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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
한국과학원 개교
1971~1980

제1절 과학기술의 황무지에 희망의 씨를 뿌리다
1. 스
 스로 인재를 교육하여 국가 발전의 기반 마련
- KAIST 반세기 역사의 서막
인재 유출을 막아 자생적 인재 양성으로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은 외국 기술과 설비에 의존한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에서 기술집약적
중공업 기반 산업화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
획을 시작으로 경공업 기반 산업화에 착수하였고,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2차 경제개발 5개
년계획으로 수출주도형 공업화 기반을 마련한 후, 7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기술 자립화를 통

제1절 과학기술의 황무지에 희망의 씨를 뿌리다

한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사람’이었다.

제2절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들, 교문을 나서다

경제 규모 확대와 고도의 산업화·공업화 과정, 그리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에는 필연적

제3절 한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이공계 대학원

으로 그 기반이 될 인력이 밑받침되어 있어야 했다. 이 사실은 곧, 진정한 국가 성장을 위해 풀
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가 바로 ‘인력 양성’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197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특히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이공계 대학교육은 실험설비 및 전
문 교수 부족으로 인해 이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원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많은 인재가 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을 비
롯한 선진 외국대학에서 대학원 교육을 받으러 유학을 갔고, 학업을 마친 후에도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 같은 ‘두뇌 유출’은 산업화·공업화,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할 방안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인재를 교육하여 국가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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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의 전신, 한국과학원(KAIS) 설립의 밑그림을 그리다
한국과학원 창립이사회
1971.02.18.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1966년 정부 주도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는

1968년 ‘이공계대학 및 대학원 육성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라는 보고서를 작

성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편 미국 뉴욕공과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정근모 박사는
1969년 초 미시간주립대 지도교수였던 존 해너(John Hannah) 총장이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처장으로 임명되자 하버드 행정대학원 시절 작성한 ‘후진

국에서의 두뇌 유출을 막는 정책 수단’이라는 논문을 들고 찾아갔다. 면담 자리에서 해너 처장
은 USAID 사업계획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해 10월 정 박사가 제출한 ‘한국의 새로운
응용과학기술 대학원 설립안(The Establishment of a New Graduate School of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을

바탕으로 해너 처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새로운 이공계 대학원 설립을 권고하는 서한

을 보냈다. 이를 계기로 USAID 차관을 통한 한국과학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4월 8일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정 박사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과기처
의 과학기술대학원 독립 신설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1970년 4월 경제기획원·문교부·과기처의 차관, KIST 부소장 및 여러 명의 대학교수로 구성된
과학원 설립 실무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한국과학원법(안)’이 1970년 8월 7일 공포되었다.

비를 수행해나갈 잠정 직제를 제정했다. 이 직제 규정에는 원장 밑에 학사담당 및 개발담당 부
원장과 사무국장을 두고, 교무·학생·학과 분야에서 학사부원장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은 몇 명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 - 한국과학원 설립

의 대우교수를 두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한국과학원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1971년 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7층 과학기술처(이하 과기처) 회의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뉴욕 브루클린 공과대 교수 정근모 박사를 초대 학사

장에서 한국과학원(韓國科學院,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KAIS) 창립이사회가 열렸다. 2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30대 초반이던 청년 과학자를 부원장직에 임명하는 안에 대한 반

월 16일 한국과학원 설립 등기가 완료되어 공식적 설립 작업이 모두 완료된 지 이틀 만이었다.
창립이사회 개최는, 이전까지 과기처 등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한국과학원의 설립 작업은

창립이사회 개최는,
이전까지 과기처 등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한국과학원이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이런 과제를 인식하여, 약 20일 전인 1월 27

한국과학원의 설립 작업이

일 한국과학원 초대 한국과학원장으로 임명된 전 원자력청 청장 이상수 박사는 “한국과학원

한국과학원 자체의 창학(創學)

법과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창학 설립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실을 의미했다.

초대 이사장에 안동혁 한양대 교수를 선임한 창립이사회는 먼저 학사제도 마련 등 개원 준

18

대 의견도 있었지만, 이미 국내외에서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 USAID 측과 우
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향후 대미교섭에서 원활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
려되었다.
이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한국과학원 설립 5개년(1971~1975년)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설 학과
- 1973년 기계공학, 산업공학, 생물공학, 수학및물리학, 재료공학, 전기및전자공학, 화학및화학공학 7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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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학사와 건설 업무 등 과학원 개원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조병하 박사

•학생 정원
- 1976년까지 박사과정 105명(연도별 5명, 수학기간 3년), 석사과정 210명(연도별 15명, 수학기간 2년),

는 교무 및 학사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학사 규정 및 학칙 제정 등 초기 한국과학원의 기틀을
닦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 한국과학원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와룡동 국립과학관 4층에 자

총 315명
- 1979년까지 박사과정 105명(연도별 5명, 수학기간 3년), 전문석사과정 105명(연도별 5명, 수학기간 3년),
석사과정 280명(연도별 20명, 수학기간 2년), 총 490명

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과학원 창학의 밑거름을 놓은 이 시기를 후일 ‘과학관 시대’라고
불렀다.
정근모 박사는 창립이사회 직후인 1971년 2월 22일 귀국하여 이튿날 부원장에 취임한 뒤, 교

•전임교원

수 유치와 USAID와의 협상을 위해 3월 7일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이상수 원장 또한 3월 13일

- 1975년까지 56명 확보

부터 3월 26일까지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USAID 차관 문제에 대해서 협상했다.
개설 학과 중 생물공학과는 당초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설치 계획이 없었지만, 국내 생물학

당시 결정된 사항은 ‘600만 달러 규모의 원조자금 중 450만 달러를 실험설비와 도서 구입에

계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직전 학과 개설 계획에 포함되었다. 또 학생 정원과 관련하여 일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150만 달러를 교수 유치 및 훈련, 원조자금 집행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사용

서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에 대한 향후 취업 전망이 불투명한 형편에서 학생 수를 지나치

한다’는 방안이었다. 3월 협상에서 이상수 원장과 USAID 측은 그중 450만 달러의 연차별 배분

게 많이 책정”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상수 원장은 초기 2년에 50% 이상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게 부각되어 원안대로 진행되었다.

했다. 첫 신입생을 받기 전에 충분한 교육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의지였지만, 이후 차관 사업의

창립이사회에서 의결한 한국과학원 설립 5개년 사업계획(안)은 1971년 9월 10일 과기처로부
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연으로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과학원에 도입할 연구 장비 및 기기의 명세서 작성 절차 문제, 차관 협정 체결 절
차, USAID와 한국과학원 간의 협조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양 기관의 협조

과학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과학관 시대’

를 유지하기 위해 정식 차관 협정 체결 전까지 정근모 부원장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뉴욕 브

1975년까지 56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교수 충원 작업도 본격화되었다. 1971

루클린 공과대에 주미 연락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임시 주미 연락실에서는 1971

년 2월부터 1년 동안 한국과학원에 합류하여 창학의 뿌리를 내린 교수진(직책 및 전공, 임용일)은

년 8월 말까지 한국과학원 교과과정, 연구 실험시설, 교수진 확보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으

다음과 같다.

며, 이후에는 한국과학원 본원과 스탠포드대 주미 연락 조정실로 업무를 이관했다.

•이상수(원장, 물리, 1971. 01. 27.)

•조병하(물리, 1971. 02. 02.)

•김호기(화공, 1971. 02. 02.)

•정근모(학사부원장, 전기, 1971. 02. 18.)

•전학제(화학, 1971. 04. 26.)

•김길창(전산, 1971. 06. 02.)

•전무식(화학, 1971. 06. 21.)

•심상철(화학, 1971. 09. 01.)

•나정웅(전기, 1971. 09. 01.)

•윤덕용(재료, 1972. 01. 01.)

조병하 박사는 교무 및 학사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학사 규정 및 학칙 제정 등 초기 한국과학원의 기틀을 닦는 데 크게

20

기여했다. 당시 한국과학원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와룡동 국립과학관 4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과학원
창학의 밑거름을 놓은 이 시기를 후일 ‘과학관 시대’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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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사(前史)

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4월 8일 다시 열린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박 대통령은

“두뇌는 도전받는 곳을 찾아간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 ‘과기처의 과학기술대학원 독립 신설안’을 추진할 것을 결정, 이를 즉각 지시함으로써 한국
과학원 설립의 청신호가 켜졌다.
1970년 4월 경제기획원·문교부·과기처의 차관, KIST 부소장 및 여러 명의 대학교수로 구성된 과학원 설립 실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과 한국과학원 설립, 그 떼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

무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실무위원회는 정 박사와 함께 ‘과학원 설립 계획’을 작성했으며, 이 ‘한국과학원법(안)’은

한국과학원은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1970년 4월 28일 제33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7월 16일 제74회 임시국회 의결, 8월 7일 법률(제2220호) 공포,

자를 양성하기 위해”(한국과학원법 제1조) 설립되었다. 그 설립 배경은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과 밀접한 상관관계

12월 15일 시행령(대통령령 제5405호) 공포로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6월 29일 한국과학원 설립 작업을 효율적으

를 갖고 있다.

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과학원 설립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과기처 장관의 자문에 응했다.

국내에서 이공계 대학 교육의 개혁 필요성을 먼저 제기한 기관은,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1966년 정부 주도로

정근모 박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 행정대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였다. KIST는 주로 재미 과학자들을 초빙하여 연구원으로 충원했지만, 고급 과

학원에서 과학기술정책 과정을 밟을 때 이미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입국(立國)에 관한 논문을 썼다. 일찍이 이

학기술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KIST는 한국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와 새로운 개념의

공계 중심 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그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공계 대학교육을 위해 1968년 ‘이공계대학 및 대학원 육성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
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리고 1969년 말 KIST 측은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근모 박사와는 별도로

모든 개발도상국가는 과학기술에서 발전의 원동력을 찾는다.

‘KIST 부설 이공계 대학원 설립(안)’을 추가 제안했다.

따라서 과학기술 교육은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된다.

그러나 이 제안은 “기존 이공계 대학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위신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문교부의 반대에 부딪혔고, 1969년 12월에 열린 경제과학심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두뇌는 도전받는 곳을 찾아간다.
후진국의 두뇌 유출 문제는 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국과학원 설립의 청신호
정근모 박사는 1969년 초 USAID에 제출한 초안을 토대로 같은 해 10월 ‘한국의 새로운 응용과학기술 대학원 설

“한국과학원 설립은 창의적이며 현실적이다”

립 안’이라는 2차 보고서를 완성하여, 다시 USAID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제출했다. 한국과학원 설립은 바로 이

1970년 5월 11일 과기처 장관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한국과학원 설립에 소요되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는 외자를 조달하기 위해 USAID에 600만 달러 규모의 장기 저리 교육 차관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을 접

USAID는 정 박사의 보고서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이를 USAID 한국지부의 책임자에게 보내면서 “한

수한 AID는 한국과학원 설립 제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프레드릭 터만(Frederick, E. Terman, 전 스탠퍼드대 부총장)을

국 정부와 구체적인 접촉을 시작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USAID 한국지부는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정

단장으로 하고 프랭크린 롱(Franklin Long, 전 코넬대 부총장), 토머스 H. 마틴(Thomas H. Martin, 서던메소디스트대 부총장),

박사의 보고서를 기초로 한 이공계 특수대학원 설립 사업을 제안했다. 이때가 ‘이공계대학 및 대학원 육성방안

도널드 H. 베네딕트(Donald H. Benedict, 전 오리건대 대학원장), 그리고 정근모 박사를 단원으로 하는 조사단을 1970년

에 관한 조사 연구’라는 KIST의 제안이 경제과학심의회에서 부결된 1969년 12월이었다.

7월 17일 한국에 보냈다.

USAID의 제안에 대해 경제기획원과 과기처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1970년 3월 5일 경제동향 보고회

22

이른바 이 터만조사단은 1970년 11월 11일 뉴욕에서 최종 회의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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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우선 12월 AID에 제출된 본보고서 <Survey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는 한국과학원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조직 및 운영의 핵심사항을 담고 있었으며, 이듬해 1월 5일
정근모 박사의 이름으로 제출된 보충보고서 <Coments on Organization and Planning for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는
조직·운영·정책에 대해 본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과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법과 계획서는 창의적이며 현실적이다.
•한국과학원을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합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응용과학기술 분야의 이공계 대학원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USAID 조사단 내한 1970.07.17.

조사단의 확고한 긍정적 결론 이후 1971년 9월 16일 한국을 방문한 USAID 해너(John A. Hannah) 처장과 협의한 결과 우리 정부
는 외자 600만 달러 도입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한국과학원 개원에 필요한 내자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 예산
5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한국과학원의 영문 이름 ‘KAIS’에는 왜 ‘Advance’라는 단어가 있을까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이공계 대학원’의 이름으로는 당초 ‘한국과학기술 특수대학원’이라는 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이원화를 우려하는 문교부 측의 뜻을 받아들여 ‘대학’이라는 글자를 넣지 않기로 했다. 그 결과 ‘기술’ 또는 ‘특수’라는 글의 뜻보다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한국과학원’이라는 교명(校名)이 탄생했다.
한국과학원의 영어 명칭을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KAIS)’라고 결정한 것은 설립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USAID와
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Advanced’라는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원대한 뜻이 담겨 있었다.

•한국과학원이 장차 세계 수준의 이공계 석·박사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고 선도자의 임무를 다하여
국내의 다른 대학원들이 발전하게 되면 한국과학원은 비로소 ‘교육기관’에서 ‘고등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터만 보고서(USAID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 1970.12.

24

KAIS의 운영 조직을 다룬 부록 1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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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확정 직후 이상수 위원장 아래 여러 건축가가 참여한 건설자문위원회를 구성, 시설 규

2. 한국 과학기술 인재 요람, 홍릉에 터를 닦다

모 4만 992m²(1만 2,400평)의 한국과학원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이 마스터플랜에서는 기능별

- 캠퍼스 준공과 학사 운영 기반 구축

로 건물과 부대시설을 배치하는 동시에 향후 확장 계획을 감안해 융통성을 두었고, 주변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문제도 함께 고려했다.

“외국의 어느 대학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 홍릉 캠퍼스 준공
1971년 새봄이 시작되면서 서울 동대문구 홍릉(洪陵) 일대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1971년 4월 14일,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원·한국개발연구원·국방과학연

과학기술 진흥을 주도할 핵심 인력, 그들을 길러낼 소중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구소 3개 기관의 합동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공식 치사에서 다음과 같이 한

홍릉이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것은 이미 1960년대 중반이었다. 홍릉 임업시험장 자리를

국과학원 설립에 대한 의미와 기대감을 밝혔다.

부지로 확정할 당시 산림청이 반대하는 등 실무 차원에서 난제가 많았지만, 보고를 받은 박정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기술의 인재 양성을 외국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여기

희 대통령은 농림부장관·산림청장·서울시장 등을 불러 함께 홍릉으로 갔다. 그리고 산림을 되

에 힘을 기울일 단계에 왔다고 믿습니다. 한국과학원은 해외에 나가 있는 유능한 우리의 과학

도록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언덕을 골라 입지로 결정했으며, 서울시장에게는 “홍릉으로 가는

두뇌를 데려다가 교수진을 구성하여 인재 양성에 있어서 외국의 어느 이공계 대학에 비해도

길을 넓히라”라고 지시했다.

손색이 없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학원이 설립된 직후인 1971년 3월 8일,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이 홍릉을 답사한 후

한국과학원 건설사업은 1971년 7월 26일 설계를 마치고 11월에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등 순

한국과학원 부지가 최종 확정되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의 181번지, 홍릉 일대 서울연

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착공 6개월 만인 1972년 5월 연면적 2,843m²(860평, 수용 능력 175명)의 학생

구개발단지 내 17만 1,240m²(5만 1,800평)의 터가 바로 그곳이었다. 서울연구개발단지 내에 들어

기숙사가 준공되었다. 이에 따라 와룡동 국립과학관에 있던 한국과학원 임시사무소가 6월 3일

설 기관은 한국과학원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이었으며, 정부는 이 세 기관

학생기숙사 건물로 이전했다.

으로 하나의 연구개발단지를 이루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두뇌집단으로

학사 업무의 핵심이 될

발전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학생기숙사 완공
1972.05.30.

8,519m²(2,577평) 규모의
학사지원동이 준공된 것
은 1973년 8월 30일, 학사
지원 업무 부서가 이전한

한국과학원 기공식(좌)
1971.04.14.
한국과학원 기공식 박정희 대통령 시찰(우)
1971.04.14.

것은 9월 7일이었다. 1년
4개월간의 ‘과학관 시대’,
1년 3개월간의 ‘기숙사 시
대’를 거쳐 새로운 터전에
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
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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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준공 당시
한국과학원 건물 배치도

한 자, 한국과학원의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뛰어나다고 학사심의위
원회에서 인정받은 자’로 했다. 한국과학원의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1972년 6월 8일에는 학칙(기안자 조병하·이은식) 제정도 마무리되었다. 학칙 서두에는 다음과 같
은 한국과학원의 교육목표와 교육방침이 명시되었다.

•교육목표 : 교육과 연구를 통해 과학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독창력과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산업계·학계 및 국가기관의 요원 양성
•교육방침 :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 이공계 대학원으로서의 교육과 연구, 학사 생활로 전인교육 실시,
산(産)·관(官)·연(硏)·학(學)의 협동

개설 학과는 창립이사회 결의 사항대로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생물공학과, 수학및물리학
과, 재료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과, 화학및화학공학과 등 7개였으며, 각 학과에는 석사 및 전문
‘한국과학원’의 기초를 다지다 - 학사 규정 및 학칙 제정

석사와 박사학위 수여 과정을 두었다. 학생 정원은 우선 전체 500명, 각 학년 모집 정원 150명

1971년 12월 31일, ‘한국과학원 학사 규정’(대통령령 제5926호, 제출자 조병하·전학제·김호기)이 공포되었다.

이내로 하되, 향후 수요에 따라 책정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서 교원의 자격 기준과 학생의 입학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학과·교과
및 학생 정원 등은 따로 학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한국과학원은 이미 1971년 9월 학과 및 전공 분야 설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과 및
전공 분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선정 원칙을 세웠다.

규정 내 ‘한국과학원의 교원’ 자격 요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또는 외국인으로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고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1. 한국과학원이 이공계 대학원임을 확고히 한다.

로 정했다. 교원의 자격 기준을 ‘박사학위 취득자’라고 못 박은 것은 한국과학원이 ‘대학원’이

2.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와 전공 분야를 우선한다.

라는 점, 설립 목표 상 교수의 우수한 자질이 특히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다만 박사학위

3. 기초공학을 중시한다.

취득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학과나 특별히 실무경력을 가진 교원을 필요로 하는 학과의 경우

4. 전공 분야를 개발함으로써 시대적인 수요 변동에 부응할 수 있게 신축성을 갖는다.

예외적으로 특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 자격은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은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등록증 소지자

이어 1972년 초부터 개설 학과 설립의 타당성, 교육내용, 규모, 시설 및 산학협동 관계를 포함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했다. 박사과정은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증

하는 조사연구사업을 학과별로 진행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설립 목표를 갖고 한국과학원

소지자 또는 소지 예정자, 외국의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이수

최초 7개 학과 개설이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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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 기계공학 및 관련 분야에서 설계·연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 양성
1972년 교원 아파트 준공

•산업공학과 : 생산 및 제조 프로세스 관련 시스템 기술 등의 공학적 소양 배양
•생명공학과 : 생물과학의 총체적인 발전의 터전 마련
•수학및물리학과 : 수
 학 및 물리적 지식을 활용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선도할 고급 인재 양성
•재료공학과 : 재료 과학에 대한 인식 제고의 목표 아래 요업, 금속, 고체 과학, 고분자 등의 전문 인력 배양
•전기및전자공학과 : 사
 회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진취적이며 독창적인 문제 해결 능력 배양
•화학및화학공학과 : 자연과학 분야에 다양한 화학공학 원리를 접목시키는 인재 배출

이 같은 학과 개설 방침 아래 한국과학원은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
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자문위원회를 설치했으며, 타 대학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
사를 선별하여 전문위원(학과별 6~12명)으로 두었다. 학과별 적정 수의 교원이 충원되어 있지 않
은 상태였음에도 대학자문위원회는 학과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
‘한국과학원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교수진에 달려 있다’라는 정신에 따라 학칙에서는 교
수진 초빙 및 처우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었다. 교원의 자격 기준이나 경력 기준을 엄격하게 규
정하여 높은 자질의 교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그 임용도 계약제로 함으로써 실적 평가를 통해
승급·승진·재계약에 반영하는 등 교육실적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우수한 교

고 1973년 1월 기계공학과 이정오, 생물공학과 박무영, 산업공학과 이남기, 수학및물리학과 이

원을 초빙하여 한국과학원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이른바 ‘생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

상수, 재료공학과 천성순, 전기및전자공학과 박송배, 화학및화학공학과 전학제 교수 등 처음으

어야 한다는 점, 재외 한인 과학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고

로 7개 학과 학과장을 임명했다.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편성도 마무리되었다. 교과목은 공통필수과목과 필수과목 및 선택과

려했다.
이런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과학원은 홍릉 지역 연구개발단지 내 다른 연구기관과 균형이 맞

목으로 구분되었다. 공통필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을 밟는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는 수준의 합리적인 급여와 연구비 지급, 현대식 아파트 제공, 해외 유치 과학자에 대한 귀국경

서, 학생들이 졸업한 뒤 산업계로 나갔을 때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혀 스스로 해결하는 데 필요

비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처우 문제를 고려했다. 1972년 후반기에는 교원 아파트가 준공되어
교원들은 일과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저녁에도 연구실에 나와 연구와 수업 준비에 전념
할 수 있게 되었다.
1972년 8월 11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화학박사이자 듀폰연구소 프레온가스 공동개발자인

한국과학원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교수진에 달려 있다는
정신에 따라 학칙에서는 교수진
초빙 및 처우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었다.

한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 다른 분야와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개념을 교육하
기 위해 확률 및 통계, 공업경영, 재료과학개론, 계측개론, 전산기응용 등으로 편성했다. 당시
대학원 과정에서 이처럼 공통필수과목을 채택한 것은 국내 최초였고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혁신적인 시도였다.

박달조 박사가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한 후 한국과학원은 개강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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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과 ‘창조’와 ‘긍지’- 교가, 교색(校色), 상징 마크 제정

3. 문을 열어, 더욱 큰 미래를 열다 - 한국과학원 개원

한국과학원은 개원 직후, 설립 목적에서 밝힌 창학 이념에 따른 ‘한국과학원가(韓國科學院歌)’를
제정했다. 시인 박목월 선생이 가사를 쓰고 작곡가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인 교가(校歌)의 가사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인재’를 맞다

는 다음과 같았다.

1973년 새봄, 마침내 한국과학원은 학사 규정과 학칙 제정, 교수진 확충 등 첫 신입생을 맞이
할 준비를 마쳤으나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우선 캠퍼스 내 준공 건물은 1972년 6월에 공

진리의 새 빛이 밝게 비치는 / 고황산 복된 터전 한국과학원

사를 마친 학생기숙사뿐이었고, 학사 업무의 중심인 학사지원동을 비롯해 여러 교육 및 부대

과학의 정수와 예지를 모아 / 부흥하는 겨레의 눈동자 되자

시설은 1973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실험기기 도입을 위한

보람찬 사명감에 젊음을 사르는 / 과학도의 전당이여 한국과학원

USAID 차관협정은 1971년 8월 31일 체결되어 1972년부터 구매사업이 시작될 계획이었지만,
정부 예산 출연 방법이 바뀜에 따라 실제로는 1973년 3월부터 본격화되었다. 게다가 미국 측의

끈질긴 탐구와 창의력으로 /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과학원

까다로운 조건 제시와 조달청을 통한 입찰구매 절차로 기기 구입이 지연되었다. 결국 교수들

풍요한 사회의 내일의 영광 / 인류의 문화에 이바지하자

은 넉넉지 않은 논문연구비 등을 모두 동원하여 우선 국내 시장에서 실험장치와 시약을 구입

보람찬 사명감에 젊음을 사르는 / 과학도의 전당이여 한국과학원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필요한 간단한 실험장치를 직접 가공·제작하기도 했다.
1973년 1월 제1회 신입생 입학시험은 부득이 인근 경희대 공학동을 빌려 치를 수밖에 없었

이와 함께 초대 원장 이상수 박사는 ‘보라색’을 교색(校色, School Color)으로 제정했다. 보랏빛은

다. 한파가 세차게 휘몰아치던 그 날, 난방시설도 없는 교실에서 단 몇 명에 불과한 교직원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색 중에서 가장 양자에너지가 높아 ‘전진’과 ‘창조’와 ‘긍지’를 상징하고

일부 경희대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시험 감독을 맡았다. ‘한국과학원에서 대학원 교육을 받는

있었다.

데 최소한의 필요한 자질을 측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영어·기초·전공 세 과목의 필기시험에서
는 최종 입학정원의 약 1.5배수를 선발했다. 1차로 선발된 이 수험생들은 학과별 교수들이 전원

아울러 한국과학원은 서울대 미대 조영제 교수의 도안으로 상징 마크를 제정하여 1971년 9
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는 원형을 바탕으로 동그라미 밖에 둘러
있는 국문과 영문 기관 명칭은 한국과학원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공계 대학원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동그라미 안쪽에는 한국과학원이 ‘우리

한국과학원(KAIS) 마크
제1회 신입생 입학시험(좌)
1973.01.15.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점을 상징하는 건물 표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구조는 영어의 기관 약칭인 K·A·I·S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가운데 표상은 한국과

한국과학원 제1회 석사과정 입학식(우)
1973.03.05.

학원을 뜻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의 ‘科’자와 ‘技’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한국과학원이 ‘과학창
조와 기술혁신에 이바지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아울러 아래에서 위로 향하
는 큰 화살표시의 모양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국과학원을 상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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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강의실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국과학원의 소중한

참석한 가운데 1인당 약 1시간씩 배정된 구두시험을 치렀으며, 두 시험성적을 합산한 후 마침
내 한국과학원 최초의 신입생이 가려졌다. 구두시험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은 당시

‘한국과학원에서 대학원

자산이었다. 트랜지스터 발명으로 노벨상을 받은 브래튼 박사는 트랜지스터 발명에 관한 공개

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자칫 평가의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

교육을 받는 데 최소한의

강연을 열정적으로 이어갔다. 그리고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귀 기울여 강의를 듣고

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1973년 2월 1일 제1회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그 우려는 기

필요한 자질을 측정한다’는

노트에 남기고 가슴에 새겼다.

방침에 따라 영어·기초·전공

우에 지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 이공계대학 교과 내용에 적지 않은 긍
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1973년 3월 5일, 제1회 입학식과 함께 한국과학원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기계공학과, 산업
공학과, 수학및물리학과, 재료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과, 화학및화학공학과 6개 학과 106명의
예비 인재들이 그 문 안으로 설레는 발을 들였다.

세 과목의 필기시험에서는
최종 입학정원의 약 1.5배수
를 선발했다.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사물의 현상을 관찰하는 ‘과학’이라는 학문에서 실험
을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보다는 실험 도중의 관찰이 더 중요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선진 기술
을 받아들일 때는 언제나 자신의 나라 고유의 문화와 철학을 염두에 두고 그 나름대로의 결정
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학 후 신입생들은 인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강당에서 준비교육을 받았다. 준비교육의
강의과목은 수학, 물리학, 화학, 영문보고서 작성 및 영문서적, 도서 이용 및 특허법 등이었으

브래튼 박사의 공개강연 중에서

며, 이 과목들은 후일 정규과목 기초가 되는 동시에 산업계 진출 후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지
식이 되었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된 것은 제1호관과 제2호관이 완공된 1973년 9월부터였다. 4층 건물인

‘미래의 꿈’이라는 제목의 터만보고서 마지막 장은 한국과학원 설립 30주년을 맞을 무렵인
2000년경의 모습을 예견하며 다음과 같은 ‘꿈’을 담았다.

제1호관 1층에는 강당과 식당, 2층과 3층에는 행정용 사무실, 4층에는 도서관이 들어섰다. 역
시 4층 건물이자 연구동인 ‘H’자형의 제2호관 남쪽에는 건식 실험실을 주로 쓰는 산업공학과,

•국제적인 명망을 가진 이공계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학계의 본보기가 되는 학교

수학및물리학과, 전기및전자공학과가 자리했으며, 북쪽 1층에 공작실과 창고, 2~4층에 습식 실

•학문적 역량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교육계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는 첨병의 임무를 수행하는 학교

험실을 주로 사용하는 화학및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생물공학과, 기계공학과가, 건물 중앙에

•정치와 경제 각 분야의 리더를 배출하는 학교

교실과 공동실험실이 입주했다. 아울러 신입생 전원이 기숙사 입주를 마침으로써 대한민국 과

•한국인 생활 수준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학교

학기술 발전을 이끌 인재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1971년 2월 16일 설립, 1973년 3월 5일 첫 입학식과 9월 17일 개강을 거치며 한국과학원은 터
과학기술의 황무지에 뿌린 희망의 씨, ‘나무’가 되고 ‘숲’이 되다

만보고서에서 제시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

1973년 9월 17일, 한국과학원의 공식적인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첫 강의는 1956년 노벨물리학
상 수상자인 월터 하우저 브래튼(Walter H. Brattain) 박사 초청 개강 특별 기념 강연이었다. 당시 한
국과학원은 실험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그 저명한 세계적 석학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은 책상과 칠판만 있는 강의실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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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들, 교문을 나서다

제1장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 한국과학원 개교 [1971~1980]

한국과학원 제1회 학위 수여식
1975.08.20.

1. 한국이 기다리던 인재들 - 최초의 졸업식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 고도성장기의 대한민국으로
한국과학원은 1975년 8월 20일 제1회 졸업식을 갖고 최초로 이공학 석사 92명을 배출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한국과학원 설립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중화
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정부는 한국과학원이 배출할 인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이 어느 분야 어떤 직종에서 일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매
우 컸다. 제1회 석사 졸업생 92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진출한 분야는 연구기관으로서, 그 수가
절반에 가까운 42명이었다. 이어 교육기관(대학) 22명, 기업체 15명 순이었다. 그리고 졸업생 가
운데 9명은, 1975년 9월에 개설한 한국과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했다.
제1회 졸업생 중에는 산학제 학생 2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소속 연구기관이나 군에

“한국과학원 졸업생을 잡아라!” - 산업계의 졸업생 유치 경쟁

서 재정적인 보조를 받아 수학하고 졸업 후 소속 직장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었다. 첫 석사 졸업

1976년 3월에는 두 번째로 14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54명은 연구기관, 39명은 기

생 92명 중 연구기관에 취업한 인원이 42명에 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업체, 30명은 교육기관에 취업했으며, 한국과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한 졸업생은 11명이었

당초 한국과학원이 산학제 학생 제도를 둔 배경에는 1972년에 학과별로 실시한 졸업생의 국

다. 제2회 졸업생 취업 현황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산업계 진출이 첫 졸업생 때보다 훨씬 늘어

내 수요 추정조사가 있었다. 조사 결과 각 학과당 10~20명인 졸업생들이 모두 취업하기 어렵다

났다는 사실이었다. 그중에서도 전기및전자공학과를 나온 졸업생 24명 중 13명이 산업계로 진

는 예측이 나왔으며, 이 때문에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당시

출했으며, 당시 관련 분야 성장과 더불어 이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기

한국과학기술연구소나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고급과학기술자 수요가 늘

도 했다.

고 있었기에, 한국과학원의 산학제 개념은 큰 호응을 받았다.

이처럼 한국과학원 졸업생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갔다. 정부의 경제

한국과학원은 첫 졸업생 15명이 산업계에 취업하게 된 것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했으며,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이며, 특히 1972년

이를 중요한 모멘트로 생각했다. 이들이 산업계에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과학기

부터 시작된 제3차 5개년계획 목표의 하나인 중화학공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고급 기술인력에

술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목표의 실현 여부를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그 요인이 있었다. 또 국내 기업이 한국과학원 졸업생을 채용하여
그 능력을 시험한 결과 그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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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 한국과학원 개교 [1971~1980]

수혜자 부담원칙 도입

하는 최소한도 규모(critical mass)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한국과학원 교육과 연구 수준이 비약적으

한국과학원 졸업생들은 국가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치기는 했지만, 졸업 후 진로는 그들의 자유

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사에 따라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졸업생이 산업계로 진출하지는 않았고, 이 때문에 수
요가 예상보다 월등하게 많아 수요와 공급 간 차질이 생겼다.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의 간극은 한

비정규 연수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개설

국과학원 졸업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한국과학

한국과학원은 1973년 9월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기술집

원 졸업생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마침내 학생들의 취업을 지정하

산업공학과를 중심으로 매년

약적 체제로 급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고급기술인력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과학원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일반기업은 이들을 확보하기가

약 20명 규모의 비정규 연수

가운데, 이미 기업에 진출한 한국과학원 졸업생에 대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산업계는 한국과학

과정을 개설했다. 그리고 방위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이 문제는 국회에서까지 거론되었다.
한국과학원은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도입했다. 연구기관이나 기업은

산업에 필요한 요원을 모집하여
1년 동안 산업공학 및 각종

원의 인재 배출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과학원은 1973년 9월 산업공학과를 중심으로 매년 약 20명 규모의 비정규 연수과정

기존에 그들이 파견한 산학제 학생에게 급여만 제공했으나,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비와

병기(兵器)에 관한 기초강의를

을 개설했다. 그리고 방위산업에 필요한 요원을 모집하여 1년 동안 산업공학 및 각종 병기(兵器)

연구비까지 일정액을 부담했다. 또 기업이 한국과학원의 국비 졸업생을 고용할 경우에도 재

이수하도록 했다.

에 관한 기초강의를 이수하도록 했다. 1977년 봄학기부터는 전문석사과정을 개설했다. 생산공

학 중 학비와 연구비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학·화학공정공학 2개 과정과 화학공정공학 전공 용역기술사과정으로 출발한 전문석사과정은
1978년 산업전자과정을 추가했다. 생산공학과정은 기계공학과가, 화학공정공학과정은 화학공
학과가, 산업전자공학과정은 전기및전자공학과가 각각 운영을 담당했다.

2. 인재 배출 규모의 확대 - 박사학위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개설

한국과학원은 1979년부터 전문석사과정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첫해에는 생산공학과
정과 화학공정공학과정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1980년부터는 산업전자과정과 교육기간 3년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사학위과정 개설

의 용역기술사과정에서도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문석사과정과 용역기술과정의 졸업생

한국과학원은 제1회 석사과정 졸업생을 배출한 1975년 9월에 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고, 9월

들 중에서 산학제 학생들은 주로 산업계로 진출했으며, 연구기관과 대학에도 다수가 진출했다.

12일 첫 입학식을 가졌다. 첫 입학생은 기계·화공·화학·물리 등 6개 분야 석사과정 이수자 35
명이었다.
박사학위과정은 한국과학원이 세계 수준의 대학원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
야 할 교육과정이었다. 한국과학원은 박사학위과정 개설을 통해 교육과 연구 분야를 세계 수

부원장 제도 변화 등의 조직 효율화
한국과학원은 박사학위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개설 등 교육과정과 학생 수가 날로 늘어나면서
부원장 제도 변화 등을 통한 조직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 다만 초창기에는 재정적인 걸림돌이 있었다. 제1회와 제2회 박사학

1974년 5월 20일 한국과학원 3대 원장으로 취임한 전 한국물리학회 회장 조순탁 박사는 1977

위과정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산학제 학생을 위해 산업계가 지급하는 학비와

년 5월 21일 제4대 원장으로 유임되었다. 한국과학원은 설립 초기인 1972년 4월 학사부원장 외

연구비 일부에다 자체 교수인건비를 더해 재원을 확보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

에 행정부원장을 추가로 두는 복수 부원장제도를 택했지만 1973년 신학기를 앞두고 다시 단일

은 박사학위과정 개설 1년 후인 1976년 9월부터였다. 이를 계기로 학생 수 또한 각 학과가 필요로

부원장제도로 변경한 바 있었다. 제4대 조순탁 원장 취임 직후인 1977년 6월 1일에는 다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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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이공계 대학원

부원장제도를 도입하여 원장 아래 학사담당과 개발담당의 두 부원장을 새로 두고, 학사담당
부원장(전학제 박사, 교무처장 겸임)은 교무처와 학생처를, 개발담당 부원장(김영걸 박사, 개발실장 겸임)은 기
획실·개발실·도서실을 각각 관장하도록 했다.
2년 후인 1979년 6월 1일에는 개발담당 부원장직을 폐지하고 다시 단일 부원장제를 택했다.
이로써 부원장은 학생처·교무처·연구지원실을 관장했으며, 기존 개발담당 부원장이 관장하던

1. 경제 발전의 주역을 배출하는 대규모 이공계 대학원으로

기획실·개발실·도서실은 원장 직속으로 두고 이를 부원장이 관장하도록 했다.

- 박사학위자 배출과 교육환경 개선
박사학위자 배출과 석사과정 확장
한국과학원은 1978년 8월 19일 제1회 박사학위 수여식을 갖고 처음으로 두 명의 공학박사를
배출했다. 이후 1979년 2월 20일 8명, 1980년 2월 20일 6명, 8월 28일 7명 등 세 차례에 걸쳐 모
두 23명의 박사 인력이 탄생했다.
박사학위자 배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석사과정도 점차 확장했다. 한국과학원은 1978년 3월
21일 수학및물리학과를 수학및물리학과와 전산학과로 분리·독립시키는 한편, 화학및화학공학
과를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로 분리하여 독립 학과로 개편했다. 전산학과는 이후 전산학 및 관
련 분야에서 설계·연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

제1회 박사학위 수여식(좌)
1978.08.19.

양동열 박사 학위기(우)
197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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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79년 3월 1일에는 정부의 항공기공업육성정책에 발맞추어 항공우주 분야 고급인력

그 원인은 대부분 학생 수의 급속한 팽창에 기인하고 있었다.

배출을 목표로 항공공학과를 신설했다. 이어 1년 후인 1980년 3월 1일에는 산업공학 분야에서

급속한 학생 증원에 따른

경영과학 분야를 분리하여, 계량 분석 능력을 기본으로 각 전공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를 양성할 목적으로 경영과학전공을 독립시켰다.

연구실 및 도서실 공간 부족과

당초 터만보고서는 한국과학원 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1977년의 학생 수를 6개 학과 석사학
위과정 학생 200여 명, 박사학위과정 학생 100여 명을 합쳐 모두 3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었
다. 또 필요한 전임교수 수를 6개 학과 50여 명으로 잡고,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을 6대 l로 예측

연구기기 부족이었다.

이로써 한국과학원은 1980년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산업공학전공·경영과학전공), 생물공학과, 수

여기에 해마다 물가는 크게

했다. 하지만 1980년에 이르러 한국과학원 학생 수는 949명, 교수 수는 84명으로, 학생 대 교

학및물리학과(응용물리학전공), 재료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과, 전산학과, 항공공학과, 화학과, 화

뛰어오른 데 비해 학생들의

수의 비율은 11대 l에 이르렀다. 이처럼 교수가 지도할 학생 수가 당초 예상했던 이상적인 수준

학공학과 10개 학과와 산업전자공학, 생산공학, 화학공정공학 3개 전문석사과정에 949명의

논문연구비나 장학금 수준이

보다 거의 2배나 늘어나면서 교육 효과 저하가 우려되기도 했다.

학생을 교육하는 대규모 이공계 대학원으로 발전했다.

제자리걸음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아울러 입학정원이 개원 당시에 비해 3배나 크게 늘어나게 되자 신입생의 평균적인 자질 저
하도 걱정스러운 문제였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 수의 증원으로 이들을 모두 기숙사에 수용할

교육시설 증축과 재원 확충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기숙사에 들어온 국비 학생들도 종전 2인 1실에서 3인 1실 방식으

한국과학원은 학과 증설과 학생 증원에 따라 건물 증축을 서둘렀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산학제 학생들은 기숙사

1978년 연면적 3,967m²(1,200평)의 공학연구동(제7호관)에 이어 1978년 8월 31일과 1979년 10월

입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일제 전인교육’이라는 한국과학원 본래의 교육방침을 따를 수 없

26일, 1980년 7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연면적 9,256m²(2,800평)의 전문기술동(제8호

게 되었다.

관, 제9호관)을

준공했다. 1979년 8월 20일에는 1,574m²(476평)의 기숙사(제6호관) 증축을 포함, 1980

년까지 한국과학원 규모는 연면적 4만 8,264m²(1만 4,600평)에 달했다.
한국과학원이 당초 실험시설을 구매하기 위해 확보한 외자는 USAID 차관 600만 달러였고,

급속한 학생 증원에 따른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연구실 및 도서실 공간 부족과 연구기기 부
족이었다. 여기에 해마다 물가는 크게 뛰어오른 데 비해 학생들의 논문연구비나 장학금 수준
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이 자금은 1977년 말에 모두 소진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에는 경상거래 외환자금의 대부금
100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1979년에는 미국수출입은행과 차관 1,160만 달러 협정을 체결하여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교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

1980년부터 이 자금을 사용했다. 한편 1971년 설립 준비과정 당시부터 1980년까지 사용한 내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과학원 교수진은 학생들 교육에 최선을 다했으며, 직원들은 더

자(內資) 운영비는 약 160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건설비는 63억 원 규모였다.

효율적인 행정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했다.
한국과학원 교수들은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근거를 두고 면학과 연구에 있어서 학생들
과 평등한 위치에서 생각하고 토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문 연구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동기

2.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 1980년대를 위한 준비

를 부여했다. 학생들에게 철저한 실험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한국과학원의 큰 장점이었
다. 한국과학원 개원 초기부터 USAID 차관 600만 달러를 투입해 도입한 실험장치는 연구용으

학생 수 급증에 따른 제반 문제점

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실험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기기들이었다. 이들 기기를 바탕으로 한국과

설립 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한국과학원은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기도 했는데,

학원은 학생들에게 실험논문 과제를 부과했으며,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실험장비나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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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대한 노하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한국과학원은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 활동을 능률

1970년대 한국과학원 전경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 지원의 초점
을 두었다. 원내 자체 계획에 의한 연구와 원외 수탁
연구를 불문하고 모든 연구비는 한국과학원이 자체
제정한 회계절차에 따라 사용하도록 했으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수와 학생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긴급히 구매
해야 할 물품에 대한 도입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도
록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사후 회계처리를 할 수 있
게 하는 ‘소액 전도금(少額 前渡金)’ 제도를 운영하여 연
구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려를 기대로 바꾸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다
1973년 92명의 석사과정으로 시작한 한국과학원은
1980년 석·박사과정, 전문기술과정을 합쳐 1,000여 명
의 학생을 가진 대규모 이공계 대학원으로 성장했다.
설립 초기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학원의 미래에 대
해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한국과학원은 1970년대
말 수많은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을 배출하여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한국 최고의 이공
계 대학원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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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진과 창조 그리고 긍지
1981~1989

제1절 통합 KAIST 시대로

1. K
 AIST의 탄생 -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통합
‘ 한국과학기술원 ’ 시대의 새로운 과제와 도전
1980년대 들어와 한국과학원은 설립 후 가장 큰 변화를 맞았다. 1981년 1월 5일 한국과학기술
연구소(KIST)와 통합하면서 한국과학기술원(韓國科學技術院,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으로 발족하게 된 것이다.

KIST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립 연구기관을 설립하자’는 취지로 1966년 2월 10일 탄생
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었다.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존슨 대통령

제1절 통합 KAIST 시대로
제2절 인위적 변화를 딛고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길
제3절 독립과 통합의 시대를 거쳐 도약의 새 시대로

의 합의에 따라 설립 초기에는 미국의 바텔기념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 자매기관으로 출
발했으며, 1969년 종암동에 연구소 건물이 준공되었다. 설립 당시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을 바
탕으로 파격적인 조건 아래 해외 한인 과학자들을 유치했다.
한국과학원과 KIST의 통합 논의는 정부 안팎에서 전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1980
년 5월 26일 제5대 한국과학원 원장으로 취임한 최형섭 박사(전 KIST 소장)에 이어 같은 해 8월 26
일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정오 박사(기계공학과 교수)가 KIST 소장직을 겸임하게 된 사실로도
통합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이정오 원장이 취임 직후인 1980년 9월 초 과기처 장관으로 취임함에 따라 한국과학원 원장
과 KIST 소장직은 공석이 되었다. 이후 양측 실무진들에 의해 통합 준비가 진행되었으며, 11월
8일 이주천(물리학과 교수) 부원장이 제7대 한국과학원 원장 및 KIST 소장에 취임했다. 이주천 원
장은 1981년 1월 한국과학원과 KIST 통합에 따라 KAIST 초대 원장이 되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두 명의 원장이 취임과 거의 동시에 퇴진하고, 새로운 원장이 취임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의 부
단한 변화와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고 있었다. KAIST는 ‘한국과학원’ 시대를 마감하고 ‘한국과
학기술원’ 시대를 열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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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현판식
1981.02.27.

1981년 11월 1일 통합 심벌마크를 제정한 KAIST는 이 같은 목표 아래 통합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추진하여 제2의 도약을 이루고자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KAIST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재편성하고, 각 부문의 특성과 고유기
능을 강화했다.
먼저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박사과정 운영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먼저 1981년 3월 1일 핵공학과를 설치했으며, 1982년 1월에는 기존 수학및
물리학과를 물리학과와 응용수학과로 분리하고, 생산공학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생산공학과로
분리하여 생산공학과를 신설했으며, 토목공학과를 새로 개설했다. 각 신설 학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핵공학과 : 원자력 방사선 분야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생산공학과 : 생산설계·가공기술·산업공학의 삼위일체 교육에 중점을 두고 현실성 있는 프로젝트 수행과 현장
실습 실시
•토목공학과 : 자연조건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연구

이와 함께 학문 간 특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사부 내 교무처를 폐지하고 대신 이학부와
공학부 2개 학부제로 분리했다. 이로써 KAIST 학부와 학과 구조는 다음과 같이 재정립되었다.

통합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운영체제 정비와 강화

•이학부 : 물리학과·생물공학과·응용수학과·화학과

통합 1년 만인 1982년 1월 9일 KAIST 제2대 원장에 취임한 임관 박사(전 미국 아이오와공대 교수)는 통합

•공학부 : 경 영과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생산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및전자공학과·전산학과·

KAIST의 운영 목표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단일기관으로서의 운영체제 정비와 강화

48

토목공학과·항공공학과·핵공학과·화학공학과

이 같은 조직 혁신과 함께 통합에 따른 인원 과잉과 운영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2. 고급인력 양성의 양적 및 질적 확대

노력이 이어졌다. KAIST는 1982년 2월 11일 자로 기존 학사담당 부원장과 연구담당 부원장 양

3. 핵심산업기술연구과제의 중점 수행과 과학기술원의 국제화

부원장제를 단일 부원장제로 축소했으며, 학사 기능은 이학부와 공학부로, 연구부는 연구본부

4. 산·학·연 협동 체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집중

로 재개편하여 각 부문 특성과 교육 기능을 강화시켰다. 또 학사심의위원회와 연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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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합하여 학사·연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동시에 학사행정과 연구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명이 산학협동 단기강좌를 이수한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수강생이 늘어나 강좌당 1,000명

학부장·본부장·처장에게 대폭 위임하여 교육과 연구기능의 상호보완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상이 수강했으며, 이는 산업체 기술자들의 자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기업체가

이밖에 직종 및 직급별 정원제와 함께 식당·인쇄·목공 등 특수사업의 독립채산제도 도입했다.

의뢰한 상당수의 연구를 수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1982년 4월 7일에는 통합된 새 기관의 수평적·수직적 의사소통을 위해 KAIST 소식지 「주

의 교수진 협력 및 유대 강화, KAIST 교수 민간산업체 파견 및 자문활동도 이루어졌다.

간소식」을 창간하고, 근무자 자신이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셀프 코디네이션(Selfcoordination)’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했으며, 교수·연구원의 주택마련 융자제도

도 도입했다.
산학협동 단기강좌 1985.08.24.

연구소 및 산업체 근무자 교육 확대
KAIST는 1982년부터 연학부(硏學部)를 신설하여 운영했다. 연학부의 주요 업무는 연구원학생(硏
究員學生) 및 연구원보학생(硏究員補學生)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였다.

통합 이후 KAIST는 기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원학생 교육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 연구원학생들은 출연연구소,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에 재직 중인 학생들이었으
며, 향후 KAIST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 교육을 받는 동시에 각자의 직장에서 연구를 수행
하게 될 시간제 학생들이었다. KAIST는 최초 입학시험 때 영어시험과 면접고사만 합격하면
연구원학생의 입학을 임시로 허가했다. 그리고 이후 재학 기간 중 2년 내에 정규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그때부터 논문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1982학년도 9월 가을학기에 처음으로 석사과정 58명, 박사과정 16명, 총 74명의 연구원학생
이 입학한 데 이어 1983학년도 3월 봄학기에 97명(석사과정 59명, 박사과정 38명)이 입학했다. 1983년
부터는 연구원학생 이외에 연구원보학생도 모집했다.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
해 KAIST 입학 희망자 중 미리 연구소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선발, 졸업 후 희망 연구소에 취
업하게 하는 제도였다. 1983학년도 170명의 학생을 처음 선발한 이후 연구소 요청 감소과 희망
학생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1988학년도부터 모집을 중단했다.
1982년에는 산업체 연구소 연구원 교육과 함께 방학 기간 동안 산업체 근무자를 위한 산
학협동 단기강좌를 시행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교육함으
로써 낙후된 우리나라 산업계 기술자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였다. 첫해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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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과 KIST를 통합해 KAIST를 출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책과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국가과학기술 저
력배양을 위한 기초·응용 연구와 다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을 한다.”
그리고 1980년 12월 31일 공포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제정 목적이 명시되었다.
“이 법은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경험이 적은 개발도상국의 시행착오,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계획

고급과학기술 인재의 양성과 국책적 중·장기연구개발 및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와

광복 이후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효시는 1959년 3월 문을 연 원자력원(原子力院) 산하 원자력연구소였다. 1966년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인 종합산업연구기관인 KIST가 한·미 정부 공동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다음 해
4월 과학기술처가 독립부서로 발족하면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과학기술 진흥에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사상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대규모 연구기관 통합 작업이 1981년 봄까지 진행되
었고, 한국과학원과 KIST의 통합도 그 일부였다.

관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두 번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낸 정부는 급진적인 중화학공업

시대 상황이 만든 부자연스러운 통합

정책을 추진했고,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막대한 자본과 시설 외에도 고도의 기술 잠재

한국과학원과 KIST의 물리적 통합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1980년 당시 두 기관은 인

력이 필요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 초까지 불과 4년 4개월 만에 11개의 정

위적인 통합 대상이 될 만한 내부의 문제점이 거의 없었다. 한국과학원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

부출연 연구소를 설립했다. 특히 정부는 급증하는 이들 연구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1974년부터 1981년까지 8개

인력 양성에 성공하고 있었고, KIST도 타 정부출연 연구기관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년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남도 대덕군에 2,677만 6,859㎡(810만 평)의 광대한 지역을 확보, 이른바 ‘대덕연구학원

그리고 무엇보다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즉 ‘교육’을 목표로 하는 한국과학원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립

도시’ 건설에 착수했다. 이 신도시에 5대 전략사업 연구기관, 12개 국립연구기관, 1개 대학을 설립하고, 인구 5만

연구기관’이라는 성격을 가진 KIST와의 통합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만약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제반 문제점 때

명의 쾌적한 전원도시를 완성한다는 원대한 목표였다.

문에 통합이 추진되었다면 KIST는 1970년대에 KIST로부터 독립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소·한국통신기술연구소

그러나 정부의 의욕적인 계획은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에 봉착했다. 연구소 건물을 건설한다 해도 연구원 충

등과 통합되어야 더 효율적이었다.

원이 여의치 않았고, 방대한 연구학원도시를 건설할 충분한 재원도 없었다. 더욱이 다수의 연구기관이 짧은 시

따라서 이 같은 부자연스러운 통합 추진에는 당시의 정치적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1980년 새로 등장한

일 내에 급격히 신설되면서 연구소를 운영할 연구 행정가 수가 모자라 고급연구자들을 대거 관리직으로 전환할

신군부는 1970년대 말부터 중복 투자 등으로 골칫거리가 되었던 중화학공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밖에 없었다. 경험이 적은 개발도상국이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였다.

그 기반이 되는 연구기관 정리를 시도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한국과학원과 KIST를 통
합하여 그 통합의 주체를 전두환 대통령이 맡도록 함으로써 통치자가 과학기술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상징적·홍

한국과학원과 KIST의 물리적 통합
1980년 가을, 신군부 체제하에 정부는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의
통합·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과학기술처는 같은 해 11월 13일 ‘연구개발체제 정비와 운영개선 방안’을

보적 효과를 얻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
결국 한국과학원과 KIST의 통합은 두 기관 모두 원치도, 예기치도 않은 일이었고, 그만큼 여러 문제점을 내재
하고 있는 인위적 결합이었다.

밝히고 각 부처 산하 16개 연구기관을 8개 대단위 연구소로 통합·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안 가운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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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는 학부 내에 교수연구실 설치를 허용하고, 교수와 연구원을 각각 겸임연구원과 겸임

2. 교육과 연구, 두 기능의 조화와 발전
- 교육·연구의 통합을 뒷받침할 기반 구축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매트릭스 체제(matrix system)’ 도입

행정부서 내의 기능적

교수로 보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겸임교수(전임교수급)는 교수가 연구원 역할을, 겸무교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전임 대우교수급)는 연구원이 교수 역할을 맡는 것이라 겸무교수에 대한 호응이 더 높았다. 이 겸

겸무순환제도는 연구원이

임·겸직제도 도입 후 총 44명에게 겸임 또는 겸무 발령을 내렸다. 그중에서 21명의 교수가 특

논문지도를 위해 학생지도에

통합 초기 단일 부원장제 도입, 연구와 학사로 분리되어 있던 위원회의 일원화, 연구부의 축소

나서고, 교수들 역시 연구부

정연구과제 15건, 산업계수탁연구과제 17건의 연구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했으며,

개편, 학부장과 본부장에 대한 연구 행정 권한과 책임 대폭 위임 등 일련의 조치는, 설립 배경

프로젝트의 공동 수행에

학생들이 연구 보조원 및 연구요원으로 활동했다. 또 23명의 연구원이 교수로 겸임 또는 겸무

과 문화가 다른 두 조직을 유합시키기 위한 조직개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도 명실

참여하는 제도였다.

하면서 학생지도를 직접 담당했다.

상부한 통합과는 거리가 있는 과도기적인 것으로서, 조직개편 후에도 학사부와 연구부 간의

시행 이후 대내외적으로

거리는 의도한 만큼 좁혀지지 않았다. KAIST는 이러한 두터운 벽을 깨뜨리고 교육과 연구 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야 인력과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른바 매트릭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후 타 연구기관으로도
파급되었다.

행정부서 내의 기능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겸무순환제도는 연구원이 논문지도를 위해
학생지도에 나서고, 교수들 역시 연구부 프로젝트의 공동 수행에 참여하는 제도였다. 시행 이
후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타 연구기관으로도 파급되었다.

1983년 7월 1일 자로 또 한 차례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한 국책 연

하지만 겸임·겸무제도는 KAIST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었으나 수직적 운영체계

구개발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사와 연구기능을 실질적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가 필요한 연구 부문의 관리에는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했으며, 당초 기대한 만큼의 성과도

그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과 연구 분야 인력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능

거두지 못했다. 겸임교수의 경우 1983년과 1984년에 각각 11명과 13명이 임명되었으나 1985년

력과 연구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에는 대부분이 사퇴하여 3명에 머물렀고, 1987년 이후에는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반면 겸

KAIST는 1983년 7월 1일 학과의 전공과 유사한 연구부 내 연구실을 다음과 같이 8개 학부
로 통합했다.

무교수제도는 비교적 인기를 끌어, 1983년 1명에서 1985년 55명에 이르렀으며, 이후 매년 30명
내외 수준을 유지했다.
학사와 연구기능을 효율적으로 혼합시키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환경도 개선했다. 1983년 11월

수물학부(數物學部)·화학부·생물공학부·화학공학부·재료공학부·기계공학부·전자공학부·산업공학부

25일 재료공학동을 준공하고, 1984년 1월에는 학사부의 재료공학과, 연구부의 재료공학연구부
를 재료공학동으로 이전했으며, 학사부의 화학공학과를 기존 재료공학연구부 건물로 이전했

이와 함께 KAIST는 1982년 1월 이학부·공학부 제도 도입 당시 폐지했던 교무처 기능을 부활,

다. 이후 재료공학과와 화학공학과를 기존 한국과학기술연구소로 이전하는 등 건물 재배치가

교무처와 학생처를 통합하여 교학처로 명명했으며, 연구조정부 및 과학도서관을 신설했다. 이

이어졌다. 또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기존 학사부의 교수아파트 A, B, C동을 ‘유정사(惟鼎舍)’로 명

로써 교육과 연구기능이 원장 직속의 각 학부에 통합되었고, 교육 지원은 교학처가, 연구 지원

명하고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학생기숙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은 연구조정부가 각각 맡게 되었다.

이 같은 노력 속에 교수직의 연구 활동 범위는 확대되었지만 연구 부문의 활동에는 오히려
제약과 감독이 강화되어, 두 부문 간의 융화에 장애가 되기도 했다. 연구실 단위의 독립채산제

교수 임용 제도 다각화와 연구 환경 개선

운영으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확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이로 인해 통합 초기에는 장기

매트릭스 체제 도입과 조직개편에 따라 학사부와 연구부 사이의 교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대형 국책 과제 발굴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 아울러 교수직의 수평적 조직과 연구직의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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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간의 운영 차이, 승진 인사 및 호봉체제, 겸무순환제도 도입 등은 상호 독립적이고 보완적

월 1,000 달러 정도의 자금 지원을 받아 농촌 개발 기술을 비롯한 생물공학 분야 제3세계 과학

이면서 동시에 갈등의 요소가 있었다.

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UN과 한국과의 창구기관으로서 다른 회원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구원 상호교환, 훈련생 연수 및 파견, 공동연구 사업 등 국제적 학술교류

국내 최초의 명예 석좌제도와 연수연구원제도
1982년 10월 12일 국내 최초로 연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KAIST는, 1983년 8월 유능한 과학
자가 활발하고 자유롭게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예 석좌제도(named endowed chair
system)를

를 활발히 추진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도전도 이어졌다. 특히 1984년 유전공학육성법 제정
직후 KAIST는 1985년 1월 30일 유전자공학연구센터를 선제적으로 개소했다.

역시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국내외 저명한 학자를 초대, 연구·교육 활동을 재정적

KAIST는 미래 과학인재 육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

으로 뒷받침해주는 제도로서, KAIST는 1984년부터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명예 석좌제도 운

기술을 올바로 인식시켜 주기 위해 1984년 7월 30일 처음으로 ‘과학기술여름학교’를 개설했

영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했다. 석좌제 운영 기반이 처음 마련된 것은 1985년 4월 29일이었으

다. 이 제1회 행사에는 128명의 전국 우수고교 2학년생들이 열흘간 KAIST 내에서 다양한 교육

며, 이날 금성통신(현 LG전자)과 코오롱이 각각 3억 원의 석좌기금을 기탁했다.

을 받았으며, 실험과 협동작업을 통해 스스로 설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웠다.

1984년 1월부터는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연수연구원제도(Post-doctorate
Research Associate Program)를
연구원)

도입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포스트닥터(Postdoctor, 박사 후

과정과 유사한 제도로,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로 하여금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참

여하도록 하여 연구능력 향상과 실무경험 축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여름학교 1985.08.10.

국제적 학술교류 추진과 미래 과학인재 육성
1984년 2월 23일 KAIST 제3대 원장으로 취임한 전학제 박사(물리학과 교수)는 “고급과학기술 인
재 양성과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교육·연구 분
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과 연구, 두 기능의 조화와 발전’을 KAIST 운
영 방침으로 정했다. 이런 방침 아래 전학제 원장은 매트릭스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다.
KAIST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점차 넓혀, 1984년 7월 영국에서 열린 제23차 UN대학
(UN University) 이사회에서 UN대학 분교에 가입했다. UN대학은 “날로 증가하는 세계적인 난제들

을 해결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새로운 학술기관을 만들자”는 당시 우탄트(U Thant)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1973년에 설립되었다.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두고 197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UN대학은 1984년 당시 전 세계 30개국 37개 연구소 및 대학이 분교로 가입되
어 있었다. 1984년 9월 37번째 분교로 가입한 이후 KAIST는 UN대학으로부터 훈련생 1인당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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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첫 여성 박사 김태남 박사
뉴스 보도자료(매일경제)
1986.08.22.

1. 학사·연구 통합의 문제점 개선과 동반 성장의 기틀 구축
학사·연구 통합체제 개선 - 학사·연구 각각의 기능 중심체제로
1980년 8월 한국과학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발탁된 바 있는 이
정오 박사가 1986년 2월 20일 KAIST 제4대 원장에 취임했다. 이정오 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매
트릭스 시스템이 KAIST의 운영에 공헌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학사·연구 통합체제를 학사와
연구 각각의 기능 중심체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986년 8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KAIST는 통합 초기와 마찬가지로 학사부와
연구부로 기능을 분리하고, 학사부에는 14개 학과와 1개 전공을, 연구부에는 4개 연구부(화

배출하여 KAIST 설립 이념에 부합한 성취로서, 우리나라에 선진국형 박사과정 교육이 정착했

학연구부, 기계공학및물리·전자연구부, 화학·고분자연구부, 재료공학연구부)와 그 산하에

음을 의미하는 수치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986년 8월에는 KAIST 역사상 첫 여성 박사가

40개 연구실을 두었다. 또 유사성이 높은 학과들을 묶어 다음과 같은 5개 부문으로 나누고

탄생했는데, 전산학 전공 김태남 박사가 그 주인공이었다.

각 부문에 부문협의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1980년대 이후 이어진 부단한 변화 속에서도 KAIST는 교육과 함께 연구 부문에 대한 지속
적인 투자와 도전을 계속했다. 1986년 3월 22일에는 로봇에 관한 기술 공학적 연구를 주도하

•자연과학부문협의회 : 물리학과·생물공학과·응용과학과·화학과

기 위한 로보틱스연구실을, 1987년 1월에는 우리나라 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계공학부문협의회 : 기계공학과·생산공학과·핵공학과및항공공학전공

그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KA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를 각각 설립했다. 이어 같은

•전자공학및전산학부문협의회 : 전기및전자공학과·전산학과

해 9월 25일에는 연구업무 활성화를 위해 연구조정부를 연구본부로 개편, 연구부를 연구본부

•산업경영부문협의회 : 산업공학과·경영과학과

산하에 두도록 했으며, 연구본부는 연구본부소장이 관장하도록 했다.

•응용공학부문협의회 : 재료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

명예교수 제도와 영년직교수 제도 도입
20대 박사인력 조기 배출과 교육·연구 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

1982년 연구 인센티브 제도, 1983년 석좌제도, 1984년 연수연구원제도 등을 연이어 시행하

1986년까지 KAIST가 배출한 박사학위 취득자는 총 299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20대 박사가

며 보다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 구축에 전력을 기울인 KAIST는 1987년 3월부터 10월까지 5개

202명으로 전체 박사 졸업생의 68%에 달했다. 이는 국내에서 국제 수준의 박사인력을 조기에

부문협의회 위원장 회의에서 명예교수 제도의 골격을 마련했다.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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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교육·연구·기타 업적이 현저하고 덕망이 높으며 KAIST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설립 - 상호존중과 소통을 통한 상생의 미래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한다는 내용이었다. KAIST는 1988년 10월부터 학과 주임 교수회의와 원

전국적인 민주화운동 열기에 따라 1987년 12월 10일에는 KAIST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조합

규심의위원회의의 구체적 심의를 거쳐 1989년 8월 1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예교수 지침을

원은 연구원직의 60%, 기능직의 95%가 참여한 총 880명이었다. 하지만 설립 당시부터 노조

처음으로 시행했다.

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KAIST 본부 측과 의견충돌이 일어났으며, 1988년 1월 30일에는 이인우
(화학연구부)

초대 노조 위원장에 대한 연구원 재계약을 거부하여 실질적인 해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노조 간부들이 농성으로 맞서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추대 절차 : 해당 학과 인사심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원장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이

양측은 1988년 4월 18일 노조 활동 보장에 관한 단체교섭을 체결했지만 이후에도 본부 측

있을 때 교원인사심의회에 부의하여 그 제청을 얻도록 하며, 원장이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도록

이 연구원 관련 간부 직원들을 동원하여 연구원들에게 간접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

한다.

에 따라 노조는 5월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발생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열흘간의 냉

•추대 발의 시기 : 해당 교수의 퇴직예정일 전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추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추대

각 기간이 끝난 후 5월 24일부터 이틀간 대의원회와 총회를 소집하여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할 수 있으며 재추대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노조 인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988년 5월 30일부터 10일 동안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운영 재원 : 외부 기관이나 독지가가 기탁한 기금, 수탁연구 등에 의한 수입금 또는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파업 17일만인 6월 10일 기능직 및 사무직의 하위직급 신설, 임의해고 등으로 악용의
이 지침에 따라 1989년 9월 1일 박송배 교수(전기및전자공학과)와 이병호 교수(핵공학과)가 KAIST

소지가 있던 계약제 보완, 가족수당 신설 등에 합의하며 협상을 타결했다. 이후 상호존중과 소

최초의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통을 통해 상생의 미래를 열어간 노조는 KAIST 발전에 함께 했으며, 인근 지역주민과의 협조

KAIST는 계약제도의 변화가 일기 시작한 1980년대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계약제의 단

체계 구축, 불우이웃돕기 사업 전개 등 활동 범위를 꾸준히 넓혀갔다.

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교원 확보 및 신분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영년직(永年職) 교
수 제도를 도입했다. 영년직 교수 제도(안)는 1988년 12월 2일 교원인사심의회의 추진 결정과
1989년 10월 6일 교원인사운영지침 개정을 거쳐 1989년 12월 11일 통합교원인사심의회 및 학
사연구심의위원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989년 11월 정교수 42명이, 1990년 8월 정교수 10명이
영년직 교수로 임용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
현판식(좌)
1989.07.07.

한편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석좌교수제도는 1990년 12월 3일 그 운영 규정 및
임용 지침이 석좌교수인사심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었으며,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의 교육·연구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
창립 2주년 기념식(우)
1989.12.09.

육 및 연구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60

61

KAIST 50년사 | 통사

제2장 전진과 창조 그리고 긍지 [1981~1989]

1981년에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군부 주도 하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함께 하는 시간, 문화가 있는 캠퍼스
신군부 독재 시대에 KAIST 또한 외부 압력과 비민주적 대외 환경을 딛고 서기 위해 많은 인내
와 도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시간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KAIST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문

1988년 9월 23일 ‘KAIST
연구본부의 방향설정 토론회’

이 단행되었으나 오히려 연구 활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연구조직과 분야는 더욱 방대해져 정
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아울러 통합 당시에 비해 국내

를 개최하여 학내외 의견을

화가 함께 어우러진 캠퍼스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1986년
4월 4일부터 시작된 KAIST 금요 문화행사였다.

수렴했으며, 학사와 연구 부문

과학기술계가 현격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가운데, 독립적으로 연구부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

대표들이 연이어 회동을 하고

성도 제기되었으며,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요구도 반

1986년 4월 영화상영으로 시작된 KAIST 문화 행사는 이후 방학 기간을 제외한 매주 금요일 저

완전 분리에 원칙적인 합의를

영되었다.

녁에 개최했다. 특히 영화뿐 아니라 음악과 무용, 대중가요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프로

도출했다. 그리고 분리·독립할

이 같은 판단 아래 KAIST는 1988년 9월 23일 ‘KAIST 연구본부의 방향설정 토론회’를 개최

그램의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교직원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에 큰 도움을 주었다. 봄학기와 가

경우 학사부는 한국과학기술원

하여 학내외 의견을 수렴했으며, 학사와 연구 부문 대표들이 연이어 회동을 하고 완전 분리에

을학기에 각 10여 회씩 매년 20여 회씩 열린 KAIST 문화 행사는 2020년 6월 현재 총 655회에 이
어지고 있다.

으로, 연구부는 한국과학기술
연구소로 복귀함으로써 통합
이전 본래의 기관명을 갖기로
합의했다.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분리·독립할 경우 학사부는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연구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로 복귀함으로써 통합 이전 본래의 기관명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88년 10월 27일부터 행정조직 변경에 들어갔다. 먼저 원장 산하의 과학
도서관과 홍보·협력실을 폐쇄하고 연구본부소장 아래 도서실과 홍보·협력실을, 학사담당 부

2. 시대의 시련을 딛고 다시 서는 KAIST - KIST와 분리 독립

원장 아래 과학도서관과 섭외과를 각각 분리 신설했다. 또 원장 소관 부서인 동경연락사무소
를 연구본부소장 산하로, 대덕분사무소를 부원장 산하로 분리했다.

학사와 연구 기능 완전 분리 및 독립적 연구부 기능 재정립
KAIST 제3대 원장으로 취임한 바 있는 전학제 박사가 1988년 5월 6일 제5대 원장으로 재취임

KAIST와 KIST 분리·독립

하면서 다시 한번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부원장으로 하여금 교무처장을 겸임하도록

연구부의 분리 후 독립 방안이 확정되었지만 특별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다시 설립하

하여 학사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연구조정부를 연구본부로 개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공통된 판

아울러 연구부를 연구본부 산하에 두게 하고 연구본부는 연구본부소장이 관장하도록 함으로

단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하나의 출연연구소로 독립시키기로 하면서 명칭

써 학사와 연구 기능을 완전히 분리했다.

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소(所)’ 대신 ‘원(院)’으로 변경하되 영어 명칭은 종전과 같이 KIST로

당초 KAIS와 KIST의 통합은 양 기관의 이질적인 문화와 전통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통합기관의 국문 명칭이기도 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변경하면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방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원과 교수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

‘한국과학기술원’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명칭이 확정되

되었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두 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연구·학사 각각의 고유기능 발전에

었다.

저해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당시 KAIST를 포함해 모든 이공계 연구기관이 대전광
역시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 수요를 담당할 연구기관의

1989년 6월 1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법인이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KAIST와 KIST는 다시 분리·독립했다. 1981년 1월 통합·발족 이후 8년 5개월 만이었다.

육성도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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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립과 통합의 시대를 거쳐 도약의 새 시대로

을 앞두게 된 것은 1984년 10월 17일이었다. 이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었다.
“영재 교육 과정을 위한 계획을 변경하여 KAIST에 학부 과정인 과학기술대학을 부설로 설
치하여 석사·박사 과정만으로 운영되고 있던 교육 체제를 학사로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이어
지는 일관된 체제로 전환하여 정예 과학기술인 양성 기능을 갖도록 한다.”
이어 ‘학사과정 설치를 위한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법률 제3778호)’이 1984년 12월 31일 자로

1. 석·박사에 이어 학사 인력까지, 폭넓은 인재 양성의 기반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거해 학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 한국과학기술대학 설립

것이다. 법률 공포 후 한국과학기술대학 설립 준비단은 신설되는 학사과정을 포함해, 대학 운
‘첨단 기술 분야 고등 교육기관’ 설립의 배경

영의 독자성을 구현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조직과 학사 운영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1982년 11월 19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부총리와 노동부 장관에게 “최신 첨단 기술 분야의 고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1985년 2월 과기처에 보고했다. 대학 조직과 학사 운영에 관한 필수

등 교육기관의 설립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1983년 2월 노동부 장관은 병무청장,

적 사항, 즉 대학 명칭, 학장, 하부 조직, 학사 운영 등은 대학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에 반드시

과기처 장관, 문교부 장관의 협조를 얻어 한국산업기술대학 설립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보고 내용이었다. 그 결과 신설 대학 조직과 학사 운영에 대한 규정

3월 10일 자로 그 계획에 대한 재가를 받았다. 이후 1983년 4월부터 대학 설립 작업이 구체화

이 1985년 6월 11일 대통령령(제11750호)으로 공포되어 6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 7월 26일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12월에는 정부출연을 위한 한국직업
훈련관리공단법 개정이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대덕연구단지에서 대학 설립을 위한 건설 공사
가 시작되었다.

한국과학기술대학 전경

이듬해인 1984년 1월 대학 설립에 대한 문교부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사
이인 2월에 전두환 대통령은 문교부를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돌연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고
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과학고등학교, KAIST 영재 교육과정, 한국산
업기술대학의 효율적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29일에는
“KAIST와 한국산업기술대학의 계획안을 통합하여 과학기술대학으로 변경하여 설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급격한 계획 변경을 거쳐 1984년 7월 과기처는 가칭 한국과학기술대학 설립 계획
(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학기술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하되 독
립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고 잔여재산과 권리 의무는
KAIST가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과학기술대학 설립계획을 담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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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대학의 탄생과 KAIST의 의지
1985년 6월,

한국과학기술대학(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KIT)이

대덕연구단지 내에 설립되었다.

한국과학기술대학(KIT) 입학식
1986.03.03.

같은 해 8월 1일 초대 학장에 최순달 박사(전 체신부 장관)가 부임하여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대학
으로 부상하려는 내적 체제정비를 갖추어갔다. KIT는 첫 신입생 506명을 선발하여 1986년 3
월 입학식을 거행했으며, 자연과학부와 산업기술공학부를 두고 반도체 및 컴퓨터, 메커트로닉
스, 유전공학, 신소재 등 첨단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했다.
비록 단기간에 결정된 일이지만, 학사과정 설치를 위한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과 KIT 설립
은 KAIST 설립 및 운영 규정 하에 석·박사 인력뿐 아니라 학사 인력까지 폭넓은 인재를 양성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KIT가 설립되면서 KAIST 또한 장기적 차원에서 고급과학기
술 두뇌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양성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혁신적
인 학생 선발 및 교육체계를 도입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KIT 학사 운영의 특징은 우선 학력고사를 거치지 않고 대학 자체에서 특차전형을 실시하여
과학과 수학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확보했다는 데 있었다. 입학 후 무학년(無學年)·무학
과(無學科)제의 적용도 차별화된 점이었다. 무학년제는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속진(速進) 교육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고등학교 2학년이라도 능력이 우수하면 대학에 입학을 허용하며, 입학 후
에도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만 이수하면 제도 상으로 언제든지 졸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학
과제는 입학할 당시에 학과를 정하지 않고 적성과 능력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전공을 택하는
제도로서, KIT는 무학년·무학과제 운영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바탕
으로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고자 했다. 아울러 계절 학기를 운영하고 학점 인정 시험제
도를 시행했다. 특정 과목에 대해 본인이 이미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교과목 수강 대신 시험만으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당시 국내에서는 매우
독특한 교육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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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공업국 도약의 국가적 청사진과 KAIST

그러나 이 부지에 곧바로 대덕분원이 들어설 수 있는 건 아니었다. 1987년 과학기술처는 대덕전문연구단지
내에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부지의 무상 양여를 요청했다. KAIST 이사회는 건설 주체인 한국과학재단에

- 대덕 시대의 서막

무상 양여하기로 의결, 1987년 12월 23만 평의 부지를 인계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덕분원 계획은 계속 이어졌다. 1984년 4월 열린 제1회 기술진흥심의회에서 정부
는 KAIST의 대덕 이전 방침으로 확정했으며, 같은 해 7월 당초 이전 예정 부지인 대덕군 구즉면이 아니라 현재의

선진공업국 도약을 위한 한국과학원 대덕분원 건설 계획

부지인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일대 35만 평의 부지를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은 다소 지연되었다. KAIST 내

1970년대 말 우리나라는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중진공업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굳혔

일부의 완강한 이전 반대, 건설 규모 확대 요구 등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 선진공업국으로 도약하고자 했다. 하지만 기술집약적 산업에 필수적인 과학기술 인력
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수한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과학원을 더

대덕 시대의 서막

욱 확장·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여러 다양한 논의 속에서도 정부의 의지는 단호했다. 정부는 1984년부터 대덕캠퍼스 건설 사업비를 배정했고,
1985년에는 이에 따른 공사비를 배정하기 시작했다. 1986년에는 “학사부는 본부를 대덕으로 이전하고 연구부

당시 한국과학원 서울캠퍼스는 교육 연구 실험에 필수적인 시설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서울캠퍼스 내 부지나 건물,
실험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은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충청남도 대덕에 건설 중인 대덕연구단지 안에 한국과학원 대덕분

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비공식 이전(안)이 마련되었다.

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과학원 또한 새로운 캠퍼스의 위치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다수의 전문연구

당초 KAIST는 학사부와 연구부 모두를 대덕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소가 건설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안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청와대의 비공식 이전(안)이 나온 이후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과기처에서는 청와대의 비공식 이전(안)을
중심으로 하여 1987년 9월 4일 대덕 이전계획 보완조정(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덕전문연구단지 활성화

한국과학원은 관계 당국에 대덕연구단지 내 32만 평의 분원 부지 지정을 요청했으며, 단지 동부지역에 위치한 대덕군

에 주안점을 둔 이 건의 이후 과기처에서는 다시 수정·보완 계획을 경제기획원에 송부했다.

구즉면 전민리 일원 23만 평을 건설부지로 지정받았다. 당초 한국과학원의 계획은 시설 확장을 통해 서울캠퍼스에서는
이학 분야 교육을, 대덕캠퍼스에서는 공학 분야 및 전문기술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각 캠퍼스의 학생 수용 규

마침내 KAIST 대덕캠퍼스 건설 기공식이 1987년 3월 25일 오후 2시 대덕연구단지 내 본원 부지에서 열렸

모를 서울 약 800명, 대덕 약 2,000명, 총 2,800명 규모로 예정하고 이에 따른 대덕캠퍼스 건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다. 총 1,56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총 35만 평 부지에 교육 및 연구시설, 기타 지원 시설 등 8만 9,000평의 건물을

1979년도부터 정부에서는 한국과학원 대덕분원 건설을 정부 사업으로 확정, 예산을 출연했다. 이에 한국과학원은 토지 매

1989년까지 건설한다는 청사진이었다.

입을 위탁, 본격적인 부지 확보에 돌입하는 한편, 마스터플랜 및 실시 설계를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정치적 혼란과 캠퍼스 이전 계획 중단

한국과학기술원 건설 기공식
1987.03.25.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전국이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곧바로 신군부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정책과 한국과학원·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통합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대덕분원 건설 계획은 일단 보류
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KAIST는 미래를 위해 잔여 부지 매입 노력을 계속 이어갔으며, 그 결과 1983년 23만 평 부지 매입
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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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긴 KIT 설치령을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KIT 교직원들 사이에서

2. 변화와 격동의 시대를 넘어, 대덕 시대 새로운 도약을 향해

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상충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교수회의를 거쳐 집약된 KIT의 의견

- KIST와의 분리 및 KIT 통합 완료

은 KAIST와의 통합에 찬성하는 것이었다. 다만 통합 이후 교직원 신분 보장, 인사상 불이익 방
지, 조속한 연구여건 조성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학사-석사-박사로 이어지는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목표
대덕캠퍼스 건설이 진행 중인 가운데, KAIST의 새로운 미래도 점차 열리고 있었다. 과기처는

KAIST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의가 있었다. 통합이 주는 효과, 대덕 이전에 따른 기

1988년 4월 다음과 같은 방침을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 쇠퇴, 우수 학생 확보의 어려움 등의 우려가 있었고, 통합 이후 서울캠퍼스의 지속적 활용

“KAIST의 학사 기능과 연구 기능을 분리하여, 학사 기능은 KIT와 통합함으로써 학사-석사-

등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과학영재에 대한 학부-대학원의 효율적인 연계교육

박사로 이어지는 과학영재 교육기관으로 하고, 연구 기능은 경인지역의 중추적 종합 연구기관

과 탁월한 연구성과 추구’라는 통합의 당위성에 관한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으로 육성한다.”
이로써 연구부는 서울에 잔류하고 학사부는 대덕으로 이전하는, KAIST와 KIST의 기능 분리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의 탄생

방침이 확실시되었다. 1985년 6월 KIT 설립 이후 약 3년 만에 맞는 또 다른 큰 변화였다.

1989년 7월 4일, 대통령령(제12749호)에 따라 KAIST 학사규정 개정령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KAIST와 KIT 두 기관의 조직과 운영이 통합되었다. KAIST 학사규정 개정령에 따라 KIT에 관
한 대통령령이 폐기되었으며, 대학의 명칭이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으로 변경되었다.

‘학부-대학원의 효율적인 연계교육과 탁월한 연구성과 추구’의 당위성
1989년 2월 23일 이상수 물리학과 교수가 제6대 KAIST 원장으로 부임했다. 이상수 원장의 우

통합에 따라 기존 KIT 소속 교직원은 KAIST 정관에 의해 KAIST 교직원으로 임명되었다. 다

선적인 과제는 KIT와의 통합 절차였다. KIT 설립은 당초 KAIST의 대덕 이전을 순조롭게 진행

같은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만 서로 다른 인사 규정에 의해 부여된 개개인의 직급과 호봉 단일화에 관해 많은 이견이 존재

하고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 1984년 12월 31일

운영되었지만 KAIST와 KIT는

했다. 이에 따라 과기처가 1989년 9월 두 기관의 교원 인사 통합 방안에 관한 중재 역할에 나섰

개정된 과학기술원법 제14조 ‘학위과정 등’에는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

서로 다른 ‘학사규정에 관한

다. 9월 9일과 9월 16일 중재회의에는 과기처 차관, KAIST 부원장, KIT 학장이 참석하여 다음

시행령’에 의해 운영되었다.

정을 둔다.’,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라는 항목이 신설되었

이 같은 공동 법률, 다른

다. KAIST와 KIT 두 기관 모두 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도록 한다는 전제를 담은

시행령에 따른 문제점을

것이었다.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처럼 같은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었지만 KAIST와 KIT는 서로 다른 ‘학사규정에 관
한 시행령’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같은 공동 법률, 다른 시행령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한 구체적인 작업이 1989년 초부터 본격화되었다. 문제점 해소를 위한 궁극적인 방안은 바로
두 기관의 통합이었다.
KAIST와 KIT 통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는 하나의 시행령만 존재하여야 하고 또 두 개의 시행령의 골격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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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1989년 초부터 본격
화되었다. 문제점 해소를
위한 궁극적인 방안은 바로

과 같은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1. 교원 인사 통합 방안
- 현행 KAIST 인사지침을 준용하여 교원인사기준을 일원화하되, KIT 교수의 임용 기간(조교수 3년, 부교수·
정교수 5년)에 해당하는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단일 기준을 적용한다.

두 기관의 통합이었다.
- KIT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직급 및 호봉은 기득권을 인정하되, 향후 승진 및 승급은 단일 기준을
적용한다.
- 다만, 교양과정의 교수 요원에 대하여는 승진, 승급기준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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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조치
- 현 KAIST 교수인사운용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 KIT 교원에게는 교원 임용 기간에 해당하는 유예기간을
두어 현 KAIST 인사지침을 충족토록 권고하고, 본인의 이행 의사를 확인한다.

제2장 전진과 창조 그리고 긍지 [1981~1989]

•산업공학과(KAIST) → 산업공학과(석사 · 박사과정)
•재료공학과(KAIST) · 전자재료전공(KIT, 금속재료전공 포함) → 재료공학과(학사 · 석사 · 박사과정)
•전기및전자공학과(KAIST) · 회로및시스템전공(KIT, 정보통신전공 포함) → 전기및전자공학과(학사 · 석사 · 박사과정)

- 상기의 유예기간 중 현행 KAIST 인사심사기준의 상향조정은 유보한다.

•전산학과(KAIST) · 컴퓨터전공(KIT) → 전산학과(학사 · 석사 · 박사과정)

- 통합 교원인사운용지침의 시행은 1989년 9월 1일부로 하되, 유예기간의 기산(起算)은 1990년 3월 1일부로 한다.

•토목공학과(KAIST) → 토목공학과(석사 · 박사과정)
•핵공학과(KAIST) → 핵공학과(석사 · 박사과정)

이 합의에 따라 모든 교수들은 1989년 9월 1일 새로 편성된 학과로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수

•화학공학과(KAIST) · 화학공정전공(KIT) → 화학공학과(학사 · 석사 · 박사과정)

차례에 걸친 조정작업을 거쳐 1989년 9월 18일 KAIST 인사지침을 준용하여 교원 인사를 일원

•항공공학전공(KAIST) → 항공공학전공(석사 · 박사과정)

화하기로 결정했다 원칙적인 교수 인사 통합 문제를 매듭지음으로써 통합에 따른 걸림돌을 대

•산업디자인학전공(KIT) → 산업디자인학과(학사과정)

부분 제거한 것이었다.

•교양과정실(KIT) → 교양과정부(학사과정)

변화와 격동의 시대를 독립과 통합으로 마무리하다

이 같은 조정을 통해 KAIST는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둔 신설 학과를 새로 설치하게 되었다.

통합 이후 KAIST는 단일학과제도를 도입하고 신축 5개 학부동(學部棟) 내에 교수연구실과 실험
실을 배정했다. 이로써 한 학과의 교수 모두가 동일한 자격으로 교육과 학생지도에 참여하게

•산업디자인학과 : 제품 디자인에 뿌리를 둔 디자인 교육과 연구 수행

되었다. KAIST는 기존 KIT의 학과와 유사한 전공을 단일 학과로 통합 편성하고, KIT에 없던

•교양과정부 : 인간과 사회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와 함께 문화적 균형감각을 갖춘 과학기술인 양성

KAIST 학과와 KAIST에 없던 KIT 전공을 그대로 존속시켰다. 이에 따라 통합 KAIST는 다음과
같이 15개 학과 1개 전공 1개 학부가 되었다.

KAIST는 이들 단일학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원 담당 주임교수와 학부
담당 주임교수를 두었으며, 학과의 대표는 대학원 담당 주임교수가 맡도록 했다.

•물리학과(KAIST) · 물리학전공(KIT) → 물리학과(학사 · 석사 · 박사과정)

1989년, KAIST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분리·독립했다. 그리고 KIT와의 통합을 통해 학

•생물공학과(KAIST) · 생물학전공(KIT) → 생물공학과(학사 · 석사 · 박사과정)

사-석사-박사로 이어지는 더욱 폭넓은 고급 과학기술인재 교육기관으로 거듭났다. 변화와

•응용수학과(KAIST) · 수학전공(KIT) → 응용수학과(학사 · 석사 · 박사과정)

격동의 시대를 독립과 통합으로 마무리하며, KAIST는 다가오는 대덕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화학과(KAIST) · 화학전공(KIT) → 화학과(학사 · 석사 · 박사과정)

향해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

•경영과학과(KAIST) · 경영과학전공(KIT) → 경영과학과(학사 · 석사 · 박사과정)
•기계공학과(KAIST) · 생산기계공학전공(KIT, CAD/CAM전공 · 메카트로닉스전공 포함)
→기계공학과(학사 · 석사 · 박사과정)
•생산공학과(KAIST) → 생산공학과(학사 · 석사 · 박사과정)

72

73

KAIST 50년사 | 통사

대덕 캠퍼스 전경

제2장 전진과 창조 그리고 긍지 [1981~1989]

제3장 새 캠퍼스에서 여는 21세기 [1990~2003]

제3장
제1절 대덕시대 개막

새 캠퍼스에서 여는 21세기
1990~2003

1.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로운 터전 - 대덕캠퍼스 이전
20여 년의 홍릉 시대를 마감하고 대덕 시대를 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리와 한국과학기술대학(KIT) 통합이라는 커다란 변화에, 이어
KAIST는 1990년 대덕캠퍼스 이전이라는 20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90년 2월
17일 KIT 첫 번째 졸업생이자 통합 후 KAIST 첫 학부 졸업생 395명이 배출되었다.
대덕시대를 알리는 대덕캠퍼스 현판식이 1990년 3월 2일 KAIST 대덕캠퍼스 정문에서 열렸다.
1987년 3월 기공식을 가진 후 3년 만에 현판식을 가진 대덕캠퍼스에는 79만 3,388m²(24만 평)의
부지 위에 11만 9,174m²(3만 6,050평)의 교육 및 연구시설, 7만 4,215m²(2만 2,450평)의 기숙사·행정

제1절 대덕시대 개막

동 등 지원시설 들어섰다. 총건평은 5만 8,500평으로 1972년 건설된 홍릉캠퍼스 1만 2,400평

제2절 KAIST가 쏘아 올린 창조의 별

의 4배에 달했으며,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공사비는 1,084억 원이었다.

제3절 세계 속에서 21세기를 준비하다
한국과학기술원
(대덕캠퍼스) 현판식
199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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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새 캠퍼스에서 여는 21세기 [1990~2003]

현판식 당일 오후에는 박사과정 301명, 석사과정 605명, 학사과정 547명 등 총 1,453명의

대덕 이전에 따른 조직개편과 학사·석사과정 보완

입학생을 대상으로 대덕캠퍼스 이전 후 첫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수 원장

1990년 4월 1일 KAIST 직제는 이사회, 원장, 감사, 부원장, 대학원, 대학, 분원, 연구소, 16개

은 “여러분은 KAIST의 ‘대덕시대’를 처음 여는 선구자로서 지금까지 거쳐 간 6,000여 명의

학과, 1 교양과정부, 5처 1 건설본부, l 도서관, l 계산소, 6실 1 센터, 28개 과(課)로 구성되었다.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곳 대덕에서 KAIST의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여는 역군이 되

이 직제개편을 통해 석·박사과정 교학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대학원, 학사과정 교학 업무를

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KAIST는 대덕 이전 후에도 기존 서울 홍릉캠퍼스에서 입학한

담당하기 위한 대학을 각각 설치했으며, 본부의 대덕캠퍼스 이전에 따른 서울분원, 연구 업

학생은 서울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무를 담당할 연구소, 교육·연구의 전산 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자계산소 등을 신설했다.

KAIST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 동안 과정별·연차별로 홍릉캠퍼스 시설을 대덕캠

KAIST와 KIT가 단일학과제로 편성·운영됨에 따라 16개 학과 중 학사과정이 없는 학과와

퍼스로 이전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건설비 단가 인상에 따라 공사를

석·박사과정이 없는 학과가 생겼고, 이에 따른 보완 조치가 필요했다. KAIST는 1991년 1월 1일,

일시 중단했던 전기·전자 및 전산학동과 행정동, 실험실도 1991년 초에 완공하여 연말까지

석사과정이 없는 산업디자인학과에 석사과정을 설치하고, 학사과정이 없는 산업공학과·토목

이전을 완료했다. 또 부족한 학부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5호관과 6호관 건물도 1991년

공학과·항공공학과·핵공학과 4개 학과에 각각 학사과정을 설치했다. 이에 앞서 1990년 1월 18

말까지 완공함으로써 1992년부터 명실공히 확고한 대덕시대를 열 수 있었다.

일에는 항공공학전공을 항공공학과로, 응용수학과를 수학과로, 교양과정실을 교양과정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대덕 본원 부지 현황
구분

면적

비고

㎡

평

원내지역

1,139,270.30

344,628

학사, 석·박사, TIC지역 포함

원외지역

13,338.10

4,035

궁동기숙사, 도룡동아파트 등

1,152,608.40

348,663

계

김병호·김삼열 IT융합 빌딩

E3

정보전자공학동

N3

스포츠컴플렉스

E9

학술문화관

N6

교수회관

E5

교직원회관

N11

학생식당(카이마루)

E6-1 양분순빌딩

N12

학생회관-2

E15

대강당

N3-1 장영신 학생회관

E4

KI빌딩

N13

E11

창의학습관

W2-1 인터내셔널센터

E6-5 궁리실험관

W1

응용공학동

E21

W2

학생회관-1

W8

교육지원동

W8-1 중앙분석센터

학사·연구 부문 분리에 따른 연구소 설치의 필요성
KAIST는 1981년 1월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통합한 이후 교육과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N1

태울관

2. 연구조직 체계화를 통한 연구 성과 제고 - 연구소 설립

수행해 왔다. 하지만 1989년 6월 12일 연구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설립등기를 완료함
에 따라 사실상 학사부(KAIST)와 연구부(KIST)가 분리하게 되었다. 당시 학사부에서 수행하고 있
던 연구 규모는 단순 금액 기준으로만 80억 원 이상이었다. 특히 KIT와의 통합 이후 KAIST의
교수 수는 3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교수 개개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연구
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다.

KAIST 클리닉

국책과제의 경우 첨단복합 연구과제나 대형 연구과제가 많았던 점도 연구실 활성화의 필요
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들 연구과제는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로서
유사한 학과 또는 전공의 연구인력이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었고, 연구용 기자재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로 인해 KAIST는 모든 연구인력을 응집하여 최대의

78

79

KAIST 50년사 | 통사

제3장 새 캠퍼스에서 여는 21세기 [1990~2003]

연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아울러 각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 장비를 공동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으로 활용하여 효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 방안이 바로 연구소 설립이었다.

했다.
이 같은 목표에 걸맞게, 연구센터 사업은 한국과학재단과 상공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부문별 1개 연구소 설립’ 원칙과 5개 연구소 설치

받았다. KAIST를 비롯한 각 교육연구기관에서 교수나 연구원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한국

1990년 들어와 KAIST는 연구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통해 직제규정 및 운영규

과학재단과 상공부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 일정 기간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정을 개정·제정하여 연구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KAIST는 ‘부문별 1개 연구소 설립’

KAIST의 경우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인공위성연구센터·분자과학연구센터·고에너지물리

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5개 연구소 설립을 기획하여 1990년 8월 21일 대덕캠퍼스 응용공

연구센터 등 13개 연구센터가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우수 및 장려 연구센터 지정을 받았으

학동에서 5개 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며, 산업전자기술연구센터·전자세라믹재료연구센터가 상공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과학기술
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주도했다.

•자연과학연구소 : 물리학·수학·생물공학·화학 분야
•기계기술연구소 : 기계공학·생산공학·항공공학·핵공학 분야
•산업경영연구소 : 경영과학·산업공학·산업디자인 분야
•응용과학연구소 : 재료공학·금속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 분야

재료계면공학연구센터 개소식
1991.03.29.

•정보전자연구소 : 전기·전자·전산 분야

연구소는 KAIST 연구인력뿐 아니라 국내외 타 대학 교수, 박사과정 학생도 포함하여 운영했
으며, 일차적으로 KAIST의 모든 교수와 박사과정 학생을 각 관련 분야별로 5개 연구소에 발령
했다.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주도하다
연구 활성화의 기반이 된 연구소 운영 규정에는 ‘연구소 내에는 연구집단으로서 연구센터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후 이 연구센터는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연구센터는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 잠재해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특정분야별로 조직화
하고, 과감한 장기투자를 통해 집중 육성하기 위한 연구조직이었다.
KAIST는 학부 소속 5개 연구소와는 별도로 원장 직속의 인공위성연구센터·인공지능연구
센터·생물공정연구센터·분자과학연구센터·재료계면공학연구센터·신형원자로연구센터와
에너지·환경연구센터 등을 설치·운영했다. KAIST는 이들 다양한 분야의 연구센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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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교양과정부로 개칭되어 자연과학부에 소속되었으며, 학사 운영에 있어서는 하나의
학과로 간주되었다.
1992년 3월부터 KAIST 학사조직이 6개 학부 체제로 바뀌면서, 교양과정부는 자연과학부

학부제 운영과 첨단학과 설치

에서 독립하여 하나의 학부가 되었다. 동시에 인문·사회과학 분야 교육을 담당하던 기존 교

1983년 KAIST 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천성순 박사가 1991년 3월 4일 제7대 원장으로 취임,

양과정부는 인문사회과학과정으로 변경되었고, 이공계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기초과학과정

대덕시대를 정착시키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대덕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KAIST가 부딪히게 된

이 교양과정부 내에 신설되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KIT 통합 후 크게 늘어난 교수와 학생, 그리고 새로 확보하게 된 공간을 어
떻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가였다.

홍릉캠퍼스 지속과 서울분원 설치

KAIST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3월 자연과학부·공학부·정보전자공학부를 설

대덕 이전 후 기존 홍릉캠퍼스 활용 문제도 큰 관심사였다. 특히 1970년대에 여러가지 난관을

치하여 각 학과를 학부에 배치했다. 그러나 3개 학부로만 구분하는 데 따른 여러가지 한계에

이겨내고 이른바 ‘한국과학원 신화’를 만들었던 교수들과 초기 졸업생들에게 홍릉캠퍼스는 단

따라 같은 해 10월 공학부를 기계공학부와 응용공학부로 분리했으며, 1992년 1월부터는 산

순한 건물이나 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대덕으로의 완전한 이전이 확정되

업경영학부를 신설·운영했다. 이러한 학부제 설치와 운영을 통해 학부장들에게 권한을 대폭

고 실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홍릉캠퍼스를 어떤 형태로든지 KAIST 시설 일부로 사용하고자

위임함으로써 ‘학부장 책임 하의 학부 운영’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하는 논의가 지속되었다.

KAIST는 ‘첨단학과 설치’라는 목표를 세우고 1991년 7월 자연과학부 내에 생명과학과, 공

KAIST는 1991년 2월 22일 KAIST 개원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리고

학부 내에 무기재료공학과와 전자재료공학과를 각각 설치하고, 항공공학과를 항공우주공학

같은 해 5월 17일 KAIST를 방문한 부총리에게 홍릉캠퍼스 활용 방안을 보고했다. 이러한 노력

과로 변경했다. 하지만 학과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학과를 굳이 기존 학과에서 독립시

끝에 1991년 7월 12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홍릉캠퍼스 활용을 위한 분

켜 따로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약했기 때문에 KAIST 학내에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예

원 설치 및 운영’ 안이 통과되었다.

를 들어 기존 재료공학과에서 독립한 무기재료공학과와 전자재료공학과 교수와 학생 수를
모두 합해도 기계공학과나 전기및전자공학과의 숫자보다 훨씬 적었다. 그리고 이들 재료 3

•설치 목적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을

개 학과에서 수행하는 연구나 교육이 기계공학과나 전기및전자공학과에 비해 다양하거나

집중 양성,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현 서울 홍릉캠퍼스를 분원으로 운영하고자 함

편차가 크다고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학과들은 1992년 1월부터 독립한 경영정책학과·

•기본 방향 : 서울분원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상징성을 보존하고 고급과학기술인력

정밀공학과 등과 더불어 1995년 통합 대상이 되었다.
학부과정 교육을 전담하는 KIT 교양과정실은 이공계 전문지식 습득과 더불어 인격적·지
적으로 조화로운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요구되는 인문·사회과학과 예·체능 분야의 교육을

양성의 요람지로서 계속 활용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함
•운영 형태 : 과학기술원의 분원 형태로 본원과 분리 운영함
•학사운영 개요

담당했다. 1986년 KIT 개교 당시 교양과정실에서는 전임 교수 강의 이외에도 외부의 저명인

- 개설 시기 : 1992년 봄학기

사를 초빙하여 격주로 교양강좌를 진행했다. KAIST와의 통합을 계기로 교양과정실은 1989년

- 개설 과정 : 석사과정, 박사과정(시간제, 전일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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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학과 : 정보및통신공학과·신소재공학과·자동화및설계공학과

과학영재교육 정착과 발전 - 국내 최초의 무시험 석사·학사 입시제도 시행

- 학생 규모 : 석사 200명, 박사 100명

무시험 전형 석사과정 입학

KAIST는 1991년부터 국내 대학원 중 처음으로 무시험 전형 석사과정 입학제도를 도입, 첫 학

제도는 과학영재교육 정착과

기 평균 9대 1의 경쟁률 속에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30%인 158명

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성 및

하지만 홍릉캠퍼스 활용을 위해 설치된 서울분원은 처음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연구 중심의 학사교육을

우선 모집 학생을 ‘기업체나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기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었

업체나 연구소에 부담시킨 취지는 좋았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었다. 둘

다. 제도 도입 이후 이 제도는

을 선발했다. 전국 80개 대학 1,384명의 무시험 전형 신청자 중 1차 서류심사에서 입학 가능성
과 입학 후 우수 학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화하고, 이를 종합평가
하여 전국 43개 대학 410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는 필기시험을 면제했다. 또 전문성, 인성, 자

째, 분원에서 가르치게 될 교수진의 확보가 문제였다. 셋째, 대덕으로 이전한 과학기술원과 서

과학기술영재를 양성·배출

기소개 및 면학계획서, 연구논문, 연구실적, 수상 경력 등 기타 사항을 종합평가한 2차 면접시

울분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런 잠재적 문제를 내재한 채, 서울분

하는 기관으로서 영재교육의

험에서 158명을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했다.

원은 1972년 12월 설치된 경영정보공학과를 포함하여 1995년까지 4개 학과 체제로 지속되었다.

본질에 부합되는 전인적
평가에 의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동시에 대학의
교육 내용과 면학 분위기를
KAIST 개원 20주년 기념식
1991.02.22.

정상적인 방향으로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석사과정 국비 및 산학제 학생 최종 합격자의 출신학교별 분포는 KAIST 학사과정 출신자가
227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이어 서울대·한양대·연세대·고려대 순이었다. 이밖에
미국 스탠포드대, 일본 동경대 출신자 등이 포함되어 해외 유명대학에서도 KAIST의 명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시험 전형 석사과정 입학제도는 과학영재교육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성 및 연구 중심
의 학사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제도 도입 이후 이 제도는 과학기술영재를 양성·배
출하는 기관으로서 영재교육의 본질에 부합되는 전인적 평가에 의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동
시에 대학의 교육 내용과 면학 분위기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어 1992년부터는 학사과정 입시에서도 무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입시 위주의 고등학
교 교육을 정성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를 폭넓게 선발·양성했다. 이
학사 무시험제도는 모집인원(540명)의 30% 범위 내에서 고교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업성적 및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토대로 하되, 이미 입학한 선배들의 입시성적 및 대학 재학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반영했다.
이처럼 입시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더욱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들이 입학함에 따라 KAIST
동문들이 이들을 더욱 큰 인재로 키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992년 4월 KAIST 동문들은 장
학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과학교육문화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석림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재학생 지원을 계속한 석림학술장학재단은 2013년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으로 재정비했으며, 우수한 후배를 지원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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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인 중 1인을 선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KAIST 선출

한편 1992년 10월 15일에는 총동창회가 KAIST 설립 2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발전에 공이

교수 1인’ 항목이 곧 ‘교수협의회 선출 교수 1인’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거의 전 교수가

큰 ‘올해의 동문’을 처음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첫 수상자는 이범천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김

교수협의회 회원이었으므로 KAIST 최고 경영책임자 선출에 대한 교수협의회 역할이 강화된

용현 큐닉스컴퓨터 사장, 전용호·심인보 마이크로소프트 이사 4명이었다.

것은 분명했다.

교수협의회의 위상 강화와 원장 후보 선출 참여
198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민주화의 도도한 물결의 전반적인 확대도 대덕시대 개막과 때를
같이 했다. 1980년대 말에 KAIST와 KIT 별도로 설립된 교수협의회는 1991년 2월 통합교수협

교수협의회는 1992년 두 차례의 회칙을 개정, 친목이나 상조 활동 이상의 역할을 담당

의회로 재발족했다. 이를 계기로 천성순 원장은 전체 교수협의회를 소집하여 KAIST 행정 사항

하고자 했다. 교수협의회는 개정 회칙에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들의 의견을 효과적으

을 설명하고 교수들의 이해를 구했으며, 직원들과의 대화 기회도 늘려갔다.

로 집약하여 반영함으로써 본 원의 발전과 교수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교수협의회는 1992년 두 차례의 회칙을 개정, 친목이나 상조 활동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 했다. 교수협의회는 개정 회칙에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집약하

존립 목적을 명시하고, “본 회는 전체 교수의 대의기구로서 교수들의 수렴된 의견을
대표한다”라고 그 대표성을 강조했다.

여 반영함으로써 본 원의 발전과 교수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존립 목적을 명시
하고, “본 회는 전체 교수의 대의기구로서 교수들의 수렴된 의견을 대표한다”라고 그 대표성을
강조했다.
‘임의단체’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교수협의회의 대표적인 노력이 원장 선출에 관
한 사항이었다. 교수협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기능 중 하나를 ‘원장 후보의 선출’로 규
정하고,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3인 이상의 원장 후보를 천거하며,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서 최다득표자 순으로 2인 이상을 선출하여 임명기관에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움직
임은 당시 민주화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실시한 일반대학들의 예를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
를 규정한 교수협의회 회칙은 당시 이사회의 동의나 KAIST 정관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이후 원장 선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교수협의회는 원장 선임에 관한 정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
과 1994년 2월 임시이사회가 관련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그 주요 내용은 “5인(이사회 선출 2인,
KAIST 선출 교수 1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1인, 과학기술처장관이 지명하는 당연직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원장

후보선임위원회를 신설하여, 이 위원회에서 원장 후보 3인을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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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KAIST가 쏘아 올린 창조의 별

KAIST는 과거의 성과와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외의 변화 조류에 앞서나가면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구성원 전체의 공감과 합의에 입각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
1993년 3월 KAIST는 ‘KAIST 21세기 Vision Workshop’을 개최하여 장기발전전략 수립과 실행
에 뜻을 모은 뒤, 같은 해 5월 20일 장기발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어 2차에 걸친 합숙세미나·
설문조사·주례회동·포럼 등을 거쳐 장기발전전략의 시안을 만들었고, 모든 교수들이 참여한

1. ‘세계 초일류의 연구중심 교육기관’의 꿈 - 21세기 장기발전계획

워크숍에서 이를 재차 검토한 후 7월 21일 전체교수회의의 심의를 마쳤다. 이후 검토와 수정을
세계 톱 10 수준의 ‘World Class Research University’

거쳐 1994년 10월 25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 <KAIST 장기발전 전략, 1994~2005>

대덕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도 KAIST는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가 확정되었다.

성장을 계속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1980년대에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첨단 산
업 분야의 집중적인 개발, 그리고 교수와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 등으로 지방 이전에 따른 여
장기 비전

러 가지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양적·질적 성장을 계속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

세계 초일류의 연구중심 교육기관
World Class Research University

덕분에 KAIST의 장래에 대한 의혹을 빠른 시간 안에 불식시킬 수 있었으며,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하여 21세기에 대비할 수 있었다.

발전 목표

KAIST 21세기 Vision Workshop
1993.03.13.

세계 톱 10 수준의

국가관과 지도력을 갖춘

국제경쟁력에 기여하는

학문적 탁월성 성취

창의적 고급인재의 양성

과학기술 혁신 선도

발전 방향
1.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학제적 교육과 연구 활동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2. 이공계 중심의 대학으로서 선별적인 다각화를 추구한다.
3. 세계 초일류수준 진입을 위하여 선도 연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4. 자율적 운영과 종합적인 평가체계에 의하여 원의 조직과 운영을 자율화한다.
5. 원내의 중요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6. 교육 및 연구 활동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7.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동체적 대학문화를 정착시킨다.
8. 21세기 도약을 향한 발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다.
9. 효율적인 행정체계와 첨단교육연구지원시설을 갖춘 Intelligent Campus를 구축한다.
10. 국내외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외협력과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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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발전전략 수립 이후 KAIST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다. ‘세계 초일류의 연구중심 교육

한국 대표 이공대를 넘어 아시아 최고 이공대학으로 - 본격적인 국내외 기관 평가

기관’, ‘세계 톱 10 수준의 학문적 탁월성 성취’라는 비전은 KAIST가 이제까지 국내 최고의 이

1993년 ABET 평가는 1994년부터 중앙일보가 실시한 일련의 이공계 대학 비교 평가 기사로 이

공계 교육기관임을 내세웠다면 이제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어졌다. 1994년 1월 26일 중앙일보는 한국과학재단의 ‘한국과학기술자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즉, 대덕 이전 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경쟁상대를 국내가

목록’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기술 학술지에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국내 대

아닌 세계에서 찾겠다는 야심 찬 목표였다. KAIST는 이 같은 목표 아래 조직·직제 개편 등을

학은 KAIST’라고 보도했다. KAIST는 1992년 9월부터 1993년 8월까지 1년 동안 총 670편(공동연구는

이어갔으며, 국제여름학교 개설, 외국 명문대 전문 영어강사 특별영어프로그램 개설, 발전기금

중복 집계)의 논문을 과학기술 논문색인(SCI)에 수록했으며, 2위인 서울대학교는 547편이었다.

조성 등 대내외 과제를 적극 확대 수행했다.

이후 동아일보 등에서 실시한 이공계 대학 평가에서도 KAIST는 국내 여타 대학과 커다란 차
이를 보이며 1위를 지켰다. 특히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 국제적인 권위

세계 수준의 교육 및 연구 기관

의 과학지인 <Science>와 <Nature>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공계 대학이다”, “세계 최고 수준

‘세계 초일류의 연구중심 교육기관’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평가가 나왔다. KAIST는 1992년,

의 교육기관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KAIST를 연이어 소개했다. 1999년 홍콩에서 발간

미국 교육부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공학교육 평가기관(ABET,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13명의 평가단을 대표해서

되는 <Asia Week>는 ‘KAIST가 아시아 지역 11개국 43개 이공계 대학 중 최고의 대학’이라고

Technology)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평가했다.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평가를 의뢰했다. ABET 평가팀은 같은 해 7월과 9월

KAIST에 대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학사과정의 수준을 대학원 과정과 같은 수

내한한 이어건(Jerry R. Yeargan)

이 같은 평가는 KAIST의 우수성을 일반인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며 KAIST의 위상을 높

아칸소대 교수는 KAIST를

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사과정 교육에 교수들이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과별 학사과정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KAIST는 학부 신입생 무시험 선발 제도 도입, 연구시설 확충, 교수 선발 확대 및 효율

‘최고 수준의 교육 및 연구 기관
(A First Quality Institute)’,

결과이기도 했다.

‘교수의 질이 우수하고 적절한

적 학과 배치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KAIST의 노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규모의 실험 기자재가 갖추어져

ABET는 1993년 1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 “KAIST 석·박사 과정의 수준이 미국 대학의 상위 10%

있으며 학생들도 매우 도전적이

이내의 수준이며, 학부과정은 30% 이내의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13명의 평가단을 대표해서

이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KAIST가 앞으로 어떤 점에서 더욱 노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2. 대외협력 강화와 세계화

고 향학열이 아주 우수한 집단’
이라고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내한한 이어건(Jerry R. Yeargan) 아칸소대 교수는 KAIST를 ‘최고 수준의

유사학과 재편성, 대과(大科) 중심 운영체제 도입

교육 및 연구 기관(A First Quality Institute)’, ‘교수의 질이 우수하고 적절한 규모의 실험 기자재가 갖추

KAIST는 1993년 8월 부원장직과 기획처를 폐지하고 종합기획본부를 설치했다. 1994년 4월 4

어져 있으며 학생들도 매우 도전적이고 향학열이 아주 우수한 집단’이라고 평가했다.

일 제8대 원장에 취임한 심상철 박사(화학과 교수)는 이 종합기획본부를 중심으로 조직의 재정비,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KAIST는 교수들의 업적과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 연구와 교육
의 상호 교류·보완 증대, 학부 교육의 개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 보직자들의 임기 연
장과 권한·책임 부여, 컴퓨터 시설과 인력 확충, 과학도서관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갔다.

장기발전계획 확정과 적극적 추진에 주력했다.
KAIST는 1991년 7월 생명과학과·무기재료공학과·전자재료공학과를 이른바 ‘첨단학과’로
설치한 바 있었지만 독립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부족했다. 1992년 1월부터 독립한 경영
정책학과·정밀공학과 등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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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센터를 통해 KAIST와 기업체가 합동으로 시작품(試作品)을 개발하여 상품화 또는 기업

KAIST는 1994년 12월 유사학과를 재편성하여 대과(大科) 중심의 운영체제로 학과를 재편성

화를 추진함으로써 제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에 기여했다.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웠다. 이에 따라 1992년 정밀공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했던 생산공학

센터 개소 이전에 이미 쎄트리연구소(반도체), 메디슨텔레콤(네트워크게임), 건아기전(CCD, 전하결합

과는 1995년 3월 기계공학과와 통합했으며, 생물공학과와 생명과학과는 생물과학과로 통합했
다. 또 경영과학과와 경영정책학과를 통합하여 산업경영학과로 변경하고, 재료공학과·무기재

소자),

인터시스(소프트웨어), 다림시스템(동화상) 등의 업체들이 입주했으며, 센터 개소와 함께 광전

료공학과·전자재료공학과는 다시 재료공학과로 통합했다.

자반도체(주), (주)광전자연구소와 하이테크산업기술원이 추가 입주했다. 또 현대전자가 지원하
는 고성능집적시스템연구센터가 기술혁신 및 첨단기술 창업보육센터는 첨단기술 분야 산학

연구센터 연구 범위 확대와 첨단기술 분야 산학 공조

공조의 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1996년 기술혁신 및 첨단기술 창업보육센터 16개 입주 업체가

체계적인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1990년 설립한 자연과학연구소 등 5개 연구소, 인공위성연구

전년 대비 5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보이기도 했다.

센터 등 각종 연구센터에 이어 KAIST는 1995년 10월 27일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개발할 고성
능집적연구센터를 개소했다.

해외 교환학생 파견과 대외교류 확대

이에 앞서 1994년 12월 8일에는 기존 기술혁신센터와 기술창업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21세기 ‘세계 초일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가운데, KAIST는 1994년 일본 도쿄공과대학과 교환

높이기 위해 이 두 센터를 ‘기술혁신 및 첨단기술 창업보육센터’로 통합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학생 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부터 9명의 교환학생을 처음으로 일본에 파견했다. 또 1994
년 여름부터 외국 교포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여름학교를 개설하여 한국
어, 한국사,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등을 교육했으며, 캘리포니아주립대학(버클
기술혁신센터 및 첨단기술창업보육센터 개소식
1994.12.08.

리)에서

전문 영어강사를 초빙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영어프로그램(English Village Course)을

개설한 것도 이전에는 없던 세계화 정책이었다.
이밖에도 KAIST는 1994년부터 충남대·숙명여대·이화여대 등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대외협력을 강화했다.

1조 원 발전기금 조성사업의 명과 암
장기발전계획 추진 방향 가운데는 ‘21세기 도약을 향한 발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
으로 노력한다’라는 항목이 있었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1조 원 발전기금 조성사업이었다.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의 성장과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1994년부터 10년간 약 1조
원의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KAIST는 1994년 한 해 동안 발전기금 조성 안
내 책자 배포, ‘발전기금 조성의 날’ 행사(10월 15일) 개최, 발전기금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마련 등 원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1994년 12월 말까지 약 83억 원의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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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 약 95억 원 기부금 약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조 원이라는 목표는 당시 1,000억 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던 연세대를 비롯해 타

제3장 새 캠퍼스에서 여는 21세기 [1990~2003]

3. 21세기를 준비하는 효율화와 집중화
- 서울분원 폐지와 신규 학문 분야 개척

대학들에 비해 지나치게 큰 액수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대내외 비판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그
막대한 기금을 모아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막연하다는 비판이 일

서울분원을 둘러싼 논쟁과 학사 기능 폐지

었다. 이런 가운데 “발전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기부금 납부자와 관계 공무

1995년 6월 9일 윤덕용 박사(재료공학과 교수)가 제9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윤덕용 원장은 KAIST

원 등에게 선물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심상철 원장의 퇴진 요구가 외부에서 제기되었

의 장기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아래 ‘MIT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

다. 그 같은 보도의 근거와 진실성에 의심을 가진 교수협의회·학생회·원생회·노동조합은 일제히

학’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천명했다. 이런 중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사퇴 반대를 요구했지만, 심상철 원장은 1995년 5월 29일 결국 중도사퇴하고 말았다.

서 KAIST가 당시 가장 중시해야 할 과제가 바로 1995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서울분원 문제였다.
1991년 설립 이후 서울분원은 4개 학과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학연 협동 및 본원과의 연
계 운영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그 결과 초기의 재원 조달,
교수진 확보, 학생 모집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설립한 지 3년 만에 기업체 추천 석·박사과
정 학생 약 800명을 교육하며 23개 기업체 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산학연구·교육기관으
로 발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생 모집이나 배출, 그리고 그 효과에 있어서 당초 예상에
는 크게 못 미친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설립 당시 약속한 3년 내 재정 자립을 이룩하지 못했으
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교수 증원의 한계로 본원과 같은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
려웠다.
때마침 고등과학원을 설치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던 과학기술처가 홍릉캠퍼스를 그
장소로 지목하고, 분원에 설치되어있는 과정들을 정리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분원 교수들의
항의, 학생들의 집단항의와 단식농성, 언론 보도 등으로 1995년 가을 내내 진통이 이어졌다.
이런 반대의견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KAIST는 1995년 12월에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분원 정

장기발전계획 선언식

리를 골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울캠퍼스 활용기본계획’을 의결했다.

1994.10.15.

•서울캠퍼스 발전 방향 : 고등과학원(가칭), 테크노경영대학원(가칭) 설치 운영
•현 서울분원 운영 프로그램 조정계획
- 현 서울분원 운영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통합 조정
- 현재의 학과로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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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는 기술경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96년 3월 12일 홍릉캠퍼스 내

- 현재의 학과(학과 내 분야 포함) 중 테크노경영대학원(가칭) 운영에 적합한 학과/분야는 테크노경영대학원

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대학원은 경영학석사과정

에 참여하고 그러하지 못한 학과/분야는 본원의 관련학과와 통합, 본원으로 이전토록 함
- 이전 교수는 희망에 따라 본원 학과에 소속토록 하며 이전한 교수에게는 연구실험실을 제공함

(MBA)의 ‘특수전공’과 석박사과정의 ‘경영공학전공’으로 나누고, 1995년 대전에서 입학한

- 현재의 서울분원 학과로는 신입생 모집이 중단됨에 따라 입학의 기회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진학기회를

기술경영전공(테크노MBA) 학생 78명에 이어 1996년 서울에서 114명의 특수전공(MBA) 학

제공코자, 1996학년도 신입생에 한하여 서울분원 학과의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본원의 해당 학과에서 일정

생을 모집했다. 1997년 4월 산업경영학과 학사과정을 통합하고, 2002년 3월 경영공학전공

규모의 석·박사과정 신입생(산학제 및 연구원)을 추가 모집함

학·석사 연계과정을 도입하는 등 ‘경영’과 ‘기술’을 접목한 21세기 글로벌 리더 양성에 주력
했다.

이로써 서울분원은 설립 4년 만인 1996학년도부터 별도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다.

이어 1996년 10월 1일에는 KAIST 부설 고등과학원(Korea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원장 김정욱 미국 존스홉킨스대 물리학과 교수)이 홍릉캠퍼스 내에 문을 열었다. 설립 당시

테크노경영대학원·고등과학원 개원을 통한 서울캠퍼스 기능 유지

수학부와 물리학부 등 2개 학부와 총 6명의 연구진으로 시작한 고등과학원은 한국의 기초

하지만 서울분원은 테크노경영대학원과 고등과학원 개원을 통해 KAIST 서울캠퍼스로서의 기

과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이자 우

능을 이어갔다.

리나라 최초의 순수이론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서, 설립 초기 기초과학 분야인 수학부과 물
리학부를 구성하여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개원
1996.03.12.

어학능력 배양과 의공학 분야 연구 기반 확충
이듬해인 1995년 9월에는 KAIST 재학생들과 대덕연구단지 구성원들의 어학능력을 향상하고,
외국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어학센터를 개소했다. 이후 어학센터는
전국 50여 개 이상의 연구소, 90여 개 이상의 대학교 및 학회와 업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어
학강좌 운영, 영어 교정, 번역, 통역 및 영어능력시험센터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
KAIST는 1995년 10월 24일 진단의료기기 연구 개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의공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에서는 차세대 초음파진단용 의료기기와 핵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 및 각
종 의료용 영상시스템 설계기술을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어 1997년 12월 6일에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공부하는 컴퓨터와 로봇을 제작하고, 치매 등
원인불명 뇌질환의 원인을 밝혀내 치료하겠다는 목표 아래 뇌과학센터를 설치했다. 전국 각
대학 69명의 교수를 포함, 석·박사과정 학생까지 포함해 연구인력이 총 300명에 달하는 대규
모 프로젝트로서, 이후 10년 동안 총 1조 원에 육박하는 연구비가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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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새 캠퍼스에서 여는 21세기 [1990~2003]

제3절 세계 속에서 21세기를 준비하다

학’의 의미를 더했다. KAIST가 설립 후 처음으로 ‘아시아 최고의 이공대학’ 평가를 받은 것은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질적·양적 투자를 아끼지 않은 노력의 결과였다. 이 결과
를 바탕으로 KAIST는 중장기 목표였던 ‘세계 10위권 이공계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더욱 힘
찬 걸음을 내디뎠다.

1.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모험
하이테크 중심의 벤처기업 육성과 세계 최초 SNS의 새 길
KAIST 기술혁신 및 첨단기술 창업보육센터는 1994년부터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도전 - 원장 최초 공개모집과 첫 외국인 교수 임용
1998년 들어와 KAIST는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다. 설립 후 처음으로 원장 공

KAIST 기술혁신 및 첨단기술

초로 벤처기업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KAIST는 1997년 9월 4일 이 센터를 신기술창

개모집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KAIST 원장 공모에는 국내 인사 7명과 재미과학자 4명 등 총 11

창업보육센터는 1994년부터

업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하며 이후 하이테크 중심의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했다. 신기술창업지

명이 지원했으며, KAIST는 서류심사와 인터뷰, 원장후보선임위원회 심의·추천 등을 거쳐 최종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원단은 1999년 8월 17일 제1회 보육기업 졸업식을 갖고 처음으로 5개 벤처기업을 배출했다. 이

국내 최초로 벤처기업육성

후보 2인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덕인 박사(물리학과 교수)가 제10대 원장에 선임되어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들 기업은 4년 동안 신기술창업지원단으로부터 사무실을 제공 받는 한편 회계·경영자문, 연구

1998년 6월 9일 임기를 시작했다.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KAIST 상위기관인 기

KAIST는 1997년 9월 4일

존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변경되어 그 업무 영역을 확대·강화한 것도 KAIST에게는 새로

이 센터를 신기술창업지원단

운 환경 변화였다.

으로 확대·개편하며 이후

설립은 KAIST 벤처 동아리인 EC-CLUB(Electronic Commerce Club)의 경영공학 석박사과정 5명이

하이테크 중심의 벤처기업을

주도했으며, 이들은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1999년 9월 1일, KAIST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순수 외국인을 정식교수로 임용했다.
KAIST는 1999년 초부터 해외 저명과학자 유치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

적극 육성했다.

장비 지원, 특허권에 관한 법률자문 등의 도움을 받아 벤처기업으로서의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
같은 해 8월 30일에는 KAIST 벤처 동아리 1호 기업인 ‘싸이월드’가 출범했다. ‘싸이월드’

Network Service, SNS)의 새 길을 열었다.

출신의 스튜어트(Ewan D. Stewart) 물리학과 조교수를 임용했다. 이전까지 국내 대학에서는 외국
에 영주권을 두고 있는 한국인 학자들이 교수로 임용되거나 정식교수가 아닌 전임강사 등의

정보보호센터 개소와 제1회 세계정보보호경진대회 개최

자격으로 강의를 하는 외국인은 있었지만 순수 외국인이 전임직 교수로 임용된 것은 이때가

21세기 첫해, 건전한 해커를 양성하기 위한 이른바 ‘해커사관학교’가 KAIST 내에 문을 열었다.

처음이었다. 이 같은 도전에 힘을 실어주듯, 홍콩의 영자 주간지 <Asia Week>는 1999년 4월

KAIST는 2000년 3월 22일 정보보호센터를 개소, 건전한 윤리관을 가진 해커를 양성해 은행·

학생 자질, 교수진, 연구실적, 재정 등을 종합 평가하여 KAIST를 아시아 이공대학 중 최우수 대

공공기관 등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술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석사과정

학으로 선정했다. 2위는 포항공대, 3위는 도쿄공대, 4위는 인도 델리공대 등이었다. KAIST는

을 개설, 고급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했으며, 각종 정보 보호 기술을 개발해 관련 기업이나 기관

교수확보율에서 학생 19명당 1명으로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1998년 SCI 집계 결과 총 1,492편

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의 연구논문을 발표해 미국 상위권 이공대 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1999년 KAIST 생물과학과 최준호 교수가 자궁경부암 유발 원인물질을 규명, 같은 해
6월 그 실험 결과를 KAIST 연구진 최초로 영국 <Nature>에 발표한 것도 ‘아시아 최고 이공대

98

같은 해 6월에는 KAIST가 제1회 세계정보보호경진대회(WIPC)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정보보
호센터가 방화벽을 구축한 서버를 공개하고,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곳을 침입하는 형태로
진행했으며, 방화벽을 뚫고 가장 먼저 서버에 침투한 팀이 우승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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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여 명의 KAIST 학생과 교수, 직원이 함께 만든 드라마 ‘카이스트’
20세기의 끝과 21세기의 시작, 그 사이에 KAIST의 낮과 밤이 TV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

‘카이스트’는 불모지나 다름

졌다. SBS-TV는 1999년 1월 24일부터 2000년 10월 8일까지 무려 82회에 걸쳐 드라마 ‘카이스

없던 우리나라 TV 드라마에

트’를 제작·방영했다. 약 1년 10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 밤 9시 50분부터 1시간씩 방영된 ‘카이

아울러 비단 제작진뿐 아니라

들의 참 모습과, 교수가 제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열정으로 지도하는 교육 현장의 참모습

7,000여 명의 KAIST 학생과

을 표현했다.

교수, 직원이 함께 만든 한

주병대 연출, 송지나 작가의 이 드라마에는 이민우·채림·김정현·김민정 등이 출연했다. 또
실제 KAIST 재학생이 주요 배역이나 엑스트라로 출연했으며, 최덕인 원장이 실제 원장 역할로
모습을 비춘 바 있다.
‘카이스트’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TV 드라마에서 과학드라마를 성공시킨 획기적인
기획이었다. 아울러 비단 제작진뿐 아니라 7,000여 명의 KAIST 학생과 교수, 직원이 함께 만든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다.
KAIST가 2018년 10월 26일 개최한 ‘2018 발전·후원의 밤’에는 ‘카이스트’ 방송 20주년을 맞
아 드라마 대본을 집필한 송지나 작가와 당시 출연진 이민우·채림·연정훈 등을 초청해 거듭

과학영재
교육 내실화

서 과학드라마를 성공시킨
획기적인 기획이었다.

스트’는 매우 독특한 TV 과학드라마로서, 밤을 새워가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과학도

미래 전략 분야
교육 및
연구 강화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다.

학제적 교육 및
연구 강화

국제화 및
정보화 추진

이런 목표 달성에 더욱 매진하자는 의미를 담아, KAIST는 비전 발표 직후인 12월 28일 ‘올해
의 KAIST인 상’을 제정했다. 이 상은 한 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KAIST 발전을 위해 모범적으로
근무한 교직원을 적극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했으며, 첫 수상자는 화학과 유룡 교
수와 학생지원팀 심영록 선생이었다.
한편 KAIST는 그간 기관장 명칭 때문에 연구중심대학임에도 연구소로 오인되는 문제로 기
관장 명칭 변경을 추진했는데, 2003년 6월 말 관련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통과로 2003년
7월부로 기관장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교육기
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보다 분명히 정립하게 되었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동문의 힘, KAIST의 꿈
2000년 2월과 4월에는 KAIST 내에 벤처인큐베이터센터와 사이버KAIST가 각각 설립되었다.

2. 비전 2010-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

벤처인큐베이터센터와 사이버KAIST는 KAIST 출신 벤처기업가들이 총 100억 원의 기금을 모
교에 기부하여 설립자금을 마련한 벤처기업의 산실이자 첨단기술 교육의 장이었다. 특히 이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을 위한 ‘KAIST 비전 2010’

화 메디슨 회장은 2000~2001년 당시 주도적으로 여러 벤처기업들과 총 50억 원을 벤처인큐

2001년 5월 22일, 홍창선 박사(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제11대 KAIST 원장에 취임했다. 홍창선 원장

베이터 건립 기금으로 기탁하여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큰 기여를 했다.

은 취임 후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구체

설립 후 벤처인큐베이터센터에는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의 벤처기업들이 입주했으며, 사

적인 내용인 ‘KAIST 비전 2010’을 2001년 12월 16일 발표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이버KAIST는 KAIST 졸업생에 대한 첨단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인력을 양성하여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국가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 다음

아울러 이 사업들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는 KAIST에 재투자되어, 모교와 동문 발전이

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라는 선순환 구조가 거듭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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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창업관 준공식
2001.12.11.

을 통해 IT 교육을 하는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IT 아카데미는 단기간에 우수
IT 인력을 양성하는 첨단 교육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밖에도 KAIST는 2004년 2월 전파탐지 및 영상정보 등 2개 분야에서 국방부 특화연
구센터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산·학·연·군 협력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전파탐지특화연구
센터는 국방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미래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독자적인 초고
주파·부품·시스템 관련 핵심 기반 기술 확보에 나섰다. 역시 국방부 지원을 받는 영상정
보특화연구센터는 첨단 영상탐색기 탑재 지능형 정밀 유도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영상표
적 정보 획득·가공능력 확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3. 개교 100주년의 꿈을 담은 타임캡슐
2001년 12월 10일에는 동문 벤처기업인들이 모교 후배들의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마련

IT와 BT 간 융합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

한 공간인 KAIST 동문창업관을 개관했다.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943m²(1,495평) 규모의

정문술 전 미래산업 사장은 “IT와 BT 간 융합기술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해 달라”는 뜻을 밝히

동문창업관에는 인큐베이터 연구실 44개, 사이버KAIST 사무실 1개, 회의실 2개, 세미나실 5개,

고 2001년 5월 300억 원을 KAIST에 기부했다. KAIST는 그 뜻을 새겨 2002년 4월 바이오시스

원격 강의실 1개, 스튜디오 1개, 게스트하우스 6개 등이 갖춰졌다. 이후 동문창업관에는 KAIST

템학과를 신설, 바이오와 정보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관련 인재를 길러내기

출신이 창업한 벤처기업 26개가 입주해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에 주력했다.

시작했다.
정문술빌딩 준공식 2003.10.30.

신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연구 영역 개척
2002년 6월 24일에는 KAIST 신기술창업관 준공식 및 기술이전교류센터 현판식을 거행했
다. 신기술창업관은 그동안 한국통신 대덕1연구센터를 임대해 사용했던 창업보육센터의 단
점 보완과 효율적인 산·학 협동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건설했으며,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5,957m²(1,802평) 규모의 건물에 20여 개 업체가 입주했다.
이어 2002년 7월 9일에는 삼성SDS와 함께 우수 정보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KAIST IT 아카데미’의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KAIST는 국내 최초로 기가비트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e-캠퍼스를 구축해 놓았으며, 여기에 사이버KAIST를 설립,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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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03년 10월 30일에는 연면적 9,000m²(2,723평)에 달하는 정문술빌딩을 준공했다. 이

장영실 동상과 타임캡슐

건물은 대덕연구단지 안에서 가장 높은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실험실 22개, 교수연구실

장영실은 조선 세종 때 측우기 등을 발명한 이 나라의 선구적 과학자였다. 따라서 그의 정신을

27개, 학생연구실 7개, 세미나실 4개, 중대형 강의실 2개와 국제학술회의 및 포럼 등을 위한

기리는 일은 민족의 과제이자, 과학기술인재 육성의 터전인 KAIST의 의무였다. KAIST는 2003

270석 규모의 컨퍼런스홀 등을 갖추었으며, 준공 후 바이오시스템학과(현 바이오및뇌공학과)가 입

년 8월 25일 과학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장영실기념사업회가 기증한 장영실 동상을 제막했다.

주했다.

이후 장영실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캠퍼스와 그곳에서 꿈꾸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았다.

KAIST는 의학·생명과학·자연과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접근으로
인간 질병의 근본원리를 밝히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04년 6월 28일 의과학대학원을 설립했다. 이후 의과학대학원은 감염성 질환, 암, 뇌 질환,
혈관 및 대사 질환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공계 학부 졸업생과 임상 현장 경

장영실 동상 제막식
2003.08.25.

험과 지식을 갖춘 중개의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캠퍼스
국내 과학기술교육을 대표하는 두 대학인 KAIST와 포항공대가 과학기술 및 운동경기 등을 놓
고 자웅을 겨루는 제1회 ‘KAIST-POSTECH 학생대제전’이 2002년 9월 13일 KAIST에서 처음
열렸다. 두 대학 학생 700여 명이 참가한 이 행사에서는 로봇축구·스타크래프트·해킹·과학상
식퀴즈대회 등 과학기술 관련 분야, 축구·농구·야구·줄넘기 등 운동경기를 놓고 승부를 떠난
공정한 경쟁을 겨루었다.
1986년 학사과정을 개설한 이래 처음으로 2002년 10월 KAIST 입시에 외국인 학생이 합
격, 최초로 외국인 학생 입학의 역사를 썼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3대인 엄룡 씨(전기및 전산
학 전공)가 그 주인공으로서, 이전까지 KAIST 대학원에 외국인 학생이 입학한 사례는 있었
지만 학사과정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연변 제1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KAIST에 입학한 그는 2007년 학사, 2009년 석사 졸업과 함께 같은 해 박사과정에 진학해 2년
6개월만이라는 짧은 기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유럽 최대의 전자연구소인 벨기
에 IMC 연구원으로 일했다.
KAIST 개교 50주년을 앞둔 2020년, 외국인 재학생 수는 550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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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2003년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KAIST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장영

‘터만보고서’가 30년 후 KAIST를 예견했듯이, KAIST 타임캡슐을 묻은 그곳 ‘2073 타임광장’

실 동상이 세워질 바로 그 잔디밭에 KAIST 타임캡슐을 매설했다. KAIST 개교 100주년이 되는

의 기념명패에는 다음과 같은 예견이 담겼다.

오는 2073년 개봉되는 이 타임캡슐에는 <KAIST 20년사> 및 백서, ‘비전 2010’ 보고서, 홍보책
자, 미디어 매체 등이 담겼다. 그리고 당시 재학생이 2073년 재학생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첫 학생을 맞이한 지 100주년이 되어 이 타임캡슐이 개봉될 2073년에는

KAIST가 ‘국제적인 명망을 가진 이공계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한 1971년 ‘터만

통일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보고서’도 봉인되었다.

세계의 주역국가로 발전해 있을 것이다.
KAIST 타임캡슐 매설행사 시삽식
2003.04.21.

국가와 민족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조국을 선진 반열에 올린 KAIST는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명문대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2073 타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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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주 개발 분야 다양화 역할 수행

우리별 이야기 - 우주로 간 KAIST

- 첫 천문·우주과학용 위성 ‘과학기술위성 1호’
2003년 9월 27일에는 우리 기술 주도로 개발된 국내 첫 천문·우주과학용 위성인 ‘과학기술
위성 1호(우리별 4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 위성은 우리별 1, 2, 3호(위성기술 실험 및 지구

최초의 대한민국 위성에서 최초의 고유 위성 모델까지 - 우리별 1, 2, 3호

관측용)에 이어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가 국내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라 1998년 10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은 1957년 10월 4일에 발사된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였다. 그로부터

월 개발에 착수, 4번째로 제작을 완료한 소형 위성으로, 자체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시험 등

30년이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발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구체적

의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 주도로 이뤄졌다. 특히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가 한국천문연구

인 임무를 맡은 곳이 1989년 8월 설립된 KAIST 인공위성연구소였다.

원, 미국 항공우주국(NASA), 버클리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주 탑재체인 원자외선 분광기

KAIST 인공위성연구소는 1990년 2월 한국과학재단의 위성 분야 우수연구센터(ERC)에

과학기술위성 1호(우리별 4호)

는 세계 최초로 원자외선 영역의 ‘전천지도(全天地圖)’를 작성, 21세기 천문우주과학 분야의

선정되었으며, 우주 분야의 인력 양성과 위성기술 전수를 위해 영국 서리대학(University

숙제 중 하나인 우리 은하 내부 고온 가스체의 구조와 분포 및 물리적 성질을 규명, 은하 생

of Surrey)과 국제 공동연구협약을 맺고 전기전자·물리학·통신·제어·회로 등 다양한 전공

성과 진화에 대한 신비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국내 최초의 천체 우주 관측 위성

배경을 가진 우수한 학생 5명을 파견해 인공위성 개발에 착수했다.

우리별 1호

인 ‘과학기술위성 1호’ 발사를 통해 KAIST는 국내 우주 개발의 분야를 다양화하는 역할을

서리대학의 기술을 전수받아 완성한 인공위성의 이름은 ‘우리별’로 정해졌으며, 그 1호 위

수행했다. 그리고 이 위성의 우주 관측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다수 발표되어 소형 위성의

성이 1992년 8월 11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Guiana) 쿠루우주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

효용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되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22번째로 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약
1년 후인 1993년 9월 26일에는 국내 제작위성인 ‘우리별 2호’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과 개척
KAIST는 2007년 ‘과학기술위성 2호’ 개발을 완료하고, 2009년 8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

제작의 상당 부분을 외국기술에 의존했고 프랑스제 로켓에 실려 프랑스령에서 발사되
과학기술위성 2호

었지만, 우리별 1, 2호 발사 성공은 우리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건임

에 걸쳐 국내 첫 발사체인 ‘나로호’에 실어 발사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 2차 발사 모두 궤
도진입에 실패하여,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발사한다는 목표를 후일로 미

에 분명했다. 특히 KAIST 출신 과학기술인과 KAIST 인공위성센터가 발사를 주도했다는 사
우리별 2호

루어야 했다. 그러나 도전은 계속되었다. KAIST는 이후 나로호 3차 발사에 탑재될 위성으

실이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짐으로써 KAIST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1999년 5월 26일 인도 남동부 샤르빌 발사장에서 PSLV-C2 발사체에 의해 발사된 ‘우리

로 나로과학위성을 개발했으며, 2013년 1월 30일 드디어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나

별 3호’는 우리별 1, 2호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설계·개발된 최초의 우리나라

로과학위성도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 같은 해 11월 21일에는 ‘과학기술위성 3호’가

고유 위성 모델이었다. 15m급 해상도, 3채널, 선형 CCD 카메라를 장착한 원격탐사 탑재체

러시아에서 발사되어 궤도에 무사히 안착했으며, 2019년 설립 30주년을 맞은 KAIST 인

와 방사능 영향측정기,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 정밀 지구자기장 측정기 등으로 ‘우리별 3호’

공위성연구소는 현재 나로과학위성과 ‘과학기술위성 3호’를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우주

는 우주 공간에서 3축 자세제어, 공통버스 구조, 전개식 태양전지판, 고속 데이터 전송 장

를 향한 끝없는 도전과 개척’이라는 KAIST의 정신은 30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그 도전
은 우주의 비밀을 푸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치, 대용량 메모리 시스템 등의 실험을 진행했다.
우리별 3호

108

나로과학위성

109

제4장 교육·연구·혁신으로 경제 발전과 과학계 지경(地境)을 세계로 넓히다 [2004~2016]

제4장

교육·연구·혁신으로
경제 발전과 과학계 지경(地境)을
세계로 넓히다
2004~2016

제1절 부단한 혁신으로, ‘세계 속의 KAIST’로

1. ‘한국 속의 KAIST’에서 ‘세계 속의 KAIST’, ‘KAIST 속의 세계’를 향해
- 로버트 러플린 총장 취임과 혁신의 길
최초의 외국인 총장, 제12대 로버트 러플린 총장 취임
2001년 개교 30주년을 맞으며 KAIST는 ‘국제화된 세계 초일류 연구 중심 대학(World Class
Research University)’이라는 비전 아래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갔다. 그 구체적인

목표는 2015년까지 ‘세계 Top 10 수준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앞당길 중책이 KAIST 최초의 외국인 총장에게 맡겨졌다.

제1절 부단한 혁신으로, ‘세계 속의 KAIST’로

2004년 7월 14일, 로버트 러플린(Robert B. Laughlin) 제12대 총장이 취임했다. 미국 국적의 러플
린 총장은 버클리대 수학과를 졸업한 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물리학 석·박사 학위를

제2절 ‘세계적인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을 향해

받았으며, 벨연구소를 거쳐 스탠포드대에서 응용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98년 <분수 양

제3절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여는 ‘해피 캠퍼스(Happy Campus)’

자 홀 효과(Fraction Quantum Hall Effect)>라는 이론을 세워 현대물리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공로
로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러플린 총장 취임을 전후하여 국내 언론들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일”, “국내 이공계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는 일”이라는 평가를 했다. 이 같은 평가에 부응하듯
“미국의 이공계 대학들이 KAIST를 본받기 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러플린 총장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학교의 독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이 같은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KAIST는
2005년 2월 23일 총장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총장자문단을 설치하고, 같은 해
8월 19일에는 총장 자문을 위한 법률자문역을 추가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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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Top-Class
Curriculum

Top-Class
Faculty

Top-Class
Infrastructure

•학부 교과과정 중 예술과 문화, 
경영·경제학 분야 확대
•의학, 경영·경제, 법학을 위한 트랙 추가
•학부생 연구 참여 확대

•최고 수준의 교수에 대한 보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증대
•비한국인 교수를 전체 교수의 
15%까지 확대

•학부 기숙사, 실험실, 체육시설 개선
•탐험연구를 위한 종자(種子) 기금 확대
•캠퍼스 밖에서 거주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보상 확대

•대학원생 해외 교육 트랙 추가

•경쟁력 있는 신임교원 정착금제 도입

•특허 취득 지원 확대

•언어교육 강화

•보상이 따르는 영년직(永年職) 제도 도입

•공동 연구시설 장비 지원 확대

•시장에 대한 반응 강화

러플린 총장이 제시한 KAIST 비전은 ‘한국의 KAIST’에서 ‘세계의 KAIST’의 길로 가고자 하는
혁신 방안이었다. 그리고 그 너머 새로운 ‘KAIST 속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었다.
개원 30주년 기념식 2001.05.16.

먼저 ‘한국 속의 KAIST’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중심 대학
의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KAIST의 설립 정신을 담고 있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세계 속의
KAIST’는 설립 후 성공적으로 세계 과학계의 존경받는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었

KAIST 혁신 방안-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중심 대학 육성’

다. 마지막으로 ‘KAIST 속의 세계’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 과학계가 선망하는 대학, 최초의 발명,

신임 러플린 총장의 혁신 의지를 담은 ‘KAIST 비전’이 2005년 4월 27일 발표되었다.

최고의 교육, 최고로 강력한 리더십을 찾아보기 위해 세계가 눈을 돌리는 최고 수준의 대학이 되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목표로 삼은 이 비전에는 정부와 산업계뿐만 아닌

어야 한다는 향후 지향점을 상징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학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과제, 대학원 과정의 국제적인 위상
을 제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 등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최고 수준

교육 및 서비스 혁신과 ‘글로벌 프로젝트’

의 교과과정(Top-Class Curriculum)’, ‘최고 수준의 인프라(Top-Class Infrastructure)’, ‘최고 수준의 교수진

KAIST가 제시한 ‘Top-Class’의 행보가 본격화되었다.

(Top-Class Faculty)’이라는 세부 목표 안에 각 목표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112

KAIST는 ‘Top-Class Curriculum’ 달성을 위한 준비 단계의 일환으로 2005년 10월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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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예비신입생을 위한 4개월간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 실시했다.

들이었다. 무언가 듣고 싶은 정보를 들려줄 수 있는 인물, 함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인물, 그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신입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챌린지 코스 및 리더십 훈련, 영어 집중

학사관리시스템 공개

하여 ‘그들처럼, 그들 이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대상 인물들을 스스로 찾아 귀를 열고 마음을

코스, 충북 음성 꽃동네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소양교육, 새내기 배움터 등 기본소양 배양 및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연 것이다.

창의·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전자문서시스템·

스스로 자기계발의 도전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의지를 응원하며, 2006년 3월부터는 학

포털시스템·행정관리시스템·

또 2006년 1월 16일에는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대학의 핵심 시스템인 학사관리시스템을 공

부생들의 연구 환경 개선과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KAIST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다.

연구관리시스템·CRM(Customer

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KAIST는 이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Relationship Management,

자바(Java) 기반의 공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재구성해 자체적인 개발 프레임워크로 만드

고객 관계 관리, 학생모집·

는 작업을 완료한 뒤였다. 여기에 학사관리시스템 공개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새로운 전자문

동문·발전기금) 등의

국내 최초로 도입한 URP는 학부생들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서시스템·포털시스템·행정관리시스템·연구관리시스템·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위해 지도 교수 및 전담 조교와 함께 실질적인 연구 경험을 쌓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교수

URP(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Program, 학부생연구프로그램) 제도였다.
MIT의 ‘학부생 연구기회 프로그램(UROP, 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y Program)’을 벤치마킹해

객 관계 관리, 학생모집·동문·발전기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및 대학원생이 학부생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학사 단계

학생들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도 본격화했다. KAIST는 2006년 2월

에서부터 창의적인 연구 수행 능력을 배양해주고자 한 것이다.

부터 학부생으로 하여금 중국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
다. 파견 대학은 칭화대와 베이징대 등 중국 Top-Class 대학들이었다.

학부생이 주최하는 국내 최초의 국제 컨퍼런스와 학부생연구프로그램

학부생 연구 참여(URP) 연구성과 발표회
2006.09.08.

KAIST 혁신 방안 가운데 ‘Top-Class Curriculum’ 부문 세부 과제의 하나인 ‘학부생 연구 참여
확대’의 성과도 가시화되었다.
2005년 7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아시아·국제관계 하버드 프로젝트-카이스트(HPAIR-KAIST)’
주관으로 열린 ‘과학기술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Integr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ICISTS)’는 학부생이 주최하는 국내 최초의 국제 컨퍼런스였다. KAIST 학부생

이 주축이 되어 과학기술 관련 사회·경제적 이슈를 논의하는 이 학술회의에서는 온라인 문화,
생명공학 패러다임 이동, 유비쿼터스 컴퓨팅 3개 주제 아래 초청 연사 강연과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학술회의의 주요 강연자는 MIT 크리스 칙센미하이(Chris Csikszentmihályi) 교수, 코넬대 안토
니 리브스(Anthony. P. Reeves) 교수, UCLA 봐니 로이쇼츄리(Vwani Roychowdhury) 교수, 삼성종합기술
원 김준기 전무, 형용준 싸이월드 창업자 등으로서, 모두 KAIST 학부생들이 직접 섭외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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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최초 시행 이후 KAIST는 매년 학부생이 신청한 URP 연구과제 가운데 우수사례를

러플린 총장은 “정부에서 원하는 것처럼 KAIST를 MIT 등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

선정해 지원했다. 그리고 ‘URP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학생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러플린 총장은 “정부에서

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정부가 그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전제 아래 사립화를

특히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전액을 지원했다.

원하는 것처럼 KAIST를

적극 추진하고자 했다. 학사와 석·박사 입학정원 총원 2만 명으로 확대, 연간 등록금 600만 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을 받아 시행한 KAIST URP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MIT 등 세계적 수준의

대로 인상, 학부 내 의대·법대·경영대 MBA 예비반 신설 등의 발전 방안도 ‘학부 중심의 종합

대학으로 발전시키려면

2008년부터는 전국 대학에서 연이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각 대학 이공계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자양분 역할을 다했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사립대학화’를 위한 토대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정부가 그 비용을 모두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재학생은 물론 학내외 교수들 간 찬반양론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35년간 이어진 ‘대학원과 연구 중심 이공계 대학’이라는 KAIST의 설립이념이 흔들리고, 결국

2011년 251건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학부생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성과들이 현실

전제 아래 사립화를 적극

지방 사립대의 하나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여러 곳에서 도출되었다. 특히 2006년 3

이 되었다”는 각계의 평가가 이어졌다. 2010년까지 URP를 거쳐 발표된 연구과제들 중 3건이

추진하고자 했다.

월에는 “연임 의사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러플린 총장에게 학과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

2008년 154건에 달하던 KAIST URP 연구계획서 접수 건수가 2009년 189건, 2010년 220건,

특허를 받았으며, 논문 게재 14건, 해외학회 참가 29건, 대회 수상 4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 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화학과 조상연의 경우 URP에 참여해 최우수상을 차지한
뒤 지속적인 후속연구에 매진한 결과 학부 재학생으론 드물게 세계적 학술지인 <셀(Cell)> 자매
지에 표지논문을 발표하는 영광을 안았다. 2018년에는 역시 URP을 통해 연구를 시작한 화학
과·생명화학공학과 4학년 김수빈이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단체인 영국왕립화학회 국제 학술

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러플린 총장은 취임 2년이 되는 2006월 7월 13일 퇴진했다. 이로써 그가
내세운 여러 혁신 과제들은 미완으로 남았다.
그러나 일부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KAIST는 묵묵히 진정한 혁신과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
어갔다.

지 <소프트 매터(Soft Matter)> 표지논문을 발표하는 등, KAIST URP는 매년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학부생’이 ‘학계’의 관심을 끌며 ‘학자’의 길을 앞서 여는 관문, 바로 URP였다.
2018년에 이르러 URP 선정 건수는 182개 신청 프로그램 중 134개였으며, 이후 193(134)개,

2. 연구의 폭을 넓히고 창의의 깊이를 더하다

183(136)개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2019년에만 <Cell> 등 국제 학술지에 3건의

- 의과학·문화·금융·정보 분야 대학원 개설

논문 주저자 혹은 공동저자가 나왔으며, 특허도 1건 출원되었다.
세계적 수준의 융합적 의과학 및 의공학 연구 역량 강화 - 의과학대학원
다른 길, 같은 목표 - KAIST 혁신에 관한 이견

융합적 의과학 및 의공학 연구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04년 6월 설립

취임 이후 러플린 총장은 재정 강화와 더불어 학제 융합과 맞춤형 교육 등, 새롭게 변화되고 있

한 KAIST 의과학대학원이 2006년 3월 6일 처음으로 입학생을 받았다. 2006년 12월에는 전문

는 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 10월 24일 부총장 권한을 재정과 교무로 세분화하는 3

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의과학대학원 진학 시 병역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

인 부총장 체제 도입을 입안했다. 하지만 국내 대학 최초의 이 구상은 내부 구성원 간의 이견

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의사 혹은 한의사 면허증을 지닌 각 부문 대학원생의 지원이 더욱 늘어

조율 등 여러 문제로 즉시 시행되지는 못했다. 총장과 내부 구성원 간의 이견은 여기에 그치지

나게 되었다.

않았다. 그리고 그 주요 쟁점 중 하나가 KAIST의 사립화 추진 문제였다.

116

의과학대학원은 의학·생명과학·자연과학·공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연구

117

KAIST 50년사 | 통사

제4장 교육·연구·혁신으로 경제 발전과 과학계 지경(地境)을 세계로 넓히다 [2004~2016]

자들이 상호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선도적인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세
계 수준의 젊은 연구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의과학대학원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한의사 포함)와

금융전문대학원 개설 MOU 체결식
2006.01.18.

의사(치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과학자 과정과 다양한 학부를 졸업한 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의과학자 과정(의과학 학제 전공)의 두 교육 프로그램을 융합 운영했으며, 두 프로그램
모두 최고 수준의 기초 의과학 및 중개연구 교육을 통해 세계 수준의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첨단과학기술과 예술·인문학·사회과학의 창의적 융합 - 문화기술대학원
인재를 배출하는 각 학문 분야도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창의의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깊이가 더해졌다.

융합한 새로운 문화산업이

2005년 8월 30일 문화기술대학원이 문을 열었다.

국가 공동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에 필수불가결한

KAIST는 과학기술·인문사회·경영·예술 환경의 창안자급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조건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2월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3월 ‘문화기술대학원 설

문화기술대학원은 첨단과학

치 추진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문화부·과기부·KAIST가 문화기

기술과 예술·인문학·사회과학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순수 금융 중심 대학원 - 금융전문대학원

술대학원 설립 관련 MOU를 체결했으며, 이후 4개월 만에 문화기술대학원 개원의 결실을 거

을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데

2006년 2월 27일에는 기존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금융 및 회계 분야를 확대하여 국내 첫 금융

두어 9월 1일 자로 석사과정 21명, 박사과정 9명의 첫 입학생을 받았다.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

전문대학원을 개원했다.

문화기술대학원은 개원 초기 학제 학부에 속해있었다. 하지만 ‘문화’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국내 최초이자 정부가 인가한 유일의 금융 중심 대학원으로서, 개

KAIST의 비전에 따라 2006년 8월에 문화과학대학이 설립되었고, 문화기술대학원은 인문사회

원과 동시에 1996년도 도입했던 금융공학 교육프로그램을 금융MBA과정으로 확대하고 비학

과학부와 함께 신설된 문화과학대학으로 소속되었다.

위과정으로 금융전문가과정을 개설하여 국내 금융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을 지금까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한 새로운 문화산업이 국가 공동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에

3,200명 이상 양성해 왔다. 2006년 한 해 동안 맥쿼리그룹·한국산업은행·로이터코리아와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기술대학원은 첨단과학기술과 예술·인문학·사회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금융전문대학원은 교육과 연구, 대

과학을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

학과 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첨단 금융지식을 창출해갔다.

술 인력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원천기술과 사회적 해결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

IT·미디어 융합환경에 대처하는 글로벌 경영전문가 양성 -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21세기 초반, 인터넷과 웹의 등장으로 더욱 가속화된 이른바 ‘IT 혁명’은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대한 디지털 컨버전스(convergence)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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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IT·미디어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3. 21세기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지형을 바꾸다

고자 KAIST는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2006년 3월 27일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을 개원했

- 전문 연구센터 확대 개설

다.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은, IT 융합기술 전반을 이해하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
재가공 프로세스 등의 속성을 숙지하여 소비자 니즈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

기업가정신 및 벤처창업 등에 특화된 국내 최초의 전문 연구기관 - 기업가정신연구센터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글로벌 경영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기존

기업가정신연구센터는 이후

기업가정신연구센터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우수한 벤처기업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

‘MIS MBA’와 ‘텔레콤 MBA’ 과정을 통합하여 새로 개설한 IT미디어MBA는 IT 분야는 물론 미

2009년 사업조직으로 기술

다”는 이종문 암벡스 그룹 회장의 기부와 미래창조과학부·과기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2004년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디어 산업의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산업특화형 MBA 과정으로서, 수시로 변하는 IT·미디

설립된 기업가정신 및 벤처창업 등에 특화된 국내 최초의 전문 연구기관이었다. 대내적으로는

이공계 학생 경영 교육,

어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1년으로 설계했다.

이공계 기업인 및 이공계

이처럼 2006년 금융전문대학원과 정보미디어대학원의 잇따른 개원은 기존 테크노경영대
학원과 함께 KAIST가 경영대학을 설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공계 학생에게 기업가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

출신 현역 CEO들에 대한

해 이공계 학생들이 ‘아이디어’에서 ‘창업’이라는 단계를 지나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도록 적

분야별 특강 등 교육 및 인력

극 지원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대덕 특구 및 대전·충남 지역의 벤처기업 연구소 내 연구원들을

양성에 주력했다.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및 경영지원 그리고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행했다.
기업가정신연구센터에서는 ‘Business Economics Program’ 운영, ‘KAIST Venture Forum’
개최 등, 기술 사업화와 창업을 선도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술 발굴에서부터 기술 기반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개원기념식
2006.03.27.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전 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운영을 지원했다. 더불어 효
과적인 벤처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도 모델 개발,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연구,
강소(强小) 벤처를 위한 유통 플랫폼 구축,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기술 사업화 전주
기 및 EXIT 모델 연구에 들어갔다.
기업가정신연구센터는 이후 2009년 사업조직으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이공계
학생 경영 교육, 이공계 기업인 및 이공계 출신 현역 CEO들에 대한 분야별 특강 등 교육 및 인
력양성에 주력했다. 또 2010년 이노베이션센터를 개원하여 벤처기업 창업 지원 등 사업화 실
행을 지원했으며, 2014년 KAIST 창업원을 개원하여 벤처기업 활동 및 기업가정신 연구 등 연
구·교육·사업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KAIST 창업원은 2016년 KAIST 부속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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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9일, KAIST 내 신축 현장에서 나노종합팹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공사가 한창이

나노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 - 나노종합팹센터와 나노과학기술대학원 설립
21세기 들어와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던 나노기술은 향후 10년 내

나노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에 전기전자·정보·의약·화학·환경 등 기존의 모든 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서 학문의 명확한 정의와

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일본·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나노기술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

던 2004년 5월 4일에는 나노종합팹센터가 KAIST 부설기관으로 승격했다.
나노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구축된 것은 착공 약 1년 2개월 만인 2005년 3월
16일이었다. Fab동과 사무동 등 총 1만 7,035m²(5,153평) 규모의 나노종합팹센터 준공과 더불어

범위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입하여 연구인프라 구축 및 고급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렵다. 따라서 특정한 한 가지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KAIST를 주목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

분야의 학문으로는 나노과학기술

나노기술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정부는 2001년 7월 18일 범정부 차원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2월 1일

21세기 나노기술선진국으로 가는 길, 바로 KAIST가 있었다.

때문에 여러 학문을 통합적으로

그 길을 앞장서서 열어간 나노종합팹센터는 2013년 나노종합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교육이 필요했다.

2002년 7월 18일 나노종합팹센터를 KAIST에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이어 2002년 8월 나노종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겼다.

의 핵심내용을 모두 다룰 수 없기

적용하는 다학제적인 연구와

과기부 주관으로 나노종합팹(Fab)센터 주관기관을 공모했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 1년이 되는

KAIST는 나노와 관련된 초기 아이디어 검증에서부터 8인치 웨이퍼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에

2019년 국가연구시설(N-Facility)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노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서 학문의 명확한 정의와 범

합팹구축사업단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0월 18일 과기부와 KAIST가 나노종합팹센터

위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한 한 가지 분야의 학문으로는 나노과학기술

의 사업추진 협약을 맺었다. 협약 이후 나노기술 사업 효율화와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해 정부는

의 핵심내용을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학문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다학제적인 연구

2002년 12월 26일 자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공표하기도 했다.

와 교육이 필요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KAIST는 2008년 6월 나노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
하여, 물리학·화학·공학·생물학을 포괄하는 융합학문을 추구했으며, 새로운 나노물질·나노소
재·나노소자의 구현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정진했다.
나노종합팹센터 기공식
2004.01.09.

한편 2005년 4월 15일 나노종합팹센터 내에서 문을 연 소시움연구센터는 모바일·유비쿼터
스·홈네트워크·텔레매틱스 등 정보통신산업의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시스템 온 칩(System
on Chip, SoC)’

설계 연구 및 참여를 위한 공간이었다. 이밖에 KAIST는 2006년 5월 4일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센터’를 개소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 TI)’와

함께 2014년 1월까지 차세대 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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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앰프는 KAIST 교수가, 스피커는 KAIST 졸업생이 설계한 것이었다. 바이올린들을 제작

4. 과학과 예술의 조화를 추구하는 인재, 문화와 창의가 어우러지는 캠퍼스
‘KAIST 뮤직 페스티벌’은
창작과 연주, 기계가 어우러진

과학과 예술의 조화를 추구하는 과학자

행사로서, KAIST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이 가지는 조화로움의 미학은 바로 과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KAIST는 과학과 예술

하면서 학생들은 음파의 진동수를 측정하는 실험도 거쳤다.
2005년 10월 15일 저녁, KAIST의 만추(晩秋)를 더욱 무르익게 한 무대는 ‘MBC 대학가요제’였
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대학가요제가 열린 것은 이 때가 처음으로서, MBC는 KAIST 교정

특별한 음악 행사였다.

의 조화를 추구하는 과학자를 만들어 갔다.

이날 연주에 사용된 바이올린

2004년 9월 10일 저녁, 가을이 시작되는 KAIST 교정에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선율이 가

은 KAIST 학생들이 직접 제작

득했다. ‘KAIST 뮤직 페스티벌’, 그 첫 무대가 막을 올렸다.

한 것이었고, 디지털 앰프는
KAIST 교수가, 스피커는 KAIST

이날 무대의 주인공은 음악적 재능과 창작력이 뛰어난 KAIST 과학영재들이었다. 대학원 음

졸업생이 설계한 것이었다.

악동아리 ‘애드립’과 클래식 기타 동아리 ‘아스트리아스’를 비롯해 KAIST 합창단, KAIST 오케

을 제29회 대학가요제 장소로 확정하며 ‘과학과 자연의 만남’을 주제로 삼았다.
음악과 만나 과학의 꿈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동안, KAIST는 그 꿈이 더욱 알차게 영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KAIST는 2005년 6월 22일, 국내 대학 최초로 정보문화 복합 공간 개념의 인터넷·북카페를
과학도서관 1층에 개관했다. 이 인터넷·북카페는 총 496m²(150평) 규모로, 서점과 카페, 인터넷

스트라 등 60여 명이 무대에 올랐으며, 이들은 록과 클래식의 조화를 추구하는 크로스 오버 장

PC 15대, 프리젠테이션 장비 등을 갖춘 첨단 정보 문화 공간이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위한

르를 선보였다.

공간’을 벗어나 ‘문화와 휴식까지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지향한 것으로,

‘KAIST 뮤직 페스티벌’은 창작과 연주, 기계가 어우러진 행사로서, KAIST만이 할 수 있는 특

‘유비쿼터스 라이브러리’로 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다.

별한 음악 행사였다. 이날 연주에 사용된 바이올린은 KAIST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었고,

2005년 9월 25일에는 KT·한국전산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 와이브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함
으로써 교내에 있는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까지 시연회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휴대인터넷 서비
KAIST 뮤직 페스티벌

스를 제공한 것은 KAIST가 국내 처음이었다. KAIST는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해 숙소를 제외한
교내 전역에 IPv6 기반 액세스포인트(AP)를 총 400여 개 설치하고 윈도우 기반 이동 IP(Mobile IP)
기술을 개발했다. 최초 시범서비스 당시 서비스 가입자는 KAIST 학생 및 임직원 300여 명이었다.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상용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KAIST의 시범서비스 이
후 넉 달이 지난 2006년 3월 2일이었다.

문화가 있는 캠퍼스에, 안온한 삶을 더하다 - 국내 최초의 아파트형 기숙사 준공
문화가 있는 캠퍼스에, 안온한 삶이 더해졌다.
KAIST는 2006년 2월 17일 첨단 편의시설을 갖춘 국내 최초의 아파트형 기숙사 ‘희망관’과
‘다솜관’을 준공했다. 지하 1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 8,843m²(5,700평) 규모로 학생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기숙사는, 학생증과 연구실 보안키까지 통합한 근접식 첨단 카드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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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아파트형 기숙사
희망관, 다솜관 준공

뉴턴 사과나무 식수행사
2006.04.06.

2006.02.17.

가지고 있어야만 개별 호실 및 현관 출입이 가능하도록 안전 및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200

구실적 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KAIST를 비롯한 아시아지역 대학을 ‘Is the Crouching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청각실을 비롯해 체력단련실·편의점·스터디룸·휴게실 등

Tiger a Threat(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로 비유했다. 3년 전 조사에서 ‘TOP 10 institutions’ 대부분을

의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었다. 특히 통풍과 환기를 고려해 국내 최초로 편(偏)복도 형태의 아파

미국 대학이 차지한 데 비해 2006년 조사에서는 KAIST가 세계 1위, 대만 국립차아퉁대가 2위,

트형 구조로 설계했으며, 모든 호실을 동남과 남향으로 배치하여 자연채광과 조망권을 확보했

서울대가 4위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다.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에서 ‘도약하는 호랑이’로 거듭나기 위해 KAIST는 부단히 변화하고
혁신했다. 문화와 과학이 어우러지는 캠퍼스를 분주히 오가는 인재들의 그 열정을, 2003년 8

‘세계의 KAIST’와 ‘KAIST 속의 세계’, 그리고 뉴턴의 사과나무

월 25일 준공한 장영실 동상이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2005년 7월 11일 KAIST는 국내 이공계 대학의 기술 이전 실적 조사 결과 2004년까지 누적 기

KAIST는 2006년 4월 6일, 조선 시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동상 인근에 나무 한 그루를 심

술료로 80억 6,200만 원으로 국내 1위에 올랐다. KAIST의 수입액은 국내 2~9위권 대학의 합계

었다. 근대 이론과학의 선구자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에게 만유인력의 영감을 안겨준 영국 켄

액보다 높은 규모였다.

싱턴의 사과나무에서 네 번째 접목한 사과나무였다.

이어 2006년 3월, 미국의 저명 국제 학술지인 <COMMUNICATIONS of the ACM>은 ‘최

2006년 KAIST에 뿌리내릴 당시 높이 2m에 지름 5cm 2년생이었던 그 ‘뉴턴의 사과나무’는

고기관(TOP Institution)’ 평가에서 KAIST를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논문 게재 세계 1위’라고 공식

이후 매년 무럭무럭 자랐다. 그리고 KAIST를 거쳐 나간 수많은 인재들처럼, 이제 해마다 붉은

발표했다. 이 저널은 2000~2004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학자와 교육연구기관 연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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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계적인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을 향해

(Hock Tan)

아바고테크놀리지사 회장, 요시카와 히로유키(吉川弘之) 일본산업종합연구소 이사장(전

정문술 회장과 이종문 회장은

도쿄대 총장),

각각 정문술빌딩과 이종문도서관

박병준 뷰로 베리터스 씨피에스사 회장, 민계식 현대중공업 부회장, 이희국 LG전자 사장, 홍영

을 통해 KAIST 내 연구 기반을

존 홀츠리히터(Jonh Holzrichter) 패니 앤 존 해르츠재단 이사장, 이종문 암벡스사 회장,

철 고려제강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명

확충했고, 박병준 회장은 2007년

1. ‘세계적인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의지와 도전

1.000만 달러를 기부하여

- 서남표 총장 취임과 KAIST 혁신 방안

‘박병준 홍정희 KI빌딩’을 건립할

기금모금 지원 등 KAIST를 세계적인 과학기술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자문 활동을 시

수 있게 했으며, 파팔라도 회장

작했다.

‘세계 10위 수준의 이공계 대학’ 진입 구상

역시 250만 달러를 기부하여

“구성원들의 마음과 역량을 결집, KAIST를 세계적인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KAIST 클리닉 파팔라도 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했다.

헌신하겠습니다.”

영식 GS 칼텍스 사장 등 산·학·연 전문가 13명이었다. 이들은 KAIST 발전 방안 제시, 정책자문,

KAIST는 2007년 2월 2일 개교 후 처음으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총장자문위원
가운데 닐 파팔라도 회장, 이종문 회장, 박병준 회장이,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KAIST 발전에
기여하고 있던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이 첫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날 명예박사학위를

제12대 로버트 러플린 총장에 이어 2006년 7월 14일 KAIST 제13대 신임 총장에 취임한 서

받은 네 명은 세계적인 기업과 기관을 설립하거나 성장시켰으며, 특히 자수성가해 번 돈을 ‘조

남표(徐南杓) 박사는 취임 일성(一聲)으로 ‘세계적인 초일류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의지를

용히’ 사회에 환원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정문술 회장과 이종문 회장은 각각 정문술빌딩과

분명히 했다. 

이종문도서관을 통해 KAIST 내 연구 기반을 확충했고, 박병준 회장은 2007년 1,000만 달러를

서 총장은 MIT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카네기멜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6년간

기부하여 ‘박병준 홍정희 KI빌딩’을 건립할 수 있게 했으며, 파팔라도 회장 역시 250만 달러를

MIT 교수로 재직하면서 공과대학 혁신을 이끌었다. 초대 MIT 제조 및 생산연구소장, 미국국

기부하여 ‘KAIST 클리닉 파팔라도 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했다. 1년 후인 2008년 2월 29일에

립과학재단 부총재 등을 역임했으며, KAIST 총장 취임 당시 MIT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는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남표 총장 취임을 계기로 KAIST는 2006년 11월 8일부터 총장자문위원회(President’s Advisory

KAIST를 ‘세계적인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이

Council)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초대 자문위원은 닐 파팔라도(Pappalardo) 메디테크사 회장, 혹 탄

2006년 9월 19일 발표되었다. 이날 서남표 총장은 ‘세계 10위 수준의 이공계 대학 진입’이라는
파팔라도 메디컬센터 기공식
2008.09.10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1조 원 기금 조성, 300명 교수 충원, 학과 중심의 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
하는 발전 구상안을 발표했으며, 그 세부적인 발전 구상안은 다음과 같았다.

•바이오기술·정보통신기술·설계기술 등의 분야에 집중하는 연구원 설립
•특훈교수(特訓敎授, Distinguished Professor) 제도 신설 및 영년직 제도 정비
•2007년부터 모든 신입생 수업 영어로 진행
•학사과정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본부장직 신설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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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체제 전환과 대대적 조직 혁신

KAIST는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이어갔으며, 시행 4년 만인 2011년에 차등수업료부과제도를

KAIST를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우선적인 기반은 조직 혁신이었다.

폐지하고 전면 영어강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의 실효성 있

KAIST는 혁신 방안 발표 직전인 2006년 8월 16일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하여, 배순훈 전 정

는 실현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보통신부 장관을 서울부총장 겸 테크노경영대학원장으로, 장순흥 대외부총장을 교학부총장으

또한 2007년 가을학기에 도입한 새내기디자인(Freshman Design Course, FDC) 과목은 2008년부터

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30여 개 학과

학부 신입생들의 기초필수과정으로 운영되었다. 디자인의 개념을 소개하고 체계적인 설계방

를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경영대학·문화과학대학으로 재편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학과에

법론을 통해 현실의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배워 설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직개편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예산과

계과정에 적용하는 훈련을 쌓도록 하는 혁신적인 교과과정이었다. FDC는 자연과학 등 다양한

인사권 등 학과 운영 전권을 부여할 학과장 시스템 도입, 예산을 집중 투자할 3∼4개의 학제

전공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과, 과도한 수강 부담 등으로 2012년부터는 기초선택

적 연구소 및 이를 관할할 ‘KAIST 연구원’ 신설, 교육혁신본부 설립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학

과목으로 변경되었다.

과장 역할 강화는 MIT 모델을 접목하여 학과장이 학과를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기존
대학에선 볼 수 없는 실험적인 시스템이었다.

국내 최초 입학사정관제 도입

KAIST 발전 방안에 포함된 특훈교수가 2007년 3월 처음 임명되었다. 특훈교수제는 세계적

국내 모든 대학과 예비대학생들의 주목을 받은 또 하나의 혁신적인 제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

수준의 연구 업적과 교육 성과를 이룬 교수를 대상으로 특별 인센티브 지급, 정년 이후 비전임

한 입학사정관제였다. KAIST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1차 서류전형을 거쳐 교수들이 참여한

직 임용 등의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총장·부총장·단과대학장·학과장의 추천과 국내외 전

인성(人性)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점수 위주의 기존 선발 방식을 벗어나, 향후 학생들의

문가의 평가를 거쳐 임명된 KAIST 첫 특훈교수는 전자전산학과 김충기 교수, 생명화학공학과

교육을 책임질 해당 지원 학과 교수들이 직접 학생

이상엽 교수, 물리학과 장기주 교수였다.

입시홍보 뉴스레터 KAISTAR 창간
2007.05.07.

들의 창의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획기적인 입시제도였다. KAIST는 이 제도 아래 학생

국내 최초 전면 영어강의와 새내기디자인 과목 도입

부 성적이나 수능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장차 사회를

KAIST는 2007년 3월 신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전면 영어강의를 시작했다. 영어강의는 우선

이끌 인성을 가진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했으며,

2007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점차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제도에

‘21세기 방식의 입시’, ‘입시 공화국의 한계를 벗어

대해 이후 “전반적으로 학생 수준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와 “유학생 등 영어에 능통한 학

날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려 제기되기도 했다. 교수협의회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고교 내신은 중위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교수들은 전면 영어강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제화를 위해 도

이지만 장차 게임 프로그래머나 기업 CEO 등

입한 영어강의가 결국 ‘세계화’가 아닌 ‘미국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을 꿈꾸는 학생들이 KAIST에 입학해 21세기 세

특히 전면 영어강의는 같은 시기인 2007년부터 도입한 이른바 ‘차등수업료부과제도’와 함

계인으로 커갔다. KAIST는 새로운 입시 제도 시

께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에 앞서 2007년 5월 7일 입시홍보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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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AR>(KAIST+STAR)를 창간, 격주로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발송하여 입시 안내 등

KAIST 연구원 설립과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기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술종합병원이 2006년 8월 28일 KAIST 내에 문을 열었다. KAIST 교수진, 대덕특구 출연연구소

KAIST는 입시정책 개혁을 이어가며, 2010학년도부터 전국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전문가 등 총 124명의 진료진으로 구성된 ‘대덕특구 지정 KAIST 기술종합병원’은 정보통신·생

과 심층 면접만을 통해 15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상대적으로 KAIST에 많이 입학하는 특수

명기술·나노기술·환경공학·경영·디자인 등 각 해당 분야에서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를 전담했

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더

다. 아울러 대덕특구 내에서 진행 중인 창업 경영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기업들의 경영 및 법

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였다. KAIST의 ‘입시 혁명’은 이후 포항공대·서울대 등으로 확

률, 회계에 대한 치료도 병행했으며, 상담 위주로 이뤄지던 기존의 컨설팅을 벗어나 기업의 어

산되었으며, 교과부도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대학을 적극 지원했다.

려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사후관리까지 맡았다.
2007년 4월 5일에는 KAIST 국방무인화기술 특화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특화연구센터

지성과 열정을 겸비한 연구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는 ‘열린 공간’

는 한국형 미래 무인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지능형 로봇기술의 군사

- ‘KAIST 연구원’ 설립과 다양한 전문센터 설치

응용을 위한 기반 구축과 국방 무인화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KAIST 발전 방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KAIST 연구원(KAIST Institute)’이 2006년 8월 설립되

분야의 해외 기술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민간산업 기술과 상호보완적으로 국방 무인화

었다. KAIST 연구원은 모든 연구 분야에서 각각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상으로 ‘여러 학문을 넘

기술을 발전시켜 유비쿼터스 로봇기술 접목 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나드는 학제적 접근법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대학 소재 연구기관으로서, 전문
가적인 기술은 물론 지성과 열정을 겸비한 연구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는 ‘열린
공간’이었다.

KI빌딩 준공식
2010.05.11.

2006년 연말까지 바이오융합연구소·IT융합연구소·복합시스템설계연구소·나노융합연구
소, 2007년 9월 미래도시연구소·광기술연구소 등이 KAIST 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연구 범위가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2016년 로보틱스연구소·헬스사이언스연구소, 2017년 인공지능연구소
에 이르기까지, KAIST 연구원은 각종 융합연구를 선도했다.
특히 재미 사업가 박병준 회장 부부의 기부를 바탕으로 2010년 5월 11일 ‘박병준 홍정희 KI
빌딩’을 준공하여 ‘KAIST 연구원’의 연구 기반을 확충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KI빌딩
순수 연구동에는 핵심연구팀이 입주했으며, 이밖에도 클린룸과 공동장비실, 국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는 대형회의실, 연구성과 전시장 등이 창의적인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뒷받침했다.
한편 2010년 7월에는 오이원 여사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평생 모은 재산
100억 원을 KAIST에 전액 현금으로 기부했으며, 이후 KAIST는 ‘이원 조교수 제도’를 만들어
젊고 유능한 조교수를 선발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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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2008년 6월 19일에는 국방M&S기술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여, 미래 전장(戰場), 첨

미국 실리콘밸리 주재사무소 개소

단·복합 무기체계 개발·운영·훈련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16년까지 향후 9년간 총 1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이 센터는 첨단·복합 무기체계의 국방 M&S(Modelling & Simulation)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전력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산·학·연을 포괄하고 다양한 산업을 포용하는 연구 활동 속에, 2007년 1월 KAIST가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 보유 1위’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조사 대상 기준일인 2005년 말 KAIST
의 국내 특허등록 건수는 1,285건, 국제 특허등록 건수는 423건이었으며, 서울대(697, 25건), 포항
공과대(511, 9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KAIST는 2011년에만 103건의 해외 특허를 출원해 해외
특허를 출원한 세계 52개 대학 중 5위를 차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277건)를 비롯한 미
국 대학들이 1~4위를 차지했으며, 국내 대학 중에는 KAIST에 이어 서울대(99건)가 6위, 고려대
(60건)가 17위였다.

‘KAIST’라는 명칭을 명기했으며, 교명 사용에 따른 기본원칙과 세부원칙 아래 대국민 홍보도

2.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KAIST

확대했다.

- 대한민국을 이끄는 연구개발과 세계 일류대학의 위상

KAIST가 세계적 첨단기술 연구단지인 미국 실리콘밸리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KAIST는 2008년 7월 2일, KAIST 명예석좌교수 이종문 회장이 경영하는 미국 암벡스사 지

교명 ‘KAIST’ 정착과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
KAIST는 과기부·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명칭 혼란을 방지하고 대외적인

KAIST는 과기부·과학기술연구원

원을 바탕으로 실리콘밸리에 주재사무소를 개소했다. ‘KAIST America’로 명명된 이 주재사무

이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학교의 공식적인 명칭을 KAIST로 통일했다. ‘한국과학원

등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연구 수행 관리, 실리콘밸리 내 글로벌기업 및 명문대학

(KAIS)’의

이름으로 개원한 지 37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의 통합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원

명칭 혼란을 방지하고 대외적인

과의 연구개발 협력, 재미 KAIST 동문 네트워크 구축, 미국 내 기부금 모금 및 관리를 위한 발

이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KAIST)’으로 거듭난 지 27년 만에 KAIST가 ‘KAIST’라는 영문 이름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아울러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전체 이름과 꼭 필요
한 경우 외에는 한글 명칭 ‘한국과학기술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불가피하게 한글로 표기
해야 할 경우에는 ‘카이스트’로 쓸 수 있게 했다. 이후 외부로 나가는 모든 문서(논문 포함)에는

134

2008년부터 학교의 공식적인
명칭을 KAIST로 통일했다.

전기금(US Foundation) 업무, 실리콘밸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KAIST 재학생 인턴십 과정 지
원 업무 등을 수행했다.
‘KAIST America’는 지속적으로 이어온 KAIST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KAIST 기술력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회사 설립과 학교 발전을 위한 수익 창출도 설치 목표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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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현재의 국가적 교육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또 세계적인 대학

‘세계의 대학들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길’- 세계 연구중심대학 총장회의와 국제교류 강화
KAIST가 세계 첨단기술의 전진기지인 실리콘밸리에 터를 잡을 때, KAIST 교수와 직원들은 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가오는 큰 행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었다.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의 비전을 앞당길 행사,

기술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서는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바로 ‘세계 연구중심대학 총장회의’였다.

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과 미래의 교육설계 전략을 마련한 시의적절한 행사였다.
이어 2009년 행사는 9월 21일에 열렸으며, 미국 스탠퍼드대·조지아공대, 영국 요크대, 독일
베를린공대, 프랑스 파리공대, 덴마크공대, 이스라엘공대, 호주 퀸즈랜드대, 일본 도쿄공대, 싱

필요하다. 기존의 지식기반

KAIST는 2008년 9월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회 세계 연구중심대학 총장회의를

교육은 창의적이고 학생

가포르국립대를 비롯한 25개국 40여 개 대학 총장 및 부총장 등 50여 명과 국내대학·기업체·

개최했다.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킹’이란 주제 아래 파리공과대를 비롯한 20개국 40개 연구

중심적이며 문제 해결에

정부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에게 주어진 도

중심대학의 총장 및 부총장 60명 등 총 1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세계적인 연

바탕을 둔 교육으로

전’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대학 운영 방안, 대학 발전을 위한

구중심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공동 관심사와 협력 방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 및 연구의 혁신 방안,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화 추진 방안, 녹색성장기술 개
발을 위한 산·학·관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성을 위한 교수인력·연구장비 및 시설 공유 방안, 상호인정 복수학위제의 효율적 운용, 인류가

2010년 10월 11일 열린 제3차 회의에는 덴마크공대, UAE 칼리파 과학기술연구대학, 이스라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도출, 연구중심대학 간의 새로운 글로벌 협력

엘공대, 조지아공대, 호주 퀸즈랜드대, 일본 동경공대, 싱가포르 난양공대, 말레이시아공대, 홍

네트워크 구축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콩과학기술대를 비롯한 15개국 24개 대학 총장 및 부총장 등 30여 명과 국내 대학·기업체·정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이 세계 연구중심대학 총장회의는 무한경쟁 시대에 각국의 연구중심

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시대를 이끌어 갈 연구중심대학의 역할: 기대와 성
과’라는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21세기 연구중심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
2011 세계 연구중심대학 총장회의

는 토의를 가졌다.
이어 2011년 11월 8일 제4차 회의는 ‘경계 없는 창의적인 교육’을 주제로, 2012년 10월 16일
열린 제5차 회의는 ‘효과적인 교육과 혁신적인 학습’을 주제로 개최했으며, 역시 세계 명문대
학 총장 및 부총장들이 대거 참석해 더욱 심층적인 논의를 펼쳤다. 특히 2011년 회의 말미에는
서남표 총장이 다음과 같은 ‘세계 연구중심대학들의 미래에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선언
문’을 대표로 채택, 공표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지식기반 교육은 창의적이고 학생 중심적이며 문제 해결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세계 연구중심대학 총장회의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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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 있는 빈곤층을 도와 인류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KAIST는 2010년 7월 9일, 학내·외 내·외국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외국인 구성원들을 위

해 세계 과학기술대학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에너지·환경·물·식량 등 21세기 인류가 직면해 있는 핵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KAIST의 교육시스템 수출

한 행정·생활 지원을 위한 공간인 국제교류센터를 준공했다. 국제교류센터는 지상 2층에 연면

시대도 활짝 열렸다.

적 2,133㎡(645평) 규모로서, 1층에는 각종 학내외 외국인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는 중형 다목적

KAIST는 2010년 9월

계적인 기업, 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연구를 위한 준비가 더욱 가속화 되어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하며, 국제적인 단체들은 연구중심대학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강력

칼리파과학기술연구대학

실과 해외 협력대학들에 대한 정보 전시·검색이 가능한 정보자료실 등을 갖추었으며, 2층에는
외국인 학생들의 자국 방송 시청 및 영어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어학실, 한국어 강의를 비롯한

(KUSTAR)에 교수를 파견

다양한 문화 강좌를 제공하는 강의실을 배치했다. 아울러 건물 준공과 함께 국제협력팀이 입

하는 등 UAE와의 교육·연구

주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사·생활·행정·문화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으며, 비자 및 출

해가 거듭되면서 세계 연구중심대학 총장회의는 ‘세계의 대학들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협력 및 고급 연구개발 인력

입국 관련 업무처리를 지원했다.

길’, ‘KAIST가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으로 가는 길을 여는 대한민국 대표 석학회의로 자리

양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KAIST의 교육시스템 수출 시대도 활짝 열렸다. 
KAIST는 2010년 9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칼리파과학기술연구대학(KUSTAR)에 교수를

잡았다.
그리고 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중 하나가 국제교류센터(International Center)였다.

파견하는 등 UAE와의 교육·연구 협력 및 고급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KUSTAR는 칼리파 UAE 대통령이 미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한 연구중심 국립대학으로, UAE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었다.
KUSTAR와 공동연구 MOU 체결
2011.03.13.

양국 간 교육 교류를 책임지게 된 KAIST는 ‘KUSTAR-KAIST 원자력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교육 및 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이 협력프로그램에 따라 KAIST는 원자력및양자공학
과 교수 네 명을 현지에 파견했으며, 이들은 UAE에 1년간 거주하면서 강의와 공동연구 수행,
KUSTAR 원자력공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세계 원전 강국들을 제치고 UAE 원전(原電) 포괄적 협력사업을 수주했으
며, 그 실질적인 서막을 KAIST가 열었다. 특히 UAE는 우리나라와 다른 중동 지역 국가 간 협
력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교두보였으며, KAIST의 앞선 연구 및 교육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신
호탄이었다.
이후 KAIST는 2011년부터 매년 20~30개의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선정해 연구를 수행했으며,
국제 공동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그 성과를 공유했다. 2019년부터는 KUSTAR-KAIST 제2
단계 협력사업에 들어가, 원자력 교육·연구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과 UAE 4차 산
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KUSTAR를 세계적인 연
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한편, 양국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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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독립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학교로 발전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러플린 총장의 인식이

KAIST, 더 많은 인재를 품다 - 한국정보통신대학교와 한국과학영재학교 통합
한국정보통신대학교(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University, ICU)는 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

ICU는 대학원 중심의 학제에서

원·KT 등 국내 IT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이 1997년 공동으로 설립한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

출발해 2002년부터는 학부과정을

보통신대학원대학교로 개교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주

추가로 설치, 운영해오다 2004년

었고, 실제로 KAIST는 국가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하지만 ICU 설립 주체인 정보통신부와 ICU는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특별법에 의한 학
교를 설립하기 위해 국회의원 일부를 설득, 의원입법으로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을 제정하기

3월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와

도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고급 지도인력, 복합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

한국정보통신대학교를 통합,

로 하고 국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 의원입법 안은 국회 상임위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는 것이 설립 취지였다. 이후 ICU는 정보통신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실천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

학부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에 일부 의원들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하면 의결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당시 정보통

을 통해 정보통신 산업현장에 요구되는 실용기술 개발능력 및 응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신부는 입법 후 국회 반대로 무산되었을 때 따르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부입법에 대해 부정

을 계발하는 데 주력했다.

의 면모를 갖추었다.

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ICU는 대학원 중심의 학제에서 출발해 2002년부터는 학부과정을 추가로 설치, 운영해오다

이처럼 특별법이 제정되지는 못했지만 2006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양교 총장 및 부처 차

2004년 3월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를 통합, 학부에서 대학원에 이르

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KAIST 측은 ICU 통합에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정보통신

기까지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출범 초부터 200여 개에 달하

부는 2007년 11월 ICU 이사회에서 양교 통합을 결정했다.

는 국내 4년제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1년 3학기제 운영, 모든 전공과목의 100% 영어강의, 인턴십
과정 운영 등 차별적이고도 혁신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대학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다.
ICU는 1997년 취임한 양승택 초대 총장과 2001년 취임한 안병엽 총장에 이어 2004년 6월
11일에 허운나 3대 총장이 취임하며 ICU의 성장과 개혁을 이어갔다.
한편 1997년 ICU 대학원대학교부터 2001년 ICU 학부 설립 과정에서 정보통신부는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1,041억 원을 ICU에 지원했다. 이 지원 근거에 대해 국회에서는 정보화촉진기금

ICU와 KAIST는 통합대학 출범을 위해 2009년 2월 20일 최종 합병안에 합의하고, 이어 각각
이사회를 열어 ICU 법인 해산과 KAIST로의 통합 승인을 의결했다. 이후 교과부의 승인을 거쳐
같은 해 3월 1일 ICU가 KAIST에 통합되었다.
통합 이후 KAIST는 교내에 IT 융합캠퍼스를 설치해 ICU의 학교조직을 이관하고, ICU 교직
원, 학생의 권리·의무도 그대로 포괄 승계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에 있던 ICU 캠퍼스
는 KAIST 문지캠퍼스가 되었다.

에서 매년 사립대학교인 ICU에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

통합에 앞서 정교수 심사조건 등을 두고 일부 진통도 있었지만 두 대학은 ICU 교직원 전원

을 제기했으며, 곧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2003년 기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부처에서

고용 승계, 교직원 처우 KAIST 기준 보장, 학생 학습권 보장, 통합시점 교수 계약기간 인정 등

관리하던 각종 기금에 대한 국회 심의가 가능해졌고, 감사원 감사 청구는 이에 따른 조치였다.

에 발전적 합의를 이루었다.

이후 감사원은 ‘학교 건물을 과도하게 확보하여 기금을 낭비한 사례’라는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ICU 지원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국회는 “KAIST와 ICU를 통합하여 정부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당당하게 지원하

두 대학의 통합으로 KAIST는 IT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임계(臨界) 규모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BT(생명공학기술)·NT(나노기술)·CT(문화콘텐츠기술) 등 IT 기반 기술 간의
융합연구를 활성화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당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양교 총장에게 통합의사를 타진

한편 ICU와의 통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IT 융합캠퍼스인 KAIST ICC(IT Convergence Campus)의

했으나 당시 러플린 총장 및 허운나 총장은 통합을 부정적으로 보고 통합의사가 없음을 국회

특별교육과정 졸업생 54명이 “KAIST ICC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는

에 보고했다. 매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보다는 재정적으로 국가로부터 분리

의미에서 2009년 8월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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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부산과학고등학교로 출범한 한국과학영재학교(Korea Science Academy, KSA)는 2002

기술의 융합적 발전에 따른 글로벌 감각을 갖춘 실무 인재 양성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지정 과학영재학교로 거듭난 ‘과학 영재의 요람’이었다. 2008년

2004년 5월 기업가정신연구센터를 개소한 KAIST는 이를 바탕으로 2008년 12월 기술경영전

5월 KAIST는 부산시교육청과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내

문대학원을 신설했다. 2009년 KAIST와 ICU의 합병으로 ICU의 IT경영학부와 KAIST의 경영

용을 포함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법률이 2009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과학과가 통합되었으며, 2013년 7월 경영과학과 학사과정이 설치되고 같은 해 9월 기술경영전

2009년 2월 6일 한국과학영재학교는 ‘KAIST 부설학교(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로 전환되었

문대학원을 흡수하면서 기술경영학과로 확대 재편되었다. 2016년 기술경영학부로 승격되면서

으며, 3월 4일 KAIST 부설 전환 선포식과 함께 142명의 입학생을 받았다. 신입생들은 전공 영

KAIST 경영대학에 소속되었다.

어 학습과 인성 및 리더십 프로그램 등 2006년부터 KAIST가 도입한 바 있는 ‘입학 전 프로그

기술경영학부는 과학·공학·경영학을 연계하여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미

램’을 통해 교과 적응 교육뿐 아니라 영어 구사 능력, 봉사활동 등 과학 인재로서 갖춰야 할 다

래 기술 및 사회 예측을 기반으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해 사회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전략적 창

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업가, 향후 신산업 창출을 주도하는 시장 혁신가 양성에 교육 목표를 두었다. 기술경영학부는

이후 KAIST 첨단시설 및 교수진 활용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과학영재 진로지도

본과에 학사·석사·박사과정을 두고, 산하에 기술경영전문대학원과 글로벌IT기술대학원프로

체제를 구축했다. KAIST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더욱 창의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대

그램을 운영했다. 글로벌IT기술대학원프로그램은 2006년 정보통신부 글로벌인재양성 사업의

학 단계까지 연계함으로써 한국의 과학 영재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갔다.

일환으로 설립되어 글로벌 IT 리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인 혁신을 바탕으로 기술의 융합적 발전에
문지캠퍼스 전경

맞추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실무 인재를 양성했다.

21세기 인류가 공통으로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개발 - 과학기술정책대학원
KAIST는 2008년 1월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09년 3월 1기 석사과정 학
생을 산발했다. 그리고 2010년 7월 과학기술정책대학원으로 승격시켜 과학기술정책학 학부
부전공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2011년 3월 1기 박사과정을 선발했다.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정치·경제·역사·철학의 분석 틀 안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이해, 21세기 인류가 공통으로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개발, 학문과 실용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 등을 설립 목표
로 삼았다. 설립 이후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 혹은 정책 분야의 이론적·실무적 탐구를 지향하는
과학, 공학 및 인문 사회과학 등의 다양한 인재를 선발했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연구·교육·실무의 리더를 양성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정책 이슈에 대한 시의적절한 참여를 통
해 신뢰받는 조언을 제공하고,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가치와 영향력을 평가하는 비판적 논평을
제시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하여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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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인류가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미래전략 수립 -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대한민국 산업기술 수준 제고부터 인류 난제 해결 연구까지

KAIST는 2009년 8월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11월 과

- 첨단기술 연구 다양화와 연구 기반 확충

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 데 이어 지식재산 석사과정 학생을 처음 모집해

KAIST 제1호 연구소기업은 2007년 교내에 설립한 ㈜엠피위즈였다. KAIST 교수들이 최고의

2012년 2월 지식재산/과학저널리즘 석사과정 1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리고 2012년 11월 미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들을 비롯해 차별화된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및 휴보

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설치·운영했으며, 2013년 9월 1일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미래전략대

(HUBO) 로봇 관련 다수의 특허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이었다.

학원을 설립했다. 미래전략대학원은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인류의 발전과

엠피위즈는 2008년 7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연구소 기업 인증을 받았다. 대학 최초이자 옛 과

행복에 기여하고, 정부와 기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미래전략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표

기부 외에 지식경제부 인증으로는 처음으로 연구소기업 인증을 받은 것이다.

를 두었으며, 이를 위해 미래전략·과학저널리즘·지식재산 분야의 교수진과 전문가들이 미래

이후 엠피위즈는 ‘음성인식 및 음색변조 기술’을 이용, ‘IP TV용 음성 리모콘’을 비롯해 네비

전략 교육과 연구를 수행했다.

게이션, 각종 융복합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생산했다. 그리고 2014년 들어와 특별

2014년 7월 박사과정 신설, 2015년 2월 미래전략 석사과정 1기 졸업에 이어 미래전략대학원

한 효능의 효소파워를 개발·시판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은 2015년 3월 문술미래전략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리고 선진국 기술 모방·추격에서

2008년 11월, KAIST는 국제적인 뇌파연구 전문기업 미국 뉴로스카이(NeuroSky)와 공동으로

벗어나 21세기 신기술 개발과 지식융합에 기초한 탈 추격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

‘뇌과학기술응용 공동연구센터’를 대덕특구에 설립했다. 뉴로스카이는 뇌파 측정과 분석 기술

운데, 국가와 인류가 풀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미래전략

을 이용, 인간의 인지 상태·감정 및 감성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제어 신호로 변환, 컴퓨터·게

수립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임·장난감 등을 작동시키는 ‘뉴로 인터페이스’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다.
미래전략대학원 창립 입학식
2013.02.19.
뇌과학기술 응용
공동연구개발센터 개소식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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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기술응용 공동연구센터는 뉴로 헤드셋 등 뉴로스카이의 제품 개발에 필요한 핵심

2010년 7월 6일에는 ‘류근철 스포츠 컴플렉스’도 문을 열었다. 교내 구성원의 건강 증진과

R&D 기능을 담당했으며, 뉴로스카이는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이 공동연구센터

2008년 우리 정부는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위한 이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4,661m²(4,435평) 규모로,

를 아시아 거점 연구기지로 활용했다. 지식경제부는 “뉴로스카이 유치는 대덕특구가 ‘글로벌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3,000명을 수용하는 관람석, 구기 종목을 위한 주경기장, 200미터 조깅 트랙, 자아표현실, 무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

R&D 허브’로 도약하는 기회”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며 대덕특구와 해외 혁신클러스터의 교

예(武藝)실, 동아리방, 피트니스센터, 골프학습장 등을 갖추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성장을 통해 국가 장기 발전을

KAIST의 인재는 물론 미래 우주 시대 우주인의 건강까지 책임질 독특한 건강 연구·치료 공
간이 KAIST 내에 들어섰다.
KAIST는 류근철 박사가 2008년 기부한 발전기금을 토대로 2009년 4월 13일 ‘KAIST 인재·

모바일 하버(Mobile Harbor)는 ‘항만의 기능을 가진 배가 다가가서 화물을 처리하자’는 착안에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서 시작되었다. KAIST는 2009년 정부로부터 추경 예산을 지원받아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표명했다.

목표로 ‘신성장 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 사업 관련 연구개발은 모바일하
버사업단이, 상용화는 KAIST 연구소기업인 (주)모바일하버가 각각 추진했다.

우주인 건강연구센터 및 닥터류 헬스 클리닉’을 개소했다. 류 박사는 KAIST 인재들을 위해 자

KAIST는 2009년 6월 부산 부경대 앞 해상에서 선박 간 안전한 도킹 후 컨테이너를 상·하역

신이 직접 개발한 헬스 부스터(의료기기) 8대를 설치하고, 한방진료 시설을 갖춘 헬스 클리닉을

하는 첨단 신기술을 선보였다. 이어 같은 해 7월 31일 중남미 푸에르토리코 항만 운영권사로부

운영했다. 또 우주비행사들의 대기권 진입 충격으로 인한 고통을 한의학적으로 경감시키는 연

터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접수하는 의미 있는 첫 성과를 올렸으며, 2011년 7월 호주의 창업

구도 병행했다.

관련 웹사이트 ‘StartupSmart.com.au’로부터 ‘세계 10대 최고 창업아이디어’ 중 2위 아이템으
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제주도에 조성하기로 했던 모바일 하버 연구시설 건설사업이 예산 등의 문제
스포츠컴플렉스

로 전면 무산되면서 이후 모바일 하버 사업은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
2011년 12월 8일에는 KAIST 기계기술연구소 산하 해양기술연구센터(KAIST Ocean Technology
Center)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연구센터는 심해 해양플랜트와 수중폭발 내(耐)충격

기술개발과 같은 최첨단 해양시스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이
를 현실화 시키는 등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설립 목표를 두었다.
2008년 우리 정부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가 장기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같은 목표를
인류 공통 과제로 인식한 KAIST는 2009년 3월 EEWS대학원을 신설, 에너지·환경·물·지속가
능성으로 대표되는 EEWS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EEWS’는 에너지(Energy), 환경(Environment), 물(Water),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앞글자를 딴 말
이다. 기존에 에너지원(源)으로 널리 쓰이던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고갈을 눈앞에 두고 있
고, 환경 파괴는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인구의 2/3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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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기술의 발전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기에, EEWS는 인류 공통의 과제로 전 세계

원심모형시험기)

연구동과 함께 실험실, 모델 제작실, 공작실, 지반공학실험실, 시료 보관실 등이

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있는 실험동으로 구성되었으며, KAIST 미래도시연구소도 함께 입주했다.

이미 2007년 7월 EEWS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킨 KAIST는 같은 해 11월 EEWS기획단으로 기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은 댐·사면(斜面)과 같은 대형 지반구조물을 축소 모형으로 제작, 고속

구를 전환하고 2008년부터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평가하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회전 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실제 자연현상과 유사한 형태의 거동을 모사하는 실험이

2008년 19개 연구과제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총 23개의 연구과제를 선정, 14개 학과 50여

다. ‘KOCED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그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해 왔던 대

명의 교수와 200여 명의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했다.

형장비 활용 건설 연구를 국내에서 수행하여 첨단 건설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해외건설시

인류 공통의 과제를 수행하는 일은 자연재해 대비와 미래도시 구상으로도 확대되었다.

장에서의 국제 경쟁력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KAIST는 2009년 4월 9일, 지반(地盤) 구조물 축소 모형을 통해 지진이나 제방 붕괴 등 자연
재해를 연구할 수 있는 대형 건설공학 실험시설인 ‘KOCED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를 완공

대학 개혁의 값진 결실- ‘세계 일류대학’ 평가

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328m²(1,007평) 규모의 이 실험센터는 최첨단 실험시설을

도약의 미래, 드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KAIST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연이어 높은 평가를

갖춘 지반 공학 분야의 대표적인 모형실험시설로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이 초고속 정보

받았다. 각종 대학 평가 결과가 그것으로써, 현재의 위상을 알되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엄중

통신망을 통해 교육·연구, 사회기반 시설물 설계 등에 활용했다. 지오센트리퓨지(Geo-Centrifuge,

한 목소리이기도 했다.
전산학 분야의 세계적 전문 학술지인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Journal of Systems and Software)>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6개 주요 전문 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
KOCED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 준공식
2009.04.09.

과 KAIST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 ‘최고 학자(Top
Scholar)’ 평가에서 전산학과 두 교수가 세계 15위 내에 포함되었다.

KAIST는 2008년 10월, 세계적 유력 일간지인 영국 <더타임스>가 선정하는 세계대학 종합
평가에서 95위를 차지하며 개교 이래 처음으로 100위권 이내에 진입했다. 2007년 132위에서
37계단을 오른 것이다. 세계 100위권 내 국내 대학은 서울대(50위)와 KAIST 2개 대학이었으며,
포스텍(188위)·연세대(203위)·고려대(236위)가 그 뒤를 이었다.
2010년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는 ‘의대 없는 중소 종합대학’ 부문 국내 1위, 아
시아 3위를 차지했다. 이 평가 결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내대학들의 논문 수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사실이었으며, 특히 KAIST의 경우 2008년 9,791편에서 2009년 1만 3,817편으로
41.1% 증가했다. 이를 두고 평가기관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KAIST의 ‘대학 개혁’
결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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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전 수립과 실천에 나선 KAIST는 2011년 2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

3.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학, 인류를 위한 지식창출
- 지속적인 개혁 의지와 새로운 비전

2018년 5월 18일 KAIST는

토지주택공사와 세종시 캠퍼스를 설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 160만㎡(48만 5,000평) 부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에 자연과학 중심의 융·복합연구원, 생명과학대학,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등을 입주시킨다는 캠

‘융합의과학원’ 공동캠퍼스

인류를 위한 지식창출 - 개교 40주년과 ‘KAIST Vision 2025’

퍼스 확장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를 포함, KAIST는 ICU 통합으로 구축한 문지동 캠퍼스를 포

입주를 위한 양해각서를

제14대 총장으로 연임되어 2010년 7월 14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한 서남표 총장은 “새로 시작
되는 임기 동안에도 개혁은 계속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11년 2월 16일 40주년 개교 기념 행사를 가진 KAIST는 40주년을 상징하는 엠블럼을 발표
했으며, 같은 해 5월 17일 ‘지속적인 개혁’의 의지를 담은 ‘KAIST Vision 2025’를 선포했다. 이
비전에는 40년을 넘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와 핵심가치, 장기발전전략이 담겼다.

체결하고, 2021년부터 대학

함해 대전지역 2개 캠퍼스와 함께 국내외 5개 캠퍼스 확보를 적극 추진했다. 2007년부터는 서

원 과정 운영 개시 및 캠퍼스

울대와 함께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에 ‘국제 BIT-PORT’ 구축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2011년부

추가 이전·확대 등을 단계적

터는 아제르바이잔과 미국 뉴욕으로 캠퍼스를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으로 추진했다.

2018년 5월 18일 KAIST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융합의과학원’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부터 대학원 과정 운영 개시 및 캠퍼스 추가 이전·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아제르바이잔 및 뉴욕 캠퍼스 추진 계획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

비전

인류를 위한 지식창출

했지만, 대전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과 세계 각지로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의 공간을 넓히

Knowledge Creation & Technology Innovation for Humanity

고자 한 것은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였다.

목표

교수를 변화하게 하는 시스템, 학생을 변화시키는 학습법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학

2011년 5월 19일 신설한 KAIST 지정석좌교수 제도는 ‘KAIST Vision 2025’ 구현을 위한 첫걸음

The World-Leading S&T University in Knowledge Creation
미래를 여는
전인적
융합형 교육

이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연구

화합과 협력을
통한 발전

지속 성장하는
KAIST 구축

KAIST는 교육·연구·학술에 대한 업적이 탁월한 우수한 교원들이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지정석좌교수(KAIST Chair Professor) 제도를 신설하고, 학과 및 단과대학의 추천, 교원인사위원

전략 방향

회를 거쳐 14명의 석좌교수를 선정했다. 지정석좌교수 제도는 우수한 교원들이 젊은 나이 때

•전인적 글로벌 리더 양성(Holistic Global Leader Education)

부터 정년 후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전(全)주기적 인사제도 중 하나로, KAIST

•‘Education 3.0’ 도입  •우수 교수·학생 유치              •국가 G7 진입 주도 연구     •지식한계 초월연구
•연구 수월성 제고        •산학협력의 메카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인류를 위한 봉사

는 우수한 교원을 이원조교수·지정석좌교수·특훈교수·정년후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
을 진작시키고 KAIST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 지속가능 발전 전략   •전략적 인프라 마스터플랜    •스마트 경영

교수인사시스템 정립과 함께 교수학습법도 혁신했다.
핵심 가치

150

열정

창의

진리

Passion

Imagination

Truth

KAIST는 2012년 3월 신학기부터 신입생 일부를 대상으로 ‘Education 3.0 프로그램’을 도입
해 강의실 수업환경을 학생 중심, 그룹 중심, 토론 중심으로 바꾸었다. ‘Education 3.0’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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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수-학생’의 단방향 강의 전달 학습법을 혁신해 교수 및 학습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강의실 수업은 최소 주 1회 실시하여 교수와 조교 2~4명으로 하여금 교과목에 적합한 교수학

위한 교수학습법 개선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IT-based)’하여 시공

습법을 통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도록 했다.

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으며, 수준별 맞춤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Independent)’ 학

이처럼 KAIST가 교육 혁신을 향후 핵심과제로 꼽은 것은 “기존의 대량교육을 위한 ‘단방

습이 가능했다. 또 선진대학과 강의 및 콘텐츠를 공유해 ‘협력학습(Internationalized)’을 할 수 있으

향 강의’ 방식으로는 미래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며, 교수와 학생 간 또는 동료 학생 간의 토론학습으로 ‘상호 통합적 학습(Integrated)’이 가능했

‘Education 3.0 프로그램’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학생 중심의 학습법이며 대학 강의

다. 이 ‘Education 3.0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KAIST는 강의시스템, 영상추적시스템, A/V시스

실 모습을 토론중심으로 바꾸는 미래지향적 학습법이었다.

템, 원탁 책상, 글래스보드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전용강의실을 구축했으며, 학생들의 온라인

그로부터 8년 후인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강의가 일상화되었다. 그 누구도 팬데

강의를 위한 학습플랫폼인 KLMS(KAIST Learning Management System)도 개발했다.

믹(pandemic)으로 인한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Education 3.0’을 통해 이미 선제적으

학생들은 우선 온라인 학습플랫폼인 KLMS에 접속해, 교수가 사전에 준비한 강의 비디오, 강

로 쌍방향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진 KAIST 교수와 학생들을 보고 우리 사회가 다시 큰 관심을

의 슬라이드, 멀티미디어, 온라인 랩, 외부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반복 학습하고, 개인별 진

보이게 되었다.

도에 맞춘 학습을 했다.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에서 질문하고 과제도 온라인으로 제출했으며,

Education 3.0 도입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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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3.0’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KAIST는 2019년부터 171명의 교수와 5,221

변화하는 인류 생존 환경, 혁신하는 KAIST의 미래기술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215개 과목에 대해 ‘Education 4.0’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2007년 에스토니아에 대한 러시아 해커들의 공격,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그루지야) 간의 사이버

‘Education 4.0’ 프로그램은 강의의 비중을 낮추고 상호작용, 학생 참여, 팀 학습 중심의 다양

전쟁, 중국 해커들에 의한 F-35 기밀정보 유출, 2010년 기반 시설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스턱스넷

하고 창의적인 수업 방식을 실천하는 KAIST의 혁신적인 교수학습 모델이다. 1단계 플립드 러

(Stuxnet)의

닝(Flipped Learning)에서는 담당 교수가 직접 제작한 영상과 학습자료를 온라인으로 사전학습

에 대비하여 KAIST가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한 세계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KLMS 활용, 강의 동영상 제작 필수)하고,

출현 등 2010년을 전후하여 세계는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

수업 시간에는 개별·심화수업에 적합한 상호작용식 협력수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가 2011년 2월 25일 문을 열고, 기존 대학에서 배출하는 정보보

업을 진행하며, 2단계 액티브러닝(Active Learning)에서는 일방향 강의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

호 전공 학생들과 차별화된 세계 초일류 수준의 소수 정예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및 사이버보

고 학생 참여 기반 액티브 러닝 수업을 진행한다. 3단계 액티브러닝(Active Learning)은 100% 교

안 신기술 연구개발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연구센터는 개소와 동시에 정보보호

과목 특성에 최적화된 액티브 러닝 수업을 통해 학생의 참여 경험을 중요시하는 창의적인 수

대학원을 개설, 석·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했다.

업 방식으로, 팀 학습, 프로젝트 중심 학습(Project-based Learning), 문제 해결 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 등의 액티브 러닝 설계 및 수업을 운영한다.

한편 2014년 2월부터 정부가 ‘한국형 무크(K-MOOC)’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했다. ‘MOOC’란

사이버보안연구센터 개소 2011.02.25.

‘수강생 제한이 없는 온라인 공개 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으로서,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높이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학생들은 시간 및 장소의 제약 없
이 국내외 유명 대학의 강의를 무료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재구축한 것이 바로 KAIST가 주도하는
‘열린 지식기부 채널’인 ‘KOOC’였다. ‘KOOC’을 통해 KAIST는 교내 강의를 온라인 학습활동
에 맞게 재구성 및 맞춤화하여 제공함으로써 KAIST 학생뿐 아니라 국내 일반인들에게 지식기
부를 실천했다.
이에 앞서 KAIST는 2013년 10월 대표적 1세대 MOOC 플랫폼인 코세라(Coursera)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음향학 등 3개 강의를 등록한 후 지속적으로 강의 수를 늘려갔다. 온라인 강의는 당
시 한국에서 꽤 익숙했지만 인프라 환경 등의 요인으로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생소
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2010년 MOOC에 이어 2012년 MOOC 부흥의 선두주자인 코세라가 등
장하면서 다양한 실험과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MOOC 산업 발전이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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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1월에는 사이버보안연구센터가 금융보안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제2기술연구본

2010년 대한민국이 경제력 세계 13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세

부·타임스탬프솔루션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잇따라 체결했다.

KAIST가 추진해온 역점

계 1위 등을 기록하는 가운데, KAIST는 세계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

KAIST는 이들 기관과 국내 사이버보안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략사업인 온라인전기자동차가

래 녹색교통산업 분야를 선도할 세계 최고의 교통 전문인력 양성과 최첨단 녹색교통기술 개발

연일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공동 개발과 운영, 공동 학술회의 개최, 인턴십·현장실습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상호 교류를

에 발 벗고 나섰다. KAIST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천식 전 한국통신 회장의 뜻

미국의 유명 주간지 <타임>은

확대 운영했다.

2010년 11월 22일자 특집란에서

이 같은 KAIST의 노력을 기반으로, 사이버 분야 취약국가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처음 사이버

과 총 150억 원의 기부를 토대로 2011년 2월 17일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을 개원했다. 조천식

‘2010년 전 세계에 소개된 최고

녹색교통대학원은 온라인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를 포함해 환경친화적인 초고속 미래철도,

보안기술 수출국 반열에 들었다. 2011년 12월 16일 사이버보안연구센터는 국내 사이버보안 전

발명품 50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유류 소비 및 CO2 배출 감소가 가능한 미래항공 등의 최첨단 녹색교통기술을 전기전자·기계·

문 벤처기업 빛스캔과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솔루션 및 정보보안 기술 전문기업인 ‘인텔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

재료·항공·해양·건설 등 다학제 분야의 융복합연구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신성장 동

리전트 웨이브’와 6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국내대학과 벤처기업이 공동으로 개

(Online Electric Vehicle, OLEV)’를

력산업을 창출하고 녹색교통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해갔다.

‘세계 최고 발명품’ 중 하나로

발한 원격사이버보안 기술이 해외에, 그것도 기술적인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일본 보안시장에

선정했다.

이런 가운데 KAIST가 추진해온 역점 전략사업인 온라인전기자동차가 연일 세계의 주목을

수출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일본에 수출된 사이버보안기술은 국내 IT 서비스를 통틀어 최

받았다. 미국의 유명 주간지 <타임>은 2010년 11월 22일자 특집란에서 ‘2010년 전 세계에 소개된

초로 현지 지사 없이 국내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IBM과 HP도 상용화 못한 기술

최고 발명품 50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Online Electric Vehicle, OLEV)’를 ‘세

을 상용화한 첫 케이스이자 국내 사이버보안기술의 진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였다.

계 최고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했다. OLEV는 한국의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세계 과학기술계

OLEV 실사단 방문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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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 원천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

기반으로 설립하였으며, 그 뜻에 따라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성과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하는 바가 컸다. 뿐만 아니라 OLEV가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담한 과학 실험’에만 그

‘김병호·김삼열 IT 융합빌딩’은 KAIST 교내 최대 규모 건물이자 IT 기반 산업융합시대

치지 않고 ‘상용화가 가능한 모델’로 소개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 가치를 인

를 선도할 교육·연구시설이었다. KAIST는 2013년 2월 19일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

정받은 점도 주목을 끌었다.

5,464m²(7,703평) 규모에 IT 기반 융합연구 관련 최첨단 설비를 갖춘 김병호·김삼열 IT 융합빌

2009년 정부는 지식경제시대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 동력원으로 ‘녹색성장

딩을 신축하고, 전기및전자공학과·전산학과 등 정보기술 관련 분야 교수 및 학생, 연구원의 실

기술개발을 위한 혁신연구사업’을 선별하고, OLEV를 그 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KAIST는

험실과 연구실로 사용했다. 이 빌딩은 김병호 서전농원 회장의 기부금 중 100억 원을 기반으

개발에 착수한 지 1년만인 2010년 3월 과천 서울대공원에 OLEV 첫 시범 모델을 선보였다.

로 건립한 것으로, 김 회장의 뜻을 새겨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갈 혁신적인 정보

OLEV는 국내 언론은 물론 CNN을 비롯한 해외 유수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기술의 산실이 되었다.

‘Discovery Channel’의 과학 프로그램인 ‘Into the Future’에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소
개되기도 했다. KAIST는 같은 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OLEV 홍보관을 마련하고 회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혁신의 필요성과 총장 중도사퇴

참석자들에게 한국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최고의 친환경 녹색교통기술을 선보여 큰 호응을

이 같은 여러 성과와는 별도로, 2011년부터 KAIST 내에는 총장의 리더십을 둘러싼 여러 논란

받았다.

이 제기되고 있었다.

세계가 보인 관심은 관심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KAIST 자회사로서 미주지역 온라인전기자

2006년 7월 취임한 제13대 서남표 총장은 2010년 7월 제14대 총장에 연임되었지만, 2010년

동차 관련 기술사업화를 담당하고 있는 올레브 테크놀로지사는 2011년 11월 미국 텍사스주 맥

1월부터 학부생들이 잇따라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장으로서의

앨런시와 3대의 온라인전기버스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이

리더십과 책임론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일방통행식 개혁이 잇따른 학생 자살 사건의

세계로 수출되는 최초의 순간이었다.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통 부재’, ‘독선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교수 임용과정에서

2013년부터 OLEV가 텍사스 한 도시의 16km 구간을 누비며 KAIST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

의 특혜 의혹, 특허 도용 논란 등이 불거지며 교수사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렸다. 2020년 6월 OLEV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인근 도시철도역 등을

이에 따라 2011년 4월 보직교수, 교수협의회 추천 교수, 학생 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하

연결하는 순환버스로 도입되어 운행을 시작했으며, 이로써 대덕특구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해

는 혁신비상위원회가 출범하여 같은 해 6월 총 26개 항에 걸친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그 개선

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방안 중 하나는 총장 사퇴로 귀결되었다. 이후 총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간 이어졌으며,
KAIST를 정상화하여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여는 방안이 더욱 시급해졌다.

기초과학 분야 융합연구와 IT 기반 산업융합시대를 선도할 최첨단 연구시설

결국 서남표 총장은 “2013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퇴 요구안

KAIST는 2013년 2월 7일, 기초과학 분야 융합연구에 필요한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춘 기초과학동

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인 2013년 2월 22일 임기 1년 5개월여를 남기고 중도사퇴하기에 이르렀

을 준공했다. 기초과학동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 3,258m²(4,011평) 규모로, 나노·바이오·

다. 이에 앞서 KAIST 이사회는 2013년 1월 31일 제15대 강성모 총장을 선임했으며, 선임 직후

물리·화학·생명 등 기초과학 관련 분야 교수 및 학생, 연구원 등의 실험실로 사용되었다. 이 최첨

강성모 총장은 “학생 성적이나 대학평가 등에 연연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소

단 연구시설은 김창원 앰코 회장이 “기초과학 연구에 힘써달라”며 2009년 기부한 100만 달러를

통의 경영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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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여는
‘해피 캠퍼스(Happy Campus)’

학부모의 마음을 읽고 학생의 말에 귀 기울이다 - 첫 학부모간담회와 고객만족센터
강성모 총장은 취임 후 곧바로 학부모들과 마주 앉았다.
KAIST는 강 총장이 제시한 5대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신뢰’라고 여겼으며, 신뢰
가 뒷받침되어야 ‘지식 창조와 진보를 이어가는 온전하고도 영속적인 대학’이 될 수 있다고 믿
었다. 그리고 신뢰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이 ‘소통’이라고 판단했다.
KAIST는 2013년 5월 1일 교내 대강당에서 개교 후 첫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총장과 부총

1. 구성원과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학’

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간담회에서 강 총

- 강성모 총장 취임과 KAIST 5대 가치 실현

장은 “취임 직후 입학식에서 학생들과 ‘4년 후에 다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자’는 약속을
제15대 강성모 총장 취임과 KAIST 5대 가치

했다”고 밝히고,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에도 힘써 훌륭한 졸업생으로 길러내겠다”

2013년 2월 27일, 강성모(姜城模) 제15대 카이스트 총장이 취임했다. 강 총장은 연세대와 페어래

고 약속했다. 이어 향후 대학 운영 방안으로 ‘따뜻한 과학자 양성’과 ‘행복한 캠퍼스 만들기’라

이디킨스대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에서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UC버클리대

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Education 3.0’, 영어교육, 인성·창의

에서 전기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UC산타크루즈공과대 학장과 실리콘밸리공학

교육 등을 소개했다.

의회 회장 등을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 UC머세드대 총장을 역임했다.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핵심가치를 만든다는 취지

취임식에서 강 총장은 “KAIST를 위해 일하게 된 것은 영광이지만 주어진 도전 과제 앞에 막

에서 마련된 행사인 만큼, 학부모들도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KAIST’의 이니셜 다섯 글자와 연결해 향후 지속적으로 추구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문학 강의를 보강해달라”, “등록금 차등제로 인해 논란을 빚었는데

할 다음과 같은 5대 가치를 제시했다.
학사과정 학부모 간담회
2013.05.01.

Knowledge Advancement
Creation

Integrity

Sustainability

Trust

이어 강 총장은 “구성원과 함께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학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고, 학생
들을 향해 “총장실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와 이야기 나누자”고 제안했다. ‘부드
러운 선장(Captain Smooth)’이라는 별명을 가진 강 총장은 UC머세드대 총장 시절 총장실 문을 열
어 놓고 학생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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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퍼슨 임명장 수여식
2013.09.09.

원 모두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학생들이 더욱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기 바라는 한결같은 염원이었다.
이런 바람을 받들어 학생들의 목소리에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은 2013년 8월 22일 고객만족센
터 신설로 이어졌다.
고객만족센터는 ‘해피 캠퍼스’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불만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
를 일원화했다. 그동안 구성원들은 학내 포털 사이트의 질의·건의·민원 게시판, 생활관, 도서
관 등 여러 창구를 통해 각자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었지만, 이런 창구에서는 한정적인 사안만
건의할 수 있어 학생들의 모든 불만을 취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불만을 건의할 수 있는 창
구를 고객만족센터로 일원화하여 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고객만족센터는 신설과 동시에 매주 금요일을 ‘Innovation Day’로 정하고 구성원들이 느끼
는 불편·불만 사항과 이를 해소할 각종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이를 통해 고객만족센
터로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KAIST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점을 찾았
다. ‘Innovation Day’ 시행 후 2013년 69건의 제안 접수를 시작으로 2019년엔 101건의 제안이

성한 후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옴부즈퍼슨은 대학 내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연구윤리 위반

접수되는 등 매년 평균 85건의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 또 고객만족센터는 매년 우수 제안을 선

등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검토한 후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했

정해 시상하고 있다.

다. 또 구성원의 여러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내 각종 의견과 여론을 파악해 총장에
게 직접 보고했으며, 면담 내용 보안을 위해 문서화된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구성원이 행복해하는 학교’를 위해 - 옴부즈퍼슨 제도 도입과 인권윤리센터 개설

옴부즈퍼슨 제도 도입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구성원들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최초로 시작한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제도는, 정부나 의회가 임명

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아울러 아무리 작은 고충이라

한 관리가 시민들이 제기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 주는 제도다. 2000년대 들어와 우리

도 소중히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구성원이 행복해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

나라에서도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구성원 간의 화합과 사기진작,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

다. 기존의 고충 및 민원행정 서비스를 넘어, 자칫 누락될 수 있는 개인의 소소한 권익까지 보

극 활용했는데, KAIST가 처음으로 그 영역을 대학까지 확대했다.

장하는 옴부즈 제도를 통해 KAIST는 ‘해피 캠퍼스’라는 새로운 대학문화를 만들어갔다.

KAIST는 교내 구성원들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중립적 입장에서 듣고 중재하기 위해 2013년

인권과 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연구 부정 등 인권·윤리

9월 9일부터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제도를 시행했다. KAIST는 신상영 전기및전자공학과

에 관한 문제도 KAIST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였다. 구성원들의 인권과 성평등을 지키

명예교수와 심홍구 화학과 명예교수를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하고 총장 직속의 전담부서를 편

고 연구업무의 공정성 등이 준수되는 ‘평등하고 깨끗한 해피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KAIST는

162

163

KAIST 50년사 | 통사

제4장 교육·연구·혁신으로 경제 발전과 과학계 지경(地境)을 세계로 넓히다 [2004~2016]

2014년 11월 27일 ‘인권윤리센터(Center for Ethics and Human Rights)’를 개소했다.

KAIST는 박사 졸업생 1만 명 시대를 맞아 2015년 1월 말 KAIST 총동문회가 보유한 박사 졸

개소 후 인권윤리센터는 인권, 성폭력, 부패 및 윤리 관련 상담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지

KAIST 창업원이 선도하는

업생 자료 중 근무지 확인이 가능한 인원 총 7,400여 명을 대상으로 ‘박사 졸업생 사회 진출 현

속적인 예방교육과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인권윤리센터는 구성원들이 인권·윤리와

‘Startup KAIST’는 더 많은

황’을 처음으로 분석했다. 졸업생들의 근무처 유형별로는 산업체 근무자가 3,300여 명으로 대

관련된 고충이 있을 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로서, 학생·교수·직원의 인권 정책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

상자의 4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국내외 대학 2,300여 명(31%), 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

동력 구축을 위해 KAIST가

수립 및 방향 정립,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분야 예방교육 및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인
권·윤리 문제의 공론화와 의식 신장에 주력했다.

이끄는 스타트업 활성화 운동
으로,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관 1,600여 명(21%), 외국(외국인) 200여 명(3%) 순이었다.
산업체 근무자 3,300여 명 중 10대 대기업 그룹에 48%가, 벤처 및 중견기업에 52%가 근무

기술창업 생태계의 성공적인

해 대기업·중견기업 등 산업체 전반에서 두루 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명 중 3명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변화와 혁신 - KAIST 교육원 설립

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핵심

은 대학에서 교수 혹은 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며 기초·응용과학 연구와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KAIST는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할 주체로서 교내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학문적 성과를 사회

목표로 삼고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와 공유하기 위해 기존 3개 부서(과학영재교육연구원·교수학습혁신센터·정보기술아카데미)와 신설 2개 부서

대기업·중견기업 등 산업체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전통을 잇기 위해,

통합, 2014년 4월 1일 ‘KAIST 교육원(KAIST Academy)’을 설립했

KAIST는 2014년 4월 7일 ‘Stop Thinking, Start Doing’이라는 슬로건 아래 ‘KAIST 기업가창업

다. KAIST 교육원은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원’을 설치했으며, 2015년 6월 9일 ‘KAIST 창업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KAIST 창업원이 선

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도하는 ‘Startup KAIST’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 동력 구축을 위해 KAIST가

(행정발전교육센터, KAIST 교육원 운영팀)을

설립 이후 KAIST 교육원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혁신적

이끄는 스타트업 활성화 운동으로,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기술창업 생태계의 성공적인 모델을

교수학습모델 개발 및 보급, 과학영재 발굴 및 영재교육 기반 구축,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선

정립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KAIST 창업원은 개소 이후 캠퍼스 내에 기업가정신을

도할 소프트웨어 창의 인재 양성, 선진적 비학위 연수과정 운영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다.

고취하고,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

KAIST 교육원은 2015년 4월 15일 KAIST 교육기부센터, 2016년 7월 8일 SW교육센터를 각각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KAIST 구성원 및 예비 창업자가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신설했으며, ‘Education 4.0’을 비롯한 중점교육사업, 일반 국민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모델 조성에

실시하는 비학위연수과정 등 일반교육사업을 두루 시행했다. KAIST 교육원은 기존 과학영재

기여했다. 이후 매년 수십 개의 신생 스타트업이 KAIST 창업원의 도움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교육원·교수학습혁신센터·정보기술아카데미를 산하에 두고 행정발전교육센터를 추가 신설

2019년에만 그 수가 20개에 이르렀다.

했다. 행정발전교육센터는 행정 직원들의 근무 연차를 고려해 신입 직원과 중견 직원을 대상
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시작했다.

KAIST 창업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 글로벌 창업전략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2015년 가
을학기부터 운영했다. 이와 함께 산업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추후 취업과 연계하는 현
장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인 Coop(Co-operative Education) 프로그램, 과기 특성화대학의 인적·물적

‘Stop Thinking, Start Doing’ - 1만 명째 박사 배출과 KAIST 창업원

자원과 기업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CUop(Company-University Cooperation) 프로그램, 학

KAIST는 1978년 8월 첫 공학박사 배출 후 17년 6개월 만인 2015년 2월 12일 1만 번째 박사를

부생 팀이 지역 우수기업과 공동으로 해당 기업의 미션을 수행하는 Engineering Clinic 프로그램

배출하며 ‘국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갔다.

을 운영했다. 또 미국 우수 벤처기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및 기업가정신 인턴십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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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 실습을 통해 실제 창업

2. 지구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 속의 대학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디션 형식의 ‘핵심 E5(Excited, Encouraged, Enthusiastic, Educated,

- 인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Experienced)’ 프로그램도 추진했다.

2016년 3월 KAIST 창업원은 정부로부터 도전적 창업인재 양성예산을 지원받아 K-School을

세계 최대 산유국과 함께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다

설립하고 창업융합 전문석사과정을 개설했다. 창업융합 전문석사과정은 2학기 시범 운영을 거

- 사우디 아람코-KAIST 이산화탄소 공동 연구센터

쳐 2017년 3월부터 신입생을 교육했다. 창업융합 전문석사과정은 기존 논문 작성 위주의 석·

KAIST가 CO2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제도에서 벗어나 철저히 창업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턴십도 현장 문제 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CO2 배출량이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차별화해 운영되었다.

이같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인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대학의 또 다른 존

KAIST 창업원 내에는 24시간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인 ‘스타트업 빌리지(Startup
Village)’가

재 이유이자 KAIST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자리 잡았다. 스타트업 빌리지는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애플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

KAIST는 2013년 1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 있는 세계 최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본

러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창업에 대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사에서 ‘사우디 아람코-KAIST 이산화탄소 공동 연구센터(Saudi Aramco-KAIST CO2 Management Center)’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상호 협조 아래 연구센터 개소 준비를 이어간 KAIST

한편 KAIST는 2014년 11월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를 설립했다. 청년창업투자지주는 혁신
적 사업모델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를 선발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시드머니(seed

와 아람코는 같은 해 2월 20일 KI빌딩에 ‘사우디 아람코-KAIST CO2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money)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활성화 목적의 투자 지주회사로서, 설립자금은 SK그룹 최태원 회

장의 기부금 100억 원을 기반으로 했다.
사우디아람코-KAIST CO2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MOU 체결 2013.01.06.

사우디아람코 Khalid A Al Falih회장 방문2013.10.11.

Startup KAIST 런칭데이 행사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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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가스 매장량 규모에서 각각 세계 1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최대의 산유국

과학기술위성 3호가 촬영한 로제타
성운 적외선 영상(좌)

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가 자국이 아닌 해외에 CO2 관련 연구센터를 직접 설립하
고 연구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며 연구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람

과학기술위성 3호(우)

코는 그동안 외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주제를 직접 정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 2개국 연구
기관들과만 제휴를 통해 위탁형태로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사우디 아람코-KAIST CO2 공동연구센터’ 개소 후 KAIST와 아람코 연구진들이 지구 온난
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CO2 포집(捕執)은 물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경제성 있
는 물질로 전환하는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국내 최초로 근적외선 위성 카메라를 탑재해 우주 관측 영상을 확보한 과학기술위성 3호는
발사 이후 위성 상태, 자세 제어 기동 성능, 태양전지판 전개, 적외선 영상 관측 기능 등 우주 관

안드로메다에서 온 영상편지 - 과학기술위성 3호 발사 성공
21세기 들어 식량·환경·보건 등 여러 방면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KAIST는 이 같은 인류 공통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측 탑재체 구성품 전반의 기능 점검을 거쳤다. 이를 기반으로 2년간 600km 상공에서 우리 은

의 난제 해결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과학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연구 수행

1989년부터 3년간 영국 써리

하에 있는 고온 가스 기원 연구를 위해 은하면을 탐사하고, 우주 초기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을 위해 설립된 KAIST가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전 인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대학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적외선 우주배경복사에 관한 영상정보를 수집했다. 지구관측 적외선 영상과 분광영상은 산불

국적위성인 우리별 1호 개발에

는 새로운 사명에 더욱 충실하고자 하는 이유였다.

들어가 1992년 8월 성공적으로

탐지, 도시 열섬현상, 홍수피해 관측, 수질예측 등에 필요한 기초 연구 및 국가재난·재해 모니

인류를 위한 KAIST의 그 발걸음이 더욱 큰 세계에 가 닿았다.

발사했으며, 이를 통해 우주

터링 등에 활용되었으며, 위성 본체에 적용된 핵심부품의 우주 검증을 통해 실용위성의 우주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는 1989년부터 3년간 영국 써리대학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국적

환경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기반 기술 확보 등에도 기여했다.

위성인 우리별 1호 개발에 들어가 1992년 8월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이를 통해 우주 환경에

수행했다.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1999년에는 13m의 지상 해상도를 갖는 컬러 지구 관측 카

국제적 핵비확산 이슈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싱크탱크 -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

메라 등을 탑재한 우리별 3호를 발사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2003년 9월에는 국내 최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독자

초의 천체 우주관측 위성인 과학기술위성 1호를 발사, 이후 우주 관측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개발한 원천기술이 전 세계 위험 핵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 개

다수 발표되어 소형 위성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 핵안보 논의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왔다. 하지만 우리나

인공위성센터에서 제작한 과학기술위성 3호가 2013년 11월 21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라가 원자력 공급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우리의 원자력 기술 역량에 걸맞은 핵비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그리고 12월 17일 과학기술위성 3호가 지구로부터 200만 광년 떨어진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대해 왔고,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안드로메다은하를 시작으로 12월 21일 오리온성운에 이어 12월 22일 로제타성운을 촬영한 적

핵비확산 분야 교육 인프라 및 연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외선 우주 관측 영상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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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난학연구소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정책 개발, ‘안전우선’의 시민의식 고취,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엄 2014.04.16.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 분담, 국민화합을 위한 재난커뮤니케이션 등에 중점을 두고 방재(防災)
및 안전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시민화합형 방재 안전 정책연구, 휴먼 에러 및 레질리언스
(resilience, 회복력)

공학, 소셜 머신 기반 정보관리 플랫폼, 로봇 기반의 탐사 및 구난 기술, 재난 분

석 및 교육용 가상현실 구축 등 5대 중점 연구 분야를 선정했다.
KAIST는 재난학연구소 개소를 시작으로 따뜻한 사회기술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갔다.

가상·증강현실 분야 연구 시너지 창출 - 증강현실연구센터 개소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란 현실 세계의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나 정보를 겹쳐서 보
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포켓몬 고’ 열풍과 정부의 국가전략프로젝트 발표 등으로 가상·증강현
KAIST는 2014년 4월 16일 국제 핵비확산 노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

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KAIST가 증강현실 연구를 본격화했다.

(Nonproliferation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의 문을 열었다. 이 교육연구센터는 원자력·국제관계 전

KAIST는 2016년 9월 1일 KI빌딩 내에 증강현실연구센터(Augmented Reality Research Center)를 개소했다.

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학기, 1년 인증과정, 석·박사 과정 운영에 들어가, 핵비확산 분야에
서 국제적으로 활동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적 핵비확산 이슈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했다.
개소 당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핵비확산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2020년 8월 6일 제7회

증강현실연구센터 개소
2016.09.01.

국제핵비확산학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는 대한민국이 세계 핵비확산에
기여하는 데 힘을 보탰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 국내 최초 재난학연구소 설립
2014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가슴 아프게 지켜본 KAIST 교수들이 “국가재난을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정신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섰다.
KAIST는 2014년 10월 22일 ‘KAIST 재난학연구소(KAIST Institute for Disaster Studies)’를 개소했다. 크고
작은 재난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참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
어지는 가운데, KAIST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최초의 재난학 전문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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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 분야의 산학연 연구역량을 모으는 거점을 마련하고, 그 역량을 한 곳에 모아 연

랐다. 한국이 일본과 함께 혁신성 부문 상위 10개 대학 리스트를 양분한 가운데, 1위 KAIST에

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였다. 증강현실연구센터는 개소 이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수집

이어 서울대(3위), 포스텍(5위), 성균관대(8위), 연세대(9위) 등 5개 한국 대학이 ‘톱 10’에 이름을 올

한 빅데이터와 오픈링크데이터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필요한 정보와 개인화된 콘텐츠를 체

렸다.

험할 수 있는 ‘증강휴먼 플랫폼’ 연구에 집중했다. 개소 이후 총 40여 회의 증강현실연구센터

이후 KAIST는 2018년까지 3년 연속 1위에 올라, ‘아시아 최고의 혁신대학’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

콜로키움(colloquium)을 개최하고, 2017년 증강현실 안경을 통해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가상 객체

아울러 영국 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는 2014년 2위, 2015년 3위에 올랐으며, 중앙일보 대학

의 이동 경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주도해갔다.

평가에서는 2016년부터 3년 연속 자연계 1위(공학계 2~4위) 자리를 지켰다.

한편 2016년 당시 증강·가상현실 전 세계 시장규모는 약 52억 달러였으며, 2019년에는 약
1,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세계와 함께 하는 ‘아시아 최고의 혁신대학’
KAIST가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세계는 더욱 KAIST에 주목했다.
강성모 총장은 2014년 1월 22일부터 나흘 동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
회(다보스포럼)’의 글로벌대학리더포럼(Global University Leaders Forum, GULF) 세션 멤버로 공식 초청받았다.
GULF 세션은 하버드대 등 전 세계 교육과 연구를 이끌어 가는 상위 랭킹 30여 개 대학만 참여하
며, 초청받은 한국 대학은 KAIST가 유일했다. 이 행사에서 강 총장은 ‘미래의 대학이 추구해야 할
글로벌 아젠다’를 제시하고, ‘KAIST 온라인 교육’, ‘사회적 책임기술’에 대해 강연했다.
세계경제포럼이 KAIST를 초청한 것은 KAIST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2016년 8월 30일 로이터통신은
학술 연구논문과 특허의 양,
영향력 등을 분석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과 ‘아시아

로이터 선정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1위
2016.08.30.

과학혁신 대학 톱 75’를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중
6위로 선정된 KAIST는

대표적 사례였으며, KAIST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성과를 세계 각국 리더들에게 알리는 소중

‘아시아 과학혁신 대학 톱 75’에서

한 자리가 되었다.

최상위인 ‘1위’에 올랐다.

2015년 9월 15일, 로이터통신은 전 세계 대학의 기초 연구수준을 알 수 있는 학술논문 수와
연구 성과 상용화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특허등록 수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
학 100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KAIST의 이름은 세계 100개 대학 중 열 번째 자리
에 올랐다.
이듬해인 2016년 8월 30일 로이터통신은 학술 연구논문과 특허의 양, 영향력 등을 분석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과 ‘아시아 과학혁신 대학 톱 75’를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혁
신적인 대학’ 중 6위로 선정된 KAIST는 ‘아시아 과학혁신 대학 톱 75’에서 최상위인 ‘1위’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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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육·연구·혁신으로 경제 발전과 과학계 지경(地境)을 세계로 넓히다 [2004~2016]

보다 안정된 보행이 가능했으며, 상체 관절의 구동 방식을 개선하여 더욱 부드러운 동작을 선보였다. 좌우 옆걸음·뒷걸음, 좌

KAIST 새 동문(同門) “헬로, 로봇!”

우 회전 걸음, 다양한 몸동작, 독립적인 5개의 손가락 운동, 독립적인 양 안구(眼球) 운동, 손목의 힘·모멘트 센서를 통한 외력
감지 등이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자유 걸음새, 외력에 따라 움직이는 팔 동작, 외부 안내에 따라 자유롭게 걷는 걸음, 비전을

인간의 새 친구 ‘아미’

통한 실시간 목표 추적, 음성 인식 및 합성을 통한 대화 등을 수행했다.

마이크로로봇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KAIST가 ‘마이크로 로봇 설계 교육센터’를 개소한 것은 21세기의 막
을 연 2000년 11월 1일이었다. 산업자원부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이 교육센터는 이후 마이크로

월드 챔피언 ‘휴보’와 대한민국 로봇기술 공유 생태계 구축

로봇 및 시스템 통합 기술 인력 배출, 이를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와 교육 환경 조성, 전문 교보재(敎補材) 개발 등

2015년 6월 6일, 휴보가 세계 최강의 재난로봇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모나에서 열린 ‘DARPA 로보

을 담당했다.

틱스 챌린지’ 결선대회에서 한국·미국·일본·독일 등 전 세계 24개 참가팀들은 차 운전하기, 차에서 내리기, 문 열고 들어가기,
밸브 돌리기, 드릴로 구멍 뚫기, 돌발 미션, 장애물 돌파하기, 계단 오르기 등 8개 과제를 수행했다. 휴보는 1차 대회 ‘드릴로 구

그리고 이듬해인 2001년 4월 30일, KAIST 전자전산학과 연구팀이 기존 로봇의 성능을 대폭 개선, 국내 최고
수준의 휴먼로봇 ‘아미(Ami)’ 개발에 성공했다. ‘아미’는 인공지능을 뜻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첫 글자 ‘a’와

멍 뚫기’ 미션에서 시간을 지체해 6위에 머물렀지만, 최종 대회에서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최종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완성된 로봇을 보여주는 대회’가 아니라 ‘완성까지 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대회’였다. 따라서 KAIST는 이 우승을

‘multimedia’의 ‘m’, ‘innovative human robot’의 ‘i’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서, 프랑스어로 ‘친구’라는 의미도 있었다.

‘시작일 뿐’이라고 여기고, 더 완벽한 로봇을 만드는 인류 공통의 과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했다.

모양과 기능이 인간과 유사하고 시각 인식, 간단한 명령과 대답 등 언어능력, 감정표현 능력 등을 갖춘 이 휴먼로

이후 4차 산업 혁명 주요 기술의 하나로 로봇공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KAIST는 2017년 1월 19일

봇은 정밀작업이 가능한 두 팔과 손, 장애물 탐지 및 회피가 가능한 주행장치, 환경 인식을 위한 시각·청각·음성

산업통산자원부 지정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이 연구센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세계 선도기술을 개발

합성시스템 등을 장착했다.

하고 해당 분야 석·박사급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했으며, 대한민국 로봇기술 공유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섰다.

차세대 지능로봇 분야 핵심기술연구를 위한 구심점- 지능로봇연구센터

국내 최고 수준의 휴먼로봇 '아미(Ami)' 개발
2001.04.30.

2004년 5월 13일에는 지능로봇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능로봇연구센터는 인간과 상호 작용하면서 정보지

휴보, 'DARPA 로보틱스 챌린지' 결선대회 우승 2015.06.06

원·교육·엔터테인먼트 등 언제 어디서나 인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지향적 IT 기반 지능형 서비스
로봇 시스템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부 지정 센터로 선정되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1일에는 ‘인간-로봇 상호작용 핵심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서비스 로봇의 지능향상을 목표
로 삼은 이 센터는 시각·청각·음성·몸짓·도구 등을 이용한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연구를 수행하여 차세대 지능
로봇 분야의 핵심기술연구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기존 로봇연구가 산업로봇에 집중되었던 반면,
로봇이 인간의 활동을 여러 분야에서 보조·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을 가진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환상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 ‘휴보’ 탄생
KAIST 기계공학과 연구팀은 2004년 12월 27일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HUBO)’를 개발했다. 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로 이족보행이 가능한 완전한 인간 외양의 로봇이었다. 휴보는 몸 전체의 기계적 강성을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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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HUBO)' 개발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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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교 반세기,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으로 가는 길
2017~2021

제1절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 - ‘KAIST 비전 2031’

1. ‘세계 10위권 선도대학’ 진입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전략
- KAIST 출신 첫 총장, 신성철 박사 취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한다”- 신성철 총장 취임
1971년 1월 취임한 이상수 초대 원장에서부터 2013년 2월 취임해 2017년 3월 임기를 마친 강성
모 총장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많은 석학들이 KAIST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 뒤를 이어 2017년
3월 15일 제16대 신성철 총장이 취임했다.
신 총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KAIST 물리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미국

제1절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 - ‘KAIST 비전 2031’
제2절 ‘대한민국 경제개발’의 희망에서 ‘선진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제3절 대한민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낼 100년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재료물리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이스트만코닥연구소 수석연구원을 거쳐 1989
년부터 KAIST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을 역임했다. 특히 신 총장은 KAIST 개교 46년 만에 배출된, KAIST 출신 첫 총장이었다.
신 총장은 취임식에서 ‘글로벌 가치창출 세계선도대학(Global Value-Creative World-Leading University)’
을 KAIST의 새로운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신 총장은 “KAIST는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가치, 기
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며 인류 문명사회 구현에 기여하
는 대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 비전 달성을 위해 교육 측면에서 세계와 역사에 기여
하는 지식창조형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의 허브로서, 연구 측면에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
대 국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신지식·신기술 진원지로서 KAIST를 키워 나가겠
다”고 다짐했다.
최초의 KAIST 출신 총장으로서 신 총장은 “반세기 전 KAIST는 우리나라 산업화 태동기에 국민들
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다”고 회고하고, “이제 다시 KAIST가 4차 산업혁명 태동기에 새롭게 주어진
국가적 사명을 감당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신성철 총장은 취임 직후 “KAIST 혁신 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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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선포식
2017.04.17.

이후 치열한 토론, 구성원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탄생한 것이
‘KAIST 비전 2031’이었다.
‘KAIST 비전 2031’에는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이라는 그랜드 비전과 함께, 이 비전 달
성을 위한 KAIST의 새로운 시대정신 ‘3C 정신’, 교육·연구·기술사업화·국제화·미래전략 5개
분야 혁신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5개 혁신 방안별로 5년씩 총 3단계(1단계 ~2021년, 2단계 ~2026년, 3
단계 ~2031년)로 설계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있었다.

| 3C 정신 |

Creativity

Challenge

Caring

창의

도전

배려

투명한 학교경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KAIST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며, 2017년 4월 17일 KAIST 전 임직원은 ‘청렴 선포식’을 갖고 청
렴 문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구성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청렴 의식 고취와 함께 그동안 지속
적으로 자정 노력을 계속해 온 조직 내부의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동
시에,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다짐이었다.

다시 펼친 ‘미래의 꿈’ - ‘KAIST 비전 2031’ 선포
신성철 총장이 취임식에서 제시한 ‘글로벌 가치창출 세계선도대학’이라는 목표는 ‘글로벌 가치창
출 선도대학’이라는 그랜드 비전으로 재정립되어 2018년 3월 20일 대내외에 공식 선포되었다.
KAIST의 새 비전은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문화 등 인류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
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10위권 선도대학(World-Leading University)’

교육 혁신 |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창의 리더 양성
•창의적 잠재력을 갖춘 인재 선발 •교육 과정 및 교육체제 혁신 •교육 방식 혁신을 주요 추진 전략

연구 혁신 | 인류와 국가의 난제 해결 연구
•지속가능한 연구 혁신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혁신 •글로벌 선도 융·복합 연구그룹 육성

기술사업화 혁신 | 가치창출 기업가형 대학
•기업가 정신교육 설계 및 확산 •창업지원 기반 조성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프로세스 전문화•기술출자 확대 및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

국제화 혁신 | 국제적 역량 배양과 위상 증진

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전략이자 플랜이었다. 끊임없는 도전과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지속가능한 연구 혁신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혁신 •글로벌 선도 융·복합 연구그룹 육성

주요 골자로 삼아,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세계 선도대학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였다.
KAIST는 신성철 총장 취임 직후인 2017년 4월부터 약 1년 간 교직원·학생·동문, 외부 전문가·
외국인 교수 등 각계 인사 약 140명이 참여한 ‘KAIST 비전 2031 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가동했다.

178

미래전략혁신 | How + What을 추구하는 대학
•‘비전 2031 장기 플랜’ 작성 및 실천
•KAIST 발전 전략과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는 ‘싱크탱크 그룹’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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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총장은 비전 선포 직전 참석자들에게 어떤 보고서의 글을 읽어주었다. KAIST 설립의 근

행사 첫날인 3월 19일에는 KAIST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학술문화관 개관식이 열렸다. 학술문

간이 된 1971년 1월 ‘터만조사단’의 ‘한국과학원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서’, 이른바 ‘터만보고서’ 마

화관의 저층부는 공공 공간으로 비워두고, 중앙도서관과 일체화된 입면 계획으로 설계해 KAIST

지막 장인 ‘미래의 꿈’이었다.

의 새로운 상징적 조형성을 부여했으며, 기존의 중앙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학술문화관과 연
결했다. 학생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는

오는 2000년대에는 KAIST가

데 초점을 맞추어, 융합과 창조의 교육 연구 환경을 확충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극대화 시키고

국제적인 명망을 가진 이공계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자 한 것이다.

학계의 본보기가 되는 학교,

‘VISION Week’ 첫날이자 학술문화관 개관일인 3월 19일, 학술문화원 로비에 ‘KAIST비전관’

학문적 역량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교육계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는

‘VISION Week’ 첫날이자

이 문을 열었다. KAIST의 과거·현재·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아무도 가보

첨병의 임무를 수행하는 학교,

학술문화관 개관일인 3월 19일,

정치와 경제 각 분야의 리더를 배출하는 학교,

지 못한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에 도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

학술문화원 로비에 ‘KAIST비전관’이

한국인 생활 수준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문을 열었다. KAIST의 과거·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온 KAIST의 발자취, 그리고 KAIST가 만들어 갈 밝은 미래상(像)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INTRO Zone’에서는 ‘시작, KAIST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KAISTian의 다양한 모습을,

‘터만보고서’의 예상은 적중했다.

공간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HISTORY Zone’에서는 ‘도전과 선도의 KAIST 발전사’라는 주제로 KAIST 50년 역사를 담았

KAIST를 거쳐 창업한 기업은 약 1,840개(재학생 창업 250여 개 포함)로 이 가운데 1,220개 이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에 도전해

다. 그리고 연구 성과에 초점을 둔 ‘INNOVATION Zone’에서는 혁신을 일으킨 KAIST 주요 연

상의 기업이 영업 중이며,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4만 5,000여 명이 넘는다. 창업기업 가운데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 성과를 소개했으며, ‘VISION Zone’에서는 ‘비전, 세계로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세계 과학을

상장기업은 70개 사에 이르며, 이들 기업의 총매출은 정부 출연금 3조 9,0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 온 KAIST의

이끌어가는 KAIST의 비전과 가치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총 13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경제·사회·과학 발전 전반에 기여한 KAIST는 지난 50년 동
안 대한민국 산업화와 정보화 성공의 핵심적 역할을 다했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명망을 가진 이

발자취, 그리고 KAIST가 만들어 갈
밝은 미래상(像)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3월 21일에는 수학 분야 세계적 석학들의 강연이 열렸다. 1994년 필즈상 수상자 에핌 젤마노
프(Efim Zelmanov, UC San Diego, 고등과학원 석좌교수), 1996년 오즈월드 베블런 기하학상 수상자 티엔 강
(Gang Tian, 베이징대학 부총장)이 연사로 나섰다.

공계 교육기관’, ‘학계의 본보기가 되는 학교’, ‘교육계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는 첨병의 임무를

이날 KAIST 명상과학연구소(Center for Contemplative Science)도 개소했다. 개소 이후 명상과학연구

수행하는 학교’, ‘정치와 경제 각 분야의 리더를 배출하는 학교’, ‘한국인 생활 수준의 향상에 크게

소는 뇌과학·의과학은 물론 전기및전자공학부와 전산학부, 인문사회과학부 등 교내 타 학과들

이바지하는 학교’가 되었다.

과의 융합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명상의 효과성 검증과 명상 구성 요소
들의 메카니즘을 검토하여 명상공학(Meditation engineering)의 지평을 열어갔다. 아울러 인문학과

‘VISION Week’- KAIST 교정 가득한 ‘미래의 꿈’

과학기술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감형 창의적

KAIST는 ‘비전 2031’ 선포일인 2018년 3월 20일을 전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닷새

인재 육성에 주력했으며, 특히 KAIST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기

동안 ‘VISION Week’를 개최했다. 새로운 비전 선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VISION Week’

반 조성에도 힘썼다.

는 세계적 석학과 오피니언 리더가 참석하는 국제 규모의 행사로 열렸다.

180

이어 3월 22일에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Global Leader’s Forum)’을 개최했다. 1985년 노벨물리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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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인 클라우스 폰 클리칭(Klaus von Klitzing, 막스 플랑크 고체연구소 교수)과 2002년 노벨화학상 수상

또 레이싱 드론으로 장애물 코스를 비행해 실력을 겨루는 드론 레이싱 대회, 온라인 시뮬레

자인 쿠르트 뷔트리히(Kurt Wűthrich, 스위스 연방공대 교수)가 각종 주제를 놓고 교수 및 학생들과 토론

이션 환경에서 스스로 기술을 학습한 인공지능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벌이는 AI 월드컵 대회,

을 벌였다.

학교의 과거·현재·미래를 퀴즈로 풀어보는 ‘KAIST 골든벨을 울려라’도 함께 개최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3월 23일에는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KAIST 크리에이티브 팀 코딩
챌린지(KAIST Creative Team Coding Challenge)’가 열렸다. 사전에 주어진 코딩 과제를 제출해 1차 심사

내부 소통 확대와 복지 증진 – 평의원회 설립과 어린이집 증축

에 통과한 팀에게 출전권이 주어졌으며, 대회 당일 직접 코딩한 결과물을 시연하고 발표하는 2

대학 운영에 있어 교수·학생·직원 등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결집

차 심사를 거쳐 최종 우승팀을 결정했다.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 대학평의원회다. 평의원회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교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정
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총장·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KAIST Vision 2031 선포식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자문에 한정한다.
2017년 11월,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이 아닌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KAIST는 당초 대학평
의원회 설치 의무화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후 KAIST는 정치권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했고, 2018년 2월 KAIST에도 평의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8년 12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곧바로 평의원회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KAIST는 평의원 선출 준비에 들어갔
다. 평의원회는 교원 5명, 연구원 포함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등 관계자 2명, 총 11명으로 구
성하고, 평의원은 총장이 직접 위촉하는 동문 평의원 외에는 모두 각 그룹 구성원들의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학생 평의원 1년, 그 외는 2년으로 정했다. 각 그룹 평의원 자격으로 교원은 5
년 이상 재직한 전임직 교원, 직원은 5년 이상 재직한 직원, 학생은 임기 중 졸업이나 휴학이 예
정되거나 징계를 받은 학생을 제외한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정했다.
2020년 3월 학내 최초로 평의원회 선거가 치러졌고, 선거 결과 교원 평의원으로 권세진(항공우주
공학과)·김도경(신소재공학과)·배병수(신소재공학과)·조영호(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직원 평의원으로 행정부

방진섭 책임행정원과 안전팀 임현종 선임기술원, 학생 평의원으로 윤현식(전산학부, 총학생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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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간담회
2020.04.21.

KAIST 어린이집 증축 개원식
2019.03.13.

한혜정(과학기술정책대학원, 대학원총학생회장)이 각각 당선되었다. 3월 선거 때 충원되지 못한 교원 평

KAIST는 전 구성원에게 출산·육아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

의원 1인에 대한 4월 보궐 선거에서 박형순(기계공학과) 교수가 당선되었으며, 동문 위원으로 정

다. 최장 3년의 육아휴직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3개의 위탁 및 공동 어린이집

칠희(삼성전자) 동문과 백만기(김앤장법률사무소) 동문이 평의원회에 합류, 총 11인의 초대 KAIST 대

운영, 가족 돌봄 휴직, 태아 검진시간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복지 정책이 그 예였다.

학평의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밖에도 KAIST 구성원들은 행정발전교육센터를 통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기에, 평의원회가 학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

사택 지원, 교내 클리닉 이용을 통해 직계 가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국내 최고의 교육

회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이사회에 강제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다만 평의원회에는 교

및 연구기관이라는 KAIST만의 특성을 살려 지자체와 협력해 교직원 자녀 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수·학생·직원·동문 등 KAIST 운영의 중요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있으며, 이들이 이사회 안건 심

KAIST 문화행사를 통해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했으며,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을 원활히

의를 통해 자발적인 의견을 내고 이후 정책 결정에 반영 혹은 참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평의

수렴하기 위해 고객만족센터, ‘Innovation Day’, 인권윤리센터, 옴부즈퍼슨 제도 등 구성원과의

원회 발족의 의미는 적지 않았다.

소통에도 힘썼다.

한편 ‘글로벌 가치창출’이라는 새 목표 안에는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들이 맡은

KAIST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육아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시대에 교수·직원·연구원·학생

바 책임을 다하도록 편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의지도 담겨 있었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이

모두와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며, 그 적극적인 대안으로 2011년 3월 ‘KAIST 어린이집’을

같은 문화를 조성해 가던 2017년 12월 27일, KAIST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원했다. 이로써 영·유아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인증기관에 선정되었다.

문화를 실현함으로써 가정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업무 효율 및 연구 집중도를 제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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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 출범식
2019.05.24.

를 35명으로 늘렸다. 총면적 403m²(122평)에서 1,235m²(374평) 규모로 크게 확장한 이후, 어린이
집 정원도 개원 당시 49명에서 증축 후 15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과학기술원 제도 혁신 주도 – Stipend 제도 시행 및 공동사무국 설치
2019년 5월 24일 KAIST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
술원(UNIST) 4대 과학기술원은 KAIST에서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 출범식을 개최했다. 4대 과
학기술원의 창의적 협업과 비전 설정을 추진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마련
된 것이다. 이로써 4대 과학기술원은 내부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하고, 외부적
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함께 협력해갔다.
한편 KAIST는 국내 최초로 대학원생을 위한 학연(學硏) 장려금, 즉 Stipend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다른 과학기술원들도 연이어 동 제도를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업·연구환경 제고에

되었다. 또한 학과별 연구비 확보와 예산 규모를 감안해 Stipend 기준 금액 대비 부족액이 있는

큰 물꼬를 텄다.

경우 학교 지원금으로 먼저 학생에게 지급되고 해당 학과(부)와 연구실이 일정 기한 내에 해당 금
액을 대학본부에 상환하도록 의무화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청년과학기술인 권익 강화 및 처우 개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근로 계약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노동자로 취급될 경우 많은 부
작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Stipend 제도였다. Stipend 제도란

인문·경영학적 소양과 사고 배양

대학원생이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일정 수준의 학연(學硏)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수록,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외 선진국 대학에 널리 정착된 제도이다.
KAIST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학과별로 모니터링하
고 대학원생 설명회 등을 거쳐 2019년 가을학기부터 정식으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이공계 석·박

KAIST 직원들이 집필한 신간
서적도 연이어 출간되었다.
2019년에는 행정의 변화와

는 일, ‘사람 사이의 이해와 배려정신’을 키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했다.
2018년 5월 KAIST는 ‘아티스트 레지던시(예술가 상주)’ 프로그램 시행 6년차를 맞아 신진 작가
3인과 학생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작가의 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마침 2018년은

혁신을 제시한 『행정도 과학이

사 과정 학생이면서 연차 이내인 재학생에게만 먼저 적용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당시 대학원생

다』와 직원기자단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25년 만에 ‘세계 책의 날’을 개최한 해였다.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2013

중 약 57%의 학생이 우선 대상이 되었다. 인문사회 및 경영대학의 학생, 외국인 및 일반 장학생,

자발적인 조직문화의 혁신을

년 가을 미래 과학자 및 공학자들에게 인문·경영학적 소양과 사고를 쌓아주기 위해 마련되었는

수업 연차 초과자 등의 경우는 제외되었지만, 추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이 학생들도 포

도모한 『교직원 K의 이중생활』

데, 매년 문학과 영화, 웹툰을 아우르는 각 예술 분야 작가 3인을 선정해 캠퍼스 내 집필실과 창

함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동시에 출간되었다.

작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KAIST 구성원들이 예술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술가들은

이렇게 도입된 Stipend 제도로 석사과정은 최소 월 70만 원, 박사과정은 월 100만 원을 지급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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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이면서 3인의 작가와 KAIST 재학생 및 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주 1회 예술을 주제로 독서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KAIST 직원들이 집필한 신간 서적도 연이어 출간되었다. 2019년에는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제
시한 『행정도 과학이다』와 직원기자단 운영을 통해 자발적인 조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한 『교직원

다섯 명의 교내·외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초세대 협업연구실 선정 심사를 진행했다. 심
KAIST는 1차 초세대 협업연구실을

사위원 중에는 ‘KAIST 비전 2031’ 선포를 기념하여 KAIST를 방문, 교수 및 학생들과 토론회를

선정한 이후 추가 선정을 위해

가진 노벨상 수상자 클라우스 폰 클리칭 박사와 쿠르트 뷔트리히 박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

2018년 5월부터 연구의 독창성·

구실 선발, 운영, 지원 방안은 KAIST 초세대 협업연구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혁신성·탁월성을 기반으로 미래의

K의 이중생활』이 동시에 출간되었다. 이어 2020년 6월에 출간된 『나의 리더십』은 6명의 행정팀

세계적인 연구를 선도하기 위한

심사를 거쳐 처음 선발된 두 팀은 생명화학공학과 ‘시스템 대사공학 및 시스템 헬스케어 연구

장이 매월 팀장 리더십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나눈 후 자기만의 리더십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

분야, KAIST가 세계 최초,

실(책임교수: 이상엽)’과 기계공학과 ‘헬스케어 음향미세유체 연구실(책임교수: 성형진)’이었다. ‘시스템 대

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었으며, 『행복 왔어요』는 직원기자단 19명이 2년 동안 취재한 소식

세계 유일, 세계 최고 수준의

사공학 및 시스템 헬스케어 연구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세포 기술에 빅데이터 및 인공

을 엮은 책이었다.

연구가 가능한 분야, 두 세대

지능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산업 화학물질 및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물질을 더욱 효율적이고 친

이상의 연속적인 연구가 필요

환경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헬스케어 음향미세유체 연구실’은 고주파수 음파

하며 지속적·장기적 지원이 요구
되는 분야 등의 교내 연구자들을

2. 지속가능한 연구 혁신
- ‘초세대 협업 연구실’과 ‘특이점 교수(Singularity professor)’ 제도

대상으로 공모를 확대 시행했다.

를 활용해 마이크로-나노스케일에서 유동과 물체를 정교하게 제어하는 연구에 들어갔다.
KAIST는 1차 초세대 협업연구실을 선정한 이후 추가 선정을 위해 2018년 5월부터 연구의 독
창성·혁신성·탁월성을 기반으로 미래의 세계적인 연구를 선도하기 위한 분야, KAIST가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가 가능한 분야, 두 세대 이상의 연속적인 연구가 필요

학문적 유산의 단절을 막는 지속가능한 연구 혁신- 초세대 협업 연구실

하며 지속적·장기적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 등의 교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확대 시행

2018년 3월 20일 선포한 ‘KAIST 비전 2031’ 가운데는 ‘연구 혁신’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했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지속가능한 연구 혁신’이었다.

그 결과 2018년 8월 물리학과 ‘응집물질계산물리 연구실(책임교수: 장기주)’과 화학과 ‘촉매설계

교수가 은퇴하게 되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연구 업적과 노하우 등의 학문적 유산이 단절되

및 화학반응 연구실(책임교수: 유룡)’을 제2차 초세대 협업연구실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물리학

는 것이 국내의 보편적인 연구문화였다. 이런 연구 성과 단절을 막고, 후배 교수가 선배 교수의

과·나노과학기술대학원 ‘응집물질계산물리’ 연구실은 새로운 양자 현상을 예측하고 기능성

학문적 성과를 계승하여 세대를 뛰어넘은 상호 보완적, 연속적 협력을 통해 발전해나간다면

물질 개발을 목표로 제1원리 전자구조 계산을 통해 물질의 물리적 특성 규명, 신물질 디자인

그것은 학문적·국가적 자산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KAIST가 그 방안을 앞서 강구했다.

연구를 수행했다. ‘촉매설계 및 화학반응 연구실’은 분자 레벨과 나노 영역에 첨단 화학 기법을

KAIST는 2018년 4월 26일 지속가능한 연구 혁신을 위한 ‘KAIST 초세대(超世代) 협업 연구실’
을 국내 대학 최초로 개소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초세대 협업연구실은 그동안 교수가 은퇴

접목해 촉매를 설계,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각종 화학반응의 반응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하면 함께 사라지던 연구 업적과 학문적 유산을 후배 교수들이 계승·발전해나가도록 하는 데

이어 2019년 9월에는 생명과학과 ‘바이오디자인공학 연구실(책임교수: 김선창)’과 물리학과 ‘나

목적을 둔 제도였다. 학문의 대를 잇게 하여, 축적된 연구 성과와 노하우가 더욱 큰 연구 성취

노포토닉스 연구실(책임교수: 이용희)’을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바이오디자인공학 연구

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실’은 합성생물학 및 시스템생물학을 기반으로 최적의 유전체를 디자인하고 합성해 ‘지능형

이에 앞서 KAIST는 비전 선포 다음 날이자 ‘VISION Week’ 기간 중이던 2018년 3월 2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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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 및 양자광학 소자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광학 마이크로·나노 공진기를 기반으로 빛-물

3. 과거·현재·미래 KAISTian의 힘

질 상호작용의 극한을 탐구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 발전기금의 확산

최초 연구실 선정 이후 연구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으며 2019년까지 6개로 늘어난
초세대 협업연구실에는 1명의 시니어 교수와 2~3명의 주니어 교수가 함께 협업 연구를 수행했

KAIST는 대학 발전 재원을 보다 능동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다. KAIST는 선발된 연구실에 대해 약 5년간 필요 공간과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필요

2000년 7월 KAIST 발전기금재단을 설립했으며, 이후 기금·투자·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자원

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확립에 주력했다.
2021년 2월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이라는 그랜드 비전을 실현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새로운 학문 분야 개척 지원- ‘특이점 교수’

고자 하는 KAIST의 노력에 각계의 응원이 이어졌다. 특히 여러 뜻있는 이들의 발전기금 지원

KAIST는 2020년부터 ‘특이점 교수(Singularity professor)’ 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교수역량을 향상시

은 50주년을 넘어 도약의 100년 역사를 열어가는 큰 힘이었다.

키는 데 집중하고자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교내 교수에게 최소 10년간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2018년 5월 26일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석사 4회 졸업생들이 졸업 40주년을 맞아 서

도전적 과제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지난 50년에 더해 앞으로의 50년

울 경영대학에서 홈커밍데이를 갖고 발전기금 15억 원을 기부했다. 한 달 후인 6월 27일에는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로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학문 분야

서해규 AST홀딩스 대표이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증강현실 전문가 양성을 위해 발전기

를 개척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 장기적 목표다.

금 1억 원을 약정했다. KAIST는 그 뜻을 살려, 미래 도시에 필요한 지능형 증강현실기술 전문

‘특이점 교수’로 선정되면 10년간의 임용 기간 동안 연구비를 지원받고, 논문·특허 중심의 연

가 양성을 위해 기금을 사용했다.

차 실적 평가가 유예되며, 임용 기간 종료 시 연구 진행 과정 및 특이점 기술 역량 확보 등 평가

2019년 7월 3일에는 곽성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김철호 IIPAC 회장이 시가 약 100억 원
에 달하는 약 33만m²(10만 평) 규모의 부동산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KAIST는 이들 부

에 따라 지원 기간을 추가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2019년에는 세계 최고, 최초, 유일한(The Best, The First, or The Only)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향
후 10년 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거나 창출할 가장 도전적인 특이점 연구를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특이점 연구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 2개 연구단과 16개 연구과제 선정 지원에 이어
2020년 신규 연구단 1개를 추가 선정하고 11개 연구과제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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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뜻을 존중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부지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세계
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공헌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당시 안성태 KAIST 창업원장이 “KAIST 창업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수영 회장 발전기금 기부 약정식

“KAIST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
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런 뜻을 밝힌 KAIST 발전재단

이 기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의 도전을 지원해 KAIST발(發)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
는 데 쓰였다.

이수영 이사장(광원산업 회장)이
2020년 7월 23일 평생 모은

“KAIST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67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런 뜻을 밝힌 KAIST 발전재단 이수영 이사장(광원산업 회장)이 2020년 7월 23일 평생 모은

출연해 ‘이수영 과학교육재단’을

67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출연해 ‘이수영 과학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이수영 과학교육재단’
의 수익금은 ‘KAIST 특이점 교수’ 지원을 통한 노벨상 연구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수영 회장의 기부는 2012년과 2016년 미국 내 총 90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증(遺贈)한
것에 이은 세 번째 기부로, 총 기부액은 KAIST 개교 이래 최고액인 766억 원을 기록했다.

설립했다.
‘이수영 과학교육재단’의 수익금
은 ‘KAIST 특이점 교수’ 지원을
통한 노벨상 연구 기금으로
사용된다.

“오랫동안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본 결과 KAIST는 우리나라 발전은 물론 인류와 사회에 공
헌할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세상만사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KAIST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영재를 키워야 한다. 어느 대

식에서 “AI 물결이 대항해시대와 1·2·3차 산업혁명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큰 변화를 이

학도 해내지 못한 탁월한 성취를 이뤄내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드높이는 일에 이 기부가

끌 것”이라며 “KAIST가 AI 인재 양성으로 AI 선진국의 길을 개척해 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

뜻깊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KAIST는 이 같은 이수영 회장의 뜻을 새기며, 인류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세계 선도대
학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한편 KAIST와 KAIST 발전재단은 2020년 5월 출범한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산하에

KAIST는 ‘AI 강국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김 명예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AI대학원의 명칭
을 ‘김재철 AI대학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구성해 4차 산업혁
명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AI대학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외부총장 직속 ‘기금·홍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개교 60주년을 맞는 다가올 2031년까
지 총 누적 금액 기준으로 1조 원 규모의 발전기금 확보를 위해 동문은 물론 재학생·학부모·교
직원과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모금 캠페인에 나섰다.
개교 50주년을 기념한 발전기금 확보에 각계각층의 관심과 기금 출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0년 12월 16일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국내 AI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KAIST에 향후
10년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재 50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김 명예회장은 이날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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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센터’를 개소했다. 2018년 6월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ICT-융합 분야에 선
정된 인류세연구센터는 개소 이후 간학제적·융합적 연구 수행에 들어갔다.
KAIST 내 여러 학과와 인공위성연구소·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인류세를 ‘감지(Sensing)’하
고 정책적으로 ‘관리(Governing)’하며, 인류세 안에서 삶을 ‘영위(Inhabiting)’하고 새로운 ‘상상
(Imagining)’을

1. 미래세대를 위한 탐구와 탐색

시도하는 총 네 개의 연구그룹을 구성해 활동했다. 그리고 융합적 연구의 접점으

로 ‘재난과 책임’, ‘로봇과 감성’, ‘예술과 놀이’라는 세 개의 대주제를 설정했다. 특히 대한민국
이 처한 특수한 맥락과 KAIST가 가진 특·장점을 고려해 ‘인류세 공간으로서의 DMZ(휴전선)’와

해양 관련 연구의 맥을 잇다 - 스마트 수중터널 시스템 연구센터

‘인류세의 로봇’을 연구하고, 인류세적 예술 생산과 게임 제작을 모색했다.

KAIST는 2009년 6월 의욕적으로 모바일 하버 사업에 도전했지만 일련의 의미 있는 성과에

인류세연구센터는 개소 이듬해인 2019년 12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인

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미완에 그친 바 있었다. 하지만 2011년

류세의 재난을 말하다: 지식, 기억, 상상’을 주제로 첫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에서 인

12월 해양기술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최첨단 해양시스템 구축과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도

류세 분야의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주제로 한 학술 행사들이 열린 사례는 있지만, 해외 학

전을 이어간 KAIST는 2017년 9월 7일 ‘스마트 수중터널 시스템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Smart

자 십수 명이 참여하는 규모의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Floating Tunnel System)’를 개소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센터(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지원사업’에 선정된 ‘스마

융합보안 핵심인재 및 초학문적 지식창조형 인재 양성- 융합보안대학원 개원과 융합인재학부 설치

트 수중터널 시스템 연구센터’는 이후 수심 100m 이상 적용이 가능한 수중터널 시스템 개발에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전략산업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사업’ 공모에 최종

전념했다. 이 같은 목표 아래 구조·재료·시공·해양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내 연구진

선정된 KAIST는 같은 해 8월 26일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융합보안대학원

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수중터널 시스템과 관련한 다양한 원천·응용기술을 개발해 기술 자립화

을 설립했다.

달성에 기여했다.

개원 이후 융합보안대학원은 도시 스케일 혁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및 교육 역량을 확보하
고 4차 산업혁명과 ICT 융합산업을 선도하는 고급 융합보안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

‘인간의 시대’에 대한 탐구와 반성 - 세계 최초의 인류세연구센터

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기술을 연구,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는 ‘인간의 시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인간이 지구에 심대한 영향

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KAIST 캠퍼스 전체를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마

을 끼쳤으며 그 영향을 지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지

련했다.

질시대의 이름이다. 인류세 개념은 인간의 행동으로 촉발되는 인과(因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 인프라 및 빅데이터·인공지능·통신 등 다방면의 고도화된 ICT 기술

자연과학 분야를 넘어 인문학·사회과학·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을 바탕으로 현실화되는 ICT 기술 융합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융합보안대학원 개원을 통해

융합적 접근이 필수적인 분야다.

KAIST는 대한민국이 융합보안 R&D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 양

이런 인류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KAIST는 2018년 12월 18일 세계 최초로 ‘KAIST 인류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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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Worldcup 2019

지식창조형 인재 양성에도 주력했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관심 분야에 따라 개인맞춤형으로 전공 교과목을 직접 설
계해서 공부하는 것이 융합기초학부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를 위해 KAIST는 기초교육과 현장
학습을 기반으로, 사회와 대학원에서 융합적 연구주제를 소화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창의
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융합기초 및 전문 교과목, AI 교육을 바탕으로 구성한 교
과과정 설계를 마쳤다.
2020년 3월 신학기부터 교육을 시작한 융합기초학부 설치를 계기로 KAIST 학사조직은 기존 5
개 단과대학, 6개 학부, 27개 학과에서 5개 단과대학, 7개 학부, 27개 학과 체계가 되었다. 융합기초
학부는 2020년 10월 15일 융합인재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길잡이가 되다

2017’을 열었다. 예선을 거쳐 12월 1일 KI빌딩에서 열린 결선대회는 AI 축구, AI 경기 해설, AI
기자 등 3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Q-Learning’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각

‘인간의 시대’에 대한 탐구와 병행한 ‘인간을 대체할 인공지능’에 대한 탐색

팀당 5대의 로봇 선수가 사람의 조작 없이 상대 팀 골대에 골을 넣어 득점하는 방식으로 치러

- 세계 최초 ‘AI 월드컵’ 개최와 AI대학원 개원

졌다. 참가 팀은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 26개 팀(AI 축구 18개 팀)이었고, 이 중 8개 팀이 KAIST

‘인간의 시대’에 대한 탐구는 ‘인간을 대체할 인공지능’에 대한 탐색과 함께 이루어졌다. KAIST

소속이었으며, 경기 결과 전기및전자공학부 WISRL이 전북대 팀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공과대학 교수진은 1996년부터 세계 최초로 국제로봇축구대회를 제안하고 대회를 직접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구축한 풍부하고 다양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AI 월드컵 2017’을 개최했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려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8강에 진출
한 지 15년이 지난 2017년, 또 다른 월드컵이 대한민국 대전에서 열렸다. 그 장소는 대전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KAIST, 그라운드를 누빈 주인공은 축구 선수들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축구
선수들이었다.

KAIST는 1990년 인공지능연구센터(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를 설립하고 국내 인공지
능 및 전산학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후 지능형 이동로봇 CAIR-II를 개발하
여 1993년 대전 EXPO에서 큰 관심을 이끌었고, 지능형 엘리베이터 개발 등을 통해 산업계 기
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AI 분야가 국가 성장 엔진 창출의 기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KAIST는 인공지능연구센터
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8년 2월 20일 ‘국방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를 개소

KAIST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국가성장 엔진 창출의 기회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기술로 떠오르는 인공지능 기술과 국방을 접목하

적극 홍보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 활용 및 연구 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학부생

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2018년 10월 2일에는 국내 최초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

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축구대회 ‘AI 월드컵

아 설립되는 양자컴퓨팅 특화 연구센터인 ‘인공지능양자컴퓨팅 IT 인력양성 연구센터’를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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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슈인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에 요구되는 계산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양

설치했다. 이를 계기로 AI대학원은 성남·판교지역의 AI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컴퓨팅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한편 대학원에는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해 관련 산업

산학협력은 물론, AI 교육서비스 제공 및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인 AI 기업 육성 지원

을 주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에도 적극 나섰다.

이듬해인 2019년 9월 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신경과학-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KAIST Center for Neuroscience-inspired AI)’를 개소하여 발

4차 산업혁명 실증을 위한 최적의 국가 대한민국, 최적의 대학 KAIST

달인지·뇌과학 실증 연구와 뇌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AI에 이식해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높은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하계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6월 27일 중국 다롄에서 열렸

수준의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다. 이때 KAIST는 아시아 4차산업혁명센터 라운드 테이블을 주도했으며, 신성철 총장과 클라

이어 KAIST는 ‘대한민국 AI 1등 국가’를 위해 산·학·연구기관과 손잡고 국내 AI 산업의 경쟁
력 강화에 나섰다. KAIST는 2020년 2월 20일 KT·현대중공업지주·한양대·한국전자통신연구
원(ETRI)과 ‘1등 국가를 위한 공동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I One Team’을 결성했다. 이후 각 기

우스 슈밥(Klaus Schwab) WEF 의장은 “대한민국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을 현실에서 실증해낼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는 공감대 아래 중장기적 협력을 약속했다.
KAIST는 같은 해 7월부터 WEF 4차산업혁명센터와 협력 MOU를 맺고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

관은 AI 생태계 조성 및 AI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이
뤄지고 있는 AI 산업에서의 경쟁력 격차를 좁히는 데 힘을 모았다.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개소식 2018.12.10.

이 같은 노력을 기반으로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분야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
된 KAIST는 같은 해 8월 26일 최고급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대학원을 개원했다. AI대학원은
‘글로벌 리더급 AI 핵심인재’와 주력산업을 혁신하는 ‘AI+X(헬스케어·자율주행·제조·보안·이머징 등 5개 중
점연구 분야)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두 전략을 병행·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AI 선도대

학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2020년 3월부터 신입생을 교육한 AI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석사·박사 및 석·박사통합 3개
학위과정을 개설했다. 또 역시 국내 최초로 18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AI 전문 커리큘럼 등 AI
코어 지식에 다른 학제를 연계하고, AI 핵심기술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과 실질적인 인
턴십 활동을 통해 ‘현장을 잘 아는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과과정을 설계했다. 특히 ‘글로벌
리더급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1학기 이상 국내·외 유수의 AI 기업과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해외 저명 AI 연구자와의 공동·방문 연구를 졸업
요건으로 의무화했다.
한편 AI대학원은 성남시의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과 연구 인력을 투입, 2019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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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설립해 관련 주요 기술 모니터링과 정책 개발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인정
받아 대한민국 정부와 WEF 간 공동협력체제를 마련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다.
KAIST는 WEF과 공동으로 2017년 10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의 미래와 포용적 성장’ 라운드 테이블을 주최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은 4차 산업혁명과

리더로의 도약’을 주제로 한 리더십 라운드 테이블에서 신생 기술 규제 거버넌스, 혁신 생태계
2018년 9월 18일 중국 톈진에서

조성 및 공동 번영, 정부와 공공기관의 혁신 정책 실험 등에 관해 토론을 가졌다.

열린 WEF 하계 포럼에서
KAIST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아랍에미리트와의 깊은 인연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협력

추진 현황 및 국가 전략을

관련해 WEF가 한국에서 직접 기획·주관하는 첫 행사였으며, WEF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소개하고, WEF와 공동으로

- KAIST-KU 공동연구센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KAIST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맞춤형 중소기업 4.0 프로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

KAIST가 2010년부터 원자력공학과 개설과 교과과정 개발 등을 지원한 이후, KAIST와 아랍에

트’에 대해 소개했다. 이 회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대

혁신을 위한 아시아지역 협력을

미리트 칼리파대학 간 국제공동연구 협력 과제는 2019년 초까지 원자력·ICT·전기·기계·재

응 전략을 수립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모색하는 ‘아시아 세션’을

료·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00여 개에 달했다. KAIST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칼

주관했다.

리파대학 등 아랍에미리트 3개 이공계 대학·대학원이 통합해 교명을 KU(Khalifa University of Science

같은 해 11월 1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WEF 주관 글로벌미래협의회에 참가한 신성
철 총장은 WEF 측 요청으로 슈밥 의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슈밥 의장은 한국

and Technology)로

에서 공동 개최한 라운드 테이블 결과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세계 최고의 5G 이동

자이드 알 나흐얀(General H.H.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가 KAIST로부터 명예 과학

통신 기술, 반도체 메모리 기술 등을 갖춘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

기술학 박사학위를 받으며, KAIST와 아랍에미리트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다.

있는 국가”라고 거듭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칭하며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 5월에는 방한한 모하메드 빈

신성철 총장은 2018년 2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EF 연차총회에서 사라 알 아미리(Sarah

한편 슈밥 회장은 2018년 4월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4차

Al Amiri) 아랍에미리트 첨단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 확대를 원

산업혁명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WEF가

하는 UAE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KAIST는 2019년 4월 8일, 칼리파대학과의 4차 산업혁

설립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4차산업혁명센터와의 공동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KAIST를 협

명 관련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KAIST-KU 공동연구센터(KAIST-KU Joint Research Center)’를 아

력 추진 기관으로 지정했다.

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칼리파대학 내에 개소했다.

2018년 9월 18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WEF 하계 포럼에서 KAIST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추

‘KAIST-KU 공동연구센터’ 개소는 약 10년간 이어진 KAIST와 칼리파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의

진 현황 및 국가 전략을 소개하고, WEF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 혁신을 위한

큰 결실이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였다. 양교는 공동연구센터 개소를 계기

아시아지역 협력을 모색하는 ‘아시아 세션’을 주관했다.

로 스마트 헬스케어와 스마트 교통플랫폼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동연

이후 WEF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양해각서를, KAIST와 실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파트

구와 교육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너십을 바탕으로 KAIST는 12월 10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생태계 구축과 글로

2019년 7월 5일에는 KAIST 내에도 ‘KAIST-KU 공동연구센터’를 개소하고, 2010년부터 지속해

벌 공동연구 및 정책 개발 플랫폼으로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Korea Policy Center for the Fourth

온 교육·연구 협력 사업을 제2단계 협력 사업으로 격상시켜 과학기술개발 관련 R&D 협력을 더

Industrial Revolution)’를 개소했다.

욱 강화하고 체계화했다. KAIST 내 공동연구센터는 양교의 스마트 헬스케어 및 스마트 교통플랫

무라트 손메즈(Murat Sonmez) WEF 4차산업혁명센터장, 쉴라 워렌(Sheila Warren) WEF 4차산업혁
명센터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소장을 포함한 주요 참석 인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200

폼 분야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제반 지원은 물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확대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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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600만 달러 차관 지원으로 설립된 개발도상국 대학 KAIST

3. ‘원조받는 대학’에서 ‘원조하는 대학’으로

가 반세기 만에 ‘원조받는 대학’에서 ‘원조하는 대학’으로 변모한 것이다.
교육·연구 혁신모델 전체 케냐 수출
2018년 11월 30일, KAIST의 교육·연구 혁신모델 전체가 해외에 수출되기에 이르렀다.

교육·연구 프로그램 사우디아라비아 일괄 수출

KAIST는 케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주하고 ‘콘자 기술혁신도시(Konza Technopolis) 개발청’이

“대외 원조사업을 통해

개교 이후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 경제의 초고속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KAIST의 과학

시행하는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 컨설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날 케냐 정부

설립된 지 반세기 만에

기술 교육은 이미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모델로 부각되었다. 일본은 1990년

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중동이나 중국에 교육·연구 관련 프로그램을 일부 수출한 적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KAIST’를 모델로 ‘JAIST(일본과학기술원)’을 설립했으며, 홍콩과기대 및 싱가포르 난양공대가 역

선도대학으로 도약한

은 있었지만 교육·연구 모델 100% 그대로를 수출하는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은 케냐 정부가 ‘아프리카 실리콘밸리’ 건설을 목표로 나이로비 인근

KAIST의 성공적인

시 KAIST를 롤모델로 1991년 문을 열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터키 등 중동 및 아프리카·중

발전모델을 개도국에

남미 각국으로부터 잇단 러브콜을 받는 등 새로운 고등교육서비스 수출모델이 되었으며, 마침

에 조성 중인 콘자 기술혁신도시의 핵심 주력 사업이다.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

전수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내 칼리파대학에 교육프로그램을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차관을 제공받아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070억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KAIST는 사우디아라비아의 MBSCSAI(Prince Mohammad Bin Salman College of Cyber

원(약 9,500만 달러) 규모로, KAIST 컨소시엄이 계약 체결을 마친 교육·건축설계와 감리·연수 분

Security, AI, and Advanced Technologies)와

야에만 모두 106억 원(945만 달러)가 투입된다. 2019년 2월 12일, KAIST는 케냐 수도 나이로비 인

결했다. MBSCSAI는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가 미래의 공학 인재양성을

근 콘자 기술혁신도시에서 케냐과학기술원 건립을 위한 컨설팅 사업 분야 킥오프 미팅을 가졌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대학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해외 유수 대학

다. 이 자리에서 신성철 총장은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밝혔다.

의 공학 커리큘럼을 분석한 결과 KAIST와 미국 스탠퍼드대·카네기멜론대에 교육과정 설계를

“대외 원조사업을 통해 설립된 지 반세기 만에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도약한

로봇공학 학사과정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

의뢰했다.

KAIST의 성공적인 발전모델을 개도국에 전수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케
냐과학기술원이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을 통해 과

국내 대표 연구중심대학의 위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지키기에 나서다

학기술 기반 ODA 차관사업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케냐의 근대화에 KAIST가 기여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설치

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 첨단 지식산업의 지경(地境)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THE는 2017년 7월 5일,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호주·뉴질랜드 등 13개 국가

계약 이후 KAIST는 2020년부터 36개월간 기계공학, 전기및전자공학, ICT 공학, 화학공학·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대학순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그 결과 KAIST는 국내

토목공학·농업생명공학 등 6개 핵심 학과와 공통 기초과학 프로그램 설계, 교육·실험 및 일반

1위, 아시아-태평양지역 13위를 차지했으며, 서울대(14위)·포스텍(15위)·성균관대(21위)가 뒤를 이

기자재 공급 계획, 산학협력을 포함한 대학 경영계획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를

었다. 2019년 4월 3일에는 THE가 발표한 ‘2019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KAIST가 ‘산업·혁

바탕으로 케냐 정부는 2021년 케냐과학기술원 건립을 추진했으며, 2030년까지 중진국 도약을

신 및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UN이 2015년 채택한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인 ‘케냐 비전 2030’을 수립해 이공계 핵심인력 양성에 매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하고자 했다.

된 이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는 때마침 KAIST에서 열리고 있던 ‘2019 KAIST-THE 이노베이션

202

지표로 대학의 사회적·글로벌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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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서밋’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다. 2020년 9월 QS 대학평가에서 KAIST는 세계 39위, 아
시아 9위에 랭크되었다.
2019년 5월 28일에는 미국에서 출원한 특허 건수를 분석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미
국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국내 대학으로 KAIST를 선정했다. 총 1만 2,941건 중 KAIST는 전

그리고 이와 연관된 중견·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지원과 자문을 위해 자문단장 1명과 기술분
KAIST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과장 5명, 명예교수와 현직교수 등 100여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 기술분과는 첨단소재, 화

기반 경제 강국 전략’을 주제로

학·생물, 화공·장비, 전자·컴퓨터, 기계·항공 5개 전문 분야로 세분화해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도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록 했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체의 17.8%에 해당하는 2,297건을 기록했으며, 서울대(1,791건), 포항공과대(1,217건), 연세대(1,059
건), 성균관대(85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KAIST는 2019년 10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

기술 기반의 경제 강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계·학계·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기술 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원천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대학 R&D 분야 ‘아시아 최고 지식재산 리더’로 선정되어 지식재산권 경영에 관한 우수성을 세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안했다. 특히 KAIST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기반 경제 강국 전략’을 주제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지식재산권 경영에 대한 정량적 성과와 그간의 노력을

전략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 기반의 경제 강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KAIST는 2019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지식재산 전문가 연례행사(IPBC) 아시아 2019’에서

인정받아 ‘특허 품질경영 우수기관’ 및 ‘공공특허 기술이전 우수 연구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KAIST는 2019년 한 해 동안 56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총 101억 8,300만 원의 기술이전료 수
입을 달성하여 2위(서울대, 88억 원) 및 3위(고려대, 54억 원)와 큰 차이를 보이며 1위에 올랐다. 국
내 대학이 연간 기술이전료 수입 100억 원을 달성한 것은 KAIST가 최초였다.
이 같은 국내 대표 연구중심대학의 위상을 바탕으로 KAIST가 대한민국 지키기에 나섰다.
일본은 2019년 7월과 8월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대상 국가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활동 보고회
2019.12.30.

등 연이어 비상식적인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함께 극복해야 할 공통의 문제였다.
2차 경제보복 발표 다음 날인 2019년 8월 3일 신성철 총장은 KAIST 전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서한을 통해 “과거 무력이 주도하던 시대에는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전사였지만 4차 산업혁명 기
술패권 시대에는 과학기술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틀 후인 8월 5일, KAIST는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비상간부회의
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KAIST는 반도체·에너지·자동차 등 주요산업 분야 핵심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KAIST Advisors on
Materials & Parts)’을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이어 곧바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은 일본의 수출규제 영
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유력한 1,194개 품목 중 우선 주요 159개 소재·부품 관리 품목에 주목했다.

204

205

KAIST 50년사 | 통사

제5장 개교 반세기,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으로 가는 길 [2017~2021]

램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했으며, 4월 7일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온라인 수업 지원

4.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겨낼 수는 있다 - ‘코로나 19’ 사태와 극복의 의지

단’을 구성해 약 한 달간 운영에 들어갔다.
3월 16일부터 사전 녹화된 강의 콘텐츠와 실시간 쌍방향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해 학부생과

‘코로나 19’ 사태와 전면 원격수업 결정
KAIST가 학생 생활 안정과 구성원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KAIST 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든 강의를 원격수업으로 진행 중이던 KAIST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생뿐 아니라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경험해보

와 유용한 활용 방안을 지역사회 중·고교 교사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해

지 못한 팬데믹(pandemic)을 맞아 KAIST 캠퍼스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모든 학생과 교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했다.

직원의 대학 생활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았다.
KAIST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최소 2주 동안 원격수업을 운영하기로 했다가 3월 13일 이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휴먼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협력 방안 모색

결정을 바꾸어 ‘코로나 19’가 진정될 때까지 원격수업을 무기한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학

2020년 4월 22일 열린 KAIST 글로벌전략연구소와 WEF가 공동 주최한 국제포럼 주제는 ‘코

생들과 구성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로나 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이었다. 방역과 의료의 문제를 넘어 정치·경제·산업 및

KAIST는 학생들의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부생들의 생활관 거주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쳐 야기된 국제사회의 위기를 예측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도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던 학부생들 전원을 퇴실시켰다. KAIST는 퇴

대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코로나 19’ 사태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뤄

실 학생 귀가를 위해 버스를 지원하고, 이미 납부한 생활관비도 반환했으며,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지가 없는 학생, 내국인 중에서도 대구나 청도 등 고위험지역 학생들은 기숙사에 잔류하
도록 지원했다. 교직원의 경우 휴원 또는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재택근
무, 자녀 돌봄 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차 출·퇴근제 시행과 함께 점

코로나19 극복 국제 포럼
2020.04.22.

심시간 시차 운영을 활용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중·고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 지원
2020년 3월 30일 신성철 총장이 국내 4대 과학기술원 총장들과 함께 4개월간 급여 30%를 반
납하기로 결정하는 등 K
 AIST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이어갔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전국 초·중·고교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KAIST는 디지
털 기술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중·고교 교사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KAIST는 2020년 4월부터 일선 현장의 중·고교 교사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쌍방향 화상 원
격수업이 가능한 프로그램(툴, Tool)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시작했다. 먼저 4월 3일 KAIST 캠퍼스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소재 38개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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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왔지만 국제적인 기업과 단체, 교육기관이 뜻을 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맨 처음 시도되는 사례였다.

제5장 개교 반세기,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으로 가는 길 [2017~2021]

2020년 학위수여식, 개교 이래 최초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개최

이어 2020년 6월 24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의 교육 혁신’을 주제로 2차 국
제포럼을, 같은 해 9월 9일에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휴먼: 의료·바이오 혁명’을 주제로 3차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세 차례 국제포럼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
으며, 유튜브 스트리밍 실시간 중계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KAIST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2020년 8월 19일 12명이었던
위중·중증 환자는 이후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KAIST 의과학대학원 연구팀
이 9월 7일 ‘코로나 19’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bio-marker)’
를 발견해 중증 ‘코로나 19’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기대감을 높였다. 이 연구팀은 유전자 발현
옴니버스(GEO)에 공개된 ‘코로나 19’ 감염 경증 및 중증 환자의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 존재하는
단일 세포 유전 정보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곰팡이나 세균 감염에서만 중요성이 알려진 반면
바이러스 감염 시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호중구의 과활성화로 인해 중증
‘코로나 19’가 발생함을 밝혔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행사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입장객
고급 과학기술 인력 6만 6,676명 - 개교 이래 최초의 언택트·온라인 학위수여식

의 발열 및 소독 상태를 점검했으며, 이동 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이

‘코로나 19’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잠정 연기한 지 6개월 만인 2020년 8월 28일에 열린 학위수

밖에도 행사를 전후해 실내외 방역 소독을 하고 참석자를 위해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코로

여식은,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개교 이래 최초의 언택트

나 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Untact) 및 온라인 중계 방식, 이른바 ‘온택트’ 졸업식이었다.

KAIST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졸업생 대표 67명을 포함해 주요 보직교수와 진행 요원 등
110여 명 규모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준

이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721명, 석사 1,399명, 학사 726명 등 총 2,846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KAIST는 지난 1971년 설립 이래 박사 1만 3,750명을 포함해 석사 3만 4,182명, 학사 1만
8,744명 등 총 6만 6,676명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배출하게 되었다.

수해 학위수여식 행사장을 대전 본원 대강당과 창의학습관 터만홀, 학술문화관 정근모 콘퍼런

이날 박사학위 수여자 가운데는 메쿠리아 테클레마리암(Mekuria Teklemariam) 에티오피아 국무

스홀 등 세 곳으로 분산 개최했으며, 행사장마다 50인 이하로 입실한 인원은 적정 거리를 유지

총리 자문 장관도 있었다. 40세에 도시개발주택부 장관으로 취임해 에티오피아 역사상 최연소

한 상태에서 학위수여식에 참여했다. 각 행사장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연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운 그가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선택한 성공 롤모델은 대한민국, 그리

결해 식순을 진행하고, 전체 현장은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KAIST는 특히

고 KAIST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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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KAIST 캠퍼스 건립사업 기공식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중심 대학’, 그 평가에 부응하다
2020년 9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Advanced Materials)’는

2021년 2월 개교 50주년을 맞는 KAIST

의 인공지능센서·바이오·차세대반도체 등 혁신 기술을 집
중 소개하는 <KAIST 50주년 기념특집호(50th Anniversary of
KAIST)>를

발간했다. 이 특집호는 재료·인공지능·전자·생명

공학 등 미래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
두고 있는 KAIST 교수 17명의 리뷰 논문과 함께 세계적인
과학기술 선도기관으로서의 연구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아
울러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KAIST 비전
과 성과,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KAIST는 2019년에 Nature Index에서 세계 4위 Top Young
대학으로, 지난 10년간 관련 분야에서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 선도연구기관이다. 638명의 전임 교수들
과 6만 2,000여 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한국의 산업계와 학
계를 이끌고 있다.”
KAIST가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2020년 11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
연구원(IBS)의 KAIST 캠퍼스 연구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IBS
KAIST 캠퍼스는 연구단의 안정적이고 연구자 친화적인 연
구 환경 구축을 위해 1만 7,000㎡(5,143평) 부지에 연면적 2만
5,529㎡(7,723평),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22년 4월 준공
을 목표로 삼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 연구시설은
우수한 연구 인력 유치와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
구·교류·휴식공간이 통합된 스마트 캠퍼스형 공간으로 조
성되고 있다.

210

211

KAIST 50년사 | 통사

제3절 대한민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낼 100년

제5장 개교 반세기,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으로 가는 길 [2017~2021]

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수많은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스마트폰, 각종 벤처산업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 전반에 스며드는 혁신을

1. 50년의 성상(星霜), 100년의 상상(像想)
KAIST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실험
KAIST가 개교한 이후 쉰 번 별(星)이 한 해를 돌고, 쉰 번 서리(霜)가 내렸다. 이제 KAIST는 50년
의 성상(星霜)을 뒤로 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미래 100년에 대한 상상(像想)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때이다.
한국전쟁 이후 맥아더 장군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데 최소한 100년이 걸
릴 것이라 예언했다. 그도 그럴 것이 1967년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94달러로, 전쟁
후 10년이 경과했지만 당시 케냐 1인당 국민소득(95달러)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50년의 세
월이 흘러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2019년 기
준으로 여전히 아프리카 국가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3만
1,816달러로 50년 만에 약 300배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서방 주요국(G7)이 아니면서도 소위 ‘3050클럽’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30-50클럽’이란 미국·독일·영국 등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로, 전 세계에 7개 나라에 불과하다.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경험은 1971년 KAIST(당시 한국과학원, KAIS) 설
립과 떼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농업에서 경공업,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근대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에 명시한 “과학
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역할과도 직결된다. KAIST 설립 근간이 된 터만보고서는 바로 과학기술 입국(入國)이라는 기치
아래, 상아탑 대학을 지양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고급 연구
및 교육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창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50년간 KAIST는 고급 인재의 두뇌 유출을 막고 자생적인 과학기술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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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 마지막 장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가 일찍

제5장 개교 반세기,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으로 가는 길 [2017~2021]

KAIST 구성원들이 상상한 미래 50년

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의 대학원으로서 출발한 과학원이 기존 교육체계에서는 불가
능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성장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실험은 모험을 감내하겠다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한 트랜스휴먼(transhuman)의 실현

는 구성원들의 진취적 동의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양자컴퓨터 이용 초고속 백신 개발로 팬데믹으로부터의 해방

돌이켜보면 성공 스토리이지만 실패와 좌절, 위험과 위기가 상존하는 도전의 과정이었다. 터
만보고서에서 ‘한 세대만에 풍요로운 중진국으로 도약하리라’고 낙관한 나라가 사실은 100년
이 넘어도 재건이 어려울 정도로 비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은, KAIST의 성취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밀가루 한 포대가 아쉬웠던 시절 해외 지원금을 과학기술에 과감히 투자
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실험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능화·자동화로 인한 소득·자산 격차, 교육·지위 세습으로 사회 양극화 절정
•달과 화성에 인류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생존 시스템 개발
•원스톱 암 제거 등 첨단 방사선 진단·치료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
•인간과 안드로이드 구분을 위한 ‘감정이입 검사법’ 개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오감을 직접 자극하는 혁신 소재 발명
•기후변화 한계치 도달로 인해 에너지·식량 자원 쟁탈전과 글로벌 금융·무역시스템 붕괴
•서울-뉴욕 2시간 주파 등 초고속 운항 기술로 ‘국가’의 경계 소멸

KAIST가 내다본 미래 50년

•인간의 의식이나 기억을 백업해 기계에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디지털 불로장생 구현

2차 대전 이후 과학기술 기반 경제근대화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 대한민국은 1980년대 민주

•주거·생활·직업·레저 등 한 곳에서 복합 활동을 영위하는 복합 주거 공간(hybrid dwelling space)의 탄생

화, 1990년대 정보화를 거쳐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했다. 1970년대 경제개발

•성장의 한계로 인한 ‘규율과 절제’의 보존사회
•홀로그램 보편화 등 완전한 가상현실 구현에 따른 시공간 제약으로부터의 해방

초기 KAIST는 산업화 과정에서 기술 자립과 핵심 과학기술인력 공급이라는 중추적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후 30여 년간 정치 민주화, 경제 세계화, 사회 다원화의 물결 속에서
KAIST는 산업화 시기 경제 부흥을 위한 기술 개발을 넘어 기초과학 연구를 통한 지식의 지평
확대, 창의적 과학교육과 과학 문화 창달,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과학기
술 등 점차 그 역할을 넓히며 줄기차게 달려왔다.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데에 있어 교육기관인 KAIST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대학의 미래
이다. 왜냐하면 KAIST가 가장 직접적으로 국가와 인류에 공헌하는 방법은 바로 미래 사회를

그 속에서 KAIST는 한결같이 시대를 앞선 혜안으로 미래를 앞당기는 혁신을 추구해왔다. 이에

품고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 팬데

개교 50주년을 맞아 KAIST는 50년 후인 2071의 미래를 상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래의 상상

믹으로 대학 교육이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원격교육이 하루아침에 뉴노멀

은 종종 사이언스픽션(SF)이라는 공상으로 소비되지만,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혁명적

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실 원격교육의 기원은, 우편엽서로 속기를 가르친 1700년대 초로 거슬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혁신의 원동력이자 동시에 다가올 재앙과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러 올라가지만, 대규모 온라인 공개수업 플랫폼(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은 2010년대에 들

노력이다. 유토피아를 소망하는 미래 예측에는 과학기술로 더욱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투

어서야 본격화되었다. 이 역시 일부 혁신적인 대학에서만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수준이었지만

지가, 디스토피아를 우려하는 미래 예측에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코로나 19’로 온라인 강의는 하루아침에 대학 수업의 상수(常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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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대학 교육에 몰고 온 충격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며 끈질기게 시대에 적응
해온 대학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상상을 하게 자극하고 있다.
대학의 소멸이 허구가 아닌 현실이 될 것인가?
2071년 KAIST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대학으로서의 KAIST가 변화해야 할 지점을 아래와 같
이 살펴보았다.

대학으로서 KAIST의 교육·연구 변화의 지점들

•경쟁하며 수월성을 추구하기보다 협동하고 융합하며 창의성 발휘
•주요 교과목의 모듈화를 통해 새로운 조합의 신개념 교과목 생성
•포스트 AI 시대 융합연구 및 교육을 위한 X+Computing 커리큘럼
(예: 산업디자인+Computing, 기계+Computing)
•지식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insight)과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관점(perspective)을
지닌 인재 교육
•200조 가치 대기업 한두 군데 초점을 맞춘 협업 구조에서 1조 가치 100~200개 중견기업과
협업하는 구조
•단위 지식, 기술을 넘어서는 초지식, 메타지식의 추구
•학문적 다양성이 높은 구성원을 확보해 학술적·문화적 스펙트럼을 확장
•팬데믹 시대 국경·교통 통제로 인한 국내 제조업의 르네상스와 환골탈태(스마트 지능화)에
부응하는 자동화 기술 연구
•전공이 다른 복수지도교수제 도입
•학문적 성취와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연구
•학과 간 공동연구를 위한 10년 융합 기본연구비
•정량적 평가보다 가치 지향 평가로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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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장기 발전계획은 KAIST의 비전과 실행 계획을 담은 전략 문서로서, 북두칠성처럼
KAIST의 현 좌표를 점검하고, 시대를 성찰하여 KAIST의 새로운 역할과 사명을 모색하고, 미래

KAIST는 대학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설립부터 터만보고서라는 중장기 청사진을 담은 계획을

를 준비하는 도전과 혁신의 나침반이 되었다.

근간으로 뚜렷한 전략성을 추구해왔다. 이는 KAIST가 한국과학기술원법으로 설립된 대학이자

사실 중장기 계획의 대부분이 반복되고 비슷한 목표와 전략이 많아 보이지만, 이는 과거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답습이 아니라 과거의 발전적 계승이었다. 이들 계획의 수립 과정은 창의적 고급 과학기술인

기존의 교육 중심 국공립대학이나 민간 재단 출연의 사립대학과 달리 KAIST는 설립 때부터 국

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와 세계 최초(the First)·최고(the Best)·유일(the Only)의 연구로 국가

가 전략적 연구개발과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그 임무의 하나로 설정하고 중장

와 인류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근본적 사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과정이기

기적 발전 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해왔기 때문이다.

도 했다.

설립 사반세기에 이르러 KAIST는 2000년대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1990년대 판 터
만보고서로 <KAIST 장기발전 전략: 1994~2005> 수립을 추진했다. 동 계획에 앞서 1990년 9
월 설치된 ‘장기발전 및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한국과학원 장기발전계획(안): 1992~2001>
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주로 행정개혁 등 학내 현안에 초점을 두어 장기적 비전이나
계획이 부족하고 구성원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1993년 5월 ‘장기발전위
원회’가 설치되었고 ‘KAIST 21세기 Vision Workshop’ 등 학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KAIST
장기발전 전략: 1994~2005>을 수립했다. ‘세계 초일류의 연구중심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운 이
계획은 1994년 10월 임시이사회에서 보고, 확정되었다. 주목할 것은 설립 20년이 지난 시점에
KAIST는 이미 한국을 넘어 세계 선도대학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KAIST는 중장기 청사진을 좀 더 체계적인 형태로 주기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
다. 원장 시대를 마감하고 총장 시대를 연 11대 홍창선 총장 시절 ‘KAIST Vision 2010’을 수립했고,
12대 러플린 총장 부임 직후에 ‘KAIST Vision 2005’를, 13대 및 14대 서남표 총장 시절에 ‘KAIST
발전 5개년 계획’ 및 ‘KAIST Vision 2025’를, 15대 강성모 총장 재임기에 ‘KAIST 중장기 발전계획’
을 각각 수립했다. 최초의 동문 출신 총장인 16대 신성철 총장은 취임 직후 제2의 도약을 위한 청
사진으로 1년에 걸쳐 ‘KAIST Vision 2031’ 수립 작업을 진행했다. 이전의 중장기 계획을 발전적으
로 계승하면서 최대 규모의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과 국민과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2018년 3월
공식 선포한 ‘KAIST Vision 2031’은 대한민국을 넘어 과학기술을 통한 인류사회에 대한 기여로써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 대학이라는 KAIST의 미래 비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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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 |

KAIST
장기발전 전략

KAIST
VISION 2010

KAIST
VISION 2005

KAIST
VISION 2031

1994. 10

2004. 3

2005. 4

2018. 2

비전

비전

비전

비전

세계 초일류의 연구중심 교육기관

국가 선도모델의 세계 초일류 수준의
연구중심 이공계 대학

First, Best, the World in KAIST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

목표

목표

목표

목표 |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혁신대학

1994~2005

•세계 TOP10 수준의 학문적 탁월성 성취

•세계 초일류 수준의 학문적 탁월성 성취

•최고 수준의 교수진(Top-class Faculty) 확보

•국가관과 지도력을 갖춘 창의적 고급인재 양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고급인재 양성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Top-class Curriculum) 추진

•국제경쟁력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혁신 선도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성과 창출 •최고 수준의 기반시설 (Top-class Infrastructure) 구축

KAIST 발전
5개년 계획

KAIST
VISION 2025

[Making a Beautiful Difference beyond Imagination!]

교육혁신

연구혁신

기술사업화혁신

국제화혁신

미래전략혁신

사회적 가치 창출
창의리더 양성

인류와 국가의
난제 해결 연구

기술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

World Bridge
KAIST by 2031

How와 What을
같이 추구하는 대학

KAIST
중장기 발전계획

3. 비전 2071
2007. 2

2011. 6

2013. 10

비전

비전

비전

KAIST 설립 이래 세 차례 과거를 성찰한 기록이 있다. 이 세 기록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KAIST

인류사회 주요이슈 해결
국가 미래 먹을거리 창출

인류를 위한 지식창출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의 중심

가 당면한 주요 문제와 중장기적 도전에 대해 짚어보는 대목이 있다. 이 중에는 수십 년이 흐른

당면 과제와 도전

지금에도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는 과제도 있다. KAIST의 미래 50년 비전을 그리기 전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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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대학

목표 |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학

목표

•세계 최고의 교육제도

•미래를 여는 전인적 융합형 교육

•학문적 수월성과 창의성 갖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세계 최고의 융합연구체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연구

•지식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

•자율과 책임의 경영혁신

•화합과 협력을 통한 발전

•나눔과 협력에 기반을 둔 글로벌 캠퍼스 구축

•국제적 수준의 개방과 협력 달성

•지속 성장하는 KAIST

결되어야 하는 작업은 현재 KAIST가 당면한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도전을 짐작하는 것이다.
먼저 설립 20주년을 맞아 1991년 2월 작성된 <한국과학기술원 이십년사>에서는 KAIST가
과학기술 불모지이던 70년대에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배출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기술
주도의 공업화로 발전시킨 데 기여했지만 “정부지원 혜택의 감소로 인한 우수 교수 유치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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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색하고 과기원 간의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및 첨단기자재 확보 미흡 등으로 발전희석요인이 발생했으며, 학생병역특례의 축소, 대덕 이전
등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었음을 지적했다.
50년이 지난 현재의 시각으로 평가하자면 대덕캠퍼스 이전은 지방대 공대로 전락할 것이라
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비수도권 지역에 과학기술원 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

50년이 지난 현재의 시각으로
평가하자면 대덕캠퍼스
이전은 지방대 공대로 전락할 것

특히 최초의 과학기술원인 KAIST의 시각으로 보면 지역별 과기원 체제는 한정된 정부 예산
과 제도적 지원이 분산되어 결과적으로 초창기 집중적 투자와 지원으로 단기간에 국제경쟁력
을 획득한 과거의 성취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2020년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

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 5년 후인 1996년 1월 출간된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에서
는 “이전에 따른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기를 넘기고 기회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학생 병역특례의 축소는 최근 더욱 큰 난관으로 KAIST만이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체 우

비수도권 지역에 과학기술원
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하기 위해 과기원 통합 또는 시너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동이사제, 통합이사회, 공동사

데 성공했다.

무국 운영 등 거버넌스 혁신을 제안했다.

수 인재 유치에 커다란 걸림돌로 부상했다. KAIST 설립 당시 고등교육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5년 후인 1996년 1월 출간된

KAIST에만 적용되던 병역특례가 1981년 자연계 대학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확대되면서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

20년사 작성 시점에서 KAIST만의 병역특례 효과가 희석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사반세기–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에서도 1990년대
초 당시 석·박사과정 모두에게 부여되던 병역특례를 박사과정 일부에만 부여하는 방안에 대

련된 ‘과학기술원 혁신방안’에서는 4대 과기원 역량 분산으로 인한 기관별 경쟁력 약화를 극복

지역별 과학기술원 체제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에

•광주과학기술원(GIST) : 1993년 설립, 1995년 대학원과정 개설, 2010년 학부과정 개설

서는 “이전에 따른 많은 우려에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2004년 설립, 2011년 대학원과정 개설, 2014년 학부과정 개설

불구하고 일단 위기를 넘기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 : 2
 007년 울산과학기술대로 설립, 2011년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선정,

기회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2015년 과학기술원으로 전환

해 “과학기술원에 우수한 인재가 몰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특혜를 박탈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정부 설득 운동을 벌여 박사과정 특례 정원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 군 복무 형평성 제기 등 병역특례 유지가 더욱 어려

지역별 과기원 설립 외에도 2000년대 들어서는 두뇌한국21(BK21)사업과 세계 연구중심대학

워지고 있는 상황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수 인재들이 외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내적 동기로

(WCU)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와 더불어, 국방·안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통한 특례 유지라는

서 유일하게 해외 수준의 이공계 연구·교육 환경을 제공했던 KAIST의 차별성도 상당히 약화

취지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되었다. 게다가 KAIST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세워진 싱가포르의 난양공대(NTU, 1991년 설립)와 홍

한편 20년사에 언급된 정부 지원 혜택의 감소도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01
년 5월 작성된 <한국과학기술원 백서: 1991~2000>에서는 KAIST를 둘러싼 주요 외부적 위협
요인으로 경쟁기관의 발전으로 상대적 비교우위 감소 등에 따른 ‘특수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의 정부 지원 약화’를 들었다.
먼저 설립 초기 20여 년 KAIST만이 유일한 과학기술원으로 기능하던 시대에서 1990년대를
지나면서 특별법으로 세 곳의 과학기술원이 각 지역에 설립되었다. 인재와 자원의 수도권 집

사업 등으로 일반대학의 이공계 교육과 연구 경쟁력도 크게 증가해, 설립 초기 국내에

콩과학기술대(HKUST, 1991년 설립)가 2000년대 들어 설립 50년 미만 대학 랭킹에서 각각 1, 2위로
KAIST(3위)를 추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앞으로 정부 재원의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
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설립 50주년에 취임하는 17대 총장 선임을 앞두고 2020년 8월 교수
협의회에서 실시한 ‘KAIST 100년을 생각하는 총장’ 설문에서 바람직한 총장의 역량으로 재정
확보 역량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의미심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이 유독 심한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과학기술원 설립은 지역 인재 누수를 막고 지역 산업 연

사실 재정 확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안정적 재정 확보의 가장 큰 목적은 최

계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공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대학과의 차별성이

고 인재를 우수 교수진과 학생으로 확보하고 최고의 교육·연구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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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은 기술과 시장의 승자독식으로 인해 최고 인재 유치

그 성원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고 KAIST는 대한민국을 빛낸 50년을 넘어 인류를 빛낼 100년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 경쟁에서 밀릴 경우 산업화·정보화 시기와는 비교할

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우리 국민이 무한한 자긍

수 없을 정도의 양극화로 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심을 느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서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의 최선봉에 설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인류사회의 미래로

반세기 전 대한민국의 미래였던 KAIST가 이제 인류사회의 미래를 꿈꾸는 것, 바로 글로벌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 선진국의 기술과 산업을 발 빠르게 추격하던 시절에는 남이 찾아

가치창출 선도대학의 비전이다. 그 비전에 KAIST를 거쳐 간 7만여 명의 졸업생과 1만여 명의

놓은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기술을 비롯

재학생, 1,400여 명의 교직원이 함께 하며, 교가의 한 구절을 되새긴다.

해 여러 분야에서 더 이상 뒤쫓아갈 선진국이 없다. 즉, 무엇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스스로
찾아야 하는 선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KAIST는 ‘문제를 정의하는 대학’으로서 새로운 시대적·국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패스

반만년 역사 속의 웅지를 펼치는 진리의 전당
전진하는 인류의 횃불

트 팔로워(fast-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의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것이다. 그 길은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doing things right) 교육과 연구가 아니라, 진
짜 문제를 찾아 최초, 최고, 유일에 도전하는(doing right things) 인재를 기르는 것, 그 속에서 지식
의 즐거움과 실사구시의 보람을 통해 과학기술이 문화로 정착하는 진정한 과학 선진국을 이루
는 과정이다.
그간 과학기술이 경제산업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살 만한 나라로 만들었다면 미래 50년 과학
기술은 정치·경제·사회 그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
다. KAIST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실험은 과학기술 기반 경제근대화로써 수많은 개도국에 희
망을 불어넣었다. 이제 KAIST는 한반도를 넘어 인류 공통의 난제 해결을 위한 포용적 혁신, 모
두를 위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KAIST가 본연의 설립 목적과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성원과 KAIST 구성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KAIST가 거둔 성과에
대해 신성철 총장은 “KAIST의 동문과 졸업생, 모든 구성원뿐 아니라 KAIST의 설립이념을 지
지해준 모든 분들, 특히 KAIST를 사랑하고 신뢰해준 모든 국민의 노력이 바탕이 된 결과”라고
밝히고, “개교 50주년을 맞아 그 국가적인 성원에 보답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질 것”이라고 강
조했다.

224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