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 지형도

‘에너지 브리꼴레르:
인문사회-에너지기술 융합포럼’
결과 정책제언집으로 펴내
서종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포럼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
1차 경제분과 포럼

3차 예술분과 포럼

일시 2015. 11. 26.(목) 12:00 ~ 14:10
장소 서울 강남 어반플레이스 2층 세미나실
주제 글로벌에너지·기후변화와
세계 외교·통상·안보·군사변화
연사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일시 2016. 1. 22.(금) 12:00 ~ 14:10
장소 서울 팔래스 호텔 2층 서궁
주제 문화콘텐츠를 통해 상상하는 미래 에너지
연사 고장원 SF 평론가/작가

2차 인문분과 포럼

일시 2016. 1. 8.(금) 12:00 ~ 14:10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2층 오페라홀
주제 인류사회·개인에 대한 이해로 여는
지속가능 에너지 전략
연사 한순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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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통합 포럼

일시 2016. 2. 26.(금) 14:00 ~ 16:00
장소 라마다 서울 호텔 2층 헤라홀
주제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문·사회·경제학적 현안과 미래전략
연사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4차 사회분과 포럼

일시 2016. 2. 12.(금) 12:00 ~ 14:10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2층 오페라홀
주제 한국사회 특수성을 고려한 에너지
산업이 나아갈 길
연사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지난 5월 27일 제2차 통합 포럼을 끝으로 ‘Energy Bricoleur : 인문

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문/사회/경제학적 현안과 미

사회-에너지기술 네트워크 포럼’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포럼은

래전략’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후 개최된 분과 포럼에서는 ‘에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지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제를 정하고 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원장 이광형)에서 10개월간 추진한 ‘에

련 현안을 진단하였고, 향후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묶어

너지 브리꼴레르(Bricoleur) 네트워크 구축’ 과제의 일환이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2차 통합 포

포럼은 그 동안 부족했던 에너지와 기술・공학 외 분야인 경제・인

럼을 개최하였다.

문・사회・예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 에

각 포럼의 상세한 내용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

너지기술을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총 8회의 분과 포럼과 2회의 통

(futures.kaist.ac.kr)의 행사 및 세미나 섹션에 공유된 정책제언집을

합 포럼으로 추진되었다. 총 10회에 걸쳐 57명의 에너지-경제・인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정책제언집은 에너지와 경제・인문・사회・

문・사회・예술 융합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였고 200여

예술의 융합 관점에서 포럼 발표자와 패널들이 함께 고민했던 내용

명의 청중들도 통합 포럼을 통해 함께해 주었다.

을 정리한 자료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과

1차부터 4차까지의 분과 포럼은 인문사회-에너지기술 융합 관점에

정책이 기술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잡을 수 있도

서 연구해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

록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소비자를 ‘수용자’가 아닌 ‘행복

지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전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

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에너지 정책과

문가들의 공통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1차 통합 포럼은 ‘신재생에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6차 사회분과 포럼

8차 인문분과 포럼

일시 2016. 4. 22.(금) 12:00 ~ 14:10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2층 하모니홀
주제 에너지 민주주의(양극화, 복지, 참여, 공개,
공익상충)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기술
연사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5차 예술분과 포럼

일시 2016. 4. 8.(금) 10:00 ~ 12:10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2층 하모니홀
주제 디자인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에너지의현재와 미래
연사 황수홍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

● See Futures : Vol.12 • FALL 2016

일시 2016. 5. 16.(월) 12:00 ~ 14:10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2층 하모니홀
주제 즐거움을 동반하는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연사 임기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연구위원

7차 경제분과 포럼

일시 2016. 5. 2.(월) 12:00 ~ 14:10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2층 하모니홀
주제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에너지산업 정책과 기술
연사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차 통합 포럼

일시 2016. 5. 27.(금) 14:00 ~ 16:00
장소 라마다 서울 호텔 2층 신의정원홀
주제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연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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