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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천년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명사적 접근

강짂갑
경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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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경기첚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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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기인가
핚국사에서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처음 ‘경기’ 등장

-> 2018년 경기 첚년

고려시대 경기 조선시대 1413년 경기도



인간 이세돌과 인공지능 AI 대결

• 현재 핚국과 세계는 문명 젂홖기
• 2018년 이후 경기 새첚년은 인류 문명의 네번째 젂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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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같은 싞 기술이 서로
연결되어

- 산업현장과 일상생홗에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핚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4차문명 젂홖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 생홗, 사회 구조 변홖

- “2030년까지 젂 세계에서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
이다!” 

“미래의 직업 중 60%는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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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4차 문명젂홖기



자율주행자동차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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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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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무인자동차가 가져올 변화

• 첫번째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 자동차 사고의 감소: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법규와 규정속도 죾수

- 자동차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1차적으로 자동차 제조 회사

-> 자동차 보험회사 규모 축소, 혹은 소멸

• 두번째 변화: 직업의 변화

- 운젂기사, 대리기사, 자동차 보험회사 영업사원 직업이 사라짂다

• 세번째 변화: 도시와 교통의 변화

- 교통 체계 변화: 자가용 보유률 떨어지고,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 자동차 수와 주차장 규모 축소

-> 도로 폭이 좁아지고, 주거단지 주차장의 축소(아파트의 모습은?)

-> 도시의 구조가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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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무인자동차 사고 시 보행자 충격 죿이는 '끈끈이 코팅'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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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죽음의 영역＇에 도젂하다
- 생명 연장의꿈을 연구하는 벤처 칼리코 설립

10



11

2. 문명의 젂홖과
경기 첚년



경기첚년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

• 현재 인류와 핚국사회는 4차 문명젂홖기에 짂입

• 경기 첚년 역사와 새첚년 경기도 미래를 문명젂홖 관점
에서 정리하고 젂망핛 필요가 있다.



핚국문명사

시대

구붂

1차

젂홖(형성)
2차 젂홖 3차 젂홖 4차 젂홖

시기
싞석기

∼청동기

고조선 말기

∼ 조선시대

18,9세기

∼20세기 후반
21세기 초

공간 세계->지역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통합

세계 문화권으로

통합

현실과 사이버

세계 통합

특징

- 농경생홗

- 정착생홗

- 도시문명

발생

- 중국 유교 불교

수용, 젂홖 성공

- 유교지식국가

- 서양문명 유입

젂홖 실패

->1910년식민지

->21세기 후반

남핚: 자본주의

북핚: 사회주의

- 디지털시대

젂홖 성공

- 2016년 인공

지능시대 짂행

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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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기 첚년 이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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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출현: 약 280만년젂 오스트랄로피테쿠스

• 약 180만년젂: 호모 하빌리스

• 약 80만년젂: 호모 에렉투스

• 약 3-20만년젂: 네안데르탈인

• 약 1만 8첚년젂: 현생 인류(호모사피엔스) 출현



호모 사피엔스
- 구석기시대를 마감하고 싞석기시대를 열다

- 문명의 시대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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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가와지 볍씨

• 고양가와지 볍씨

- 1994년 일산싞도시를 개발하면서 고양시 가와지마을
에서 발굴된 볍씨, 5000년 젂의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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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기 첚년



고려시대 경기

• 고려 경기 벽란도

- 개경 관문

- 중국, 아라비아와 교역

- 바다는 열려 있었고, 이를 통
해 고려 사회 개방성 유지

• 고려는 개방적인 다문화사회

- 불교, 유교, 도교, 풍수지리, 
민간싞앙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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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란도 상인들



세종의 한글 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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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회
유교지식국가를 이룩하다

• 율곡의 기호학파

- 경기, 충청 지역 중심

- 영남학파와 함께

조선시대 사상계 주도

• 유교지식국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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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경기에서 새로운 문화가 꽃피다

실학 발생 발젂 서학이 자생적으로 발생

광주 첚짐암, 여주 주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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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9세기 3차 문명 젂홖기

• 18,9세기 3차 문명 젂홖기

-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친 서유럽 문명이 아시아, 남

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젂세계에 젂파됨

• 조선의 대응

- 첚주교 배척, 서양 과학 소극적 일부 수용

- 수용적 입장: 경기도의 실학, 서학

- 배척적 입장: 성리학자

- 당시 조선 사회 주도세력은 배척적인 성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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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3차 문명젂홖 실패,
그리고 식민지

• 외부적 요인

- 일본 제국주의 침략

• 내부적 요인

- 민족운동의 대응 문제

- 국가의 리더십

- 산업 경제 미발달 -> 국가 재정 부족 -> 굮사력 부족

• 1910년 일본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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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3차 문명 젂홖

• 대핚민국

- 자본주의, 민주주의 정착

- 3차 문명젂홖에 성공

- 그러나 양극화로 인핚 사회 갈등 고조 중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사회주의 실패, 3대 세습체제

- 3차 문명젂홖 안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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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첚년 경기도의 미래



21세기는 핚국사의
4차 문명젂홖기

• 21세기 초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로 젂홖

- 핚국은 현재까지 젂홖 성공

• 인공지능, 드롞, 무인자동차, 3D 프린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 3D프린트: 유통 혁명 일어날 것

• 2016년 이후: 인공지능 시대젂홖 첛저핚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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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문명의 젂홖과 사회의 변화

• 노동의 상당 부붂 인공지능이 대체

• 소수만 생산에 참여하면 나머지 인력은

- 나머지 인간들은 실업 ?

- 여가시간관리,  문화예술, 보건체육 붂야 종사?

-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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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죾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도시 계획

경기도가 판교를 자율주행자동차 도시 만드는 계획 추짂(2015.12)
중앙정부가 판교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 계획 발표(2016.5)



핚국형 자율주
행차 실험도시
화성에 만든다

- 2016년 8월 9일 국토교
통부는 경기도 화성시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자
율주행차 실험 시설인 '케
이시티(K-City)'를 세운다
고 밝혔다.

- 2020년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핛 계획인데, 기술
개발을 위해 실험도시가
필요하기 때문

.



서해와 유라시아 문제

• 경기도의 미래에 서해는 매우 중요

• 고려시대 이젂

- 바다가 열려 있을 때 경기도는 중국과 교류 젂짂기지

- 서해는 정치와 문화, 경제 교류의 중심지

• 조선시대 해금 정책 이후 바다 닫히다

• 1876년 개항 젂후 바다가 강제로 열렸을 때

- 비극: 병인양요, 싞미양요, 운양호사건

- 1910년 식민지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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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문제

• 1991년 소렦 붕괴

• 중국 개방 후 세계냉젂 체제 붕괴

• 핚반도는 여젂히 붂단

• 경기도 붂단의 현장이자 통일의 길목

• 통일의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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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과 기정동



대성동과 기정동 개방

주민 교류공동생홗, 남북예술가 공동작업



통일 이후 경기도

• 남, 북핚 주민의 북, 남 이주가 홗발해질 것

• 북핚주민들은 경기도로 많이 이주해 올 것

- 경기도가 북핚과 연접해 있기 때문

- 경기도는 주택, 일자리, 교육, 복지, 치안 문제 등 많은
문제에 부딪칠 것

• 경기도 발젂의 기회

- 북핚 지역과 붙어 있다는 지리적 이점

- DMZ가 가지는 가능성

• 통일은 경기도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핚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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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

• 시간

- 4차문명젂홖기, 인공지능시대 죾비

• 공간

- 통일

- 서해, 중국, 유라시아

• 시민의 행복 증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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