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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래연구인가?Ⅰ

“현재 연구자들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뇌와 

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기술은 점점 더 

예리해진다. 몇 년 전, 하버드대학 연구자들은 리더들이 리더가 

아닌 사람들보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밴-구리온 대학에서는 판사들을 연구해서 그들이 

점심시간 전, 즉 제일 배고플 때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린다는 

걸 밝혔다. …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협동하고, 배우는지, 한편 싸우고 

증오하기도 하는지 –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공공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과 시민들이 더 나은 거버넌스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 에이미 절먼 박사 (월드 퓨쳐 소사이어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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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세기, 불확실성이 커지다

전 지구화의 영향으로 세상은 하나의 경계 안에서 끊임없이 상호작

용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단일 영향권의 형성은 전 

인류의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지구적 경쟁 

환경의 도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인류 문명 발달사의 흔적 혹은 역사

로서의 도시는 때로는 그 화려함으로, 때로는 그 비참함으로 우리 앞

에 펼쳐지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급속하게 도시화되고 있다. 세계 

도시의 성장을 보면 런던이 인구 100만을 넘어선 시기는 19세기 초

반으로 200여 년 전이고 뉴욕은 150여 년 전 인구가 100만을 넘었지

만, 오늘날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이 100만을 넘어선 시기는 불과 60

여 년 전인 1942년이다.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급속한 도시

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14년 전 지구의 인구의 54%인 40여억 인구

만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2050년이 되면 97여억 인구 가운데 66% 이

상이 도시에 살 것으로 예측된다(UN, 2014; UN, 2015).

이러한 도시의 세기에 도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

계화에 따른 단일국가, 혹은 개별 도시 단위의 변화 예측의 불확실

성,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에너지와 식량문제의 

불안정성 등이 이러한 불확실성의 징후이다. 동시에 ‘세계화’라는 용

어 역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아우르는 보편 단어가 되었

다. 전 지구화 혹은 글로벌화로 명명되는 세계화는 지구에 사는 50

억 명의 인구가 지리적 거리만큼 분절되거나 독립적인 개체들이 아

니라 제도와 행위 등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

들 간 상호연관성은 불확실성의 전면적 확산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기도 하다. 인구와 자본의 흐름으로 도시들은 지난 세기와 다른 공간

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세계 도시화율의 
추세 

출처: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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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과 통신, 네트워크 환경의 급속한 진전으로 시간과 공간1이 

수렴되는 하나의 지구촌2이 형성되면서 ‘시공의 압축화’(D Harvey),  

‘시공의 수렴화’( Janelle)가 나타난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전 세계적

인 수렴화는 동시에 세계인들의 일상생활 양식이 표준화되는 ‘맥도

널드화’(G Ritzer, 2002)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적이고 전 지

구적인 변화가 향후 몇십 년 동안 미래서울의 생활양식 변화를 포함

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시의 미래는 도시를 만

들어 가는 주요 행위자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다. 물론 

전 지구화와 점증하는 불확실성의 영향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깊숙

이 침투할 것은 물론이다.  

미래인지적 시정 운영의 필요성 

도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전 지구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도시의 세기에 세계의 대도시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고민하

고 있다. 인구 천만이 살아가는 메트로폴리스 서울도 이러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서울은 무엇으로 어

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인구이다. 2015년 

서울의 천만 가까운 사람들은 앞으로 30년 후 지금과 비슷한 인구 규

1 M Castells, 1999; 2000; 2001 참조
2 Global Village란 개념은 처음 맥루한이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1962)에서 사용하면서 대중화되었다. 그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매스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시간과 공간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전 지구적 Global' 
 이라는 개념은 이제 '마을 Village' 개념을 수용하면서 변형되어 ‘Global Village'가  
 되었다. 

모를 유지할 것인가? 사람들의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난다면 도시에

서의 젊은이는 20, 30대가 아니라 50대가 ‘젊은이’들이지 않겠는가?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60년 서울의 중위연령이 52세이다. 또한 서울 

인구의 평균수명은 90세를 넘어서면서 백세인생의 현실화가 예측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 도시의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20~30년 내 가

구구성, 연령구조, 생산연령, 중심세대 등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

태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도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다차원적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서울은 이러한 도시의 인구·사회적 환경 변화에 정책적으로 적절하

게 대응하고 조응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보자. 서울에서 시민들이 살

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주거공간으로서 주택이다. 아파

트 공화국이라는 말의 유례는 서울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가 24.5%로 네가구 중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이다. 혼자 사는 독신가구의 주택은 4인 가

구원 규모의 이른바 ‘국민주택’ 수요와 분명 다르다. 만일 주거와 관

련한 정책들이 이러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예측하지 못하고 4

인 가구 규모의 일반주택 정책을 지속하고 있었다면 도시정책의 부

조응성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1980년 4.8%에 지나지 않았던 1인 가구 규

모가 2010년 거의 25%까지 늘어났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예측

하지 못했다. 따라서 주거와 관련한 주택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조

응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서울은 정보기술의 역동성이 가장 눈부시게 나타나는 도시이다. 지

하철에서 끊어짐 없이 터지는 인터넷 인프라 환경은 서울을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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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는 경이로움의 대상이며,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첨단 서

울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긍정적이고 대도시의 편의성

을 증대시키는 일등공신이었던 정보기술의 역할이 30년 후 미래서

울에서도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까? 2045년 서울의 교통정리는 경찰

관이나 모범택시 기사가 아닌 ‘로봇경찰’이 하고 있지는 않을까? 만

일 이 가정이 현실화된다면 이건 마냥 좋은 일일까? 로봇을 포함한 

인공지능의 다양한 형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서울시정에 긴밀하

게 결합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미래사회의 기술발전은 우

리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인가? 만일 급격한 변화라면 정책적으로 개

입하여 변화 속도를 늦추거나 하는 역할을 정책 주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의 미래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대도시 서

울을 둘러싼 인구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공간 환경의 변화, 미래

의 기술발전과 사회적 요소의 결합은 다음(미래)세대에게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사회 환경적 여건의 재구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의 서울은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 2045 서울미래보고서이다. 2015년 서울은 앞

으로 10년 후인 2025년, 좀 더 시간 간격을 넓혀 한 세대 후인 30년후 

2045년에는 어떤 서울이 될 것인지 혹은 어떤 서울이 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탐색적 전망을 담은것이 2045 서울미래보고서이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올해 초 우리는 2015년의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2015년 주요 

글로벌 트렌드는 소득불평등 심화,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 리더십 부

재, 자원부족, 기후변화, 경제성장과 혁신 강화, 청년실업, 도시화 관

리 등이었으며, 우리는 이러한 세계변화 흐름을 메가트렌드로 파악

하였다. 메가트렌드가 서울시정에 어떤 이슈를 제기할 것인가를 고

민하였던 우리는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 부족 이슈, 노동력수

급 불일치와 좋은 일자리 문제 이슈, 인구총량의 정체와 노령화에 따

른 이슈 등이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

했다. 이렇듯 거시전망에 대한 파악은 단순하게 트렌드를 제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

지 하는 정책 수단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오늘날 미래연구

가 미래사회의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새로

운 기회 발굴 및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2045 서울미래보고서는 단순한 거시 전망이나 트렌드에 관한 연구

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서울은 서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 가운데 서울에서 살아가는 서울시민들이 공동체적 지향과 가

치를 갖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울시민이

란 보통의 서울 사람, 서울시 정책에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집단들, 

그리고 서울의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의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서울시 공무원까지를 다 아우른다. 이른바 열

린 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 구성적 과정(Social constructive 

process)이다. 서울의 미래는 어느 한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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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치 지향을 갖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미래연

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미래연구를 매개로 시민들에

게 미래를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미래역량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2045 서울미래보고서의 첫 권에 해당하는 <시민참여형 미래서울만

들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서울시의 미

래연구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미래연구방법론에 대한 개괄적

인 분석과 글로벌 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연구동

향을 정리하였다. 전후시기에 출발한 미래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0년대 초반까지 합리성에 기반을 둔 예측적인 기법의 연구가 일

반적이었다. 이후 1980년대까지 미래연구가 활성화되었는데, 이 시

기 세계적인 미래연구기관이 설립되고 미래사회에 대한 거대담론이

나 사회 발전론적 측면의 미래연구, 대안적이고 규범적인 미래 모색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더욱이 이 시기 미래연구에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미래 산업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였으며 의사결정과정에

서 미래 인지적 사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

지 미래연구는 담론 중심의 미래연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측이라

는 의미의 포사이트로서의 미래연구와 더 세분화된 영역에서의 미

래관점이 구체화되면서 다양하게 분화된 연구가 되었다. 특히 국가

와 도시정책에서 미래 인지적 사고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사회, 기

술, 경제, 환경, 정치(거버넌스) 영역에서 중장기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기도 한다. 2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여 국제기구 및 학회와 연구소 등에

서 현재 진행 중인 미래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국가와 도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 지향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서울시민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전망을 담고 있다. 서울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조사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현재 어떤 문

제를 고민하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서울시의 미래와 자신들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분석

하였다. 또한 지금부터 한 세대가 지난 30년 후인 2045년 미래서울의 

주역이 될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미래서울의 모습

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미래세

대의 미래역량 성향을 파악하고 미래도시 서울의 이미지, 30년 후 도

시의 변화 모습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서울시민과 미래

세대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미래서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우리

는 미래서울이 어떤 가치 지향을 갖고 도시를 만들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만들어가야 하는 

규범적 미래 서울을 향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미래연구에서 ‘미래 

이미지’나 미래에 관한 생각을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미래란 현재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바람직한 미래’를 탐색하고 창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4장은 전문가들이 보는 미래서울의 모습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장기 정책 및 계획을 미래적 수요와 관점에서 검토하는 기초 단계

의 정책영향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미래연구의 주요 방법으로 

정책델파이, 시나리오기법, 전략적 포사이트, 미래탐색회의 등이 다

양하게 사용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미래연구 방법 중 일부를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전문가들이 인지하는 미래서울의 사회

발전 전망, 미래서울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발생 

시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장기플랜 중 포괄 계획에 해당하

는 2030 서울플랜을 대상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조사한 후 AHP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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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정책 간, 사업 간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5장은 서울시 정책결정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심층 인터뷰이

다. 미래연구방법 중 미래탐색회의의 응용 버전을 적용한 것이다. 미

래탐색회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론은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보다 정보 상태와 지식 상태에 초점을 두고 지식의 주체인 사람의 참

여를 통해 미래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서울시의 정책

결정자들(실·국장급)은 서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서울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수십 년간의 행정경험으로 축적된 정보와 지식

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을 모색하는 집단이다. 우리는 25명에 이르는 

서울시 실·국본부장들을 대상으로 개인당 1시간이 넘는 심층인터뷰

를 3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미래 전망과 서울시가 추구해

야만 하는 미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그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고 서울시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진지한 고민을 담은 답변을 들려주었으며, 이 과정

에서 토론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이 분석 자료를 통해 시민들은 서울 

시정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당면 고민도 파악

할 수 있다. 이미 저성장사회에 접어든 서울시가 30년 후 지금과 같

은 모습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고민의 출발점이었던 

질문에 대해 서울시 정책결정자들은 솔직하게 서울시의 현재를 설

명하였고,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변화해야 하

는지, 그리고 미래서울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영역을 

우선에 두어야 하는지를 열정을 갖고 토로하였다. 이 장은 이러한 심

층인터뷰 내용에 대한 상세 분석을 담고 있다.     

미래연구방법론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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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연구의 역사와 방법론  

미래연구의 역사 

서구의 미래연구의 역사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

기는 1945년부터 1960년대이다. 이 시기는 과학기술 예측이 보급되

고 체계적인 방법에서의 대안적 미래가 등장한 시기로, 미래연구 전

문화의 성장으로 특성 지어지는 과학적인 연구와 합리화의 시기이

다. 이 시기의 미래는 이상향, 거창한 진화적 생각, 순진한 예언, 공상

과학, 종교적 태도, 신비적 성향과 같은 전통적인 접근방법에서 벗

어나 합리화의 대상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이

다. 이 시기는 미래연구의 세계적 기관 설립과 규정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미래세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담론의 등장, 규범적인 미래 

연구의 발전, 미래 사고에서의 깊은 기업참여로 특징 지어진다. 이 

단계에서 미래 연구와 산업의 유대관계는 성장하였고, 미래기반의 

사고는 기업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스며들었다. 마지막은 1990년

대부터 현재까지로 신자유주의적 관점 적용과 세분화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위험 사회 담론에서 시작되었고, 미

래예측(foresight)의 우세, 비판적 미래 연구의 성장, 세분화의 강화로 

특징 지어지며, 미래의 실행(practice)은 전략 계획을 지원하는 것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유로 정체성의 위기와 인류 지향적

(humanity-oriented) 미래 연구의 상실(loss)을 겪고 있다(Hyeonju Son, 

2015).

미래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느냐를 다루는 미래연구 모형은 

직선형(linear), 지수형(exponential), S자형(s-shaped), 그리고 복합적 S

자형(complex s-shaped) 등 네 가지 모형이 일반적이다. 직선형 미래 

모형은 변화메커니즘으로 축적된 지식을 통해 일정시점에서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고, 변화 추세를 예측 근거로 하며 미래 상태를 예측하

는 것이 목적이다. 지수형 미래 모형은 변화요인들의 현재까지 추세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변화모형

직선형 미래

지수적 미래

S자형 미래

복합적 S자형 
미래

축적지식

변화메커니즘

변화요인들의 
현재까지 추세

변화에 관련된 
주요 요인들의 
현재까지 추세

현재까지의 변화 
상황

미래예측

일정시점에서 
미래 상태

임계점과 미래 
추세

미래추세와 그 
추세의 시작과 끝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안정화 
정도

예측의 근거

변화추세

추세변동 
영향외부 요인들

현상내부 및 
외부의 잠재적 
영향요인들

상호작용에 의한 
균형지향성

예측의 목적

미래상태 예측

급변에 대비

수명주기에 대응

안정화와 
지속가능성

서구의 시기별 
미래연구   

자료: Hyeonju 
Son, 2015

미래연구의 4가지 
모형

구분

전후 시기 ~
1960년대

1970년 ~ 
1980년대

1990년대

과학적 연구와 
합리화

세계적 기관과 
산업화

신자유주의 
관점과 
미래연구의 분화

특징

• 주요 접근방법으로 과학기술 예측의 유행
• 체계적인 방법(systematic ways)에서 대안적 미래의 등장
• 미래연구의 전문성 성장: 특징적인 경계 설정과 규정화
• 미래연구 재단의 발전을 위한 기초로서 과학의 보급

• 글로벌 미래에 대한 세계 차원의 담론과 행동 등장
• 규범적 미래학의 발전
• 미래사고와 미래연구에 기업의 참여 확대
• 미래사고 개발에서 관리적 측면으로 전환

• 미래예측의 우세
• 비판 미래학의 성장
• 세분화의 강화: 합의 부족, 세부 분야의 확산, 미래이미지들 간의 
  긴장(tension)
• 인류 미래의 도덕적 합의와 비전의 소외, 공동체 지향의 대안 
  미래와 관리 가능한 주제로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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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적된 지식을 통해 임계점과 미래추세를 예측하고, 추세변동 영

향의 외부요인들을 예측 근거로 하며 급변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

다. S자형 미래 모형은 변화에 관련된 주요 요인들의 현재까지 추세

로 축적된 지식을 통해 미래추세와 그 추세의 시작과 끝을 예측하고, 

현상 내부 및 외부의 잠재적 영향요인들을 예측 근거로 하며 수명주

기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합적 S자형 미래 모형은 현재까지

의 변화 상황으로 축적된 지식을 통해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안정화 

정도를 예측하고, 상호작용에 의한 균형지향성을 예측 근거로 하며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이 목적이다. 이들 네 가지 모형은 과거-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변화의 특징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바로 이러한 차이가 미래연구방법론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미래연구방법론  

일반적인 미래연구방법론의 발전 과정은 이러한 직선형에서 지수

형으로, 그리고 지수형에서 S자형으로 이어지고 오늘날의 경우에는 

복합적 S자형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1940년

대까지의 미래연구는 주로 예측에 집중을 했었다면 1970년대 초반

까지는 예측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려는 관리적 사

고가 주류를 이루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을 

둔 전략적 미래연구가 부각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미

래연구방법들이 상호 변증법적으로 통합되며 진화해오고 있다.  

미래연구 방법

• 미래 연구 전체 과정(정보 수집 및 추출, 정보
  재구조화, 미래이슈 도출, 전략수립, 실행 및 점검)  
  의 맥락에서 사용됨 

• 대표적 미래연구 방법: 델파이 기법, Foresight, 
  참여적 미래탐구 등

미래연구 도구

• 미래 연구 각 단계에서 사용 가능하나, 단계 간 
  연계성의 관점을 갖지 못함

• 대표적 미래연구 도구: 브레인스토밍, 네트워크 
  분석, AHP기법, 전문가 인터뷰,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

미래연구 방법과 도구는 수백 가지 이상 개발되었으며, 광범위한 미

래연구의 방법과 도구는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미래연

구의 방법과 도구는 미래연구 활동과 관련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

다. 일반적으로 미래연구 방법이란 미래연구를 위한 전체 과정인 미

래정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결과 도출과 이의 활용이 전체 맥락에

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미래연구의 도구란 미래연구의 특정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구기법이나 활동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

나 이 구분은 엄밀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미래연구 방

법에는 델파이 기법, Foresight, 참여적 미래 탐구 등이 있으며, 미래연

구 도구에는 브레인스토밍, 네트워크 분석, AHP기법, 전문가 인터

뷰,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이 있다.  

미래연구 방법과 
도구의 개념

미래연구의 진화   

자료 : Kuos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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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per(2005, 2007, 2008)는 미래에 관한 지식 원천들이 개별적인 

미래연구방법에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래연구는 미래에 

대한 지식 원천들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모든 원천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Popper

는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원천들이 존재함을 주지함으로써, 꼭짓

점으로 배열하는 ‘미래연구의 사각형(Foresight Diamond)’을 미래연

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미래연구방법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초기 미래연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래연구 방법

론으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종합된 의견을 다시 그들에

게 제공하는 상호작용의 반복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집합적 판단을 

도출하는 방법론이다. 이 기법은 다양한 참가자를 확보함으로써 특

정 의견이나 편견을 최소화하도록 참가자들의 견해를 최적화할 수 

있으나, 인과성 탐색이 아닌 단순한 의견의 종합에 불과할 수 있으며, 

응답자 선정, 질문구조화, 정보 해석 등 일련의 절차가 델파이를 운영

하고 추진하는 연구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델파이 기법은 문제가 매우 복잡할 경우나 다른 대안모델이 

없을 때의 최후의 선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나리오 기법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예측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가장 근본

적인 연구방법이다. 이는 미래에 나타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연

속적으로 펼쳐질지를 구조화하는 것이며, 시나리오 기법의 핵심은 

핵심적 미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날 미래 사건들의 진행을 

스토리의 형태로 정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

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여, 원하는 미래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

며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유용하다. 시나리오는 보통 현상 유지적 관

점 시나리오, 낙관적 관점 시나리오, 비관적 관점 시나리오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조화되는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 시 예

상되는 기회나 위험 등을 더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러

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기법의 결과로 도출되는 시나리오

Popper의 
미래연구 방법론   

자료: Popp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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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상성 혹은 일반성으로 인해 정책 도출단계에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전략적 포사이트(strategic foresight)

전략적 포사이트와 기존의 미래예측의 핵심적인 차이는 미래기술변

화에 대한 예측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래기술을 주도하기 위한 의

사결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

하지만 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 기술 중에서, 미래에 활발하게 활용이 

될 기술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전략적 포

사이트의 핵심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미래기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가시화될 기술들을 사전에 예측해보고 이

러한 기술들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미래예

측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탐색회의

미래탐색회의는 정보와 지식에 초점을 둔 미래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탐색회의는 미래탐색(Future Search), 탐색회의(Search 

Conference), 월드카페(World Cafe), 급속전략개발(Rapid Strategy 

Development) 등 유사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들 방법의 공통점

은 데이터보다 정보 상태와 지식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미래에 

대한 지식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지식의 주체인 사람의 참여를 통해 

미래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려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참여

적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트렌드의 발견과 미래에 대한 자유로운 발

상과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합의 가능한 공통점을 찾아내며 이를 실

천에 옮기겠다는 자원자들을 찾아내고 공식화함으로써, 미래탐색의 

결과에 대한 실행의 단초까지 마련하려는 미래연구의 통합적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연구도구

이슈스캐닝

이슈스캐닝(Horizon Scanning) 기법은 다양한 분야의 잠재적 혹은 

떠오르는 이슈(Emerging Issue)를 감지하고 판별하기 위한 활동을 말

한다. 단순히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한 확인 및 앞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연속적인 사건들의 예측을 포함하고 있다. 다

시 말하면 이슈스캐닝은 특정 분야의 표면적인 이슈의 포착을 통해 

잠재적인 이슈를 발굴하는 기법으로 미래의 전략수립을 위한 기본

적인 지식, 즉 실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데 목표가 있다. 실제

로 이슈스캐닝은 미래예측과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을 연계

하기 위한 주요 접점인 동시에 전반적인 미래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미래연구 기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지식네트워크 분석

지식네트워크는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제정보 네트워크 

및 사회관계 네트워크를 말한다. 지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파편

화되어 있는 지식으로부터 통합된 지식을 생성해 낼 수 있게 해주며, 

특정 주제 혹은 불특정 그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또

는 그룹 간 소통의 기회를 활발히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식보유자와 

지식 제공자 간 분석정보를 통한 간극을 최소화하며 사용자/그룹별 

지식 생성, 제공, 보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용자/그룹별 활동을 원

활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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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다이내믹스와 동적시뮬레이션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기본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 변수가 시

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화해 나가는가에 기본적인 

관심을 둔다. 즉, 연구 대상 변수의 시간에 따른 동태적인 변화가 어

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해 관

심을 둠으로써, 주어진 시스템의 미래 상태나 그 변화에 대해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이다.

정보 시각화 기술

정보 시각화는 지식진화의 과정이 요구하는 지식활동의 속도, 강도, 

깊이를 확장시켜주는 데 있어 문자보다는 시각적 표현이 더 효과적

이라는 점을 극대화시키려는 기술이다.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 방대

한 양의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도 대폭 

줄여 주며 연계된 부가정보도 전달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더 빠르게 

지식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데이터를 시간상

에서 동영상화해서 보여주는 3차원 시각화 기술을 통하여 사람과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 

공간정보시스템(GIS) 기술

공간정보(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는 지상, 지하, 시설

물 등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의 위치

와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공간정보는 현실과 거의 같

은 수준의 아주 자세하고 정확한 공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예

측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특히 3차원 공간정보는 도시개발, 건

물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야기할 일조권, 교통유발, 공해배출 등

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주민 간의 분

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따른 미래의 모습

을 가상현실로 보여줌으로써 보다 확실한 정책결정이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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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사회의 미래연구 동향

글로벌 연구소

하와이 미래연구센터

하와이 미래연구센터(Hawaii Research Center for Futures Studies: 

HRCFS)는 1971년 하와이 주의회가 설립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저명

한 미래연구소 중의 하나이다. 이 센터는 하와이대학 정치학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0여 년 동안 미래학자 교육, 미래연구의 개발

과 전파, 전 세계 여러 기관과의 미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미

래학자인 짐 데이터( James Allen Dator)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하와이 미래연구센터는 개인, 공동체, 정부,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관

련 강의, 전략연구, 워크숍, 단기 코스 등 미래 연구 컨설팅을 하고 있

으며, 주제(미래학자, 인공지능로봇, 커뮤니케이션, 법안, 문화, 경제, 

교육, 에너지, 환경, 가족, 미래 학술연구, 미래세대, 방법론, 거버넌스 

등), 지역(하와이, 일본, 한국 등) 등으로 구분된 다양한 발간물을 발

행하고 있다. 매년 연구소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하와이 주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대안미래연구소

대안미래연구소(Institute for the Alternative Futures: IAF)는 1977년 

앨빈 토플러와 짐 데이터 교수, 클렘 비졸이 공동 설립한 민간 미래 

연구소이자 교육기관이다. 대안미래연구소는 조직이 트렌드를 모니

터링하고, 미래 가능성을 연구하며, 선호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 미국보건사회

복지부, 환경보호청, 미국은퇴자협회(AARP), 미국암학회 등의 의뢰

로 보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보건의료 격차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비정부조직의 역할 등을 연구하였다.

하와이 
미래연구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출처: www.
futures.hawaii.
edu 대안미래연구소의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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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미래연구소 

샌프란시스코 미래연구소(Institute for the Future: IFTF)는 1968년 

Paul Baran, Olaf Helmer, Ted Gordon이 공동 창립한 연구소로, 캘리

포니아 팔토알토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공동창립자인 Olaf Helmer

는 델파이 방법론의 창안자이다. 연구분야는 크게 Global landscape, 

People + Technology, Health + Self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매년 “10

년 예측(10 Year Forecast)”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에는 “50년 전망(�e 50-year Outlook:2010-2060)” 보고서를 발표하

였다.

국제 응용시스템  

국제 응용시스템 분석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

tems Analysis: IIASA)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부근의 락센부르크(Lax-

enburg)에 위치한 연구소이다. 1972년 설립된 IIASA는 복잡한 글로

벌 이슈(기후변화, 에너지, 식량과 수자원 안보, 인구 변화, 토지이용, 

대기오염, 위험분석 등)에 대한 정책기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환경, 경제, 기술 등의 사회적 변화문제 연구에 세계적인 역량

을 보유하고 있다. IIASA는 주요 국가 연구기관들과 멤버십(National 

Member Organizations: NMOs)을 구축하고 협력하고 있다. 멤버십에

는 2015년 상반기 기준 22개국이 포함되었으며, 한국과는 지난 2008

년부터 멤버십을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멤버십에 포함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중국, 이집트, 핀

란드,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

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우크라이나, 러시

아, 미국, 베트남이다.

IIASA Futures Initiatives는 IIASA의 연구영역과 연구프로그램을 망

라하는 다년간의 프로젝트로, 세계 에너지 평가(Global Energy As-

sessment: GEA)가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

한 자원소비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부조직과 상업, 에너지 분야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관

련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2년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IFTF의 연구분야

출처: http://
www.iftf.org

Futures 
Initiatives 
프로그램

출처: http://
www.iiasa.
a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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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래학회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 WFS)는 전 세계 미래를 연구하

는 사람들을 위한 회원제 조직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에는 

세계미래학회 또는 세계미래회의로도 번역되어 있는 이 단체는 학

회라기보다 퓨처리스트들의 모임, 즉 협회의 성격이 강하고 회원가

입도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세계 각국에 지부들을 두고 있다(한국

정보화진흥원, 2011). 

이 학회는 연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 더 퓨처리스트(THE 

FUTURIST)라는 격월간 잡지를 1967년부터 발행하고 있다. 또한 

1985년부터는 더 퓨처리스트에서 선정된 아이디어와 예측을 바탕

으로 미래 전망 보고서(Outlook)를 발행하고, 세계미래평론(World 

Future Review: WFR)이라는 저널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미래학회는 

Commerce, Earth, Futuring, Humanity, Sci/Tech, Governance의 6가지 

영역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포럼도 이 영역으로 구분하

여 진행하고 있다. 

세계미래학회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

명을 하지 않는 대신, 가능하고(possible), 있음직한(probable), 그리고 

바람직한(preferable) 미래들을 탐색하기 위한 중립적인 장을 제공하

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미래전략공동체

세계경제포럼의 세계미래전략공동체(�e global Strategic Foresight 

Community) 운영위원은 세계, 지역, 그리고 다양한 산업계에 영향을 

줄 미래의 이슈를 발굴, 분석한다. 이들이 발굴하고 논의할 미래이슈

는 세계의 정치·사회·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구조변화

라고 부른다. 글로벌 구조 변화요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요인들이 서로 융합·균형 혹은 대립을 통해 그 영향력을 강화

하는지, 사회·경제·환경·과학기술·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

측한다. 예측결과는 각국 정부 지도자 및 기업체의 경영자들에게 보

고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운영위원은 민간, 공공, 시민사회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 세계 32명의 미래연구전문가이며 이들의 임기는 2

년이다. 

제45회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미래전략공동체는 글로벌 구조변화 

요인분석의 첫 번째 보고서로 2015년 1월 19일 29가지의 미래이슈

를 발표했다. 80쪽으로 구성된 보고서에서 다룬 미래의 이슈들은 아

직 글로벌 의제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미래를 전망해볼 때 지역 간, 

세계미래학회의 
연구분야

출처: http://
www.wfs.org/
index.php



34 35

시민참여형 미래서울 만들기 미래연구방법론 

국가 간, 산업 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글

로벌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회의 유

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이슈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경제성장의 전망, 새로운 안보의 위협 요소, 고령화 사회의 명암, 새

로운 경제적·정치적 세력의 등장, 우주과학기술, 정부의 역할, 시민사

회의 동요, 물 부족 및 환경 문제, 새로운 산업혁명 등으로 다양하다.

세계미래연구연맹

세계미래연구연맹(World Future Studies Federation: WFSF)은 1973

년 파리에서 설립된 전 세계 60여 개 회원국을 가진 국제비정부기

구(NGO)이며, UNESCO와 UN의 자문 파트너이다. WFSF는 미국

중심의 퓨처리스트들의 단체인 WFS의 성격에 반발해 유럽과 제3

국의 퓨처리스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한국정보화진흥

원, 2011).

세계미래연구연맹의 “World Future Learning Lab” 프로젝트는 UNE-

SCO Participation Program 2012-2013의 후원을 받아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콩고의 루붐바시, 이집트의 카이로, 말레이시아

의 페낭에서 3개의 파일럿 코스를 운영한 사업이다. UNESCO Par-

ticipation Program 2014-2015년 프로그램은 승인을 받고 진행 중인 

상태이다. 또한 1975년부터 미래 연구 분야의 콘셉트와 연구방법론

을 청년층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WFSF Futures Courses을 제공

하고 있다. Futures Course는 루마니아, 미국,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

이시아, 호주 등에서 진행되었다.

WFSF는 4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여러 지역(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

집트 등)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1967년 첫 번째 콘퍼런스

를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개최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콘퍼런스

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개최한 콘퍼런스는 2015년 6월 핀란드에서 

개최한 “Futures Studies Tackling Wicked Problems”이다.

대만 탐캉대학 미래연구

대만 탐캉대학교(Tamkang University)의 교육대학 미래대학원(Grad-

uate Institute of Futures Studies)은 지난 2002년 가을부터 미래학을 

교육 중이다. 일 년에 4번 Journal of Futures Studies를 발행하고 있으

며, 전 세계 주요 미래연구기관(World Future Society, World Futures 

Studies Federation, Foundation for the Future, and Finland Futures Re-

search Centre)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콘퍼런스, 워크숍, 학술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발간물로는 Questioning the Future와 �e Casual Layered Anal-

WFSF 홈페이지 
메인화면

출처: www.wfsf.
org



36 37

시민참여형 미래서울 만들기 미래연구방법론 

ysis Reader가 있다. Questioning the Future는 미래학 연구 탐구, 미래

연구의 새로운 접근법, 주요 미래학연구 목록(bibliography) 제공, 부

록(미래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의 주요항목) 등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e Casual Layered Analysis Reader는 다층적 요인분

석 소개, CLA와 관련된 에세이들, 인종주의, 세계화, 교육 등 CLA를 

적용한 사례분석(주요 내용), 진화하는 방법론으로서의 CLA 에세이

(비평에 대한 답변 포함), 부록(표, 그림, 차트 등) 등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탐캉대학 미래대학원의 교과과정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

되고, 필수과정에는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미래연구방법론, 미래연

구의 이론적 접근, 미래학 연구 세미나(기본과정, 고급과정), 인턴십

이 포함된다.

미국 휴스턴 대학 미래연구

미국 휴스턴 대학교(University of Houston)의 Foresight 과정은 1990

년대 초반 UH-Clear Lake에서 설립된 Institute for Futures Research(I-

FR)의 프로그램이 2007년 휴스턴대 Master of Science Degrees에 포

함되면서 시작되었다. 미래학과정은 휴스턴대학 기술대학(college of 

technology)의 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 consumer sciences

의 Master of Science Degrees에 포함되었고, 관련 강의는 2005년 가

을학기에 시작되었다. 2012년에는 프로그램 이름이 “Future Studies”

에서 “Foresight”로 변경되었다.

교과과정은 레벨1(개요), 레벨2(이론), 레벨3(방법론), 레벨4(콘텐츠), 

레벨5(Capstone), 레벨6(Master’s option)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필수과

정에는 human development , 정량적 통계적 방법론, 소비자학에서의 

미래 전략, 미래학 입문, 미래학세미나, 미래 연구, 세계 미래가 포함

되어 있다.

자격프로그램(Certi�cates)도 운영되고 있는데 “Professional Certi�-

cate in Foresight”는 5일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워크숍 기반의 자격 

프로그램으로 2015년 5월 벨기에 브뤼셀과 미국 휴스턴에서 5일간

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Graduate Certi�cate in Foresight”는 석사학

위 프로그램에서 4개 코스(12학점)를 이수한 학생들을 인증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탐캉대학 미래학 
과정

출처: future.
tku.edu.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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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기관의 미래 연구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는 1979년 

설립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정보기관

의 최고 수장인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보

좌기구이다. 위원회는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이 보내오는 정보를 취

합하고 평가, 분석하여, 세계 경영과 외교정책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미국 대선 주기에 맞추어 1997년부터 4년

마다 미래 동향 보고서인 Global Trends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

는 “Global Trends 2010”, “Global Trends 2015”, “Global Trends 2020”, 

“Global Trends 2025” 등 5년 단위의 동향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최

신 보고서는 2012년 12월에 발간된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기관 외부의 세계화, 인구, 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하여 발간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의 DCDC

영국 국방부(Ministry of Defence)의 싱크탱크인 DCDC는 Strategic 

Trends Programme을 운영하여 정책과 전략영역에서 장기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인구, 성, 도시화, 자원, 환경, 건

강, 교통, 경제, 정보,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 변화

를 연구하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의 대표 보고서는 Global 

Strategic Trends이다. 2010년에 첫 번째 Global Strategic Trends를 발

행하였으며, 최신 보고서는 지난 2014년 8월 발행된 “Global Stra-

tegic Trends out to 2045(5th edition)”이다. 최신 보고서의 1부는 인

구(Demography), 성(Gender), 도시화(Urbanization), 자원(Resources), 

환경(Environment), 건강(Health), 교통(Transport), 정보(Information), 

교육(Education), 자동화와 직업의 미래(Automation and work), 부패

(Corruption), 정체성과 정부의 역할(Identity and the role of the state), 

국방역량(Defence spending and capabilities)의 13가지 주제로 구분되

어 있다. 2부는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극지방, 우주 등의 지역별 내

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남아시아의 향후 30년간의 전략적 동향을 

연구한 “South Asia out to 2040”보고서가 있다. 

영국 과학부

영국 정부는 과학부(Government O�ce for Science)를 중심으로 예측 

프로젝트(Foresight projects)를 추진하고 있다. 예측 프로젝트는 과학

이 주요 해결방안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이슈 혹은 현실화 가

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과학기술에 관한 이슈를 평가하는 프

로젝트로, 2014년 현재 ‘고령화의 미래(Future of Aging)’와 ‘도시의 

미래(Future of Cities)’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출처: www.dni.
gov/index.php/
about/
organization/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who-
w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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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미래(Future of Aging)’ 프로젝트는 고령화 사회의 도전과 

기회를 예측 분석하는 프로젝트이다. 영국에서 노인 인구의 수는 급

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는 공공서비스의 광범위

한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에게 

도전과 기회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에 참여기회를 늘리며,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

도록 수행되었다.

‘도시의 미래(Future of Cities)’ 프로젝트는 향후 50년간 도시가 직면

할 기회와 도전에 대해 탐색하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도시화 혹은 재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50년간 영국

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

측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도시의 성장과 발전

을 위해서는 리더십, 도시재정, 도시 삶의 질 등 다양한 이슈가 고려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는 이러한 이

슈들을 탐색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근거로 활용될 정책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6가지 주제 영역(도시의 생

활, 도시 경제, 건강한 도시, 도시 형태, 도시 인프라, 도시거버넌스)으

로 구성된다.

영국 Horizon Scanning Programme Team

영국정부는 1994년에 Foresight Programme의 운용과 더불어 미래

예측 및 연구에 대한 전담조직인 미래스캐닝센터(Horizon Scanning 

Center)를 2005년에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이슈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미래스캐닝센터는 정부의 중장기적 정

책 수립을 지원하고, 증거기반 분석(Evidence-Based Analysis) 서비

스 및 미래연구 방법론 및 기법을 개발하여 전략적 미래 대응책 수

립을 지원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4). 2014년 3월에 총리실

(Cabinet O�ces)의 Horizon Scanning Secretariat와 Government O�ce

의 Science’s Horizon Scanning Centre가 통합되면서, Cabinet O�ce 

Analysis and Insight Team과 Government O�ce for Science의 인원들

이 모여 Horizon Scanning Programme Team을 설립하였다. 이 조직은 

‘communities of interest’ 형성을 통해 부서 간 협력 업무를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정부의 미래 예측 업무를 향상시키며, 

새로운 정보와 통찰력을 수집하는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등의 역할

을 수행한다. 또한 총리실 자문단(Cabinet Secretary’s Advisory Group, 

CSAG)과 연간 3회 회의를 하고 있다. 발행된 연구보고서로는 2030

년까지의 새로운 경제시장에 따른 인구 성장의 영향을 고찰한 “새

로운 경제: 인구변화(Emerging economies: demographic change)”, 빅

데이터의 의미, 트렌드, 활용 기회 등을 연구한 “새로운 기술: 빅데

이터(Emerging technologies: big data)”, 천연자원의 국제적 공급을 제

한하는 반경쟁적 행위인 ‘자원 국가주의’를 연구한 “자원 국가주의

(Resource nationalism)”, 현재 영국 청년층의 사회적 태도와 미래의 변

화를 연구한 “청년층의 사회적 태도(Social attitudes of young people)” 

가 있다.

 핀란드 총리실과 미래상임위원회

핀란드는 행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정기적인 국가미래전략을 수립

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국정 전반에 미래연구를 광범위하게 실

시한 뒤 그 결과를 정책 결정이나 프로그램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핀란드 의회는 1992년 미래

예측과 미래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자는 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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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국가미래전략 구조와 프로세스를 짜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93년부터 정부미래보고서(Government Foresight Report)를 중심

으로 국가미래전략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체계가 가동되었다. 총

리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는 4년 임기 단위로 출범하는데, ‘임기 시작 

2년 내’에 정부미래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프로세스가 등장한 것이다. 핀란드의 국가미래전략은 헌법이나 별

도 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발의한 제안에 따라 미래

예측과 미래전략 프로세스와 구조가 갖추어졌다. 정부 보고서는 전

문가그룹과 상시 협력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작성된 전략은 정부에

서 운영되는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

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지역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이해관계자

나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질문지를 돌려 미래전략에 반영할 의견

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미래보고서가 완

성되어 의회로 넘어가면 의회와 총리실 공동으로 ‘미래포럼’을 지역

에서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

고 있다(이규연, 2015).

핀란드 정부 
미래전략 수립 및 
활용 체계

출처: 이규연, 
2015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

핀란드 총리실

핀란드 총리실(�e Prime Minster’s O�ce: PMO)에는 정부미래보고

서를 담당하는 조직이 존재하며, 통상 4~5명의 규모로 유지된다. 정

부미래보고서 수립에는 10여 개 부처의 행정가 및 미래전문가들이 

깊숙이 참여하며, 내무부의 사회안전전략, 국방부의 사이버안보전략 

등 각 부처에서 작성한 부처별 미래전략보고서가 주요 자료로 쓰인

다. 총리실에서 정부미래보고서가 작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

가 미래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결정환경기술서(Description of the 

policy-making environment)가 작성된다. 이 기술서는 각 부처의 장관

이 ‘Future Review’를 작성하고, 공무원들이 세부 미래전략 프로그램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규연, 2015). 또한 총리실

은 일반인들에게 미래전략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웹사이

트(www.2030.�)를 2012년 9월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웹사이

트는 핀란드어, 스웨덴어, 영어의 3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핀란드 미래예측
2030 메인화면

출처: 
www.2030.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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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미래상임위원회

핀란드의 미래상임위원회(�e Committee for the Future)는 다른 국

가의 미래조직과 달리 입법기관에서 만든 미래기구로, 집권세력의 

영향을 받는 행정부 산하의 미래기구보다 자유로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국회 내 임시특별기구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영구조직으로 개편되었다. 미래상임위원회는 정부 및 사회와 

함께하는 미래 정책 개발, 정부보고서 평가, 국회의 Technology As-

sessment(TA) 조직, 미래연구 영역의 후속조치 연구와 개발 등의 활

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다양한 조직의 전문가 의견을 구하여, 

2012년 봄 미래상임위원회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은 

7가지 연구 영역을 도출하였다.

스웨덴 미래연구원

스웨덴 미래연구원(�e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은 스웨덴 정부

와 외부 기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사회과학분야 미

래기반의 연구를 수행 중이며,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1971년 스웨덴 정부 조직 중 하나의 위원회로 미래연구를 시작하였

고, 1987년부터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운영되었다. 2014년 이전에

는 사회네트워크, 통합과 분리, 경제·인구통계학, 가치 변화, 방법론, 

사회적 배척과 소외, 아동과 가정의 7가지 연구 영역을 설정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 11월 원장이 새롭게 임명된 이후, 2015

년 봄에는 미래세대, 민주주의, 신기술, 차별/성차별/민족주의, 평등

의 5가지 연구 분야를 설정하고 발표하였다. 

캐나다 Policy horizons Canada

캐나다 정부는 정책의제 설정을 위해서 1996년에 정책연구사무국

(�e Policy Research Secretariat)을 설립하였다. 2000년에는 정책연

구사무국이 Policy Research Initiative(PRI)로 알려지게 되었고, 2006

년에는 추밀원(Privy Council: PC: 국왕을 위한 정치 문제 자문단)에

서 PRI를 위한 the Deputy Ministers Steering Committee를 설립하였

다. 2011년에 PRI는 Policy Horizons Canada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

다. Policy Horizons Canada는 캐나다 국내외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

스, 기술에서의 변화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

지난 2001년 고이즈미 총리(2001.04.26~2006.09.26) 취임이후, 경제, 

재정정책에 대한 총리의 리더십 강화를 목적으로 내각에 자문기관

인 경제재정자문회의(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CEFP)

핀란드 미래예측
2030의 online 
report

출처: 
www.2030.fi

핀란드 미래상임 
위원회의 7가지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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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되었다. CEFP는 일본의 미래의 기술 및 사회발전에 초점을 

둔 미래예측 활동을 수행하며, 미래전망 및 대외 경제정책의 기본방

향을 제시하고 사회전반의 미래예측 활동을 추진하였다. 2005년 4월 

발간한 ‘일본 21세기 비전’에서 2030년을 목표로 3가지 미래상을 제

시했다. 이후 CEFP는 중단 되었다가 2013년 1월 재개 되었다.

싱가포르 미래위험평가분석(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

ning: RAHS)

싱가포르의 RAHS는 총리실 산하 국가안보조정사무국(National Se-

curity Coordination Secretariat: NSCS)에 의해 2004년부터 추진된 국

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와 불확실성 요소를 탐색

하여 전략적 이슈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들을 조사·탐구하

는 프로그램이다. 싱가포르는 RAHS을 통해 데이터 수집, 분류, 분석 

방법 개발뿐만 아니라 전략적 국가이슈들을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모형을 발전시켜왔다. RAHS는 총리실 산하 국가안보조정사

무국(NSCS)의 RAHS 프로그램 사무처(RAHS programme o�ce)에

서 전담하고 있으며, 사무처는 RAHS 싱크센터, RAHS 솔루션센터, 

RAHS 실험센터로 조직되어 운영 중이다.

RAHS 솔루션센터에서는 정보 추출과 시각화, 모델링, 서베이를 활

용하는 연구 및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방법과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RAHS 실험센터(REC)는 RAHS 솔루션센터, RAHS 싱크센터

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하고 미래 예측, 이슈 도출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최신 버전은 2012년 초에 

발표된 RAHS 2.0이고, 시스템의 3가지 주요 기능은 조사와 분석, 관

점 공유 도구, 모델링이다. RAHS는 여러 종류의 정기 발행물도 발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탐색되는 다양한 오픈 소스 정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이슈를 다루는 일간지인 “SKAN”, 

새롭게 조명받는 이슈들과 트렌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및 정보를 

제공하는 “Vanguard”, RAHS 역량 강화와 관련된 기술적 동향을 다루

는 월간지인 “Tech-SKAN”, 국가 안보 영역에서의 정책 관련 이슈들

에 대한 대안적인 분석과 시각을 제공 하는 시사해설지인 “SKOOP”

를 발간한다.

싱가포르 RAHS 
운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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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서울시민과 미래세대를 조사하였나?

서울의 미래는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과 시

간의 흐름 속에서 역량을 키워나갈 미래세대가 당면한 도전들에 대

해 응답하는 과정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20

세 이상 성인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태도

와 향후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갖고 있는 서울의 미래에 

대한 이미지, 미래사회의 상(象), 사회적 태도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향

후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진화할지 혹은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

동할지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사회적 태도들이 단순하게 ‘연령’이나 ‘생애단계’에서 나타나

는 태도인지, 아니면 그 세대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태도인지를 파악

하고,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때 미래사회에서 나타날 다

층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 실시한 서울시민조사와 미래세대에 대한 조사는 이러한 배경하

에 수행되었다.

우리는 시민 참여적 미래방법론을 적용하여 미래세대의 미래준비 

역량과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

기 위해 서울시민의 미래인식, 미래역량으로서의 시민 유형과 미래 

전망에 관한 시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의 미래세대인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30년 후 서울의 변화 전망, 미래사회의 모습과 미래사

회 인지 등에 관해 조사했다. 먼저 서울시민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

서울시민의 
미래역량과 
미래전망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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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모집단 특성을 대표하

기 위해 성,연령, 거주 지역별 제곱근 비례할당에 따른 표본을 설계하

여 유효표본 1,200명을 확보하였다. 조사는 2015년 11월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3%였다. 서울시 미래

세대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5세~19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표본설계는 서울시민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유효 표본은 500명으로 온라인 조사방법을 사용했다.

조사내용은 미래인식 영역, 미래적응력 영역, 서울시 미래 이미지와 

한국사회의 미래 이미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서울시민과 미래

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통질문과 특성질문으로 나누었다. 서울

시민에게는 미래에 대한 생각, 삶의 영역별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와 

미래사회에서 현재 삶의 질이 개선 혹은 악화될 것인지, 주관적인 삶

의 질 만족도 등을 통해 시민들이 긍정적 미래전망을 갖는지 혹은 그 

반대인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개인의 삶이나 도시 전체가 미래에 대

해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개인의 성향 

등을 질문하였으며, 서울시 미래 사회현상의 변화, 미래사회 각 영역

의 변화가 서울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미

래중심 세대로서 현재의 청소년들에게는 성인이 된 30년 후 어떤 가

족형태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으로 예상하는지, 자신이 

성인이 된 후 희망하는 직업, 어른이 되었을 때의 행복정도를 물어보

았다. 아울러 서울시와 한국사회의 미래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

지를 상상하느냐 라는 미래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표본특성

이 조사는 서울시민 1,200명, 서울의 미래세대(청소년) 500명 등 총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민 응답자 중 남성은 49.8%, 여성은 50.3%였으며, 연령별로

는 20대(20~29세)가 23.8%, 30대(30~39세)가 25.7%, 40대(40~49세)가 

25.8%, 50대 이상(50세 이상)이 24.8%였다. 거주 지역별로는 도심권

이 10.5%, 동북권이 26.1%, 서북권이 16.1%, 서남권이 25.8%, 동남권

이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2.8%, 대졸 이

상이 87.2%였다.

미래세대(청소년) 응답자 중 남성은 50.8%, 여성은 49.2%였으며, 중학

생은 17.8%, 고등학생은 82.2%였다. 거주 지역별로는 도심권이 9.8%, 

동북권이 26.6%, 서북권이 15.8%, 서남권이 25.0%, 동남권이 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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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민의 미래인식과 미래 전망

미래인식

66%의 서울시민들은 한 번쯤 서울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있어

서울시민 10명 중 6~7명(66%)은 2045년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시민들이 발등에 떨어진 일상을 

살아가기 바쁜 듯 보이지만 서울시민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미래가 

혹은 서울시의 미래에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학력이 높아

질수록 서울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시민들은 현재상태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20~30년 후의 미래 전망에 관하여 11개 영

역별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현재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영

역은 대인관계(28.1%), 범죄·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26.4%), 정신

적 건강상태(26.2%) 등의 순이었다. 반면 ‘나쁜 편’ 이라고 부정적으

로 평가한 영역은 미래 안정성(28.8%), 직업만족도(26.7%), 지역사회 

소속감(22.2%) 등의 순이었다.

현재 상태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생활

수준(43.3%), 문화와 여가에 보내는 시간(40.3%), 정신적 건강상태

(33.6%) 영역에서 높았는데, 특히 생활수준, 문화와 여가에 보내는 시

간, 삶의 성취도 영역은 현재 긍정 전망과 비교하여 미래 긍정 전망 

인식의 증가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았다. 반면, 육체적 건강상태

(41.4%), 직업만족도(28.3%), 미래 안정성(27.3%) 영역은 현재보다 나

빠질 것이라는 부정 전망이 높았다.

현재는 생활수준과 미래안전성에 대해 걱정하고, 미래는 육체적 건강과 

생활수준이 나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우리가 제시한 11개 삶의 영역 중 현재 및 미래의 걱정거리를 살펴

보면, 응답 영역은 유사하나 순위의 차이를 보였다. 현재의 걱정거리

(1순위+2순위) 1순위 응답은 ‘생활수준(44.0%)’이었으며, 다음은 ‘미

래 안정성(39.1%)’. ‘육체적 건강상태(31.5%)’, ‘삶의 성취도(20.5%)’ 

등의 순이었다. 미래의 걱정거리(1순위+2순위) 1순위 응답은 ‘육체

적 건강상태(42.4%)’였으며, 다음이 ‘생활수준(40.3%)’, ‘미래 안정성

(35.0%)’, ‘범죄·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19.8%)’ 등의 순이었다. 연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음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음

34.0%

66.0%

미래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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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낮아질수록 생활수준, 미래 안정성, 정신적 건강상태 및 대인관

계에 관한 현재의 걱정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연령이 높아질수

록 육체적 건강상태의 걱정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미래의 

걱정거리에 관하여는 성별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여성보다 

생활수준, 정신적 건강 상태, 삶의 성취도 영역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 건강상태, 미래 안정성, 범죄·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영역

에서 걱정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삶과 미래 삶에 걱정 항목에 대한 남녀별 차이는 크지 않아  

이처럼 서울사람들의 현재 삶의 걱정거리는 먹고사는 문제인 생활

수준에 관한 것이며 미래의 걱정거리 역시 생활수준과 함께 건강 문

제가 가장 크게 거론된다. 이러한 걱정들과 관련한 남녀별 차이는 크

게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걱정되는 문제에 대해 남녀 모두 생활수준

과 미래안전성, 육체적 건강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모든 현재

의 걱정을 응답하는 3순위까지의 항목에서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보

다 항목마다 약간씩 높게 나타났다. 향후 미래 시점에서 걱정되는 요

소들에 대해 남녀 모두 현재 시점의 걱정거리와 동일하게 ‘육체적 건

강상태(남자 41.4%, 여자 43.4%), ‘생활수준(남자 41.0%, 여자 39.5%)’, 

‘미래안정성(남자 34.0%, 여자 36.0%)’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여성들

은 ‘범죄·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23.1%)’ 항목에 대해 남성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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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거리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나   

현재와 미래의 걱정거리를 연령별로 살펴보자. 먼저 현재 걱정거리

에 대한 차이는 20대 이하, 30~40대, 50대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눠진

다. 즉, 20대는 현재 가장 당면한 걱정거리 1순위는 생활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미래안정성, 삶의 성취도, 정신적 건강상태 순으로 현재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한편, 30~40대는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걱정 

1순위는 생활수준이지만, 그 다음 걱정거리는 미래안정성, 육체적 건

강상태, 삶의 성취도 순으로 나타나 20대와는 상이한 부분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은 50대 이상에서는 모든 걱정의 1순위가 육체적 건강상

태로 바뀐다. 이 연령층에서는 현재 걱정거리 1순위의 비중도 50%

를 넘어서 몸에 대한 건강이라는 가장 큰 걱정거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나타날 미래 걱정거리에 대해 연령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낼까? 미래 걱정거리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는 20, 30대와 40대 

이상 두 개의  연령 그룹으로 태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시 말하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미래의 걱정거리로 경제생활과 관련한 생

활수준이 가장 우려된다는 응답이 39%~45% 까지 차지하여 1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육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우

려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40대에서 48.9%, 50

대 이상에서 58.1%까지에 이르렀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삶의 

성취도에 대한 우려가 미래에 걱정된다는 응답률이 4~5위로 5위 내 

걱정거리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40대의 경우 5위 내  포함되는 항목

으로 범죄·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 항목이, 50대 이상의 경우는 정

신적 건강상태 항목이 포함되어 상이한 순위를 보였다. 

시민의 미래 삶의 행복도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

앞으로 20~30년 후에 개인의 삶을 현재와 비교해보면, 대체적으

로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다음으로 행복해질 것

(31.1%), 불행해질 것(24.1%) 순으로 긍정 전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개인의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반면, 연령별로 20대와 50대 이상 계층에서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 비율(각각 26.7%, 26.8%)이 높게 나타났다.

지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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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적응력

미래준비 필요성 인식 및 현재 준비정도

개인의 미래에 관하여 경제적, 직업적, 자기계발, 사회적, 건강관리의 

5개 영역으로 구분 후 영역별 준비 필요성 인식 정도와 현재 준비정

도를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

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현재 준비상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 적금, 연금, 보험, 부동산 등 경제적 대비에 관한 준비 필

요성 인식은 86.3%로 가장 높고, 현재 준비가 잘 되어있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해 다른 영역대비 격차가 가장 커 미래대비를 위한 경

제영역의 관심 및 걱정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기적 건강검

진, 운동, 식단조절 등의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준비 필요성 인식정도

는 경제적 대비 다음으로 높았으며(85.5%), 현재 준비상태(20.8%)

는 전 영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전체

성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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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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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삶의 행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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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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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적응력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인 미래적응력

을 알아보기 위해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미래적

응력의 하위요인은 ‘새로운 의미 생성력’, ‘실천력’, ‘사회개조력’, ‘공

통배움력(의사소통력)’으로 구성하였다. 

‘새로운 의미 생성력’에는 ‘주변의 세계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경험

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만든다’,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 관계없

이 배우고자 한다’, ‘남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의문을 갖고 

분석한다’, ‘문제가 있으면 장애라기보다 배울 기회라고 생각한다’라

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실천력’에는 ‘배운 결과를 스스로 잘 활용한

다’,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는다’,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참

여한다’, ‘배워야 할 과정을 스스로 계획한다’, ‘배우려는 용기를 가지

고 있다’라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사회개조력’에는 ‘늘 하던 일을 다

른 방식으로 접근해 본다’, ‘배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바

라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속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다’, ‘배움을 통해 깨달은 것을 현실에 적용한다’, ‘배우면서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기른다’라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공통배움

력(의사소통력)’에는 ‘타인을 통해 배우면 감사한 마음이 든다’, ‘배움

을 통해 타인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함께 지식을 찾아가며 다른 

이를 배려하고 돕는다’, ‘배운 것을 타인들과 공유한다’, ‘혼자일 때보

다 다른 사람들과 모임을 통해 배울 때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문

항이 포함되었다. 

미래적응력 5점 만점 평균점수는 보통 수준 이상인 3.44점으로 나타

났다. 4가지 하위요인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할 때 

더 많이 배우는 능력인 ‘공통배움력’ 점수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다음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3.44점), 주류의 의견에 도

전하는 능력(3.41점), 배움을 실천하는 능력(3.37점)의 순이었다. 특

히 연령 및 학력이 높아질수록 미래적응력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 연령대에서 ‘공통 배움력’ 점수가 가장 높았다.

성별 미래적응력 5점 만점 평균점수는 남성이 3.44점, 여성이 3.43점

으로 분석되었다. 4가지 하위요인의 평균점수에서 남성은 ‘공통배움

력’ 점수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새로운 의미 생성력

(3.46점)’, ‘사회개조력(3.42점)’, ‘실천력(3.37점)’의 순이었다. 여성은 

‘공통배움력’ 점수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새로운 의

미 생성력(3.41점)’과 ‘사회개조력(3.41점)’, ‘실천력(3.37점)’의 순이

었다.

연령별 미래적응력 평균점수는 20대가 3.32점으로 가장 낮았고, 30

대가 3.41점, 40대가 3.45점, 50대 이상이 3.55점으로 나타났다. 4가

지 하위요인의 평균점수에서 20대는 ‘공통배움력’ 점수가 3.41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새로운 의미 생성력(3.30점)’, ‘사회개조력

(3.30점)’, ‘실천력(3.24점)’의 순이었다. 30대는 ‘공통배움력’ 점수가 

3.4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새로운 의미 생성력(3.44점)’과 ‘

사회개조력(3.39점)’, ‘실천력(3.33점)’의 순이었다. 40대는 ‘공통배움

미래 적응력 새로운 의미 
생성력

실천력 사회개조력 공통 배움력

3.44 3.44
3.37 3.41

3.50

미래적응력
전체

(단위: 점)
*5점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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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점수가 3.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새로운 의미 생성력

(3.45점)’, ‘사회개조력(3.42점)’, ‘실천력(3.41점)’의 순이었다. 50대 이

상은 ‘공통배움력’ 점수가 3.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새로

운 의미 생성력(3.55점)’, ‘사회개조력(3.53점)’, ‘실천력(3.50점)’의 순

이었다. 

거주 지역별 미래적응력 평균점수는 도심권이 3.52점, 동북권이 3.37

점, 서북권이 3.32점, 서남권이 3.46점, 동남권이 3.52점으로 분석되

었다. 4가지 하위요인의 평균점수의 순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했

다. 도심권은 ‘공통배움력(3.57점)’, ‘새로운 의미 생성력(3.54점)’, ‘사

회개조력(3.50점)’, ‘실천력(3.44점)’의 순이었고, 동북권은 ‘공통배움

력(3.47점)’, ‘새로운 의미 생성력(3.36점)’, ‘사회개조력(3.33점)’, ‘실천

력(3.31점)’의 순이었다. 서북권은 ‘공통배움력(3.40점)’, ‘새로운 의미 

생성력(3.32점)’, ‘사회개조력(3.30점)’, ‘실천력(3.24점)’의 순이었고, 

서남권은 ‘공통배움력(3.52점)’, ‘새로운 의미 생성력(3.47점)’, ‘사회개

조력(3.44점)’, ‘실천력(3.40점)’의 순이었으며, 동남권은 ‘공통배움력

(3.58점)’, ‘새로운 의미 생성력(3.53점)’과 ‘사회개조력(3.51점)’, ‘실천

력(3.47점)’의 순이었다.

학력별 미래적응력 평균점수는 고졸 이하가 3.30점, 대졸 이상이 

3.45점으로 나타났다. 4가지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는 고졸 이하에서 

‘공통배움력’ 점수가 3.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새로운 의

미 생성력(3.28점)’, ‘사회개조력(3.27점)’, ‘실천력(3.21점)’의 순이

었다. 대졸 이하에서는 ‘공통배움력’ 점수가 3.51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다음은 ‘새로운 의미 생성력(3.46점)’, ‘사회개조력(3.43점)’, ‘실천

력(3.39점)’의 순이었다.

미래 이미지

서울시 미래 전망 

서울시민은 앞으로 30년 후인 2045년경 서울시의 미래에 관해 대체

적으로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낙관적(23.5%), 비관적(15.5%) 순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더 우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서울시의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

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우 비관적

비관적 15.5 낙관적 23.5

비관적 현재와 비슷 낙관적 매우 낙관적

4.8 4.8
10.8

61.0

18.8

서울시 미래 전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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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 이미지

앞으로 30년 후가 되는 2045년경 서울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

미지를 살펴보았다. 질문 방식은 서울시과 관련된 이미지 9가지를 각

각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로 구성하여 척도 양 끝에 제시 후 가장 유사

한 이미지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미래 서울시에 관하여 부정 

이미지보다는 긍정 이미지의 연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이미지 중에서는 ‘다양(75.7%)’, ‘행복(64.5%)’, ‘희망(57.8%)’ 연상률이 

높았으며, 부정 이미지 중에서는 ‘격차(61.1%)’, ‘불공정(56.6%)’ 이미지 

연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사회현상 변화 전망

사회현상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변미리, 2014) 중 일부 지표에 

대해 20~30년 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서울시의 10

가지 사회현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현재 상태 유지나 부정적 전망

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회현상으로는 ‘개인

수입 증가(28.8%)’, ‘자원봉사율 증가(24.3%)’, ‘투표율 증가(19.6%)’로 

주로 개인이 관여하여 조절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

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회현상으로는 ‘주거비 증가(65.1%)’, ‘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악화(각각 62.7%, 58.0%)’, ‘고용률 감소(47.8%)’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변화가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대도시의 미래를 둘러싸고 변화되는 사회현상들이 서울시의 미래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에 따른 물 부족(71.5%)’ 현상이 서울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았으며, 다음이 ‘인지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70.5%)’ ‘인구의 국

제 이동과 다원화(6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미 있는 삶

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급자족(48.4%)’, ‘안전이 도전받는 세계 대도시

(58.5%)’ 현상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였다.

64.535.5

57.842.2

75.724.3

38.961.1

49.850.3

50.649.4

43.456.6

49.250.8

46.7

불행

비관

단순

격차

불안

위험

불공정

배제

빈곤

긍정(+1~+5)

행복

희망

다양

평등

안심

안전

공정

포용

풍요

부정(-5~-1)

서울시 미래 
이미지

(단위: %)

서울시 사회현상 
변화 전망

31.8

39.3

28.8

47.8

39.3

13.0

29.4

46.3

24.3

35.3

45.2

19.6

40.0

47..5

12.5

65.1

27.5

7.4

42.2

39.6

18.3

46.0

37.9

16.1

58.0

32.0

10.0

62.7

27.3

10.1

개인
수입

증가

유지

감소

감소

유지

증가

완화

유지

약화

자원
봉사율

고용률 투표율 사회적
유대

주거비 살인율 폭행률 수질
오염

환경
오염

(단위: %)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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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 방향 

서울시의 미래 나아갈 방향 4가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

과, 모든 영역에서 서울시의 미래모습으로 동의율은 50.0%를 넘었

다. 그중 ‘새로운 지식문화와 첨단 기술의 글로벌 사회’로의 동의율이 

66.1%로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 관한 

동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58.3%)이었다.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서울시 필요 역량

서울시가 미래사회를 잘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조사한 결과, 

영역별 역량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70.0% 이상에 달해 높은 공감

을 보였다. 그중 ‘양극화와 세대 갈등의 해결책 마련’ 역량이 필요하

다는 응답률이 76.8%로 가장 높았으며, 이 중 37.6%는 ‘아주 필요하

다’는 강한 동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노후화된 도시를 관리하여 안

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74.6%)’, ‘지식과 기술발전을 통해 새로운 경

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72.8%)’,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공동체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71.4%)’ 등의 역량이 서울시

에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우리나라 미래모습 전망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30년 후의 미래 변화는 어떨까? ‘사람

이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일 것’에 관한 동의율

이 80.4%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휴머노이드(인간을 닮은 로봇)

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도와줄 것(72.3%)’, ‘우리나라가 지금보

다 더 잘 살게 될 것(61.1%)’의 순으로 동의율이 높았다. 반면, ‘빈부

격차가 줄어들 것’에는 81.3%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어 ‘불치병이 

16.345.130.57.2

14.846.230.86.6

18.547.626.56.4

20.537.829.310.6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

영감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사회

새로운 지식문화와 첨단 기술의 글로벌 사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3.68)

(3.66)

(3.76)

(3.65)

동의안함
①+②

보통
③

동의함
④+⑤

서울시 미래 방향 

15.355.225.33.9

0.3

0.3

0.7

0.6

0.9

1.3

0.4

17.851.325.25.4

18.850.923.75.9

11.547.2333.37.4

8.340.242.08.7

14.847.130.86.0

28.143.422.85.3

인지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 사회

신기술의 발전과 고용 없는 성장 사회

인구의 국제 이동과 다원화 사회

안전이 도전받는 세계 대도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급자족 시대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회

(3.81)

(3.81)

(3.81)

(3.62)

(3.46)

(3.68)

(3.94)

영향안미침
①+②

보통
③

영향미침
④+⑤

평균
(5점만점) 미래 변화가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점)

(단위: %, 점)

24.450.222.8

37.639.219.8

26.845.922.6

26.045.423.6

노후화된 도시를 관리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것

양극화와 세대 갈등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지식과 기술발전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공동체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

(3.68)

(3.66)

(3.76)

(3.65)

동의안함
①+②

보통
③

동의함
④+⑤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서울시 
필요역량

(단위: %, 점)

평균
(5점만점)

평균
(5점만점)

1.0

1.7

1.0

1.8

0.3

2.3

3.3

4.3

4.1

0.2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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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것(78.8%)’, ‘학교가 모두 없어질 것(78.3%)’, ‘자연환경(공기, 

물, 숲 등)이 더 좋아질 것(73.4%)’ 등의 순으로 비동의율이 높았다.
3. 미래세대의 미래인식과 미래역량 

어디서 살고 어떤 형태의 가족구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향후 20~30년 후인 미래사회에 희망하

는 가구 유형으로 ‘핵가족(나, 나의 아내·남편, 자녀)’을 1순위로 꼽았

다. 그다음은 ‘대가족(15.4%)’,  ‘부부 둘이서(14.2%)’,  ‘혼자 살기(8.6%)’

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사회 거주희망 지역

향후 20~30년 후인 미래사회에 거주 희망 지역으로 절반 이상(53.8%)

의 청소년이 현재와 동일하게 ‘서울’에 거주하고 싶다고 답하였다. 다

음이 ‘경기도(25.6%)’, ‘서울 및 경기도 이외 지역(10.8%)’, ‘외국(9.8%)’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률은 성별로는 ‘여

성’, 학력별로는 ‘중학생’, 거주 지역별로는 ‘서남권’에 거주하는 청소

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9.939.238.712.3

10.250.933.65.3

3.315.447.833.6

4.530.150.015.4

5.540.541.512.5

23.844.228.2

17.250.727.6

22.852.221.3

10.549.833.85.9

18.153.025.8

4.131.945.718.3

10.162.321.36.3

18.661.816.7

8.243.640.47.8

5.434.645.414.6

우리나라는 통일이 될 것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것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폭력/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될 것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질서를 더 잘 지키게 될 것

우리나라 대통령은 
외국인이 될 수도 있을 것

학교가 모두 없어질 것

자연환경이 더 좋아질 것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00살 넘게 살 것

불치병이 사라질 것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

휴머노이드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도와줄 것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일 것

땅 속이나 바다 속에도 사람이 살 것

달이나 화성에도 사람이 살 것

(2.47)

(2.66)

(1.88)

(2.24)

(2.39)

(2.03)

(1.99)

(2.09)

(2.65)

(1.99)

(2.22)

(2.76)

(2.96)

(2.52)

(2.31)

부정
①+②

긍정
③+④

우리나라 
미래모습 전망

2.9

2.9

4.1

3.2

3.8

평균
(4점만점)

(단위: %, 점)

핵가족 대가족 부부둘이서 혼자살기 나의 친구/친척

57.6

4.2
15.4 14.2

8.6

미래사회 희망 
가구유형

서울 경기도 서울 및 경기도 
외 지역

외국

53.8

25.6

10.8 9.8

미래사회 
거주희망 지역

(단위: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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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거주희망 주거유형

향후 20~30년 후인 미래사회에 거주 희망 주거 유형으로 ‘아파트

(46.8%)’ 및 ‘단독주택(44.6%)’에의 거주를 희망한다는 응답률이 높았

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률은 성별로는 ‘남성’, 학력별로는 

‘고등학생’, 거주지역별로는 ‘서북권’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서 상대

적으로 높았다.

미래사회 희망 직업

향후 20~30년 후인 미래사회에 청소년들은 ‘흥미(적성) 있는 일

(78.0%)’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다. 다음은 ‘많은 돈을 버는 일(71.0%)’, ‘

보람 있는 일(21.2%)’, ‘존경(명예) 받는 일(15.0%)’ 등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별로 선호 직업형태의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흥미 있는 일’과 ‘많은 돈을 버는 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학생들은 ‘보람 있는 일’과 ‘ 존경 받는 일’ 선호도가 여학

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미래 삶의 행복도 전망

앞으로 20~30년 후의 삶을 현재와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지금보

다 행복해질 것이라는 긍정 전망(42.0%)이 많았다. 그다음으로 지금

과 비슷할 것(34.2%), 불행해질 것(23.8%) 순으로 긍정 전망이 우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학력별로는 중학생, 거주지역별

로는 동북권 거주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미래가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적응력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인 미래적응력

을 알아보기 위해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미래적

응력의 5점 만점 평균점수는 보통 수준 이상인 3.52점으로 나타났

다. 4가지 하위요인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할 때 더 

많이 배우는 능력인 ‘공통배움력’ 점수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주류의 의견에 도전하는 능력(3.51점), 새로운 의미를 생성

하는 능력(3.45점), 배움을 실천하는 능력(3.42점)의 순이었다.

흥미 있는 
일

많은 돈을 
버는일

보람 있는 
일

존경받는 
일

기타인기 있는 
일

부모님이 
원하는 일

78.0 71.0

2.8
21.2

2.0
15.0

1.4

미래사회 희망 
직업(1순위+2
순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기타

46.8 44.6

4.6 4.0

미래사회 
거주희망 
주거유형

(단위: %)

(단위: %)

지금보다 
훨씬 더 

불행해질 것

불행 23.8 행복 42.0

지금보다 
약간 

불행해질 것

지금과 
비슷할 것

지금보다 
약간 더 

행복해질 것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

4.4
14.0

19.4

34.2

28.0

미래 삶의 행복도 
전망

(단위: %)

미래 적응력 새로운 의미 
생성력

실천력 사회개조력 공통 배움력

3.44 3.44
3.37 3.41

3.50
미래적응력 전체

(단위: 점)
*5점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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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 전망 

앞으로 30년 후인 2045년경 서울시의 미래에 관해 청소년들은 대체

적으로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36.8%)과 비관적(37.0%)이라

는 전망을 비슷한 정도로 갖고 있었다. 낙관적(26.2%)인 전망은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결과와의 차이

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청소년이, 학력별로는 중학생이, 거주 지역

별로 도심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시의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서울시 미래 이미지

앞으로 30년 후가 되는 2045년경 서울시를 생각했을 때 청소년들

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지 살펴보았다. 질문 방식은 서울시와 관

련된 이미지 9가지를 각각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로 구성하여 척도 

양 끝에 제시 후 가장 유사한 이미지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서울시 거

주 청소년들은 미래 서울시에 관하여 긍정 이미지보다 부정 이미지

의 연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이미지 중에서는 ‘다양성

(68.4%)’을 인지하는 이미지 연상 비율만 높았다. 부정 이미지 중에

서는 ‘격차(73.6%)’, ‘불공정(72.6%)’, ‘불안(68.0%)’, ‘배제(64.2%)’ 이

미지의 연상 비율이 높았다.

서울시 미래 
이미지

부정

불행

비판

단순

격차

불안

위험 

불공정

배제

빈곤

응답별 비중

(단위: %, 점)※ 평균 및 합계가 양의 값일수록 긍정 이미지

3

8.4

7.0

16.8

4.4

3.2

7.2

2.8

5.2

8.2

-2

15.2

16.0

9.2

15.8

14.6

15.0

16.4

16.4

12.2

평균

(-.26)

(-.47)

(1.14)

(-1.65)

(-1.10)

(-.56)

(-1.50)

(-.77)

(-.17)

-4

3.8

3.4

1.6

11.6

7.0

6.8

9.8

4.8

5.8

5

1.2

0.8

7.0

2.2

1.0

2.0

1.6

1.8

3.8

1

19.6

21.4

18.2

11.2

17.2

15.4

12.8

17.0

22.2

-5

2.6

3.0

1.6

16.0

7.6

6.2

13.8

7.2

6.2

4

2.2

1.8

10.8

2.2

2.4

3.2

1.8

2.2

3.8

-1

20.0

25.6

13.4

13.4

22.0

18.8

18.0

24.4

17.8

합계

-130

-233

572

-824

-549

-282

-748

-385

-87

-3

12.2

11.2

5.8

16.8

16.8

12.0

14.6

11.4

8.4

긍정

행복

희망

다양

평등

안심

안전

공정

포용

풍요

2

14.8

9.8

15.6

6.4

8.2

13.4

8.4

9.6

11.6

매우 비관적

비관적 37.0 낙관적 27.2

비관적 현재와 비슷 낙관적 매우 낙관적

3.4 2.6

33.6 36.8
23.6

서울시 미래 전망
(단위: %)

불행

비관

단순

격차

불안

위험

불공정

배제

빈곤

긍정(+1~+5)

행복

희망

다양

평등

안심

안전

공정

포용

풍요

46.2

40.8

68.4

26.4

32.0

41.2

27.4

35.8

49.6

부정(-5~-1)

서울시 미래 전망 53.8

59.2

31.6

73.6

68.0

58.8

72.6

64.2

50.4

(단위: %)



74 75

시민참여형 미래서울 만들기 서울시민의 미래역량과 미래전망 

우리나라 미래모습 전망

우리나라 30년 후의 미래 변화에 관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살펴보

았다.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일 것’에 관

한 동의율이 86.8%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00살 넘게 살 것(82.8%)’, ‘휴머노이드(인간을 닮은 로봇)가 일상생

활의 많은 부분을 도와줄 것(81.0%)’의 순으로 동의율이 높았다. 반

면,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에는 80.8%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어 

‘30년 후에는 자연환경(공기, 물, 숲 등)이 더 좋아질 것(79.2%)’ ‘불치

병이 사라질 것(65.0%)’ 등의 순으로 비동의율이 높았다.

서울시 청년세대의 미래서울 이미지   

서울시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미래 서울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우리

는 미래서울 2030 연구에서 20~30대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

로 “우리에게 2030년 미래서울은_______입니다” 는 양식으로 서울

의 미래를 상상하게 하였다.3 자신의 의견을 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

롭게 적게 하였는데 이를 키워드로 분석하면 청년세대들은 공정하

고, 사람이 행복한 서울, 그리고 ‘소통을 통한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

는 서울’을 꿈꾸는 의견들을 보였고 그 이외에 ‘편안하고 인간미 넘치

는 도시 서울’ 등의 의견들이 나타났다. 청년세대들이 바라는 미래서

울은 희망적이고 공동체적 가치를 담고 있는 사회였다. 

3 이 조사는 서울연구원의 2012년 미래연구에서 진행한 것이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에 포함했다. 자세한 내용은 변미리 외, 2030 서울의  
 미래를 참조. 

7.432.645.214.8

14.647.231.46.8

4.215.046.834.0

6.076.144.017.6

6.030.444.619.0

7.630.631.830.0

8.028.237.226.6

4.216.641.437.8

32.450.413.24.0

6.228.844.620.4

10.840.433.415.4

19.062.014.44.6

35.451.49.6

16.047.229.27.6

9.836.439.814.0

우리나라는 통일이 될 것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것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폭력/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될 것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질서를 더 잘 지키게 될 것

우리나라 대통령은 외국인이 될 수도 있을 것

학교가 모두 없어질 것

자연환경이 더 좋아질 것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00살 넘게 살 것

불치병이 사라질 것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

휴머노이드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도와줄 것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일 것

땅 속이나 바다 속에도 사람이 살 것

달이나 화성에도 사람이 살 것

 

(2.47)

(2.66)

(1.88)

(2.24)

(2.39)

(2.03)

(1.99)

(2.09)

(2.65)

(1.99)

(2.22)

(2.76)

(2.96)

(2.52)

(2.31)

긍정
③+④

부정
①+②

우리나라 
미래모습 전망

3.6

평균
(4점만점)

(단위: %, 점)

브레인라이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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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미래서울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청

년세대들은 참신한 발상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미래서울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요소를 높은 인구밀도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년세대는 현재처럼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

가 밀집해 살아간다면 서울의 삶의 질이 더욱 황폐해질 것이므로 인

구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서울에 밀집한 산업, 경제, 문

화시설을 지방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미래서

울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은 빈부격차와 제도 및 법률의 개선이라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의 빈부격차를 줄여가지 못

하면, 앞으로 서울은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릴 것이며, 이것은 결국 서

울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법률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민의식의 부족, 서울(또는 

서울시민)이 가진 기득권 등도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라

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정의 여

러 분야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이외에 

서울(또는 서울시민)은 조선 시대 이래 대한민국의 수도로 많은 이득

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생겨난 서울(또는 서울시민)의 

기득권을 버려야 미래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

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민의 미래상 제안

서울시민이 꿈꾸고 만들어나갈 서울의 미래상을 상상하고 현재 무

엇이 바뀌어야 할지를 직접 고민하도록 하며, 제안된 내용을 시민들

과 공유하고자 우리는 2015년 9월 21일(월)부터 2015년 10월 11일

(일)까지 천만상상 오아시스 채널을 통해 테마제안 형식으로 시민제

안을 접수하였다. 공모 결과 총 28개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제안된 의견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천상오 공모 결과 순번

1

2

3

조회수

30

17

22

제목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는 서울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서울 2045

서울의 색을 입혀, 문화도시 육성

천상오 테마제안 
공모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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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과 미래세대 조사가 주는 의미   

우리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 미래세대, 청년세대, 서울시민들이 생각

하고 상상하는 미래서울의 이미지를 파악하였으며, 각 세대가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모습들, 기대하는 미래서울의 방향

과 향후 미래서울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각 세대가 갖고 있는 사회적 태도들을 파악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시

도는 미래연구가 상대적으로 발달된 영국 정부의 미래연구를 일정 

정도 벤치마킹한 것이다. 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영국 정부는 수십

여 년 전부터 국가차원의 이슈스캐닝(Horizon Scanning) 분석 전담

기관을 두고 미래 이슈들을 탐색해 왔다. 영국 총리실의 2014년 이

슈스캐닝 보고서 중 하나가 청년세대의 사회적 태도이며 이를 통해 

현재 영국 청년층의 사회적 태도와 미래의 변화를 연구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영국 청년세대의 사회적 태도를 파악하고 이들

이 나이 들어가는 생애주기에 따라 이러한 태도와 미래사회의 인지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세대들의 태도와 행

태, 경험들이 기성세대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10

년 내 청년층의 변화도 예측하였다. 

우리의 미래세대와 서울시민, 청년세대에 관한 조사는 위와 같은 영

국의 이슈스캐닝 방법론을 적용하는 첫 시도이다.4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는 서울의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가 기성세대로서 

20대 이상 성인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기

술 결정론적 미래를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래가 현재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 역시 미래세대가 성인세대보다 

4 2045 서울미래보고서 제1권에는 미래세대, 성인세대, 청년세대에 관한 조사결과만을 
 분석하고 있으며, 서울미래보고서의 제3권 인구와 세대 파트에서는 서울의 중장기  
 인구변화와 함께 세대 특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

14

19

15

51

23

30

19

163

24

13

25

29

22

34

37

68

63

45

518

33

52

89

88

71

문화공간이 된 대중교통공간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 도시행정' 제도를 세계최초로 실시한다

2045, Campus SEOUL

서울, 노인공경 이웃사랑 최고의 도시

2045년 서울은 사람이 중심인, 스마트 안전+그린+상생 도시

내가 원하는 서울의 미래

마을 공동체가 모인 도시, 서울

미래서울 : 마이너스를 통해 플러스를 얻다

2045년 문화창조도시 서울을 위한 전략

2045년 서울의 미래

서울은 친환경 도시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이 되어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래를 꿈꿉니다.

내가 꿈꾸는 서울

궁금증이 피어나는 활발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

서울은 평화의 도시, 인류 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 도시 네트워크의 수도, 서울

통일 대한민국의 청년 수도 서울, 2045를 꿈꾸다.

드론활성화,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에 따른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실현 가능한 서울부터 만들자 !

에너지 기생&소비&민폐도시서울이 에너지 자립&생산&나눔도시 서울로

2045년 미래 아이들의 모습과 목표와 그에 따른 초등학생의 교육프로그램 제안 -각 
분야 전문가들을 불러주세요!!

Soul mate : 인공지능의 미래

노익장(老益壯) 특별구역

SEOUL stroll~SOUL storyway~

놀라운 성장 대한 한반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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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30년 후 서울의 

미래는 인간 수명이 100세가 넘으면서 자율자동차의 세상,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대체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는 성

인 세대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한편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러

한 부정적 사고 정도는 기성세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청소년세대의 미래전망이 장밋빛이 아니며 성인

세대의 생각과 비슷하게 이미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

래 서울은 기술지배적이고 양극화 현상으로 빈부격차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미래는 현재의 연속선상일 수도 있

고, 아니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사람들은 현재 생각과 인식을 성숙

시켜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미래세대의 미래서울에 대

한 인식이 10대들이 현재 상태에서 갖는 생각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

면 이들 미래세대가 성장하면서 진화해 나갈 것인지를 면밀하게 모

니터링해서 30년 후 미래서울이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사회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눈 
: 서울의 미래정책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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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서울시의 미래인지적 시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를 대상으로 미래서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 조사는 전문

가들의 눈을 통해 미래서울의 정책 지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실시했다. 미래서울의 환경 변화에 대한 생각, 미래서울에 위험

이 되는 요인과 그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사는 2015년 11월 18일에서 11월 25일까

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질문한 항목은 미래서울에 대한 인

식 및 전망과 미래 영향요인 및 발생 시점, 서울시의 미래서울을 대

비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등으로 구성되었다. 미래 인식 및 영

향요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응답을 5점 척도 평균값으로 전환

하여 비교하였으며, 정책 우선순위는 AHP분석을 통해 각 정책 간, 

사업 간 비교 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설문 대상 전문가는 서울시

가 보유하고 있는 분과별 위원회 및 서울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

문가 그룹 중 총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그룹을 소속 기관

별로 분류해 보면, 대학 등 학계 종사자 13명(28%), 공공-민간을 포

함한 연구원 9명(17%), 민간기업 종사자 11명(23%), 공공연구기관

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 근무자 4명(9%), 각종 민간협의회 및 시민

단체 종사자 11명(23%)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전문분야별로는 도

시/계획/주택/건축 환경/재난/안전이 각각 12명(26%)으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뒤로 인문/사회가 7명(15%), 문화/관광/예술이 4명(9%) 

등으로 나타났다(기타 분야는 기록관리, 종교 분야임). 설문응답자들

의 업무 경력을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종사자가 21명(44%)으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30년 미만 종사자

가 16명(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업무 경력은 20.1

년으로 분석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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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미래영향 요소들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생각 

30년 후가 되는 2045년 서울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에서 “있다”, “없다”로 체크한 응답 빈도값 

및 비율을 산출하였다. 응답자의 79%인 38명은 서울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1%인 10명은 “없다”고 응

답하였다. 앞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묻

는 질문에 66%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조사 대상인 

전문가 그룹은 일반 시민 그룹보다 서울시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미래 분야별 전망 

정부의 정책분류를 나타내는 아래 각 분야에 대해5 현재(2015년) 상

태와 30년 후(2045년) 전망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각각의 답변을 5

점 척도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현재 인식과 미래 전망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5     UN COFOG의 정부 기능 분류를 지방정부인 서울시 현황을 고려하여 재정리하였음.

없다
21%

있다
79%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생각 여부

• 행정서비스(General public services)

• 치안(Public order and safety): 치안질서, 재난안전 등

• 산업-경제(Economic affairs): 재정, 금융, 기업환경, 생활물가, 기타 경제기반 등

• 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 기후, 해양, 산림, 토양, 대기 등

• 주택-교통(Housing and Transportation): 교통, 통신, 주거 등 생활환경

• 공동체-민주주의(Community and Democracies): 공동체 결집, 시민의식, 민주주의 등

• 보건(Healthy): 보건, 식품의약 관련 기능

• 문화-관광(Culture and Tourism)

• 교육(Education)

• 복지(Social protection): 사회복지, 노동, 여성, 인권, 노후생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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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의 여건은 치안이 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

며, 주택-교통 분야가 2.4점, 환경 분야가 2.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

를 보였다. 미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행정서비스와 문화-관광 분

야의 여건이 3.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현재와 마

찬가지로 주택-교통 분야가 3.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현

재와 미래의 변화에서는 복지분야와 문화-관광 분야가 0.8점 상승

하여 미래시점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치안은 미세

한 차이(-0.1점)이긴 하나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미래 이미지 전망 

서울시민과 서울시 거주 청소년의 미래인식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

로, 앞으로 30년 후가 되는 2045년경 서울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

는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질문 방식은 서울시과 관련된 이미지 9가

지를 각각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로 구성하여 척도 양 끝에 제시 후 

가장 유사한 이미지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미

래서울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성에 대한 이미지 전망이 높았으며, 이 외에도 안

전, 행복, 희망, 안심과 관련한 긍정적 전망이 높았다. 하지만 평등과 

공정은 부정적 이미지인 격차와 불공정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

며, 이는 앞서 조사된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사회‧정치‧경제 분야 미래 영향요인 

선행연구와 미래사회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한 아래 사회, 정치, 경제 

분야의 이슈들이 서울의 미래 변화에 언제,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

지 질문하였으며, 10년 내, 20년 내, 30년 내 등의 이슈 발생 시점과 

5점 척도로 응답한 중요도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단위: %)

서울시 미래 
분야별 전망

복지

교육

문화-관광

보건

공동체-민주주의

주택-교통

환경

산업-경제

치안

행정서비스

2.8현재
미래 3.6

2.8

3.1

3.1

3.9

3.3

3.8

2.8

3.4

2.4

3.0

2.6

3.1

2.9

3.0

3.7

3.6

3.3
3.9

(단위: 점)
*5점만점

76.1 23.9

74.1 25.9

87.9 12.1

44.8 55.2

70.3 29.7

73.5 26.5

46.4 53.6

55.8 44.2

76.5 23.5

불행

비관

단순

격차

불안

위험

불공정

배제

빈곤

행복

희망

다양

평등

안심

안전

공정

포용

풍요

서울시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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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경제 분야 이슈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적 불공정성 및 갈등구조 (소득/
계층 간 양극화)

글로벌화에 따른 다문화 및 이종문화

성(性) 역할변화에 따른 갈등

대도시 집중화 (인구, 경제 등)

ICT 발달에 따른 온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회

공동체 의식 약화 (개인주의 심화)

저성장 지속에 따른 공유 기반 
新자급자족 체계

산업구조 양극화 (대/중소기업 격차 등)

세대 간 고용불안정성

삶의 개성, 독창성, 웰빙 중심 소비패턴

네트워크 확산에 따른 소비패턴, 기업 
활동 변혁

중국 등 글로벌 경제 변동성

디지털 기술에 따른 전자(직접)민주주의

정책결정자가 아닌 조정자로서의 정부

10년 내

31

37

20

15

22

36

34

12

32

35

22

29

26

22

8

파급-확산 시점6 (응답 수)

30년 내

2

5

4

5

6

3

2

8

6

1

6

3

4

6

13

20년 내

14

6

23

19

14

8

9

25

10

10

18

14

16

16

18

모름

1

-

1

9

6

1

3

3

0

2

2

2

2

4

9

중요성7

(5점만점)

4.48

4.35

3.77

2.94

3.04

3.65

3.60

3.48

3.94

4.00

3.08

3.06

3.71

3.25

3.38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사회적 불공정성 및 갈등구조’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양극화’, ‘글로벌화에 따른 다문화 및 

이종문화’ 이슈가, 장기적으로는 ‘저성장 지속에 따른 공유기반 新자

급자족 체계’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도출되었다.

6   파급-확산 시점은 해당 이슈가 서울시 전반에 주요 현상으로 파급/확산될 예상 시점
7  중요도는 해당 이슈가 서울시정에 미치게 될 영향력의 중요도(심각성)

(단위: 명, 점)

기술‧환경‧기타 분야 미래 영향요인 

앞에서 조사한 사회, 정치, 경제분야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와 미래

사회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한 아래 기술, 환경, 기타 분야의 이슈들이 

서울의 미래 변화에 언제,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 질문하였으며, 

10년 내, 20년 내, 30년 내 등의 이슈 발생 시점과 5점 척도로 응답

한 중요도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기술‧환경‧기타 
분야 미래 
영향요인 
파급-확산 시점 및 
중요성

사회‧정치‧경제 
분야 미래 
영향요인 
파급-확산 시점 및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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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기타 
분야 미래 
영향요인 
파급-확산 시점 및 
중요성

기술, 환경, 기타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사이버 테러, 방사능 오염’ 

등 안보 관련 위험성과 ‘변종 바이러스 등 질병 전염’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도출되었다. 이는 최근 각종 테러 및 메르스 바이러스 전염 등 

국내 외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

의 급격한 변동’과 ‘대기오염, 기상이변, 물 부족 등 환경관련’ 이슈,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이슈가,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및 자원고

갈’과 관련한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다.

(단위: 명, 점)

주 1) 파급-확산 시점은 해당 이슈가 서울시 전반에 주요 현상으로 파급/확산될 예상 시점
    2) 중요도는 해당 이슈가 서울시정에 미치게 될 영향력의 중요도(심각성)

기술/환경/기타 분야

인공지능에 의한 로봇/자동화 기술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 간 상호작용 
증대

나노, 생명공학, 정보기술 등 기술의 
융복합화

전통적 산업과 신기술 결합에 따른 
새로운 기술변화/시장기회 창출

IT기반 첨단기술 연계 스마트 시티

무인자동차 / 지능형 교통체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체제

인간복제 등 생명공학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재난
(상하수도, 교량, 지하철 등)

대기오염, 기상이변, 물 부족 현상 등 
이상기후 변화

에너지 및 자원고갈(식량안보)

변종 바이러스 등 질병 전염

10년 내

8

12

13

22

24

16

16

9

19

26

10

21

파급-확산 시점 (응답 수)

30년 내

11

10

9

3

8

10

9

15

6

10

17

3

20년 내

26

22

23

21

15

20

20

18

23

11

19

19

모름

3

4

3

2

1

2

3

6

-

1

2

5

중요성
(5점만점)

3.35

3.10

3.48

3.53

3.59

3.54

3.71

3.54

4.10

4.46

3.90

3.96

28

34

19

4

5

6

15

5

20

1

4

3

3.75

3.94

4.40

먹거리 안전성 (GMO)

사이버 테러, 방사능 오염 등 안보 관련 
위험성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동 (통일, 교류, 
붕괴 등)

기술‧환경‧기타 
분야 미래 
영향요인 
파급-확산 시점 및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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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 모습

30년 뒤인 2045년 서울의 모습이 현재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

게 될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새로운 상

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면 그 이유를 주관적으로 적

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의 65%는 30년 후의 미래가 현재상황의 연장

선상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35%는 전혀 다른 새로

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

들은 ‘남북통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 ‘환경변화(기후변화)’, ‘안전

문제’,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

였다. 그 외에도 ‘분권화의 가속으로 인한 서울의 집중도 해소’, ‘인구

구조 및 단일민족 공동체 개념의 변화’, ‘테러 등 돌발적 이슈의 증가

로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3. 서울시의 미래 정책 우선순위

「2030 서울플랜」의 정책 우선 순위 평가 

우리는 서울시의 대표적 장기플랜인 ‘2030 서울플랜’에서 설정한 17

개 정책 목표 등을 포함하여 서울이 20~30년 뒤 미래를 준비하기 위

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정책(혹은 사업)들에 대한 전문가

들의 의견을 파악하였다. 우선순위의 설정이 어려운 30년 후 미래관

점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1970년대 초 T. Saaty에 의해 개

발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AHP는 다수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결정 시 참여자의 지식과 경험, 직관 등을 

활용하여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요인 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상

대적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서울의 핵

심이슈와 그에 따른 세부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2030 

서울플랜’의 정책목표에 따라 2단계의 구조모형을 구성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서울플랜의 핵심이슈인 ‘사람중심 도시’, ‘글로벌 상생

도시’, ‘문화도시’, ‘안심도시’ ‘주민 공동체 도시’ 등을 5개 상위지표로 

구성하였고, 2단계에서는 위 표와 같이 각각의 상위지표에 대한 정

책목표를 하위지표로 구성하였다.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새로운 
상황이 발생항 
것임

현재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할 것임

65%

서울시 미래 모습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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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슈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먼저 위의 5가지 핵심이슈에 대해 30년 후인 2045년 미래서울을 준비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관심과 중요성을 지녀야 할 상대적 우선순위를 

각각 비교하여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슈별 가중치를 도

출하였다. 서울플랜 핵심이슈에 대한 중요도 가중치와 일관성지수를 

파악해 본 결과, 전문가들은 2045년 미래서울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이슈로 사람중심 도시(중요도 0.284)를 뽑았

으며, 그다음이 안심도시(0.224), 주민 공동체 도시(0.193), 글로벌 상

생도시(0.168), 문화도시(0.131)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이슈에 대한 일

관성지수(Consistency Index)8는 0.0041로 나타났으며, 판단기준인 0.1

을 충족하여 응답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목표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먼저 ‘사람중심 도시’ 이슈에 대한 정책목표별 우선순위의 분석 결과

는 다음 표와 같다. ‘사람중심 도시’ 이슈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등의 전략을 포함한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이 가중치 0.341로 우선순위가 가

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0.249)’과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0.170)’이 미래 서

울시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사람중심 도시’ 이슈의 정

책 목표별 우선순위에 대한 일관성지수는 0.0048로 일관성 기준인 

0.1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8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응답자들의 응답에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Saaty(1980)는 CI의 판단기준을  0.1로 제시한 바 있다.

핵심 이슈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정책 목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관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
다 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대

‘2030서울플랜’ 
정책 목표

2030 서울플랜상 
핵심이슈별 
중요도 우선순위

‘사람중심 도시’ 
이슈의 정책 
목표별 중요도 
우선순위

핵심 이슈

사람중심 도시

글로벌 상생도시

즐거운 문화도시

숨 쉬는 안심도시

주민 공동체 도시

정책 목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

우선순위

1

4

5

2

3

우선순위

3

2

1

4

5

가중치(중요도)

0.283

0.168

0.131

0.224

0.193

가중치(중요도)

0.170

0.249

0.341

0.126

0.115

일관성 지수(CI)

0.0041

일관성 지수(CI)

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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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슈인 ‘글로벌 상생도시’ 에 대한 정책목표별 우선순위를 도

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글로벌 상생도시’이슈에서는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정책이 가중치 0.451로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0.291)’, ‘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0.258)’ 순으로 나타났

다.‘글로벌 상생도시’ 이슈의 정책 목표별 우선순위에 대한 일관성지

수는 0.0000으로 응답의 일관성 및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슈인 ‘즐거운 문화도시’ 에 대한 정책목표별 우선순위를 도

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문화도시’ 이슈에서는 문화적 여건 조성, 특

화된 문화로 특화된 지역발전 등의 세부정책을 제시한 ‘다양한 도시

문화 창출’ 정책이 가중치 0.401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

음이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0.309)’,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관리(0.290)’ 순으로 나타났다. ‘즐거운 문화도시’ 

이슈의 정책 목표별 우선순위에 대한 일관성지수는 0.0039로 응답

의 일관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네 번째 이슈인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에 대한 정책목표별 

우선순위는 다음 표와 같다. ‘안심도시’ 이슈에서는 조기대응의 신

속성 확보 및 역량 증진, 안전 거버넌스 확대 등의 세부 전략을 제

시한 ‘다 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0.445)’ 정책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다음이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

(0.315)’,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0.239)’ 순으로 나타났다. ‘생

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이슈의 정책 목표별 우선순위에 대한 일

관성지수는 0.0037로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응답의 일관성 기준

을 충족하여 응답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동체 도시’ 에 대한 정책목표별 우선순위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주민공동체 도시’ 이슈에서는  ‘선택

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대’ 정책이 가중치 0.388로 중요도

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0.381)’, ‘녹색교통환경 조성(0.231)’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공동체 

도시’ 이슈의 정책 목표별 우선순위에 대한 일관성지수는 0.0004로 

일관성 기준인 0.1을 만족하였다.

‘글로벌 상생도시’ 
이슈의 정책 
목표별 중요도 
우선순위

‘즐거운 문화도시’ 
이슈의 정책 
목표별 중요도 
우선순위

정책 목표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정책 목표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관리

모두가 함게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우선순위

3

2

1

우선순위

2

3

1

가중치(중요도)

0.258

0.291

0.451

가중치(중요도)

0.309

0.290

0.401

일관성 지수(CI)

0.0000

일관성 지수(CI)

0.0039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이슈의 정책 
목표별 중요도 
우선순위

정책 목표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

다 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우선순위

3

2

1

가중치(중요도)

0.239

0.315

0.445

일관성 지수(CI)

0.0037

‘주민공동체 도시’ 
이슈의 정책 
목표별 중요도 
우선순위

정책 목표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대

우선순위

2

3

1

가중치(중요도)

0.381

0.231

0.388

일관성 지수(CI)

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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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 중 30년 후 미래

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0.100)’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선택하였으며, 두 번째로 ‘양극화 및 차별 해

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0.097)’을 뽑았다. 그다음이 ‘사람과 일

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0.076)’,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 

공간 확대(0.075)’,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0.07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책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확

인된다. 반면, ‘성 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0.033)’, ‘전 생애에 걸

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0.036)’,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

시경관 관리(0.038)’ 등은 미래적 관점에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책 우선순위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17개 정책 목표 등을 포함하여 서울이 

20~30년 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정책(혹은 사업) 1,2,3순위를 주관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들이 제시한 정책 우선순위를 유사 정책 및 사업으로 그룹화하면, ‘양

극화 및 차별해소(성평등 포함)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이 가장 높

았으며, 그다음은 ‘질병,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에 안전한 도시 만

들기’ 및 ‘주거와 교통문제 해결’, ‘초고령사회 대비’ 등으로 나타났다.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된 정책 외에도 전문가들은 미래 서울을 위

해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대비’, ‘저출산 대비 정책추진’, ‘청년

실업 등 청년문제 해결’,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 행정-사회시스템 구

현’, ‘회복력 증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40서울플랜’의 
정책목표별 
우선순위

핵심 이슈
(가중치: a)

사람중심 도시
(0.284)

글로벌 상생도시
(0.168)

즐거운 문화도시
(0.131)

숨 쉬는 안심도시
(0.224)

주민 공동체 도시
(0.193)

정책 목표
(가중치: b)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0.170)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0.249)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0.341)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0.126)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 (0.115)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0.258)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0.049)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0.076)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0.041)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관리
(0.038)

모두가 함게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0.053)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0.054)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 
(0.315)

다 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0.445)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0.381)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0.231)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대 
(0.388)

상대적 중요도
(a*b)

0.048

0.071

0.097

0.036

0.033

0.043

0.049

0.076

0.041

0.038

0.053

0.054

0.071

0.100

0.073

0.044

0.075

일관성 지수
(CI)

0.0048

0.0000

0.0039

0.0037

0.0004

우선
순위

11

6

2

16

17

13

10

3

14

15

9

8

7

1

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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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서울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지속가능한 매력 있는 서울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본격화될 저성장시대에 대비해 저비용 저위험의 관점에서 기반시

설 정비와 글로벌 교류 중심도시로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문화 만들기가 필요하다.”

“현재 동화주의에 기반을 둔 다문화정책에서 다양성 인정과 상호이

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준

비로 다문화 아카이브 설립 등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빈부격차가 없고 다 함께 웃음과 행복이 가득찬 생태도시 구현이 필

요할 것이다.”

“도심의 집중화 및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의 문제 및 기타 재난이나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응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5년 현재 청소년들이 부모의 빈부귀천에 따라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느끼지 않는 행복한 도시를 꿈꿉니다.”

“30년 후보다는 10년 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양

한 영역의 너무 많은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추진, 도시 경관향상과 문

화도시 건설, 한강을 활용한 수변 생태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내용

1. 양극화 및 차별해소(성평등 포함)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2. 질병,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

3. 주거와 교통문제 해결(주거확대 포함)

4. 초고령사회 대비(복지마련 등)

5. 에너지 및 자원순환, 환경생태 도시 조성 (에너지 저소비형-저비용 사회실현 등)

6. 경제 주체 간 동반성장과 상생발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7.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8. 생활-일자리통합 생활환경 조성 (도시 정체성, 커뮤니티 보전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9. 공동체 의식 함양, 돌봄 사회 구현 포함

10. 서울의 생태계 등 환경보존, 녹색환경 조성

11. 복지 확대

12.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13. 국제화 도시환경

14. 서울의 고유 역사와 문화 보전, 조성

15.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대비

16. 교육정책 개선

17. 청년실업 등 청년문제 해결

18. 저출산 대비 정책추진

19.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창조 생태계 구현

20. 기타 -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 행정-사회시스템 구현
   - 서울 평양 간 교류 (체육, 문화, 예술 등)
   - 회복력 증대(자연재해, 경제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 제고)
   - 다문화 사회 대비
  -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조성

서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정책
(혹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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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에 시작된 콘크리트 문화가 현재 매우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

으므로 실정으로 하수도, 교량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대

하여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하며, 시민들은 능

동적이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아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안전, 평등, 사람 중심의 기본이 잘 갖춰진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북통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정책

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할 테지만, 미래정책의 5개 이슈 

다 좋은 내용들이고, 다 같은 목적아래 같은 답일 수 있는데, 결국은 

실행하는 디테일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늘 하던 방식에서 일의 진행 

방식만 바꾸어도, 목표에 한 발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해야, 변화에 대응하기 쉬

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가치가 ‘사람,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으로 인식되어지

고 그러한 시민의식 속에 나눔이 실천되는 시정이 구상되고 실행되

어지길 소망합니다.”

“실현 가능한 일을 제시하고 예산을 투자하였으면 합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우며 역사가 흐르는 도시, 새로운 산업의 중심이 되

길 바란다.”

“소외되거나 차별이 없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나만이 아닌 공동체의식 또는 공공

의식이 구현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사람 중심의 도시 서울이 국내 다른 도시들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2. 서울 평양의 교류와 beseto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3. 14세기 정도전의 한양설계에서 21세기 통일 코리아 수도 서울 설

계로의 역사적 이행이 필요하다.

“단시간의 정치적 대책보다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

하다.”

“서울시의 중요한 관리수단이 공간적인 관리인데, 미래시대를 대비

한 공간계획의 수립 등을 구축하는 시스템 확보가 중요하다. 더더욱 

공간채계 관리가 주택, 도로 교통, 환경(공원)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

어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나아가기 때

문이다.”

“자녀출산 장려 및 육아 대책 수립(여성 우수인력 사장으로 국가적 

낭비,고령화 사회 재촉 초래)이 필요하다. 현재의 육아 대책으로는 

자녀출산 장려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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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시스템 역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

화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돌봄과 복지에 대

한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며, 사회적인 갈등

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이 행복한 도시, 사람 냄새나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도

시, 경제가 활력있는 도시, 자연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설계

해 주세요.”

“집중적인 시스템을 자치구 및 시민들의 권한과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분권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기능적인 참

여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만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역량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서, 도시단위 혁신시스템의 모범

적인 역할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권역의 수많

은 경쟁도시보다 한층 역동적인 지식 교류 및 창출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발전전략에 약간 무게중심이 더 

두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이에 해당하는 경제활성화, 인

프라정비, 글로벌다문화촉진 등의 정책들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

입니다.”

“개인화, 분절화, 기계의존도의 증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지구적 급성 전염병과 사이버 테러를 포함

한 재난 방지, 대책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튼튼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버티고 있어야 각종 예측불가 상황과 예측가능 급

변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건강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통합을 위해 이념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

다.”

“확고한 목표 설정과 주요 정책이 향후 시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준비해야 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선정되었다고 생

각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추진전략(단기, 중기, 장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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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결정자들의 시각
:무엇이 중요한가?

Ⅴ
1. 조사 개요

현재 서울이 안고 있는 고령화, 저성장, 기술발전, 대외 국제환경 등

의 여러 가지 미래 위기와 기회요인들을 서울의 관점에서 더 많이 고

민하고 대책을 준비하는 집단 중의 하나는 서울시 실·국장급 간부진

일 것이다. 그들이 오랜 기간 공공 또는 민간영역에서 쌓아온 경험은 

현재의 사회 및 공공부문 변화 등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서울시정의 

모습을 예측하는 데 있어 혜안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따라 2045 서울미래보고서 연구팀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비롯

한 실·국장급 간부진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시정정책결정 집단 심층인터뷰는 2015년 10월 2일(금)부터 10월 

20일(화)까지 총 3주간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에 응한 실·국장급 간

부진은 다음 표와 같이 총 25명이다. 인터뷰는 1차로 인터뷰 가능성

을 문의하였고, 2차로 인터뷰 요청에 응한 실·국장을 대상으로 시간 

약속을 한 후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

간가량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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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서울의 핵심가치와 위협요소들

2045년 서울시 미래 변화(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prospect)

2045년 서울의 미래 변화(성장)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한 세대 이후

인 30년 뒤의 2045년 서울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다시 말하

면 서울은 메가폴리스의 역량을 축적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

할 것이라 생각하는지(긍정적 전망), 아니면 지금의 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구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지(부정적 전망)

에 대한 질문이다.

우선, 미래변화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정책결정자들은 과거에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배웠던 경험을 기

반으로 새로운 위기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며, 현재 서울이 가지고 있

는 많은 가능성이 앞으로 30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

J9 “현재까지 우리가 극복해 왔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30년

의 미래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인적자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

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당시 수요가 크지 않았던 지하철을 선도적으로 구축

한 것처럼, 앞으로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투자를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E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긍정적일 것이에요. 쓸수 있는 재원

9        이 보고서에서는 실·국장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날짜

10/2(금)

10/7(수)

10/8(목)

10/12(월)

10/13(화)

10/14(수)

10/19(월)

10/20(화)

소속

서울혁신기획관

경제진흥본부

일자리기획단

도시계획국

복지본부

물순환안전국

정보기획관

문화본부

행정국

기후환경본부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광체육국

감사위원회

주택건축국

동북4구사업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대변인

푸른도시국

안전총괄본부

정책기획단

도시재생본부

시민건강국

직위

기획관

본부장

단장

국장

국장

국장

국장

본부장

국장

본부장

국장

본부장

국장

위원장

국장

단장

1부시장

2부시장

단장

대변인

국장

본부장

기획관

본부장

국장

시정정책결정 집단 인터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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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정적이라고 해서 꼭 나쁜상황인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경제성장 

된다고) 늘 행복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Y “30년 후 미래 서울은 경제, 환경,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인 지속가능성을 갖춘 세계 일류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U “서울이 어쨌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수도로서

의 지위가 있고 통일이 된다면 통일된 국토의 중심으로서 역할도 있을 것이

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감안한다면 분명히 발전의 지속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래를 비관하는 이유는 고령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사회전

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수준에서도 현재의 불안하

고 비관적인 전망들이 지속되어 서울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G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서

울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다. 만약 재정운영을 잘 한다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A “사람들을 만나보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지만, 개개인들이 노년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사회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S기

업 임원조차도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생활수준을 높여 살

아왔는데, 이게 과연 몇 년이나 갈까, 자식은 언제 독립할까, 은퇴하고 뭐할

까 고민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물며 다

른 계층의 사람들은 어떠하겠는가?”

X “사회 전체적 분위기, 예를 들어 엔포세대라던지 헬조선 등 오늘

날 우리 사회 현상이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경제전략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고, 저성

장 기조가 예측될 것이라고 하는 데서 더 많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특히 자식 걱정,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사회는 어

떤 모습일지가 많이 걱정됩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2045년 미래 서울의 위험요인(risk)

최근 북한 이슈를 비롯하여 전염병(메르스), 고령화, 빈부격차, IT기

술 등 다양한 사회 현안이 서울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세대 이후인 30년 뒤, 서울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는 무엇일까? 정책결정자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위험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위험요인, 환경위험요인(기후변화), 기반시설의 노후에 

따른 위험 요인, 그리고 행정구조의 위험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다. 대부분의 정책결

정자는 미래에는 인구구조의 변화 즉, 고령화, 인구의 정체 내지 감

소, 1~ 2인 세대라는 핵가족화의 진행,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출산율 

저하 등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리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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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고령화의 수요에 대한 대응이 늦으면 그게 서울시의 가장 큰 문

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도 생겼지만, 서울시내에는 국

공립요양시설이 없어요. 이 부분을 개인한테 맡겨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시설을 찾으러 서울의 변두리로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

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당면한 문제예요. 부모세대를 모셔야 하는 게 우리

세대이거든요. 그런데 고령화에 따른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어

요. 요양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즉 투자가 없으면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O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30년에서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 생

산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노동력 감소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

다. 물론 지금도 지구촌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다문화나 이민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민족의 노동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게 됩니

다. 해외의 노동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래서울의 경제가 움직일 수 있을

까요? 생존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경직되어 있

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위험요인이다. 100년 전에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개별 도시마다 고유한 문제가 있었지만 향후 미래도시는 동

일한 문제를 전 지구가 함께 느끼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물 부족 심화는 전지구적 위험이다.  

 I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서울은 기후변화 문제에 선

도적인 입장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 물론 기후변화 문제는 서울시만이 해

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Y “전 세계적으로 기후환경 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 천만 고

밀도시 서울도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서울은 대형 재난·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미래서울의 위험요인이 될 것이다.”

S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이 물 부족 도시로 되어가고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아열대 기후로 변화된 겁니다. 옛날처럼 삼한사

온 하듯이 장마가 한 달 동안 지속되지 않죠. 물 부족 도시인 거죠. 그 사실을 

시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어제도 썼고, 오늘도 썼고 매일 목욕하고, 물 값도 

저렴하고 그런 비용적인 측면의 삶이 상당히 고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위험 요인이다.

P “인프라의 노후화는 현재에도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

는 더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가 시급한데 재원이 한정적이다.”

E “서울시는 기반시설의 노후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수도 같은 경우 시민들이 기능적으로 요구하는 기대치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땅 속에 있는 10,000km의 하수도를 유지하는 비용이 노후화로 

인해 점차 늘어날 것이다.”

V “서울은 80년부터 조성된 아파트, 지하철, 상하수도가 이제 업

그레이드가 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게 엄청나게 돈이 들 것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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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주거는 리모델링을 하면 1~2억 정도 든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30년 

후에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현금 2억~3억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

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에도 100년 된 지하철을 다시 공사하

는 선진국은 없다. 수명이 다 된 지하철을 어떻게 보수해야 하는지도 문제이

다.”

마지막은 행정구조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이다. 오늘날 사회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

리 행정은 여전히 톱다운 방식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기존의 방식만

을 고수하는 공무원들도 있다.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행정

에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다.

F “세상은 네트워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톱다운으로 모든 것을 관장하려고 하고, 결국은 세상의 변화를 공공

조직이 가로막는 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

국 전체 공공조직의 인사행정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

다.”

J “우리나라는 사회 자체가 우왕좌왕을 많이 하잖아요. 신뢰가 없

고 말로만 유기적으로 결합을 강조하지만 공조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시

스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도도 제도지만 관행이나 문화 

이런 보이지 않는 사회적 요소가 더 큰 위험요소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위험요인 이외에도 가치관의 충돌과 갈등, 무관심과 

불평등, 중국도시의 성장, 통일에 대한 대비 부족 등이 미래서울의 위

험요인으로 제시되었다.

2045년 서울시의 미래 핵심가치(core-value) 

그동안 서울시는 시대별로 경제발전, 도시개발, 도시디자인, 글로벌

화, 시민사회(공동체), 시민복지 등 중점 정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비

전과 핵심가치를 제시해왔다. 그렇다면 30년 뒤에 다가올 위험과 기

회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역점으로 삼아야 하는 가장 큰 시정의 

핵심가치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은 미래의 핵심가치

로 ‘공동체’, ‘사회적 연대’, ‘공유가치’, ‘관용’, ‘배려’ 등 혼자가 아닌 함

께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치, 즉 사

회자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C “바람직한 사회는 사회적 연대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서울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핵심가치입니다.”

F “미래의 핵심가치는 관용일 것 같아요. 서울에서 여러 가지 실험

을 할 때 사람들이 부담을 덜 가져야 해요. 즉 실패에 대한 관용이 있어야 해

요. 그래야 서울시 선도마켓으로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J “수평적인 공동체 사회의 지향을 핵심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불

균형이 심화되고 수직구조가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전체적인 도시 환

경도 수직적인 격차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문

화, 인성, 가치관도 자칫하면 위계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창의성을 말살하거나 자포자기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D “개인의 책임감도 강화되어야 하고, 공동체 의식도 강화되어야 

하며, 근본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강화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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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사회적으로 성장폭이 느려지고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사회 공동

체 의식이 조금 확산되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면 우리끼리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는 익명성을 특징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물질적인 것을 중시

하기 때문에 ‘감사함에 대한 표현’, ‘공동체 의식’ 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정책결정자가 우리 도시의 현실을 생각하면 미

래에는 더욱더 사회적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45년 미래서울의 정책 우선순위(priority)

미래전망이나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정의 중점과

제나 분야별 정책(사업) 중에서 30년 뒤 어떤 분야의 정책(사업)이 예

산투자나 시정에서 우선분야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람 관리’, ‘시설 관리’, 그리고 ‘장소(성)관리’가 우선

순위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

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첫 번째 미래서울의 정책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

람 관리이며, 이것은 시민의 역량 개발 및 활용, 인재육성을 위한 투

자를 의미한다.

A “제한된 자원하에서 중점 투자해야 할 부분은 사람이다. 현재 우

리 시민들의 기본소양은 굉장히 높지만, 개인의 역량이 사회적 장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창조적

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결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

다.”

C “사람의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 결국 도시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천만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역량, 특히 사회를 이끌어 갈 젊

은 사람들의 역량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이다. 70, 80년대에 집중 건설된 주택, 건물,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등 다양한 도시시설은 노후화되고 있으며 미래 도

시의 안전과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도시시설 관리가 꼭 

필요하다. 새로운 주택수요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

N “서울의 안전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불안의 시대로 가고 

있다. 미래에는 낡은 집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속 보수, 보강하거나 너무 낡았을 때는 철거하고 새로 만

들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에 대해 예산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 적

당한 선에서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적은 돈을 가지고 시설물을 오래 쓸 수 

있다. 하수도, 도로 등 모두 적시에 빨리 보수를 해줘야 한다. 인프라의 유지

관리를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특히 대도시는 그것에 대해 지금부터 미래

에 대비한 유지관리의 계획이 필요하다.”

U “인프라 문제는 도시 안전과 결부돼있는 문제거든요. 안전을 잃

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최우선적으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우선

적으로 대응이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가 개발시대를 지나오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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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70년대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노후화되고 앞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

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다고 다 없앨 수도 

없고, 우리가 이미 만들어놓은 인프라의 편리함을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

런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죠.”

마지막은 장소(성)관리, 즉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매

력적인 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재생과 연

관되어 있다.

V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글로벌 도시로서 살아남

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 공유공간이 많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R “전체적으로 (도시가)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고 마치 애플리케

이션처럼 도시를 작동시키는 역할, 전체 공간이 삶의 질과 문화와 연결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서울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 제언(proposal)

앞서 답변한 미래예측 등을 바탕으로 10년, 20년, 30년 뒤의 서울시

를 위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혹은 사업)은 무엇

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현 시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혹은 사업)은 시민교육 강화, 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합리적인 중장기 재정플랜등 장기계획수립이다. 

첫째, 서울시를 위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은 교육정책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J “교육은 시민교육과 기술교육의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

다. 첫째, 시민교육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소양 교육이 필

요한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것을 배우지 않았다. 또한 더 큰 공동체를 위

한 민주시민 교육도 필요하다. 둘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시민들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경

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K “안전의식은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영국은 성인에 대한 교육보다 그들의 자녀들, 즉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어른들 교육은 효과가 빠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력

이 약하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소방을 비롯한 시민가치 등을 교

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P “기본적인 출발은 교육이다. 그것도 이기는 교육이 아닌 공존하

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

이고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사회적으로는 범죄나 복지비의 증가 같

은 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러한 교육의 내용과 질을 

계속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고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으

로 성장률이 낮고 부족하더라도 사회 공동체 의식이 조금 확산되어 있고 사

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끼리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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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다. 서울에서 가장 잘 할 수 있

는 산업을 육성하고 그러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해야 하며, 청년들과 노년층에서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일

자리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B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도심에서 가능

한 제조업 이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R&D이다. 많은 기업이 서울에서 R&D

를 하는데, 도시계획이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의료산업이다. 서울이 갖고 있는 인재풀 중에서 제일 앞서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의료이다. 그런 인력을 활용한 의료 산업, 의료 서비스, 

의료 관광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한류나 문화 측면에서 관광 

MICE에 더해 문화수출 및 관련 수출 등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P “관광이나 금융, 창조산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못하게 

된다면 서울은 상당히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산업

에서 부가가치를 내고 집중할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것이 관

광이 되었든 금융이 되었든 R&D가 되었든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투자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그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생활여건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과제라고 생각한다.”

C “사회변화를 이끌 젊은 사람들의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 지금의 

생산구조나 산업구조가 답이 아니라면 새로운 형태의 자원에 투자해야 하

고 지금의 산업구조에는 그런 역량이 없다면 새로운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

는 쪽으로 키워준다면 적응능력 같은 것이 어떤 상태로든지 나아질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 꾸준하게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다.” 

W “고령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다. 

갈수록 많아지는 고령 인력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

지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다.”

세 번째는 합리적인 재정계획 수립을 포함한 장기플랜 구축이다. 중

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

해 작동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I “미래 어젠다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도시로는 뉴욕, 런던, 도쿄 등

이 있는데 읽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선언적인 것이 전략이

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탄력성이 있고 유연성이 생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너무 세세하게 단위사업을 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기 어려우

며, 어젠다를 제기하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한다.”

G “앞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

하고 있나? 아니다. 따라서 20년, 30년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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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서울을 위한 공무원 업무방식 등 공공부문의 변화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잘 바

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향후 공무원 업무방식을 포함한 공공부문

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미래

서울을 위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이 해야 할 준비는 조직구조 및 행정

시스템의 변화와 공무원 역할 및 의식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P “공무원 조직은 전형적인 관료제 조직인데 고성장시대에는 매우 

효율적인 조직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자꾸 드러나

는 그런 시기에 와있다. 현재 제일 부족한 것이 유연성이다. 경직되어 있다

는 것이 좋은 쪽으로는 안정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

현상이나 과제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전문적이라서 일사불란하고 경직된 관

료제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가 너무 많다. 직위분리제로 가든지 최소

한 계급제의 절반 정도는 개방해야 한다.”

S “좀 더 콤팩트하게 행정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일하는 방법과 

내용이 다 바뀌어야 한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공무원 선발도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본다. 9급도, 7급도, 5급도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뽑아서 배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배치해야 할 것이

다.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한다.”

C “20년 전에는 선배 세대와 교감하면서 낡은 생각과 겹쳐졌고 시

간이 지나면서 신선한 생각과 겹쳐져 가고 있다. 어느 순간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없다고 본다. 아무리 새로운 체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안

에서 건강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육체제와 소통구조

를 잘 갖춰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공무원의 역할 및 의식변화이다. 이제 공무원에게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담당분야를 판단하며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결정자에서 조정자로서, 세부 관리자에서 포괄적 관리자로서의 역

할이 요구되고 있다.

N “예전에는 공무원이 주로 인허가 또는 시키는 일만 했는데 현재

는 전문가들과의 회의도 많이 하고 선도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는 

미래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예전에는 문

제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생각

하고 변화하고 있다.”

J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일을 했는

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해관계를 조정하

는 역할, 들어보고 잘 조정하고 정리하는 역할이 점점 커진 것 같다.”

O “향후 행정은 큰 틀의 규제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행정이 하나하나 컨트롤하고 감시하는 체제는 맞지 않

을 것이다. 앞으론 그렇게 가야 한다.” 

W “예전에는 법규를 잘 아는 사람이 최고였다. 이제는 그 부분은 

기본적인 능력이 되었고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 첫 번째는 소통능력

이다.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소통해야 하고 일의 성과를 시민들과도 공유해

야 하기 때문에 시민과도 소통해야 한다. 소통능력이 떨어지면 분란이 생기

고 똑같은 일을 해도 일에 대한 만족도도 현저히 떨어진다. 두 번째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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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능력이다. 이제 행정에서는 루틴한 부분이 없어졌으며, 하나하나를 보

면 문제없는 것들이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특히 간부로 올라갈수록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연번

1

2

3

4

5

6

소속

A

B

C

D

E

F

전망

비관

비관

낙관

중립

낙관

중립

우선순위

인력에 대한 투자

양극화 해소

젊은 사람들의 
역량 투자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노후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시스템 필요)

• IT 선도마켓의 
역동성 유지 
• 주거환경 개선
  (신사업 창출 
  가능, 삶의 질    
  향상)

사업제안

다양한 성공사례 
개발

서울형 
창조경제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지원
(문제해결 역량 
강화)

50대 중산층지원
(기초보장 
대상으로 포함 
방지)

• 물재생센터 
  운영방식 개선
  (전문 관리 조직 
  마련, 연구/
  실험시설의 확충 
  등)
• 하수도 재원조달 
  구조 개선
  (투명화)

• 원천기술 확보 
  및 기업 유치
•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공무원 업무 방식

행정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구조, 
순환보직제도 
개선 

소통구조, 
교육체계 개선

공무원들은 
열심히 적응 중
부서별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

행정시스템은 
긍정변화 중
시스템 체계화 
필요

• 연공서열과 
  직렬제도 문제
  (네트워크형 
  시스템 필요)
• 인적자원 역량 
  부족
• 조직의 역량 
  성장, 기초체질 
  개선 필요

핵심가치

공유가치

창조역량 강화

사회적 연대, 
공동체의식

정신적 가치 
(배려, 감사, 
책임감)

정서적인 문제,
정책의 균형

관용
(실패, 새로운 
시도에 대한)

위험요인

개인의 욕구 
변화와 
생존여건의 차이 
증가

• 인구구조의 변화
•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 고령화 
  (과도한   
  복지부담, 주택 
  과잉공급 등)
• IT와 디지털 
  종속성

• 인구 구조
• 일자리 구조

• 고령화, 
  일자리문제 
• 기반시설의 
  노후화
• 재원확보

• 톱다운 방식의 
  행정구조
  (경직성)
• 산업적 환경의 
  해외이전

시정정책결정집단 인터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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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12

13

14

15

G

H

I

J

K

L

M

N

O

비관

비관

낙관

낙관

낙관

낙관

낙관

비관

낙관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공공도서관, 
  하천의 공원화 
  확대 
• 동호회 활동 
  확대 

통합된 
정보시스템 제공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이산화탄소 감소

• 강북의 도심재생
• 사회적 안전망 
  구축

복지와 안전정책

시민의식 및 
시민역량강화

• 좋은 일자리
• SOC 유지관리
• 도시재생

• 시설물 관리 
  측면의 보수 
  비용 준비
• 임대주택 공급
• 도시재생

• 도시문제 관리를 
  위한 도시 
  디자인 관리 
• 노동력 유입

• 합리적인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플랜
• 관광의 다양성 
  확보

• 장기요양 
  시스템의 체계화
• 학교를 활용한 
  문화생활 활성화

미래를 위한  
어젠다와 방향을 
제안하는 
장기연구

• 시민소양교육
• 기술교육

시민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글로벌도시로서 
인프라구축 사업

기업이 할 수 없는 
연구투자, 교육 등
인재 양성

서울리츠를 통한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동체 
주택 보급

•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
• 주거문제 해결

적자패러다임 
에서의 
재정운영에 대한 
대비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인력 
충원계획 필요

국가차원에서의 
공무원 제도 변화
(계급제 공무원 
제도 변화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강화되는 공무원 
역량강화

공무원들의 
의식변화 필요

공무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

• 서서히 바뀌고 
  있음
• 리더십이 가장 
  중요

큰 폭의 변화
장기적 관점의 
대응 필요

세부 규제에서 
포괄적 관리 
조직으로 변화 
필요 

경직성의 최소화
(유연성)
시민참여

시민의 정확한 
의사파악

직접 민주주의

수평적 공동체 

시민안전

민관협력 
거버넌스

공동체의식,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 

포용, 배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고령화

기후변화

변화 대응능력 
부재

• 인구공동화
  현상
•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정치과잉

•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
• 안전문제
• SOC 정비를 
  위한 재정부족

• 인프라 시설의 
  노후
• 전세시장 불안정
• 30년 후 
  고층빌딩의 처리

•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감소
• 생태계 파괴
• 인구밀집으로 
  인한 도시문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P

Q

R

S

T

U

V

W

X

Y

비관

낙관

중립

중립

비관

낙관

중립

낙관

비관

낙관

• 교육
• 공동체의식 확산

사회적 갈등 해결

하드웨어적 
도시개발이 아닌 
사회적 개발

주거를 포함한 
복지역량 강화

도시공원 해제 
대책

노후화된 인프라 
관리
(안전문제)

도시재생, 안전, 
문화관광

• 다양성의 인정
• 예측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응 체제 마련

일자리 창출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 경제‧환경‧
  문화적    
  지속가능성 확보 

• 교육 인력양성, 
  교육의 내용과 
  질 향상
•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 분야 
  도출

통일에 대한 대비

프로그램화된 
공간 정책

행정의 기본 역할 
강화
(인프라 관리 등)

공원 트러스트 
조성, 시민 공원 
운영

과학적 인프라 
관리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인력 양성

고령인구 
노동력의 생산적 
활용

도시농업 등 
농업관련 일자리 
창출

•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증진
• 사회자본을 
  활용한 도시재생
• 광역차원적 
  도시관리체계로 
  전환

유연성 부족
(경직된 계급제 
개선필요)

필요 역량 다양화, 
인내 중요

협업 부족
조직구조의 변화 
필요

압축적인 
행정시스템으로 
변화
인적구성의 
다양화 필요

변화필요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 커짐

-

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노력이 
중요해짐

• 타 부서와의 
협업이 잘 안됨
• 중앙-지자체 간 
소통 부족

-
(서면답변, 
질문지에는 
해당항목 없음)

공동체 의식

사회적 통합

소프트파워

공동의 가치, 
인간의 가치

시민참여

소통과 화합, 신뢰

글로벌 
도시로서의 매력

인문적 재생 
(시민들의 자발적 
변화)

건강

자연환경 보존, 
역사문화 보전, 
편리함
(직주근접 등)

• 남북관계
  (통일 등)
• 공공재원 고갈
• 인프라의 노후화

가치관의 충돌과 
갈등

무관심, 불평등

남북분단

2020년 도시공원 
해제

도시 노후화

• 주거, 인프라 
  노후화 
• 중국도시의 성장

사회전반의 
경직성과 갈등

• 노인인구 증가
• 식품문제

• 인구구조 변화
• 인프라 노후화와 
  수요 증가
• 탄소연료 고갈, 
  세계적 기후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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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지금까지 우리는 2045 미래서울의 모습을 다각도로 조망해 보았다. 

30년 후 미래서울은 현재 서울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징

후들이 심화되면서 전면적인 사회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

측된다. 지금의 50세 장년이 청년세대가 될 늙어가는 도시, 경제성장

의 새로운 모멘텀은 쉽게 확보되지 않은 채 도시구조는 노령화되고 

도시 공간 개선을 위한 재원은 바닥을 드러낼 수 있으며, 세대 간 지

역 간 갈등이 깊어질 사회로의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당면할 

잠재적 위험과 도전 한 가운데서 미래서울을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몫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서울시는 서울 시정에 ‘미래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으며, 미래 인지적 시정운영 체계를 마련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미래서울자문단을 구성하여 미래학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서울의 미래 어젠더를 발굴하려는 노

력을 시도하였으며, 미래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미래 전망을 위한 세

계 흐름을 분석하고 중장기 데이터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미래서울자문단들은 미래서울의 가장 중요한 역

량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준비이며, 행정체계의 급격한 변화(

예, 통일 이후의 서울)에 따른 서울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미래서

울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시민들의 준비상태를 고민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등의 조언을 하였다. 서울시가 미래 인지적 시정 체계

의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이 

도시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의 반영이며,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성은 현재의 준비와 대응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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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당면한 위험 요소들이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최우선 정책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으로 제시

하였다. 서울의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예측하는 미래서울은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을 둘러

싼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전망과 전략

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장기 재정 계획이 실질적으

로 작동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참여적 

미래서울 만들기는 이 모든 의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수정되면

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 그 자체일 것이다.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두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이다. 지금 서울시가 입

안하고 수행하는 많은 정책이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

서 어떤 영향과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 판단하고 분석하는 미래영향

평가는 이런 맥락에서 도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도 향후 이뤄

질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연구는 거시적 트렌드 분석과 미시적 데이

터 분석을 지속하면서 정책과의 연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45 미래서울보고서 시리즈 발간을 통해 이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2045 미래서울보고서 제1권의 ‘시민참여형 미래서울 만들기’를 통해 

우리는 미래연구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시민들에게, 미래세대에

게,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

들에게 30년 후 변화될 서울의 모습을 생각하고 성찰하게 하였다.   

이것이 미래연구가 지향하는 바이다. 1972년 로마클럽보고서인 ‘성

유럽국가와 도시에서는 미래예측 전문가 네트워크와 싱크탱크를 만

들어 미래사회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을 분석하고 새

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결정의 

일반화된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영국의 미

래연구 시리즈나 스웨덴과 핀란드의 미래보고서 등이 그러한 시도

들이다. 핀란드는 미래 예측에 근거하여 미래전략으로서의 정책을 

제시하는 법을 제정하여 미래보고서를 법정 계획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정책의 영향력을 미래적 관점이나 미래세대의 시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세대의 시각과 가

치관, 정체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각 주

체가 참여적 방식으로 미래사회를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미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2045 서울미래보고서 제1권을 통해 미래 인지적 시정의 첫 

번째 단계인  미래서울에 대한 공론화의 장(場)을 열고자 하였다. 다

양한 사회 구성원이 생각하는 미래서울을 말하면서 우리가 지향하

는 미래서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

리의 목적이다. 서울의 미래세대는 미래서울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

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하면서, 동시에 세대 갈등이 심화되

고 불공정하고 배제적인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는 부정적 전망도 동

시에 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의 행정 체계나 서울 플랜 

등의 중장기 정책들을 검토하면서 서울의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 정

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서울이 인구사회적인 한계와 경

제성장의 퇴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저출산, 초고령화와 사회적 불공정성, 세대 간 고

용 불안전, 산업구조 양극화, 사회기반시설 노후화와 먹거리 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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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한계’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성찰하게 한 

하나의 계기였으며, 이후 지속된 미래보고서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토론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의 미래연구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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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서울시민의 미래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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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서울 미래세대의 미래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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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미래도시 서울에 관한 전문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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