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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정치･사회･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 사회 및 환경변화 고려가 필요

과학기술예측조사는 미래사회를 전망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하게 전망해보고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을 주기로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수행하고 미래 

다양한 이슈와 미래 필요한 기술을 발굴

본 이슈페이퍼는 향후 25년의 미래사회를 전망하여 이슈별 파급효과, 기회/위협 요인, 

미래사회 수요 등을 분석한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연구 1차년도(2020) 결과를 수록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는 2021~2045년까지의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음

향후 25년이라는 중장기를 관점에 두고 산･학･연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의 6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미래 이슈를 논의 

새롭게 제기되는 중요 이슈, 기후변화처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전 지구적이고 

장기적인 이슈, 사회구성원 및 지향하는 가치의 변화,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이지만 

발생하게 되면 사회 전반에서 환경변화를 크게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등 다양한 이슈 발굴

※ ①디지털 세상, ②비대면 사회, ③가치다양화 사회, ④인구구조의 변화, ⑤도시의 변화, ⑥환경･자원의 

변화, ⑦미지의 영역 개척, ⑧글로컬(Glocal) 시대, ⑨동북아 정세 변화, ⑩국가의 역할 변화, ⑪신흥안보,

⑫극단적 쇼크 등 12개 미래이슈 도출

이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제공을 위해 파급효과가 크고 과학기술 대응가능성이 

높은 이슈를 3개 선정하여 심층분석 추진하고 환경요인, 촉발경로, 파급효과, 레질리언스 

관점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등을 도출

도출한 미래이슈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에서 미래기술을 도출하며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물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중장기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본 이슈페이퍼는 2020년 KISTEP 기관고유과제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내용으로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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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cience and technology are rapidly developing and affecting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issue paper aims to prepare variety options to predict future rather than 

predicting one particular future with high accuracy.  It is the purpose to give 

a reactive choice in a various situation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Every five years, 

KISTEP conducts science and technology prediction surveys to discovers 

necessary technologies for the future by discovering and analyzing various 

future issues.

This issue paper is part of the results of the first year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ediction Survey (2020). it will analyzes opportunities/threats and 

countermeasures by issue by forecasting the future society for the next 25 

years.

The 6th Science and Technology Forecasting Survey predicts the future society 

between 2021 and 2045 and draws out issues that may arise as follows.

In order to draw issues from a wide perspective, more than 60 diverse experts 

from industrial, academic, and research fields participated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Newly raised important issues. Discovering various issues from a global and 

long-term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which is continuously being raised 

and changes in values aimed at by member of society. 

As life changes rapidly due to the outbreak of Corona 19, events that may 

occur, although somewhat extreme, are included in futur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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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policy customers, the analysis of 

existing trends was specified to analyze individual issues for the outlook of 

the future society.

- Three issues are selected, such as the threat of extinction of bees, the landing 

of a super typhoon, and the threat of an AI based system, and an in depth 

analysis is carried out to derive policy response measures according to 

environmental factors, triggering routes, ripple effects, and resilience 

perspectives.

Major future issues : ① Digital world, ② Non face to face society, ③ Value 

diversification society, ④ Population structure change, ⑤ Urban change, ⑥ 

Environment and resource change, ⑦ Pioneering of terra incognita ⑧ Glocal 

(Global-local) time, ⑨ Change in Northeast Asia situation, ⑩ Change of role 

of goverment, ⑪ Emerging security, ⑫ Extrem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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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Ⅰ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정치･사회･경제 등 기술의 발전이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미래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 전망이 필요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향후 발생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선택지를 마련하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근거에 기반한 과학기술정책･전략 기획을 기획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매 5년마다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시행 

※ 2004년부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추진 

향후 25년의 중장기를 전망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 및 시대에 따른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여 미래사회의 수요에 맞춰 향후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도출하고 분석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발표 1994년 1999년
2004년
(2008년 
추가발표)

2012년 2017년

추진방법

⦁전문가 브레인 
스토밍

⦁델파이(우편)

⦁전문가 브레인 
스토밍

⦁델파이(우편)

⦁환경스캐닝
⦁델파이(온라인)
⦁미래 세상에 

대한 시나리오

⦁환경스캐닝
⦁네트워크 분석
⦁델파이(온라인)
⦁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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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한 
미래기술 수

1,174개 1,155개 761개 652개 267개

예측시기
20년

(1995~2015)
25년

(2000~2025)
25년

(2005~2030)
25년

(2012~2035)
25년

(2016~2040)

추진체계
⦁기술예측위원회
⦁12개 소위원회

⦁기술예측위원회
⦁15개 분야별 

분과 위원회

⦁기술예측위원회
⦁기술분석위원회
⦁기술/시나리오

분과

⦁총괄 위원회
⦁전망/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총괄 위원회
⦁미래예측 

위원회
⦁미래기술 위원회

주요특징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을 바탕으로 
미래기술 도출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

⦁기술예측위원
회에서 
연구개발 영역, 
목적, 우리 
실정을 
고려하여 
미래기술 도출

⦁미래사회 전망 
및 니즈를 
고려하여 
미래기술 도출

⦁시나리오 기법 
시범 도입

⦁인문사회 
전문가 포함

⦁트렌드 분석 
및 한국형 
미래수요 분석 
도입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 
조사

⦁기존 예측조사 
실현여부 평가

⦁24개 주요 
혁신기술에 대한 
기술확산점 등 
심층분석

⦁미래기술명 및 
기술설명 표준화

⦁대중의견을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표 1> 과학기술예측조사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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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향후 

25년이라는 중장기를 관점에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이슈를 논의

2045년을 전망하여 1차년도 연구(2020)에서는 미래이슈를 도출하고 2차년도(2021)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을 도출하고 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전망 부분도 활용도가 높아 3개 이슈에 대해서는 환경요인, 

촉발요인, 정책 대응방안 도출 등 심층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로 제공

※ 해외에서 발간되는 미래보고서와는 별도로 국내의 미래사회 전망에 대한 예측 정보 요구가 높음(2019, 

KISTEP 설문조사 결과)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 도출한 미래이슈와 미래기술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정책･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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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Ⅱ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 연구에서는 2045년까지를 전망하여 5개 미래사회와 

미래사회별 12개 미래이슈, 62개 세부 이슈를 도출하고 분석 

국내외 문헌조사*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이슈를 선정하고 향후 전망, 기회/위협 요인, 

미래사회 수요 등을 분석하고 불확실성, 파급효과,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측면에서 평가

* 제5회 예측조사(’16) 이후 발표된 ①국내외 트렌드 관련 문헌, ②상상력 기반의 문헌(SF소설, 영화 등),

③미래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기사, 과학잡지 등의 빅데이터 분석

구분 추진내용

내

부
환경스캐닝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 STEEP 분야 분석

⦁미래이슈 후보안 도출

총

괄

미래이슈 

검토
⦁미래이슈 후보안 검토(누락 이슈 추가 및 레벨 조정 등) 

미

래

이

슈

분

석

회

의

1차 ⦁미래 이슈별 향후 사회변화를 전망하고 기회/위협 요인 등을 도출

2차

⦁미래 환경변화 논의

⦁세부 이슈 간 중복 사항, 중요도 등을 논의

⦁이슈별 레벨 조정, 이슈명 검토 및 수정

3차

⦁미래사회 수요(사회･경제적 니즈) 및 과학기술 대응방안 도출

⦁조정된 이슈들을 대상으로 각 사회(분과)별로 파급효과, 불확실성,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등을 평가(5점 척도)

⦁세부 이슈별 개념, 현황, 미래모습 변화, 정책 대응방안 등을 분석

총

괄

미래이슈 

검토

⦁최종적으로 미래이슈별 도출한 내용 검토

⦁세부 이슈의 시기별 파급효과 평가(5점 척도) 

  ※ 결과물은 본 보고서 참조

<표 2>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미래이슈 도출과정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이슈 심층분석

4

평가항목 내 용

파급효과
관련 이슈가 우리나라 미래에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넓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혹은 특정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정도

불확실성

미래사회에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정도

예시) ‘국제 경기’라는 이슈가 미래에 성장할 것으로 (혹은 침체할 것으로) 확신한다면 

불확실성은 낮음. 반면에, ‘국제 경기’가 미래에 성장할지 침체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불확실성은 높음.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대상 미래이슈가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정도

<표 3> 이슈별 평가항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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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 5. 매우 높음) 

미래이슈 도출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세부 이슈 중 

관심도가 높은 3개 이슈를 선정하여 심층분석 추진

파급효과가 커서 발생하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환경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과학기술로 

대응이 가능한 이슈 선정

이슈별로 문헌조사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환경요인, 촉발경로, 레질리언스 관점에서의 

사건 발생 전후의 정책 대응방안 등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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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전망 및 이슈 도출 Ⅲ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 활동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점차 비대면 

사회로 이행하며 개개인의 니즈를 충족하는 관련 디지털 산업, 경제가 발전

미래/세부 이슈 주요 내용

디

지

털 

경

제

온라인 경제의 주류화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이 온라인으로 대거 이동

플랫폼 자본주의 확산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산업을 선도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가능

디지털 재화 시장의 

성장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다양한 

정보재(information goods) 시장의 성장

Cashless사회 도래 전자화폐 등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이 발달 

디지털 사회의 

일자리 변화
기술의 지능화와 근무방식의 원격화 등으로 기존 일자리 변화

디지털 제조기술 확산 소비자 선호에 따라 제조 방식 및 디자인을 실시간으로 변경 

<표 4> ‘디지털 세상’의 세부 이슈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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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에서 불확실성이 낮고 파급효과가 큰 이슈는 ‘온라인 경제의 주류화’와 

‘연결된 사회 도래’ 등이며 이들 이슈는 과학기술 대응가능성도 높음

[그림 1] <디지털 세상> 세부 이슈별 불확실성, 파급효과 및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 ‘연결된 사회도래’가 5년 내, ‘온라인 경제 주류화’, ‘플랫폼 자본주의 확산’은 0~10년 내, 

‘디지털 사회의 일자리 변화’, ‘디지털 재화시장의 성장’, ‘맞춤형 서비스의 보편화’는 

11~15년 내, ‘정보의 가치 변화’가 16~20년 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세부이슈의 시기별 파급효과 그래프(5점 척도 평가)는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 연구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음

<디지털 세상>의 미래사회 수요로는 개개인의 니즈에 대응한 교육･의료･산업 전반의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안전을 보장하는 사이버보안 표준 기술 등

미래/세부 이슈 주요 내용

비

대

면

사

회

연결된 사회 도래 온라인 기반의 컨택(Ontact) 사회로 변화

학습의 개인화 빅데이터, AI 기술 기반으로 개개인별로 최적의 학습환경 제공

가상과 현실공간의 

통합

가상과 현실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XR(Extended Reality)기술과 

관련 콘텐츠 발달

정보의 가치 변화
데이터가 연계･통합･해석 등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정보로 

재탄생

사회적 소통방식의 

변화
온라인 소통이 오프라인 소통의 보완적 관계에서 주된 소통 경로로 변화

맞춤형 서비스의 

보편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물품과 

서비스 제공



Ⅲ. 미래사회 전망 및 이슈 도출

7

사회구조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미래 이슈로 고령화,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과 도시집중화, 가치 기준의 다양화와 갈등 발생 등이 있음

미래/세부 이슈 주요 내용

가

치

다

양

화 

사

회

가치의 다변화
초개인주의화, 극단적 성향의 대립, 복합적 정체성 등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발생하고 가치 기준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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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와 갈등 발생 

공공 가치 강조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유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 

증가

인

구

구

조

의

변

화

고령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변화

저출산 초저출산 사회로 인한 사회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세대 구성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그 중에서도 1인 가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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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혁신에 따른 

삶의 변화

바이오 기술발전 및 개인 유전체･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및 

일상생활 변화

<표 5> ‘사회구조 변화‘의 세부 이슈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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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의 변화>에서 불확실성이 낮고 파급효과가 큰 이슈는 ‘고령화’, ‘저출산’, ‘초연결 

스마트시티의 가속’, ‘메가시티, 메가리전(Megaregion)’이며 이 중 ‘초연결 스마트시티의 

가속’, ‘고령화’, ‘메가시티, 메가리전(Megaregion)’은 과학기술 대응가능성도 높음

[그림 2] <사회구조의 변화> 이슈별 불확실성, 파급효과 및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 ‘가치 갈등 발생’, ‘메가시티, 메가리전(Megaregion)’이 향후 11~15년에, ‘고령화’는 

향후 11~20년,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은 향후 16~20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사회구조의 변화>의 미래사회 수요로는 디지털 온오프에 기초한 인간관계의 주류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독 및 소외감 완화를 위한 챗봇･로봇, 공정･정의･젠더 등에 대한 세대 간

관점차 극복을 위한 대화 채널 확대, 사이버 국토나 도시의 구축 및 운영 관리 등

미래/세부 이슈 주요 내용

도

시

의 

변

화

초연결 스마트시티의 

가속

도시인구의 증가와 인프라 노후화, 도시내 에너지 환경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도시 공간 설계 및 구축 운영

메가시티, 

메가리전(Mega-reg

ion)의 증가

인구, 경제 활동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국토공간 불균형 지속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
수도권 집중 심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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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인식 변화와 경제 활동으로 점차 바뀌고 탈탄소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과 자원의 선순환, 우주로 생활권을 확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도전 예상

미래/세부 이슈 주요 내용

환

경

･

자

원

의 

변

화

온난화 심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동식물의 멸종 위기, 기후 난민 등이 

발생하고 동식물 서식지 경계가 와해되면서 이전까지 인간이 접하지 

않았던 바이러스, 인수공통 전염병 등이 계속 등장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오존의 위협과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및 노약자 내원율 증가

일상생활 속 

화학물질 노출 증가

화학물질 사용량 증가, 새로운 유해물질의 발생,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 

유해인자의 다양화･복잡화로 인해 환경성 질환도 증가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시스템 전환되며 화석연료 

시대의 허브인 중동에서 재생에너지 분산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경제 패권국가 탄생

탈탄소 사회의 미래에너지 수소에너지, 핵융합에너지 등 탈탄소 사회를 위한 미래에너지 개발과 활용

수자원 확보와 공급 

위기

기후변화로 수자원 이용･공급 예측이 어려워져 대체 수자원 개발 및 물 

절약형 사회 전환

<표 6> ‘지구 환경변화와 자원개척’의 세부 이슈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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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변화와 자원개척>에서 불확실성이 낮고 파급효과가 큰 이슈는 ‘온난화 심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의 전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며 

이 중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과학기술 대응가능성이 높음

[그림 3] <지구 환경변화와 자원의 개척> 이슈별 불확실성, 

파급효과 및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이 향후 11~20년 사이에 파급효과가 크며, ‘탈탄소 사회의 미래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

<지구 환경변화와 자원의 개척>의 미래사회 수요로는 극한 기상현상에 대비한 인프라 

개선, 식량 안보 위기 대응, 4차산업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전략 및 기술 등 

미래/세부 이슈 주요 내용

자원의 선순환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산업 폐기물 등 자원의 재활용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소비되는 자원의 종류 및 양에 큰 변동을 가져와 공급과 

수요에 대한 갈등이 심화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미세플라스틱, 초미세플라스틱은 주요 생태계 위협 요인으로 부상

미

지

의 

영

역 

개

척

극지 자원 및 항로 

개발
해빙으로 인한 북극 항로 이용 및 극지방의 자원 개발

심해 자원 발굴 미래자원 확보 수단의 하나로 심해 자원과 해양 생명자원 발굴

우주생활 시대
군집위성, 화성 정착촌 건설･운영, 지구 저궤도 관광상품 등 우주로 생활권 

및 경제권 확대

달･화성･소행성의 

자원 발굴

달, 화성, 소행성의 자원 발굴을 위한 우주개발 및 우주탐사가 활발해지며 

점차 민간 자본에 의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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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거점 국가의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확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비용 증가, 질병･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위기관리의 필요성 

대두 등 GVC(Global value chain) 재편 움직임 확대 

첨단기술 개발에 주도권을 가지는 국가가 경제적ㆍ군사적 패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과 중국의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

위기극복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그 범위와 수준 및 그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부정적 견해가 혼재

미래/세부 이슈 주요 내용

글

로

컬 

시

대

글로벌 

밸류체인･비즈니스의 

변화

신흥국의 급격한 임금 상승, 선진국 중심의 리쇼어링 확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비용 증가,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위기 등으로 GVC 재편 

자국중심주의 강화
자국민의 이익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 및 자국중심의 보호 

무역 강화

<표 7> ‘세계 질서의 변화’의 세부 이슈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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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의 변화>에서 불확실성이 낮고 파급효과가 크며 과학기술 대응가능성이 높은 

이슈는 ‘글로벌 밸류체인･비즈니스 변화’, ‘국가별 비관세 장벽 강화와 국내 산업구조 

재구성’, ‘정부 역할의 강화’

[그림 4] <세계질서의 변화> 이슈별 불확실성, 파급효과 및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 ‘글로벌 밸류체인･비즈니스의 변화’가 향후 11~15년에,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관계’가 

향후 6~10년 내, ‘민주주의의 인식변화’가 향후 16~25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세계질서의 변화>의 미래사회 수요로는 미/중 경제 분쟁에 따른 틈새시장 발굴 등 대처 

방안 마련, 자국 중심의 공급망 및 국가 간 새로운 협력 체제 구축 등

미래/세부 이슈 주요 내용

국가별 비관세 장벽 

강화와 국내 

산업구조 재구성

비관세 장벽의 강화에 따라 이를 극복할 환경, 안전 및 인증기술, 

국제표준화 강화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우선적 개편

동
북
아 
정
세 
변
화

중국의 급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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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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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구축

남북 관계 
북한 정권 및 대외상황에 따른 북한 관계 변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관계 구축

국
가
의 
역
할 
변
화

정부 역할의 강화
내외적으로 다양한 국가적 위기 시에 경제/기술의 발전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 증가

민주주의의 인식 변화 ICT 기술의 발달로 대중의 직접적인 의사 전달과 참여 기반 민주주의의 확대

정부의 개념 변화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 증진과 투명성, 책임성, 민첩성 등에 대한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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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회, 디지털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이나 AI기반 시스템 위협 등의 

안보이슈가 중요해지고 전염병 등으로 인한 보건안보도 부각되고 있음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급격한 사회변화를 유발하는 극단적 사건도 

미래이슈에 포함하여 발굴하였으며 가금류･꿀벌 등의 멸종 위기, 슈퍼태풍의 상륙, 전력망 

붕괴로 인한 대정전 등이 있음

미래/세부 이슈 주요 내용

신

흥

안

보

국방 기술의 부상 AI기반의 무기 체계 활용, 로봇, 드론 등을 이용한 전쟁 양상의 변화

사이버 안보
조직화된 해커집단에 의한 경제･정치･군사적 목적의 해킹 증가와 단순한 

정보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을 마비시키는 인프라 공격에 대한 우려 확대

AI기반 시스템 위협
AI기반 서비스･시스템 이용이 일상화되고 의존성이 커진 상태에서 테러, 

AI 학습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오류 등으로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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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안보
산업스파이, 국가 간 산업기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국가 간 

갈등도 증폭될 우려

<표 8> ‘위험의 일상화’의 세부 이슈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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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일상화>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과학기술 대응가능성이 높은 이슈는 ‘전력망의 

붕괴’, ‘보건 안보’이지만 불확실성은 높은 편

미래/세부 이슈 주요 내용

보건 안보

⦁고령화, 전염병 등으로 인해 삶의 질 제고와 사회･집단 유지에 위협

⦁전염 가능성으로 인한 사회적 집단 공포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패닉현상의 

일상화에 따른 사회체계 붕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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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로 인한 

국가 간 갈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는 활동에 대한 제약이 심해지고,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선후진국간 갈등을 심화시킴

극

단

적 

쇼

크

꿀벌의 멸종 위기
꿀벌의 멸종 위기(개체 수의 70% 이상 감소)로 화분매개 기능이 

부족해지고 생태계 변화 초래 

가금류의 멸종 위기
신종 동물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어 닭 등 가축 개체 수의 치명적인 감소 

유발로 가장 보편적이고 양질의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 상실 위협

슈퍼태풍의 상륙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복합재난 발생 및 

거주지 붕괴로 인한 환경 난민 발생으로 기존 경제/군사적 이유에 의한 

이민/난민 발생에 더해 국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대도시 직하 지진
도시의 네트워크 복합화･대규모화로 행정기관, 인구, 자본 등이 집중된 

지역에 지진 발생 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발생

불특정 다수 대상 테러 양극화와 극단화가 가속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한 테러 증가

지자기 폭풍의 발생
지구의 자기장 교란으로 연쇄 정전 및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쳐 사회기반 

시설 붕괴

전력망의 붕괴
태풍, 지진 등으로 발전소 중단, 전력망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정전과 2차 

복합재난 발생

인접국 원전 사고
인접한 국가에서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대기 및 해양 오염 등 생태계 

전반에 영향

동북아 정세 급변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등 동북아 역학 구도의 

심각한 변화 발생

한국판 노키아 쇼크
핀란드 대표기업이었던 노키아처럼 국내 경제 주축인 대기업 중 일부가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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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위험의 일상화> 이슈별 불확실성, 파급효과 및 과학기술 대응가능성

- ‘보건 안보’가 향후 10년 내에, ‘국방기술의 부상’이 향후 16~25년 내에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위험의 일상화>의 미래사회 수요로는 사이버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안전 

거래 방안 마련, 식량위기에 대응한 대체육류 개발, 재난 발생 시 광역 대피체계 마련, 

재난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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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심층분석Ⅳ

미래사회 전망 과정에서 도출한 이슈 중 내외부 연구진 논의를 통해 관심도가 높은 3가지 

이슈를 선정하여 환경요인, 촉발경로, 파급효과, 정책 대응방안 등 심층분석 추진

①사회･경제 다방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이슈, ②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한 이슈, ③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나 연구 과제로 다루어진 적이 적은 이슈 등을 기준으로 선정 

기후변화 및 인간의 경제활동, 자연재해, 기술발전 등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구분하고 

꿀벌의 멸종위기, 슈퍼태풍의 상륙, AI기반 시스템 위협 등 3개 이슈를 선정

- 각각의 이슈에 대한 환경요인, 촉발경로, 극단적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이슈가 발생했을 때의

파급효과, 레질리언스 관점에서의 정책 대응방안 등을 심층분석

구분 이슈 내용 특성

기후변화&

인간의 

경제활동

꿀벌의 멸종 

위기

화분 매개 곤충의 

멸종으로 인해 생태계 

다양성에 영향

⦁예측 가능

⦁(발생시기) 점진적 변화

⦁(영향을 미치는 공간) 전 세계적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경제･사회적 피해 

발생

⦁복원까지의 소요 시간이 매우 길어지거나 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음 

자연재해
슈퍼태풍의 

상륙 

태풍은 호우, 강풍, 

해일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복잡한 

기상현상이며, 지구 

온난화로 점차 

빈번해지고 강도도 

강화

⦁발생은 예측 불가능, 발생 후 경로, 세기 등은 

예관측 가능

⦁(발생시기) 관측 시점

⦁(영향을 미치는 공간) 국지적

⦁재난 대비를 위한 도시 설계 등 인프라 구축에 

장기간에 걸친 시간 필요

⦁인프라 복원 등으로 대규모 건설 붐 등이 발생

기술발전
AI기반 

시스템 위협

AI가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자동화 증가로 

인공지능의 판단 

의존도도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협 

⦁예측불가능

⦁(발생시기) 순간적, 즉시

⦁(영향을 미치는 공간) 세계/국지 모두 가능

⦁디지털 위협이 물리 세상에도 영향을 미침

⦁인명피해가 대규모, 무차별적으로 발생 가능

⦁AI기술 발전 속도, 기술 수준, 확장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계산 불가능한 위험 존재

<표 9> 심층분석 선정이슈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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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꿀벌의 멸종위기

꿀벌은 대표적인 화분매개 곤충으로 멸종 위기가 도래하면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다양성 감소로 인해 생태계에 큰 변화 초래

※ 꿀벌은 인간이 관리하고 있는 종으로 꿀벌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 다른 화분매개 곤충은 그 전에 

이미 멸종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음

(환경요인) 기후변화로 꿀벌의 서식지 감소, 이상기후에 부적응, 밀원식물의 변화로 영양분 

섭취 장애가 발생하는 한편, 꿀벌의 선별 사육 등으로 유전적 다양성 결여

구분 요인

⇒

변화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부적응, 서식지 감소

⦁꿀벌의 영양부족

⦁유전적 다양성 결여

밀원식물의 변화, 꿀벌의 활동시기와 개화 

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영양분 섭취에 장애

외래 병해충 유입

인간의 

경제활동

농약 사용

도시화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인공 사육(선별된 종, 영양분이 부족한 사료)

<표 10> 꿀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촉발경로) 꿀벌의 유전적 다양성이 결여되고 영양부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외래 병해충이나 치명적인 새로운 질병 등장 시, 멸종위기 초래

※ 전 세계 꿀벌의 개체 수가 70% 이상 감소했을 때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쇼크 발생 우려

(파급효과) 다양한 식물 종의 감소를 유발하여 생태계 변화, 재배작물 감소로 인한 가축 

사료 공급에 지장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등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

* 꿀벌과 같은 꽃가루 매개 곤충들이 100% 사라지면, 전 세계적 과일의 22.9%, 채소의 16.3%, 

견과류의 22.9% 감소가 예상(Samuel S Myers, The Lancet, 2015)

- 양봉산업의 타격으로 대체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계층과 달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 증가, 식품 소비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

- 식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주로 저소득 국가에 집중되면서 지구촌 양극화 및 난민이 폭증, 

식품 시장의 혼란 등 식량 위기와 지역 간･국가 간 갈등 및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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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꿀벌의 멸종 위기’의 촉발경로 및 발생하는 파급효과

(정책 대응방안) 기후변화 대응, 꿀벌에 안전한 환경 조성, 꿀벌 및 꿀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 연구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화분매개 곤충의 확보가 필요

정책 대응방안예방(쇼크 발생 전)

멸종 대비 사전전략

￭ 기후변화 대응

⦁먹이(밀원)식물 생태계 모니터링 및 확대

⦁외래 병해충 유입의 지속적 감시(생물 검역)

⦁꿀벌의 병해충 관리와 천적을 퇴치하기 위한 관련 기술 개발

￭ 꿀벌에 안전한 환경조성

⦁농약의 위해성 평가, 안전사용 지침 마련 등 비독성적인 

방법을 채택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가이드라인 도입

⦁대규모 단일 작목 영농 대신 다변화된 전통 농업 형태 장려

⦁꿀벌 양봉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체계적 관리 강화

⦁꿀벌의 서식지 보존(국유림을 중심으로 한 밀원 수림, 도심 

등 서식지 확대, 꿀벌 길 조성 등)

⦁꿀벌 양봉에 대한 인식 확대

￭ 꿀벌 및 꿀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 연구 

⦁꿀벌의 스트레스, 면역 등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

⦁꿀벌에 치명적인 다양한 해충과 질병 조사

⦁병해충에 대한 유전자 치료 기술 개발

⦁화분매개의 경제적 가치, 영향평가

￭ 정확한 실태 파악

⦁봉군 수 등 꿀벌의 정확한 실태 조사

⦁화분 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 개체(봉군) 

수 연구

￭ 화분매개 곤충의 확보

⦁꿀벌의 유전자 육종 계통 확보

⦁화분매개곤충에 대한 전반적인 다양성, 

기능성 평가

￭ 거버넌스 조성

⦁정부기관 내 멸종 위기 대응을 위한 

총괄TF 구성

<표 11> ‘꿀벌의 멸종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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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크 발생 후 대응단계에서는 꿀벌의 존속과 직접적인 피해 경감을 위한 대응, 적응단계에서는 

꿀벌의 복원 노력, 화분매개 기능의 대체 방안 마련, 식생활 방식 변화 등 위험관리 다양화 

전략이 필요

- 꿀벌의 멸종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인공수분 기술 등으로 화분매개 산업을 

활성화 하는 한편, 생태계 구조변화에 적응 필요 

쇼크 대응단계

(피해 경감을 위한 기존 시스템 강화)

쇼크 적응단계

(위험 관리 다양화)

새로운 기회로 전환

(시스템 변화의 관점)

￭ 꿀벌의 존속을 위한 대응

⦁남은 꿀벌을 존속시키기 위한 

봉군･육종 관리 기술 개발

⦁기생충에 강한 내성, 면역력을 

가진 유전자 변형 꿀벌, 

우량꿀벌 육성

￭ 직접적인 피해 대응

⦁양봉농가의 업종 또는 재배작물 

전환 등을 통해 부도 또는 파산 

위험 분산

⦁식량 부족, 가격 폭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리스크 최소화

⦁단기적 농업생산물 감소에 대한 

국제적 대응, 공급망의 회복

￭ 꿀벌의 복원 노력

⦁식물 군락의 급격한 변화 방지, 

먹이(밀원)식물 확대

￭ 화분매개 기능의 대체 방안 

마련

⦁(알려져있지 않은)꿀벌을 대신할 

수 있는 화분매개곤충 조사

⦁꿀벌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 

수분(인간, 전자 곤충) 방안 

논의

￭ 식생활 방식 변화를 통한 영향 

최소화

⦁꿀벌 수분이 필요 없는 식용 

식물 보급 확대

⦁생산량 감소 과일, 야채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영양보조제 및 

대체 식품 등 개발

⦁대체 품목 생산 확대 등 

식량자원 확보 전략 마련

￭ 화분매개 산업의 활성화

⦁다른 화분매개곤충이 꿀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게 육성

⦁곤충 로봇 등 인공수분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스마트팜 등 작물재배 시스템 

첨단화를 통한 농작물 증산

⦁화분매개 곤충의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구축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 강화

￭ 화분매개 의존 식물이 사라지는 

생태계 구조 변화에 적응

⦁자가수정, 단위결실 작물 등 

위주로 생산 시스템 변화

⦁난개발에서 탈피하고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도시 설계

(그린인프라)

⦁인간 위주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로 인식 개선

⦁배양육 개발을 통한 먹거리 

위협 영향 최소화

⦁국가 간 식량 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유기적 대응

<표 12> ‘꿀벌의 멸종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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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슈퍼태풍의 상륙

열파, 한파, 집중호우 등 극한 일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태풍은 다양한 기후 현상이 포함되어 

있어 극한 일기변화의 피해양상을 분석 가능 

(환경요인) 기후변화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도시의 인프라･네트

워크 집중으로 피해 확대   

- 기후변화로 지역 간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찬 기단과 더운 기단이 부딪히며 극단적인 

강수 및 강풍 발생 증가,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는 지역이 점점 고위도로 이동하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태풍이 파괴력을 유지하며 더 멀리까지 이동

- 도시의 거대화･복잡화로 인구가 한 지역에 집중되고 에너지, 통신 등 대규모 기술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어 재난 노출 및 취약성 증가, 고층 건물에 의한 빌딩풍으로 태풍 피해 증폭

- 식량, 제조업 등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어 태풍의 피해가 이제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연쇄적으로 영향

※ 예) 2011년 태국의 홍수가 장기화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현지 부품 공장이 침수되어 자동차 

생산에 큰 타격

(촉발경로) 해상에서 발생한 강력한 규모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시점을 쇼크 발생 

시점으로 정의 

(파급효과)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1차 피해, 수도･전기･가스 등 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2차 이상 피해, 재난 수습 과정에서의 혼란 및 사회적 양극화 등 

- 항만 및 연안 시설물 피해, 인명피해, 전기･수도･가스･통신망 등 기반시설 및 식품 냉장 

저장 시설, 화학약품 가공 시설 등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 통신망 단절, 도로 붕괴 등으로 생필품, 구호물자 등의 전달이 어려움, 현장 레벨에서의 

재난 대응으로 구조 활동의 역할 분담이나 중앙 차원의 조정 곤란 등 발생 

- 수만 명의 이재민을 수용한 곳에서는 전기가 끊기고 식수 공급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용시설과 폐허가 된 재난지역에서 약탈, 방화, 강간 등의 각종 범죄 발생 

- 재난으로 정신건강, 정신질환, 우울증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재난 앞에 무기력해지면서 

사회보장 제도에 크게 의존

- 재난재해 이후 도시 복원 시, 인구 밀집 지역의 해체 등으로 저소득 계층이 도시 바깥으로 

밀려나는 우려, 사회적 불신과 불평등으로 인한 도시 복원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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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슈퍼태풍의 상륙’으로 인한 촉발경로 및 발생하는 파급효과

(정책 대응방안) 재난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강화하는 한편 방재 예방조치와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한 재난 대비 매뉴얼 마련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전)

￭ 재난 예측 시스템 고도화

⦁다양한 기상 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태풍 경로 예측 능력 및 정확도 강화

⦁타국과 기상 정보 협력 확대

⦁재난 발생 시, 대피 최적 경로를 찾아주는 알고리즘 마련

⦁피해 규모 산정 및 복구를 위한 예산 추산 연구

￭ 방재 예방 조치 강화

⦁지역별 방어 역량의 격차 해소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태풍의 극치(최대값)를 바탕으로 설계 기준 상향

⦁도시민의 통째 피난 등 광역 대피 방안 마련

⦁각종 방재시설 및 전력망의 내구성(robustness) 강화

⦁주택 및 주거용 건물에 대한 내풍성 수리 인센티브 부여

⦁호우나 강풍으로 인한 기반 인프라 파괴시 대체할 수 있는 시설 확보 

⦁고령자, 산간도서 거주자 등 취약층의 태풍 자가 방재 노력을 돕기 위한 집중적 지원 활동 강화  

⦁지하공간 침수 위험 연구를 통한 침수 예방조치 강화

⦁하천별 특성에 적합한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태풍 시즌 전 취약지구, 기반인프라에 대한 광범위 사전 점검 정례화

⦁고립지역 생존자 탐색 및 구조기술 확보

<표 13> ‘슈퍼태풍의 상륙’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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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크 발생 후에는 대규모 광역 이동 및 피해 장기화를 대비하고 원활한 정보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재난지역 지원

- 적응단계에서는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하고 재난 피해지역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치료,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난 대응 등이 필요

- 시스템 변화의 관점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감재(減災) 및 회복력(resiliecne)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 취약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포용사회 

구축 필요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전)

￭ 재난 대비 매뉴얼 및 영향 연구

⦁대규모 피난민 대응 매뉴얼 마련

⦁태풍의 진행, 강도단계별 시나리오를 토대로 사전대피 및 대피시설 확충 등 

⦁1차 충격에 대한 대응 외에 2차 이상의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ex. 태국의 경우 홍수 발생시 

자동차 산업에 영향)

⦁슈퍼 태풍 피해지도 및 침수지도 정확도 향상을 통한 피해 최소화

⦁전원 시스템 강화 및 보호

쇼크 대응단계

(피해 경감을 위한 기존 시스템 강화)

쇼크 적응단계

(위험 관리 다양화)

새로운 기회로 전환

(시스템 변화의 관점)

￭ 대규모 광역 이동 대비

⦁대규모 이재민의 안전한 이동, 

(슈퍼돔 등) 피난소 (식량, 식수) 

해결, 피난소 치안 

⦁갑자기 필요한 각종 방재물자의 

충분한 확보와 신속한 공급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해외 

구호 물품 등의 자원 연계)

⦁피난민에 대한 임시거주 장소 

제공과 재해 지역 쓰레기 등 

유해물질 처리경로 명확화

⦁피해 시민에 응급 및 임시진료 

제공 및 적절한 감시 프로토콜 

확립

⦁비즈니스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 또는 임시 인프라 구축 

￭ 원활한 정보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

⦁재해로 정전 발생 시, 정보 및 

국민 행동 요령의 다각적 전파 

방법 모색

￭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주거 문제 해소와 복구 후 

거주 비용 마련 등을 위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주상복합 

주택구조로 집단 이주단지 

조성(ex, 함양 내마마을)

⦁피해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지자체vs시민 등) 

대응

⦁재난 복구 과정에서 격차 발생 

최소화

￭ 정서적 안정감 제고를 위한 

심리 치료

⦁피해 시민(성인, 아동) 심리치료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한 참여형

보건의료 지원 네트워크

￭ 민간 참여를 통한 재난 대응

⦁농가 등 자연재해 보험 확대를 

통한 재산피해 위험 분산

￭ 레질리언스 기반 환경 조성

⦁모든 재난에 대비하기 보다 

대응할수 있는 재난은 수용하는 

대책으로 전환하고 취약성 보완

⦁도로망, 전력망 등이 파괴되더라도

생존이 가능한 자족형 분산도시로 

전환하는 등 그린인프라로 

재구성

⦁대규모 송전망에 의존한 전력 

공급에서 모듈화, 분산화된 

전원공급 시스템 구축

⦁민간분야 날씨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증대 및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대형재해 발생 시 곧장 대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 마련 및 공지

⦁국토 난개발 지양, 슈퍼 태풍 

취약지역 및 시설물 규제/요건 

강화

⦁산사태 방지를 위한 숲 조성

<표 14> 슈퍼태풍의 상륙’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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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기반 시스템 위협(교통)

AI기반 생활 서비스 이용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피해가 사이버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물리적 세계까지 영향을 미침

(환경요인) 일상생활이 온라인으로 점차 이동하고 발전소, 전철 등 대규모 인프라 시설 

운영이 자동화･무인화･원격화되는 등 디지털 사회의 의존도가 점차 심화  

- 사회의 모든 사물, 활동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되지만 AI기술을 활용한 공격을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

(촉발경로) 보안(Security)의 관점에서 특정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공격(예: 테러 등)과 

안전(Safety)의 관점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예: 시스템 오작동 등) 존재

쇼크 대응단계

(피해 경감을 위한 기존 시스템 강화)

쇼크 적응단계

(위험 관리 다양화)

새로운 기회로 전환

(시스템 변화의 관점)

⦁통신 두절로 인한 소통 지연, 

물류 보급 정지 등 지역 

인프라 기능 정지에 대비한 

네트워크망 구축

￭ 2차 재난, 복합재난 등 장기화 

대비

⦁피해 장기화로 인한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 등 공급망 재점검

⦁환경 유해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조사

⦁정부/공공기관 중심의 한계 

극복을 위한 다변화: 민간 

전문가/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 민간 

장비 동원을 통한 복구 지원 등

￭ 포용사회 구축

⦁도시 재건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임대료 증가 등이 예상되며

빈곤층, 사회적 취약층이 

재건한 신도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거 솔루션 마련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공공 네트워크 거버넌스 조성

￭ 재난대비 비상운용 인프라 구축

⦁의료인프라 파손, 의료인력 

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한 원격의료 

기술 발전

⦁식수, 전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기술 활성화

⦁인프라의 신속 복구를 위한 

기술, 장비 발전

￭ 민/관 전주기 안전 거버넌스 

체계 마련

⦁지속적인 상담, 행동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사후관리

⦁정부/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 협업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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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의한 위험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본 심층분석에서는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분석

교통 시스템은 에너지, 통신, 수자원 등 다른 인프라에 비해 보안 취약성이 크고 통제시스템이 

셧다운 되거나 데이터 훼손에 따른 오작동 등 사고발생 시, 운송과 물류 전반에 걸쳐 

광역 단위의 혼란 유발

향후 휴대폰 등 개인 정보기기와 차량과의 네트워크, 차량 간 네트워크, 차량과 도시 

인프라 간의 네트워크 연결 등 다양한 기기가 밀접하게 연결될 전망 

(파급효과) 교통 혼란 유발로 인한 도시기능 마비, 유출한 개인정보를 범죄 등에 이용  

- 차량에 장착된 AI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해킹으로 차량의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통제한 후,

조작된 음성 및 영상정보를 송출함으로써 운전자의 혼란을 유발

- 광역도시의 출퇴근 마비 및 톨게이트, 여객터미널, 물류창고 등 육상거점 인프라의 이동 

수단이 정지함에 따라 차량, 물류가 적체되고 운송･택배 업무가 정지

- 기업체, 공장 등 민간 주요 산업시설의 장비, 물자, 에너지 수급이 제약받고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됨으로써 시장의 생필품 품귀현상이 발생, 도시기능 마비

- 차량과 연결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금융사기 범죄 등에 이용, 불법으로 여론 등을 조작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 유발,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신감 상승

[그림 8] ‘AI기반 시스템 위협(교통 부분)’의 촉발경로 및 발생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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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응방안) 국가차원의 AI기반 방어기술 연구,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하며 피해 확산을 

막기위한 안전장치 구현 등 AI서비스 이용의 일상화 지침 마련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전) 

￭ 국가차원의 AI기반 공격･방어 기술 연구

⦁프로그램이 가진 취약점을 공개하여 민간 협력을 통해 패치의 사전 개발

⦁해외에서 만들어진 AI인프라를 국내 도입 시 철저한 검증

⦁사고 발생시 피해의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Firewall)들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ex. 기반시설 

통제 프로그램의 단계별 차단, 차량 AI 오작동 시 자동으로 속도 감속, 갓길 주차하는 프로토콜 등)

⦁기반시설에 AI기술이 적용될 경우 엄격한 보안 지침 마련

⦁AI 기반 보안 시스템의 주기적 업데이트, 관리 의무화 

￭ AI서비스의 일상화를 위한 지침 마련

⦁AI시스템 운용에 있어 가치가 상충하는 윤리 문제 등은 사회적 합의도출(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 유지 등)

⦁AI판단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신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

￭ AI 보안 전문가의 체계적인 육성

⦁AI 적용 부문의 보안교육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신규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마련 

⦁핵심 기반인프라 관리･운용에 필요한 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양성

￭ 재난과 마찬가지로 AI 비상 대응 훈련의 상시화

⦁AI시스템의 사고를 대비한 주기적인 시나리오 훈련 실시

⦁AI기반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위협 요소, 기본 보안 방법(사이버 호신술) 등 일반 시민 필수 교육

⦁수동 조작 운영 가능한 별도 프로토콜 및 인력 의무화

⦁AI 오작동, 테러 발생시 대체 운영 가능한 Back-up AI 또는 분산 AI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물리적 시설의 AI 공격으로 인한 피해예측 범위 조사 

<표 16> ‘AI기반 시스템 위협’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쇼크 발생 전)

- 쇼크 발생 후, 대응단계에서는 AI서비스의 신속한 수동 전환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절차 

마련, 공공 시스템의 안전망 마련 등이 필요

- 적응 단계에서는 AI인프라 운영 핵심 단계에서의 인적 점검 절차 의무화, 공공인프라의 

핵심 기능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공망, 재난 대처 거버넌스 마련

- 이후, AI에 의해 온전히 운영되는 자동화 시스템보다 AI와의 협업을 지향하며 안전하고 

안심가능한 AI활용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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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대응단계

(피해 경감을 위한 기존 시스템 강화)

쇼크 적응단계

(위험 관리 다양화)

새로운 기회로 전환

(시스템 변화의 관점)

￭ 통제권을 수동으로 신속히 

전환하기 위한 기술･제도적 

절차 마련

⦁AI의 기능 및 역할을 수동으로 

전환 시 역할과 권한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 안심할 수 있는 정부 AI 안전망 

구축

⦁사용 중인 AI 기술이 탑재된 

기계, 시스템이 공격당했을 때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우회로 

마련 

￭ AI기반 공공 시스템의 실시간 

보안성 강화 및 대응역량 점검 

⦁외부의 공격 저항력 강화를 

위한 제어시스템의 단계적 

방호벽 설치 의무화

⦁사이버 킬 체인(Kill chain), 

킬 스위치(Kill Switch)과 

같은 자동방어 역량기술 

개발･적용 

⦁기존 운영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패치 주기적 

업데이트･적용

⦁인프라와 클라우드의 보안 관리 

강화 및 저항기능 상시 모니터링

￭ AI 인프라 운영 핵심 단계에서의 

인적 점검 절차 의무화

⦁AI 불신, 공포감 확산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간의 직접 

검증과정 의무화(제어 시스템 

각 단계에서 취약 연결고리 부문을

중심으로 인적점검 필수)

￭ 공공 인프라의 핵심 기능 유지

⦁사고 발생 시 발견된 버그, AI 

오류 조사･연구를 통한 보안 

강화

⦁의료, 소방, 치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이중점검 및 

비상 기능 유지를 위한 별도 

공공망 마련

⦁제어시스템의 혼란이나 통신망 

단절 상황에 대한 온･오프라인 

훈련 및 교육 이수를 의무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백업화 동시 추진

￭ 2차, 3차 피해확산 및 사회적 

혼란 방지 및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 및 

고객의 피해 발생 시,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제도 개발

⦁AI서비스 사용 거부자를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등

￭ AI 재난에 대처하는 효과적 

국가 거버넌스 체계 마련

⦁소관 부처의 컨트롤타워 재편, 

사회적 기능의 효과적인 회복을 

위한 제도적 거버넌스 보완(AI 

사고 발생의 광범위성을 고려한

산업부-행안부-방통위 등 범부처 

역할 정립 및 규제 보완)

￭ AI협업 시스템으로 변화

⦁무인화, 자동화를 통해 AI에 

의해 대체되거나 의존하는 

사회가 아닌 AI와 협업하고 

인간을 보조하는 사회 지향

  ex)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협업개념

⦁AI에 대한 불신감, 공포감 

완화를 위한 기획･개발 전문가 

집단과 서비스 이용 집단을 

대상으로 AI 재인식 교육

⦁자율통제시스템 과정에서의 

필수부문에 인간의 역할의 

필요성을 명시한 헌장 제정 및 

사회적 교육

⦁국민 연령별, 직군별 특징을 

고려한 공공 부문의 AI 서비스 

활용 장려

￭ Safety & Security 기반 

AI활용사회

⦁납득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AI판단 정보 획득 및 

검증절차 마련

⦁AI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테스트 베드 등 엄격한 

범위설정, 점진적 확산을 통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보

⦁신뢰에 기반한 활용시스템 

구축 및 안정성･정확성 기반 

AI 정보소비 사회 지향

⦁안심할 수 있는 AI 국가망 마련

￭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존중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사회 지향 

⦁데이터의 확보 및 활용이 

유연하지만 개인에 침해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와 권한설정 

등 지침 마련

<표 17> ‘AI기반 시스템 위협’에 대한 정책 방안(쇼크 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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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향후 25년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문헌조사,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할 미래사회 변화를 분석

※ KISTEP은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를 2년에 걸쳐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2020)에는 향후 25년을 

전망하여 미래이슈를 발굴･분석하고, 2차년도(2021)에는 미래기술을 발굴(2022년 발표 예정)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양한 문제와 갈등도 

기술로부터 야기될 수 있어 미래 발생할 이슈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용, 의료, 주거 등 생활환경 등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의 주요 가치나 환경변화 파악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 기술적으로는 구현되어도 제도, 이해관계자의 갈등 등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과학기술 등에 대한 대응 필요

환경･정치･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기여가 가능한 부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전망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 사회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 기후변화처럼 전 지구적이고 

장기적인 이슈 등 다양한 미래이슈를 발굴

- 코로나19의 발생처럼 예상치 못한 극단적 사건에 해당하는 이슈도 도출하여 불확실성, 

파급효과, 과학기술적 대응가능성 등을 분석

‘꿀벌의 멸종위기’, ‘슈퍼태풍의 상륙’, ‘AI기반 시스템 위협‘ 등 발생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높은 3개 이슈를 선정하여 심층분석 수행 

인간의 경제활동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기술의 발전 등 서로 다른 속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정하여 환경요인, 촉발경로, 파급효과, 정책 대응방안 등을 분석

- 도시 네트워크･인프라 집중화로 인한 재난 취약성, 사이버-물리 세계 간의 연계 심화, 글로벌 

공급망 등으로 인해 파급효과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침

- 이슈 발생 방지를 위한 대응 마련은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논이되고 있지만 이슈가 발생한 

후의 변화된 사회의 모습, 대응 방안 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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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를 전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지향하는 이상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책･전략 수립을 기대

과학기술예측조사는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는 예측조사로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문헌 분석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전문가 등 총 6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

향후 25년의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다양한 미래이슈를 발굴하여 정책 입안자, 연구자, 

시민에게 기초자료로 제공

과학기술을 비롯해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 중장기를 관점에 두어도 다소 근미래로 

이슈가 집중되었으며 폭넓은 범위를 다루다보니 이슈의 심화에는 한계가 존재

- 지속적으로 이슈별로 전문성이 높은 관계자로 구성된 심층분석을 수행을 통해 결과물의 

신뢰도･정확도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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