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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네 가지 뉴노멀



1.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

“Homo Sapiens have become an endangered species and a new species of humans is making 
great strides to take over the planet.” Source: Santander Global Tech

New species of humans is Homo Digitalis. 



 제1차 초 거대 혁명: 농업혁명(신석기 혁명) 

1만년 전

 제2차 초 거대 혁명: 산업혁명(1차-2차) 

18세기 중엽-20세기 중엽

 제3차 초 거대 혁명: 디지털 혁명(3차-4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이후

지금은 호모 사피엔스의 30만년 역사에서
세번째 맞는 초 거대 혁명 시기



 20세기 후반 – 현재

 준비단계(3차 산업혁명) 

 ICT 혁명, 즉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컴퓨터와 통신혁명

 도약단계(4차 산업혁명)

 ICT 혁명의 도약: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

 인공지능(AI)-로봇

제3차 초 거대 혁명: 

디지털혁명(3차-4차 산업혁명)



디지털 사회의 특징



2. 노인 사회

평균수명

35세(20만년 전)  35세(1세기)  35세(18세기 말)  75세(2020년)  100세(2050년)



출처: https://ourworldindata.org/life-expectancy

기대수명, 1997-2019



합계출산율 추이, 1950-2021



Source: World Bank Open Data

Percentage of persons aged 65 year or over,  1960-2020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65UP.TO.ZS?locations=CN-JP-KR-US-PH-XC&name_desc=false&view=chart


 노인사회의원인
 기대수명의증가

 합계출산율의감소

 전망

디지털기술의발전으로기대수명더욱빠르게증가

기대수명증가, 사회양극화, 디지털사회로의전환으로합계출산율
더욱감소

기대수명의지속적증가와합계출산율의지속적감소로인구고령화
지속



 노인사회의특징

1. 노인과젊은층간의부의양극화

세계부의절반을 60세이상노인이차지

미국의경우에는 80%

2. 노인간의부의양극화

노인간의부의양극화는더욱심함

3. 구조적경기침체가능성

생산은인공지능, 로봇등이대신할수있음

그러나소비수요는위축될것임



3. 양극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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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2021

Source: World Inequality Lab (2022),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주요국의 상위 10% 소득 비중 주요국의 하위 50% 소득 비중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ase



한국의 상위 10%와 하위
50% 소득 비중



19Source: World Inequality Lab (2018),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부의양극화



사회양극화의근본원인
산업혁명과디지털혁명에따른기술진보

자유시장경제체제의확산과세계화

인구고령화

전망
 디지털사회로의전환으로사회양극화더욱심화

 노인사회로의전환으로사회양극화더욱심화



4. 기후 위기



Global surface temperature increased 1.1℃ since pre-industrial times 

Source: IPCC 6th Assessment Report: Working Group 1, 2021.

지구 온도 상승 추이



175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이산화탄소의 주요 배출원 추이

출처: BBC, “The state of the climate in 2021”, January 11, 2021

산업용 연소

육상 운송

화력발전

https://www.bbc.com/future/article/20210108-where-we-are-on-climate-change-in-five-charts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

출처: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출처: IPCC AP6  WG1 (2021)

공통사회경제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의
시나리오별 기온상승 전망



 기후변화위기는더욱심해질전망

코로나로환경과지구온난화중요성부각

그러나선진국과개도국간의이해상충으로적극적인대응
어려움

화석연료감축과신재생에너지사용증가는필수

식량위기



1. 디지털사회의 뉴 이코노믹스

2. 지속가능한 뉴 이코노믹스

II. 뉴 이코노믹스





 Stages of development for Industrial Society 
(Walt Rostow)



 Stages of development for Digital Society 

The Industrial 

Society

Unknown 

Stage 

Exponential growth of various 

technologies  with convergence of digital 

technologies. 

Birth of computer and IT technology,
Establishment of high-speed Internet network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anufactured products

Diversification and integration of the real 

and virtual worlds



 디지털사회의경제지표측정

GDP
무료또는저렴한가격에제공되는디지털서비스의계산방법

예: 위키피디아, 구글맵, 온라인뉴스, ChatGPT 등

메타버스상에서디지털화폐로거래되는디지털서비스의계산방법

물가
 CPI 계산을위한바스켓에포함된상품및서비스의종류에디지털
서비스를포함하는방법

생산성
 GDP = F(노동, 자본, 토지, AI-로봇)



화폐의변화
 수렵채집사회

물물교환

 농업혁명이후

상품화폐

 산업혁명이후

명목화폐

 디지털혁명이후

명목화폐 vs. 암호화폐 vs. CBDC 



산업사회의통화정책
중앙은행이본원통화를발행하고상업은행이대출을통해
통화량을확대

디지털사회의통화정책
개인이발행하는암호화폐의경우

중앙은행이발행하는 CBDC의경우





 Debates over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Old view: Kuznets Curve

“As an economy develops, economic inequality first increases and 
then decreases.”



 Debates over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New view:

Ostray, J., A. Berg, and C.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SDN/14/02, 

“Lower net inequality is robustly correlated with 
faster and more durable growth.” 



 Debates over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New view:

Kumhof, Michael, Romain Rancière, and Pablo Winant
(2015),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5 (3): 1217-45.

“Empirically, the periods 1920-1929 and 1983-2008 
both exhibited a large increase in the income share 
of high-income households, a large increase in debt 
leverage of low- and middle-income households, and 
an eventual financial and real crisis.” 



 Debates over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Old view: Environmental Kuznets Curve (Grossman 
and Krueger, 1991)

“As an economy develops, various indicators of the environment first gets 
worse and then get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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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ates over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Criticism on EKC:

The applicability of the EKC is questionable when it comes to 
natural resource use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For example, energy, land and resource use (sometimes called 
the "ecological footprint") may not fall with rising income.

While the ratio of energy per real GDP has fallen, total energy 
use is still rising in most developed countries as are total 
emission of many greenhouse gases.



 Debates over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Criticism on E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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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발전: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Sustainable developmen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지속가능발전의 3중 딜레마(Trilemma)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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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 경제학 교과서

사뮤엘슨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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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 경제학 교과서

멘큐의 경제학



46

전통 경제학에 대한 항의

2011년 멘큐 교수 강의실에서 하버드 학생들의 집단 퇴장

2015년 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연례회의에서 학생들의 항의 데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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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이코노믹스 교과서



III. 제4의 길



네 가지 스완에 둘러싸인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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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의 간단한 역사

• 제1의 길: 자본주의

• 제2의 길: 사회주의

• 제3의 길

• 탈성장주의(De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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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 길

• 비전

“지속가능한 참 발전(Sustainable True Development)”

• 3대 목표

(1) 지속가능한 경제

(2) 지속가능한 사회

(3) 지속가능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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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장지표(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



53

제4의 길

• 4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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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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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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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 길

• 지속가능한 참발전을 위한 포용과 녹색의 참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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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교육 기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임.

 공정한 고용 기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임.

 생산적 사회 안전망 강화

 재교육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

포용적참성장
참성장과사회적지속가능성의윈-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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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비용의 가격 내재화

 녹색 세제개혁: 환경관련세 증가, 소득세 감소

 보조금 개혁: 전기, 유류 보조금 등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

 환경산업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미래 산업 육성

 환경 관련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경제침체시에 환경 관련 인프라에 공공투자를 늘림으로써 환경보존과
동시에 경기부양(고용 증대).

녹색참성장
참성장과환경의윈-윈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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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필로그: 기회와 위기의 대한민국



 네가지스완에둘러싸인인류

 세계는디지털전쟁돌입

 인구고령화로인한구조적경기침체

 세계주의퇴조와미중간패권경쟁

세계 정치경제질서에미치는 의미



 기회의대한민국: 디지털혁명

 위기의대한민국: 인구고령화

 위기의대한민국: 사회양극화

 위기의대한민국: 기후위기

기회와 위기의 대한민국



 교육개혁을넘어교육혁명

 세계최고의대학만들기프로젝트

 세계최고의첨단기업생태계조성

 스마트시티를넘어스마트국토

디지털 패권국이 되기 위한 대책



이현훈
hhlee@kang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