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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 2019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교육 분석을 뒷받침하고자 제작

되었다. 이 책은 경제, 사회, 인구통계학, 기술과 관련된 주요 트렌드를 개괄적으로 제공하며, 

그러한 트렌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적절한 질문을 제기한다. 교육계의 의사 결정자와 

현직 교사는 메가트렌드에 관해 특정한 맥락에서만 해당되는 입증되지 않았거나 한정적인 정보만을 

접하거나, 트렌드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트렌드를 통해 미래를 분석하려면 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연합(UN) 등 신뢰도 

높은 국제적 데이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정책 개발자, 연구자, 교육 지도자, 관리자, 

교사를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일반인 또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은 2008년 처음 출간되었으며, 이어 2010년, 2013년, 2016

년에 후속 간행물이 출간되었다. 본 2019년판에는 노화, 현대 문화, 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트렌드 간 상호작용, 교육과의 관련성, 미래 분석을 보다 폭넓게 다루고 있다. 별도로 

기술(technology)에 대한 챕터가 있었던 이전 판과 달리, 이번 판에서는 이미 기술이 우리 

일상과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챕터에서 기술을 다룬다.

이처럼 여러 주제에 걸쳐진 트렌드와 데이터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은 협력 없이 진행될 

수 없다. 이 책은 여러 개인 및 기관의 큰 도움을 받아 완성되었다. 집필진은 작업 초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 벨기에 교육부(네덜란드어권)(Flemish Ministry of Education)에 감

사의 말을 전한다. 예로엔 백스(Jeroen Backs) 팀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열린 2018년 전문가 

워크샵은 본 간행물의 작업 과정과 내용 보완에 큰 힘이 되었다. 퀘랄트 캅사다(Queralt 

Capsada), 베른하르트 차베라(Bernhard Chabera), 패트릭 데부시어(Patrick Deboosere), 

루비 그로파스(Ruby Gropas), 얀 저멘 얀마트(Jan Germen Janmaat), 시브 힐데 린드스트롬

(Siv Hilde Lindstrom), 캔디 루가즈(Candy Lugaz), 이몬 누난(Eamonn Noonan), 페트라 

패칼렌(Petra Packalen), 미셸린 셰이스(Micheline Scheys) 등 브뤼셀에서 진행된 전문가 워

크샵에 참여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OECD의 개발, 경제, 고용노동사회, 재정, 공공 부문 거버넌스, 과학기술산업, 무역농업 

부서 및 기업가센터(Centre for Entrepreneurship),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등을 포함하여 기꺼이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력해 준 OECD 부서 및 단체, 파트너 기관

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들의 전문적 조언과 협조는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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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부터 각 챕터와 전문 

영역에 대한 피드백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 지식을 제공해 준 OECD 교육기술국

(Education and Skills Directorate)의 관계자들에게도 귀중한 시간과 지원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한다. 초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해 준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의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Andreas Schleicher) 국장과 데보라 로즈비어(Deborah Roseveare) 센터장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본 간행물 작업 과정 전체에 걸쳐 격려와 아이디어, 피드백을 제공해 준 CERI 관리 

이사회(Governing Board)의 노고에 고마움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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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에서 제작된 본 간행물은 피어베네딕트 빈센트 버시에크

(Peer-Benedikt Vincent Bussiek)와 뀐 응우옌(Quynh Nguyen)의 도움을 받아 트레이시 번스

(Tracey Burns), 마크 퍼스터(Marc Fuster), 줄리 후프트 그라플란드(Julie Hooft 

Graafland), 조슈아 폴차르(Joshua Polchar)가 집필했다. 본 간행물 제작의 마무리 단계에는 

소피 리모주(Sophie Limoges), 레이첼 린든(Rachel Linden), 리어노라 린치스테인(Leonora 

Lynch-Stein), 앤리스 프리젠트(Anne-Lise Prigent)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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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비하는 데 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후 변화가 

학교와 가족,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 2019는 유아교육부터 평생학습까지, 교육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치, 사회, 기술적 주요 트렌드를 살펴본다. 이 책은 교육이 마주한 문제, 그리고 

교육이 반대로 이러한 트렌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가능성을 돌아볼 수 있도록 촉진하고 

전략적 사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맥락에서 교육의 미래를 분석하는 것은 개인이 사람, 시민,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 환경을 재조직하고 교육 콘텐츠와 전달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세계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기초 교육뿐 아니라 평생 

학습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교육을 메가트렌드와 연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

지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을 장기적, 전략적으로 생각해야만 

현재 트렌드와 향후 트렌드의 변화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이 책은 먼저 시스템 수준의 

트렌드, 즉 ‘큰 그림’을 다룬 뒤 개인과 가족 수준의 ‘미시적’ 관점을 살펴본다. 이전까지는 기술에 

관한 별도의 챕터가 있었지만, 이제 기술은 현대 생활과 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모든 

챕터에서 다룬다.

글로벌 핵심 트렌드의 전환

중국과 인도에서 거대한 경제 주체들이 떠오르면서 경제적 권력의 글로벌 균형은 아시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세계화는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무역을 확대한다. 교통과 통신 비용이 저

렴해지면서 사람들은 보다 쉽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성장은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했고, 세계적인 중산층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세계화는 소비 

증가, 지속 불가능한 자원 이용, 인간소외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이 트렌드는 모두 단기적, 중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학생들이 글로벌 미래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 시대의 가장 급박한 

문제인 기후 변화와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 세계화의 다음 단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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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문제: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기능하려면 시민의 지식과 역량, 그리고 공공 문제에 대한 직접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투표율을 비롯한 시민 참여의 주요 측정 지표가 지난 50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불평등과 도농 간 격차의 심화는 삶의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디지털화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온라인 검색 결과는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실제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편재성 때문에 부정확한 사실과 허위 정보를 더

욱 쉽게 퍼뜨릴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믿음만을 강화하는 알고리즘과 반향실 효과에 대한 우

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신뢰의 감소와 정치적, 사회적 불안의 증가라는 문제와 연관된다. 교육은 시민 

참여와 사회적 참여를 개선하고 민주주의적 시민 의식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모든 당사자 간의 공정한 균형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사회적 통합과 신뢰의 제고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이 미래를 위한 주요 질문이 될 것이다.

위험한 세상의 안전

개인의 안전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다.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영토에서 발생하는 무력 분쟁이 적고, 비교적 안전한 도로와 효과적 의약품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 문제는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기후 변화로 해수

면이 상승하고 기상 이변도 증가했다.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국가에서는 테러리스

트 네트워크가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사이버 공간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곳곳의 서버에는 

상당량의 민감한 기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데이터 도난과 유출은 심각한 경제, 사회, 정치적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 기업, 정부 등 어떤 주체가 어떤 데이터를 통제할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사회적 안전뿐 아니라 개인의 안전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 문제와 일자리에 

관해 이전보다 큰 불안감을 느낀다. 거리는 안전해지고 범죄율은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이 인식

하는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가족과 공동체는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한다. 교육은 위험의 이해, 

예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실제 위험과 우리가 인식하는 위험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고 회복력을 기르며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대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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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더 잘 살기

우리 사회는 고령화를 겪고 있다. 보편적인 은퇴 연령 이후에 10년, 혹은 2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은 노년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건강한 노인은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산다. 평균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이들 노인층은 노인의 니즈를 공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실버 시장’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위험도 존재한다. 당뇨병이나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교류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고독의 위험도 늘어난다. 디지털화는 

고령화와 관련된 많은 위험 요소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인터넷 사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트렌드는 주로 젊은 연령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교육이 나이가 어떻게 많은 성인

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돌아보게 만든다. 평생 학습의 문화를 조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평생 학습을 통해 교육의 '기간’뿐만 아니라 ‘범위’도 확대해서 보다 전반적으로 

복지의 모든 측면을 다룰 수 있을까?

현대 문화

우리는 공동체나 교회, 직장에서 느끼는 전통적 소속감이 점차 줄어드는 개인주의적인 세상

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네트워크 사회’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소속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을 뿐이다. 결혼률이 줄어들면서 일과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일하는 여성,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이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시장 덕분에 소비자와 

판매자는 시공간을 건너뛰어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제품(책, 음악 등)을 구매하기보다는 

제품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소유의 개념도 변했다. 또한,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를 타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있다.

교육은 사람들이 현대의 개인적 일상과 직업적 삶에 필요한 역량, 지식,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세상에서 교육 체계는 반드시 새로운 

기술의 강점과 도구를 이용하는 동시에 사기, 신원 도용, 사이버 폭력 등의 오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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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준비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 2019는 세계화, 민주주의와 시민 의식, 안보, 고령화, 현대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러한 메가트렌드와 교육의 연결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

고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트렌드 활용은 좋은 미래 분석 방식이지만, 다른 예측 방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번 

판에서는 각 챕터의 마지막 페이지마다 합리적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현재 트렌드의 향후 변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의 목적은 이의를 제기하고, 영감을 주며,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트렌드는 나의 교육 시스템의 미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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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세상의 교육

어떻게 교육은 변화하는 세상에 뒤쳐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매우 도 높은 행성에 

살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으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가 늘어나면서 소비도 증가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습관이 환경과 사회의 

측면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 찾아온 전례 없는 디지털 변혁은 변화의 속도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복잡성도 또한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으로 연결성이 높아지고 교육을 

많이 받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복잡성과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형성하

는 트렌드와 교육을 연결하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급하다는 것은 곧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분명 인구 증가와 사회 고령화, 불평등, 

기후 변화,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요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현재 상황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변혁과 연결을 가능케 하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화의 힘에서 볼 수 있듯, 시급함은 기회를 가져오며 행동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맥락에서 교육의 미래를 분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에 맞춰 교육을 대비시키는 것이다. 

개인이 사람, 시민,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은 

계속해서 진화해야만 한다.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 통합을 계속해서 도우며 트렌드

와의 관련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규, 비정규 학습 환경을 재조직하고 교육 콘텐츠와 전달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기초 교육뿐 아니라 평생 학습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목적은 교육이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기능

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경쟁력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양극화에 맞서고, 

사람들과 공동체가 민주적 제도와 시민 절차를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할 수 있다. 학습과 

지식에 대한 접근성은 개인과 집단을 위해 기회의 문을 열어줄 뿐 아니라 글로벌 세상의 미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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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을 메가트렌드와 연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

지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을 장기적, 전략적으로 생각해야만 

현재 트렌드와 향후 트렌드의 변화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트렌드와 미래 분석

역사의 전개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의견이 일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도, 

미래가 과거를 따라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우리는 어떤 트렌드가 계

속될 것인지, 어떤 트렌드가 어떤 경우에 바뀔 것인지 미리 알 수 없다. 때로는 그저 틀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듣기엔 별로야. 게다가 기타 음악은 벌써 유행이 지나고 있어.”

- 데카 레코딩(Decca Recording Co.), 1962년, 비틀즈를 거절하며

마찬가지로 과거에 중요했거나 지금 중요해 보이는 트렌드가 미래에도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지금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신흥 트렌드가 미래에는 아주 중요해질

지도 모른다. 1932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핵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려면 원자가 스스로 쪼개져야 할 것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1932년

미래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나 증거가 없다면, 미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방법은 토론뿐

이다. 미래는 수동적으로 관측할 수 없다. 미래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면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그렇게 배운 결과로 우리는 현재 해야 할 행동을 파악하고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성, 예측 가능성, 영향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 시리즈는 교육의 미래를 장기적,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 재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다양한 부처와 국제기구, 전문가 조직, 

학생 단체, 시민 사회 단체에서 전략적 계획 수립 활동의 일환으로 본 시리즈를 활용했다. 책에 

실린 내용은 교사교육에 포함되거나 학교수업에 사용되었으며, 교육 위원회와 학부모의 미래 

분석 활동을 위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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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용자의 맥락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나의 맥락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

맥락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구 고령화 문제는 도시보다 시골에서, 혹은 같은 나라나 

도시 안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트렌드는 대부분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

모든 트렌드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구 증가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일부 트렌드의 

경우 쉽게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면 기술이나 청소년 문화처럼 예측이 어려운 트렌드도 

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의 경우, 트렌드 자체만을 사용하기보다는 특정 트렌드가 

특정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편이 적합할 

것이다.

속도와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트렌드는 느리게(세계 기온은 지난 100년간 약 0.8℃ 상승했다), 어떤 트렌드는 급격하게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지난 8년간 0명에서 10억 명으로 증가했다) 변화한다. 느린 트렌드는 

그 의미와 대응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오래 주어지지만, 동시에 비교적 변화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 가령, 기후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지구상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트렌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예측 불가능한 트렌드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학부모와 친구들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교내 사이버 폭력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교육 위원회와 정부를 포함해 

다양한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폭넓은 조치를 취한다면 사이버 폭력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바꿀 수 있다. 유해한 트렌드를 억제하는 데에는 이처럼 모든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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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의 이상 기후에 대처

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할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면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계획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유연성과 반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해야 할 다른 트렌드가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렇다’이다. 여기 실린 트렌드는 변화하는 우리 세상의 단면일 뿐이다. 

이 책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됐다. 따라서 다른 중요한 트렌드도 분명히 

존재한다. 앞서 발간된 4권의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에서도 여전히 관련성 높은 

여러 트렌드를 다루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살펴보기를 권한다. 도시와 생명 공학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2016년 판, 역량과 웰빙에 관심이 있다면 2013년판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마치며

이 책에 실린 메가트렌드와 교육의 연결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이의를 제기하고, 영감을 주며, 무엇

보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트렌드는 내 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CERI 연구의 상당 부분은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인식, 장기적인 

큰 그림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교육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전통을 따라 자부심을 갖고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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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점점 더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상호 연결되고 있다. 경제적 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지금,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챕터에서는 다섯 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살펴본다.

  ∙ 경제력 이동 – 아시아 국가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과 그 결과로 인한 세계적인 중산층의 
팽창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 글로벌 시장 – 세계적인 재화 및 서비스 수출과 항공 운수 산업의 빠른 팽창으로 점점 
더 뒤얽히는 세계 시장을 살펴본다.

  ∙ 글로벌 세상의 이동성 – 세계적 이동성과 이주 및 송금의 트렌드를 소개한다.

  ∙ e플래닛 – 세계적 소비 패턴과 증가하는 전자 폐기물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 뉴 플레이어, 뉴 게임? – 청정에너지 분야부터 인공지능(AI)까지, 다양한 예시를 통해 
지식 경제에서 혁신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살펴본다.

이 챕터에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한 다음 이를 교육과 연결하여 분석한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부터 평생 학습까지 모든 유형의 교육을 탐구한다. 끝으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미지의 세계에 보다 잘 대비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이스라엘의 통계 자료는 이스라엘 관련 당국이 제공하였으며 해당 당국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OECD에 의한 이스라엘 통계 자료의 이용은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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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핵심 트렌드의 전환: 시각적 개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여러 경제 대국이 새로 떠오르면서 경제적 권력의 글로벌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화는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무역의 증대를 촉진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성장은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했고, 세계적인 중산층의 팽창을 불러왔다. 교통과 통신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은 보다 쉽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화는 

소비 증가, 지속 불가능한 자원 이용, 인간 소외 등 새로운 문제도 야기했다. 국가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빈부 격차의 확대 등 부정적 트렌드를 상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향상시킬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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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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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이동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인력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OECD 국가들도 일자

리와 임금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의 중산층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산층이 팽창하면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교육, 의료 등에 있어서 보다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교육이 개선되면 직원의 역량 향상, 혁신 가능성 증가, 

국가 및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1. 중국과 인도의 점유율

          2010년 PPP에 따른 세계 생산량 구성(%), 미국 달러, 2005~2030

주: 세계 생산량은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바탕으로 한 국가별 실질 GDP 합계로 구성되며, 현재 국제 달러로 계산한다. ‘세계’란 장기적

모델에 포함된 총 46개 국가를 가리키며, 현재 세계 생산량의 약 82%를 차지한다.(자세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출처: Guillemette, Y. and D. Turner (2018), “The long view: Scenarios for the world economy to 2060”, 

https://doi.org/10.1787/b4f4e03e-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241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최근 수십 년간 가장 빠른 경제성

장을 보였으며, 지금은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에 속한다. 현재 두 나라는 세계 GDP

의 25%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변화 속도는 급격했다. 중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1990

년 4%에 가까운 수준에서 2016년 18%로, 인도는 3%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7%로 두 배 

상승했다. 동시에 미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21%에서 15%로, 일본은 8%에서 4%로 하락했다. 

아시아로 향하는 경제력의 이동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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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성장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세계적으로 중산층(일 소득 

$10 ~ $100)이 증가했다. 1961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인구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중산층의 규모는 10배 이상 증가해 현재 32억 명에 달한다. 이 성장은 향후 수십 년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인구의 과반수가 중산층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크게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고 있다. 지금부터 중산층에 새로 진입하는 10억 명 

가운데 90%는 아시아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조적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중산층 규모는 

정체되어 있다.

그림 1.2. 성장하는 세계 중산층

          세계 중산층 규모 추산, 세계 인구 대비 백분율(왼쪽), 인원수(오른쪽), 1950~2030

출처: Kharas, H. (2017), “The unprecedented expansion of the global middle class, an update”, www.brookings.edu. Kharas,

H. (2010), “The emerging middle class in developing countries”, www.oecd.org/dev/44457738.pdf.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260

교육과의 관계

• 초기교육과 평생 학습은 노동시장에 필요한 적합한 역량 교육 등을 통해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육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비형식학습의 역할은 무엇일까?

•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해답이 다를까?

• 학생들이 해외 취업과 다국적 기업 근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와 대학에서 글로벌 노동시장의 수요를 

인지하고 있어야 할까? 더불어 문화 간 감수성과 협력의 어떤 부문을 가르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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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글로벌 무역과 노동 흐름의 제약이 감소하면서 세계의 국가와 경제 주체들 간의 관계가 접

해지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렴해진 국제 운수 서비스와 디지털화에 힘입어 국제 공

급망을 따라 움직이는 재화 및 서비스의 이동은 경제 시장의 글로벌 특성과 그로 인한 상호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개방성 자체만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무역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기회, 혁신, 경쟁의 촉진을 위한 국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공정하

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 시스템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육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림 1.3. 뚜렷한 상승 기류인가?

증가하는 항공 여객 운수(왼쪽)와 화물 운수(오른쪽), 1970~2017

출처: World Bank (2018), “Air transport, passengers” 및 “Air transport, freight” (지표), https://data.worldbank.org/.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279

운수, 특히 항공 운수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접근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여객 및 화물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완화된 항공 규제와 저가 항공사의 부상은 항공 네트워크의 팽창을 촉진

했다. 그 결과, 1970년 기준 3억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세계 항공 탑승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는 37억 명에 달했다. 특히 아시아의 성장세에 힘입어 탑승객 수는 2030년까지 

두 배, 2050년까지 네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화물 운수(비행기를 이용한 재화 운송)도 

마찬가지로 197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OECD 회원국은 여전히 전체 항공 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유율은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이 최근의 항공 운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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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시스템도 글로벌 이동을 촉진한다. 많은 재화 및 서비스가 글로벌 가치 체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설계 및 개발되어 제공된다.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은 서비스 무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국제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많은 무역 협약은 단순한 수입 관세를 넘어 인적 이동과 근로 기준 등의 다양한 중요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무역의 개방화 측면에서 여전히 여러 장애물이 남아 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

하며 존중받는 글로벌 무역 규정을 보장하려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무역의 개방성이 가져오는 기회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정책을 

비롯한 국내 정책도 필요하다.

그림 1.4. 상호 연결된 글로벌 무역

수출국(왼쪽) 및 유형(오른쪽)별 전 세계 수출 현황, 1995~2015

주: 비즈니스 서비스는 R&D, ICT, 부동산 중개업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포함한다. 금융 서비스는 금융중개업, 보험업, 연금 기금업 및

기타 금융 활동을 포함한다.

출처: OECD (2017), “Global trade, policies, and populism”, www.oecd.org/tad/policynotes/Global-Trade- Policies-and-Populism.pdf.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298

교육과의 관계

• 이동이 자유롭고 다양성이 큰 세상에서는 역량과 경험의 이동 가능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노동 시스템이 기존에 배운 내용과 취득한 자격을 올바르게 인정할 수 있을까?

• 우리는 갈수록 이동성과 유동성이 증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온라인 학습, MOOCs, 평생 학습과 

같은 프로젝트가 기대한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강화할 수 있을까?

• 현대에는 영구적 이주보다 일시적 이주, 순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시민 의식과 정체성 

교육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특정 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시민, 혹은 글로벌 정체성을 가진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



27

제1장 글로벌 핵심 트렌드의 전환

글로벌 세계에서의 이동성

운수 비용의 감소와 정보 기술로 사람, 재화,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이 가능해졌다. 사람의 

이동성 덕분에 고숙련직과 저숙련직 일자리 모두 인재와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서 지식의 이동과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이주 근로자들이 출신 국가에 보내는 송금액이 늘어나면서 

해당 국가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행은 새로운 문제도 야기한다. 

교육의 경우, 이동성이 증가하면 교실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고등 교육의 시장도 세계화된다. 

교육은 학생들이 글로벌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림 1.5. 국제 이주자의 증가

목적지별 국제 이주자 규모, 1990~2017

주: 북아메리카는 버뮤다, 캐나다, 그린란드, 생피에르미클롱, 미국, 멕시코를 포함한다.

출처: United Nations (2017), “International migrant stock: The 2017 revision”, 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 

migration/data/.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317

1990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 이주자 규모는 1억 5,300만 명에서 2억 5,800만 명으로 69% 

증가했다. 현재 국제 이주자가 세계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3%를 조금 넘는다. 국가 간 인구 

이동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주는 개발도상국 간에서 발생한다. 유럽을 

제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주 지역이 된 아시아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이주자를 받았다. 같은 기간 유럽으로 이주한 사람은 140만 명이었다. 1990년

부터 2017년까지 신규 국제 이주자 수는 아시아가 3,100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북아메

리카(3,000만 명)와 유럽(2,900만 명)이 그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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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주 증가와 함께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로 유입되는 송금 흐름도 증가해 2017년

에는 4,390억 달러에 달했다. 저소득국가에서 송금은 국가 소득의 상당 부분(2017년 기준 평균 

GDP의 약 5%)을 차지하며, 교육 및 비즈니스, 전체적 빈곤 감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송금액은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섰다. 현재 송금액은 공적개발원조보다 3배 이상 

높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혁신은 국제 송금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임으로써 

송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림 1.6. 자국 송금액

기타 자원 흐름과 비교한 개발도상국 유입 송금액, 1970~2017

주: 해외직접투자(FDI)와 송금의 경우 저소득국가 및 중간소득국가 자료 사용. ODA 자료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정부 지원을

가리키며 군사적 목적의 신용 거래 및 융자는 제외된다.

출처: World Bank (2018), “Foreign direct invesment, net inflows” 및 “Personal remittances, received” (지표), https:// 

data.worldbank.org/; 및 OECD (2018), “Net ODA” (지표), https://doi.org/10.1787/33346549-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336

교육과의 관계

• 교육 시스템이 다양한 배경, 사회경제적 계층, 문화를 가진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원을 잘 분배할 수 있을까?

• 국제 학생들에게는 자국에 돌아가서 배운 지식을 국가와 또래에게 전해 줄 책임이 있을까? 두뇌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 사회의 가치를 가르칠 때 학교는 어떤 책임을 지닐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교사를 지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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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플래닛

기술 혁신은 글로벌 소비 패턴을 바꾸었다. 생산 비용이 줄어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자 

기기를 구입하고 디지털 세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 증가에는 부작용도 따른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전자 제품은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금세 시대에 뒤쳐지므로 

새로운 버전이 필요하게 된다. 그 결과, 사람의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매우 유해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을 포함한 전자 폐기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흥국은 이처럼 지속 불가능한 전자 제품의 

생산 및 소비 싸이클에 특히 취약하다. 교육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림 1.7. 중국과 인도의 소비 증가

글로벌 중산층 소비 점유율, 2000~2030

출처: Kharas (2017), “The unprecedented expansion of the global middle class, an update”, www.brookings.edu. Kharas 

(2010), “The emerging middle class in developing countries”, www.oecd.org/dev/44457738.pdf.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355

중산층 소비의 지리적 분포는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고 

있다. 두 국가에서는 새로 중산층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구매력으로 새로운 상품을 구매

한다. 2000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의 글로벌 중산층 소비 점유율은 1%에서 22%로, 인도의 

점유율은 1%에서 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유율은 상대적 비율이므로 미국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그보다는 덜한 수준에서 유럽 연합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중산층은 

글로벌 소비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다.

전자 기기의 글로벌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자 폐기물, 즉 버려진 전자 기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냉장고나 에어컨 등 온도교환기기 폐기물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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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일하게 스크린 제품 폐기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형 화면 대신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전자 폐기물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과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 2016년에 세계에서 발생한 전자 폐기물 규모는 

4,500만 톤에 달했다. 이 중 적절한 경로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20%에 불과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장과 비공식적 재활용 센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은 신흥국은 부적절한 전자 폐기물 

관리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 혁신, 지속 가능성 간의 

잠재적 이해 갈등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림 1.8. 세계적으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전자 폐기물

유형별 전자 폐기물 증가율, 2010~2020

주: 대형 기기는 세탁기, 대형 인쇄 기기, 광발전 패널을 포함한다. 소형 기기는 진공 청소기, 전자레인지, 계산기를 포함한다. 소형 IT 기기는

휴대폰, 개인 컴퓨터, 프린터를 포함한다.

출처: Baldé, C. et al. (2017), The Global E-waste Monitor 2017: Quantities, Flows and Resources, http://ewastemonitor.

info/.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374

교육과의 관계

• 환경 문제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문제이다. 교육시스템이 국가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전자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려면 행동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역량의 학습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떤 역량

(엔지니어링, 사업 능력, 재활용, 폐기물 관리 등)이 필요할까?

• 소비 습관은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다. 하지만 더 나은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된다면 어떻게 될까? 전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쓰던 기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러한 균형을 교육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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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플레이어, 뉴 게임?

지식집약적 경제 주체가 늘어나면서 연구개발(R&D) 능력은 비즈니스의 우선 순위이자 핵심 

정책이 되었다. 재생 가능 에너지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영역에서는 첨단 기술이 혁신을 

통해 선순환 형태로 작동한다. 각국의 과제는 R&D를 사회적, 경제적 이익으로 바꾸는 것이다. 

교육 분야의 경우, 학생들이 지식집약적이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노동 시장에 제대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정서적 능력과 더불어 향상된 역량과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 과제이다. 민간 

부문의 역할과 책임 및 파트너십도 고려해야 할 이슈이다.

그림 1.9. 청정 에너지 기술 지원

공공 및 민간의 R&D 지출, 2012~2017

주: 2017년 미국 달러 기준. 청정 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와 더불어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 기술, 전기 자동차 기술,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한다. 민간 부문 수치는 기업 보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출처: IEA (2018), World Energy Investment, https://doi.org/10.1787/9789264301351-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393

청정 에너지 혁신에 대한 투자는 기후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적 전략인 동시에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대한 기민한 투자이기도 하다. 저탄소 에너지 R&D를 위한 민간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유럽과 아시아였다. 최근 수년간 정체되

거나 감소하기까지 했던 공공 부문의 지출은 2017년에 13% 증가했다. 공공 지출과 민간 지출은 

모두 중요하다. 전 분야에 걸친 OECD 회원국의 R&D 지출 성장은 주로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이 주도했지만, 두 부문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정부의 R&D는 초기 연구와 협력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민간 부문의 지출은 이미 상업화된 기존 기술과 신규 기술의 문제 해결과 

실질적 제품 개발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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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비슷한 인지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능적 기기의 혁신인 인공지능(AI)은 의료(암 

발견), 교통(무인 자동차), 환경(스마트 에너지 소비) 등의 주요 분야에서 특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5대 특허청(IP5)에 등록된 특허 수로 측정한 AI 기술 성장률은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11%에 달했다. AI 특허 신청이 가장 많은 국가인 한국, 일본, 미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AI 관련 특허 신청의 62%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도 이 분야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 교육은 학생들이 혁신적 세상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1.10. AI 기술의 성장

 인공지능 기술 특허 수, 1991~2015

주: 자료는 AI 분야의 IP5 패 리특허 수를 가리킨다.(자세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출처: OECD (2017),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7: The digital transformation, http://dx. 

doi.org/10.1787/9789264268821-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412

교육과의 관계

• 공공 자금의 감소가 R&D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지출의 감소가 국가적, 국제적 혁신 

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혁신 연구 지원에 있어 공공 부문의 역할은 무엇일까? 재정은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

•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교한 검색 알고리즘이 부상한다면 학습자가 계속 단순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배우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을까?

• 글로벌 연구의 경쟁 심화로 인해 각국은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지속적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이 혁신에 필요한 창의성을 중시하고 촉진하고 있을까?



33

제1장 글로벌 핵심 트렌드의 전환

글로벌 핵심 트렌드의 전환과 교육: 향후 전망

글로벌 트렌드와 교육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교육은 이러한 트렌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떤 해답은 즉각적이고 분명하다. 기술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역으로 

교육자가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글로벌 연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구축의 필요성처럼 장기간이 소요되는 요소들도 있다.

교육과 세계화의 연결

글로벌 역량

• 학생들의 지역적, 세계적, 다문화적 문제 분석 능력 지원 및 다른 시각과 세계관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발

• 사회 전체의 웰빙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식, 역량, 가치, 

태도 개발

• 개방적이고 적절한 다문화적 상호 교류를 통한 소통의 기회 제공

이동성

• 새로 이주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지원 및 대상별 역량 개발(언어 교육 등) 지원

•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지침, 평가 방식과 교육 환경의 조직적 문화 개선

• 이주자와 난민들이 기존에 배운 학습 내용과 자격 인정

• 학생, 교사, 연구자의 국제적 이동 및 협력 촉진

지식 경제

• 고등교육기관의 우수한 연구자 유치 및 유지, 이들의 국제적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R&D 역량 강화

• 과학･기술･예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의 혁신 장려, 창의 및 협력 교육, 젊은 과학자와 혁신가를 

위한 활동 제공

•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는 스타트업과 기타 혁신추진자 간의 파트너십 지원

불평등

• 모두를 위한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육 목표와 목적을 국가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

• 교육 및 역량 시스템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유지 및 두뇌 유출 문제 해결

• 특히 저소득 가구를 위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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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분석: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최선의 계획을 마련해도 미래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본 항목에서는 이 챕터에

서 다룬 트렌드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본다.

충격 및 놀라운 현상: 소통의 단절

• 글로벌화된 우리 세상을 뒷받침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대부분은 국가와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덕분에 작동한다. 이 케이블은 완전 무결한 장치가 아니며, 적대적 정부나 기타 행위자에 의해 절단될 수 

있다. 해저 케이블이 공격을 받아서 일부 국가가 나머지 세상과 단절된다면 어떻게 될까?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끊길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취약점은 무엇일까?

모순: 인공 감정 지능?

• 일반적으로 자동화는 육체 노동이나 반복 작업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AI가 발전하면서 

직관, 공감, 창의력 등 가장 인간적인 능력까지 모방하는 것이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개발로 인해 창출, 변경, 도태될 수 있는 일자리의 수와 질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배워야 할까? 지식을 전혀 배우지 않아도 될까? 그 수준과 속도를 

알 수 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단절: 무국적 디지털 시민?

• 연결된 세상에서는 디지털 결제나 얼굴 인식과 같은 기술을 통해 개인의 디지털 신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 

P2P 방식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개인과 가상 공동체는 디지털 신원을 통해 완전한 통제를 받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국경 없는 세상으로 향하는 첫 걸음일까? 교육 등 국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온라인 공동체가 

제공하게 될 수도 있을까?

• 급속한 사회적 변화라는 맥락에서 교육 제공을 둘러싼 ‘공공 대 민간’ 논쟁은 더 심화될까?

복잡성: 두뇌 유입?

• 몇몇 국가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이들의 교육 시스템도 글로벌 노동 시장, 

연구 시장, 혁신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리적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중력의 중심도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다.

• 신흥국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OECD 회원국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게 될까? 연구 및 혁신 능력의 글로벌 

중심지가 지금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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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 인공지능(AI):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 방식을 모방할 수 있도록 만든 고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 블록체인(Blockchain):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고 자산의 추적과 디지털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범용 분산원장

기술. 믿을 수 있는 자동실행 코드를 사용해 거래의 신용을 보장하고 불확실성을 줄여주므로 자산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 암호화폐(Cryptocurrencies): 중앙 은행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화폐 단위의 생성을 

규제하고 자금 전송을 검증하는 디지털 화폐.

• 전자 폐기물(e-폐기물, e-Waste): 재사용할 의도 없이 폐기한 모든 전자 기기 및 구성 요소.

• 세계화(Globalisation): 국가 간 연결이 넓어지고 심화되며 가속화되는 현상. 재화 및 서비스, 생산 수단, 금

융 시스템, 경쟁, 기업, 기술, 산업이 점차 국제화되는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한다.

• 글로벌 중산층(Global middle class): 2005년 기준 각국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조정한 1인당 일 소득이 10

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인 가구.

• 글로벌 가치 체인(Global value chain): 제품이 고안된 순간부터 최종 사용과 그 이후까지 발생하는 모든 

활동. 가치 체인은 단일 기업만 포함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업으로 나뉠 수도 있으며, 재화를 생산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생산할 수도 있다. 단일 지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넓은 영역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때문에 

‘글로벌’이 붙는다.)

• 온실 가스(Greenhouse gases):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0), 과불화화합물(PFC), 육

플루오르화황(SF6) 등의 온실 가스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에너지를 흡수해 다시 대기로 방출되는 과정

을 늦추거나 막음으로써 지구의 기온 상승을 초래한다.

• 국내총생산(GDP):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는 표준 지표. '총’이란 생산 과정에

서 사용되는 기계류, 건물, 기타 자본 제품의 가치 하락을 제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내’란 국가 거주자들

에 의한 생산이라는 뜻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다수가 다른 제품을 사용하므로 GDP는 각 제품의 

부가가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국민총소득(GNI): 한 국가의 거주자들이 벌어들이는 총 국내외 소득. 과거에는 국민총생산(GNP)으로 불렸으

며, 국내총생산 (GDP)과 해외 거주자들의 요소소득을 더한 값에 국내 경제에서 비거주자들이 벌어들인 소득

을 제하여 계산한다.

• 국제 이주자 규모(International migrant stock): 현재 살고 있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수. 난민도 포함된다.

• IP5: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특허청 다섯 곳.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 대한민국 특허청

(KIPO), 중국 특허청(SIPO), 미국 특허청(USPTO)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저소득국가(Low-income country): 2017년 기준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995달러 이하인 

국가로 저소득국가를 정의한다. OECD 회원국 중 저소득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없다.

• 중간소득국가(Middle-income country): 2017년 기준 세계은행은 1인당 GNI가 996달러 이상, 12,055달

러 미만인 국가로 중간소득국가를 정의한다. 저중소득국가와 고중소득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GNI 3,896달

러이다. OECD 회원국 중 고중소득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로는 멕시코와 터키가 있다.

• 특허(Patent): 정부가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발명가에게 부여하는 권리. 특허를 얻은 발명가는 합의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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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제3자가 해당 발명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다.

• 개인 송금(Personal remittances): 주로 국내, 국제 이주자들이 출신 국가나 지역의 수취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금융 전송. 송금은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 모두를 통한 현금 및 비현금성 물품의 전송을 포함한다.

• 구매력 평가지수(PPP): PPP로 표시된 자료는 시장 환율을 사용해 표시한 자료와 다른 개념을 가진다. 환율

이 상대적인 국제적 물가의 차이를 항상 반영하지는 않는 데 반해, PPP는 국가 간 실질적 물가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 수치를 제공한다.

• 연구개발(R&D): 새로운 상품,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식의 규모를 확장하고, 이러한 지식을 새로운 응용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공공 부문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창의적 활동.

• 지속가능개발목표(SDG): SDG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설정한 

국제적 목표 17개로 구성된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SDG는 UN이 설정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한 부분이다. 

빈곤, 건강, 교육, 에너지,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 문제를 다룬다.

• 온도교환기기(Temperature exchange equipment): 주로 냉방 기기로 불린다. 온도교환기기에는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히트 펌프가 포함된다.





02
공공 문제

민족 국가는 국민의 웰빙을 보장할 책임을 가진다. 교육은 시민 참여와 사회적 참여를 개선
하고 민주주의적 시민 의식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 챕터에서는 다섯 가지 측면에
서 이러한 문제를 살펴본다.

  ∙ 개인의 독점, 공공의 이익? – 소득 격차의 확대와 조세 기피 현상의 증가를 살펴본다.

  ∙ 국민에 의한 통치 – 투표율 감소를 온라인 뉴스 및 미디어의 중요성 확대와 관련지어 살펴
본다.

  ∙ 복잡한 세상의 민족 국가 – 분리 독립을 위한 국민 투표와 도시 간 상호 연결성의 
증가를 통해 글로컬(Glocal)화된 세상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탐구한다.

  ∙ 자유, 평등, 박애 – 이민 소수자와 성별 할당제를 통해 평등을 위한 법률 제정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알아본다.

  ∙ 21세기 시골 – 농촌 지역이 직면한 두 가지 문제인 변화하는 경제적 지평과 인구 
이동을 살펴본다.

이 챕터에서는 민주주의 트렌드를 소개한 다음 영유아 교육 및 보육부터 평생 학습까지, 모
든 교육과 연결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사용해 미래에 보다 잘 대비하
는 방법을 살펴본다.



이스라엘의 통계 자료는 이스라엘 관련 당국이 제공하였으며 해당 당국의 책임하에 있다. 국제법에 따라 OECD에 

의한 이스라엘 통계 자료의 이용은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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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문제: 시각적 개요

글로벌 세상에서 민족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기능하려면 시민의 지

식, 역량 및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투표율을 비롯한 기존 시민 참여 지표가 

지난 50년간 하락해 왔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시민 참여 통로를 제공하여 

시민의 주도권을 강화하지만 허위 정보의 전파를 용이하게 만들기도 한다. 동시에 증가하는 국

내 불평등은 삶의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신뢰의 

감소와 정치적, 사회적 불안의 증가를 야기한다. 교육은 시민 참여와 사회적 참여를 개선하고 

민주주의적 시민 의식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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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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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독점, 공공의 이익?

세계화는 전례 없는 경제적 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장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린 것은 아니다. 소득과 부는 점점 더 가장 부유한 상위 10%에게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도 우려된다. 경제적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고, 기회의 불평등은 

상당한 웰빙 격차를 야기하여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여 우리의 삶도 개별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있으나 주된 규제 프레임워크와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민족 국가의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세나 회피와 같은 

현상은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적 결속이 약해지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뛰어난 교육 

시스템은 질과 평등을 모두 갖춰서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그림 2.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득 격차

백분위수별 실질 가계소득 추이, OECD 평균, 1985~2015

주: 소득은 실질 가계 가처분소득을 말한다. 일부 데이터 포인트는 보간되었거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해의 값을 사용하였다.
OECD 평균은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자세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출처: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https://doi.org/10.1787/9789264301085-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431

전세계적으로 소득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했다. 가장 빈곤한 계층도 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 시기 동안 특히 중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소득 분포 상위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 상승은 훨씬 더 두드러졌다. OECD 회원국에서는 

모든 가구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현재 인구 중 소득 상위 10%는 하위 10%의 약 

9.5배를 벌어들이고 있다. 게다가 불평등은 소득보다 재산(저축, 투자,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

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전체 재산 중 절반 가량은 재산 

상위 10%가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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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와 금융 혁신으로 자금의 해외 이동이 쉬워졌다. 2015년에 세계적으로 조세 피난처에 

보관된 금액은 약 9조 달러로, 세계 GDP의 12%에 달했다. 9%에 불과했던 2001년 수치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크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글로벌 역외 재산이 

GDP의 몇 퍼센트에 불과하나, 유럽 대륙은 약 15%다. 러시아, 중동 국가,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그 비율이 60%에 달한다. 대부분의 역외 재산은 세계적 인부유층이 소유하므로, 탈세는 

소수의 개인만을 더욱 부유하게 만든다. 동시에 저소득 가구에 대한 과세를 늘려 세수 감소를 

메워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록 그 영향이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트렌

드는 사회적 집단별 시민의 권리 및 의무의 분포와 글로별 경제에서 국가적 결속이 갖는 한계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림 2.2. 시민의 권리, 시민의 의무?

국제 가계 역외 재산 규모, 2001~2015

출처: Alstadsæter, A., N. Johannesen, and G. Zucman (2017), “Who owns the wealth in tax havens? Macro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global inequality”, http://gabriel-zucman.eu/offshore/.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450

교육과의 관계

• 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불평등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교와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어려운 학생들이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을까?

• 양질의 ECEC(영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접근성은 초등교육 이후 학업 성취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보고 있지는 않다. 소외계층 공동체를 포함해 모든 공동체의 

ECEC 질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등 조직적인 국제적 탈세가 드러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되었다.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공익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금융 리터러시 교육을 다시 

생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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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의한 통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의 접근, 의견 표출, 다른 시민과의 소통이 쉬운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투표를 비롯한 주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은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 

세상 덕분에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는 늘어났지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균형 잡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타협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보장은 없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어떠한 시민의 덕목이 필요할까? 시민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사실과 허구를 구

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은 교육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디지털 역량의 형성에 있어 학교 교육이 가지는 역할, 그리고 학교 거버넌스에 있어 

사회가 가지는 역할에 관한 질문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3. OECD 회원국의 투표율 감소

10년 단위로 나타낸 OECD 회원국의 평균 투표율 감소, 1990년대, 2010년대

주: 2010~2018년 평균 투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국가를 표시했다. 투표율은 2010년부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있다. 호주,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는 투표가 의무이다. 칠레는 2012년까지 투표가 의무였다.

출처: International IDEA (2018), International Voter Turnout Database, www.idea.int.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469

총선 투표율은 1990년대 평균 76%에서 2010년대 68%로 감소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 청년층의 감소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투표율은 20년 

전과 비교해 20% 이상 낮아졌다. 투표 의무 제도가 2012년에 폐지된 칠레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투표율이 40% 하락했다. 주목할 만한 예외는 북유럽 국가들이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투표율이 일정하거나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경향임에는 틀림없다. 투표율 

감소가 특히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데, 이는 정치적 절차와 제도에 대한 불만이나 무관심을 

반영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 트렌드가 계속된다면 청년들의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기성 세대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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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와 공공의 숙의라는 전통은 디지털화에 의해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온라인으로 뉴스를 읽거나 다운로드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40% 증가했고, 2017년에는 전체 사용자 중 65%에 달했다. 저렴하게, 심지어는 무료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긍정적 트렌드이다. 그러나 허위 정보와 편견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제시된 정보의 질과 진실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개인의 관심

사에 따라 결과를 보여주는 검색 알고리즘과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의 성장은 사람들이 이른바 온라인 반향실에서 비슷한 의견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구성하고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림 2.4. 온라인 뉴스 이용자 추이

직전 3개월간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뉴스를 읽거나 다운로드한 사람, 2005, 2017

주: OECD 평균은 33개국 자료를 포함한다. 같은 기간 동안 데이터의 일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수치를 사용했다.

(자세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출처: OECD (2018),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488

교육과의 관계

• 어떻게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필요한 시민으로서의 지식, 역량, 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까? 성인 시민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이 갖춰야 할 미디어 역량과 디지털 역량(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모두)은 

무엇일까? 디지털 시민은 전통적 시민의 개념과 다를까?

• 민주주의는 학교 거버넌스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교육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은 

언제, 어떻게 관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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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상의 민족 국가

전통적으로 주권의 소유자였던 민족 국가는 자국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외국에 대해 주권을 

수호해 왔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적 단체가 부상하고 글로벌 통합이 

심화되었으며 초국적가적 형태의 시민 의식이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권화를 통해 도시 등 

한때 국가 정부의 산하 집단으로 인식되었던 행위자나 지역이 보다 큰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 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역적, 세계적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주권은 민족 국가에 의해 완전히 소유되기보다는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혁은 

민주주의적 거버넌스와 시민권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 시스템에도 여러 질문을 제기한다.

그림 2.5. 주권 논쟁 -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유형 및 빈도에 따른 10년 단위의 국민 투표 개최 현황, 1776~2017

주: 2010년대 자료는 2000~2017년에 대한 것이다. 2013~2017년 자료는 원본 저자가 OECD에 제공한 것이다.

출처: Mendez, F. and M. Germann (2016), “Contested sovereignty: Mapping Referendums on Sovereignty over Time and 

Space”; N. Aubert, M. Germann and F. Mendez (2015), “Contested sovereignty: A global compilation of sovereignty

referendums 1776-2012”.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507

국가 주권에 관한 국민 투표는 시간이 흐르며 진화해 왔다. 1770년대 이후 초기 단계에서는 

호주나 스위스, 미국의 경우처럼 현대적 연방 공화국의 절차 구축에 관한 국민 투표가 주를 

이루었다. 이 논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지화(1950~1960년대)와 공산권 국가의 해체

(1990년대)에 관한 분리 독립을 위한 국민 투표가 급증하면서 바뀌었다. 1970년대 이후로는 

논리와 규모가 모두 변했다. 먼저, 덴마크, 스페인, 영국 등의 OECD 국가 내의 국가 하위 단위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관련된 국민 투표가 많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놀랍게도 잇따른 EU의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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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에 관한 국민 투표를 통해 한때 완전한 자주적 국가들이 처음으로 거대한 초국가적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다. 다만 이 트렌드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하다.

초국가적 협력과 통합의 증가는 민족 국가나 초국가적 기관은 물론, 거버넌스 행위자 사이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도시는 기후 변화, 이민자의 공동체 통합 등 

현 시대의 가장 부담스러운 문제들을 가장 먼저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도시는 

지식 교환을 촉진하고 국가적, 국제적 의사 결정에 도시의 관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도시 네트워크의 성장은 놀라운 수준이다. 1885년에 단 하나에 불과했던 도시 네트워크는 

1985년에 59개, 2017년에 200개로 크게 증가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과 기후 에너지 

글로벌 시장협약(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and Energy)이 대표적 사례다.

그림 2.6. 도시 차원외교의 증가 추이

도시 네트워크 누적 수, 1885~2017

출처: Acuto et al. (2017), “City Networks: New Frontiers for City Leaders”.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526

교육과의 관계

• 분권화된 중층식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지역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 모든 학생이 전반적인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

• 교육 네트워크(지역 관계자, 전문가, 학교 간 네트워크)가 역량 개발과 지식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교육 네트워크의 구성, 운영, 질 보장에 있어 공공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 주권은 민족 국가의 독립적 소유 보다는 공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의 시민 교육에서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 국가가 아닌 도시별로 올림픽 대표팀이 

출전하는 날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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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등, 박애

18세기 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로 천명되었다. 이후 현대 민주주의는 여성이나 소수 민족 집단 등 배제되었던 

집단에까지 단계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다원적 사회에서 해방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모든 

당사자 간의 공정한 균형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권리 보장을 위해 특정 소수 집단에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그렇다면 이를 위한 선별적 정책이 필요할까? 교육 시스템은 

문화 간 관용을 촉진하고 모든 시민 사이의 공정한 관계를 촉진하여 모든 형태의 편견 및 차별에 

맞서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7. 이민자 정책 현황

이민 소수자를 위한 다문화 정책 도입 변화, 1960~2011

주: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MPI)는 21개 OECD 회원국에 대한 것이다. MPI 결과는 8개 정책의 도입(1점), 부분 도입(0.5점), 미도입(0점) 

상태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도표상의 3개 분류에서 개별 정책은 동일한 가중치를 가진다.(자세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출처: Multiculturalism Policy Index (2018), “Multiculturalism Policies for Immigrant Minorities”, www.queensu.ca/mcp/.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545

1960년대 이후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문화적 동화 정책을 벗어나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민 소수자들을 인정, 수용, 지원하는 정책은 전통적 이민 국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들에서 20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벨기에와 

스웨덴, 영국, 최근에는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이 다문화주의를 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대표적 OECD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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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권리 보호는 이민자 공동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실 소수자에만 한정된 개념도 

아니다. 1990년대 초 이후 세계적으로 의원 후보자에 성별 할당제를 적용하거나 여성의 최소 

의석 수를 지정하는 등 국회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입법 활동을 통해 성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대표 선출 

이외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2017년, 아이슬란드는 직원 수가 25명 이상인 모든 

회사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근본

적이고 중요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속적인 성 편견이다. 교육은 

상호 존중하는 공평한 남녀 관계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림 2.8. 목표 - 50 대 50

국가 법률에 성별 할당제가 포함된 국가의 수

주: 위 수치는 국가적 수준에서 할당제가 입법된 경우를 가리킨다.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World Bank (2017), World Development Report 2017: Governance and the Law, www.worldbank.org/en/publi-

cation/wdr2017.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564

교육과의 관계

•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적절하게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 공정함에는 평등뿐 아니라 포용도 필요하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지원은 얼마나 받고 있을까? 이러한 학생들이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있을까?

• 남성과 여성의 직업적, 교육적 선택을 형성하는 데 교육이 암시적, 명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향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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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농촌

갈수록 도시화되는 세상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회는 역동적인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의 국민 4명 중 1명은 여전히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 전통적 

산업과 농업이 축소되자 농촌지역은 관광 산업 등을 통해 경제 활동을 개발하고 다양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인구가 희박하고 외딴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 

등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다. 농촌 거주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평생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과 혁신을 포함한 역량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곧 농촌지역의 교육 

제공과 훈련을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림 2.9. 변화하는 농촌 경제

농촌 지역 1차 산업의 고용 점유율, 2000, 2014

주: 1차 산업은 농업, 임업, 어업을 포함한다. 같은 기간 동안 데이터의 일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수치를 사용했다.

(자세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출처: OECD (2018), “Regional employment by industry” (지표), https://stats.oecd.org/.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583

농촌공동체의 경제 활동은 전통적으로 농업, 임업, 어업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중요

성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벨기에와 독일의 경우 2014년 기준 1차 산업의 고용 점유율은 4% 

미만이었지만 그리스는 25% 이상이었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활동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차 산업의 고용 점유율은 OECD 평균 4%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점유율이 17% 하락한 리투아니아, 10% 이상 하락한 라트비아와 폴란드

였다. 이러한 경향은 관광, 재생 가능 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농촌경제의 

다양화를 보여준다. 교육 및 역량 시스템은 평생 학습의 촉진을 도와 지역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맞는 역량군(skill set)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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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농촌은 매우 다양하다. 도시와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농촌 지역은 사람, 재화, 

서비스의 이동을 촉진하고 강력한 ‘근접성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칠레, 아일랜드, 미국의 

경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 인근에 위치한 농촌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 반면 도시와 

먼 지역은 일반적으로 연결성이 떨어지고 인구가 희박하며, 경기 호황과 불황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경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 유지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외딴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했다. 

양질의 농촌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통합, 현명하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에 중요하다.

그림 2.10. 거리의 중요성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점유율 변화, 2000~2014

출처: OECD (2016), OECD Regions at a Glance 2016, http://dx.doi.org/10.1787/reg_glance-2016-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602

교육과의 관계

• 농촌 지역 교사의 교육, 유치, 유지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농촌 지역과 소규모 다학년 교실의 

수업도 교사 양성 및 재교육의 일부일까?

• 소규모 농촌 학교가 학생을 위해 더 많은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원격 학습을 위한 공개 교육 자료, 혼합형 교육 전략 등)

• 변화하는 농촌 경제에서 역량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어떻게 농촌 지역의 교육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을까? 성취도 개선과 역량 형성을 위해 학교, 가족, 행정기관, 고용주, 지역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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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문제와 교육: 향후 전망

민주주의 트렌드와 교육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교육은 이러한 트렌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떤 해답은 즉각적이고 분명하다. 많은 수의 난민이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반대로 교육자가 다양성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민주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기 시민 참여 활동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요소도 있다.

교육과 민주주의의 연결

평등

• 특히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모두를 위한 양질의 유아 교육 및 보육 제공

• 다양한 교육 경로(VET, 일반 학교 등) 간 연계성 증진

• 어려운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마칠 수 있는 메커니즘 및 재원 마련

민주적 시민 의식

• 학생들이 민주적 권리와 가치, 시민 참여를 위한 사회적·조직적 역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와 교실을 위한 참여 거버넌스 운영 장려

•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정보 출처를 주의 깊게 탐구, 접근, 이용할 수 있는 분석적, 비판적 사고 역량 

교육

• 관용과 존중의 태도 개발

포용성

• 성별, 민족, 기타 차이에 관계없는 모든 학생의 잠재력 개발 및 학습이나 경력의 선택을 제한하는 

고정관념 극복

• 공정한 학생 입학 기준, 정교한 선택 제도, 교육 자원의 재분배적 이용을 통한 차별 철폐

• 도농 간 격차 해결 및 교육시설을 소규모 공동체와 마을을 위한 활성화 시설로 보는 관점 도입

현대적 거버넌스

•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연구자, 고용주 등 다양한 관계자 참여 유도

•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평가, 사정, 성적 책임 메커니즘 개발

• 지식 교환을 촉진하고 시스템 간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네트워크(지역 관계자, 전문가, 

학교 간 네트워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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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분석: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최선의 계획을 마련해도 미래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본 항목에서는 이 챕터에서 

다룬 트렌드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본다.

충격과 놀라운 일: 폴랫폼 정부?

• 어떤 정부는 공공 서비스 제공이나 시장 규제와 같은 기능을 위해 매우 정교한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시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과거 행동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사실상 허용하는 

사회적 평가 시스템을 실험해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방식의 온라인 이용을 확대하는 정부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 교육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이러한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모순: 온라인 뉴스미디어의 진실?

• 허위 정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선전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정부들도 있다. 그러나 정보와 의견이 

퍼지는 경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도, 그렇지 않은 경로도 

있다. 어떤 규정, 협약, 기술을 개발하면 온라인 콘텐츠의 진실성에 관한 의심이 해소(또는 악화)될 수 있을까?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나 온라인 플랫폼을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까?

단절: 강력한 국가적, 민족주의적 교육?

•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확대된 국가주도적 경제의 영향력과 민족주의적 정서는 정부가 이전보다 훨씬 교육에 

주목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확대되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을 줄일 수 있다.

•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맞이할 국가는 어디일까? 이들의 정책은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복잡성: 국민에게 권력을, 혹은 지역에게 권력을?

• 도시화가 진행되며 도시와 농촌의 생활은 점점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 정치적 시스템을 통해 

도시에 거주하는 다수 국민의 이익과 농촌에 거주하는 소수 국민의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논의가 

일부 국가들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 결속력과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 이 문제가 교육에도 반영되어 있을까? 교육 설계와 내용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관점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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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소수자 우대 정책은 일상화되었거나 비공식적인 문화적 규범과 집단

을 바탕으로 한 불이익 체계를 대학 입학 과정이나 고용 절차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

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 알고리즘(Algorithm): 구체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설계된 일련의 명령체계. 두 수를 곱하는 것처럼 단순한 

과정일 수도 있고, 압축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는 것처럼 복잡한 작업일 수도 있다. 검색 엔진은 전용 알고

리즘을 사용해 관련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특정 질문에 대한 검색 색인의 결과를 특정 순서로 표시한다.

• 도시 네트워크(City networks): 지역 정부를 주 회원으로 하는 공식적 기관. 이러한 연합체는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하지만 도시 외 행위자나 그러한 행위자가 설립한 단체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 민주주의(Democracy): 국민이 의사결정 및 토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체계. 정치가들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되므로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한다.

• 디지털화(Digitalisation):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이들의 상호 연결을 이용하여 새로운 활동이나 기존 활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 근접성의 경제(Economies of proximity): 이용 가능한 자원의 확대와 전문화된 재화 및 서비스 접근이 용

이해지면서 지리적 근접성이 낮은 기업들이 집단을 형성하는 것

• 글로벌 기후 에너지를 위한 시 차원의 협약(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and Energy): 기후 

변화에 맞서 대기오염 배출량이 작은 회복력 높은 사회를 만들려는 장기 비전을 가진 도시 및 지역 정부의 

국제 동맹임. 등록, 이행, 모니터링, 일반 공개의 과정을 거치는 전략적 행동 계획을 통해 지역 해결책을 지원

한다.

• 이민 소수자를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MPI): MPI는 21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민 소수자를 인정, 

수용, 지원하고자 채택한 정책의 범위를 제시한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8개 정책으로 정의된다. 

(1)헌법, 제정법, 또는 의회법을 통한 다문화주의 확인, (2)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주의 채택, (3)공영 

방송 또는미디어 관련 법령에 민족적 대표성/민감성 포함 . (4)복장 규정 면제, 일요일 휴업 등, (5)이중 시민

권 허용, (6)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민족 집단 조직 재정지원, (7)이중언어 교육 혹은 모국어 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 (8)어려운 이민자 집단을 위한 소수자 우대 정책.

• 국민순자산(Net national wealth): 부채를 제외하고 국가 경제에 누적된 공공 및 민간의 주택, 사업, 금융 

자산 등 모든 자산의 합.

• 역외 재산(Offshore wealth): 법적 거주지나 과세 거주지가 없는 나라에 보관한 자산.

• 양립외교(Para-diplomacy): 지역 당국(시, 군 등)의 합법적 대표자가 다른 지역, 국가, 국제 행위자와 맺는 

외부 관계.

• 국민 투표(Referendum): 국가 또는 국가와 유사한 독립체가 수립한 정책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중 

투표. 구속력이 있는 투표와 자문식 투표를 모두 포함한다.

• 농촌 우세지역(Predominantly rural regions):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1)농촌 단위(평방킬로미터당 

인구 도가 150명 미만인 행정단위, 일본과 대한민국의 경우 500명 미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2)중심지 인구가 20만 명(일본과 대한민국의 경우 50만 명) 이하이며 지역 인구의 25% 이상을 

포함하는 지역. 농촌은 도심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도시에 근접한 농촌 지역과 원거리 농촌 지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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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근접 농촌 지역(Rural regions, close to a city):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중심지까지 차량으로 60분 

미만이 소요되는 곳에 지역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

• 원거리 농촌 지역(Rural regions, remote):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중심지까지 차량으로 60분 이상이 소요

되는 곳에 지역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

• 검색 알고리즘(Search algorithm): 컴퓨터 공학에서 검색 알고리즘은 다수의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찾기 

위해 사전적으로 정의된 단계별 절차를 말한다. 대표적 예시로는 선형 검색 알고리즘을 들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선형적 방식으로 모든 기록을 검색 키(search key)와 비교한다.

• 주권(Sovereignty): 통치 기구가 외부 근원이나 기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권력.

• 주권 국민 투표(Sovereignty referendum): 두 개이상의 영토에 대한 주권 재분배와 관련된 국민 투표.

• 절세(Tax avoidance): 기부금 공제 등 조세 제도상의 기회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세액을 최소화하는 것.

• 탈세(Tax evasion): 고의적 세금 신고 누락, 소득 미신고, 세금 미납부 등 세액을 최소화하려는 불법적 시도 

및 행위.

•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140개 이상의 UN 회원국에 있는 24만 곳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단

체. 주요 목표는 1)지역 정부와 그 대표 조직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가지는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2)민

주적이고 효과적이며 시민과 가까운 혁신적 지역 정부를 위한 주요 지원 단체로서 활동하며, 3)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글로벌 단체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 투표율(Voter turnout): 총 투표(유효표 및 무효표 모두 포함) 수를 투표권자 수로 나눈 값. 백분율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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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사라지고 연결성이 높아지는 세상에서 OECD 회원국은 보다 복잡한 안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은 안전상의 위험 예방을 위한 인식을 구축하고 위기 시 회복력을 강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챕터에서는 다섯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살펴본다.

  ∙ 개인 안전과 보건 안전 – 긍정적 트렌드와 부정적 트렌드, 즉 도로의 안전 개선과 항생
제의 효과 감소 문제를 탐구한다.

  ∙ 사이버 안전– 사이버 안전사고의 빠른 증가 추이와 디지털 세상의 사생활 및 안전 전문
가의 중요성 확대를 확인한다.

  ∙ 국가 안전 – 핵 실험의 감소, 전통적 국가 간 전쟁, 계속되는 내부적 갈등에 주목한다.

  ∙ 환경 안전– 세계적 자연 재해의 증가와 대기 오염의 결과를 분석하여 환경 보호의 중요
성을 알아본다.

  ∙ 경제 안보 – 실업으로 늘어나는 가계 부채와 기대 소득 감소 트렌드와 함께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살펴본다.

이 챕터에서는 안전 트렌드를 소개한 다음 유아 교육 및 보육부터 평생 학습까지, 모든 교육
과 연계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사용해 미래에 보다 잘 대비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이스라엘의 통계 자료는 이스라엘 관련 당국이 제공하였으며 해당 당국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OECD에 의한 이스라엘 통계 자료의 이용은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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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세상에서의 안전: 시각적 개요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과거보다 안전해졌다. 영토에서 발생하는 무력 분쟁이 적고, 

비교적 안전한 도로와 효과적인 의약품 및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계가 사라지고 연결성이 높아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보다 복잡한 안전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기후 변화, 질병과 빠르게 퍼지는 팬데믹의 위험, 테러와 사이버 위협의 

네트워크 모두 우리 사회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개인적 위협도 존재한다. 많은 개인이 

재정적, 혹은 직업 관련 불안정성을 겪고 있으며,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걱정한다. 교육은 

위험을 이해하고 예방하고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회복력을 구축하고 위기에 대비해 

시민들을 준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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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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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안전과 보건 안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다. 우리는 안전한 도로, 

효과적 의약품, 개선된 식품 위생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갈수록 복잡해지는 안전 문제도 직면

하고 있다. 이동이 늘어날수록 질병의 확산 기회도 증가한다. 연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많은 국가에서는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도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이 세계화되면서 

다양한 곳에서 결함이 있거나 오염된 제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위험도 생겼다. 교육은 새롭고 

복잡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그와 관련된 인식을 제고하며 개인 위험을 관리하고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림 3.1. 도로의 안전성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970, 1990, 2016

주: 2016년 데이터 기준 내림차순으로 국가 명칭을 정렬하였다. 

출처: OECD (2018a), “Road casualties”, Road Injury Accidents (데이터세트), http://stats.oecd.org/.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621

OECD 회원국의 교통사고 피해는 1970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다. 특히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970년 약 20명에서 

2016년 7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큰 감소세를 보였다. 대한민국, 리투아니아, 포르투갈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1990년 약 30명에서 2016년 9명 미만으로 줄어들어 훨씬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도로 안전이 개선된 것은 다양한 수단 덕분이다. 향상된 도로 설계와 

차량의 안전 기준, 제한 속도, 각종운전 관련 법률(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나 음주 운전 금지 

등)이 큰 역할을 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곧 흔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라 정책 

개발자들은 이미 자율 주행 트렌드가 도로 안전의 유지와 개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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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의 개인 안전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트렌드도 존재한다. 

특히 전염성 유기체가 항생제와 같은 향균 물질에 내성을 가지게 되어 약물의 효과가 사라지는 

향균 물질 내성 문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항생제의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사용은 내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OECD 국가에서는 내성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의 평균 비율이 

2005년 14%에서 2015년 17%로 상승했다. 그리스, 터키, 그 외 BRIICS 국가 다수의 경우 

2030년까지 그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승인을 받는 새로운 항생제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현재 항생제의 효과가 사라지는 경우 이를 대체할 새 약물의 등장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림 3.2. 슈퍼버그의 증가

 2005, 2015, 2030년 기준 8가지 항생제-박테리아 조합을 이용한 치료에서 향균 물질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로
인해 발생한 평균감염 비율

주: * 표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8개 항생제-박테리아 조합 모두의 관찰 기록 중 50% 이상이 누락되었음을 가리킨다. 국가는 2015년

기준 오름차순 비율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하였다.

출처: OECD (2018), Stemming the Superbug Tide: Just A Few Dollars More, https://doi.org/10.1787/9789264307599-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640

교육과의 관계

• 건강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가령, 비만 감소를 위해 학교가 

매점에서 설탕이 함유된 음료와 패스트 푸드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매일 체육 수업을 진행해야 할까?

• 최신 기준에 따라 모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놀이방/유치원/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할까? 

개인의 선택과 사회적 안전 보장 사이의 균형이 존재할까?

• 도로 안전은 여전히 두드러진 문제다. 도로의 위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 근처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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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전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이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순조로운 작동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 

물리적 재화, 서비스,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전달된다. 

세계 곳곳의 서버에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데이터 도난, 유출, 

기타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위험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과를 불러온다. 개인, 

기업, 정부 등 어떤 주체가 어떤 데이터를 통제할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교육은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현명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사이버 

위험과 관련된 새로운 발전 내용을 파악하며, 사기 행위를 예방 및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3.3. 데이터 유출 현황

유출유형별 세계적 규모의 데이터 유출(유실된 기록 10억 건 단위), 2004~2018

주: 3만 건 이상의 기록이 유실된 경우 선정. 데이터는 DataBreaches.net, IdTheftCentre,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종합했다.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직원 등)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무단 유출한 경우를 가리킨다.

출처: Information is Beautiful (2018), “World’s biggest data breaches: Selected loses bigger than 30.000 records”, 

https://informationisbeautiful.net/visualizations/worlds-biggest-data-breaches-static/.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659

우리는 온라인으로 많은 개인 정보를 공유한다. 민감한 개인 정보의 판매 가치가 상승하는 

지금, 정보 공유에는 위험이 따른다. 데이터 유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은 10억 건이 넘는 기록이 유출된 야후(Yahoo) 해킹이었다. 이름, 

전화번호, 비 번호, 기타 데이터가 유출된 이 사건은 2016년에야 공개되었다. 2017년에는 인도 

주민 10억 명 이상의 생체 인식 정보와 기타 데이터를 보관하는 인도의 아드하르(Aadh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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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실수로 인한 거대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정부 기록의 수는 

2018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이버 안전 사건은 막대한 대가를 초래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의 비즈니스는 

8조 달러가 넘는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Moar, 2017). 개인 정보의 사용과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의 수집이나 공유에 동의할 수 있는지, 혹은 동의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도 있다. 2003년 이후 (ISC)2 컨소시엄의 사이버 안전 증명서(cyber security certifi-

cations) 취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 안전과 정보 보호를 

위한 지식 및 역량은 귀한 자산이다.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회원도 2003년 100명

에서 2018년 3,300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림 3.4. 증가하는 정보 보호와 안전 전문가의 수요

  전문적인 정보 보호 및 안전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수, 2003~2018

주: 2017년 데이터 이용 불가. 2018년 IAPP 데이터는 근사치.

출처: OECD (2017),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http://dx.doi.org/10.1787/9789264276284-en; (ISC)2, 

www.isc2.org/About/Member-Counts; IAPP, https://iapp.org/about/iapp-facts/.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678

교육과의 관계

• 청년들이 개인 정보 관리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도록 교육이 어떻게 

장려할 수 있을까? 교육자는 디지털 리터러시(위험 포함)를 수업에 어떻게 통합해야 할까?

• 지속적인 사이버 위험이 존재하는 세상에선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불법 침투에 맞서기 위한 ‘책임감 

있는 해커’의 양성이 가능할까? 이는 교육의 역할일까? 아니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 사이버 공격, 생화학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

해졌다.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자국 보호에 필요한 역량(ICT,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언어 등)을 

갖춘 고숙련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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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

국가 안전은 보통 침략이나 점령에 대항해 나라를 지키는 행위를 가리키지만, 전쟁의 위협 

없이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유 등의 넓은 의미도 가지고 있다. 국가 안전은 국방 , 출입국 

관리, 연구개발 재원 마련에 반영되는 최우선 사항이다. 나라에 대한 위협이 진화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국가 간 전쟁은 줄어들었지만 정치적 폭력이나 국내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도 등장했다. 교육은 바라건대 갈등을 피

하기 위해 외교 정책을 보다 잘 개발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림 3.5. 상호확증 데탕트?

  세계 핵 실험 건수, 1945~2018

주: 2014년 이후 북한의 핵 실험이 확인되었다.

출처: Oklahoma Geological Survey Observatory and Lawson (2014), http://digitalprairie.ok.gov/cdm/compoundobject/ 

collection/stgovpub/id/9093/rec/1.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697

전시에 사용된 핵무기는 단 2개이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공격에 사용된 것이다. 

이후 소수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매달렸다.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구축한 핵무기 규모는 상당했다. 두 국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상호 파괴’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1970년대 초, 데탕트(détente)라는 절차로 인해 연간 핵 실험의 

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핵 실험이 급격

하게 줄어들었다. 1998년 이후에는 북한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핵 실험이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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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실험의 감소는 국가 간 무력 분쟁의 감소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2000년에는 

개인이 무력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1820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 간 침략이나 사이버 공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트렌드는 

지속되어 왔다.

반대로 국내 전쟁이나 내란의 발생은 증감을 반복했다. 2000년에는 27%를 소폭 상회하여 

역사적 연간 평균치인 24%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안보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영역으로는 테러가 있다. 그에 관한 정확한 추적과 테러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지만, 확인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테러는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각국이 직면한 위협이 현대 사회와 함께 변화하면서 

시민과 안전전문가들이 필요한 역량도 달라지고 있다.

그림 3.6. 평화의 흐름

 무력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에 거주할 확률, 1820~2000

주: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에 거주할 확률은 특정 연도, 특정 국가의 평균 갈등 발생 건수(이진 변수)를 바탕으로 인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다.

출처: van Zanden, J. et al. (2014), How Was Life? Global Well-being since 1820, http://dx.doi.org/10.1787/9789264214262-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716

교육과의 관계

• 시민 교육은 인내와 신뢰를 강화한다. 우리의 학교는 가령 과격화 방지를 위해 이러한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 정부에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에 기댈 때가 많다. 교육이 가령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시스템에 

참여시키거나 학생들에게 자기 방어 교육을 제공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까? 기여해야 할까?

• 전쟁 지역에서 온 학습자, 특히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는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다. 교육 시스템이 가령 

정신 건강 지원과 보충교육 등을 통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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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환경은 소중하다. 환경은 생명과 건강,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한다.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배출량과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변화는 느렸다.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후 변화의 결과로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의 지속적 감소, 이상 기후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은 지구가 처한 위험을 막고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안전한 미래에 필요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행동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3.7. 태풍의 눈: 세계적 자연 재해의 증가

 기록된 재해 발생 건수, 1900~2018

주: 재해는 가뭄, 홍수, 생물학적 유행병, 이상 기후, 이상 기온, 산사태, 건조 산사태, 외계 충돌, 산불, 화산 활동, 지진을 포함한다.

출처: EM-DAT (2018), The Emergency Events Database, www.emdat.be.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735

기후 변화는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이상 기후 증가 등과 같은 영향을 야기한다. 연간 자연 

재해의 발생 건수와 정도는 지난 10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에는 허리케인, 홍수, 가뭄, 

산불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의 증가 등 기후 변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기후 변화의 감소와 더불어 환경 재난을 

극복하고 최대한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경제와 사회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기 오염은 심혈관계 질환 및 암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320만 명에 달하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OECD에서는 소수의 유럽 

국가,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정도가 2060년까지 오염 관련 사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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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OECD 국가는 차량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지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도시의 

오염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의 인기 상승과 가격 하락도 트렌드 역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림 3.8. 유해한 공기

 매년 실외 대기 오염으로 목숨을 잃는 백만 명당 사망자 수, 2010, 2060

주: 2010년 데이터는 세계질병부담(GDB) 예상치를 바탕으로 한다. 선형 예측에서는 모든 오염 증가가 동일한 비율로 사망 증가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비선형 예측에서는 오염이 악화될수록 사망 증가가 느려진다고 가정한다.

출처: OECD (2016),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https://doi.org/10.1787/9789264257474-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754

교육과의 관계

• 재난 후 정상화해야 할 첫 번째 요소가 학교 출석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정책 개발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들이 자연 재해에서 생존해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면 학교에서 어떤 역량과 

지식을 가르쳐야 할까?

• 태도는 주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습자의 필요에 맞춰 편의를 제공

하고, 새로운 생태학적 기준을 따라가려면 교육 시설을 어떻게 건축해야 할까?

• 청소년이 일상의 선택과 그 결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 결과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을까? 이러한 인식 제고를 돕기 위해 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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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전

개인 차원의 경제 안전은 재정적 안정성(적절한 저축과 보험,, 합리적 융자의 보유)과 더불어 

유급 고용과 안전한 업무 환경 등 일자리와 관련된 안전을 모두 포함한다. 최근 수십 년 사이 

금융 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변화하면서 OECD 회원국 사이에서는 재정적 안정성이 감소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안전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은 성인과 아동이 미래의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재정적 안정성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3.9. 가계 저축과 부채

 가계 저축(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왼쪽)과 가계 부채(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오른쪽), OECD 평균, 1970~2016

주: OECD 평균은 3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자세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출처: OECD (2018),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773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의 가계 부채는 증가세를 보여온 반면, 저축은 감소세를 보여 왔다. 

2016년 가계 부채는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채 증가와 저축 감소는 위험할 

수 있다. 부채의 감당 능력과 저축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부채가 이미 높은 경우 그 충격이 더욱 심할 수 있다. 2008년 금융 위기의 경우처럼 이러한 

충격의 영향이 확산되면 경제의 상당한 부분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적절한 지식과 

역량이 있다면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금융 리터러시 수준은 낮다. 

2015년 기준 만 15세 학생 가운데 4분의 1이 금융 리터러시의 기초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일상 소비할 부분을 결정하고 청구서와 같은 일상적 금융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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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성은 경제, 금융 안전의 중요한 요소다. 세계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 자동화 때문에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탈산업화는 

육체 노동이 아닌 ‘지식 경제’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 또 하나의 트렌드는 ‘긱(gig) 이코노미’의 

부상이다. 긱 이코노미에서는 안정적 일자리 보다는 일종의 디지털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근무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용자료가 있는 33개 OECD 회원국 중 28개국에서 2007년~ 

2015년 동안 노동 시장 불안정성이 상승했다. 이는 잠재적 실업과 관련된 예상 소득 감소가 

평균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이다.

그림 3.10. 노동자의 위기

  실업과 관련된 예상 소득 감소, 2007, 2015

주: 손실은 실업 위험, 예상 실업 기간, 정부가 손실에 대해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의 수준(보유 계약액)에 의해서 산출되었다. 이스라엘은

2007년 대신 2008년 자료가 사용되었다.

출처: OECD (2016) Job Quality Database, www.oecd.org/statistics/job-quality.htm.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792

교육과의 관계

• 고등교육을 이수해도개인의 재정 관리를 위한 지식 및 역량은 부족할 수 있다. 교육 시스템이 금융 

교육을 더 제공해야 할까, 아니면 현재 제공하는 교육을 개선해야 할까?

• 미래의 근로가 대부분 프리랜서 디지털 ‘긱(gig)’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면 향후 어떤 역량(기업가 정신, 

회복력, 인내 등)이 중요할까?

• 개인이 자신의 경제 안전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동을 선택하려면 어떤 지식과 

역량이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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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교육: 향후 전망

이 챕터에서 소개한 안전트렌드와 교육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교육은 어떻게 이러한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떤 해답은 즉각적이고 분명하다. 사이버 위험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반대로 교육자가 디지털 회복력을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이상 기후를 견딜 수 있는 학교 건물을 건축해야 할 필요성처럼 장기적인 요소도 있다.

교육과 안전의 연결

몸과 마음의 보호

•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올바른 의사 결정이나 모든 연령대를 위한 백신 접종의 중요성 등 

보건 리터러시 강화

• 학교와 놀이 공간의 안전 기준에 관한 통합적 교육 유지

• 학교 거버넌스에 가족, 공동체, 학계 등 더 많은 행위자의 참여 유도

사이버 공간 보호

• 모든 시민, 특히 취약 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발

• 교육 및 학습 과정에서 기술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 새로운 온라인 위협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계 리더나 전문가, 책임감 있는 

해커들과 파트너십 구축

경계선 존중

• 국가 혁신 시스템과 사이버 테러 등을 포함한 국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

• 정치, 역사, 시민 의식 교육 및 인내, 신뢰, 회복력 구축

• 학생 단체와 학급 대표를 통한 학생의 권리 보장 장려

환경 보존

• 자연 재해의 예방, 완화, 방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녹색’ 연구 분야 장려

•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소재를 이용하고 청정 교통 수단을 장려하여 친환경적인 학교와 대학교 조성

• ‘청정 기술’과 혁신적 녹색 기술에 관한 국가적, 세계적 연구 활동 지원

재정적 이익 보호

•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금융 리터러시 강화

• 실업자의 노동 시장 재진입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재교육 및 역량 개발 제공

• 다양한 유형(디지털 역량 포함)의 고용주와 함께 하는 견습 모델 운영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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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분석: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최선의 계획을 마련해도 미래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 챕터에서 

다룬 트렌드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본다.

충격 및 놀라운 현상: 글로벌 팬데믹?

• 100년 전과 비교해 인구 도가 높아지고 국가 간 이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1918년 스페인 독감 사태와 

비슷한 규모의 글로벌 팬데믹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누가 취약층이 될 것인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판데믹은 상당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약물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팬데믹은 특히 파괴적일 수 있다.

•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감염의 위험 속에서 학생과 교사 간 연결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순: 로봇, 친구일까 적일까?

• 역량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계와 AI가 사람의 선호나 이익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사람을 희생하고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사람에게 미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는 지식을 갖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다.

• 인간과 로봇 사이의 협상, 심지어는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교육이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할까?

단절: 디지털 분쟁?

• 전통적 공격이든 사이버 전쟁이든, 형태를 막론한 국가 간 전쟁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사이버 공격은 

인프라나 의료 서비스 제공 등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 사이버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지식과 역량을 추구하려면 정부는 대학 및 기타 연구 단체와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까?

복잡성: 원격 학습, 멀고도 가까운 교육?

• 화상 회의와 증강 현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원격 통신과 원격 출현이 점점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물리적 상호 작용이 가상 상호 작용으로 대체되고 있다. 원격 학습은 주류가 될 수도 있는 

안정적 개념이다. 가상 현실과 같은 분야의 기술적 발전은 원격 학습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준다.

• 이러한 변화가 다른 경제적, 사회적 분야에서도 일어난다면 교육이 어떻게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 변화가 

주는 이익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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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 대기 오염(Ambient air pollution): 공기 중의 미세 입자 및 오존 오염.

• 향균 물질(Antimicrobials): 미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방해하는 약물. 향균 물질은 대상으로 하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생제는 박테리아 감염에 사용하는 향균 물질을 말한다.

• 향균 물질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향균 물질(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말라리아제 등)의 효과를 

막는 미생물(박테리아, 바이러스, 일부 기생충 등)의 능력. 내성이 있으면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없고 감염이 

지속되며 확산될 수 있다.

• 생체 인식(Biometrics): 지문, 홍채 패턴, DNA 등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는 측정 및 산출. 이렇게 만들

어진 정보는 개인 구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체 인식은 접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유용하다.

• BRIICS: BRI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를 포함하는 국가 그룹이다.

• 데이터 유출(Data breach): 허가나 신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데이터 접근, 복사, 열람, 도난, 기타 이용이 

발생하는 것.

• 탈산업화(Deindustrialisation): 한 국가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의 산업이 위축되거나 사라지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

• 금융 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 올바른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재정적 이익을 실현하

는 데 필요한 인식, 지식, 역량, 태도, 행동을 묶어서 이르는 말.

•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단일 고용주 밑에서 일하기보다 임시 직업을 가지거나 도급 근로를 하는 사람

들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운영방식.

• (ISC)2: 사이버 세상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 비영리 회원 단체.

•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회원 단체.

• 자연 재해(Natural disaster): 가뭄, 지진, 전염병, 홍수, 폭풍 등 주로 심각한 피해와 많은 사상자를 내는 

자연 현상.

• 팬데믹(Pandemic): 넓은 지역, 심지어는 전 세계에 걸친 전염병의 급격한 확산.

• 재생 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 수력(양수 발전 장치 제외), 지열,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바이오

매스를 이용해 생산되는 에너지.

• 사이버 안전(Security, cyber):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도난 및 손상이나 그러한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으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

• 경제 안전(Security, economic): 개인, 가구, 공동체가 필요한 대상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능력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서 채택된 문서로, 생존권이나 노예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개인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한다.

• 국가 간 전쟁(Warfare, interstate): 각국의 무력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국가 간 폭력 사태.

• 국내 전쟁(Warfare, intrastate): 국가를 대표하는 무장 집단과 하나 이상의 비국가 집단 간에 벌어지는 정치

적 폭력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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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인은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산다. ‘노인’의 개념도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주로 젊은 연령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 교육의 역할이 무
엇인지 돌아보게 만든다. 이 챕터에서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살펴본다.

  ∙ 고령화 사회 –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건강한 기대수명의 트렌드를 분석한다.

  ∙ 보건 동향 – 치매 발병율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노령층의 웰빙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 적극적 노령층 – 사회 고령화가 연금 제도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실버 경제 –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노인 인구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적 기화와 필요한 
역량을 탐구한다.

  ∙ 디지털 시대 –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불러오는 노령층 삶의 디지털화 추세를 살펴
본다.

이 챕터에서는 고령화 트렌드를 소개한 다음에 특히 평생 학습에 주목하여 교육과 연결하고 
분석한다. 끝으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사용해 미래에 보다 잘 대비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이스라엘의 통계 자료는 이스라엘 관련 당국이 제공하였으며 해당 당국의 책임 하에 있다. 국제법에 따라 OECD에 

의한 이스라엘 통계 자료의 이용은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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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더 잘 살기: 시각적 개요

인구 고령화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건강한 노인은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살며, 평균적

으로 비교적 부유한 경향이 있다. 이들은 노인의 니즈를 공략하는 실버 시장을 형성하게 한다. 

그러나 위험도 존재한다. 당뇨병이나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교류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고독의 위험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화가 이러한 위험 요소를 해결

해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노인층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인터넷 사기 행위 등의 위협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젊은 연령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 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든다. 재교육, 평생 학습, 이른바 실버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 바로 고령화 

사회의 교육이 직면한 주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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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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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인구 고령화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이 될 때까지 사는 성인은 

증가한다. 의료 및 생활 방식의 개선 덕분에 최근 수십 년 동안 OECD 회원국의 전반적 기대수명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노인들은 증가한 수명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했다. 

활동적 은퇴 생활의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사회 고령화는 평생 학습의 접근성 등 교육에도 

여러 시사점을 가진다. 재숙련화와 재교육은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습관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의 건강하고 긴 삶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4.1. 수명의 증가

 기대수명 변화, 1970, 2015

주: 같은 기간 동안 데이터의 일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수치를 사용했다.(자세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출처: OECD (2017),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 2017-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811

기대수명은 계속 증가해 왔다. 지난 45년간 OECD 회원국의 기대수명은 평균 70세에서 

80세로 늘어났다. 현재 태어나는 사람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80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숫자가 높은 곳은 스페인과 스위스(83년), 일본(84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했다. 눈에 띄는 국가로는 터키(24년 증가), 대한민국(20년 

증가), 칠레(17년 증가)가 있다. 의료 서비스와 생활 방식이 개선되고 소득과 교육 수준이 증가한 

것도 기대수명 증가에 기여했다.

그러나 기대수명의 증가와 증가한 기간의 삶의 질은 다른 문제다. 다행히 2000년~2016년의 

기대수명 증가량 가운데 80% 동안에는 건강 상태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에서는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두드러졌다. 건강한 기대수명의 증가가 크게 나타난 국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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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터키 등 2000년대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곳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꼽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건강한 기대수명이 약 1년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OECD 국가 평균 증가폭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림 4.2. 예전 60대 같은 요즘 70대

 기대수명 총 증가량, OECD 회원국, 2000~2016

주: 국가는 기대수명 증가량 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다.

출처: WHO (2018), Global Health Observatory (데이터베이스), www.who.int/gho/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830

교육과의 관계

• 의료 및 연금 지출이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가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범정부적 관점에서 

공공 정책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이 어떻게 다른 부문과 협력할 수 있을까? 시민, 기업 등 다른 행위

자도 교육 시스템의 재정 마련을 도와야 할까?

• 학교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60~70년인 경우와 

80~90년인 경우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우리가 ‘장수’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교육이 청소년을 

어떻게 대비시켜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80대 이상 학습자의 경우는 어떨까?

• 각층의 교육 인력도 인구 전반과 함께 고령화되고 있다. 어떻게 교육계에서 충분한 교사와 학자를 

유치 및 유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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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동향

건강한 기대수명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서 고령층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염성 질병(홍역, 독감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당뇨나 치매와 같은 만성 및 퇴행성 

질환의 발병은 특히 초고령자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나이가 들고 사회적 활동 범위가 

축소되면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 증가한다. 이는 외로움, 우울증, 일상적 활동의 수행 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은 고령층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인 돌봄자의 만성 질환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늘어나는 고령화 문제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를 구축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4.3. 치매의 위협

 인구 1천 명당 치매 환자의 수(전 연령), 2017 및 2037 예상치

출처: OECD (2018), Care Needed: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with Dementia,

https://doi.org/10.1787/9789264085107-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849

OECD 회원국의 2017년 치매 환자는 약 1,900만 명, 즉 인구 1천 명당 15명에 달했다. 

치매는 진행형 두뇌 퇴행성 장애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치매 발병율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상승한다. 만 65~69세 인구 중 치매 환자 비율은 약 2%에 불과하지만, 

만 90세가 넘으면 이 숫자는 40% 이상으로 증가한다. 치매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환자 주변의 

여러 친인척과 비공식적 돌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치매로 인한 의료 및 보건 시스템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만 8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치매 발병은 향후 수십 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수도 늘고 있다. 많은 OECD 회원국에서 1인 가구 중 상당수는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향은 고령이 될 때까지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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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독거는 곧 경제적 지원이나 사람의 존재 등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요소들 없이 지낸다는 것을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적 관계의 질은 고독의 

인식과 접한 관련을 가진다. 고립과 외로움은 높은 우울증 발생률, 일상 활동 및 이동의 감소, 

사망의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며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사회 활동의 범위 축소와 또래의 사망을 겪는 노인들일수록 고독에 노출되기 쉬울 수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정서적 역량 개발은 개인이 평생 동안 든든하고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평생 학습(지역 커뮤니티 강좌 등) 참여는 노인들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림 4.4. 고독의 전염성

 1인 가구의 비율, OECD 회원국 일부, 1970, 2000, 2017

주: 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수치를 사용했다.(자세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그래프 제작에는 각국 통계청 데이터를

사용했다.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868

교육과의 관계

• 고독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 학교가 사회적 결속

력을 고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세대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까?

• 고령층의 웰빙을 개선하려면 공공 관계자와 돌봄이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 노령기 웰빙 개선에 교육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만 80세 이상의 보건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학습 및 문화에 있어 고령층에게 필요한 기타 요소는 무엇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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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령층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은 더 오래 산다. 그럼에도 사람들 대부분은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은퇴 생활로 보낼 것이다. 이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은퇴 후 삶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법정 연금수급연령이 될 때까지 일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70대나 80대 이후에도 

직업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 회원국들이 

도입하기 시작한 탄력적 연금 제도는 점차 근로와 은퇴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 개인이 이처럼 

길어진 근로 기간에 맞춰 자신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

시장의 안팍에 존재하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철폐하는 데 교육과 훈련이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림 4.5. 은퇴 시기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은퇴 생활 기간, 1970~2016

출처: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https://doi.org/10.1787/pension_glance-2017-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887

OECD 회원국 평균 은퇴 연령은 1970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생활 기간도 1970년 기준 평균 13년(여성 및 남성)에서 2015년 20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조기 은퇴의 폐지와 공식 은퇴 연령의 증가로 

이어졌다. 게다가 많은 국가에서 탄력적, 부분적 은퇴 제도를 도입하고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자동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장치의 목적은 근로 시간을 줄이고 소득 감소를 

보조금이나 부분 연금으로 보상하여 노인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사람들은 더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게 되었다. OECD 회원국의 실질적 

노동 시장 은퇴 연령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평균 62세에서 64세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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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동안 만 55~64세 고용률은 53%에서 59%로, 그리고 만 65~69세 고용률은 20%

에서 약 26%로 증가했다. 고령 노동자(만 70~74세)도 노동 시장 참여율도 3% 올랐다. 선형적 

진로개발 형태, 근로 시간과 비근로 시간의 분명한 구분은 과거의 일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노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및 훈련 시스템도 이처럼 변화하는 탄력적 삶에 맞춰 변화

해야 한다.

그림 4.6. 노인 근로

 만 50~74세 노인의 노동 참여율(연령 집단 대비 비율, %), 2006, 2016

출처: OECD (2016), “OECD Older Worker Scoreboard 2016”, www.oecd.org/els/emp/older-workers- scoreboard-2016.xlsx.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906

교육과의 관계

• 근로 기간이 길어지고 역량 수요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평생에 걸친 지속적 학습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평생 학습이 의무화되어야 할까? 평생 학습이 권리가 되어야 할까?

• 경험과 수완이 항상 나이와 관계가 있을까?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부문에서 직업적 혁신과 

개선을 위해 가장 좋은 선후배 교사 관계의 구축 방법은 무엇일까?

•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역량의 달성 및 인증 방식 개선(마이크로 인증 등)에 있어 기술의 역할은 무엇

일까? 새로 떠오르는 형태의 디지털 교육 제공 방식이 품질 보증에 있어 가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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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경제

노인들의 수명과 근로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노인의 니즈를 공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실버 시장’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그 예로 모바일헬스(mHealth), 새로운 돌봄 서비스, 

실내 및 실외 이동의 혁신과 관련된 디지털 솔루션을 들 수 있다. 게다가 노인의 건강이 개선

되면서 시민적, 사회적, 문화적 참여와 탐구를 위한 새로운 인생의 막이 열\리고 있다.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부유해졌고, 활동적 노인들을 위한 관광 및 여흥, 교육,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시장도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신흥 시장에서 필요로 하게 될 역량은 무엇일까? 교육 기관에서 

고령층의 교육적 수요를 보다 잘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 4.7. 사회 고령화, 시장 고령화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OECD 평균, 1990~2100

주: 2015~2100년 데이터는 예상치로, 중위 예측구간을 사용했다.

출처: United Nations (2018),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데이터베이스), https://esa.un.org/unpd/wpp/.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925

OECD 회원국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20년이면 약 20%에 달할 것이다. 1970년 

이후 50년 동안 10%p 증가한 수치다. UN 추정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70년까지 3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노인 건강이 개선되면서 많은 노인들은 만 80세 이상까지 

생존하게 될 것이다. 이 트렌드는 OECD 회원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만 8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0년에 약 3%였지만 현재 5%까지 상승했으며, 22세기에 접어들면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은 인구뿐만 아니라 재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만 60~64세 개인의 평균 

소득 상승폭은 만 30~34세보다 13% 높았다. 그러나 국가별 차이도 존재한다. 덴마크,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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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는 소득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호주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실버 경제는 젊은 성인과 다른 수요, 다른 구매 취향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 및 자율성 

증가와 관련된 시장을 말하며,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그러나 쇠약한 노령층이 빈곤의 위험에 

가장 취약한 연령 집단 중 하나이며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생기는 기회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림 4.8. 노인의 구매력

 198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만 30~34세와 비교한 만 60~64세의 상대적 소득 변화율

주: OECD 평균은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자세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출처: OECD (2017), Preventing Ageing Unequally, https://doi.org/10.1787/9789264279087-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944

교육과의 관계

• '실버’ 경제에는 노인 소비자의 수요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실버 시장의 팽창과 함께 

역량 수요에도 큰 변화가 있을까? 이 변화가 교육에는 어떤 시사점을 가질까?

• 활동적 노인이 늘어나면 교육과 역량 재교육의 수요가 새로 창출될 수 있다.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

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업무가 늘어날까? 노인 인턴십이 증가할 수도 있을까?

• 우리 사회가 증가하는 모든 연령 집단의 학습 수요를 보다 잘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 

제도를 새로운 목적에 맞게 급진적으로 바꿔야 할까? 교육과 학습 방식도 새로 구성해야 할까? 교육

시설을 다시 설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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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오늘날 인터넷은 쇼핑이나 친구, 가족과의 소통부터 가계 재정 관리와 의료적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 탐색까지,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참여가 모든 연령 집단에서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의 낮은 참여율로 인한 배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 디지털 위험의 노출 가능성도 높아진다. 고령층은 이러한 위험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노인들이 디지털화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한편 ,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아가 연령 집단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빠른 기술적 변화의 

속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잘 대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 4.9. 디지털화

 연령 집단별 인터넷 사용자(직전 3개월), OECD 평균, 2008, 2013, 2017

주: OECD 평균은 26개 회원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자세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출처: OECD (2018),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963

2017년 기준, 인터넷 이용자(만 16~74세) 3명 중 1명은 매일, 혹은 거의 매일 인터넷을 

이용했다. 이용 목적은 친구와의 소통 및 소셜 네트워크 사용부터 정보 검색, 인터넷 뱅킹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서비스 사용까지 다양했다. 디지털 참여는 일반적으로 중고령층과 비교해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연령 집단 간 격차는 10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만 55~74세 

성인 중 매일, 혹은 거의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2008년과 2017년 사이에 두 배 증가

했으며, 만 16~24세 청년 층과의 격차는 7%p 감소했다.

디지털 기회에는 위협도 따른다. 온라인 신원 도용, 대출금 상환 사기, 개인 은행 정보를 대가로 

거금을 주겠다는 의심스러운 제안 등 다양한 온라인 사기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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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신고 건수와 유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누구든 사기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디지털 역량에 있어 항상 청년층처럼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는 중고령층은 특히 

취약할 수 있다. 2001년에는 FBI 인터넷 범죄 센터(Internet Crime Center) 신고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6% 미만이었다. 2017년, 이 비율은 크게 증가해 20%에 달했다. 

지속적이고 빠른 기술의 변화를 고려하면 중고령층이 사기를 구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모르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 유형, 규모,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림 4.10. 디지털 범죄

  인터넷 사기 신고, 총 건수(오른쪽), 연령 집단별 비율(왼쪽), 2001~2017

주: 신고 데이터는 미국 수치를 바탕으로 하나 인터넷 범죄는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음.

출처: IC3 (2017), “Internet Crime Report” series 2001-2017, www.ic3.gov/media/annualreports.aspx.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8982

교육과의 관계

•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이 연령 집단별 ICT 이용, 역량, 태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세대 간 학습도 기여할 수 있을까?

• 직업 교육과 훈련, 성인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근로자를 가르치고 있다. 이들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라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 기술적 변화의 속도로 인해 사이버 위험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보호 수단은 민간 부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교육 시스템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들과 협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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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와 교육: 향후 전망

고령화 트렌드와 교육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교육은 이러한 트렌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떤 해답은 즉각적이고 분명하다. 치매의 영향이나 두뇌 질병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등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기대수명과 은퇴 생활 기간의 증가처럼 장기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요소도 있다.

교육과 고령화의 연결

평생 학습

• 근로 기간 전체에 걸친 개인의 재교육과 숙련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이니셔티브 촉진

• 모든 연령 집단이 보건, 금융,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포함해 생활의 필요 사항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재직훈련과 동료 간 학습(동료 평가, 전문 네트워크 등)을 통한 교사 및 학교 리더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촉진

사회적, 정서적 웰빙

• 모든 연령대 사람을 위한 정서적, 사회적 역량 교육 및 학습

• 아동과 성인의 전체적 웰빙을 다루는 교원양성교육과 지속적 전문성 학습 제공

• 고독과 고립의 방지 및 편견과 연령 차별의 억제

신체적 건강과 생활 방식

• 지역 교육 기관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을 통한 비만, 흡연, 불면, 기타 공공 보건 문제 해결

• 취약한 노년층 돌봄 활동과 확대되는 고용 시장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제공

• 의료 연구 및 과학의 우수성 지원

세대 간 소통 및 학습

• 지역 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봉사와 서비스를 통해 공동체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중고령층 세대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식적 협력 관계와 일상적 기회 구축(수업에 조부모님 

초대하기 등)

• 학교와 공동체 내에서 중고령층을 위한 일대일 수업, 멘토링 프로그램, 디지털 역량 및 회복력 

강화 등 혁신적 학습 방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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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분석: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최선의 계획을 마련해도 미래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본 항목에서는 이 챕터에

서 다룬 트렌드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본다.

충격 및 놀라운 현상: 슈퍼센티네리언?

• 향후 수년간 의학적 발견이 지속된다면 최근 목격된 안정적 증가세와는 다른 급격한 기대수명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만 110세에 도달한 사람, 즉 슈퍼센티네리언의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 교육이 연령을 불문하고 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기대수명 110세는 평생 학습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모순: 죽기 전까지는 늙은 것이 아니다?

• 사람들이 상당한 고령이 될 때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화 과정에서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질 수 있다. 삶의 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물학적

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바람직한지,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딜레마가 흔해진다면 안락사 접근성 개선과 같은 정책적 변화가 등장할 수도 있다.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논쟁이 흔한 사회적 걱정거리가 되기 전에 미리 논할 수 있는 환경을 교육이 

제공해야 할까?

단절: 노화, 인지적 윈윈?

• 많은 연구자와 의료 전문가들은 치매를 비롯해 노화와 관련된 인지 능력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치료책을 

찾고 있다. 만약 이들이 생각보다 큰 성공을 거둔다면 노인들의 정신적 능력을 어디까지 향상시킬 수 있게 

될까?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수년 간의 연구 끝에 평생 초인적인, 적어도 개선된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까?

• 매우 활동적인 노인 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 주는 도전과 기회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 

평생 학습의 역할은 무엇일까?

복잡성: 친구, 새로운 가족?

•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집값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동시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추세다. 청년들 

사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공동 주거가 인구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까? 이 방법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 교육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 모든 연령대가 그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아이들을 보호하고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보호자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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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 전염성 질병(Communicable diseases):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질병. 질병 보유자와의 직접적 접촉이나 

공기, 물, 혈액, 곤충 물림 등을 통한 간접적 접촉으로 전염된다.

• 치매(Dementia): 일상적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증상. 관련 증상으로는 사고력 및 기억력 감소와 

언어 능력 및 의욕 하락, 정서적 문제가 있다.

• 우울증(Depression): 사람의 감정, 사고,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질환. 증상으로는 슬픔, 흥미 

저하, 식욕의 변화, 수면 패턴의 변화, 피로 증가 등이 흔히 나타난다.

• 당뇨(Diabetes): 인슐린 생성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인슐린은 체내의 글루코스, 즉 포도당을 옮기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다. 1형 당뇨에 걸리면 췌장이 인슐린 생성 능력을 잃는다. 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즉 인슐린 저항성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 탄력적, 부분적 은퇴(Flexible or partial retirement): 유급 근로를 계속하며 연금 급여를 전액, 또는 부분적

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이 경우 보통 근로 시간이 줄어든다. ‘단계적’, ‘점진적’, ‘부분적’ 은퇴라고도 한다.

• 건강한 기대수명(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 질병 및/또는 부상으로 ‘온전한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 가구(Household): 일주일 중 대부분을 하나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식비를 공유하는 사람 혹은 사람의 집

단. 가구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 신원 도용(Identity theft): 주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타인의 명의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기타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신원을 고의로 이용하는 것.

•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출생 당시의 사망률 패턴이 미래에도 유지되는 경우 신생아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기간.

• 모바일 헬스(m헬스, mHealth): 건강, 의료 서비스, 의료 연구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및 무선 기기의 사용.

• 진행형 퇴행성 장애(Progressive degenerative disorder): 세포 변화가 줄어드는 진행형 기능 상실과 관련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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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세상은 진화하고 있다. 일자리, 가족, 성 역할, 생활 방식 모두가 변화하고 있다. 이 
챕터에서는 다섯 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살펴본다.

  ∙ 연결된 경제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프리랜서 근무의 부상과 함께 날로 커지는 모바일 
디지털 소통의 경제적 적절성을 살펴본다.

  ∙ 직장에서의 젠더 – 임금 격차와 탄력적 육아 휴직 정책을 중심으로 성 평등 관련 트렌
드를 알아본다.

  ∙ 변화하는 가족 – 결혼 없는 출산과 체벌 금지의 예시와 함께 21세기의 가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탐구한다.

  ∙ 가상에서 현실로 – 디지털화가 가상의 삶을 만들어내고, 그 삶을 현실로 바꾸고, 이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소유의 개념까지 변화시킨 과정을 살펴본다.

  ∙ 윤리적 소비 – 전기 자동차와 육류 소비를 예시로 들어 구매 행동이 지속 가능성 달성
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알아본다.

이 챕터에서는 트렌드를 소개한 다음 교육과 연계하여 분석한다. 유아 교육과 보육부터 평생 
학습까지 모든 교육 유형과 연계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사용해 
미래에 보다 잘 대비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이스라엘의 통계 자료는 이스라엘 관련 당국이 제공하였으며 해당 당국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OECD에 의한 이스라엘 통계 자료의 이용은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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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문화: 시각적 개요

우리는 공동체나 교회, 직장에서 느끼는 소속감이 점차 줄어드는 개인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네트워크 사회’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소속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 문화에서는 디지털 세상의 변화하는 근무 패턴과 긱 이코노미

(gig economy)의 출현,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소비와 소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전통적 가족의 감소와 적극적인 아버지의 육아 참여 등과 함께 변화하는 가족과 성 역할을 

탐구한다. 교육은 다음 세대가 성공, 사회 형성, 생계유지에 필요한 역량, 지식, 정서를 갖

출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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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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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경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인터넷 접근성이 거의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경제가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터넷은 구매자와 판매자,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은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변혁을 가져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는 소셜 미디어 관리, 증강 현실 건축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 분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동시에 어떤 직업은 자동화를 통해 도태된다. 미래의 근로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 교육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응성과 탄력성을 키워 주어야 한다.

그림 5.1. 접근성의 접근성

 주민 100명당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 OECD 평균, 2009~2017

출처: OECD (2018),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지표), https://doi.org/10.1787/1277ddc6-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9001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고속 혹은 ‘광대역’ 액세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증가

했다. 2017년 말, 이 트렌드는 획기적인 단계에 다다랐다.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가 인구보다 

많아진 것이다. 특히 일본, 핀란드 등의 국가는 주민 100명당 150명 이상의 가입자를 자랑했다. 

그러나 가입자가 최근 감소했거나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도 있었다. 터키와 이스라엘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주민 100명당 구독자가 70명 근처에 머물렀다.

프리랜서 근로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 보장 없이 하루 단위로 고용되고 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글쓰기, 컴퓨터 



100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 2019

프로그래밍, 웹 디자인, 번역을 비롯한 용역별 근로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지금과 

같은 지식 기반 경제에서 기업은 이처럼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런 

기술은 보통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제작 등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일정 기간에만 필요

하다. 또 하나의 새로운 현상은 프리랜서 업무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 통신 기술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워크(Upwork)나 프리랜서(Freelancer)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총 4,9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언어, 통화, 관할권 등의 문제로 다소 제약이 있기는 하다). 매년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연결된 경제는 우리의 근로 방식, 나아가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교육도 이에 따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의 일자리 

및 노동 시장을 위한 기술을 갖춰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긱 이코노미(gig eoconomy)가 가진 

불확실성과 잠재적 불안정성의 증가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5.2. 자유 근로?

 업워크와 프리랜서 플랫폼의 총 가입자 수, 2005~2016

출처: OECD (2017),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https://doi.org/10.1787/empl_outlook-2017-en.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9020

교육과의 관계

• 디지털 경제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접근성 및 적절한 기술 사용을 위한 역량과 관련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교육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 직원 교육을 지원할 단일 고용주가 없는 근로자가 늘어난다면 근무 현장 학습 및 교육은 어떻게 될까?

• 디지털화로 인해 소통과 협력 과정에서 대면 접촉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로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육 및 훈련 시스템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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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젠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평등한 근로를 위한 운동에 부분적으로 힘입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1970~80년대에는 많은 OECD 국가들이 성별에 의한 노동 시장 차별을 

금지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아이슬란드는 2017년에 최초로 근로자 수가 

25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동등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했다. 어린 나이부터 나타나는 과목의 선택, 성취도의 격차 등 교육적인 성별 관련 

차이는 향후 직업 면에서 남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의무 교육을 마치기 

한참 전부터 차별을 방지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림 5.3. 격차의 완화

남성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본 남녀 중위 소득의 미조정 격차, 남성 중위 임금 대비 비율, OECD 평균, 1995~2016

주: 데이터는 전일제 근로 및 자영업에 대한 것이다.

출처: OECD (2018), “Gender wage gap” (지표), OECD Gender Data Portal, www.oecd.org/gender/data/.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9039

OECD 회원국의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수십 년 동안 감소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전반적인 

평균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특히 격차가 크게 감소한 국가도 있었다. 가령 영국은 1970년 

50%에 달했던 격차가 현재 20% 미만으로 감소했다. 아직 OECD 평균인 14%보다는 높은 수준

이다.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35%로 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나 이 수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소득 평등뿐 아니라 근로 유형에 있어서도 아직 모든 국가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가령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여성은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거나 낮은 직위를 

가지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다. 경영진 및 임원 자리에 오르는 여성의 수도 남성보다 적다. 이 

문제도 변화하고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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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 면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아이 때문에 근로를 그만두는 사람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줄이고, 업무 능력 유지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만들어낸다. 이와 반대되는 흥미로운 트렌

드도 존재한다. 바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증가다. 이는 아이에게 좋을 뿐만 아니

라 노동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엄마를 해방시켜 줄 수도 있다. 1975년 기준, 아버지 

육아 휴직 제도를 제공하는 OECD 회원국은 3개국(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에 불과했

다. 이후 아버지 육아 휴직 제도를 채택하는 OECD 회원국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7개국이 되었다.

그림 5.4. 남성 유급 육아휴직제 도입 현황 

 남성을 위한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OECD 회원국 수, 1975~2016

출처: OECD (2018) “Length of paid father-specific leave” (지표), OECD Gender Data Portal, www.oecd.org/gender/data/.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9058

교육과의 관계

• 아버지 육아 휴직, 동등한 급여 지급의 의무화 등의 정책을 통해 남성은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성은 육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전통적 태도가 꼭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에 교육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수요도 늘어났다. 학교와 유치원이 이에 

맞춰 변화할 수 있을까?

•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트렌드는 시스

템의 수용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가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준을 보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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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변화

가족은 경제, 사회, 가치의 진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사회적 규범이 바뀌고 이혼에 관한 법률과 태도가 관대해지면서 지배적이었던 핵가족(결혼한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 친자와 함께 거주) 모델도 변화했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한부모 가족, 3세대 이상이 모여 사는 가족, 부모가 미혼이거나 재혼한 가족, 

의붓 형제자매나 입양한 형제자매가 있는 가족, 동성 또는 인종 간 커플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까지, 우리가 사는 현대 문화의 일부이다. 교육은 현대적, 전통적 가족 모두를 지원하고, 

이 가족들의 학습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5.5. 더는 비정상이 아닌 미혼 출산

 출산 당시 기혼 상태가 아니었던 어머니에 의한 아동 출생의 비율, 1970, 2016

주: 같은 기간 동안 데이터의 일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수치를 사용했다. (자세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출처: OECD (2018),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지표), OECD Family Database, https://stats.oecd.org/.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9077

전통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의 출생 시점에 여성은 기혼 상태였다. 그러나 결혼 

제도는 더이상 이전의 중심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와 더불어 

결혼보다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커플도 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혼외 출생 비율은 

OECD 회원국에서 전체의 약 4분의 1, 덴마크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약 절반 수준이었다. 2016년 기준 혼외 출생 비율은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 

전체의 약 40%이며, 칠레와 아이슬란드에서는 70%에 달한다. 현대 가족의 유형과 형태가 변화

하면서 혼외 출생한 아이를 금기시하는 현상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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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 또한 변화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체벌(잘못한 아이의 뺨이나 엉덩

이를 때리는 등의 행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러한 태도는 바뀌었다. 법에 따라 

아동이 가진 존엄성의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강화되면서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1970년, 스웨덴은 환경을 불문하고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을 가진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54개국이 되었다.

그림 5.6.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국가의 누적 수, 1978~2018

주: 이 그래프에 포함된 국가들은 가정을 포함해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2018), “Working towards universal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https://endcorporalpunishment.org/.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9096

교육과의 관계

• 가족은 변했지만 아동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 이혼이나 재혼, 부모 한쪽의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의 형태가 바뀌어도 아동을 위해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 학부모와 학교의 권리와 책임은 어려운 논쟁거리이다. 아동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자가 가지는 역할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속한 시스템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가? 의무화를 해야 할까?

• 학교 수준에서의 효과적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사이의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 가족 구조의 

다양성 증가가 이러한 관계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까? 그렇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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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에서 현실로

인터넷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가족 및 친구와의 대화나 의사와의 상담 등, 

과거에 물리적 접촉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했던 여러 활동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루

어진다. 그러나 디지털은 가상의 ‘두 번째 삶’이 아니다. 디지털은 점점 우리 현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고 있다. 일자리, 숙박 시설, 사랑하는 사람 등에 관한 온라인 활동이 오프라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교육은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도구와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동시에 사이버 폭력, 사생활 침해, 상품의 불법 거래 등 오용의 가능성도 

가르쳐야 하는 도전에 직면에 있다. 

그림 5.7. 매스 셀프 커뮤니케이션과 창의적 표현

 직전 3개월간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 만든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웹사이트에 공유한 사람, 2008, 2017

주: 위 도표는 26개 OECD 회원국 평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자세한 정보는 StatLink 참조)

출처: OECD (2018),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9115

소셜 네트워크는 개인적, 집합적인 표현과 창의성을 위한 공간이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정체성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YouTube), 트위터, 인스타그램(Instagram)을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와 공유 기능을 통해 직접 만든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셀프 브랜딩

(self-branding)이나 마이크로 셀러브리티(micro-celebrity,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등)와 

같은 현상을 탄생시키고 있다. 디지털화와 관련된 문화적 변화는 특히 새로 떠오르는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자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과 관련성이 높다. 교육은 학생들, 특히 이러한 

지원을 가정에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긍정적 ICT 이용과 탄탄한 디지털 역량의 개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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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은 택시 호출, 포장 음식 주문, 숙박 시설 예약 방식을 바꾸는 등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남는 방’처럼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다만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가격에 제공되거나 지역 서비스 및 인프

라와 경쟁하는 임시 숙박 시설의 증가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에어비앤

비가 시장에 등장하고 고작 1년 반가량이 지난 2010년,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총 25만박의 

숙박을 제공했다. 2016년에는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 

이와 같은 중개 서비스가 점점 흔해지면서 또래 간 가상 학습 등의 교육적 활동을 확산시키는 

데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5.8. 로그인, 체크인, 현금화

 미국 및 주요 유럽 시장의 에어비앤비 호스트 수와 제공된 숙박 일수, 2010~2016

주: 유럽 시장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을 포함한다. 도표에 나타난 호스트 수는 ‘숙박을 제공한 호스트’이다.

출처: OECD (2017),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https://doi.org/10.1787/9789264276284-en .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9134

교육과의 관계

• 자기 표현, 학습, 웰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생산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모든 학생

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피어 투 피어 시장(일종의 교육계의 에어비앤비)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 학생들이 역동적인 온라인시장 참여 활동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파트너십(기술 

전문가, 기업가 등과의 협력)을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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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오존층 파괴 물질 금지를 위한 

성공적 캠페인에서 볼 수 있듯, 우리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심지어는 되돌릴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 자동차를 고르거나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등, 구매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육류 소비 증가를 비롯한 인간의 다른 행동들은 계속해서 환경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교육은 지속 가능한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사회적 인식을 촉진하며 개인이 환경 파괴나 사회적 

착취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5.9. 친환경 모빌리티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전기자동차 수, 2013~2017

출처: IEA (2018), Global Electric Vehicle Outlook 2018, www.iea.org/gevo2018/.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9153

교통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이동(특히 항공)은 화석 연료의 연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심지어는 전기차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데 석탄과 가스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풍력, 태양광 등 ‘비교적 청정한’ 에너지원 또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는 사용 시에만 배출이 이루어지므로 도시의 

대기 오염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유통되는 전기차는 300만 대가 넘었다. 가장 많은 곳은 중국이었고, 유럽과 미국이 그 뒤를 

따랐다. 혼잡한 도시 지역에서 배출량과 대기 오염을 줄이고자 노력하면서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도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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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땅, 물과 같은 천연 자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 사례가 육류 생산업이다. 2000년 이후 유럽 연합과 미국의 연간 육류 소비량은 대체로 

변화가 없었지만, 세계 육류 소비는 수년간 매년 증가해 왔다. 이 추세는 적어도 2026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육류 소비 증가는 대부분 브라질,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일부 신흥

국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소비량이 가장 큰 국가는 현재 미국이다. 미국은 1위를 계속 

유지하다가 2026년에야 중국에게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을 통해 육류 대체재의 

품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채식주의와 비건 생활 방식이 인기를 얻게 된다면 지속적인 육류 

생산량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0. 육식의 미래

  지역별 과거 육류 소비량 및 향후 예측, 천 톤, 2000~2026

출처: OECD (2018), “Meat consumption” (지표)  https://data.oecd.org/agroutput/meat- consumption.htm.

StatLink 2 https://doi.org/10.1787/888933889172

교육과의 관계

• 시민적 가치, 비판적 사고 능력,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가진 책임감 있는 시민의 양성과 인식 제고에 

있어 형식 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

• 정부가 오염을 줄이고 자동차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도보 등교나 전기차 이용 및 기타 ‘청정’ 등하교 

방식에 대해 장려책을 만들어야 할까?

• VET 프로그램이 청정 에너지나 자전거 공유 및 카셰어링 네트워크 등의 새로 떠오르는 역량 분야와 

관련된 양질의 견습 제도를 제공하고 있을까? 아니라면 이러한 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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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문화와 교육: 향후 전망

이 챕터에서 소개한 트렌드와 교육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교육은 어떻게 

이러한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떤 해답은 즉각적이고 분명하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미치는 영향이나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필요성 등이 대표적 예

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소비처럼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도 있다.

교육과 현대 문화의 연결

창의력 및 기업가 정신

• 학생들이 미래의 기업가가 되기 위한 지식, 역량,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전통적인 과목별 구분을 넘어서는 역량과 창의력의 교육 및 학습 촉진 

•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협동을 통한 문제 해결과 팀워크 연습 

지원

가치 및 태도

• 공동체 내 사회적 가치의 차이 해소 및 학생 상호 졲중 

• 학부모, 교사, 관리자 간 신뢰 및 존중 장려 

• 교육 환경 내 차별 문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성차별 및 기타 형태의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 

다양한 가족

• 학교에서 전통적, 비전통적인 모든 가족 환영 

• 학습 환경에서의 다문화적 배경 인정 및 교사에게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학급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도구 제공 

• 학교가 모든 형태의 가정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자원 제공 및 전략 수립 

디지털 격차

• 모든 학생이 디지털 역량(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모두)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교사들이 가진 교육학적 지식, 디지털 지식, 콘텐츠 지식의 효과적 통합 촉진 

• 특히 여학생 및 소외계층 학생들의 ICT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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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분석: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최선의 계획을 마련해도 미래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본 항목에서는 이 챕터에

서 다룬 트렌드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본다.

충격 및 놀라운 현상: 스마트 약물?

• 인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약물에 관한 연구가 많다. 새로운 물질뿐만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진 

물질도 있다. 가령, 창의성을 높여준다며 LSD를 소량(일명 ‘마이크로도즈’) 섭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약물 

섭취와 관련된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 ‘스마트 약물’이 널리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위험이 존재할까? 이러한 위험이 초등학교에 다니는(또는 

이보다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까? 이외에 접근성의 평등에 관한 

문제로는 무엇이 있을까?

모순: 가족 활동 – 함께 노는 대신 함께 학습하기?

• 원격 가상 근무 및 학습이 발달하여 물리적인 근무와 학습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사람들

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수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학습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역으로 생활과 업무의 경계가 흐려지고 놀이나 일상적 소통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 공부 시간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놀이가 정규 교육의 필수적 부분이 될 수 

있을까?

단절: 윤리적 식품에 대한 선호?

• 개선된 육류 대체재, 인공 육류(일명 ‘실험실 고기’)와 같은 기술 발전과 대체 단백질원(식용 곤충 등)에 

대한 태도 변화를 통해 육류 소비량 증가 트렌드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

• 공립(및 사립) 학교 급식에 이러한 정책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도 있을까? 이를 통해 농과대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가 열릴 수 있을까?

복잡성: 기술을 통한 포용?

• ADHD, 자폐 등 학습이 어려운 질환의 진단은 최근 수년간 증가해 왔다.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편견의 

감소, 진단 기술 및 보고 체계의 발달, 환경적 요인을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각자 다른 필요 사항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및 근무를 위해 기술을 어떻게 사용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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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 에어비앤비(AirBnb): 집을 임차하고 싶은 사람들이 관광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운영하는 민간 회사.

• 광대역 접속(Broadband, access): DSL, 케이블, 위성 등 고속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 접속. 

최소 256 kbit/s의 속도로 다운로드 가능.

• 모바일 광대역(Broadband, mobile): 256 kbit/s 이상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는 모바일 가입 서비스. 가입 

시 HTTP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하며, 직전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한 데이터 연결

을 위해 사용된 적이 있어야 한다. 표준 SMS 및 MMS 메시지는 IP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도 활성 인터넷 

데이터 연결로 보지 않는다.

• 체벌(Corporal punishment): 힘의 강도와 관계없이 물리적 힘을 이용해 일정 수준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주고자 행해지는 모든 처벌 및 잔인하거나 모멸적인 비물리적 형태의 처벌.

• 혼외 출생(Extramarital birth): 기혼 상태가 아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 프리랜서(Freelancer): 2009년에 설립된 글로벌 크라우드소싱 마켓플레이스. 고용주가 공고를 올리면 프리

랜서들이 지원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 성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 남성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남성과 여성의 중위 소득 간 차이. 

데이터는 전일제 근로 및 자영업에 대한 것이다.

•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단일 고용주 밑에서 이루어지는 근로보다는 임시 직업이나 도급 근로를 바탕으

로 하는 근로 방식.

• 아버지 육아 휴직(Leave, father-specific):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부모’만 사용할 수 있는 고용 보호 

육아 휴직.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주어졌으나 이후 어머니에게 양도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출산 휴가(Leave, maternity): 출산, 또는 일부 국가의 경우 입양 전후에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 보호 휴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전, 산후를 합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짧은 산전 

휴가와 6~10주의 산후 휴가를 규정한 국가들도 있다.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은 출산 휴가 기간을 토대로 

공공 소득 보조 급여를 제공한다.

• 육아 휴직(Leave, parental): 출산 휴가와 남성의 육아 휴직을 보완하고자 부모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고용 보호 휴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산 휴가 이후에 사용한다. 가족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 소득 보조 

수급 자격과 달리, 육아 휴직의 권리는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한 시점에는 한 명의 부모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남성 육아 휴직(Leave, paternity): 출산 또는 입양 후(일부 국가의 경우) 아버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고용 보호 또는 일자리 보호 휴직.

• 세계 육류 소비(Meat consumption, worldwide): 소, 송아지, 돼지, 양의 도체 무게 및 손질된 가금류의 무게.

• 직업적 기동성(Occupational mobility): 사람(또는 자원)이 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용이함.

•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 콘텐츠, 재화,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가 만날 수 있는 양면, 또는 다면 

시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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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근로(Piece work): 소요된 시간이 아니라 생산된 대상의 수나 양을 바탕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근로.

• 업워크(Upwork): 엘란스(Elance)와 오데스크(oDesk)라는 두 플랫폼의 병합을 통해 2013년에 설립된 업워

크 글로벌(Upwork Global Inc.)은 비즈니스와 독립적 전문가들이 원격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프리랜서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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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각국 정부가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현안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하는 특별 기구이다. OECD는 각종 개발 및 기업 거버넌스, 정보 경제, 인구 노령화 문제와 

같은 사안을 앞장서 연구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를 지원한다. OECD는 각국 

정부가 정책적인 경험을 비교하고 공통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며 모범적인 실천 방법을 

규명하고 국내/국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

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도 OECD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 출판부는 OECD가 수집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통계 및 연구조사 결과와 

회원국 간에 협의된 협약, 지침, 기준을 널리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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