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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zero
기후변화 대응 목표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

보편교육 커리큘럼
교육2030 아젠다
사회적 계급, 경제적·지적 능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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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분류

국가별 정책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3.28.

키워드

‘기후대화, 이렇게 시작하세요’…
가이드라인 배포

#기후위기
#기후대화
#기후행동

원문기사

https://www.dailyrecord.
co.uk/special-features/
how-make-sure-youpart-26473416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혜경 선임

● 스코틀랜드는

Net zero*를 기후변화 대응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제시
* Net zero: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 탄소중립(carbon
neutralization)이라고도 함
● 스코틀랜드는 이를 위해 ‘기후대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 모든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고,

기후행동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Net zero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판단
* 기후대화 가이드라인: https://netzeronation.scot/resources/climate-conversation-pack
● 이

가이드라인은 기후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은 물론, 기후변화의 모든 측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함.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음식물 쓰레기 예방 등),
난방은 무슨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친환경적인 여행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음. 가이드
라인은 또한 대화 주제(음식, 수송, 난방, 자연, 낭비, 기후변화)별로 툴킷 형태의 리소스도
제공
● 스코틀랜드는

세계 최초로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한 곳 중 하나. 지난 3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했고,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목표: 2045년까지 순배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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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적응, 협력과 배려가 중요"…
COP26 행사 보고서 발표

영국

분류

연구(조사)보고서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3.16.

키워드

#COP26
#기후변화
#적응격차

원문기사

https://www.ukri.org/
publications/ukri-reportoutlines-key-priorities-forclimate-change-adaptation/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 영국

글래스고 Glasgow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지난 2021년 11월

진행되었고, 세계 200여 국은 총회에서 ‘글래스고 기후협약’ 및 ‘파리협정의 미해결 요소
처리’에 합의하며 기후행동의 긴급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 이에, 영국 연구혁신기구(UKRI)는

기후 적응과 복원력에 초점을 맞춘 COP26 행사를 추진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
* 기후변화에 대처하다, 적응과 회복의 기회(Tackl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Resilience
Opportunities)
●(
 행사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영향 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정부와 정책 입안자, 자금

제공자, 학제간 연구자 및 연구 최종 사용자 포함) 간의 소통을 촉진. 이를 통해 소외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
-우
 간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말레이시아, 칠레, 영국 멤버로 구성된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전문가 패널과의 질의응답 형식
●  (행사

결과) 연구 결과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과 실현방안의 연계’ 및 ‘증거 기반

기후 적응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위한 연구 혁신 필요성 대두
- 금융, 사회정의/도덕, 재해 위험 관리, 다위험환경/취약성 등 요소별, 국가별 우선순위를
식별하여, 향후 잠재적 연구 협력의 기초를 마련
- 공공/민간 부문 모두 접근하기 쉬운 ‘적응 금융 adaptation finance’의 필요성 강조
* 그 외, 간학문적 연구, 공동 설계가 포함된 공평한 연구 파트너십,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간 협업
(혁신적인 연구 파트너십),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한 솔루션 활용 중요성 등 강조

- ‘기후 적응 격차 adaptation gap’ 연구의 당위성 확립. 기후 적응 격차는 기후위기 및 그 대응을
위한 ‘적응 행동조치 adaptation actions’가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홍수, 산불 등 재난 대비 인프라가 열악한 저소득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음
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상대적으로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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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인 모두가 과학을…”
베이징 과학소양사업계획 발표

#과학대중화
#과학적소양

원문기사

https://www.bast.
net.cn/art/2022/3/14/
art_23312_514063.html
작성자
미래전략팀 한준우 사무행정원

● 베이징시

인민정부는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베이징 시민을 위한 과학소양사업계획

(2021-35)」 발표
-중
 국 정부의 ‘범국민 과학소양 사업계획’ 발표 후, 2020년 베이징시 과학소양을 갖춘 시민
비율은 24.07%로 집계, 그 외 과학기술 역량이 향상되고,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이
강화됨
● 목표

- 2025년까지 과학적 소양을 갖춘 베이징 시민 비율 28% 달성
- 2035년까지 글로벌 혁신도시 수준의 과학소양시민 비율 달성을 목표로 함
● 실행계획

- 청소년: 과학자 정신 교육 강화, 학교 안팎 과학교육 자원 연결 메커니즘 구축 등
- 농업인: 농촌 활성화 시범마을 건설, 농업과학기술 혁신시범구역 조성 등
- 산업 근로자: 젊은 엔지니어 혁신 스튜디오 구축, 직업 능력 향상 훈련 강화 등
-고
 령자: 과학 대중화 자원봉사자를 지역 사회에 투입. 노인의 과학 및 건강정보 문해력 향상 등
- 공무원: 공무원 채용 및 간부 심사에서 과학적 소양의 중요도 상향
●주
 요사업

- 과학기술자원의 대중화사업: 과학대중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 과학대중화지능양성사업: 디지털 과학 콘텐츠 개발, 과학자/과학성과 홍보 강화
- 창조문화발전사업: 다양한 과학대중화 브랜드 활동(예: 베이징과학기술주간) 강화
- 과학대중화인프라사업: 베이징 자연사박물관 업그레이드, 지역과학 대중화센터 건립
-풀
 뿌리과학 보급강화사업: 풀뿌리 과학 대중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자원봉사 서비스 표준화
- 과학소양교류협력사업: 국제교류 강화,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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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에 빠진 2억 달러의 교육계획,
‘보편교육 커리큘럼’

[미국]

분류

국가별 정책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3.20.

키워드

#보편교육
#K-12

● 뉴욕은

작년 여름 ‘보편교육 커리큘럼’개발에 예산 2억 달러를 책정했음. 그 목표는 2023년

가을까지 공립학교 1,600개에 해당 커리큘럼을 보급하는 것. 그러나 행정부가 교체되면서 진
행 현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상태
● 일명

‘모자이크 커리큘럼 universal mosaic curriculum*’이라 불리는 이번 커리큘럼의 핵심은 각

학교에게 ‘교육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이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음
원문기사

https://www.nydailynews.
com/new-york/education/
ny-mosaic-curriculumslow-progress-20220320dd5zmx67mjfoll3c2arcvvkpaestory.html

- 찬성: “학교와 교사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
- 반대: “다양한 커리큘럼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 k-12 영어, 수학 과목에서 ‘엄격하면서도 포용성 있는’ 표준 제시. 다양한 역사, 언어, 경험을 가진 인구
통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
● 뉴욕

교육부(DOE)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커리큘럼은 당초 계획과 달리 중학교에만 한정

작성자

도입될 예정이며, 행정부 교체에 따라 개발에도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2022년 봄 시범 운영이 계획된 만큼, 학부모 단체는 새 행정부에게 ‘보편교육에 대한 명확한
커리큘럼을 제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일본]

분류

국가별 정책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

키워드

제63회 과학기술주간, 과학소양 제고 위한
비주얼 잔치 ‘과학기술영상제’ 진행
● 일본

‘과학기술영상제’는 제63회 과학기술주간(4월 18일~24일) 협찬 행사 중 하나로, 과학

기술을 알기 쉽게 전하는 영상을 선정해 시상. 그 목표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과학행사

동시에 그 보급을 촉진해 사회 일반의 과학교양을 향상시키는 것

#과학주간

- 일본은 대중의 과학 이해도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해 지난 1960년

#대중참여

부터 과학기술주간을 운영
● 이번

원문기사

http://ppd.jsf.or.jp/filmfest/
index.html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영상제에 참여한 기관은 총 50곳이며, 이들은 총 3개 부문(①자연·생활, ②연구·기술

개발, ③교육·교양)에 걸쳐 78개 작품을 출품. 심사위원단 13인이 선정한 우수 영상 제작자 및
기획자는 오는 4월 22일 과학기술관 사이언스홀에서 시상식을 진행
- 내각총리상(1편), 문부과학장관상(3편), 부문 우수상(6편), 특별 장려상(2편), 신기술 진흥 와타
나베 기념회 이사장상(1편), 쓰쿠바 과학만박기념재단 이사장상(1편), 과학기술관 관장상(1편)
●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MEXT)은 ‘가족의 한 부분 one piece in a family’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

18가지 학습 자료를 공개하며 가정에서의 과학 참여를 촉구. MEXT는 또한 일본 첨단에너
지가속연구소(KEK), 우주센터, 과학투어버스 등 쓰쿠바 연구도시의 각 기관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
* (18개 과학기술 테마) 유리, 바다, 남극, 지리, 양자빔, 세포, 의약, 단백질, 광물, 태양, 자기장과 초전도,
플라즈마, 천문망원경, 광학, 우리은하, 게놈, 원소주기율, 과학기술주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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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판 AAAS 설립,
일본 과학의 대화와 협동 이끈다

분류

유관기관 동향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4.16.

키워드

#AAAS
#일본과학진흥협회

● 미국의 AAAS를 모델로 한 민간기구인 ‘일본과학진흥협회(JAAS)*’가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월 22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
* 일본과학진흥협회(JAAS): Japanes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JAAS는 「일본의 과학을 더 건강하게」라는 슬로건 하에, 일본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협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비영리법인(NPO) 형태로 설립

원문기사

https://www.jiji.com/jc/artic
le?k=000000041.000006186
&g=prt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혜경 선임

* 홈페이지 https://jaas.science/aboutus/
● JAAS는

회원모집 과정을 거쳐서 오는 6월 18일에 총회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연차총회를 개최할 예정
●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자연과 사회문제

해결 추진, 과학인재 육성 및 환경 정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토대 마련 등 과학진흥을 위한
활동과 커뮤니티 형성을 추진할 계획

[EU]

분류

유관기관 동향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4.

키워드

악취지도 만들고, 녹지정화 능력 측정…
시민과학 모범사례 12선

#시민과학
#연구혁신_협업
#호라이즌2020

원문기사

https://cordis.europa.eu/
article/id/435872-citizenscience-inspiring-examplesof-societal-engagement-forhorizon-europe
작성자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

● 호라이즌 2020*을 통해 지원받은 시민과학 활성화 프로젝트 25개 중 모범사례 12개를 소개함.

- 2021년 말 EU이사회는 유럽 연구혁신 협약에서 과학의 사회적 책임을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설정. 이에 따라 해당 사례들은 호라이즌 유럽**이 진행할 연구혁신 협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EU 최대 규모의 연구기금 지원 프로그램
** 호라이즌 2020의 후속 프로그램.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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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TION: 환경오염 분야 시민참여과학 프로젝트. 16개 이니셔티브에 시민 1,600여 명이
참여함. 이들은 사진 245,000장과 오디오 파일 7,600개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예) 이탈리아: 시민들이 도심 녹지에 설치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 나무의 공기오염원 흡수 능력 측정/
포르투갈: 개인 정원과 화단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지도 만들기에 참여

2) C
 itieS-Health: 도시환경과 보건에 관한 시민참여과학 프로젝트. 유럽도시 5곳에서 각각
공기오염, 소각, 소음공해, 산업오염과 도시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 모든 연구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지역맞춤형 연구결과 도출
3) D-NOSES: 악취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한 지역에서 참여자들이 각각 다른 악취를 판별 및
기록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후, OdourCollect란 앱으로 냄새 정도를 기록.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EU 환경 액션플랜은 악취를 포함하게 됨
4) InSPIRES: 과학 상점 및 시민 과학 이니셔티브를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협업 및 크라우드
소싱 데이터베이스. 7개국 123개 과학상점 지원
5) C
 HERRIES: 유럽 7개국에서 이뤄지는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행정기관의 협업 프로젝트.
다발성경화증, 노인 고독, 의료소외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 진행
6) GRECO: 개방형 과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방식을 개선해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이는 대규모 태양광 도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효과적이며, 대중을 참여
시켜 연구와 혁신에 사회적인 책임을 부여함. 6개국 참여
7) DITOs: 시민참여과학 이벤트의 대표적 사례. 지난 3년간 이벤트 829개를 통해 과학에 참여한
시민은 약 50만 명. 온라인으로는 330만 명이 참여함
예) 네덜란드 단체(Waag)의 과학버스: 과학커뮤니케이션 회원을 모집하여 17개 장소에서 요구르트
만들기, 선크림 만들기 등의 생활과학 워크숍 개최

8) WeCount: 유럽 5개 도시에서 참여자의 집에 교통량 측정 센서를 설치한 후, 오염 및 도로
교통량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지역 맞춤형 접근방식을 통해 과속방지턱 설치, 제한속도
낮추기 등 새로운 교통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함.
9) SCALINGS: 로보틱스, 도시에너지에 관한 공동창작도구(혁신의 공공조달, 공동창작시설,
리빙랩) 구현/활용 결과를 비교. 10개국 참여
10) MICS: 시민과학의 영향력을 5개 영역(사회, 경제, 환경, 과학, 거버넌스)에서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플랫폼 개발
11) EU-Citizen.Science platform: 시민과학프로젝트, 참고자료, 도구와 교육 등을 공유하기
위한 종합 플랫폼. EU 소속 14개국 및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구성
12) W
 eObserve project: 시민관측소*를 통해 시민과학을 주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 휴대전화나 웹을 통해 환경 모니터링 등 양방향 정보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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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배 더 즐기는 과학체험…
AI 활용 전시물 개발

분류

학교 및 기업사례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4.5.

키워드

#HCI
#인공지능
#AI전시

● 미국

카네기멜론대 HCII Human-Computer Interaction Institute 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과학체험전시물을 개발. 이는 아이들의 과학 학습을 지원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함
- 전통적인 인기과학체험 중 하나인 지진 테이블은 아이들이 탁자 위에 탑을 쌓고 탁자를
흔들어 탑이 무너지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 과학적 원리는 주변 설명문을 통해 설명
-H
 CII는 카메라, 터치스크린, 대형 디스플레이, 지능형 에이전트 ‘노릴라 NoRilla’ 등으로 구성
된 AI 강화 지진 테이블을 제작

원문기사

https://www.cmu.edu/
news/stories/archives/2022/
april/intelligent-scienceexhibit.html
작성자

- 가상 고릴라 노릴라는 참가자와 상호 작용해 다양한 도전 과제를 수행하게 만듦. 특히 탑이
쓰러지거나 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참가자의 과학적 발견을 촉진
●H
 CII는 AI,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 을 바탕으로 놀이를 학습으로 전환,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임
- 사전, 사후 테스트와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AI 활용 과학전시물에서 보다 많은

미래전략팀 박성균 책임

체험을 즐김. 실제 체류시간을 살펴보면, 기존 방식 과학전시보다 약 4배 더 길었음
* 기존 전시: 90초, AI 전시: 6분
●부
 모

혹은 과학관 직원이 항상 과학지식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AI와 컴퓨터 비전을 사용한

새로운 전시물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영국]

분류

통계자료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3.18.

키워드

#영국과학주간
#과학태도
#지역적차이

과학에 대한 청소년 관심,
지역격차 크다
● 영국과학협회(BSA)는

지난 2월 과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는 3월 중순(11일~20일)

진행되는 영국과학주간(3월 11일~20일)을 앞두고 시행한 것이며, 설문 대상은 14~18세
청소년 2,000명
- 설문조사 결과, 지역에 따라 청소년들이 과학을 대하는 태도(열의와 흥미)가 크게 달라짐을
확인
● 런던 청소년 절반 가량(51%)은 “팬데믹 이후, 과학 분야 진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원문기사

https://www.
britishscienceassociation.
org/News/regionaldifferences-in-youngpeoples-aspirations-andinterests-in-science
작성자

답변. 반면 영국 북동부에서는 37%만이 같은 대답을 함. 영국 북동부에서 과학 분야 직업을
갖고자 하는 청소년 비율은 17%에 불과
● 요크셔험버 지역에선 19%만이 “과학 분야 경력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 반면 런던은 29%를

기록
-런
 던 청소년 17%는 자신과 닮은 과학자를 떠올릴 수 있음. 그러나 영국 북동부 및 남서부
에서 이 비율은 5%에 머무름

미래전략팀 박예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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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A는

이 결과에 대해, “런던 안팎에서는 과학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은 과학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과학을 완전히 탐구하지
못하고 과학에 참여하는 자신을 상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
● BSA는 매년 영국과학주간 기간 동안 ‘Smashing

Stereotypes’ 캠페인을 진행. 이는 ‘실험실에

틀어박힌 전형적인 과학자’의 이미지를 깨부숨으로써, 과학 전반에 걸친 ‘표현과 소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BSA는 이를 통해 ‘과학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기를 희망
●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과학 참여 기회가 적은 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크든 작든 많은 과학 기관과 조직이 청소년 과학 체험에
참여하길 원한다.” - 캐서린 매티슨 Katherine Mathieson BSA CEO

[미국]

분류

통계자료

주제

과학교육, 수학교육

발행일

2022.3.16.

키워드

#학업성취도
#고급수학
#고급과학

원문기사

https://www.bostonglobe.
com/2022/03/16/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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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학업능력은 상승,
시험점수는 제자리… 이유는?
● 미국

국가학업성취도평가(NAEP)는 최근 ‘2019년 고등학교 성적 연구 High School Transcript

Study, HSTS’ 결과를 공개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전, 고졸자의 이수학점 수 및 평균 성적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 그러나 같은 기간 수학, 과학 시험 점수는 동일하거나 감소함
* 2019년 공립/사립 고등학교 졸업생 47,000명 조사. HSTS는 3년 간격으로 추진하여, 2019년 결과는
1990년, 2000년, 2009년 성적과 비교 연구됨

- 2019년 고등학생은 1990년보다 STEM 분야 수업을 더 많이 이수
-최
 상위권 학생들과 달리, 하위권 학생들은 수학 시험에서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
 019년 졸업생 중 63%가 중급 또는 고급 커리큘럼 rigor curriculum

을 이수하였으며, 취득 학점

수도 2019년 28.1점으로 증가(1990년: 23.6점)
- 고급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제도인 Pacific Islander 비율은 28%로, 보고된
인종 집단 중 가장 높음
- 모든 그룹의 학점 평균은 2019년에 최고점에 도달
* 중급: 기하학, 대수 외 과학 최소 2과목 이상 (생물, 화학, 물리 중) 이수
* 고급 rigor curriculum : 과학 3과목(생물, 화학, 물리) 이수 외, 기초미적분학이나 고급수학 포함
●학
 점 취득 수와 고급 커리큘럼 이수는 NAEP 점수로 직결되지 않음. 평균 수학점수는 2009년

156점이었으나, 2019년 151점으로 떨어짐(과학은 점수 변화 없음)
●국
 립교육통계센터(NCES)

센터장 페기 카 Peggy Carr는 고급 커리큘럼 증가에 대해 ‘주 정부의

졸업 요건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12

1.5°C
지구 평균 기온 상승 기준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세계 각국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가능한 1.5°C로 제한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

4월
55주년 과학의 달
“지구 환경과 주변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민과학자가
될 수 있다.”

동향리포트 / 브리프
#기후교육
#맞춤형 교육
#시민과학의 달
#과학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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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여’로 완성되는 기후교육… 바이에른주 ‘기후학교 인증제’

‘학생 참여’로 완성되는 기후교육…
바이에른주 ‘기후학교 인증제’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독일 문화부와 환경부는 기후보전을 현시대 가장 중요한 사회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작성자

이어진 연구원

두 부서가 공동 진행하는 '기후학교 인증 프로젝트'는 기후대응과 학교교육을 통합

분야

국가별 정책

주제

창의융합교육

출처

바이에른주정부

하고자 하는 시도다.

원문기사
https://www.km.bayern.de/
pressemitteilung/12080/kultusministermichael-piazolo-und-umweltministerthorsten-glauber-klimaschutz-geht-alle-anbewerbung-fuer-klimaschule-bayern-absofort-moeglich-zertifizierung-des-kultusund-umweltministeriums-richtet-sich-analle-bayerischen.html

주요 동향

독일 바이에른주는 최근 ‘기후학교 인증 프로젝트’ 운영을 개시했다. 이는 UN이 채택한 ‘2030년
의제’ 및 ‘1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기후학교 인증 프로젝트는 탄소배출을 절감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0에 수렴하도록 노력
하는 학교를 시상하는 제도다. 이는 기후보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탄소감축 수준에 따라 3단계(금, 은, 동) 인증을 받는다.
바이에른주 교육계는 ‘학교 운영이 상당한 양의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판단 하에, 모든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인증제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탄소발자국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계산을 통한 ‘개별 기후보전 계획’을 실천하는 동시에, ‘학생들과의 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작성자

이어진 연구원

한다.

분야

국가별 정책

주제

창의융합교육

출처

바이에른주정부

학생들은 8개 분야(쓰레기, 구매, 급식, 통신 및 네트워크, 보상, 이동성, 전기, 난방) 중 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선택하는데, 이를 통해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정립할 수 있다. 올 가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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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여’로 완성되는 기후교육… 바이에른주 ‘기후학교 인증제’

첫 번째 인증학교가 선정되며, 각 학교의 탄소발자국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은 정기적인 재평
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9년 9월, 그레타 툰베리의 등교 거부로 촉발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운동은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기후 보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바이에른주 역시 그
영향을 받아 2020년 기후 보호법을 조문화한 바 있다.

현황 분석

국내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스쿨’이 있다. 이는 2020년
발표된 교육부 계획(안)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크게 ‘①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과
‘②탄소중립 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은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및 ‘환경생태교육 교재 공간 설립’을 중점
으로 진행된다. 탄소중립학교는 학교 냉난방, 조명 등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국 역시 ‘미래학교(School for the Futur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기후보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학교
지붕의 녹지화 등이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사점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세계 각국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가능한 1.5°C로 제한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각국은 해당 목표를 이정표 삼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 역시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의 경우, 주요 목적은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미래형
학교 전환이다. 다른 나라 역시 탄소감축 시설 설치 등 공간 개선 사업을 빼놓지 않고 진행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육 ‘시설(인프라)’ 혁신과 ‘환경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연구·추진되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학교 인증제 프로젝트는 ‘시설과 교육 프로젝트가 함께 그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환경교육은 ‘학교 시설의 변화’와 ‘학생
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생태에 대한 인식,
환경윤리 의식, 나아가 생태 감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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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습자, 맞춤형 교육 받을 권리 있다…유네스코, 보고서 통해 ‘강조’

모든 학습자, 맞춤형 교육 받을 권리 있다…
유네스코, 보고서 통해 ‘강조’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유네스코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보, 교육 정책, 입안자 및 고위 의사 결정자의 인식

작성자

이석태 연구원

변화를 촉구했다. 모든 학습자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분야

연구보고서

주제

창의융합교육

출처

유네스코

원문기사
https://www.fenews.co.uk/education/
news-unesco-report-to-declarepersonalised-education-a-human-right/

주요 동향

지난 3월 22일,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교육 연구소(이하 MGIEP)’는
‘교육 재구성 Reimagining Education’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핵심은 ‘인지 및 사회·
정서적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사회 통합 교육’이다. MGIEP는 이를 위한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교육학 및 학습 평가를 재구성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MGIEP는 지난 2년간 다양한 분야(생물학, 기술, 교육, 데이터 등)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
과학 및 증거기반 교육 평가(ISEE)’를 진행했다. 45개국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그 결과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여러 위험이 교육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초등학교 난민 아이들 중 학교를 다니는 비율은 37%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24%만이 중등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인구 중 고등 교육을 받는
이는 고작 3%에 머문다.
MGIEP는 이에 “맞춤형 교육이 모든 학습자의 인권이라는 사실을 각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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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했다. 특히 ‘인지-정서적 접근 방식’을 지향하는 교육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뤄져야 한
다는 입장이다.

현황 분석

MGIEP는 “환경, 문화, 사회, 기술, 대인관계, 자아 등 6개 영역에서 사회 통합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학습자의 실생활 속 문제해결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MGIEP는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개인별 성장 및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학습 경험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습자
중심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 자금 편성’, ‘현직 교사를 위한 꾸준한 투자와 지원’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발표된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이 유네스코가 발표한
보고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그동안 독립적으로 추진됐던 교과 정책 간
연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4개 교과를 연결하고 융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
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이 ‘2022년 과학·수학·융합교육 진흥사업 시행계획’ 등이다. 이러한
국내 교육 정책은 ‘학습자 성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사회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학습자의 실생활 문제해결력 향상’, ‘자율성,
융합적 사고’, ‘학생 주도적·협력적 연구역량 강화’, ‘자율적 탐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시사점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교육은 우리 삶과 연계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구성원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개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개개인의 성장 과정이 다르기에, 교육 또한 이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편돼야 한다. 나아가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교육 학습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유네스코 보고서와 국내 여러 교육 정책이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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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글로벌 시민과학의 달… “함께라면, 누구나 시민과학자!”

4월은 글로벌 시민과학의 달…
“함께라면, 누구나 시민과학자!”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Science we can do together”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SciStarter는 매년 4월을

작성자

민영경 선임

시민과학의 달로 지정, 다양한 온·오프라인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제공·공유하고 있다.

분야

유관기관 동향

주제

과학문화

출처

SciStarter

원문기사
https://scistarter.org/citizen-science

주요 동향

SciStarter는 아리조나주립대학교(ASU) 사회혁신미래스쿨 the School for th Future of Innovation in
Society 의 웹기반 연구산하기관이다. 공식적·일상적 행사 및 연구를 제공해 과학 참여 독려하고,

과학자-시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거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과학 연구·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학자 citizen scientists 와 과학자들 professional scientists 의 과학 연구·프로
젝트 협업에 방점을 둔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부 및 SciStarter는 2016년 4월 16일을 시민과학의 날 Citizen Science Day 로
운영해오다가, 현재는 4월 전체를 시민과학의 달로 확대하여 다양한 기념행사,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올해 4월에도 시민과학의 달을 맞이해 거의 매일 온·오프라인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Scistarter.org/citizensciencemonth 참조). 이중 SciStarter 웹사이트에서 공유되는 프로
그램들은 각 지역 도서관과 지역 커뮤니티, 병원, 여러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로 지구환경과 생활환경 관련 연구 또는 건강 관련 의학 연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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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다. 이는 시민과학자들로 하여금 지구 보존 및 인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해준다.
한 예로, 방대한 관찰 데이터가 필요한 기후 변화 대비 및 희귀 동·식물 보존 연구를 들 수
있다. 많은 시민과학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단기간 내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SciStarter는 또한 시민과학 캠페인·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연구 활동 정보·교육
등을 공유하면서 시민과학의 네트워크 허브이자 협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현황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올해 55주년인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국민, 과학
기술인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캠페인 프로그램’*과 ‘봄날의 과학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전국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 정보를 명기한 지도와 캘린더를 공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라이브 과학 북 토크, 과학공연 특별상영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www.scienceall.
com)
* 부탁해 과학기술, 과학책 마음이음, 과학을 채우는 시간, 미래세대와의 과학토론, 4월애(愛)과학 등
** 과학융합콘텐츠, 지역과학문화 랜선체험, 온라인 생활과학교실, 지금 우리 과학은, 꼬.꼬.무.사, 사이언스
시네마 등

시사점

SciStarter에 따르면, 시민과학 연구와 우리 일상생활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풀, 꽃, 나무를 바라보며 즐기는 행위와 식물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관찰은 다르지 않다. 새, 벌레 등 동물을 볼 때 느끼는 호기심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 역시 동일하다.
시민과학 연구는 쉬운 일이기도 하다. 절차에 따라 데이터 기록을 추가하거나 간단한
정보 공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상과 여행에서 평범하게
바라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감각 활동을 연구 활동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탄 여행객들이 갈라파고스섬을 찍은 항공사진을 온라인에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행객은 이를 통해 멸종위기에 빠진 갈라파고스 이구아나의
보존 관련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지구 환경과 주변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민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시민과학의 설계와 발상은 과학문화사업에 적용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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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과학 밈 챌린지’, 과학기술인의
과학소통 활동에 새로운 시도 선보여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인터넷 밈을 과학소통에 활용할 수 있을까.

작성자

이석태 연구원

최근 독일에서 이에 대한 신선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분야

유관기관 동향

주제

과학문화

출처

대화하는 과학재단

원문기사
https://www.wissenschaft-im-dialog.de/
blog/blogartikel/beitrag/communityaktivierung-durch-meme-building-die-fastforward-science-meme-challenge/

주요 동향

독일 Fast Forward Science*는 지난 3월 과학 밈** 챌린지 Science Meme challenge 를 개최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밈을 과학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다.
* 독일 대화하는 과학재단과 기자협회가 과학소통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
** 밈(Meme): 온라인에서 즐겨 사용되는 짧은 동영상이나 이미지. 주로 패러디 형태로 소비된다.

Fast Forward Science 운영진은 “과학 밈은 인터넷 과학소통에 대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밈 자체가 대중과의 접근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는 특히
카메라, 방송 등 미디어 노출을 통한 과학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에게 효과적이다.
물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인터넷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밈은
대중들에게 과학적 사실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Fast Foward Science
운영진은 이에 대해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
였다. 실제 과학 밈 챌린지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약 40개 이상의 과학 밈이 접수됐으며, 일부
과학 밈을 통해 과학기술인과 대중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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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분석

과학기술인의 과학소통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돼 왔다. 강연에서부터 출판, 과학웹툰
참여, 카드뉴스,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소비 트렌드에 맞게 전개돼 왔다.
우리나라는 1930년대 과학지식보급회 결성을 시작으로 과학기술인의 다양한 과학강연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과학기술인 2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과학자들의 과학소통 인식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대답은 15.3%(34명)에 머물렀다.
같은 질문에 “낮다(45.5%, 98명)”라고 대답한 인원은 약 3배 많았다.(과학기술인 과학소통 현황
진단 및 참여 확대 방안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인의 과학소통 유형도 단순하다. 같은 조사군에서 과학소통 유형을 조사한 결과,
과학강연(33.6%, 89명, 중복응답 허용), 방송미디어(19.6% 52명, 중복응답 허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과학기술인의 소통 활동이 대부분 매체를 통한 강연 방식에 한정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과학기술과 사회가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
히 많은 현장에서 과학기술인의 과학대중화 활동 참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과
학기술인 또한 대중소통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실제 과학기술인 215
명 중 188명(87.4%)이 과학기술인의 과학소통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조
사됐다. 또한 이중 약 24.8%는(중복응답 허용)은 과학소통 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과학기
술과 시민이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과학소통 인식 및 이번
독일에서의 과학 밈 챌린지 시도는 과학기술인과 대중과의 소통을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시사점

과학기술인 대부분이 과학소통 활동 참여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참여 기회 및
자원(정보) 부족, 대중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통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번 독일 사례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준다. ‘과학기술인이 어떻게 대중과 소통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인 소통 활동의 대부분은
강연에 집중돼 있다. 밈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 등은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연구 분야 전문가 455명을 조사한 결과, 과학문화 확산 및 대중의
과학화가 고급 인력, 과학기술 성과와 함께 ‘과학기술 선진국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혔다.(STEPI Outlook 202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대중의 과학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학의 대중화는 과학기술인이 다양한 형태의 과학소통을 추진할 때 비로소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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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디지털 중심의 사회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
혁신하는 과정.

디지털 문해력
Digital Literacy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논쟁하고, 조합하는 능력.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바란다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사회는 재단의 경영목표 수립에서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바란다’는 이사회의 자유기고 코너로, 과학문화 및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국내외 동향 정보와 정책적 제언 등을 담아 재단 내외부의 이해 관계자들간의 교류와 성장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바란다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
기고자 한선화 한국과학창의재단 선임이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겨 우리 모두를 경악시켰다. 때맞춰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고, 세상은 지능
혁명을 통해 완전히 변모할 것을 예언했다. 이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 우리 세상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 일반 국민들에게도 인공지능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고, 교육 현장에
서는 정보교육과 코딩이 새로운 주요 과목으로 그 차수를 늘이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인공지능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움직이는 지능, ‘로봇’의
어원은 1920년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처음 사용되었으며, MIT의 AI랩은 1959년에 설립되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1974년에 최초의 자율주행 이동체를 만들었고, 1965년에는 챗봇인 ELIZA가 탄생했다. 1997년,
IBM의 Deep Blue 슈퍼컴퓨터는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겼다. 우리가 지금
열광하는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이 지은 ‘Snow Crash’라는 소설에 등장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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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책에 나온 메타버스의 정의는 지금 보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메타버스 그 자체의 정의다.
그럼 이처럼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있어온 인공지능이 왜 지금에야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
사람이 뛰어난 지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훌륭한 두뇌를 타고
나야 한다. 그리고 이 두뇌를 잘 훈련시켜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좋은 교육 환경이 필요
하다. 그런데 교육은 맨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 천년동안 인류가 쌓아온 지식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에도 위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 훌륭한 두뇌는 초고성능 컴퓨터,
좋은 교육환경은 컴퓨터를 작동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리고 축적된 지식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훈련시키는 데이터이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이루어
그림 1
OpenAI ‘GPT-3’가 그린 ‘아기
무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

졌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컴퓨팅 파워와 이를 훈련시킬 수 있는 방대한 데이
터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얻어지게 된 것이다. 사람의 두뇌 구조를
모방하여 컴퓨터를 훈련시키는 방식이 알파고에서 사용한 딥러닝 방식인데, 이 개념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도된 방식이다. 하지만, 컴퓨팅 파워가 뒷받침해주지 못해 장난감 수준의
지능을 구현하는 데 그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후 컴퓨팅 성능의 놀라운 발전과
이를 훈련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여기에 인터넷과 디지털화로 얻어지는 방대한
데이터가 결합하여 지금의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성큼 다가온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시대
이렇게 탄생한 인공지능은 2018년 20명의 미국 최고의 변호사와 대결하여 5건의 소송건을
검토하는데 한 건 당 평균 소요 속도 26초, 정확도 94%를 보여 사람 평균치 92분, 85%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다. 전문 의사에 비해 10% 이상 높은 암 진단 정확률을 보이기도
했다.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자막을 달아주고,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자동 번역을 하는
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예술작품의 창작과 디자인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자랑한다.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인공지능이 작곡한 관현악곡과 모차르트의 관현
악곡을 차례로 연주한 다음 관객들에게 어떤 음악이 더 좋았는지 물었더니 무려 1/3에 달하는
272명이 인공지능이 작품에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는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달러에 낙찰되었고, OpenAI의 GPT-3는 ‘아기 무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디자인해달라는 요청에 [그림1]과 같은 깜찍한 그림을 그려냈다.
인공지능의 언어 학습 능력도 발전하여, 영화 <Her>의 주인공처럼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더 이상 상상 속의 일이 아니다. 서울 관악구청에서 독거 노인에게 제공한 ‘효돌이’ 인형은
단순한 놀이감이 아니라 할머니의 식사와 투약 시간을 챙기고, 안부를 묻고 재롱을 떠는 소중한
친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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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공존을 위한 준비,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인공지능은 컴퓨터 안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자동차로, 지능형 로봇으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
오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Digital Transformation 세상이 된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어떤 사람은 디스토피아를 걱정
하고, 혹자는 유토피아를 꿈꾼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앞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 과연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까?
2021년 6월, 스탠포드 대학은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타당성, 불공정성을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 학부생들의 온라인 추론 능력을 조사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타당성이나
공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MZ세대,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다는 명문대학의 신입생이 디지털 기술에는 익숙하지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예절이나 디지털 정보 평가 능력, 디지털 권리와 책임감 등 디지털 리터
러시 역량은 부족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더 처참하다. 2018년 OECD 조사에 의하면 사실과
의견을 식별할 줄 아는 능력, 이를 위해 정보의 주관성과 편향성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PISA 21세기 독자 – 디지털 시대 문해력 개발 보고서」 (2021년 5월 발표)

OECD 주요국의 디지털 정보파악 능력 및 정보 편향성 교육 비교
자료: OECD PIS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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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정보소양을 높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인공지능 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공지능에
선별적으로 제시하는 소식을 듣고, 인공지능이 권하는 길을 선택하고,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선민이 되려면 정보 소양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문맹은 인공지능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디지털 문해력은 단순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기능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정보를 평가하고, 논쟁하며, 기존의 정보에서 문맥을 읽어내고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온라인 공간을 안전
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온라인 상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협력할 줄 아는 태도와
능력 또한 필요하다. 잘못된 정보와 개인의 의견, 편견으로부터 가치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것도 디지털 문해력의 필수 조건이다. 현대인의 쉽게 빠지기 쉬운 4가지 인지적 편향성1 은
디지털 상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여 전국민 AI 교육
확산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AI교육 교사연구회, SW선도학교 등의 사업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으며, SW 교육과정은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공지능 수학’ 과목 연구도 진행
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 영국 워릭대 심리학과 Thomas
Hills의 이론
•부적적 편향: 부정적 정보를 우선
시하는 경향
•군집 편향: 불확실할 때는 군중을
따르는 성향
•확증 편향: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
는 정보를 우선시하는 성향
•패턴인식 편향: 항상 패턴을 탐지
하려는 시도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다루’기 보다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일 터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코딩 능력이나 수학 능력보다 디지털 문해력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물론, 이미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도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재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재단 내외부의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가 바탕이 되어 실효성있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하여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시급한 과제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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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데스콜레
Udeskole
생태교육을 교육의 본질에
덴마크의 교육 자연이 곧 교실이 되는
아웃도어 교육을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1~2시간 또는
반나절 적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가 발표한 5개년 로드맵
생태환경교육을 교육목표와
전 교과에 반영,사람과 자연 또는
환경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능력 개발

현장 인사이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생태환경교육,
덴마크 우데스콜레를
통해 바라보다

<현장 인사이트>는 과학기술, 과학문화, 과학·수학·SW(AI 등) 교육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관련 현안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합
니다. 실린 글과 사진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의 내용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현장 인사이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생태환경교육,
덴마크 우데스콜레를 통해 바라보다
기고자 신혜진, ㈜이앤티글로벌 대표이사

‘탄소중립 2050’의 글로벌 선언 이후, 대한민국은 한국판 뉴딜 2.0의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분야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정책
하에 녹색전환의 그린교육과 디지털전환의 스마트교육을 융합한 신미래교육의 방향을 수립,
2021년부터 5년간 총 18조 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공간혁신을 매개로 하는 변화에 있어 필수적 고려 요소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대상과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인 그린스마트
미래교육 하의 환경교육과정은 내가 속한 공간적 의미의 환경, 그 환경 안의 자연 Nature 을 활용
해야 한다. 덴마크 학교의 약 20%는 자연을 최종 목표가 아닌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한다.
학교의 운동장, 주변의 자연공간, 공원과 도시환경 모두, 즉 자연이 곧 교실이 된다. 이러한 배
경에 따라 필자는 이 글에서 자연을 환경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덴마크의 ‘우데스콜레
Udeskole’를 통해 생태환경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를 강조한다.
교육과정과 연계된 유연한 학교공간,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의 체험장,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류의 거점, 이렇게 네 가지의 가치를
중심으로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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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5개년 로드맵은 [그림1]과 같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변화인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환경교육을
교육목표와 전 교과의 내용요소에 반영하고 있다.
(참고: 교육부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222680845842)
환경교육의 개념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교육이라는 협의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사람과 자연 또는 환경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는 생태환경교육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고, 교육의 본질적 전환을 강조하는
생태전환교육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 간 우리의 생태환경교육은 자연환경에 대하여 배우는 ‘About the nature’ 중심의 교육에
치중되었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은 자연과학, 대기과학 등 지식위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활동 또한 환경보호 캠페인 유형의 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에코센터 방문 등 환경
보전을 강조하는 체험 프로그램 중심이었다(신혜진, 2020).
덴마크 우데스콜레Udeskole는 생태교육을 교육의 본질에 두고 자연을 통한 교육, ‘In the
nature’로 구현한다.
우데스콜레Udeskole는 자연을 최종 목표가 아닌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다. 즉, 자연이 곧 교실이
되는 아웃도어 교육을 적어도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1~2시간 또는 반나절을 적용한다. 이는

그림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5개년 계획
‘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2년

‘23년

‘24년

‘25년

대상학교 선정
사업자 참여설계

공사 · 사용자 시공 점검

1차 미래학교 전환
(761개동)

2차 미래학교 전환
(518개동)

개정사항 발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총론 · 각론)

초1 · 2 적용

초3 · 4적용
중1 · 고1 적용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 적용
(1 · 2학년)

특성화고 도입 · 일반계고 부분 도입

주요 인프라

모든 일반 · 교과 · 특별교실에 무선망 구축(~’22)

2022 교육과정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23)

*출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안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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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과 달리, 개별학교와 교사의 자율적 커리큘럼 구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가령, 코펜하겐에 위치한 Tagensbo라는 도시학교는 8년 동안 매주 1회씩 모든 학생을 대상
으로 아웃도어 교육수업을 실시하였다. 2명의 교사가 수업에 동행하고, 학생들에게 2과목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과학과 덴마크어 과목을 우데스콜레Udeskole로 구현하여, 수업에서는
미리 제시된 텍스트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과 그 텍스트의 과학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것을
다룬다. 또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발견된 물질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수질을 검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기에 귀납적 학습 접근법이 강조되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동기부여를 갖는다. 아웃도어 교육의 이점은 교실에서보다 신체적인 활동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 협력과 독립성은 덴마크 사회와 교육 시스템의 핵심 가치로 강조되는데, 아웃도어
교육에서는 협력형 교육모형이 자연스럽게 발휘된다(트린 뱅스보, 2021).
덴마크 우데스콜레 Udeskole 는 그 어떤 곳도 교육 배경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현재 노후시설 개축과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1차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다. 교육정책 목표달성과 연계된 시설 개선사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두 마리의
토끼를 구상한 교육설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웃도어 교육의 이점은 교실에서
보다 신체적인 활동을 두 배로 증가
시킨다. 협력과 독립성은 덴마크 사

현재 정책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등에 선정된 학교에 관련 예산이 집중되고 있으나, 생태환경
교육은 보편 교육과정의 목표로서 제시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더 적합할 것이다. 특정 교과목

회와 교육 시스템의 핵심 가치로 강

개설이나 환경교사 수 늘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과목 안에 환경 교육이 녹아들

조되는데, 아웃도어 교육에서는 협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교가 보유한 교육적

력형 교육모형이 자연스럽게 발휘

환경과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된다.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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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생태환경교육, 덴마크 우데스콜레를 통해 바라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 환경 개선 중심의 접근 방식에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생태교육의 목표 하에, 각 단위학교가 원하는 맞춤형 환경으로의 전환을
학교이해관계자와 교육전문가, 그리고 건축전문가가 함께 그려야 한다. 시설개선과 공사의
과정을 생태환경교육과 유리된 것이 아닌 그 과정이 교육의 일환이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
환경생태교육으로서 시설개선의 의미를 찾아보거나, 패시브 기술, 액티브 기술 적용 과정이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는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 모듈러 교실이 컨테이너
박스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주입식 단순교육 공간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친환경 교육컨텐츠가
결합된 신개념의 자율성 복합교육 공간 구현으로 배움이 가능하다. 신개념 건축물 공간 활용을
통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느끼고 창의적인 도구로 배움에 활용 될 수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환경생태교육 가치를 입혀,
세 가지의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다.
즉,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을 위한 교육(For: 교육목표)’,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에
대한 교육(About: 교육내용)’,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을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연을 통한
교육(In: 교육수단)’이다.
필자소개

이러한 과정은 교육정책의 변화와 연계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향후 2~3년 후면 도입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지역 맞춤형 지역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가 연계
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시설개선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공간창출만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향후 완성될 생태환경 교육과정에는 학교라고 하는 교육공간을 사용하는 지역공동체의 수요,
교육공간에 가치를 입히는 교육 전문가의 조율, 그리고 교육의 가치를 기술로 완성하는 건축
전문가의 의견이 어우러져 교육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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