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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정책들이다.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하여 자기들의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야 

한다. 그야말로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창조자들이다. 구조조정이라는 빌미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

이 모두 이공계 출신들이라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 요즈음 시류는 士農工商이라는 신분차별이 있던 조선시

대보다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다. 오히려 商士農工 현상이 도래했다는 느낌이다.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士

에 속하니 그래도 나은 편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사회현상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과학자들의 위상이 조선시대

적 신분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일이

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과학영재장학생제도를 신설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래도 옛

날에는 군대 문제 해결된다는 장점이 잘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약간 변형되어 벤처 기업에 취직

하면 해결되는 방법도 있으나 그런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아는 사실인데도 정책을 결정

하는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심지어 세계적인 과학잡지인 Science (vol. 295, page 1991∼1992, 

2002년)에서 조차 서울발 기사로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과학

이나 공학을 업으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하루빨리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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