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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두뇌유출’(brain-drain)이란 높은 수 의 교육을 받은 노동력이 국외로 빠

져나가는 상을 말한다. 두뇌유출의 상이 되는 고 인력을 가르는 

인 기 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1970년 까지 OECD, UNESCO 등의 국제기

구는 학 이상을 졸업했거나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문 인 훈련을 받은 사

람들을 상으로 삼았으며, 특히 과학자, 기술자, 의료종사자 등이 두뇌유출에 

한 논의에서 주로 언 되었다.
1)

1)‘두뇌유출’이 국제 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2차 이후 유럽 각국에서 미국으

로 고 인력의 유출이 시작되었고, 그 수가 차 증가함에 따라 각국이 문제

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60년 를 지나면서 유럽이나 캐나다의 두뇌

1) Harret Ann Hentges, 1975, "The Repatriation and Utilization of High-Level 

Manpower: A Case Study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Johns Hopkins Univ. Ph.D. Diss.),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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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이 차 감소되고 있던 것과는 달리 경제개발을 추진하려던 아시아나 아

리카의 개발도상국은 그 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 다. 자국의 교육여건 

미비로 개발도상국의 많은 학생이 선진국의 학이나 연구기 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학업을 마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잔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이

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자나 의사 에서도 직업을 찾아 선진국으

로 이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두뇌유출의 실

태와 황에 한 조사․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고, 그 결과 두뇌유출은 단순

히 경제  조건에 의해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두뇌를 ‘ 어내는 힘’과 

받아들이는 국가의 ‘끌어당기는 힘’이 정치․사회․문화  상황, 가족문제, 노

동조건과 환경, 이민에 한 법 ․행정  조치 등으로 복잡하게 얽 있는 문

제라는 사실이 알려졌다.2)2)이는 두뇌유출이 한두 가지의 해결책으로는 풀리기 

힘든 문제임을 시사했다.

한국의 경우 1960년  반까지 세계 으로 두뇌유출의 정도가 매우 심한 

국가의 하나 으나 1970년 를 거치면서 해외의 한국인 과학기술자의 귀국이 

차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경향은 1980년 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었고, 

1990년에 이르면 두뇌유출은 한국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

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같은 변화가 생겨난 요인은 무엇일까? 이러

한 상은 일차 으로 이 시기 한국 사회의 반 인 발 에 힘입은 결과이

지만 여기에는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KIST)3)와3)이를 모델로 하여 1970년  연이어 세워진 

정부출연연구소의 등장이 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 논문에서는 KIST의 설립과 인력유치를 심으로 한국의 두뇌유출 문제

의 변천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KIST가 해외의 한국인 

과학기술자를 성공 으로 유치한 첫 사례이며, 1970년  정부출연연구소의 설

2) 두뇌유출에 한 다양한 논의들에 해서는, 송하 ․양기근․강창민, 2004, ｢고

과학기술인력의 두뇌유출 순환모형에 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3-2, 

143-174면 참고.

3) KIST는 1981년 한국과학원(KAIS)와 통합되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되었

다가 198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독립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 

KIST의 역사에 해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6, KIST 40년사: 한국과학기

술연구원 1966-2006, 123-20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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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해외 연구자의 귀국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

다. 1975년 헨체스(Harret A. Hentges)는 KIST의 해외 한국인 과학기술자 유

치사업을 심으로 KIST의 설립  기 운 과정을 살펴 으로써 개발도상

국의 두뇌유출 해결 방안으로서 KIST 모델의 용가능성을 타진했는데, 

KIST의 성공에는 미국의 외지원정책에서부터 한국 최고통치자의 극 인 

지원, 한국인들의 고유한 문화까지 독특하고 우연 인 많은 요소들이 작용했

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KIST와 같은 기 의 설립으로 두뇌유출을 해결할 

수 있을 지에 해서는 회의 인 입장을 나타냈다.4)4)이 논문은 KIST의 두뇌

유치에만 을 두고 있고, 1970년  반까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의 반 인 두뇌유출 문제의 변천이라든지, 그 속에서 KIST의 역할에 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송하 의 1991년 논문은 한국의 두뇌유출

에 한 가장 포 인 논의를 담고 있지만 미국에 체류했던 한국인 과학기

술자들에 한 설문조사를 기 로 개인의 선택에 미친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

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련 정책 변화나 KIST 등 국내 연구기  설

립의 향에 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5)5)한편 윤방순은 1992년의 논

문을 통해 국가가 주도 으로 정부출연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한국의 두뇌유

출이 해결되기 시작했으며, KIST 설립이 표 인 사례임을 주장한 바 있

다.6)6)하지만 이 논문은 정부의 해외인력유치정책을 통령과 기술 료들의 정

치  략 차원에서 주로 악하고 있기 때문에 두뇌유출에 한 사회의 인

식변화 과정이나 정부의 련 정책 개의 역사  배경에 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한국의 두뇌유출 문제를 둘러싼 사회  인식과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화해갔으며, 이 과정에서 KIST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

는지를 밝 보고자 한다. KIST 설립 이  한국의 두뇌유출 상황과 KIST 설

립을 계기로 개된 새로운 상황을 살펴보면서 KIST가 한국의 두뇌유출 흐

4) Harret Ann Hentges, op.cit.

5) Ha-Joong Song, 1991, "Who Stays? Who Returns? The Choices of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Harvard Univ. Ph.D thesis, 1991).

6) Bang-Soon L. Yoon, 1992, "Reverse Brain Drain in South Korea: State-led 

Model",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27-1, p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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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되돌리는 출발 일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두뇌유출에 한 심과 정

책 자체가 KIST 설립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1970년  

들어 KIST의 ‘두뇌유치’ 경험과 KIST가 유치한 과학기술자가 다른 정부출연

연구소 등으로 확산되었던 것이 한국의 두뇌유출 극복에 큰 몫을 했다는 사

실을 보일 것이다.

2. 1960년  반까지 한국의 ‘두뇌유출’

한국의 두뇌유출은 1950년  해외유학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한국 쟁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정상 인 교육을 받기 어려웠고 유학을 통해 

병역의무를 유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쟁이 소강상태에 어든 1952년부터 

해외유학이 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유학생의 부분은 사비유학생이었으며, 

정부기 으로부터 장학 을 지 받는 경우는 부분 자연계 분야 교수요원이

었다. 문교부의 해외유학생 인정자 통계에 의하면 1952년 403명에서 1954년 

1,129명, 1955년 1,079명으로 해외유학생 수는 속히 늘어났다. 그러나 해외유

학의 증은 좋지 않은 외환사정에 더욱 부담을 주고 군 인력 확보에도 지장

을  수 있다는 단하에 정부는 1957년 해외유학의 요건을 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졸이상의 학력이었던 자격기 을 문과계는 학졸업자, 자연계는 

학 2년 수료자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에 한해 

해외유학을 갈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실제로는 1955년말부터 

일부 시행되면서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그 이듬해부터 유학생은 크게
7)

었다.7)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합계

자연계 37 205 403 671 568 166 171 138 196 182 174 216 177 220 280 3,614

인문계 91 198 228 458 511 354 264 163 222 213 243 262 207 251 308 3,751

계 128 403 631 1129 1079 520 435 301 418 395 417 478 384 471 588 7,365

<표 1> 해외유학생 인정자 통계 

7) 조황희․이은경․이춘근․김선우, 2002, 한국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86-89면. <표 1>은 문교부, 1988, 문교40년사, 211면; 문교부, 1971, 해
외유학생실태조사 증보 , 12-13면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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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정부의 해외유학 정책은 유학생의 수를 통제하는 방식이 주를 이

루었다. 문교부는 해외유학 인정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유학을 허가

함으로써 유학생의 증가를 억제하 으며, 1958년 4월 ‘해외유학생감독규정’을 

제정하여 해외유학생에 한 정부의 통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규정은 유

학생감독  견과 함께 유학생은 해외유학생심의회가 인정하는 학교에 등록

해야 하고 심의회의 승인없이 연구과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2학기동안 평균 

성  이상으로 20학 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여권연장이 제한되거나 국내로 

소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8)8)그러나 국가와 학 그리고 공이 다양한 

유학생들을 단일한 규정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실성이 떨어진다는 지 이 

규정을 제정할 당시부터 제기되었고, 실제로도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제 주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외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유학생의 증

가에 따라 외화지출에 한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1960년까지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유학생은 15%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5․16으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1962년  해외에 나가있는 역군인은 체류기간을 2년을 넘기지 

말고 모두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동시에 학업을 마친 해외유학생들의 

귀국을 강력히 구하 다.9)9)그 결과 일부가 귀국했지만 체 인 귀국률은 

여 히 10% 에 불과한 수 이었다.

해외유학생들이 귀국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거나 

문지식을 활용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국내에는 없

다는 이었다. 산업계는 해외유학까지 마친 고 인력을 고용할 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사립 학을 제외하고는 학교수들의 여도 낮은 편이

었고, 1960년  들어 학에 한 통제가 강화되고 정원을 억제하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의 양 인 팽창이 주춤해지면서 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고 인력의 수도 한계가 있었다.
10)10) 한 정부 부처나 국공립연구소의 경우 국

가공무원 처우규정에 묶여 충분한 우를 보장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정원

의 제약으로 인해 채용할 수 있는 숫자도 작았다. 당시 가장 나은 시설을 갖

 8) ｢해외장기유학생의 귀국 책｣, 조선일보 (1958. 4. 27. 夕刊).

 9) ｢서 진, “한알의 알이 되어(11)｣,  자신문 (1998. 4. 16). 
10) 교육50년사편찬 원회 편, 1998, 교육50년사, 교육부, 466-4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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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있던 원자력연구소는 1959년 설립 당시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기 해 

소장 외에 연구직으로만 공무원 1  정원 3명을 확보했는데, 그때까지 제일 

큰 연구소인 앙공업시험소 소장이 2 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 이었

다.
11)11)그러나 소장을 포함한 1  연구원들은 모두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연구자들로 충원되었으며,12)12)원자력원이 자체 으로 해외에 견한 ‘원자력 

연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의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

지도 크지 않았다.
13)13)1965년 국 연구기 의 보수 실태를 보면, 1만5천원 이

상의 월 을 받는 연구원은 82명에 불과했는데, 박사학  소지자는 88명이었

다.14)14)연공서열을 시하는 한국의 행을 고려할 때 박사학 를 소지했더라

도 직장 경력이 짧을 경우 학 는 없지만 해당 직장에서 오랜 근무경력을 쌓

은 연구자보다 낮은 처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상당수 은 박사

학  소지자는 1만5천원도 안되는 월 을 받고 있었고, 이 정도로는 안정 인 

생활 자체가 힘들었다.
15)15)실제로 국내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그 직  3년간 

11) 박익수, 1999, ｢윤세원과의 담｣, 한국원자력창업비사, 과학문화사, 19-20면.

12) 원자력연구소 소장 박철재(문교부 기술교육국장), 원자로부 부장 윤세원(문교부 

원자력과장), 기 연구부 부장 김 록(서울  교수), 방사성동 원소연구부 부장 

한 택(고려  교수) 등 4명이 공무원 1 으로 임명되었다. 

13) 원자력원, 원자력연구소의 설치와 원자력 연구생의 견에 해서는, 고 승, 

1998, ｢원자력기구 출 과정과 그 배경｣, 근  한국사회의 과학(김 식․김

근배 편), 창작과비평사, 277-307면을 참고. 

14) ｢未開發 異常地帶: 科學界의 來日을 한 시리즈 ④ 硏究投資｣, 조선일보 
(1965. 7. 12). 당시 서강  교수 일부와 원자력연구소의 일부 연구원만이 6만원 

이상의 월 을 받았고 국립  정교수의 경우 3만원이 못되는 월 을 받고 있었

다. 라운 주한 미국 사가 본국 국무성에 보내는 문: Brown,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sonnel in Korea: Some Comments Relevant to 

the Brain Drain" (1966. 8. 3), 미국 국립문서기록보 청(NARA) 소장 자료, 

북  과학학과 김근배 교수 사본 제공. 

15) 2000년 서울시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할 때 1965년의 그것은 4.3으로, 물가지수 

자체는 23배 증가했으나 교통 요 으로 볼 때 거의 100배에 이르는 변화를 

보 다. 1965년의 시내버스 요 은 8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800원이 되었다. 

한 1965년 가구당 지출규모는 1만원 으나 2000년은 201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 2004, ｢서울시민의 가계지출의 변화(1960년 -2000년)｣, 서울연구포커

스 15호, 1-13면. 이러한 자료를 볼 때 1965년 1만5천원의 여는 한 가구가 안

정 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규모 다고 여겨지며, 실제로 많은 

연구원들이 본업 이외의 부업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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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떠난 박사  과학기술자만 25명에 달했다.
16)16)

해외유학자들이 귀국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학

생들에게 귀국을 종용하는 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정부도 두뇌유출 

문제에 해 뾰족한 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1962년에 작성된 제1차 기술진

흥5개년계획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정부가 수립한 최 의 발 계획이었는데, 

해외인력의 유치나 활용에 해서는 아무런 언 이 없었다.17)17)1963년 제3공화

국 출범 이후에도 두뇌유출의 황에 해서는 제 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

지 못했다. 정부의 해외유학생 련 업무를 문교부 국제교육과의 단 2명의 직

원이 담하고 있었고, 이들은 유학생 인정시험에 한 업무를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체 인 두뇌유출에 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는 힘든18)형편이었다.
18)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학생들의 귀국을 진할 수 있는 구체 인 정책까지 

수립․집행하기를 기 하기는 힘들었고, 정부 신 일부 민간단체에서 유학생

의 취업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1963년 8월에 결성된 한미재단의 구미동창회

는 해외로 나간 유학생들이 본국의 사정에 해 문의할 경우 그에 한 설명

을 제공했으며 동시에 유학생들의 귀국 후 직업을 알선하는 업무를 추진했

다.
19)19)이 재단의 ‘유학생 직업알선처’는 석사 이상의 학 를 갖추고 해외에서 

귀국했거나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선했다. 그러나 1963년 9월

부터 1965년말까지 100명(문과 89명, 이과 11명)의 신청을 받았으나 취직자는 

44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낮은 여와 연구와는 거리가 있는 업무 으므로 

다시 미국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부분이고 귀국희망자도 차 고 있는 상

황이었다. 1965년의 경우 1년간 52명을 추천했으나 14명만 취직되었고 그 가

운데에서 자연계는 1명에 불과했다.
20)20)이처럼 1965년 당시까지 두뇌유출 문제

에 해 정부는 해결책은커녕 정확한 실태조차 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16) ｢未開發 異常地帶: 科學界의 來日을 한 시리즈 ④ 硏究投資｣, 조선일보 (1965. 
7. 12). 

17) 한민국정부, 1962, 제1차 기술진흥5개년계획(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보완).
18) ｢해외에 묻힌 한국의 두뇌: 과학기술자들의 지실태와 국내의 수용태세｣, 서

울신문 (1966. 11. 22).
19) ｢두뇌유출 ② 그 원인｣, 동아일보 (1966. 8. 25).
20) ｢해외에 묻힌 한국의 두뇌: 과학기술자들의 지실태와 국내의 수용태세｣, 서울

신문 (196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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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ST 설립을 계기로 두뇌유출에 한 심 고조

1965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 결과로 다음해 2월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21)설립되었다.
21)
 

KIST의 설립은 한국의 두뇌유출 문제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기가 되

었다. 한국의 산업을 발 시키기 해 연구소를 설립하여 미국에서 훈련받은 

고 과학기술자들이 연구활동을 하게 할 것이라는 발표로 인해 이때부터 두

뇌유출은 커다란 사회  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이 KIST 설립을 제안한 배

경에도 연구소 건설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귀국하여 성공

으로 활동하는 사례를 만들어냄으로써 두뇌유출에 한 각국의 비난 여론

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들어있었다.22)
22)

미국 정부는 KIST가 본격 으로 설립되기 이 부터 KIST가 두뇌유출 문

제에 한 해결책의 하나로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 부

통령 험 리(Hubert H. Humphrey)는 1965년 12월 6일 뉴욕에서 열린 ‘American 

Committee for Weismann Institute of Science’에 참석해서 미국은 개발국

에 과학연구소 등을 설치하여 미국에 와서 공부한 은 유능한 과학자들이 

자국 발 을 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과

학기술연구소 설치계획을 언 했다.23)23)그는 유능한 과학자들이 자국을 하여 

일할 자리가 없어 미국 등에 체재하려 한다고 지 하면서, 당시 미국 내에는 

박사학 를 취득하고 일을 하고 있는 한국과학자가 한국 내보다 많이 있는데 

이들로 하여  귀국해서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기 해 미국은 한국에 과학

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험 리의 연설이 있었던 1965년 

12월 미국 의회가 이민쿼터라는 차별 우규정을 없애는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

21) KIST 설립과정에 해서는, 김근배, 1990,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과

정에 한 연구--미국의 원조와 그 향을 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12-1, 
44-69면; 문만용, 2004,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역

할｣, 한국과학사학회지 26-1, 57-86면 참고.

22) 김근배, 앞의 논문, 47-49면.

23) 주미 사의 1965년 12월 14일 발신 문, KIST 역사  소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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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과시킴에 따라 한국인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 출신의 인력들이 미국의 

주권을 얻는 길이 훨씬 수월해졌고 모국에 있는 가족을 청해서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면서, 두뇌유출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KIST 설립계획은 두뇌유출 문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미국 정부

의 의지를 상징하기도 했다.24)24) 한 KIST가 설립되어 해외인력 유치작업을 

막 시작한 때인 1966년 8월 3일 라운(Winthrop G. Brown)주한 미 사가 

본국 국무성에 보내는 문은 한국의 고  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출 황, 한

국내 과학기술자의 기본 인 통계와 질  수  등에 한 설명과 함께 한국

의 두뇌유출 해결에 KIST가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25)25)이 문

은 국무성과 함께 17개국의 미 사 에게도 보내져 KIST가 두뇌유출의 요

한 반 사례임을 홍보했던 것이다.  

1965년의 정상회담 이후 한국정부는 처음으로 해외유학생에 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교부는 한미재단의 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967년 3월 

해외유학생 실태조사 간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처음 시

도된 것인 만큼 미비 과 락인사가 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2차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해외유학생 실태조사 보고서의 증보 을 1968년 4월 간행했다. 

이후 정부는 유학생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매년 추가로 조사된 내용을 담은 

해외유학생실태조사를 펴냈다. 이 조사는 해외유학생 인정자 황과 유학후 

귀국자 황  귀국자 개개인에 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1968년의 보고

서에 따르면, 1953년부터 1967년 3월말까지 해외유학자격 인정 시험을 통과한 

유학생은 7,958명이고, 유학생의 86%가 미국을 선택했으며, 유학생  귀국자

는 973명으로 12.2%의 귀국률을 보 다.
26)26)

해외유학생들의 황  귀국률에 해서는 조사 주체와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정부의 조사는 기본 으로 유학 인정자 통계를 주

24)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의 의미에 해서는, Ha-Joong Song, op.cit., pp.41 

-43을 참고. 실제로 이민법 개정을 후로 한 1년간 미국의 주권을 얻은 한국

인  문직 종사자와 과학기술자의 수는 년도의 8배가 되는 400명에 달했다. 

｢해외에 묻힌 한국의 두뇌: 과학기술자들의 지실태와 국내의 수용태세｣, 서
울신문 (1966. 11. 22).

25) 라운 주한 미국 사가 본국 국무성에 보내는 문(주14번 자료).

26) 문교부, 1968, 해외유학생실태조사 간보고서 증보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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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었으며, 귀국 상황은 본인의 신고에 의존했다. 이와는 달리 미국에서 

조사된 두뇌유출의 황은 비자 변경을 기 으로 이루어졌다. 즉 유학비자로 

입국했다가 학 를 취득하고 취업을 해 비자를 변경하는 인원을 통해 미귀

국률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1960년 말까지 해외유

학길에 오른 한국인 과학기술자의 귀국률은 10-15% 정도로 알려져 있다. 미

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967년 재 한국인 엔지니어 87.0%, 자연과학

자 96.7%, 의사 42.9%, 사회과학자 90.5%가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 이

었는데, 당시 세계 인 미귀국률 평균치는 엔지니어가 30.2%, 자연과학자 

35.0%, 의사 16.0%, 사회과학자 34.6%로, 이에 비하면 한국의 두뇌유출은 매

우 심각한 편이었다.
27)27)미국에서 수행된 다른 조사에 따르면 1962년부터 

1976년까지 미국 유학생  한국인의 미귀국률은 62.62%로 조사 상 25개국 

 가장 높게 나타났다.28)
28)

정부의 해외유학생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학회 차원에서도 두뇌유출에 해 

본격 인 심을 갖고 조사를 실시했다. 1966년  한국물리학회는 물리학자의 

해외유학 황 조사를 실시하여 그해 말 “在海外 물리학자 실태조사 보고서”

를 펴냈다.
29)29)이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 체류하고 있는 한

국인 물리학자는 243명이었으며, 미국에서 박사학 를 취득한 74명  23%인 

17명만이 귀국한 상태 다.  1966년 5월 하와이에서 열린 동남아도서 장회

의에 참석했던 국회도서 장 강상운이 2개월간 체류하면서 미국 학에서 박

사학 를 받은 한국인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했는데, 이러한 조사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서 해외유학생과 두뇌유출에 한 심이 높아졌던 당시 분

기를 반 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해 630명이 박사학 를 취득한 것으로 확

인 다.30)30)5개 부분으로 분류된 리스트에 따르면 박사학  취득자는 인문학 

27) John R. Niland, 1970, The Asian Engineering Brain Drain: A Study of 

International Relocation into the United States from India, China, Korea, 

Thailand and Japan, Heath Lexington Books, p.123. 

28) Wei-Chiao Huang, 1988, "An empirical analysis of foreign student brain drain 

to the United Stat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s, vol. 7-2, pp.231-243.

29) ｢돌아오지 않는 물리학자들｣, 조선일보 (1966. 12. 8).
30) ｢미국서 받은 학 : 한국의 박사록｣, 동아일보 (1966. 8. 27); ｢미국서 받은 

학 : 한국의 박사록②｣, 동아일보  (1966. 8. 30). 여기에는 첫 번째 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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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명, 사회과학 214명, 공학부문 81명, 자연과학부문 213명, 의학부분이 70명이

었으며,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1963-4년을 정 으로 감소하 으나 공학․자

연과학․의학 부문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 다.

KIST 설립이 진행되면서 두뇌유출에 한 언론의 심도 커져갔고, 신문들

은 앞 다투어 두뇌유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31)31)1966년 11월 서울신문은 

창간 21주년 기념 특집으로 해외유학생에 한 지실태조사를32)실시했다.32) 

이 기사에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황 악과 함께 해외과학기

술자 14명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귀국을 해 어떠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

는지, 두뇌유출을 극복하기 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해 조

사했다. 일부는 귀국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설문에 응답한 다수 과학자

들은 생활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 인 귀국 조건으로 꼽았

다. 따라서 KIST가 과연 그같은 요구를 만족시켜  수 있는가가 장차 한국이 

두뇌유출이라는 난제를 풀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 석인 셈이었다.

KIST 설립 추진과 함께 해외의 한국인 과학기술자에 한 국내의 심이 

커졌지만, 정부로서는 KIST의 해외 인력 유치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에서 두뇌유출 극복을 한 구체 인 방안을 선뜻 제시하지 못했다. 1966년 7

월에 정부가 마련한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은 414억원의 산을 인

력개발․연구개발․기술 력  도입에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해외 한국

인 과학자 유치 문제에 한 직 인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다만 KIST

에 한 항목에서 “해외 체재 인 한국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와 활용을 한 

시설과 조건을 마련토록 한다”고 언 했을 뿐이다.33)33)일부 언론은 유학생들이 

자로 서재필이 1895년 ‘의학박사’를 취득했다고 밝혔으나 서재필은 의학박사가 

아니라 의과 학을 졸업했을 뿐이었으며, 조사결과에 락된 명단도 지 않다. 

를 들어 자연과학부문의 1호 박사를 1928년 인디애나 학의 조응천으로 밝히

고 있으나 이보다 2년이 앞선 1926년 미시간 학에서 이원철이 처음으로 이학박

사학 를 취득했다. 박성래 외, 2003, <과학기술인 명 의 당> 헌정 상자에 

한 인물  자료 조사연구, 한국과학문화재단, 77-88면.

31) 4회에 걸친 동아일보의 ｢두뇌유출｣ (1966. 8. 23~9. 1); ｢해외유학생의 국내

유치문제｣, 조선일보 (1966. 11. 29) 등 두뇌유출에 한 기획기사들이 여러 

신문에 실렸다. 

32) ｢해외에 묻힌 한국의 두뇌: 과학기술자들의 지실태와 국내의 수용태세｣, 서
울신문 (196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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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조국보다 풍요한 이국을, 어수선한 학문  풍토보다 안정된 미국의 

분 기를 택”하며, “더 안락한 생활에 탐닉하기도”한다며 애국심이나 민족주

의  의식을 자극하기도 했지만, 귀국할 만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

서 애국심에 호소하는 일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귀국한다고 해도 사회 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별다른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부

정 인 견해도 지 않았다.34)34)이처럼 KIST의 해외 인력 유치 노력에 해 

해외의 고 두뇌들이 극 으로 호응할 것인가에 해 KIST 안 에서 지 

않은 우려와 회의 인 시각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4. KIST의 ‘두뇌유치’

1) 설립 기 해외 두뇌유치 과정

KIST의 설립 목 의 하나가 ‘역두뇌유출센터’(reverse brain-drain center)

던 만큼 해외 과학기술자의 유치는 연구 인력 확보에서 가장 요시되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된 부분이었다. KIST가 해외의 과학기술자를 유치하

는 것은 단순히 KIST의 성공  운 뿐 아니라 이후의 해외 연구자 귀국을 

진시킴으로써 한국의 두뇌유출 극복의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KIST 소장 최형섭과 KIST 설립을 지원했던 자매연구

소인 미국의 바텔기념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의 문가들은 해외 

연구자의 선발에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단계의 차를 거쳐 신 하게 추진

했다.
35)35)일부에서는 KIST의 망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33) 한민국정부, 1966,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 27면, 72면.

34) ｢두뇌유출 ② 그 원인｣, 동아일보 (1966. 8. 25); ｢해외유학생의 국내유치문제｣, 

조선일보 (1966. 11. 29); 인터뷰: KIST  식량자원연구실장 권태완 (2003. 

2. 25).

35) 최형섭은 학계․ 계․산업계․연구계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한 경험을 지니고 있

었다. 1958년 미국 미네소타 학에서 부유선 법에 한 논문으로 박사학 를 

받은 그는 원자력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다 1966년 KIST 소장에 임명되었

으며, 1971년부터 7년 6개월 동안 과학기술처 장 을 지냈다. 최형섭의 약력에 

해서는, 강미화, 2006, “최형섭의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정책론” ( 북 학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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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머물 수 있는 연구자만을 찾지 말고 단기간이라도 일단 귀국하게 해서 

연구소 생활을 경험하게 한 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남을 사람은 남게 하

는 편이 실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36)36)그러나 최형섭은 기에 유

치한 연구자들의 안정 인 정착이 이후의 연구소 운 이나 해외 과학기술자 

유치에 큰 향을  수 있다는 단으로 지원자들마다 세 차례씩의 인터뷰

를 갖는 등 기 연구자 선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 다.

해외의 한국인 과학기술자 유치 과정은 1966년 여름 바텔연구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바텔연구소는 해외의 약 500개 기 에 근무하는 한국인 과학기술

자들에게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배포했고, 그 결

과 미주와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던 800여명의 한국인 과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지원의사를 보내왔다. 이때 배포했던 KIST의 첫 번째 안내책자는 바텔연구소

에서 문으로 제작되었는데,37)37)이에 따르면 KIST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최소

한의 자격기 은 한국인, 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재 타국 국 을 지니고 

있는 자로서 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분야의 박사학  취득자나 학사 는 석

사 학  후 최소 2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로 제시되었다.38)38)그리

고 해외에서 주로 선발키로 한 책임연구원은 박사학  후 5년 이상의 경험자

나 석사 는 학사학  후 이에 상응하는 능력(논문 발표 등)을 갖춘 자로 한

사학  논문), 57-59면 참고.

36)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비사 제22권: 정원․최규원 (1975. 6. 26).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비사는 KIST가 10년사를 비하면서 련자들과 인터뷰 한 것을 녹취

한 것으로, KIST 역사 에 소장되어 있다.

37) "The 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966. 6), KIST 역사  소

장 자료.

38) 이 자격기 에 밝힌 것처럼 외국국 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KIST 임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 을 지닌 연구자가 여럿 유치되었으며, 그 에는 이

후에 KIST의 부소장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 KIST 이외의 정부출연연구소에도 

이 국  혹은 외국단일국 을 지닌 연구자들이 상당수 재직했으나 정부는 이들

에 해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묵시 으로 인정해 주는 정책을 취했다. 그

러나 1980년 이후 정부출연연구소에 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 국 자

에 한 간섭도 강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다시 해외로 나가기도 했다. 인

터뷰: KIST  반도체장치연구실장 김만진 (2004. 12. 20). KIST와 달리 국방

과학연구소는 연구의 성격상 처음부터 한국국 을 지니고 있는 연구자만 채용했

으며, 가족이 외국국 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 있는 치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폈다. 오원철, 1996, 한국형 경제건설 5, 기아경제연구소,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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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도 밝혔다. 

책임  연구자는 KIST 연구활동의 추를 담당하는 인력들이었다. KIST의 

직원은 연구직, 기술직, 리직, 기능직, 보조직 등의 직종이 있었고, 연구․기

술․ 리직의 직 은 책임 , 선임 , 원 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연구실

의 실장은 책임연구원이 맡았으며, 일부 기술지원부서는 책임기술원이 실장으

로 임명되었다. 책임연구원은 주로 해외에서 유치한 연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책임기술원은 국내에서 장 경험을 갖춘 인력들이 유치되었다. 선임  연구

자들은 국내외에서 고르게 유치되었으며, 연구원․기술원  인력은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원 국내에서 선발했다.

최형섭과 바텔연구소의 해당 분야별 문가들은 지원의사를 밝힌 800여명

에 한 서류 형을 통해 1차로 150명을 추려냈고, 다시 분야별 우선순 에 

따라 2차로 75명을 선발했다. 1966년 10월 최형섭은 후보자들을 면 하기 

해 미국과 유럽을 방문해서 69명으로부터 극 인 귀국의사를 확인받았고, 

이 면 을 통해 천병두, 조종수, 정원 3명의 임용을 곧바로 결정했다. 최형섭

은 지원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제 로 된 연구환경,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처우를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그는 KIST가 산업기술을 지원하

는 연구소로서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가 아닌, 산업계가 원하는 연구를 하게 

된다는 을 설명했다. 한 지원자의 회고에 따르면, 최형섭은 “노벨상을 자신

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은 응모 말라, 한국에 나와 미국에서 하던 공부를 계속

하면서 논문을 쓸 생각은 말라, 귀국하면 학술 인 기반은 다소간 해된다”

는 표 으로 KIST의 연구 성격을 나타냈으며, “돈을 벌 생각이 있으면 오지 

말라, 다만 생활에는 불편이 없을 정도의 처우는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한다.39)39)최형섭은 KIST가 계약연구기 으로서 수요가 있는 연구를 담당해

야 하지만 안정 인 연구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귀국을 생각한다면 이만

한 기회는 없다면서 지원자들을 독려했다. 김동원과 슬리(S. W. Leslie)는 

1971년 설립된 한국과학원(KAIS)이 ‘노벨상이 아닌 시장을 목표로 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음을40)보여주었는데,40) 

39)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비사 제25권: 김훈철 (1975. 7. 8);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비사 제2권: 최형섭(2) (197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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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목표로 한 연구’는 계약연구기 으로서 KIST가 설립 기부터 내걸었

던 기치 다. 

비록 계약연구체제하에서 연구자들의 과제 선택 자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나 체 인 연구실 운 에서 연구실장에게 최 한의 자율성을 보장하

겠다는 것이 최형섭이 내세운 조건  하나 다. 그는 박사학  취득 후 5년의 

연구경험을 갖춘 사람이 귀국하면 모두 연구실장 우를 해주겠다고 했으며, 

KIST는 연구실단 의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연구실장은 실질 으로 

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41)41)KIST가 연구실장의 자율성을 최 한 

보장하는 분권  운 방식을 채택한 것은 국내의 료 이고 계 인 조직

문화를 우려하던 연구자들이 귀국을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한 KIST가 국공립기 이 아닌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자율 으로 운

될 것이라는 계획도 지원자들에게 호감을 주었다. 다만 민간 기구로서 KIST

가 안정 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는 ‘KIST 육성법’

을 통해 보장된다는 것이 최형섭의 입장이었다.  

이처럼 연구원 유치과정에서 연구소의 목표와 성격을 분명하게 인식시킨 

후 그에 맞는 연구원을 선발한 것은 기 연구소 인력 선발의 요한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KIST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연구원에 한 월등한 처우

를 보장하면서 한국의 근 화를 상징하는 최고의 연구소를 표방했지만 그러

한 최고의 연구소에서 첨단의 연구 성과를 생산하는 것보다 낮은 수 이라도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을 확실하게 내세웠다. 그 

결과 연구자가 귀국후 수행하게 될 연구와 자신의 기  혹은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국내의 연구요구와의 괴리를 좁힐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바텔연

구소와 국내의 분야별 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했던 산업실태조사가 한 몫

을 담당했다. 1966년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6개 분야에서 실시되었던 산

업실태조사의 결과를 담은 간보고서는 면 을 통해 귀국의사를 밝힌 지원

40) Kim Dong-Won, Stuart W. Leslie, 1998, "Winning Markets or Winning Nobel 

Prizes? KAIST and the Challenges of Late Industrialization", OSIRIS, 13, 

pp.154-185.

41) 안 옥, 1988,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회고”, 미래를 되돌아본다(한국미래학회 

편), 나남,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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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송부 고, 그들에게 산업실태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각자가 원하는 과제에 한 구체 인 연구계획서와 연구실 구성에 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최형섭과 바텔연구소의 문

가들은 25명의 최종 면  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고, 지원자들은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자신이 KIST에서 담당해야할 연구의 내용과 방향성을 사 에 

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구자 유치 과정에서 ‘시장을 목표로 한 연구’를 분명히 표방했다는 사실

은 KIST가 ‘외  두뇌유출’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내  두뇌유출’도 일 수 

있는 방식이었다고 해석된다. 인력의 해외 유출을 뜻하는 일반 인 두뇌유출

(‘외  두뇌유출’)과 함께 내  두뇌유출 역시 개발도상국의 발 에는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42)42)내  두뇌유출이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우선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문 인력이 자신의 문능력과 계없는 일에 종사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의미로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

과 련된 활동을 하더라도 자국의 시민으로서보다는 선진국에 심을 둔 과

학커뮤니티의 멤버로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즉 자국의 필요에 따른 연구

과제를 선택하고 자국의 여건에 맞는 연구활동을 추진하기보다 선진국이 설

정한 연구의 우선순 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43)43)외  

두뇌유출은 국경을 넘어선 사람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에 쉽게 띄고 계측

할 수도 있으나 내  두뇌유출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무시되지

만 외  두뇌유출에 비해 훨씬 지속 인 향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요하다.44)44)실제로 개발도상국이 해외의 연구자들을 귀국시키기 해 설립한 

연구기 이 자국의 산업발 이나 경제개발에 직 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내  두뇌유출이 

42) 한스 싱거, 1978, 국제경제개발의 략…한스 싱거 교수의 개발노선, 국제경제

연구원, 114-115면.

43) 이러한 상은 기술종속론에서 주장하는 ‘ 개발국 과학기술의 주변화’라는 개념

으로도 설명된다. 이에 해서는 김견, 1994, “1980년  한국의 기술능력발 과

정에 한 연구…‘기업내 신체제’의 발 을 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2-13면 참고.

44) James P. Blackledge, 1975, The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in a Developing 

Country: A Comparative Analysi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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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되었다.
45)45)즉 연구자들이 국내의 사정과는 무 하게 해외에서 자신이 수

행했던 연구활동을 고수함으로써 괴리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에 비

해 KIST는 연구의 방향을 ‘당시 국내 산업계’와의 련에 집 함으로써 내  

두뇌유출의 문제를 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같은 산업기술 지향

에 합한 연구자가 선발되었고, 그들이 의도 로 산업계에 착한 연구활동

을 성공 으로 수행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최소한 연구소의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은 선발된 연구인력의 안착에 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

던 것이다.

KIST는 해외의 과학기술자 유치를 공식 으로 표방한 첫 번째 기 이었고, 

정부재원으로 설립되지만 비 리 민간재단법인체라는 KIST의 법  형태나 

계약연구라는 운 방식 등 례가 없던 새로운 연구소 기 때문에 이후의 

망에 해 회의 인 시각이 없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자 유치의 난 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최형섭은 해외의 연구자들에게 KIST의 장래에 

해 확신을 심어주고, 해외 인력의 귀국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 과학기술자들을 상으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는 

1966년 10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포드재단에 심포지엄 개최에 필요한 재정지

원을 요청했으며, 포드재단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68년 9월 9일부터 3일간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의 바텔연구소에서 “Development of Industrial Research 

in Korea”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46)46)KIST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

는 재미 한국인 과학기술자 60명, 미국 과학  산업계 인사 35명, KIST 계

자 13명, 바텔연구소 계자 27명 등 140명이 참석했는데, 여러 공 분야의 

해외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이 공식 인 행사를 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드문 

일이었다. 

심포지엄 과정에서 벨 화연구소의 김 배가 해외의 한국인 과학기술자들

이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재미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이 조직

체를 만들어서 국내 과학기술자들과 조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을 펼쳤다.47)47)재미과학기술자들을 묶을 수 있는 단체를 만들면 이를 통해 한

45) Harret Ann Hentges, op.cit., p.131.

46) KIST, 1968,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67, pp.26-27.

47) Young Bae Kim, 1968, "Contribution of Scientists and Engineers Abroa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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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나 기자재 등을 구할 수 있고 련

된 연구자들도 소개받을 수 있는 등 여러 차원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도 에 일부에서 단

체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나 조직 구성을 둘러싸고 약간의 갈등이 

빚어지자 최형섭은 심포지엄 기간에는 어떠한 단체도 조직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재미한인과학기술자 회’는 1971년 6월 미국 방문 에 과학기술처 장  

임명을 통고받은 최형섭이 동행한 과학기술처 연구조정  김형기에게 조직구

성에 조토록 지시하여 그해 12월 11일 워싱턴에서 69명의 창립 발기 회원들

이 모여 출범했다.48)48)재미한인과학기술자 회는 모국의 산업경제 황을 직  

악하고 국내 과학기술자와의 상호 정보교환을 해 1974년부터 격년으로 모

국방문 종합학술 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이 모국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했는데, 

1차 회와 1976년의 2차 회는 KIST에서 열렸다. 결국 KIST 설립은 해외

의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그들 사이에 모국에 한 심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귀국에도 정 인 향

을  수 있었다. 

2) 설립 기 해외 유치자의 특성

최형섭은 1967년 6월 20일부터 한 달간 바텔연구소를 방문하여 25명의 최

종후보자들과 면 을 실시했다. 25명은 최형섭뿐 아니라 바텔연구소의 분야별 

문가들과도 만나 각자의 문 분야의 경험과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해 

밝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16명이 최종 선발되었다.49)49)16명  윤용구, 김

재 , 정종락, 권태완, 오동 , 남 우, 장경택, 김훈철, 안 옥, 문탁진, 김춘수, 

김만진 등 12명이 유치과학자로 KIST에 들어왔으며, 김철우는 연구원으

the KIST Activities",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ment of Industrial 

Research in Korea, KIST, pp.21-25.

48)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비사 제3권: 최형섭(3) (1975. 5. 28); 재미한인과학기술

자 회 25년 역사편찬 원회 편, 1998, 재미한인과학기술자 개인  단체 형성

과 업 에 한 연구, 재미한인과학기술자 회, 80면, 89면.

49) ｢고국의 기술 신에 이바지: ‘과학기연계획’에 동의한 16명의 과학자들｣, 동아

일보 (196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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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하면서 나 에 공업연구실 도쿄분실 실장 리를 맡았고, 다른 3명의 

연구자는 귀국하지 않았다. 임용된 12명의 연구자들은 아직 KIST가 건설 공

사 이었기 때문에 귀국일자를 상황에 맞게 조 하여 1967년 4명, 1968년 4명, 

1969년 3명씩 들어왔으며, 반도체 련 연구를 하고 있던 김만진은 당시 국내

의 여건과 자신의 경험으로는 본격 인 연구가 힘들다는 단 하에 귀국시기

를 늦추어 1972년말에 귀국했다.50)50)1차로 16명을 선발한 이후에도 추가로 지

원자들과 의를 계속해서 1969년말 KIST가 공식을 갖고 본격 인 출발을 

할 때까지 모두 25명의 해외 유치 연구자들이 KIST의 연구원으로 임용되어 

귀국했다.

기에 유치된 25명의 연구자들은 책임연구원의 기 을 충족시켰거나 그에 

근 한 연구자들을 심으로 선발되었다. 25명의 연구자  17명이 책임연구원

이 되었으며, 8명의 선임연구원 에서 박사학  취득 정자나 박사학 를 취

득하고 곧바로 귀국한 경우는 2명뿐이었고 나머지는 학원 졸업후 여러 해

의 연구소  산업체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었다. KIST는 처음으로 해외의 한

국인 과학기술자를 공개 인 차를 밟아 유치한 기 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형성된 풍부한 인력풀에서 연구원을 선발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상당한 경

력을 지닌 연구자들이 KIST에 들어왔던 것이다. 25명 유치자들의 경력을 보

면 산업계와 연구기  출신이 각각 1/3을 조  넘었으며, 학교수는 이보다 

약간 작은 숫자를 차지했다. 학이나 연구기  출신자  산업계 근무 경험

을 갖춘 연구자를 포함하면 산업체 경험자가 반 정도 다. 유치자의 분야별 

구성을 보면 기계․ 속․재료분야가 9명, 화학․화공분야 6명, 식품․사료분

야 5명, 공업경제 2명, 기․ 자 2명 순이었다.
51)51)

25명의 학  구성을 보면 공학박사와 이학박사가 각각 9명이었으며, 농학박

사 2명, 공학석사 3명, 경 학석사 2명이 포함되었다. 산업기술을 연구하는 

KIST 연구자로 이학박사 학 소지자가 9명이나 차지했다는 것이 이례 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고체물리를 공한 정원, 유타 학에서 이태규의 지도하에 물

50) 김만진, 1976, ｢KIST 10년의 산물 반도체기술개발 센터｣, KIST 역사  소장 자료.

51) 기계, 속분야의 경우 같은 공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재료분야의 경우 세부 

공에 따라 기․ 자나 속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료에 따라 분

야별 유치자의 수가 조 씩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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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화학으로 박사학 를 받은 한상 과 무식을 제외하고는 체로 산업기술

과 직간 인 련을 맺고 있었다. 를 들어 물리화학으로 이학박사학 를 

받은 윤용구는 미국의 제강회사에서 속분야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

며, 역시 물리화학으로 이학박사학 를 받은 문탁진은 응용화학 성격이 짙은 

고분자화학을 공하여 귀국 까지 미국의 화학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식품화학, 유기화학, 가축 사료와 련된 생물학을 공한 연구자들이 

이학박사학 를 소지하고 있었다. 유기화학으로 이학박사학 를 받은 뒤 생화

학 연구를 주로 해오던 채 복은 귀국할 때 생화학과 유기화학 두 분야의 연

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국내에서 필요성이 큰 유기화학을 주로 해야 한다는 

최형섭의 주장에 따라 연구실의 명칭을 ‘유기합성연구실’로 결정했다고 한

다.52)52)이는 연구자의 학문  심사보다 국내 산업계의 연구 수요를 더 우선

으로 고려했음을 말해 다. 

25명의 유치자  5명이 석사학 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련 분

야의 산업체 출신자들이었다. 기 해외 유치자는 부분 연구실장( 는 연구

실장 리)으로 임용되어 독자 인 연구실을 개설했는데, 20%의 비율로 높지

는 않았지만 석사학 를 취득하고 산업계에서 활동하다 선발된 5명의 연구실

장  인력의 존재는 기 연구자 선발에서 박사학 와 같은 고 학 가 가장 

요한 기 은 아니었음을 보여 다. 1967년 6월 1차로 유치가 확정된 기계공

학분야의 남 우와 장경택은 석사학  취득 후 산업계에서 근무하던 엔지니

어들이었다. 당시 KIST에 지원서를 제출해서 서류심사를 거쳐 면 까지 했던 

69명의 후보자  기계공학분야 공자는 모두 7명으로 여기에는 박사학  취

득자가 2명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53)53)임용이 결정된 2명은 박사학 자가 아니

라 산업체 장에서의 연구경험이 있는 엔지니어 다. 이에 해 최형섭은 기

계분야의 지원자  박사학  소지자는 부분이 ‘열(heat)’ 공자 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54)54)미국은 1957년 소

 ‘스푸트니크 쇼크’(Sputnik Shock) 이후 인공 성 연구에 많은 연구비를 

투자했으며, 이에 따라 기계․ 속․재료분야에서 ‘열 도’(heat transfer)에 

52) 인터뷰: KIST  유기합성연구실장 채 복 (2004. 5. 13).

53) KIST, 1977, 한국과학기술연구소십년사, 47면.

54)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비사 제2권: 최형섭(2) (197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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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붐을 이루게 되었지만,
55)55)당시 한국의 사정에서는 ‘열 도’ 공자

들이 국내의 산업기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작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계공업분야는 고 품이 아니라 기계를 설계해서 공장에서 두

드려 만드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학 취득자보다 장경험자를 선택했다”

는 것이 최형섭의 설명이었다. 물론 이러한 단은 최형섭이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기계공업분야의 산업실태조사를 참고로 하여 바텔연

구소의 기계공업분야 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었다. 한 69명

의 후보자에는 경제․경 분야 박사학 자 4명이 들어있었으나 공업경제분야 

연구원으로 선발된 2명은 석사학 후 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었다. KIST

의 공업경제 련 연구실은 연구 과제의 경제  타당성 조사, 시장조사, 원가

계산  분석, 경 진단 등을 주 임무로 삼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련 실무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바람직하다는 단이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외 유치 인력이 체로 고 학  소지자를 주로 진

행되는 경향이 있으며,56)56)연구기 으로서 고 교육을 받은 연구자를 우선 으

로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KIST도 80%의 유치과학

자가 박사학 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같은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IST가 박사학  소지자를 제치고 장 경험이 있

는 연구자를 선발했다는 사실은 산업체에서 축 한 실제  경험을 시했다

는 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해외 유치자  산업체 경험이 없는 연

구자도 반에 달했기 때문에 연구원 선발에서 산업체 경력을 특별히 우 했

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산업체 경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사실이었다. 1966년 처음으로 제정된 인사규정에서 명시된 책임연구원의 자격

기 은 박사학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졌거나, 학원 과정 이수 후 

논문 10편 이상을 발표했거나, 학을 졸업하고 15년 이상의 연구경력에 논문 

55) 인터뷰: KIST  산업기계연구실장 남 우 (2004. 7. 26). ‘스푸트니크 쇼크’이후 

미국 학의 연구활동 변화에 해서는, Roger L. Geiger, 1997, "What 

Happened after Sputnik? Shaping University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Minerva, 35, pp.349-367을, 교육  연구를 비롯한 반 인 변화에 한 간략

한 논의는, Paul Dickson, 2001, Sputnik: The Shock of the Century, Walker 

Publishing Company, pp.223-245 참고.

56) Harret Ann Hentges, op.cit.,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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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이상을 발표한 자로 규정 다.
57)57)그러나 산업계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인

력들은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학이나 연구

소 출신자에게 유리한 기 이었다. 이에 따라 1967년 5월 해외 인력의 유치작

업이 진행되면서 최형섭은 책임연구원의 자격기  변경을 이사회에 요청했다. 

이미 확정한 책임연구원의 자격기 에는 미달되지만 산업체에서 장기간 경험

을 쌓은 연구자가 KIST와 한국의 산업계에는 꼭 필요하다는 최형섭의 주장

에 따라 책임연구원의 자격 기 에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추가되었다.58)58)결국 이러한 사실은 시장을 목표로 한 연구소

라는 기치에 맞게, 장 경험과 국내 산업계와 련성이 단순한 수사에 머물

지 않고 연구인력의 선발과정에 의미있는 요소의 하나로 고려 음을 보여 다.

3) 설립 기 유치자에 한 처우

해외 연구자 유치작업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연구원 유치가 추진되었다. 그

러나 해외 유치작업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규모의 공개 인 유치 차를 밟

지 않고 개별 인 이나 산업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을 심으로 조용

한 방식의 채용이 이루어졌다. 당시 국내 학이나 연구기 에는 고 과학기

술자의 수가 많지 않았는데, KIST가 이들을 거 임용할 경우 해당 기 의 

운 에 지 않은 차질을  수 있었고, 실제로 학이나 기존 연구기 들이 

KIST의 연구원 선발에 해 상당한 우려를 보 기 때문에 KIST는 국내에서

는 극 인 유치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59)59)국내에서 선발된 연구실장  인력

은 KIST의 첫 번째 연구원으로 임용된 심문택을 시작으로 하여 1969년말까지 

12명이었다. 국내 유치자라고는 하지만 이  9명은 해외유학을 통해 박사학

를 취득하고 귀국해서 활동하던 상태 고, 3명은 학 졸업후 산업계에서 10

여년 이상 활동한 엔지니어 다. 9명의 박사학 자  한 명인 성기수는 해외 

57) ｢인사규정｣, KIST 제6회 이사회 회의록 (1966. 7. 1) 첨부자료.

58) KIST 제15회 이사회 회의록 (1967. 5. 31).

59) 실제로 KIST 이 까지 국내 최고의 연구소로 평가받던 원자력연구소의 경우 상

당수 인력이 KIST로 옮겨감으로써 연구소 운 에 큰 타격을 받았다. ｢돌아오지 

않는 두뇌들｣, 한국일보 (1967.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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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추진하다 KIST에 들어온 경우 다. 그는 역 공군 로서 공군사

학교에서 항공역학을 강의하면서 한국경제개발 회에서 계량경제와 련된 

용역을 수행했으며, 서울  경 학원과 행정 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으

나 경제  곤란으로 인해 해외 취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는 몇몇 외국 학

에 의사를 타진한 결과 캐나다의 웨스턴 온타리오 학에서 수학과 교수자리

를 제안 받고 출국을 울질하던 차에 KIST의 책임연구원이 되었다.60)60)국내

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던 과학기술자들이 다

시 한국을 떠나는 상황에서 KIST의 설립은 국내의 고  과학기술 인력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KIST 설립 기에는 과연 해외의 연구자들이 얼마나 극 으로 동의하여 

귀국할 것인가에 해 연구소 안 에서 회의 인 시각이 지 않았지만 결과

으로 KIST는 해외의 과학두뇌들을 성공 으로 유치해냈다. 여기에는 몇 가

지 요인이 작용했는데, 일차 으로 연구에만 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를 보장해주는 것이 요했다. 물론 해외의 과학기술자들이 귀국을 결정

할 때 경제  조건이 가장 요하거나 유일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

본 인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당시 여가 낮았던 학교수나 국공

립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앞에서 언 했던 성기수의 경우처럼 생계를 해 

개 시간강사 등의 부업을 가졌으나 부업은 연구활동에 한 집 도를 떨어뜨

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KIST는 연구원들에게 충분한 여 수 을 보장

하는 신 KIST 정 의 부칙에 ‘보수를 목 으로 한 타업에의 종사 지’를 

명시했다. 연구원들은 여건이 될 경우 학원에서 한 강좌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었으나 지 받은 강사료는 모두 KIST에 반납해야 했다. 당시 책임연구

원의 여는 경력에 따라 월 6만원에서 9만원 정도로 결정되었다. 이는 해외

에서 유치한 연구원들이 미국에서 받는 여의 1/3내지 1/4의 수 이었지만 

당시 국립  정교수의 여가 3만원 안 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

이었으며, 박사학 를 받은 KIST 선임연구원의 이 4만5천원 정도 다. 

이러한 높은 여 수 은 학이나 다른 연구기 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

60) 성기수, 1999, 조국에 날개를: 성기수 자서 . 이 책의 문은 성기수 개인 웹

사이트(http://www.sungkisoo.pe.kr, 2004년 4월 6일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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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1)61)

높은 여와 함께 KIST 연구원에게 주어진 요한 혜택  하나가 주택제

공이었다. 해외에서 유치된 연구원들은 가족의 항공료와 이사비용, 그리고 

KIST 내에 건설되는 서구식의 아 트를 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주택 

제공이라는 조건은 특히 해외에서 귀국하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매력 이었다. 

이는 단순히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

었다. 해외의 과학기술자들이 귀국을 꺼리는 요한 요인  하나가 한국어와 

한국의 교육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자녀들의 교육문제 다.62)62)당시 유치과학

자들은 30  후반에서 40  반이 많았기 때문에 개 등학교에 다니는 자

녀들이 있었는데, 같은 아 트에 거주하면서 문교부의 배려로 자녀들을 KIST 

근처의 특정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어 학교생활 응 문제에 한 부담

을 함께 나 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63)
63)

책임연구원에게 주어지는 ‘연구휴가’(Sabbatical leave)는 해외의 두뇌들이 

귀국을 결심하게 하는 유인책의 하나이자 월등한 여, 주택제공과 함께 

KIST 연구원이 리는 높은 처우를 상징했다. 최형섭은 설립 기의 해외 연

구원 유치 과정에서부터 책임연구원에 해서는 3년마다 1년씩의 유  연구휴

가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책임연구원이 연구 탁자가 요구하는 계약연구

만을 수행하다보면 선진 외국의 연구개발이나 최신 공업 경향에 하지 못하

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완하기 한 것이다. 연구휴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 기 때문에 KIST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일부 이사들은 3년마다 1년간의 공백이면 연구소의 정상 인 

운 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미국은 개 6년 반 정

도가 지나야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3년은 무 짧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61) KIST의 여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청와 에까지 달되었으나, 

연구원들의 월  수 을 확인한 박정희가 “나보다도 이 많은 사람이 수두룩

하군”이라고 하면서도 그 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최형섭, 1995,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조선일보사출 국, 58면. 1966년 당시 통령의 월

은 78,000원이었다. 정재경 편, 1994, 박정희 실기, 집문당, 153면.  

62) 김정흠, 1970, ｢해외 과학자 두뇌 유치｣, 과학기술 3-3, 14-28면.

63) 권태완, 2003, ｢KIST 20년 3개월의 회고｣, 仁溪 權泰完 박사 연구업 목록  

고별강연록, 인제 학교 식품생명과학부,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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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최형섭은 3년마다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연구실과 연구소의 

체 인 상황에 따라 합리 으로 결정할 것이며, 우리와 같은 주변부에서 과

학선진국의 활발한 움직임을 따라잡기 해서는 6년은 무 길다고 주장하여 

3년마다 1년씩 ‘해외연수’라는 이름으로 연구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이 제정

되었다.64)64)물론 KIST는 연구실단  독립채산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연구실장

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연구실의 정상 인 운 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해외연수

를 강행하기는 힘들었고, 실제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책임연구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휴가라는 제도 자체는 계약연구업무에 매달리고 있

는 책임연구원들에게 좋은 재충 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설립 기 KIST 연구원들에게 주어진 처우와 KIST의 연구환경은 

당시 국내 다른 기 에서 찾아보기 힘든 높은 수 의 것이었고, 이는 해외의 

두뇌들이 귀국을 결심하는 데 직 인 역할을 했다. 사실 KIST가 택한 계약

연구체제는 연구 수요자 심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연구자로서는 껄끄러운 

방식이었으나, 연구자들이 받았던 특별한 우와 사회의 기 는 그같은 단

을 상쇄시켜주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조국의 발 에 동참하자는 최형섭의 

설득과 연구소의 방향을 분명하게 주지시켰던 신 한 연구자 인선과정은 

KIST가 해외 두뇌유치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

용했던 것이다.   

5. 정부의 해외인력정책 변화

1966년까지 정부는 해외의 과학기술자의 귀국을 진하기 한 특별한 정

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KIST의 해외 두뇌유치의 경과를 주시하고 있었다. 앞

에서 살펴 본 것처럼 KIST는 1967년까지 20여명과 임용계약을 맺는 등 해외 

과학기술자 유치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갔다. 이에 고무된 정부는 해외 유학

을 억제하는 수동 인 정책에서 해외 인력의 귀국을 진시키는 극 인 정

책으로 방향 환을 꾀하게 되었다. 이는 1968년 과학기술처가 수립한 과학기

술개발 장기종합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 최 의 과학

64) KIST 제37회 이사회 회의록 (197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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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장기종합계획으로서, KIST는 이 계획의 기 작업으로 산업  분야 에

서 기 과학과 제조업 분야에 한 조사연구를 담당했었다.65)65)이 장기종합계

획은 KIST와 무 하게 ‘재외 과학기술자 유치’ 문제를 언 하면서 다음과 같

은 구체 인 정책을 제시했다. 

기존 과학기술인력의 자질 향상은 물론 그들로 하여  격히 변천 발 하는 

선진 과학기술체제에 응토록 하는 반면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를 유치 활용함

으로써 과학기술에 한 산업수요를 충당하고 나아가서는 과학기술능력을 강화하

기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재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활용을 강화하기 하여 국내 연구조건의 개선 여의 개선 연구활동의 자율

성 보장 등 제반 유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과학기술자의 국내취업 알선을 

제도화한다.66)
66)

이 계획처럼 과학기술처는 1968년부터 정부 산으로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

자 유치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2년 이상 국내에 취업하여 체재하

는 구유치와 단기간 강의․자문을 하고 돌아가는 일시유치로 구분하여 추

진되었다. 구유치의 경우 취업을 알선해주고 본인과 가족의 왕복항공권, 이

사비용, 정착비 등을 지원했는데, 이는 KIST가 해외 유치자에게 제공했던 방

식이었으며, 일시유치의 경우 본인의 왕복항공권과 국내체재비를67)지원했다.67) 

사업 첫해인 1968년 구유치자 5명, 일시유치자 2명을 시작으로 매년 그 수

가 조 씩 늘어났으며, 유치자들의 근무처는 학과 연구소가 부분을 차지

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1968년부터 1980년 사이에 276명이 구유치되

었으며, 이들이 소속된 기 은 학 139명, 연구소 130명, 정부기  4명, 산업

체 3명으로 나타났다.68)68)1960년 에 곧 고등교육 정원 증원을 억제해 왔던 

65) 최형섭 외, 1968, 과학기술진흥장기종합기본정책에 한 조사연구 (2), 과학기

술처.

66) 과학기술처, 1968,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 1967-1986, 57면.

67) 2년이라는 구유치 기간은 KIST 연구원의 임 계약기간이었다. KIST의 모든 

연구기술직 인력은 처음 임용될 때 2년 기간의 계약을 체결하며, 그 다음부터 

책임  연구자는 년직이 될 수 있지만 기타 연구원은 1년씩 계약을 연장해야 

했다. 이러한 연구원 계약제는 KIST 인력 채용과 련된 요한 특징이었는데, 

연구자와 KIST 운 진 각자가 능력과 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의

미를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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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70년  들어 지속 인 산업화에 필요한 고  인력수요에 응하기 

하여 부분 으로 학의 정원을 확 시켰고, 공학계열을 심으로 학을 

특성화하여 집 으로 투자함으로써 기술인력을 효율 으로 양성해내려 하

다.
69)69)이에 따라 정부가 해외에서 유치한 과학기술자의 반 정도는 학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표 2>에 나타난 수치는 과학기술처가 주도해서 유치한 

인력들만을 합계한 것으로, 각 기 들이 독자 으로 해외에서 유치한 인력은 

들어있지 않다. 1980년까지 연구소로 구유치된 인원이 130명으로 나타났으

나 KIST 한 기 이 같은 기간동안 해외에서 유치한 연구자의 수가 119명에 

달했음을 감안한다면, 10여개가 넘는 정부출연연구소나 국내 주요 학들이 

자체 으로 유치한 인력을 모두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커질 것이다.

구유치 단기유치

1968-80 1981-90 계 1968-80 1981-94 계

학 139 355 494 21 203 224

연구소 130 387 517 182 360 542

산업계․기타 7 33 40 74 287 361

<표 2> 정부의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 유치실

이처럼 해외의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의 귀국이 이어지게 된 데에는 KIST의 

기 해외 인력 유치의 성과가 매우 요하게 작용했다. KIST가 처음으로 해

외의 연구자들과 임용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앙일간지의 사회면 머리기사

로 실릴 정도로 주목을 받았으며,70)70)1970년 에 들어와서도 KIST가 해외로부

터 유치한 연구원에 해 신문에 간단한 소개기사가 실릴 정도로 유치 과학

자들에 한 사회  심이 높았다.
71)71) 통령 박정희는 설립자로서 KIST에 

68) <표 2>는 이 창, 1988, ｢해외과학기술두뇌의 유인과 공헌에 한 연구｣, 한양

 사회과학논총 제7집, 103면과 과학기술처, 1997, 과학기술 30년사, 199면을 

참고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69) 교육50년사편찬 원회 편, 앞의 책, 466-473면.

70) ｢고국의 기술 신에 이바지: ‘과학기연계획’에 동의한 16명의 과학자들｣, 동아

일보 (1967. 7. 21). 
71)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KIST의 유치과학자임을 안 택시운 사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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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하고 나서 설립 기에 발생한 몇몇 문제들을 재

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72)72)그는 틈틈이 KIST를 방문하거나 KIST가 

유치한 연구원들을 청와 로 하여 심을 보 으며, 명  때면 책임연구

원 각각에게 일 을 주는 등 KIST 연구원들에 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 기 속에서 설립 기 KIST가 유치한 연구자들 부분이 국내

에 성공 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이는 귀국을 주 하던 한국인 과학기술자들

에게 정 인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73)73)KIST가 1969년까지 해외에서 

유치한 25명의 연구원  22명이 첫 번째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맺고 

KIST에 남았으며, 1980년까지 다시 한국을 떠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1960년  반까지만 해도 귀국했다 다시 출국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KIST가 유치한 해외두뇌들이 국내에 안정 으로 정착했다는 사실은 해외에 

남아 있던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이 귀국에 한 불안감을 더는 데 정 인 

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조국 근 화’의 상징이라는 KIST

의 상이 결합되어 1970년 에 들어와서는 KIST가 특별한 유치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꾸 히 해외 연구자의 임용 지원이 이어지게 되었다.

해외에서 유치한 과학기술자에 한 사회의 우호 인 분 기 속에서 국방

과학연구소(ADD, 1970), 한국과학원(KAIS, 1971), 한국개발연구원(KDI, 1971) 

등이 KIST 주 에 설립되면서 서울연구단지가 형성되었고, 이 기 들도 

KIST의 선례를 따라 해외의 연구자들을 유치하고 KIST를 기 삼아 연구원에 

한 처우를 결정했다. 한 KIST의 설립과 운 이 성공 이었다고 단한 

정부는 문 분야별로 출연연구소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KIST 

소장을 거쳐 과학기술처 장 에 오른 최형섭은 국공립연구소가 지니는 

경직성과 비효율을 비 리 재단법인인 KIST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시요 을 받지 않았다거나 교통 신호 반을 단속한 교통경찰이 스티커를 발부

하지 않고 그냥 가게 했다는 등 KIST의 기 연구원들은 당시 해외유치 과학기

술자들에 한 사회 인 인식이 매우 우호 이었고 그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 다고 얘기한다. 인터뷰: KIST  식량자원연구실장 권태완 (2003. 2. 25); 

인터뷰: KIST  고분자연구실장 안 옥 (2003. 3. 18).   

72) 문만용, 앞의 논문, 74-75면.

73)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비사 3권: 최형섭 (1975. 5. 28); 인터뷰: KIST  고분

자연구실장 안 옥 (200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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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아래 기존 국공립연구소들을 재단법인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분야별로 

출연연구소를 모두 KIST와 동일한 형태의 재단법인체로 설립해나갔다. 이러

한 정책은 1973년 덕연구단지 건설 정책이 추진되면서 시작되었는데,74)74)이

는 정부출연연구소를 한 곳에 집  설립하여 한국 연구개발의 심지로 만들

겠다는 구상이었고, 그 결과 신설된 연구소들이 앞 다투어 해외 인력의 유치

경쟁에 나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신설 연구소는 KIST의 부설 기 으

로 설립된 뒤 독립 인 연구소로 분리되거나 KIST의 몇몇 연구실이 심이 

되어 새로운 연구소로 출범했으며,75)75)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KIST 연구원들

이 문 연구소로 옮겨가게 되었다.

KIST 부설 연구소뿐 아니라 다른 신설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체로 KIST

를 모델로 하여 출연 을 통한 정부의 재정  지원, 연구기 에 한 국유재

산의 무상양여, 독립회계제도, 연구원 임용계약제, 연구심의기구 등 KIST 설

립과 운 에서 이용된 제도를 상당부분 받아들 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에 

한 경험이 있는 KIST 경력자들이 새로운 연구소의 운 진으로 선호되었다. 

여기에 7년 6개월 동안 과학기술처 장 으로 재직한 최형섭의 후원이 더해져 

이 기간 동안 KIST 출신자  8명이 정부출연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부소장으로 임명된 연구자도 10여명에 달했다. 이들을 통해 KIST가 연구자를 

선발하는 방식, 처우, 연구원 고용 방식 등 인력의 채용과 련된 KIST의 경

험은 이후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소에 가장 향력 있는 지침으로 활용되었

다. 한 KIST 운 진은 KIST에 지원했으나 임용되지 못한 해외 과학기술자

들의 지원서류를 국내의 다른 기 에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귀국을 간

으로 지원했다.
76)76)결국 KIST의 경험과 지원을 바탕으로 신설 연구소들이 

74) 덕연구단지의 추진 과정에 해서는 덕 문연구단지 리본부, 2003,  덕연

구단지 30년사 1973-2003, 54-103면 참고.

75) 1980년까지 KIST에서 독립한 기 은 선박해양연구소(1978), 통신연구소(1977), 

자기술연구소(1977) 등이 있으며, 부설 태양에 지연구소는 1980년 한국종합

에 지연구소로 흡수되었고, 부설 지역개발연구소는 1981년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흡수되었다. 선박연구소와 해양개발연구소는 1973년 KIST 부설연구소로 각각 

설립되었다가 1976년 5월 정부의 지시에 의해 KIST 부설 선박해양연구소로 통

합되었고, 같은해 11월 재단법인 한국선박해양연구소로 독립했다. 그러나 1978년 

4월 다시 분리되어 한국선박연구소와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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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자의 유치에 나섬으로써 KIST에서부터 시작된 두뇌유출의 극복 노

력은 KIST에서 그치지 않고 국내 과학기술계 반으로 확 되어갔던 것이다. 

1980년  이후 정부의 유학정책에 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차차 해외유학

이 자유화되어 갔으며 유학생의 귀국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1982년부터 재

외한국인 과학기술자 유치사업을 한국과학재단이 넘겨받아 수행하게 되었는

데, 1980년 를 거치면서 국내 이공계 학원의 박사학  배출능력이 상

으로 높아져 국내에서도 고  인력의 유치가 가능해졌으며, 한편으로 해외유

학생들의 자발 인 귀국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1991년부터 구유치에 한 지

원은 단되었다. 그 결과 1990년  반에 이르러 한국은 더 이상 두뇌유출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까지 등장하기에 이르 다.
77)77)실제로 한국

인 과학기술자의 두뇌유출 문제를 다룬 송하 의 조사에 의하면 1970년 이

에 미국에서 박사학 를 받은 한국인 과학기술자의 귀국률은 16.1%에 불과했

으나 1970년~1979년 박사학  취득자의 귀국률은 32.8%로 높아졌으며, 1980

년~1987년 박사학  취득자의 68.4%가 귀국길에 올랐던 것으로78)나타났다.78) 

이처럼 한국의 두뇌유출은 20여년만에 큰 변화를 보여주었고, 여기에는 KIST

라는 기 의 설립이 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것이다.
79)79)

76)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비사 제3권: 최형섭 (1975. 5. 28).
77) David A. Anderson, 1993, "Technology Transfer via "Reverse Brain Drain": 

The Korean Cas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 Doc. Diss.), pp.146-147.

78) Song, Hahzoong, 2000, "Reversal of Korean Brain Drain: 1960s-1980s", Paper 

for International Scientific Migrations Today (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eveloppement: Paris), pp.1-11,  

79) 1997년 외환 기를 겪으면서 고 인력의 해외유출이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1960-70년 의 두뇌유출이 해외 유학생들이 귀국하지 않은 형태 다면 최근의 

두뇌유출은 국내에서 경험을 쌓은 첨단 기술인력의 해외이주 비 이 커졌다는 

특징이 있다. 신 철, 2002, ｢지식 자원 유출 상과 과제｣, 경제연구원. 그러

나 세계화 추세와 함께 과학기술인력의 국제  이동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두뇌

유출’보다는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이라는 동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송하 , 2001, 고 과학기술인력 해외유출 황 조사․분석 

 응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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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두뇌유출이라는 문제는 특정한 정책이나 한두 개의 기  설립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국가의 정치 ․사회  안정과 함께 경제 성장

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에 한 필요성과 투자가 확 되고 그 

결과로 해외의 과학기술자들이 귀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연구기  설립과 해외 인력의 극 인 유치 정책이 

유출된 과학기술 두뇌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고, 그러한 

정책들은 KIST 설립을 통해 얻은 경험에서 만들어졌다. 해외의 과학기술자를 

유치하여 성공 으로 정착시키는 과제에 한 KIST의 노하우는 정부 정책이

나 신설 정부출연연구소의 인력 유치 방식에 채택되어 한국의 두뇌유출의 흐

름을 되돌리는 데 실질 인 기여를 했던 것이다. 

KIST 연구원들에게 주어진 처우는 당시 국내의 학이나 연구기 의 과학

기술자들이 받았던 그것보다는 한 차원 높은 수 이었다. 국가를 표하는 연

구소이자 ‘조국 근 화’의 상징이라는 KIST의 상은 KIST가 유치한 과학기

술자에 한 높은 처우와 첩되면서 과학기술자에 한 사회  인식을 고양

시켰다. 그리고 1970년  설립된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연구원의 유치  처우

에서 KIST의 선례를 따랐기 때문에 KIST 연구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졌던 혜

택들이 일반 인 상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는 해외 과학기술자의 귀국을 

진시키는 요소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1970년  해외인력유치를 한 정부 정책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

는 해외인력유치 사업이 성공 이라는 양 ․동  평가와 함께 당시 국내에

서 필요로 하는, 최고의 능력을 갖춘 연구자를 선발했으며, 연구자 유치가 객

이고 공정하게 추진되었느냐는 질 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1970년  정부가 추진한 해외 두뇌유치 사업이 

객 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당시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며,
80)80)KIST 설립 기와

80) ｢해외두뇌유치 사업에 문젯 ｣,  앙일보 (1975. 10. 9); ｢과학자들, 연구실보

다 자리를 좋아해｣, 경향신문 (197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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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1970년  해외 두뇌유치가 고 학 자 주로만 진행됨으로써 생산

장의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의 비 이 낮다는 문제가 지 된 바 있다.81)81)

한 정부출연연구소 설립을 통한 해외 두뇌 유치라는 방식이 낳은 부작용도 

있었다. 어렵게 해외에서 유치한 고  인력이 신설 연구소의 리직을 옮겨가

면서 연구활동을 는 것은 고  과학기술자가 충분하지 못한 당시 국내 상

황에서 연구역량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 으로 은 연구소 소장단

으로 인해 풍부한 경력을 지닌 해외 과학기술자의 유치가 힘들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추후 이러한 부분에 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외형

인 면에서 성공을 거둔 정부의 두뇌유출 극복 정책에 한 종합 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필자 : 서울 학교 강사)

주제어 :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두뇌유출, 정부출연연구소, 해외

인력유치정책

투고일(2006.5.1), 심사시작일(2006.5.22), 심사종료일(2006.5.31)

81) Bang-Soon L. Yoon, op.cit.,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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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Brain-Drain' and the Role of KIST(The 

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Moon, Man-yong*

82)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created to take a 

role of a ‘reverse brain-drain center' in 1966. After the establishment of 

KIST, the Korea's brain-drain stood out as serious social issue. KIST  made 

an effort to repatriate overseas Korean scientists, and its effort was an 

important test to overcome brain-drain in Korea. Consequently, KIST's 

successful repatriation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the return of overseas 

Korean scientists. This success of KIST encouraged the Korean government 

to shift the negative policies restraining on studying abroad to positive 

policies repatriating overseas brains. In the 1970's, Korean government began 

to establish a series of the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GSRIs) modeled after KIST, and this policy promoted reverse-brain-drain 

in Korea.

Key Words :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Brain-drain,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Reverse-brain-drain 

policies

* Lecturer,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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