스

현상

설립

케어

유지

단계

헬스

현상

설립

케어

유지

단계

슈퍼버그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동물 백신 시장은 2025년까지 69억
달러를 초과할 것임
심혈관 질환에 필적하여 스트레스 관련
정신적 우울증 및 불안 장애가 전
세계적으로 주요 건강 문제로 떠오를 것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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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건강 분야 사회공동체 이슈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키워드 네트워크는 건강을 위협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경고하고, 향후 새
로운 질병의 위협이 사회,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네트워
크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들이 사람은 물론 동식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양질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건강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
한 헬스케어 시스템이나 케어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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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건강 분야 사회공동체 이슈 관련 클라우드

주요 키워드

주요 국가

주요 기관

주요 인물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주요 키워드로 글로벌 보건 위기, 사회경제적 파급, 백신 개발 등 대응에 대한 관심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WHO, 유엔, 국민보건서비스(NHS) 등 보건 분야
의 전문 기관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치명률
또한 높은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도에
서의 영향이 부각되고, 해당 국가의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건강 등 보건 분야에 지속
적인 관심을 갖고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던 빌 게이츠(Bill Gates)도 현재 코
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세계 공공재로서의 백신 개발 투자 등 자선 활동을 이어 가
고 있다.

제6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 465

[그림 6-15] 건강 분야 사회공동체 이슈 관련 시기별 중요도 변화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관련 이슈는 현재 문제시되거나 가까운 미래에 해결해야 하는 단기적 이슈가 많이
등장하고 중요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6] 건강 분야 사회공동체 이슈 관련 SWOT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SWOT 분석 결과, 기회가 43.5%로 가장 높고, 위협이 39.0%, 약점이 9.8%, 강점이
7.7%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슈는 전 세계인에게 포괄적인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을 가져왔다는 것으로부터 많은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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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의 등장, 동물 및 가족과의 연계, 백신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 등이 기회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코로나의 확산과 장기화는 커다란 위협
으로 남아 있다. 코로나는 전 세계를 혼란에 휩싸이게 하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
앗는 등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며, 직업 상실, 무역 축소 등 세계 경제에도 불황을
초래하고 있다.

라.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 문화의 정착
Shaping Tomorrow의 트렌드 차트를 살펴보면 팬데믹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경오
염 물질이나 위생 등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를 나타내는 키워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클린 기술이 단기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이슈로 나타났다. 네 번째 의제
는 미래 건강 분야에서 나타나는 클린 기술과의 접목과 클린 기술을 우리 생활에 적용
했을 때 나타나는 개인별 생활 및 문화 측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요 검색 키워드로
는 ‘클린 기술’과 ‘라이프스타일’을 설정하였다.
[그림 6-17] 건강 분야 위생 및 라이프스타일 이슈 관련 키워드 조합 탐색

clean tech

lifestyle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키워드 검색 결과 총 274건의 유의미한 데이터가 도출되었고 주요 트렌드로는 행동
패턴, 셀프 방역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자가 모니터링
시스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장치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 상태를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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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증가와 행동 변화는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단위의 예측 및
예방 관행의 정착은 건강 분야에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험 요인을 줄이며, 의생명과
학 관련 서비스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트렌드
를 고려하여 건강 분야에서 네 번째로 논의를 위한 어젠다를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
문화의 정착’으로 정하였다.
<표 6-4> 건강 분야 라이프스타일 이슈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주제

추세

산업

발생

중요

영향

연도

분야

확률

도

지역

사람들의 온라인 중심 활동은 실제 인간 건강
환경과 바이오 중심 모니터링 도구 간의 격차

2028

협업

2020

위생

2020

게이밍

2023

행동

2020

안전

유망

위생

2030

환경

가능

소비

2028

소매

유망

-

2030

-

-

사람

2020

-

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첨단 개인 의료 기기는 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
과적으로 통제하고 의료 관리를 강화하려는

헬스

행동

케어

IT

가능

유망

사람들에게 수요가 높을 것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지
속됨에 따라 손쉬운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품들이 전염병 이후에도 좋은 위생
습관을 유지하도록 촉진할 것임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하는 데 사용될 것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행동 변화는 위험 관
리 및 보험 솔루션에 대한 니즈 변화로 이어짐

헬스
케어
헬스
케어

유망

유망

인간 폐기물을 비료로 바꾸는 지렁이 화장실은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위생 솔루션으로 빈민
촌, 난민 수용소 등에서 활용 기대
의료 서비스의 접근은 개인 중심으로 바뀌고,
환자와 의료 시스템 간 만남이 가상으로 새로
운 소비자 지향적 환경에서 발생할 것임
구글은 눈물로 포도당 수준을 측정하고 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설계
전 세계 모든 질병의 3분의 2 이상은 라이프
스타일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임.
열대성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물과 위생 관련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자료: 연구진 작성.

질병

2020

헬스
케어

현상
유지
유망

초기
단계
초기
단계

진화
단계
초기
단계
진화
단계
초기
단계
초기
단계
-

PEST

세계

소셜

-

소셜

세계

경제

-

소셜

북미

경제

세계

경제

-

경제

-

-

-

소셜

-

경제

동력
확보
단계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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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향후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는 환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건
강 관련 소비 문화도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었
다. 또한 앞으로는 어떤 생활양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질병의 개인별 취약도도 달라
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사람들은 건강과 관련한 새로운 소비 니즈가
나타나고 코로나 이후에도 좋은 위생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등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도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6-18] 건강 분야 위생 및 라이프스타일 이슈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키워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건강수명, 위생, 방역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라이프스타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자가 모니터링을
통한 방역, 위생 관리, 건강수명에 대한 중요성, 건강에 대한 소비 증가, 건강 기술 발
전 등 건강관리가 소비 및 문화 측면에서 실생활과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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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건강 분야 위생 및 라이프스타일 이슈 관련 클라우드

주요 키워드

주요 기관

주요 국가

주요 인물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는 직장 등 생활면에서 건강 수요가 증가하고, 위생에 대한 관
심이 늘어날 것을 보여 준다. 위생 및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친환경 기관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0] 건강 분야 위생 및 라이프스타일 이슈 관련 시기별 중요도 변화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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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라이프스타일 이슈는 장기 이슈보다는 중단기 미래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중요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1] 건강 분야 위생 및 라이프스타일 이슈 관련 SWOT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SWOT 분석 결과, 기회가 54.3%로 가장 높고, 위협이 28.5%, 약점이 9.5%, 강점이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는 글로벌 규모의 장기적인 전염병 사태
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글로벌 공통의 문제들과 가치들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우
리가 더 나은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새로운 연대, 수완에서 수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약점과 미래 위협들도 드러났다. 위험 추정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편견도 위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오염이나 기후 변
화가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코
로나바이러스는 기후 및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고, WHO는 전염병의 75%가 야생 동
물에서 기인하고 자연에 더 치명적인 병원균이 존재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Topping, 2020. 4. 27). 공공보건 시스템의 약점도 드러났다. 국가 및 세계 연계도
부족하고, 질병 예방과 준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코로나 사태로 얻은 교훈으로부터 새로운 솔루션을 발굴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
조표를 통해 위험 대비를 더욱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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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거 기준의 변화와 지역별 건강 격차(health divide) 심화
주요 트렌드 키워드 조합으로 국내외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
의제는 코로나로 인해 나타나는 집단 간, 개인 간 갈등을 알아보기 위해 ‘불평등’, ‘갈
등’ 키워드를 조합하였다. 중요도가 매우 강한 주제는 아니지만 전환 시기가 중장기적
으로 지속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전환을 수용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22] 건강 분야 갈등 이슈 관련 키워드 조합 탐색

conflict
inequality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탐색 결과 총 168건의 유의미한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주요 트렌드로 국가별 지역
별 불평등과 빈곤 등 건강 불평등에 대한 미래 모습이 예측되었다. 불평등은 치안, 대
기 질, 교육, 소득, 나이 등 지역별, 개인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이러한 불평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글로벌 규모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강조되
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거나 심화되도록 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 결과에 대한 지원과 대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마지막 의제는 팬데믹 대응 격차로 인한 지역 문제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주거 기준의 변화와 지역별 건강 격차(health divide) 심화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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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건강 분야 갈등 이슈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추세

산업

발생

중요

영향

연도

분야

확률

도

지역

갈등

2020

정부

유망

진화

북유

단계

럽

변화

2040

진화

아시

단계

아

진화

아프

단계

리카

주제

미국, 영국 사례에서 흑인과 갈색 인종이
백인보다 코로나19에서 죽을 확률이 더 높
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코로나19는 20년간 극심한 빈곤층을 증가
시킬 수 있음

금융

지원
협정

2050

은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할 수 있음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20년 동안 호주이
민 감소를 초래할 것임

가능

스

영토 보전, 안보, 기본 공공 서비스 등 기본
적인 기능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 및 지역

서비

서비

가능

스
질병

2021

정부

현상

진화

유지

단계

PEST

정치

경제

정치

오세
아니

정치

아

영양실조 상태, 안전한 식수 이용 부족, 유
해한 요리, 실내 대기 오염 상태 등 적정한
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 4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높

에너
지

2020

에너
지

가능

진화
단계

세계

경제

은 것으로 나타남
인간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 불평등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대기 질을 유지하

도시

2050

건설

유망

변화

2050

건설

-

건강

2030

는 것이 중요함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만성 건강 장애 위험
이 증가할 것임
청소년기 건강에 대한 투자를 통해 건강 불
균형을 줄일 것임
남부아시아는 거버넌스 부족, 정치적 갈등,
폭력과 극단주의, 종파 분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에 직면할 것임

극단
주의

헬스
케어

가능

2023

정부

유망

2020

환경

유망

코로나19의 결과로 노인 생활 산업 분야는
급격한 압박을 받고 있고, 요양원이나 생활

비즈

보조시설 입주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

니스

측됨.
자료: 연구진 작성.

진화

북유

단계

럽

초기
단계
초기
단계

소셜

-

소셜

-

-

초기

남아

단계

시아

정치

동력
확보
단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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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인종차별이나 기타 지역 특성으로 질병 취약도에 차이가 나타나
고, 도시 등 밀집 지역에서의 건강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The Social
Review, 2020. 6. 3). 특히 질병에 취약한 고령자는 요양원, 케어시설 등에 대한 선호
도가 하락하면서 앞으로는 식수 상태, 실내 대기 상태, 위생시설 상태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에서의 만성 건강 장애 위험이 늘어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기부
터 건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기르기 위한 노력
도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3] 건강 분야 갈등 이슈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건강 격차 및 갈등과 관련한 키워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촉발로
팬데믹이 선언되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서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빈곤국가
나 빈곤 지역에 속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태
가 문제시되고, 불평등 문제와 빈곤 문제가 코로나바이러스와 연결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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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 건강 분야 갈등 이슈 관련 클라우드

주요 키워드

주요 국가

주요 기관

주요 인물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주요 키워드로 휴머니티, 갈등, 협업 등 관계와 관련한 키워드가 추출되었고 질병,
도시, 물 등 키워드를 통해 위생이나 건강 적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주요 국가로는 미국과 중국이 도출되었는데 양국은 코로나 책임론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과 트럼프의 각자도생 발언 등으로 큰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6-25] 건강 분야 갈등 이슈 관련 시기별 중요도 변화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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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로 인한 갈등, 분열과 관련한 이슈의 중요도를 시계열 데이터로 살펴본
결과, 중단기적으로도 중요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등 이슈는 장기적으
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분쟁으로 흔들리는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 간 혹은 지역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치적 분쟁을 줄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6] 건강 분야 갈등 이슈 관련 SWOT 분석

자료: Shaping Tomorrow(검색일: 2020. 6. 12.)

SWOT 분석 결과, 약점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회가 16.5%, 위협이
12.5%, 강점이 3.5% 순으로 나타났다. 차이와 격차에 대한 키워드를 테마로 다루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특성 차이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등장
하였다. 기술 격차, 건강 격차, 환경 격차, 자원 격차 등 기본적인 보건 기반이 마련되
어 있지 않은 경우 더욱 취약성이 극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 인종,
언어, 거주지, 환경 등의 특성 차이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팬데믹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476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3. 핵심 테마 관련 국내외 현황 분석
Shaping Tomorrow에서 도출된 5가지 테마 즉, ①실시간 건강 및 생활 정보 수집
/분석으로 개인에게 맞춤화된 위험 대비, ② 전통적 병원 역할의 축소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산, ③ 주기적인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다양한 신종 질환 출현, ④ 감염병
에 대비하는 방역 문화 정착, 및 주거 기준의 변화와 지역별 건강 격차(health divide)
심화가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5가지 핵심 테마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위한 기술적 수단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많은 나라의 공통적인 인식은 감염 초기에 경증이나 무
증상인 상태에서도 전염이 가능하고 전염력이 높다는 것이다(박미정, 2020b, p. 2).
코로나19는 잠복기가 지난 이후에도 전염력이 있고 밀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므로 밀
폐 정도와 분산 거리가 바이러스 확산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바이러스
의 특징으로 인해 다수의 국가들은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의 밀접 접촉을 추적하는 시
간을 최대한 줄이고, 공중보건 조치를 신속히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늦추
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박미정, 2020b, p. 2).
우리 정부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례를 신속히 분류하기 위해 개인의 위치 정보,
CCTV,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역학조사는 확진 환자와 직접 면담
해 기본 정보를 얻고, 이와 함께 역학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의 디지
털화된 데이터를 활용한다(박미정, 2020a, p. 3). 확진자의 기억 오류나 거짓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도 진술 정보 이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보정한다. 동선 정보는 개인정보이면서 동시에 역학조사 정보이다. 따라서 특정
경우에는 이 정보가 다른 접촉자들과 대중에게 공개된다.
한국 정부가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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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다(박미정, 2020a, p. 9). 정보 주체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원칙 적용의 예외적
인 경우에 해당한다(박미정, 2020a, p. 9). 감염병 확진자 이동 경로의 공개는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같은
법률 제34조의2 제1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
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
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이진규, 2020a, p. 8).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정부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도 도입되었다
(이진규, 2020a, p. 10).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
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이진규, 2020a, p. 10).
<표 6-6>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집 가능한 정보
수집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등 인적 사항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



출입국 관리 기록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 명세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교통카드 사용 명세
-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
정보

자료: 이진규(2020a), p. 10.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 영국과 독일 등이 공개하는 접촉자 정보를
비교하면서 이들 나라 중 한국 정부가 가장 많은 유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를 공개한다고 보도했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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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국가별 접촉자의 정보 공개 여부 비교
공개하는 정보

한국

싱가포르

홍콩

영국

독일

1. 성별/나이

○

○

○

×

○

2. 여행력

○

○

○

○

×

3. 직장 주소

○

○

×

×

×

4. 거주 지역(주소)

○

○

○

×

×

5. 해외 유입의 경우 국적

○

○

×

×

×

6. 치료받는 위치

○

○

○

○

×

7. 발병 전 방문 장소

○

○

×

×

×

8. 발병 확인 방법

○

×

×

×

×

9. 확인된 접촉자

○

×

○

×

×

10. 확진자 지리적 정보

○

×

○

×

○

11. 이전 사례와 연계

×

○

○

×

○

자료: Lin(2020. 4. 15.); 박미정(2020b), p. 9에서 재인용.

데이터 수집과 활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를 통해 어렵지 않
게 확진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확진자 중의 일부는 동선 공개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2020년 3월 9일 국가인권위원
장은 성명서를 통해 “확진 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 환자
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
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을 요청했다.257) 질병관리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의 권고를 반영하여 ‘확진 환자의 이
동 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2020년
3월 14일 이후부터 직장명과 거주지 세부 주소는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

256)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on.wsj.com/3eaM6Gk
257) 국가인권위원회, https://bit.ly/3fy84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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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촉자 추적을 위한 디지털 수단과 프라이버시
확산 속도가 빠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위치 데이터나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접촉 추적 조사
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도가 높은 접촉자에게 최대한 빨리 통보하고 필요한 경
우 신속하게 격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다(박미정, 2020b, p. 4). 앱의 주요 역할은 수집되는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을 신속하게 알리고, 필요한 방역 조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박미정, 2020b, p. 4).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밀접 접촉자를 추적조사
하고 있다. 2017년에 도입되어 기존까지 사용하던 스마트 검역 정보 시스템을 2020
년 4월에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의 정보를 관련 기관에 각각 요청하여 받는 시스템에서 확진자의 동의에
따라 한 번에 데이터를 받고 연계하는 방식이다(박미정, 2020b, p. 5). 2020년 4월부
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2주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
는 행정안전부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간략한 개
인정보와 위치를 등록하여 스스로 발열 상태를 체크하고 진단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전자 손목 밴드인 ‘안심 밴드’ 착용이 의무화된다. 안심 밴드는 블루투스 기
능을 통해 이미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하면 담당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다(박미정, 2020b, p. 5).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블루투스 및 GPS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노출 알림 시스템을 출시했다258). 싱
가포르 정부(Government Technology Agency of Singapore)는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해 두 사람이 서로 근접 거리에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Trace Together라는
앱을 2020년 3월에 공개하였다(Mobihealthnews, 2020. 3. 20.). 독일은 블루투스

258) MIT Technology Review(2020.12.23.), “Why some countries suspended, replaced, or relaunched
their covid apps”,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2/23/1015557/covid-apps-contact
-tracing-suspended-replaced-or-relaunched/, (접속일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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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접촉 추적 앱을 세계 최초로 2020년 6월 16일에 배포했다.259) 별도의 앱으로
일정 간격으로만 켜져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한다. 15분 이상 접촉한 자에 대해서만
접촉 기록을 각자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채 보관하다가 접촉자 중에 감염자가 나오면
사용자의 동의하에 방역 당국에 정보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게
된다.
[그림 6-27] 접촉자 추적을 위한 기술적 수단
한국의 코로나19 지원 시스템

싱가포르의 TraceTogether 앱

자료: 연합뉴스(2020. 4. 10.)260)

미국의 MIT는 ‘Private Kit: Safe Paths’ 앱을 개발하였는데, 앱이 설치되면 5분
마다 사용자 위치를 기록한다. 만약 사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익명화된 데이터를
259) DW(2020.06.15), https://www.dw.com/en/german-covid-19-warning-app-wins-on-user-privacy/a
-53808888
260) 연합뉴스(2020. 4. 10.). 「10분내 확진자 동선추적..외신 50곳이 궁금해 한 한국의 역학 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0149451003(검색일: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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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보건당국에 전송하여 연락처 추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방식이다(MIT,
2020.4.10). 스탠퍼드대학교는 ‘Covid-Watch’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MIT
대학의 앱 프로토콜과 협조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Stanford University,
2020). 유럽연합의 프로젝트팀은 범유럽 프라이버시 보호 근접 추적을 위해 8개 회원
국이 연합하여 무선신호를 활용하는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 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
표준은 EU 회원국의 ‘중앙 개인정보 표준(central privacy standard for EU)’을 목
표로 한다(Pan-European, 2020). 이 표준에서는 최종 사용자 기기를 개별적으로 식
별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사용자 위치나 이동 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연락처 정보가
블루투스 알림에만 사용된다. 따라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밀
접 접촉자 추적 앱 중앙 서버로 전송하도록 요구된다.
구글과 애플은 스마트폰 앱 시스템 공동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코로나19 동선 추적(Privacy-Preserving COVID-19 Contact Tracing)’을 발표했
다(Google, 2020).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모니터링
앱을 수개월 내에 전 세계 52억 개의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앱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전 동의(opt-in)를 해야 작동한다. 예를
들어, 10분 이상 두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면, 각자의 스마트폰에 비식별자
비콘(beacon)이 교환된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확진자로 판정되면, 그 결과가 상대방
에게 알림 메시지로 전송된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앱 이외에도 웨어러블 기기의 데이
터를 통해 코로나를 조기 발견할 수도 있다. 스마트 반지인 오우라(Oura)는 체온, 심
박수, 호흡수, 활동량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건강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수집하면 감염병을 조기 발견할 수도 있다. 최근 오우라 반지의 미국 사용자
중 한 명이 이 기기를 통해 평소보다 체온이 1도 상승한 것을 발견하였고, 자가 격리
를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었다는 사례가 알려졌다(San Francisco Chronicle,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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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8] Oura Ring 내부 이미지

자료: Oura Ring 홈페이지.

감염 확진을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앱이 개발, 배포되어 사용 중이지만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앱의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 노르웨이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앱(Smittestopp)의 운영을 중단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앱의 운영 방식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
서 2020년 6월 기준으로 총 16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이 앱은 전체 인구의
10%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보건 당국이 감염 추적을 위해 위치
정보(GPS)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하는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해당 앱의 이용자가 앱 ‘접근 권한(permission)’을 설정할
수 있는 통제권도 제한받는다고 지적하였다.261)

261) The Grardian(2020.3.6), https://bit.ly/3hvBP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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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노르웨이 접촉자 추적 앱(Smittestopp)

자료: The Guardian(2020. 6. 15.), https://bit.ly/3dldRuE.

이러한 기술의 개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이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디자인은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
용을 금지하고, 저장 목적 및 기간을 밝혀야 하며, 데이터 유출이나 악의적인 사용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해킹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코로나19에 따라 새롭게 시도되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1)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범위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환자를 온라인 화상으로 진료하는 원격진료의 의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 혹은 원격의료를 텔레메디신(Telemedicine)
또는 텔레헬스(Telehealth)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용어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텔레헬스
(Telehealth)가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종사자가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김지연, 2020, p. 8). 2016년
‘Rock Health’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격진료 수단은 전화
(59%), 이메일(41%), 문자메시지(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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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0] 원격진료의 수단

자료: Adams, Shankar, and Tecco(2016)262)

Rock Health에서 제시한 원격진료의 수단 이외에도 챗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통한 진료까지도 확대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Bablyon Health’와 미국의 ‘Sensely’가 있다. 두 서비스는 모두 인공지능과 챗봇을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Bablyon Health는 영국에서 2013
년 설립된 기업으로 과학자, 개발자 및 의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구축한 인공지능과 머
신러닝 기술의 결합 시스템으로, 채팅을 통해 나타나는 증상과 위험 요인들을 식별하
여 개인 건강 평가, 치료법에 대한 조언, 24시간 의사와의 상담과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의·환자 간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진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AI를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반복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AI의 진단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일반의의 업무 부담을 감소
시켜 주고 있다.263) 그러나 챗봇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제공 시 현재까지는 환자와의
감정적 교류, 진료 내용 이외의 의사소통 등에서 AI 기반의 챗봇이 일반의(GP)를 완전
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의의 진료를 돕는 역할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Copestake, 2018. 6. 27.).

262) https://rockhealth.com/reports/digital-health-consumer-adoption-2016/
263) Babylon health, https://www.babylon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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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Babylon Health 기업 개요
구 분
설립
본사 위치

내용

영국 런던

처리 데이터

대화형 텍스트, 음성

타깃 사용자

환자, 임상의

자금 조달
직원 수

챗봇화면

2013년

8,500만 달러(2017년 기준)
350명 이상

자료: babylon health 홈페이지.

Sensely는 미국에서 2013년 설립된 기업으로 대량의 임상 관련 콘텐츠와 만성질
환 정보 등을 통해 훈련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을 해석하고 적절한 진단
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상의 의료 보조원인
아바타에게 음성,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의 형태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
Sensely는 환자들이 플랫폼을 로봇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많은 고려를 하고 있으며 단
순히 환자의 증상과 행동에 대한 분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기분을 고려하
여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구현하려고 노력한다(Kolodny, 2017. 2. 14.).

2)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원격진료 추진 현황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서 원격진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사회적 의견 대립으로 원격진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어려웠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를 허용하였다. 비대면 진료, 즉 전화 상담 및 처방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이용의 안전성,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의 의료 접근성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시행되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약 50일간
(2020. 2. 24.~2020. 4. 12.) 전화 상담, 처방 진찰 건수는 약 10만 건, 참여 의료기
관은 3,072개, 총진료 금액은 약 12억 원이었으며 관련 문제는 접수되지 않았다(이현
주, 2020; 김정주, 2020. 5. 19.; 김지연, 2020, p. 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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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한국 전화 상담과 처방의 한시적 허용 방안
구 분

상세 내용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취지

인정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할 때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실시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환자 부담은 현행 외래본인 부담률과 동일)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2020. 3. 2.), p. 1.

미국은 2020년 2월 미국 원격진료 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와 의료정보경영학회(HIMSS) 등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진료에 대한 메
디케어의 적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승인하
였다(최윤섭, 2020. 4. 6.). 미국 보건 당국은 팬데믹 상황에 한시적으로 원격진료 플
랫폼의 의료정보보호법(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준수 규제를 완화해 주었고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의 다양한 화상통화, 메신저
및 채팅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일본은 코로나19의 감염 확대와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원
칙적으로 금지됐던 원격진료의 초진을 허용했다. 후생노동성은 원격의료를 ICT 기술
을 적용한 의료 및 건강 증진에 관한 행위로 정의하며 서비스 특징에 따라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조인서, 2020. 5. 15.).
<표 6-10>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원격의료 정책 변화
구 분
진료
실적
질환

2020년 1월 시점
6개월 이상의 대면 진료
고혈압 등 만성 질환만 가능

2020년 4월 13일 이후
초진부터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폐렴부터 꽃가루 알레르기 등
적용 범위 확대

약 처방

대면 진료 시 제공했던 동일한 약만 가능

새로운 약도 처방 가능

약 수령

처방전을 우편으로 보내고 환자가 약국에서 수령

환자는 집에서 택배 등으로 받음

자료: 조인서(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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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일본의 원격진료 유형
유형
온라인 진료

설명
의사와 환자 간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환자를 진찰 및 진단하고, 진단 결과의 전달이나
처방 등의 진료행위를 실시간으로 하는 행위
의사와 환자 간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환자를 진찰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진찰 권장을

온라인 진찰 권장

실시간으로 하는 행위. 구체적인 질환명으로 질환의 치료 방침을 전달하거나 의약품의
사용을 지시하고 처방하는 것 등은 불가

원격 건강 의료 상담

의사와 상담자 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해, 환자 개인의

(의사)

심신 상태에 필요한 의학적 조언을 실시하는 행위. 진단 등의 구체적 판단은 불가

원격 건강 의료 상담

의사 또는 의사 외의 사람과 상담자 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의사 외)

교환하는 행위. 다만, 일반적인 의학적 정보 제공이나 진단 등의 의학적 판단은 불가

자료: 조인서(2020. 5. 15.)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예약과 시간 조율의 어려움, 의사 인력 부족 등
으로 인해 정부가 법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허용하고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김효진, 2020. 5. 2.).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자 비대면 진료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관련 규제를 2020년 5월 31일까지
완화했다. 기존에는 원격진료 상담을 진행하기 전부터 1년 간 주치의 진료 기록이 있
어야 원격진료가 가능했으나 완화된 규정에서는 기존 진료 내역이 필수적이지 않게
되었다. 또한 원격진료를 받은 후 지불하는 비용은 전액 보험 처리가 가능해진다. 프
랑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심각한 호흡 곤란 증상이나 합병 증세가 없을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원격진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 프랑스에 약 20개 이상의 원격의료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격진
료 및 병원 예약 플랫폼인 닥터립(Doctolib)이 있다. 닥터립은 진료 예약 플랫폼으로
2013년 론칭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월 초
부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닥터립의 예약률이 기존 대비 40% 증가했으
며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동안 약 88만 건이 넘는 원격진료가 이루어졌다.
닥터립의 기존 등록 의사는 3,500명이었으나 4월 초에 신규 등록을 신청한 의사가
3만 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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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과 신종 정신질환
1) 인수공통감염병과 Disease X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02년 홍콩에서 시작된 사스(SARS) 코로나, 2012년 보고된
메르스(MERS) 코로나에 이어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유발하는 세 번째 코로나바이러
스이다.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 외에도 광견병바이러스와 같은 고전적인 감염병부터
21세기 첫 대유행을 유발했던 신종인플루엔자, 2014년 에볼라, 2017년 신생아 소두
증의 원인인 지카바이러스 등은 모두 동물에서 유래하여 인체에 감염되는 인수공통감
염병(zoonosis)이다. 전체 감염병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발생하고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 중 인수공통감염병은 80% 정
도를 차지한다(송대섭, 2020).

<표 6-12> 2000년대 이후 주요 신종 감염
감염병명
지카
(ZIKA)
에볼라
(Eblola)
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사스
(SARS)
신종플루
(Swine Influenza)
메르스
(MERS)
코로나19
(COVID-19)

최초
인체 감염 보고
1953년
1976년
1997년

중간 숙주 (동물)

확진자 수

사망률

이집트 숲모기,

(전 세계)
20만 명 이상

매우 낮음

영장류

(8,600명 소두증)

(소두증 유발)

과일박쥐, 영장류

28,646명

25~90%

701명

58%

닭, 오리, 야생
조류

2002년

박쥐, 사향고양이

8,096명

10%

2009년

과일박쥐, 돼지

163만 2,258명

0.1%

2012년

박쥐, 낙타

2,482명

20~40%

2019년

박쥐

1,51만 1,104명

(뱀, 천산갑 추정)

(2020년 4월 9일)

4~5%

자료: 김주원·여창민(2020), p. 3.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나 드물게는 돌연변이 과정에서 병원성
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종간 장벽을 넘어서 다른 종까지 감염시키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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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동물을 거쳐 인간에게 침투하는 바이러스다. 대표적으로
종간장벽을 뛰어넘은 바이러스의 사례는, 191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독감, 1997
년 조류인플루엔자 및 2009년 신종플루가 대표적이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도 동물
에서 종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킨 사례이다. 종간 장벽을 넘어서
는 유출(spillover) 감염의 문제는 대부분 인간이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없어서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늘고 집단 감염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생
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20.06.02).
[그림 6-31]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종간전파(spillover infection)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20. 6. 2), 코로나19, 박쥐·천산갑 거쳐 진화...인체 감염 가능성 추정, p. 3.

WHO는 ‘2018 연구·개발 청사진(2018 R&D Blueprint)’에서 Disease X를 정의
하였다. Disease X란 미래의 대유행이나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질병을 말한다. 발생 시 글로벌 위협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감염병으로 효과적
인 약물이나 백신이 없고 신규 출현 및 재출현이 가능한 감염병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바로 Disease 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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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종 정신질환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무기력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와 확진자, 의
료진 및 유족이 시달리는 ‘코로나 트라우마’ 등이 등장하고 있다(Scientific
American, 2020. 6. 1). 코로나 블루(Corona Blue)란 ‘코로나19’와 ‘우울감(Blue)’
을 합성한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외출 자제와 모임 금지 등 사회활동이
위축되면서 사회적 우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손헌일 외, 2020, p. 4). 또한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완치된 6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완치
된 기쁨보다 고립감과 우울감 등의 후유증과 트라우마가 더 컸던 것이다.264) 팬데믹
또는 재난을 경험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단순히 확진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차적인 확진자 또는 재난 경험자, 가족·지인, 의료인·구조요원, 지역사회 거주자 등
으로 범위가 상당히 넓다.
재난을 경험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6개월 사이에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돌
아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지속성 복
합 애도 장애, 우울 장애, 수면장애 및 알코올 관련 장애 등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림 6-32] 재난 경험자 범위

자료: 국가트라우마센터(2020.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p. 6.

264) YTN(2020. 5. 26.). 「확진자·의료진·유족...'코로나 트라우마' 시달리는 국민」,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261140019123_002(검색일: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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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재난 관리 대상자 유형
구 분

내용

본인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충격이나 손상을 받은 사람

가족·지인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인척, 가까운 지인

관련 종사자

재난 상황에 참여하였던 유관 기관 종사자(소방·경찰관 등)

지역 주민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 외에 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기타

매스컴이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

자료: 국가트라우마센터(2020.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p. 6.

<표 6-14> 재난 이후 발생하는 정신장애
구 분
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장애
외상 후

내용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극심한 외상에 노출된 후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제약이 나타남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일상 및

스트레스장애

사회생활에서 현저한 고통을 초래

지속성 복합

특정 애도 단계에 고착되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거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애도 장애
우울장애

경험하고, 이차적인 정신 건강문제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이 만성화되는 문제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며 다양한 인지, 정신 및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
o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함

수면장애

o 충분한 수면을 했음에도 낮 동안에 각성을 유지하지 못함
o 수면 리듬이 불규칙해서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상태

알코올 관련
장애

o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 알코올 사용이 지속되는 장애

자료: 국가트라우마센터(2020.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p. 9.

국내에서는 정신질환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감염 확진자 및 가족은 국립정신의료기관에
서 권역별로 대응하며 격리자 등은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응한다(국
가트라우마센터, 2020. 2). 각계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신질환 관리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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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약품적 중재 수단과 혁신기술 기반 방역 시스템
1)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비약품적 중재 수단
코로나19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병원체에 감염되는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있고, 백
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신종 팬데믹 감염병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
라가 억제 전략을 선택했다(IMPERIAL COLLEGE LONDON, 2020). 이를 위해 자
가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휴교, 재택근무, 대규모 행사 취소 등의 방역 조치를 수행
했다.
‘방역’이라는 용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률 제47조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하는 방역
조치는 그 내용상 비약품적 중재(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이하 ‘NPI’)
라고 할 수 있다. 백신 또는 의약품 사용을 제외하고는 인구 집단에서 인플루엔자 확
산을 늦추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포함된다. 팬데믹의 초기 단계에서,
NPI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대응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NPI 목표는
첫째, NPI를 사용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백신의 개발 및 배포할 시간을 확보
한다. 둘째, NPI 사용을 통해 전염병 확산은 억제되지만 전염병이 장기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셋째, 총 감염
자 수를 줄이는 것이다. 마지막은 총 감염자 수가 줄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Guyatt, Gordon H., et al., 2011).
유럽연합의 질병예방 및 통제센터에서 유행성 인플루엔자에 대한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에 관해 문헌 검토를 한 결과에 따르면, NPI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개인 간 전파
규모를 감소시키고, 발생 사례를 최대한 지연시키며, 환자의 발생 속도를 느리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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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 팬데믹 대응을 위한 NPI의 효과

자료: WHO(2019a), Non-pharmaceuticalpublic health measures for mitigating the risk andimpact of
epidemic and pandemic influenza, p. 9.

2019년에 개발된 유행성 인플루엔자의 위험과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비약품적 공
중보건 조치(Non-pharmaceutical public health measures for mitigating the
risk and impact of epidemic and pandemic influenza)에 따르면 방역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265) ① 환경적 조치 ② 밀접 접촉자 추적 ③ 확진자 격리 ④ 노출자 격리
⑤ 학교 폐쇄 ⑥ 직장 폐쇄 ⑦ 공중 모임 피하기 ⑧ 여행 상담 ⑨ 출입국 감시 ⑩ 국내
여행 제한 ⑪ 국경 폐쇄이다. 요약하면, 감염 사례 조기 발견, 검역과 격리와 같은 공
중보건 조치와 위기 소통이 방역의 주요한 방법이다.266) 예를 들면 해외에서 입국하
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출입국 시 감염 위험을 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공항에서
의심 환자를 찾아내면,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하게 된다.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고, 감염 경로를 분석하며,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자를 조사·관리하는
것이 방역의 방법이다.
265) WHO(2019) Non-pharmaceutical public health measures for mitigating the risk and impact of
epidemic and pandemic influenza
266) Park, M(2017). Infectious disease-related laws: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Epidemiol Health
2017; 39: e2017033. DOI: https://doi.org/10.4178/epih.e201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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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ld in Data’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중에서 9가지 NPI에
대하여 각각 0~100(100 = 가장 엄격한 대응) 사이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값의 평균
점수로 환산한 정부 엄격성 지수를 발표했다(Our World in Data 홈페이지). 이 분석
에서 사용된 9가지 정책은 ① 학교 폐쇄, ② 직장 폐쇄, ③ 행사 취소, ④ 모임 제한,
⑤ 대중 교통 이용 제한, ⑥ 집에 머무르기, ⑦ 국내 이동 제한, ⑧ 국제 여행 통제,
⑨ 밀접 접촉 추적이다. 즉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관점에서 정부정책의 엄격성을
종합하여 지수로 나타냈다. 또한 각국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추정
할 수 있다. 더 높은 점수는 보다 엄격한 정부 대응을 의미한다. 다만 발생 상황과 국
가 정책에 따라 데이터와 지수는 변동됨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영국, 이탈
리아, 프랑스 스웨덴, 아시아의 일본과 대만의 엄격성 지수를 국내와 비교한 결과, 한
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10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꾸준하게 중간 정도의
엄격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6-34] 코로나19 정부 대응 정책 엄격성 지수

자료: Our World in Data, https://bit.ly/35C67ST(검색일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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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로봇 및 드론을 활용한 방역 활동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점 기술 중 하나는 감염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현재
DNA 기반 진단 검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과 확인까지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되고 전용 장비와 음압환경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 접근성에 편차가
있다. 또한 감염 초기이거나 잠복기일 때는 진단 결과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과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대표적 증상인 바이러스성 폐렴은 폐포 손상을 유발하고 손상
의 범위나 심각도에 따라 엑스레이나 CT 등의 흉부 영상 검사로 감염 부위의 관찰이
가능하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 p. 17). 이러한 특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 및 정량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 우한과 선전의 의료 인공지능 기업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과 일반 폐렴
을 구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였고 뉴욕 사이나이의 아이칸 의과대학에서는
CT 영상과 임상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여 의료진이 판독하는 정확성을 뛰어넘는 인공
지능 모델을 개발하였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 p. 26). 국내에서도 뷰노가 폐렴
탐지 솔루션(VUNO Med – Chest X-ray)과 흉부 CT 기반의 폐렴 정량화 솔루션
(VUNO Med – LungQuant)을 전 세계에 무료 공개하였고 루닛과 메디컬아이피도
인공지능 기반 흉부 엑스레이와 흉부 CT 영상 분석 솔루션을 무료로 공개하였다(한국
전자통신연구원, 2020, p. 23).
[그림 6-35] 뷰노의 인공지능 기반 흉부 X선 폐렴 탐지 솔루션(좌)과
흉부 CT 폐질환 정량화 솔루션(우)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20),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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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로봇과 드론을 방역 활동에 사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UVC 이노베이션즈(Dimer UVC Innovations)는 미국 내 주요 국제
공항에 무료로 항공기용 멸균 로봇 ‘젬팔콘(GermFalcon)’을 공급했다. 젬팔콘은 항
공기에 특화된 멸균 로봇으로 자외선(UVC)을 이용해 객실, 조리실, 탑승공간 등의 병
원균, 바이러스 및 세균을 살균할 수 있으며(조민성, 2020. 2. 13.), 이 외에도 의료기
관의 병실과 치료실 내부 등을 멸균하는 로봇 등이 있다.267)
[그림 6-36] 다이머 UVC 이노베이션즈 젬팔콘(GermFalcon)

자료: 다이머 UVC 이노베이션즈 홈페이지, https://www.dimeruvc.com/

중국은 로봇과 드론을 코로나19 방역에 접목하고 있다. 중국 기업 DJI는 코로나19
에 대응하기 위해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그라스(Agras) 드론을 개조해 선
전시 부근의 3백만 평방미터에 소독약을 분사하는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268) 사람이
직접 코로나19 감염 구역을 소독하려면 교차 오염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장비를 갖춘
후에 소독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관련 인력이 부족하거나 피로도가 높아지면
방역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하이 링지
테크놀로지는 소독 로봇이 병원 내 이동 가능한 공간을 스스로 움직이면서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최필식, 2020, p. 21).

267) 로봇신문(2020. 1. 28.). 「'다이머 UVC', 미 국제공항에 항공기용 멸균 로봇 공급」, https://bit.ly/3iELuMc
(검색일: 2020. 12. 15.)
268) 전자신문(2020. 2. 17.). 「DJI, 중국 내 코로나19 방역에 드론 띄운다」, https://bit.ly/3bZGaBQ, (검색일: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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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코로나19로 드러난 국내외 지역별 의료 격차
미국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뉴욕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빠른 속도로 늘
어나고 있다. 확진자의 급증은 의료 물자 부족 사태를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뉴욕
시장이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 물자가 상당히 부족해 빨리 공급되어야 하는 상황을 방
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269)
[그림 6-37] 미국 내 주별 확진자 현황(2020.06.17. 기준)

자료: Statista(접속일: 2020. 06. 17.)270)

국내 질병관리청은 사스(SARS)와 메르스(MERS) 대응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19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31번째 확진자
가 발생한 이후, 예상하지 못한 감염클러스터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공중보건위기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으며 컨트롤타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앙재난안
269) 뉴스핌(2020. 3. 30.). 「뉴욕시 "의료물자 7일치 남아"...주지사들, 병원 마비 우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330000129(검색일: 2020. 12. 15.)
270) https://cdn.statcdn.com/Infographic/images/normal/20978.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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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책본부로 격상되었다(김남순, 2020, p. 7).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
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였으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림 6-38] 코로나19 시도별 발생 동향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시도별 발생동향, 10월 30일 00시 기준.271)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역학조사관과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격리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 등이 상당히 부족했으며 지역별 격차도 심각했다.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감염원의 의료기관 내 확산을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나, 낮은 운영 수익성 문제
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격리병실 투자에 미온적이었다(임송식, 2020, p. 35). 이번 코
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2016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 음압격리병실은 병실 내 기압을
낮춰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병원균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
설로 음압격리병실은 전실과 음압시설(기압 감소장치)이 설치된 1인 병실을 의미하며
271) https://bit.ly/2CjfK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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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복도 등에도 엄격한 시설 기준이 적용된다(임송식, 2020, p. 35). 그러나 입원
치료병상이 국가지정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음압격리시설은 설비 도입과 운영비용을
의료기관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음압격리시설은 초기 투자비용과 시설 운영비
용이 상당히 높은 반면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용률이 저조하여 해당 의료기
관은 수익 감소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음압
격리시설 운영에 소홀하거나 심지어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최
근 일부 지방 병원에서 음압격리병상 미설치 사례가 발생한바 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임송식, 2020, p. 37).
[그림 6-39] 음압격리병실의 개념

자료: 임송식(2020), p. 35.

국내에서는 2017년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
되었고 전북, 충북, 강원 지역에는 부재하다. 이와 같이 감염병을 전담하는 지역 거점
병원 및 격리병상은 지역 간 편차가 심해 해당 병원 및 병상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거나 일반 병원을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
다(김남순, 2020, p. 8). 이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별
의료격차는 거주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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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0] 전국 음압격리병상 현황

자료: 김남순(202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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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건강 분야 미래상
1. 국민 대상 미래워크숍을 통한 미래사건
가. 미래사건 발굴 과정
1) 미래워크숍 과정
건강 주제의 5개 테마는 ‘실시간 건강 및 생활 정보 수집·분석으로 개인에게 맞춤화
된 위험 상황 대비’, ‘전통적 병원 역할의 축소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산’, ‘주기적인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다양한 신종 질환 출현’,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 문화의 정
착’, ‘주거 기준의 변화와 지역별 건강 격차(health divide) 심화’였다.
테마별 미래사건 발굴을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 각 테마를 통해 연상되는
키워드, 사건, 질문, 그림 등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이었다. 브
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생각을 쏟아 낼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도출된 아이디어 가운데 가장 미래적인 아이디
어 3~5개를 팀별로 선정하는데, 이 아이디어들은 브레인라이팅의 초기 아이디어로 활
용되어 보다 구체적인 미래사건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문화의 정착’ 테마에서는 ‘방역 관련 개인 용품
대중화’, ‘방역 관련 전문 영역 확대’, ‘개인주의가 보다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방역
관련 정책 마련’ 아이디어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 아이디어들은 각각
브레인라이팅의 첫 번째 질문에 활용되었고,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된
미래사건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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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1] 건강의 미래 브레인스토밍 결과 예시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6-42] 건강의 미래 브레인라이팅 결과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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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테마는 팀을 나누어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브레인스토밍의
초기 아이디어 및 이와 연계된 브레인라이팅의 미래사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 문화의 정착’ 테마의 미래사건 도출 과정을 보면 ‘방역 관
련 개인 용품 대중화’ 아이디어는 “웨어러블 기기, 빅데이터, AI 기술을 연동하여 체계
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다.” “몸에 바이러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기기가 개발된다.” 등의 미래 모습으로 발전되었고, ‘방역 관련 전문 영역 확대’ 아이디
어는 “방역 관련 연구 인력이 많아지고 의료 개발도 활성화된다. 관련한 전문 연구기관
및 기업이 출현한다.” “한국 기업의 기술 및 연구가 성과를 보이면서 관련 인력이 해외
로 활동 영역을 넓힌다.” 등의 미래 모습으로 발전되었다(<표 6-19> 참조). 나머지 테
마도 같은 과정을 거쳐 다소 범위가 넓은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에서 보다 구체적인
미래 모습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6-15>, <표 6-16>, <표 6-17>, <표 6-18> 참조).
<표 6-15> ‘실시간 건강 및 생활 정보 수집·분석으로 개인에게 맞춤화된
위험 상황 대비’ 아이디어 도출 과정
실시간 건강 및 생활 정보 수집·분석으로 개인에게 맞춤화된 위험 상황 대비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실시간 건강 서비스 활용으로 골든타임을 지켜 목숨을 구한 사례가 많아진다.
‧ 웨어러블 기기의 오작동, 오류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 관련 기기 사용에 관한 격차 및 공급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착용 가능한
실시간 의료기기 발달(마
스크/팔찌 등)

‧ 의료기술 격차로 인한 사회계층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위한 소통 채널이
필요해진다.
‧ 웨어러블 기기를 생산,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기기 처리에 대한
정책이 마련된다.
‧ 실시간 정보 수집 의료 기기가 많아지면서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의료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또한 심리적 치유를 위한 자연으로의 회귀를 갈망하게 된다.
‧ 집 안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변기를 통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
털 의료 확산

소변 상태 체크, 거울을 통한 안색 체크, 수면의 질 체크 등 가정 내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보편화된다.
‧ 삼성, 애플과 같이 디지털 의료기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기업이 생긴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자료: 연구진 작성.

‧ SNS 등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학교, 직장 등에서 차별이 발생한다.
‧ 개인정보 통제 및 관리를 위한 정부 기관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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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6> ‘주거 기준의 변화와 지역별 건강 격차 심화’ 아이디어 도출 과정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주거 기준의 변화와 지역별 건강 격차 심화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원격의료 시스템 정착으로 지역별 편차가 줄어든다.
‧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다.

저밀도

‧ AI 로봇과 살던 독거노인이 로봇 고장 후 우울증에 걸린다.

주거 문화 확산

‧ 자급자족과 미니멀라이프가 확산된다.

(도시·시골 구분 완화)

‧ 마을 단위의 삶이 정착하면서 소규모 지역별 특산품 생산 등 전문화된 문화가
생긴다.
‧ 첨단 기술이 접목된 마을이 생긴다.
‧ 작은 지역 단위의 정치 체제가 정착한다.
‧ 이동식 주택의 등장으로 공간 부족 및 거리 혼잡 상황이 발생한다.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정

‧ 이동식 주택에도 소형 캠핑카와 호텔형 기차 등 차량의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

착

‧ 1인 중심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된다.
‧ 협소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
‧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가게 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서울 중심 의료 서비스
심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다.
‧ 시골의 물리적 병원이 줄어들면서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한 인서울 경쟁이 생긴다.
‧ 의료 서비스 특화 지역이 생긴다.

자료: 연구진 작성.

<표 6-17> ‘전통적 병원 역할의 축소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산’ 아이디어 도출 과정
전통적 병원 역할의 축소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산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경증 환자의 병원 방문이 줄어 중증 환자의 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 가족여행을 가는 도중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스마트폰 비대면 진료로
돕는다.

원격의료 상용화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
되는 글로벌 병원)

‧ 의료 시스템에 국가공인 인증 제도를 부여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생활화로 의료 인력이 감소된다.
‧ 정보와 자본의 부족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시도하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한다.
‧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의료 혜택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산하기관이 협력하여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 제공 및 사용 방법 교육을 지원한다.

지역 격차 해소

‧ 병원이 줄어 진료를 쉽게 받지 못하는 시골 거주 부모님을 원격의료로 돕는다.
‧ 멀리 살고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비대면 의료 서비스 자료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의약품 맞춤 배송 시스템이 시행된다.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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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주기적인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다양한 신종 질환 출현’ 아이디어 도출 과정
주기적인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다양한 신종 질환 출현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전염병이나 세계적 팬데믹에 대한 의료보험 체계가 만들어진다.
‧ 취약계층이 우선 가입 가능한 국가 감염병보험 제도가 생긴다. ‘팬데믹 케어’
같은 국가 의료 기술 지원이 확대된다.

주기적 유행성 질환으로
사회 변화

‧ 감염병으로 인한 건물이나 사업장 피해를 보장해 주는 건물별 보험제도가
신설된다.
‧ 감염병에 대한 보험제도 및 상품이 세분화된다.
‧ 신종 질환 관련 보험급여 지출이 커지면서 보험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진다.
‧ 국가 간 교류가 적어지면서 내수 시장이 확대된다.
‧ 셀프 문화가 확산되면서 SNS 소통이 중요해진다.
‧ 주거 공간이 홈시어터 극장, 술집, 놀이터 등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 회사는 일주일에 1회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워라밸 가치가
확산된다.
‧ 우주복처럼 생긴 개인 방호복이 보편화된다.

라이프스타일 및 공간의

‧ 방역 옷이 하나의 패션 스타일로 유행한다.

변화

‧ 새로 생기는 건물은 소독 시스템 확보 및 거리 두기 법에 따라 건축된다.
‧ 출입구마다 소독시스템이 만들어진다.
‧ 비대면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한 다양한 디바이스, 시스템이 발달한다.
‧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감염병 관련 물품들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마스크 및 각종 웨어러블 기기)
‧ 자급자족 문화가 확산된다.
‧ 감염병 치료와 정신질환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다.
‧ 고립된 생활로 인해 사람과의 대화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져 이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한다.

신종 정신질환 발생

‧ 근무시간 단축으로 수입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로 인한 우울증이
증가한다.
‧ 정신건강을 위한 병원 및 기관이 늘어난다.
‧ 정신건강과 관련한 여가 활동, 예능 프로그램, 캠페인 등이 늘어난다.
‧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맞춤 분석 시스템 및 대화 가능 AI 로봇이 생긴다.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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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9>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 문화의 정착’ 아이디어 도출 과정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문화의 정착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 웨어러블 기기, 빅데이터, AI 기술을 연동하여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다.
‧ 모든 손잡이를 바이러스 퇴치 제품으로 만들어 소독이 필요 없도록 한다.
‧ 몸에 바이러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기기가 개발된다.

방역 관련 개인 용품 대
중화 및 시스템 개발

‧ 바이러스 퇴치 패션이 계절별로 정착하여 유행한다.
‧ 향수와 소독제가 결합된 형태 등으로 방역 물품이 진화한다.
‧ 몸에 해가 가지 않는 향균 수돗물이 개발된다.
‧ 만능 백신이 개발된다.
‧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소독제가 개발된다.
‧ 방역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된다.
‧ 방역 관련 연구 인력이 많아지고 의료 개발도 활성화된다. 관련한 전문 연구기관
및 기업이 출현한다.

방역 관련
전문 영역 확대

‧ 방역 관련 신규 사업체가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 한국 기업의 기술 및 연구가 성과를 보이면서 관련 인력이 해외로 활동 영역을
넓힌다.
‧ 방역 관련 시스템 발달로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GDP 최상위 국가에
오른다.
‧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공간 확보 및 독립적 삶에
대한 존중 문화가 정착한다.

개인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개인주의를 생각의 차이로 보고 인정해 준다.
‧ 사회 전 분야에서 1인을 위한 시스템, 공간 확보가 당연시된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된다.
‧ 타인에 대한 태도가 성숙해지면서 시민의식이 향상된다.
‧ 방역 관련 수칙 및 관련 교육이 정비되어 사회에 적용된다. 집단시설 사용 시

방역 관련 정책 구축

기준이 엄격해진다.(학교, 학원, 군대 등)
‧ 방역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한다.
‧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역 활동이 시행된다.

자료: 연구진 작성.

브레인스토밍 이후, 미래사건을 도출하는 브레인라이팅 과정은 총 4단계로 진행된
다. ①브레인스토밍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미래사건 도출 ②팀원이 작성한
미래사건과 연계해 미래사건 도출 ③해당 테마를 STEEP 중 하나와 연결해 미래사건
도출 ④2030년 뉴스 헤드라인을 상상하여 미래사건 도출 과정을 거치는데, ①에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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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활용된 브레인스토밍의 아이디어는 영향력이 줄어들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함께 발굴된다.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는 팀원들의 투표를
거쳐 다수가 관심 있는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이슈
끼리 군집시키는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
[그림 6-43] 건강 클러스터링 예시

자료: 연구진 작성

클러스터링은 비슷한 이슈별로 아이디어를 군집시켜 파편화된 미래사건을 일관성
있는 미래사회 모습으로 구축하는 과정이다. 먼저 브레인라이팅에서 표를 많이 받은
미래사건을 중심에 두고 비슷한 아이디어를 모은 후 해당 미래의 특징에 맞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 공간의 미래 클러스터링 결과 참가자가 예측한 미래사회 모습은 다음과
같다(<표 6-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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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0> 건강의 미래 클러스터링 결과
분류

실시간 건강 및 생활 정보
수집·분석으로 개인에게 맞춤화된
위험 상황 대비

전통적 병원 역할의 축소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산

주기적인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다양한 신종 질환 출현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 문화의
정착

주거 기준의 변화와 지역별 건강
격차(health divide) 심화

미래사회 모습
웨어러블 기기 보급 확대
글로벌 의료기관 설립
스마트 의료기기가 가정마다 빌트인이 되어 활용됨
개인 의료 기기 격차에 따른 계층 간 갈등 발생
의료 미니멀리즘 추구
질병 및 정보 노출에 의한 차별 발생
감염병 관리 본부 설립
의료 전문 국가 소통기구 설립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국가 지원센터 설립
국가 공인 원격 의료기관 설립
국가공인 의료인증 시스템 발달
신종 정신병 등장
신종 질환 보험제도 도입
거리 두기로 인한 주거 변화
신종 질환에 대비한 패션 변화
새로운 백신 접종
집의 멀티화
방역 교육과정 신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방역 시스템 발달
개인주의 존중 문화 발달(거리주의)
다양한 방역 발명품 개발
K-방역 수출
친환경 자급자족 마을공동체 설립
의료용 로봇 가정 내 보급
전국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편차 해소

자료: 연구진 작성.

2) 미래사건 재구성
15개 내외의 주요 미래사건을 도출하기 위해 미래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재분류 과
정을 거쳤다. 워크숍 진행은 5개 테마를 중심으로 했지만 최종 도출되는 미래사건은
테마를 나누지 않고 건강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브레인스토밍 단계에
서는 테마에 집중했지만, 브레인라이팅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확장되며 자연스럽게 테
마의 경계를 뛰어넘는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테마 대신 각 사건의 특징
에 맞는 이슈로 분류해 재구성했고 각 사건은 다시 위기, 기회, 중립 이슈로 구분되었
다(<표 6-21> 참조).
최종 미래사건은 이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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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의 의견과 워크숍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 둘째, 건강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내용
일 것, 셋째, 가급적 극단적인 긍정, 부정 사건은 배제할 것. 이에 따라 미래사건을 선
택 및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 14개의 미래사건을 선정할 수 있었다.
<표 6-21> 건강의 미래 브레인라이팅 결과
분류

미래사건

구분

‧ 실시간 건강 서비스 활용으로 골든타임을 지켜 목숨을 구한 사례가 많아진다.

기회

‧ 집 안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변기를
통해 소변 상태 체크, 거울을 통한 안색 체크, 수면의 질 체크 등 가정 내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의료 데이터 및
디바이스 관리

기회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보편화된다.
‧
‧
‧
‧
‧
‧
‧

삼성, 애플과 같이 디지털 의료기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기업이 생긴다.
관련 기기 사용에 관한 격차 및 공급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생활화로 의료 인력이 감소된다.
SNS 등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학교, 직장 등에서 차별이 발생한다.
웨어러블 기기의 오작동, 오류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웨어러블 기기를 생산,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기기 처리에
대한 정책이 마련된다.

중립
위기
기회
중립
위기
위기
위기

‧ 실시간 정보 수집 의료 기기가 많아지면서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의료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또한 심리적 치유를 위한 자연으로의 회귀를

중립

갈망하게 된다.
‧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감염병 관련 물품들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마스크 및 각종 웨어러블 기기)
‧ 경증 환자의 병원 방문이 줄어 중증 환자의 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 가족여행을 가는 도중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스마트폰 비대면 진료로
돕는다.
‧ 병원이 줄어 진료를 쉽게 받지 못하는 시골 거주 부모님을 원격의료로 돕는다.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완화

‧ 멀리 살고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비대면 의료 서비스 자료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원격의료 시스템 정착으로 지역별 편차가 줄어든다.
‧ 마을 단위의 삶이 정착하면서 소규모 지역별 특산품 생산 등 전문화된 문화가
생긴다.
‧ 첨단 기술이 접목된 마을이 생긴다.
‧ 작은 지역 단위의 정치 체제가 정착한다.
‧ 의약품 맞춤 배송 시스템이 시행된다.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심화

‧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가게 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다.

위기
기회
기회
기회
기회
기회
중립
기회
중립
기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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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래사건
‧ 시골의 물리적 병원이 줄어들면서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한 인서울 경쟁이
생긴다.
‧ 의료 서비스 특화 지역이 생긴다.
‧ 정보와 자본의 부족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시도하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한다.

기회

‧ 의료 혜택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산하기관이 협력하여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 제공 및 사용 방법 교육을 지원한다.

‧
‧
‧
‧
‧

방역 전문성 향상

기준이 엄격해진다.(학교, 학원, 군대 등)
방역 문화에 따르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한다.
개인정보 통제 및 관리를 위한 정부 기관이 증가한다.
AI 로봇과 살던 독거노인이 로봇 고장 후 우울증에 걸린다.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역 활동이 시행된다.
웨어러블 기기, 빅데이터, AI 기술을 연동하여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다.

로봇 활용

개발

위기

‧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의료기술 격차로 인한 사회계층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위한 소통 채널이

‧ 방역 관련 수칙 및 관련 교육이 정비되어 사회에 적용된다. 집단시설 사용 시

방역 관련 발명품

중립

기회

해소 정책

AI 기술 및

위기

‧ 의료 시스템에 국가공인 인증 제도를 부여하여 시스템에 신뢰도를 확보한다.

필요해진다.
의료 격차

구분

중립
기회
기회
중립
중립
위기
기회
기회

‧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맞춤 분석 시스템 및 대화 가능 AI 로봇이 생긴다.

중립

‧ 모든 손잡이를 바이러스 퇴치 제품으로 만들어 소독이 필요 없도록 한다.

기회

‧ 몸에 바이러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기기가 개발된다.
‧ 바이러스 퇴치 패션이 계절별로 정착하여 유행한다.

기회
중립

‧ 향수와 소독제가 결합된 형태 등으로 방역 물품이 진화한다.

기회

‧ 몸에 해가 가지 않는 향균 수돗물이 개발된다.
‧ 만능 백신이 개발된다.

기회
기회

‧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소독제를 개발한다.

기회

‧
‧
‧
‧
‧

기회
기회
기회
기회

우주복처럼 생긴 개인 방호복이 보편화된다.
출입구마다 소독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비대면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한 다양한 디바이스, 시스템이 발달한다.
방역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된다.
방역 관련 연구 인력이 많아지고 의료 개발도 활성화된다. 관련한 전문

연구기관 및 기업이 출현한다.
‧ 방역 관련 신규 사업체가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 한국 기업의 기술 및 연구가 성과를 보이면서 관련 인력이 해외로 활동 영역을
넓힌다.
‧ 방역 관련 시스템 발달로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GDP 최상위 국가에
오른다.

기회
기회
기회
기회

제6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 511

분류

생활공간 변화

미래사건
‧ 협소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
‧ 주거 공간이 홈시어터 극장, 술집, 놀이터 등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 이동식 주택의 등장으로 공간 부족 및 거리 혼잡 상황이 발생한다.

구분
기회
기회
위기

‧ 이동식 주택에도 소형 캠핑카와 호텔형 기차 등 차량의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

위기

‧ 새로 생기는 건물은 소독 시스템 확보 및 거리두기 법에 따라 건축된다.
‧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공간 확보 및 독립적 삶에

기회

대한 존중 문화가 정착한다.
‧ 개인주의를 생각의 차이로 보고 인정해 준다.
‧ 사회 전 분야에서 1인을 위한 시스템, 공간 확보가 당연시된다. 재택근무가
라이프스타일
변화

‧
‧
‧
‧
‧

보편화된다.
타인에 대한 태도가 성숙해지면서 시민의식이 향상된다.
자급자족과 미니멀라이프가 확산된다.
1인 중심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된다.
셀프 문화가 확산되면서 SNS 소통이 중요해진다.
회사는 일주일에 1회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워라밸

가치가 확산된다.
‧ 감염병 치료와 정신질환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다.
‧ 고립된 생활로 인해 사람과의 대화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신건강 관리

많아진다.
‧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져 이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한다.
‧ 근무시간 단축으로 수입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로 인한 우울증이
‧
‧
‧
‧

증가한다.
정신건강을
정신건강과
전염병이나
취약계층이

위한 병원 및 기관이 늘어난다.
관련한 여가 활동, 예능 프로그램, 캠페인 등이 늘어난다.
세계적 팬데믹에 대한 의료보험 체계가 만들어진다.
우선 가입 가능한 국가 감염병보험제도가 생긴다. ‘팬데믹 케어’

같은 국가 의료기술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 제도의 변화

자료: 연구진 작성.

‧ 감염병으로 인한 건물이나 사업장 피해를 보장해 주는 건물별 보험제도가
신설된다.
‧ 감염병에 대한 보험제도 및 상품이 세분화된다.
‧ 신종 질환 관련 보험급여 지출이 커지면서 보험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진다.
‧ 국가 간 교류가 적어지면서 내수 시장이 확대된다.

기회
기회
중립
기회
중립
중립
중립
기회
기회
위기
위기
위기
중립
중립
기회
기회
기회
기회
위기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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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선정 미래사건
건강 분야에서는 최종 14개의 미래사건이 도출되었다. 각 미래사건을 크게 분류해
보면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건강정보 수집, 원격진료의 보편화, 팬데믹 이후 사회 변화
를 들 수 있다.
<표 6-22> 건강 분야 미래사건 선정 결과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1. 집 안에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메디컬 빌트인) 반지, 몸에 부착하는
패치처럼 간편한 디바이스가 보편화되어 누구나 자신의 신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유출 피해]
2.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건강 데이터의 관리 문제가 대두된다.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자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정부가 관리하기 시작한다. 건강정보 수집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한다.
[의료 미니멀리즘]
3. 집에서 사용하거나 개인이 착용하는 의료 및 건강관리 기기가 과도하게 많아진다. 건강관리와 진단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의료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의 자급자족 문화가 확산된다.
[의료 디바이스 관리]
4. 고장이 나거나 감염된 건강관리 디바이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품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완화]
5.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보다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멀리
살더라도 건강 데이터를 통해 가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원격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에 대한 지역 격차가 완화된다.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심화]
6.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해 시골의 물리적 병원이 사라지고,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서울의
대형병원이나 의료 서비스 특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한 지역별 의료 빈부 격차가 심화된다.
[의료 격차 해소 정책]
7. 건강관리 디바이스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사용에 대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산하기관이 협력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기기를 지원하고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등 복지 시스템이 마련된다.
[의료용 로봇 활용]
8. 의료용 로봇 활용이 증가한다.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으며 의학적 지식까지 탑재한 AI
로봇이 집집마다 구비된다. 간단한 진료는 이 로봇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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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방역 문화]
9. 바이러스 퇴치가 일상에 자리 잡는다. 바이러스 퇴치 손잡이, 향수 소독제, 감염 여부 즉시 체크, 바이러스
퇴치 패션 등 다양한 방역 발명품이 개발된다. 모든 분야에 방역 시스템이 필수화된다.
[신종 질병 발생]
10. 소독액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 면역력 저하 등, 과도한 방역으로 인한 부작용이 새로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난다.
[신종 감염병 발생]
11.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는 주기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맞는다.
[정신건강 관리]
12.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짐에 따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된다.
[국가 감염병보험 제도]
13. 감염병과 관련된 국가의료보험이 생긴다. 취약계층이 우선 가입할 수 있는 무료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예:
팬데믹 케어). 4대 중증 질환처럼 감염병도 주요 질병으로 포함된다.
[민간 감염병보험 신설]
14. 감염병과 관련된 민간보험도 생긴다.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건물의 화재보험처럼 감염병 피해에 대비한
다양한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자료: 연구진 작성.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건강정보 수집과 관련한 미래사건으로는 ‘실시간 건강관리 시
스템’, ‘데이터 유출 피해’, ‘의료 미니멀리즘’, ‘의료 디바이스 관리’가 있었다.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개인 의료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데이터 보안
이 중요해진다는 예측이었다. 또한 관련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과도한 생체 정보 인식에 따른 의료 미니멀리즘이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고 보았다.
원격진료의 보편화와 관련된 미래사건으로는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완
화’,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심화’, ‘의료 격차 해소 정책’, ‘의료용 로봇
활용’이 있었다. 원격의료 서비스가 도입되면 의료 격차 완화와 의료 심화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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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또한 의료용 로봇이 개발되어 가정마다 보급될 것으로 보았는데, 단순한 정보
수집뿐 아니라 감정 교류가 가능한 AI 로봇을 기대하고 있었다.
팬데믹 이후 사회 변화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일상적 방역 문화’, ‘신종 질병 발생’,
‘신종 감염병 발생’, ‘정신건강 관리’, ‘국가 감염병보험 제도’, ‘민간 감염병보험 신설’
이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생겨난 방역 문화가 일상으로 정착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발명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았으며, 새로운 질병 및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이와 관련한 정신건강 관리
가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한 보험제도가 국
가와 민간 모두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보았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이로 인해 개개인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문화 구축,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오염 완화, 감염병에 대응하는 전문성 확보 등 긍정적 변화에도 기대를
갖고 있었다. 또한 현재 의료 시스템이 치료에 집중되어 있다면 미래에는 예방을 통해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2030년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꼭 이루
고 싶은 것을 사후 설문을 통해 물은 결과, 참가자들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고루 적용
되는 의료 시스템 구축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 미래 건강 분야에 긍정적 변화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수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 구
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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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사건 인식조사를 통한 가능·선호도 차이
1) 국내 미래사건 인식조사 결과
건강 분야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사건은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의 보
편화’로 선호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상적 방역 문화 정립’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
타났고, ‘신종 감염병 발생’, ‘정신건강 관리 필요’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도가 높은 미
래사건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한 지역 의료 격차 완화’, ‘일상적 방역 문화 정립’ 순
으로 나타났다. 건강 분야에서는 미래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비슷한 정도로 나
타난 반면, 선호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4] 건강 분야 국내 미래사건 발생 가능성 및 선호도 종합
건강 분야 미래사건 발생가능성

건강 분야 미래사건 선호도

자료: 연구진 작성.

건강 분야 14개 미래사건에 대해 발생 가능성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발생 가능성
(x축, 평균 3.94점)과 선호도(y축, 평균 3.24점) 모두 평균 이상으로 분석된 미래사건
은 총 4개로 나타났다.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의 보편화’, ‘일상적 방역 문화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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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지역 의료 격차 완화’, ‘민간 감염병에 대한 민간보험 신설’은
발생 가능성과 선호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해 의료 격
차가 심화’되는 상황은 낮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건강관리 디바이스의 관리’ 또한 선
호도가 낮았다. 응답자들은 ‘신종 질병 및 감염병 발생’,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 증
가’, ‘데이터 유출 피해’는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았지만 선호하지 않았고, ‘의료 격차
해소 정책’, ‘감염병 관련 국가의료보험 신설’, ‘의료용 로봇의 보급화’는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미래사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건강 분야에서 격차가 해소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5] 건강 분야 국내 발생가능성/선호도 기준 매핑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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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은 응답자들의 반응을 건강 분야 미래사건별로 분석한 그래프이다. 각 문
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사건을 나타내는 질문이었는지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과 선
호도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6-23> 건강 분야 미래사건별 가능·선호 갭 분석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데이터 유출 피해>

<의료 미니멀리즘>

<의료 디바이스 관리>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완화>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심화>

<의료 격차 해소 정책>

<의료용 로봇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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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방역 문화>

<신종 질병 발생>

<신종 감염병 발생>

<정신건강 관리>

<국가 감염병보험 제도>

<민간 감염병보험 신설>

자료: 연구진 작성.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항은 개인이 가정 및 일터에서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미래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미래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것이다. 실현 가능성 측면에
서 살펴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 응답률은 총 85%로 나타났는데, 이
는 전체 실현 가능성 관련 문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29.2%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 또한 전체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실시
간 건강관리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매우 낮음(0.3%), 낮음(1.7%)으로 응답한 비율은
2% 정도로 몹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선호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매우 높음과 높음을
합쳐서 72.7%로 나타났다.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의 선호도 역시 전체 문항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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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고, 선호도가 매우 높음인 응답률만 놓고 보아도
22.8%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호도
매우 낮음은 1.4%, 낮음은 5.2%로, 본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유출 피해 문항은 수집된 건강 데이터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미래를 묘사한
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건강 데이터의 관리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정부가 관리하는 한편, 건강정보 수집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한다. 이 문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24.9%, 높음 53.2%이며, 합쳐서 78.1%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문항을 기준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매우 낮음은 0.4%, 낮음은 2.6%로 이를 합치면 3%로 매우 낮았으
며, 전체 문항을 기준으로도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응답자들의 반응을 선호도 측면
에서 살펴보면 매우 높음 10%, 높음 23.5%를 합하여 33.5%, 매우 낮음 11.1%, 낮음
20%를 합하여 31.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4%로 나타났다.
긍정, 보통, 부정으로 구분할 때 각각 33.5%, 35.4%, 31.1%로 어느 하나의 관점이
우세하지 않게 고르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현 가능성은 아주 높게 전망하지만
선호도는 그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은 문항 중 하나이며, 선호도도 부정보다는 긍정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의료 미니멀리즘 문항은 과도한 건강관리 및 진단에 대한 피로감과 이에 대한 반발
로 등장하는 미니멀리즘의 추구를 다룬다.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개인의 신체에 착용
하는 의료 및 건강관리 기기가 과도하게 많아지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건강관리와
진단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반발심이 커지게 되며, 의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흐름이 등장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의 자급자족 문화가 확산된다. 이러
한 미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높음이 15.4%,
높음이 50.6%로 합쳐서 66%로 나타났으며, 매우 낮음 0.6%, 낮음 5.6%로 합쳐서
6.2%로 나타났고, 보통은 27.8%로 나타났다. 즉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6.2%로 매우 낮았는데 이는 전체 문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 한편, 선호
도의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높음 8%, 높음 29%로 합쳐서 37%이고,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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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낮음 17.2%로 합쳐서 19.9%이며, 보통은 43.1%로 나타났다. 긍정의 답변이
부정보다는 10% 정도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보통으로 답변한 비율이 43.1%로 선호
도 측면에서는 주로 중립적인 답변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문항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종합하면, 의료 미니멀리즘
은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지만 선호도는 중립적이었다.
의료 디바이스 관리는 장치의 유지 및 보수 관리의 측면을 다룬다. 각 가정과 개인
에게 보급되는 의료진단 및 건강관리 장치들이 많아짐에 비해 이런 디바이스 유지 및
보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제품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미래를 묘사한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
을 살펴보면 매우 높음 18.8%, 높음 49.9%로 합하여 68.7%이고, 매우 낮음 0.6%,
낮음 6.8%로 합하여 7.4%이며, 보통은 23.9%로 나타났다. 즉 이 문항의 실현 가능성
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은 7.4%에 그치고 68.7%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이 긍정
적인 답변의 비율은 전체 문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았다. 선호도 측면에서는 매우
높음 5.7%, 높음 21.2%로 합쳐서 26.9%이고, 매우 낮음 15.1%, 낮음 28.5%로 합쳐
서 43.6%이며, 보통은 29.5%로 나타났다. 선호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도합
43.6%로 우세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의료 디바이스의
수가 많아져 관리 부실 및 환경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완화의 문항은 원격의료 서비스의 보급으로 인
해 의료 격차를 극복한 미래를 전망한다.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비대면 진료 서비
스를 통해 보다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멀리 살더라도 건강 데이터를
통해 가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원격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 이 문항의 실
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높음 23.5%, 높음 54.2%로 합하여
77.7%이고, 매우 낮음 0.6%, 낮음 3.4%로 합하여 4%이며, 보통은 18.3%로, 실현
가능성을 77.7%로 매우 높게 전망하였다. 선호도 측면에서는 매우 높음 22.3%, 높음
50.1%로 합쳐서 72.4%이고, 매우 낮음 1.5%, 낮음 4.5%로 합쳐서 6%이며, 보통은
21.6%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72.4%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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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문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원격의료에 의한 의료
격차 해소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이러한 미래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이와 대비되는 문항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심화를 전망하였
다. 미래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대형병원에서만 이루어진다. 의료 서
비스 특화 지역이 생기면서 지역이 계급화되는 등 의료 빈부 격차가 심화된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보급으로 인해 시골에서는 물리적 병원이 사라지면서 해당 지역에 사
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오히려 증가한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다. 이 문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높음 20.4%, 높
음 52%로 합하여 72.4%이고, 매우 낮음 1%, 낮음 6.2%로 합하여 7.2%이며, 보통은
20.4%이다. 이 문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72.4%로 나타
났는데, 이전 문항인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완화의 실현 가능성을 77.7%
로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두 가지 미래 현상이 모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것이다. 선호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매우 높음 6.3%, 높음 20%로 합쳐서 26.3%이고,
매우 낮음 14.2%, 낮음 30.6%로 합쳐서 44.8%이며, 보통은 28.9%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의 선호도에 대해서 44.8%가 부정적 의견을 내었는데, 이는 전체 문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종합하면,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심화는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응답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미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의료 격차 해소 정책 문항은 정부의 주도 아래 의료 격차가 해소되는 미래를 묘사한
다. 건강관리 디바이스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사용에 대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와 산하기관이 협력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기기를 지원하고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등
복지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 문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6.6%, 높음 56.6%로 합쳐서 73.2%이고, 매우 낮음 0.8%, 낮음 2.3%로 합쳐서
3.1%이며, 보통은 23.7%이다. 이 문항에서 다루는 미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73.2%로,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측면에서도
매우 높음 15.4%, 높음 50.2%로 합쳐서 65.6%이고, 매우 낮음 1.4%, 낮음 4.4%로
합쳐서 5.8%이며, 보통은 28.6%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이런 미래에 대해 높은 선호
도를 가지고 있었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의 의료 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문항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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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73.2%로 높게 전망하고, 선호도는 65.6%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
였다.
의료용 로봇 활용 문항은 의료용 로봇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미래를 묘사한다. 의
료용 로봇 활용이 늘어나고, 사람의 감정과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으며 의학적 지식까
지 탑재한 AI 로봇이 집집마다 구비된다. 간단한 진료는 이 로봇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이 문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음 18.1%, 높음 50.4%로 합쳐서
68.5%이고, 매우 낮음 1.6%, 낮음 7.7%로 합쳐서 9.3%이며, 보통은 22.2%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선호도 측면에서는 매우 높음 12.4%, 높음 40.3%로 합쳐서 52.7%이
고, 매우 낮음 3.7%, 낮음 10.8%로 합쳐서 14.5%이며, 보통은 32.8%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 문항에서 묘사하는 미래에 대해 68.5%의 높은 실현 가능성을 전망했
으며 부정적인 의견도 9.3%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문항 중 실현 가능성을 가장 낮
게 전망한 문항이었다. 선호도에서는 52.7%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었으며, 중립적인
선호도로 응답한 비율도 32.8%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상적 방역 문화 문항은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여 일상적 방역이 보편화
된 미래를 묘사한다. 바이러스 퇴치가 일상의 영역에서 보편화되어, 바이러스 퇴치 손
잡이, 향수 소독제, 감염 여부 즉시 체크, 바이러스 퇴치 패션 등 다양한 방역 발명품
이 개발되며, 모든 분야에서 방역 시스템이 필수화된다. 이러한 미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높음 28.1%, 높음 52.8%로 합쳐서 80.9%이고, 매우 낮음 0.5%,
낮음 2.8%로 합쳐서 3.3%이며, 보통은 15.8%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의 선호도는
매우 높음 21.4%, 높음 46.9%로 합하여 66.3%이고, 매우 낮음 1.8%, 낮음 6.5%로
합하여 8.3%이며, 보통은 23.4%로 나타났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일상적 방역
문화의 도래 가능성을 아주 높게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화된 방역 문화의 전파
로 인해 안전함을 느끼는 것을 더 선호하고, 일상적 방역에 의한 불편함은 낮게 나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종 질병 발생 문항은 인류가 기존에 겪지 않았던 질병이 발생하는 미래를 묘사한
다. 감염병을 퇴치하려고 개발한 소독액으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이 새롭게 발현되고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과도한 방역으로 인한 부작용이 새로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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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전망은 매우 높음 24.9%, 높음 54.3%로 합쳐서
79.2%이고, 매우 낮음 0.7%, 낮음 3.2%로 합쳐서 3.9%이며, 보통은 16.9%로 나타
났다. 선호도 측면에서는 매우 높음 7.6%, 높음 21.1%로 합쳐서 28.7%, 매우 낮음
17.9%, 낮음 26.5%로 합쳐서 44.4%, 보통은 26.9%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79.2%로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했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은 3.9%로 매우 낮았다. 또한, 이러한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
답은 44.4%로 비교적 높았다.
신종 감염병 발생 문항은 새로운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미래를 묘사한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영병(zoonosis)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주기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맞는다. 이러한
미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음 26.9%, 높음 54.2%로 합하여 81.1%이고,
매우 낮음 0.4%, 낮음 2.7%로 합하여 3.1%이며, 보통은 15.8%로 응답했다. 선호도
측면에서는 매우 높음 7.3%, 높음 19.8%로 합쳐서 27.1%이고, 매우 낮음 32.9%, 낮
음 21%로 합쳐서 53.9%이며, 보통은 19%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팬데믹 시대를 겪
으면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81.1%로 매우 높게 전망하였고 이는 전체
문항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또한, 이러한 미래에 대해 53.9%의 부정적인
의견을 응답하였는데 이는 전체 문항에서 가장 부정적인 선호도를 나타낸 문항이다.
정신건강 관리 문항은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 증가하는 미래를 묘사한다. 사회가 개인화되고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보편화되면
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시간
과 비용을 투자하게 된다. 이러한 미래가 도래할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
음 26.5%, 높음 56%로 합쳐서 82.5%이고, 매우 낮음 0.6%, 낮음 2.4%로 합쳐서 3%
이며, 보통은 14.5%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음
8.1%, 높음 25.8%로 합쳐서 33.9%이고, 매우 낮음 19.9%, 낮음 21.8%로 합쳐서
41.7%이며, 보통은 24.4%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해당 문항이 다루고 있는 미래의
실현 가능성을 82.5%로 높게 전망하였으며 이는 전체 문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또한, 41.7%의 높은 비율로 이러한 미래가 도래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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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염병보험 제도 문항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 주도의 보험 제도가 시행되는 미
래를 묘사한다. 국가 주도로 감염병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 제도가 시행되며 취약계
층이 우선 가입할 수 있는 무료 지원 제도(팬데믹 케어)가 시행된다. 4대 중증 질환처
럼 감염병도 주요 질병에 포함된다. 해당 문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
우 높음 20.7%, 높음 55.6%로 합쳐서 76.3%이고, 매우 낮음 0.9%, 낮음 2.7%로 합
쳐서 3.6%이며, 보통은 20.1%로 나타났다. 선호도 측면에서는 매우 높음 15.2%, 높
음 44.8%로 합쳐서 60%이고, 매우 낮음 5.2%, 낮음 8.2%로 합쳐서 13.4%이며, 보
통은 26.6%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에서는 국가 주도의 감염병 보험제도가 등장할 가
능성에 대해 76.3%로 높은 가능성을 전망했으며, 이러한 미래에 대해 60%로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민간 감염병 보험 신설 문항은 민간 주도의 감염병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제도
가 신설되는 미래를 묘사한다. 화재보험처럼 감염병 피해와 관련해서 다양한 보험 상
품이 출시된다. 이 문항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23%, 높음 55.5%
로 합쳐서 78.5%이고, 매우 낮음 0.6%, 낮음 2.3%로 합쳐서 2.9%이며, 보통은
18.6%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음 9.6%, 높음
36.3%로 합쳐서 45.9%이고, 매우 낮음 5.3%, 낮음 12.1%로 합쳐서 17.4%이며, 보
통은 36.7%로 나타났다. 앞서 국가 주도의 감염병 보험 등장에서도 76.3%의 높은 가
능성을 전망하고 60%의 높은 긍정적 선호도 응답을 보여 주었으며, 민간 주도의 감염
병 보험의 신설에 대해서도 78.5%로 약간 더 높은 실현 가능성을 전망하였으며, 선호
도는 45.9%로 국가 주도의 보험에 비해서는 낮지만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
었다. 한편으로 선호도 측면에서 중립적 응답도 36.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문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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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미래사건 인식조사 결과
국내의 인식조사뿐 아니라 해외의 미래사건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정
리하였다. 설문은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Mechanical Turk) 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
인상에서 진행하였다. 설문은 국내 설문지와 동일한 항목과 구성으로 영문 번역하였
고, 조사 대상은 20대부터 60대 성인 남녀 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
으로 수집한 원자료는 통계 소프트웨어 플랫폼 SPSS 25.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6-24> 건강 분야 해외 설문조사 응답자의 표본 설계표
구분

남성
20대

아르헨티나

30대

40대

여성
50대

60대

40대

5

9

1

1

1

7

1

1

1

1

독일

2
1

1

10
1

1

4
1

4
2

1

인도

35

89

20

3

2

44

34

16

5

3

1

2

1

6

1

1

케냐

1

1

멕시코

1

1

1

20
1

1

1

4

1

필리핀

1
1

포르투갈
2

터키

245
2

2

루마니아

34
3

4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1
2

프랑스
그리스

계

1
8

1
3

1

1

1

3

5
1

1

영국

2

4

2

미국

82

118

55

34

계

136

239

84

40

1

3

2

22

65

99

63

49

44

631

27

125

153

86

54

7

990

주: 성별 혹은 국가 정보가 누락된 응답자 10명은 표본설계표 집계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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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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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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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해외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소 낮은 전망
치를 보여 주고 있으며, 항목별 전망치의 편차도 큰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항목별 선
호도 측면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국내에서 선호도의 호불호가 선명
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해외에서는 다소 평이한 호불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사건으로는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완화를 꼽았으
며,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는 국가 감염병 보호 제도의 시행을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림 6-46] 건강 분야 해외 미래사건 발생 가능성 및 선호도 종합
건강 분야 미래사건 발생가능성

건강 분야 미래사건 선호도

자료: 연구진 작성.

건강 분야 14개 미래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생 가능성(x축, 평균 3.61점)과 선호
도(y축, 평균 3.28점) 모두 평균 이상인 미래사건은 총 5개로 나타났다. 실시간 건강
관리 시스템의 보편화, 일상적 방역 문화의 정립,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지역 의료
격차 완화, 민간 감염병에 대한 민간보험 신설의 실현 가능성과 선호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동일했으며, 해외의 경우는 추가적
으로 국가 감염병 보험제도 시행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선호도가 평균 이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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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실현 가능성과 선호도 측면에서 모두 낮게 나타난 미래사건은 의료 미니멀
리즘,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심화, 신종 질병 발생이었으며, 이 중 국내의
경우와 겹치는 항목은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심화였고, 국내의 경우에서
실현 가능성과 선호도가 모두 낮았던 의료 디바이스의 관리 항목은 해외의 경우에서
는 실현 가능성이 보통이었다. 반대로 국내 응답자들은 신종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고, 의료 미니멀리즘은 보통 정도의 선호도를 보여 줬다.
[그림 6-47] 건강 분야 해외 발생 가능성·선호도 기준 매핑

자료: 연구진 작성.

<표 6-25>는 해외 응답자들의 반응을 건강 분야 미래사건별로 분석한 결과로, 각각
의 문항에 대해 해외 응답자들의 실현 가능성 및 선호도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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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5> 건강 분야 미래사건별 가능·선호 갭 분석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데이터 유출 피해>

<의료 미니멀리즘>

<의료 디바이스 관리>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완화>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심화>

<의료 격차 해소 정책>

<의료용 로봇 활용>

<일상적 방역 문화>

<신종 질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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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발생>

<정신건강 관리>

<국가 감염병보험 제도>

<민간 감염병보험 신설>

자료: 연구진 작성.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7.9%, 높음
47.5%로 합하여 65.4%이고, 매우 낮음 1.3%, 낮음 12.4%로 합하여 13.7%이며, 보
통은 20.9%로 나타났다. 선호도는 매우 높음 12.9%, 높음 36.7%로 합하여 49.6%이
고, 매우 낮음 4.6%, 낮음 17.1%로 합하여 21.7%이며, 보통은 28.7%로 나타났다.
국내 응답자들이 해외 응답자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높은 실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 문항은 선호도 비율에서 국내와 해외의 반응이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국내 응답자들은 이 문항의 선호도에 대한 긍정 답변이 72.7%, 부정 답변이 6.6%로
해외 응답자들의 긍정 답변 49.6%, 부정 답변 21.7%와 비교하면 국내 응답자들은 실
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을 매우 선호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으로 보는 반면, 해외 응답자
들은 다른 문항과 비교해 덜 선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응답자들이 이 문항에
대해 가장 긍정하는 응답을 보여 준 반면, 해외 응답자들은 중간 정도의 수치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유출 피해 문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7.7%, 높음
42.9%로 합쳐서 60.6%이고, 매우 낮음 1.3%, 낮음 12.9%로 합쳐서 14.2%이며, 보
통은 25.2%로 나타났다. 선호도는 매우 높음 7.5%, 높음 23.1%로 합치면 30.6%이
고, 매우 낮음 11.9%, 낮음 32.5%로 합치면 44.4%이며, 보통은 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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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미니멀리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1.3%, 높음 38.6%
로 더하면 49.9%이고, 매우 낮음은 2.9%, 낮음 18.7%로 더하면 21.6%이며, 보통은
28.5%로 나타났다. 선호도에 대한 응답비율은 매우 높음 10.5%, 높음 30.8%로 합하
면 41.3%이고, 매우 낮음 4.4%, 낮음 23.6%로 합하면 28%이며, 보통은 30.7%였다.
의료 디바이스 관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9.5%, 높음
40.4%로 합하면 59.9%이고, 매우 낮음 1.3%, 낮음 15.9%로 합하면 17.2%이며, 보
통은 22.9%였다. 또 선호도는 매우 높음 7.1%, 높음 25.1%로 합하면 32.2%이고, 매
우 낮음 13.3%, 낮음 34%로 합하면 47.3%이며, 보통은 20.5%로 나타났다. 해외 응
답자들은 해당 문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17.2%로 다른
항목의 수치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선호도에 대한 답변은 국내 응답자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완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23.8%, 높음 44.4%로 합치면 68.2%이고, 매우 낮음 0.6%, 낮음 10%로 합치면
10.6%이며, 보통은 21.2%였다. 선호도 응답에서는 매우 높음 27.8%, 높음 39.2%로
더하면 67%이고, 매우 낮음 1.4%, 낮음 8.4%로 더하면 9.8%이며, 보통은 23.2%였
다. 해당 문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 긍정 답변이 총 68.2%로 나타났
는데 이는 전체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해당 문항의 선호도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67%로 전체 문항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 격차 심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4.5%, 높음 39.6%로 합치면 54.1%이고, 매우 낮음 1%, 낮음 15.6%로 합치면
16.6%이며, 보통은 29.3%였다. 선호도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1.7%, 높음 30.3%로
합하면 42%이고, 매우 낮음 7.8%, 낮음 25.2%로 합하면 33%이며, 보통은 25%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 국내 응답자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72.4%
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주는 데 비해 해외 응답자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54.1%로 국내 응답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모든
문항에서 국내 응답자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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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를 살펴보면 국내 응답자들은 26.3%가 긍정적 선호를, 44.8%는 부정적 선호도
를 보여 주는 반면, 해외 응답자들은 42%가 긍정적 선호를, 33%는 부정적 선호를 보
여 준다. 해당 미래사회의 도래에 대해 국내 응답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해외 응답자들은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 격차 해소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5.1%, 높음
42.3%로 합치면 57.4%이고, 매우 낮음 1%, 낮음 12.1%로 합치면 13.1%이며, 보통
은 29.5%로 나타났다. 선호도는 매우 높음 20.9%, 높음 41.3%로 합하면 62.2%이고,
매우 낮음 2%, 낮음 10.4%로 합하면 12.4%이며, 보통은 25.4%였다.
의료용 로봇 활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8.8%, 높음
36.9%로 합치면 55.7%이고, 매우 낮음 3.1%, 낮음 17.5%로 합치면 20.6%이며, 보
통은 23.7%였다. 선호도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7.6%, 높음 34.7%로 합치면 52.3%
이고, 매우 낮음 3.3%, 낮음 17.2%로 합치면 20.5%이며, 보통은 27.2%였다.
일상적 방역 문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22.9%, 높음
38.6%로 합치면 61.5%이고, 매우 낮음 1.8%, 낮음 12.1%로 합치면 13.9%이며, 보
통은 24.6%였다. 선호도에 대한 응답비율은 매우 높음 19%, 높음 38.4%로 합치면
57.4%이고, 매우 낮음 2.5%, 낮음 13.6%로 합치면 16.1%이며, 보통은 26.5%로 나
타났다.
신종 질병 발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8.2%, 높음 35.8%
로 합하면 54%이고, 매우 낮음 1.9%, 낮음 16.8%로 합하면 18.7%이며, 보통은
27.3%였다. 선호도는 매우 높음 8.9%, 높음 22.4%로 더하면 31.3%이고, 매우 낮음
16.3%, 낮음 32.6%로 더하면 48.9%이며, 보통은 19.8%이다.
신종 감염병 발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8.7%, 높음
39,5%로 합치면 58.2%이고, 매우 낮음 0.8%, 낮음 11.3%로 합치면 12.1%이며, 보
통은 29.7%였다. 선호도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7.9%, 높음 22.4%로 합치면
30.3%이고, 매우 낮음 18.8%, 낮음 30.5%로 합치면 49.3%이며, 보통은 20.4%이다.
정신건강 관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6.9%, 높음 45.5%로
더해서 62.4%이고, 매우 낮음 0.7%, 낮음 10.8%로 더해서 11.5%이며, 보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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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였다. 선호도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9.3%, 높음 30.6%로 합하면 39.9%이고,
매우 낮음 8.5%, 낮음 27.2%로 합하면 35.7%이며, 보통은 24.4%로 나타났다.
국가 감염병보험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22.5%, 높음
42.1%로 합치면 64.6%이고, 매우 낮음 0.9%, 낮음 9.9%로 합치면 10.8%이며, 보통
은 24.6%로 나타났다. 선호도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28%, 높음 40%로 더해서 68%
이고, 매우 낮음 1.9%, 낮음 7.3%로 더해서 9.2%이며, 보통은 22.8%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에서 해외 응답자들은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편이었고, 특히 선호도
응답 비율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8%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
으며,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9.2%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해당 문항에
서 국내 응답자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 답변 비율이 76.3%로 해외 응답자들보
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으나, 선호도에서는 긍정 비율이 60%, 부정 비율이
13.4%로 해외 응답자들에 비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민간 감염병보험 신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높음 17.3%, 높음
43.1%로 합쳐서 60.4%이고, 매우 낮음 1.3%, 낮음 12.5%로 합쳐서 13.8%이며, 보
통은 25.8%였다. 선호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매우 높음 21.3%, 높음 39.5%로 합쳐서
60.8%였고, 매우 낮음 2%, 낮음 9.3%을 합쳐서 11.3%이며, 보통은 27.9%였다. 해
외 응답자들은 이 문항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60.4%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체 문항
중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치였다. 반면, 국내 응답자들은 78.5%로 높은 긍정 응답 비
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 문항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선호도 측면을 볼
때, 국내 응답자들은 긍정을 45.9%, 보통을 36.7%로 응답하여 다소 중립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해외 응답자들은 긍정 60.8%, 보통 27.9%로 국내 응답자들보다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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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14개 테마별 미래사건에 대해 실현 가능성 및 선호도를 설문한 결과, 대체적로 국
내 및 국외 응답자들의 반응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응답자 모두 의료 격
차 해소 정책과 의료용 로봇 활용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지만 높은
선호도를 가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균값은 국내 응답자와
해외 응답자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고, 국내 응답자가 실현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호 정도나 경향은 국내외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6> 건강 분야 미래사건별 국내외 가능·선호 갭 분석
(단위; %)
실현 가능성
문항

긍정

선호도
부정

긍정

부정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85.0

65.4

2.0

13.7

72.7

49.6

6.6

21.7

데이터 유출 피해

78.1

60.6

3.0

14.2

33.5

30.6

31.1

44.4

의료 미니멀리즘

66.0

49.9

6.2

21.6

37.0

41.3

19.9

28.0

의료 디바이스 관리

68.7

59.9

7.4

17.2

26.9

32.2

43.6

47.3

원격의료 의료 격차 완화

77.7

68.2

4.0

10.6

72.4

67.0

6.0

9.8

원격의료 의료 격차 심화

72.4

54.1

7.2

16.6

26.3

42.0

44.8

33.0

의료 격차 해소 정책

73.2

57.4

3.1

13.1

65.6

62.2

5.8

12.4

의료용 로봇 활용

68.5

55.7

9.3

20.6

52.7

52.3

14.5

20.5

일상적 방역 문화

80.9

61.5

3.3

13.9

66.3

57.4

8.3

16.1

신종 질병 발생

79.2

54.0

3.9

18.7

28.7

31.3

44.4

48.9

신종 감염병 발생

81.1

58.2

3.1

12.1

27.1

30.3

53.9

49.3

정신건강 관리

82.5

62.4

3.0

11.5

33.9

39.9

41.7

35.7

국가 감염병보험

76.3

64.6

3.6

10.8

60.0

68.0

13.4

9.2

민간 감염병보험 신설

78.5

60.4

2.9

13.8

45.9

60.8

17.4

11.3

평균

76.3

59.5

4.4

14.9

46.4

47.5

25.1

27.7

자료: 연구진 작성.

534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국내 응답자와 해외 응답자 모두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선
호도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와 비교하여 해외 응답자는 선호도가
훨씬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 응답자는 ‘국가 감염병 보험 제도 시행’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선호도 모두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와는 차이를 보였고, 민간 감염
병 보험 신설에 대한 항목도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종 질병
발생’, ‘의료 미니멀리즘’은 실현 가능성과 선호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응답자들은 ‘정신건강 관리’, ‘데이터 유출 피해’, ‘신종 감염병 발생’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반면 해당 항목들에 대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주었는
데, 이 중 국내 응답자들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 주는 미래사건은 ‘정신건강 관리의 필
요성 증가’, ‘데이터 유출 피해’, ‘신종 감염병 발생’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응답
자들이 신종 질병 발생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해외 응답자
들은 실현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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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와 일러스트로 나타낸 미래 건강의 모습
가. 작가의 SF 소설
국민의 시각에서 도출된 미래사건과 이에 대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SF 소설 집필
경험이 있는 소설가들이 각 분야에 대한 초단편 소설을 집필하였다. 건강 분야의 초단
편 소설은 심너울 작가가 집필하였다.

나의 진료실 이전기
심너울

지난 주말에 드디어 나의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커다란 모니터 네 개와 이름난 BJ들이 쓴
다는 마이크와 카메라와 초고사양 VR 기기까지 들여놓았다. 마치고 보니 게임방송이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최대한 내 직업에 맞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온갖
고뇌를 해 보았지만 발버둥을 쳐 봐야 지저분한 방에서 방송하는 게임 BJ에서 깔끔한 방에
서 방송하는 게임 BJ처럼 보였을 뿐이다. 아, 아니면 한 번에 수많은 호가를 확인해야 하는
전문 트레이더 같기도 했다.
나는 피식 웃었다. 개인방송인이나 트레이더들에 대한 유감이야 없지만, ICD에 게임 중
독이 질환으로 올라갈 때 마찰이 있었던 걸 생각하니 그냥 우스웠다. 내 작업실은 방송실이
아닌 진료실이다. 나는 강원도 원주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다. 내 환자 중 한 명은 제주도
서귀포,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471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입법부가 원격의료의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관이 체계를 짜기 시작한 거야 꽤 되긴
했지만 활성화가 늦었다. 그곳에 뛰어드는 커다란 회사들이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별반 수
익성이 기대되지 않았으니까. 처음엔 원격의료 체계가 원격 진료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
었는데, 한국에는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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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일단 이 미개척지에 어설픈 정착지라도 지어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어든 회사들
의 만행도 감안해야 한다. 그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그 존재 자체가 2030년의 소프트웨
어 공학에 대한 모독이었다. 1990년대에서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인터페이스와 에니악으
로 돌리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드는 끔찍한 서버. 더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인 의료 정보가 토네이도에 휩쓸리는 옥수수마냥 속수무책으로 털리는 것을 눈 뜨고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탈모나 치질 따위의 진단 내용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의 수상한
웹사이트에서 두당 150원에 팔렸다.
물론 당신은 병의원이 없는 격오지에 사는 시민들의 고충을 지적할 수 있다. 원격 모니터
링을 받아야 하는 만성 질환자들은 삶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비록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사기업이 뛰어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격오지의 시민들은 원격 진료의
덕을 일부 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 덕을 보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볕들 쥐구멍은 있었다.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
한 삽입형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부정맥 환자들 스물한 명이 그 기능 덕에 죽음의 냄새를
맡고 살아 돌아왔다. 기기들의 민감도 때문에 지나친 위양성 문제가 있긴 했다. 당연했다.
원격 모니터링 기계가 위험 신호를 놓쳐서 단 한 명이라도 치료를 안 받아 슬픈 결말을
맞게 된다면 제조사들은 참으로 괴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까. 하지만 아주 건강한 상태
에서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웨어러블 기기의 경고를 받는 것도 유쾌한 경험은 아니
긴 하지. 그래도, 그 분야는 지금 빠르게 자라나고 있다. 물론 내게는 내 업종에서 보인
희망이 제일 유의미했지. 정신과 진료 말이다.
정신과 진료는 가상 공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었다. 수많은 정신과적
질병은 분자생물학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환자의 행동과 주관적 불편감, 그리고 사
회적 일탈에 그 기준이 있으니까. 환자가 집에서 자기 피를 뽑거나 요추 천자를 할 수야
없겠지만,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이루어진 정신과 검사지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처음엔 내게 이런 변화가 참 행복하다고만은 할 수 없었다. 일단 이 분야는 원래도 닥터
쇼핑이 빈번히 일어났는데, 그 현상이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다. 이제 한국 내에 있는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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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신과 의사들을 입맛대로 골라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더해서, 정신과 이용자들
이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 별점을 매기고 평가를 나누는 플랫폼이 나타났다. 별점 4.5점이
넘으면 전국 각지의 환자들이 우글거린다는데.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상에서.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당연히 여기도 부작용이 있었다. 당신도 알지 않나? 최근에 실
족사한 K모 씨를 말이다. K모 씨의 몸에서 고용량의 졸피뎀과 메틸페니데이트의 칵테일이
발견되었던 것도. 약물 오남용이야 인류의 유구한 전통이라지만, 이 약물을 처방받게 된
계기가 문제였다. 별점을 잘 받고 싶었던 의사들이 환자가 원하는 대로 약물을 처방해 준다
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창의적인 방식을 택한 의사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한국인들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나쁜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거기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규제의 철퇴가 떨어졌고 심평원의 멀리 뻗
는 시야도 우리를 더욱 강렬히 주시하게 되었다. 원격진료 시에 향정신성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갑갑해지자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꽤 있었다. 솔직히, 평가
받는 것이 지긋지긋하긴 했지.
하지만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사회적 시선이 아무리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해도, 정신
과에 들러 진단을 받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질병의 특수성 때문에 집 밖으
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아니 꺼려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다. 양육자나 동거인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정신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 뒤 약을 배송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이 그 거대한 몸을 움직여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 주는 일이나
다름이 없었다.
2020년에 특정 발달 시기를 보낸 사람들 중엔, 오히려 원격 진료 상황에서 정신과 의사
와 더 좋은 라포를 형성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들 모두 사회성이 발달하는 어떤 시기에 1년
가까이 집에 갇혀 원격 통신으로 관계를 만드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다. 디지털 공간을
고향으로 삼고 있는 듯한 사람들이었다. 그뿐일까? 그들은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방식을 놀랍도록 기꺼이 받아들였다. 내 환자들 중 여럿이 상담용 챗봇을 통한 상시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기분장애에서부터 회피성 성격 장애까지 그 증상도 다양하다. 챗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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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누군가 대화하고 있다는 정서적 위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현재 환자
의 상태를 실시간 감시한다.
학계의 심리학자들과 의사들 중 일부는 이런 신기술에 대단히 부정적이다. 온라인 관계,
그리고 비인간 인공지능과의 관계에 더 능숙한 것이 부적응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를
DSM에 특수한 질환으로 수록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홧병이 한국이라는 공간에만
한정된 질환이라면, 이 현상은 2020년의 어떤 시간을 살아간 이들에게만 한정된 질환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가져온다. 우울 삽화와 불안 삽화를 겪
는 10대의 비중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을 알린다.
글쎄, 언젠가는 챗봇을 사용하는 10대 환자와 화상 상담을 하는 동안 직접 묻기도 했다.
인공지능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답은 이렇게 돌아왔다. 선생
님, 어떻게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죠? 나는 생각했다. 우울과
불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기술이 접목된 원격진료를 통해 숨어있던 것이 더 드러난
것은 아닐까?
그때 비로소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조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우리의 현실을 가상 공간 속으로 옮기고 있으며, 우리의 뒷세대는 그 진보
를 이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세상보다 앞선 이들이 뒤처진 세상을 보고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슬프지만서도 당연한 일이리라.
20년이 지나면 모든 상담은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날이 올까? 그날이 오면 정신과 의사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관리직과 같은 직무를 맡게 될까? 알 수 없다.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격변의 과도기에 서 있다는 확고한 사실이었다. 나는 그 파도에 몸을 맡
기기로 결정했다. 진료실의 위치를 개인병원에서 집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주말을 반납
하고 작업실에서 땀을 뻘뻘 흘릴 수 밖에 없었다. 아쉽게도 이제 평생 별점의 굴레에서 벗
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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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건강의 모습
2030년 이내에 벌어질 미래 건강의 모습을 일러스트와 간략한 시나리오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내용은 건강 분야 미래사건 중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정책
적 접근이 필요한 미래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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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원격의료 시스템은 비약적

과 수술이나 중증 질병 치료 중심으로 운

인 발전을 이루었다. 2020년 2월 한시적

영된다. 환자 방문이 줄어들면서 의료 서

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면서 시

비스의 질은 향상되는 추세다.

작된 한국의 원격진료는 이제 데이터를 중

이러한 시스템은 원거리에서 가족을 돌

심으로 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로 전환되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환자나

었다. 초창기에는 만성질환자의 질병 관리

노약자를 가족으로 둔 보호자들은 생체 정

에 우선 활용되었지만 수집할 수 있는 생

보 공유를 통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

체 정보가 다양해지면서 보다 폭넓은 진료

게 되었다. 또한 원격진료에도 함께 참여

가 가능해졌다.

하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보호자 역
할을 할 수 있다.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기
저질환을 관리하거나, 유학 간 자녀의 건
강 상태를 파악하는 등 공유형 생체 정보
디바이스의 활용은 날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디바이스의 활용은 반려동물에게도
적용되어 원격 동물 진료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실시간 생체 정보 수집이 가능한 디바
이스와 이를 관리하는 플랫폼의 발달은 원

특히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나 병원 접근이

격진료가 보편화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의 거주민들은 원격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이 실현된 것이다.

진료를 통해 건강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

혈압, 혈당, 심전도 등 기본적인 생체 정보

게 되었다. 임산부들도 원격진료를 통해

를 일상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구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태아와 임산부의 상태를 의사에게 실시간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치료 중심의 건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방문 없이도

강관리가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질병이

안전하게 출산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발생하기 전 스스로 몸 상태를 파악하여

다. 물리적 병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외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예방 의학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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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있다.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감염병 체크 키트
는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20명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에는 반드시 자가 진단을 하고 입장해야
한다. 이 키트는 약국, 편의점 등 어디서나
살 수 있으며 결과는 3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신소재 개발은 의복 문화
도 변화시켰다. 바이러스에 강한 옷감이
개발되면서 바이러스에 특화된 기능성 옷
들이 제작되고 있다. 사람 접촉이 많은 직

건강관리 디바이스도 발달하여 사용자

업군의 유니폼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의 생체 정보를 파악하여 필요한 영양제를

있는 항바이러스 의복은 내구성과 보온성

추천하거나 식단이나 운동법을 제안하는

이 보완되는 대로 전국 청소년 교복에 도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돕는다.

입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친환경 소재 활

이를 위해 반지, 팔찌, 소형 패치 등 신체

용, 보온성 보완 등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

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제작되고 있다. 또한 변기나 침대 등 생활
공간에 생체 정보 수집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 소변 검사, 수면의 질 파악 등 일상 속
에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
는 ‘AI 메디컬 가구’의 사용도 늘고 있다.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
적 방역 문화도 발달하고 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로 대표되던 10년 전의 방역 문
화는 3분 만에 자가 진단이 가능한 감염병
체크 키트, 바이러스에 강한 신소재 옷감

10년 전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개발, 방역 로봇과 드론 도입 등 다양한 방

점은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는 방역 로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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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모습이다. 과거에는 소독을 주로
맡아 왔던 방역 로봇은 이제 거리의 위험
을 감지하여 중앙관리 센터로 정보를 전송
하는 거리 안전 관리까지 맡고 있다. 파손
된 도로 점검, 기물 관리부터 사고 발생 시
상황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
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어 도시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드
론은 감염병 수준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심각 수준의 경우에 한하여 거리에 투입되

감염병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망은 한국

는데, 밀집위험지역에서 거리 두기를 상시

사회 전반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모니터링하거나 발열 상태를 체크하고 감

있다. 2030년 한국 국민들이 미래 준비에

염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

또한, 드론이 감염병 진단 키트를 접촉자

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서는 차별 없이

의 집에 직접 배송하여 대면 전파의 위험

누릴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을 줄여 나가고 있다.

한다고 답했다. 원격의료 시스템을 비롯한

10년 전 감염병의 두려움 함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겪은 바 있는 한국 사회는
이로 인한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보험 제도를 구축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물론 경제적 타격 등 관련 재해
를 폭넓게 보장하는 국가·민간 감염병 보
험 제도는 사람들을 감염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치료비,
경제적 손실 보상을 비롯해 코로나 블루로
대변되는 정신적 타격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첨단 의학 기술이 국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희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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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건강 분야 정책 대안 도출
1. 국민 인식 기반 건강 분야 미래상
이 연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강의 미래는 무엇일까?라는 고민
으로 시작되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의 모습을 변화시켰고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기보다 코로나19 감염병을 잘 관리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건강 분야의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Shaping Tomorrow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5가지 테마를 도출하였다. 도
출된 테마는 ①실시간 건강 및 생활 정보 수집·분석으로 개인에게 맞춤화된 위험 상황
대비, ②전통적 병원 역할의 축소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산, ③주기적인 대규모 감염
병 발생으로 다양한 신종 질환 출현, ④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 문화의 정착, ⑤주거
기준의 변화와 지역별 건강 격차(health divide) 심화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된
5가지 테마에 대해 국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5개의 테마별로 브레인스토밍과 브레
인라이팅의 과정을 거쳐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상상할 수 있는 미래 사건을
정리했다. 국민 워크숍을 통해 최종적으로 14개의 미래사건이 도출되었다. 워크숍은
한정적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출된 14개 미래사건에 대해 일반 국
민의 선호도와 가능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 1,000명과 해
외 1,000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했는데 해외 설문조사까지 고려한 이유는 건강 분
야의 미래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떻게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와 해외 공통적으로 실현 가능성과 선호
도가 높은 미래사건은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원격의료 서비스로 인한 의료격차 완
화 및 일상적 방역 문화였다. 또한 선호도 측면에서 국가 감염병 보험제도와 민간 감
염병 보험 신설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도래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의료 시스템이 안전하게 수립되기를 희망하
는 결과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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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분야 미래상 관련 정책 현황
국내외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 분야의 미래상은 데이터 유출 피해 없는 안전한 환경
기반에서 실시간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 격차가 완화되는 것
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도래할 수 있는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방역 문화가 일상적으
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보험 제도 등을 통해 내가 대비할 수 없는 재난 상황
을 국가가 통제해 주기도 바란다.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국내의 관련 정
책 즉,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3법 후속 조치, 원격의료 및 방역정
책 등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3법의 후속 조치 주요 현황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데이
터 수집과 활용이었다. 코로나19 방역에 데이터 3법이 활용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많
은 국민들이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건강
분야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데이터가 수집되고 결
합되어 분석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
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2020년 9월 25일자로 개
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보건복
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이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었기 때문에 후속 조치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처리 목적, 처리 대상,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절
차,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관리 및 기술적 보호 조치, 가명 처리의 주요 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가명 처리의 개념과 원칙, 가이드라인 적
용 대상 정보, 가명 처리 절차 및 방법,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절차 및 가명정
보 처리 시 안전·보호 조치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건의
료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결합, 활용 절차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 분야에서 가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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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
건복지부, 2020. 8).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가명정보 활용 원칙 중 가명정보
처리 시 고려 사항으로 5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고려 사항은 가명정보를 재제공272)할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금지되며 가명정보를 최초 제공받을 당시 원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밝힌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할 경우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2020. 8, p. 19). 또한 가명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되지 않지만, 과도한 데이터 활용 대가는 사회적인 통념을 고려
할 때 지양한다. 마지막으로 법 취지상 가명정보 활용 여부 결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를 대리하여 실시하는 결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선 국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목적 외 사용 시
정보 주체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활용 대가를 고려했다는 점
에서 진일보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제시하고 있
다. 데이터 심의위원회란 가명정보의 기관 내 활용, 기관 외 제공, 결합 신청,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참고할 점은 해당 기관 소속 위원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 대변자,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 보호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등 심의위원회가 여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합의 기반으로 구성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적용 원칙은 사전 준비, 가명 처리, 검토 및 추가 처리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4단계로 구분된다. 해당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통
가이드라인273)과 혼용하여 적용한다.

272) 최초 개인정보를 보유한 자 A가 가명 처리를 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고, B가 별도의 과학적 연구 등을 수행하지
않고 C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73)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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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8] 가명 처리 단계별 적용 원칙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2020. 8), p. 9.

가명 처리의 단계별 적용 원칙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의료기관 등의 내부에서 활용
할 때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처리 절차도 명시되어 있다. 내부 활용의 경우 담당
의료진이 활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데이터 담당 부서에 데이터 활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명·익명 처리 방법 및 활용 환경을 결정하고 가명·익명
처리를 한 후 가명·익명 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받고 나서 해당 의료진은 데이터를 제
공받고 의료기관 내에서 지정된 분석 환경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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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9] 가명정보 내부 활용을 위한 처리 및 활용 절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2020. 8), p. 22.

데이터 3자 제공도 이와 유사하게 심의위원회의 심의, 가명·익명 처리 방법 및 활용
환경 결정, 처리의 적정성 검토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6-50] 가명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처리 절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2020. 8),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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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와 데이터 처리 관련 해당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다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돌발 변수들이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의료 현
장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개정 의견들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바
탕으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이 모였을
때 성숙한 사회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향후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을 위해 한발 내디
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원격의료 정책 현황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의 의료인-의료인 간의 ICT 기
반 원격 의료자문(협진) 행위만을 원격의료로 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34조). 원격의
료와 관련하여 약 20년 동안 정책 추진 및 논의를 진행했으나 원격협진 이외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없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사회적 부담이나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큰 측면
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6-27> 원격의료 추진 현황
연도
2002년
2009년

내용
의료법 개정: 의료인-의료인 간만 허용
기재부,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 추진계획서
- 원격의료(u-health)를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 강국 도약

2010년

의료법 개정안(의사-환자 허용)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청와대, 창조경제의 하나로 ‘원격의료’ 제시
의료법 개정안(의사-환자 허용)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
의료법 개정안 재발의: 취약지, 만성·경증 질환 대상
원격의료를 스마트진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격오지에 한정하여 도입(법안 미발의)
강원도 규제특구에 처음 적용됐지만 국회 법안 심의는 진행되지 않음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진료 및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자료: 한겨레(2020. 5. 22.)274)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작성.

274) 한겨레(2020. 5. 22.). 「코로나에 원격의료 속도…기재부 “호흡기환자 비대면 진료 등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46012.html#csidx62bdaa4a357e28f996553fcf5624f05(
검색일: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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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전화 상담과 처방’의 행위
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6만 건의 전화 진료를 통해 원격의료의 가능성은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에 시행된 원격의료는 허용만 되었을 뿐 진료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
적인 기준이 대다수 수립되지 않은 채 다수의 책임을 의료진이 감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의료행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서 환자의 상태를 시진, 청진, 촉진 등의 방법
을 활용하여 진료를 하게 되며, 이러한 방법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사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진료의 의미에는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면하여 일련의 의
료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대면 진료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최연석, 2020, p. 118).
또한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 등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에서는 의사는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고, 제34조는 의사-의료인간의 원격의료를 예외
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은 의료법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추가된 규
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의료법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격의
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백경희･장연화, 2014, p. 467).
여기서 대면 진료가 ‘직접 진찰’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다소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 진찰에 ‘대면’ 진료를 포함하느냐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료법 제17조의2 의미에서 전화 진찰도 자신이 진찰한 또는 직접 진찰로
볼 수 있다.275) 이에 반하여 헌법재판소276)는 사전적 의미상 직접 진찰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인적ㆍ물적 매개물 없이 바로 연결되어 진찰한 대면 진료’를 의미하며,
‘대면하여 진료를 한’ 경우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김형선, 2020, p.
58).

275)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276)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0헌바8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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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8> 직접 진찰에 대한 문구 해석
구분

판결요지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
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
1388 판결.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
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
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o 심판대상 조문 :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

헌법재판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의료법

2012. 3. 29.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2010헌바83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양자를 모두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결국
규율하고 있다.

자료: 한겨레(2020. 5. 22.)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작성.

원격의료에서 중요한 원격 모니터링은 국내에서 의료법에 의한 금지 여부가 불분명
했으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기업인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사례를
통해 2020년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277)을 함으로써 향후
에는 실증특례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김지연,
2020, p. 25).

277) 기존에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의료법 제34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 ‘해당 규제 없음’으로 명확
히 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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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역 정책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대응 전략은 세 가지 모듈 즉, 방역,
의료 대응 및 생활방역 모듈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경우 비약물적 중재(NPIs,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인 방역 모듈과 백신이나 치료제를 포함한 의
료적인 중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의료 대응 모듈은 감염병 대응 전략의 전형적인 방
법이다. 세 번째 생활방역 모듈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국제적인 표준 개념으로 이와
같은 용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생활방역이란 감염병 유행 대응 방법 중 비약물적 중재
의 하나로서 일상생활과 방역을 병행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백신으로 적정 인구가 예방접종을 하고,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면 사회
경제적인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60~70%가 면역성을
가질 때까지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백신 개발 후 접종이 가능할 때까지 크고 작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를 비롯한 각국은 계속해서 NPI를 다양
하게 조합하여 방역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지역 간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말
미암아 NPI의 전반적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Harvard Global Health Institute,
Rockefeller Foundation, Covid Act Now, Covid-Local, CIDRAP 등에서 정책
담당자와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COVID Risk Level map and COVID
suppression guidance’에 의하면,278)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했
을 때 코로나19가 ‘억제’되었다고 추정한다. 소위 위험 수준이 ‘녹색’이 되면, 바이러
스 감시를 위해 진단검사를 통한 모니터링과 격리를 위한 밀접 접촉자의 추적, 환자
격리 정도의 방역 조치가 권고된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518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국내는 위험도를 계산하여 위험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역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방역 조치가
엄격할수록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희생한 채 달성되는 다른 한쪽의 성공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코로

278) Harvard Global Health Institute(2020.7.1), "Key Metrics for COVID Suppression",
https://bit.ly/3sCBpUl, (접속일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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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방역의 성공은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해하여 지속적으로 지침을 준수
할 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 스스로 주체가 되는 생활방역은 새로운 중재 방
법으로서 가치가 있다.
생활방역 용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쓰이기 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생
활방역이라는 용어를 언론 기사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데, 2020년 2월 서울 광
진구 시장에서 생활방역을 실시한다는 기사이다.279) 그 후 3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생활방역’의 개념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전
보다 조금 더 완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하자는 정부 브리핑의 메시지로
제시되었다. 생활방역 개념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적정 수준
으로 지속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distancing in daily
life)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2020년 5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
기’가 아닌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을 발표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란 국민의 일상생
활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면서 감염 예방 및 바이러스 차단 조치가 조화되도록 생활습
관과 사회구조를 바꾼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절충형 방역 혹은 방역 모듈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280)
생활방역의 기본 원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
입 차단, 생존 환경 제거, 몸 밖 배출 최소화, 전파 경로 차단을 위한 수칙을 알고 실천
함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5. 3., p. 1). 생활
방역 전략의 목표는 사회·경제생활과 방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한 조건은 ①하루 확진자 수 50명 내 유지, ②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 5%
아래로 유지, ③격리 환자 반 이하로 충분히 감소, 즉 발표 당시 약 5만 명 격리상황에
서 약 2만 5천 명 아래로 감소이다. 세부 지침도 제시되었는데, 업무 11개 분야, 일상
18개 분야, 여가 23개 분야 각각의 시설별, 상황별 지침이 정리되었고 개인방역(5대
핵심 수칙과 4개 보조 수칙)과 집단 방역(5대 핵심 수칙과 부처별 세부 시설 지침)
2개 영역으로 구성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5. 3., p. 1).
279) 광진닷컴(2020.02.05), 「버스, 택시, 대형마트, 시장 생활방역 실시」, http://www.gwangjin.com/17366 (접
속일: 2020.5.7.)
280) 질병관리본부(2020.05.05), 「Korean-English Glossary 50 for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https://bit.ly/3sx26Ka, (접속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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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9> 생활방역 세부 지침
구분

기본 수칙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개인 방역

거리 두기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②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집단 방역

③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보조 수칙
① 마스크 착용
② 환경 소독
③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④ 건강한 생활습관
① 원칙: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② 구성: 총 12개 부처, 31개 세부

④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지침(사업장, 대중교통, 음식점,

⑤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백화점)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5. 3.),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기반으로 연구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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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분야 미래상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
선호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로의 이행은 가속화하고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미래로 가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4개 분야의 7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6-51] 건강,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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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간 건강관리 사회를 위한 전 주기적 데이터 관리와 정보 주권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실
시간으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다양한 mHealth281) 기술과 웨어러블 건강기기, IoT(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 시나리오는 이제 곧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 건강기기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로 다음의 4가지 건강관리 분야에 대해 데
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다.
[그림 6-52] 웨어러블 건강기기의 4가지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

자료: Dias, and Paulo Silva Cunha(2018), p. 3 기반으로 연구진 재작성.

첫째, 활동(activity)은 개인의 평소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둘째, 예측
(prediction)은 평소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만성병 상태 또는 일어나지 않은 질병을
281) mHealth 또는 모바일헬스에 대한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1년 보고서 “mHealth: New horizons for health through mobile technologies”에서
mHealth를 ‘휴대전화, 환자 모니터링 기기, PDA, 또는 기타 무선통신기기를 통해 보조되는 보건의료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WHO Global Observatory for eHealth, 2011,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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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며, 셋째, 이상 감지(anomaly detection)는 평소와는 다른 이상 정보를 바탕
으로 건강 이상 징후 또는 질병을 감지하며, 넷째, 진단 보조(diagnose support)는
병원에서 환자의 질병 진단을 보조한다. 대부분의 웨어러블 기기는 생체신호(vital
sign) 정보를 중심으로 수집하는데, 이는 심전도(ECG), 심박수, 혈압, 호흡, 혈중산소
포화도, 체온 등이 해당하며 이뿐만 아니라 혈당, 피부 땀흘림 정도(skin perspiration)
등도 유용한 건강정보에 포함된다(Dias, and Paulo Silva Cunha, 2018). 또한 활동
량 및 동작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 건강관리 정보이기 때문에 웨어러
블 기기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Mohammed, and Tashev, 2017). 나아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 및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념인 ‘디지털 바이오마커(digital biomarker)’는 각종 디지털 기기를 통해 수
집되는 생체지표로, 기존 지표가 새로운 기기를 통해 수집되거나(웨어러블 기기를 통
해 수집되는 심전도) 또는 전혀 새로운 지표 개발(스마트폰 앱이나 게임을 통해 알츠
하이머병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지표 수집) 또한 가능하다(Coravos et al., 2019). 이
러한 건강관리 시스템 사회의 실현을 위해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전 주기적 관점의 접근
과 건강정보의 주권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시스템 구현을 위한 데이터 전 주기적 관점의 접근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에서 발생하는 이슈
를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의료의 영역과 함께 건강관리까지 포괄되기 때문에 범위
가 상당히 넓고 이에 따라 행위자도 다수가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면, 1, 2, 3차 의료
기관, 국내외 민간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기업 및 국내외 데이터 플랫폼 기업 등을
주요 행위자로 판단할 수 있다. 주체가 다양하게 구분되더라도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싱, 수집·집적, 분석 및 서비스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들이 모든 주체에게 해당된다. 물론 주체마다 특화된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생태계
참여자가 데이터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데이터 전
주기를 4단계 즉, 센싱, 수집·집적, 분석 및 서비스로 나누었고 각 단계별로 제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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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이슈와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센싱(sensing)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집되는 정보의 주체에 대한 인증(authentication) 및 검증(verification)의 필요성
이다. 사전에 등록된 정보 주체와 센서(디바이스)를 이용한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적 절차가 필요하다. 인증을 정상적으로 수행
한 경우라도, 실제 센서를 이용한 정보 수집의 대상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적, 행정적 절차 필요한데 예를 들면, 기존에 수집한 심박 패턴과 일치하는 않는
패턴이 수집된 경우, 기존의 인증 정보를 리셋한 후 재인증 절차를 진행하거나, 건강
관리 시스템 운영자가 방문하여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실제 정보 수집 대상이 되는
주체가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침습적(invasive) 방법 등을 사
용하여 수집되는 민감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주체의 유효한 동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침습형 BMI(Brain Machine Interface)와 같은 외과적 조치를 요구하
는 등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포함하는 단기, 장기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informed
consent).282) 수집하는 정보가 정확히 어떤 항목이며, 해당 항목별로 수집의 목적은
무엇이며, 누가 이에 접근할 수 있고, 언제·어떤 방식으로 파기되거나 정보 주체를 식
별하지 못하도록 처리되는지를 사전에 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확인하여야 한
다.283) 정보 주체가 제시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분명한 자기 의지로서
동의의 의사를 표현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284) 동의는 부작위나 추정에 의한 것이어
서는 안 되며 정보 주체가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으로 표한 적극적 행위로 확인되어야
한다.285) 마지막은 센싱 정보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 센싱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정보가 공유되
는 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통지(information
notice)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 통지에는 기술적, 법적 사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282)
283)
284)
285)

이러한 과정을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라고 함.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 동의(specific consent)라고 함.
unambiguous consent
active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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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열람, 정
정, 처리 정지, 이동, 내려받기, 파기 등)를 행사할 수 있는 채널에 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6-53]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의 정보 흐름

자료: 이진규(2020b), p. 2.

수집(Collection) 및 저장(Storage)은 4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 번
째는 수집 정보에 대한 보안성(Security) 확보의 필요성이다. 센싱 정보가 기기 내 저
장 공간 내지 원격지 서버로 전송되어 수집되는 과정에서 탈취, 위변조 등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보호 조치(technical security measures)를 적용해야 하다.
예를 들면, 기술적 보호 조치로는 데이터 암호화(encryption), 토큰화(tokenization),
난독화(obfuscation) 및 전송구간 보호(TLS, VPN, 전용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
한 수집을 통해 저장소에 저장된 정보가 무단으로 훼손되거나, 무결성(integrity)을 유
지하지 못하거나,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접근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적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 권한에 대한 정기적 감사,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자동 싱크(Sync) 설정 및 배치 프로세스 동작 여부 확인, 접근 이력의 별도 보
관286) 등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저장되는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별도의 데이터 저장소에 적시에 전송될 수 있는

286) WORM(Write Once, Read Many) 등과 같은 매체 사용.

560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싱크(sync)를 적용하고, 싱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기에 저장된 정보와 서버로 전송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술적으
로 검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SHA256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한 해시값(hash value)
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정보만 저장하고,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찾아 제거하
거나 재싱크(re-sync)를 시도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최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설계 오류로 인해 오래된 데이터가 먼저 반영(LIFO:
Last In, First Out)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명령어(DML: Data Manipulation Language) 입력에 대해서는 사
전 승인하거나 사후 검토하는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셋 사이의 적절한
사일로(silo, 분리) 형성의 필요성이다. 데이터에 대한 정상적인 접근 권한을 가진 사
람일지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데이터 구조에 적절한 ‘격벽’을
형성하여 ‘업무 필요성(need to know)’에 기반한 접근만 가능하도록 데이터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각 분리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부터 접근권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
근해야 한다. 또한,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접근이 제한된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베이스
일지라도 질의(SQL Query)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확보(retrieval)가 가
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적절한 접근 제어 설계가 필요하다. 분리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 정보 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떠한지, 발생이 예상되는 리스크를 어떻
게 대응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하는 ‘영향평가 내지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데이터 보유(data retention)에 대한 정책 수립이다.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할 것인지, 보관에 대한 법적, 정책
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정의해야 한다. 보유 기간이 경과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보관되어 처리되고 있거나,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287)되고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87) 데이터베이스에서 stand-alone table로 존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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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0>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주요 이슈
주제

주요 내용
정보 주체를 명확히 인식하여, 그의 정보만을 수집하는가?

센싱

침습적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명시적 동의를 받는가?
정보 주체가 수집되는 정보를 항시 인지할 수 있게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
는지 알리는가?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상기시키는가
수집을 위해 전송하거나, 수집된 정보는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하는가?
집적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었는가?

수집·집적

적절한 논리적, 물리적 분리(silo)를 형성하여 과도한 데이터 집적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예방하는가?
적절한 데이터 보유(data retention)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가?
‘need to know’ 원칙에 기반하여 최소 정보에 최소 인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정책을 구비하였는가?

분석

정보에 접근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정보처리자의 윤리적 데이터 취급을 확인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는가?
분석 데이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에서 제3자와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는가?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raw, filtered)를 직접 열람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통제권
을 행사할 수 있는 control porta을 제공하는가?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를 어뷰징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원칙이 적용되었는가?(예:
dark pattern 방지)
서비스 제공자가 상업적 목적을 공중보건 및 개인의 건강에 앞서 추구하지 않는지를 확인
할 사회적 감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자료: 이진규(2020b), p. 3.

분석(analysis)과 관련해서는 3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정보처리자의 데
이터 취급에 관한 기준의 수립이다. 정보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취급하도록 승인된 자
가 데이터를 취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분석 도구의 사용, 데이터의 취급, 정보
주체의 보호, 결과의 보고 및 발행 등)이 사전에 정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수립할 때 사전에 정의된 법적, 학술적, 실무적 기준을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
화하는 사회의 요구 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덕적, 윤리적 기준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윤리적 기준의 수립에 있어서는 지역적(국제적), 학제적 범주에 매몰되지 않아
야 하며, 반드시 데이터 처리의 결과로 인해 영향받는 정보 주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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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데이터 처리에 있어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부터 데이터 확보, 분석 및 검토 등 가설 검증의 절차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 데이터 처리에 있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론이나 학
계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의 사용에 대한 비판적 질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강건함(robustness)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과학적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 도구가 사용되어야 하며, 분석의 편의성 등을 이
유로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도전에 제기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한 평가 및 사용 가능한 분석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내부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연구 계획 및 승인된
연구에 대해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조사, 감독의 대상이 되는 범주의
연구인지에 대한 리뷰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
터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범위를 통제해야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분석
도구(애플리케이션)에 로딩되거나, 저장되는 상황에서 해당 분석 도구에 접근할 수 있
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전에 정의된 데이터 분석 목적
보다 더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하여 데이터 처리의 목적을 벗어난 방식이나 수집 당시
와 다른 목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거나,
공개를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 공개 시점 및 방식 등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이 확보되
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 결과를 제3자와 공유할 때의 유의 사항(NDA 체결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단계들을 거쳐 건강관리 시스템 서비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3가지 사항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통제권 행사를 위한 ‘통제 포털
(control portal)’ 제공의 필요성이다. 정보 통지(information notice)에서 안내하는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행사를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통제 포털’이 건강관리 시
스템의 주요 요소의 하나로 시스템 구상 단계부터 반영288)되어야 한다. 통제 포털은
서비스 기능의 변경 및 개선과 맞물려 함께 변경되고 개선되어야 하고 통제 포털을

288) 이와 같이 시스템 구성 초기 단계부터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보호 및 권리 행사를 고려하는 방법론을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Default(DPbDD)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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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통제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는 그 유형과 사유를 구체적으
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견을 접수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는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 수집을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적용의 필요
성이다. 데이터 과도 수집의 유혹을 서비스에 반영하여 소위 ‘다크 패턴(dark
pattern)’289)과 같은 비윤리적 방식을 적용하여 정보 주체로 하여금 데이터 제공을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와의 의사소통 채널 확보이다. 건강관리 시
스템 제공자가 공중보건이나 개인의 건강 등의 가치에 우선하여 상업적 가치를 지나
치게 추구하여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
록 꾸준한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한
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해 외부 독립적 감사인의 검증290)을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한다.

2) 개인의 정보 주권 강화와 건강 감시 경계
개인의 건강정보 주권 강화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건강정보 소유권에 대한 논의
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건강정보 소유권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장
이 있는데,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한다는 주장, 건강정보는
공공 데이터라는 주장, 그리고 건강정보 소유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며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첫째, 개인의 건강정보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
는 개인이 건강정보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이점이 많음을 내세워 개인이 자신
의 건강정보를 팔거나 정보 처리를 위해 사용을 허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더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지식이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Hall and Schulman,
2009). 한편, 건강정보는 공공 정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비식별된 건강정보는 정부
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강정보를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저해하므로 건강정보를 비식별화하여

289) 다크패턴은 정보 주체로 하여금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UI/UX를 조작하여 데이터 수집에 더 많이 동의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제공하도록 ‘너지(nudge)’하는 활동임.
290) 데이터,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 연구 등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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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공중보건과 보건의료 연구를 위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Rodwin, 2009). 마지막으로, 처리나 분석하기 전의 건강정보 자체는 유용한 데이
터가 아니므로 건강정보 자체에 대한 소유권 논의는 실질적 가치나 의미가 없으며,
건강정보는 개인의 건강 또는 주권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소유
권’을 논의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Evans, 2011, p.
75). 이러한 논의는 개인이 정보를 소유하면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만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며, 또한 ‘소유권’ 보장의 개념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면 충분히 건강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개인이 건강정보를 소유하더라도 충분히 공공 목적의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Chu, 2015. 2. 2.). 또한 데이터는 사물과는 다르게 무한성
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
한 맥락에서 Leonard Kish와 Eric Topol이 제안한 올바른 건강정보 소유권 보장을
위한 7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Kish and Topol, 2015). 위의 조건을 따른
다면 개인의 건강정보 주권이 충분히 보장되면서 법적으로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소유권의 개념을 생성하거나 별도의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
로 보인다.
<표 6-31> 올바른 건강정보 소유권 보장을 위한 7가지 조건
첫째, 정보 소유권자에게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할 것
둘째, 정보 생성자가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셋째, 정보의 정확성이 보장될 것
넷째,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것
다섯째, 정보 보안이 보장될 것
여섯째, 제3자로부터 독립적일 것
일곱째, 정보 출처에 대한 사항이 명확할 것.
자료: Kish and Topol(2015), p. 923.

개인의 건강정보 주권 강화는 단순히 당위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실시
간 건강 ‘관리’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건강정보 수집 및 분석이 정부 또는 기업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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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정보에 대한 개인의 주권이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주로 “surveillance creep” 또는 “function creep”이라는 개념으로 표현
되는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기술 또는 정보 수집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서
어느새 ‘감시’가 되어 버리는 개념이다(Koops, 2021).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
링하며 여행 등 이동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를 국민들
의 건강관리 도구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시스템이 감시의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Zhong, 2020. 5. 26.). 또한, 구글(Google)은 자회사인 베릴
리(Verily)를 통해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한 무료 스크리닝 서비스를 제공
하는 대신에 소비자의 건강정보를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정보와 서비스
독과점을 통해 거대 테크(tech) 기업이 개인의 건강을 감시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
다(Faine Greenwood, 2020. 3. 30.).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많은 건강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지고, 정보 수집이 일상화되어 가는 가운데 건강관리가 건강 감시로 악
용되는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건강정보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확산에 대한 기대와 함께 ‘디지털화된 개인’, 즉 웨어러블
건강기기와 각종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건강관리에 힘쓰는 사람은 능동적이
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Lupton, 2013, p. 266). 그러
나 개인의 모든 건강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기 시작하면서 개인도 IoT 중 하나의 ‘사
물(thing)’에 불과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개인의 건강정보 주권에 대한 보호
없이 무분별하게 건강정보가 관리라는 명목하에 수집되기 시작하면 이는 건강감시로
이어지기 쉬우며, 특히 이는 사회의 취약계층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며 차별 등의 사
회 부조리를 더 악화시킬 우려 또한 크다. 안전한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실현 사회
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이를 보장하
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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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의료 구현을 위한 기술 고도화
원격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안전한 광대역 인터넷 연결이다. 인터넷 연결의
양과 속도에 따라 비디오 품질과 데이터 전송의 양과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광대역 연결이 약 50~100Mbps(메가비트/초) 이상은 되어야 한다.291)
<표 6-32>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따른 권장 대역폭
구분

주요 활동 및 권장 대역폭
연습 관리 기능, 이메일 및 웹 브라우징 지원
전자 건강 기록(EHR) 및 고품질 비디오 상담을 동시에 사용

단일 의사 진료

비실시간 이미지 다운로드 가능
원격 모니터링 가능
▷ 권장 대역폭: 초당 4Mbps
연습 관리 기능, 이메일 및 웹 브라우징 지원
EHR 및 고품질 비디오 상담을 동시에 사용

소규모 의사 진료
(의사 2~4명)

비실시간 이미지 다운로드 가능
원격 모니터링 가능
HD 비디오 상담 사용 가능
▷ 권장 대역폭: 초당 10Mbps
병원 관리 기능, 이메일 및 웹 브라우징 지원
EHR 및 고품질 비디오 상담을 동시에 사용

병원

실시간 이미지 전송 가능
지속적인 원격 모니터링 가능
HD 비디오 상담 사용 가능
▷ 권장 대역폭: 초당 100Mbps
병원 관리 기능, 이메일 및 웹 브라우징 지원
EHR 및 고품질 비디오 상담을 동시에 사용

대형의료센터

실시간 이미지 전송 가능
지속적인 원격 모니터링 가능
HD 비디오 상담 사용 가능
▷ 권장 대역폭: 초당 1000Mbps

추가 고려 사항

사용자 수, 사용자 위치, 실시간 거래, 하드웨어, 저장 기술

자료: 국가의료정보조정국(healthIT) 홈페이지, https://bit.ly/34hrjyj(검색일, 2020. 10. 21.)

291) AAAI, https://bit.ly/3oh88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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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ICT 인프라와 관련된 네트워크 정보 격차(Digital Divide) 해소, 5G, 광인
프라 보급률 등 OECD, ITU, WEF와 같은 기관에서 측정하는 국가별 ICT 분야 평가
지수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안호찬, 2019, p.5).
<표 6-33> 한국의 ICT 인프라 평가 요약
기관
OECD

구분

순위

비고

광케이블 보급률

1위

78.46%

농어촌 인터넷 접속률

2위

-

Akamai

인터넷 접속 속도

1위

28.6Mbps

ITU

2018 ICT 발전지수(Development Index)

2위

8.85점

국가경쟁력 평가

15위

-

- ICT 보급(Adoption) 부문

1위

91.3점

ADL

5G 상용화 보고서

1위

리더 국가

ITU

The state of Broadband

-

ICT 인프라 우수 국가

KTOA

국내외 LTE 속도 비교

-

150.68Mbps

WEF

자료: 안호찬(2019), p. 5.

[그림 6-54] OECD 고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100명당), 2019년

자료: OECD, Broadband Portal, www.oecd.org/sti/broadband/oecdbroadbandportal.htm(검색일: 2020. 10. 22.)

국내 ICT 기반이 OECD 평균보다 상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원격의료 구현에 필
요한 평균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원격의료는 격오지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곳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우

568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선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ICT 기반도 전국 평균 이하일
확률이 높다. 원격의료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섬, 시골,
지방 등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원격의료에서는 의료기관의 규모나 사용자 수 이외에도 진료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의료 분야 중 영상의학과(radiology)의 원격의료 활용이 가장 활발하고, 피부과, 심장
내과 등 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도 필요한
기술 수준은 다를 것이다(김지연, 2020, p. 9).

<표 6-34> 의료 분야에 따른 원격의료 특징과 활용 가능성
분야

특징

영상의학과

이미지와 비디오 중심 의료 데이터로, 이미 디지털화된 자료와 PACS

(Radiology)

시스템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가능

피부과
(Dermatology)
심장내과
(Cardiology)
안과
(Ophthalmology)
정신과
(Psychiatry)
병리학
(Pathology)
중환자실
(Intensive Care)
응급의학
(Emergency Care)
소아과
(Pediatrics)
외과 (Surgery)
신경과
(Neurology)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격진료 가능
원격심전도(tele-ECG), 원격청진기 등을 통해 원격진료가 가능하며,
급성심근경색에 빠르게 대처 가능
각막현미경과 검안경(ophthalmoscope) 등을 통해 얻어야 하는
진료용 이미지를 휴대폰에 특수장치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진료 가능

활용가능성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높음

화상 진료와 상담치료를 통한 원격의료 가능

높음

특수 현미경을 통해 원격으로 샘플 슬라이드 조작 가능

보통

Tele-ICU를 통해 중증환자전문의(Intensive Care Specialist)가
부족한 병원에서 중증환자 전문팀과 원격협진 가능

보통

응급상황 초기 대응 및 진찰과 처치 가능

보통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가 가능

보통

원격수술과 수술 후 원격관리 가능

낮음

일부 증상 원격모니터링 가능

낮음

자료: 김지연(2020), p. 10을 기반으로 연구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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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영상의학과와 피부과는 환자의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해서 진단을 내리
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육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이미지 데이터가 선명해야 원격
의료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통해서도 대면진료와 상당히 일치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오진(誤診)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선명도가 높은
비디오 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술 수준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 한다(김종엽·이관익, 2020).
[그림 6-55] 비대면 진료 환경에서 동일한 부위를 촬영한 2개의 영상

주: (A) 원격진료 환경을 고려한 다기능 카메라로 촬영한 환자의 외이도 사진. (B) 일반 카메라로 동일 부위를 촬영한 사진.
자료: 김종엽·이관익(2020), p. 223.

다. 뉴노멀 시대 일상적 방역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방역 전략 수립
생활방역의 실행 방법은 구체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발생 상황이 다양하여 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할 만큼 세부적인 지침이 있지도 않다.
지침의 해석이나 존재 여부와 별개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시민들이 스스로
행동 양식을 바꾸고 개인위생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또 비슷한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감염
의 위험도는 다르다. 예를 들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비말 전파인지 공기 전파인지 과학
적 증거로 정리되지 않았다. 즉 공기 전파의 경우, 환기율을 높이면 장거리 공기 전파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침방울로 인한 위험을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WHO, 200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은 이렇게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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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따른 원리의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체계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하
다. 현재까지는 지자체나 소속된 공공기관의 모니터링에 국한되어 있지만, 개인 스스
로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자동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장 검증이 필요하
므로 공공기관의 모니터링은 지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감염병 위험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역과 관계 없이, 특정 장소에 편향되지 않게, 공중보건과 재난
에 취약한 계층이 배제되지 않는 기준을 통해 정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측정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모니터링되도록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려면 기술도입 전에 생
활방역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블루투스 앱을 활용하려는 계획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이유도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역학적인 유용성의 부족 때문이었다(박미정, 2020a).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면서 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두 가
지 목표를 가진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
2019년 4월에 WHO가 발표한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디지털 중재에 관한
권고사항292)’에서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중재에 대한 증거를 찾을 경우 그 방
법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다(WHO, 2019b). 핵심 내용은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민감한 보건의료 주제에 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신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보건의료 종사자와 개인에게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보장하고 인프라의 한계를 고려하며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의 특징은 병원과 요양시설을 별개로 한다면,
종교시설 및 종교모임, 콜센터나 택배회사와 같은 거리 두기가 어려운 작업장, 클럽과
같이 환기가 안 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유흥시설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점이다.
이러한 역학적 특징과 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모니터링 도구와 수집할 데이터세트를
하나씩 정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92) 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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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재정 시스템 개편으로 실효성 확보
1) 건강관리의 일상화를 위한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과 원격의료가 구현되는 사회를 이룩하려면 의료 체계에서
예방관리 및 경증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중증질환 이행 및 재발 방지에 힘을 기울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 체계의 문제점인 의원과 병원의 역할에 대한 고
민과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내 의료공급 및 의료이용체계를 포함한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오영호, 2019, p.
249). 의료이용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건강보험 급여를 2단계로 구분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서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검진 결과서나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의료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정부에서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률의 진료비 차등제도293) 및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규정이 있지만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국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의료기관 종별 기능 또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역할과 기능이 모호
한 의료전달체계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과 의료기관 종별 경쟁구도
가 계속 심화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환자들은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별다른 제약 없이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일차의료기관보다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하여 원하는 의료 서비
스를 한곳에서 모두 받기를 원한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
고 있다(의료정책연구소, 2020, p. 74). 이는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진료 대기 시간의 증가로 중증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들이 적정 치료 시점에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293)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의원급 15%, 병원급 20%, 종합병원급 25% 및 상급종합병원급 30%로 책정함.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30%, 병원급 35~40%, 종합병원급 45~50%, 및 상급종합병원급 60%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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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의 점유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6.1%p
감소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증가폭이
3.1%p로 가장 컸다.

<표 6-35> 의료기관 종류별 진료비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조 원, %)

2008
구분
상급종합병원(42개)
종합병원(311개)
일반병원(1,465개)
의원(31,718개)

진료비
(조 원)
5.5
5.5
3.0
8.3

2018

점유율(%)
24.6
24.6
13.4
37.5

진료비
(조원)
13.5
12.9
6.9
15.3

점유율 증가

점유율(%)

(08→18 증감)

27.7
26.6
14.2
31.4

(3.1%p)
(2.0%p)
(0.8%p)
(-6.1%p)

자료: 보건복지부(2019. 9), p. 3.

의료기관 종별 경쟁구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병상 수, 의료장비의 과도
한 투자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 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양극
화를 야기하고 있다. 주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자원(의료시설과 인력, 장비
등)이 편중되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무엇보다 지역 내 중소병원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의료정책연구소, 2020, p. 75).
건강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1차 의료기관의 활
성화이다. 의료기관의 종별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환자가 적절한 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조기 진단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
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정립되고 건강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경증질환자의 진료 의뢰와 병원급으로 의뢰된 중증질환자의 치료 종료 후 회송
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진료 의뢰-회송 이후 환자 결과 등에 관한 모니터
링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장영식, 2020). 이를 위해서는 전자적 진료
정보 교류에 지금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구조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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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 정보 교류에 수가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환자 의뢰 시 병원 간 진료 내역 및 영상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여
중복적인 검사와 촬영을 줄이고 환자의 CD 발급 신청 등 관련 비용도 절감하고자 한
다(보건복지부, 2019. 9, p. 15). 이러한 사업의 경우 사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실
제 진료 의뢰-회송 단계에서 어떤 정보들이 잘 전달되는지 혹은 주로 누락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진료과 특성상 진료 정보 전달이 용이할 수도 있고 그
렇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료 정보에 대한 의료수가 고려와 함께 실제 사업 수행
시 세부적인 작동 기제,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데이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건전한 재정 시스템 개편으로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건강한 미래가 실현되려면 ICT 기반 기술 고도화를 근간으로 개인에게 보다 맞춤
화되면서도 주기적으로 올 수 있는 감염병 등의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
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재정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 의료비는 1980년 1조 4천억 원에서 2018년에 143조 원으로 약 30년 동
안 100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0년 78조 3천억 원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하였으
며 GDP 대비 의료비 추이도 2010년 5.9%에서 2019년 8.0%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94)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적자도 심각한 문제이다. 건강보험료 수입
보다 의료비 지출의 증가 추세가 더 빨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2030년에 5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오영호, 2019, p. 250).

294) 국가통계포털, https://bit.ly/3mATt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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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6>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의료비

78.3

83.5

88.3

93.8

101.2

110.3

120.4

130.5

143.2

GDP 대비

5.9

6

6.1

6.2

6.5

6.7

6.9

7.1

7.5

정부,
의무가입제도

47.7

50.1

52.2

55.4

59.6

65

71.1

77.5

85.8

(구성비, %)

60.9

60

59.1

59.1

58.9

58.9

59

59.4

59.9

민간의료비

30.6

33.4

36.1

38.3

41.6

45.3

49.3

52.9

57.4

(구성비, %)

39.1

40

40.9

40.9

41.1

41.1

41

40.6

40.1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검색일(2020. 10. 29.)

재정 적자의 심화가 예상되지만 국내 건강보험료율은 6.24%로 주요국들에 비해 낮
고, 경상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 기준 59.8%로 OECD
평균인 73.8%에 미치지 못한다.295) 또한 국내 의료수가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평
가받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비교296)해도 건강보험 수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의료정
책연구소, 2020, p. 78). 따라서 국민이 희망하는 건강한 미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적정 수가와 의료비 지출 구조 등을 개편하고 건강보
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충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마. 소결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당연시 여기고 있던 일상도 조금씩 변화하는 변곡점
을 맞이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 마스크, 손 소독 등 위생문제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케어의 중요성도 부각되는 등 특히 건강
분야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가 가져올 경제적 위협과

295) OECD Health Statistics 2019, OECD 평균은 2018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96) 국내 의원 초진 진찰료, 일본의 64%, 프랑스의 55%, 캐나다의 29%, 미국의 1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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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모의 경기 후퇴를 우려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WEF)은 ‘코로나 이후의 리스
크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글로벌 위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긴급히 마련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 위협으로 새롭게 나타난 건강의식과 니즈에
대응하여 팬데믹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한 미래예측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명과도 직결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분야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리
스크에 대한 대비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의료 시스템 등에서의
대응 부담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대적으로 확대돼
야 할 필요성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건강 분야의 미래 이슈를 탐색하기
위해 일반 시민 워크숍을 통해 미래사건을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선
호하는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 방안이 필요한지 분석하였다. 미래연구는 이
후에 수반되는 정책연구의 길잡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던져진 많은 질문
에 대해서는 이후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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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미래연구 지식기반 구축 및 성과확산
제1절 미래이슈탐색 시스템(Shaping Tomorrow)
1.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STEPI는 2016년부터 보다 다양한 미래연구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미래예측 분석 프로그램인 ‘Shaping Tomorrow’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7-1] STEPI 미래연구의 Shaping Tomorrow 활용 홈페이지

자료: https://stepi.shapingtomorrow.com/home(검색일: 2020. 11. 5.)

Shaping Tomorrow는 최초의 AI 기반 미래 전략 예측을 위한 디지털 컨설팅 프
로그램으로서 인공지능 아테나(Athena)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The Silicon
Review, 2018). 2013년 9월에 도입된 아테나는 매일 5만 건 이상의 최신 문건을 업
데이트하며 정보를 분류하고 시각화하는 작업까지 가능하다.297) 또한 사용자가 간단
한 키워드 입력을 설정하면,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엑셀
및 다양한 텍스트 형태의 1차 취합·정제 자료를 제공한다. 즉, Shaping Tomorrow
의 미래이슈 탐색 시스템은 사용자가 찾고자하는 키워드 이슈와 관련한 미래연구 트

297) Shaping Tomorrow 소개 브로셔(2020), https://bit.ly/3p4ZjX5(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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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기능한다(The Silicon Review,
2018).

2. 주요 활용 내용
1) 스캔(Scan)298): 미래 트렌드 탐색
‘스캔’은 미래의 트렌드가 될 만한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분석 결과는 X축을 임계점(Tipping Point), Y축을 강도(Intensity)로 두고 미래사건
의 영향력과 도래 시기를 예측하는 표준 접근법(Standard Approach)을 활용하고 있
다(최병삼 외, 2019). 또한 색깔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업데이트될수록 붉은색
으로 표시하여, 화제성 또는 회자되는 정도를 표시하고 있다.
[그림 7-2] Shaping Tomorrow 스캔 예시

자료: Shaping Tomorrow, https://stepi.shapingtomorrow.com/challenges/list/22(검색일: 2020. 11. 5.)

298) 2020년 10월, 기존에 ‘Challenges’를 ‘Scans’로 변경, https://stepi.shapingtomorrow.com/webtext/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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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성격을 지닌 메가트렌드 외에 동인(Drivers), SDG, 사회(Social), 직업
(Jobs), 분야(Sector), 기술(Technologies),299) G20, 생존(Existential) 항목을 스캔
할 경우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9개 항목의 스캔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7-1>과 같다.

<표 7-1> Shaping Tomorrow 스캔 분석 결과
항목명
Megatrends

의미

키워드 예시

관련 내용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

헬스케어 시장에서 AI의 가치는 2030년까지 세계 GDP에

개발 동력

(Health Care)

최대 미화 15조 7천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

Drivers

변화 동력

SDG

유엔 SDG

Social

사회적 이슈

인간 증강(Human 인공지능, 가상현실과 같은 신기술은 2023년까지 장애인
Augmentation)

고용을 3배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제로 헝거

2020년 말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굶주림으로 매일 약

(Zero Hunger)

1만 2,0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

알파 세대
(A Generation)

전 세계 인구 중 약 20억 명이 알파 세대에 속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며, 개발도상국에 거주할수록 더욱 뚜렷한
세대 차이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

새로운 고용

데이터 과학자

링크드인에 따르면 데이터 과학은 2026년까지

동향

(Data Scientist)

1,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Sectors

분야(산업)

제조업

IMF는 2021년 세계 GDP가 5.4% 성장할 것으로 예상

Technologies

기술 동향

Jobs

G20

Existential

국가별 동향
전 세계적
재난

동력형 외골격
(Exoskeleton)
미국(U.S.)

ABI 리서치의 최신 상업용 및 산업용 로봇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엑소스켈레톤(Exoskeleton) 시장의 가치가
2030년에는 6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2024년에 인간을 달에 정주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

유전자 조작

나노 입자 용액을 함유한 새로운 유형의 안약 ‘나노

(Genetic

드롭스’는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승인될 경우

Modification)

안경이 필요 없는 세상을 불러올 수도 있음

자료: https://stepi.shapingtomorrow.com(검색일: 2020. 11. 6.) 내용을 편집하여 연구진 작성.

이러한 결과값에 대해 Shaping Tomorrow 측은 미래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가
늠자 정도로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300) Shaping Tomorrow와 협업하는 약 4,000
299) 2020년 4월, 기존 여덟 개 항목에 더해 기술(Technologies) 항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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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미래예측 관련 전문 인력이 꾸준히 검토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업데이
트되는 온라인 자료의 내용에 따라 각 키워드의 강도나 시점이 변동되기도 하고 심지
어 키워드 자체가 다른 키워드로 아예 대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301)
스캔 기능은 미래의 추세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아테나가 미
리 설정해 놓은 정보 위주로 살펴봐야 하는 한계가 있으나 키워드 검색을 활용한 기능
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2) 키워드 검색을 통한 문헌 자료 분석
Shaping Tomorrow의 사용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특정 주제 관련 자료를 찾고 싶
다면, 키워드 검색을 통한 기능을 활용하여 Shaping Tomorrow의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Health care)와 복지(Wellbeing), 유전자 변형(Genetic
modification)을 기술한 문헌에 대해 검색하면 [그림 7-3]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그림 7-3] Shaping Tomorrow를 활용한 문헌 분석 결과 예시

자료: https://stepi.shapingtomorrow.com(검색일: 2020. 3. 25.) 내용을 편집하여 연구진 작성.

300) Shaping Tomorrow scan기능 더 알아보기(Learn more) 페이지 참조, https://bit.ly/38grEnf(검색일: 2020.
11. 5.)
301) Shaping Tomorrow 소개 브로셔(2020), https://bit.ly/3p4ZjX5(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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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리스트의 정렬 기준은 상자로 표시해 놓은 것과 같이 검색된 문건의 내용과 키워
드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표시한 강도(intensity)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뜻에
따라 주제(Topic), 연도(Year), 분야(Sector), 지역(Region), PESTLE, 국가(Country),
SWOT을 정렬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도는 해당 문건이 예측하는 사건 발생 시점이며, 지역은 대륙을 가리키고,
PESTLE(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규, 환경 등)은 해당 문건의 거시 환경 분석 관점에서
어떤 성격에 해당하는지 보여 준다. 문헌의 성격은 세계은행(World Bank), OECD,
IMF 등의 국제기구 보고서는 물론 각종 미래예측 기관의 리포트와 언론 기사 그리고
영향력이 높은 SNS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포함하고 있다.

3) 데이터 시각화 기능
미래연구에서는 데이터를 그림, 지도 또는 그래프로 만드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방대한 양의 내용을 글자로만 접했을 때는 자칫 묻힐 수 있는 사실이 시각화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직관과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미래연구의 특성상 시각화된 자료는
시나리오와 전략의 수립 가능성을 높여 준다(최병삼 외, 2019, p. 116).
이때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료의 성격에
따라 최상의 구현 방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Shaping Tomorrow는 지도, 워
드 클라우드, 파이 차트 등 총 16개의 시각화 방식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 예측 및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302)

<표 7-2> Shaping Tomorrow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시각화 방식

명칭

내용

Map

연관 키워드를 네트워크 분석물 형태로 제공

302) Shaping Tomorrow 홈페이지, https://stepi.shapingtomorrow.com/item/visual?mitsu=*(검색일: 2020. 11. 5.)

제7장 미래연구 지식기반 구축 및 성과확산 581

시각화 방식

명칭

Cloud

내용

중요한 단어일수록 잘 보일 수 있도록 크고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하여 관련 키워드를 배치

Geo-

- 변화의 정도 및 빠르기를 색깔로 구분하여 해당

graphies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음

Sources

- 실시간 기준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키워드를
목록으로 만들어 그 리스트를 제공

IT, 농업, 보건, 금융, 제약, 미디어 등 14개
Radar

산업 분야와 정부(Government)를 포함하여
총 15개 요소 중 어떤 분야가 미래에 주력 분야가
될지를 30점 척도의 방사형 그래프에 표시하여 제공

Graph-it

Trend
Wave

강도와 영향력을 고려한 다이내믹한 그래프를 보여 줌

타임라인을 따라 트렌드 추세를 보여 주며,
영향력이 높은 주제는 붉은색이고, 푸른색은
낮은 주제를 나타냄

Pies

토픽별 구성 비율 정보 시각화

대시보드

종합적인 시각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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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방식

명칭

내용

SWOT

이슈 관련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정보 시각화

Heatmap

주제 지역 및 PESTLE(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규,
환경 등)에 따라 교차분석 가능

Y-o-Y

전년 대비 증감률(Year-over-year) 자료의 시각화

Global

글로벌 감정 분석을 보여 줌

Sentiment

키워드에 대한 긍정·부정 정도를 시각화하여 제공

Timeline

월별 감정 정보를 제공

자료: 최병삼 외(2019), pp. 116~118.

위에서 살펴본 미래 이슈 탐색 시스템으로서의 Shaping Tomorrow가 가진 다양
한 예측·분석 기능을 토대로, 올해의 미래연구사업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분야
별 중점 키워드 도출 과정에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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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래연구 지식의 사회적 확산
1. 미래연구 전문지 『Future Horizon+』 발간
가. 발간 개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정보와 지식의 동향을 보다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 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서 에너지 위기, 기후 변화 가속화, 식량 문제 등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
라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가·정부로 하여금 미래를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그 대
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당위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STEPI에서는 이러한 불확실
한 미래사회의 변화 전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미래 과학기술을 전망하
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찍이 미래연구 전문계간
지 『Future Horizon』을 창간한 바 있으며(2009년 6월), 연 4회의 계간지로 발행해
왔다. 이후 2019년부터 미래연구 외에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면서 ‘Future Horizon+’
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2019년 Future Horizon+ 40호부터 미래연구 부문과
과학기술혁신정책 부문을 주요 콘텐츠로 담아 오고 있다.
<표 7-3> Future Horizon+의 구성
구성
미래연구 포커스
미래연구 인사이트
과학기술정책 포커스

내 용
미래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수록
미래 이슈에 대하여 연구·정부·사회 차원에서 변화 필요성 및 그 방향 통찰
미래를 선도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

자료: 저자 작성.

Future Horizon+의 구성은 <표 7-3>과 같으며, 시의적절한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올해 Future Horizon+는 48호까
지 간행되어 청와대와 국회, 각 부처 및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도서관, 공공연구
소, 대학 및 주요 교육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언론·시민단체 등 1,000여 곳에 배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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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uture Horizon+는 미래에 대한 선제적 어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뿐만 아
니라 비전문가 역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미래 관련 정보를 소통하
고 확산하는 매개체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2020년 Future Horizon+
Future Horizon+은 올해 44호부터 48호까지 발간되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
민을 담은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COVID-19 대유행(pandemic)에 집중하고자 하였
다. 물론 그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미래 위험에 대하여
입체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대유행 역시 미래 위험 중 하나로 볼
만하다. 2020년 Future Horizon+ 주제는 <표 7-4>와 같다.
<표 7-4> 2020년 Future Horizon+ ‘미래연구 포커스’ 주제
Vol.

미래연구 포커스

44

감염병과 인류의 미래

주 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류는 과거에 어떠했는지, 현재는
어떠한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그러한
미래에 인류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지 논의

45

미래 위험의 예측과 대응,
시스템 진화를 위하여

미래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그
대응에 있어 중요함을 논하고 그에 따른 대응 자세를 고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새로운 표
준(뉴노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10년 이

46

Ⅰ

상의 중장기 관점에서 정치·경제·사회·환경 등(STEEP) 부문별
핵심 이슈를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직면할 도
전과 기회 요소에 대해 논의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 전망
47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구조 전환이 예상되는 핵심 분야(교육,
Ⅱ

의료, 에너지, 물류, 디지털, 건강, 관광, 이동 등)에 초점을 맞
추어, 우리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나타나게 될 변화 동인의

48
자료: 연구진 작성.

Ⅲ

기회와 도전 요소를 탐색하고, 미래지향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
의를 전개

제7장 미래연구 지식기반 구축 및 성과확산 585

1) Future Horizon+ 44호
□ 미래연구 포커스: 감염병과 인류의 미래
코로나19가 출현하여 유엔이 이를 대유행이라 선언하기 전, Future Horizon+ 44
호에서는 감염병이 인류의 미래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감염
병이라는 위험 앞에서 인류는 어떠한 길을 걸어 왔는지 그 계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하여 어떠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지, 사스(중증급성호흡
기증후군) 사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경험한 현장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야기를 풀어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
부 예산의 변화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사회의
이면에는 어떠한 모습이 존재하는지 행동 면역 체계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림 7-4] Future Horizon+ 44호 표지 및 미래연구 포커스 목차

<미래연구 포커스> 감염병과 인류의 미래
․ 감염병과의 전쟁, 어디까지 왔나?
․ 현실이 된 X이벤트(한국 사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나리오)
․ 신종 감염병에 대한 안전관리, 어떻게 달라졌을까?
․ 예산으로 본 신종 감염병 대응 현황
․ 감염병 대응의 그림자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a), Future Horizon+ 44호 표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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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uture Horizon+ 45호
□ 미래연구 포커스: 미래위험의 예측과 대응, 시스템 진화를 위하여
코로나19 대유행이 선언되면서 그와 같은 ‘와일드카드(extreme shock)’가 상시적
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Future Horizon+ 45호에
서는 미래 위험이 상시화하고 있는 오늘날 이를 어떻게 예측·대응하며, 이를 위해 사회
적 측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 고민하고자 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
에 관심을 갖고자 한 것이다. 먼저, 미래 위험이 상시화하는 오늘날, 시민의 위험 인식
이 이에 대응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민의 ‘미래문해력’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한편, 위험 인식 등과 같은 시민의 역량은 정부의 소통 방식
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등을 이번 대유행을 하나의 사례로 들어 고찰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어제와 오늘에서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해 보기도 하였다.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도 ‘리질리언스(회복력)’
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7-5] Future Horizon+ 45호 표지 및 미래연구 포커스 목차
<미래연구 포커스>
미래위험의 예측과 대응, 시스템 진화를 위하여

․ 와일드카드의 일상화: 미래 재난 대비와 대응:
무엇이 필요한가?
․ 미래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인문사회적 상상력의
필요성: 코로나 팬데믹과 미래문해력을 중심으로
․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기술 예측의 방향
․ 상시적 미래 충격에 대응한 기민(agile)하고
유연한(flexible) 정부 모색
․ 미래 위험을 둘러싼 위험 인식과 대국민 소통
: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 회복력 중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b), Future Horizon+ 45호 표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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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uture Horizon+ 46호
□ 미래연구 포커스: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 전망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도 반 년이 지났다. 원격근무, 원격강의 등으로 우리의
삶 역시 이에 적응하고 있다. 코로나19는 ‘표준(normal)’을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다시 정의하게 만들었다. Future Horizon+ 46호에서는 코로나19가
만들어 준 새로운 표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의 측면에서 고민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과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
대의 공간, 이동, 먹거리, 건강 분야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
을 진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번 대유행(pandemic)
을 세계대전과 같은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기회로 삼아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여야 함을 논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낳은 ‘언택트(untact)’ 트렌드가 노
동자 계급을 새로이 나눌 것이며 그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할 수도 있음을 논하였다.
그 밖에, 세계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의 미
래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그림 7-6] Future Horizon+ 46호 표지 및 미래연구 포커스 목차
<미래연구 포커스>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 전망

․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사회 변화
․ COVID-19의 경제적 영향: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한국에의 시사점
․ 코로나가 촉발한 언택트 소비 트렌드와 미래 전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후 변화 대응과 한국판
그린 뉴딜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c), Future Horizon+ 46호 표지 이미지.

588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4) Future Horizon+ 47·48호
□ 미래연구 포커스: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 전망 Ⅱ·Ⅲ
Future Horizon+ 47·48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에
대하여 그 분야를 달리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번 대유행 이후에 교육, 의료, 에너
지, 물류, 디지털, 건강, 관광, 이동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구조적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에서 나타나게 될 변화, 기회, 도전 등의
요소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의 원격교육 등의 교육 혁신을 제시하고, 원격교육을 활성
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점검할 수 있는 틀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AI
기술이 감염병 대응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의 AI 기술
수준은 어떠하며, 글로벌 협력 체계와 표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
는 것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그 밖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에너지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그리고 글로벌 물류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 일상의 변화를 다루었다.
[그림 7-7] Future Horizon+ 47호 표지 및 미래연구 포커스 목차

<미래연구 포커스>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 전망 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수업 전망
․ COVID-19 이후, AI는 능동적 감염병 대응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에너지 시장 동향과 전망
․ COVID-19로 인한 글로벌 물류 환경의 변화와
일상의 변화 전망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d), Future Horizon+ 47호 표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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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Future Horizon+ 48호 표지 및 미래연구 포커스 목차

미래연구 포커스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 전망 Ⅲ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방향을
위한 제언
․ COVID-19 이후, 의료 시스템의 진화와 경계의 소멸
․ 코로나(COVID-19) 팬데믹, 관광여행의 변화와 전망
․ 코로나19가 촉발한 모빌리티 산업 혁신 전망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e), Future Horizon+ 48호 표지 이미지

2. 미래연구 대중서 단행본 발간(추진 중)
가. 기획 의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현재 우리는 비대면·비접촉(Untact) 소비, 원격교
육, 재택근무 등의 방식에 적응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활동 제한과 거리
두기 등은 외부와의 물리적 소통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공간에서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게 만드는 등 과거와는 다른 일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이다. 또한 디지
털 기반의 원격의료 필요성과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향을 예측하게 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시장과 소비자가 능동
적으로 코로나의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 또한 발견된다.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연결하
기 위해 우리 사회는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의 미래연구사업은 “국민이 바라는 코로나 이후
의 미래사회”라는 연구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성과를 폭넓게 확산하고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미래연구 대중서 단행본 기획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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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에 관심이 많은 경제경영 분야 종사자는 물론 일반 대중
독자를 위해 기획된 본 단행본은 대중교양서를 발행하는 전문 출판사와 협업하여 일
반도서와 이북(e-book) 형태로 2021년 상반기에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단행본은 포
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나리오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질
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보고서의 심층적인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소설과 일러스트를
토대로 알기 쉬운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나. 주요 내용
1) 핵심 테마 및 접근 방향

책의 바탕이 되는 연구보고서의 4대 부문별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국민의 의견(1,
2차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된 미래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이를 전문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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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작가가 재구성한 부문별 미래 시나리오와 일러스트를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미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2) 단행본 예상 목차
프롤로그
1장 코로나의 도전과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한 미래
2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1. 공간 분야의 현황 및 전망
2. 공간 분야 미래상
3. 국민이 바라는 공간 분야의 미래
4. 공간 분야 미래 단편 소설
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동
1. 이동 분야의 현황 및 전망
2. 이동 분야 미래상
3. 국민이 바라는 이동 분야의 미래
4. 이동 분야 미래 단편 소설
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1. 먹거리 분야의 현황 및 전망
2. 먹거리 분야 미래상
3. 국민이 바라는 먹거리 분야의 미래
4. 먹거리 분야 미래 단편 소설
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
1. 건강 분야의 현황 및 전망
2. 건강 분야 미래상
3. 국민이 바라는 건강 분야의 미래
4. 건강 분야 미래 단편 소설
6장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하여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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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식 네트워킹
1. CES 2020의 미래전망 시사점 분석
올해로 50주년을 넘긴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전미소비자기술협
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가 주최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차
세대 기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이다. CES에는 약 4,400개의 제조 업체와 개발자가 제
품 전시에 참여하며 250개 이상의 콘퍼런스 세션으로 구성된다(CES 홈페이지). CES
에서는 전 산업 분야에서 적용 및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
주행차, 로봇, 가상현실(VR) 등 최신 ICT와 제품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CES에는
매년 160개국에서 17만 명 이상이 참석하며, 올해 개최된 CES 2020에는 우리나라의
390개 기업을 비롯하여 미국 1,933개 기업, 프랑스 279개 기업, 중국 1,368개 기업,
그리고 일본의 73개 기업이 참여했다.303)
전미소비자기술협회는 CES 2020의 주요 키워드로 ①5G, ②AI, ③스마트 모빌리티,
④헬스케어, ⑤재난 대응 기술, ⑥로봇 기술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CES 2020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플라잉카, 소니의 자율주행 전기차 등 모빌리티 관련 전시가 주목을 받
았다. CES 2020의 기조연설은 삼성전자의 김현석 가전사업부 CEO, 메르세데스벤츠
사장 올라 칼레니우스(Ola Källenius), 델타 CEO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 영상플
랫폼 업체 퀴비(Quibi)의 CEO 멕 휘트먼(Meg Whitman)과 이사회장 제프리 캐천버
그(Jeffery Katzenberg)가 맡았으며, 소비자 경험, 미래 콘셉트카, IT 활용 항공 서비
스, 모바일 플랫폼을 주제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CES 2020에 전시된 다양한 제품과 기술 중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주목받았던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홈, 디스플레이,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시에 대해 자세히 소개
하고자 한다. 먼저 소개할 분야는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이다.
이번 CES 2020는 주요 가전 기업과 ICT 기업까지 모빌리티 분야에 진출하며 IT와
모빌리티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 기업 소니가 자
303) 매일경제(2020. 1. 6.), 「[CES 2020] CES 참가 기업 한국 390곳... 미국중국 이어 세 번째」,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1/13635/(검색일: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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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 전기차 ‘비전-S’를 선보였고 삼성, 보쉬, 퀄컴,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도 자사
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공개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였다. 올해 미
국 반도체 기업 퀄컴은 ‘스냅드래곤 라이드’로 명명되는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
체를 공개했다. 아마존도 모빌리티 분야가 집중적으로 전시되는 노스홀에 대형 부스를
마련하고 자사의 AI 어시스턴트 알렉사(Alexa)를 탑재한 전기 트럭 ‘리비안’을 선보이
며 글로벌 ICT 기업도 모빌리티 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줬다. 이 밖에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를 보여 주는 전시도 눈에 띄었다.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콘셉
트의 도심용 항공기 ‘S-A1’을 선보였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S-A1’을 공개한 현대자
동차는 ‘S-A1’을 바탕으로 우버(Uber)와 협력하여 향후 에어택시 시장에 진출할 것임
을 밝혔다. 미국의 헬리콥터 제조사 벨(Bell) 역시 지난해에 이어 ‘비행 택시’ 넥서스
4E를 선보이며 플라잉카의 미래 비전을 보여 줬다.
[그림 7-9] 현대자동차와 벨의 플라잉카 전시
현대자동차 ‘S-A1’

벨 ‘넥서스 4E’

자료: 저자 작성.

자동차 공간의 변화를 보여 주는 전시도 눈에 띄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차량 탑재 디스플레이의 대형화 등으로 자동차는 단순 이동수단을 뛰어넘어 엔터테인
먼트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벤츠가 아바타 제작진과 협업해 제작한
‘비전 AVTR’는 차량 내부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단순 이동공간이었던 차량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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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벤츠의 비전 AVTR
벤츠 비전 AVTR의 차량 내부

벤츠 비전 AVTR의 외관

자료: 저자 작성.

두 번째 분야는 AI 기술의 접목으로 소비자의 개인화된 니즈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스마트홈이다. CES 2020에서 구글,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부스
를 하나의 집 형태로 설치하고 전시공간 내에서 AI와 IoT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의 상
호 연결성을 강조했다. 구글은 구글 AI 어시스턴트와의 연동 기능을 탑재한 필립스,
삼성, LG전자, 샤오미, TCL 등 69개 글로벌 가전 업체의 제품들을 전시장 벽 한편에
전시했다. 구글은 TV, 에어컨 등 일반 가전은 물론 전구, 콘센트 등 스마트홈 기기와
구글 어시스턴트의 연결성을 보여 주었다. 삼성전자는 IoT와 AI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패밀리허브 냉장고와 반려봇 ‘볼리(Ballie)’ 등을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스마트
냉장고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제공과 내부 식재료 센싱,
온라인 식료품 주문 기능 등을 탑재하였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반려 로봇 볼리’는 소형
카메라와 스마트 가전 제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볼리는 소형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
명령에 따라 집 안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 TV 등과 연동되어 다양한
홈 케어 기능을 수행한다. LG전자 역시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홈 분야의 혁신적
이고 다양한 제품들을 공개하였다. LG전자는 AI, 3D 카메라, 생체 인증 기술 등을 접
목한 스마트 가전을 선보였다. 특히 3D안면 인식 및 정맥 인증 기술 등의 복합 생체
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문을 열고 닫으며, 도어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날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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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 도어를 공개했다. 또한 3D 카메라로 신체 사이즈를 측정
하여 화면을 통해 사용자가 다양한 사이즈의 옷을 착용해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스타일 추천과 제품 구매까지 연결해 주는 ‘LG
씽큐 핏’을 공개하여 주목을 받았다. 또한 소비자의 친환경 니즈에 맞춘 프리미엄 식물
재배기도 함께 선보였다. LG전자가 공개한 식물 재배기에는 정밀 온도 제어, 급수 제
어, 인버터 등의 기술이 접목되어 24가지 채소를 직접 가정에서 재배해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스마트홈은 TV,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로봇 등 모든 제품에 AI
기술과 IoT 기술 등 첨단 ICT가 탑재되고 상호 연결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7-11] LG전자의 가상 피팅 서비스 및 삼성전자의 주방 보조 로봇
LG ThinQ FIT Collection

삼성봇 셰프

자료: 저자 작성.

세 번째 분야는 화질 개선과 하드웨어 혁신이 확대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이다.
CES 2020에서 LG와 삼성 등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는 8K 화질 TV와 롤다운
OLED, 마이크로 LED, 폴더블 노트북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였다. LG전자
는 200여 장의 OLED 디스플레이를 전시관 입구에 설치하여 관람객의 시선을 장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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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roll-up’ 올레드TV, ‘roll-down’ 올레드TV를 공개하여 업계 선두로서의 위
상을 보여 주었다. 삼성 역시 8K OLED TV를 선보였는데 딥러닝 기반의 AI 퀀텀 프로
세서를 내장한 것이 특징이며 대폭 향상된 화질과 사운드를 선보였다. 이와 더불어 이
번 전시에서는 첨단 디스플레이의 활용처 역시 기존 TV에서 자동차, 비행기 객실 등으
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G전자는 OLED가 적용된 항공기 일등석을
전시하며 OLED의 제품 영역을 항공기, 호텔, 사무실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
시하였다.
[그림 7-12] LG전자의 OLED 디스플레이

자료: 저자 작성.

폴더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미국의 델(Dell)과 중국의 레노버 등이 다양한 제품
을 선보였다. 델)은 폴더블 노트북 ‘오리(Ori)’를 선보였으며, 중국 레노버가 선보인
제품은 13.3인치 폴더블 노트북인 ‘싱크패드 X1 폴드’였다. 특히 인텔 역시 폴더블
노트북 호스슈 밴드(Horseshoe Bend)를 공개하여 폴더블 노트북이 본격적으로 시장
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모빌리티, 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이 복합적으
로 적용되는 스마트시티 분야이다. CES 2020에선 자동차 제조 업체인 도요타가 기존
모빌리티 개념보다 확장된 ‘우븐 시티(Woven City)’를 공개하며 미래 스마트시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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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제시했다. 도요타는 약 70만 8,200㎡ 규모의 첨단 실험 도시 우븐 시티를
2021년 착공할 것이라 밝혔다. 도요타가 제시한 우븐 시티에는 자율주행 셔틀, 홀로
그램 형태의 애완견, 수소연료전지, 요리 로봇,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홈케어 시스템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도요타는 우븐 시티 내에서 자율
주행차량만 운행하고 도시 내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는 수소전력과 태양광, 지열 에
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만 사용할 예정이다. 도요타가 발표한 우븐 시티는 첨단기술이
접목된 미래 모빌리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림 7-13] CES 2020 도요타 ‘우븐 시티(Woven City)’ 관련 전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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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CES 2020의 주요 분야 전시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와 첨
단 하드웨어의 결합으로 개인에게 보다 최적화된 서비스와 환경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 세탁기에 최적
화된 물과 세제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고, AI 어시스턴트 알
렉사가 탑재된 스마트 샤워기와, 알렉사와 증강현실(AR) 기술이 탑재되어 스킨 케어
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거울이 등장하는 등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와 사물이 소프트
웨어와의 결합을 통해 점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장치’로 변모하고 있었
다. 삼성전자 CEO는 올해 기조연설에서 앞으로의 10년을 ‘경험의 시대(Age of
Experience)’로 정의하며, “주거공간은 향후 사용자 니즈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살아
있는 생명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는 이러한 기술이 점차 확산되
어 “개인, 집, 도시 세 가지 차원에서 AI, 5G, 로봇 등의 첨단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경험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처
럼 AI, 5G, IoT, 로봇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소프트웨어와 첨단 하드웨어의 결합은
가전 기기를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2. 미래예측 전문가 간담회 운영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사회경제 전반에 충격이 누적되고 있어
현시점에서의 문제 인식과 적용 가능한 방법을 포함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도입한
항체 진단 키트, 드라이브스루, 경로 공개 등 감염병 검사, 진단, 추적 등 K방역 노하우
가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과 정책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
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할 주
요 문제 및 과제에 대한 정책적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는 미래예측 전문가 간담회를 운
영하였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원활한 토론을 위해 고정
패널로 정치, 경제, 과학, 심리, 인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인 이내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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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발족하고, 긴급하거나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이슈
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패널 추천을 통해 추가 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간담회는 4월부터 격주 간격으로 월 2회 이루어졌으며 경제, 사회, 환경, 정치 등 운영
주제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발제와 위원들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간
담회 안에서의 논의 내용은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연구 그룹’, ‘미래 전망 대회 연구
그룹’ 등 다양한 미래연구 그룹에도 발신할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제작하였다.

가. ‘미래예측연구회’ 운영 방안 및 의제 탐색
제1차 간담회는 운영 방안과 의제 탐색을 위한 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의 운영 방
향은 정부가 국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설정한 ‘포용국가’와 ‘혁신경제’라는 기본 방
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자
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지향되었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예측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정교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
을 가졌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 사건
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향후 전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본통계 작성 방안에 대한 발표와 팬데믹 같은 극단적인 미래사건을 탐색
하는 X이벤트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후,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X이벤트의 대응 역량 점검 훈
련 활용 등 팬데믹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코로나 시대의 리더십 이슈 등 향후 쟁점
사항,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속 시기 등 파급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포용국가로
서 우리나라의 역할도 강조되었다. 단기 미래와 중장기 미래 예측을 위해 활용되는
AI와 빅데이터의 발전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유의미한 미래 위험과 기회를 발굴하
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 데이터의 통합 관리,
민간 데이터와의 연계 등 데이터 활용 능력의 제고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회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회 구성과 논의 방식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
였다. 연구회 구성은 위험도가 높고 중요한 분야를 우선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
는 방식이 고려되었고, 논의 방식은 주제에 대한 핵심 질문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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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제안되었다. 또한, 미래예측 전문 기관, 대학,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참여자와
의 폭넓은 논의가 독려되었다.

나. 경제적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타격은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
어 근본적인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제2차 간담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글로벌 경제 변화 전망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제 정치·외교 측면과 거시경제 측면에
서 미래를 살펴보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변화 이슈 및 경제적 피해
상황과 전망에 대한 발제를 기반으로 주요국의 대응 방안과 감염 규모, 경제적 파급력
에 대한 최근 동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세계 질서의 변화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현재
글로벌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시기에 오히려 각자도생, 경쟁으로 국제사회 분위
기가 형성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감염병 대응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기에 우리나라
는 압도적인 윤리적 대응과 과학기술 솔루션 등 의미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제적 파급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의 영향이 선진국은 물론 개
도국에도 미치고 있고, 금융 기반이 취약한 국가와 국민 의식 차이 등에 따라 경제적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경제적 피해 규모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와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주요국의 대안이 적정한지에 대
한 검증과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향후에도 감염병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진행 사항에 대한 분석, 국가별 대응 전략 비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 위기에 대한 탐색을 통해 추후 간담회 운영 방안으로 상반기에
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미래 위험 탐색에 초점을 두고 하반기에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산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향후에도 미래예측
간담회가 지식 결집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원,
산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이
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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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 혁신
코로나19가 드러낸 전통적인 사회 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 욕구가 디
지털 전환과 언택트 혁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디지털 뉴딜 등 정부의 발표로
언택트 패러다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예측연구회
에서는 제3차 간담회의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 혁
신으로 인한 소비 측면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를 마
련하였다. 주요 토론 주제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언택트의 지속가능성, 소비 트렌드,
디지털 뉴딜 적용 가능 분야, 정부의 역할 등이었고 이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시점의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의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부각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택트와 디지털 전환이 현재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오프라
인과 온라인을 구분하는 경계가 흐려지는 혼합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언택트 현상은 팬데믹으로 인한 수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 이전의 시스템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견해와 온라인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
용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과 오
프라인, 언택트와 콘택트의 경쟁이 심화하고 기존의 전략에 대한 재고민이 필요한 시
점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이 발현될 수
있는 분야로 헬스케어와 제조업이 거론되었다. 헬스케어 분야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
강 수요가 늘어났고, 질병 데이터 수집이 축적되면 질병을 분석 및 진단하거나 예측하
는 다양한 툴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기반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자율주행자동차나 스마
트 제조 공장 등의 혁신에서 강하게 확립되어 있는 기존 제조업 기반이 전환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제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에 대한 우려와 우리나라의 잠재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간담회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과 포용이라는 두 비전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코로나라는 위기 요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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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특별 입국 절차,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정확한 증상 예측, 생활치료센터 등 수많
은 혁신이 발생하였고 향후 회의 구성에서도 기술, 혁신, 산업, 경제 분야의 문제를 고
용, 사회보장, 교육 등 사회 분야로 연결하는 경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 강조되었다. 향
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연구회 구성을 대폭 확장하여 강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구성이 요구되었다.

라. AI와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
간담회 논의 방향으로 어떤 핵심 기술과 방향성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에 대한 고민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역량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교하게
분석하는 능력임이 시사되었다. 또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부문에서 나타나는
혁신 사례의 이면에는 기술, 자원, 자문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이 존재하고 그 역
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AI 기술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성공적인 AI 사업화 사례, 데이터의 관리, 국민 정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코로나 이전과 이후 달라진 트렌드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또한 미래 전망을
통한 전략 수립은 현재 정책과는 다른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특히 국가 전략은 미래를 담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엄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향후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각 분야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간담회 운영 체제를
강화하고 정부, 연구기관, 민간 기관 등 혁신 주체들의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공공에
이로운 역할을 하도록 당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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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이 바라는 일상의 미래와 스마트 사회’를 주제로 한 제
434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이 2020년 7월 30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되었다.
먼저, 본 과제의 연구 내용인 ‘코로나 이후 국민이 바라는 일상의 미래’에 대해 발제가
이루어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4대 핵심 분야(공간, 이동, 먹거리, 건강)에서 일어
날 변화를 탐색하고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여 미래 변화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도출하
였다. 또한 향후 언택트(비대면) 패러다임이 촉발하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8가지(원격
화, 가상화, 소유화, 평탄화, 무인화, 개인화, 양극화, 투명화)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비대면 패러다임으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시나리오
를 기반으로 분야별 정책 방향과 대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노규성 회
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정부의 방안으로 최근 발표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설명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승민 박사는 본 연구가 제
시한 4대 핵심 분야가 매슬로 욕구 단계에서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루는 것처럼 코로
나 이후의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기술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부작용에 대비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민
대 최항섭 교수도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일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정용찬 본부장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일영 연구위원도 각각 데이터
활용과 원격의료 분야에서 준비해야 할 주요 이슈를 제시하였다.
[그림 7-14] 제434회 과학기술정책포럼 현장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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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사회
1. 미래사회 시나리오를 활용한 선호미래 탐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사회 전망 워크숍은 ‘공공 중심 기술 활용’과 ‘개인 중심
기술 활용’, ‘비대면 중심’과 ‘대면·비대면 혼재’를 기준으로 나뉜 4개의 미래사회 시
나리오(<표 8-1> 참조)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10년 후 올 가능성이 높은 미래와
10년 후 내가 살고 싶은 미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통해 보고자 한 것은 코
로나 이후 변화할 미래상을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참가자 개개인이 바라는
미래 모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바라
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를 도출하고자 했다.
가능미래와 선호미래 투표는 결과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미래를 선
택한 이유 속에 내포된 국민들의 솔직한 생각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참가자
들은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선택한 후 이유를 밝혔는데, 그 속에서 코로나가 변화시
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읽어 낼 수 있었다. 두 개의 불확실성 변수가 과학
기술 활용 방향,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정도인 만큼 참가자들의 의견도 이 부분에 집
중해 듣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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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네 가지 미래사회 시나리오 특징
구분
불확실성
변수 A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공공 중심 기술 활용

개인 중심 기술 활용

공공 중심 기술 활용

개인 중심 기술 활용

비대면 중심

비대면 중심

대면·비대면 혼재

대면·비대면 혼재

불확실성
변수 B

‧ 원격 복지 시스템
구축
주요
특징

‧ 원격기술 발달
‧ 개인 맞춤형 서비스

‧ 지역 편차 감소
‧ 빅데이터를 통한

발달

‧ 이동 관련 기술

‧ 공공 기술 발달

‧ 수도권 중심 발달

(자율주행자동차,

‧ 기술 사용 격차

국가의 국민 관리
‧ 다수를 위한 원격

‧ 안전 기술 발달

발생
‧ 한국이 비대면 기술

의료 시스템

원격의료)
‧ 공공의 안전을 위한

주도

국가 비전

‧ 대면과 비대면이
혼재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 계급의 세분화

자료: 저자 작성.

가. 가능미래 투표 결과
가능미래 투표 결과, 시나리오 2(개인 중심 기술 활용, 비대면 중심)가 도래할 가능
성이 가장 높은 미래로 선택되었다(8명, 33%). 2위는 시나리오 4(개인 중심 기술 활
용, 대면·비대면 혼재)였다(7명, 29%). 3위는 시나리오 3(공공 중심 기술 활용, 대면·
비대면 혼재), 4위는 시나리오 1(공공 중심 기술 활용, 비대면 중심) 순이었는데 3,
4위의 표 차이는 크지 않았다([그림 8-1] 참조).
가능미래 투표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1, 2위 시나리오 모두 개인 중심 기술
활용이 전제된다는 것이었다. 불확실성 변수 A인 공공 중심 기술 활용과 개인 중심
기술 활용이라는 두 방향 가운데 참가자의 과반은 개인 중심 기술 활용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4의 경우
과학기술은 크게 발달하지만 양극화나 계급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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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국민이 선택한 가능미래 투표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8-2> 가능미래 선택 이유
순위

시나
리오

특징

참가자 답변

키워드

‧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것
개인 중심
1

시나

기술

리오

활용/

2

비대면
중심

‧ 비대면 삶을 위한 AI, 빅데이터 기술 적극 도입 예상

‧ 1인 가구 증가

‧ 각 시나리오 중 원격기술이 가장 발달한 미래로

‧ 비대면 기술

원격기술은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달할 것
‧ 출산율과 취업률이 하락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비대면 문화 정착
‧ 현재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도래

발달
‧ 감염병 비종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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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시나
리오

특징

참가자 답변

키워드

‧ 10년 후에는 계층별 정보 접근성 및 지식 습득에 대한
격차가 더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될 것
‧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국민의 자유도가 가장 높은 미래로
개인 중심
2

감염병이 종식된 후에는 다시 국가 통제력이 약화되고

‧ 맞춤형 사회

대면 문화도 돌아올 것

‧ 선택의 자유

시나

기술

리오

활용/

4

대면·비대

비대면 시대가 오지는 않을 듯.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면 혼재

사람은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 공존

‧ 사회 속에 다양한 연령, 계층이 존재하는 만큼 한번에

‧ 정보 양극화
‧ 대면 문화의
비중 큼

‧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모습이 현재와 가장 비슷
‧ 개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맞춤형 사회로의 전환이 대면과
비대면 문화 속에 모두 나타날 것
‧ 감염병에 대한 국제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감염병뿐 아니라 자연재해 등 안전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
공공 중심
3

시나

기술

리오

활용/

3

대면·비대
면 혼재

‧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과학기술 발달이 느린 것처럼
보이는 미래이지만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을 시 가능
‧ 공유 무인 자동차, 공공 원격의료 시스템 등 다수를 위한
기술 정착

‧ 안전관리 중시
‧ 공공 기술 중심

‧ 현재의 의료보험 시스템처럼 공공 원격의료 시스템이 빠른
시일 안에 도입될 것
‧ 코로나 이후 재난지원금 정책이나 안전 정책의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는 점, 공공 안전의 중요성 등을 보았을 때
현실성 있음

공공 중심
4

시나

기술

리오

활용/

1

비대면
중심

‧ 비대면 전면 전환 미래로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을 시 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임
‧ 공공 원격 기기의 제공이나 지역의 수평적 개발은 많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것

‧ 공공 원격 기기
‧ 수평적 개발
‧ 감염병 비종식
가능성

자료: 저자 작성.

나. 선호미래 투표 결과
선호미래 투표 결과, 참가자는 시나리오 4(개인 중심 기술 활용, 대면·비대면 혼재)
를 가장 살고 싶은 미래로 선택했다(11명, 46%). 2위는 시나리오 1(공공 중심 기술
활용, 비대면 중심)이었다(7명, 29%). 3위는 시나리오 2(개인 중심 기술 활용, 비대면
중심), 4위는 시나리오 3(공공 중심 기술 활용, 대면·비대면 혼재) 순이었는데 각각
4표(17%), 2표(8%)를 받았다([그림 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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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미래 투표 결과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과 달리 선호미래는 1, 2위인 시나
리오 4와 1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1, 2위로 나타난 두 시나리오는 기술 사용 방향
과 비대면 전환 정도가 하나도 겹치지 않고 각각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미래였다.
따라서 두 미래를 선호하는 이유도 달랐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 4가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혁신적인 과학기술 발달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자유도가 높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
기가 좋다는 의견이었다. 시나리오 1의 경우 4에 비해 개인의 자유는 제재되지만 다수
가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비대면 삶을 위한 복지 시스
템이 발달한다면 대면 문화가 축소되어도 좋다는 것이었다.
시나리오 4를 선호하는 이유는 계급 격차가 존재하지만 혁신적 기술 활용이 가능한
점,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는 점,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점이었다.
시나리오 1을 선호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가 통제되지만 다수를 위한 정책이 마련된
다는 점, 기술 격차가 해소된다는 점, 수도권 중심의 지역 격차가 해소된다는 점이었
다. 격차가 벌어질 수 있지만 선택의 자유가 중요시되는 미래와 격차는 해소되지만
획일적인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사이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향
후 한국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 겪을 가능성이 높은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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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국민이 선택한 선호미래 투표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8-3> 선호미래 선택 이유
순위

시나
리오

특징

참가자 답변

키워드

‧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지가 많다는 점이 긍정적
‧ 세대별, 계층별 다양한 니즈 제공 가능
‧ 국민의 자유가 가장 많이 허용되는 미래. 감염병이 다시
발발해도 현재의 경험을 토대로 대면·비대면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시나
1

리오
4

개인 중심
기술 활용/
대면·비대
면 혼재

‧ 여전히 대면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점이 좋음
‧ 대면 사회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미래
‧ 비대면으로의 완전 전환은 인간관계의 고립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 현재의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대면 사회로 복원될 것
‧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경험의 가치가 중시될
것이며 이에 따라 경험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
‧ 국가가 추진하는 뉴딜 산업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미래. 기술 발달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 삶에 대한
선택지 풍부
‧ 대면 삶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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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시나
리오

특징

참가자 답변

키워드

‧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비대면 기술이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미래
‧ 근무, 교육, 진료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고 그에 대한 혜택도 보편화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지금보다 정부의 역할이 훨씬 커지는 미래로 공적 원격
기기 보급이나 원격 시스템이 구축될 시 가장 살고 싶음
‧ 현재 은퇴자인데 앞으로 원격 복지 시스템이 꼭
시나
2

리오
1

공공 중심
기술 활용/
비대면
중심

필요하다고 생각함. 노년을 위한 미래형 복지 시스템이
도입되는 미래이기 때문에 선택
‧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여 모든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원격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소 가능
‧ 비대면 문화 정착으로 시민 사회의 불안과 피로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

‧ 공공 비대면
기술
‧ 비대면 관련
복지 정책
(기기, 주거)
‧ 인구 집중 해소
‧ 감염병 불안
해소

‧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격 기기 및 원격
기기 활용을 위한 주거공간 복지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람
‧ 사회 흐름상 비대면 원격 시대가 도래할 것. 신구
세대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될 것이며 원격
시대로의 전환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
‧ 원격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하는 미래가 오면
시나
3

리오
2

개인 중심

과학기술의 혜택을 다양하게 누리는 동시에 시공간의

기술 활용/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비대면
중심

‧ 시공간 한계
극복

‧ 비대면과 관련된 기술 발달로 삶의 편리성 증가

‧ 편리성

‧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신직업이 생겨나 국가와 국민 모두

‧ 신직업

기회 증가

시나
4

리오
3

공공 중심
기술 활용/
대면·비대
면 혼재

‧ 코로나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질 것
‧ 공공을 위한 안전 시스템 확충,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사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 공공을 위한
안전 시스템

‧ 도전보다는 다 같이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선호

자료: 저자 작성.

다. 비대면 사회에 대한 인식
가능미래와 선호미래 토론 후 코로나 이후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알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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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며 느낀 장점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비대면 사회를 준비하며 두려운 것이었다. 미래사회 시나리오에 대한 가
능·선호미래 투표 의견이 거시적 관점에서의 선호 미래상을 보고자 한 것이었다면 이
번 프로세스에서는 참가자가 현재의 일상에서 느끼는 실질적 의견을 듣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지금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
었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형식을 줄이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표 8-4> 참조). 하지만 비대면이 증가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인간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우려, 경제적 위기와 양극화 심화, 어린이·청소년·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등을 우려하였다(<표 8-5> 참조).
<표 8-4>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며 느낀 장점
참가자 답변

키워드

‧ 대면 근무보다 업무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짐. 업무 능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어 합리적.
‧ 대면 근무 시에는 업무를 하는 중간에 다른 업무가 주어지거나 방해 요소가 있었음.
재택근무 시에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음.
‧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됨.

‧ 효율성

‧ 원격진료 도입 시 2시간 대기하여 5분 진료받던 기존의 비효율적 진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바뀔 것.
‧ 온라인 마트 이용 등 비대면 쇼핑을 통해 시간 절약이 가능해짐.
‧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점. 재택근무를 하면서 개인 시간이 많아짐.
‧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남.

‧ 개인 시간 증가

‧ 개인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시작함.
‧ 학부모로서 학년이 바뀔 때마다 교사를 만나야 했는데, 올해는 화상 면담으로
진행하여 부담이 줄어듦. 불필요한 학부모 모임도 줄어들어 꼭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게 됨. 합리적인 변화.
‧ 나가기 싫은 모임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편하게 거절함. 불필요한

‧ 불필요한 만남 정리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됨.
‧ 사람과 만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갈등이 줄어들고 있는 점.
‧ 불필요한 외출이 줄어들어 지출이 줄어듦. 불필요한 모임이 줄면서 과소비 역시 안
하게 됨.
‧ 신산업군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짐. IT나 바이오 기술 발달을 통해 다양한
과학기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비 억제
‧ 신산업 발달

612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참가자 답변

키워드

‧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원격수업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타인에 대해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 집중도가 높음. 자신이 주도적으로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 자기 주도적 삶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종교생활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음. 교회 출석을 신경 쓰는 대신 스스로
종교의 의미를 찾게 됨.
‧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면서 강의 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됨. 앞으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상황에 따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 선택지 증가

‧ 시공간을 초월하여 만날 수 있음. 이번 워크숍도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한 프로그램.
자료: 저자 작성.

<표 8-5> 비대면 사회를 준비하며 두려운 것
참가자 답변

키워드

‧ 만남에 있어 효율성만을 추구할 것 같음. 인간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
‧ 한정된 공간에서 교류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고

‧ 인간성 상실

감정이 획일화될 것.
‧ 사람 사이의 불신이 커질 것. 감염병은 접촉에 의해 발생하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음. 나는 나대로 너는

‧ 인간관계 불신

너대로 삶이 일반화될 것.
‧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산업군에서 경제 위기 발생. 소득 격차가 커지고 양극화가
심해질 것.

‧ 경제 위기
‧ 양극화 심화

‧ 원격교육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아 청소년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음. 잉여 시간이
증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시간 낭비를 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음.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 필요.

‧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 초등학생의 경우 교류를 통해 친구와의 추억을 만들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움.
‧ 고령자를 위한 요양 서비스는 원격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움. AI나 로봇으로도
아직은 한계가 있음. 비대면 케어가 어려운 노인 돌봄은 결국 가족 내에서 해결
필요. 60대로서 부담이 큼.

‧ 고령층 케어와
노인의 삶의 질

자료: 저자 작성.

라. 선호미래 이름 짓기
비대면 사회를 맞이하며 느낀 장점과 두려움을 공유한 뒤 참가자들은 스스로 자신
이 선택한 선호미래의 이름을 지었다. 앞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살고 싶은 미래사회를
스스로 구체화해 보는 과정이었다. 참가자가 발표한 미래사회 이름에는 참가자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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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미래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전 단계에서 논의한 비대면 시대에 대한 두려
움과 바람이 압축된 문장으로 표현된 결과였다.
<표 8-6> 참가자가 지은 선호미래 이름
순위

선호미래

미래사회 이름
‧ 뉴 택트 사회

의미
‧ 뉴노멀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비대면이 새로운
기준이 된 미래
‧ 인디펜던트 워커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전문
지식을 연결해 획기적인 직업을 만드는

‧ 인디펜던트 워커 사회

사람으로, 프리랜서를 넘어 다른 직종과
자유롭게 하이브리드됨. 이러한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미래

‧ 듀얼 시티
‧ 국경 없는 국경 사회
시나리오 4
개인 중심 기술
1

‧ 테크니컬 콘택트 사회

활용/
대면·비대면

‧ 취향 맞춤, 원하는 거 다 해

혼재
‧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
‧ 어차피 도래할 필연적 사회
‧ 휴먼월드
‧ 공정 사회
‧ 환경·인간·기술 공존 사회
‧ 마음 이음 사회
‧ 리모컨 복지 사회
시나리오 1
2

공공 중심 기술

‧ 투명인간 사회

활용/

‧ 대면과 비대면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
‧ 한 국가 안에서 살아가지만 삶의 방식에 따라
완벽히 분리된 미래
‧ 과학기술로 연결되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미래
‧ 개인 시간이 증가하며 맞춤형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미래
‧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면서도 눈치 보지 않는 미래
‧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미래
‧ 비대면 시대에도 휴머니즘이 살아 있는 미래
‧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미래
‧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환경 보존이 이루어지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살 수 있는 미래
‧ ‘마음’은 개인의 욕구를 의미하는데 이를 이어
주고 실현시켜 주는 미래
‧ 리모컨으로 원하는 채널을 바로바로 선택하듯이
개개인에게 딱 맞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미래
‧ 완전 비대면 시대가 정착하여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투명인간으로 살 수 있는 사회
‧ ‘콕’은 집에 있는 모습을 뜻하는데 각자 자신의

비대면 중심
‧ 콕콕 더불어 사는 사회
‧ 마음으로 연결되어 나누는
세상

공간에 콕콕 있지만 더불어 살며 함께 나아가는
미래
‧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서 서로 나누고 돕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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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선호미래
시나리오 2

3

개인 중심 기술
활용/
비대면 중심

미래사회 이름
‧ 서로 존중 사이버 사회

‧ 로봇과 친구가 되는 사회

시나리오 3
활용/

‧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살아 있는 미래
‧ 인간보다 로봇과 가까이 지내는 미래
‧ 각 지역, 영역, 사회가 서로 보호하고 의존하면서

공공 중심 기술
4

의미

‧ 그물망 사회

대면·비대면
혼재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래. 계층 간에 위계가
사라지고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대등한
미래

자료: 저자 작성.

마. 정책 제안
비대면 사회에 대한 장단점을 공유하고 선호미래 이름을 지은 후, 정책 제안으로
이어 갔다.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것은 비대면 시대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었다. ‘기술 사각지대 해소’, ‘비대면 기술 인프라 구축’, ‘장
애인 정책’이 그 내용이다.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은 과학기술의 일상적 활용을 전제하지만 그러한 사회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소외
될 확률이 높은 계층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
애인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어려움은 물론 보호자의 돌봄 역할 가중도 큰 사회문제
라고 보았다. 이는 ‘교육 정책’, ‘주거 정책’, ‘가정 안정 지원’, ‘국민 심리 케어 정책’
등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생긴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
견으로 이어졌다. 경제활동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정책’, ‘일자리
정책’, ‘중소기업 투자’,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과 이의 활용과 관련한 정책 제안도 있었다.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AI 관련 정책’, ‘데이터 보안 정책’이 그 내용이었다. 자율주행차, AI, 빅데이터
기술은 비대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과학기술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외에 고령화 시대를 위한 ‘웰다잉(Well-dying) 정책’과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환경 파괴에 대응하는 ‘환경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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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참가자의 정책 제안
제안 정책

내용
‧ 미래에는 AI 활용이 필수적일 텐데 휴대폰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주길 바람. 원격의료 등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러한 디바이스

‧ 기술 사각지대 해소

구비가 필수적이기 때문.
‧ 비대면 기술 활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고령층은 비대면 기술 활용이 어려워 소외계층이 될 확률이 높음. 이를

‧ 비대면 기술 인프라 구축

‧ 장애인 정책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공적 원격 기기 제공부터 이러한 기기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비대면 교육이 시작되면서 장애가 있는 조카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됨. 특수
교육의 경우 원격수업을 하거나 가정 안에서 돌보는 데 한계가 있음. 비대면
시대에 대비한 장애인 관련 정책 필요.
‧ 원격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의 케어는 어려운 상황.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가정 내 방치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정책 필요.

‧ 교육 정책

‧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원 필요. 교사들도 비대면 시대 교육에
적응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할 기회를 주어야 함.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케어도 어렵게 만듦.

‧ 주거 환경 개선

‧ 가정 안정 지원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정책 필요.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필요.
‧ 코로나 이후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음. 비대면 사회는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가사 역할 분담이 안 되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음. 눈에 보이는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가정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예를 들어 가사 도우미 서비스 등.
‧ 누구나 심리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정책 필요. 기존에는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인식을 전환하여 누구나 질 높은 국가 심리 서비스를 받을

‧ 국민 심리 케어 정책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
‧ 전 국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센터나 심리상담센터 필요.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을 개선하면 좋을 듯.
‧ 사회구조가 바뀌면 진화된 형태의 프리랜서들이 다양한 직업을 융합하고

‧ 기본소득 정책

공동 작업하는 사회를 기대하는데, 이때 안전망이 되어 줄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 필요.
‧ 언택트 사회로 진입하며 제조업이 몰락하고 IT 산업이 부상하는 등 산업
구조가 뒤바뀔 것으로 보임. 이후 발생할 대량 실직에 대한 일자리 대안 필요.

‧ 일자리 정책

‧ 항공업계의 타격으로 일자리을 잃게 됨. 사회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망 필요.
‧ 국가가 주도하는 신 직업 발굴 및 지원 정책 필요
‧ 현재 국가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주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

‧ 중소기업 투자

기술이 있어도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음. 이를 위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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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정책

내용
‧ 스타트업 창업 등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풀어 주는

‧ 규제 혁신

정책 필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산업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
‧ 공공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가 보급되기를 바람. 현재 ‘차박’이라는

‧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라이프스타일이 유행 중인데 자동차를 주거 장소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쾌적하고 활용도가 높은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왔으면 좋겠음.

‧ AI 관련 정책

‧ 데이터 보안

‧ 웰다잉(Well-dying) 정책
‧ 환경 정책

‧ 사회에 이익이 되는 AI 개발 필요.
‧ 정부가 국민의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국민이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정착 필요.
‧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노년의 삶에 대한 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음.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생애주기형 웰다잉 복지 정책 필요.
‧ 코로나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폭증함.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환경 정책 필요.

자료: 저자 작성

바. 소결
미래사회 전망 워크숍 결과, 참가자들은 비대면 시대로의 이행을 낯설어 하면서도
필연적인 변화로 인식하여 적응해 가고 있었다.
참가자들이 선택한 비대면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이었는데 특히 재택근무
전환으로 인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업무로만 평가받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었다. 반면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할 지점이 많다고 보았다. 대학생 참가자들은 비대면 수업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다고 보았으며, 청소년 교육에서도 원격수업으로 인해 가정 내 역할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
었다. 개인의 집중력이 중요한 업무 영역에서는 비대면 문화의 장점이 부각되지만 상
호작용이 중요한 교육의 영역에서는 아직 그만큼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의견
이었다.
비대면 전환으로 인해 개인 시간이 증가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
는 점도 장점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가자는 대면 문화가 남아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17

있기를 바랐다. 특히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대면 만남이 필요하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의 일상적 대면이 미래에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대면 전환이
불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기도 했다. 육아, 어린이와 청소
년 교육, 노인과 장애인 돌봄 등의 분야는 비대면 전환 시 보호자에게 오롯이 역할
부담이 가해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교사로 재직하다가 은퇴한 60
대 여성 참가자의 경우 이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돌봄을 전담하게 되었다면서 비대
면 시대로의 전환이 오히려 삶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과학기술 발달, 미래사회 변화는 대부
분 기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선택지가 증가했다는 점 때문
이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중심으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비대면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남으로써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는 점이 기회
로 다가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호미래 시나리오 선택과 그 이유에서도 찾
아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개인 중심 기술 활용과 대면·비대면이 혼재되어 있는 시
나리오 4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미래를 선택한 핵심적인 이유로 ‘삶
에 대한 선택지가 풍부’하다는 점을 꼽았다. 시나리오 4는 대면과 비대면이 혼재되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는 미래로서 계급은 더 세분화되고 양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선택지가 살아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또한 다수가 행복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선호미래 2위로 선택된 시나리오 1의 선택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비대면 기술에 대한 공공 지원’, ‘비대면 관련 복지 정책’이 해당 미래를
선택한 참가자의 핵심적인 이유였다.
국민들은 삶의 선택지가 늘었다는 점에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었지만, 급격한 변화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정책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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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사회 시나리오
미래사회 전망 워크숍을 통해 나온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코로나 이후 시대의
최종 미래사회 시나리오 네 가지를 도출했다. 과학기술을 제공하는 중심 주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시나리오 이름은 각 미래사회의 특
성을 살려 <표 8-8>과 같이 명명하였다.
<표 8-8>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네 가지 미래사회 시나리오 이름
구분
불확실성
변수 A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공공 중심 기술 활용

개인 중심 기술 활용

공공 중심 기술 활용

개인 중심 기술 활용

비대면 중심

비대면 중심

대면·비대면 혼재

대면·비대면 혼재

‘원격 복지’ 사회

‘홈 테크놀로지’ 사회

불확실성
변수 B
시나리오
이름

안전을 위한 규율
사회

‘얼리언택터’ 사회

자료: 저자 작성.

□ ‘원격 복지’ 사회 (공공 중심/비대면)
2020년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기대와 달리 쉽게 종식되지 않았다. 국경이 막히
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금지시켜 봉쇄조치 되었던 주변국의 사례는 한국 또한 코로나 바이러
스의 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안겨주었다.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은 불가
피해 보였지만, 강제적인 전환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재택근무 권고, 주 1회 학교
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정부는 일상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전면 재택근무와 재택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장벽 없이 원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삼은 것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공 원격
시스템의 구축이었다.
10년이 지난 2030년 현재 한국 사회는 대부분의 일이 원격으로 이루어진다. 2020년 95%
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보유해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유국이던 한국은, 이제 세계 1위의 원격
기기 보유국이 됐다. 현재 원격기기 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94%이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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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까지 늘릴 계획을 추진 중이다.
보급용 ‘공적 원격 기기’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된 13인치짜리 노트북으로, 대부분의 국
민들은 이를 활용하여 비대면 사회를 살아간다.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대형 스크린이나 초고
속 통신 기기를 추가하여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보급형 기기를
그대로 쓴다.
이와 함께 추진한 정책은 원격 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확보와 보급
이었다. 원격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면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만들어진 기존의 집을 원
격 시스템 활용이 용이한 공간으로 개조해야 했다. 과거보다 넓은 개인 공간이 필요해졌고,
원격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갖추어야 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
인 원격 복지 정책과 시스템 구축, 비대면 문화 정착으로 인해 점차 해결되었다. 업무, 교육,
진료, 쇼핑, 인간관계, 문화생활 등 삶의 대부분을 원격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제약이 점점 사라져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영향력도 점차 감소되었다. 이에
더해 원격 시스템이 구비된 지방 공공 임대 주택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이주는
가속화됐다.
이제 수도권 인구는 200만 명 정도로, 10년 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한때는 화려했
던 서울의 초고층 빌딩들은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슈퍼컴퓨터 연구소로 재탄생 되었고, 일부는
드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격 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된 기술 중 하나는 배송 시스템이었다. 주문
후 1시간 내 직배송이 당연해졌고, 개인과 개인 간의 배송도 늘어났다. 자기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배송해주고 원격으로 함께 식사하는 문화도 생겨났다. 농수산물의
직거래도 많아졌다. 이제 전국 어디에 살든 각 지역의 특산물을 당일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을 가든 윙윙거리는 드론 소리와 4족 보행 배송 로봇의 발소리가 배경
음으로 들려온다. 배송로봇은 무인 차에 실려와 배송지로 가게 되는데, 때때로 오류가 나 길거
리에 멈춰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거리에 멈춰있는 로봇과 고장 나 나무에 걸려있는 드론의
모습은 2030년을 대표하는 풍경이 되었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어 갈수록 사람들의 정신적 고립감도 심각해졌다. 코로나 이후 발생한
정신적 문제를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
로 남아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립 방지를 위한 원격 소통 창구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2030년 국민들은 이제 온라인 마을에 소속되어 온라인 이웃들과 소통 한다. 과거에는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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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거주지에 따라 주민등록주소가 부여되었다면, 이제는 소속된 온라인 마을에 따라 온라인
주소를 부여받는다. 온라인 마을에서 물리적 거주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주도, 서울, 울
산, 대전 등 실제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한 마을에 모여 이웃이 되는데, 단지 소속되어 있는
것을 넘어 의무적인 활동도 해야 한다.
일주일에 두 번은 온라인 동네에 접속해 일상을 공유해야 하고, 한 달에 두 번은 ‘아이컨택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아이컨택 대화’는 10명 내외의 온라인 주민이 자동으로 모여 원격
소통을 하는 것으로, 반드시 화상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야 한다. 만 18세 이상
의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의무인데, 접속을 안 할 시 각 서버의 원격복지정책
실에서 해당 국민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된다. 이는 과거의 고독사나 고립에 의한
자살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재작년부터는 원격 의료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안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중앙 서버에 생체 정보 업로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 원격 의료 시스템을 지원받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누구나 간단
한 진료는 자택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행 초반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있었으나, 노약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 기술사용으로 빠르게 응급
처치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에 대한 반감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감염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 원격 진료
에 대한 국민의 수용력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내년도 계획으로 공공 원격 기술의 대대적인 수준 향상을 예고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 도입 및 지금보다 두 배 빠른 인터넷 망 확보로 국민 전반의 원격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또한 국민 기초 체력 보강을 위해 원격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범 보급할 계획인데,
가상현실 기술이 접목된 이 프로그램은 배드민턴, 탁구, 배구, 조깅 등 다양한 스포츠를 이웃
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다.
2030년 한국은 이제 수도권 집중화에서 벗어나 고른 수준의 지역 발전을 이루고 있다.
누구나 비슷한 크기의 집에 살며 비슷한 원격 기기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비슷한 삶의 질을
누린다. 10년 전과 비교해 이동 거리가 축소되었지만 사람들은 줄어든 만큼의 물리적 경험을
원격 기술을 통해 누리고 있다. 의무적인 활동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과 감시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원격 복지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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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테크놀로지’ 사회 (개인 중심/비대면)
2020년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온라인 쇼핑은 전에 없이 큰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기준 온라인 지출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고, 이러한 상승
세는 꺾이지 않고 이어졌다. 몇 분 만에 주문하고, 하루 만에 집까지 배송 받는 비대면 쇼핑
은 대부분의 재화에 적용되어 사회 문화로 정착했다. 2030년 현재 물품 구매의 90% 이상
이 온라인 쇼핑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크린 속 사진으로
만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을 통해 입체적으로 물건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각
정보 뿐 아니라 촉각, 후각, 미각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오감 활용 기술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쇼핑 뿐 아니라 업무, 교육, 문화생활 전반에 적용되었고, 대면 문화를 빠
르게 대체했다. 물리적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재택 시간이 길어지면서 잉여시간도 증가했다.
주로 쉼의 기능을 담당했던 집은 이제 일하고, 배우고, 놀고, 쉬는 모든 공간으로 활용되었
다. 이에 따라 가정 내에도 다양한 과학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가정용 AI기술은 가장
각광받는 기술로 떠올랐다.
가정용 AI는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역할을 넘어 소유자의 생체 정보를 분석하여 건강
관리를 해주거나, 업무를 돕거나, 교육을 돕거나, 가전제품을 제어해 집안일을 돕거나, 인간
의 감성을 이해하여 심리 상담을 해주는 등 인간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
했다. 즉 가정용 AI는 2030년 한국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새로운 반려 가전이 되었다.
사람들은 기본 AI에 자신이 원하는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는데, 생체 정보를 분석하
여 식단관리, 건강관리를 해주는 의료용 AI와 자료를 찾고 분석해주는 교육, 업무 AI가 가장
보급률이 높다. AI 로봇은 물리적 활용도보다는 탑재된 AI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AI의 외형을 커스터마이징 하는데도 많은 투자를 한다. 단순한 형태에 눈,코,입을 갖추고 있
는 귀여운 사람 모양 휴머노이드 AI가 가장 인기가 많고, 반려동물이나 식물 모양도 있고,
과거의 로봇 청소기처럼 간단한 기계 모양으로 남겨두는 사람도 있다.
사회 대부분의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AI 로봇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30년 현재 한국사회의 AI 로봇 보급률은 79%에 달한다. 소유자에 따라 AI의 성능 차이
는 존재한다. 업무, 의료, 집안일, 교육, 여가 등 분야에 따라 특화된 AI를 여러 대 보유한
사람도 있고, 간단한 기능을 조금씩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AI 한 대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
다. AI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며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이다. 여전히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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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이 경우 삶의 많은 부분에 제약이 따른다. AI 로봇은 비대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가상공간의 중요성도 점점 확장하고 있다. 얼마 전 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가상공간이 더 중요하다 65%,
물리적 공간이 더 중요하다 24%, 잘 모르겠다 21%로 가상공간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물리
적 공간의 중요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제 가상세계에서 물리적 세계의 경험을 대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다양한 가상경험 판매시장은 이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산업 중 하나
이다.
번역기의 발달은 소통의 경험 또한 크게 확장시켜 주었다. 코로나 이후 국경을 넘는 것이
보다 까다로워진 이 시대에, 국경의 벽이 작용하지 않는 곳은 온라인 세계뿐이다. 사람들은
이제 국제 온라인 회사에 입사하고, 온라인 세계학교에서 공부하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과 평생 대면할 확률이 낮은 이 시대에서 직접
만난다는 의미는 10년 전만큼 크지 않다.
원격 의료 시스템의 구축은 사람들의 진료 기회를 확장시켜 주기도 했다. 환자들은 온라
인에 개원한 각국의 병원을 비교하여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병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의사도 많다. 이들은 집이나 작업실에 원격 진료
소를 마련하여 환자들을 만난다. 최근에는 24시간 진료를 해주는 온라인 병원과 의사도 증
가하는 추세다. 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물리적 병원을 방문하지만, 대부
분의 진료 및 처방, 치료는 원격으로 가능하다. 한 번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는 임산부가 대부
분이며, 출산 역시 출장 의료를 통해 병원과 동일한 시설로 자택에서 가능해지고 있다.
고비용인 사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은 온라인 보건소를 이용한다. 간단한
진료 및 약 처방이 가능한 온라인 보건소는 저렴한 비용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 예약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국제적인 의료 시설이 경쟁하고, 이에 따라 사설 의료 서비스가 점점
비싸지는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푸드 컴퓨터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가전제품이 되었다. 이제 대부분의
집에는 부엌이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 푸드 컴퓨터가 놓여 있다. 소유자의 생체정보를 파악
하여 적절한 영양소가 배합된 음식을 만들어주는 푸드 컴퓨터는 개개인의 건강 유지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푸드 컴퓨터가 만드는 음식의 모양은 제각각인데, 사용자의 취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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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알약 하나로 만들 수도 하고, 기존의 음식 모양을 본떠 맛을 재현할 수도 있다. 기기의
사양에 따라 맛 표현에 차이가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글로벌 기업이 만든 ‘푸디네이
터’로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자랑한다.
본격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
는 사람들도 있다. 원격 기기를 비롯하여 각종 과학기술에 대한 적응을 어려워하는 언택트
부적응자와 과거를 그리워하며 대면 시대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은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 살아가는 비대면 가상 세계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한다.

□ 안전을 위한 규율 사회 (공공 중심/대면·비대면 혼재)
2020년, 세계는 전에 없이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그동안
인류가 당연시했던 삶의 양식을 흔들어 놓았고, 한국도 많은 것이 바뀌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열 감지 카메라를 통과해야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으
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다. 사람
들은 자신이 거쳐 간 모든 공공장소에 자신이 다녀갔다는 기록을 남겨야 했고, 개인의 사생
활보다는 다수의 안전을 위해 사회는 엄격한 규율을 늘려갔다.
2030년 현재, 재택근무, 재택교육이 시행되며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던 사회 분위기는 천
천히 대면 사회로 돌아서는 추세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다 엄격해진 규율과 과거보다 발
달한 안전 기술을 들 수 있다. 2020년에 6시간 걸리던 감염병 검사는 이제 15분 안에 확인
가능하다. 이제는 누구나 자가 감염병 키트를 구비하고 있으며, 30명 이상 모이는 공공시설
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감염병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도시 곳곳에는 열 감지 카메라
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염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열이 높은 사람은 자택 격리를 권고
받는다. 과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되었던 감기도 이제는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없는
질병으로 분류 된다.
QR코드를 찍거나 직접 서면 명부를 작성하여 자신의 동선을 기록했던 과거의 방식은 사
라졌다. 이제 도시 곳곳에 있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개인의 동선이 자동 기록된다. 등록된
주거 지역에서 먼 곳으로 이동할 시에는 지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신청부터 통과까
지는 평균 삼일 정도 소요되는데, 관련 법규를 어긴 기록이 있을 시 심사기간이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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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동 일정이 변경될 시 추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날짜를 어길 시에는 이동안전
관리청에서 세부 동선을 확인하게 된다. 중앙정부가 전반적인 안전을 담당하지만 각 지역에
서도 각각의 자체 체계를 만들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유 무인자율주행차가 도입되고 화석연료 사용 제한이 시작되면서 개인 소유 자동차는
거의 줄어들었다. 여전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유세가 높아져 자가용은
소유하지 않는 추세다. 도심에 차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차도의 비율이 줄어들었고, 도보가
넓어졌고, 자전거를 비롯한 1인용 이동수단을 위한 도로가 확충되었다. 이에 따라 10년 전
과 비교해 공기 질은 전에 없이 깨끗해졌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현저히 줄어드
는 추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가용 대신 무인자율주행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한다. 대중교통
좌석 거리두기 체계가 도입되면서 버스나 지하철 한 칸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생겼
고, 과거 빽빽하게 밀착해 이동하던 출퇴근 문화는 사라졌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일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가 보편화되었고, 재택근무 전환도 자유롭게 이루어
지고 있다.
10년 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원격 디바이스가
소수에게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자유롭게 원격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원격근무, 원격교육, 원격쇼핑은 접근 불가능한 삶의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격 시스템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을 확충하기 시작했
다. 개인이 디바이스를 소유하지 않아도 원격 시스템 활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
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쾌적하고 널찍한 공공 건축물을 짓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이 건축물의 키워드는 안전, 혁신, 쾌적함으로 최신 원격 디바이스 이용이 가능한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배우고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필수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적으로 원격 디바이스를
구비할 수 없거나 사용 공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최신 원격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서도 최대한 공간
을 폐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몇 년 전 남양주에 지어진 공공
원격 건축물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뽑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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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국민들의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만큼 정보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강화하되, 국민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높
아지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먹거리만 유통되고 있으며, 국민은 제공된 정보를 믿
고 구매한다.
공공 원격 의료 도입은 의료 지역 격차를 줄여주고 있다. 외과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진료는 원격으로 이루어지는데, 과거에 비해 빠르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가 검사를 해야 하는 영역이 많아져 오진률도 높은 편이다. 또한
가벼운 증상만으로는 과거처럼 즉각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치료보다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 관리와 예방 의학이 발달하는 추세다. 정부는 개인의 건강이
사회의 건강이라는 모토로 다양한 국민 지원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과 건강은
현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서 원격 의료 시스템을 비롯해 공공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의 많은 부분이 투자되고 있다.
한때 ‘빨리빨리’로 대표되던 한국의 이미지는 이제 ‘안전 느림’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경
제 성장도 더딘 편이다. 이에 대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당분간은 성장보다 보존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는 비전을 내놓았다. 2030년 한국은 ‘친환경’을 넘어 환경과 잘 공존하는 ‘친인간’을
모토로 나아가고 있다.

□ ‘얼리언택터’ 사회 (개인 중심/대면·비대면 혼재)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 침체는 거리의 활기를 앗아갔다. 북적이던 거리는 조용해졌
고 사람들은 안전한 개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면서 잉여
시간은 점차 늘어갔고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소비가 폭증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제품에 대한 니즈도 커지기 시작했다. 빅데이터 기술 발달과 맞물린 이러한
변화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 맞춤 식단, 쇼핑, 장소, 인간관계 등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넘어 개인 맞춤형 음식이
나 물건을 즉시 만들어 배송해주는 서비스, 의사, 심리상담사, 법률가 등 전문가를 즉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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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서비스 등 개인 특화 정보를 실제 생활로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늘어갔다. 또한 바이
오 기술, 의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 줄기세포 기술, 생명 연장 기술 등 의학 분야에 혁신
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백신 개발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전문가, 의사, 투자자들은 연대하
여 코로나 이후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이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출범 초창기에는 공공을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하나의 비전으로
움직이던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곧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해산되었다. 대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이 등장했고, 전에 없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2030년 현재 한국은 100% 비대면의 삶과 100% 대면의 삶이 공존한다. 100%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도화된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오감 활
용 원격 기기를 적극적으로 소비한다. 이들은 원격 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며, 대면보다 생생한 가상경험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이들처럼 최신 비대면
기기를 가장 먼저 구입해 사용하고 소비하는 비대면 족을 ‘얼리언택터(early untacter)’라고
부른다.
한편 여전히 대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10년 전처럼 직접 출근해 일하
고, 물리적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대면으로 상점을 이용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비대면
과 대면 중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는데, 각 그룹의 동선은 겹치지
않는다. 그만큼 비대면을 추구하는 ‘얼리언택터’와 여전히 대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은 분리되어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AZ세대로 분류된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A에서 Z까지
너무 많아 그만큼 선택의 자유도가 높아진 것을 뜻하는 세대다. 하지만 선택지만 많을 뿐
그만큼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일부일 뿐이라며 AZ세대의 허상을 비판하는 목
소리도 있다. 원격 의료 시스템 서비스의 질도 편차가 커지고 있다. A부터 Z까지 선택지가
많지만 A급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평균
건강 수명은 늘어났지만 계층별 건강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먹거리의 등급도 다양해지
고 있다. 먹거리 성분과 함께 제조 방법, 출처의 투명성에 따라 먹거리 등급을 부여받는데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먹거리는 총 10등급으로 나누어지는
데 9, 10등급을 받는 제품은 유통이 제재된다. 먹거리 등급 도입 이후 블랙마켓이 등장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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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곳에서는 저(低)등급을 받은 먹거리와 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먹거리가 저렴한 가격에
거래된다.
이 사회를 가장 크게 변화 시킨 기술 중 하나는 무인자율주행차량의 도입이었다. 이와
함께 초소형 원격 기기의 발달은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사회를 앞당겨 주었다. 무인자율
주행차량 도입으로 운전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은 이동 시간 또한 생산적인 시간으로 전환
시키고자 했다. 이는 이동식 라이프스타일을 정착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여행을 하며 근무를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비용만 지불할 수 있다면 초고속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날아
가 하루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 사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시험을 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 안에서의 생활이 중요해지면서 더욱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자율주행차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매일 신제품 원격기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율주행차 역시 다양한 모델이
출시된다. 집보다 자동차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도 생겨나면서 집 없이 자율주행차에
서 사는 ‘드라이빙 노마드’족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이동의 자유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도시를 자율주행하며 살아가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인스턴트 샤워장, 침대 카페, 오픈 키친, 24시 자판기 마트 등도 도시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한때 유행했던 미니멀리즘은 유행이 지나고 이제 테크멀리즘 시대가 도래 했다. 신제품
출시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며 사람들은 시시각각 제품을 업그레이드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미래를 꿈꾼다. 10년 전보다 커진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세계
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가장 먼저 누리는 한국의 테크토피아 비전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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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종합 결론
1. 종합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응 방향을 탐색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몇 가지 주요한
연구의 주안점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전망의 시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매우
먼 미래가 아닌 곧 우리가 직면할 미래에 해당한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사회
를 침범한지 단 1년 만에 세계적으로 만연한 질병이 되었으며 질병이 확산됨과 동시
에 치료제, 백신 등과 같은 해결책 또한 함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결국, 그 종식
의 시점은 백신의 개발과 보편적 보급이 이루어진 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미래는 단기적으로는 3년, 그리고 중장기적 여파 또한 10년 안의 예측이 유의
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전망의 분야이다. 전망의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
문에 ‘일상’이라는 측면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 ‘이동’,
‘먹거리’, ‘건강’으로 구성된 주요한 테마 분야를 설정하게 되었다. 마지막 주안점은
접근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일상에 대해 전망하기에 가장 좋은 접근법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바라는 사회상이 어떠한가라는 측면을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미래연구방법론의 장점들을 활용하여 절차적 재구성을 수행하였으
며 ‘국민이 바라는 미래’라는 관점에서 국민들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밝혀 미래를 전망
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공간, 이동, 먹거리, 건강의 차원에서 국민들이 상상하는 다
수의 미래사건을 확인하였으며, 그 미래사건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변화 방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한 변화방향을 8개의 관점으로 정리
한 것으로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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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 포스트 코로나 시대 8대 변화 방향
변화관점

원격화

변화방향
비대면·비접촉에 따른 본질적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의

재택근무, 이동형

증가현상을 예상할 수 있으며 지배적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이

라이프(워케이션),

예상

원격의료 보편화

비대면·비접촉 방식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증대됨에 따라
가상화

온오프믹스(O2O) 현상이 가속화되며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버츄얼컴퍼니, 가상체험경제 등 ‘제3공간사회’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짐
도시 독립 공간, 1인 이동, 대리재배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소유화

평탄화

나타냄. ‘공유하지 않고 소유한다. 소유할 수 없으면

소소한 소유 지향,
공유경제 비즈니스 변화,

주거 공간 체류시간 증가, 대형집합시설 해체, 무인(드론)물류,

인당 점유 공간 확대,

초고속 이동망, 워케이션 등에 대한 요구가 확장되어 인당

도시 저밀화, 수도권

주거점유공간의 확대, 다목적 공간(익스피어리언스 룸)의 구성,

영향력 분산,
대형집합시설 해체

무인비즈니스 기술, 드론형 임무차량 등장, 캡슐형 모빌리티

무인비즈니스 확대,

등에 대한 기술적 구현성이 높아지면서 무인점포, 무인물류,

드론형 임무차량 등장,

결합되어 1인 기반 서비스 확대, 영양소 선택 푸드, 대리재배,
패키지관광 축소 등 물리적 차원을 넘어 심리적 차원의

디지털 격차의 심화와 플랫폼과 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의료서비스 격차확대, 영양성분 선택권, 공간 무한 확장,
교육의 질 등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것을
우려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데이터로 모든 상황이

캡슐형 모빌리티
1인 기반 서비스 확대,
영양소 선택 푸드,
대리재배, 패키지관광
축소
의료서비스 격차확대,
영양성분 선택권, 공간
무한 확장, 교육의 질
먹거리 신뢰도 향상,

축적되는 현상은 먹거리 신뢰도 향상, 의료정보 개방, 보험

의료정보 개방, 동선 공개,

비즈니스 확대 등 디지털 투명(Digital Transparency)

위험경고, 보험 비즈니스

사회로의 전환을 예고
자료: 저자 작성

가속화

일시적으로 점유

고립경제로 강화

투명화

가상체험경제,
가상사회(디지털휴먼)

소유할 수 없으면

셧다운(거리두기, 폐쇄)상황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양극화

버츄얼컴퍼니,

기존 전달가치의 본질이 안전성 등으로 전환

무인여객 중심의 사회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

개인화

온오프믹스현상 심화,

일시적으로 전유한다.’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경제성 중심의

도시의 저밀평탄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

무인화

미래 변화

확대

2. 연구의의 및 발전방향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한 키워드 네트워크를 시작으
로, 국민의 미래사건 예측, 미래사건 선호조사, 공간, 이동, 먹거리, 건강 분야에 따른
주요한 변화 예측 및 정책적 대응방향의 탐색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의 종합적 차원
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네 가지 미래사회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8대 변화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한 이러한 접근법은 모든 미래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일반화
된 수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미래연구에서 접근하는 여러 방법적 수단, 그리고 철학
적 관점 중 한 종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
는 의의는 기존의 개념적이고 거대 담론 중심의 미래전망 대비 매우 구체적이고 충분
히 실현될 가능성이 검증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접근법은 실제적인 미래변화에 대해 변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예
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정책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
적인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가 미래가 도래
하기 이전에 정책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여 가기 위한
앞으로의 과업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그래서 연구방법론을 절차적 요소로 명확히
정의하고 각 절차적 활동이 상호 관련된 활동에 어떤 목적과 일정, 산출물로 연결되는
지를 명시적으로 설계하여 절차적 표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일반적 미
래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 이슈에 특화된 형태의 활동으로 구성하기보다,
각 절차가 방법론 전체에서 가지는 의미를 기준으로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형태의 활
동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진한 활동 중 국민워크숍과 대국민 미래사건 인식조사 등의 경우 워
크숍의 규모와 조사표본의 규모면에서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한 규모 축소, 예산 등의
제약조건 안에서의 결정 등이 이루어졌다. 현재 수행된 워크숍과 인식조사의 규모 또
한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향후 연구의 신뢰성 및 미래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워크숍과 인식조사의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발전된 미래연구 방법으로 자리 잡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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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Participants: Younghun Lim ․ Ilyoung Jung ․ Jungsub Yoon ․ Junghyun Yoon
․ Seola Jin ․ Gaeun Kim ․ Danbi Kim ․ Yewon Lee ․ Soojin Choo
․ Jeongho Park ․ Jieun Kim

This study examines future scenarios from various angles particularly focusing
on staggering incidents profoundly impacting on our today’s society. It is
axiomatic that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consideration of recent
unexpected and unpredictable changes in our lives, triggered by the global
COVID-19 pandemic since its first outbreak in December 2019.
The proliferation of COVID-19 worldwide has shown radical changes such as
boarder closures. Thus, it is inevitable for the whole countries to find out
alternatives to various public services and a way of life we took for granted
before the pandemic.
Despite these warning signs from all levels of society, we have been losing
many values. For instance, our transition to global economy enabled easier
interactions between people from different societies in a cost-efficient way, and
it led to the better standard of life with the increase of efficiency. However, such
easiness of mobility has now become a threat with a high level of contagiousness
in the global pandemic. For this reason, people cannot help pioneering diversion
routes to continue their routine and existing work practice. Finally, contactless
economy has been the new norm across the entire organizations.
Such change has accelerated ‘digital transformation’, and it is highly likely to
be continued to more deliberate and disruptive innovations. Given that movement,
our future society can be predicted as the era of ‘New Normal’ beyond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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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s of transaction.
At this point in time this study envisages our future images by developing
future scenarios caused by the COVID-19. In order to predict the changes in the
future, we focus on the pandemic-driven megatrends, and discuss whether or not
the expected future can be realized. As identified in 「STEPI Outlook」 published
in 2020, our future research method follows that the image of the future can be
realized through the notion of ‘Created future’ - not by ‘Accepted future’.

Contents 655

Contents

Abstract ······················································································································ i

Chapter 1. Introduction ························································································· 1
1. Research background ·········································································································· 1
2. Research objectives and scope ·························································································· 4

Chapter 2. Prediction methodology ··································································· 8
1. Extant prediction methodologies ······················································································· 8
2. Research design and methods ························································································· 18
3. Core areas of research ····································································································· 37

Chapter 3. Space in the post Covid-19 era ················································ 57
1.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 57
2. Images of the future ········································································································ 95
3. Policy options proposals ································································································ 128

Chapter 4. Move in the post Covid-19 era ················································ 189
1.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 189
2. Images of the future ······································································································ 244
3. Policy options proposals ································································································ 269

Chapter 5. Food in the post Covid-19 era ················································ 321
1.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 321
2. Images of the future ······································································································ 380
3. Policy options proposals (based on a public awareness) ·········································· 412

Chapter 6. Health in the post Covid-19 era ·············································· 447
1.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 447

656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2. Images of the future ······································································································ 501
3. Policy options proposals ································································································ 544

Chapter 7. A Knowledge base of future research and its diffusion ···· 576
1. A system for exploring future issues (Shaping Tomorrow) ····································· 576
2. Social diffusion of future research knowledge ··························································· 583
3. Knowledge network ········································································································ 592

Chapter 8. Concluding remarks ····································································· 604
1. Future society in the post Covid-19 era ····································································· 604
2. Conclusion ······················································································································· 628

References ·········································································································· 631

Summary ·············································································································· 653

Contents ··············································································································· 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