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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속 과학소통,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 SNS
# 소셜플랫폼

원문기사

https://www.
wissenschaftskommunikation.de/
wissenschaftskommunikationauf-tiktok-und-instagram-58737/

작성자
미래전략팀 김재혁 연구원

●소
 셜

미디어 플랫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 현재 다양한 연령대 인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학습용 영상 콘텐츠를 찾고 있으며, 과학 커뮤니케이션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
●가
 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YouTube, 틱톡 TikTok, 인스타그램 Instagram등

이 꼽힘. 이들 플랫폼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단점이 동시
에 공존하고 있음.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호흡은 과학 대중서의 출판 주기와 비
교해 훨씬 짧고 역동적이기에, 신뢰도 높은 연구 내용이 포함되기 어려움
●일
 부

연구 주제 및 학술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되기에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려운 공식이나 텍스트 대신 창의적이고 인상적인 이미지로 콘텐츠를 구성
하는 것이 가능.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항상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유사과학
적인 접근이나 명확하지 않은 가치 판단의 영역을 과학 주제와 연결하는 경우도 존재. 경계할
필요가 있음
●현
 재

많은 이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효과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 그런데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탓에 전략이 완성될 무렵에 플랫폼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존재함. 그럼에도 우리에겐 소셜 미디어 시대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시각적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해 최신 연구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는 한편, 각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연구 주제를 전략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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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세상의 중심에 서다…
AAAS 2021년 연례보고서 발간

# AAAS
# 과학기술중심시대

원문기사

https://www.aaas.org/
news/aaas-annual-reportshowcases-2021-impactsintersection-science-andsociety

● 미국 과학진흥협회(이하 AAAS)의 2021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며, “2021년은 전 세계가 보건

작성자

문제에 맞서며 과학기술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해였다.”고 평함(AAAS 이사회 의장)

미래전략팀 박성균 책임연구원

- AAAS는 작년 한 해 동안 정확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제안함. STEMM* 분야에서 다양성 및 공정함을 증진하기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관련 활동**을 진행. 환경 분야 지속가능성도 작년 AAAS의 주요 이슈
* STEM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and Medicine
** AAAS SEA Change program
●연
 례보고서 주요 내용

- AAAS의 SciLine(과학뉴스의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은 46개 주에서 650명이 넘는
기자와 과학자를 연결함. 과학자들은 코로나19 담당 기자들로부터 300개 이상의 질문에 응함
- AAAS Science & Technology & Policy 회원들은 전염병 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함. 이들은
미 재외공관이 백신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국방물자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을
바탕으로 미 정부가 코로나 19 검사기를 제조하도록 촉구
- EPI센터(공공 문제 과학적 증거 센터, Center for Scientific Evidence in Public Issues)는 워크숍을 통해
‘PFAS’라는 합성화학물이 수백만 명이 마시는 물에서 검출된 사실’을 확인, 48개주 638명
이상 참석자에게 전달
- IF/THENⓇ 앰배서더들은 90개 공공참여 프로젝트를 완료.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의 앰배서더*들 중 120명이 3D 프린트로 렌더링되어 전시되기도 함. 이는 실제 여성을
다룬 조각 전시 중 가장 큰 규모라는 점에서 의의
* STEM 분야 중학교 여학생들의 롤모델로 활동 중

- AAAS는 과학 기업에 DEI*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 이를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AAAS Science & Technology & Policy 신규 회원의 67%가 여성이며, 28%는
소수인종 및 소수민족그룹 연구원으로 구성됨
* DEI :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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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축제
# 과학기술체험

유럽 최대 청소년 과학축제…
독일 아이디어 엑스포 성료
● 아이디어

엑스포 IdeenExpo 는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주도형 과학기술행사로 2007년부터 2년

마다 개최. 아이디어 엑스포의 핵심은 다양한 주제 체험활동으로, 주로 7~13세 학생들이
대상. 긍정적 과학기술 체험을 통한 과학기술 입문의 장벽을 낮추고, 미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하는 것이 주된 행사의 목적
- 후원: 독일연방교육연구부, 니더작센주, 독일 및 다국적 기업, 대학 및 기타 기관 등
- 독특한 콘셉트와 콘텐츠를 바탕으로 매 회 방문객*, 전시회, 워크샵, 이벤트 수 증가.

원문기사

https://ideenexpo.de/

현재 유럽 최대 청소년 과학기술 행사로 자리 잡음
* 2019년의 경우 독일과 유럽에서 관람객 약 39만5천 명이 방문

작성자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 2022년

행사는 7월 2일부터 10일까지 ‘Mach doch einfach!(just do it!)’이라는 모토로 독일

하노버에서 진행
- ( 체험활동과 워크샵) 무려 720여 부스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과학기술 심화 실험을 할 수
있는 750개가 넘는 워크샵과 강연이 운영됨, 이를 통해 참가자와 전문가가 능동적으로 소통
- ( 진로정보 제공) 다양한 연구기관, 협회, 기업 등이 참여해 청소년, 교사, 부모에게 과학기술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 검색 가능
-( 과학 이벤트) 과학 쇼, 실험 강의, 운동, 밴드나 연주자들의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운영
*2
 022년에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다수 참가해 대중의 관심도 제고

- ( 도심형 행사) 엑스포 개최 전 3개월간 독일 전역 180여 개 장소에서 아이디어 엑스포
로드쇼를 개최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로드쇼에선 로봇, 공기역학, 레이저 미로,
에너지 바이크라는 주제로 학교, 광장 등 일반대중에게 찾아가는 과학 체험을 제공

[인도]

분류

국가별정책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06.24.

키워드

# AI교육
# 로봇공학교육

학교에서 AI·로봇공학 배운다…
교육과정 설계하는 인도
● 인도는

8학년부터 AI 교육을 추진하는 등 각 학년에 적합한 학습 자료를 구축해 어린 학생들부터
교육시키기 시작함. 인도학교인증시험위원회(CISCE)는 ISCE(9, 10학년), ISC(11, 12학년) 과정에도
AI 및 머신러닝(ML), 로봇공학 과정을 설계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
● 오키드

원문기사

https://analyticsindiamag.
com/indian-schools-addrobotics-to-the-curriculum/

학교 커리큘럼에 인공지능(AI), 로봇공학 과정을 추가하고 있음. 일부 학교에선 이미

국제 학교 Orchids International School, 이하 Orchids는 가장 성공적인 관련 교육 사례로 꼽힘.

올해 1월, 이 학교의 로봇공학 과정은 전자정보기술부(MEITY)가 주최한 ‘2022 교육 혁신
어워드’에서 ‘최고의 로봇공학(학습, 교육용) 솔루션’을 수상했으며, 이는 다른 CBSE* 학교의
벤치마킹 대상

작성자
미래전략팀 여예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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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E(Central Board of Secondary Education): 인도 중앙중등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보편
적인 교육과정
● (코스 구조) 컴퓨터과학에서 로봇공학까지의 수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됨.

1~10학년까지 학생 교육과정을 4분기로 나눈 후, 1~2분기(6월~10월)는 컴퓨터과학, 3~4분기
(10월~3월)는 로봇공학을 위주로 교육
● (실험실

키트) 보통의 로봇 연구실에는 학생들이 단순 방문만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Orchids는 학생들에게 개별 키트를 제작·제공함. 키트는 연령에 따라 10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학교 및 집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형 실험실의 역할
● (학습기술) 블록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크래치 Scratch에서 시작하여, 5학년 때부터는 Java,

Javascript와 같은 컴퓨터 언어를 배우며 코딩의 기초를 습득
● Orchids의

로봇공학&코딩 학과장은 “무엇보다 로봇공학과 컴퓨터과학을 모두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찾는 것이 어려웠"으나, “학교에 일찍 AI(인공지능) 교과를 포함하는 것이 STEM
분야에서 남녀 격차를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기적 해결책“이라 언급함

[미국]

K-12 교육자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허브 공개
● 뉴저지주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기후변화 교육허브*를 공개

분류

국가별정책

주제

창의융합교육

: 뉴저지주는 지난 2020년 6월, ‘2020 뉴저지 학생 학습 표준’을 채택하며 미국 최초로 교육

발행일

2022.06.22

전반에 기후변화과정을 도입한 주가 됨. 기후변화 교육허브는 해당 학습 표준을 기반으로 주

키워드

# 기후변화교육

내 모든 공립학교 교사에게 수업과 기후변화를 융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

# 학습표준마련

* New Jersey Climate Change Education Hub : https://njclimateeducation.org/

원문기사

https://www.njsba.org/newspublications/school-board-notes/
june-22-2022-vol-xlv-no-44/
climate-change-educationportal-to-support-k-12educators/
작성자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 기후변화 교육허브는 수업자료, 수업계획 예시, 교사 역량강화 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됨

- (수업자료) 학년별, 분야별 다양한 리소스를 영상, 게임, 실험 등의 다양한 분류로 나눠 제공.
각각의 리소스는 미국, 유럽 등의 전문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데이터 및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
- (수업계획 예시) 교사들이 만든 교안을 학년별, 주제별로 공유. 각 교안은 ‘질문 inquire -탐색
investigate-적용 inspire’

세 단계로 구성. 과학·수학과 함께 영어, 미술, 외국어, 직업교육 분야 과

목도 포함
* 2학년 스페인어 교안의 예 : 칠레에 사는 어린이들의 생활을 통해 기후와 에너지, 동물에 관한 연관성을
찾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움(70분). 관련 시청각 자료, 게임 자료 및 교사 가이
드 자료도 제공

- (교사 역량강화 기회 제공) 교사 전문성에 기후변화 요소를 더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강좌
및 자료 제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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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분류

통계자료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07.04

키워드

“원격교육, 어려움 크지만 장점도 많아”…
2022년 학교/대학 설문 결과

# 영국교육지표
# 원격교육효과
#기후변화교육

원문기사

https://www.gov.uk/
government/publications/
school-and-college-panelomnibus-surveys-for-2021to-2022
작성자
미래전략팀 박성균 책임연구원

● 영국 교육부는 2022년 School and College Panel* 결과를 발표

*영
 국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및 대학 관리자, 강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하는 지표. 이를 통해 교육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뿌리내리는지 파악할 수 있다.
● (원격교육) 교육자 약 14%는 2022년 원격교육을 진행한 바 있음. 교육 단계별로 보면, 대학 36%,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 23%, 초등학교 Primary School 6%로 각각 조사됨
- 가장 큰 문제점은 ‘원격교육 학습자’와 ‘교실 학생’ 간 수업 참여도 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
교육자 80%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
- “원격교육수업 계획 수립이 어렵다(56%)”,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49%)”는 문제점도 도출
- 장점으로는 초중등 교사 64%, 대학 강사 86%가 “학습자들이 원격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을 따라
갈 수 있다”고 대답. “원격 수업 경험이 실제 학교 복귀에 도움이 됐다(35%)”, “결석학생의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32%)”, 학생 복지 향상(32%) 등
- “원격교육 효과적이다” 초중등 교사 60%, 대학 강사 59%
“원격교육 효과적이지 않다” 초중등 교사 37%, 대학 강사 38%
● (기후변화) 초중등 교사 41%, 대학 강사 33%는 “개인적으로 기후변화를 포함한 교육내용을 가르

쳤다”고 응답
- 올해 기후변화를 가르친 초중등 교사 대부분(92%)은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음.
반면 그렇지 않은 교사 상당수(68%)는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확신이 없음
- 올해 기후변화를 가르친 대학 강사 대부분(26명 중 24명)도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확신을 가짐.
그렇지 않은 강사 역시 상당수(76%)는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확신이 없음
- 초중등 교사 7%, 대학 강사 8%만이 기후변화 관련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9

동향리포트 | 단신

[기타]

분류

유관기관동향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06.02

키워드

# PISA
# PBTS
#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이젠 학교 단위로…
PBTS 10주년
● OECD가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는 지금껏

20년 넘게 80개국 이상 학교 시스템의 품질, 공정성, 효율성을 평가해 왔음. PISA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국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
●올
 해로

10주년을 맞이한 PBTS PISA-based Test for Schools 는 학교 단위에서 진행하는 PISA 디지털

평가임. 이는 15세 학생들의 읽기·수학·과학 지식과 역량, 학습환경, 학습태도, 사회적·감정적
기술을 측정하며, 교육자들은 이를 통해 국제적·전문적 동료 학습에 참여할 수 있음. 2021년
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학생들의 원격학습 경험을 묻는 PISA Global Crises Module*을

원문기사

https://oecdedutoday.com/
pisa-for-schools-turns-10/
작성자
미래전략팀 민영경 선임연구원

포함.
* The PISA Global Crises Questionnaire Module: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학습경험을 파악하는 도구
* 참고 : https://www.oecd.org/publications/a-tool-to-capture-learning-experiences-during-covid-199988df4e-en.htm
●P
 BTS를

시행한 학교는 측정결과 보고서와 관련 데이터, 데이터 활용가이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혁신을 실행할 수 있음. 지금까지 브라질, 태국, 포르투갈, 미국 등 세계 각국
학교들이 PBTS를 활용함
●한
 편

PBTS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글로벌 동료학습공동체 Global peer-learning community for schools를

조성해 교류하는 것도 가능. 이는 각 학교들이 진행하는 혁신 진행 과정 및 그 결과로부터 관련
전략·정책·실행과제들을 배우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음

[기타]

스미소니언의 K-12 과학교육 연수,
STEM 교육이 직면한 3가지 주제 논의

분류

유관기관동향

● 스미소니언 과학교육센터는 유·초·중·고 과학교육 연수를 진행(7월 25일~27일). 연수는 교육

주제

창의융합교육

자, 학교행정가, 교육연구자, 관련 내용 전문가, 학부모, 지역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함. 이들은

발행일

2022.07.26

키워드

# STEM교육

STEM교육이 직면한 3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스미소니언의 과학교육 기획 프로
세스에 참여해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

# 과학교육연수

(STEM교육이 직면한 3가지 주제) ①유·초·중·고 STEM교육 혁신, ②STEM교육 내 다양성·
원문기사

https://ssec.si.edu/2022_API

형평성·접근성·포용성에 대한 학생 및 교육자의 니즈 충족 방법, ③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STEM교육이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방법

작성자
미래전략팀 민영경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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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주목할 세션은 26일 진행된 ‘STEAM에서 스미소니언의 A 정의 탐색’으로, 여기서 ‘A’는

Access를 의미함.
해당 세션은 스미소니언의 자산인 역사, 예술, 문화 관련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STEM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 소개
※ 전체 일정 요약
- 25일: 전체 일정을 소개하는 오프닝 세션, 데이터 형평성(교육 커뮤니티에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사용법)과 의사결정, ‘학생 경험’과 ‘미래 구축’을 연결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 글로벌 이슈에 대한 포용력 있고 정의로운 청소년 행동 등
- 26일: 다양성을 해치는 잠재적 장애물 이해하기, STEM분야 여성들의 체험담 공유 등
- 27일: 이틀 간 연수를 토대로 참가자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과학교육 기획하기, 기후위기
학습에서 STEM교육의 역할 고찰하기, 클로징 세션 등
● 기업의

교육기부 형식으로 재원이 마련된 무료 연수로서, 연수 참가자들은 참여 시간에 비례

하여 최고 15시간까지 연수 이수실적 취득 가능 

[중국]

분류

유관기관동향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06.24.

키워드

청소년·여성에게 과학을…
중국, ‘엄마와 나는 과학을 배운다’ 개시
● 중국은

지난 6월 23일 <엄마와 나는 과학을 배운다(我和妈妈学科学)> 활동을 위한 공식

회의를 개최
- ‘엄마와 나는 과학을 배운다’ 활동은 현재 중국정부가 진행 중인 <국가과학기술혁신 5개년

# 과학문화확산

계획(2021-2035)>의 연장선에 있으며, 중국과학기술협회의 과학기술부, 전중국여성연맹

# 과학인재양성

선전부 등의 기관 주최로 추진됨. 출범식에는 국립도서관 부연구관, 광저우 국립 슈퍼컴퓨팅

원문기사

https://www.cast.org.cn/
art/2022/6/24/art_373_190132.
html
https://www.163.com/dy/
article/HAJ085NJ05149JUI.html

센터 이사 등 9명의 여성 활동 대변인이 발표됨
● 본 활동을 통해 중국은 ①과학을 사랑하는 청소년·여성의 혁신 독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고, ②청소년·여성의 과학 소양을 향상, ③우수한 여성 과학 기술 인재와 농촌 여성 지도자의
모범적인 롤모델을 발굴, ④과학기술을 통한 빈곤퇴치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이번

행사에는 ‘#과학으로_고향_보기(#科学看家乡)’를 주제로, 틱톡 등 숏폼 콘텐츠를 통해

작성자

고향의 유명 과학인, 시설, 특산물, 자연 풍광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이 진행, 청소년과 여성의

미래전략팀 한준우 사무행정원

과학소양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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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
Citizen Science
전문가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대중 모두가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학

슈퍼유저
Super User
과학에 관심이 많고
높은 과학적 소양을 지닌 시민.
높은 적극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성과에 기여.

동향리포트 / 브리프
#과학소통
#대중참여
#시민과학자
#시민과학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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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유저가 주도하는 시민과학? 다양한 대중 참여 유도해야

슈퍼유저가 주도하는 시민과학?
다양한 대중 참여 유도해야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이어진 연구원

분야

전문가 동향

(Radio Galaxy Zoo)에는 지금껏 12,000명이 넘는 시민과학자들이 참여해 229만 개가

주제

과학문화

넘는 하늘(radio sky) 이미지를 분류했다. 이는 천문학자 1인이 122년 동안 풀타임으로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가 진행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 라디오갤럭시동물원

일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원문기사
https://cosmosmagazine.com/
nature/the-current-state-of-citizenscience%EF%BF%BC/

주요 동향

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 BioScience는 최근 시민과학 참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3,894명 중 77%가 여러 시민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이중 일명 ‘슈퍼유저’들이
있음이 발견됐다. 시민과학이 주로 ‘과학에 관심 많은 소수의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들 슈퍼유저들은 높은 학위를 지녔을 가능성이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 5배 높았고, STEM
분야 종사 비율도 6~7배에 이르렀다. 연구 공동저자인 캐런 쿠퍼Caren Cooper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는 “시민과학이 다양한 분야 대중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시민 과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더 많은 시민 공동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학교 기반 프로그램’ 활용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의 ‘곤충탐험가’ 프로그램은 50개 지역 학교에서의 곤충 채집으로 진행된다. 곤충학자들은
채집된 곤충들을 감별하고 DNA 바코드 판독을 한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심지어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 그 학명을 짓는데 참여하기도 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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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과학아카데미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
이어티가 같이 운영하는 iNaturalist 앱이 대표적이다. 작년 한 해 iNaturalist를 통해 접수된 관찰
은 무려 2천 9백만 건에 이르렀다. 과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3천 9백만 건이 넘는 유의미한 과
학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시민과학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작업의 복잡성’과 참여자들의 ‘훈련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과학
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잘 계획된 시민과학은 연구자들에게 비용 대비 시간과 자원을 아낄
수 있는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현황 분석

시민과학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학활동’ 혹은 연구자의 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하는 과학활동’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전자는 비연구자가 학습, 체험의 목적으로 과학활동을 하는 것이다. 전국 남녀노소 모두를 대
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이 대표적인 사례다.
후자는 특정 연구 데이터 수집 과정 등에 비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많은 시행착오 혹은 시간 투자가 필요한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시민과학이 실제 많은 성과를 내며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단백질 개발
게임을 통해 새로운 인공단백질 56개를 발굴한 ‘폴드잇 fold it’이 대표적이다.

시사점

시민과학의 성과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이나
적용 사례들이 많지 않다. 그나마 ‘과학교육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많이 늘었으나 ‘연구 기여
시민과학 프로그램’, 즉 성인 참여가 중요한 시민과학 사례는 크게 늘지 못했다. ‘일상 속 평
범한 관심이자 취미로서의 과학’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최근 원데이클래스 등 각종 체험 활동들이 성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넓히는데 기꺼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문
화 역시 ‘성인들의 취미 활동’ 중 하나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물론 시민과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나 신뢰도 중요하다. 시민과학은 과학문화 성장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시민과학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해 연구자 및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정책 기획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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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질문이 연구 주제로? 시민 주도 과학소통 프로젝트 <아이디어 런>

내 질문이 연구 주제로?
시민 주도 과학소통 프로젝트 <아이디어 런>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이어진 연구원

분야

전문가 동향

하는 대규모 과학소통 프로젝트다.

주제

과학문화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모인 시민들의 질문만 무려 1만 4천여 개다.

독일에서 진행 중인 ‘아이디어 런(IdeenLauf)’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연구 주제로 활용

원문기사
https://www.bmbf.de/bmbf/shareddocs/
pressemitteilungen/de/2022/06/170622Ideenlauf.html

주요 동향

아이디어 런 IdeenLauf 프로젝트는 올해 ‘과학의 해 Wissenschaftsjahr’*를 대표하는 시민 참여 활동이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와 대화하는 과학재단 Wissenschafts im Dialog은 ‘수요와 예측 Nachfragen und
Vorausdenken의 해’라는 주제로 과학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을 취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다.
*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와 대화하는 과학재단(Wissenschafts im Dialog)이 과학-사회 소통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공동주관 하는 행사

아이디어 런 프로젝트를 통해 올 초부터 3개월 간 모인 질문은 14,439개에 달한다. 해당 질문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작성됐으며, 이에 따라 수준 높은 질문**이 상당수 모였다.
* ‘어떻게’, ‘왜’ 등으로 구성된 열린 질문이어야 한다. 일반화하여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
** 노화는 신진대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과수원은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등

이렇게 모인 질문들은 과학자와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문화/지식/교육, 사회/정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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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질문이 연구 주제로? 시민 주도 과학소통 프로젝트 <아이디어 런>

경제/안전, 환경/기후/지구/우주 등 5개의 대분류 아래 총 59개 클러스터 논문으로 다시 게시
되었다. 7월 14일까지 시민들은 다시 각 주제 논문을 검토하여 향후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논평 등을 댓글로 게시하며 온라인 자문 활동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논문별로 중요한
부분, 누락된 부분, 연구/정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의견 댓글을 달수 있고, 흥미로운
논문 및 주제가 겹친다고 판단되는 논문을 모아. 새로운 주제로 명명해 등록할 수 도 있다.
베티나 스타크-와칭거 Bettina Stark-Watzinger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질문이 인상적이었다”고 평하며 “과학은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살아가므로
시민들의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클러스터 회의를 거쳐 올 가을 정치
및 과학 분야 논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현황 분석

천문 사진 분류, 집 근처 소음 측정, 개구리 서식지 탐사 등 많은 시민들이 ‘과학적 탐구활동’
이라는 형태로 시민과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데 시민이 참여하는
사례는 드물다. 연구 주제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혹은 그 성과를 활용해 정책에 반영
하고자 하는 담당 기관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연구 과제의 일부분에 기여하거나,
시민 아이디어 공모, 토크쇼 행사 등을 통해 실제 시민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에 한하서만
참여 기회가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디어 런’이라는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는 향후 연구 주제가 시민의 수요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구조화된 시민 과학의 플랫폼이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연구의 핵심
주축으로서, 과학 탐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사점

최근 기관 주도 과학소통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시민 소통을
위한 현장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소에서도 시민들이 과학연구에 흥미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제는 과학문화 거버넌스의 변화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민과 공공기관 등이 함께
일상의 문제를 논의하고, 문제점을 공유/소통하며, 같이 연구를 추진하는 방식(민관협력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의 과학소양을 높이기 위한 여러 핵심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과학활동 참여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기반 마련이다. 이는 과학문화
확산 뿐 아니라, 연구과제의 풀(pool) 자체를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현재 맞닥
뜨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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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테크니카
Pax Technica
과학기술이 재배하는
기술패권 시대를 의미한다.
과학의 생활화, 일상 속 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파레토의 2080법칙
Pareto principle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에서 따왔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바란다
과학기술기반 국가를 향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역할과 가치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이끄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과 과제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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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반 국가를 향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역할과 가치

과학기술기반 국가를 향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역할과 가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임현의(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장비연구부장)

500여 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연에는 과학이 아닌 것이 없다’고 모든 것에서 과학의
중요성을 역설(力說)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이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국방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생존력과 주권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 기후 위기와 팬데믹 등, 새로운 난제들은 과학기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고,
국민 모두의 과학기술 문해력은 물론 과학기술 감수성 증진 또한 국가와 사회의 숙제가 되었다.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외쳤던 다년간의 노력 덕분에 과학기술 자료와 콘텐츠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과학기술에 빈곤하다. 과학기술 소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과학기술 소통을 위하여 과학과 국민이 만나는 길목을 지키는 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본질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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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문화의 컨트롤 타워,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의 소통은 과학대중화, 대중의 과학이해, 그리고 대중의 과학참여로 발전되었다.1
1970년대 과학기술문화는 국민 계몽 사업의 일환이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자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음은 과학기술문화가 정부 주도 형태의 사업이었음을 짐작케한다. 이후로는 과학
교육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문화활동이 이루어졌고, 2000년대부터는 다양한 주체의 민간주도의
과학기술문화활동이 활발해졌다.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뉴미디어 영상들, 소규모 단체들의
연극·뮤지컬·공연 등이 전문적인 영역의 과학기술을 다루면서 과학기술의 삶을 견인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기술문화 활동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선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은 유아·
청소년부터 중·장년은 물론
노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하며, 대도시가 아닌 벽지에서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진행되는 과학기술문화활동이나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규모나 수요자들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으며, 영리기업들의 과학기술문화활동은
영세하며 컨텐츠가 시대의 조류에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기 유튜버들의 활동은 청소년
들에게 매우 친근하고 영향력이 크지만, 정확한 사실과 지식을 전달하는지 담보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은 유아·청소년부터 중·장년은 물론 노년층까지 아우를

장난감으로 배우는 쉬운 과학

수 있어야 하며, 대도시가 아닌 벽지에서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장난감으로 배우는 쉬운 과학

기술부터 노벨상을 받은 이론을

기술부터 노벨상을 받은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실험도구

설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까지

를 다루며 때로는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볼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참으로 할 일도 많고 어렵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실험도

지만, 결국은 일상 자체가 과학기술에 노출되어 삶 자체가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는

구를 다루며 때로는 메타버스

결론이 그려진다.

공간을 활용해 볼 수도

이제는 좀 더 광의의 과학기술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생태계의 이해를

있어야 할 것이다.

바탕으로 체계적이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에,
그 역할 중심부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을 대입하게 된다.

1 한국과학창의재단(2022), 과학기술문화 미래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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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학교에서 틔우는 생활 속 과학기술문화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학교다.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학교
교육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데 가장 큰 토대이자 자양분이 된다. 학교 교육은 과학·
수학교육을 넘어 디지털·인공지능을 다루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하며, 좀 더 많은 시간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도록 정규 교과 외 시간을 위한 다양한 과학탐구 활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구로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학교다.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학교교육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토대이자 자양분이

운영되는 생활과학교실, 청소년과학탐구반 등 외에도, VR/AR을 활용한 과학실험 안전사고 가상
체험 콘텐츠 등이 과학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지만 실제 현장의 수요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과학이 단순 교과지식을 넘어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문화’로 개인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콘텐츠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와 도구들이 보다 다양하게 수업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방과 후 학교

된다. 학교 교육은 과학·수학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질 높은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교육을 넘어 디지털·인공지능을

심화 과학수업, 새로운 인력과 학교 실험실을 활용한 체험학습, 지역공동체의 과학관련 놀이

다루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활동 등, 방과 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 특징을 고려하여 계획된 새로운 과학문화 모델을 모색해

도와야하며, 좀 더 많은

볼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제2의 학교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도

시간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뒤따른다면, 그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콘텐츠들이 맞물려 적합하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있어야 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에 노출
되고, 과학을 통한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시도를 방과 후 학교라는 인프라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는
것이 절실하며 이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앞으로 해야할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시대, 일상 속 과학을 이끌길 바라며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기술패권시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시대. 과학기술자들의 열정
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과 삶이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일상 속 과학’ 추진은 당면과제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이해도와
이로 인한 세대 간 격차와 갈등, 비과학적 가짜 뉴스의 사회 혼란 등 당장 풀어야 할 문제들도
산재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문화 비젼과
플랫폼으로 해결하고,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선봉장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학
창의재단이 미래전략을 세우고 고민하는 모습이 고맙고 큰 응원을 보내고 싶다. 어쩌면 이제
시작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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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중심사회를 이끄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과
과제들에 관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조혜경(한성대 IT융합공학부 교수)

2022년 7월,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은 과학기술계를 넘어 국민 전체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다. 동시에 그 자부심이 온전히 우리 것일 수 없다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
교육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과제를 소환한 것도 사실이다.
‘파레토Pareto의 2080법칙’이 시사하듯, 수월성 교육은 기술패권시대의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노벨상이나 필즈상을 수상하는 최고 엘리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 교육의
최종 지향점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상은 좋은 교육·연구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수학, 과학 및 SW·AI 분야의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 재단의 역할에 대해, 필자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단, 필자가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을 해왔다
하더라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원만큼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음을
미리 제한점으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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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는 주체로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역할과 과제
우리 교육의 문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등에서의 수학·과학 성취도는 여전히 최상위 수준이지만, 자

신감과 흥미도는 낮고, 이마저도 학년이 올라가면 현격히 떨어진다.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보단 ‘평가 중심의 학습’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평가 준비의 상당부분도 이해도
증진과는 거리가 먼, ‘실수하지 않는 연습’에 할애된다. 이 과정에서 넓고 깊게 공부할 기회는
줄어들기 때문에 우수 학생도 평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평균이 주는 착시로 인해
관심을 받지 못하던 기초학력저하 비율 또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서열화된 대학과
입시, 일자리의 양극화 같은 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교육 정책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 문제를 더 진지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인 과학·기술 인재를 준비시키는
일에는 ‘과학중심 문화조성과 인재육성을 위한 현장정책 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우리 재단이 제일 적임이기 때문이다.

⊙ 사이언스 ‘all’: ‘모두’를 아우르는 미션 속 선택과 집중
재단의 대표 브랜드 ‘사이언스올Science all’의 ‘all’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더욱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매력적이다. ‘all’은 모든 과학 ‘정보’이기도 하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누구나’, 혹은, 모든 ‘정책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이 지니는 의미는 모두 다르다.

자산인 과학·기술 인재를

중요한 것은 ‘all’이 모든 것을 하려는 산만함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준비시키는 일에는 ‘과학중심

우리 재단의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과학문화진흥에서부터 초·중등 수학, 과학 및

문화조성과 인재육성을 위한

SW·AI, 과학영재학교, 교사 연수, 대학생 및 일반 교육기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는

현장정책 전문기관’이 되고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중심사회로 이끄는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하는 비전을 가진 우리 재단이
제일 적임이기 때문이다.

맡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고려한다면, 한 기관이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선택이 필요하다면, 재단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수많은 미션들 간 우선 순위를 결정될 수 있도록, ‘정책 대상 모두’에게 일정 성과를 보장하는
‘all’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재단의 전략목표 중 하나인
‘모든 학생을 위한 과학·수학·융합교육 내실화’를 실행함에 있어, 이를 분석하고 설계한 정책을
교육 현장에 실행시키는 권한 및 책임도 필요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여 그 역할을
내실있게 수행하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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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에 바란다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과 과제들에 관하여

⊙ 기초학력증진부터 영재교육까지, 다양성을 지원하는 콘텐츠와 아카이빙
한국과학창의재단만큼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가진 곳이 또 있을까? 그러나 좋은
콘텐츠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유하고 필요한 사람이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면 효과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넓은 의미에서 과학기술
체험의 폭을 넓히는 콘텐츠도 있지만, 특정 학년·차시 및 특정 학생들이 사용할 때 효과가 있는
콘텐츠도 있다. 전달 매체 및 콘텐츠 유형에 따라서도 그 효과는 달라질 것이다. 생산된
결과물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카이브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선택과 집중

갖추는 것은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것이다.

정책대상 모두에게
일정 성과를 보장하는 강력한
‘all’ 관점의 미션에 집중

⊙ 촘촘한 성과 분석과 정책 환류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할 때, 우리는 “우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여, 현장 맞춤형으로
콘텐츠 아카이빙

지원해야 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의미있는 시사점들이 도출되고 있지만, 이후 얼마나

생산된 콘텐츠를
손쉽게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깊이 있는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 결과는 정책에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역시 다양한 사업을 바쁘게 진행하고 있지만, 그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모델이나 절차는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듯 하다. 사업별 결과물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종단연구까지 포함한 촘촘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학생들을 평가하려는 노력만큼, 우리가 진행하는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성과 분석·개선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과학창의재단이 진행한
양질의 사업에 대해 촘촘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미래인재 핵심 소양의 단초를 심길 바라며
쉽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이를 실행해 갈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저력은 이미 검증되었다고 생각
한다. 불과 10여년 전에는 수학과 과학에만 전문화된 조직이었지만, 국가적 미션에 따라 창의
인성교육, 메이커 교육, 소프트웨어 및 AI교육까지, 넓고 동적인 변화 요구에 빠르게 적응하며
전문 영역을 확장하여 왔다. 초·중등 교육을 통해 잘 체화된 수학·과학 소양 혹은 과학 문화에
대한 이해는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스크래치Scratch를 개발한 MIT 미디어랩
그룹의 슬로건인 ‘Lifelong Kidergarten(평생 유치원)’이 시사하는 것처럼, 평생학습 시대에는
핵심적인 가치를 인상적인 학습경험으로 체화시켜 지속될 수 있게 제공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도 미래인재들에게 핵심 자산을 만들어 주고자 분주하게 달리고 계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현장의 선생님들께 진심을 담아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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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
知能情報技術
AI(인공지능)의 ‘지능’과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에 기반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형태

지능형 과학실
지능정보와 첨단과학을 결합
지능정보기술과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 교육이 구현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공간

현장 인사이트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는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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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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는 교실
- 학교 현장에서의 지능형 과학실 운영 실제

글. 김진모 SNS-View 편집위원
인천청라초등학교 교사

2018년부터 시행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과 2020년 발표된 「제4차 과학교육종합계획
(2020~2024)」에서는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과학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탐구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공간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탐구 공간이 바로 지능형 과학실이다.

[지능형 과학실이란?]
AI와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정보를 종합적으로 결합한 ‘지능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이 구현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공간

그림 1.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21년 지능형 과학실 구축·운영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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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과학실에서 데이터 기반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 기반
과학 탐구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나아가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교실
이라는 특성은 학생 주도적인 학습을 구현하게 한다. 이에 작년 한해 전국 71개교가 모델학교로
선정되어 지능형 과학실이 구축·운영한 바 있다.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지능형 과학실의 모습 모습은 매우 다양할 것이나, 학교 현장 교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능형 과학실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과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능형 과학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인천청라초등학교는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요한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어려운 기기가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지능형 과학실에서
데이터 기반의 실제 문제를

있고, 데이터를 획득·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했다. 교사 개인적으로는 학생들만의
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도 컸다.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실험환경을 구축하고, 추가적으로 첨단

학생들은 데이터 기반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과학탐구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바랐다.

[ 사례1 ]

지능형 과학실의 수업 실제

나만의 학교 숲
생태지도 만들기

지능형 과학실에서는 학생들의 ‘데이터 활용’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래프나 표는 흔히
활용되는 데이터지만,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개념일 수 있다. 이에 생태
지도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생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보면서, 데이터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소속된 학교에는 다양한 생태환경이 조성되어있어 학교 숲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학교 숲을 통해 다양한 생태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학생 주도적
탐구 활동 촉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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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학교 숲
생태지도 만들기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는 교실

사전활동

학교 숲 생태계 관찰

학교 생태환경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학교 생태계가 생물요소와 비생물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을 이야기 했다. 학생들이 학교숲을 하나의 작은 생태계로서 이해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직접 탐구하도록 하는데 학습의 주안점을 두었다.
탐구 활동 1

학교 숲 생태데이터 수집하기

학교 곳곳에 숨어있는 생태계 요소 들을 살펴보며, 학생들은 생태요소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수집했다. 학교 숲 생태를 파악할 때는 도감, 꽃 검색 앱, 지식 검색등을 이용
하도록 하여, 학생 자발적인 심도있는 탐구활동이 진행되었다.

학교를 구역으로
나누어 모둠별 활동공간을
제시한다.

학교 생태데이터 수집 및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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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나만의 학교 숲
생태지도 만들기

탐구 활동 2

가상공간 속 학교 숲 생태지도 작성하기

https://youtu.be/9YLmuV-o11c

학생들은 수집한 생태계 데이터를 온라인 어플,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 공간 속에 전시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탐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만의 학교 숲 생태
지도>는 QR코드를 통해 공유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
하거나 탐구 데이터에 대한 표현 방법 등을 나누는 등 데이터 활용의 프로세스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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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

가상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

지능형 과학실은 학생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창의
융합형 과학실에서 제안했던 공간요소를 활용, VR, IoT 센서기기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 과학탐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 공유, 활용하여 새로운 탐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탐구 활동 1

데이터 공유 및 온라인 협업탐구활동

공유된 영상데이터 활용
골드버그 장치(Rube Goldberg
Machines)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실시간 데이터 정리

학생들은 재활용품을 사용한 골드버그 장치(에너지 전환 장치) 제작 방법을 직접

상호작용을 계획하여 연쇄반응에

영상으로 만들어 타 학급에 관련한 데이터를 공유했다. 영상을 본 학생들은 영상을 토대로

기반을 둔 장치. 에너지 전환

장치를 제작했고, 결과 영상을 다시 본 학급으로 공유해주었다.

개념 학습을 위한 교구로 사용

이렇게 수집된 영상 데이터 18개를 통해, 골드버그 장치의 작동 방법이나 구성 등의
탐구에 보다 깊이 동기유발된 학생들은 모둠별로 실생활 속 에너지 전환 사례를 찾아
데이터를 수집·공유하였다.
탐구 활동 2

에너지 전환장치 탐구하기

가상공간 설계도 그리기

모둠별 협의

가상공간 작업

코스페이시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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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사이트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는 교실

[ 사례2 ]

가상 골드버그장치
만들기

학생들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골드버그장치(에너지 전환
장치)를 설계한 뒤, 모둠별로 여러 영역을 협의하여 설계도를 작성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각 모둠별로 각각의 가상현실 내에서 협업하며 골드버그 장치를 제작해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물리작용 실험을 가상현실 속에서 구현하며 에너지 전환의 의미도 체득할 수 있게
된다. 제작 활동 중 변수가 생겼을 경우는 팀원들과 협의해 설계도를 변경하며 진행하고,
탐구활동1에서 수집하고 정리했던 자료를 업로드하여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정리 활동

AR/VR 활용하여 학습 공유하기

AR증강현실 체험

가상현실 체험

각 모둠별 제작한 가상현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설명하면서 학습을 정리한다.
증강현실(AR)을 활용해 학급 내에서 제작한 에너지 전환 장치를 보여주며,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었다.

지능형 과학실은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업 공간으로, 학생들이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고
첨단 기술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기술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고 어떻게 이를 정리하고 가공하여 공유
할 것인가 등 기초적인 정보기술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향후 웹 플랫폼인 ‘지능형 과학실 ON’
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자신의 성과물을 공유하고 지식을 나누며 또다른 배움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지능형 과학실을 위한 지원 플랫폼들이 보다 탄탄하게 마련되길 바라며,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새로운 수업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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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즈상
Fields Medal
세계수학자대회에서 4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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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린다.

허준이
한국계 미국인 수학자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 석학교수이다.
2022년에 필즈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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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Medal,
필즈상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일까?
프린스턴대 허준이 교수(39)가 한국계 수학자 최초로 필즈상을 수상했다.(’22.7.5)
허준이 교수는 미국 국적이지만 2세부터 대학 석사과정까지 한국에서 수학했고, 미국
유학 이후 오랜 수학 난제들을 증명해내며 수학자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이번 시상을 통해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필즈상(Fields Medal)’에 대한 궁금증들을 모아,
이번 시상에 어떤 업적이 담겨있는지 짐작해본다.

필즈상이란?
수학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1932년 세계 수학자 대회(ICM)에서 제정
1936년부터 존 찰스 필즈가 남긴 유산을 기반으로 시작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2~4명까지 수상
▲ 필즈 메달

* 월드컵과 같은 해에 개최되고 있다

존 찰스 필즈 John Charles Fields
(1863~1932)

필즈상의 특징
➊ 만 40세 이하만 수상 가능
* 물론, 만 40세 이하만 수학적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과학 분야에서 평생을 학계에 공헌한 학자에게 노벨상을 수여하는 경향과는 대조적이다.
- 39세(1983년생)인 허 교수에게는 올해가 필즈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였다.

➋ 수상 분야는 오직 수학
* 하지만 본래 수학과 이론 물리는 통하
는 부분이 많고, 이론 물리에 가까운
분야에서 수상자는 여러 명 있어 수학
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오로지 수학자들에게만 수여한다.
- 예외적으로 이론물리학자 에드워드 위튼이 수상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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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4년마다 2명에서 최대 4명에게 수여
* 2002년에는 단 2명만 수상

- 필즈상은 4년마다 한 번씩 수상자를 결정한다.
- 수상자는 최대 4명이지만 필즈상을 수상할 만한 업적이 없다면 굳이 4명을 뽑지 않는다.

필즈상에 대한 궁금증

Q

필즈상 시상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리는 국가에서 국가원수가 시상한다.

Q

한국에서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 2014년 세계 수학자 대회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했다.
- 참고로 당시에 역사상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었다.

사진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
article/469/0000013221

A

➊

➋

➌

박근혜 전 대통령

마리암 미르자카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잉그리드 도보시
(미국 듀크대 교수)

역사상 첫 여성 시상자

역사상 첫 여성 수상자

역사상 첫 여성
세계수학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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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사람은 수상한 적이 있나요?
- 현재까지 ‘한국인’ 수상자는 없다.
- 허준이 교수님은 한국계 첫 수상자다.(2022년)

A

필즈상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일까?
수학자로서 필즈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수상자와 관련한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통해 그 수상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episode 1
[ 2006년 수상자 ]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221의 천재,
테렌스 타오(Terence Tao)

수학 난제를 높은 확률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타오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타오는 하루는 실수로 수학 수업에 늦었다.
칠판에는 문제 3개가 적혀있었고 타오는 그것을 숙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3가지 문제는 모두 풀리지 않던 수학 난제였고,
타오는 그 중 한 가지 문제를 숙제로 풀어냈다.
수학계에 두 천재의 역사적인
만남 사진, 전설적인 수학자
에르되시 팔(좌)과 수학 문제를
고민하는 1985년 10살의
테렌스 타오(우)
사진 참조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
nature.2015.18441

프린스턴대 찰스 페퍼먼 교수는 난제에 부딪쳤을 때 타오가 관심을 가지면
풀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천재적인 타오의 이력
2살 사칙연산 마스터
5살 미적분학, 군론 독학
8살 SAT 수학 과목 760점/800점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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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최연소 동메달
12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최연소 은메달
13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최연소 금메달
16살 프린스턴 대학교 학사
17살 프린스턴 대학교 석사
20살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UCLA 최연소 교수 임용
24살 UCLA 최연수 정교수 임용
25살 살렘상(Salem Prize)
27살 보처상
28살 클레이연구상(Clay Mathematics Institute)
30살 레비코넌트상(Levi Leonard Conan)
31살 필즈상 수상

주요 업적
그린 타오 정리, 카케야 추측, 타오 부등식 Tao's inequality, 압축 센싱 Compressed Sensing,
호른 추측 Horn Conjecture, 골드바흐의 약한 추측, 콜라츠 추측 부분적 증명 collatz conjecture,
에르되시 불일치 문제

episode 2
[ 1998년 수상자 ]
역사상 단 한 명의 예외적인 수상자,
앤드루 존 와일스
(Sir Andrew John Wiles)

출생 1953년 4월 11일, 잉글랜드 케임브리지
학력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 학사, 케임브리지 대학교 수학박사
직업 수학자, 교수
업적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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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조건’, ‘4명 조건’을 둘 다 깨버린 유일한 사람이다. 43세에 수상했으며,
이미 수상자로 예정된 4명 이외에 별도로 '특별상'을 받았다.
* 필즈상 수상자 공식 명단에 있습니다. 필즈상을 넘어선 특별한 필즈상을 수여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 스토리 요약
1. 어릴 때부터 앤드류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풀고 싶어 했다.
2. 앤드류는 대학원 진학 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풀겠다고 다짐했다.
3. 하지만 지도교수는 앤드류가 난제를 풀기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다 실패하고 주저
앉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라고 생각하였고 대세인 타원곡선을 공부하라고 했다.
(※ 당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4. 앤드류는 타원곡선을 열심히 공부하고 1979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5. 앤드류가 공부하는 동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보형형식 연구→타니야마-시무라
추론→리벳의 증명 까지 여러 과정을 걸쳐 연구가 진행됐다.
6. 앤드류가 타원곡선 분야의 대가가 되었을 무렵, 신기하게도 타원곡선 ↔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의 접점이 생겼다.
7. 앤드류 교수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 타원곡선 전공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된 것.)

마무리 퀴즈
다음 중 필즈상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➊ 윤동주(시인)
➋ ITZY 예지(가수)
➌ 아인슈타인(이론물리학자)
➍ 제인 구달(동물학자)
※ 뉴스레터의 ‘의견남기기’를 통해 정답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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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과학축제
글로벌 도심형 과학축제
미국의 세계 과학축제(World Science
festival), 영국의 챌튼엄 과학축제
(Cheltenham science festival)
및 에든버러 과학축제(Edinburgh
Science Festival)

에듀테크
Edutech
교육(education)과 기술
(technology)의 결합.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의미한다.

KOFAC FOCUS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현황 진단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글로벌 과학축제 동향 분석
3대 글로벌 과학축제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과학축제 제언
교육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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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현황 진단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2001년 ~ 2021년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과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1.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 ............................................... 40

1-1. 민간과 공공의 개념 . ............................................... 40
1-2. 민간의 기능 및 공공 협력 . ......................................... 41
1-3.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 42
2.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분석 .................................... 44

2-1. 사업 개요 ............................................................... 44
2-2. 지원 자격 . ............................................................. 46
2-3. 지원 대상 및 주제 유형 . .......................................... 48
3. 사업추진의 진단 및 향후 방향 모색................................. . 56
3-1. 사업의 의의와 한계.................................................. 56
3-2.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57
참고문헌 . . . . . . . ................................................................. 58

요약
작성 배경

◦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은 정부주도 과학문화사업 추진에서 민간협력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01년 시작되어,
21년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해 왔다.
- 2022년은 대규모・다년도 기획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등 사업의 구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간의 사업 추진과
성과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다.
- ‘민간’과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 하고, 이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의 추진을 지원 대상과
공모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
- (민간의 개념과 기능) 민간 조직은 공공 단체의 상대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기업을 제외한 비영리 조직을 지칭하고,
비영리 조직은 서비스 제공, 권한 강화, 역량강화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와 다양한 유형의 관계를 형성
-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과 유형) 과학문화 활동은 과학기술과 대중을 연계하는 모든 활동으로, 교육, 행사, 전시・체험, 콘텐츠,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과학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추진
◦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분석(2001~2021)
- (사업 개요)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 과학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01년 시작, 민간조직의 과학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공모하여 연평균 67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였고, 과제당 3천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
- (지원 자격) 과학문화 확산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민간뿐 아니라 공공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017년부터는
지원 자격에 공공기관과 영리법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가장 넓은 범위로 확장
- (지원 유형) 수혜대상, 수행주체, 지원목적, 활동주제 등에 따라 과학문화 활동을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를 추진했으며,
일반대중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및 체험형 교육 보급 활동이 중점적으로 지원
◦ 사업추진의 진단 및 향후 방향 모색
- (사업 의의 및 한계) 서비스 제공형 민간 조직과의 협력으로 과학문화 활동의 주체와 유형을 확대한 것에 의의가 있음.
반면, 대중 행사, 체험 보급에 치중하여 사업 고유의 기능 및 영역 확립의 한계가 있음
- (새로운 방향을 위한 제언)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기능수행에 집중하여 새로운 과학문화 활동 발굴과 수요
창출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민간 협력관계의 다각화와 재구조화가 필요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현황 진단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현황 진단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2001년 ~ 2021년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과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역과학문화팀 김혜영 연구원

1.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
1-1. 민간과 공공의 개념
◦ ‘민간’이란 ‘관청이나 정부와 같은 공직인 기관에 속하지 않음’(“고려대한국어대사전”, 2022)을 뜻하므로 ‘민간

조직(또는 단체)’이란 정부와 관계가 없이 결성된 조직으로 공공 단체의 상대적 개념을 의미
1)
◦ ‘공공 기관(또는 단체) ’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함께 공직유관

단체,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포함
[표] 청탁금지법에서의 ‘공공기관’ 정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
 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민간 조직(또는 단체)’의 단어적 의미는 기업과 시민사회의 모든 단체를 포괄, 일반적으로 기업 등 영리 조직과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를 제외한 ‘비영리 조직(또는 단체)’를 지칭(박상필, 2005)
◦비
 영리 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의 특징은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정의와 제2호, 제5호에서도 두 가지 특징을 규정

1) 정
 보공개법(제17690호), 이해충돌방지법(제18191호), 청탁금지법(제18576호), 공공기록물법(제18740호), 공공기관운영법(제18795호) 등 법률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중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가장 포괄적으로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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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영리단체법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 정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1-2. 민간의 기능 및 공공 협력
◦ '민간 조직(또는 단체)' 중 공공협력의 주요 대상인 비영리 조직은 서비스 제공, 권한 강화, 역량 강화의 3가지의

기능2)을 수행(Brown & Moore, 2001)
- 서비스 제공 : 공공 서비스 및 재화를 소외계층 등에 제공하고, 정책을 각 지역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적용하는
등 복지지향 활동으로 정부실패 또는 시장실패에 대응
- 권한 강화 : 사회문제 등 사회·정치적 중요 이슈를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개인의 의견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권리 옹호 및 대변으로 시민・정치참여에 기여
-역
 량 강화 : 공익에 대한 개인 차원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 자원봉사활동가, 기부자 등이
가치와 신념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
[표] 비영리 조직의 기능
서비스 제공
•정부실패 또는 시장실패에 대응 또는
필요한 서비스 제공
•소외계층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 전달 등
복지지향적
•정책을 각 지역의 요구에 맞게 적용 등
활동적

권한 강화

역량 강화

•사회문제 등 사회·정치적 중요 이슈를
대중에게 인식

•공익에 대한 개인 차원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

•잘 대변되지 않는 목소리의
대변·옹호·권한 부여 활동을 통해
정책에 영향

•개인의 주도권 강화 및 지역의 자조역량
강화

•정치적 활동이나 옹호 활동 등
시민·정치적 참여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여
자원봉사활동가, 기부자 등이 가치와
신념에 따라 일하도록 하는 것

김민정(2020)을 참고하여 재구성

2) Salamon(1999), Frumkin(2002)은 비영리조직의 기능 및 역할에 ‘사회자본 형성’,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포함, 국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
을 다른 범주로 구분(김민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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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와 비영리 조직은 목표 및 수단이 유사한 경우 ‘협력’, 목표는 다르나 수단이 유사한 경우 ‘포섭’, 목표가

유사하나 수단이 다른 경우에는 ‘보완’, 목표·수단이 다른 경우 ‘대립’ 관계 형성(Najam, 2000)
◦정
 부와 비영리 조직의 협력요인은 경제적, 관리행정적, 정치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는 관리행정적

협력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비영리 조직은 경제적 협력에 대한 인식이 높고, 관리행정적 측면이 협력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이경선&이숙종, 2017)
[표] 정부와 NGO의 협력요인
구분
정부의

경제적 측면
•정부 자체 재원 보충

협력요인 •NGO의 비용효율성 고려 재원 보완

NGO의

•NGO의 재원부족으로 정부 지원
모색
협력요인

관리행정적 측면

정책적 측면

•NGO의 지식, 기술, 전문성, 네트워크 •NGO의 정책 의견 및 대안 제시
등 자원 활용으로 서비스를
•NGO의 여론형성, 시민참여 능력
효과적으로 공급
•정부의 정당성 강화
•정부의 권한, 역량 등 활용
•정부의 시설 등 자원 활용

•NGO의 정책 옹호 및 영향력 행사
•NGO의 사명 및 지지자의 효과적 유지
•NGO의 정당성 강화

이경선&이숙종 (2017), Anheier의 협력요인 분류 기준 재인용

1-3.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
◦ ‘과학기술문화’는 과학기술과 대중을 연계하는 모든 활동으로, 70년대에는 과학기술의 계몽·보급, 80년대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90년대 전반에는 국민 과학기술 이해증진을 통한 지지기반 강화,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문화로서의 과학기술 향유가 강조됨(송성수, 2022)
[표] 과학기술문화 활동의 5가지 영역
구분

경제적 측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한 계몽 활동

•과학기술 지식의 습득으로 대중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합리적· 과학적으로 변모하도록 유도
•과학기술 또는 과학기술자의 사회경제적 필요성과 기여도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

과학기술의 사회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기술자의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직업, 생활 편익, 교양 증진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쉽고 흥미롭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활동

•사회의 여러 주체가 과학기술에 참여하여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과학기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소비자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과학기술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경영에 참여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
•대중의 다양한 수요 파악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문화적 차원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행하는 활동
•소비자들의 과학기술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상업적,
비상업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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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과학문화 활동은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 ‘과학지식 전달’, ‘여가 및 취미’, ‘사회적 담론’, ‘사회적 문제

해결’, ‘시민 과학 참여’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추진(한국과학창의재단, 2022)
- 공공 및 민간분야 모두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 ‘과학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과학문화 활동이 전개되며,
공공 분야에서는 교육(48%), 행사(15%), 체험·전시(15%)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큼
[표] 과학기술문화 활동 프로그램의 유형
교육

행사

체험교육

행사

일반교육

홍보

교원교육

캠페인

전문교육

강연

멘토링

공연

전시・체험
전시・체험
캠프
견학
공간조성

연구활동
포럼
토론
세미나
연구
학술활동

대회
경진대회
공모전
해커톤
시상

콘텐츠・상품

활동지원

기타

도서・출판

시민참여

문제해결

방송

동아리

네트워킹

기사

창업

봉사

온라인

과학교구

출처: 한국과학창의재단(2022), 과학기술문화 미래전략 보고서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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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분석
2-1. 사업 개요
◦ ‘민간 과학문화 지원사업’은 2001년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 민간의 사업 추진역량 강화, 다양한 계층・

지역에서의 과학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작
◦ 연도별 사업명의 변동이 있으나, ‘과학문화(21회)’, ‘지원(20회)’, ‘활동(14회)’ ‘민간(12회)’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

공모를 통해 민간조직의 과학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하는 방식은 유지
◦ 22년동안 평균 2,011백만원/연의 예산으로 67개/연의 과제를 지원, 과제 당 약 3천만원 투입

- 사업 예산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약 15억원 규모로 유지되었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 30억원
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약 14억 규모로 축소
- 과제 대비 예산 규모(사업예산/과제수)3)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약 19백만원 수준이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약 43백만원으로 상향, 2022년 140백만원 수준으로 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비 조정
◦과
 학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은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외

대중매체 활용, 사회공헌,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공모 및 지원이 특정 시기에 따라 이루어짐
-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 도입기에는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과학 확산이 강조되었으며,
대중을 위한 과학도서 출판 및 저술에 대한 지원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
- 청소년 대상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사업의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과학・진료교육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이 강조됨
-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한해 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허용되었으며, 2015년 부터
2021년까지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영리적 활동도 지원

3) 지원 과제수 대비 사업의 총 예산액으로 실재 과제지원비와는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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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년도

사업명

[단위: 백만원, 개]
예산

과제 수

공모 분야

130

64

대중매체 활용, 과학 이벤트, 조사연구, 국제협력

2001

민간 과학문화 단체 협력사업

2002

민간 과학문화 육성

1,405

99

대중매체 활용, 과학 이벤트, 조사연구, 국제협력

2003

과학문화 지원사업

1,350

101

행사, 강연회・세미나・포럼, 신규 프로그램, 도서 번역・저술,
대중매체 활용, 석박사 연구논문

2004

과학문화 지원사업

2,729

98

지정공모(지방자치단체, 대중매체, 과학문화총서 저술・번역),
자유공모(인프라 활용, 대중 행사, 학술행사)

2005

과학문화 지원사업

1,600

71

지역 과학기술진흥센터, 기업 사회공헌, 대중 행사, 도서 출판,
신규 프로그램, 기타

2006

과학문화 지원사업

1,600

100

대중 행사, 도서 출판, 신규 프로그램, 기업 사회공헌, 기타

2007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1,200

63

대중행사(청소년 교육, 전국민 확산, 청소년 행사, 기타 행사),
신규 프로그램(창의 과학교육, 소외계층 격차해소), 과학예술
연계, 대한민국과학축전 연계, 생물의 해 연계, 우주과학 이해,
과학도서 저술, 점자도서 발간, 기타

2008

민간단체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1,400

75

대중행사(청소년 교육, 전국민 확산, 청소년 행사, 기타 행사),
신규 프로그램(창의 과학교육), 과학도서 출판, 소외계층
격차해소, 지구이슈 이해, 정책 이해

2009

과학문화 지원사업

1,200

61

대중 프로그램, 창의력 향상, 지역・계층 격차해소, 정책 이해,
사회공헌, 학교밖 과학탐구

63

대중 프로그램, 청소년 창의과학체험, 지역・계층 격차해소,
녹색생활화 실천, 기업 사회공헌, 과학교육 연수, 국내외 과학체험
교류, 초중고 창의체험, 과학해설사 양성, 장애인 프로그램

2010

민간단체 공모과제 지원사업

1,200

2011

과학문화 민간 활동 지원사업

3,950

91

국민이해증진(대중 체험・교육・연수, 전문가 이해
증진・과학기술사회 활동), 사회공헌, 격차해소(소외지역・계층,
지방과학문화), 국제협력

2012

과학문화 민간 활동 지원사업

3,850

90

균형발전(사회배려계층, 지역자원 활용), 융합・소통
(과기인재양성, 기관협력네트워크), 이슈해소

2013

과학문화 민간 활동 지원사업

3,959

79

격차해소(사회배려계층, 지역특성화), 생애주기별
(청소년, 성인・노년층, 가족), 창작공간 활용

2014

과학문화 민간 활동 지원사업

2,500

64

성인, 인프라활용, 청소년, 사회배려계층, 지방과학문화

2015

민간 과학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2,800

69

창작문화 활성화, 계층맞춤(청소년,성인,배려), 국제협력

2016

민간 주도의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 활동 지원사업

1,710

38

창작문화 활성화, 계층맞춤(청소년,성인,배려), 국제협력

2017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3,100

66

정책과제(대규모), 일반과제(과학소통, 과학융합, 생활속
과학문화, 창작활동, 콘텐츠개발, 콘텐츠확산, 일자리 창출,
나눔과 배려)

2018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2,200

49

정책과제(전국규모), 일반과제(과학소통, 과학예술융합,
생활속 과학, 나눔과 배려, 사업화 지원, 일자리 지원)

2019

과학문화 민간 활동 지원사업

2,200

55

정책과제(전국규모), 일반과제(과학소통, 과학예술융합,
생활속과학, 나눔과 배려, 사업화 지원, 일자리 지원)

2020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1,412

43

유형1(전국규모), 유형2(자유공모)

2021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1,350

30

지정과제(SF, 탄소중립, 크리에이터, 소셜콘서트), 자유공모

2022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1,400

10

기확과제(이슈 소통·네트워크, 국제문화·예술축제 연계, SF,
과학용어 순화, 과학굿즈, 과학카페), 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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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원 자격
◦ 사업의 초창기부터 ‘민간’뿐 아니라 ‘공공’ 영역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되었으며, 정책 및 실무적 상황에

따라 지원 자격의 범위 변동
-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공공기관4)과 영리법인의 과제 신청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지원 자격이
가장 넓은 범위로 확장됨
- 공공조직에 대한 지원은 ‘과학문화 확산’ 목적 달성을 위해, 보급과 확산의 이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언론사 등에 대한 지원과 과학기술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출연연구기관, 국립과학관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
- 민간조직에 대한 지원은 비영리 단체의 활동, 기업・은퇴과학자 등의 자원봉사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과 과학
소통, 과학문화산업, 창작・메이커 등의 ‘기반 조성’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과학문화 및 과학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중심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임의단체,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
-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를 근거로 하여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작
- 2005년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했지만, 2007년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대해
허용하고, 2009년 다양한 유형의 비정부 조직 등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과학도서 출판’ 공모 분야 운영으로 출판사 등 활동 지원, 2009년부터 2016년
까지는 기업의 사회공헌 등 비영리 목적에 한해 영리기업의 활동을 지원
- 2017년 사업화・일자리 지원 목적의 공모분야를 마련하면서 특정 분야 및 목적에 한정을 두지 않고 영리법인의
과제 참여를 독려, 2019년 신청자격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영리법인의 유형 추가
- 2003년 제한했던 개인의 공모 신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과학도서 저술’ 분야에 한해서 허용,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과제 신청은 명시적으로 제한되었고, 2019년부터 개인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허용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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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민간조직의 과제신청 허용 여부

비영리

영리

구분

2003

2005

2006

2007~08 2009~10

2011~16

2017~18

2019~21

비영리법인

●

●

●

○
(과학문화)

●

●

●

●

NGO/비영리단체

●

×

-

-

●

●

●

●

공익법인

●

-

-

-

-

-

-

-

교사단체

●

●

●

-

-

-

-

-

사회문화단체

●

-

-

-

●

●

-

-

학회/학술단체

●

-

-

-

●

-

-

기업/영리법인

-

●

○
(사회공헌)

-

○
(사회공헌)

○
(비영리)

●

●

출판사

●

●

●

-

-

-

-

-

연구소

●

●

-

-

-

-

-

-

사립 문화시설

-

-

-

-

●

●

-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

-

-

-

-

-

●

개인사업자

-

-

-

-

×

-

-

●

저술가

●

●

-

●

-

-

-

-

●:명시적 허용, ○: 일부유형 명시적 허용, ×: 명시적 제외, -: 허용/제외 불분명

◦ ‘과학문화의 전방위적 확산’이 ‘민간에 대한 지원’보다 우선하여 강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국립과학관5), 출연연구기관 등), 학교법인 등 공공의 역할을 꾸준히 마련
- ‘지역과학축전6)’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의 세부 유형으로서 지원되면서,
2001년부터 신청자격 및 지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였고 이를 2010년까지 유지
-2
 009년 사업명에서 ‘민간단체’를 제외하면서 책임운영기관7)에 한해 중앙정부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 2011년
다시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였지만 국립과학관은 2019년까지 허용
- 2017년 사업명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8)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2021년까지 유지
- 학교법인은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사업의 초기부터 최근까지 주요 신청자격이자 지원대상으로 명시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방송,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 활용’이 주요 공모분야로 운영되면서 언론사의 고유
활동을 지원하였고, 이후에도 과학문화 활동 공모 분야에 참여 허용

5) 국립과천/중앙과학관은 책임운영기관(행정기관), 국립부산/광주/대구과학관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됨
6) 2000년부터 한국과학문화재단(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선정 및 지원을 시작, 2008년~2020년 별도 사업으로 운영
7)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한 행정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해당
8)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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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공공조직의 과제 신청 허용 여부
구분

’02년~’05년

’06년

’07년~’08년

’09년~’10년

’11년~’16년

’17년~’21년

중앙행정기관

-

-

-

○
(책임운영기관1))

×

-

지방자치단체

●

●

-

●

×

●
●

공공기관

○
(출연연구기관)

-

-

●

○
(출연연구기관,
국립과학관)

학교법인

●

-

-

-

●

●

언론사3)
(방송・신문・잡지)

●

-

-

-

-

-

2)

●:명시적 허용, ○: 일부유형 명시적 허용, ×: 명시적 제외, -: 허용/제외 불분명
1)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한 행정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해당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등 해당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2-3. 지원 대상 및 주제 유형
◦ 수혜대상, 수행주체, 지원목적, 활동주제 등에 따라 과학문화 활동을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일반 대중, 청소년, 성인, 소외계층, 지역주민, 과학기술・교육 전문가 등 대상을 위한 과학문화 관련 행사・교육・
체험 운영, 콘텐츠 개발・보급, 국내외 교류・협력, 연구・학술 활동 등을 지원
- 2001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와 방송 중심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2007년부터는 ‘청소년’과
‘소외계층’ 대상의 과학교육 운영이 강조, 2013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급과 함께 2017년부터는 ‘성인’대상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화가 추진
- 과학문화 기반 조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외 교류・협력, 연구・학술활동 등이 지원되었으며, 언론사, 지방
자치단체, 기업 등 기관들의 과학문화 확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과제분야도 운영됨
- 정책 추진에 따라 창작문화 활성화(2015~2017), 4차산업 혁명 대응(2017~2020), 과학문화 산업 기반조성
(2017~) 등 관련 주제별 공모분야를 신설하여 활동 지원
◦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 활동은 대중의 과학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①행사 개최 ②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2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지원
① 대중을 위한 행사 지원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핵심 과제분야로 각종 행사, 이벤트, 탐방, 캠프 등 개최
운영을 지원, 2005년부터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등 학술적 활동도 포괄
② 대중을 위한 체험, 교육, 강연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지원, 연도별로 축제・자원・생활 연계,
가족참여, 과학소통 강조 등 전략상 차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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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공모 현황
년도
2001

공모 분야
과학이벤트

과제수

년도

29

공모 분야

과제수

전국민을 위한 과학문화진흥프로그램

16

기타 과학문화 행사

5

2008
2002

2003

과학이벤트

40

과학문화행사

-

2009

대중을 위한 생활과학문화 프로그램

29

강연회, 세미나, 포럼 등

-

2010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13

신규 과학문화프로그램 개발

-

11

2011

청소년 및 성인대상 과학문화
체험·교육·연수활동 지원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3

자유공모 –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행사

-

강연회, 세미나, 포럼, 심포지움, 워크숍

-

2012

지역 자원・시설을 활용한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17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 행사(과학축제,
강연회, 세미나, 워크숍 등)

-

2013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문화프로그램
개발·지원

8

신규 과학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

2014

기존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11

과학소통

8

생활 속 과학문화

18

과학소통

10

생활 속 과학문화

11

2004

2005

2006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 행사(과학캠프,
강연회, 세미나, 워크숍 등)

65

신규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11

기타 과학문화 창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1

2017

2018

2007

전국민을 위한 과학문화진흥 프로그램

9

기타 과학문화 행사

2

2019

과학소통

13

기타 과학문화 창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4

2020

유형Ⅱ - 전연령

13

대한민국 과학축전과 연계한 과학문화
이해프로그램

자유공모 – 전연령

8

3

2021
지정과제 – 사이언스 소셜 콘서트

2

※ 2003년 ~ 2005년 공모 분야별 과제수 파악 불가

◦정
 책적 추진 방향과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의 세부 분야, 정책, 이슈, 창작, 4차 산업혁명, 예술융합 등 특정 과제

분야를 지정하여 관련 대중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2004년부터 추진된 ‘과학기술의 해9) 지정・운영사업’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
사업의 계속과제로서 운영되었으며, 매년 지정 분야와 관련된 전시, 행사, 체험 등을 지원
- 2007년 '노벨상 전시물 제작 및 전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2014년까지 운영 지원
- 2008년부터 2009년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이해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원, 2011년부터 2012년
까지는 과학 이슈에 대한 대중 이해와 소통을 위한 과제분야를 지원

9) 2004년부터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UN이 지정하는 ‘과학의 해’와 연계하여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의 해’를 지정하고 홍보, 2004년 과학문화의 해,
2005년 물리의 해, 2006년 화학의 해, 2007년 생물의 해, 2008년 지구의 해, 2009년 천문의 해, 2010년 생물다양성의 해, 2011년 화학의 해 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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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창작문화 활성화’가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됨에 따라, 창작 활동 지원
분야가 신설, 2017년까지 메이커 활동을 중심으로 발명, 콘텐츠 개발 등의 창작 활동 지원
-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논의 등 영향으로 2017년까지 2020년 정책과제 등으로 4차 산업
혁명, 미래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강연,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활동을 지원
- 과학기술과 예술・인문 등의 융합을 주제로 하는 활동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점적으로 지원
[표] 주제 특정형 활동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과제수

2007
~11

과학기술의 해 지정운영
생물의 해, 화학의 해,

1/연

2010
~14

노벨 과학문화 전시/e-library 사업

1/연

2007

년도

공모 분야

과제수

2015

창작문화 활성화

2

2016

창작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1

창작활동

8

과학예술융합

7
1

2017

과학과 예술을 연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3

생물의 해 관련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2

정책과제 – 4차 산업혁명

"Space Korea" 우주과학 관련 대중이해
프로그램

1

과학예술융합

10

2018
2008

과학기술 정책 이해 프로그램

2

정책과제 – 수학예술융합, SW교육,
항공우주, 4차 산업혁명

4

2009

과학기술 정책 이해 프로그램

3

기초과학

1

녹색 생활화 실천 프로그램

6

과학융합

9

2010

2019
로봇 경연대회 개최 지원

1

미래과학기술

9

2011

국내외 사회적 이슈 이해와 소통

4

정책과제-4차 산업혁명(미래기술)

1

국내·외 과학관련 이슈와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

2020

유형 I – 4차 산업혁명(미래기술)

1

2012

3
2021

지정과제 – SF문화, 탄소중립

8

◦ 청소년을 위한 과학문화 활동은 관련 정책에 따라, 이공계 진로 유도 목적의 학교 밖 과학교육 및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보급되었고, 청소년의 주체적・자발적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은 미흡
- 2007년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분야를 청소년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공모 시작
- 2009년부터 2013년까지10) 학교밖 교육 및 이공계 진로 유도 등이 강조되면서, 교과연계, 진로탐색, 직업체험,
인문사회예술 연계 교육 등의 활동을 지원
- 2014년부터 창조경제 정책 추진에 따라 SW교육, 과학・창업 동아리 등을 중점 지원, 2016년 ‘우리동네 과학
클럽11)’ 사업 신설로 동아리 지원은 제외

10)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2013년 3월 폐지
11) 전
 국민의 과학 커뮤니티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2016년 신설되어 2019년까지 운영, 2020년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사업’ 신설로 지정된 ‘지역 과학문화
거점센터’의 세부 과업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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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유사・중복 지원의 가능성 및 다양성 부족
문제가 제기됨. 성인 대상 과학문화의 확산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대상 활동의 공모 지원을 잠정 폐지
- 2020년, 2021년은 자유공모 분야 선정 시 유아・청소년 대상 과제를 전체의 30%~53% 비율로 제한
[표] 청소년 대상 활동 공모 현황
년도

2007

공모 분야

과제수

초중고등학교 대상 창의체험 프로그램

5

과학 실험실습 사업

1

2011

창의적 과학융합 프로그램 기획 및 구현
활동

6

10

2012

창의적 과기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27

9

2013

청소년의 꿈과 끼를 발굴할 수 있는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19

청소년 대상 과학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6

2014

청소년 대상 과학문화 프로그램

21

과학문화 창의력 향상 및 융합 프로그램

14

2015

청소년을 위한 상상, 도전 중심의
과학문화 프로그램

31

2016

청소년을 위한 상상, 도전 중심의
과학문화 프로그램

17

2020

유형Ⅱ - 유아・청소년

21

2021

자유공모 – 유아・청소년

7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 행사
2008
신규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을 위한
과학행사(탐방, 체험형
프로그램 포함)

6

창의적인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8

청소년 대상 과학기술
교육 진흥 프로그램

9

청소년을 위한
과학행사(탐방, 체험형
프로그램 포함)
창의적인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과제수
18

신규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8

공모 분야
청소년 대상 창의적 과학 체험활동
프로그램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 행사

청소년 대상 과학기술
교육 진흥 프로그램

년도

2009
학교 밖 과학탐구 활동 강화

2

2010

◦ 성인을 위한 과학문화 활동 지원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청소년 프로그램 편중을 탈피하고자 추진

- 2013년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추진함에 따라, 성인을 참여대상으로 하는 연수, 체험, 강연, 학술활동, 콘텐츠
개발 등의 과제 지원
- 2017년부터는 모든 지원 과제에서 성인 수혜자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성인만을
수혜대상으로 한정하는 공모 분야를 삭제
- 2020년, 2021년은 자유공모 분야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를 전체의 20%~35% 비율로 선정
[표] 성인 대상 과학문화 활동 지원
년도

공모 분야

과제수

년도

공모 분야

과제수

2013

성인·노년층을 위한 과학문화프로그램
개발·지원

4

2016

성인층을 위한 생활 속 과학문화 프로그램

7

2014

성인을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지원

4

2020

유형Ⅱ - 성인

8

2015

성인층을 위한 생활 속 과학문화 프로그램

10

2021

자유공모 – 성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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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의 과학문화 활동 지원은 2000년대 초반 과학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행사 개최 중심에서

20011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운영 프로그램 보급으로 방향을 전환
- 지역자치단체 및 지역 과학문화단체를 통한 과학기술문화의 지방 확산을 위해 2001년부터 2003년12)까지
과학 행사 지원의 한 유형으로 지역과학축전 등 지방 행사 개최를 지원
-2
 004년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과학축전 개최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생활과학문화센터13) 시범 운영을 지원,
2005년은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지역 과학기술진흥센터 개설 및 운영을 지원
-2
 011년 수도권 지원 집중 등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지방 과학문화 활동 지원 분야를 신설, 2014년까지 별도
과제분야로 구분하여 선정 및 지원
[표] 지역의 과학문화 활동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과제수

년도
2011

지방 과학문화 활동지원

5

2012

지역 자원·시설을 활용한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17

지역 특성화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6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15

지방 과학문화 지원 콘텐츠 개발·지원

6

2001

과학 이벤트 – 지방 과학문화 행사

6

2002

과학 이벤트 – 지방 과학문화 행사

5

2003

과학문화행사 – 지역과학축전

2004

지방자치단체의
과학문화사업

2012

지역과학축전

6
10

공모 분야

과제수

2013
생활과학문화센터

지역 과학기술진흥센터

3
18

2014

◦ 소외계층 대상 활동에 대한 지원은 과학기술관련 교육 및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복권기금의 재원 활용과

공공 사업 특성에 따라 강조되며 2007년부터 12년간 별도 분야로 구분하여 선정 및 지원
-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새터민, 대안학교,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과학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수 과학도서 인증 사업14)’과 연계 장애인 대상 점묵자 도서 개발・보급이 추진
[표] 소외계층 대상 과학문화 활동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과제수

년도

공모 분야

과제수

신규 과학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적 배려계층 과학문화 격차해소

5

2012

사회적 배려 대상자 맞춤형 과학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33

우수과학도서 점자도서 발간지원(도서관)

1

2013

사회적 배려 대상자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5

소외지역・계층 과학문화 격차해소 사회적
소수 대상

16

2014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지원

22

2007

2008

12) 2003년은 자체예산이 확보된 지방자치단체의 과학문화행사 및 지역과학축전 개최를 지원
13) 생활과학문화센터는 2005년 생활과학교실 사업으로 분리
14)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999년부터 우수 과학도서 인증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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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지역・계층 과학문화격차해소

10

2015

나눔과 배려의 과학문화 프로그램

22

1

2016

나눔과 배려의 과학문화 프로그램

11

10

2017

나눔과 배려

8

1

2018

나눔/배려

12

37

2019

나눔과 배려

22

2009
점묵자 도서 개발보급
지역・계층간 과학문화격차해소
2010
장애인 대상 과학문화확산 프로그램
2011

소외지역·계층을 위한 과학문화격차해소

◦대
 중매체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은 2000년대 과학 대중화를 목적으로 추진, 참여기관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협력
- 과학적 내용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 사업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되었고, 방송국, 언론사, 프로덕션 등이 참여
- 이후 과학전문 인터넷 신문인 ‘사이언스 타임즈(’03년~)’와 ‘사이언스TV’(과학 전문 방송 제작 지원, ‘07년~)가
별도 사업으로 추진
- 과학도서 저술・번역・출판은 과학 대중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 2006년까지는 저작권이
저술・번역자에게 귀속되어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2007년부터는 저작권을 재단에 귀속

[표] 대중매체 콘텐츠 제작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과제수

년도

공모 분야

과제수

2001

대중매체활용(영상, 신문, 라디오, 인터넷,
대중매체종사자, 과학도서 번역)

21

2004

과학문화총서 시리즈 발간을 위한 저술
번역(출판사, 저술・번역가)

-

2002

대중매체활용(영상, 신문, 라디오, 인터넷,
대중매체종사자 지원, 과학도서 번역)

33

2005

과학도서 출판지원(출판사)

-

대중매체활용(영상, 신문, 라디오)

-

2006

과학도서 출판지원(출판사)

17

대중과학 도서 저술 및 번역
지원(저술・번역가)

-

2007

과학도서 출판지원(저술가)

11

대중매체의 과학문화프로그램(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등)

-

2008

과학도서 출판지원(저술가)

1

2003

2004

※ 2003년 ~ 2005년 공모 분야별 과제수 파악 불가

◦대
 중매체 이외 유형의 콘텐츠 개발 지원은 2017년부터 과학문화의 산업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영리 활동 지원이 시도되었으나, ‘과학문화 산업육성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축소
- 2017년 과학문화 산업 관련 창업 및 창직, 민간의 자생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신설, 과학관련 웹드라마, VR, 도서 등 콘텐츠 개발과 과학문화관련 취업과정 등 지원
- ‘과학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영상, 미디어, 웹툰, 공연, 전시 등 형태의 콘텐츠 개발
지원을 제한하고, 강연·체험·교육·간행물 중심으로 지원 강화
- 2019년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설로,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목적의 교육·연수 등의 지원 공모 제외

KOFAC FOCUS

53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현황 진단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표]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콘텐츠 개발(사업화)

과제수

년도

4

2018

2017
일자리 창출

2

2021

공모 분야

과제수

산업화 지원

1

일자리 지원

1

SF 문화 기반 조성 활동 지원

2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자체부담금 투입을 조건으로 지원하되, 기타 사업과의 중복된 분야의 참여 제한

- 2003년 기업의 과학기술문화 활동 조사 추진으로 2004년 사업 내 공모 분야 신설, 자체부담금 50% 이상
투입을 조건으로 오픈랩, 과학교실, 대회 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 2011년 교육기부사업15)과 중복형태의 활동 지원을 제한하였고, 2012년 내용중복으로 공모분야 폐지, 2018년
‘기업의 과학문화 활동 촉진 지원’사업이 별도 신설되어 2021년까지 운영
[표] 기업 사회공헌 활동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과제수

년도

공모 분야

과제수

2004

파급효과가 큰 과학문화사업 – 기업
사회공헌

-

2009

과학문화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2

2005

기업의 과학문화관련 사회공헌활동

-

2010

기업 대상 과학문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4

2006

기업의 과학문화관련 사회공헌활동

6

2011

기업·단체의 민간과학문화 사회공헌활동
지원

1

※ 2003년 ~ 2005년 공모 분야별 과제수 파악 불가

◦ 퇴직 과학자 등 과학기술인의 청소년 과학교육 및 체험, 대중 강연 등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

- 2010년 민간위탁 사업이었던 ‘과학기술봉사단 운영16)’과 ‘과학문화활동 지도자 양성17)’ 사업이 ‘민간 과학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으로 통합 되면서, 계속과제로서 2013년까지 지원
[표] 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지원
년도

지원 분야

과제수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지원

1

과학문화 활동 지도자 양성 지원

1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지원

1

과학문화 활동 지도자 양성 지원

1

년도

지원 분야

과제수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지원

1

과학문화 활동 지도자 양성

1

과힉기술 유휴인력을 활용한
과학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5

고경력 과학기술인 봉사활동

1

2010
2012

2011
2013

※ 2003년 ~ 2005년 공모 분야별 과제수 파악 불가

15) 한
 국과학창의재단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기부센터로 지정받아, 청소년 등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협・단체, 개인 등이 교육을 진행하
는 등 교육기부사업을 운영
16) 2
 007년 퇴직 과학자 등을 활용한 과학문화 봉사활동 강화가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중점 과제로 추진되면서, 2008년 ‘과학기술봉사단 운영’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지원, 2009년 과학기술문화 인력 양성 지원의 일환으로 지원
17) 2005년부터 청소년의 우주과학 탐구활동 지도를 위해 ’과학문화활동 지도자 양성‘을 민간위탁으로 다년간 지원
KOFAC FOCUS

54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현황 진단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교
 류・협력 지원은 2000년대 초, 2010년대 초, 2015년대 초, 국제 행사 개최, 해외 우수 교육・콘텐츠 도입 등의

목적으로 지원되어 국제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
-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국제협력 과제로 11개 단체를 지원, 2003년 국제 및 남북 과학기술행사 개최가
강조되면서 해외 과학문화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별도 분리
- 2010년 하반기 ‘국내외 과학교육 관계자 교류’와 ‘해외 체험형 과학교육의 도입’ 과제가 집중 육성분야로 선정
되어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이 다시 재개 되었고, 2011년 국제협력사업 지원 분야가 신설
- 2012년 ‘국제협력사업 지원’은 현장 점검 및 성과활용의 어려움의 사유로 국제 연계·협력 활동 지원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활동 지원’ 공모 분야에 포함하여 지원 축소
- 2015년과 2016년에는 국내외 우수 콘텐츠의 공동 개발 및 활용을 목적으로 국제교류 활동 지원
[표]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공모 현황
년도
2001

2002

공모 분야
국제협력(인력교류, 이벤트교류, 단체협력)

과제수

년도

3

2011

공모 분야

과제수

민간과학문화 국제협력사업 지원

5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활동 지원

2

국제협력(국제 과학기술문화사업, 인력교류,
이벤트교류)

8

2012

과학문화 민간활동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활동 지원

1

국내외 과학교육 관계자 연수

1

2015

글로벌·과학기술·ICT콘텐츠 공동개발 및
교류·협력

4

과학 체험프로그램 교류

2

2016

국내외 과학문화 콘텐츠 확산 및 교류·협력
프로그램

2

2010

◦ 연구·학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초기 연구 과제 공모・지원에서 연구센터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독립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이외 포럼, 워크숍, 과학기술사회 등의 학술 활동 등을 지원
- 2001년 과학문화에 대한 연구 지원을 시작하여, 2003년 관련 석박사 논문 지원 등을 추진, 2004년 과학문화
아카데미18)와 과학문화연구센터를 별도 사업으로 지원19)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였지만, 연구・학술적 성과 창출의
기능보다 일반 대중과의 소통 목적이 강조
[표] 과학문화 연구・학술 활동 지원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과제수

년도

2001

과학문화 조사연구(전통과학문화, 과학문화)

3

2003

2002

과학기술문화 학술 연구지원(과학기술
과 사회, 과학기술문화, 전통과학기술문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 개발)

공모 분야

과제수

강연회, 세미나, 포럼 등

-

과학문화관련 석박사 연구논문 지원

-

2004

강연회, 세미나, 포럼, 심포지움, 워크숍

-

2011

전문가·현장 활동가 대상 과학기술 이해증진
및 과학기술사회(STS) 활동 지원

10

18

※ 2003년 ~ 2005년 공모 분야별 과제수 파악 불가

18) 2003년 7월 서강대에 ‘과학문화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단기 연수 및 석사 과정 등 운영
19) ‘과학문화아카데미’, ‘과학문화연구센터’는 2010년까지 운영 후 2011년도 ‘과학문화 연구활동 지원’으로 통합되어 2013년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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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의 진단 및 향후 방향 모색
3-1. 사업의 의의와 한계
20)
◦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은 다양한 사업의 ‘테스트 베드’ 기능 수행, ‘서비스 제공형 조직 ’과의 효과적

협력, 과학문화 활동의 ’주체・유형 확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짐
-사
 업의 과제 분야로 지역과학축전, 생활과학교실, 사이언스타임즈, 사이언스TV, 과학문화아카데미, 과학문화
연구센터, 우리동네과학클럽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시도하고 추진
-대
 중・전국적 그리고 소외계층・지역에서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서비스 제공’형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
행사・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지속적・효과적으로 공급
- 특히, 청소년 대상 활동에 대한 꾸준한 지원으로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과학체험・교육 운영이
과학문화 활동의 대표 유형으로 정착21)되었으며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등에 기여
- 과학기술 분야 법인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 영리법인, 개인 등으로 과학문화 활동의 주체를 확대하였고,
과제분야 신설・지원으로 행사, 교육, 체험, 콘텐츠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의 유형을 다양화
◦대
 중 과학 행사・체험 보급 활동에 치중으로 고유 기능의 변별력 확보 및 영영 확립에 한계를 지님

- 대중의 과학소양 제고 및 계몽, 청소년 이공계 진로 유도 목적의 프로그램 전달에 편중22)되어 지원되었으며,
해당 목적의 프로그램 유형도 과제분야의 별도 사업화와 유관 사업 중복 23) 등으로 점차 축소
- ‘과학문화 확산’ 중심으로 사업방향 귀결에 따라 공공조직에 지원이 분산되었고, 민간협력 체계 구축과 민간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가시적 성과창출 미흡
- 민간조직의 ‘서비스 제공’ 기능 이외 ‘역량 강화24)’, ‘권한 강화25)’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협력관계
형성이 공공의 예산 지원과 민간의 과제수행이라는 수직적인 관리행정적 협력 관계에 그침

20) ‘서비스 제공’형 비영리 조직은 공공 서비스 및 재화를 소외계층 등에 제공하고, 정책을 각 지역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적용하는 등 복지지향 활동으로 정부
실패 또는 시장실패에 대응
21) 2016년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이 70% 비중으로 운영, 2021년 자유공모 과제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전체의 70% 차지
22) 기업 사회공헌, 과학기술인 봉사활동, 해외 교류・협력 등 지원도 궁극적으로는 대중・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체험, 강연, 콘텐츠 보급 활동으로 귀결됨
23) 지역・소외계층・청소년 대상 과학교육・체험 운영, 과학문화 활동가 연수, 과학관련 영상・공연・전시 등 제작 활동 등 유관사업과 지원 분야 중복
24) 공익에 대한 개인 차원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원봉사활동가, 기부자 등이 가치와 신념에 따라 활동 할 수 있도록 도움
25) 사회문제 등 사회·정치적 중요 이슈를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개인의 의견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권리 옹호 및 대변으로 시민・정치참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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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기능 수행에 집중

- 사업 예산의 실질적 축소26) 상황에서 과제분야 편성과 지원 규모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과학문화의 보편적
확산이라는 궁극적 목표보다는 ‘테스트 베드’로서 사업의 기능에 대한 주목 필요
-그
 간 포괄적으로 추진되었던 ‘대중’을 위한 ‘과학’ 보급 활동은 ‘이질적 대중’, ‘특정 과학’, ‘진행 중인 연구’ 등에
초점을 맞추는 과학기술문화 동향27)을 반영하여 고도화하고, 핀셋 지원 등으로 집중화된 운영 필요
◦ 새로운 과학문화 활동 발굴과 수요창출을 위한 시도

- 청소년 과학 체험교육 중심의 과학문화 활동의 획일화 및 고착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수요기반 대규모 보급이
아닌 ‘수요 창출’에 초점을 둔 소규모 활동으로 부터 점진적인 확산 전략이 필요
- 그간 미진했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지지 기반 형성’ 목적의 ‘시민 과학 참여’, ‘사회적 담론
형성’ 활동 지원 확대로 과학문화 활동의 균형화 필요
- 대중과학참여(PPS) 정책동향28)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콘텐츠 보급을 통한 과학지식의 매개 역할보다 대중이
과학연구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의 과제 추진 필요
◦ 과학문화 활력 확보를 위한 민간 협력관계의 재구조화

- 협력관계의 재구축은 사업 목표와 특성29),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정책・사업 추진 주체, 사업 참여자,
사업 협력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인식 공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도입을 위해서는 민간조직의 운영・확산 역할에 초점을 둔 기존의 관리행정적 협력 뿐
아니라, 기획력, 여론형성, 시민참여 능력에 초점을 둔 정책적 협력으로 관계 다각화 필요
- 민간조직의 ‘권한 강화’와 ‘역량 강화’적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의견수렴,
정책제안 등 강조와 상향식(bottom-up) 창구의 제도적 마련 필요

26) 2002년 대비 2022년 최저시급의 303% 인상(2,275원→9,160원)에 비해 사업비는 동일 수준(1,405백만원→1,400백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축소
27) 대중의 과학 이해(PU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모델 보완을 위해 이질적 PUS, 계량적 PUS, 대중의 연구 이해(PUR) 등이 논의됨. ‘대중’은 이질적
집단들로 구성되고, 과학자들조차도 전공 분야를 벗어나면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과학일반’과 ‘특정 과학’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전재로 확립된
과학보다 ‘진행된 연구’에 대한 이해가 강조됨(송성수, 2009)
28) 유
 럽의 대중과학참여(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정책은 2000년대 정책참여에서, 2010년대 초 혁신참여, 2014년부터는 생산참여로
변화(Hadrien Macq et al., 2020), 옥스퍼드대학교 시민참여 과학프로젝트 플랫폼 ‘주니버스’ 등 사례 참조
29) 민간에 대한 위탁, 용역, 창업, 사업화 지원, 보조 사업이 아닌 과학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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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과학축제 동향 분석

3대 글로벌 과학축제 사례 분석 및 우리나라 과학축제를 위한 제언
작성 배경

◦ 오랜 과학문화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유럽은 각 국을 대표하는 과학축제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공통점은 아래와 같다.
1) 대표 도시(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도심과 어우러지는 도심형 축제를 지향한다.
2) 전 세계인을 관람 대상으로 하며 자국민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3) 정부의 시드 자금에 민간 기업과 기관이 매칭(후원)되어 규모를 확장한다.
4) 일부 콘텐츠를 제외하고 모두 유료로 운영된다.
◦ 미국과 영국의 과학축제가 글로벌 과학축제의 대표적 사례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과학축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과학축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 (글로벌 도심형 과학축제 개요) 3대 글로벌 대표 과학축제인 미국의 세계 과학축제(World Science festival)와 영국의 챌튼엄
과학축제(Cheltenham science festival) 및 에든버러 과학축제(Edinburgh Science Festival) 사례를 알아본다. 특히 개최
기간, 주요 장소, 이해관계자, 후원기관 등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사업 현황

최초 개최연도

주요 개최지

주최(주요 후원)

2008년

미국 뉴욕
(및 호주 브리즈번)

World Science Foundation
(비영리 조직)

2002년

영국 첼튼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1989년

영국 에든버러

에든버러 시의회
스코틀랜드 행정부

◦ (과학축제의 주제와 주요 콘텐츠 비교) 대게 그 해를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명료한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과 문화·예술
요소를 융합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선보인다. 도심 곳곳에서는 각 계 최고 전문가와 유명인이 대중과 소통하는 크고
작은 세션이 열린다. 각 축제별 사례를 통해 특징을 살펴본다.
◦ (코로나 이후 최신 동향) 전 세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축제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현재 2022년
에는 각 축제가 어떤 방법 및 주제로 소통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과학축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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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학축제 개요1
과학축제(science festival)는 대표적인 과학문화(scientific culture) 활동으로,
과학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모아 벌이는 축제의 한 형태이다.

◉ 과학축제의 시작
◦ 1989년 개최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과학축제를 꼽는다. 1980년대 말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가 심각한 재정
침체를 겪자, 시의회는 버려진 땅과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을 활용하여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이에 ‘유럽의 문화 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선언을 시작으로, 시의회는 ‘과학도시’의 이미지를 확산하기로
하고 1989년 4월 과학축제를 처음 개최했다. 시의회의 순발력 있는 전략은 에딘버러 시를 세계 최초의 과학축제
개최 도시로 각인시키는데 성공적이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불기 시작한 과학축제의 바람은 10여년 만에
유럽을 거쳐 전세계로 확산됐다.
◦ 이후 유럽과학이벤트협회(European Science Events Asociation)가 설립되었으며 2013년 현재 30여개 국가의
10여개의 규모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미국에도 과학축제연합(Science Festival Aliance)이 설립되었고 2012년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과학축제는 120여 개에 이른다.

◉ 개최 목적
◦일
 반적으로 축제는 지역 특성(문화·역사·특산품 등)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목적으로 개최된다.
반면 대부분의 과학축제는 과학문화, 다시 말해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 이해(PUST: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목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학,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 과학관 등을 통해 개최된다. 과학
축제와 지역축제는 특정한 기간 내에 개최되며 다양한 이벤트와 그 체험 활동을 통해 참가자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과학축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축제의 특성을 그대로 안고 있다.

◉ 명칭과 주최기관
◦한
 국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개최하는 대한민국과학축전, 국립중앙과학관이 개최하는 사이언스데이 등을 포함
하여 30여개의 과학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명칭은 ‘과학축제(science festival)’, ‘과학주간(science week)’, ‘과학의 날
(science day)’ 등으로 다양하다.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주로 과학주간, 과학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반면,
특정 도시나 장소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과학축제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
◦주
 최기관은 중앙정부와 협회, 도시, 대학, 연구기관, 박물관 등이다. 중앙정부와 협회는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역을 돌면서 행사를 개최한다. 반면 특정 시에서 주최하는 경우는 도시 내 여러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특징이다.
1 홍대길·김경훈(2014.3.), 과학축제의 특성과 체험 속성의 유형화,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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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체(주최기관)별 과학축제 분류 (과학축제의 특성과 체험 속성의 유형화, 2014.3)
과학축제의 예

주최기관

중앙정부,
협회,
재단

과학축제 명

국가

참고(개최시기 등)

Britsh Science Festival

영국

2005년 시작, 매년 9월

National Science Week

호주

1998년, 8월

Science Week

덴마크

9월

Science Days

독일

10월

대한민국과학축전

한국

한국과학창의재단, 주로 8월

Edinburgh International Science Festival

영국

1989년 시작, 3/4월

Orkney International Science Festival

영국

1991년, 매년 9월

Bristol Festival of Nature

영국

6월 첫 주

DarwIN Shrewsbury Festival

영국

Winchester Festival of Art and the mind

영국

Beijng Science Festival

중국

Tokyo International Science Festival

일본

World Science Festival

미국

Roswel UFO Festival

미국

서울과학축전

한국

서울시

대학

Cambridge Science Festival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3월 2주

연구기관

Salters Festival of Chemistry

영국

Salters's Instiute

Lyme Regis Fosil Festival

영국

Natural History Museum,
Lyme Regis Museum/ 매년 5월

사이언스데이

한국

국립중앙과학관

도시

박물관

과학, 철학, 예술을 결합

◉ 주요 특징
➊ ‘과학-예술’ 융합형 이벤트
영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28개 과학축제를 조사한 결과, 예술과 융합된 콘텐츠가 83%에 이른 반면, 순수한 과학 이벤트는
17%에 불과했다. 과학예술(science art)은 과학기술을 텍스트나 표현 도구로 사용한 예술을 말한다.
[그림1] 과학-예술의 개념 (과학축제의 특성과 체험 속성의 유형화, 2014.3)
사이아트

기초과학
과학
기술

공학

텍스트
표현도구

예술

과학연극

생태
의학

과학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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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문화 상품화
과학대중 이해 확산이라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과학축제는 대부분의 이벤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대한민국과학축전의 경우도 그렇다. 과학축제가 과학 대중 이해 확산이라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국제과학축제, 영국 케임브리지과학축제, 미국 뉴욕 월드사이언스
페스티벌은 다양한 이벤트에서는 입장료를 받는다. 2012-3년 에딘버러 과학축제는 전체 수익 중 13%를 입장료에서,
그리고 행사후 학교 교육을 통해 9%의 수익을 올렸다.
[표2] 에딘버러 과학축제 프로그램 예시 (과학축제의 특성과 체험 속성의 유형화, 2014.3)
프로그램 명

분류

금액

Music to Your Ears(1시간)

사이언스 쇼

4파운드

Communicating Science/How Can We Share it?(90분)

논쟁

8파운드

Saturday Showcase/Colour in textiles(2시간 반)

워크숍

8파운드

Picturing Your Brain(90분)

토론

8파운드

Future Artists(8시간)

토론

12파운드

Creating a Monster/Geks ofilm(90분)

강연

4파운드

Britsh Ecological Society CenturySymposium(오전10~오후5시)

심포지엄

27파운드

Eating Aliens(오후 7시, 2시간 반)

과학만찬

35파운드

Forager's Breakfast(오전 8시, 2시간)

과학조찬

25파운드

Walking with Scientists(2시간)

가이드투어

10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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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글로벌 과학축제 분석
◉ 3대 글로벌 과학축제 개요
1) World Science Festival

최초 개최연도
주요 개최지
누적 관람객 수
티켓
주최(주요 후원)
창립 후원

핵심관계자

- 2008년
- 미국 뉴욕, 호주 브리즈번
- 전 세계 약 320만명+
- 유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구매 필요, 봉사활동 지원시 무료)
- World Science Foundation (비영리 조직)
- Simons 재단, Alfred R. Sloan 재단, John Templeton 재단 등
- [최고경영자] Brian Greene (콜롬비아 대학 물리학 교수)
- Tracy Day (Emmy-Award 4회 수상), Alan alda (미국 배우, 코미디언) 등
- 미국 뉴욕 일대에서 매 년 행사 개최

개최방법

- 2016년부터 매 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추가이벤트 개최
(Queensland Museum Network 주관)

대표 콘텐츠

- City of Science (길거리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과학 프로그램)
- Big Idea 시리즈
1) LIGHT FALLS: 공간, 시간 및 아인슈타인의 집착

주요 콘텐츠
(예시)

2) CRISPR IN CONTEXT: 인간 유전 공학의 새로운 세계
3) THE BIT PLAYER (박물관 전시회)
4) 어둠속의 물리: 우주의 잃어버린 물질을 찾아서
5) 기타: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술, 각 기초과학분야 견습생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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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eltenham Science Festival

최초 개최연도
주요 개최지
관람객 수
티켓
주최(주요 후원)
후원기관
핵심관계자

개최방법

대표 콘텐츠

- 2002년
- 영국 첼튼엄
- 매 년 22만명 수준
- 유료 (프로그램별로 예약하거나, 연간 멤버십 구입 가능)
- Arts Council England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 EDF, GE, DeepMind, IBM, Roles Royce WOODLAND TRUST 등 40여개
- (초대 감독) Robert Winston
- Cheltenham Festivals 행사의 일부로 개최하여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로 빠르게 성장
- Fame Lab (자신의 연구성과를 3분 간 소개하는 국제 경연 대회)
- Discover Zone (첼튼엄 시청 메인 공간 무료 인터랙티브 전시 공간)
1) Science For Schools

주요 콘텐츠
(예시)

2) DataFace
3) Transformer
4) GE Pavilion, EDF
5) Family Even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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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dinburgh Science Festival

최초 개최연도
주요 개최지
관람객 수
티켓
주최(주요 후원)

창립 후원

핵심관계자

개최방법

- 1989년
- 영국 에든버러
- 매 년 20만명 수준
- 유료 (홈페이지에서 구매 필요)
- 에든버러 시의회
- Medical Research Council , SCI-FUN , University of Edinburgh ,
Bang Goes The Theory 등
- Bunhead, Richard Dawkins, Brian Cox, Ian Wilmut, Dame Jocelyn
Bell Burnell , Christiana Figueres, Cordelia Fine 등 (주로 교수 강연진)
- 에든버러에서 부활절 방학 기간 동안 열리는 과학축제
- 2주 동안 가족과 성인을 위한 250여개 이벤트가 열리는 영국 최대 과학축제
- CITY ART CENTRE (청소년 및 가족 대상 워크숍 / 체험)

대표 콘텐츠

- Edinburgh Medal (에든버러 시의회에서 증정, 메달리스트는 강연 진행)
- DATASPHERE (스코틀랜드 국립 박물관 빅데이터)
1)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가족대상 식물과학 분야 체험, 이벤트)
2) DYNAMIC EARTH (가족 대상 전시 및 이벤트)

주요 콘텐츠
(예시)

3) SUMMER HALL (가족 및 성인대상 전시, 사전예약 토크쇼, 이벤트 등)
4) NATIONAL MUSEUM OF SCOTLAND
(가족 및 성인 대상 전시, 사전예약 워크숍 등)
5) PLEASANCE (가족 및 성인 대상 아웃도어 전시, 쇼, 상호토론 등)
6) AROUND EDINBURGH (전 연령, 에든버러 일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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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성 및 분석
1) 명확한 주제와 핵심 콘텐츠
◦ 대표적인 글로벌 과학축제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매 년 같은 도시(랜드마크)에서,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며, 최고의 전문가와 대중이 소통하는 것이 골자이다. 2019년의 경우, 과학기술계에 중요했던 이벤트는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 주기율표 150주년 이었다. 이에 따라, 그 해 에든버러 과학축제의 주제는 “달 착륙 50주년”,
첼튼엄 과학축제는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 및 주기율표 150주년”, 캠브릿지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주기율표
150주년”으로 추진되었다. 월드 사이언스 페스티벌의 경우 “내면의 천재성을 깨워라(AWAKEN YOUR INNER
GENIUES)” 라는 주제에 맞는 빅퀘스천을 두고 최고의 과학자와 유명인, 그리고 대중이 치열하게 소통하는 그 자체
에만 초점을 맞췄다.
◦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과학축제의 경우 국가의 과학기술 성과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는게
주요 목적이다. 2019년 대한민국과학축제의 경우 “과학의 봄, 도심을 꽃피우다” 라는 주제로, 미국과 유럽처럼 도심에
나와 최초로 과학축제를 열었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소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심형
축제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다. 매 년 주제를 보더라도 과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많은 외적 환경을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표3] 역대 대한민국과학축제 주제
개최연도

회차

1997

1회

1998

주제

개최연도

회차

주제

과학을 느끼자, 미래를 보자

2012

16회

창의세상, 과학에게 길을 묻다

2회

과학과 커뮤니케이션

2013

17회

과학, 상상의 날개를 달다.

1999

3회

즐거운 과학, 체험의 세계로

2000

4회

과학기술과 함께하는 새천년

2014

18회

국제행사 ITU 전권회의 연계,
창의의 바람, 과학의 미래를 품다

2001

5회

과학기술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

2015

19회

광복70년, 과학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도약

2002

6회

과학의 힘 미래를 바꾼다

2016

20회

과학기술이 펼치는 미래희망 100년

2003

7회

밝은 미래를 위한 융합

2004

8회

밝은 미래, 사이언스코리아

2017

21회

꿈을 만나다, 함께 그리다, 새로운
미래를 열다.

2005

9회

Science 180°

2006

10회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2018

22회

일상속에서 과학을 플레이하다
Science on, Playcation

2007

11회

대한민국과학기술 14600

2008

12회

인재대국! 과학기술강국건설!

2019

23회

과학의 봄, 도심을 꽃피우다
Blossom the City, with Science

2009

13회

과학과창의가 만드는 녹색미래

2010

14회

꿈을 실현하는 과학

2020

24회

과학기술로,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그리다.

2011

15회

미래로 떠나는 신나는 과학창의여행

2021

25회

미래를 여는 창, 과학기술로의 여행
KOFAC FOCUS

67

글로벌 과학축제 동향 분석

2) 도시(랜드마크)를 활용한 개최
◦대
 표적인 글로벌 과학축제는 주로 축제 명에 주요 개최지가 포함되어 있다. 에든버러(Edinburgh), 챌튼엄
(Cheltenham), 캠브리지(Cambridge), 슬라이고(Sligo) 등 축제의 이름에 지명을 포함하였고, 개최 시기도 매 년 일정
하게 유지한다. 매 년 같은 곳에서, 같은 시기에 축제가 개최되며 각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축적해오고 있다.
◦반
 면, 우리나라의 경우 매 번 개최지가 변경된다. 축제 명만 하더라도 25회 동안 4회 변경*되었다. 매 년 다른 정책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축제를 이끌어 나가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축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대한민국과학축전 →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 (현)대한민국과학축제
◦글
 로벌 과학축제의 개최 방식은 지자체(도시)는 물론, 지자체에 속해 있는 다양한 기업, 기관, 단체화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에도 좋다. 매년 같은 곳에서 준비하면서 예측 가능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마치 스포츠 구단의 연고지와
같은 형태로 지속가능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의 미술관, 식물원, 박물관, 공공기관, 학교, 공항, 기업, 공연장,
음식점과 술집, 길거리까지, 지역의 모든 자원이 축제의 장이 된다.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에 많은 리소스를 들일
필요도 없다. 전년도부터 콘텐츠 대부분을 확정하고 예약을 시작하므로 콘텐츠의 질과 축제의 파급력을 높이는 데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콘텐츠 질과 파급력의 향상은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찾게 하는 선순환적 효과도 끌어낸다.
[그림2] 도심과 연계한 2022 첼튼엄 과학축제의 행사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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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예술 융합형 콘텐츠와 대중 소통형 강연
◦ 글로벌 과학축제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바로 유명인의 적절한 활용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연결이다. 먼저, 월드사이언스
페스티벌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알란 알다(Alan Alda),
글렌 클로즈(Glenn Close), 매기 질렌할(Maggie Gyllenhaal), 빌 T. 존스(Bill T. Jones) 등을 비롯한 수많은 배우,
코미디언, 영화감독, 작가 등이 과학자와 함께 행사에 참여해왔다. 첼튼엄 과학축제의 경우 재즈, 문학 등 과학 외
분야의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에딘버러 과학축제는 보다 광범위한 테마를 아우르는
축제*가 도시를 거점으로 매년 일정한 시기에 열린다. ‘과학’은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많은 축제 중 일부라 할 수 있다.
도시 곳곳에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가 녹아 있어, 과학축제 개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에딘버러 축제 테마 : JAZZ&BLUES, ART, INTERNATIONAL, FRINGE, MILITARY TATTOO, FILM, BOOK,
STORYTELLING, HOGMANAY, CHILDREN 등
◦ 또한 글로벌 과학축제에서 과학과 대중의 소통은 매우 가깝고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이들 소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세분화된 주제다. 월드사이언스페스티벌의 경우 축제의 대표 과학자와의 실시간 Q&A가 시그니처
콘텐츠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콘텐츠도 “블랙홀, 보이지 않는 것은 보는 것”, “아인슈타인과 양자, 얽힘과 출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보는 우주 탐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주제로 소통한다.
두 번째는 유료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오래전부터 홍보하고, 사전 예약을 받기 때문에 티켓도 대부분
빠르게 품절된다. 관람객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기꺼이 금액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관객은 보다 진지하게 소통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틀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첼튼엄과학축제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페임랩의 경우 3분 동안, 화면 없이,
오로지 과학자의 설명으로만 진행한다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지도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술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성인 대상 콘텐츠가 펍에서 열리기도 한다.
[그림3] 월드사이언스페스티벌의 메인 콘텐츠 예시

Brian Greene과의 실시간 Q&A

블랙홀 :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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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to our Partners and Supporters

helping to create a world in which everyone can explore and co-create culture.

4) 축제의 예산In Association
구조 with

Principal Partner

◦ 예산은 주최기관의 예산, 기업이나 재단의 후원, 기부금, 그리고 행사 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행사 수익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과학축제 이벤트의 문화 상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축제 콘텐츠의 문화상품화는 다양하고
NK YOU to
our Partners
and Supporters
Major Partners

질 높은 콘텐츠의 공급을 늘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독려한다. 나아가 민간산업 창출을 통한 부가적 효과도 거둘 수
create a world in which everyone can explore and co-create culture.
있다. 에딘버러국제과학축제의 경우 재단 내에 여러 개의 벤처기업을 운영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콘텐츠

n with

Principal
설계, 스태프의 교육, 마케팅,
물류 Partner
등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설계 교육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이나 전문 공연팀의 참여 사례도 늘고 있다.

rs

◦ 또한,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많은 지역 기업·기관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금과 현물(인프라, 콘텐츠)
등 연계를 통해 확장성 있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표4] 3개 글로벌 과학축제의 후원구조 및 후원사 (2022년 기준)
Festival Partners

월드사이언스페스티벌 (21개 기관)

THANK YOU to our Partners and

helping to create a world in which everyone can explore
In Association with

ers

Principal Partn

YOU to THANK
our Partners
YOU and
to our
Supporters
Partners and Supporters

첼튼엄과학축제 (38개 기관)
ate a world in which
helpingeveryone
to createcan
a world
explore
in which
and co-create
everyoneculture.
can explore and co-create culture.
Major Partners
주요
In후원사
Association with

Major Partners

Principal Partner

Principal Partner

에든버러과학축제 (24개 기관)

Media Partners

In-Kind
Festival Partners

2
Festival Partners

Media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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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도
 심 공간을 활용하여 과학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콘텐츠, 이를 만들고 직접 소통하기 위한 전문가들, 보여주고 소통하기 위한 넓고 적합한 도심 공간,
굳이 ‘과학’을 주제로 소통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예산을 소비하여 찾아올 수 있는 수준 높은 관람객이 필요
하다. 과학문화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유럽 정도에서만 이런 성공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다.
◦우
 리나라에서도 2019년 ‘대한민국과학축제’라는 이름으로 도심형 과학축제를 서울에서 최초로 시도하였다.
수많은 콘텐츠를 서울 도심 곳곳(광화문광장 일대를 중심으로)에서 선보였고,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과학을
주제로 한 소통에 참여하였다. 대한민국 전통이 담긴 공간에서 훌륭한 연구성과와 특유의 콘텐츠로 소통한
점도 큰 호평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심형 과학축제의 시도는 잠시 보류되었지만, 약 25년간 계속
되어온 틀을 혁신하려는 도전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코
 로나19로 인해 세계의 다양한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축제가 다시 도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과학축제도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도심에서 축제를 연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는 축제를 서울 성수동 도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이러한 도전이 글로벌 과학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한걸음이 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홍대길·김경훈(2014.3.), 과학축제의 특성과 체험 속성의 유형화, 한국과학예술포럼
The Characteristic and the Typology of Experiential Attributes in the Science Festival (2014.3)
2) 한국과학창의재단(2019), 2019 대한민국과학축제백서
3) WorldScienceFestival 공식 홈페이지 : www.worldsciencefestival.com
4) CheltenhamScienceFestival 공식 홈페이지 : www.cheltenhamfestivals.com
5) EdinburghScienceFestival 공식 홈페이지 : www.sciencefestival.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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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육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사례 분석

작성 배경
◦ 코로나 팬더믹 이후 교육의 모습이 급격하게 전환되었으며, 온라인 교육 및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AI 보조교사 등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모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임
◦ 국내·외에서 최근 진행된 교육 데이터 마이닝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통해 교육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주요내용
◦ (실증 데이터 분석) 코로나 상황에서 등교일 수 및 지역 차이에 따른 학력 저하 원인을 실측 분석함. 학력 저하
현상을 등급별 학생의 이동이나 등교 일수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공시자료와 같은 외부자료와의 연동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음
◦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분석) 교육 데이터 분석 방법 간 성능 평가 연구로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측정하였음. 일반적인 교육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규모의 한계를 패널 데이터와 같은 대량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보완하였고, 딥러닝 분석을 실시, 전통적 통계 분석에 비해 더 높은 정확도를 확인하였음.
◦ (생체 데이터 분석) 자기응답식 설문조사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전통적 방법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안구 운동을 물리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 데 이 방법은 생리 활동을
측정기를 통해 직접 측정하므로 응답자의 성향이나 데이터의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낮음. 생체 데이터 수집 방법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측정 기구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방향성 탐색이나
설문조사 기반 연구의 보완적인 연구로서 생체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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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사례 분석
한국과학창의재단 SWAI인재양성팀 김종범 연구원

◉ 실증 데이터 분석 사례(등교일수 및 지역 차이에 따른 학력 저하 분석)
아래 내용은 신철균, 위은주, 안영은(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학교 교육격차 분석: 등교일수 및
도농간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의 요약임

분석 배경 :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교육격차의 이유는 무엇인가?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드러난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는 극복의 대상인 동시에 분석의 대상이 되었음
◦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 학생들의 교육격차에 대한 상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양상을 밝히려고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언론의 보도나 연구 결과는 특정한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이 연구는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활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분석 방법
◦ 분석의 대상(표본): 강원도 소재 중학교 학생 전체(성취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157개교)
◦ 수집 데이터 및 수집 방법: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한 모든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등급 자료, 학교별 소재지
(도시, 읍·면), 등교일

분석 결과
◦ 157개 대상교를 비교해 본 결과 조사 대상인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비교 시점에 비해 코로나 유행이 있었던
2019~20년 사이에 A등급이 감소하고, E등급이 증가하는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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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학교수준 학업성취등급 비율 변화량 분석 결과(중2 2학기)

N=157개교

학업성취등급 비율 변화량
교과

국어
수학
영어

비교 시점(2018, 2019년 중2)

관심 시점(2019, 2020년 중2)

ΔΑ

ΔΒ

ΔC

ΔD

ΔΕ

ΔΑ

ΔΒ

ΔC

ΔD

ΔΕ

+4.28

+1.44

-2.29

-0.50

-2.94

-0.30

-3.71

-0.71

+0.53

+4.19

(17.66)

(16.60)

(14.22)

(11.38)

(13.63)

(22.75)

(20.02)

(14.42)

(13.23)

(15.13)

+3.09

-2.43

+0.86

+0.90

-2.42

-3.70

+0.68

-0.47

-1.09

+4.58

(21.32)

(17.97)

(13.89)

(10.82)

(17.22)

(20.60)

(17.82)

(16.68)

(12.76)

(20.47)

-0.36

1.38

-0.47

-0.37

-0.18

-2.07

-2.04

1.24

+0.88

+4.48

(18.48)

(15.88)

(16.11)

(9.95)

(17.01)

(20.07)

(17.29)

(12.78)

(14.35)

(16.28)

◦ 읍·면 지역의 중위권 비율이 도시보다 높으며, 도시에서는 최하 등급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읍 ·면 지역과
도시지역의 학력 저하의 양상이 다름을 보여줌
<표 2> 지역규모별 학교수준 중위권 비율 분석 결과(3개년도 중2 2학기)

N=157개교

중위권 비율(%)
지역

2018

2019

2020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도시(동)
(N=55)

57.89
(8.20)

46.15
(11.19)

39.47
(10.45)

57.04
(9.32)

45.75
(8.42)

39.79
(7.27)

51.15
(8.98)

41.69
(7.97)

35.14
(7.05)

읍·면
(N=102)

57.83
(19.61)

46.87
(21.01)

46.30
(18.35)

56.21
(20.36)

46.06
(17.75)

46.97
(19.93)

53.40
(20.60)

46.90
(21.86)

45.78
(20.61)

t검증

0.027

-0.282

-2.968**

0.349

-0.153

-3.259**

-0.95

-2.155*

-4.728***

*p<0.05, **p<0.01, p***<0.01

◦ 등교일이 많은 학교가 하위권 증가의 폭이 적고, 중위권이 많아지면서 학력 저하를 잘 방어하는 편이었음
<표 3> 등교일 사분위별 학업성취등급 비율 변화량 분석 결과(중2 2학기)
N=134개교
등교일수
집단

학업성취등급 비율 변화량
비교 시점(2018, 2019년 중2)

관심 시점(2019, 2020년 중2)

ΔΑ

ΔΒ

ΔC

ΔD

ΔΕ

ΔΑ

ΔΒ

ΔC

ΔD

ΔΕ

1분위
(N=32)

+3.25
(11.32)

+0.33
(5.91)

-1.47
(5.25)

-0.97
(4,90)

-1.15
(10.36)

-1.96
(8.28)

-2.33
(6.40)

-2.38
(4.91)

+0.00
(4.01)

+6.65
(8.30)

2분위
(N=30)

+2.64
(13.17)

-2.39
(11.11)

+1.16
(7.32)

+0.29
(7.24)

-1.72
(11.65)

-3.47
(19.92)

-3.92
(13.34)

-2.59
(6.86)

+0.45
(7.77)

+9.52
(16.87)

3분위
(N=36)

+6.20
(19.87)

+2.71
(21.84)

-2.31
(20.91)

-0.65
(13.58)

-5.97
(19.57)

+5.46
(26.44)

-6.85
(20.62)

-2.58
(17.11)

+2.75
(13.61)

+1.21
(14.87)

4분위
(N=36)

+2.93
(21.54)

+3.75
(20.52)

-5.46
(16.02)

+0.36
(15.64)

-1.60
(11.86)

-1.86
(29.49)

-1.38
(28.62)

+1.84
(20.77)

-0.57
(19.40)

+1.98
(17.82)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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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 연구는 강원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지역적인 특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교육에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학생들과는 달리 코로나로 인하여 학력의 양극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전반적인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학력 저하 현상을 전체 학생의 평균의 저하로 보지 않고 등급별 학생의 이동이나 등교 일수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공시자료와 같은 외부자료와의 연동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음
◦ 이런 분석 데이터가 지역별, 학교급별로 지속적으로 쌓인다면 딥러닝 등 인공지능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대면 활동
일수를 늘리거나 필요한 교육 활동을 추전해 주는 등 학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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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분석 사례(분석 방법의 성능 비교)
아래 내용은 윤혜경, 최승배, 김태영. (2022)딥러닝 모형을 활용한 교육 빅데이터 분석 논의 연구의 요약임

분석 배경 : 교육 현장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음
◦ 교육 분야의 빅데이터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원재료로 활용될 수 있고, 교육 효과성의 제고와도 관련이 있음
◦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많은 연구가 특정 분야에 기여하는 변수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교육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성능 평가, 즉, 딥러닝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가 얼마나 정확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분석 방법
◦ 분석의 대상(표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두 번째 조사주기(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Wave Ⅱ, 약칭 KEP Ⅱ)의 1차년도 조사자료 활용
- 학생, 가구, 교사, 학교행정, 학교 알리미 데이터 등으로 구성하고 2016년 기준 고2학생이며 표본 크기는 10,225임
◦ 수집 데이터
구분

내용

학교생활

담임 선생님, 수업, 학교 시설 만족도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

가정생활

부모님(혹은 남성, 여성 보호자)과 함께하는 활동 및 대화 주제 등 그들과의 친밀도

학습 및 사교육
여가 생활
개인적 특성

학습 방법, 공부를 하는 이유, 사교육 경험 및 정도
평균 여가시간, 여가 활동의 종류 및 빈도, 한 달 평균 용돈 등 여가 활동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 등

◦ 데이터 수집 방법 : 140개 설명변수(1~5점 척도, 필요시 역코딩 실시 혹은 10점 척도나 수치형 자료 포함)를 활용하고
이를 분석하여 진로 성숙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모델을 만듦
◦ 데이터 분석 방법 :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로성숙도 예측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으로 딥러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음. 분석 데이터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딥러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형화 기법 중 드롭아웃(Dropout)이 적용된 딥러닝 모형도 함께 분석함(일반 딥러닝모형 1,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2, 드롭아웃이 적용된 딥러닝-모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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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과적합과 드롭아웃
◦ 과적합은 머신러닝에서 분석 항목을 과도하게 학습하는 것을 의미함
◦ 분석을 위해 선택한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가 될 수 없으므로 일부만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된 표본
데이터를 과하게 분석하게 되면 해당 표본 데이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생성될 수 있음
◦ 우측 그림에서 초록색 선은 과적합 학습된 모델임
◦ 드롭아웃은 과적합으로 학습된 모델을 해결하기 위한 학습법 중 하나로 일부 노드를 제거함으로써 학습
모형을 일반화 시키는 방법임(아래 그림에서 좌측은 표준 신경망 모델이고, 우측은 일부 노드가 제거된 드롭
아웃이 적용된 모델임)

By Chabacano - 자작,
CC BY-SA 4.0,
https://commons.
wikimedia.org/w/index.
php?curid=3610704

분석 결과
◦ 딥러닝을 이용한 Model 1과 Model 3이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델에 비해서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음
◦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한 드롭아웃을 적용한 Model 3은 Model 1에 비해서 정확도가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은 것으로
보아 드롭아웃 방식은 적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3
 0회의 학습을 지난 후(30 epoch) Model 1의 정확성이 70%에 육박하였으므로, 이 모델의 정확도는 비교적 높음
을 알 수 있음

Accuracy across epochs by differen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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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ch
Model 2

Model 3

Model 1

<그림 1> Evolution of accuracy by epochs for three models (for validation data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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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ccuracy of three models based on validation datasets (in terms of the last epoch)
1

2

3

Model

(neural network without
dropout)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neural network with
dropout)

Accuracy

0.6905

0.5151

0.6375

*[참고] e
 poch : 인공신경망이 해당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완료한 것을 의미함(엄밀하게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
순방향으로 학습하는 것과 역방향으로 가면서 가중치를 수정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을 의미함)

시사점
◦ 여러 항목을 포함한 데이터셋의 분석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비해서 딥러닝이 20%P 가깝게
정확도가 높았는데, 이는 교육 데이터 분석에 딥러닝과 같은 새로운 분석 방법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클라우드, 인공지능 플랫폼 등의 발달로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분석할 수 없었던 인공지능 기반
분석 방법을 교육 데이터의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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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 데이터 분석 사례(안구운동 추적을 통한 학습자 분석)
아래 내용은 김가림(2022) 우리글 읽기에서 초등 고학년의 읽기이해수준에 따른 단어 빈도 효과:
안구운동 추적 연구의 요약임

분석 배경 : 안구운동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자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
◦ 글을 읽는 것은 정보 습득의 가장 쉬운 방법이나, 학생들 중 글을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또래에 비해서 읽는 능력이 부족한 읽기이해 부진 학생이 어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 연구에서는 단어의 빈도가 다른 글에 대해서 읽기 능력이 다른 학생 집단이 어떤 안구 운동 성향을 나타내는
지에 대해서 안구 운동 측정을 통해서 확인하였음

분석 방법
◦ 분석의 대상(표본): 서울, 경기 지역 초등학교 재학 5, 6학년 학생 44명
- 읽기이해 부진 16명, 읽기이해 중위 13명, 읽기이해 상위 15명
◦ 수집 데이터와 수집 방법: 안구운동 검사실에서 안구 운동 추적을 위한 비디오 장치로 동공의 위치 파악
◦ 데이터 분석방법: 읽기이해 수준에 따라 단어의 빈도 효과를 보기 위해 첫 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전체읽기 시간, 고정수 등을 측정

<그림 2> 안구운동 측정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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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 첫 고정시간과 단일고정시간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주시시간, 전체 읽기시간과 고정수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남
◦ 읽기 수준과는 상관없이 단어의 빈도는 고정시간과 고정 수에 영향을 주고, 모든 집단에서 저빈도일 때 더 오래
응시하고, 더 많이 고정하였음
◦ 읽기이해부진 그룹의 빈도 효과는 일반적인 읽기 능력 발달과는 다른 양상이었음, 첫 고정시간과 단일고정시간은
상위 집단의 단어 빈도 효과가 가장 크고, 주시시간과 전체읽기시간은 부진 집단의 빈도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표 5> 안구운동 측정치에 나타난 세 집단의 단어 빈도 효과
읽기이해부진
(n=16)

첫 고정시간
(ms)
단일고정시간
(ms)
주시시간
(ms)
전체읽기시간
(ms)
고정 수
(회)

읽기이해중위
(n=13)

읽기이해상위
(n=15)

고빈도

저빈도

고빈도

저빈도

고빈도

저빈도

M

228.25

264.00

215.00

242.31

193.73

236.13

SD

31.80

63.61

34.65

61.65

23.60

37.99

M

233.63

280.06

218.23

255.92

199.93

271.47

SD

38.34

81.18

41.07

76.17

32.25

68.82

M

313.94

455.00

257.62

347.23

232.33

327.87

SD

74.38

135.29

52.35

90.91

46.93

57.80

M

514.94

781.00

398.62

578.77

372.80

565.13

SD

154.32

303.73

53.16

102.69

85.48

143.17

M

1.30

1.74

1.07

1.22

1.11

1.36

SD

0.25

0.45

0.24

0.34

0.20

0.30

<그림 3> 주요 고정시간 측정치에 나타난 집단별 빈도 효과 크기
읽기이해부진

읽기이해중위

읽기이해상위

(ms)
300
250
200
150
100
50
0

첫 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전체읽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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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일반적인 교육 효과 분석 방법은 자기응답식 설문조사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구에서는 안구 운동을 물리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자기응답식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 방법은 간편하고 다수의 표본에 대한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직접 기입해야 하므로 평가지의 편향이나, 응답자의 성향에 의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
◦ 그에 비해, 생체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은 생리 활동을 측정기를 통해 직접 측정하므로 응답자의 성향이나 데이터의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낮음. 다만 고가의 측정기를 활용해야 하므로 많은 수의 데이트를 모으기 어렵고, 데이터 수집
비용이 높음
◦ 생체 데이터 수집 방법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측정 기구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방향성 탐색이나 설문조사 기반 연구의 보완적인 연구로서 생체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관련 자료
1) Elite Data Science(2022). Overfitting in Machine Learning: What It Is and How to Prevent It(July, 6. 2022)
https://elitedatascience.com/overfitting-in-machine-learning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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