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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대 글로벌 핵심 정책의제 추출 개요

◦ 글로벌 트렌드 분석, 미래예측에 관한 다수의 문헌을 참고하여 다양

한 의제를 추출하여 아래 표 1과 같은 글로벌 의제를 목록화함 

가족공동체 해체 남북한 통일과 사회변화 환경자원 관리

가치 및 문화 다양성 네트워크 개방 에너지자립

갈등관리 노동환경의 변화 연구윤리

개방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녹색경제와 녹색성장 외교전략

거버넌스 농어촌 발전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

건강관리 다문화사회 윤리 및 도덕적 이슈

건강불평등 다중 격차사회의 도래와 양극화 이주 및 도시화

경제 신패러다임 대응 마이너리티 인적자원고도화: 창의인재 육성

고령화 및 저출산 문화사회 자발적 참여 및 규제

공교육 발전 모색 미래기술 및 융합기술 재해재난 방지

공유자원 관리 미래사회와 법/제도 정보기술변화

과학기술주의와 인간윤리 미래조직 정부간 협력

교육 형평성 보육 정치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교육방법 및 혁신 교육 복지 선진화 중소기업-대기업 상생발전

교육환경의 변화 사회적 갈등과 통합 지방정부역량

국제관계 사회적 안전망 지속가능한 경영

글로벌화(Globalization) 사회적 유동성 지식기반사회

글로벌화와 기업경영 삶의질/여가 지역격차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소비환경의 변화와 미래시장 지역공동체

금융환경의 변화 소통사회 컨버전스

기후변화 식량 안보 통섭․융합 연구

남북관계 실업 및 일자리 창출 한국의 정체성

… … …      (66개 이상)

표 1 글로벌 정책의제 추출 목록(가나다순)



부 록 95

◦ 글로벌 의제를 추출하기 위하여 활용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미래예측보고서

․ UN미래보고서

․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기획재정부, 

2011)

․ 글로벌 트렌드분석(Trends지) 등

◦ 이 중 최근 이슈가 되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글로벌 의제를 추출하여 분야별로 구분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삶의 질)분야 국제분야

거버넌스 기업 간 상생발전 인구고령화(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정치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실버의료산업 여가 및 삶의 질 동북아 국제질서

남북한 통일과 사회변화 광역경제권(체제) 사회적 갈등관리 및 양극화 다국적(글로벌)기업

민주주의 및 정치제도
노동시장변화 및 이주노
동자

이주 및 도시화 에너지 및 (식량)자원

정부의 질 미래기술 및 융복합기술 사회윤리 도시인프라 해외진출

사이버공간 과잉정치화 관광문화(MICE)산업 다문화사회 개발원조(ODA)

미래조직 사회적 경제
정부의 질과 사회적 자본
(신뢰)

도시정체성 및 브랜딩

국가경쟁력
지속가능성장(녹색, 환경
산업)

지역과 마을공동체 FTA와 교역상대국 변화

창조경제 사회안전망 다극체제

표 2 분야별 글로벌 의제 추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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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4개 분야 가운데, 도시정부 차원에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

제로서 정치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중심으로 20개 의제를 글

로벌 정책의제로 최종 선택

경제분야 사회(삶의 질)분야 국제분야

①미래기술 및 융복합기술 육성 ⑧초고령화사회 대응기반 구축 ⑮ODA와 개발원조

②FTA로 인한 교역상대 다양화 ⑨다문화 및 이주노동자 사회통합 ⑯국제적 조직범죄 대응

③공공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 ⑩디지털 노마드시대의 新안전 ⑰도시정체성 정립 및 글로벌브랜딩

④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⑪사회윤리 및 신뢰회복 ⑱깨끗한 물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⑤창조경제 육성 및 창조도시 조성 ⑫도시재생 패러다임의 확산 ⑲동북아 국제·경제질서 공동대응

⑥공유경제의 도래 ⑬빈부격차의 완화 ⑳기후변화 대응

⑦사회적경제의 확대 ⑭사회적 안전망 확충

표 3 서울시가 고려해야 할 20개 글로벌 정책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