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소식

정문술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

인재 양성을 위한 통 큰 기부

- 1월 10일 리츠칼튼호텔에서 KAIST 발전기금 약정식열려 -

정문술 (76) KAIST 전 이사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인재를 양성하고 뇌 과학 분야
연구를 위해 215억원을 KAIST에 기부하였다. 2001년 기부한 300억을 합하면 그의 기부액은
51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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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정 전 이사장은“2001년 당시 많은 사람이 IT와 BT의 융합연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KAIST는 바이오·뇌과학 분야를 개척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면서
“당시 더 큰 금액을 기부하
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융합연구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
이어“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과‘부를 대물림하지 않겠다’
는 개인

c

적 약속 때문에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
며“이번 기부는 개인적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였
으며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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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당시 개인 기부액으로는
최대인 300억원을 KAIST에 기부한
정 전 이사장은 정보공학과 생명공학을
융합한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KAIST는 바이오
및뇌공학과를 설치한 바 있다.

b

KAIST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정문술 기금을 미래전략대학원 육성과‘뇌 인지과학’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다.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현재 미래전략·과학저널리즘·지식재산 분야에서 석사 과정의 인력양성 프로

그램을 운영 중이며 박사과정을 신설하여 하버드대 캐네디 스쿨과 같이 국제관계, 경제, 산업, 국방, 과학
기술 분야에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제시하는‘싱크탱크(Think Tank)’기관으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1년 정문술 기금을 바탕으로 IT(정보기술)과 BT(바이오기술)를 융합한 바이오 및 뇌공학과를
만든 데 이어 이번엔‘뇌 인지과학’석·박사 과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c

강성모 KAIST 총장은“이번 기부는 KAIST가 미지의 학문 분야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KAIST가 세계 속의 연구대학이 되는 데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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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문술 전 이사장의 연이은 기부는 지난 1996년 미래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원장과 맺은 개인적 인연이 계기가 되었다. 정문술 전 이사장은 2001년
300억 기부 때와 같이 이번에도 기부 전제 조건으로 이광형 원장의 헌신을 요구했고 이광형 원장
도 미래전략대학원 운영을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형 원장은“그 분은 벤처기업을 운영하거나 회사에 다니는 5남매를 두고 있으나 일반 부모의

c

통상적인 보살핌 이상의 도움은 주지 않고 있다. 이번 기부로 개인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전세다.”
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기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1)

1)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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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좌」개최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서울 프레스센터(19층)에서「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좌」
를 실시한다. 본 강좌는 대
한민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담론 및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동향 및 미래
전망을 논의한다. 연사의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참가자가 자유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 강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명망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미래전략에 대한 강연과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1차 특별강연 -“창조적 상상력과 미래전략”
(현장취재: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이제원 연구원)

지난 2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을 초청한「2025 대한민국 미래전략 강좌」첫 강
연이 열렸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한국과총 이장재 정책연구소장, 한화생명 최성환 은퇴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
하여 각 분야를 대표해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였다. 강연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좌-우)
깁갑수 평론가, 최성환 소장,
곽재원 부회장, 이어령 고문,
이장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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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인터페이스’
가 중요해지는 시대다.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령 고문에 따르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매개하는,‘디지로그(digital+analogue)’
의 개념이다. 워크맨과 소리
바다, 아날로그 상의 음향기기와 인터넷의 환경을 합쳐서 아이팟(iPod)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낸 스티브
잡스도 인터페이스를 한 사람이다. IT 뿐만이 아니다. 오래 전에는 해상 수송 구간에서 육상 수송으로 물건을 옮겨
실어야 할 때, 밖에 꺼내어 쌓아두었다. 그러나 컨테이너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선박이나 항구 창고의
환경이 동일해졌다. 이처럼 창조력과 상상력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며, 특히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 인간과
기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있는‘사이 혁명’
이 바로 인터페이스 혁명이다.
우리는 정보를 구입하지만 사실상 지불하는 가격은 정보를 담은 틀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는 영화의 장르나 완성도에 따라 티켓의 가격이 달라지기보다는 영화관의 시설이나 상영 시각을 기준
으로 균등하게 가격이 책정된다. 책 역시도 그 가격은 내용의 완성도보다는 종이의 크기, 두께, 잉크 사용량 등에
대개 비례한다. 다시 말해 요리는 공짜이나 요리를 담은 그릇 값을 내온 것이다. 그러나 책이라는 미디어에 종이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가? 여태까지 팔지 않던 것을 팔게 되고, 팔던 것을 팔지 못한다. 이 같은‘free
society’
가 우리의 미래다. 그렇기에 인터페이스에서 앞으로의 창조가 나오는 것이다.
이어령 고문은‘관심, 관찰, 관계’
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평생 동안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관심, 관찰,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 막강한 창조능력을 가진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인재가 길러질 것이라
전망하며, 백지상태로 돌아가 시인이 경제에, 과학기술인이 정책에 관심을 가진다면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
날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이번 강연은, 시간이 다소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열성적으로 자리를 지키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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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특별강연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조건 : 기적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자멸할 것인가”
지난 3월 7일에는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을 초청하여 한국프레스센터에서‘국
가’
와‘미래’
라는 키워드를 통해 대한민국
의 성장을 되짚어보고, 이러한 성장의 기적
이 계속될 수 있는지 깊이 담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60년간 어마어마한 성
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특징은 극단성에 있
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현대의 사회병리
△ 강연 중인 김진현 세계포럼 이사장

현상이 큰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
은 전통적으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

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로 당당한 독립국가적인 요소를 지니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만의 근대화 혁명을 성찰적으
로 바라보고, 사회병리현상을 조정해야만 기적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온건한 비관론을 펼쳤다.
김정탁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는 기적과 자
멸의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최적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문제와 한국은 아직 약소국이며 홍콩 또는 싱가폴의 경쟁
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후 특별강연 안내
■ 일 시 : 매월 첫째 주 금요일 (2014년 12월까지)
■ 장 소 :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프레스센터)
■ 주 제 : 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동향 및 미래 전망
■ 주 최 :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미래전략대학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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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AIST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가
주관하여‘성장의 한계와 재도약(Limits to Growth, and Quantum Jumps)’
이란
주제로 미래전략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하와이대학 미래연구
소장 짐 데이터 교수와 뉴스쿨 데이비드 반 잔트 총장이 각각‘미래학에서 본 한국의
한계와 가능성’
과‘미래사회 변화와 우리의 선택’
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할 예정
이다. 또한 KAIST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의 주요 연구분야인 사회
(Society), 과학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인구(Population), 정치
(Politics),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등 STEPPER 각 분야 관련 전문가
들이 모여, 한국의 성장의 한계를 돌아보고 한국이 성장의 가능성을 위해 어떤 미래

행/사/안/내
“성장의한계 in STEPPER
(Limits to Growth, and
Quantum Jumps)”

미래전략심포지엄 개최

전략을 갖고가야 할지에 대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1. 행사개요
■ 주 제 : 미래학에서 본 한국의 한계와 가능성을 논의
■ 일 시 : 2014년 4월 3일(목) 14:30-17: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및 주관 :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미래전략대학원

2. 진행내용
(1) 특별강연
- 미래학에서 본 한국의 한계와 가능성 :
Jim Dator 하와이대 교수(KAIST 겸직교수)
- 미래사회변화와 우리의 선택 :
David E. Van Zandt 파슨스(Parsons The New School) 총장
(2) 주제발표
S (사회) 사회갈등과 프레임의 재설정 : 성균관대학교 강영진 교수
T (기술) 기술의 한계와 3차원 기술사상적 해법 : KAIST 임춘택 교수
E (경제) 자본주의와 현 금융시스템의 한계 : KAIST 채수찬 교수
P (인구) 인구구조 변화와 3가지 미래전략 옵션 : 한국행정연구원 서용석 박사
P (정치) 정치의 한계와 미래전략 기구 :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E (환경)/R (자원) 에너지 자원 고갈 및 환경의 문제 : KAIST 박승빈 공과대학장
(3) 종합토론
- 오피니언 리더들이 생각하는 성장의 한계와 재도약 :
중앙일보 이규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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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카이스트,
미래를 여는
명강의
[편집]
임춘택 KAIST원자력및양자공학과 부교수/미래전략대학원 겸임
교수

이광형 KAIST바이오및뇌공학과 석좌교수/미래전략대학원장
[목차]
서문:어떻게 미래를 선도해 갈 것인가?
미래예측:스테퍼(STEPPER)를 선점하고 메시아(MESIA)를 육성하라
- 임춘택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부교수/미래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중국:동아시아 시대에 앞서 우리의 성공전략을 점검하라
- 정 윤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장/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뇌과학:좌·우뇌 균형의 시대가 온다
-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부교수/미래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콘텐츠:상상력에 테크놀로지를 입혀라
-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미래를 여는 팁 1:창조경제란 무엇인가
- 이민화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소설미디어:소셜미디어, 혁신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 진달용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프로그램 겸임교수
지식재산: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만의 특화된 무형자산을 선점하라
- 박성필 카이스트 지식재산프로그램 초빙교수
환경:환경과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라
- 이규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로봇:1가구 1로봇 시대, 로봇이 당신 모르게 생활을 바꾼다
-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로봇기술플랫폼사업단장
항공우주:최첨단 지식기반의 항공우주산업이 나아갈 길
- 김형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
생명공학:100세 시대, 지속적인 행복을 위한 과학
-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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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팁 2:다보스포럼 세계 10대 이머징 테크놀로지 2012-2013
- 이상엽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KI 연구원장
벤처:대학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7가지 제안
- 이광형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석좌교수/미래전략대학원장

[주요내용]
“
『카이스트, 미래를 여는 명강의 2014』
은 각각의 과학 분야
에서 40여 년 넘게 연구해온 카이스트 최고의 지식인들이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했던 특강을 모은 것이다. 우리 일상
을 바꾸고 있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로봇, 바이오산업, 콘텐츠산업 등의 거대한 흐름까지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다양한 측면에서 말한다. 지금 대한민
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를 누
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교보문고 인터넷: 책 소개> 내용 중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는 미래학 및 미래전략을 체계적
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국내 최초로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학 및 미래전략의 연구를 목
표로 하는 곳이다. 10년 이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각 분야별로 모색하는 일을 3년 전부터
시작하였다. 더불어 그 결과물을「미래전략총서」시리즈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우리나라 미래
전략의 큰 틀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면, 이번 세 번
째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일으켜야 할 미래산업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책 서문> 내용 중

KAIST 미래전략대학원
2014년도 입학식
지난 2014년 3월 8일(토)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의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지식재산대학원프
로그램,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은 KAIST 본교(대전)에서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가 만나는 융합분야인 위 프로그램에는 총 100여 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선배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입학식 행사는 이광형 미래전략대학원장의
경과보고로 시작해 김다흰(미래전략), 강명구(지식재산), 김기범(과학저널리즘) 학생의 신입생 선서로
이어졌고 강성모 KAIST 총장의 환영사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은 미래학과 전략·정책을 연구·교육하여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부처, 언론사, 연구소 등에 몸을 담고 있는 전문가
들이 신입생으로 입학하였다.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은 법조인, 대기업 연구원이 신입생의 주를
이루며 과학기술·법·경영을 아우르는 학문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가의 길을 걷고자 입학하
였다. 과학저널리즘프로그램에는 미래전략기획·과학과 사회의 소통·미래 미디어 산업 분야를 이
끌고자 하는 언론인들이 프로그램에 합류하였다.

◁ (좌-우) 선서를 하고 있는 김기범(과학저널리즘),
강명구(지식재산), 김다흰(미래전략) 신입생 대표

본교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
파이팅을 외치는
미래전략대학원 신입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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