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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의 수출순위는 2008년 세

계 12위에서 9위로 뛰어올랐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탑 10그룹에 들어선 것이다. 로

벌 금융위기라는 높은 파도를 헤치고 한국

수출은 작년 한 해 여러 부문에서 역사를 새

로 썼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량과 인

터넷 사용률, 그리고 IT산업과 핸드폰 보급

률은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전쟁 후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에서 불과 반세기만에

이처럼 눈부신 경제발전을 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1960년대 이후 배고프던 시절 우수

한 인재들이 과학기술계에 뛰어들어 산업기

술을 이끌어 온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믿

고 있다. 

참으로 우리 기술인들은 보이지 않는 음지

에서 말없이 국민소득을 2만 달러로 끌어 올

리고 번 된 우리나라를 건설하는데 주춧돌

이자 대들보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첨단 기술수준은 아직도 일

본과는 많은 격차가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에도 추월당하고 있다. 세계 경제력 10

위권인 우리에게‘과학기술강국’의 길은 아

직도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

20여년 전 우리집안에‘기술고시 합격생’

이 나왔지만 주변의 반응은 별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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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힘이 미칠만한 사법이나 행정고시

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권력지향

적인 사고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여성가족부는 존치하면서도 과학기술처는

교육부와 통합해 버렸다. 여성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로서 중요한 국가과학기술의 미래

를 위한 발상과 너무나 상반된다.

우리 행정부의 장관급이상 30여명 중에

기술인 출신은 한명도 없을 정도이다. 이웃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청와대 기계공

학과, 우방궈 전인대위원장이 같은 대학 무

선전자학과, 원자바오 총리가 북경대 광산

학과를 비롯하여 정치국원 25명 대부분이

이공계출신이다. 

또 299명인 우리 국회의원 중에도 기술인

출신은 손으로 꼽아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관리 부서의 기술직은

대부분 하위직으로 그나마 몇 안되고 행정

직 일색이다. 이것은 기술인의 정책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모순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과제인 기술정

책의 부재(不在)로 이어 질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기술인들은 역할에 비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은 취업에서부터 정년까지 제

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기술계보다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쪽의 전문직이 직업

의 안정성이나 사회적인 대우 그리고 출세

길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물론

이공계에도‘기술사’라는 국가시험자격이

있으나 의사나 변호사처럼 배타적으로 고

유의 직무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

제다. 

이런 이유로 너나할 것 없이 사법고시준

비와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려는 현상은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장래로 볼 때

참으로 걱정스럽다. 

산업사회의 경쟁력은 질 좋은 노동력과

풍부한 부존자원에 달려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노동력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과학기술강국’은 우리의

비전이자 살길이다. 그 중심에 기술인들이

있는 만큼 그들을 파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그래야만 우

수한 인재들이 기술계로 진출하게 되고, 이

것은 곧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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