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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5개국 및 국내 청년과학기술도가 함께 한 2017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oung Generation Forum - 2017)의 

성공적인 개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이 한 YGF는 한민족 청년과학기술도가 한 

자리에 모여 과학기술의 비전을 토론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만들어 가는 뜻 깊은 만남의 장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19개국 1,664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그들은 

이제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YGF는 특히,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와 연계·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재외 한인 청년과학도들이 모국의 청년과학도들과 함께 연차대회의 4개 심포지엄인 

‘미래인재·일자리 창출’, ‘융복합 연구혁신, ’창업·산업혁신, ‘포용적 혁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 선배 과학기술자들과 함께 한 연차대회에서 그들의 참신하고 당당한 

의견을 펼쳐내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의 학생대표 발표, 과학기술 관련 기관방문 

및 문화탐방 등을 통해 민족 유대감을 결속하고 과학기술로 하나 될 수 있는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앞으로도 과총은 차세대 한인과학기술자 양성과 교류 활성화, 글로벌 협력 네크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YGF-2017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한민족 청년과학기술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YGF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명자

국내 · 외 과학기술인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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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청년과학기술자들의

만남의 장을 통하여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해외동포 청년과학

기술자들과 국내 청년과학기술자들 간의 글로벌 상호 네트워킹 

구축을 목표로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oung Generation Forum,

YGF)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을 통해 더 많은 재외동포 청년과학   

기술자들과 국내 청년과학기술자들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민족 청년과학기술의 밝은 미래,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이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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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상호 교류의 장 마련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들과 국내 전문가들 간의 

과학기술 비전에 대한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

전문가 네트워킹 협력체계 구축

및 과학기술 교류 증진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 간에 네트워킹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Global Leader로서 자질 함양 

및 첨단 과학기술의 상호 교류에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짐

교류를 통한 민족 유대감 형성

젊은 재외동포 과학기술자들이 모국 과학기술 발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국내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민족 유대감을 증진

01

02

03

2017
YGF 비전

2017
YGF 목적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을 통한

글로벌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기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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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YGF 연혁

2017. 7
•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와 

연계한 그룹토론 및 패널 발표

 참석 : 89명(참가국 16개)

2010. 7
참석 : 120명(참가국 12개)

2009. 7
참석 : 109명(참가국 12개)

2008. 7
참석 : 100명(참가국 12개)

2016. 7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아두이노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참석 : 67명(참가국 14개)

2015. 6
•세계과학청년정상회의 개최

 참석 : 100명(참가국 11개)

2014. 7
•싱가포르 신규 참가

•YGF Alumni 창립준비단 발대식 개최

 참석 : 108명(참가국 15개)

2013. 7
•핀란드, 네덜란드 신규 참가

• 국내·외 우수 참가자 각 1명씩 선발하여 UKC 또는 

EKC 참가 특전 부여

 참석 : 106명(참가국 14개)

2011. 7
•YGF 개최 10주년 기념 Startup Springboard 48 개최

 참석 : 110명(참가국 13개)

2012. 7
• YGF 1회 참가자 이주성 KAIST 교수 

 그룹토론 및 발표 사회자로 참가

•국내 4년제 대학으로 참가대상 확대

 참석 : 117명(참가국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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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YGF 주요성과

“국가별 과학기술 교류를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인의 인적 네트워크의 초식을 다집니다.”

 재외동포 차세대 청년과학기술자 및 국내 청년과학기술자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교류의 

장 마련

 국가별 학생대표의 자국 소개 및 과학기술 동향 발표를 통해 참가자들 간의 상호   

교류협력 체계 구축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의 4개 심포지엄인 ‘미래인재 · 일자리 창출’, ‘융복합 

연구혁신’, ‘창업 · 산업혁신’, ‘포용적 혁신’을 주제로 자체 그룹토론 및 해당 심포지엄에 

패널 토론자로 참여

  경기 지역 문화 탐방을 통하여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들이 모국 역사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상호 교류를 통하여 민족 유대감을 고취

2007. 7
•오스트리아 신규 참가

 참석 : 109명(참가국 12개)

2005. 7
•국내 10개 대학으로 참가대상 확대

 참석 : 107명(참가국 11개)

2003. 7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신규 참가

 참석 : 111명(참가국 7개)

2002. 7
• 미국, 한국에서 한민족 청년과학도들이 

모여 첫 YGF 개최

 참석 : 58명(참가국 2개)

2004. 7
• 프랑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신규 참가

 참석 : 110명(참가국 12개)

2006. 7
참석 : 133명(참가국 11개)

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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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YGF 개최 실적

년도 기간 장소 참가국 참가인원

2017 7/4~7/8
서울 라마다 호텔, 

코엑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싱가포르, 한국

국내 : 28 / 국외 : 61
총 : 89명

2016 7/11~7/19
서울(과총, 코엑스)

대전, 경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한국

국내 : 24 / 국외 : 43
총 : 67명

2015 6/29~7/2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코엑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스웨덴, 한국
국내 : 57 / 국외 : 43

총 : 100명

2014 7/8~7/11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코엑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싱가포르, 한국

국내 : 37 / 국외 : 71
총 : 108명

2013 7/1~7/6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부산 벡스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 한국
국내 : 39 / 국외 : 67

총 : 106명

2012 7/2~7/7 서울 캐피탈 호텔, 코엑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호주, 한국

국내 : 30 / 국외 : 87
총 : 117명

2011 7/4~7/9
서울 캐피탈 호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호주, 한국

국내 : 32 / 국외 : 78
총 : 110명

2010 7/5~7/10
대구 인터불고,

EXCO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한국
국내 : 36 / 국외 : 84

총 : 120명

2009 7/6~7/10 서울 캐피탈 호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한국
국내 : 36 / 국외 : 73

총 : 109명

2008 7/14~7/19 서울 캐피탈 호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한국
국내 : 28 / 국외 : 72

총 : 100명

2007 7/9~7/14
서울 캐피탈 호텔, 

코엑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한국
국내 : 37 / 국외 : 72

총 : 109명

2006 7/18~7/22 서울 캐피탈 호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
국내 : 43 / 국외 : 90

총 : 133명

2005 7/4~7/9 서울 캐피탈 호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
국내 : 38 / 국외 : 69

총 : 107명

2004 7/5~7/10
서울 캐피탈 호텔,

경주 힐튼호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호주, 한국
국내 : 37 / 국외 : 73

총 : 110명

2003 6/30~7/5
서울 캐피탈 호텔,

(주) POSCO 포항 인재개발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국내 : 37 / 국외 : 74
총 : 111명

2002 7/8~7/13
서울대학교 호암회관,

(주) POSCO 포항인재개발원
미국, 한국

미국 : 36 / 한국 : 22
총 : 58명

▣ 역대 참가자 현황 _ 2002~2017
(단위 : 명)

국가명 참가자 국가명 참가자 국가명 참가자

미국 423 독일 75 영국 121

프랑스 54 일본 41 캐나다 132

중국 66 러시아 64 카자흐스탄 36

우즈베키스탄 32 오스트리아 17 호주 · 뉴질랜드 33

핀란드 2 스칸디나비아 3 네덜란드 6

싱가포르 2 한국 547

계 1,654

2017 
Young

Generation
Forum

10



Ⅱ
프로그램 소개

•일정별 프로그램 ····································· 13

•만족도 ······················································ 40



PR
OG

RA
M

▣ 기 간 2017년 7월 4일(화) ~ 7월 8일(토)

▣ 장 소 서울 라마다 서울호텔, 코엑스

▣ 주 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참가자격 1983년 이후 출생한 과학기술 관련 전공 학부 

  3학년 이상, 박사 후 과정까지의 재학생으로서

  영어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참 여
(단위 : 명)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 합계

17 1 6 2 11 3 6 3

89우즈벡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싱가포르 한국

3 2 2 1 1 2 1 28

▣ 지원내역

•해외 참가자 : 왕복 항공료 일부 및 4박 5일 동안의 숙식비 일체

•국내 참가자 : 4박 5일 동안의 숙식비 일체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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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4 (Tue)

 09:30 - 10:30   Registration(Ramada Seoul Hotel, 3F Lobby)
 10:30 - 10:45   Opening Ceremony(3F Ciel Garden)
  (Opening Address, YGF Introduction)
 10:45 - 11:00   Commemorative Photograph
 11:00 - 12:00   Special Lecture
 12:00 - 13:00   Luncheon, Hotel Check-In
 13:00 - 15:00   Presentation of Country Representatives
  (USA / Germany / UK / France / Canada / China / Russia / Kazakhstan
  / Uzbekistan / Austria / Australia / New Zealand / Sweden / Norway 
  / Netherlands / Singapore / Korea)
 15:00 - 15:30   Break
 15:30 - 17:30   YGF Networking
 17:30 - 19:30   Welcome Dinner

July 5 (Wed)

 09:00 - 12:00   Group Discussion(3F Ciel Garden, 2F Runa, Hera, Conf. C)
 12:00 - 13:00   Luncheon
	 13:00	-	15:00			 Intensified	Group	Discussion
 15:00 - 15:30   Break
 15:30 - 16:30   Preparation of Group Presentation
 16:30 - 16:45   Heritage of Korea’s S&T(Hangeul)(3F Ciel Garden)
 16:45 - 17:45   Presentation of Group Disscussion
 18:00 - 19:30   Dinner

July 6 (Thu)

 09:00 - 09:40   Departure
 09:40 - 11:30   YGF Tour I(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11:30 - 13:00   Luncheon
 13:00 - 15:00   YGF Tour II(Insadong)
 15:00 - 17:00   YGF Tour III(Gyeongbokgung Palace)
 17:00 - 18:30   Dinner
 18:30 - 19:30   Hotel

July 7 (Fri)

 08:50 - 09:20   Departure to COEX
 10:00 - 12:00   2017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Annual Meeting(KSTAM)
  (Opening Ceremony, Keynote Speeches & Awards)
  (3F Auditorium)
 12:00 - 13:30   Luncheon
 13:30 - 17:30   KSTAM Symposium(1F Grand Ballroom 101~102, 104~105)
 17:30 - 18:00 YGF Review
 18:00 -    Networking Dinner

July 8 (Sat)

 09:00 - 10:00   Dismission

▣ 일 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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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 시 7. 4(월) 09:30 ~ 10:30

장 소 라마다 서울호텔 3F Ciel Garden

내 용 - 포럼 등록

 - 명찰·책자 교부 등

Young Generation Forum

2017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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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일 시 7. 4(화) 10:30 ~ 10:45

장 소 3F Ciel Garden

진 행 허균영(경희대학교 교수)

내 용 - 개회사 : 김명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YGF 소개 동영상 상영

Young Generation Forum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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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일 시 7. 4(화) 11:00 ~ 12:00

장 소 3F Ciel Garden

강연자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IGM) 회장

내 용 젊은 청년과학기술자들에게 미래 비전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전달

Young Generation Forum

2017 
Young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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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학생대표 발표

일 시 7. 4(화) 13:00 ~ 15:00

장 소 3F Ciel Garden

내 용 국가별 학생대표의 자국 과학기술 동향 및 현안이슈 발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오스트리아/호주/뉴질랜드/

 스웨덴/네덜란드/한국)

Young Generation Forum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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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F 네트워킹

일 시 7. 4(화) 15:30 ~ 17:30

장 소 3F Ciel Garden

내 용 개인별로 자유로운 소개·발표를 통해 참가자 간 친목 도모 및 분위기 조성

Young Generation Forum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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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만찬

일 시 7. 4(화) 17:30 ~ 19:30

장 소 3층 Ciel Garden

내 용 2017 YGF 참가 환영만찬

Young Generation Forum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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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토론

일 시 7. 5(수) 09:00 ~ 12:00

장 소 3층 Ciel Garden, 2층 Runa·Hera·Conference C Room

내 용 -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의 4개 심포지엄 주제별 그룹토론

 - 심포지엄별 주제

  •1분과 : 미래인재·일자리 창출(HR Development·Job Creation)

  •2분과 : 융복합 연구혁신(Convergence Research Innovation)

  •3분과 : 창업·산업혁신(Business Startup·Industrial Innovation)

  •4분과 : 포용적 혁신(Inclusive Innovation)

Young Generation Forum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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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심화토론

일 시 7. 5(수) 13:00 ~ 15:00

장 소 3층 Ciel Garden, 2층 Runa·Hera·Conference C Room

내 용 - 4개 심포지엄별 멘토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그룹토론 진행

 - 주제별 대표가 연차대회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결과를 발표

Young Generation Forum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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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토론 결과발표

일 시 7. 5(수) 16:45 ~ 17:45

장 소 3층 Ciel Garden

내 용 그룹별 결과발표

Young Generation Forum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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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F Tour

일 시 7. 6(목) 09:00 ~ 18:00

장 소 서울·경기 지역

내 용 서울·경기 지역 과학기술 및 전통문화 탐방을 통한 민족 유대감 증진

Young Generation Forum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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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회식

일 시 7. 7(금) 10:00 ~ 12:00

장 소 서울 COEX 3층 Auditorium

내 용 - 개회식

 - 개회사 :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Young Generation Forum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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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심포지엄

일 시 7. 7(금) 13:30 ~ 17:30

장 소 서울 COEX 1층 Grand Ballroom 101~102, 104~105

내 용 주제별 심포지엄 참가 및 패널 발표

Young Generation Forum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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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F Review

일 시 7. 7(금) 17:30 ~ 18:00

장 소 서울 COEX 1층 Grand Ballroom 102

내 용 수료증 수여, 설문지 작성 등

Young Generation Forum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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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YGF 만족도

2017 YGF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동 행사의 

사업 내용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

• 일시 : 2017. 7. 7(목)

• 참가 : YGF 행사 참가자 전원(응답 인원 : 총 87명)

• 방법 : 객관식 18문항, 주관식 4문항

  - 객관식 17문항 : 아래 항목 중 1개를 표기(5점 척도)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 객관식 1문항 :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표기(선택)

  - 주관식 4문항 :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표기(자유)

Part 1	 YGF 행사 세부 내용에 관한 설문

  • 객관식(5점 척도) 8문항 + 객관식(선택) 1문항 + 주관식 1문항

Part 2	 YGF 일정, 숙박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설문

  • 객관식(5점 척도) 4문항 + 주관식 1문항

Part 3	 YGF 행사의 파급 효과에 관한 설문

  • 객관식(5점 척도) 5문항

Part 4	 YGF 개선점에 관한 설문

  • 주관식 2문항

개요

세부
내용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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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A.  How was the presentations made 
by the representatives of each 
participating country?

B. How was the Special Lecture?
C. How was the YGF Networking?
D.  How was the Korea Science & 

Technology Annual Meeting(KSTAM) 
opening  ceremony?

E.  How was the “KSTAM Symposium”?
F.  How was the “Group Presentation”?
G. How was the “YGF Tour”?
H. How was the “Review of YGF”?

A.  How was the food and accommodation?
B.  How was the timetable of the YGF?
C.  How was the support provid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for the YGF?

D.  How was the places for YGF Tour of the 
YGF?

A.  How was the purpose of the YGF?
B.  What do you think that the people network 

formed in the YGF would contribute to you?
C.  Would you recommend the YGF to other people?
D.  Has your participation in the YGF improved your 

impression on the forum? 
E.  Has your participation in the YGF improved your 

impression on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following table contains questions about the details of YGF. Please 
check a box containing the answer closest to your opinion.

>>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85

의 수치를 나타내어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YGF 네트

워킹 만족도가 4.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일정, 숙박 및 지원 사항에 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 

4.10의 수치로 전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 숙박·식음료와 과총이 제공한 지원 사항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4.44와 4.39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YGF Tour에 대한 만족도는 3.76으로 보

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YGF의 파급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질문의 응답

이 4점을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어 대부분이 만족하

고 있으며, 그중 다른 사람에게 YGF를 추천하겠느냐

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4.59로 전체 질문 중 만족도가 

가장 높아 YGF에 대한 타인 추천 의사가 상당한 것으

로 조사됨

Part Ⅰ

The following table contains questions 
about the arrangements of YGF. Please 
check a box containing the answer closest 
to your opinion.

The following table contains questions 
about the influence of YGF. Please check 
a box containing the answer closest to 
your opinion.

Part ⅠI Part ⅠII

2.50 3.00 3.50 4.00 4.50

A 4.17

B 3.48

C 4.29

D 3.80

E 3.78

F 3.92

G 3.45

H 3.92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A 4.39

B 3.83

C 4.44

D 3.76

A 4.36

D 4.44

E 4.37

B 4.31

C 4.59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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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resentations offered 
by the representatives 
of participating 
countries

② Special Lecture

③ YGF Networking

④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⑤  Meeting people from 
the Korean science 
community

⑥ Cultural Tour

⑦ KSTAM Symposium

⑧ Review of YGF

(1) 빡빡한 일정(3명) - 과도한 스케줄과 다수의 참가자들로 인한 일정 조정
 - 과다한 일정으로 타 참가자들과의 교류협력 기회 부족
 - 시간 엄수 필요

(2) 프로그램 세부 안내(4명) - 일정별 자세한 안내 및 공지

(3) 영어사용 장려(6명) - 다수의 참가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강연을 영어로 발표
 - 포럼 진행 시 영어로 진행

(4) YGF Tour(10명) - 방문 장소 변경
 - 날씨와 편리한 교통을 고려한 장소 섭외

(5) 네트워킹(4명) - ice breaking,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추가
 - 다양한 그룹활동으로 상호 네트워킹 기회 부여
 - 공식일정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 · 공간 마련

(6) 기타(20명) - 현재 프로그램에 만족
 - 자유 · 휴식시간 확대
 - SNS를 활용한 토론장 제공
 - 그룹멤버 변경으로 다수의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What is the most memorable part of the YGF?

What needs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YGF?
(YGF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Part Ⅰ-1

Part Ⅰ-2

>>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 참가자들이 ‘국내 청년과학기술자

와의 만남’과 ‘YGF 네트워킹’을 가장 의미 있는 기억으로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응답자들의 22%가 ‘그룹토론·발표’를 선택함. 이 중 ‘YGF Review’는 수치가 전무

하고 ‘연차대회 심포지엄’은 1%를 기록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보완·검토가 필요함

⑦ 연차대회
 심포지엄 1%

⑥ YGF Tour
9%

⑤ 국내 
 청년과학기술자와의
 만남 31%

④ 그룹토론 · 발표
22%

③ YGF 네트워킹
31%

⑤ 국내 
 청년과학기술자와의
 만남 31%

③ YGF 네트워킹
31%

① 국가별 발표 2%

② 특별강연 4%

객관식(선택) 문항 만족도 조사결과

주관식 문항 만족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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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빡빡한 일정(12명)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소한 일정 배제 및 중요한 일정 위주로 구성
 - 과도한 일정으로 심리적 · 체력적 어려움

(2) 문화 탐방(10명) - 관람 장소 축소를 통해 한 곳을 충분하게 관람
 - 가이드 안내 · 설명 친절도 개선

(3) 기타(6명) - 숙박 장소 및 식사메뉴 업그레이드
 - 첫날 ice-breaking 시간 마련

What needs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YGF?
(YGF 제반 사항에 대한 개선점)Part ⅠI-1

(1) 기업 SNS(4명) - 유명 SNS(Facebook 등) 활용

(2) 기타(3명) - 복잡한 홈페이지 구성 단순화

What may be some suggestions, recommendations on the YGF homepage 
in ULTARI? (울타리 통합 홈페이지 관련 개선점)Part ⅠV-1

(1) 신규 프로그램 제안 - Ice-Breaking을 위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 국가별 문화 교류 프로그램
 - 국내 과학기술자와의 만남의 장
 - 국가별 참가자들만의 토론의 시간
 - 참가자별 전공 내용을 발표하는 Research Program

What may be some suggestions for new program in the YGF?
(YGF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Part ⅠV-3

(1) 일정(21명) - YGF 투어 일정 확대
 - 더욱 자세한 일정 공지
 - 빡빡한 일정 완화

(2) 운영(16명) - 포럼 중 영어사용 장려
 - 특별강연을 영어로 발표
 - YGF 투어 장소 변경·개선

(3) 그룹활동(8명) - 더 많은 그룹 프로그램 개발
 - 그룹별 자율시간 부여

(4) 기타(22명) -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 좀 더 많은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집합시간 미 엄수 참가자 페널티 부여
 - 첫날 시작시간을 오후로 이동(항공 도착시간 고려)
 - 음식 메뉴 개선(닭, 자장면 등)

What may be som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overall YGF?
(YGF 행사 전반에 대한 개선점)Part Ⅰ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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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YGF 프로그램별 발표자료 · 요약 _ 그룹토론 결과발표

학교 동창회를 하면, 수능 성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많이 모인다. 그중에

는 ‘스마트’한 친구들도 섞여 있다. ‘스마트’한 친구는 그 친구만의 색깔이 다르다. 표현을 해

도, 예시를 들어도, 무언가를 상상해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있다. 다는 아니지만, ‘스마트’한 친구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다. 분명 남들

과 다른데, 분명 다른 사람들이 어림도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힘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

고 정확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른 색깔이라 함은, 그런 점수나 등급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의미한다. 그 다른 색깔이야 말로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이

라고 생각한다. 그런 ‘다른 색깔’ 이란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른 색깔’이란, 꼭 필요한 것들로써 creativity, open mind, 

networking, trendy, working well with others, management, vision, passion 등 너무 많지만, 

주어진 주제로 그룹별 토론과 그룹심화토론, 결과발표를 진행한 후 대한민국과학

기술연차대회 심포지엄에 패널·청중으로 참여하여 의견 공유   

- 토론주제

•미래인재·일자리 창출 

•융복합 연구혁신

•창업·산업혁신

•포용적 혁신(과학외교,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ODA, 지역혁신, 젠더 등)

미래인재·일자리 창출
HR Development·Job Creation

Bo Min Kim / Catherine Rhee / Daniel Choi / Dong Hyun Youn / Eun Youb Lee
Evgeniia Diu / Gaeul Park / Grace Eunhye Joo / Heidi Doize / Hyuk Jun Kwon / Ik Joon Han

Jinwan Kim / Kanghoon Seo / Megan Jeon / Sinhye Lee / Soon Hyeong Kwon
Sun Young Hamh / Veronika Kim / Yong K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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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의 나만의 색깔이 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에는, 과

거의 농경시대/산업시대에서 필요로 했던 육체적인 힘이 핵심인 능력도 아닌, 정보화시대의 

현재인 지식 근로자가 더 이상 능력이 아닌, 미래는 정보가 넘치고, 물질적 풍요가 확산되며, 

네트워크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묶이는 그런 시대이다. ‘컨셉과 감성’이 중요한 시대. 다른 

말로는, ‘다른 색깔’, 자신만의 색깔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과학의 발전, 사회의 발전

으로 인한 새로운 직업은 앞으로도 계속 탄생될 것이다. 물론 소멸되는 직업도 있겠지만, 없

어지는 직업보다는 탄생이나 재탄생의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직업이 더 많아질 것이다. 사람

보다 기계의 동작과 판단이 더 정확해지는 날이 오게 된다면, 스포츠 심판, 단순 노동 직업군

인 농부와 어부 같은 직업군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에 반면, 여전히 인기를 모을 직업군에는 

자기만의 색깔이 필요한, 디자이너나 요리사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망이 밝은 미래지향적 

직업군에는 데이터 분석/사이언티스트 및 로봇공학자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미

래 직업군은 크게 예측할 수 있는 직업군과 예측할 수 없는 직업군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

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직업군은 창의성이 뒷받침되어야 탄생이 가능

할 것인데,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또한, 앞으로 생길 직업군만을 예측하는 것에 중점을 두

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직업들을, 어떻게 초점을 바꿔서 더 나은 직업군으로 바꿀 수 있

을까?

4차 산업혁명은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고,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현실에 현

존하는 많은 직업을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공간적, 물리적 한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방대한 정보

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와 수단이 충분한 미래세대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서 미래

를 설계하고 주도하기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

고, 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와 건축

학 분야의 융합으로서 생체 소자 건축가라는 직업이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다. 또한 미래 인

HR Development·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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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올바른 동기,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

져올 변화에 대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영화 터미네이터의 내용처럼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만약 인공지능, 

나아가서 다양한 미래 수단들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이러한 염려에 대한 걱

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창의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

고 미래를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 인

재 양성을 위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단순한 지식을 전달받는 수직적인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답이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수평적인 교육방식이 필요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인문학, 철학 분야

의 교육이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 변화가 목적에 맞게 효

과적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부의 목적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라는 현

재의 인식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제도, 사회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

요하다. 동시에 이렇게 양성된 미래 인재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

고도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With upcoming (or pres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y 4.0), it is essential that 

we prepare our current and the next generation of 인재 to become more, to become 

visionaries and pioneers. Say we gathered top 3% of the smartest people from every 

developed country, we will see that tests scores, aptitude tests, published papers, and 

even IQ are basically the same for the given sample of people. What separates these 인

재 from the visionaries is for the individual’s capacity to be creative, ask both practical and 

idealistic questions, and have passion for their work no matter the return on investment (ROI).

미래인재·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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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S, asking “outside the box” questions are not only seen as normal, but highly 

encouraged starting at an early age. Allowing for free flow of ideas between people 

of different educational and cultural backgrounds, as well as different age groups help 

broaden students’ ability to think creatively and outside the box which leads to great 

passion for a given subject/field. Creativity and passion can’t be gained with few or 

several years of education: It takes a lifetime of tuned educational and cultural systems. It 

is an effort that the whole country needs to contribute to. Like Elon Musk, who partakes 

in high risk, high reward ventures of SpaceX and Hyperloop; or ironically, Nikolo Tesla, 

who partook in high risk, low reward venture of wireless charging over 100 years ago, 

visionaries may not reap the fruits of their labor in their lifetime. It is a lifetime of risk that 

our next generation of Korean 인재 will need to evaluate: To become the next 홍익인간, 

like the Great 세종.

우리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미래인재는 자기개발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개발을 하

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자신이 우선시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알기 위해 충분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천해주고 

싶다.

HR Development·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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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연구혁신
Convergence Research Innovation

Alexander Lee / Carolien Bastiaanssen / Daesung Lee / Dayeon Shon / Doowon Han  
Frances Cho / Hye Lim Do / Hyunkoo Kang / Hyunsun Song / Hyunteh Kim / Inhyeong Jeon  

Jaeyeon Jo / Kenneth Yun / Kyung Chan Park / Marina Tsoy / Natalya Lim / So Eun Ahn  
Sol Kim / Stephanie Moon / Vladimir Tsoy / Xuezhen Yin / YoungJoon Gong / Yuriy Li

2017 YGF 2분과에 속한 24명의 학생들은 융복합 연구혁신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융복합 

연구혁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해당 질문

들은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융복합 혁신 전략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혹은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융합 연구는 무엇이며, 

그 예를 통해 융합 연구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성공적 융복합 전략은 무엇인가?

·융복합 연구혁신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교육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토론한 결과는 아래 본론과 같다.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융복합 혁신 전략

YGF 학생들이 생각한 융복합 연구의 혁신 전략은 우리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이해와 소

통이었다. 실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AI를 중심으로 한 IoT, ICT 등의 키워드

와 함께 많은 기술들이 쏟아지고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에서 알파고가 바둑에서 

모든 사람을 이기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출현하고, 앞선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신 뇌컴퓨터인

터페이스, 게놈프로젝트, 유전학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과학기술들에 대중은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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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Research Innovation

정부와 과학자들은 신기술에 박수를 보내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신과학기

술에 대한 속도와 내용에 겁을 먹고 두려워할 수 있다. 예컨대, 내 일이 자동화되고 기계가 

내 일자리마저 대신하는 것 아닐까? 사람들이 더 게을러지고 소통이 더 단절되진 않을까? 

인터넷 정보망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 시대에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테러에 나의 정보와 

안전망이 위태로운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남녀노소 대중과 국민을 향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해와 소통을 위해 과학자들도 인문학적, 철학적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의 개선과 같은 의견도 있었다.

결국, 과학발전이 두려움과 겁을 주는 대상이 아니며, 함께 나아가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것임을 더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고 이해시키는 것. 국민으로부터 박수와 응원을 받으며 함께 

나아가는 것. 사람을 향해 과학기술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해와 소통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전략이라고 YGF 학생들은 생각하였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혹은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융합 연구 및 그 예를 통해 

     융합 연구 발전 전략

우선적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AI, 재생의학, 뇌컴퓨터인터페이스 주제들이 선도할 가능성

이 있는 융합 연구 주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주제로는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미세먼지, 가뭄에 시달리며 갈증을 느끼고 있는 물, 지난 5월 강원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준 산불 등 자연재해, 각종 병해충,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주제에 대한 의

견이 있었다. 한 전공이 해결할 수 없는 미세먼지 문제를 융복합 연구로 해결하고, 천 명이 

넘는 사람과 헬리콥터가 해결하지 못한 대형산불을 인공지능로봇이 해결하는 것이 선도할 

융복합 연구라는 것이다. 즉, 이미 최정상 선진국들이 많은 투자로 진행하고 있는 융복합 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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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야도 좋지만, 조금은 더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가까이서 필요한 위와 같은 주제들이 오

히려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융합 연구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YGF학생들은 생각

하였다. 이에 대한 발전전략은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과학기술의 수요자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성공적 융복합 전략

성공적 융복합 연구혁신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번쩍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대덕과

학기술연구단지에서 많은 정부출연 연구원들이 모여 융복합 회의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

래를 차근차근 대비하는 융복합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해서 책임급 연구원들의 회의도 중요하

지만, 젊은 초임연구원들의 아이디어와 마인드도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신

진연구자들이 타 전공분야도 직접 접하며 다양한 융복합적인 연구 아이디어가 자연스레 유

도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뿐 아니라 연구기관 간의 Visiting Program 내지 Exchange 

Program을 제도적으로 적재적소에 도입한다면 만남과 교류를 통해 자연스레 기발하고 필요

한 융복합 연구 주제들을 맞이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융복합 연구혁신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교육시스템의 문제

일반 대중과 국민이 과학기술과 연구에 조금 더 친숙하고 거부감이 적을 수 있도록 연구가 

무엇이고 국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미리 가르쳐주는 것이다. 최근 자유학기제

나 진로탐색이 잘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교육과정 중에서 미리 알고 느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 젊은 청년과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국내 

대학원생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세대과학기술도 잘 준비될 것이라 YGF학생들은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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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F학생들의 융복합 연구혁신에 대한 토론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융복합 혁신 전략은 대중 및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였

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융합 연구는 다른 것보다도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먼지나, 물문제, 대형산불이나 병해충, 바이러스 등이라 하였다. 

즉, 첨단 고도기술뿐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대중과 국민이 원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현실문

제들이야말로 중요하고 선도할 융복합 연구혁신 주제라 하였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성공적 융복합 전략은 갑작스러운 융복

합 연구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닌 차근차근 미래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

구기관 교류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초임연구원들의 연구기관 간의 교류프로그램을 통하여 

타 분야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융복합 연구 

전략이 될 것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융복합 연구혁신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교육시스템의 문제는 대중이 연구와 과

학기술에 대해 친숙하고 호의적일 수 있도록 중등교육과정에서 조금 더 가르치고 교육시키

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은 거부감 및 거리 없이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을 것이

라 하였다. 또한 국내 미래젊은과학자 양성을 위해 제도적, 경제적으로 대학원생들을 지원해

주면 보다 양질의 튼튼한 과학자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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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산업혁신
Business Startup·Industrial Innovation

Alexandr Dyo / Anatolii Kim / Basile Dyment / Biao Jin / Bo Kyeong Ko / Dawon Nam  
Eun-Ho Shin / Flora Yoon / Jae Hee Jin / Jae Park / Jin Joo Lee / Joy Kim / Kwangho Park  

Min June Kang / Min-Gyu Han / Minjung Kim / Richard  Oh / Rosa Choe / San Kim  
Seong Ho  Shin / Soo Hyung Choe / Sung Min Jung / Younyoung Lee

Statistically, slightly above 50% of startups fail within the first four years. Among those 

that do, incompetency or the lack of experience accounts for nearly 60%. Many 

enthusiastic young entrepreneurs have expressed concerns of such risk factors 

especially having intimate connections to a direct financial burden, and in many cases 

have been discouraged to venture forth from the very beginning. In a society that is 

experiencing exponential economic growth through innovation and technology, we must 

ask ourselves what can be done to ensure that the innovative spark is passed down 

from one individual to the other. 

The wellness of a startup ecosystem is determined by various factors. It can be clearly 

stated that the startup ecosystem is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and even from 

one city to another. Essentially, this differentiation can be made because “the people” 

is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of a startup ecosystem. In other words, the wellness 

of a startup ecosystem can be easily cultivated and nourished regardless of financial 

limitations or socioeconomic factors. However, in order to do so, changes must be made 

in a societal, institutional, and governmental scale, cohesively. So, in a much-simplified 

scheme, we define three areas of focus for the buildup of the startup ecosystem: culture, 

educ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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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tartup·Industrial Innovation

 Culture and perception

When defining a lifestyle of success in the Korean society, startups are generally 

surpassed by options of big corporation employment, professional careers, and perhaps 

even government employments depending on the core values that are being prioritized. 

Very easily, startups are perceived to be risky with a slim chance of a breakthrough but 

highly rewarding, and therefore, it is often times analogized to gambling. On the flipside, 

startups have been romanticized with success stories such as Google, Facebook, 

or Uber, and mass media also plays a role in building this reputation. Altogether, 

startups are intimidating and discouraging. Driven by these perceptions, many potential 

entrepreneurs are forced on a strict education path without much flexibility and without 

the proper exposure so as to be “successful”. 

Entrepreneurs eventually become educated to better understand the concept of startups, 

and most importantly realize that it is scalable. Unfortunately, this realization comes too 

late. Startups can be as simple as a lemonade stand or a carwash fundraiser, which 

can be operated and owned by a single child. However, transforming this prefixed 

portrayal of startups will take time, but this must be done across all generations. 

Collaboratively, there is a need for an educational reform to include the nourishment 

of such skillsets for students. Specific examples may include team building exercises, 

mock business planning and assessment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For 

potential entrepreneurs and potential startups, incubator programs must become readily 

available open to the public, and with it, the awareness of such programs must become 

generalized. For the older generation, start-ups must become more approchable. An 

American TV show titled “shark tank” is one such example. Ⅲ
부 록

91



Overall, the perceptions or misperceptions are becoming a barrier for innovation and 

venture. Slowly but surely, startups are become better recognized as a viable option in 

the list of success but the means to help such individuals are lacking. Before leaning 

towards institutional or governmental aid, we must change first.

 Education and the role of Academia

The role of education is vital to the process of familiarizing ourselves to startups. 

As briefly mentioned above, there are many ways to help children buildup their 

entrepreneurship. For this section, however, we address a more realistic scheme in the 

challenges of startups and how Academia could be involved in resolving these issues.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60% of startup failures are due to incompetence, 

and arguably the incompetency in communication skills is considered most vital. The 

definition of a successful startup business, or any form of businesses for that matter, is 

to capitalize from sales. In order to sell, you must know how to convince your consumer 

to spend. This simple but unique relationship requires entrepreneurs to be versatile in 

different professions. This also applies in the case of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s in 

research and collaborative efforts when transforming research projects into business 

platforms. 

Academia introduces an environment with limitless resources and opportunities 

especially in terms of pure human resource. It also facilitates all aspects of businesses 

from research to management, legal, logistics, marketing, and sometimes even 

manufacturing. The curriculum does allow students to be explorative, but there is a need 

for more efficient delivery of the educational values. Promoting double majors an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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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s are excellent examples. In Singapore, a program titled Renaissance Engineer 

Program (REP) provides a curriculum for Engineers to nurture their ambition in Business 

in which the Engineers would be awarded a Bachelor in Engineering and a MBA title 

at the end of their coursework. During their 5 years in school, they will have a year 

to study abroad where entrepreneurship is reputable and numerous opportunities to 

compete i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competitions. 

There is always lingering talent in youth that requires the slightest attention and the 

slightest nudges to change perspectives. We believe that Academia can be effectively 

utilized to change the startup ecosystem.

 Government Intervention

The final component in promoting startups and innovation must include Government 

interventions in terms of policy making. The role of a government is debatable, either 

to be more restrictive or to be less involved. First of all, the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innovation must be considered. For example, FDA regulations are known to be a 

very rigorous process in getting drugs approved and on our shelves. Some argue that 

innovative drugs are unable to gain spotlight because of this process and in the grander 

scheme, innovation becomes demoted. However, in terms of startups, government 

intervention would become favorable if it would be able to draw a fine line between 

corporate influences on small businesses. Because startups are literally in its infancy, it 

requires the proper attention and nutrition. Government involvement should match this 

expectation not to catch the fall from behind, but support and encourage the infants to 

try again with minimal support. 

With the new Moon administration, there is hope for startups with guarantee in startup 

support. The five area of focus from the administration are as follows: (1) allocate more 

funding for startups; (2) make it cheaper to initiate start-ups; (3) Make it OK to fail; (4) 

make it easier to exit; and (5) make big companies help the smaller.

In all aspects,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alleviate the fear that people may have in 

starting a startup. Government interventions can physically become that support in terms 

of financial means and combined with an adequate Academic program, the startup 

ecosystem would become more bountiful.

Business Startup·Industri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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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혁신(과학외교,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ODA, 지역혁신, 젠더 등)

Inclusive Innovation

Anastassiya Khvan / Chaneel Park / Choongwon Jin / Claire Kim / Da-eun Kim / Euiyeon Jang  
Eun Kyung Lee / Gee Won Jo / Hyung Min Shin / In Jeong  Choi / Isaac Kim / Jaeseung Lee  

Jeen Park / Jonathan Park / Joseph Ahn / Liudmila Tcoi / Nikolai Tian / Seong Woo Cho  
Shuyuan Cui / So Hyeon You / Sung Soo Choi / Yoonjin Nam / Yukyung Jung / Yun Hee Park

2017년 오늘날,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4차 산업은 우리 생활에 전반에 걸

쳐 그 영향력을 선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쉽게 설명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

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Topic 중에서, ‘포용적 혁신 (Inclusive 

Innovation)’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었다. 포용적 혁신이란 문자 그대로 포괄적인 그리고 포용

적인 혁신을 뜻한다. 

발표 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smart phone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사의 도움 없

이 백내장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영국의 한 대학 research팀에서 개발한 application

을 소개드렸다. 이 research team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 

application을 배포하였고, 이들의 백내장 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저희가 이 사진을 보여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포용적 혁신의 주된 개념이 이 사진에 녹아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포용적 혁신은, high technology의 발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excluded 되는 계층까지 모두 포함/포용하는, 즉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innovation을 뜻한다. 최근에 이러한 Inclusive innovation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Inclusive innovation에 대한 논의가 왜 이루어지고 있을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혜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항상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 소외계층 - 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Inclusive 

2017
YGF 프로그램별 발표자료 · 요약 _ 그룹토론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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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ve Innovation

innovation을 통하여 이러한 소외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예상하지 못한 mutual 

benefit이 발생한다. 이제까지는 innovation, 즉 공급이 먼저 발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었다. 하지만, inclusive innovation은 나이가 많아

서, 산간 지방에 살아서, 돈이 없어서, 혹은 성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접근을 통해, 수요 

기반의 innovation을 뜻한다. 즉,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자체가 과학의 발전을 일으키

고, social utility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mutual benefit이다. 또한, 이 과

정에서 social cost가 줄어들고, 이것은 cost effective 한 social welfare의 제공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inclusive innovation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에 큰 해결책이 된

다. 이미 세계적으로 inclusive innovation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

시를 들어보겠다.

포용적 혁신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나이, 지리, 수입, 신체적 장애 그리고 성이 그 다섯 가지이다. 첫 번째 예시는 나이 든 노인

들을 위한 낙상 방지 에어백이다. 노인이 넘어지시거나 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

술이다. 두번째는 지리적으로 기간시설과 공공서비스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분야이

다. 의료 서비스가 근처에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위하여 Telemedicine Platform Service가 

도입되고 있고, Emergency Drone Ambulance와 같이 드론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등장하

였다. 세번째는 수입이 적은 가난한 계층을 위한 분야로 보통 포용적 혁신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고려되는 분야이다. 종이로 만든 lab-on-chip, paper centrifuge는 적은 비용으로 의학

적 검사를 가능케 하고, E-coli를 이용한 싼 인슐린 공급으로 저소득 당뇨환자를 도우며, 스

마트폰으로 저소득 국가일수록 많은 HIV의 검사도 한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도 있습니다. 촉

감을 느낄 수 있는 인공 팔 같은 기술은 비싸긴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성에 관련된 기술도 있다. 기존에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생리혈을 흡수하는 특수한 속옷도 나왔다. 일회용도 아니고 여러가지로 쓸모있는 기술이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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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스마트폰 백내장 검사 기술은 모든 종류의 포용적 혁신을 모두 보

여주고 있다. 노인들을 위하기도 하고, 병원이 근처에 없는 지역에서도 사용하며,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시각장애를 미리 차단하며, 또 남자 의사에게 얼굴을 보이기 어려운 무슬림 여

성들이 쉽게 백내장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듯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고, 쉽게 활용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가 기술 혁신을 통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혁신 이미 발전된 제1세계의 회사나 과학, 기술자로부

터 나타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외되어 왔던 계층들 스스로 4차 산업 혁명의 전조

라 여겨지는 IT 기술들을 통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발표에서 보여준 예시 중에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Edible spoon 같은 경우가 그렇다.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쓰레기 매립이 어려운 지역에서 먹을 수 있고 생분해가 되는 스푼을 통해 환

경 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이 스푼은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남는 곡물들을 갖고 만들

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모델이다.

포용적 혁신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이다. 그것은 반

드시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포용적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포용적 혁신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끌어나가기 위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포용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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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5. 10(수)

2017. 05. 22(월)

과총, 7월 4~8일 서울서 ‘2017 YGF’ 개최… 

17개국 청년과학기술자 참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는 오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미국, 독일, 영국 등 17개국 해외

동포 청년과학기술자들과 함께 하는 ‘2017 

Young Generation Forum(한민족청년과

학도포럼)’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 참가자 70명과 국내 청

년과학기술자 40명 등 총 110명이 참가한

다. 특별강연, 국가별 학생발표, 조별 그룹

토론, 토크콘서트 및 이공계 멘토링 프로그

램, 장기자랑 경진대회, 아두이노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식 및 평가회 등이 진행될 계

획이다.  

참가 자격은 만 35세 이하 과학기술관련 

전공 학부 3, 4년생과 석·박사과정 및 그 이

상의 학력을 가진 국내외 청년과학기술자로

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된다. 

울타리 홈페이지 YGF 페이지(http://

www.ultari.org/)에서 참가 신청을 작성하

며 영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성적, 재학증

명서, 성적 증명서 등을 오는 22일까지 제출

하면 된다. 참가 여부는 내달 초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호텔 숙식비 및 문

화탐장 경비 일체 지원, 기타 참가비는 받지 

않는다.  

“해외 청년과학기술자들과 함께 토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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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 03(토)

2017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국제 젊은 

과학기술자 Forum”에 호주/뉴질랜드를 대

표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한국 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www.kofst.or.kr)에서는 2017년 7월 4일 

(화) 부터 8일 (토)까지 호주/뉴질랜드를 비

롯한 미국, 일본, 독일 등지의 해외동포 청

년과학도 70명과 국내 청년과학기술자 40

명 등 총 11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에서 

“2017 Young Generation Forum”을 개최

할 예정입니다.

Young Generation Forum (이하 YGF)

은 국내외 청년과학기술자들이 미래 첨단과

학기술분야의 비전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 및 

내외동포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

도하는 Global Leader로서의 자질 함양은 

물론, 민족 유대감을 높일 목적으로 한국 과

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2002년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2010년도부

터 참가 하였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아래 웹싸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ea.org.au/2017/02/23/

events-2017-ygf/

Young Generation Forum (YGF) 

2017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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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 30(수)

2017. 07. 02(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오는 4일부

터 5일간 ‘2017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을 

서울 삼성동 라마다 서울호텔 등에서 개최한

다. 

이번 포럼은 재외동포 청년과학도와 국내 

청년과학도 간 상호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개최됐다. 그 

동안 19개국에서 1,657명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해외 16개국의 동포 2·3세대 청

년과학도 62명과 국내 청년과학도 30명이 

특별강연, 국가별 대표 발표, 그룹 토론, 문

화탐방, 2017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

에 참여한다. 

특히 연차대회 심포지엄 주제인 ‘미래인재·

일자리 창출’, ‘융복합 연구혁신’, ‘창업·산업

혁신’, ‘포용적 혁신’을 주제로 그룹 토론을 

진행한다. 과총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차세

대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 네트워크를 강화하

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명자)가 ‘2017 한민

족 청년과학도 포럼’(Young 

Generation Forum, 이하 

YGF)을 오는 7월 4일부터 8

일까지 5일간 라마다 서울호텔

(삼성동)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

혔다.

YGF는 재외동포 청년과학

도와 국내 청년과학도 간 상호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개최

됐다.

올해까지 16년간 19개국 

1,657명이 참여하는 등 명실상

부한 한민족청년과학도 네트워

킹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금년에는 해외 16개국의 동

포 2·3세대 청년과학도 62명과 

국내 청년과학도 30명이 특별

강연, 국가별 대표 발표, 그룹 

토론, 문화탐방, 2017대한민

국과학기술연차대회(이하 연

차대회)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 YGF에서는 연차

대회 심포지엄 주제인 ‘미래인

재·일자리 창출’, ‘융복합 연구

혁신’, ‘창업·산업혁신’, ‘포용적 

혁신’을 주제로 그룹토론을 진

행하고, 같은 주제의 연차대회 

4개 세션에도 패널로 참여한

다. 

과총 관계자는 “이번 YGF는 

한민족청년과학도가 연차대회

에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전

달하고 차세대 글로벌 과학기

술 리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과총, 한민족청년 과학도 포럼 개최

과총, ‘2017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

(Young Generation Forum)’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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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02(일)

7월 첫째 주 과학산업계는 과학기술인의 미

래 비전을 위한 소통의 장인 ‘2017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와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을 주제로 하는 ‘제413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코

엑스에서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 연차대

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초연결·초지능 

사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아젠다와 현안이슈에 

대해 기조 강연, 특별강연, 심포지엄, 특별세

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어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5층 대강당

에서 제413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갖는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조업 혁신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와 집중토론, 질의응답

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과 R&D 체계의 혁신을 

주제로 하는 제88회 NRF 정책세미나, 대전 

창업포럼, 인공지능 사업화 네트워킹 심포지

엄 등이 열린다.

◆ 요일별 주요 일정

월요일(3일)

• 제88회 NRF 정책세미나 - 인공지능과 R&D 체계의 

혁신(정오 12시~오후 1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본

관 207호)

• KAIST 석학초청 특별세미나(오후 2시~오후 3시 /

KASIT 정문술빌딩 219호)

• 제5회 생명물리 여름학교 - 물리학이 보는 생명현상

(3~5일 /포함공대 무은재 기념관)

• POKAS 공동캠프(여름학기 과정) 개최(3~6일 /

POSTECH 본원 내 POSCO 국제관)

• [대한수학회] 2017년 암호여름학교(3~6일 /서울대학

교 상산수리과학관 강당)

화요일(4일)

• 2017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4~8일 /라마다 서울호

텔)

• [여성과총] ‘2017년 제2차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오

후 2시~오후 4시 /킨텍스 제1전시관 5홀)

수요일(5일)

• [고등과학원] 대중강연-물리학으로 보는 인간(오후 7

시 /고등과학원 대강당)

• 지식재산권(IP) 특별교육(오후 2시~오후 4시 /대전창

조경제혁신센터 본원)

목요일(6일)

• STEPI 제413회 과학기술정책포럼(오후 2시~오후 4

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5층 대강당)

• 대전 창업포럼(오후 6시~오후 8시 /대전창조경제혁

신센터 오픈홀)

• Dinner와 4.0 행사 - 로봇기술과 미래(오후 7시~오

후 9시 /KAIST 창업원 W8)

• ETRI Big History 학습 프로그램 - 중생대 지구표층사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ETRI 제2연구동 통교육장)

• 2017 오송 바이오밸리 설명회(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오송 C&V센터)

• 2017년 방사화학 여름학교(6~7일 /한국원자력연구

원)

• 2017년도 항공우주전자 심포지엄(6~7일 /부산 호텔 

농심)

금요일(7일)

•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최(오전 9시 /서울 

코엑스)

• 인공지능 사업화 네트워킹 심포지엄(오후 2시~오후 

5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본원 교육장)

• [한국전자파학회] 2017 생활·산업과 전파 전파신기

술 워크숍(오전 9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

회실)

토요일(8일)

•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 인문한국, 인간다움을 

논하다(오후 2시~오후 4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 서

초문화예술회관)

• 제3회 탄동천 바이오블리츠대회(오전 9시~오후 3시 

/대덕특구운동장집결, 탄동천 유역)

[주간밸리]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STEPI포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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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국서 재외동포 청년 과학자들도 참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미래창조

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는 7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4차 산업혁명시

대, 포용적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2017 대

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를 연다.

과학기술연차대회는 과학기술인이 모여 

이 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만남의 장이다. 

올해 대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규 

미래부 1차관 등 국내외 인사 1천7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

자리 창출 전략과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조

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승권 LG전자 CTO사장이 기조강연을, 

김명자 과총 회장과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하며, 바이오 경제와 새 정부의 정

책을 공유하는 특별세션도 마련된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열리며 16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청년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과 ‘학술지 평가방안 개선 

공청회’, ‘세종의 혁신 리더십 특별전시’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개최된다.

이진규 미래부 1차관은 “4차 산업혁명 준

비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라며 

“과학기술 기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가속

하기 위해 정부와 과학기술인들이 힘을 모아

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ibsv.kofst.or.kr)과 모바일(mibsv.

kofst.or.kr)을 통해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sun@yna.co.kr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역할 모색’…

과총 7일 연차대회

2017 
Young

Gen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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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

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

자, 이하 과총)는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

차대회(이하 연차대회)’를 7월7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연차대회는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

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아젠다와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

하는 장으로, 올해 연차대회에서는 ‘4차 산

업혁명시대, 포용적 성장과 혁신-초연결·초

지능 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

로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를 맞아 과학기

술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신정부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 전

략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어 방안

을 모색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

적 역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한다.

금년 연차대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

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김명자 과총 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16개국 재외동포 청

년 과학기술인 등 국내외 과학기술인 1,700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승권 LG전자 CTO사장의 ‘다시 시작하

는 대한민국,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주제

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미래인재·일자

리 창출 등 4개 분과의 심포지엄이 진행된

다. 특별 세션으로는 바이오 경제포럼, 신정

부 정책 토론, 4차 산업혁명 넷(net) 등이 개

최되어 전문가들 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동포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국

내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교류하는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YGF, Young Generation 

Forum)’과 ‘학술지 평가 방안 개선 공청회’, 

‘4차 산업혁명시대, 다시 보는 세종의 혁신 

리더십’ 특별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연계 개

최된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를 맞이하여, 이진규 미래부 1차

관은 ‘4차 산업혁명 준비의 핵심은 과학기술

과 연구개발’이라며, 과학기술기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와 과학기술인들이 힘

을 모을 것을 당부하였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이번 연차대회가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혁신으로 가기 위한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연차대회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도출된 대안을 신정

부의 과학기술 정책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할 예정이다.

본 연차대회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터넷(ibsv.kofst.or.kr)과 모

바일(mibsv.or.kr)을 통해 개회식과 기조연

설, 특별강연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최
-초연결·초지능 사회 대비할 과학기술 대응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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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초지

능 사회를 대비

하는 과학기술 

대응 전략 모색

하는 논의의 장

이 열렸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

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는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이하 연차

대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차대회는 과학기술인들이 한 자리

에 모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

장기 아젠다와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장으로, 올해 연차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포용적 성장과 혁신·초연결·

초지능 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주

제로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를 맞아 과학

기술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신정부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 전

략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 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조

성,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하게 된다.

올 연차대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김명자 과총 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16개국 재외동포 청년 

과학기술인 등 국내외 과학기술인 1,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승권 LG전자 CTO사장의 ‘다시 시작하

는 대한민국,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주제

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미래인재·일자

리 창출 등 4개 분과의 심포지엄이 진행된

다. 특별 세션으로는 바이오 경제포럼, 신정

부 정책 토론, 4차 산업혁명 넷(net) 등이 개

최되어 전문가들 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동포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국

내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교류하는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YGF, Young Generation 

Forum)’과 ‘학술지 평가방안 개선 공청회’, 

‘4차 산업혁명시대, 다시 보는 세종의 혁신 

리더십’ 특별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연계 개

최된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여한다.

이진규 미래부 1차관은 개회식에서 “4차 

산업혁명 준비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연구개

발”이라며, 과학기술기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가속화하

기 위해 정부와 과학기술인들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이번 연차대회가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혁신으로 가기 위한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과

학기술계가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혁신의 주

역으로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연차대회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도출된 대안을 신정

부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

정이다.

연차대회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하며, 인터넷(ibsv.kofst.or.kr)과 모바일

(mibsv.kofst.or.kr)을 통해 개회식과 기조

연설, 특별강연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A-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초연결·초지능사회 대비, 과학기술전략 모색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코엑스서 개최

2017 
Young

Generation
Forum

104



Public Relations

2017. 07. 07(금)

[아이티비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

희)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

자)는’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를 7

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연차대회는 과학기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

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아젠다와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깊게 논의

하는 장으로, 올해 연차대회에서는 ‘4차 산

업혁명시대, 포용적 성장과 혁신·초연결·초

지능 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

로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를 맞아 과학기

술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신정부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 전

략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한다.

올해 연차대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

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김명자 과총 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16개국 재외동포 청

년 과학기술인 등 국내외 과학기술인 1,700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승권 LG전자 CTO사장의 ‘다시 시작하

는 대한민국,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주제

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미래인재·일자

리 창출 등 4개 분과의 심포지엄이 진행된

다. 특별 세션으로는 바이오 경제포럼, 신정

부 정책 토론, 4차 산업혁명 넷(net) 등이 개

최되어 전문가들 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국내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교류하는 ‘한민족 청

년과학도 포럼(YGF, Young Generation 

Forum)’과 ‘학술지 평가방안 개선 공청회’, 

‘4차 산업혁명시대, 다시 보는 세종의 혁신 

리더십’ 특별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연계 개

최된다.

이진규 미래부 1차관은 “4차 산업혁명 준

비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라며, 

“과학기술기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

학기술과 ICT 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

와 과학기술인들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

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이번 연차대회가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혁신으로 가기 위한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여한다. 정부는 

연차대회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적

극 청취하고, 도출된 대안을 신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이티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래부-과총,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최
-초연결·초지능 사회 대비할 과학기술 대응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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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Univ. / Institution Major Email
First Last

1 So Eun Ahn Seoul National Univ Chemical Biological Engineering sea302@snu.ac.kr

2 Seong Woo Cho KAIST Material Engineering seongwoo@kaist.ac.kr

3 In Jeong Choi Konkuk Univ. Aerospace Engineering ichoi@go.olemiss.edu

4 Hye Lim Do Seoul National Univ Energy Resource Engineering dohyelim@snu.ac.kr

5 Sun Young Hamh GIST Physics syhamh@gist.ac.kr

6 Doowon Han Korea Univ. Industrial Engineering po00159@naver.com

7 Ik Joon Han Pusan National Univ. Life Science hanikjoon@gmail.com

8 Inhyeong Jeon Seoul National Univ Environmental Engineering jeonih1014@naver.com

9 Jaeyeon Jo Seoul National Univ Material Engineering wodusdlfkd0@snu.ac.kr

10 Hyunkoo Kang Pusan National Univ. Biochemistry kanghk94@gmail.com

11 Min June Kang Yonsei Univ. Electric Engineering kmmj2005@naver.com

12 Bo Min Kim Inha Univ. IT Engineering hiu02044@naver.com

13 Da-eun Kim Seoul National Univ. of S&T Energy Environment gracekim2425@gmail.com

14 Bo Kyeong Ko Inha Univ. Civil Engineering qhrod94@naver.com

15 Hyuk Jun Kwon Korea Univ. Sports physiology silentmovements96@gmail.com

16 Daesung Lee Kangwon National Univ. Agriculture zpt753@hanmail.net

17 Eun Kyung Lee Chung Ang Univ. Life Science dmsrud6535@gmail.com

18 Jin Joo Lee Seoul National Univ Environmental Engineering jini510@snu.ac.kr

19 Dawon Nam Seoul Women’s Univ. Computer namdda@naver.com

20 Yoonjin Nam Chung Ang Univ. Medicine xellosgenius@gmail.com

21 Gaeul Park Pusan National Univ. Life Science gaeulpark91@gmail.com

22 Jeen Park Korea Univ. Life Science jpark0522@korea.ac.kr

23 Kwangho Park KAIST Technical Business kwanghopark@kaist.ac.kr

24 Yun Hee Park Kookmin Univ. Physics dbs3766@kookmin.ac.kr

25 Seong Ho Shin Changwon National Univ. Mechanical Engineering shin51021@naver.com

26 Hyunsun Song Duksung Women’s Univ. Chemistry hseonsong@gmail.com

27 So Hyeon You Duksung Women’s Univ. Functional Food & Health ush0206@hanmail.net

28 Dong Hyun Youn Hanyang Univ. Electric Engineering noblebrain@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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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Name

Univ. / Institution Major E-Mail
Fist Last

1 1

USA

Daniel Choi US Amry Research Lab. Weapons and Materials Directorate daniel.sori.choi@outlook.com

2 2 Catherine Rhee Harvard Univ. Stem Cell and Regenerative Biology catherinerhee88@gmail.com

3 3 Richard Oh Rutgers Univ. Pharmaceutical Management Richard.y.oh@gmail.com

4 4 Sinhye Lee Univ. of Pittsburgh Dentistry sil38@pitt.edu

5 5 Frances Cho Univ. of California San 
Francisco Neuroscience frances.cho@gladstone.ucsf.edu

6 6 Joy Kim Northwestern Univ. Biomedical Engineering joy.kim12@cox.net

7 7 Gee Won Jo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Computer Science jenniferwjo@ucla.edu

8 8 Eun Youb Lee Tufts Univ. Computer Science, Cognitive & 
Brain Science, Biology josh@cs.tufts.edu

9 9 Stephanie Moon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Mechanical Engineering stephaniejmoon@gmail.com

10 10 Dayeon Shon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hemistry djshon611@gmail.com

11 11 Flora Yoon Univ. of Michigan Aerospace Engineering hjfy@umich.edu

12 12 Yukyung Jung Rutgers Univ. Pharmacy yj208@rutgers.edu

13 13 Isaac Kim Brown Univ.
Applied Mathematics-Computer 
Science; Program in Liberal Medical 
Education(PLME)

isaac_kim@brown.edu

14 14 Kenneth Yun Univ.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Chemical Engineering kkyun2@illinois.edu

15 15 Choongwon Jin Vanderbilt Univ. Chemistry choong-won.jin@vanderbilt.edu

16 16 Rosa Choe Univ. of California Berkeley Computer Science rosachoe@berkeley.edu

17 17 Minjung Kim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Biomedical Sciences - Neuroscience mkim9@wellesley.edu

18 1 Germany Eun-Ho Shin Technical Univ. Berlin Environmental Protection eunho.shinpo@gmail.com 

19 1

United 
Kingdom

San Kim King’s College London Medicine kimsaniii@yahoo.com

20 2 Yong Kuk Kim Univ. College Lond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ykuk0906@gmail.com

21 3 Jinwan Kim Univ. College London Neuro Science kimjinwanee@gmail.com

22 4 Kyung Chan Park Univ. of Oxford DPhil Cardiovascular Science kc.park@dpag.ox.ac.uk

23 5 Sung Min Jung Univ. College London Biomedical Sciences jungsungmin95@hotmail.com

24 6 Joseph Ahn Imperial College London Mechanical Engineering josephdks@gmail.com

25 1
France

Basile Dyment Université Lille 1 Information Technology basaile92@gmail.com

26 2 Heidi Doize Paris 7 Univ. Medicine heididoize@hotmail.fr

27 1

Canada

Sung Soo Choi Univ. of Toronto Biomedical Engineering ss.choi@mail.utoronto.ca

28 2 Sol Kim Dalhousie Univ. Biology sl992389@dal.ca

29 3 Hyunteh Kim McGill Univ. Honors Microbiology & Immunology hyunteh.kim@gmail.com

30 4 Soon Hyeong Kwon Univ. of Saskatchewan Civil Engineering sok749@mail.usask.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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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Name

Univ. / Institution Major E-Mail
Fist Last

31 5

Canada

Younyoung Lee Univ. of Manitoba Plant Biotechnology kaylalee08@hotmail.com

32 6 Chaneel Park Univ. of Calgary Mechanical Engineering chaneelpark@gmail.com

33 7 Kanghoon Seo Univ. of Toronto Biochemisty & Neuroscience, 
Minor in Biology kanghoon93@gmail.com

34 8 Soo Hyung Choe Western Univ. Mechatronics Engineering schoe4@uwo.ca

35 9 Jae Hee Jin Univ. of Manitoba Human Nutritional Sciences jin.jaehee@gmail.com

36 10 Jonathan Park Univ. of Waterloo Kinesiology johnny.park@uwaterloo.ca

37 11 YoungJoon Gong McGill Univ. Materials Engineering youngjoon.gong@mail.mcgill.ca

38 1

China

Shuyuan Cui Yanbian Univ. clinical medicine 809118439@qq.com

39 2 Biao Jin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software engineering 845150627@qq.com

40 3 Xuezhen Yin East China Normal Univ. Software Engineering yinkakuxin@163.com

41 1

Russia

Alexander Lee Gubkin Russian State Univ. Oil and Gas enkholee@mail.ru

42 2 Nikolai Tian Sevastopol State Univ. Radiotechnics nikolaytg91@gmail.com

43 3 Evgeniia Diu
Sakhalin Institute of 
Humanitarian and 
Technological Sciences

Technical Management zhenya_dyu@mail.ru

44 4 Anatolii Kim Technical Univ. of Saratov Industrial Power Supply my.shadow.fate@gmail.com

45 5 Marina Tsoy Saratov State Univ. Social Sciences Tsoy_Marina@mail.ru

46 6 Liudmila Tcoi Khabarovsk State Academy Economics ldml.tsoy@gmail.com

47 1

Kazakhstan

Natalya Lim Medical Univ. Pediatrics lim.natalya@gmail.com

48 2 Anastassiya Khvan Univ. of Central Arkansas IT Journalism anastassiyakhvan@gmail.com

49 3 Alexandr Dyo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 Industrial Engineering, Logistics Sasha-dyo@mail.ru

50 1

Uzbekistan

Veronika Kim Univ. of Oil and Gas Tashkent Oil and Gas Technologies veroniquerkim@icloud.com

51 2 Yuriy Li National Univ. of Uzbekistan High Molecular Compounds yuriy_lee@inbox.ru

52 3 Vladimir Tsoy National Univ. of Uzbekistan Biotechnology vladimirs9003@gmail.com

53 1
Austria

Hyung Min Shin Medical Univ. of Vienna Human Medicine min2605@hotmail.com

54 2 Min-Gyu Han Univ. of Applied Sciences 
Upper Austria Materials and Process Engineering mingyu.han@hotmail.com

55 1
Australia

Megan Jeon Univ. of New South Wales Pschology/Neuroscience m.jeon@student.unsw.edu.au

56 2 Claire Kim Univ. of Western Australia Biomedical Science kimclaire94502254@gmail.com

57 1 New Zealand Jaeseung Lee Lincoln Univ. Plant Science lj3421@hotmail.com

58 1 Sweden Grace Eunhye Joo Örebro Univ. Medicine gracejoo93@hotmail.com

59 1
Netherlands

Carolien Bastiaanssen Delft Univ. of Technology Nanobiology carolien@basti.co.nl

60 2 Euiyeon Jang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Computer Science euiyeonjang@gmail.com

61 1 Singapore Jae Hyeon Park Nanyang Technological Univ. Material Science Engineering jaep08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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