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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오는 미래, 어디까
지 와있나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이사)

회차 강의 내용

1강
(6.15) 달려오는미래, 어디까지 와있나

ㅇ산업혁명의 탄생과 발전, 새로운 혁명의 시작
ㅇSF영화로보는 인간과 AI
ㅇ4차 산업혁명은 정말 시작되었을까?

2강
(6.22) 진화하는기술, 일자리의 미래

ㅇ사라지는 일자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ㅇ다가온 미래기술, 모든 것이 바뀐다
ㅇ기계와의 경쟁, 최후의 생존자는?

3강
(6.29) 4차산업혁명과 소비자주권

ㅇ유니콘 기업의 탄생
ㅇ소유의 종말, 공유경제의 진화
ㅇ소비자,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을까?

4강
(7.6) 비트코인, 돈이될까?

ㅇ블록체인과 가상화폐
ㅇ가상화폐 진짜 화폐가 될까?
ㅇ가상화폐 투자해야 하나?

5강
(7.13) 사물인터넷, 기계가 소통한다

ㅇ 사물인터넷의시작
ㅇ 자율주행차, 자동차의미래
ㅇ 기계들의전쟁가능할까?

6강
(7.20) 모두가공유하는 시대

ㅇ데이터 이젠 클라우드로
ㅇ내 정보는 모두의정보?
ㅇ이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열풍)

-만능단어‘4차산업혁명’

기원전 3500년, 바퀴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 
→ 지금의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벨(Alexander Graham Bell)이 최초의 실용적인 전화기를 발명하지 않았
다면?
→ 스마트폰 없이 파발마나 횃불을 통한 장거리 의사소통? 

[산업혁명] 

기술적 혁신과 이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난 시기 ‘산업혁명’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외젠 들라크루아)

혁명(革命, revolution)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혁명]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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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 기계혁명

• 증기기관의 등장

• 가내수공업
→공장생산

2차 산업혁명

• 에너지혁명

• 전기동력의 등장

• 대량생산체제

3차 산업혁명

• 디지털혁명

• 정보화, 자동화

4차 산업혁명

• …?

[4차 산업혁명] 

Bell 전화기
World Wide 

Web
CellPhone 신 (新)기술

73년

20년
14년

…?

기술 보급률 90%가 될 때까지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슈밥] 

(클라우드슈밥)

-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생

명공학, 물리학 등을 융합하는 기술혁명’

- ‘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 ‘기존 사업영역에 물리, 생명과학, 인공지능

을 융합해 생산·관리·경영 전반의 변화를 일

으키는 차세대 혁명”

[4차 산업혁명: 아놀드 토

인비] (아놀드토인비)  

- ‘산업혁명은격렬한 사건이아니라그 이전부터

축적되어온점진적이고연속적인기술혁신과정’

- 산업혁명(The Industrial Revolution), 1884년출판

된토인비의‘18세기영국 산업혁명강의’에의해

서정의. 

- ‘산업혁명을1760~1830년에일어난 근대경제사

회로의급격한역사적 전환과정으로인식’

- 전통적, 전근대적경제는농업기반으로, 생산력

이낮을뿐 아니라 수확체감의법칙이작용해확

대재생산이지속되지못하고,  맬더스식빈곤의

악순환이거듭되던경제

§ 자크 드 보캉송(Jacques de Vaucanson): 영국보다 26년 먼저 직조기
개발

§ 비단 길드 (silk weavers' guild in Lyon, France), 직조기를 불태우고
계속 발명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프랑스판 러다이트 운동)

[산업혁명의 원조 논쟁]

§ 직지심경(1337년) , 구텐베르크보다 80년 앞선 기술

§ 천재의 단발성 성과물 VS 유럽의 혁명적 성과를 가져오는

기폭제

§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구텐베르크,  종교개혁 확산에 기여
: 마르틴 루터의 ’95개 논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통

해 유럽으로 전달

[산업혁명의 원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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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 박람회]

§ 1851년 5월 1일~10월 10일(164일), 런던 만국박람회(164일)

§ 흥행 일등공신은 영국의 철도망

§ 관람인원 620만명(영국 인구의 1/3), 흥행수익 18만6000파운드(1억

4950억파운드)

-> 박람회개최를주도한앨버트공과빅토리아여왕부부의박물관건립비용에사용

빅토리아여왕

‘오늘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

[만국 박람회]

§ 같은 서구국가들에게 대한 영국의 자신감과 비유럽지역에 대한 우월감을 확인

하는공간

§ 중동과 중국관, 고대중동의 설형문자 점토판이나 중국 도자기 정도가 출품

-> ‘아시아 각국의 문화는 오래 묵은 하급 문화일 뿐’이라는인식

§ ‘상품이라는물신(物神)을 위한 순례지’였던 런던박람회의영향으로 1년뒤파리에

서최초의근대식백화점 봉마르셰 [Bon Marché] 개업

[만국 박람회]

§ 산업은 물론 발달된 통신·교통제도와 도시환경을 직접 목격한 세계인들은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 기술개발을 시도

->  1848년유럽을휩쓴혁명의열기가 산업화에대한관심으로바뀐전기

§ 런던만국박람회는 ‘자본주의의 글로벌화’를 알리는서막

‘산업혁명만이살길’이라는인식 확산

[만국 박람회]

§ 박람회를 시작한 나라는 프랑스

§ 혁명과 전쟁의 와중에도 1798년 국내용 박람회 개최(5일)

§ 이후 1849년까지 6개월짜리 박람회를 11회 개최, 

오스트리아(1808년), 벨기에(1820년), 스페인(1827년), 

독일(1834년)도 국내 박람회 개최

§ 만국(국제)박람회 개최시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영국

제품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어 망설임

§ 런던 대회 이후 만국박람회는 국력 홍보마당

§ 에펠탑 (1889년, 프랑스혁명100주년 기념 파리 만국박람회)

§ 독일(하노버), 미국(시카고) 박람회 이후 선진국으로

인정받음. 

§ 일본 오사카(1970), 오키나와(1975), 쓰쿠바(1985), 

산업구조 고도화

§ 한국은 1993년(대전엑스포), 도약의 기회? 

§ 2012년 여수 엑스포, 성과는?

§ 18세기 전반기, 영국은 기술수준이 발달하지 않음

§ 증기기관, 기원전 1세기 알렉산드리아에도 존재

§ 과학은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 과학자는 ‘산업혁명

기여자’이기보다

‘ 기술 진보의 수혜자’

§ 면방적 기계의 발명, 과학 발전보다는 면직물 수요 증대에
따른 상업적 유인에 대한 반응

[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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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명은 정부에 의해서 의도적-정책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제 조건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수행

[한국의 4차산업혁명] [한국의 4차산업혁명]

§ 녹색성장

§ 창조경제

§ 4차 산업혁명

§ 신대륙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교역
→ 교역량 확대로 필수 소비재 가격하락

/ 17세기 후반부터 인도 등으로 부터 값싼 면직물 대량 수입

→  소득증대-면직물 수요급증

→ 18세기 영국, 대규모 소비 계층이 등장

§ (캘리코법, 1722년) 기존 모직물 제조업자들의 불만으로 면직물 수입

및 착용, 사용금지

§ 캘리코법을 피해 면직물의 원료인 면화 수입, 선대제도를 통한 면직

물 생산증가

[영국의 산업혁명은 필연: 

교역증대]

* 선대제도(先貸制度): 상인이 소생산자에게 원료나 도구를 빌려주고 상품을 생산토록 하
는 방식

[C]

§ 2차례의 인클로저 운동 enclosure movement)의 결과
§ 농촌의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궁핍 상태에서 벗어나 생산과 소비가 개선

된 임금근로자로 전환
§ 이후 근로자는 임금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상품의 중요한 소비자가 됨

[영국의 산업혁명은 필연: 

소득증대]

§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재산권 보장제도 확립’
: 시장에서의 경쟁과 이윤추구가 가능한 자유시장, 자유기업의 제도

적 기반 확립

§ 경쟁 제한하는 길드 대신 자유로운 선대제도 발달

§ 활발한 투자·혁신
: 산업혁명을 가져온 진짜 요인은 ‘혁신을 촉발시킨 기업가 정신’

[영국의 산업혁명은 필연]

§ 미국은 건국(1776년) 직후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째로 밀수하면서 새로운
패권을 쟁취

§ 당시 영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방직
기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역 제한
조치 시행

§ 실크와 모직물 생산 장비의 수출 제한, 
기술자들의 이민금지

§ 미국은 밀수를 통해 기계 수입, 그
기계를 사용하는 직공들을 산업
스파이로 데려옴

[밀수입된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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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보고서

: 제4차 산업혁명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 변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 나타날 것

§ 향후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 일자리
감소라는 부정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아내와 별거중인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 테오도르
- 타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외롭고 공허
한 삶을 살고 있다. - AI (사만다)를 구매 후, 자신을 이해하는 AI
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AI와 사랑에 빠진 남자] 

§ 세계 최고 검색엔진 회사 블루북의 회장,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네
이든은 비밀연구소에서 튜링테스트(인공지능 판별법)로 칼렙을 선발

§ AI와 사랑에 바진 칼렙

[엑스마키나(2015), 영화 속

4차산업혁명] 

/

§ 인간의 오락을 위해 매일 살해되고 기억이 삭제되는 로봇들

§ 삭제된 기억이 복구되면서, 인간에 대한 역습이 시작

[웨스트 월드(2016), AI의

역습] 

[영화와 현실의 간격] 

§ 최초의 SF영화 <달세계여행(1902)>: 실제 인류가 달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67년 후

§ 홍채인식으로 사이보그와 인간을 구별하는 <블레이드 러너>: 실제 현실
화 34년 후

§ 자동으로 신발끈이 묶이는 미래 운동화<백투더퓨처2>: 실제 현실화 26년
후(2015년 나이키 출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기술을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영화와 현실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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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현실의 간격] 

§ 플라잉 카(Liberty)

- 네델란드 회사 PAL-V, 

비행거리 500km, 최고

비행속도 160km

- 출시예정연도 2020년

- 한정판(90대 한정, 6억

1천만원), 일반버전(3

억7천만원.

§ 우버 + NASA = 우버에어 서비스 개발중 VS 자율비행택시 회사 키티호
크(Flyer, 드론형태 1인승 자동차)

§ 에어버스 자율 비행 자동차 시험 비행 성공
§ 도요타, 스타트업 카티베이터에 4,250만엔 투자

[영화와 현실의 간격] 

§ 기술은 단지

‘수단

THANK YOU 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