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unfuture.org

▶ 현 미래국제학교 (Future Int’l School/FIC)이사장
▶ 전 호주대사관 수석보좌관 홍보실장/영국대사관

공보관 29년
▶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수료

USC 교육학석사/ Ohio Univ. 영화제작수업
▶ 대구사이버대학교/평생교육원 미래예측전문가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 대구사이버대학교/평생교육원 미래예측전문가
과정 담임교수/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 현 세계미래회의 / (사)유엔미래포럼 대표
▶ (사)한국수양부모협회장/나봄문화 공동대표
▶ 저서
1) “미래예측 리포트” 랜덤하우스 중앙출판
2) “NEXT JOB-미래직업 대예측” 매경출판
3) “2020 트랜스휴먼과 미래경제” 교보출판
4) “전략적 사고를 위한 미래예측” 교보출판
5) “당신의 성공을 위한 미래뉴스” 도솔출판
6) “새로운 미래가 온다” 경향미디어출판
7) “미리가본 2018-유엔미래보고서2008” 교보출판
8) “어린이 리더를 위한 미래뉴스” 서울문화사2009
9) “2020 유엔미래보고서-도전과 기회의 미래, 교보
10) “2020 미래교육보고서”경향미디어 출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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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메가트렌드 가-카
분류 제목 설명

ㄱ 기후변화-물 에너지, 바이오
제약 식품- 신농업혁명으로

김천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은 신농
업혁명의 근거, 절약(conserver) 시대

ㄴ 나노 바이오 인포 코그노 미국정부 2004년 NBIC이 주요기술

ㄷ 다문화/사회적 기업 2030년 사회적기업 절반, 영국 6만개

ㄹ 라이프 스타일 변화, 라이프
디자인산업 부상

신세대 협업없고, 적게 일하고, 규율 없
고, 1인기업 1인미디어, 1인트위터

ㅁ 미래기술예측 산업 미래기술예측산업 GDP 10%로 뜬다

ㅂ 배움/교육 라이프 디자인, 부상 산업 부상직종 부
상전공 알고 시작해야

ㅅ 소셜미디어 신세대 소셜미디어에서 구매/의미있는
삶 희망/온라인 네트워크 웹은 17.0 

ㅇ 여성성 강화/아시아부상 여성성 강화, 여성 리더십 부상

ㅈ 저출산/출산장려운동 장애인 여성 생산노동력

ㅊ 창조층 부상 상류층위에 창조층 뜬다

ㅋ 클린콘텐츠, 클라우드컴퓨팅 긍정미래뉴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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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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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ervices: Disconnect
도서관서비스의 불만, 시대변화

• They like
– Multimedia 

environments

• We offer
– Text-based 

environments

– Figuring things out 
for themselves

– Working in groups

– Multitasking

– Active engagement 
& learning directly 
related to courses

– Systems that 
require prior 
understanding (or 
librarian help)

– Services for 
individual use

– Catalogs, 
databases, etc.



The hows of librarianship

도서관관계자들 생각보다 세상을 훨씬빨
리 변한다. 기술의 기하급수적 변화

The hows of librarianship change at a The hows of librarianship change at a 
much faster pace, and these changes 
are usually driven by technology.

사서들은 리스트만들기를 좋아한다.(무용
지물!!) 다 만들면 이미 사라지고없는 것

And, librarians love lists



카탈로그가 한 예. 카탈로그 다 만들
어 놓으면 세상이 다 바뀌어 있다. 
Catalogs are a good example



잡지 인덱스 다 만들고 나면 그 잡지가 소
멸하고 없다.Journal indexes are another



데이타베이스는 안만들고 리스트나 인덱
스만 만드는 사서들이 문제. Lists as 

indexes, not databases

With the advent of freely available, 
industrial strength indexers – not 
databases – we have seen an databases – we have seen an 
evolutionary development in the 
creation of lists. This is the work of 
the “information retrieval” community 
whose tools are mathematics, and 
the epitome of this community is… 



“Smart” computer indexes

# calculate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sub tfidf {

my $n = shift;  # number of times found in document
my $t = shift;  # total number of words in document
my $d = shift;  # total number of documentsmy $d = shift;  # total number of documents
my $h = shift;  # number of hits in the corpus

my $tfidf = 0;

if ( $d == $h ) { $tfidf = ( $n / $t ) }
else { $tfidf = ( $n / $t ) * log( $d / $h ) }

return $tfidf;

}



“Next-generation” catalogs

One possible future for libraries lies in 
the re-creation of our venerable 
library catalogs, but I think this library catalogs, but I think this 
represents a limited vision…





New ways to do old thing

If this is the case, then you will need to 
use computer technology to:

1. Decide what content to include 1. Decide what content to include 
(collections)

2. Collect it (acquisitions)

3. Normalize it (cataloging)

4. Index it (systems)

5. Provide access to the index (public 
service)



Facing Challenges, Finding 
Opportunities

Credible in the eyes of administrators

• Partner with other 
departments and 
support areas.

• Tie your programs to 
funding.  

• Don’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 water.  
If it still makes sense, 
advocate for it.



Facing Challenges, Finding 
Opportunities

Future role of academic librarians/libraries

• Grow partnerships with 
instructional faculty and 
direct support of curricular 
goals.

• Continue development of • Continue development of 
assessment that is tied 
directly to course learning 
outcomes.

• Librarians will take a more 
active role in programs 
aimed at improving retention, 
persistence, and student 
success.



Facing Challenges, Finding 
Opportunities
Future role of academic 

librarians/libraries

• Libraries will continue to 
morph into collaborative 
learning centers with mixed-
use space.use space.

• Librarians will continue to 
adapt to the changing 
landscape of higher 
education.



Difficulties Reading Long Form Difficulties Reading Long Form 
WorksWorks

• E-book readers are emerging, but…

– Not yet ubiquitous (expense, doubts 
about single-function device, about single-function device, 
preference for print, etc.)

– Do not yet support scholarly needs, e.g. 
page references, easy annotation, copy 
& paste, color illustrations, etc.

– In some cases, format does matter (e.g. 
for book studies) 



Digital Rights Management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Can Limit Research(DRM) Can Limit Research

• DRM limits what people can do & 
thus their demand for e-books

–Copying & pasting, printing, –Copying & pasting, printing, 
accessing on multiple devices, 
loaning, etc.

� Concern about who owns e-
books 

� Amazon’s Orwellian behavior



Licensing ConcernsLicensing Concerns

� There are few models for libraries 
loaning e-books for use with e-
readersreaders

� First sale doctrine

� Interlibrary loan of licensed e-books 
is still very murky

• Long-term access to subscription 
material



Librarians’ Concerns about Librarians’ Concerns about 
Transition to DigitalTransition to Digital

• New roles, new skills required
• Fear of change (job loss, organizational 

culture, etc.)
• Preservation concerns• Preservation concerns
• Insistence on the continued importance of 

print in fostering immersion, serious 
scholarship

• Difficulty adapting to new workflows
• But libraries are adapting, exploring new 

models such as patron-driven acquisition



Preservation ConcernsPreservation Concerns

• “The best preservation system ever 
invented was the old-fashioned, pre-
modern book.” (Robert Darnton)

• Technical Issues:• Technical Issues:
– Hardware
– File formats

• Social Issues:
– Who has responsibility for preservation?
– Who will pay? 
– How can we trust custodians of information?



Emerging Solutions to Emerging Solutions to 
PreservationPreservation

• Collaborative print storage facilities

• Bringing e-books into digital preservation 
programs, e.g. (C)LOCKSS, Portico

• National libraries as custodians of electronic • National libraries as custodians of electronic 
resources

• Emerging shared, distributed private networks (e.g. 
MetaArchive, DuraCloud)

• Incorporation of emerging standards into 
repositories (e.g. OAI-ORE, PREMIS)



Why Look at New Academic Why Look at New Academic 
Libraries?Libraries?

• Post Internet-revolution

• More freedom in defining mission and 
prioritiespriorities

• Not as encumbered by legacy 
collections or processes

• Limited resources force creativity



What is the 21What is the 21stst Century Library?Century Library?

• “Should a twenty-first-century academic 
research library be organized along the 
lines of public services, technical services, 
special collections, and all the other 
traditional library divisions, or should its traditional library divisions, or should its 
organization take some new form? Should 
the new research library have books or 
truly be an online operation? What form 
should the library building itself take? What 
kind and how many staff would be 
needed?”  (Donald Barclay, “Creating an 
academic librar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ibraries We ExaminedLibraries We Examined

• UC Merced (2005)
• CSU Channel Islands (2002)
• Olin College of Engineering (2002)
• Soka University (2001)• Soka University (2001)
• Arizona Health Sciences Library-

Phoenix (2007)
• A. T. Still Learning Resource Center 

(2002?)
• NYU-Abu Dhabi (2010)



Be flexible in offering access to Be flexible in offering access to 
information information 

• “Container-neutral” policy: get 
information to patrons in most 
appropriate format

• Just-in-time rather than just-in-case • Just-in-time rather than just-in-case 
collections

• Adopting e-journals frees up space & 
staff time
– Less processing, cataloging & acquisitions 

work
– More space for collaborative areas



도서관은도서관은 모임공간으로모임공간으로 Build flexible facilities Build flexible facilities 
that support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that support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

• Library as “third 
space” 
supporting 
collaboration & collaboration & 
interaction

• Flexible, 
configurable

• Lots of 
technology 
support UC Merced Library



도서관이도서관이 디지탈센타되어야디지탈센타되어야 What is the What is the 
Feasibility of a PrimarilyFeasibility of a Primarily--Digital Library?Digital Library?

• Depends on the kind 
of library
– Probably: special library 

(medical, law); 
teaching library; 
distance-ed library

– Not yet: research library– Not yet: research library
• Still some significant 

barriers: technical, 
cultural, economic, 
policy

• But libraries should 
plan for digital future 
on the near horizon

http://www.flickr.com/photos/eugen
esong/2552984224/



농경시대 7천년
산업시대 2백년
정보화시대 50년
후기정보화시대 20
년년

광속으로 변하는 미
래사회, 준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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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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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칩을 몸에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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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문자보내던 시절 기억하세요? 

(트위터 140자)

t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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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교육
Education

교육의 천지개
벽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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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8-24세 학생수
급감. 꼴지 2위 나라 한국, UN 자료

Sourc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revision 2006)



2025예측 학령인구 급감하는
나라 한국 꼴지서 2위, OECD

Source: OECD, Higher Education 2030, Vol. 1 Demography



• Dr. Nithy Theva (니티 디바박사) 사이언스
말레이지아 국립대학교 기획처장

• 말레이시아 정부- 세인스 말레이시아대학 연구실행기관
지정, 초중등학교에서의 교과목을 현재의 국어 수학 과학
생물 지리 등에서,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의사소통능력, 팀워크, 리더십 등 교
체. 1천명의 교사가 새로운 교수법 교육시작, 초중등 교과
목을 지금의 분야별에서 행동 및 문제해결능력 사회나 기목을 지금의 분야별에서 행동 및 문제해결능력 사회나 기
업요구사항 특히 미래예측 교육 실시 결정

• 신 글로벌교육시스템구축하여 해외수출목적. 창의성, 지
성, 연구개발능력, 질의응답능력 등에 중점을 둔 창의적인
교육 실시 목적. 지구촌 과제 특히 기후변화, 환경오염, 빈
곤국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인도 등을 돕는 프로젝트
즉 10억명 빈곤층을 돕는 일을 최대목표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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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지아 교육개혁 안

• 1) 질의응답, 학습과 연구개발 스킬을 유치원에서부터 기른다

• 2) 미래예측과 미래연구가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커리큘럼 포함. 

•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특히 과학과 수학총력 커리큘럼

• 4) 강력한 지도력, 세련되고 열정적 지구촌의 미래, 창의적 사고

• 5)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검색, 활용. 핸드폰등 이동식 기기를 활용교과
정. 교육이라는 것이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것, 더 좋고 더 빠른 기술이 나
왔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줄이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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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세에 유치원

• - 그 이후 6세부터 1-10학년까지만 존재

• - 15세부터 대학입학, 4년과정

• - 졸업 후 입직하거나 온라인, 가상현실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 - 졸업이 목적아니라, 지구촌 10억 빈곤층 돕기, 세계시민교육

• - 초중고등학교 시험소멸. 졸업시험으로 IB Diploma봐,



rfid 칩 넣은 부부, I 사이보그부부

• 케빈워윅이 그의 손가락을 들면 그의 아내
아리나가 번개를 맞은 듯 느낌을 느낀다. 두
사람의 팔에 신경연결칩nervous systems을
연결하고 라디오 신호를 컴퓨터에 연결시켜
1010리밖에서도 부부가 상대방의 손가락 움직임
느낄 수 있어, 배고픔도 함께 느껴

• Veri Chip 베리라는 칩 삽입

• 장력이 있는 센서를 임플란트하여 마그네틱
비전을 공유

• Magnetic field sensor implants/Magnetic Vision



언어장애자 전자통신기술발전, 메신저
가능, 의료보건의 천지개벽 온다.

완전 마비환자, 언어장애자 말 못하다가
컴퓨터로 타인과 의사소통 메신저 가능
2010-09-17 39박영숙(사)유엔미래포럼



세계적인 두뇌 공학자, 뮬러, 
블랭커츠, 큐리오 뇌공학자들

2010-09-17 40박영숙(사)유엔미래포럼



2030년에 뜨는 직업들(I)
- 미국 Foresight Network, Survey

• 인간 장기 제조회사
• 나노 의사
• 약제 농업
• 노화예방 매니저• 노화예방 매니저
• 기억력 증강 내과의사
• 첨단과학 관련 도덕관리자
• 건축물 투어가이드
•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 질병검역 관리자



2030년에 뜨는 직업들(II)
- 미국 Foresight Network, Survey

• 날씨 조절 관리자
• 인터넷 변호사
• 아바타 매니저 / 인터넷 교사
• 대체에너지 자동차 개발자• 대체에너지 자동차 개발자
• 협송
• 쓰레기 데이터 관리자
• 타임 브로커 / 시간 은행 트레이더
• 소셜네트워크 전문가
• 개인 브랜드 만드는 전문가



2020년에 부상하는 신 직종들

• 1. Organ Agent 장기취급전문가.  인공장기제품전문

• 2. Automated Systems Monitor 자동시스템모니터 전문가, 

• 3. End-of-Life Planner 죽음설계사, 의료보험등 죽음 준비 도우미

• 4. Traceability manager 지구촌 자원공급 균형, 탄소배출 전문가

• 5. Cloud controller 태양광을 차단, 비오게 구름사용권 조절가. • 5. Cloud controller 태양광을 차단, 비오게 구름사용권 조절가. 

• 6. Hydrogen fuel station manager 수소주유소 에너지 유통매니저

• 7. Uranium recycler 우라늄 리사이클링전문가, 재생 회수전문가. 

• 8. Mechatronical engineer 기계엔지니어, 제품디자인 융합엔지니어

• 9. Metal skin consultant 배 우주선용 자동수선 신소재 컨설턴트

• 10. Digital architect. 가상현실을 아이폰으로 불러오는 가상빌딩 가
상시장 가상제품 서비스 디자인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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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상하는 신 직종들

• 11. Avatar design-security consultant 아바타디자인 안보컨설턴트

• 12. Personal bot mechanic 로봇 정밀수술, 개인 건강관리 로봇기술자

• 13. Powered exoskeleton engineer 건설현장 전쟁터 위험한 환경 및 현장에
서 일할 로봇이나 웨이러블 로봇 관리 엔지니어. 

• 14. Simplicity consultant 브랜드관리 기술변천관리담당 설명 컨설턴트. 

• 15. LocaPreneur 지방은행 지역화장품 음료수회사가 대기업담당 전문가. 

• 16. Bioinformationist. 바이오정보가. 유전자정보, 의료실험 기술 전문가. • 16. Bioinformationist. 바이오정보가. 유전자정보, 의료실험 기술 전문가. 

• 17. Geomicrobiologist 지리학 환경과학 미생물학 등 미생물체가 신약개발
환경오염제거 관리 지오마이크로생명공학자. 

• 18. Experimental therapist. 실험용 치료사.부상 치료기술을 실험하는 치료사

• 19. Online education broker 온라인교육브로커. 학생과 부모들에게 제공할
학습페키지, 지구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코스나 교과정 모듈 개발 전문가. 

• 20. Space tour guide 우주투어가이드, 버진항공 버진 칼락틱 2011년 우주여
행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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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Farmer Agricultural entrepreneur 유전자공학이나 친환경농업 전문 사업
가

• 22. Personal food shopper 개인식품 구매서비스전문가, 균형 잡힌 영양공급
, 유기농식품 소스 찾기 전문가. 

• 23. Hospital consultant 병원 컨설턴트는 로봇의 의료수술 대체. 값싼 의사라
불리는 전문가 간호사. 

• 24. Shop assistant 구매 보조자, 온라인쇼핑 셀프서비스 스캐너, 물건재고정

2020년 부상하는 신 직종들

• 24. Shop assistant 구매 보조자, 온라인쇼핑 셀프서비스 스캐너, 물건재고정
리 보조자. 

• 25. Union organiser 노동조합 조직가. 노조가입인구 급감으로 과학기술분야
노조조직전문가. 

• 26. Construction worker 3D입체프린트로 모델을 프린트, 건축 건설 기술자

• 27. Soldier 사병대신할 로봇,기계 무인자동차 조종 군인

• 28. Lawyer & Politician 법률가. 법 지식 법률서비스는 대부분 무료화. 인간
설득력가진 자, 29. Writer 작가. 기술매뉴얼, 로봇매뉴얼 로켓비행기, 기술개
발, 첨단기기 조작접작가

• 30. Entertainer & Artist 연예인 예술가. 배우나 예술가
45



• 31. Caretaker, prostitute, tax collector 장례전문가, 창녀, 세무사 존재

• 32. Higher-Education Administrator 직업학교나 평생대학원 증가,학교
행정가. 

• 33. Program Evaluator 정부프로그램평가사, 결과평가사 늘어난다. 

• 34. Genetic Counselor 유전자 상담자, 유전자 질병피해 설명 환자 상담

2020년 부상하는 신 직종들

• 35. Corporate Executive in Global Business Development or Global 
Workforces 글로벌 비즈니스개발 인력관리 전문가

• 36. Cognitive-Behavioral Therapist 인지 행동치료사. 정신질병 치료사. 

• 37. Immigration Expert 이민전문 체류 서류 전문가. 

• 38. Researcher 정부지원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쓰는 전문가

• 39. Health-Informatics Specialist 건강정보전문가, 국립의료데이타베이
스 기록 보존하는 전문가. 

• 40. Optometrist 고령인구전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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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직업군, 기술자 , 전문가, 서비스전문가, 
마켓 세일즈 홍보전문가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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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edefop, 2010



채용시채용시 원하는원하는 기술기술 트렌드트렌드 변화변화

�각종 자격증, 인증서, 인턴경험, 트
위터 페이스북 등 SNS활용능력,  미
래예측/미래트렌드 분석 스킬

�최고의 요구는 융통성, 융합 의사소�최고의 요구는 융통성, 융합 의사소
통, 분석, 어떻게 배우는지를 아는 능
력 ( transversal, generic skills,  
communication, analysis skills, 
« learning to learn »…)



교육변화 화두
어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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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대학의 변화
1) 사이버 대학(Wired U)들이 대부분이며 스타 강사들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수업하며, 높은 생산가치를 겸비한
“교육과 재미”(edutainment)를 특성화 한 대학들;

2) 맥 유니버시티(MacUniversity) 즉 저렴하고 손쉽게 접
근이 가능한 소비자만족을 목표로 하는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를 한 커뮤니티 대학들;

3) 대기업 직원 훈련소(Educational Maintenance Org)로
주요 기업의 요구맞는 맞춤 직원교육기관;주요 기업의 요구맞는 맞춤 직원교육기관;

4) 아웃소싱 대학교(Outsourced U) 즉 도서관, 식당, 스포
츠, 기숙사, 심지어 커리큘럼까지 아웃소싱 하여 외부
의 대기업 공급체들이 세계 각 대학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수의 정규직원만 있는 대학;

5) 웨어하우스 대학(Warehouse U) 즉 어차피 기계화자동화
또는 제조업의 제3세계 진출로 일자리가 없는 학생, 인
력시장에서 밀려난 젊은이들과 고령인구를 학교 안에
붙들어 두고 직업이나 직장과 무관한 재미있고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며 정부가 지원하는 평생
학생 창고 등이 미래형 대학이다. 50



(http://www.careervoyages.gov) 미교육부
와 노동부“커리어 보이지”에서 미래직업

Which Industries Are Growing?

Sort by
Industry 

Sort by
Number 

Advanced Manufacturing 첨단제조업 260,000

Aerospace 우주항공산업 18,000

Automotive 자동차산업 451,000

Biotechnology 바이오산업 7,000

Construction 건설업 1,850,000

Energy 에너지산업 130,000

Financial Services 금융서비스업 2,450,000

Geospatial Technology GPS산업 33,000

Health Care 헬쓰케어산업 4,992,000

Homeland Security 안보 보안산업 970,000

Hospitality 호텔숙박요식업 6,861,000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산업 208,000

Retail 도소매유통산업 3,176,000

Transportation 교통산업 990,000

Cross Industry Occupations 융합기술산업 10,890,000

Total 33,2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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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미래, 허먼 팬 시나리오

An Example of the Harman Fan 
Scenario Approach 

Note: This presentation contains 

active fields to move you through it.

© 2002 UHCL Futures Studies Department Acknowledgements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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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er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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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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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Prof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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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Inside 

Speci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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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rman Fan contains possible 

future states of universities. They have 

been organized in chronological order

from sooner to later in the evolution 

process. By clicking on each of the states,

a description can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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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시학습(Just in time learning): 
(2)통합평생교육
(3)개인능력향상 물질(영양) 공급

유엔미래포럼, 교육혁신위 교육비전 2030 
리얼타임델파이 미래예측조사결과

(3)개인능력향상 물질(영양) 공급
(4)시뮬레이션 이용
(5)Web 17.0
(6)두뇌 인지공학 발달



유엔미래포럼 2030미래교육보고서, 혁신위보고
서2007, 웹17.0,두뇌강화, 즉시학습,시뮬레이션



과학교육포탈 캘리포니아, 테드칸디자인
월드 제작NexistWiki for Education



Copyright ©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한국대표

www.unfuture.org

유엔미래포럼 행사,
미래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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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유엔미래포럼 각국 지부들

Nodes identify participants, translate questionnaires and reports, and conduct 
interviews, special research, workshops, symposiums, and advanced training.



미래예측기법 40가지의 예
Version 3.0 (2009.4.)

1.    Introduction to the Futures Research
1.5  Evaluation and organization of 

Methods
2.    Environmental Scanning
3.    The Delphi Method
4.    Real-Time Delphi
5.    The Futures Wheel
6.    The Futures Polygon

21. Participatory Methods
22. Simulation and Games
23. Genius Forecasting and Intuition
24. Visioning for Strategic Planning
25. Normative Forecasting
26. TRIZ
27. S&T Road Mapping
28. Field Anomaly Relaxation (FAR)

i7.   Trend Impact Analysis
8.    Cross-Impact Analysis
9.    Wild Cards
10.  Structural Analysis
11. The Systems Perspectives
12.  Decision Modeling
l13. Substitution Analysis
14.  Statistical Modeling
l15. Technology Sequence
16.  Morphological Analysis
17.  Relevance Trees 
18.  Scenarios
19.  Interactive Scenarios (software)
20.  Robust Decisionmaking

28. Field Anomaly Relaxation (FAR)
29. Text Mining for Technology Foresight
30. Agent Modeling (demo software)
31.  Prediction Markets
32. Forecasting By Artificial Neural Networks
33. State of the Future Index
34. SOFI Software System
35. Multiple Perspective Concept
36. A Toolbox for Scenario Planning
37. Heuristics Modeling
38. Personal Futures
39. Causal Layered Analysis
40. Linking Methods
41. Integration, Comparisons, and Frontiers



“미리가 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 박영숙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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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석학 허먼 칸, 
한국의 새마을운
동 아이디어제공,

1-3차 경제개발
계획 미래기술예
측으로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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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 Resource UseEnergy & Resource Use

Population

Pollution  Pollution  

ClimaxClimax

Techno-ExplosionTechno-Explosion

Green-Tech StabilityGreen-Tech Stability

지구미래 4개 시나리오
(adapted from David Holmgren www.futurescenarios.org )

Earth

stewardship

Earth

stewardship

Total CollapseTotal Collapse

Great Grand Great Grand 

ChildrenChildren

AgricultureAgriculture

10.000yrs BP10.000yrs BP

Industrial Industrial 

RevolutionRevolution

Baby BoomBaby Boom

Pre-industrial 

sustainable culture

Pre-industrial 

sustainable culture

Historical Time Future Time



한국 갑자기 녹색성장 주도국 주장? 한국
녹색운동 1970년 박정희가 시작, 40년역사

• Korean Green Growth 

Movement was initiated by 

futurist Herman K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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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부장관 김성진, 김입삼, 허먼 칸 방한
박정희와 몇날 몇일 미래이야기, 친밀한관계

• President Park and his Learned Friends: Some 
observations on Contemporary Korean Statecraft 

• By Sugwon Kang 

• In 1969, eight years after his armed usurpation, President Park Chung Hee of South 
Korea had his country's constitution amended so that he could seek a third term. 
Three years ago, in October of 1972, as he was serving his last term under the new 
rules, Park declared martial law, dissolved the National Assembly and suspended the 
constitution. He did all this, as we were then told, in order that he might better hope 
with the "stark realities of a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1 He was 

64

with the "stark realities of a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1 He was 
referring to East-West détente, which he viewed as a deadly threat to one of the twin 
pillars of his legitimacy; anti-communism and economic modernization. 

• His learned friends were: Herman Kahn, Robert Scalapino and Zbigniew 
Brzezinski, R Stanley Hoffmann…….



GCCSR 김천기후변화종합상황실 자문위원장, 

모한 모나싱이 2007년 노벨수상자

• Established on 19th

August 2009, in 
Gimcheon, Korea. 

• Promoted by Jerome 
Glenn of MP/ financed Glenn of MP/ financed 
by Youngsook Park of 
UN Future Forum & 
Gimcheon City

• Int’l interns both 
working on-site and as 
tele-inter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