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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01] Moving Forward in Space Plasma 
Physics
George K. Parks
Space Sciences Labora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 94720

Space physics is more than fifty years old and is going 
through middle age. Looking back and thinking about what 
has been learned during the past fifty years, one finds that 
progress was made at the expense of exactness. Past 
observations have been interpreted using theory with unreal 
assumptions. Theory and models must be testable, verifiable 
and consistent with observations. Current theory cannot 
explain many important observational results that are relevant 
for understanding how space plasmas work. This talk will 
examine the current model of space plasma and assess its 
capabilities. We will then discuss the required level of theory 
and models that should be developed to advance space 
physics to the next tier. 

[IS-02] 다음(Daum)은 왜 제주로 왔을까? 
김수종(언론인)

∎제주도에서의 비즈니스 활동
국내 인터넷포털은 네이버와 다음으로 양분(1위 네이버, 2위 다음) 
<뉴스 미디어> 기능⇒ 다음 포털의 주요 비즈니스 
다음, 뉴스 서비스 100% 제주서 편집(미디어 다음)  
다음 미디어센터 근무자 약 180명(다음의 전제 사원은 800명)
∎다음의 기업문화 
변화 속도가 빠른 인터넷 비즈니스 ⇒창의력이 기업운명을 좌우
한국 최초의 토종 인터넷 포털 자부심 강함
국내포털 최초의 메일서비스로 성장 모멘텀 
창업자 이재웅 ⇒ 매우 도전적이고 실험적(제주 이전의 동력)  
∎지방이전, 발상의 대전환
발단은 <신입사원의 지각> ⇒ 사소한 이유가 큰 이유  
출퇴근 3~4시간 사원의 창의력 생길 수 없음 
이재웅 게시판에 지방이전 띄우자 사내여론 바글바글
춘천 수원 청주 인천송도 전주 경주 제주 후보로 부상 
∎제주가 결정된 이유(이재웅의 생각)
서울 인력권서 가장 멀다
한중일의 교차점/ 국제자유도시(싱가포르 모델 상상) 
∎험난한 제주 프로젝트 (갈등과 적응)  
제주도 좋다던 사원들 꽁무니 빼기 시작 
환상적인 관광지⇒ 외딴섬 유배심리(서울로부터 격리 공포감) 
인지과학 연구소 한라산기슭 통나무펜션 입주

도전적인 실험 결심⇒ 핵심부서 <미디어 다음> 40여명 제주상륙 
사원 유인 작전 ⇒ 가족 포함 서울 주말 항공권 제공 
∎ 글로벌 미디어 센터⇒ 구글 같은 근무환경 제공 노력
사원 창의력 극대화를 위한 친환경 건물 구조   
출퇴근 시간 부서별 자율
점심, 과자 음료 등 간식, 빨래, 수면실, 피트니스센터
ATM, 게임실, 카페, 바비큐가든, 농구장, 탁구장, 유아놀이터 
라이프스타일 변화 /캐주얼 복장/ 사원 야유회 장소 
통근버스/ 시내서 15분 이내/ 2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 단축   
∎ 다음 사원과 가족들의 불만과 걱정 
미혼 사원들(사원평균 연령대28~35세)⇒ 결혼상대 찾기(사내커
플증가)
맞벌이 기혼 사원들  ⇒배우자 일자리 없어 별거(기러기 아빠 
많음)
맞벌이 아닌 기혼자들은 갈수록 만족도 높아진다 함 
지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안감  
자녀 교육 문제 (초중등교 제주도 환경을 선호함) ⇒ 외국학교유
치 관심
대중교통미비, 쇼핑시설부족, 공연문화 빈약, 식당메뉴 빈약, 불
친절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젊은 여자사원들 만족도가 높은 듯)  
∎ 다음과 제주의 만남
제주는 섬으로 1차산업 의존 폐쇄적 관료 문화 
다음은 첨단인터넷서비스로 개방과 변화가 생명
다음의 중요성을 주민들이 별로 못 느낌
다음이 준 가장 큰 파급영향은 자회사 다음서비스 설립
2년 동안 330개의 대졸자 일자리 창조(어느 재벌도 못함) 
제주대에 ‘다음트랙’ 신설⇒ 고급인력 훈련 
∎ 다음의 비전
다음 중심 <IT 클러스터>가 되는 작은 실리콘밸리 지향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 지식노동자가 살기 좋아할 곳으로 봄.  
자치정부와 대학이 발상을 전환하면 가능한 꿈으로 판다. 제주도
주민과 지방정부가 그럴 역량 키울지가 관건 
∎인터넷의 등장과 미디어의 변화  
인터넷 미디어(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신문 방송 통신)가 충돌
하면서 벌어지는 미디어 변화의 사회적 정치적 임팩트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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