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버 칸, 미디어 부국장, 전화: +41 79 799 3405; 이메일: Oliver.Cann@weforum.org 
 

수입격차 및 실업이 2014년 주요 국제 문제로 대두될 전망  

 
2013 년 11 월 15일, 스위스 제네바 - 오늘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아젠다 전망 (Outlook on the Global 

Agend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2014년 10대 경향의 중심에 그 간 심화되어 온 경제 문제 

(수입격차 확대, 구조적 실업, 경제 리더십의 부재 등)가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 동향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회적 긴장,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 리더십의 부재 등 향후 복잡하고 상호 연관된 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본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아젠다 위원회 네트워크와 세계경제포럼의 차세대 지도자 (Young Global 

Leaders)/ 글로벌 셰이퍼 커뮤니티 (Global Shapers Communities)에 속한 1,500여 명 이상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설문 조사의 목적은 향후 대두될 국제 경향을 파악하는 한편, 여러 

경향 간 관계를 확인하여 각 국가의 리더와 정책 결정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아젠다 전망 보고서 중 아시아 지역의 2014년 10대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격차 심화: 전 세계의 건강, 교육, 사회적 유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중산층 확대: 부의 증대라는 장점이 있으나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이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3) 사이버 공격 위험 증가: 사이버 공격과 정부 기관의 규제가 인터넷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 구조적 실업: 국제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국제적 문제입니다.  

5)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회적 긴장: 시리아 내전,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불안과 실업 문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6) 확실한 경제 정책의 부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지부진한 회복세로 인해 특히 젊은 층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 리더십의 가치 결여: 정부나 기타 기관의 정통성에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 심각한 기후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9) 대도시의 중요성 증가: 대도시 거주 인구가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도시의 형성 및 발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10) 온라인상 잘못된 정보의 급격한 확산: 소셜 미디어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 글로벌 아젠다 전망 2014 (Outlook on the Global Agenda 2014) 를 보면 2014년도 아시아를 주도하는 

상위 10개국에 구조적 실업, 수입격차 확대, 불확실한 경제정책이 만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또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회적 긴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1,500여 명의 글로벌 전문가가 참가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한 전망 (Outlook)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의 

주요 국제 문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10대 경향, 미래 경향, 지역 분석에 대한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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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리더들을 위해 2014년의 주요 경향을 제시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향후 12개월 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신규 경향을 소개합니다. 셰일 가스 채취, 민주주의의 실패 혹은 부적응, 다국적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 우주 

공간 활용을 통한 환경 개선 등이 있습니다. 
 
"2014년에 직면할 여러 경향의 복잡도가 국제적 문제를 형상화할 것이며, 그 연관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국제적 

수준의 즉각적인 공조를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그 장점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씨가 강조합니다.  
 
"2014년은 편하게 안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침체에서 회복 중이지만 이번 설문 

결과를 볼 때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으로 전 세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아젠다 위원회 네트워크 총책임자 (Head) 및 선임 책임자 (Senior Director)인 마티나 (Martina 

Gmür)씨의 설명입니다.  
 
본 보고서는 또한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별로 글로벌 경향을 인식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퓨 리서치 센터 (Pew 

Research Center)에서 주요 국제 문제와 관련한 대중의 의견을 설문 조사한 글로벌 동향 프로젝트 (Global Attitudes 

Project)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에게 알리는 말. 
 
글로벌 아젠다 전망 2014 보고서 읽기: http://wef.ch/outlook14full   

PDF 파일: http://www.wef.ch/outlook14pdf   
세계경제포럼 페이스북: http://wef.ch/facebook 

트위터: http://wef.ch/twitter, http://wef.ch/livetweet 

블로그: http://wef.ch/blog 

향후 일정 확인: http://wef.ch/events 

뉴스 구독 신청: http://wef.ch/news 
 

 
세계경제포럼은 독립적인 국제기관으로, 경제, 정치, 학문 및 기타 분야의 리더들과 제휴를 맺고 전 세계, 지역 및 업계의 의제를 

통해 전 세계 국가를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1971년 재단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스위스 제네바를 본부로 둔 세계경제포럼은 공정한 비영리단체입니다. 그 어떤 

정치, 당파 또는 국가의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습니다 (http://www.we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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