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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은하도시 미니포럼

은하도시의 개념과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미니 포럼 개최
* 일시 : 2006년 11월 28일 오후 7:00
* 장소 : 르네상스호텔 "가빈"
* 인사 및 참석자
과학 : 최무영 교수(서울대 물리학부) 
교육 : 이경훈 회장(Pan-America School Debate Dept. Association) 
국제 : 도정훈 상무(신한맥쿼리 은행) 
비즈니스 : 김정렬 단장(자산관리공사 부동산관리단) 
문화예술 : 최준호 교수(예술의전당 예술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도시 : 이종호 교수(도시건축연구소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포럼 운영위원 : 민동필 교수(회장,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박인석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학과) 
홍승우 교수(성균관대학교 물리학부) 

* "과학 문화도시의 개요"라는 주제로 박인석 교수가 발표. 
* “미래형 과학 문화도시의 조건”을 주제로 토론. – 일반인의 은하도시에 관한 Q&A 정립. 

과학과 교육, 비즈니스, 문화등이 어우러진
단순 도시를 넘어선 한 사회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 논함. 



Science Policy 2007: 나라를 세우는 과학정책

* 일시 : 2006년 12월 20일(수) 10:00-13:00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 A홀
*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공동주최

* 개식 사회 : 김건 위원장, 정책위원회
* 개회사 민동필 회장
* 환영사 오세정 회장

* 발표
“기초과학정책”(40분) 박철 학장, 충남대 자연과학대학
“해외의 정책동향”(15분) 송재준 박사, 학술진흥재단 연구위원
“기초연구 실태조사 보고”(15분) 박규환 교수, 고려대학교

* 토론 좌장 : 민동필 회장
김정구 한국물리학회장
민경찬 대한수학회장
전길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최경희 중앙대 자연과학대학장

- 기초과학의 역할과 교육방향, 정부의 지원정책 필요성 등에 대해 논함. 



포스트 나노시대를 준비하는

펨토과학 비즈니스 도시 국제포럼

* 일시 : 2007년 1월 22일(월) 오후 1:30~4: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후원 :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 기초의학협의회, 전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한국경제신문
*제1부
기조연설 민동필, 은하도시 포럼 회장
축사 이명박, 전 서울시장
영상상영
*제2부
주제발표 1 : * 미래의 펨토과학 토마스 메이슨, 국립오크리지연구소 중성자연구실장
주제발표 2 : * 나노과학의 응용과 에너지 시드니 갈레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IN2P3 부소장
주제발표 3 : * 미국의 에너지 연구 로버트 트리블, 텍사스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4 : 과학 비즈니스 도시의 조건 이종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종합토론 조동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사회)

손연수,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석좌교수
주제발표자 4명

*대한민국 과학선언 채택 박 철,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발표)

* 국내외 과학자와 예술가, 기업인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 성황리에 마침

* 기초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비즈니스가 연결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토론, 
과학연구와 기업이 연결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도시 건설 의지를 표명



펨토과학 비즈니스 도시 국제포럼
보도 자료

↑ 한국경제일보 2007년 1월 23일 자
대덕넷 2007년 1월 23일 기사* 10 여 개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