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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Lecture Contents)
1. TQ(Trend Quotient, 트렌드지수, 변화관리능력) 높이기
- TQ를 높여야 살아남는다! (IQ, EQ / NQ, PQ, SQ, CQ / TQ)
-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나는 !!!

2. 2030들의 미래
- 2020년, 2025년, 2030년 미래세상 (글로벌 메가트렌드 워칭, Global
Megatrends Watching)

3. 미래창조진로설계: 나의 미래일자리 (Future Jobs)
- 부상하는 미래신직업/신직종 (뜨는직업/지는직업)

4. 미래일자리 체험: 기후변화대응 체험교육센터
- 다양한 체험활동 필수: 체험활동 확인증 발급 (미세조류, 드론, 3D프린팅,
공유산업 등)
- 국제기구(UN 등), 글로벌기업: “한국형천재 아닌 글로벌인재”채용

지구촌 15대 해결과제


기후변화 (Climate Change)

- 심각성 인식교육, 적응/대응방안, 재해재난대책, 국제사례 교육
- 기후변화 대응/적응센터 설립 절실: 신속한 예측, 대비로 피해 최소화
- 가장 기본적인 과제: 사회 모든 분야의 미래전략(진로)에 필수 반영, 권고


물부족,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 석유자원 고갈대비, 대체(신재생)에너지 상용화
- 미래에너지 사업화 방안


신종질병, 국제범죄, 마약, 테러방지, 출산장려운동, 공유경제,
민주주의 역량강화, 미래교육, 기아난민, 지속가능발전 등
미래전략(계획)과 대안(방안)을 제시하는 UN의 미래 씽크탱크

기후변화란

기후변화의 요인

기후변화의 영향

대책(대체에너지)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미래에너지, 미래식량, 공유산업,
신기술/신산업, 신직업/신직종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실시간 집적소 ]

•

설립배경
세계 각국의 분야별 석학 및 전문가들인 미래학자들이 모여
지구촌 15대 해결과제에 대한 미래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The Millennium Project, MP, 유엔미래포럼) 본부회장 제롬 글렌(Jerome
Glenn)박사가 UN에 제안하여 만듬

•

설립목적
-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교육, 기후변화 대응/적응 방안 제시,

국제사례 교육: 체계적 습관화 교육 (유치원, 초중고, 일반)
- 기후변화대응 체험교육센터 운영 (전국 지자체)
- 기후변화 재해재난 대책 체계적 습관화 교육
-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미래에너지, 기후변화산업 (신기술/
신산업, 신직업/신직종) 관련 자료 정보의 실시간 집적소 역할,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등에 우선 제공, 사업화 방안 제시
- 온실가스 저감안, 탄소배출권, CDM 등 연구, 자료 제공

세계기후변화
상황실
(GCCSR, Global Climate
Change Situation Room)

기후변화대응 체험교육센터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미래일자리체험)
• 기후변화대응 체험교육센터, 현장학습장 운영 중
-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교육, 적응/대응 방안, 재해재난 대책, 국제사례
(강의, 실습, 체험, 참가확인증 발급)
- 미래 일자리 체험: 미세조류(알지), 3D프린팅, 드론, 공유산업 등

• 지자체별, 학교별로 신속히 신설 절실
- 적응/대응방안 체계화, 습관화 교육, 사전 예측예보 준비, 피해 최소화
- 미래에너지 (대체/신재생에너지) 사업화 방안 제시
- 예) 홍콩(중국)은 태풍을 8단계로 세분화 , 대응(대처) 방안 유치원부터
체계화되고 철저한 습관화 교육 중: 기후, 재해재난 대책
- 전국 지자체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중
- GCCSR과 정보, 자료의 공유화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2030 지구촌 2대재난
-건조/사막지역 확대, 국지성 폭우/폭설 지역 증가-

NCDC, 2012 / 2013.11 수퍼태풍 ‘하이옌’ 매년 증가

Effect is not uniform; most places getting wetter, some getting drier.

(사) 유엔미래포럼
The Millennium Project
www.unfuture.org

Changing Society & Future
Forecasting
미래사회 변화 (메가트렌드 읽기,
TQ 높이기, 미래예측, 미래창조교육)

미래예측기법 중 많이 사용되는 것들

(Futures Research Methods)

•
•
•
•
•
•

Environmental Scanning System: 환경스캐닝 기법
Futures Wheel: 퓨처스 휠(미래바퀴 기법)
Cross-Impact Analysis: 상호영향분석 기법
Scenarios: 시나리오기법
RT Delphi: 리얼타임 델파이 기법
SOFI (State of the Future Index): 국가미래지수 기법

* NQ/SQ/PQ/CQ : TQ (트렌드 지수, 변화관리 역량강화)

미래예측 성공/실패 사례 (기업)
• 노키아/코닥/모토롤라의 몰락: CEO, 오너의 신디지털시대 도래 미래예측
부족 (빠른 판단력, 신속한 결단력,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TQ에서 나온다! )
•

구글: 지능형 무인자동차, 우주여행 사업 주력화 / 현대기아차 기술기반 시급

• MS: 로보틱스 사업과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업종 전향 중
- 사파이어 에너지 등 지원, 빌 게이츠 현업복귀
- 컴퓨터/반도체 소멸, 종이문화 소멸 대비, 로봇 우위시대 대비
- 앱시대 가고 AI시대 온다 !

•

삼성: 그룹재편 중 (2010년 사장단 회의 / 삼성 100년 프로젝트 / 2020까지)
- 바이오융합그룹, 기후변화그룹(공유산업), 대체에너지그룹, 삼성물산

• 애플: 애플리더십 = 마이리더십, 공유산업 혁신 중
•

小 米(샤오미): 글로벌인재 확보, 자산 50조원 상회 (삼성 수준)

•

글로벌기업들: 30년, 50년, 100년 예측, 미래준비 철저

* NQ/SQ/PQ/CQ 보다 중요한 TQ (트렌드 지수, 변화관리 역량강화)

2030년경 글로벌시대 정착
(무국경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 글로벌 제2메가트렌드)
 국가(나라)와 국경의 개념 소멸 예측
- 세계 50 여개국 유사 국가미래보고서 작성
- 역량, 능력, 기술을 바탕으로 지구촌 구석구석 일자리 찾아 나서야 함
- UN인구기금: 2050년경 백인급감과 중국/인도의 시대, 한국인이 사라져감

 급속한 다민족 사회로 진입
- 2030년경 1,500~2,000만 예측 (한국인구의 40% 예측, 가장 빠른 다문화화)
- 10-20대 30% 이상이 한국에서 살지 못한다!

- 세계 각국의 유수인재들이 좋은 일자리 찾아 한국 장악!
- 국가 리더그룹의 재편성 (다민족 출신들 대세, 공유산업시대)
- 서울-뉴욕-파리-서울 / 지구촌 1일1일 생활권 / 극초음속비행기 / 버진

 대한민국 2030 국가미래보고서 (노르웨이 1986년부터, 예측가능사회)
=> 미래 삶의 지침서 (Korea 2030 Project)

미래인재 = 글로벌 인재
(2030 글로벌 리더그룹)
• 미래 3인재상: 녹색인재(Green Mind)
사회적인재
배려심인재 => UNESCO 발표
• 녹색인재: 미래에너지세대/ 기후변화세대/ 미래 창조경제세대
- 기후변화산업(그린산업)에서 일자리: 미래생명자원(알지) 등 활용
• 사회적인재: 더불어 함께, 접속의 시대(네트웍시대, 칩으로 연결)
• 배려심인재: 남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
독불장군 안됨, 나만의 시대 종말, 공유의 시대 정착
• 방 법: 봉사(volunteer)활동, 많은 여행, 체험하기
다니기만 하여도 세상이 보인다!
* 글로벌기업/국제기구: 한국형 천재 아닌 “글로벌 인재” 채용

미래인재 = 글로벌 인재
(글로벌 리더그룹)
• 국제기구(UN 등), 글로벌기업 진출 : 글로벌 시대 리더그룹 (반기문총장)
•

세계 학생 기후변화 자원봉사단 (봉사확인증)

•

기후변화대응 체험교육센터 (체험/참가확인증)

- 미래 생명자원 (미래 에너지/미래식량) 체험
- 교육용 알지(Algae)키트 보급 / 배양, 수확, 실습
- 신개념 “미래생명자원 체험교재”
- 사회적기업, 인턴, 봉사, 체험 활동, 여행 등 중시 (각국 대표부 추천서)

•

스스로 다양한 활동증명, 직무적성/능력 갖추어야, 기업, 대학 등 진출:
수시로 대학 간다! / 자동봉진
* 미래 3대인재 기준: 녹색인재, 사회적인재, 배려심인재 (UNESCO)
•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등 지원서: 학력, 성별, 나이 난 없어지는 추세 /
미래예측능력(A,B,C), 좌뇌인/우뇌인 난 생겨

미래인재 = 글로벌 인재
(글로벌 리더그룹)
• 글로벌 리더그룹 = 많은 꿈의 소유자/ TQ
• 5가지 이상의 미래꿈을 가지자!
- 과학자, 미래학자, 운동선수, 연예인, CEO 등
• 인간 수명연장: 130~150세 (GNP)
• 생애주기별 직업갖기: 최소 5-6개 이상
• 과학자 : NBICR 융복합, 천문우주학자, 기후변화대응,
신재생에너지(알지), 미래식량 등 (미래신직업 참조)

• 꿈과 관련된 자료, 정보를 지속적으로 스스로 입수,
분석, 예측, 정리
성취 (출력하기: 중국어, 영어)

미래 성공하는 사람/ TQ
(글로벌 리더그룹)
• 미래창조적 진로설계 =>글로벌리더 양성

• 멀티플레이어: 다전공, 다문화, 다촛점/ TQ
• 경험학위: 창의성, 창조성은 경험에서
• 1인기업 1인창업시대, 공유경제 시대
• NBICR: 나노, 바이오, 인포, 코그노, 로봇 융합
• 인간변화, 사회변화: 집단지성 SNS, 증강현실
• 글로벌화, 네트웍화 blending

• 글로벌기업/국제기구: “한국형 천재 아닌 글로벌 인재” 채용
* CQ/SQ/NQ/PQ/TQ 높이기 (트렌드지수, 변화관리 지수 역량강화)

2020년경 10대 메가트렌드
Our Lives in 2020 (삶의 변화 예측)
• 휴먼2.0 (Human 2.0): 수퍼지능의 인공수족 보편화
• 주권 재확립 (National Sovereignty): 세계지도 재편 (경제)
• 거대 신직종기업 등장 (Corporate Giants, exponential
companies)
• 화폐혁명 (Financial Services): 디지털 화폐 보편화
• 자동저장 (Brain Uploading ): 정보 자동 뇌 Back-up
• 가상현실 보편화 (Immersivity): 가상현실 체험 상용화
• 혼합현실세상 (Mixed Reality Living)

• 로봇 상용화 (Robotics)
• 인공두뇌 보편화 시작(Artificial Intelligence): App시대 ->AI의 시대
• 공유의 시대 정착 (Internet of Life): 공유경제=공유서비스=공유산업
(airbnb, Uber, Neighborgoods, winvention …)

2025년경 10대 메가트렌드
(Megatrends)
* 유전인자(DNA) 를 집에서 무료로 읽는 시대 : 유전체분석(게놈), 질병 미리 예방
* 스마트시대 의 정착: 교육, 문화, 정치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상용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smart mobs, 과학기술/연예계 활발)
* 온라인 실시간 사이버 교육시대 (Just in time knowledge ) 보편화
- 초중고 교과서 없애기 진행 중 : 2018년 이후 스마트 교육 전면 실시 /수시화
- 문제의 신속한 답 찾기, 찾은 답의 소화능력 키우기

* 세계공용어 영어, 중국어 : 1억 미만의 인구 언어 지역방언로 전락 (UN인구기금)
* 공유의 시대 정착: 사회 모든 분야가 연결과 접속으로 네트워크화 = 공유경제의 시대
소유의 시대/천재의 시대 종말, 내 것은 없다! (구글, 서태지, 빌게이츠 등)
* 나노 융합기술이 상용 보편화 : 나노 어셈블러 상용화 (빈부격차 감소)
* 사이버세상 도래 : 3D가상현실(cyberspace)/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상용화
- 사이버 상의 직업 보편화 (미래직업 대예측, Next Job)
* 수명연장(Life extension ) 가능
* 글로벌시대 정착: 무국경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 (지구촌 1일 생활권시대)

+

2030년경 5대 메가트렌드
(2030 Global Megatrends)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나는!!!-

1. 지구촌 기후변화
-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사회구도/산업구도가 전체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 기후변화산업(미래창조산업/그린산업)에서 미래먹거리 찾아야 한다.
2. 글로벌시대 정착
- 무국경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 지구촌 1일 생활권시대
- 글로벌기업, 국제기구들은 한국형천재 아닌 글로벌인재 기용
3. 중국/인도의 시대 도래
- 1등대국 중국: 인구, 경제, 군사
- 중국과 함께, 중국어/영어 세계공용어 시대
4.
5.

공유의 시대: 공유경제, 공유산업
소유의 시대(내 것의 시대) 종말/ 빌 게이츠, 구글, 서태지…/ airbnb, Uber...
집단지성의 시대 정착
TQ를 높여야 살아 남는다!

Conscious-Technology
(Post-Information Age)
의식기술의 시대
When the distinction between these two trends
becomes blurred, we will have reached the

Post-Information Age
(후기정보화 시대)

HUMANS BECOMING
CYBORGS (인간이
사이보그로 변해)
2030

2015
2000
1985

CLIMATE, ENVIRONMENT
BECOMING INTELLIGENT
기후환경의 집단지성

중국의 미래 역할/ 대응방안
(Futures of China)
* 사회주의의 문제점 예측, 도출 (문화혁명) : 덩샤오핑 개혁개방주의
=> 경제특구 신설, 문자혁명(간체화)
=> 세계1등 경제대국 등장: 2014.1

* 동북아 지역적 상황
- 중국경제에 동화: 인접지역(아시아 대부분)
- 2020년 우리경제 60% 이상 중국과 함께 : 경제적 동화현상

* 세계 1등 대국 중국 / 동북아 경제통합국가 추진 예측 (2020년)
- 중국, 남,북한, 러시아, 몽고, 일본: 사무국 한국 유치 (EU=브뤼셀)
- 중국의 시대 도래 (인구, 군사력, 경제력 1등 대국: ADB, World Bank, CIA 예측보고서)

•

우리의 생존방안 : 중국과 함께, 중국어 완벽 구사, 미래 창조경제는 중국과 함께!
(2050년경 백인 2%대 추락, 중국계가 300년 이상 지구촌 주인 예측)

기후변화란

기후변화의 요인

기후변화의 영향

대책(대체에너지)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미세조류 (알지,algae)
* 미세조류 = 알지

* 미래생명자원 / 미래에너지, 미래식량

* 미세조류오일 = 알지오일 (바이오 연료)
* 석유자원 대체 유일, 최대 미래

•

에너지자원 확인: 미국 NASA

* 알지농장 조성
* 대량생산 중
* 오일생산 => 정유시설 => 그린발전소

* 에너지 독립국
* 오폐수 정화, 처리
* 탄소배출권 확보
*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급신장 :
스피루리나, 아스타잔틴 등

알지 농장 건립
(Algae Farm)
- 최종 목표: 알지오일(Alage oil) 대량생산, CO2흡입원
에너지 독립국
- 오폐수 정화처리
새만금, 시화호, 만경강하구둑, 금강하구둑, 산업단지 주변,
저수지, 댐의 축산농가 오물 처리 시설 가능)
- 탄소배출권 확보/ CO2 흡인원
화력발전소 탄소 포집 (2017년부터의 탄소세 대비)
- 지자체, 농가 소득증대 : 건강식품, 화장품, 의약품회사 등 수매
- 체험교실(현장학습장) : 미래 에너지자원이자 미래식량을 직접
배양, 수확, 실습 체험교실 운영 중

스피루리나 농장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박수진 대표)
GCCSR 공동 대량배양장

알지 배양 및 활용 (Algae Kit, 1)
-미래생명자원 배양 체험교재-

Global Leaders Forum
(3D프린팅, 로봇, ICT / 미래학자, CEO, 석학,
전문가 참가/ 2015.11.17-23, 한국)
(세계 미래학의 거장, 짐 데이토/하와이대)

(세계 최초 3D프린터로 집 출력, 마이허회장/중국 윈선)

드론(Drone)
첩보용/공격용, 운송용, 재해재난지역
(빠른 법제화 필요/ 미래신농법 활용)

상용화된 드론
(CES 2015, Las Vegas)

3D 프린터 (메이커시대 /100만 양병)
미래음식/식품산업 변화, 음식도 찍는다.

3D프린터로 찍어낸 세종대왕 상
(인텔리코리아, 2015)

Robots are now becoming more intelligent
and human like

(로봇이 인간처럼 점점 더 똑똑해진다/ AI)

로봇 전성시대
(한국, 일본, 중국, 미국/ AI)

2025 로봇이 대체할 5대직업 (AI)
(빌 게이츠, 로메티 IBM회장, 오스브론 옥스포드대교수)
•
•
•
•
•

Telemarketer: 텔레마케터
Clerk (bank): 은행출납직원 (무인은행, 디지털은행)
Umpire, Referee (soccer, basketball…심판)
Driver: 운전사
Model (fashion…, 모델)

• 놀이상대, 도둑지킴이, 안마맛사지, 요양보호, 군인/경찰/소방관/
전쟁,재해재난지역 투입 요인, 외과/내과 수술의, 사무원, 회계사, 상담원,
은행원, 변리사, 기자, 교수 등
• 무인공장, 무인경비, 무인자동차 등 / 공유산업시대
• 미래 일자리 보고서 발표: 2015 다보스포럼 (제4차 산업혁명 주제)
- AI(인공지능)·로봇·생명과학 등/ 2020년경 550만 개 이상 일자리
사라지게 할 것 / App.시대 가고 AI시대 정착

무인차 상용화 시작
(Google, MB, Toyota/ AI)

2020-2030년경에 뜨는 직업들
(Foresight Network, Survey)
•
•
•
•
•
•
•
•
•
•
•
•
•
•
•
•
•
•

인간신체 제조회사 (Body Part Maker)
나노 의사 (Nano-Medic)
약제 농업 (Pharmer of Genetically Engineered Crops and Livestock)
노화예방 매니저 (Old Age Wellness Manager/Consultant Specialists)
기억력 증강 내과의사 (Memory Augmentation Surgeon)
AI 도덕관리자 (AI,‘New Science’ Ethicist)
우주여행가이드 (Space Tour Guides)
가상현실 농민 (Virtual Farmers)
기후변화 적응/대응 전문가 (Climate Change Reversal Specialist)
신종질병검역 관리자 (New Quarantine Enforcer)
날씨 변경 경찰관 (Weather Modification Police)
가상현실 법률가/교사 (Virtual Lawyer/teachers)
DNA, 게놈 아바타 매니저 (DNA, Avatar Manager / Devotees/ Genome)
AI 무인 자동차 개발자 (AI, Driverless Vehicle Developers)
공유경제 비즈니스트렌드 개발자(Sharing Economy Business Trend Developer)
쓰레기 데이터 관리자 (Waste Data Handler )
가상현실 조직자 (Virtual Clutter Organizer)
타임 브로커, 시간 은행, 시간 교역가 (Time Broker / Time Bank Trader)

스마트의류
- 체온유지, 건강체크, SNS 활동 -

배양육 (In Vitro Meat)
Meat the Future
(지방없는 100% 근육질만 생산)

(사) 유엔미래포럼
UN Future Forum
The Millennium Project
www.unfuture.org

Future education trends

미래교육 트렌드
글로벌시대 리더그룹 양성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한국형천재 아닌 글로벌인재” 채용)

좌뇌인, 우뇌인 성향분석
미래진로설계, 전공/직업/직종 선택, 삶의 목표설정,
업무진행에 도움 프로젝트

미래학자 박세훈교수 추천 사항
(글로벌시대 리더그룹이 되자!)
• 빌 게이츠(Bill Gates): How the world will change by
2030? (2030년 미래사회변화 예측, YouTube)
• 글로벌 필독서: 인간 반기문 외 글로벌 리더
• 글로벌 상식 키우기: Global Common sense

• TQ(Trend Quotient) 높이기: IQ,EQ/NQ,SQ,PQ, CQ 보다 TQ 중요
-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나는!!!

- 글로벌스쿨, 국제기구(UN, 외교관 등), 글로벌기업
(MS, Apple, Google, 小米/샤오미, 알리바바, 삼성, SK, airbnb 등):

우물안 “한국형천재가 아닌 글로벌인재”를 채용한다.
- 글로벌인재: 강인한 체력/정신력, 영어/중국어 구사

미래 생존특강
대상: 공무원, 학부모, 교사, CEO(임직원), 학생 등

• 미래사회 변화와 미래창조 진로설계
- 미래일자리: 뜨는직업/지는직업 (신직업/신직종/신전공)
- 글로벌 리더그룹 양성: 글로벌기업, 국제기구, 공유기업 요구사항
- 글로벌시대 정착 대비: 무국경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 / 지구촌 1일 생활권

• 기후변화와 미래사회변화 메가트렌드
- 2030 기업/지자체/개인 생존전략 만들기
- 메가트렌드 읽기, 미래예측기법: TQ를 높여야 살아남는다!
- 기후변화대응/적응, 재해재난 대책, 국제사례
- 미래생명자원산업 (미래에너지/미래식량/물산업 사업화 방안 제시)

• 연락처(박세훈): 010-9233-2469
no1park@empas.com (숫자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