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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24시간, 땀과 노력의 결정체 – 도시
 Civilization ≈ Civis(시민)/ Civilitas(도시) 

 J.M.Cowper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Edward Glaeser “도시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도시와 문명:  도시는 문명의 집약체이자 모태이다. 도시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총집결 되어 “문명을 꽃피우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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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역사 – 도시화의 역사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Q8eiDlfbNpyBjM&tbnid=2MRnNWeVV3iOHM:&ved=0CAUQjRw&url=http://www.ssqq.com/travel/barcelona2009romereborn.htm&ei=1-kKUq_SG-2aiAfp3YDgDg&psig=AFQjCNG3svBKXeWvv5qZL587pcvF5DQYuA&ust=1376533310267711


• 성경 속 카인과 아벨

도시 혁명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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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벌어졌을

세계사적 드라마를 극단적인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아벨은 양치기(유목문화)였고 카인은 농부(농경문화)였다. 

•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 야훼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 야훼는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어를 도사릴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했다. 

•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꾀어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죽였다.

< 창세기 4:2> ,<세계사라는 참을 수 없는 농담, 알렉산더 폰 쇤부르크(2017)>



서양의 성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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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목민들은 양을 몰고, 사냥을 하면서 광활한 지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그들을 가로 막고 서있는

벽(성)을 발견했다.

가나안으로 가던 유대인들은 일제히 성으로 쳐들어가 성을 점령하였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건, 양이건, 모조리 칼로 쳐 없애게 했다. 그들은 도시에 속한 모든 것을 불살랐다. 

도시를 다시 세우려는 자는 아들을 잃는다는 저주를 받았다.  < 여호수아 6:20-26>



서양의 성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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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영우 고려대 명예교수, 도시의 지리적 차이



동양의 주례고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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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 中 ‘좌조우사(左祖右社)’ ‘면조후시(面朝后市)’

• 성벽의 한 길이를 9리로 하고, 각 성벽에는 3개의 문을 낸다. 

• 성안에 가로 세로 각 9개의 길을 내고, 길의 폭은 아홉 마차의 폭으로 한다. 

• 좌측에는 조상, 우측에는 사직을 두며 앞에는 조정을, 뒤에는 시장을 둔다.

[출처] 남영우 고려대 명예교수, 도시의 지리적 차이



동양의 주례고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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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성] [경복궁]

[발해 상경성]

[일본 헤이안쿄][출처] 남영우 고려대 명예교수, 도시의 지리적 차이



농경문명에는 농경사회에 맞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농경문명은 시안과 로마라는 도시가 주도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도시들은 시안과 로마를 모방했습니다. 



산업문명시대 – 대규모 공장/대도시의 출현, 직주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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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문명에는 산업화시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적합한

대도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산업문명은 런던과 뉴욕이라는 도시가 주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들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농경문명

중국 시안(西安) 주도

실크, 도자기 생산

?

산업문명

영국〮미국 런던〮뉴욕 주도

핸드폰, 가전제품 생산

미래문명

주도

미래문명상품 생산?   ?

신문명도시新文明城市

세계인이 이것 없이는 못사는 미래 문명상품을

신문명도시 통해 중국〮아시아가 주도

새로운 도시의 필요성

디지털혁명시대에는
신경제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신문명도시가 나올 것입니다.

인류는 혁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창조력<에디슨+포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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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미국 –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도시

필요를 발견하고, 발명한다: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에디슨
전기의 발명

GE의 설립

엘리베이터 고층 빌딩

가사노동 해방, 가전산업시대
스마트 홈

1902 선풍기 1905 토스터기
1910 전자렌지 1917 냉장고

포드
자동차 생산

*에디슨회사 직원

직주 분리∙출퇴근, 자동차산업시대
이동수단의 변화

자율주행차, 
드론, 하이퍼루프

네슬레
분유,시리얼

생산

맞벌이 부부, 분유∙시리얼∙맥도날드
패스트푸드 등장, 식생활의 변화

21세기 식생활



• 2050년 56억대의 에어컨이 사용하는 에너지 량 – 중국 + 인도 총 에너지 소모량

• 2018.05 국제에너지기구(IEA) ‘냉방의 미래’(The Future of Cooling)

1. 에너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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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에어컨
16억 대

2050년 에어컨
56억 대

중국, 인도 등
25억 명 에너지 소비량

Only 8% have an A.C 

• 현재 전세계 에어컨 절반 - 중국, 미국에서 사용 중

28억 인구 중 단 8%만 에어컨 소유

향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30년간 1초에 10대씩 팔릴 예정 (2050년 56억대)

중국+인도 또는 미국 + 유럽 + 일본 에너지소비량에 맞먹는 전력소비량



1-1 에너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14

• 25억 명이 아파트에서 샤워를 한다면? • 티벳의 얼음이 녹고 있다 – 식수원이 없어진다

• 20억명의 식수원, '티베트 빙하'의 눈물
• 2050년경 빙하 사라질지도
• 북극곰보다 사람이 더 위험

• 티베트 빙하, 예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감소
• 황하, 양쯔강, 메콩강 등 수원지 사라질 위험
• 동아시아 홍수, 폭염, 혹한 등 각종 기상이변의 원인

• 향후 25억 명이 도시로
• 2050년, 전 세계 인구의 67%가 도시에 거주

• “City-Planet” – 도시라는 행성에
• “Homo Urbanus” – 호모도시인의 탄생



1-2 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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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용량 폭발적 증가의 가능성을 상상해보면

현재 석유의 50%를 자동차에 사용

만약, 전기자동차로 바뀌게 된다면 ? 

① 전기자동차가 완속충전모드(충전 전력: 7.7KW)로 주3회 야간에 동시 충전하고, 

② 전세계 등록차량(’12년) 11억1538만대중 약50%인 6억대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된다고 가정

→ 약 6억대의 전기자동차가 1년에 소비하는 전력량은 20억KW

- 2016년 전 세계 전력소비량

- 2016년 중국 전력소비량의 3.7배, 미국 전력소비량의 5배

(비고) ’16년 기준 전기자동차 : 중국(1억9400만대) + 미국(2억6880만대) = 4억6천만대



2. 직장과 주거가 근접- 일치된 도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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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의 70%가 도시에서 배출, 그 중 약 30%가 교통수단에서 배출

 100대 중 96대는 주차상태

 출퇴근 시간에 1~3시간 낭비

(서울 96분, 베이징 100분, 멕시코시티 110분) 

 2017년 한국 교통혼잡비용은 약 35.5조원

 2017년 미국 교통혼잡비용은 약 3050억달러

(미∙중 무역전쟁 - 미국의 대중국 적자가 3752억 달러)



3. 대도시 고비용 구조를 극복해야 합니다- 중소도시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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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용 집과 생활비 ⇔ 젊은이들의 꿈

 도시 재개발 ⇔ 중산층 붕괴, 저소득층 외곽으로

 “슈퍼대도시에는 슈퍼리치만 모여 삽니다”

 실리콘밸리 평균 주택가격 미국 전체의 4배

 맨하튼의 토지가격 = 캐나다 GDP

 맨하튼의 토지+부동산가격 = 영국GDP



4. 새로운 교육시스템- 마을자체가 학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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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혁명시대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 지능과 지혜의 자동생산

 지식이 핵심

 점점 더 막대한 교육비 & 지식 업그레이드 비용

 “지식의 시대” 마을 자체가 학교로 진화해야 함



5. 스마트도시의 핵심- 일자리+교육+의료+여가 디지털 센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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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혁명“ – 학교, 병원, 백화점, 쇼핑센터, 은행 모두 변화

 파트타임, 재택근무 ↑ 평생직장 ↓

 지금의 집이 집이 아니다 – 200~300개의 디바이스, 60%~70%의 일을 집에서

 공공도서관 같은 <디지털센터>

학교 • 학교-도서관-가정을 연결하는 “connected learning” / 개인맞춤형 교육

병원 • 원격진료, 집이 진단의 공간 / 모바일 헬스의 부상 / 병원은 집중관리의 공간

은행 • 1층 매장들이 사라지고 있음 / 온라인결제 급증 / 현금없는 사회

사무실 • 재택근무추세 / 사무실은 회의의 공간

백화점 • 온라인 구매 / 백화점은 전시의 공간, 경험의 공간

문화생활 • VR로 인하여 문화생활 공간 제약 극복 (시골에서도 최고의 문화생활 가능) 



6. 노동의 가치가 다시 탄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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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기업의 이윤에 기여한 노동만 인정

 공동체를 위한 노동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함

 데이터를 생성하는 노동 조차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100% 평가 받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면 “참여소득” 이 발생하는 도시



7. 수명 100세 시대, 『은퇴없는 도시』가 창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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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대: 평균 25세에 일을 시작하고, 65세에 은퇴하고, 70대에 사망. 

 신인류 탄생: 고용은 불안정하고, 100세를 사는 시대

 개인이 살아가는 비용 획기적으로 ↓ , 효율과 생산성 극대화 ↑

 일은 디지털로, 삶은 아날로그로



8. 건강하고, 행복하게= 『개인과 관계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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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부자 8명의 재산 > 세계 빈곤층 36억 명의 재산

• 영국 고소득층 10%가 부동산의 60% 소유

• 99%와 1%의 극단적 대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핵심입니다. 

 조화와 균형이 핵심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가 조화되는 미래가치가 필요합니다.



9. 새로운 가치와 사상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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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본주의 : 농경시대 소, 산업시대 돈, 공장을 가진 캐피탈리스트(자본가)가 주인공

Capital(자본) Cattle(가축), Chattle(소유물) 동일한 어원 “capital(머리)”

• 自본주의 : 연결된 개인에 대한 욕구

자강불식하는 연결된 개인, 인류의 진화를 위한 노력하고 더불어 행복한 개인

‘自本主義’
농업문명 산업문명 신문명

신분 자본 지식

귀족 자본가, 대중 연결된 개인-
개인최적화 시대

대기업 ⇒ 중소기업·개인
고용·취업 ⇒ 자기고용·창업

소유 ⇒ 공유



한국이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려면

<세계인, 적어도 아시아인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24

1. 기본자세

“이 길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

•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 GE가 다우지수에서 퇴출되었다 <미국 산업문명의 상징>

• 실험을 해야 충격이 생긴다 – 시범도시 실험이 필요하다

• 등소평 “창문을 열면 바람도 들어오지만 모기도 들어온다. 모기는 잡으면 된다.”



1-1 기존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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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GOOGLE의 스마트시티 : Sidewalk Toronto MICROSOFT 의 스마트시티 : Belmont

•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캐나다 폐역항만에
사이드워크 토론토 프로젝트 진행중

• 초기투자비로 약 550억원 투입
• 부지규모는 초기 약 50만m2

• MS는 미국애리조나 피닉스 사막지대에
스마트도시 건설 계획중
프로젝트명 “벤몬트”

• 토지매입에만 약 900억원 투자함
• 부지규모는 초기 약 1.1억m2 (알파벳의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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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세계인, 적어도 아시아인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

2. 흩어져 있는 R&D 자본

 정부 R&D 자본 20조 재설계

- 스마트도시에 쓰여야 할 기술 발췌 및 공급

- 원천기술, 응용기술 집대성하여 → 세종, 부산 등 스마트도시 실험에 몰아주기

- 미국 NASA와 같은 R&D집대성 프리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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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를 혁파 <점선면 전략>. 새로운 제도 실험이 필요하다

① 신도시 핵심- Data

- Data 규제 극복

②미래교육- 마을이 학교

* 필란드 4명의 선생님

③ 미래의료

④자율자동차+드론

⑤지갑이 업는 사회- 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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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n-line에서 세계 시민이 함께 건설하는 도시

• 에스토니아 온라인 시티즌, 온라인 투표 등

• 비용절감, 세계적인 도전 가능

5. 민간 모험가, 각 분야 개척자들이 함께 건설하는 도시

• 벤처, 모험가에게 인센티브 제공

• 예: 땅을 교육, 에너지 각분야 전문가 1천 명에게 3백 평씩 (총30만평)만 준다면 혁신 일어날 것

6. 버닝맨 축제- 문명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