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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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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편교육과 영재교육 사이…
줄다리기 하는 뉴욕

# 초등교육
# 보편교육

원문기사

https://ny.chalkbeat.
org/2022/4/6/23013451/
nyc-gifted-and-talentedprograms-admissionschanges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빌


드 블라시오 Bill de Blasio 전 뉴욕시장은 “초등학교 영재교육과정 Gifted & Talented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 데이비드 뱅크스 David
Banks

뉴욕시 교육감도 이에 동의

- 높은 입학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상위 5개 학교의 정책, 100여 개 학교가 운영하는 특별 교실
제도 등을 중단하기 위함
● 그간

흑인, 라틴계의 낮은 영재과정 입학률이 큰 문제로 지목됐지만, 영재교육과정(G&T)

폐지가 그 해결책은 아님. 영재교육과정(G&T) 폐지 논의는 해당 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계로부터 반발을 샀던 바 있음. 학교 현장에서 개인 맞춤형 교수학습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사실도 영재교육과정(G&T)의 필요성을 강조
●영
 재교육과정(G&T)에 대해 “학생들에게 일종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 뉴욕시 영재교육은 계속 이어지며, 기존 교육계획에서 개정될 것으로 보임. 이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
●교
 육부는

‘Brilliant NYC’라는 개정안을 통해 영재교육과정을 보다 보편적(포괄적)인 시선에서

접근하고 있음. 에릭 애덤스 Eric Adams 뉴욕 시장은 “미취학 아동들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영재
교육과정에 선별하는 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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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 ‘라이징 스타’ 찾는 베이징
● 베이징시는

분류

국가별 정책

주제

과학융합인재

발행일

2022.04.20

키워드

# 청년정책
# 과학인재양성

베이징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등 과학기술 확산을 위해 청년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자 함. 이에 ‘과학기술스타육성계획(北京市科技新星计划管理办法, 이하
NOVA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음
-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및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관리위원회는 NOVA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이고 발전가능성이 큰 인재를 발굴해 양성·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심사는 3개 분야(혁신, 기업, 교차협력과제)로 이루어지며, 명확한 과제, 양적 연구

개발(R&D)·생산성 지표, 예상 경제·사회효과 지표 등을 바탕으로 수상자를 선정. 이를 바탕으로

원문기사

http://kw.beijing.gov.
cn/art/2022/4/19/
art_2418_4432.html

과학기술 난제, 학제 간 협력,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꾀함
- (혁신) 30세 미만. 대학, 연구기관, 기업 종사자 대상
- (기업) 35세 미만. 설립 3년 이하 기업 책임자(회장, CEO 등) 대상.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가진 하드웨어 기술을 보유해야 함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 (교차협력) 기존 독수리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산학연의 융합발전 촉진을 지원함
● (지원내용) 최대 3년 동안 재정 지원. 청년연맹 위원 등에 우선 선발. TV 등 미디어를 통해 연구

결과 홍보 가능
● (관리방안)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및 중관촌 관리위원회는 참여자들의 해외출국 및 이주,

당초 연구 분야의 실행 종료 등을 체크.
- 위원회는 또한 경영기술재무 분야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업무수행, 연구상황, 개인적 성장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예정

[기타]

분류

학교 및 기업 사례

주제

SWAI교육

발행일

2022.05.23

키워드

아마존과 Code.org, 격차 해소 위한
‘컴퓨터과학 교육과정’ 전국 확산
● Code.org*는 지난 5월 23일 시애틀에서 “새로운 2022-2023학기 AP advanced placement 컴퓨터과학

교육과정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고 발표. AP CSA라는 이름의 해당 과정은 격차 해소 Equity-

# 소외계층

minded 를 그 목표로 하며,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성공적으로

# 컴퓨터교육

입증함. Code.org는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소외계층 고등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참여성을
높이고 장기진로성취를 향상시킬 계획. 더불어 교육자를 위한 교원연수도 제공할 예정

원문기사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following-successful-pilotcodeorg-to-offer-equity-minded-advancedplacement-computer-science-curriculumnationwide-301553042.html
작성자
미래전략팀 민영경 선임연구원

* Code.org: 미국 교육 혁신 비영리 기관으로서, 유·초·중·고 과정 학생에게 컴퓨터과학 교육 기회를 제
공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음.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한편 ‘Hour of Code’ 캠페인을 연간 운영함
(참고: https://code.org/).
●아
 마존은

AP CSA 진행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1,500만 달러(약 189억 원)를 지원할

방침.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실생활 연계를 강조하는 사용자 친화적·시각적 멀티
6

동향리포트 | 단신

미디어 환경 속에서 컴퓨터과학을 학습할 수 있음. 이는 해당 분야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기도 함
● “AP CSA

교육과정은 단순 프로그래밍기술 습득을 넘어, 학생들이 미래 직업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 빅터 레이노소 Victor Reinoso, 아마존 교육기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디렉터

[기타]

분류

학교 및 기업 사례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05.25

키워드

# 교육격차
# 보편교육전략
# 학습격차해소

원문기사

https://www.nature.com/
articles/d41586-022-01387-7
작성자
미래전략팀 박성균 책임연구원

“교육격차,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튜터링”…
증거기반 교육 연구 결과
● 2022년 2월까지 전 세계 학교는 평균 4.5개월 동안 문을 닫았으며, 학생 약 16억 명이 영향을

받음. 유네스코는 학생들은 평생수입에서 17조 달러(약 2경 1천365조 원) 수준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 이에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 전략이 제시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와
교육자는 의학처럼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기반 교육 evidence-based
programme’을 강조

● EEF* Education Endowment Foundation 는 교수학습 툴킷 Toolkits 을 활용, 30가지 교육방식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비용 대비 평가하고, 학생 성취도의 향상을 보기 쉽게 제공. 코로나19
전후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식을 제시
* 2010년 말 영국정부가 증거기반 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1억2천5백만 파운드(약 1,949억 원)를 투자한
비영리법인

- 이에 따르면, 학급 규모의 축소, 교복 착용, 수준별 학생 그룹화 등은 효과가 거의 없음.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학생들이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
● EEF는 지난 2020년 영국 내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튜터링(소그룹 또는 일대일

과외 등)임을 강조. 그해 6월 영국 정부는 3억5천만 파운드(약 5천470억 원) 규모의 국가 튜터링
프로그램 National Tutoring Programme 을 발표한 바 있음
● 교육계에선 증거기반 연구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2019년 일부 연구원은 141개 대규모 무작위 대조시험 결과 40% 비율로 그 효과가 적거나 부정확
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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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류

전문가 동향

주제

수학교육

발행일

2022.05.17

키워드

게임 활용, 호기심 자극…
수학 공포증 극복 방안

# 학습결손
# 혁신교육모델
# 게미피케이션

원문기사

http://bweducation.
businessworld.in/article/
Getting-Children-MathsReady-/17-05-2022-429049/
작성자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은 국가적으로 큰 격차를 보임. 학습결손은 수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낳고, 결국 수학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맥킨지 McKinsey 최근 보고에 따르면, 특히 남아시아(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의
학습결손은 같은 기간 서구권 국가에 비해 12개월 가량 차이가 남
● 수학은 미래직업과 기술에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문제해결능력, 추론 및 관념화능력, 기술설계 및

프로그래밍 능력의 기초가 되므로, 수학 학습결손 발생은 중요한 문제
● 기존 수업으로

학년 간 사다리 극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직관적인 학습을 위한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모델이 필요함. 아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수학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해 가정에서 수학 공포증 maths phobia 극복하고 학습준비를 제고할 수 있음
- 호기심을 자극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일상에서 수학이 사용되는 예(거리측정,
요리재료의 양을 세는 등)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
- 개념의 명확화: 수학의 특성상 학년이 올라가면서 복잡해지므로, 상위개념으로 가기 전 하위
개념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음. 대화형 비디오, 게임 기반 학습, DIY 활동과 같은 향상된
교수법을 활용하여 수학 개념을 쉽게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
- 게임화: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 게임앱을 활용하여 수학 스킬을 키우는 것. 시각화, 기억력
향상 활동, 퀴즈, 적절한 보상이 있는 학습플랫폼을 활용하면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됨
-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은 중요함. ‘교과서 속 개념’에서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수학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수학교육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음
8

컴퓨터과학
Computer Science
컴퓨터의 알고리즘, 계산 등에 관한
이론적 연구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현에 대한
실질적 문제까지 컴퓨터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

AI·SW
컴퓨터과학의 핵심 분야
AI는 인공지능, SW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SW는 컴퓨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프로그램과 문제 해결에
이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눈다.

동향리포트 / 브리프
#컴퓨터과학
#교원양성
#교원역량강화
#SW·AI교육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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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업에 대학 강사 배치… 미시건대, 컴퓨터과학 교원 양성 나서

고교 수업에 대학 강사 배치…
미시건대, 컴퓨터과학 교원 양성 나서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이석태 연구원

분야

국가별 정책

이에 미시건대(Michigan State University)가 디토로이트 머시대(University of

주제

창의융합교육

Detroit-Mercy)와 손을 잡고 컴퓨터과학 전문 교원 양성에 나섰다.

미국 K-12 교육계 절반은 컴퓨터과학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

원문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want-toexpand-computer-science-educationeducate-more-teachers-181697

주요 동향

컴퓨터과학은 학생들의 문제해결 및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 가량의 미국 주가 K-12학제 내 컴퓨터과학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전문성 있는 교원의 부족이다. 국립과학재단(NSF)과 민간단체가 컴퓨터과학 교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과정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
한편 칼리지 보드 college Board*의 컴퓨터과학 분야 이수 과정(AP)은 2017년 약 44,000건에서
2020년 약 114,000으로 3년간 약 3배 증가했다. 컴퓨터과학 이수 과정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부족 현상은 여전하다.
* 칼리지 보드: 미국의 비영리 교육 단체. 미국 대학 입시 시험인 SAT 출제 기관

이에 미시건대는 본격적인 컴퓨터과학 교원 육성에 뛰어들었다. 미시건대는 컴퓨터과학 교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와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 강사를 짝지어 고등학교 수업에 배치할 방침
이다. 대학 강사가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동시에 교사를 위한 모범 사례를 시연하고,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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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분석

국내에서는 컴퓨터과학에 대해 정보·컴퓨터 교과 또는 SW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초·중학교 SW교육을 의무화했다.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
에서는 모든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SW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명시
했다. 업무계획은 또한 교사, 사범대생 등 교원들이 역량을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SW·AI 교육 의무화는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연 70시간
교육, 영국의 경우 5∼16세에서 주당 50분 이상 교육, 프랑스는 초등학교 연간 78시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는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보다 빨리 SW·AI 교육을 의무화한 일본은 중학교 55시간, 고등학교 70시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17년 빠른 2003년부터 관련 교육을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무턱대고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일본의 경우 일찍 도입되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정보 교사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전국의 공립 고등학교 수는 약 3,500개
이며, 이 중 정보 과목 전문 교원은 약 3,800명이다. 한 학교당 전문 교원 약 1명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보·컴퓨터 교육의 정확한 현황과 진단이 선행된 후,
현실에 맞게 설계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시사점

우리나라의 정보교사 부족은 일본보다 더욱 심각하다. 2021년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학교
수 대비 정보·컴퓨터 교원 수’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전국 중학교 수는 3,214개교, 담당 교사
수는 1,587명으로 한 학교당 약 0.5명에 불과하다. 0.5명은 평균치이므로, 실제 전문 정보
교사가 없는 학교도 많다는 의미다. 지역 교육청은 정보교원 순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한 명의 교사가 9~10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꼴이다. 결국 교원 순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보·컴퓨터(SW·AI 등) 교육과 기초소양 제고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컴퓨터 등 전문 교원을 육성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될 인력을 꼭 확보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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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科學, Science
자연현상과 인간사회를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얻어진
보편적인 법칙과 원리,
이를 발전시키는 행위와 방법론

창의
創意, creativity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바란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름을 통해 찾는 기관의 본질,
과학과 창의에서 찾는
‘자유로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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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름을 통해 찾는 기관의 본질,

과학과 창의에서 찾는 ‘자유로움’의 중요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김화경(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한국과학창의재단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이라는 기관 명칭에서
역할을 규정하는 용어는 ‘과학 Science’과 ‘창의 Creativity’라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기관의 미션에서도 과학과 창의는 거듭 강조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후 변화, 불평등, 팬데믹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더 자주 등장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창의적 사고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과학과
창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란 기관의 성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진단해보고자 한다. 단, 필자는 수학과 수학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 과학 전체를 바라보는 데에
한계가 있고, 창의를 논하기에는 전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님을 미리 밝힌다.

‘과학’ : 수학은 자유로운 과학이다.
수학과 수학교육은 과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어려운 질문에는 절대 필자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견 대신 위키피디아에서 ‘과학’을 검색해본 결과를 공유한다.(링크) 이중 과학의 체계를 다루고
있는 한 그림을 들여다보면, 수학을 과학의 하나로 봄과 동시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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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다른 분야로 구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은 탐구 대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리학, 화학, 등은 탐구 대상이 분자나 원자 단위
이며, 생명과학은 세포 수준의 크기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사회학, 심리학 등의 사회과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는 천문학 등은 지구나 태양계, 우주를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수학은 탐구 대상이 없는 ‘형식 과학’으로 분류된다. 이는 수학을 조금 아는 필자가 보기에
적절한 분류다. 정확하게는 탐구 대상을 새로 만들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학문을 수학
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수학은 사실을 다루는 분야는 아니라, 있음직한 개연적 거짓을
다루는 분야일 수도 있겠다.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로움에 있다’는 위대한 수학자 칸토어 Georg Ferdinand Ludwig Philipp
Cantor(1845 –1918)의 말은 이러한 특징을 잘 담고 있다.

수학은 탐구 대상이 없는
‘형식 과학’으로 분류된다.
정확하게는 탐구 대상을 새로
만들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학문을 수학이라

가상의 탐구 대상을 설정하고 자유로운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낸 뒤에서야 그 모델에 맞는 실재가
발견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난다. 예를 들어 ‘허수 시간1)’에서 말하는 허수 imaginary number는 본래
시간을 탐구 대상으로 도입된 개념이 아니다. 허수는 르네상스 시대 3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할 수 있다. ‘수학의 본질은

발견되기 전, 방정식 풀이를 위해 만들어 낸 ‘실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임시의 기호 ‘i ’에서 시작

그 자유로움에 있다’ 는

되었기 때문이다. 기호가 먼저 등장하고 나서야, 이후 2차방정식의 근, 시간, 회전 변환 등을

위대한 수학자 칸토어의 말은

설명하는 ‘기적’같은 복소수로 활용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잘 담고 있다.

1)

스
 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에 따르면, 빅뱅 이전에는 허수 시간이 흐르다가 우주탄생과 함께 실수 시간이 시작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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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창의성 증진 교육을

‘창의’ : 창의성은 어둠 속 스위치를 찾아 헤매는 손에서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창의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 실제 NASA에서 실시한 창의성 테스트에

창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의하면 4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 중 98%가 뛰어난 창의성을 보였으나, 추적 조사 결과 5년

교육을 하거나, 아예 창의성

뒤에는 30%만이, 다시 5년이 지난 뒤에는 단 12%만이 해당 수준이었다고 한다. 25세 이상의

교육을 멈추어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창의성을 잃어
버리는 이유는 기존의 잘
정리된 방법이나 내용에
‘길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성인을 대상 진행된 같은 테스트에서는 2% 미만만이 뛰어난 창의성을 보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창의성 증진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육을 하거나,
아예 창의성 교육을 멈추어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창의성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기존의 잘
정리된 방법이나 내용에 ‘길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창의성은 캄캄한 방에서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켜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어느 순간 떠오른
창의적 해법을 스위치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스위치를 켜는 그 환희의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두운 방에서 손을 뻗어가며 헤메는 안타까운 방황의 자유일 것이다. 이러한
방황이 창의의 시작이라 할수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자유로움을 더하다.
과학으로서의 수학과 창의를 살펴보며 필자는 ‘자유로움’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발견하였다.
시간의 자유로움, 표현의 자유로움, 공간의 자유로움 등 어디까지 가능하며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인지 특정할 수는 없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도 있고, 조직 문화에서,
사무 공간 및 회의 방법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혜화동에서, 선정릉, 역삼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을 10년 이상 겪어본 필자는 재단이,
재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재단의 제도가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 보다 더 자유로워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항상 가져왔다. 기관 핵심미션의 중요 키워드인 과학과 창의를 위한 밑거름을 닦는
방법으로써, ‘자유로움’의 의미와 그 실천 방법을 내외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과학창의’를 더하는 하나의 길이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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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뉴스레터

SNS-View의 전문 편집위원을 만나다
[THEME 1 : 오늘날의 과학문화]

「과학으로 세상을 보는 눈, SNS-View」는 올해 초 전문
편집위원 10인을 선정했다. 과학문화부터 과학교육,

과학기술과 국민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과학문화'가

수학교육, 정보(SW/AI) 교육 분야까지 많은 분야를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과학자들의 미디어

아울러야 하는 만큼, 편집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앞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진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뉴스레터에서도 자주 다루기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주제들과 개별 쟁점들을 미리 살펴

했다. 과학문화의 핵심인 ‘과학소통’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보고자 이번 네트워크줌인은 전문 편집위원분들을

느낀다.

만나보았다.
김종범│얼마전 누리호 발사 성공 등을 계기로 언론 매체를
뉴스레터를 더 다채롭게 만들 편집위원들의 분야별

통해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 및 국민의 지지·요구가

관심사부터, 뉴스레터에 참여하게 된 계기 등 개인적인

점차 커지고 있다고 느낀다.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이야기들까지! 지금 바로 인터뷰로 만나보자.

제고 필요성과 여성의 우주 활동 참여 이슈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정책의 요구 및 지지로

※본 내용은 서면 인터뷰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며, 일정에 따라 일부

이어지는 만큼, 국가 우주개발 성과의 공개·홍보 등을 통한

인원만이 참여함

대국민 우주 인식도 점차 증진하고자 애쓰고 있다.
송충규│글을 쓰는 작가로서 과학콘텐츠의 성장에 주목했다.
과학소설(SF)계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약진이 돋보였고,
AI와 협업으로 썼다는 소설이 출간되기도 했다. 디즈니+의
그리드(2022), 넷플릭스의 고요의 바다(2021), 나 홀로
그대(2020), Apple TV+의 Dr.브레인(2021) 조성희 감독의
승리호(2020), 민규동 감독을 비롯한 감독8인의 SF를 묶은
SF8(2020) 등 과학 드라마/영화 작품도 많았다.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1부(Alienoid)와 연상호 감독의 정이도
기대작이다. TV예능으로는 tvN의 다빈치노트(2021)와
JTBC 국과대표(2022), TBS TV의 신박한 벙커–CODE RED:
인류 멸종의 시그널(2020)등이 방영되었다. 과학소통을
위한 콘텐츠는 꾸준히 제작되고 있으나 큰 변화를 주기에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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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2 :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흐름]

코딩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자리
에서 필요한 SW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 분야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

본다. 마케팅 종사자라고 해도, SW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양성이 가장 큰 이슈다. 이를 통해 비단 SW교육 뿐만

더 역량 있는 업체를 알아볼 수 있다. 각 분야의 실무에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분야가

아니라, 연계된 여러 교과목들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수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디지털·SW 활용 능력은 이제 불가피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

할 정도로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전 국민의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능적 역량 증진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김영민│디지털 인재 양성에서 기초 교육 분야는 과학이다.

김진모│특정 영역을 중심으로만 사회가 발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정신을 감안할 때 과학 지식과 이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는 SW분야 뿐만 아니라, 과학,

교육과 함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그리고 인성 교육과

수학, 예술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될

평가 능력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것이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복합적으로

과학 교과서 이상의 내용 및 강의들에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학의 핵심적인 내용과 이를 문제

김성훈│정책적인 의견을 더하자면, 컴퓨터과학에 대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학이

기초교육의 절대적인 수업시수가 부족하다. 초등 6년 과정

적용 되는 기술과 공학과의 융합, 그리고 융합을 통한 문제

전체 시수 약 5,800 차시 중 SW교육은 17차시로 약 0.28%에

해결력 지도도 중요하겠다.

불과하다. SW/AI의 기반이 되는 정보과의 시수가 초등부터

정혜심│비슷한 의견이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적용되고, 중등에서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말 이면에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인지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문주호│동의한다. 다만 단순히 수업시수를 증(+)하면 부담이

살아가라는 면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시대가

될 수 있으므로, 과학, 기술, 정보 교과와의 연계방안이나

도래한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업시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어떤 면을 유의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진로 설계를 할 수

재직자 및 비전공자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과학과 기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고려했으면 한다. 이러한 정책은 과거에도 수없이

교육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었지만 지원의 지속성이나 보상책은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성희│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관련된 종사자(과학자 포함)들에게 빅피쳐를 그릴 수 있는

‘조작의 능숙함’, ‘조작의 반복성’은 아닐 것이다. 일선 학교

예산과 지원을 꾸준히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혹은 교사연수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강조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THEME 3 : 그 외 주제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STEAM 수업

과학수학정보 교육은 물론, 이제 생태환경도 다루지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않을 수 없는 중요 주제가 되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이형주│디지털 인재의 중요성은 여러 사회적 변화가 종합된

올해 환경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해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SW를 능숙하게

구독자들이 꼭 알아야할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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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생태전환교육’과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를 주목

틱한 스토리를 위한 도구로써 쓰여지고 있는 듯하다. 여전히

할 필요가 있다.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인간과

과학기술은 어렵다는 방증 같아서 아쉽게 느껴진다. 메이커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의 양식과

들의 활동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제작될 필요도 있다.

문화, 시스템을 생태적으로 변화시키는 'movement'로 이해

이형주│최근 수학교육 분야의 이슈는 타 교과와 같이 고교

하면 된다. ‘탄소중립’은 좀 더 구체적인 이행에 방점을 두고

학점제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일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구체적인 답을 제시한다. 탄소를 줄이기

2025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2022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 탄소를 제거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역설한다.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이러한 탄소중립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며 하나의

생각한다.

지역에서 행할 수도 없다. 교육의 차원에서 중장기적 진행할

문주호│앞에서도 밝혔듯이 학생들에게 과학교육 및 인공

글로벌 협력 과제다.

지능 교육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지금 세대에 맞는 SW·AI
김진모│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학습권 보장, 탄소중립

교육법의 수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10대 아이들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 환경교육장 구축, 신기후체제

스마트폰이 익숙해 스마트폰과 연동한 수업을 매우 잘 이해

대응을 위한 실행체계 혁신 등을 중심으로 교육 정책이 추진

한다. 현장 과학교육자들은 레고나 로봇 등의 교구 회사에

되고 있다. 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 감수성’이다. 기후·

자문을 하기도 하며, 다양한 교육 시도를 하고 있다. 다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실천적 행동 변화를 이끄는 실천적

한번 강조하자면, 눈높이를 맞춘 인공지능 교육이 필수다.

행동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

김성훈│사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도구나 학습 콘텐츠 등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학부모나

종사하고 계신 분야의 최근 이슈나, 개별적으로 관심을

학생들이 광고 등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점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라고 생각된다.
김종범│우주 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이

정혜심│요즘 어떤 분야에서든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중요한 이슈다. 우주개발은 국민의 경제, 복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는 핵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많다. 그러나 모든 과학기술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탐구와

우주개발의 영향력은 점점 국력의 근간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시행착오 과정이 존재한다. 반복적인 탐구와 시행착오 과정

정부는 이에 대한 기여 방안 중의 하나로 유엔우주사무국

에서 배울 수 있는 과학 탐구 활동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UNOOSA)에서 주도하는 ‘Space for Women’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오는 금년 8월 한국항공우주

김영민│비유와 은유에 의한 창의성(문제발견과 귀추)에

연구원에서 유엔 ‘우주와 여성’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중이다. 지금은 과학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의 비유와 은유,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송충규│근래에 콘텐츠 분야에서의 선정하는 과학 주제에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관심이 많다. 주로 인공지능, 로봇, 복제인간, 마인드 업로딩
등 뇌공학, 메타버스, 우주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글, 그림,
영상으로 보여줄때 대중들이 선호할만한 소재들이다. 다만
과학기술 자체로 깊이 있게 다뤄지기 보다는 여전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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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4 : 전문 편집위원의 이야기]

했었고, 작년에는 과학저술가 심화과정을 이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NS-View에서 디지털 교육 현장의
의견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

정책지원 뉴스레터 SNS-View에 참여를 결심하게

김성훈│인공지능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서

되신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활용되고 있다. 초등교사로서, 이중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김영민│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에는 2011년부터 참여해

소개하고 이 속에 숨겨진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

왔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기관

하고 싶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광고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임을 느낀다. 이 기관이 국제화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으로서, 과학, 수학,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분야에서

정혜심│대학생 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면서 과학문화

국제 교육협력을 위해 보다 힘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과학의

케냐에서 과학기술 교육환경 개선 사업 책임자로 참여한

즐거움과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직업인 과학 교사가 되었다.

경험이 있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교육협력 관련 메시지

이제는 과학의 즐거움도 있지만 학생들이 미래의 과학기술

를 전달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김종범│우주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SNS-VIEW가 과학 기술

및 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분야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글로 서로 소통하는 매체로 알고

우주 분야의 학술지, 전문지, 동향지, 뉴스레터 등 소통의

있어,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내면화

매체·창구가 타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적다고 아쉬워하고

하고 이를 자신의 진로 설계에 반영하는지 그 사례들을 공유

있었는데, SNS-View 기고를 통해 우주 분야 동향 및 쟁점

하고 싶다.

등을 전달하게되어 다행이다.

김진모│과학·창의교육과 관련 여러 유형의 중심학교, 선도

송충규│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면서도

학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성과물은 새로운 정책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의 끈은 놓지 않았다. 과학기술

연구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대게는 참여단위학교 위주로

관련소재의 작품도 다수 썼으며 늦은 나이에 KAIST 문술

그 경험을 공유한다. 이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행하는

미래전략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공부도 했다. 자원

다양한 과학 정책등이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빈국인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켜

어떤 교육적 효과,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지 소개하려 한다.

왔고 부강한 나라에 진입했고, 앞으로 강대국의 과학기술

이성희│과학교육과 생태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패권전쟁은 점차 심화될 것이다. 과학기술자에 대한 무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다. 교육은 현장의 ‘이야기’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목소리’가 중요하다. 뉴스레터에 짧지만 현장의 ‘이야기’와

과학소설, SF영화, SF드라마, 과학예능 등 미디어를 통한

‘목소리’를 전달하고픈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 나누면서

접근이 효과적이며 콘텐츠 제작분야에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로 힘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 분야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형주│수학 대중화 분야와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학교육

문주호│교육학을 전공하고, 과학교육을 가르치면서 가장

정책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많다. 뉴스

궁금하고 어려웠던 것이 ‘이공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레터에 짧게나마 기고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길

것이 무얼까?’ 였다. 인문계열을 공부하여 교육자가 되었기에

바라는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고,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기를

진정한 과학 정신이란 무엇인지 항상 목말랐다. 때문에 한국

기대한다.

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과학교사연구회에 2년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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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고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한 짧은 소개를

있는 블록체인 사례를 나누고자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과학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뉴스레터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과학 기술을 토대로 학생들이

부탁드린다.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구체적인 진로 교육 사례를

김영민│과학교육에 종사한 기간이 40년이 넘었다. 이 기간을

공유할 예정이다.

거치며 초창기엔 내용 중심이었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가장

이성희│탄소중립교육은 기후위기라는 환경적 재난 시대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과학 창의성이고 최근 들어서는 국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실제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환경과

교육협력과 일상생활에서의 창의성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

공감하고 오랜 시간 건전한 가치관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김종범│우주 등 거대과학 관련 정책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탄소중립교육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국내 우주개발 주요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다주체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교육의 사례를

한다. 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우주활동 증가에 따라 위성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등 우주자산 보호를 위한 안전한 우주환경 조성이 국제적

김진모│미래형 과학수업의 모습, 지능형 과학실 활용의 실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의

STEAM 교육 선도학교, AI 교육 선도학교가 어떻게 이루어

필요성도 서술하고자 한다.

지고 있는지를 기고하려 한다. 또한, 기후 위기를 학교에서는

송충규│대개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 학교 현장에서의 창의융합교육의

과학지식의 상층에 있는 공급자 중심으로 개념이나 용어가

실제를 담고자 한다.

가공되지 않은 채 전달되기 때문이다.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

이형주│수학교육과 교육과정평가가 전공이다. 그래서 평소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수요자

소신을 가지고 연구해왔던 수학 대중화에 방향을 두고, 가족

중심의 친절한 과학 콘텐츠로 전환을 제안할 계획이다.

수학, 교양수학 등 수학 대중화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려

문주호│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서적이 서점, 인터넷에

한다. 또한 교육과정평가 측면에서 고교학점제를

존재한다. 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을 위한 인공지능 분야의

바탕으로 한 수학교육과 융합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계획하고

실제적인 지도 방법이나 사례는 매우 적다. 이에, 인공

있다.

지능 교육과 영재교육을 접합한 필자의 다양한 시도들이나
정책적 방향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SNS-View의 구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려 한다. 이론이 실천이 되는 과학교육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다.

있다면.

김성훈│다른 교과에 비해 기초학습이 중요한 수학은 개별

송충규│국민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과학기술에

지도와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교사 1명이 여러 학생을

대한 지식을 배양하고 참여를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지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인공지능 튜터가 적용된

희망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 그렇게

학습 플랫폼의 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인공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많은 구독이 있었으면

지능이 적용된 수학 학습 플랫폼과 적용 사례를 다뤄보고자

좋겠다.

한다.

정혜심│과학교육에서 특히 진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정혜심│과학교육에서 적용되는 NFT의 사례를 메이커교육과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릴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 생각보다

관련하여 소개한 바 있다. 다음에는 과학교육에서 활용될 수

많은 학생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이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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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사례가 부족하게 느껴질

최성연
동국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 「교양 있는 대화를 위한

때가 많다. 좋은 인사이트를 서로 주고받기를 바란다.

과학」 등을 집필하였다.

김진모│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며, 그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바로 학교다. 미래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의
과학·수학·정보교육 분야

성장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의 창의융합교육 실천 사례들에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음 한다.

김영민

이성희│수많은 정보가 있고, 원치않는 내용들도 있다. 그러나

서울 신림여자중학교 과학교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한

적어도 이곳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은유 그리고 창의성(북스힐, 2012)」 외 다수를 집필하였다.

서울대학교 물리교육학 박사로, 현재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국과학교육학회 회장 등 맡은 바 있으며, 「과학교육에서 비유와

이고 ‘긍정’과 ‘변화’에 대한 사례이며 우리를 가끔은 튼튼하게

정혜심

만들어줄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관심있는 분야의 글들을

과학을 지겹게 전달하는 것이 싫어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봐주시길 바란다.

제작하는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기도

문주호│유튜브를 보다보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달라고

위해 도전 중이다.(@shimmy.gogetit)

하였으며, 최근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 코칭 서비스를 개발하기

한다. 대한민국 과학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형주

구독하시리라 본다. 구독과 관심이 곧 사랑이라는 말이

호서대학교 전임교수로, 더:함교양대학 혁신융합학부 학부장
(2022~)을 맡고 있다. 성인문해교과서 초등과정 국정교과서 등

있듯이, 다양한 시각과 생각들이 드러나는 글들을 많이

다수 집필하였으며, 경기디지털배움터「디지털 세상에서 생활하기」

사랑해 주셨으면 한다.

등 교육 영상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형주│뉴스레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넓어 어떤

문주호
현재 강원도교육청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강원세계시민

기고는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면 어려운 주제가 될 수

교육연구회 회장,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모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인 만큼, 관심을 갖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김성훈
현재 11년차 초등교사이며, 딥러닝을 활용해 AI튜터를 만드는
연구로 컴퓨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공지능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전문 편집위원회 소개
창의융합교육 분야

과학문화 분야
김종범

김진모

서울대학교 사회학(문학사), 정책학(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 과학

현직 교사로, 과학교육 그리고 SW교육에서 유공교원 장관표창을

기술학(Science, Technology & Society : 이학박사) 등으로 수학하였

받았다. 2021 지능형과학실 운영 우수사례 공모 장관표창 대상자

으며, 1994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부서에서 정책팀장, 정

이며, 2022 AI교육선도학교, STEAM교육선도학교 책임운영교사

책부장 등을 거쳐, 지금은 책임연구원으로서 정책업무를 하고 있다.

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가 있다.

송충규

이성희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KBS작가로 데뷔해 예능 및 아동드라마,

과학교육과 생태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라디오드라마 등을 썼고 영화시나리오, 만화스토리를 썼으며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실천 교사연구회

10권의 저서가 있다. 글을 쓰면서 아두이노 메이커로도 활동하고

등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가끔씩 IT서적 리뷰와 공공기관의 심사도 참여하고 있다.

22

한국의 영재교육
대한민국의 영재교육체계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영재학교-영재교육원-영재학급 체계로
운영된다.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이
관할, 영재교육연구원이 지원한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영재교육 진흥 위한 종합계획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래 4차에 걸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장 인사이트
영재교육에
날개를 달아주는
인공지능 교육
과학기술정보 분야의
시대정신과 창의성 교육
오늘날의 시대정신 이해,
그리고 창의성 교육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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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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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에 날개를 달아주는 인공지능 교육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준비를 위해

글. 문주호 SNS-View 편집위원
강원도교육청 수석교사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는 영재교육의 체계 마련을 위해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2018년 수립되어 현재까지 추진
되고 있다. 이제 제5차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기관들의
지난 영재교육의 성과와 그 분석 연구도 활발하다.
새로운 영재교육 비전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의
혁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지금, 영재교육 속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일어나길 바라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명해 보고자 한다.

제4차 영재교육진흥계획이 이끌어낸 성과, 그 중 인공지능 교육의 위상은?
먼저 제1차부터 3차까지의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크게 2가지의 한계점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첫째, 영재교육 성과의 중장기 측정 및 평가 체계가 미흡했다. 이는 종단연구의 안정적 추진으로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성과관리의 기반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나타냈다.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재능 계발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이라는

둘째,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이 미흡했다. 정부 각 부처 간 영재교육 정책의
컨트롤 타워 및 연구·정책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비전을 중심으로, 5대 분야,

이에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이러한 한계점을 타결하고자 “재능 계발 영재교육 기회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확대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5대 분야,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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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교육부,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
5대 분야

11개 추진과제
1-1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 제공

1-2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1-3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적 고도화

2

영재 선발의
다양성 제고

2-1

다양한 선발 체계 정립

2-2

영재교육 진입의 유연성 확보

3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3-1

영재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3-2

영재교육 성과 관리 연계체계 구축

4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4-1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확보 방안 모색

4-2

영재교육 담당교원 지원 환경 개선

5

영재교육
지원체계 구축

5-1

부처 간 협력 체제 구축 및 역할 분담

5-2

영재교육 지원 체제 강화

1

학생 수요 중심의
영재교육을 통한
재능 계발

이렇게 추진된 11개의 과제는 현재까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정작
영재교육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이끌어 나갈 주제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시나
계획이 부족했다. 교육청 및 학교 기관 단위 인공지능에 대한 영재교육은 지도교사의 역량에
좌우되었고, 각 기관들 간의 수업자료 공유에 대한 네트워크의 부재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은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는 인공지능 관련
교사 양성 정책이나 교육청 단위 인공지능 초, 중, 고 교과서 편찬이 영재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단, 이는 선택과목으로 운영된다는 한계로 인해 학교현장에서의 파급
교육청 및 학교 기관 단위 인공지능에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 영재교육은 지도교사의 역량에
좌우되었고, 각 기관들 간의 수업
자료 공유에 대한 네트워크의 부재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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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안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2022학년도 영재교육이 대학부설 산하기관 및 교육청 주도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관련 학생 워크북을 제작하여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수업을
실시하는 교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과학 교과의 차시 안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에 대한 학교 교육의
적극적인 수용은 아직 어려움이 더 많게 느껴지는 이유다.
필자 역시, 영재교육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학년도까지는 중등과학
영재를 담당하였고,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스마트폰을 연동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에는 2021년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교육용 모듈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업을 진행하며 더 많은 학생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 구성의
개선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 교육 현장에서 쌓게 된 이러한 교사들의 소소한 노하우가 쌓이고 공유될 때, 영재교육
에서의 인공지능은 날개가 되어 과학교육을 선도할 것이다.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수립을 위하여
과학 관련 종사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과학 강국이 선진국”이라는 명제에도 불구, 정작
미래과학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교육과정 안에서 홀대를 받는 듯 보인다.
제5차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영재교육이 인공지능이란 교육 주제를 적극적으로 품고 동행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공개된 인공지능교육 정책방향을 참고로 하여 3가지의 실천 및 정비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과학 관련 종사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과학 강국이 선진국”
이라는 명제에도 불구,
정작 미래과학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교육과정 안에서
홀대를 받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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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교육부, 인공지능교육 정책 방향 및 교육분야 최초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
인공지능 신문 발췌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4140

인공지능교육 정책 방향의

첫째, 협업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근간은 바로 협업체계의

인공지능교육 정책 방향의 근간은 바로 협업체계의 단단함이 있어야 한다. 표2에 나타난

단단함이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교육 정책 방향에

협업체계 외에도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공지능의 교육

나타난 협업체계 외에도

적 접근과 과기부의 적극적인 기술 협조가 없이는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부와의 협업이

교육이 변화를 이끄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최고의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과학과 함께 협업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인공지능 선진국으로 가파르게 도약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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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재는 발굴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선(先)교육–후(後)선발’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는 ‘선 선발-후 교육’이 고착화 되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초과학 분야의 영재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 공부를 더
많이 한 아이들을 양성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렇기에 현재 지역교육청 및 영재학급에서 실시
되고 있는 일정기준의 정원(10-20명)제는 현장에 실정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과기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온라인 선(先)교육과정 마련” 방안은 이에
따른 개선책이라고 판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율래, 이하
‘창의재단’)은 올해 과기정통부 지정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의 포괄적 협력 등을 통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온라인 선(先)교육과정’을 새롭게 마련 및 시범 운영한다.
●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온라인 선(先)교육과정’은 과기정통부 지정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에서 공동 개발한 우수 수학·과학·정보 영재교육 콘텐츠로 구성(총 9회차, 32시수)될 예정이다.

●

이런 정책에 발맞추어 학교 현장에도 1:1 또는 1:多의 영재교육이 정착되어야 한다. 영재교육에는
무한정의 투자가 필요하다.

영재는 발굴이 우선이 되어야

셋째, 영재교육 및 인공지능 담당 교원/학생 전문연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한다. 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을

교사들 대부분이 자기계발 차원에서 각개전투로 영재 및 인공지능 관련 석·박사 학위를 공부

통한 ‘선(先)교육–후(後)선발’이

하고 있다. 이는 한계가 분명하다. 국가차원에서의 장기 위탁연수, 국외 연수, 국내외 영재

지켜져야 한다.

교육 전문가 포럼 참석 등 영재 및 인공지능 담당 교원/학생에 대한 전문/심화연수가 제공,
추진되어야 한다. 올해 1월 발표된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토론회(포럼)」에서도 관련
내용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토론회」 제안 3가지 주요과제
인공지능교육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 체계(플랫폼) 출범
●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원의 역량 제고 지원 등 정책방향 논의
●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교육분야 최초의 규범(윤리원칙) 제안
●

대학들의 석·박사 과정 등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원의 역량 제고 지원책들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 및 영재교육의 성장을 이끄는 올바른 첫 출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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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분야의 시대정신과 창의성 교육
오늘날의 시대정신 이해,
그리고 창의성 교육을 위한 제언

글. 김영민 SNS-View 편집위원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인문, 사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 등 분야에 따라 시대정신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서로 다르다. 여기에서는 과학기술정보 분야에서의 시대정신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과학기술
정보 분야에서의 시대정신zeitgeist은 창의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과
함께 중요한 요소에 속한다. 이 분야에서 오늘날의 중요한 시대정신으로는 ‘융합’과 ‘반도체’를
꼽을 수 있다. 여기서는 시대정신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오늘날의 대표적 시대정신으로 부각
되고 있는 융합과 반도체 그리고 이들의 창의성과의 관계 및 관련 교육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창의성의 발현으로서의 시대정신
시대정신(zeitgeist)은 어떤 특별한 시기와 장소에서 창의성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학문적 상황을 말한다. 과학 철학자 시몬톤(Simonton)은 시대정신(zeitgeist)을 논리(logic),
우연 또는 기회(chance), 천재성(genius)과 함께 과학적 창의성 발현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1)

1)

D. K. Simonton(2004). Creativity in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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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사와 과학철학 학자들은 발견과 발명이 사회문화적 시스템의 필연적 산출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종종 ‘시대정신zeitgeist or spirit of the times’의 결과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시대정신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내적 시대정신은 창의적
성취의 주어진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조건들로, 학술적 롤 모델, 과학적 패러다임, 예술에서의
컨벤션 효과 등의 영향이 여기에 속한다. 외적인 시대정신은 특별한 영역 밖의 환경을 말한다.
창의성의 질과 양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시기 및 장소의 정치적 사건과 경제적
조건들이 여기에 속한다. 창의성은 내·외적 시대정신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2)
사실의 발견과 이론의 발명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적
테크닉의 발견과 발명에 응용될 수 있다. 과거 시대정신의 한 가지 예로 망원경의 발명에
따른 상황을 들 수 있다. 망원경은 여러 명의 과학기술자에 의해 서로 독립적으로 발명되었고,
시대정신은 창의성 발현의

망원경이 발명될 당시에는 렌즈가 이미 개발되어 300년이나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망원경이 발명된 다음 해에 갈릴레오가 이 망원경을 개조하여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사건으로 천문학적 발견과 이러한 발견을 위한 효율적인
망원경의 발명을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나타나게 된다. 이 시대정신에 힘입어 이 후 단순
현미경, 복합현미경, 갈바노미터 등이 발명되었다.3) 최초 망원경의 발명은 좀 더 정교한
망원경의 발명과 새로운 천체 관측으로 이끌었고, 현미경의 발명과 같은 창의적 사건들로
이어졌다. 이렇게 시대정신은 창의성 발현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정보 분야의 시대정신, ‘융합’과 ‘반도체’

ㆍ미래학자인 레이 커츠와일(Ray Kurzweil)은 무어의 법칙에 따라 컴퓨터 및 집적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2045년에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인공 지능 시대의 핵심 기술이자 피할 수 없는 대세4)는 바로
반도체 기술이다. 인공지능이 중요해지면서 특히 정보를 제어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더욱 중요해졌으며, 기술 혁신을 따라가지 못한 일부 산업은 도태되기도 했다.
이제 반도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카메라 센서, 디스플레이, 통신 장비, 로봇,
자율 주행 차,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지털 기기에 들어가며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2) Elsevier Inc(2011). Encyclopedia of Creativity(2nd ed.), pp.533-538.
3) E. G. Boring (1955). Dual role of Zeitgeist in Scientific Creativity. The Scientific Monthly, 80(2), pp. 101-106
4) 김시호, 융합기술 시대에서 반도체의 역할, 전자공학회지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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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 화면 끝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 사용자의 터치 압력에 따라 특정
이미지가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이동하면서 잠금 상태가 해제되는 방식 등 4개 기술에
대한 특허권 뿐만 아니라 상하로 긴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와 테두리, 하단 가운데 버튼,
애플리케이션의 바둑판형 배치 등의 디자인 권리 침해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는 과학,
공학, 기술, 예술적 디자인(둥근 모서리와 테두리, 버튼의 위치) 등의 ‘융합’ 산물에 대한
시대적 중요성을 이해하게 한다.

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중요한 시대정신의 하나로, ‘반도체’와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사실상 반도체 자체도 과학과 기술과 공학의 융합적 사고의 산물임을
볼 때, ‘융합’이라는 시대정신은 좀 더 확산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시대정신의 영향은 이중적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 발달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일면
방해가 되기도 한다. 컨벤션 효과에 따라 ‘발견 혹은 발명’ 그리고 ‘참신한 통찰’이라는
끊임없는 압력을 만들어내기도 할 것이다. 때로는 잘못된 시대정신이 옹호될 수 도 있다. 당대
시대정신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와 정확한 미래 예측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AI와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잡았다. 사회는 창업을 독려하고 이에 따른
기업가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다. 기존의 반도체 설계는 디지털, 아날로그, RF, 메모리, 센서, 패키지 등이 하나의 독립된
요소로써 존재하였지만, 융합 기술의 시대에는 개별 요소의 해결 방법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반도체 설계자에게도 융합적 전문성, 개방적인 사고, 융합 제품에 관련한
전문지식Domain knowledge은 매우 중요5)해진 것이다. 기존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더 이상 고집
해서는 안 된다. 융합적 소양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융합’이 현대 과학기술정보 시대정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과학기술정보
교육 또한 융합 소양을 어떻게 기르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융합 교육은 기존
학제의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과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는데, 다학제multi-discipline or
inter-discipline

또는 복수전공의 개념만으로는 해소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

과학창의재단을 중심으로 초중등에서의 융합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STEAM 교육 프로그램
들이 개발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이를 좀 더 확장한 융합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시대
정신을 반영한 좀 더 발전된 그리고 변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5) 김시호, 융합기술 시대에서 반도체의 역할, 전자공학회지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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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융합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국내외 대학들은 이미 창의ㆍ융합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다.
광운대는 미래 사회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하드웨어 기반의 공학 교육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더한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6)
2017년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융합교육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s in Convergence
Education7)’

워크숍은 초중등교육에서 평생학습까지를 망라하며 융합교육의 필요성 및 우리

나라 융합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했다.
캐나다에서는 융합 학습을 fusion learn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캘거리대학(University of Calgary)과 칼레톤
대학(Carleton University)에서는 융합 역량개발 프로그램(Fusion Skill Development Program)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역량은 문제해결, 소통, 메타인지, 창의성, 협력, 환경에
대한 반응과 정서 등이다.8) 9)

여기서 M. Richey(2017)10)는 [그림1]과 같이 융합 관련 정보와 복잡성이 2000년대에 들어
서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재의 고정된 초·중등교육과정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음을 의미하며, 현행 교육과정 과목들 내에서의 내용 변화뿐만 아니라 현행
과목들의 변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

융합 관련 정보와 복잡성에 대한 타임라인

사물인터넷 전환점

정보화 이후 사회

20년
40년
100년

정보화 사회

산업혁명
1440-1900

1900-1950

1950-1970

1970-1980

1980-2000

2017

2020

Information
doubled in 400
years.

Information
doubled in 50
years.

Information
doubled in 20
years.

Information
doubled in 10
years.

Information
doubled in 8 years.

Information is
doubling every 13
months.

IBM predicts the build out of the “internet of things”
will lead to the doubling of information every 12
hours.

“The Ages of our civilization evolve slowly and with incredible resistance,
displacement ends as information adoption rates reach a tipping point.”

6) 조선일보 2022년 6월 6일 [대학총장, 미래를 말한다] 광운대
7) Global Perspectives in Convergence Education, 2017, Washington DC, Workshop Report.(Report located at: www.nsf.gov/
nano/ConvergenceEducation, 2022.6.6. 접속)
8) https://taylorinstitute.ucalgary.ca/students/fusion (2022.6.7. 접속)
9) https://carleton.ca/tls/teaching-learning-and-pedagogy/experiential-learning/fusion/instructor/ (2022.6.7. 접속)
10) M. Richey(2017). Convergence in Professional Education. (Report located at: www.nsf.gov/nano/ConvergenceEducation,
2022.6.6. 접속)
32

현장 인사이트

오늘날의 시대정신 이해, 그리고 창의성 교육을 위한 제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생각하면 현재의 교육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AI 시대에 현재 교육
방법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교육 방법과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 제도와 방법을 짧은 시간에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시대정신은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 예측과 교육 기간의 설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교육 주체별로는, 대학의 경우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나, 진학을 위한 시험 제도가 있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창의체험 활동 시간 등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융합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다면 융합적 사고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융합 교육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보다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알려지고 보편화된 STEAM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융합과 반도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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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컴퓨터과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

SW
Software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와 관련된 문서.
컴퓨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프로그램과
문제 해결에 이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눈다.

KOFAC FOCUS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등 SW·AI교육
기회형평성 제고 방안
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KOFAC FOCUS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등 SW·AI교육 기회형평성 제고 방안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등 SW·AI교육 기회형평성 제고 방안
한국과학창의재단 SW·AI인재양성팀 윤일규 선임연구원

Ⅰ. 서론
AI 기술은 기술적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 전번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AI를
통해 창출되는막대한 부가가치로 인해 기존 산업의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기존업무는 AI로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창의적 지능, 사회적 지능 등이 필요한 업무는 당분간 자동화되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한다.
1

명백히 인간적인
일자리의 성장

58% 대인 커뮤니케이션, 창의적 업무, 전략적 의사결정
업무가 필요한 역할

2

예: 고객 서비스 담당자, 혁신 관리자, 전략 개발 담당자

AI에 기반하여
AI에 의해 개선되는
일자리의 성장

25% 일상적 업무에서 AI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역할
예: 데이터 분석가 및 과학자,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3

17% AI 기술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

AI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

예: AI 및 머신 러닝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프로세스 자동화 전문가

출처: 전국민 AI·SW교육 확산방안(2020. 8월, 관계부처 합동)

AI로 인한 자동화는 단지 인간 노동자 수요를 일부 대체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AI와 협업하는 보완기술을 가진 노동자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컴퓨팅 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이하, SW·AI)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
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초·중등 공교육에서 SW·AI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16년 ‘K–12 Computer Science Framework’와
2017년 ‘CSTA1) K-12 Computer Science Standards’를 통해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1) CSTA(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컴퓨터과학교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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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는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학년별 교육과정을 개정
하였으며 일본은 2017년 학습지도요령에서 고등학교 정보Ⅰ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정보Ⅱ를
선택 과목으로 편제하였다.2)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시 개정을 통해 기술·가정
교과에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신설하였다.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였다. 교육청 수준의 지원에서는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과 교원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즉, 시·도 교육청은 관내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에서 필수 수업
시수가 적은 정보과의 경우, 필수 수업 시수만큼만 교육을 하는 지역의 학습자와 최대한의
시수를 배정하여 정보(SW·AI 포함) 교육을 하는 지역의 학습자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세대 핵심 역량 중 하나인 SW·AI 역량의 지역별 교육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W·AI교육 현황
분석을 위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SW·AI교육 현황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현황 분석 결과는 시·도 지역별, 학교별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교육
제도에서 SW·AI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중등 SW·AI교육 기회형평성을 보장하면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단위
지원 정책 및 협력적 거버넌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김자미, 우호성, 양혜지 외 (2020). 2022 년 개정을 위한 정보과 표준 교육과정 제안.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3(1), 1-28.
3) 교육부. (2020). 제2020-236호 [별책 1] (2020).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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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SW·AI 교육 정책 현황
국내 SW·AI 교육
정책 현황

본 절은 SW교육 필수화 시점 이후 발표된 2015, 2022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 및 1차 정보교육
종합계획(안)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가. 정보교육 종합계획(안)(2020~2024년)
지능정보사회는 AI 기술을 핵심기술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래 직업 사회는 컴퓨팅 능력을 기본
역량의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교육 종합계획(안)은 모든 학습자의 AI 역량을 기르는
정보교육이라는 목표를 두고 3개의 세부 목표와 이에 따른 8가지 추진전략을 세웠으며, 세부
내용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 즉 초중등 학습자의 차별 없는 SW·AI교육을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정보교육 종합계획(안) 추진내용
세부목표

미래역량 교육
강화

추진 전략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기본 역량과 소질·적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체계화
•정보·AI교육 우수 모델 발굴·확산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

•현직 교사의 정보·AI교육 역량 강화
•예비 교원(교·사대)의 정보·AI교육 역량 강화

미래형 정보교육 환경 구축

•창의 융합형 정보교육 공간 혁신
•미래형 정보교육 인프라 구축

체계적 정보교육 기반 구축

•미래 세대 정보·AI교육 기반 마련
•창의융합형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혁신

모두가 참여하는 정보교육
생태계 조성

•부처·학계·민간 거버넌스 구축

모두가 누리는 올바른 정보
문화 조성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모든 세대를 위한 정보 소양 함양 기반 마련

차세대
교육기반 조성

생태계 및
문화 조성

주요 내용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의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SW·AI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과(목)는 ‘정보’이다. 정보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실과 교과 5~6학년군 내 17시간, 중학교의
‘정보’ 교과,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내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다. ‘정보’ 관련 과목의 편성
(교육부 고시 제2020-346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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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 정보 교과(목) 편제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
초등학교

중학교

보통 교과

전문교과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고등

정보

-

정보
(34시간 필수)

-

-

-

-

실과 또는
기술·가정

실과 내 포함
(17시간 필수)

-

-

정보

인공지능 기초

-

과학계열

-

-

-

-

-

정보과학

수학

-

-

-

-

인공지능 수학

-

◦초
 등학교
초등학교에는 별도의 정보 교과는 없으며, 대신 5, 6학년의 실과 과목의 일부로 정보 내용이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6년 과정 5,896시간 중 17시간 필수로 지정되어 있으며,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 정보윤리와 관련된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중
 학교
중학교에는 정보가 교과로 존재하며, 정보 교과 내에 정보 과목(공통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중학교 3년 과정인 3,366시간 중 필수로 시행해야 하는 기준은 34시간이다.
◦고
 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정보 관련 과목은 기술·가정 교과 내에 편성되어 있다. 정보 과목은 선택과목
(일반 선택)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68시간이 기준이다. 인공지능 기초 과목은 제2020-236호
교육과정에서 진로선택으로 신설되었으며, 이 과목을 도입한 학교는 2020년 가을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인공지능 수학 과목은 수학 교과(군) 내 진로선택으로 편성되었으며,
정보 과학의 경우, 전문교과Ⅰ의 과학계열 교과(군)에 편성되어 정보(공통과목/일반선택) 과
목의 심화 과목으로서 역할을 한다.
다.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주도성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의 범주를 늘려 융합 선택으로 명명하고,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였다. 2022 개정 교육
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에서 발표된 정보 교과(목) 편제는 다음과 같다.

38

KOFAC FOCUS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등 SW·AI교육 기회형평성 제고 방안

[표 3] 2022 개정 교육과정 정보 교과(목) 편제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
초등학교

중학교

보통 교과

전문교과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선택

고등

-

정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정보과학

정보

-

정보
(34시간
필수)

실과

실과 내
포함
(17시간
필수)

-

-

-

-

-

-

수학

-

-

-

-

인공지능
수학

-

-

-

-

-

-

-

-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가 교과로 독립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교과 내에 5개의 과목이 구성되었다. 일반
선택과목인 ‘정보’, 진로선택과목은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과학’, 그리고 ‘정보과학’ 과목이며,
타 교과(목)와 융합을 고려한 융합선택 과목에 ‘소프트웨어와 생활’ 과목이 편성되었다.
중학교는 정보 교과의 정보 과목은 학교 자율시간을 확보하여 68시간 이상 편성·운영을 권장
하였다. 초등학교는 실과 교과를 포함하여 학교 자율시간 활용을 통한 34시간 이상의 수업
시수 확보를 권장하였다.
그 외에 디지털 리터러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전 학년 모든 교과에 편성하여, 교과의 내용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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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은 해외에서 시행 예정이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SW·AI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을 살펴
보기 위한 목적으로,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5개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4] 국외 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현황
국가명

구분

내용

교육 정책

•백악관 AI 정상 회의 : 2018
•백악관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 계획서 발표 : 2019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 개정안 발표 : 2019
•AI 연구소 선정 및 지원 : 2020

교육과정

•CSTA 2016, CSTA 2017, AI4K12, AP(대학입시)
•CSTA 2020(지역별 교육과정 편성)

교육 정책

•영국 AI 산업 전략 발표 : 2017
•AI 분야 민·관 합의를 통한 산업 육성 : 2018
•10개년 국가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 : 2021

교육과정

•‘컴퓨팅(Computing)’ 과목 필수화
•Key stage 5를 대상으로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
•교원 연수를 위한 ‘국립 컴퓨팅 교육센터’ 설립 및
CAS(컴퓨팅 과목 교사 연합) 커뮤니티 운영

교육 정책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제안 : 2016
•미래투자전략 2018 발표 : 2018
•AI 기술전략 시행계획 : 2018
•AI 전략 2019 : 2019

교육과정

•2017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
-중학교: 정보 활용능력 함양 강조
-고등학교: 정보Ⅰ과목 의무화
•대학입시시험: 2025년부터 정보를 필수 시험 과목으로 지정
•교원을 대상으로 AI 학습 기회 제공 및 학교 내 인프라 확대

교육 정책

•차세대 AI 발전 계획 : 2017
•교육 정보화 2.0 : 2018
•대학 AI 혁신 행동계획 : 2018
•대학 AI 인재 국제양성계획 : 2018
•교육 현대화 2035 : 2019

교육과정

•교육과정 : 교과서, 쉐팅커촹 MOOC, 센스타임 교재 및 교구
•센스타임 교원양성, 스마트교육 시범구 운영 교원교육

교육 정책

•인더스트리 4.0 발표 : 2011
•하이테크 전략 2020 발표 : 2012
•스마트시티 헌장 발표 : 2017
•AI 전략 발표 : 2018
•AI 전략 업데이트 : 2020

교육과정

•16개 주가 각 관할에 관하여 교육인프라에 대한 권한 소유
•교육과정 : 초등학교 4년 의무교육,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웁트슐레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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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도별 SW·AI교육 운영 현황 분석
분석 지표 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SW·AI 교육 정책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표를 개발하였다. 지표는 투입(Input), 운영(Process), 산출(Output), 성과
(Outcome)을 4개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표 5] 지표 도출을 위한 영역 정의
영역

정의

투입(Input)

정책 · 교육과정 · 물적자원 · 인적자원 등 SW·AI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마련하여 갖춰야 할 것

운영(Process)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W·AI교육 활동이 실제 수행되는 것

산출(Output)

SW·AI교육 운영 및 활동으로 인해 얻어진 실체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것

성과(Outcome)

SW·AI교육 운영 및 활동으로 얻어진 결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

투입 영역은 4개(SW·AI교육 정책, 물적자원, 인적자원, 지역연계)의 요인과 7개의 요소(운영
현황, 정책유무, 정책 예산, 시설, 기기, 교원, SW·AI 특화사업)로 구성되었고, 다음과 같다.
[표 6] 투입 영역의 지표 구성
영역

요인

요소

지표
AI융합교육중심고등학교 비율(51개)

운영현황

SW교육 선도학교 비율(’20.3~’21.2)
AI교육 선도학교 비율(’21.1~’21.10)

SW·AI교육
정책

정책유무

중앙정부 재원이 아닌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보(SW·AI포함) 교육 정책 개수 (’21.3 이후의 기간 포함)
정보(SW·AI포함) 교육 정책 관련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금액

투입

정책예산

정보(SW·AI포함) 교육 정책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원 금액
정보(SW·AI포함) 교육 정책을 위해 지원한 교육청 재원
학교 당 정보(SW·AI포함) 교육을 위한 실습실(컴퓨터실) 수
평균

물적자원

학교 당 정보(SW·AI포함) 실습을 위한 특별실 수(컴퓨터실 제외,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아이디어 구상실, 토론/토의실 등) 평균

시설

컴퓨터실 내 무선 인터넷 설치 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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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요인

요소

지표
컴퓨터실 내 데스크톱(5년 이내 구입)4) PC 수 평균
컴퓨터실 내 데스크톱(5년 이내 구입) 1대 당 학생 수
컴퓨터실 내 노트북(5년 이내 구입) 수 평균

기기

물적자원

학교당 태블릿 PC 수(5년 이내 구입) 평균
학교당 태블릿 PC 1대 당 학생 수(5년 이내 구입)
투입

교원 1인당 PC 수(5년 이내 구입)
학교당 정보 교과(목) 담당 교원 수
인적자원

교원

정보 교과(목) 담당 순회 교원 수
정보 교과(목) 담당 교원 1인의 순회 학교 수 (평균, 최대)

지역연계

SW·AI
특화사업

정보(SW·AI 포함) 교육을 위해 교육청에서 주관한 대학 및 산업체와
학교 간 연계 사업 건수(MOU 등)

운영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교육 운영을 요인으로 하고 있으며 교원과 교육과정 2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운영 영역의 지표 구성
영역

요인

요소

지표
정보 교과(목)를 가르치는 교원의 정보·컴퓨터 표시과목 자격 일치 비율

교원
SW·AI교육 선도학교 담당 교원의 정보·컴퓨터 교원 자격증 보유 비율
정보 교과(목) 평균 수업 시수(2019학년도 입학생 기준)
정보 과목 선택 학교 비율(고등학교 일반선택)
인공지능 기초 선택 학교 비율(고등학교 진로선택)
SW·AI 관련 학교장 인정, 교육감 인정 과목 수
SW·AI교육을 위한 학교장 인정, 교육감 인정 과목의 평균 수업 시수
운영

교육
운영

정보(SW·AI 포함) 교과(목)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포함) 운영 학교 수
교육
과정

정보(SW·AI 포함) 교과(목)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포함) 운영
학교의 수업 시수
정보(SW·AI 포함) 교과 관련 ‘자유학기 활동(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 운영 학교 수
정보(SW·AI 포함) 교과 관련 ‘자유학기 활동(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
운영 학교의 수업 시수
정보(SW·AI 포함) 교과(목) 관련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수
정보(SW·AI 포함) 교과(목) 관련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의 수업 시수

4) ‘16년 3월 1일 이후에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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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영역은 SW·AI교육에 대한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수율, 교외활동, 수업, 만족도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표 8] 산출 영역의 지표 구성
영역

요인

요소

이수율

연수

지표
정보과 관련(SW·AI포함) 연수에 참여한 교사 수
정보과 관련(SW·AI포함) 연수에 참여한 학교 관리자 수
SW·AI 관련 시·도교육청 단위 행사 개최 횟수

교외활동

행사
SW·AI 관련 전국 단위 행사 개최 횟수

산출
수업

수업 충실성

정보 교과 수업 시간에 정보 교과의 수업 활동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결시에 보충 수업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만족도

시·도교육청
정책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SW·AI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SW·AI 정책에 대한 충족도

성과 영역은 인식 요인과 SW·AI의 영향력, 지속가능성 2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표 9] 성과 영역의 지표 구성
영역

요인

요소

지표
SW·AI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

SW·AI의
영향력

본인에게 SW·AI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정도
SW·AI 사회에 대한 준비 정도

성과

인식
SW·AI 관련 학습(교육) 의지에 대한 정도
지속가능성

SW·AI 관련 심화 학습(교육) 희망 의지에 대한 정도
SW·AI 관련 진로 분야에 대한 인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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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I교육 기회형평성의 관점에서 학생에게 제공되는 정보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투입과 운영 영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교원 현황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보 교과(목) 배치 현황을 통해 관내 학교에 정보
교과(목)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의 배치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10] 중·고등학교 정보 담당 교원 현황
중학교
지역 관내 학교 수(a)

정보 담당
교원 수 (b)

중학교
배치율(%)

관내 학교 수

정보 담당
교원 수

배치율(%)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R1

393

393

167

166

42.5

42.2

327

327

388

393

118.7 120.2

R2

171

172

84

88

49.1

51.2

141

141

89

94

63.1

66.7

R3

124

125

125

130

100.8 104.0

74

74

115

112

155.4

151.4

R4

135

139

109

120

80.7

86.3

125

126

96

108

76.8

85.7

R5

91

91

47

47

51.7

51.7

67

67

78

79

116.4

117.9

R6

88

88

46

44

52.3

50.0

62

62

31

41

50.0

66.1

R7

61

64

38

42

62.3

65.6

58

58

46

35

79.3

60.3

R8

24

26

16

19

66.7

73.1

20

21

18

16

90.0

76.2

R9

642

650

406

432

63.2

66.5

374

380

-

-

-

-

R10

163

165

85

33

52.2

20.0

32

90

21

45

65.6

50.0

R11

127

128

32

40

25.2

31.3

84

84

31

32

36.9

38.1

R12

186

186

68

69

36.6

37.1

117

117

20

20

17.1

17.1

R13

211

210

70

62

33.2

29.5

101

101

33

41

32.7

40.6

R14

249

250

101

100

40.6

40.0

144

144

42

40

29.2

27.8

R15

259

261

74

79

28.6

30.3

185

185

76

88

41.1

47.6

R16

264

265

109

114

41.3

43.0

147

147

57

59

38.8

40.1

R17

45

45

28

29

62.2

64.4

30

30

21

22

70.0

73.3

49.6

49.5 2,088 2,154

1,162

1,225

67.8

69.1

계

3,233 3,258 1,605 1,614

분석 결과, 2021년 17개 시·도교육청 중등 정보 담당 교원의 배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의 비율은
중학교 104%, 고등학교 151.4%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의 비율은 중학교 20%, 고등학교
17.1%로 확인되었다. 2021년 중학교 기준 학교 당 한 명 이상의 정보 담당 교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도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한 곳뿐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은 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늘어나는 선택 과목 개설 수요를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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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 교과(목) 담당 교원 중 표시과목이 정보·컴퓨터인 교원 수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표 11] 중·고등학교 정보 담당 교원의 정보·컴퓨터 자격증 소지 현황
중학교
지역

정보 담당 교원 중
자격증(정보·컴퓨터)
소지 수(c)

중학교

자격증 소지 비율(%)
(c/b)

정보 담당 교원 중
자격증(정보·컴퓨터)
소지 수

자격증 소지 비율(%)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R1

-

-

-

-

-

-

-

-

R2

84

88

100.0

100.0

89

94

100.0

100.0

R3

125

130

100.0

100.0

115

112

100.0

100.0

R4

101

109

92.7

90.8

90

97

93.8

89.8

R5

47

47

100.0

100.0

78

79

100.0

100.0

R6

46

44

100.0

100.0

31

41

100.0

100.0

R7

37

39

97.4

92.9

45

34

97.8

97.1

R8

16

19

100.0

100.0

17

16

94.4

100.0

R9

406

432

100.0

100.0

-

-

-

-

R10

75

33

88.2

100.0

20

33

95.2

73.3

R11

32

40

100.0

100.0

31

32

100.0

100.0

R12

68

69

100.0

100.0

20

20

100.0

100.0

R13

47

45

67.1

72.6

26

29

78.8

70.7

R14

54

60

53.5

60.0

36

30

85.7

75.0

R15

74

79

100.0

100.0

76

88

100.0

100.0

R16

84

89

77.1

78.1

46

49

80.7

83.1

R17

28

29

100.0

100.0

21

22

100.0

100.0

계

1,324

1,388

92.1

95.9

741

776

95.7

93.3

분석 결과, 2021년 17개 시·도교육청 중등 정보 담당 교원의 ‘정보·컴퓨터’ 자격증 소지 비율은
중학교 평균 95.9%, 고등학교 평균 93.3%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R14 지역 중학교 정보
교사의 경우 자격증 소지 비율이 60%로, 202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시도 평균 수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기준 고등학교의 경우 자격증 소지 비율이 가장 낮은
시도의 비율은 70.7%로 중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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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7개 시도교육청 중·고등학교의 정보 과목 편성 시수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12] 중학교 정보 교과 편성 시간 현황
단위
시간
(H)

0

17

2

3

4

5

6

7

8

51

68

R1

332

4

57

0

R2

147

1

21

0

2

56

2

46

3

3

R4

82

7

42

R5

75

2

14

R6

80

8

R7

51

2

7

R8

11

0

13

R9

386

27 211

1

9

10

12 기타

30~
85 102 119 136 153 170 204
66

34

R3

0

1

4

4

총
시간

총
평균
학교 수 시간

15,368

393

39.1

6,749

171

39.5

7,008

124

56.5

4

6,409

135

47.5

0

3,604

91

39.6

3,128

88

35.6

1

2,414

61

39.6

0

1,258

24

52.4

2

30,940

642

48.2

1

6,766

163

41.5

5,117

127

40.3

6,851

186

36.8

0

8,466

211

40.1

1

10,081

249

40.5

10

0

1

1

2

7

R10

1

132

0

26

3

R11

1

102

1

22

1

165

11

10

172

1

26

209

5

25

1

7

233

3

18

2

3

9,775

259

37.7

223

4

31

2

10,098

264

38.3

43

0

1

1

1,632

45

36.3

R12
R13

5

R14

0

1

R15
R16

4

R17
계

12

1

4

2,499 78 570 11

39

1

1

2

7

1

1

6

7

135,664 3,233

4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 간의 기준 최소 수업 시수 34시간이며,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과목의 수업 시간은
0시간부터 204시간 까지 다양하게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평균 수업 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은
56.5시간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의 평균 편성 시간은 35.6시간으로 모든 시도에서 중학교
권장 수업 시간인 34시간 이상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의 정보
과목의 평균 수업 시수는 42.0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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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반고등학교의 정보 관련 과목(정보, 정보과학, 인공지능 기초)의 평균 수업 시간을
분석한 결과다.
[표 13] 고등학교 정보 관련 교과 편성 시간 현황
정보(2020)
시도
구분

정보(2021)

정보과학(2020)

정보과학(2021)

인공지능
기초(2021)

선택
비율

수업
시간

선택
비율

수업
시간

선택
비율

수업
시간

선택
비율

수업
시간

선택
비율

수업
시간

R1

35.2

73.2

39.5

79.9

3.7

97.8

6.1

74.8

-

-

R2

41.8

97.1

-

-

-

-

-

-

-

-

R3

90.5

78.2

90.5

83.0

21.6

47.6

21.6

64.8

2.7

34.0

R4

48.8

78.3

51.6

64.9

4.8

79.3

5.6

68.0

2.4

34.0

R5

37.3

76.2

44.8

64.6

4.5

62.3

6.0

63.8

1.5

51.0

R6

25.8

60.0

27.4

65.0

3.2

42.5

1.6

34.0

-

-

R7

86.2

68.3

50.0

88.5

-

-

-

-

-

-

R8

60.0

75.1

61.9

81.1

5.0

51.0

4.8

51.0

-

-

R9

75.1

68.0

75.0

66.0

12.6

62.0

15.0

61.0

-

-

R10

43.8

72.9

24.4

66.5

3.1

102.0

1.1

68.0

-

-

R11

38.1

64.0

52.4

73.0

9.5

51.0

13.1

66.0

-

-

R12

17.1

-

17.1

-

-

-

-

-

-

-

R13

39.6

68.0

43.6

69.6

4.0

59.5

5.9

45.3

-

-

R14

24.3

73.8

24.3

66.5

2.8

42.5

3.5

30.6

-

-

R15

26.0

88.4

28.1

96.9

2.7

81.6

2.7

81.6

4.9

34.0

R16

35.4

70.0

36.7

65.2

3.4

44.2

2.0

79.3

-

-

R17

53.3

52.1

53.3

52.1

13.3

72.3

16.7

54.4

3.3

51.0

계

45.2

71.6

42.8

70.5

5.7

63.4

6.6

63.1

0.7

36.1

2020년 기준 일반고등학교 정보 과목 평균 편성 시간은 71.6시간이며, 2021년에는 70.5시간
으로 평균 약 1시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과학 과목의 경우 2020년 기준 평균
편성 시간은 63.4시간, 2021년에는 63.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기초는 2021년 기준
평균 36.1시간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과학을 선택한 학교의 비율은 약 6.6%로 낮게
나타났지만, 정보과학을 선택한 경우는 평균 60시간 이상의 시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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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회형평성 제고 방안
본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SW·AI교육 지원에 따른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SW·AI 교육 기회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되었다. 이를 위해, SW·AI교육 기회형평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근거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의 SW·AI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초·
중등 SW·AI 교육 기회형평성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컴퓨터 교사의 확보이다. 시·도교육청의 관내 중학교 전체 수와 정보ㆍ컴퓨터 교원
수를 분석한 결과, 한 학교에 많게는 1.04명에서 적게는 0.20명의 교사가 배치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5) 정보교육의 필수화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당 한 명의 교사가 배치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SW·AI교육의 성패는 교원 확보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정적인 SW·AI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양질의 정보·컴퓨터 교사를 수급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중등학교에서 현실적인 정보교육 시간 확보이다. 미래 시대의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정보교육의 시간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정보 과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학교는 정보 교과가 필수로
지정되었으나 각 시도교육청의 관내 학교들의 약 80%에 해당하는 중학교가 필수로 지정된
시간, 즉 3년 중 34시간만을 실시하고 있었다. 정보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도 4개의 시·도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 관내 분석 범위에
포함된 고등학교6)를 기준으로, 정보를 선택한 학교는 90.5%에서 17.1%로 각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즉, 17.1%인 경우 82.9%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SW·AI관련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데이터 수집 범위에 대한 정립이다. 교육데이터의 활용은 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여
학습분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각 학교급에
대한 교육 데이터는 학생의 교육에 대한 성장을 독려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각 시·도
교육청별로 데이터 수집의 범위가 다를 경우, 다양한 분석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구성, 표준 데이터 수집 프레임 등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출 및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며,
학습자 배경 변인에 따른 SW·AI교육 현황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 있다. 산출 영역의
"수업 충실성", "시·도교육청 정책"과 관련된 지표는 투입 및 운영 영역의 지표를 통해 분석한
시·도교육청 대상의 SW·AI교육 현황을 기반으로 단위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 현황을

5) 해당 수치는 각 시·도교육청의 (전체 정보·컴퓨터 교사 수/전체 중학교 수)에 대한 것임
6) 관내 전체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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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SW·AI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성과 영역의 "SW·AI 영향력",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SW·AI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도를 분석
할 수 있어 향후 SW·AI교육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투입 및 운영 영역의
지표와 함께 산출과 성과 영역의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면 학생의 지역 및 환경 등 SW·AI교육
기회에 따른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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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인 참여 현황 및 국내·외 과학기술문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협력팀 김재혁 선임연구원

작성 배경

◦과
 학기술문화 네트워크는 주요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
◦이
 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
 책 및 제도를 기반으로 추진 방법과 교육 시스템을 검토하고, 각각 핵심 추진과제를 분석

하면 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 도출 기대
◦공
 공과 연구소, 과학관,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소속 인력들이 어떤 역할을 과연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들의 특징과 방향성을 통해 어떤 형태로 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해나가야 하는지 현재 가장 효율적인 대안 제시 가능

1. 국외 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국가별 동향

➊ 미국: 과학의 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일반 대중 대상 과학 이해 프로그램 추진
- 공공의 영역과 민간 모두 과학문화 확산의 중요한 공급자로 활동하며, 과학자와 대중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대안 제시
- 과학기술 대중 참여센터는 과학자와 과학기관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성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과학 이슈에 관한 토론 및 관련
지식을 공유함, 청소년 대상 디지털 기술기반 예술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청
 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과학문화 이슈와 토론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데 정책 및 제도 초점
※ AAAS Communicating Science Workshops은 과학자와 대중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고, 2020년 기준 세계
15,000명 이상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에게 450여 개 이상의 워크숍을 제공

➋ 영국: 정부 주도 하에 유관 연구소 및 단체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사업 재원 일부를 과학문화 확산 활동비로 책정하고 정부 부처, 유관기관,
연구소, 대학, 비영리 단체에서 과학문화 확산 및 대중 참여 프로그램 및 연구자들의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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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연구자 대상 과학 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제도화 추진
-대
 중의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 공공 참여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여 유관기관이
공공에 참여하도록 독려, 유수 대학에 과학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 정부 및 비영리 기관
에서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육성 교육 프로그램 및 과학자 대상 과학문화 소통 교육 시행
※ British Science Association, Media Fellowships,UWE 과학 커뮤니케이션 유닛, 과학 커뮤니케이션 마스터클래스,
FameLab, Sense About Science, Voice of Young Science(VoYS)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런던과학관은 성인 대상
‘LATES(Late Night Experiment)’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

➌ 일본: 정부 주도 사업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 참여의 장 확장
-일
 본의 과학문화소통 정책 및 제도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의거, 과학기술진흥기구(JST)를
통해 추진,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의 6개 주요 추진계획 중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와
의 관계 심화’에는 과학문화 관련 계획 제시, 사회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개발 강조, 대화와 협력, 과학자들과의 소통 강조
- ‘사회를 위한 과학’을 기조로 정부 관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중을 위한 과학 활동
추진체 및 추진사업 운영 권고, 과학의 대중 참여, 학제 연계 프로그램 등 과학소통 프로그램 제공
※ 과학 커뮤니케이션센터(Center for Science Communication, CSC)를 개편하고, ‘과학과 사회 추진부(Department
for Promotion of Science in Society)’ 신설, ‘CHANCE：CHAllenge-driven Convergence Engine’ 운영

➍ 독일: 과학기술 소통 구조 형성을 위한 제도 및 문화 창출 노력
- 독일은 과학기술 전문가의 과학문화활동을 독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한 안정된 과학문화 기반을 구축,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과학자
그룹, 과학저널리스트, 언론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과학문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적극 참여, 독일 기업의 경우 대부분 기업의 홍보 및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넘어 다양한 과학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BMW 유소년 캠퍼스, 바이엘의 바이 랩(Bay lab), 헨켈의 프로젝트 푸투리노 등이 존재
- 독일의 과학기술소통에는 대형 연구기관 주도로 민간과 과학 언론 매체, 과학문화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종 과학문화사업과 활동 및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 및 추진하여 성공
적인 결과 도출, 독일 기업의 과학 프로그램들은 각 주 정부의 유소년연구원 프로젝트 등과
연계되어 진행되기도 함
※ 독일연방 교육연구부의 후원과 독일 내 학술재단 연합, 대학연합, 장학재단 등이 참여해 과학 대중화의 허브 ‘대화하는
과학(Wissenschaft im Dialog, WID)’ 조직, WID는 2000년 5월 독일연방 교육연구부와 민간기구인 독일기업재단이
후원하고, 독일 과학자단체 연합이 주도하여 설립된 과학 대중화를 위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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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해외 사례 시사점 도출 (과학기술인 과학소통 현황진단 및 참여 확대 방안 연구, 2021)
정책 및 제도

추진 방법

•과학기술정책실 주도로
미국과학재단(NSF)과
미국과학진흥협회(ASSS)가
프로그램 개발
미국
•NSF는 연구 및 교육, 국가
정책 및 제도 추진, AAAS는
과학 대중화 활동

•과학기술혁신부(BIS)와
영국학술연합협의회
영국
주도 하에 영국과학협회,
왕립학회 등의 단체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 시스템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학 대중화 활동
•다양한 커뮤니티, 전문가
그룹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과학자와 과학기관의
대중소통 교육 제공
•과학과 대중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성인대상 과학프로그램
운영

•대학의 공공참여 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실행
•과학 대중화(소통)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대학에 과학문화 관련
교육 과정 운영
•정부주도의
과학커뮤니케이터 육성
프로그램 운영
•성인 대상의 과학체험
기회 다수 제공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의거,
과학기술진흥기구를 운영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일본
추진계획 중 과학문화와
관련된 계획 제시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대중화 활동 권고

•과학 활성화를 위한 ‘과학과
사회 추진부’
•‘과학과 사회 추진부’에서는
대중 과학참여 및 소통을
위한 활동 추진

•과학소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
커뮤니케이터 육성
•대학에서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과학문화활동 독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독일
안정된 과학문화 기반 구축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과학문화활동 운영

•과학대중화를 위한 기구
‘대화하는 과학(WiD)’ 조직
및 운영
•WID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학문화 확산 추진

•독일 기업의 대부분은
과학문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박물관 및 연구소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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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사업 현황
SWOT 분석

[표] 전문가 FGI를 통한 확대 방안 분석 (과학기술인 과학소통 현황진단 및 참여 확대 방안 연구, 2021)
S 강점 (Strength)
•세계적인 연구업적 및 성과
•과학기술확산에 대한 높은
의지
•과학소통활동 우수사례 多
•과학문화 전담인력 배치
•과학기술인 전문 학회
•신진 과학기술인 관심 증가

내부역량

외부환경

O 기회 (Opportunity)

SO 역량확대

•과학기술의 중요성 강조
•과학적 소양 필요성 제기
•국민적 관심 증가 추세
•과학기술소통 활동 확산
•과학소통인력/산업 의지
•학회/커뮤니티 자발성

•과학소통활동 비전 공유
•과학소통활동 인식확산
•과학소통활동 얼라이언스
•과학소통활동 엠버서드
•학회/커뮤니티 지원 체계
•신진과학자 중심의 콘텐츠

T 위협 (Threat)

ST 선택집중

•언론미디어의 노출의 책임
•스타과학자의 중심의 활동
•과학소통 연계 시스템 부재
•과학소통 동기 유인책 부재
•집합형 프로그램 축소
•전문성이 결여된 과학소통

과학기술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제언

•과학소통 역량 교육체계
•과학소통활동 전담부서
•과학소통활동 평가/포상
•학회 시 과학소통섹션 운영
•국민 체감형 소통 콘텐츠
•과학소통활동 유형 다양화

W 약점 (Weakness)
•과기인의 참여 비중 작음
•과학소통활동 제약 요소
•과기인 소통역량 미흡
•공공주도의 소통 활동 집중
•활동의 지속성과 축적 미흡
•정보 및 지원 시스템 부재
WO 기회포착
•과학소통활동 규제개선
•과학소통활동 의무제
•과학소통활동 평가제
•민간 전문가 협업체계
•과학소통활동 연계 플랫폼
•과학소통활동 확산 채널
WT 약점보완
•과학소통활동 가이드 공유
•과학소통활동 툴킷 공유
•과학소통 채널 확장
•팩트체크 및 검증 체계
•협업 생태계 환경 지원
•대국민 과학문화 성과

➊ 협력 과제 발굴
◦민
 간 기업 – 정부출연 연구소

- 과학기술 발전과 대중의 인식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과학 문해력’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소통은 필수적
- 과학소통 수행은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공공은 전문인력 발굴 채널을 확보, 정부
연구기관은 홍보를 넘어 기관 소속 전문가 지속 발굴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과학문화 전문
인력이 새롭게 등장한 만큼, 세분화된 교육을 통해 주체별 역할에 맞는 전문성을 길러 지속적
으로 양성해나가야 함
- 연구 자체를 해석해서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전문 직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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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과 과학기술의 간극을 메우는 과학문화 소통 전문가 등장에 민간 전문가와 출
연연 과학기술인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과학문화 유관 집단의 소통
활동 협력이 필요함
→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는 대상에 따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문화 전
문인력 양성과정이추진될 때에도 교육생에 따라 세분화된 진행이 필수적임

◦과
 학관 - 정부출연연구소

-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기 위해 서로 간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분담이 중요
-주
 요 분야별 개별 주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고, 대외 활동의 의미,
활동 주체 간 관계, 발전에 필요한 요소 등에 대한 기관별 상반된 관점과 구체적인 성과
확산의 목적 차이 제시할 필요가 있음
-특
 히,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연결고리 역할을 강화하여 장기적 협력 추진

→ 과학관과 정부출연연구소는 각자 목표에 따른 협력 방안을 구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집합인 과학문화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 해야 함. 과학문화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역할 분담 필요
→현
 재 139개의 공공 과학관이 있으며 유튜브가 더 좋은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하고
있어, 1세기 건물로써 존재의 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임. 도서관처럼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실험실로 활용하는 방안(한 층을 실험실로 변경하여 대중이
직접 그곳에서 과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 등에 대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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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관점 전환 및 새로운 방향 모색
◦S
 F콘텐츠를 통한 과학문화 발전

-과
 학문화의 한 형태로서 SF콘텐츠를 상정하여 다양한 가능성 발굴 및 필요성 제시
-스
 타트랙과 NASA의 협력 등 과학기술 주요 이슈와 SF콘텐츠 연계를 통한 문화적 영향력
확대 가능
- 과학문화 역시 문화처럼 빠르게 변화하므로, 현상을 만들고 주도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큐레이션이 필요해질 것

→ SF콘텐츠 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협업 시도가 선행되어야 함. 국내·외 관련
성공 사례를 활용한 세부 콘텐츠 기획의 지원이 필요하며, 생태계 조성 후에는
자정 작용을 통해 유사 문제 스스로 해결 가능
* 클라리온 주립대학(Clarion University)은 ‘전문 SF 작가 워크숍’을 통해 우수 성과와 구조적 발전 방향 논의
하며, 한국에서 시도된 모델들을 사례로 발전 가능성 모색하기도 하였음

◦연
 구자의 관점에서의 접근

- 출연연 연구자의 과학소통훈련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필요
- 연구소 홍보부서는 연구 성과 및 연구원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분야를 알리고 대중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에 소통활동의 초점이 있음. 이러한 출연연 내부의
소통활동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

→ 정부출연연구소 내 새로운 움직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인의 과학
문화 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출연연 연구자가 과학문화 확산을 본업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과학
소통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가 의미있고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음
※ 과학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필요, 홍보는 광고(advertisement)가 아니라 공공봉사
(public outreach)로 가야함, 목적에 대한 연구자 입장은 본인의 연구가 재미있고 하고 싶다는 걸 알리는
것에 존재

→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필수 교육 중 과학문화 교육의 비중은 매우 부족하므로,
연구소 혹은 학회 차원에서의 교육 제공 검토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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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별 전문성 기반의 대중 소통 가능성

-통
 계학자 등 사회문제 연구는 대중 소통에 굉장히 유

※ 우리나라 성씨 분포에 대한

리한 점이 있음. 일례로 많은 통계 물리학자들이 전통

연구, 독특한 성씨 문법 만들어내는

적인 통계 물리학의 방법으로 입자를 사람으로 바꾸

미시적인 방정식을 찾는 연구, 커피숍

고 물리계를 사회로 바꾸어서 설명*
* 사회 물리학은 통계 물리학을 기반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며, 경제

초등학교, 보건소 분포를 통해
물리학을 적용해서 사회 현상을
분석 등 다양한 사례 존재

물리학 역시 통계 물리학을 기반으로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표현

- 생명공학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의 역사를 통해
학문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함. 생명공학은 유전자 분석과 공학,

※ 최근 레드 바이오(의료), 화이트
바이오(친환경), 그린 바이오(먹거리)
등 중심으로 플랫폼 바이오가 대두

의료정보와 빅데이터, 바이오 기술과 에너지 소재,
뇌 과학과 기계공학, 바이오 기술과 공학 등이 융합된
분야라 할 수 있음.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특징을 활용하면 좋은 과학 소통의 기반이 됨

→오
 랫동안 전문성을 갖고 연구 해온 과학자가 융합기술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지속
적인 대중과의 소통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학계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으니 학계에서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
→ 학계에서 과학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중심에 서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결과, 과학문화
활동은 일반적으로 연구자에게 매우 보람이 있고 배우는 게 많아 더 많은 연구자들이
대중 소통에 동참한다면 연구계와 대중 모두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➌ 저술기반 활동 확대
◦과
 학 대중서 저술 역량 강화

- 과학자의 대중 소통 과정을 보면, 심리학자 퀴블러 로스의 5단계 모델*처럼 5단계 모델,
놀람, 열정, 분노, 좌절(자책감), 포기가 존재한다고 보여짐. 저술을 통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대중 이해에 대한 전략 필요하며, 과학자에게 친숙한 전문성 바탕의 글쓰기를
활용하면 저술 활동에 유리

* 쿼블러 로스(Elisabeth Kübler-Ross)는 임종을 맞이하는 말기환자를 연구하며, 죽음에 이르는 정신상태를 5단계로 구분

※현
 재 저술가, 스토리텔러, 만화가, 융합강연자, 크리에이터, 공연가 등 과학문화 전문인력을 구분하여 양성하는 플랫폼 운영
중, 그 중에서 저술가가 중요한 이유는, 텍스트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표현 수단이며, 가장 접근성이 높은
커뮤니케이션 수단, 칼 세이건, 리처드 도킨스, 레이첼 카슨, 정재승, 이정모, 김상욱 등 다양한 과학자가 저술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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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과학자는 골방 속 천재를 벗어나 자본주의 사업가의 자질도 요구됨. 과학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로 글을 쓸 수 있도록 교육 필요
→ 이에 과학자는 중개자, 시민, 의사 결정자들과 함께 소통해야 함, 과학자, 시민,
사회가 주체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과학의 형성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과 사회의 결합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는 미래 과학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에도 부합

[표] 과학소통활동의 유형과 핵심역량 (과학기술인 과학소통 현황진단 및 참여 확대 방안 연구, 2021)
활동유형

필요역량

핵심역량

강연

커뮤니케이션 / PT능력 / 글쓰기

커뮤니케이션/PT

방송미디어

커뮤니케이션 / PT능력 /기획력

글쓰기

전시공연

커뮤니케이션 / 글쓰기 /기획력

미디어 활용역량

콘텐츠 창작활동

커뮤니케이션 / 글쓰기 /기획력

커뮤니케이션/PT

출판저술활동

커뮤니케이션 /글쓰기 /기획력

콘텐츠 기획력

시민소통활동

커뮤니케이션 /글쓰기 /기획력

기타

◦과
 학 대중서 장르의 확대

- 과학정보 서적 외에도, ‘주니어 과학자로서 살아가는 삶’ 등의 과학자의 실제 이야기에도
많은 대중들이 공감함. 성공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을 다루는 것을
통해 모든 연구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과학문화이며, 나아가 연구 예산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쓰이고 있는지 알릴 수 있을 때 대중의 이해와 지지 획득 가능
- 저술은 연구 성과 홍보 및 연구 프로젝트의 아카이빙에도 유리함. 과학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축적된 지식이며, 과거에 과학적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건 기록이 있기 때문

→ 새로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과정의 기록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도되는 분위기와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 기회 필요
→ 연구자 에세이 저술 등 새로운 과학문화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과학적 지식에서 대중의 위치를 확인하고, 쉽고 다양한 난이도 및 장르의
과학 대중서를 저술할 수 있음

◦콘
 텐츠 제작 및 자문 참여

- 예능 및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과학문화 활동은 향후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며, 과학탐방
여가문화 확산과 콘텐츠 소재로서 과학에 대한 주목을 기회로 K-과학 콘텐츠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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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위한 커뮤니케이터 발굴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화성탐사 연구기지(MDRS)에서 태양관측, 식물재배, 주거모듈, 선외활동을 하며 콘텐츠 개발, NASA 우주생물학자를
만나고, 그들과 호주 사막으로 가서 숨 쉬는 바위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발견했을 때의 감동이 과학 소통

- 대중문화 콘텐츠를 위한 학술 자문은 과학기술의 개념이나 간단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문에 참여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
이 많지만, 자신의 연구 분야, 상식적인 측면에서 대중에게 관련된 과학기술 내용이 정확
하게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넷플릭스로 개봉한 영화 승리호 등의 사례를 보면, 학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영상에
반영이 되지만, 현재 참여 노력을 기울이는 연구자가 적고,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

→ 미디어 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 문화 콘텐츠로써 과학의 가치를 통해 과학문화
콘텐츠의 가능성은 확인 되었으나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 필요
→ 과학기술문화의 관점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는 건
과학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며, 이를 위해 영화 제작진과 과학자 모두 협업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과
 학콘텐츠 확산을 위한 공공의 역할

- 한국의 과학기술인용색인(SCI) 논문 수 순위는 크게 상승했고, 국가연구개발 예산도 3년
연속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규모로 책정됨. 현재 GDP 대비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규모는 세계 1위, 전체 R&D 투자 세계 2위에 오름
- 그러나 학생들의 과학·수학 경쟁력과 흥미도 저하 현상이 진로 선택 시에도 이어져, 청소년의
장래희망에서 과학자의 순위도 계속 하락하는 등 과학자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낮아짐.
이는 과학 및 수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 초래
- 이에, 과학 저술, 강연, 방송, 과학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과학 소통가’라는 진로가 새롭게
제시될 수 있음.공공분야에서도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활동들을 노출시키는 등 새로운
시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수많은 연구 인력들도 모험을 강행

→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에 비해 시민의 과학문화 영역은 답보 상태, 향후 공공의 핵심
기관인 과학창의재단, 과학관 등은 관료, 정치인, 기업, 시민을 과학자와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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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결론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민간과 재단이 협력하여 출연연 대상
과학문화 소통 교육을 기획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출연연 소속
과학기술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성공
사례 기반, 과학기술인의 참여 독려 및 인플루언서 활용으로 양질의 콘텐츠 기획 및 제공, 자정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타
 분야와의 융합과 협업 네트워크의 활성화

- 과학은 타 분야와 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공공의 영역 및 학계에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유관기관들이 협력하기 위해 서로 간 이해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및 소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분화된 역할을 분담하여 정립한다면 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가 장기적으로 구축
될 가능성이 있다.
- 과학계와 문화계의 구성원 모두가 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인식을 전환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
 치-기업-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자들

- 과학자는 관료, 정치인, 기업, 시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 커뮤니
케이터가 그 역할을 전담하는 형태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이미 소질을 보유한 과학자는 사업가 자질을 보유하고, 저술을 통해 전문성을 이야기로 연결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향후 과학문화의 공급자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 과학기술 문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학문화 활동에 대한 출연연 연구자들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기관 별로 재능과 노하우가 쌓여가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는 일도 시급하다.
- 향후 출연연 연구자들이 대중 소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더 많은 혜택과 보상이 과학계에
돌아올 것으로 예측하며, 과학문화 산업화의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변
 화하는 미디어 산업과 과학문화 콘텐츠

- 미디어 산업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화 콘텐츠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과학
문화, 수요 대비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논문 출판에 대한 업적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으나 수만 명이 읽은 과학도서에 대한 평가는
대학이던 연구소가 전혀 평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과학문화 활동의 노력이 계속
모여야 과학자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고,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자발적 조직을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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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연구자의 저술 활동을 기반으로, 기존의 성공적인 우수 성과뿐만 아니라 실패와 그 과정의
기록을 위한 신규 과학문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양질의 콘텐츠가 꾸준히 올라오는 상황에서, 반드시
과학이라는 콘텐츠가 과학 카테고리 안에만 존재해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고,
오히려 과학 콘텐츠가 어떤 플랫폼에서도 분리해 놓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장르와
어울리는 방식도 필요하다.
◦연
 구자의 저술 활동을 기반으로, 기존의 성공적인 우수 성과뿐만 아니라 실패와 그 과정의

기록을 위한 신규과학문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몇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분석과 인식 전환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을 구축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존재

●

추진 과정에서 유관기관들은 서로 간 이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이때 세분화된 역할을 분담해서 정립한다면 장기적인 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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