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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과학저널리즘 학생들의
MIT・하버드 방문기
과학저널리즘 대학원 국제실습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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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저널리즘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넓히고
미래전략대학원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해외대학들이
과학저널리즘과 미래전략에 대해 어떤 방
식으로 접근하는지 배우고 그것들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기로 정했다. 물론 해외언
론사들의 실질적인 과학취재방식과 과학·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변화를 살펴보는 것
역시 우리가 정한 목표였다. 하지만 첫 해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었던 만큼 해외언론과
현장방문은 이후 GPP에 더 발전적으로 반
영되길 기대한다.
우선 과학저널리즘의 세계적 흐름을 이해
하기 위해 미국 MIT의 Knight 과학저널리즘
펠로우쉽(KSJ)과 과학작문대학원을 방문했
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저널리즘과 과학커
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학교는 미국 MIT와
미주리대, 조지아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등 10여 곳이다. 이 가운데 MIT를 GPP 첫해
방문지로 정한 이유는 우리와 가장 닮은 발
전 방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등 인문학 분야로 역량을 확대하고 있
다. MIT KSJ는 10년 이상 활동한 과학전문기
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펠로우들은
두 학기동안 MIT와 하버드 등 보스턴 지역
대학에서 과학 관련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우리학과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커리큘
럼을 짜는 반면 KSJ는 펠로우들이 본인의 관

미래전략대학원과 정문술SJ대상을 세계로

심사에 맞는 수업을 직접 찾는다. 하지만 학
위를 주지 않는 연수과정이고 성적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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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차이가 있다.
필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KSJ의 디렉터
웨이드 로우쉬(Wade Roush) 박사는 우리
의 방문을 무척 환영하면서도 이런 차이

과학저널리즘대학원(SJ: Master of Science

를 겪었다. 그리고 학교를 벗어나 어떤 경험

점을 염려했다. 그리고 이 점을 보완하고

Journalism)은 올해 처음으로 국제실습프

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GPP

자 MIT 비교미디어학과 소속의 과학작문

로그램(GPP: Global Practice Project)을 도

가 미래전략대학원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

대학원도 함께 방문하기를 조언했다. 로

입했다.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

할 것인지 토론하고 준비했다. 우리는 GPP

우쉬 박사의 소개로 과학작문대학원의 디

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수많은 시행착오

라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학생들이 과

렉터 대행 세스 무느킨(Seth Mnookin) 교

● See Futures : Vol.05 • WINTER 2014

31

미래학 지형도
르포

수와도 연락이 닿았고 최종적으로 이틀간

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포럼은 미래

내에 한정될 수 있는 시각을 보완하고 기

의 MIT 방문일정을 마련했다. 우리는 첫날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술적인 부분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 언론

KSJ의 펠로우와 로우쉬 박사, 둘째 날 무느

판단했다. 또 주시리아 미국대사를 지낸

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다. 두 번째

킨 교수와 과학작문대학원 학생들을 만나

로버트 포드(Robert Ford)의 중동정세에

트랙은 평가의 대상을 국내를 넘어 아시

과학저널리즘에 대해 논의했다. 또 KSJ 펠

대한 강연에 참석키로 했다. 역시 한반도

아, 태평양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궁

로우들과 함께 에볼라에 대한 미국의 대응

를 벗어나 국제적인 시각으로 미래전략을

극적으로는 미국의 퓰리처상처럼 전 세계

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다.

언론을 대상으로 과학저널리즘상을 수여

우리가 고민한 또 다른 부분은 GPP를 통해

이번 GPP는 앞서 SJ의 정체성과 미래전략

하도록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미래전략대학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대학원의 발전방향 외에도 2012년부터

미래전략대학원은 이제 5살 어린아이다.

는 것이었다. 미래전략대학원은 과학과 기

시상된 정문술 과학저널리즘상을 글로벌

GPP는 SJ학생들이 이 아이가 조금 더 잘

술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한 언론상으로 발전시키는 우리의 비전이

자랄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물이다. 물

야 한다. 그리고 점차 분야를 확대해 다가

담겼다. 우리는 정문술상이 국내를 넘어

론 그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해서 다른 학

올 모든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아시아 태평양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내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

한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씽크탱크로 자리

점차 확대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해외대

다. 하지만 대학원의 모든 가족들이 아이

매김해야 한다는 데 우리는 뜻을 모았다.

학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GPP를 기획하는

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데

GPP는 해외사례를 토대로 학생들이 이런

단계에서 약 4개월간 미국 MIT 및 하버드,

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미래전략대학원

발전방향에 대한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되길

존스홉킨스, 컬럼비아대학교 등 학계 관

의 학생과 교수, 조교와 교직원 모두는 신

바랐다. 그리고 공공정책과 국제관계 등을

계자들과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분을 따지지 말고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

다루는 여러 학교 가운데 하버드 케네디

그리고 이번 공식일정 가운데 MIT와 하

을 가져야 한다. 부모라면 엄마아빠 가릴

공공정책대학원, 케네디 스쿨을 찾아가기

버드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글

것 없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세

로 정했다. 케네디스쿨은 대학원 소속 15

로벌 정문술상 프로젝트는 두 가지 트랙

상의 이치이듯 말이다. 우리는 이제 터놓

개 연구센터에서 분야별로 방대한 정책을

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로 평가의 주

고 얘기해야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발전

만들고 관련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국제

체를 넓히고 그다음은 평가의 대상을 확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어떻

적 시각에서 사안을 연구한다. 이들 센터

대하는 방식이다. 우선 국내언론을 대상

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

가운데 카이스트가 강점을 갖는 Science,

으로 해외 대학과 함께 후보작을 심사하

공감대를 만들고 한 방향으로 역량을 쏟

Technology and Public Policy(STP)를 다

고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정문술상 후보

는다면, 이것이 5년차 조직의 일원인 우리

루는 곳이 벨퍼(Belfer) 센터이다. 우리는

작에 대해서 1차적으로 대학원생들의 추

들의 거스를 수 없는 책무다.

벨퍼 센터를 시작으로 점차 분야를 넓혀

천단계가 진행되고 이후 교수 및 심사위

장기적으로는 케네디스쿨 다른 센터들의

원들의 평가가 이뤄진다. 이 두 단계 가운

장점을 습득해나가기로 했다. 케네디 스

데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해외대학 구

쿨 이사회의 일원이자 벨퍼 센터장인 그래

성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국

햄 앨리슨(Graham Alison) 교수는 SJ학생
들이 국제적 이슈를 다루는 몇가지 행사에
참석하기를 권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우
선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에 대한 포
럼에 참석하기로 했다. 양국과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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