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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분야에서의 차세대 리더는 업계의 특성상
보통 그룹의 CEO보다는 사업이나 연구의 성과를 보고 판단한다.
어떠한 집단을 이끄는 사전적 의미의 리더라기보다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각 분야의 트렌드
를 주도하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ICT 쪽에서는 게임업계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권준모 네시삼십삼분 의장은 근래들어 가장 ‘핫’한 인물 중 한명이다.
현재 네시삼십삼분은 독특한 회사명만큼이나 관련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업체다.
특히 지난주에는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업계인 라인과 텐센트의 공동 투자를
받아 주목을 받았다. 투자 액수는 무려 1300억원.
업계에서는 네시삼십삼분이 상장할 경우,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다.

권 의장은 넥슨 공동 대표와 게임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설립한 네시삽십삼분은
‘활’, ‘회색도시’, ‘수호지’, ‘블레이드’ 등 내놓는 작품마다 히트를 거듭하고 있다.
이력도 남다르다. 그는 서울대 심리학과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이대형 파티게임즈 대표는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당시에는 히든 유저였던 여성 사용자를
주요 타깃으로 한 국내 최초의 카페 경영 시뮬레이션 SNG(소셜네트워크게임)인 ‘아이러브커
피’를 출시해 돌풍을 일으켰다.
네시삼십삼분과 파티게임즈는 ‘대륙’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파티게임즈는 아예 지난해 10월에 중국 지사를 설립하고 중국 공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까다롭기로 소문난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설립 3년 10개월 만에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과학 분야에서는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첫 손에 꼽힌다. 희소성 있는 ‘여성 과
학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매년 언론사들의 차세대 리더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매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2002년 마이크로 RNA(세포 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고분자량의 복합 화합물)
가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마이크로 RNA가 암 발생이나 사람의 성장과 연관된다는 사실도 밝혀
냈다.
유전병의 20% 이상이 RNA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만큼 유전자 조절물질인 마이크로
RNA의 기능을 구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김 교수가 노벨상(생리의학상)에 가장 근접
한 한국인 과학자로 거론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학 분야에서는 황준묵 고등과학원 교수가 단연 돋보인다.
황 교수는 지난 8월 서울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기조강연을 맡으면서 다
시 한 번 화제가 됐다.
이전에도 1999년 기하학 분야에서 난제로 꼽히는 ‘라자스펠트 예상’을 처음 증명한 국제적 석
학으로 유명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40여년 간 누구도
풀지 못한 변형불변성의 증명을 완성해 2006년 스페인 마드리드 세계수학자대회에서 분과 강
연자로 연단에 서기도 했다. 물론 한국인 최초다.
역대 ‘필즈상’ 수상자들은 대부분 전 수학자대회서 기조강연을 했다는 점에서 ‘수학계 노벨상’
인 필즈상에 근접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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