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 지형도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
제1부 마무리,제2부의 시작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올 4월부터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공무원, 언론인, 학계 저명인사 등을 대상으로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을 진행해왔
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대비할 수 있도록, 21세기 지식 창의 시대에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미래학 패러
다임을 제시하여 정부와 기업의 중장기 전략과 창조적 사고역량, 정책개발역량과 미래전략개발 역량을 함양하려는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이다. 매주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교육생들이 능동적으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제1부에서는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장관의 창조경제, 정하웅 교수의 복잡계와 빅데이터, 김성희 교수의 ICT 분야와 디지털정부, 임춘택 교수의 미래
변화 7대 요소와 신 산업전략, 진영곤 전 고용복지수석의 복지정책분야, 이광형 교수의 미래학과 미래예측법, 정재승 교수의 뇌과학, 정진승 소장의
환경정책분야 강의와 워크숍이 있었다. 5월 말에 시작되는 제2부에서는 이상엽 교수, 이동만 교수, 조기훈 전무, 조동철 교수 등이 바이오, 글로벌기
업 전략, 경제민주화, 지식재산, 인터넷컴퓨팅, 로봇 등 미래를 이끌어 갈 분야들의 미래전략을 다룬다. 전체 강사진의 약력 및 수강 정보는 홈페이지
(futures.kaist.ac.kr)에 소개되어 있다.

국내외 미래학
행사 소개
행사명

개최국

날짜

행사내용

국내 제5회 세계전략포럼

서울

6/11-12, 2014

‘21세기 소통의 위기: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소통의 위기를 진단하고
정의와 통합, 번역, 평화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해법을 찾음

국내 코리아 인터넷 컨퍼런스 2014

서울

6/23-24, 2014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제2의 인터넷'을 주제로 최신 인터넷 기술 소개와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

대전

8/4-8, 2014

매년 여름 카이스트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대학생 컨퍼런스로,
과학기술과 사회, 예술과 감성, 석학과 청춘의 만남을 추구하는 학술과
교류의 장이 될 예정

핀란드

6/11-13, 2014

핀란드 투르쿠 대학교 미래 연구 센터(Finland Futures Research Centre)에서
‘Sustainable futures in a changing climate’이라는 주제로 개최

미국

7/11-13, 2014

‘World Future Society’ 연례 컨퍼런스로 ‘What If’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

네덜란드

7/20-24, 2014

‘System Dynamics Society’ 연례 컨퍼런스로 올해는 ‘Good governance
in a complex world’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

국내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Integr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ICISTS)-KAIST

해외 The Future Infinite Conference
해외

World Future 2014

해외

The 3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ystem
Dynamics Society

해외

건축물을 중심으로 인구, 환경, 경제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한 국제
International Symposium
오스트리아 9/30– 10/1, 2014
연구 발표가 진행될 예정
Next Generatio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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