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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리포트

미래 경쟁력을 갖춘 아이로 키우는 방법
우리는 종종 아이를 어떻게 키울

인공지능·로봇과 인간이 경쟁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것인가, 아이에게 평생 도움이 될

우리는 무엇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회철

공부는 없을까 고민합니다. 이번 호

학자인 에릭 호퍼는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지식을 가진 사람

에서는 자녀 네 명을 학원에 보내지

과 배울 수 있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않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준

지식만 가진 사람은 경험하지도 않은 과거와 아직 알 수 없는

아빠, 김준희 씨가 알려주는 미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변

경쟁력을 갖춘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 듣기 : 커리어넷>학부모용 오디오 진로정보 진로레시피]

오늘날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기준은 바로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능력입니다.

2016년 가장 큰 이슈였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먼저 문제해결능력이라는 뜻은 개념 이해라는 말과 일맥상통

기억하실 겁니다. 5번의 경기 중에서 이세돌이 이긴 것은 4번째

합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개념을

경기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알파고는 세계적인

파악하고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기사와 60번의 경기를 더 했고, 그 결과는 60 대 0으로

개념파악능력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할 수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세돌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초중고 교육의 핵심은 학교에서

알파고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왜 알파고를

배운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얻게 된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등장시켜서 프로기사와 바둑 대결을 하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대결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로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과

사람의 직관까지 더해지는 복잡한 경기라 컴퓨터가 사람을

함께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제를 수행하게 될 일이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알파고를 통해

많습니다. 이는 회사에 입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업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컴퓨터가 하는 일은 못

서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 일은 나 혼자서 잘한다고 성과가 나는

믿어.’가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일이니까 믿어.’라는 인식을

것이 아닙니다.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일례로 몇 년 뒤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람은 일을 잘 한다고 해도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상용화되면,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선호 직업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남과 어울려 잘 살기 위해서는 따뜻한 인성을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2030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갖추어야 하며, 이때 인성에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사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과 컴

마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능력

퓨터가 알아서 운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라는

이라는 기준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

질문에 컴퓨터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답을 준 것과 다름없습

니다.

니다.
(출처: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시즌 5, 12~13회)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닥칠 변화를 예측한 책 유엔미래보고서
2045를 살펴보면, 7개 파트 중 2개의 파트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할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계는

드림 직업 • 학과 정보

*

진로 관련 소식(행사, 기관, 정보 등)을 dream@krivet.re.kr로 알려주시면 지면에 소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