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SI

미래학 지형도

MESIA 미래전략연구과제
최종발표회 개최
취재ㆍ정리 서종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지난 8월 31일

등이 5대 기간산업에서 점차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KAIST KI빌딩 Matrix홀에서 MESIA 미래전략연구과제 최종발표회

20년간 5대 기간산업은 개척자전략(First Mover)으로 경쟁력을 유

를 개최하였다. 8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대에 머물며 ‘성장의

지하고, 5대 전략산업 MESIA를 추격자전략(Fast Follower)으로 새

한계(Limits to Growth)’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 대안으로

롭게 육성하여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5대 전략산업 MESIA’를 육성하는 방안들이 발표되었다.
MESIA 미래전략연구과제는 우리나라 MESIA 육성이 20년 이상 일
MESIA는 의료ㆍ바이오(Medical-Bio), 에너지ㆍ환경(Energy-

관되고 꾸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Environment), 안전(Safety), 지식서비스(Intellectual Service), 항공

KAIST 교수ㆍ연구진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다. MESIA 각

1)

우주(Aerospace)의 영문자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

산업별로 시장 환경 및 기술 등의 변화를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맞

50년간 노력으로 기간산업 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지만, 2000

는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KAIST의 ‘MESIA 미래

년대에 들어 새로운 주력산업을 개척해내고 있지 못해 중국, 인도

전략보고서’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1 창조경제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 5대 전략 산업: MESIA, See Futures, Vol. 1, 2013, pp. 18-25
2 5대 기간산업은 전자(반도체ㆍ통신ㆍ가전), 기계(자동차ㆍ정밀부품), 조선ㆍ해양, 석유ㆍ화학, 철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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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Bio
Energy-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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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space

● 최종발표회 내용
내용

발표자

Intellectual Service 분야

PM: 김원준 교수(기술경영학과)

•문화기술 미래전략

우운택 교수(문화기술대학원)

•공공분야 미래 성장 전략

김지희 교수(기술경영학과)

•기술금융과 핀테크를 통한 금융산업의 미래 전략

박선영 교수(산업및시스템공학과)

•사물인터넷 기반 지적서비스 미래 전략 개발

이의진 교수(지식서비스공학과)

Medical-Bio, Safety 분야

PM : 정재승 교수(바이오및뇌공학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장기간 보안성 보장 산업 발전 전략

김광조 교수(전산학부)

•재난·안전 정책과 제도의 전환을 위한 미래전략

전치형 교수(과학기술정책대학원)

•사고/재난 대응 통합 안전 체계를 위한
융합적 방법론과 미래전략

윤완철 교수(지식서비스공학과)

•의료-바이오 산업의 미래전략

이재원 교수(경영공학부)

•성인병 조기진단관련 BT/ICT 융합 산업분야의 미래전략

김도현 교수(생명화학공학과)

•사회의료 분야의 미래전략

김현덕 교수(IT융합연구소)

Energy-Environment, Aerospace 분야

PM : 임춘택 교수(원자력및양자공학과)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전략

임만성 교수(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전략

안재명 교수(항공우주공학과)

•환경 및 자원관리 분야의 미래전략

이도창 교수(생명화학공학과)

● See Futures : Vol.09 • WIN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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