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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과 과학기술22)

임 경 순*

한국의 철강 산업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박태준은 비단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

라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그는 포항제철이라는 공기업

은 단순히 이윤 추구의 수단만이 될 수는 없으며, 국가경륜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경

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던 그의 생각은 훗날

종합연구소, 연구중심대학, 거대규모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치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박태준이 다른 기업인들과 달리 연구중심대학을 설립하고 기초과학의 육성에

힘쓴 것은 공(公)에 대한 그의 신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철강 산업이 산업의

기초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대학과 기초과학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되어야만 했다. 그의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공과대학교

는 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단순한 공업대학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기업체의 이익을 대학과 방사

광가속기와 같은 국가적 설비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 역시 박태준이 기초과

학을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육성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주제어】박태준, 과학기술, 포항제철, 포항공과대학교, 포항방사광가속기

*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전자우편: gsim@postech.ac.kr

논문논문 과학기술학연구 10권 2호: 37-76(2010)

38

1. 연구 목적

한국의 철강 산업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박태준은 비단 경제 분야

뿐만이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대표적

인 기업을 성장시킨 인물들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교육

사업을 하더라도 산업체와 연관된 공업 분야에 주로 사업을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박태준은 산업 현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기초과학 육성에 지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박태준이 과학기술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녔기에 기업체의 이익을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데까지 활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 과제가 된다.

우선 박태준은 포항제철이라는 공적인 기업은 단순히 이윤 추구의 수단만

은 될 수는 없으며, 국가경륜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경영되어야 한다고 생각

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던 그의 생각은 훗날 종합연구소,

연구중심대학, 거대규모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치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

었다.

박태준의 기술개발 철학과 인력 양성관은 포항제철의 성장 과정에 따라 많

은 변화를 거쳤다. 우선 박태준이 과학기술에 대해 가졌던 태도는 포항제철의

성장에 따라 기술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 강조되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 인력양성 방식의 변화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기업 연구개발

전략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박태준의 기술개발 철학의 변화 과정을 조망해보

고자 한다. 특히 성숙기에 나타난 기술 자립의 의지와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거대과학 설비 건설을 추진한 박태준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것이다.

박태준은 산학연 협동 체계 구축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본 글에서는 기업체 내의 기술연구소,

종합기술연구소, 연구중심대학의 설립으로 이루어진 산학연 협동체계의 형성

과정에 박태준의 과학기술관이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박태준은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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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학에서의 연구가 산업적 연구, 국방 연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국내에도 실현시키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이런

생각이 나타난 배경을 실학적인 과학기술관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박태준은 다른 기업인들과는 달리 산업에 직접 응용 가능한 연구뿐만이 아

니라 보다 커다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려고 하였다. 그의

이런 생각은 포항공과대학교의 설립과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포항공과대학교 설립에 영향을 미쳤던 칼텍의 교

육 및 연구 방식과 칼텍에 대한 박태준의 생각을 살펴보고, 그의 이런 생각이

국내에 본격적인 연구중심대학이 설립되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

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박태준의 공헌을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 검

토해보기 위해, 기초과학과 대학 교육 발전에 영향을 미친 세계의 대표적인

기업인들과 박태준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사광가속

기라는 거대과학 건설을 지원하게 된 박태준의 생각과 그 추진 과정을 세계

가속기연구소의 성장 및 발전 과정과 연결시켜 살펴볼 것이다.

2. 포항제철의 성장

1927년 9월 29일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박태준은 동네에서 가장 부유하던

정미소 주인을 갈망하며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하지만 그는

법관이 되기를 바랐던 주위의 기대를 저버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민족의 힘을 깨우는 지름길이라는 나름대로의 큰 뜻을 품고 와세다 대학 이

공 분야에 진학했다(박태준, 1985b).

1963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박태준은 1964년 12월부터 포항제철이 설립

되기 직전까지 대한중석 사장을 맡으면서 경영자로 변신했다. 박태준은 대한

중석의 사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경영합리화를 위해 예산통제, 내부감사, 심사

경영분석, 회계, 표준원가, 작업표준 등을 도입하여 관리회계제도를 개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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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대학중석광업주식회사, 1989). 이런

경영 혁신을 바탕으로 그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대한중석을 확실한 흑

자체제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경영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그는 드디

어 거대한 국책사업인 일관 종합제철소 추진사업을 떠맡게 되었다. 그 뒤 약

4반세기 동안 포항제철은 박태준 개인의 인생 역정과 궤를 같이 하게 된다(포

항종합제철주식회사, 1989).

1961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본격적인 산업화와 경제

개발에 뛰어든 한국 정부는 일관 종합제철소 건설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책 과제로 선정된 이유는 거

의 모든 산업의 기초소재인 철강을 생산하는 제철소는 국가의 기간산업이기

때문이었다. 1970년 4월 1일 영일만 부지에서 일관제철소인 포항제철의 건설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뒤 3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1973년 7월 3

일 연간 103만 톤의 조강생산 능력을 갖춘 포항제철소 제1기 설비가 준공되

었다.

1) “제철보국”

박태준이 품고 있던 포항제철 경영 철학의 근원에는 ‘제철보국’ 사상이 자

리를 잡고 있었다. ‘제철보국’이란 제철공장을 성공시켜 국가에 보답하자는

정신이었다. 즉 “양질의 철을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하여 국부를 증대시키고,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포항종합

제철주식회사, 1998: 27). 그의 이런 정신은 성공적인 공장 건설에 크게 이바

지했으며, 포항제철의 사풍(社風)과 전통을 형성하는 중요한 정신적 원류가

되었고, 포항제철의 전형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되었다. 포항제철 창립 10주년

을 맞이하여 박태준은 일관 제철소야말로 현대문명의 최고의 걸작이며 민족

자산의 정수이고, 포항제철은 국가 경륜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경영되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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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학에서의 연구가 산업적 연구, 국방 연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국내에도 실현시키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이런

생각이 나타난 배경을 실학적인 과학기술관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박태준은 다른 기업인들과는 달리 산업에 직접 응용 가능한 연구뿐만이 아

니라 보다 커다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려고 하였다. 그의

이런 생각은 포항공과대학교의 설립과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포항공과대학교 설립에 영향을 미쳤던 칼텍의 교

육 및 연구 방식과 칼텍에 대한 박태준의 생각을 살펴보고, 그의 이런 생각이

국내에 본격적인 연구중심대학이 설립되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

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박태준의 공헌을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 검

토해보기 위해, 기초과학과 대학 교육 발전에 영향을 미친 세계의 대표적인

기업인들과 박태준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사광가속

기라는 거대과학 건설을 지원하게 된 박태준의 생각과 그 추진 과정을 세계

가속기연구소의 성장 및 발전 과정과 연결시켜 살펴볼 것이다.

2. 포항제철의 성장

1927년 9월 29일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박태준은 동네에서 가장 부유하던

정미소 주인을 갈망하며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하지만 그는

법관이 되기를 바랐던 주위의 기대를 저버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민족의 힘을 깨우는 지름길이라는 나름대로의 큰 뜻을 품고 와세다 대학 이

공 분야에 진학했다(박태준, 1985b).

1963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박태준은 1964년 12월부터 포항제철이 설립

되기 직전까지 대한중석 사장을 맡으면서 경영자로 변신했다. 박태준은 대한

중석의 사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경영합리화를 위해 예산통제, 내부감사, 심사

경영분석, 회계, 표준원가, 작업표준 등을 도입하여 관리회계제도를 개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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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대학중석광업주식회사, 1989). 이런

경영 혁신을 바탕으로 그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대한중석을 확실한 흑

자체제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경영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그는 드디

어 거대한 국책사업인 일관 종합제철소 추진사업을 떠맡게 되었다. 그 뒤 약

4반세기 동안 포항제철은 박태준 개인의 인생 역정과 궤를 같이 하게 된다(포

항종합제철주식회사, 1989).

1961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본격적인 산업화와 경제

개발에 뛰어든 한국 정부는 일관 종합제철소 건설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책 과제로 선정된 이유는 거

의 모든 산업의 기초소재인 철강을 생산하는 제철소는 국가의 기간산업이기

때문이었다. 1970년 4월 1일 영일만 부지에서 일관제철소인 포항제철의 건설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뒤 3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1973년 7월 3

일 연간 103만 톤의 조강생산 능력을 갖춘 포항제철소 제1기 설비가 준공되

었다.

1) “제철보국”

박태준이 품고 있던 포항제철 경영 철학의 근원에는 ‘제철보국’ 사상이 자

리를 잡고 있었다. ‘제철보국’이란 제철공장을 성공시켜 국가에 보답하자는

정신이었다. 즉 “양질의 철을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하여 국부를 증대시키고,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포항종합

제철주식회사, 1998: 27). 그의 이런 정신은 성공적인 공장 건설에 크게 이바

지했으며, 포항제철의 사풍(社風)과 전통을 형성하는 중요한 정신적 원류가

되었고, 포항제철의 전형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되었다. 포항제철 창립 10주년

을 맞이하여 박태준은 일관 제철소야말로 현대문명의 최고의 걸작이며 민족

자산의 정수이고, 포항제철은 국가 경륜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경영되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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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설과 조업에 임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방법, 최고의 선택으로 탁

월한 수완을 발휘하였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최신예 설비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조달하였으며, 최신공법의 도입과 의욕적 공정 관리에 의

해 건설 공기를 예정보다 훨씬 앞당김으로써 선진 철강국도 추종할 수 없

는 저렴한 건설단가를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파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 철광석, 유연탄 등 철강 기초 원료의 장기적 안정 공급체계 구축에 성

공하였을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의 선발과 국내외 훈련을 통하여 안정 조

업의 선행조건이 되는 기술력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후발 철강국을 지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일관 제철의 탄생은 최고 경연진에서 현장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일사 분

란한 참여로써 이룩된 현대문명 최고의 걸작이며, ‘철은 곧 국가’라는 표

현이 지나친 과장이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철강 산업의 장점을 이루고

전 산업에 영향을 주는 일관제철소를 경영하고 있는 우리는 이 회사가 기

업으로서 이윤 추구의 수단만이 될 수는 없으며, 국가경륜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경영되어야 한다는 대의와 가치를 지닌 민족 자산의 정수임을

확고하게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박태준, 1987: 107-112).

2) “산업의 쌀”

철은 곧 국가라는 박태준의 생각은 철이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소재라

는 인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철을 ‘산업의 쌀’이라고 불렀다. “우

리에게 쌀은 생명과 성장의 근원이듯이 철은 모든 산업의 기초소재이다”(포

항종합제철주식회사, 1988: 27). 실제로 철은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오늘

날 세계를 지배하는 기본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 가

운데 하나였다. 브로델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 종교, 문화, 기술, 심

지어는 술, 담배, 커피 등 다양한 일상생활의 구조를 해부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출현과정을 새롭게 해명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나 경제적 변동

보다도 훨씬 긴 시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장기 지속(longue durée) 혹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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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경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Braudel, 1972, 1980; 브로델, 1995,

1996, 1997). 브로델의 책에서 철은 일상생활 구조의 커다란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는 철이야말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

치는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기초라고 말했다(브로델, 1995, 1996, 1997).

근대 산업 사회의 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산업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도 산업의 기초적 소재였던 철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Landes, 1972: 93-96).

산업혁명이 정력적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철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진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석탄과 철광석의 산출량

의 꾸준한 증가와 일련의 철강 산업에서의 기술 개발에 힘입어 18세기를 거

치는 동안 풍부한 값싼 철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이 산업 혁명이 진

행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19세기에 중반에 이르러 베세머 제강법과 평로법, 그리고 염기성 제강법이

등장하면서 강철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고, 특히 선박, 철도, 자동차, 무기

등에 강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당시에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미국

등 서구 열강들은 자국의 국력을 강철의 생산량으로 저울질했는데, 역사가들

은 이 시기를 ‘강철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다(ibid., 249-269). 강철의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 역시 철강 산업을 국가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중시하게 되

었고, 이런 전통은 박태준의 “제철보국”과 “산업의 쌀” 개념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박태준은 1933년 9월 4천 톤급 부관연락선 ‘쇼케이마루’ 호를 타고 현해탄

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 철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선박은 어린 박태준에

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박태준은 일본으로 건너가는 동안

‘강철의 시기’라는 근대의 웅장한 실체를 경험하였던 것이다(이대환, 2004:

21-24). 박태준과 제철과의 첫 만남은 대동아 전쟁 중에 이루어졌다. 그는 미

야마북중학교 4학년 때 일본소결철강주식회사에서 근로봉사에 동원되어 소결

로에 배치되었다. 당시 소결로 작업은 박태준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동

시에 그는 와세다대학 공과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꿈도 키웠다(ibid.,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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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설과 조업에 임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방법, 최고의 선택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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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렴한 건설단가를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파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 철광석, 유연탄 등 철강 기초 원료의 장기적 안정 공급체계 구축에 성

공하였을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의 선발과 국내외 훈련을 통하여 안정 조

업의 선행조건이 되는 기술력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후발 철강국을 지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일관 제철의 탄생은 최고 경연진에서 현장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일사 분

란한 참여로써 이룩된 현대문명 최고의 걸작이며, ‘철은 곧 국가’라는 표

현이 지나친 과장이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철강 산업의 장점을 이루고

전 산업에 영향을 주는 일관제철소를 경영하고 있는 우리는 이 회사가 기

업으로서 이윤 추구의 수단만이 될 수는 없으며, 국가경륜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경영되어야 한다는 대의와 가치를 지닌 민족 자산의 정수임을

확고하게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박태준, 1987: 107-112).

2) “산업의 쌀”

철은 곧 국가라는 박태준의 생각은 철이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소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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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경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Braudel, 1972, 1980; 브로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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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기술 인력의 양성

많은 연구자들은 포철의 성공요인으로 최고경영진의 리더십, LD 제강법과

연속주조법과 같은 첨단 제철 공법의 적용, 공장자동화 등 최신 설비의 도입,

일본기술의 모방과 빠른 체내화를 통한 조업기술의 조기 확보 등을 들고 있

다(송성수, 2002;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1992). 하지만 포철의 성공 요인 가운

데 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 개선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즉 포철은 해외 기술

연수와 사내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 개선 활동을 했으며, 특히 작업 현장

내의 기술 개선과 혁신을 강조했다.

박태준은 기술개발에 있어서 특히 현장 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물자, 기술, 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력을 꼽았다. 특히 1970년대의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과

사명감, 그리고 의욕을 지닌 우수한 인력이야말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박태준, 1985a: 149).

포철에서 기술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기성 제도

는 현장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바탕을 두고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박태준에

게 있어서 기술 인력 관리는 단지 기술 개발 차원에서만 추진되지 않고, 생활

전반의 의식 개혁 운동과 함께 연결되어 추진되었다. 1975년 4월 임원간담회

에서 그는 기성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성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성이란 담당 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 기술의 수준이 성인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서 명칭한 성스러운 이름이다.

그런데 기성은 기술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갖추어진 인격자

여야 한다. 즉 인품이나 생활태도나 가정생활이 원만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직원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인품을

바탕으로 한 회사에의 높은 공헌도와 뛰어난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

다”(ibid., 151).

현장 내에는 글로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암묵적 지식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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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것을 공유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엄청나게 중요하다.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은 연구논문, 특허 등과 같은 형식지 뿐만 아니라 말로

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지(tacit knowledge)도 중요시하며 관리하고 있

다. 현장 내의 기술이 개인에 의해서만 소유될 경우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강

화될 수 없으며, 특히 암묵지의 경우는 회사 전체의 지식으로 공유될 때에 비

로소 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1979년 8월 임원간담회에서

박태준은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기술원의 자질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고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평소에 상사가 목적별로 교육을 겸한 과업지시 혹은 작업지시를 하

지 않는다는 것.

둘째, 회사가 지금까지 습득한 여러 가지 지식이 개인에 의해서만 소유되

고 회사의 공유의 기술로서는 축적되지 않다는 것.

셋째, 일반적으로 기술원들이 각종 데이터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는 것.

넷째, 기술원들이 현장에 나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

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ibid., 149-150).

즉 박태준은 회사가 습득한 지식은 개인에 의해서만 소유되어서는 안 되며

회사 전체의 공유된 지식으로 축적될 때만이 포항제철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4) 포항제철의 성장과 기술개발

포항제철은 1970년대부터 일본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건설과 생산을

반복하며 꾸준하게 성장했다. 1973년 연산 103만 톤 규모의 제 1기 설비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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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완공했으며, 이어 1976년 5월에는 제 2기 설비를, 1978년 12월에는

제 3기 설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3년 5월에는 제 4기 설비를 완공함으로

써 연산 910만 톤 규모의 설비를 갖추며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설비를

갖춘 제철소로 성장했다(산업연구원, 1997). 제철소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제철

기술에 있어서도 많은 성장이 있었다. 우선 1973년 6월 15일 100톤 LD-전로

2기로 시작하여 산소 상취련에 의한 조강 연산 103만 톤 체제의 조업을 시작

한 이래로 계속 질소와 아르곤을 사용한 복합취련 전로로 개조하는 기술 진

보를 이루었다. 광양 1, 2공장의 경우는 1공장(1987년)과 2공장(1990년) 가동

초기부터 질소나 아르곤을 사용하는 250톤 용량의 복합취련 전로를 채용하는

등 기술의 첨단화를 이루어 나갔다.

제철소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연속주조의 비율도

계속 증가해갔다. 연속주조(continuous casting)란 1933년 독일의 지그프리드

융한스(Siegfried Junghans)가 놋쇠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한 첨단

기술로서 1951년부터 구미에서 생산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1960

년에 최초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포항제철은 1976년 5월 제2기 설비에서 이

연주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이후 계속 연속주조비가 향상되었다. 광양제

철소의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100퍼센트 연속주조 공장으로 건설되었다.

1980년대 초 포철은 세계 최첨단 설비를 갖춘 소위 ‘21세기 형 제철소’를

포항 이외의 지역에 새롭게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포철은 주로 일본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제철소를 건설해왔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

어와서 포철의 놀라운 성장을 목격한 일본 기업들은 한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꺼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포철은 유럽의 제철소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유

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기술 개발을 해야만 했다. 박태준은 자체

적인 기술개발 없이는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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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개발은 기업의 지속적 발전의 핵심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로 증대되는 동안 박태준의 기술 개발 철학 역

시 분명해졌다. 우선 그는 기술 개발이 기업의 지속적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

각했다. 회사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감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견제 또한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회사가 계속 선발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고수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기업발전의 추진력이라는 것이다(ibid., 146). 또한 그는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국제 비교우위 확보와 시장의 다변화, 신수요 창출 등

이 기술력의 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 수준을 계속 향상시켜 나

가는 한편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철강업계에서 이것을 상품화하려

고 했다(ibid., 147).

포항제철은 기술개발을 위해 자력으로 이미 1977년 1월에 부설 기술연구소

를 설립하는 한편, 1981년부터는 연속주조 공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박태준

은 제철소가 기술연구소, 외부 교육 및 연구기관과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이루면서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82년 박태

준은 기술 개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기술의 내실화는 제철소와 기술연구소가 보다 밀착하여 회사의 기술을 수

렴 확산하는 것이다. 기술연구소는 내적으로 제철소와의 상호 긴밀한 기

술정보 교환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체

제를 조기에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각급 교육 및 연구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의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

축해야 한다. 기술도 일정 수준의 기반을 이루어 놓으면, 이에 가속이 붙

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ibid., 152).

박태준은 또한 기술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철강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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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완공했으며, 이어 1976년 5월에는 제 2기 설비를, 1978년 12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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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도하고 있는 선진제철소 하나하나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선진 기술이 착실히 조사 연구될 때 비로소 자체기술 개발능력이 생

기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선진 기술을 앞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ibid., 149).

6) 포철의 기술 습득과 상호 학습 모형

포철의 기술 습득 과정은 기본적으로 선진 기술을 배워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기술 습득 과정이 심화됨에 따라 회사 내부적으로는 내

부 인력들이 서로 습득한 지식을 상호 교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

는 일종의 상호 학습 모형에 따라 기술 개선을 해나갔다. 선진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앞선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는

선형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선진 기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우는 정합적인

습득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철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행하고 대화하는 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효과가 기술 혁신에는 더욱 중요하다.

학습 과정에서 특정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제품의 사용이나 기계, 장

비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에 의한 학습’, ‘실행에 의한 학습’, 그리고

여러 상이한 주체들 사이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서 얻어진다. 즉 다양한 실천적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학습은 바로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박태준이 강조했던 기술 개선 역시 현장과 연결된 상호 학습 과정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었다.

1981년 7월 임원간담회에서 박태준은 상호 학습을 통한 혁신 노력을 강조

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국제비교우위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의 공부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또한 자기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라 기술자들이 서로의 기술을 교환하고 협동하는 자세

확립이 시급하다”(ibid., 150). 1985년 5월 포항공대 옆에 기술연구소를 건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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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박태준은 연구소 내 여러 장소의 만나는 지점에 소휴게실 겸 회의실

을 두어 연구원들이 수시로 오가면서 티 타임(Tea Time)을 통해 연구에 관한

의견과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평면 설계에서 고려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1)

7)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박태준의 기술 개발 방식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일찍부터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은 오랜 옛

날부터 존재했지만 기초과학에 바탕을 둔 산업체 연구개발이 등장하면서 잠

시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연구개발

을 할 때 기초과학이 단계적으로 상용화 단계로 이전된다는 일방적인 연구개

발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이미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Hounshell and Smith, 1988).

1970년대 이후 세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기초과학에 바탕을 둔 연구개발

전략을 수정하였고, 이런 일련의 기술개발 전략의 변화 속에서 기초과학의 연

구가 응용연구, 산업적 연구로 이어진다는 부시의 선형 모형은 그 한계를 드

러내었다. 이 시기 이후에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연구수명주기의 고려,

수요와 위험도를 고려한 연구개발에 대한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 등이 기업

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으로 부상되었

다. 박태준은 효율적인 기술개발은 항상 메이커와 수요자가 협동 체제를 갖출

때 가능하며, 신제품 개발은 메이커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할 때

보다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다양한 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만이 국내 철강기술 개발은 조기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

던 것이다(박태준, 1985a: 144-145).

1) “설계업무보고시 회장 지시 사항(1985년 5월 19일 광양제철소 응접실)”, 포항공과대

학교 대학 설립 관련철(기획실 보관 미출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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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도하고 있는 선진제철소 하나하나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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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박태준은 연구소 내 여러 장소의 만나는 지점에 소휴게실 겸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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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점진적 혁신

기술혁신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비약적 혁신은 기존 지식과는 다

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이 창출되면서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는 비연속적인

혁신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공정 개선 활동을 중시하

는 점진적 혁신이 있다.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산업을 주도하려고

의도할 때에는 비약적 혁신 방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비약적 혁신은 성공할

경우 높은 고수익이 보장되지만, 새로운 미래 신산업이 분명하게 만들어지기

까지는 많은 비용과 오랜 연구개발 기간이 소요된다.

기업의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비약적 혁신형 연구개발뿐만이

아니라 기존 제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 활동을 중시하는 점진적 혁신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는 혁신적인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상품 및 공정 개선을 추구하는 것도 적절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에서 상품 및 공정 개선, 신상품 개발 등 다양한 형태

의 포트폴리오가 요구되면서 혁신 과정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이 대두

되었다. 기업이 실제로 행하는 혁신과정에는 현재의 지식수준을 나타내는 각

종 과학기술 자료와 잠재시장의 존재여부, 기업의 설계, 생산, 판매활동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창안되거나 개선된 내용들이 관여하고 있다.2) 따라서 연구개

발 및 혁신 과정에는 기업의 규모, 형태 및 기술 발전 수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박태준의 기술 개발 철학은 기본적으로 점진적 혁신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1987년 4월 7일 박태준이 임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수요자 중

심, 수익성 중심의 점진적 기술혁신 방식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된다.

2) 선형 모형의 한계점을 지적한 비선형 연구개발 모형의 한 예로는 기초과학, 응용과

학, 상업화가 서로 얽혀있는 체인링크 가설(chain-link hypothesis)을 들 수 있다

(Klein and Rosenberg,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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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종 개발에 있어서 회사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 기본 방향이 있다. 첫

째,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 수준의 정도를 보아서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

로 개발해 나가는 방식. 둘째, 국내 수요를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것부터

개발해 나가는 방식, 셋째, 생산성 제고를 중심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많이

증대시키는 것부터 개발해나가는 방식 등이다.

그런데 이 중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방식으로서 회사의 능

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알고서 신강종 개발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ibid., 148-149).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전에 힘입어 수없이 등장하는 신산업을 목격하면서도

박태준은 전통 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우선 광양제철소의 건

설 과정에서도 박태준은 첨단산업 발전 이전에 한국의 수요 및 경제규모에

알맞은 중화학공업이 발달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철강업은 국민 1인당 철강

소비량이 500kg 수준이 될 때까지 발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ibid., 58).

더 나아가 박태준은 전통적인 산업에 속하는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철의

이용 효과를 증대시켜 철을 영구적인 기초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구적인 소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소재의 왕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

히 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철의 이용 효과를 증대시켜

야 한다. 이러한 연구 노력은 연구기관만의 일이 아니고, 실제로 경영자들이

계속해서 기존 제철소를 신예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제철소 건설에 도전함으

로써 기초소재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박태준, 1985b: 55).

9) 기업체 연구소의 설립 붐과 포철의 종합연구소

1986년 포철은 종합연구소를 설립하고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차원에서 연구

개발을 체계화하였다. 포철의 종합연구소 설립은 당시 다른 대기업의 종합연

구소 설립 노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80년대를 통해서 연구개발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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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분야에서 창안되거나 개선된 내용들이 관여하고 있다.2) 따라서 연구개

발 및 혁신 과정에는 기업의 규모, 형태 및 기술 발전 수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박태준의 기술 개발 철학은 기본적으로 점진적 혁신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1987년 4월 7일 박태준이 임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수요자 중

심, 수익성 중심의 점진적 기술혁신 방식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된다.

2) 선형 모형의 한계점을 지적한 비선형 연구개발 모형의 한 예로는 기초과학, 응용과

학, 상업화가 서로 얽혀있는 체인링크 가설(chain-link hypothesis)을 들 수 있다

(Klein and Rosenberg,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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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종 개발에 있어서 회사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 기본 방향이 있다. 첫

째,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 수준의 정도를 보아서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

로 개발해 나가는 방식. 둘째, 국내 수요를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것부터

개발해 나가는 방식, 셋째, 생산성 제고를 중심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많이

증대시키는 것부터 개발해나가는 방식 등이다.

그런데 이 중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방식으로서 회사의 능

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알고서 신강종 개발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ibid., 148-149).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전에 힘입어 수없이 등장하는 신산업을 목격하면서도

박태준은 전통 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우선 광양제철소의 건

설 과정에서도 박태준은 첨단산업 발전 이전에 한국의 수요 및 경제규모에

알맞은 중화학공업이 발달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철강업은 국민 1인당 철강

소비량이 500kg 수준이 될 때까지 발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ibid., 58).

더 나아가 박태준은 전통적인 산업에 속하는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철의

이용 효과를 증대시켜 철을 영구적인 기초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구적인 소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소재의 왕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

히 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철의 이용 효과를 증대시켜

야 한다. 이러한 연구 노력은 연구기관만의 일이 아니고, 실제로 경영자들이

계속해서 기존 제철소를 신예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제철소 건설에 도전함으

로써 기초소재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박태준, 1985b: 55).

9) 기업체 연구소의 설립 붐과 포철의 종합연구소

1986년 포철은 종합연구소를 설립하고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차원에서 연구

개발을 체계화하였다. 포철의 종합연구소 설립은 당시 다른 대기업의 종합연

구소 설립 노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80년대를 통해서 연구개발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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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지한 각 기업체에서는 각 단위 사업체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이고 기초

과학적 차원에서 지원할 종합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우선 삼성은 1987

년 10월 22일 기흥 연구단지 내에 삼성종합기술원을 설립했다(삼성, 1988:

496-498). 그 전까지 삼성은 각 단위 회사별로 연구소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소들은 기존제품의 개선과 신제품 개발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장기

간이 소요되는 기초 기술과 미래의 유망첨단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미흡했

다. 이에 따라 삼성은 미래의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장기적인 안목

에서 개발해나가고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삼성의 기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케 할 목적으로 삼성종합기술원을 설립하였다.

80년대를 통해서럭키금성그룹도 화학 및 유전공학 분야의 연구소를 설립하

는 등 기업체 내에 연구개발의 토대를마련해나갔다(럭키, 1993: 534-544). 럭키

는 이미 1979년 12월 8일 대덕연구단지 내에 한국화학연구소의 위성연구소로

럭키중앙연구소를 개소했다. 이 연구소는 고분자, 유기합성, 화학공정, 공업화

학 연구실 및 분석실 등을 갖추었다. 80년대를 통해서럭키금성그룹은 각 단위

사업장마다 다양한 형태의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90년대

에 들어와서 LG 중앙연구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금성사, 1993: 467-471).

70년대를 통해 급성장한 석유화학공업에서도 80년대에 들어와서 연구개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유공의 연구소를 들 수

있다. 유공의 울산연구소는 1983년 11월 석유, 석유화학 및 윤활유 제품의 고

객 기술지원,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공장의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기존 사업

의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기술서비스 기능을 위주로 한 기술지원연구소로 출

범했다. 이 연구소는 그 뒤 인천의 고분자연구소, 대덕 연구소와 함께 유공의

핵심 연구소로 성장하게 되었다(유공, 1993: 252-260).

일본이 부메랑 효과를 의식하여 기술 이전을 기피하게 되는 1980년 이후에

박태준은 기술자립의 중요성을 임원간담회 등을 통해 자주 거론했다. 1983년

6월 29일 임원간담회에서 박태준은 우리가 현재 70년대의 성장기에 있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기술에 대한 확고한 자주의식과 투철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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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립의 각오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박태준, 1985a: 150-151). 이것은 1970년

대 기술도입기에 그가 기술 전수 및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것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박태준은 경영다각화와 기업

의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국가에 공헌하기 위한 방편으

로 교육과 연구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이리하여 포항공대(POSTECH)와 그

와 인접한 기업체 연구소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RIST)가 설립되게 된 것이다.

3. 산학연 협동과 연구중심대학

1) 산학연 협동 구도

박태준은 그 누구보다도 산학연 협동 구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즉 포항공대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함께 설립되는 데에는 박태준 회장의

산학연 협동에 관한 생각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포항제철은 대덕단지 중앙

연구소 설립계획이 무산된 뒤인 1984년부터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제2단계

연구소 발전계획을 추진했다.3) 당시 광양제철소는 신기술을 적용해서 건설되

고 있었고, 포항제철의 노후화된 설비와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설립하려고 했던 연구소보다 더욱 커다란 규모의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대두되었다. 이러던 차에 포항공대의 설립이 구체화되자 기술연구소와 포

항공대와의 협조 체계의 가능성이 모색되었으며, 결국 부설연구소로서의 연

3) 포항제철은 미래지향적인 목적기초연구 및 개발중심연구를 주기능으로 하고 향후

신증설되는 제철소간의 연구내용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중앙연구소

를 충남 대덕연구단지에 건립하기로 계획했었다. 신연구소의 위치를 대덕으로 정한

것은 당시 그곳에서 가까운 아산만이 제2제철소 입지로 유력시되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연관분야의 연구기능이 밀집된 대덕에 위치함으로써 국내외 과학기술인력의

확보와 교류가 용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1981년 11월 4일 제2공장

의 입지가 광양으로 결정됨으로써 대덕단지 내에 설립하기로 한 중앙연구소 설립계

획은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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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지한 각 기업체에서는 각 단위 사업체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이고 기초

과학적 차원에서 지원할 종합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우선 삼성은 1987

년 10월 22일 기흥 연구단지 내에 삼성종합기술원을 설립했다(삼성, 1988:

496-498). 그 전까지 삼성은 각 단위 회사별로 연구소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소들은 기존제품의 개선과 신제품 개발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장기

간이 소요되는 기초 기술과 미래의 유망첨단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미흡했

다. 이에 따라 삼성은 미래의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장기적인 안목

에서 개발해나가고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삼성의 기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케 할 목적으로 삼성종합기술원을 설립하였다.

80년대를 통해서럭키금성그룹도 화학 및 유전공학 분야의 연구소를 설립하

는 등 기업체 내에 연구개발의 토대를마련해나갔다(럭키, 1993: 534-544). 럭키

는 이미 1979년 12월 8일 대덕연구단지 내에 한국화학연구소의 위성연구소로

럭키중앙연구소를 개소했다. 이 연구소는 고분자, 유기합성, 화학공정, 공업화

학 연구실 및 분석실 등을 갖추었다. 80년대를 통해서럭키금성그룹은 각 단위

사업장마다 다양한 형태의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90년대

에 들어와서 LG 중앙연구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금성사, 1993: 467-471).

70년대를 통해 급성장한 석유화학공업에서도 80년대에 들어와서 연구개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유공의 연구소를 들 수

있다. 유공의 울산연구소는 1983년 11월 석유, 석유화학 및 윤활유 제품의 고

객 기술지원,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공장의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기존 사업

의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기술서비스 기능을 위주로 한 기술지원연구소로 출

범했다. 이 연구소는 그 뒤 인천의 고분자연구소, 대덕 연구소와 함께 유공의

핵심 연구소로 성장하게 되었다(유공, 1993: 252-260).

일본이 부메랑 효과를 의식하여 기술 이전을 기피하게 되는 1980년 이후에

박태준은 기술자립의 중요성을 임원간담회 등을 통해 자주 거론했다. 1983년

6월 29일 임원간담회에서 박태준은 우리가 현재 70년대의 성장기에 있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기술에 대한 확고한 자주의식과 투철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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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립의 각오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박태준, 1985a: 150-151). 이것은 1970년

대 기술도입기에 그가 기술 전수 및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것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박태준은 경영다각화와 기업

의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국가에 공헌하기 위한 방편으

로 교육과 연구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이리하여 포항공대(POSTECH)와 그

와 인접한 기업체 연구소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RIST)가 설립되게 된 것이다.

3. 산학연 협동과 연구중심대학

1) 산학연 협동 구도

박태준은 그 누구보다도 산학연 협동 구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즉 포항공대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함께 설립되는 데에는 박태준 회장의

산학연 협동에 관한 생각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포항제철은 대덕단지 중앙

연구소 설립계획이 무산된 뒤인 1984년부터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제2단계

연구소 발전계획을 추진했다.3) 당시 광양제철소는 신기술을 적용해서 건설되

고 있었고, 포항제철의 노후화된 설비와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설립하려고 했던 연구소보다 더욱 커다란 규모의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대두되었다. 이러던 차에 포항공대의 설립이 구체화되자 기술연구소와 포

항공대와의 협조 체계의 가능성이 모색되었으며, 결국 부설연구소로서의 연

3) 포항제철은 미래지향적인 목적기초연구 및 개발중심연구를 주기능으로 하고 향후

신증설되는 제철소간의 연구내용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중앙연구소

를 충남 대덕연구단지에 건립하기로 계획했었다. 신연구소의 위치를 대덕으로 정한

것은 당시 그곳에서 가까운 아산만이 제2제철소 입지로 유력시되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연관분야의 연구기능이 밀집된 대덕에 위치함으로써 국내외 과학기술인력의

확보와 교류가 용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1981년 11월 4일 제2공장

의 입지가 광양으로 결정됨으로써 대덕단지 내에 설립하기로 한 중앙연구소 설립계

획은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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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체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1984년 9

월부터 단순한 포항제철 내의 기술연구소가 아니라 독립법인으로서의 기술연

구소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1989: 51-53).

산학연 협동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박태준은 포항제철의 기술연구소와 포

항공대와의 연결을 모색하고 있었다. 박태준이 지녔던 산학협동 이념은 그가

존중했던 실학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미국의 대학은 처음

부터 실학적으로 접근해서 공과대학을 육성했다고 생각했다. 포항제철과 대

학과의 산학협동을 보다 용이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박태준은 1985년 6월 13

일 카네기멜론대의 금속공학 교수 중 세계적 명성을 가진 교수를 부학장 대

우로 초빙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대학설립추진본부에 지시하기도 했

다.4)

문교부로부터 대학 설립 계획이 승인이 된 1985년 7월 4일에 있었던 보고

에서 박태준은 대학뿐만 아니라 종합연구소 건립에 관한 윤곽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5) 이때 그는 당시 포항제철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연구소를 학교부

지 내로 옮기고, 약 2만평 규모로 학교건물 끝에 붙여 지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태준은 산학연 협동체계에 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혔다.

박태준의 생각에 따르면 종합연구소란 회사 연구소의 개발(development) 기

능과 학교 연구소의 연구(research) 기능을 합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학교와

연구소가 연구는 연구끼리, 개발은 개발끼리 합해서 서로 협동하여 연구할 가

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박태준이 생각한 종합연구소의 모델은 엑슨(Exxon)연구소였다. 따라서 그

는 새로운 종합연구소는 엑슨연구소의 개념을 따서 설계하고, 편리하고 정보

교환도 용이해야 하며, 연구소의 수준도 엑슨연구소와 유사한 수준이 되어야

4) “회장 지시 사항(1985. 6. 13)”,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설립 관련철(기획실 보관 미출

판 자료).

5) “대학 설립 관련 당면 과제 및 종합 연구소 관련 사항 회장 보고시 지시사항(1985년

7월 4일 제철연수원 회장 집무실)”,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설립 관련철(기획실 보관

미출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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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강조했다. 심지어 박태준은 연구소장에게 연구소를 건설할 때 반드시 엑

슨연구소와 칼텍을 보고 올 것을 지시했다. 결국 칼텍과 엑슨연구소에서 박태

준은 산학연 협동연구의 이상적인 모습을 찾았던 것이다.

박태준의 지시에 따라 곧이어 1985년 8월 16일 포항제철과 대학의 연구기

능을 통합한 형태의 종합연구소 발전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수정을 거쳐

1986년 6월 12일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리하여 포

항공대와 산업과학기술연구소를 연결하는 산학연 협동체계안은 박태준의 구

상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2) 박태준과 최형섭

박태준의 산학연 협동구도는 1984년부터 포항제철 기술연구소 상임고문을

맡아오고 있었던 최형섭의 연구학원단지 구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최

형섭은 일본 와세다대에서 야금을 전공하고 노틀담 대학원에서 물리야금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는 화학야금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철강인이었던 박태준과는 이미 오랜 인연을 맺고 있었다.

최형섭은 이미 1961년 9월 26일 금속연료종합연구소라는 민영연구기관을

창립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 이 연구소에는 대한중석, 대한석탄공사, 대

한철광, 한국제련공사, 그리고 1966년부터는 인천중공업 등이 공동으로 출연

했었다. 박태준 회장 역시 대한중석 사장을 맡고 있는 동안 이 연구소의 3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두 인물들은 서로 산업체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공유하

기 시작하였다. 1967년 11월 8일 한국 정부는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을 일부 변

경하여 당초 실수요자로 선정된 대한중석과는 별개의 추진체인 종합제철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때 위원장에는 박태준 대한중석 사장이 임명되고,

위원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최형섭 소장이 포함되었다. 이때부터

최형섭과 박태준은 산학연 협동 이념을 본격적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최형섭

은 더 나아가 원자력연구소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포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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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체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1984년 9

월부터 단순한 포항제철 내의 기술연구소가 아니라 독립법인으로서의 기술연

구소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1989: 51-53).

산학연 협동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박태준은 포항제철의 기술연구소와 포

항공대와의 연결을 모색하고 있었다. 박태준이 지녔던 산학협동 이념은 그가

존중했던 실학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미국의 대학은 처음

부터 실학적으로 접근해서 공과대학을 육성했다고 생각했다. 포항제철과 대

학과의 산학협동을 보다 용이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박태준은 1985년 6월 13

일 카네기멜론대의 금속공학 교수 중 세계적 명성을 가진 교수를 부학장 대

우로 초빙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대학설립추진본부에 지시하기도 했

다.4)

문교부로부터 대학 설립 계획이 승인이 된 1985년 7월 4일에 있었던 보고

에서 박태준은 대학뿐만 아니라 종합연구소 건립에 관한 윤곽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5) 이때 그는 당시 포항제철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연구소를 학교부

지 내로 옮기고, 약 2만평 규모로 학교건물 끝에 붙여 지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태준은 산학연 협동체계에 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혔다.

박태준의 생각에 따르면 종합연구소란 회사 연구소의 개발(development) 기

능과 학교 연구소의 연구(research) 기능을 합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학교와

연구소가 연구는 연구끼리, 개발은 개발끼리 합해서 서로 협동하여 연구할 가

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박태준이 생각한 종합연구소의 모델은 엑슨(Exxon)연구소였다. 따라서 그

는 새로운 종합연구소는 엑슨연구소의 개념을 따서 설계하고, 편리하고 정보

교환도 용이해야 하며, 연구소의 수준도 엑슨연구소와 유사한 수준이 되어야

4) “회장 지시 사항(1985. 6. 13)”,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설립 관련철(기획실 보관 미출

판 자료).

5) “대학 설립 관련 당면 과제 및 종합 연구소 관련 사항 회장 보고시 지시사항(1985년

7월 4일 제철연수원 회장 집무실)”,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설립 관련철(기획실 보관

미출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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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강조했다. 심지어 박태준은 연구소장에게 연구소를 건설할 때 반드시 엑

슨연구소와 칼텍을 보고 올 것을 지시했다. 결국 칼텍과 엑슨연구소에서 박태

준은 산학연 협동연구의 이상적인 모습을 찾았던 것이다.

박태준의 지시에 따라 곧이어 1985년 8월 16일 포항제철과 대학의 연구기

능을 통합한 형태의 종합연구소 발전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수정을 거쳐

1986년 6월 12일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리하여 포

항공대와 산업과학기술연구소를 연결하는 산학연 협동체계안은 박태준의 구

상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2) 박태준과 최형섭

박태준의 산학연 협동구도는 1984년부터 포항제철 기술연구소 상임고문을

맡아오고 있었던 최형섭의 연구학원단지 구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최

형섭은 일본 와세다대에서 야금을 전공하고 노틀담 대학원에서 물리야금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는 화학야금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철강인이었던 박태준과는 이미 오랜 인연을 맺고 있었다.

최형섭은 이미 1961년 9월 26일 금속연료종합연구소라는 민영연구기관을

창립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 이 연구소에는 대한중석, 대한석탄공사, 대

한철광, 한국제련공사, 그리고 1966년부터는 인천중공업 등이 공동으로 출연

했었다. 박태준 회장 역시 대한중석 사장을 맡고 있는 동안 이 연구소의 3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두 인물들은 서로 산업체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공유하

기 시작하였다. 1967년 11월 8일 한국 정부는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을 일부 변

경하여 당초 실수요자로 선정된 대한중석과는 별개의 추진체인 종합제철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때 위원장에는 박태준 대한중석 사장이 임명되고,

위원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최형섭 소장이 포함되었다. 이때부터

최형섭과 박태준은 산학연 협동 이념을 본격적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최형섭

은 더 나아가 원자력연구소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포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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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 설립될 때부터 계속 포항제철의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최형섭이 가지고 있는 산학연 협동체계에 대한 생각은 포항공대와 포항산

업과학연구원을 창설할 당시 나타난 박태준의 산학연 협동체계에 대한 구상

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최형섭은 자신의 회고록인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

소』에서 포항공대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설립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대덕연구학원도시가 성공리에 그 임무를 수행해 감에 따라 그 중요성을 인

식하여 정부에서 여러 군데에 ‘연구단지’를 설치할 구상을 하게 되었고, 그

일부는 이미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公共)적인 것이 아니고

순전히 민간에서 산·학·연의 연계를 시도한 사례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중 가장 뚜렷한 것이 포항(浦項)에서의 산·학·연 협동체계의 구축이라 하겠

다. 포항종합제철은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하였지만 조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까지 흑자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철강업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포항종합제철의 최고 경영진은 포항종합제철

(POSCO)에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함에 있어서 참으로 현명한 결정

을 한 것이다. 그들은 두 가지 방향, 즉 하나는 교육에, 또 하나는 연구개발

에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포항공과대학(POSTECH)과 재

단법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이다. RIST가 매

개체가 되어 기업과 학계의 연계를 시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포항종합

제철(浦項綜合製鐵), 산업과학기술연구소(産業科學技術硏究所), 포항공대(浦

項工大) 간의 유기적인 삼각 연구협동체계를 통해 두뇌집단을 형성함으로

써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일관연구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최형섭, 1995:

154-155).

3) “교육 보국”의 실현

박태준은 국가와 산업의 발전에 대학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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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부터 새로운 형태의 대학 설립을 꿈꾸어 왔다. 그는 이미 대한중석

사장으로 있을 때부터 대학을 설립하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6) 새로운 유형

의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포항제철을 맡은 뒤에 더욱 절실해

졌다. 공과대학 출신의 신입사원을 곧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사례를

무수히 목격한 그는 당시의 한국 공과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을 깨달았다. 그것은 산업현장과 유리된 채 학문적인 강의 중심으로 실시되는

공대 교육의 비현실성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제철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자체 보강교육을 개발하여 새로운 교육 방식 구축을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박태준은 1981년 4월 제11대 국회 재무위원장으로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서

총괄적인 관점으로 한국 과학기술교육의 낙후성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때를

전후해서 그는 외국 출장에서 자주 대학이나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외국 기관

에 대한 지속적인 탐방 과정에서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대학, 산업체, 연구

소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대학이 펜타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다.7) 대학을 설립해야겠다는 박태

준의 분명한 구상은 1980년 광양제철소 건설을 계획하면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되었다. 광양제철소 건설 이후의 고급두뇌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획기적

인 인재확보 방안으로 대학 설립을 구상했다. 박태준은 포항제철의 성공으로

제철보국을 이룩한 것처럼 훌륭한 교육을 실천하여 “교육보국”을 이룩하겠다

고 생각했다.

6) 1996년 7월 16일 미국 뉴저지 주 Fort Lee에서 임경순, 이전영이 행한 박태준과의 인

터뷰. 이하 대학 설립관련 내용은 여기서 수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미출판자

료들을 비교 검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7) 냉전기 미국의 군부, 산업체, 대학의 연결에 대해서는 Leslie(199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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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 설립될 때부터 계속 포항제철의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최형섭이 가지고 있는 산학연 협동체계에 대한 생각은 포항공대와 포항산

업과학연구원을 창설할 당시 나타난 박태준의 산학연 협동체계에 대한 구상

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최형섭은 자신의 회고록인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

소』에서 포항공대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설립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대덕연구학원도시가 성공리에 그 임무를 수행해 감에 따라 그 중요성을 인

식하여 정부에서 여러 군데에 ‘연구단지’를 설치할 구상을 하게 되었고, 그

일부는 이미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公共)적인 것이 아니고

순전히 민간에서 산·학·연의 연계를 시도한 사례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중 가장 뚜렷한 것이 포항(浦項)에서의 산·학·연 협동체계의 구축이라 하겠

다. 포항종합제철은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하였지만 조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까지 흑자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철강업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포항종합제철의 최고 경영진은 포항종합제철

(POSCO)에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함에 있어서 참으로 현명한 결정

을 한 것이다. 그들은 두 가지 방향, 즉 하나는 교육에, 또 하나는 연구개발

에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포항공과대학(POSTECH)과 재

단법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이다. RIST가 매

개체가 되어 기업과 학계의 연계를 시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포항종합

제철(浦項綜合製鐵), 산업과학기술연구소(産業科學技術硏究所), 포항공대(浦

項工大) 간의 유기적인 삼각 연구협동체계를 통해 두뇌집단을 형성함으로

써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일관연구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최형섭, 1995:

154-155).

3) “교육 보국”의 실현

박태준은 국가와 산업의 발전에 대학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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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부터 새로운 형태의 대학 설립을 꿈꾸어 왔다. 그는 이미 대한중석

사장으로 있을 때부터 대학을 설립하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6) 새로운 유형

의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포항제철을 맡은 뒤에 더욱 절실해

졌다. 공과대학 출신의 신입사원을 곧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사례를

무수히 목격한 그는 당시의 한국 공과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을 깨달았다. 그것은 산업현장과 유리된 채 학문적인 강의 중심으로 실시되는

공대 교육의 비현실성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제철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자체 보강교육을 개발하여 새로운 교육 방식 구축을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박태준은 1981년 4월 제11대 국회 재무위원장으로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서

총괄적인 관점으로 한국 과학기술교육의 낙후성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때를

전후해서 그는 외국 출장에서 자주 대학이나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외국 기관

에 대한 지속적인 탐방 과정에서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대학, 산업체, 연구

소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대학이 펜타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다.7) 대학을 설립해야겠다는 박태

준의 분명한 구상은 1980년 광양제철소 건설을 계획하면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되었다. 광양제철소 건설 이후의 고급두뇌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획기적

인 인재확보 방안으로 대학 설립을 구상했다. 박태준은 포항제철의 성공으로

제철보국을 이룩한 것처럼 훌륭한 교육을 실천하여 “교육보국”을 이룩하겠다

고 생각했다.

6) 1996년 7월 16일 미국 뉴저지 주 Fort Lee에서 임경순, 이전영이 행한 박태준과의 인

터뷰. 이하 대학 설립관련 내용은 여기서 수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미출판자

료들을 비교 검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7) 냉전기 미국의 군부, 산업체, 대학의 연결에 대해서는 Leslie(199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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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캘리포니아공과대학

대학을 설립하려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박태준은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중심

대학이었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즉 칼텍

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칼텍은 ‘스룹공과대학’

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당시에는 한 해에 약 10여 명의 엔지니어를 배출

하는 건물 한 채뿐인 작은 학교였다. 1907년 천체물리학자 조지 헤일(George

Ellery Hale)이 이사로 가세하게 되면서, 지방대학인 스룹공과대학은 서서히

세계적인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Goodstein, 1991).

물리학, 화학, 천문학 사이의 협동적 연구를 열정적으로 원했던 헤일은 자

신이 건설한 윌슨 산 천문대와 협동적 연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스룹공과대학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우선 MIT

에 있던 노이즈와 시카고에 있던 로버트 밀리컨을 캘리포니아로 불러오려고

노력했다(Kargon, 1982). 헤일의 노력으로 1921년 가을 칼텍에는 미국 최고

수준의 세 명의 과학자들이 모두 모이게 된다. 1925년 헤일은 초파리 연구로

유명해졌고 유전학의 대가였던 토머스 헌트 모건(Thomas Hunt Morgan)도

임용하는 데에 성공했다. 칼텍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우수한 교수진과 학

생들을 모으는 데 성공하여, 마침내 미국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으로 비약적으

로 성장했다.

박태준은 1985년 5월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면서 인

근에 있는 칼텍을 들러 이 대학의 재정담당 부총장을 만나 자문을 구해보았

다.8) 당시 칼텍은 학부보다는 대학원의 규모가 훨씬 큰 조직이었고, 또한 교

수 수도 학생 수에 비해 엄청나게 많았으며, 교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었다. 박태준은 연구중심대학의 모습은 칼텍에서, 그리고 산학연

협동체계에 있어서는 카네기멜론대에서 바람직한 모형을 발견했다.9)

8) “LA 방문시 회장 지시사항(1985. 5. 2.)”,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설립 관련철(기획실

보관 미출판 자료).

9) “대학 설립 관련 당면 과제 및 종합 연구소 관련 사항 회장 보고시 지시사항(1985년

7월 4일 제철연수원 회장 집무실)”,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설립 관련철(기획실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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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항공과대학교의 설립

박태준의 제철보국의 정신은 ‘한국 과학기술을 선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포항공대의 건학 이념의 밑거름이 되었다. 즉 박

태준은 포항제철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유

능한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포항공대를 건설했다. 이런

박태준의 철학에 따라 포항공대는 포항제철만을 위한 철강 특성화 대학이 아

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면

서 출범하였다.

박태준의 이런 태도는 그가 포항제철의 운영에서 보여주었던 제철보국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박태준은 포항제철을 운영할 때에도 포항제철의 이익만

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선박 등의 분야에서의 연관

효과를 고려해서 그 분야가 국제적 경쟁을 지닐 수 있도록 철강재의 가격을

결정했다. 포항제철이라는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에서 포항제철의 경영방식을 결정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박태

준은 포항공대를 설립할 때에도 이 대학이 포항제철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다.

박태준의 구상은 1985년 8월 김호길이 학장요원으로 부임하면서 더욱 구체

화되었다. 소수정예와 새로운 유형의 교육이념을 내세운 박태준과 김호길의

생각에 따라 학생 수는 적게 하는 반면에 교수는 많이 모집해서 교수들의 강

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한다는 연구중심대학의 원칙

이 세워졌다. 이외에도 학부 학생 수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대학원 학생은

대폭 늘리는 대학원중심대학의 이념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중심대학

의 이념에 따라 시설 면에서도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연구시설에도 중점을

두게 되었다. 훗날 거대 규모의 연구소에서만 갖출 수 있는 클린룸(Clean

Room), 풍동(Wind Tunnel), 방사광 가속기 등 대형 연구 설비들이 포항공대

미출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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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캘리포니아공과대학

대학을 설립하려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박태준은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중심

대학이었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즉 칼텍

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칼텍은 ‘스룹공과대학’

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당시에는 한 해에 약 10여 명의 엔지니어를 배출

하는 건물 한 채뿐인 작은 학교였다. 1907년 천체물리학자 조지 헤일(George

Ellery Hale)이 이사로 가세하게 되면서, 지방대학인 스룹공과대학은 서서히

세계적인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Goodstein, 1991).

물리학, 화학, 천문학 사이의 협동적 연구를 열정적으로 원했던 헤일은 자

신이 건설한 윌슨 산 천문대와 협동적 연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스룹공과대학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우선 MIT

에 있던 노이즈와 시카고에 있던 로버트 밀리컨을 캘리포니아로 불러오려고

노력했다(Kargon, 1982). 헤일의 노력으로 1921년 가을 칼텍에는 미국 최고

수준의 세 명의 과학자들이 모두 모이게 된다. 1925년 헤일은 초파리 연구로

유명해졌고 유전학의 대가였던 토머스 헌트 모건(Thomas Hunt Morgan)도

임용하는 데에 성공했다. 칼텍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우수한 교수진과 학

생들을 모으는 데 성공하여, 마침내 미국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으로 비약적으

로 성장했다.

박태준은 1985년 5월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면서 인

근에 있는 칼텍을 들러 이 대학의 재정담당 부총장을 만나 자문을 구해보았

다.8) 당시 칼텍은 학부보다는 대학원의 규모가 훨씬 큰 조직이었고, 또한 교

수 수도 학생 수에 비해 엄청나게 많았으며, 교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었다. 박태준은 연구중심대학의 모습은 칼텍에서, 그리고 산학연

협동체계에 있어서는 카네기멜론대에서 바람직한 모형을 발견했다.9)

8) “LA 방문시 회장 지시사항(1985. 5. 2.)”,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설립 관련철(기획실

보관 미출판 자료).

9) “대학 설립 관련 당면 과제 및 종합 연구소 관련 사항 회장 보고시 지시사항(1985년

7월 4일 제철연수원 회장 집무실)”,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설립 관련철(기획실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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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항공과대학교의 설립

박태준의 제철보국의 정신은 ‘한국 과학기술을 선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포항공대의 건학 이념의 밑거름이 되었다. 즉 박

태준은 포항제철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유

능한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포항공대를 건설했다. 이런

박태준의 철학에 따라 포항공대는 포항제철만을 위한 철강 특성화 대학이 아

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면

서 출범하였다.

박태준의 이런 태도는 그가 포항제철의 운영에서 보여주었던 제철보국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박태준은 포항제철을 운영할 때에도 포항제철의 이익만

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선박 등의 분야에서의 연관

효과를 고려해서 그 분야가 국제적 경쟁을 지닐 수 있도록 철강재의 가격을

결정했다. 포항제철이라는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에서 포항제철의 경영방식을 결정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박태

준은 포항공대를 설립할 때에도 이 대학이 포항제철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다.

박태준의 구상은 1985년 8월 김호길이 학장요원으로 부임하면서 더욱 구체

화되었다. 소수정예와 새로운 유형의 교육이념을 내세운 박태준과 김호길의

생각에 따라 학생 수는 적게 하는 반면에 교수는 많이 모집해서 교수들의 강

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한다는 연구중심대학의 원칙

이 세워졌다. 이외에도 학부 학생 수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대학원 학생은

대폭 늘리는 대학원중심대학의 이념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중심대학

의 이념에 따라 시설 면에서도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연구시설에도 중점을

두게 되었다. 훗날 거대 규모의 연구소에서만 갖출 수 있는 클린룸(Clean

Room), 풍동(Wind Tunnel), 방사광 가속기 등 대형 연구 설비들이 포항공대

미출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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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들어지게 되는 데에는 박태준의 제철보국 사상의 기본 골격이 뒷받침

되었던 것이다.

1985년 8월 중순에 해외 과학자 유치를 위해 박태준의 명의로 작성했던 인

사말을 살펴보면 박태준의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

다. 즉 “새로 설립될 포항공과대학은 저명교수 초빙, 국제적 수준의 교육시설

구비,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및 정예소수인재 선발로 면학과 연구를 위한 제

여건을 완비하여 첨단 및 과학기술의 기초응용분야를 교수연구하고 장차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위주 대학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었다.

이리하여 1986년 12월 3일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포항공대가 개교하게 되었다.

포항공대는 설립 이후 그 전까지 연구 분위기를 갖추지 못했던 한국의 대

학들에게 경쟁적인 연구 분위기를 유발시켜 본격적인 연구 체계로 진입하게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포항공대 설립 이후 정부로

부터 많은 연구 지원을 얻어내어 뒤늦게나마 본격적인 연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포항공대는 다른 많은 대학들과는 달리 서울이 아닌 포항이라는

지방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지방화와 과학기술 연

구의 분산화를 통해서 대학 간의 연구 경쟁을 유발시켜 국가 전체의 대학 교

육 개혁에도 이바지했다(Im, 1999).

4. 자립기술과 기초과학의 진흥

1) 철강기술 자립의 길

1987년 연구중심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와 종합산업기술연구소인 포항산업

기술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박태준의 연구개발 철학은 새로운 지향점을 갖게

되었다. 그의 철학은 점진적인 기술 혁신 방식을 넘어서 미래의 신기술을 독

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자주과학, 자립기술의 의지로 승화되었다. 198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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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에 거행된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창립식 식사에서 박태준은 자주과학, 자

립기술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산

업구조의 변화와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적

목표인 선진국 대열에의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보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주과학, 자립기술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

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박태준, 1987: 116-118).

이어 발표된 1987년 4월 1일 포항제철 창립 19주년 기념사에서는 기술 자

립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최근의 산업구조가 철강을 중심으로 하는 중후장대 산업에서 경박단소 형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여 철을 대체하는 신소재 개발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철강은 이들 신소재에 비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기술개발의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된다면 철강은 앞으로도 소재의 왕좌를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

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철강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당사는 최후까지 생

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국제 경

쟁력을 확보해가야 하겠습니다. (중략) 오늘날과 같은 기술 우위의 시대에

있어, 최강의 경쟁력은 최고의 기술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

고의 경쟁력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기술자립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ibid.,

119-122).

연구중심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와 종합산업기술연구소인 포항산업기술연

구소의 설립으로 박태준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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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들어지게 되는 데에는 박태준의 제철보국 사상의 기본 골격이 뒷받침

되었던 것이다.

1985년 8월 중순에 해외 과학자 유치를 위해 박태준의 명의로 작성했던 인

사말을 살펴보면 박태준의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

다. 즉 “새로 설립될 포항공과대학은 저명교수 초빙, 국제적 수준의 교육시설

구비,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및 정예소수인재 선발로 면학과 연구를 위한 제

여건을 완비하여 첨단 및 과학기술의 기초응용분야를 교수연구하고 장차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위주 대학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었다.

이리하여 1986년 12월 3일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포항공대가 개교하게 되었다.

포항공대는 설립 이후 그 전까지 연구 분위기를 갖추지 못했던 한국의 대

학들에게 경쟁적인 연구 분위기를 유발시켜 본격적인 연구 체계로 진입하게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포항공대 설립 이후 정부로

부터 많은 연구 지원을 얻어내어 뒤늦게나마 본격적인 연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포항공대는 다른 많은 대학들과는 달리 서울이 아닌 포항이라는

지방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지방화와 과학기술 연

구의 분산화를 통해서 대학 간의 연구 경쟁을 유발시켜 국가 전체의 대학 교

육 개혁에도 이바지했다(Im, 1999).

4. 자립기술과 기초과학의 진흥

1) 철강기술 자립의 길

1987년 연구중심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와 종합산업기술연구소인 포항산업

기술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박태준의 연구개발 철학은 새로운 지향점을 갖게

되었다. 그의 철학은 점진적인 기술 혁신 방식을 넘어서 미래의 신기술을 독

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자주과학, 자립기술의 의지로 승화되었다. 198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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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에 거행된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창립식 식사에서 박태준은 자주과학, 자

립기술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산

업구조의 변화와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적

목표인 선진국 대열에의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보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주과학, 자립기술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

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박태준, 1987: 116-118).

이어 발표된 1987년 4월 1일 포항제철 창립 19주년 기념사에서는 기술 자

립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최근의 산업구조가 철강을 중심으로 하는 중후장대 산업에서 경박단소 형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여 철을 대체하는 신소재 개발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철강은 이들 신소재에 비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기술개발의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된다면 철강은 앞으로도 소재의 왕좌를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

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철강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당사는 최후까지 생

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국제 경

쟁력을 확보해가야 하겠습니다. (중략) 오늘날과 같은 기술 우위의 시대에

있어, 최강의 경쟁력은 최고의 기술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

고의 경쟁력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기술자립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ibid.,

119-122).

연구중심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와 종합산업기술연구소인 포항산업기술연

구소의 설립으로 박태준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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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박태준의 기술개발 철학은 산학연 협동

구조의 완성과 함께 점진적 혁신, 비약적 혁신을 포함한 미래를 향한 도전적

인 기초과학 연구로 발전한다. 기초과학의 진흥을 통해 제철보국의 꿈을 완성

시키려는 박태준의 이상은 국가적인 거대과학 설비인 방사광가속기 건설 사

업을 추진하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2) 기초과학의 진흥에 기여한 해외 기업인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특정 개인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커다란 영

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다. 예들 들어 독일의 산업자본가이자 전기산업의 개척

자였던 에른스트 베르너 폰 지멘스(Ernst Werner von Siemens) 역시 기업가

로서 기초과학을 지원했던 인물이었다(Cahan, 1989: 38). 1887년 제국물리기

술연구소(PTR: Physikalisch-Technische Reichsanstalt)가 설립되는 데에는 순

수물리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새로운 순수물리연구소의 설립을 주창하

고 지원했던 지멘스의 역할이 컸다. 독일제국의 수도인 베를린에 위치하면서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표준을 정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던 이 연구소는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차원에서 독일제국이 새로이 획득한 정치적인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다. 무엇보다도 제국물리연구소는 국가의 표준을 정하는 기

초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었다. 전기공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의 표준을

정하는 일은 19세기 세계의 열강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다.

지멘스는 국가를 위해 산업의 표준과 관련된 기초과학을 지원했던 것이다.

강철왕 카네기나 석유왕 록펠러의 경우에는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기초과학

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우선 록펠러재단의 연구기금은 분자생물학이라는 새

로운 학문분야를 출현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 1930년대에 록펠러

재단은 생명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분자생물학이라는 새

로운 분야가 형성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Kohler, 1976).

카네기재단과 록펠러재단의 기금은 미국에서 천체물리학 분야가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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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칼텍을 부흥시킨 조지 헤일은 카네기기금을 바탕으로

1908년 윌슨산에 60인치반사망원경을건설했다. 윌슨 산천문대는 당시 세계

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대였다(Kargon, 1977). 1929년 미국의 허블은 이 윌슨

산의 100인치 망원경으로 은하들 사이의 거리와 적색편이를 체계적으로 연구

해서 팽창우주론을 지지하는 중요한 천문학적 증거들을 발표했다(Hubble,

1929; Sharov and Novikov, 1993). 또한 록펠러 재단은훗날윌슨이팔로마산

의 200인치 천체망원경을 건설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록펠러재단과 카네기재단과 같은 공익재단이 비단 미국 과학만을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과학이 인류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생각 아래 미

국 이외의 과학자들도 지원을 하였다. 카네기는 미국 이외에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교육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록펠러 재단 역시 해외 학술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하이젠베르크나 닐스 보어와 같은 과학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어려운 시기에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록

펠러 재단의 해외 학술 지원 사업에 힘입은 바가 컸다.

3) 기초과학 진흥: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설립

성숙기의 박태준의 과학기술관은 제철산업과 관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거대과학 설비인 방사광가속기의 건설 사업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가속

기와 같은 거대과학 설비의 건설에는 엄청난 건설비와 운영비, 그리고 최첨단

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즉 거대과학이 등장하는 데에는 과학기술 이외에도 정

치, 경제적 요인들이 다수 개입된다. 포항에 가속기와 같은 거대 연구 설비가

들어서는 데에도 박태준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태준이 포항에 국가적 설비인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한 형태는 기업가로서

기초과학의진흥에직접나섰다는 점에서 에른스트베르너폰 지멘스가국가적인

연구기관인 제국물리기술연구소(PTR: Physikalisch-Technische Reichsanstalt)의

설립을 지원하여빌헬름빈과막스플랑크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게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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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박태준의 기술개발 철학은 산학연 협동

구조의 완성과 함께 점진적 혁신, 비약적 혁신을 포함한 미래를 향한 도전적

인 기초과학 연구로 발전한다. 기초과학의 진흥을 통해 제철보국의 꿈을 완성

시키려는 박태준의 이상은 국가적인 거대과학 설비인 방사광가속기 건설 사

업을 추진하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2) 기초과학의 진흥에 기여한 해외 기업인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특정 개인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커다란 영

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다. 예들 들어 독일의 산업자본가이자 전기산업의 개척

자였던 에른스트 베르너 폰 지멘스(Ernst Werner von Siemens) 역시 기업가

로서 기초과학을 지원했던 인물이었다(Cahan, 1989: 38). 1887년 제국물리기

술연구소(PTR: Physikalisch-Technische Reichsanstalt)가 설립되는 데에는 순

수물리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새로운 순수물리연구소의 설립을 주창하

고 지원했던 지멘스의 역할이 컸다. 독일제국의 수도인 베를린에 위치하면서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표준을 정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던 이 연구소는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차원에서 독일제국이 새로이 획득한 정치적인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다. 무엇보다도 제국물리연구소는 국가의 표준을 정하는 기

초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었다. 전기공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의 표준을

정하는 일은 19세기 세계의 열강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다.

지멘스는 국가를 위해 산업의 표준과 관련된 기초과학을 지원했던 것이다.

강철왕 카네기나 석유왕 록펠러의 경우에는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기초과학

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우선 록펠러재단의 연구기금은 분자생물학이라는 새

로운 학문분야를 출현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 1930년대에 록펠러

재단은 생명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분자생물학이라는 새

로운 분야가 형성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Kohler, 1976).

카네기재단과 록펠러재단의 기금은 미국에서 천체물리학 분야가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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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칼텍을 부흥시킨 조지 헤일은 카네기기금을 바탕으로

1908년 윌슨산에 60인치반사망원경을건설했다. 윌슨 산천문대는 당시 세계

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대였다(Kargon, 1977). 1929년 미국의 허블은 이 윌슨

산의 100인치 망원경으로 은하들 사이의 거리와 적색편이를 체계적으로 연구

해서 팽창우주론을 지지하는 중요한 천문학적 증거들을 발표했다(Hubble,

1929; Sharov and Novikov, 1993). 또한 록펠러 재단은훗날윌슨이팔로마산

의 200인치 천체망원경을 건설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록펠러재단과 카네기재단과 같은 공익재단이 비단 미국 과학만을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과학이 인류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생각 아래 미

국 이외의 과학자들도 지원을 하였다. 카네기는 미국 이외에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교육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록펠러 재단 역시 해외 학술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하이젠베르크나 닐스 보어와 같은 과학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어려운 시기에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록

펠러 재단의 해외 학술 지원 사업에 힘입은 바가 컸다.

3) 기초과학 진흥: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설립

성숙기의 박태준의 과학기술관은 제철산업과 관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거대과학 설비인 방사광가속기의 건설 사업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가속

기와 같은 거대과학 설비의 건설에는 엄청난 건설비와 운영비, 그리고 최첨단

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즉 거대과학이 등장하는 데에는 과학기술 이외에도 정

치, 경제적 요인들이 다수 개입된다. 포항에 가속기와 같은 거대 연구 설비가

들어서는 데에도 박태준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태준이 포항에 국가적 설비인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한 형태는 기업가로서

기초과학의진흥에직접나섰다는 점에서 에른스트베르너폰 지멘스가국가적인

연구기관인 제국물리기술연구소(PTR: Physikalisch-Technische Reichsanstalt)의

설립을 지원하여빌헬름빈과막스플랑크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게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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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 것에 비교할 수 있다. 박태준 역시포항방사광가속기를건설하여포항공

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고 한국 최초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의 활동은 같은 철강 기업인이었던 박태준이 수행했

던 교육 및 기초과학 진흥 활동과 여러 가지로 비교될 수 있다. 카네기는

1901년 자신이 일구어 낸 카네기 철강회사를 J. P. 모건이 새롭게 형성시킨

US 스틸회사에 2억5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이후 그는 회사를 은퇴하고 자신

이 직접 출원하여 만든 공익재단에서 직접 자선 활동을 기획 추진하면서 자

선사업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다(Hacker, 1968; Wall, 1989). 1902년

그는 카네기 워싱턴 연구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 연구 진흥에 힘썼으며, 세계

최대의 윌슨 산 천문대를 비롯해서 미국의 거대 과학기술 장비 건설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박태준이 철강 기업인과 정치인의 신분으로 기초과학과 대학 교육 혁신에

기여했다는 점은 철강기업인으로서의 삶을 접고 전적으로 자선사업 경영인으

로 남은 생애를 살아간 카네기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물론 박태준도 만년에

는 포스코청암재단을 이끌며 장학 사업 및 기초과학 진흥 사업에 기여하였다.

박태준의 기초과학 및 교육에 대한 공헌은 에른스트 베르너 폰 지멘스의 경

우와는 상당 부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인물 모두 국가에 대한

강한 애국심을 지니면서 산업 부문에서 성공한 뒤, 국가를 위해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서로 닮은 점이 많다.

박태준은 김호길을 포항공대의 학장으로 영입하면서 가속기연구소에 대한

지식을 본격적으로 접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김호길은 박태준과 나눈 대화

에서 대학을 짓는 것보다는 가속기와 같은 거대 연구 시설을 건설하고 싶다

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때 박태준은 만일 포항공대를 단기간 내에 세

계 유수의 명문대학으로 만들어준다면 김호길의 학문적 숙원사업인 가속장치

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태준이 가졌던 가속기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대학 발전을 격려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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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가속기의 존재 자체가 과학기술 연구는 물론 국내 산

업을 첨단형으로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호길에게 가속

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그는 가속장치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

해 일본 출장 중에 실제로 쓰쿠바의 고에너지연구소(KEK) 등을 시찰하면서

가속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일본의 전후 연구학원단지의 대

표적인 도시인 쓰쿠바에서 박태준은 가속기 관련 시설과 그 밖에 대규모 연

구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첨단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첨단산업을 동시에 발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1987년 포항공대가 우수한 학생

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에 고무된 박태준은 가속기 건설 계획을 구체적인

실천에 옮겼다(포항공과대학교, 1997).

4) 싱크로트론과 클라이스트론

가속기 건설 사업은 새로운 첨단 가속 방식을 도입하고 과거 개발된 수많

은 장치들에 대한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서 발전해나간다. 포항에 방사광가속

기가 건설되기 이전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속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누적되어 왔다. 방사광가속기 개발에는 대단히 많은 장치와 설비가 필요하지

만, 그 중에서도 유럽공동원자핵연구소에서 건설한 싱크로트론과 스탠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선형가속기 장치는 포항 방사광가속기를 구성하는 핵심 장

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스위스에 유럽공동원자핵연구소(CERN)라는 거대한 가속기연구소를

설립했다(Armin Herman et al., 1987). CERN에서는 1952년 브룩헤이번 연구

소에서 고안한 새로운 가속기 건설 방식인 새로운 교대집속(alternating

gradient focussing) 방법, 혹은 강집속(strong focussing) 방법을 최초로 가속

기 건설에 적용하였다. 이 새로운 집속 방법과 거품상자라는 새로운 검출 장

비를 근간으로 해서 1960년 CERN은 28 Gev(280억 전자볼트)의 양성자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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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 것에 비교할 수 있다. 박태준 역시포항방사광가속기를건설하여포항공

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고 한국 최초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의 활동은 같은 철강 기업인이었던 박태준이 수행했

던 교육 및 기초과학 진흥 활동과 여러 가지로 비교될 수 있다. 카네기는

1901년 자신이 일구어 낸 카네기 철강회사를 J. P. 모건이 새롭게 형성시킨

US 스틸회사에 2억5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이후 그는 회사를 은퇴하고 자신

이 직접 출원하여 만든 공익재단에서 직접 자선 활동을 기획 추진하면서 자

선사업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다(Hacker, 1968; Wall, 1989). 1902년

그는 카네기 워싱턴 연구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 연구 진흥에 힘썼으며, 세계

최대의 윌슨 산 천문대를 비롯해서 미국의 거대 과학기술 장비 건설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박태준이 철강 기업인과 정치인의 신분으로 기초과학과 대학 교육 혁신에

기여했다는 점은 철강기업인으로서의 삶을 접고 전적으로 자선사업 경영인으

로 남은 생애를 살아간 카네기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물론 박태준도 만년에

는 포스코청암재단을 이끌며 장학 사업 및 기초과학 진흥 사업에 기여하였다.

박태준의 기초과학 및 교육에 대한 공헌은 에른스트 베르너 폰 지멘스의 경

우와는 상당 부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인물 모두 국가에 대한

강한 애국심을 지니면서 산업 부문에서 성공한 뒤, 국가를 위해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서로 닮은 점이 많다.

박태준은 김호길을 포항공대의 학장으로 영입하면서 가속기연구소에 대한

지식을 본격적으로 접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김호길은 박태준과 나눈 대화

에서 대학을 짓는 것보다는 가속기와 같은 거대 연구 시설을 건설하고 싶다

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때 박태준은 만일 포항공대를 단기간 내에 세

계 유수의 명문대학으로 만들어준다면 김호길의 학문적 숙원사업인 가속장치

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태준이 가졌던 가속기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대학 발전을 격려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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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가속기의 존재 자체가 과학기술 연구는 물론 국내 산

업을 첨단형으로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호길에게 가속

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그는 가속장치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

해 일본 출장 중에 실제로 쓰쿠바의 고에너지연구소(KEK) 등을 시찰하면서

가속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일본의 전후 연구학원단지의 대

표적인 도시인 쓰쿠바에서 박태준은 가속기 관련 시설과 그 밖에 대규모 연

구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첨단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첨단산업을 동시에 발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1987년 포항공대가 우수한 학생

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에 고무된 박태준은 가속기 건설 계획을 구체적인

실천에 옮겼다(포항공과대학교, 1997).

4) 싱크로트론과 클라이스트론

가속기 건설 사업은 새로운 첨단 가속 방식을 도입하고 과거 개발된 수많

은 장치들에 대한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서 발전해나간다. 포항에 방사광가속

기가 건설되기 이전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속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누적되어 왔다. 방사광가속기 개발에는 대단히 많은 장치와 설비가 필요하지

만, 그 중에서도 유럽공동원자핵연구소에서 건설한 싱크로트론과 스탠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선형가속기 장치는 포항 방사광가속기를 구성하는 핵심 장

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스위스에 유럽공동원자핵연구소(CERN)라는 거대한 가속기연구소를

설립했다(Armin Herman et al., 1987). CERN에서는 1952년 브룩헤이번 연구

소에서 고안한 새로운 가속기 건설 방식인 새로운 교대집속(alternating

gradient focussing) 방법, 혹은 강집속(strong focussing) 방법을 최초로 가속

기 건설에 적용하였다. 이 새로운 집속 방법과 거품상자라는 새로운 검출 장

비를 근간으로 해서 1960년 CERN은 28 Gev(280억 전자볼트)의 양성자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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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론(Proton Synchrotron)을 건설했다. 이후 CERN이 건설한 강집속 방식의

싱크로트론은 세계 여러 나라의 가속기 건설에 표준적인 역할을 하였다.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선형가속기에서 전자를 가속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는

클라이스트론(klystron) 역시 가속기 건설의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한 중요

부품 가운데 하나였다. 1937년 러셀 배리언(Russell Varian)과 그의 형제인 시

거드 배리언(Sigurd Varian), 윌리엄 핸슨(William Hansen) 등 스탠퍼드의 과

학자들은 마이크로웨이브를 생산, 증폭, 탐지할 수 있는 진공관인 클라이스트

론을 발명했다. 스탠퍼드선형가속기센터(SLAC)라는 거대한 선형가속기 연구

소가 스탠퍼드 대학에 만들어지게 되는 데에는 스탠퍼드 대학의 개발품인 클

라이스트론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 레이더 장비에 사용하던 클라이스트

론은 수천 배로 출력이 향상되면서 선형 가속기에서 전자를 1 GeV 이상으로

가속시키는 장치로 변신했던 것이다. 클라이스트론을 이용한 스탠퍼드의 선

형가속기는 이후 세계 여러 나라 선형가속기 건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스탠퍼드 선형가속기센터의 가속기는 1966년 가동을 시작했다. 이 가속기

의 건설로 스탠퍼드 대학은 미국에서 MIT에 비견될 수 있는 일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확실히 다지게 된다(Galison et al., 1992). 가속기가 노

벨과학상을 배출하는 결정적인 실험 장치로 각광을 받으면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세계의 유명 대학 내에는 거대한 규모의 가속기가 속속 건설되었다.

5)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건설

1987년 당시에 포항공대는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가속기를 건설

할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박태준은 자신이 마음먹

은 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가속기

건설을 재촉했다. 즉 그는 정부가 가속기 건설을 시급하다고 느끼지는 않더라

도 시기적으로 보아 국가적 차원에서 가속기를 시급히 보유해야 한다는 당위

성이 충분한 만큼 포항제철 단독으로라도 가속기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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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박태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포항에서 가속기 건설이 시작하게

되었다.

박태준의 지시를받은 김호길은 한국인 과학자로서는 유일하게 방사광가속기

를 건설한 경험이 있었으며, 당시 세계 최대의 방사광가속기인 APS(Advanced

Photon Source)의건설을총지휘하고 있던알곤국립연구소의조양래에게포항에

서건설될가속기의 예비 설계를 의뢰했다. 1987년 8월조양래는포항방사광가속

기에대한예비계획보고서를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가속기건설사업이

완료될경우에포항방사광가속기는 200 MeV의 선형가속기, 450 MeV의 양전자

선형가속기, 2 GeV의 부스터싱크로트론등을 가지게 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가

바탕이 되어서 1987년 11월 17일 박태준에게 ‘방사광가속기 사업 기본 계획보고’

라는제목의 보고서가제출되었는데, 이 당시 추정한총예산은 527억 6천만 원이

었다.

포항방사광가속기 추진본부는 1988년 4월 1일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발족

당시에 포항제철은 가속기 건설에 필요한 총예산을 739억으로 추정했다. 1989

년 2월 포항에서 제2차 해외자문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가속기의 입사장치가 부스터싱크로트론에서 클라이스트론을 이용한 2 GeV

선형가속기로 변경되었다. 1989년 봄부터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선형가속기,

저장링 등에 포함된 주요 제원이 새로이 결정되면서 새로운 설계에 따르는

각 분야별 소요예산이 파악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집계된 총 예

산은 놀랍게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1,400억 원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지

고 말았다.

가속기 건설 예산이 2배로 뛰어넘자 1989년 포철의 박태준은 가속기 건설

사업에 부분적인 유보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제 심각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책은 정부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김호길은 과학기술

처에 국가적 차원에서 가속기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리하여 1989년 12월 14일 ‘첨단 과학기술 연구 장비 ‘방사광가속

기’ 개발 계획(안)’이 정부의 산업정책 심의회에 상정되었다. 조순 부총리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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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론(Proton Synchrotron)을 건설했다. 이후 CERN이 건설한 강집속 방식의

싱크로트론은 세계 여러 나라의 가속기 건설에 표준적인 역할을 하였다.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선형가속기에서 전자를 가속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는

클라이스트론(klystron) 역시 가속기 건설의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한 중요

부품 가운데 하나였다. 1937년 러셀 배리언(Russell Varian)과 그의 형제인 시

거드 배리언(Sigurd Varian), 윌리엄 핸슨(William Hansen) 등 스탠퍼드의 과

학자들은 마이크로웨이브를 생산, 증폭, 탐지할 수 있는 진공관인 클라이스트

론을 발명했다. 스탠퍼드선형가속기센터(SLAC)라는 거대한 선형가속기 연구

소가 스탠퍼드 대학에 만들어지게 되는 데에는 스탠퍼드 대학의 개발품인 클

라이스트론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 레이더 장비에 사용하던 클라이스트

론은 수천 배로 출력이 향상되면서 선형 가속기에서 전자를 1 GeV 이상으로

가속시키는 장치로 변신했던 것이다. 클라이스트론을 이용한 스탠퍼드의 선

형가속기는 이후 세계 여러 나라 선형가속기 건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스탠퍼드 선형가속기센터의 가속기는 1966년 가동을 시작했다. 이 가속기

의 건설로 스탠퍼드 대학은 미국에서 MIT에 비견될 수 있는 일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확실히 다지게 된다(Galison et al., 1992). 가속기가 노

벨과학상을 배출하는 결정적인 실험 장치로 각광을 받으면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세계의 유명 대학 내에는 거대한 규모의 가속기가 속속 건설되었다.

5)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건설

1987년 당시에 포항공대는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가속기를 건설

할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박태준은 자신이 마음먹

은 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가속기

건설을 재촉했다. 즉 그는 정부가 가속기 건설을 시급하다고 느끼지는 않더라

도 시기적으로 보아 국가적 차원에서 가속기를 시급히 보유해야 한다는 당위

성이 충분한 만큼 포항제철 단독으로라도 가속기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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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박태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포항에서 가속기 건설이 시작하게

되었다.

박태준의 지시를받은 김호길은 한국인 과학자로서는 유일하게 방사광가속기

를 건설한 경험이 있었으며, 당시 세계 최대의 방사광가속기인 APS(Advanced

Photon Source)의건설을총지휘하고 있던알곤국립연구소의조양래에게포항에

서건설될가속기의 예비 설계를 의뢰했다. 1987년 8월조양래는포항방사광가속

기에대한예비계획보고서를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가속기건설사업이

완료될경우에포항방사광가속기는 200 MeV의 선형가속기, 450 MeV의 양전자

선형가속기, 2 GeV의 부스터싱크로트론등을 가지게 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가

바탕이 되어서 1987년 11월 17일 박태준에게 ‘방사광가속기 사업 기본 계획보고’

라는제목의 보고서가제출되었는데, 이 당시 추정한총예산은 527억 6천만 원이

었다.

포항방사광가속기 추진본부는 1988년 4월 1일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발족

당시에 포항제철은 가속기 건설에 필요한 총예산을 739억으로 추정했다. 1989

년 2월 포항에서 제2차 해외자문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가속기의 입사장치가 부스터싱크로트론에서 클라이스트론을 이용한 2 GeV

선형가속기로 변경되었다. 1989년 봄부터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선형가속기,

저장링 등에 포함된 주요 제원이 새로이 결정되면서 새로운 설계에 따르는

각 분야별 소요예산이 파악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집계된 총 예

산은 놀랍게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1,400억 원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지

고 말았다.

가속기 건설 예산이 2배로 뛰어넘자 1989년 포철의 박태준은 가속기 건설

사업에 부분적인 유보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제 심각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책은 정부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김호길은 과학기술

처에 국가적 차원에서 가속기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리하여 1989년 12월 14일 ‘첨단 과학기술 연구 장비 ‘방사광가속

기’ 개발 계획(안)’이 정부의 산업정책 심의회에 상정되었다. 조순 부총리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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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장관이 의장이었던 이 심의회에 상정된 주요 내용은 가속기 건설

에 필요한 소요 예산 1,339억 원 가운데 포항제철에서 이미 확보한 739억 원

을 제외한 나머지 600억을 정부에서 부담하며, 이 건설 계획을 민관 협동 형

태의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포항 방사광가속기 건

설에 포항제철과 아울러 국가가 함께 참가하게 되었다.10)

6) 방사광가속기 건설의 궁극적 의도

1991년 4월 1일에 착공한 포항 방사광가속기 건설 사업은 1994년 12월 7일

완료되었다. 이미 1994년 8월말에 방사광가속기 설치 작업은 완료되었으며,

10월 26일 목표치인 저장 전자에너지 20억 전자볼트에 도달하였고, 저장 전자

전류도 당초 목표치인 100mA를 달성하였다. 포항 방사광가속기가 완공되었

을 당시 박태준은 정치적인 이유로 안타깝게도 해외에서 낭객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포항 방사광가속기가 거의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박태준은 1994

년 11월 20일 일본에서 포항가속기연구소 이동녕 소장에게 보낸 서찰에서 방

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완공을 축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방사광가속기 commissioning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선진

공업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행요건이었던 이 사업을 정부예

산의 어려움을 잘 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포항공대가 그 짐을 울러

메기로 결단했고 동시에 포항공대 자체의 질적인 향상과 한국공학교육의

요람지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 경험도 없었던 여러분들이 중

심이 되어 일부 모험적인 것을 각오를 하여 포항group이 늘 해온 것과 같

이 도전을 하였는데 드디어 이박사 team이 역사적인 준공을 그것도 세계

적인 기록을 내면서 하셨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포항지역에 시도했던 꿈

10) 1995년까지 소요된 총 비용은 1,500억 원이었으며, 포항제철 출연금 864억 원, 정부

출연금 596억 원, 이자 수입 등 기타 수입 40억 원이 건설에 충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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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았는데 그의 중요한 부분이 성취되었구나 하는 감격과 더불어 여러

분들의 노고에 대해 바로 뛰어 내려가서 위로해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는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장합니다. 우리

나라 공업발전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운 것입니다. 방사광가속기와 더

불어 우리 포항공대는 항차 세계를 선도하는 공과대학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 공업구조가 여기에 힘입어 한층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열망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협조해온 포항제철 당국에도 크

게 기여되길 희망합니다. 보고서 감사했으며 건설참여자 일동에게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으며 역사적인 날에 참가할 수 없는 처지를 슬프게 생각합

니다(ibid., 339).

우선 박태준은 방사광가속기를 한국이 선진적인 공업 구조를 갖기 위한 필

수적인 선행조건으로 간주했다. 다음으로 그는 방사광가속기에서 포항제철

건설에서 가졌던 자신의 도전 정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포항제철과 마

찬가지로 방사광가속기도 한국에서 최초이며 세계적인 기록을 내면서 달성한

것에 대해서 무척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박태준은 방사광가속기가 포항공대

를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뿐만이 아니라 궁

극적으로는 한국의 공업 구조를 한층 더 높은 구조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그는 방사광가속기가 단지

기초과학의 발전만이 아니라 포항제철을 포함한 국내 산업 전반에 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7) 포스코 청암재단과 과학 인재 육성 사업

박태준은 노년에 과학 펠로 사업을 통해 기초과학 육성에 노력하였다. 과

학기술 분야의 박사후연구장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1920년대에 과학기술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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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장관이 의장이었던 이 심의회에 상정된 주요 내용은 가속기 건설

에 필요한 소요 예산 1,339억 원 가운데 포항제철에서 이미 확보한 739억 원

을 제외한 나머지 600억을 정부에서 부담하며, 이 건설 계획을 민관 협동 형

태의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포항 방사광가속기 건

설에 포항제철과 아울러 국가가 함께 참가하게 되었다.10)

6) 방사광가속기 건설의 궁극적 의도

1991년 4월 1일에 착공한 포항 방사광가속기 건설 사업은 1994년 12월 7일

완료되었다. 이미 1994년 8월말에 방사광가속기 설치 작업은 완료되었으며,

10월 26일 목표치인 저장 전자에너지 20억 전자볼트에 도달하였고, 저장 전자

전류도 당초 목표치인 100mA를 달성하였다. 포항 방사광가속기가 완공되었

을 당시 박태준은 정치적인 이유로 안타깝게도 해외에서 낭객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포항 방사광가속기가 거의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박태준은 1994

년 11월 20일 일본에서 포항가속기연구소 이동녕 소장에게 보낸 서찰에서 방

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완공을 축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방사광가속기 commissioning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선진

공업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행요건이었던 이 사업을 정부예

산의 어려움을 잘 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포항공대가 그 짐을 울러

메기로 결단했고 동시에 포항공대 자체의 질적인 향상과 한국공학교육의

요람지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 경험도 없었던 여러분들이 중

심이 되어 일부 모험적인 것을 각오를 하여 포항group이 늘 해온 것과 같

이 도전을 하였는데 드디어 이박사 team이 역사적인 준공을 그것도 세계

적인 기록을 내면서 하셨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포항지역에 시도했던 꿈

10) 1995년까지 소요된 총 비용은 1,500억 원이었으며, 포항제철 출연금 864억 원, 정부

출연금 596억 원, 이자 수입 등 기타 수입 40억 원이 건설에 충당되었다.

과학기술학연구 10권 2호: 37-76(2010)

- 68 -

도 많았는데 그의 중요한 부분이 성취되었구나 하는 감격과 더불어 여러

분들의 노고에 대해 바로 뛰어 내려가서 위로해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는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장합니다. 우리

나라 공업발전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운 것입니다. 방사광가속기와 더

불어 우리 포항공대는 항차 세계를 선도하는 공과대학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 공업구조가 여기에 힘입어 한층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열망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협조해온 포항제철 당국에도 크

게 기여되길 희망합니다. 보고서 감사했으며 건설참여자 일동에게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으며 역사적인 날에 참가할 수 없는 처지를 슬프게 생각합

니다(ibid., 339).

우선 박태준은 방사광가속기를 한국이 선진적인 공업 구조를 갖기 위한 필

수적인 선행조건으로 간주했다. 다음으로 그는 방사광가속기에서 포항제철

건설에서 가졌던 자신의 도전 정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포항제철과 마

찬가지로 방사광가속기도 한국에서 최초이며 세계적인 기록을 내면서 달성한

것에 대해서 무척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박태준은 방사광가속기가 포항공대

를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뿐만이 아니라 궁

극적으로는 한국의 공업 구조를 한층 더 높은 구조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그는 방사광가속기가 단지

기초과학의 발전만이 아니라 포항제철을 포함한 국내 산업 전반에 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7) 포스코 청암재단과 과학 인재 육성 사업

박태준은 노년에 과학 펠로 사업을 통해 기초과학 육성에 노력하였다. 과

학기술 분야의 박사후연구장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1920년대에 과학기술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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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는 데에는 록펠러재단의 지원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당시 록펠러재단

에서는 박사후연구장학생(postdoctoral fellow)제도를 만들어 많은 젊은 과학

자들에게 강의의 부담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록펠러재단

에서는 의학 이외의 분야에서 특히 물리학과 화학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는데,

이 지원 과정에서 분자구조를 연구하려고 했던 미국의 젊은 화학자, 물리학자

들이 주된 혜택을 받았다. 결국 록펠러재단의 기금은 미국에서 양자역학의 응

용 분야인 분자과학이라는 새로운 연구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적지 않은 기여

를 했다(Coben, 1971).

박태준은 2008년 6월부터 포스코청암재단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청암과학펠

로 사업을 통해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한 인재 육성에 힘썼다. 박태준은 부존

자원이 빈약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과학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에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4개 분야에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신진교수, 박사후과정, 박사과정생 등을

매년 선발해 연구비를 지원했다.

2009년과 2010년에 거행된 청암과학펠로 증서 수여식에서 박태준은 기초과

학 진흥의 필요성을 계속 역설했다. 우선 그는 “산업화에 매진한 우리 세대는

실용적인 과학기술을 우선시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발휘했지만, 장

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는 기초과학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다”고 지적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태준은 청암과학 펠로십을 통해 한국 기초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펼쳤다. 제철산업을 일으킨 그는 중년에는 연

구중심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를 설립하였고, 만년에는 과학펠로 사업을 통해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의 진흥에 노력했던 것이다.

과학기술학연구 10권 2호: 37-76(2010)

- 70 -

5. 결어

박태준의 과학기술관은 철강 산업을 일으켜 나라에 보답하자는 “제철보국”

사상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교육보국” 사상, 자립적인 과학기술을 확

보하려는 산학연 협동체계 구축 사상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선 박태준

은 포항제철이 국민의 피땀의 결과로 세워진 만큼 다른 일반 기업들과 같이

단순히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국가경륜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경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의 철학은 종합연구소, 연구중심대학, 거대규모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치

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박태준에게 철은 곧 국가이며, 민족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었다. 또한 그의 “제철보국” 사상의 근원에는 철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

본적인 소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베세머 제강법

과 평로법, 염기성 제강법 등 새로운 강철 제조 방식이 등장하면서 강철은 세

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강철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강철은 선박, 철도, 자동

차, 건물, 무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강철이 보편화되는 강철의 시대

는 정치경제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와 함께 펼쳐졌다. 당시에 영국, 독일, 프랑

스, 미국 등 서구 열강들은 자국의 국력을 강철의 생산량으로 저울질했다. 일

본 역시 철강 산업을 국가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중시하게 되었고, 이런

전통은 박태준의 “제철보국”과 “산업의 쌀” 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박태준의 기술개발 철학과 인력 양성관은 포항제철의 성장 과정에 따라 많

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 우선 박태준의 과학기술 관련 태도는 포항제철의 성

장에 따라 기술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 강조되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방식에서의 변화를 통해 나타났다. 기술도입기에 박태준은 현장 기

술 인력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물자, 기

술, 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력을 꼽았다. 포항제철의 기성 제도는

기술도입기에 현장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만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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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는 데에는 록펠러재단의 지원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당시 록펠러재단

에서는 박사후연구장학생(postdoctoral fellow)제도를 만들어 많은 젊은 과학

자들에게 강의의 부담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록펠러재단

에서는 의학 이외의 분야에서 특히 물리학과 화학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는데,

이 지원 과정에서 분자구조를 연구하려고 했던 미국의 젊은 화학자, 물리학자

들이 주된 혜택을 받았다. 결국 록펠러재단의 기금은 미국에서 양자역학의 응

용 분야인 분자과학이라는 새로운 연구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적지 않은 기여

를 했다(Coben, 1971).

박태준은 2008년 6월부터 포스코청암재단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청암과학펠

로 사업을 통해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한 인재 육성에 힘썼다. 박태준은 부존

자원이 빈약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과학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에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4개 분야에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신진교수, 박사후과정, 박사과정생 등을

매년 선발해 연구비를 지원했다.

2009년과 2010년에 거행된 청암과학펠로 증서 수여식에서 박태준은 기초과

학 진흥의 필요성을 계속 역설했다. 우선 그는 “산업화에 매진한 우리 세대는

실용적인 과학기술을 우선시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발휘했지만, 장

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는 기초과학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다”고 지적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태준은 청암과학 펠로십을 통해 한국 기초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펼쳤다. 제철산업을 일으킨 그는 중년에는 연

구중심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를 설립하였고, 만년에는 과학펠로 사업을 통해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의 진흥에 노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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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박태준의 과학기술관은 철강 산업을 일으켜 나라에 보답하자는 “제철보국”

사상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교육보국” 사상, 자립적인 과학기술을 확

보하려는 산학연 협동체계 구축 사상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선 박태준

은 포항제철이 국민의 피땀의 결과로 세워진 만큼 다른 일반 기업들과 같이

단순히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국가경륜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경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의 철학은 종합연구소, 연구중심대학, 거대규모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치

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박태준에게 철은 곧 국가이며, 민족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었다. 또한 그의 “제철보국” 사상의 근원에는 철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

본적인 소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베세머 제강법

과 평로법, 염기성 제강법 등 새로운 강철 제조 방식이 등장하면서 강철은 세

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강철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강철은 선박, 철도, 자동

차, 건물, 무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강철이 보편화되는 강철의 시대

는 정치경제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와 함께 펼쳐졌다. 당시에 영국, 독일, 프랑

스, 미국 등 서구 열강들은 자국의 국력을 강철의 생산량으로 저울질했다. 일

본 역시 철강 산업을 국가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중시하게 되었고, 이런

전통은 박태준의 “제철보국”과 “산업의 쌀” 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박태준의 기술개발 철학과 인력 양성관은 포항제철의 성장 과정에 따라 많

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 우선 박태준의 과학기술 관련 태도는 포항제철의 성

장에 따라 기술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 강조되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방식에서의 변화를 통해 나타났다. 기술도입기에 박태준은 현장 기

술 인력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물자, 기

술, 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력을 꼽았다. 포항제철의 기성 제도는

기술도입기에 현장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만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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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박태준은 효율적인 기술개발은 항상

메이커와 수요자가 협동 체제를 갖출 때 가능하며, 신제품 개발은 메이커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할 때 보다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다양한

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만이 국내 철강기술 개발은 조기에 획

기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박태준의 기술 개발 철학은 기본적으로 점진적 혁신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강종 개발에 있어서 그는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

식, 국내 수요를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것부터 개발해 나가는 방식, 생산성

제고를 중심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많이 증대시키는 것부터 개발해나가는 방

식 등 세 가지 개발 방식을 고려하되, 무엇보다도 회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

지를 먼저 알고서 그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강철에 대한 개발 순서를 결정하

는 점진적인 개발 방식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전에 힘입어 나날이 등장하는 현란한 신산업을 목격

하면서도 박태준은 항상 철강업이라는 전통적인 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더 나아가 박태준은 철의 이용 효과를 증대시켜 철을 영구적인 기

초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항제철이 성장기에 이르면서 박태준은 기술 개발이 기업의 지속적 발전

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감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견제 또한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회사가 계속

선발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기업 발전의 핵심

적인 추진력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국제 비교우위

확보와 시장 다변화, 신수요 창출 등이 기술력의 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 수준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

발하여 세계 철강업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지속적으로 점유하려고 노력했다.

박태준은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동 체계 구축에

주목했으며, 특히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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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산학협동 이념은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실학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실용주의 전통에 입각해서 처음부터 실학적으로 접근

해서 공과대학을 육성했다고 생각했다. 대학을 설립해야겠다는 박태준의 구

체적 구상은 1980년 광양제철소 건설을 계획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광양제

철소 건설 이후의 고급두뇌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획기적인 인재확보 방안으

로 대학 설립을 구상했던 것이다. 박태준은 포항제철의 성공으로 제철보국을

이룩한 것처럼, 훌륭한 교육을 실천하여 “교육보국”을 이룩하겠다고 생각했

다. 그는 연구중심대학의 모습은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즉 칼텍에서, 그리고 산

학연 협동 체계에 있어서는 카네기멜론대에서 바람직한 모형을 발견했다.

1987년 연구중심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와 종합산업기술연구소인 포항산업

기술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박태준의 연구개발 철학은 새로운 지향점을 갖게

되었다. 그가 그동안 유지해온 점진적 기술 혁신 사상을 넘어서 미래의 신기

술 개발을 통한 기술 자립의 의지가 강하게 천명된 것이다. 국가적인 거대과

학 설비인 방사광가속기 건설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성숙기의 박태준의 과학기

술관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박태준이 포항에 국가적인 설비인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한 모습은 기업가로

서 기초과학의 진흥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독일의 에른스트 베르너 폰 지

멘스가 국가적인 연구기관인 제국물리기술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하여 빌헬름

빈과 막스 플랑크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게 하는 데 기여한 한 것에 비교

할 수 있다. 박태준 역시 포항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하여 포항공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고 한국 최초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했을 것

이다. 박태준의 기초과학 및 교육에 대한 공헌은 에른스트 베르너 폰 지멘스

의 경우와는 상당 부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인물 모두 국가에

대한 강한 애국심을 지니면서 산업 부문에서 성공한 뒤 국가를 위해 기초과

학의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닮아있다.

한편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는 같은 철강 기업인이었던 박태준이 수행했던

교육 및 기초과학 진흥 활동과 여러 가지로 비교될 수 있다. 다만 박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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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박태준은 효율적인 기술개발은 항상

메이커와 수요자가 협동 체제를 갖출 때 가능하며, 신제품 개발은 메이커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할 때 보다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다양한

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만이 국내 철강기술 개발은 조기에 획

기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박태준의 기술 개발 철학은 기본적으로 점진적 혁신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강종 개발에 있어서 그는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

식, 국내 수요를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것부터 개발해 나가는 방식, 생산성

제고를 중심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많이 증대시키는 것부터 개발해나가는 방

식 등 세 가지 개발 방식을 고려하되, 무엇보다도 회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

지를 먼저 알고서 그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강철에 대한 개발 순서를 결정하

는 점진적인 개발 방식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전에 힘입어 나날이 등장하는 현란한 신산업을 목격

하면서도 박태준은 항상 철강업이라는 전통적인 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더 나아가 박태준은 철의 이용 효과를 증대시켜 철을 영구적인 기

초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항제철이 성장기에 이르면서 박태준은 기술 개발이 기업의 지속적 발전

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감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견제 또한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회사가 계속

선발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기업 발전의 핵심

적인 추진력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국제 비교우위

확보와 시장 다변화, 신수요 창출 등이 기술력의 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 수준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

발하여 세계 철강업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지속적으로 점유하려고 노력했다.

박태준은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동 체계 구축에

주목했으며, 특히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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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산학협동 이념은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실학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실용주의 전통에 입각해서 처음부터 실학적으로 접근

해서 공과대학을 육성했다고 생각했다. 대학을 설립해야겠다는 박태준의 구

체적 구상은 1980년 광양제철소 건설을 계획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광양제

철소 건설 이후의 고급두뇌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획기적인 인재확보 방안으

로 대학 설립을 구상했던 것이다. 박태준은 포항제철의 성공으로 제철보국을

이룩한 것처럼, 훌륭한 교육을 실천하여 “교육보국”을 이룩하겠다고 생각했

다. 그는 연구중심대학의 모습은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즉 칼텍에서, 그리고 산

학연 협동 체계에 있어서는 카네기멜론대에서 바람직한 모형을 발견했다.

1987년 연구중심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와 종합산업기술연구소인 포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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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카네기가 철강기업인으로서의 삶을 접고 전적으로 자선사업 경영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간 것과 차이가 있다.

박태준이 방사광가속기를 통해 기대했던 것은 단순히 한국 기초과학 분야

의 획기적인 진흥만이 아니었다. 그는 방사광가속기의 존재 자체가 한국이 선

진적인 공업 구조를 갖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즉, 그는

방사광가속기가 포항공대를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

이 될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 공업 구조를 한층 더 높은 구조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박태준의 과학기술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철보국, 교육보국,

기술개발, 기초과학 육성에 공통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는 그의 천하위공(天下

爲公) 사상을 이해하여야 한다.11) 천하위공(天下爲公)이란『예기(禮記)』의 예

운(禮運) 편에 나오는 말로, 큰 도가 행해지는 세상에는 “천하가 모두 공적인

것이 된다”, 말하자면 “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된다”는 뜻으로 쑨원

(孫文)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선호했던 말이다.

박태준이 다른 기업인들과 달리 연구중심대학을 설립하고 기초과학의 육성

에 힘쓴 것은 공(公)에 대한 그의 신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철강 산업

이 산업의 기초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대학

과 기초과학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되어야만 했다. 그의 이런 철학이 있

었기 때문에 그가 세운 포항공대는 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단순한 공업대

학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으

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기업체의 이익으로 대학과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국가적

설비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 역시 박태준이 기초과학을 국가라는 이

미지를 가지고 육성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1) 1996년 7월 16일 미국 뉴저지 주 Fort Lee에서 임경순, 이전영이 행한 박태준과의

인터뷰에서 박태준은 포항제철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포항공과대학교, 방사광가속

기를 설립하게 된 자신의 철학적 배경으로 천하위공(天下爲公) 사상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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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ABSTRACT □

Post Catch-up Innovation and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Seong, Ji eun and Song, Wi chin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for 
post catch-up innovation. The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solidifies its 
position as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which forms the 
foundation of all kinds of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under the pressure of planning technologies and policies that do not 
allow any easy imitation or copy of other advanced countries, which in 
turn reveals various limits of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for post catch-up innovation involves a continual 
process demanding changes in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To ensure long-term and cross-sectoral innovation policy, overall 
changes and improvements i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are needed 
in terms of political commitments, governance systems, policy instrument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Key terms
Post Catch-Up,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Technological and Policy 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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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Tae-Joon and Science & Technology

Im, Gyeong Soon

ABSTRACT
   Park Tae-Joon, a pioneer in the Korean steel industry, has greatly 
influenced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He believed that POSCO, which 
was a government-owned company, should not only focus on making 
profits, but also operate for higher state-level purposes. This belief 
became the basis for founding a general laboratory and a research 
university, as well as building big science and technology R&D facilities. 
Park Tae-Joon's efforts to establish a research university and his 
dedication to the advancement of science education stemmed from his 
devotion to public welfare. Just like he believed that the steel industry, 
which is the basis for all other industries, should be promoted at the 
state-level, he believed that university and basic science should also be 
promoted at the state-level. Thanks to his philosophy, the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risen beyond just a polytechnic 
school to become a research university that makes revolutionary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ments for the nation. The fact that Park Tae-Joon 
used profits from business to build the university and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such as the Pohang Light Source also shows that he nurtured 
pure science with the welfare of the whole nation in mind. 

Key terms
Park Tae-Joon, Science & Technology, POSCO, POSTECH, P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