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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육계는 큰 어려움을 겪음. 그러나 2020년부터 수업이 재개되고 혼합

학습 등 새로운 방식의 학습을 도입하며 교육은 한 단계 진화. 다만 당면한 해결과제도 많음
● 이에

유네스코 국제교육계획연구소(IIEP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는 전 세계 교육

계가 마주한 10가지 교육 이슈를 분석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함. IIEP는 특히 형평성,
성별, 혁신, 계획, 교사, 탄력성 등 다각적 방면에서 역동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 IIEP가 주목한 2021년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양성평등,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지역 전문성, 해킹 EDplanning
진행(해커톤), 유연한 학습 경로 및 기술, 난민 상황에서의 교육, 윤리와 부패, 학교 중견 지도자, 도시와
교육 2030(연구), 더 강한 미래를 위한 회복탄력성 마련

1. 양성평등
IIEP는 성별 불평등이 남녀 모두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지를 검토. IIEP은 성인지교육에
대한 상호교차성 intersectional * 분석을 진행
* 상호교차성: 성별, 젠더, 인종, 민족, 계급과 같은 사회 불평등 요소를 상호교차시키며, 복합적인 관점
으로 차별을 고찰하는 개념. 여러 사회 불평등 요소가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며, 한 개인에게 특권이나
억압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 등을 다룸. 예를 들어, 같은 성별이라도 인종이나 계급 등에 따라 받는 사회적
억압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상호교차성은 이러한 부분에 주목함

2. 통합교육 Inclusive education
원격 혹은 혼합 수업 시, 장애가 있는 학습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이니셔티브들이
등장. 방글라데시의 ‘멀티미디어 토크북’이 대표적인 예. IIEP는 대화형 툴킷을 통해 통합교육
학습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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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지역 전문성
IIEP가 설립한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가 얼마 전 창립 20주년을 맞음(2001년 설립). 이는 아프리카
최초의 교육 분야 분석 전문 센터로서, 많은 성과를 거둠. 한편 남미에서는 2021년 11월 진행된
지역교육정책포럼을 통해 정보 시스템의 역할을 고찰함
4. 해킹 EDplanning 진행
IIEP는 교육 계획 및 관리에 대한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커톤 ‘해킹 EDplanning’을 진행.
대회에선 6개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 급여만 받아가는 ‘유령 교사’를 식별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됨
5. 유연한 학습 경로 및 기술
말레이시아 연구원들은 ‘고등 교육이 어떻게 학습자에게 미래 일자리를 대비토록 하는지’를
살펴 봄. 여기서 미래 일자리는 사이버 보안, 빅 데이터, 로봇 공학과 같은 분야를 뜻함. 장애인,
미혼모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
6. 난민 상황에서의 교육: “우리는 여기서 가르친다”
IIEP와 교육개발신탁 Education Development Trust 은 공동으로 단편 영화 “우리는 여기서 가르친다
We teach here”를 제작. 이를 통해 에티오피아 감벨라 난민 캠프에서 일하는 남수단 초등교사 3인의

삶을 공유
7. 윤리와 부패
IIEP는 Open School Data를 통해 교육 분야의 부패를 바로잡는 방법을 제시. Open School
Data는 학교 기금, 학생 수, 교사 수, 시설 등의 정보를 공유해 교육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IIEP는 교육분야 윤리, 교육의 부패를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인 ETICO도 공개
8. 학교 중견 지도자
IIEP는 델리(인도), 르완다, 상하이(중국), 웨일스(영국)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학교 중견
지도자들을 조명.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교육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주역임
9. 도시와 교육 2030
교육 계획, 교육 기회 제공 측면에서 도시 중심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2021년 IIEP는 3개
대륙, 5개 도시에서 ‘도시와 교육 2030’에 대한 국제연구를 발족
10. 더 강한 미래를 위한 회복탄력성 마련
2021년 많은 교육 시스템이 대면 학습을 재개하기 시작. 이에 기획자 및 정책 입안자들은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준비에 나섬. IIEP는 각국 교육부를 지원하는
한편 위기대응포털crisis planning portal Education4Resilience을 업데이트 해 회복탄력성 마련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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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STEM
#교육불평등

원문기사

● FEAFair Education Alliance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와

교육 전반의 변화가 학업성취도 격차를 심화시킴
● 락다운 이후 소외계층 어린이그룹은 읽기, 쓰기, 수학 부분에서 일반 어린이 그룹보다

약 20% 저조한 성취율을 기록하였고, 중등 교육 또한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소외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증가함
● 학업성취도는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가능성과 큰 연관이 있어 학업성취도 격차가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며, 특히 소외계층의 낮은 과학성취도는 미래의 STEM(과학, 기술,

https://www.
britishscienceassociation.
org/blog/we-must-tackleeducation-inequalities-nowbefore-its-too-late

● 교육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히 STEM 분야에서 프로젝트, 직업 카운셀링 등의

작성자

● STEM 분야 교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공학, 수학) 인력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기회를 소외계층 학생에게 먼저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임

● 다양성과 포용성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을 확산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학교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

미국과학교육협회(NSTA),
새로운 과학교육 전략 발표

미국

분류

유관기관 동향

주제

과학교육

발행일

2022.01

키워드

● 미국과학교육협회National Science Teaching Association, NSTA는 2027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새로운 전략계획을 발표. 해당 계획은 과학교육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육자를 위한
전략임. 최종 목표는 ‘모든 청소년’이 ‘양질의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NSTA
#과학교육
#포용성

원문기사

https://www.nsta.org/nstastrategic-plan

● 해당 전략계획은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이라는 큰 원칙하에 아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지식과 자질) 연구기반, 실습위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교육자의 지식과 자질 향상
- (커뮤니티) 교육자를 육성하고 포용하는 커뮤니티 형성
- (위상 강화) 과학교육 위상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품질 높은 과학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꾀함
- (지속가능한 경영)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구축해 NSTA 조직의 역량을 강화
● 해당 전략을 통해 NSTA가 추구하는 목표

작성자

- 과학교육자들이 평등하고 포용성 있는 과학교육을 제공하는 것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 과학을 공부하는 모든 이가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유동적인 교육정책 환경이 발생시키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 다른 유관조직과 협력하고 소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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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분야 여성 진출에
1,300만 달러 지원

호주

분류

국가별 정책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01

키워드

#STEM
#성평등
#여성인재육성

원문기사

https://www.minister.
industry.gov.au/
ministers/price/mediareleases/morrisongovernmentbackingwomen-stem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 호주 정부는 WiSE 프로그램Women in STEM and Entrepreneurship*을 추진

→여
 성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STEM)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
* 여성의 STEM 분야 교육, 진로를 장려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지원.
여성에 대한 시스템·문화적 장벽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둠(참고 : www.business.gov.au/WISE)

→해
 당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국가혁신과 과학 아젠다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의
일환으로 운영됨. 목표는 크게 2가지
1. STEM 교육 및 경력에 대한 소녀 및 여성의 인식을 끌어올리고, 참여를 유도
2. 더 많은 여성이 의사 결정권자 및 고위 직책을 차지(공공, 민간 부문 모두 해당)
→이
 번 회차 프로그램은 2020년 제2차 여성경제안보성명서Second Women’s Economic Security
Statement와도 연계해 추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집행할 예정(1,300만 달러)

● 호주 기술 과학 및 공학 아카데미ATSE, The Australian Academy of Technological Sciences and Engineering는

차세대 STEM 여성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파트너
이들은 최대 5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학금 총 4,120만 달러를 수여할 예정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7월부터 7년간 추진
●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STEM 분야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관련 취업 분야에서

소녀와 여성은 줄곧 소수자에 머물러 왔다. WiSE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에서 소녀, 여성의
수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 멜리사 프라이스(Melissa Price) 호주 과학기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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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분류

연구보고서

주제

SW·AI교육

발행일

2021.11.

키워드

고교 컴퓨터 과학 수업 크게 증가…
인종·지역 따른 불평등은 ‘숙제’

#컴퓨터과학
#교육불평등

원문기사

https://www.edweek.org/
teaching-learning/morethan-half-of-high-schoolsnow-offer-computersciencebut-inequitiespersist/2021/11
작성자
미래전략팀 박예은 연구원
● 비영리 단체인 Code.org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컴퓨터 과학 수업을 제공하는

미국 고등학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함(35%→51%)
→ 그러나 지역, 인종,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
* 예를 들어 시골에 위치하거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컴퓨터 과학 수업 제공 가능성이 낮음
● [지역] 주별 격차도 심각함. 3개 주(아칸소,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대부분

고등학교(90% 이상)가 컴퓨터 과학 수업을 제공. 반면 캔자스, 루이지애나에서는 컴퓨터
과학 수업을 제공하는 고등학교가 1/3도 안됨
● [인종] 흑인(73%), 라틴계(76%) 학생들은 백인(79%), 아시안(89%)에 비해 더 낮은 비율로

컴퓨터 과학 수업을 제공받음
● [소득 수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K-12 아이들의 52%를 차지함. 기초 컴퓨터

과정에 등록한 저소득층 고등학생은 38%에 불과
* 저소득 학생 자료를 제공한 34개 주 기준
● 아칸소,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모두 컴퓨터 과학 수업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Code.org의 9가지 정책 권고안 중 최소 7가지를 채택
ex) 컴퓨터 과학 표준 제정, 컴퓨터 과학교사 전문 학습을 위한 예산 지원 등
● “컴퓨터 과학 학습에 대한 접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스스로 선택한 분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케이티 헨드릭슨Katie Hendrickson Code.org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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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사이언스 확산 위한
NASA의 TOPS 이니셔티브

미국

분류

국가별 정책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01.

키워드

#개방형과학
#NASA
#대중참여

● 미 항공우주국(NASA)은 TOPS Transform to OPen Science

미션을 진행하고 있음. 그 취지는 NASA의

연구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과학커뮤니티를 확장하는 것
● TOPS

미션은 오픈소스 과학 이니셔티브 Open-Source Science Initiative, OSSI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OSSI는 NASA의 오랜 목표* 중 하나임
* 공적기금의 지원을 받는 과학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NASA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2027년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

원문기사

https://science.nasa.gov/
open-science-overview
작성자

1. 소외계층의 과학 진입장벽 축소
2. 일반대중의 NASA 데이터 활용법에 대한 이해 증진
3. 과학적 혁신, 투명성, 재현성 제고를 통한 협업 기회 증대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미국

바이든 재임 1년, ‘과학 기반 정책’ 신뢰 회복 나서
● 바이든 정부의 태스크 포스(TF)*는 「정부 과학의 무결성 보호Protecting the Integrity of Government
Science」 보고서를 발표(‘22. 1. 11.)

분류

국가별 정책

주제

과학문화

* 해당 TF는 29개 정부 기관 소속 전문가 50명으로 구성

발행일

2022.01

* TF의 목표는 향후 대통령의 결정이 과학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것

키워드

#과학무결성

●바
 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했던 발언이 정부 과학자들의 명성과 신뢰성을

#과학신뢰

손상시켰다고 인식. 이에 “과학적 무결성과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

#증거기반

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원문기사

https://www.nature.com/
articles/d41586-022-00108-4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해
 당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운영 기간 중 과학 무결성을 침해했던 사례를 분석. 이를 바탕

으로 “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정책을 표준화하고, 과학 무결성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 또한 “무결성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 간 협의회를
결성할 것”을 권장함.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이행할 예정
●한
 편 참여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지난 1년간 과학 동향을

분석하는 보고서One Year of Science Under Biden- Tracking the Administration's Progress and Shortfalls를 발표
(‘22. 1. 20.)
-이
 들은 “현재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식품의약국(FDA)이 진행한 과학 회복
활동은 성공적”이라며 “환경보호국(EPA) 등을 위한 추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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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분류

유관기관동향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02.

키워드

#대중소통
#과학이해
#과학자시상

원문기사

https://www.aaas.org/
news/press-release-aaasannounces-2022-winnerseight-awards-contributionsscience-and-society

‘2022년 AAAS 어워즈’ 주인공은…
대중과 과학 연결한 과학기술인 ‘조망’
● 미국과학진흥회(AAAS)는

지난 2월 17일(목) ‘2022 AAAS 어워즈’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2 AAAS 연례회의 중 생방송으로 관련 영상을 송출함
● AAAS

어워즈는 ‘과학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상.

수상자 선정은 일반 대중, AAAS 이사회, AAAS 회원 및 기타 네트워크의 추천을 받아 진행.
수상자는 각각 5,000~25,000달러에 달하는 상금과 함께 기념패를 수여받음
● 2022년 총 8개 분야 수상자는 핵위협 이니셔티브 의장인 마가렛 A.함부르크 Margaret A. Hamburg,

20년 이상 시아노박테리아 신경독 연구를 진행한 미국·독일·체코 연구팀, 기후복구 센터
설립 및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한 데이비드A. 킹 경 Sir David A.King, 환자의 권리 및 과학적 무결성을
옹호하고 관련 원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낸 로날드 W.존스 박사Ronald W.Jones(뉴질랜드
산부인과 의사) 등임

작성자
미래전략팀 박예은 연구원

세부내용
* 필립 아벨슨 상: 뛰어난 과학적 성취를 이루거나 지역 사회에 주목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에게 수여
- 수상자: 마가렛 A. 함부르크 Margaret A. Hamburg 핵위협 이니셔티브 의장
- 공로: 핵 위협 이니셔티브 및 미국 식품의약국, 국립의학아카데미,AAAS 등에서 많은 역할 수행
* 뉴컴 클리블랜드상: 매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되는 최고의 연구 논문 또는 보고서 저자에게 수여
- 수상자: 미국, 독일, 체코 연구팀
- 공로: 20년 이상 시아노박테리아 신경독 연구 진행
*데
 이비드&베티 함부르크상(과학 외교): 과학 외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과학 및 공학 외교
분야 개인에게 수여
- 수상자: 데이비드 A. 킹 경 Sir David A. King
- 공로: 영국 케임브리지 기후 복구 센터를 설립하고,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함
* 과학적 자유과 책임에 대한 상: 도전적 상황에서 과학적 자유와 책임 입증에 모범적인 행동을
보인 과학자, 엔지니어 및 그 조직에게 수여
- 수상자: 로날드 W. 존스 Ronald W. Jones 박사. 뉴질랜드 오클랜드, 산부인과 의사
- 공로: 환자의 권리 및 과학적 무결성을 옹호하고, 관련 원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냄
* 마니 L. 바우믹상(과학 공공참여): 대중의 과학 참여를 이끄는 데 탁월한 공헌을 한 과학자,
엔지니어에게 수여
- 수상자: 라숀 레이 Rashawn Ray 메릴랜드대 교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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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로: 인종, 성별, 계급 불평등 관련 연구 진행. 이를 통해 대중이 평등한 사회 조성에 참여
하도록 유도
* 과학 공공참여를 위한 조기경력상 : 대중의 과학 참여에 탁월한 공헌을 한 초기 경력 과학자,
엔지니어에게 수여
- 수상자: 키즈메키아 코벳 Kizzmekia Corbett 박사
- 공로: 유색인종 커뮤니티, 특히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과학적 토론 및 의사 결정에서
배제된 흑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문제 공론화에 기여
*평
 생 멘토상(25년 이상)/멘토상: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소외된 그룹의
참여를 늘린 개인에게 수여
-수
 상자: 캐롤린 베르토지 Carolyn R. Bertozzi 박사, 켈리 홀리-보켈만 Kelly Holley-Bockelmann 박사
-공
 로: 대학에서 수많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지도. 특히 소수자들이 과학 박사 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캐나다

청소년 4명중 1명,
과학 무시하고 SNS 믿어
● 캐나다혁신재단(CFI)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청소년이 과학에 대해 갖고

분류

통계자료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02.

키워드

있는 태도를 조사함. 조사 대상은 18~24세 캐나다 청소년 1,500명
● ‘과학과 무관한 요소’가 ‘과학 이슈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또래 그룹, 뉴스 등 미디어, 자신의 신념과 문화가 주요한 영향을 끼침

#과학태도

- 청소년 73%, 반과학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SNS 인플루언서를 팔로우

#증거기반

*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위험하다”, “기후변화는 인간 행동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등

#과학소통

원문기사

https://www.innovation.
ca/projects-results/currenttopics-research-funding/
youth-research-promisingfuture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비
 과학적 견해를 지지할 가능성,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남
 성 청소년 54%는 비과학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인플루언서를 한 명 이상 팔로우
(여성: 46%)
-남
 성 청소년 37%는 정치인 및 정부의 과학 기반 정책결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여성: 24%)
●조
 사는 ‘과학을 옹호하고 과학적 증거를 우선시하는 집단’부터 ‘과학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의견을 형성하는 그룹’까지, ‘과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5가지로 분류
- 과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과학무시)은 청소년 4명 중 1명 수준임
* 그룹별 분포 : 과학지지자(17%), 과학신뢰(22%), 과학이해(20%), 의문제기(16%), 과학무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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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 Technica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이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선도하고 성장과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

생태 감수성
미래 지구를 지키기 위한 마음과 행동
자연 그리고 생태환경에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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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추월당한 미 과학기술 지표,
세계 1위 탈환 핵심은…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이석태 연구원

분야

국가별 정책

주제

과학융합인재

출처

「Science」

최근 중국이 여러 주요 과학 지표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이에 미 국립과학위원회는
선두 탈환을 위한 여러 정책 제언을 내놨다.

원문기사
https://www.science.
org/content/article/u-sscienceno-longer-leadsworldhere-s-how-topadviserssay-nationshouldrespond

주요 동향

국립과학재단(NSF)은 최근 국립과학위원회(NSB)를 통해 ‘2022 미국 과학기술 지표The State of U.S
Science and Engineering 2022’를 발표했다. 격년 발간되는 해당 보고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 등 9가지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NSB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과학기술을 주도하고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 강조했다. 줄리아 필립스Julia Philips NSB 의장은 “정부는 과학기술 선두 탈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계 재정 지원’, ‘인력 유출 방지’, ‘과학교육 불평등 해소’, ‘예산
균등 분배’를 핵심 사항으로 제시했다.
실제 지난 2년 간 세계 연구개발비 지출 증가량에서 중국은 29%를 기록해 미국(23%)을 크게
앞섰다. 또 미국 박사 중 컴퓨터 공학 및 엔지니어의 60%는 타 국가 국적이다.
과학교육에서의 미국 학생과 아시아 학생 간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NSB는 이에 더해 ‘연구
자금 조달의 지역 불균형’ 등을 언급하며 문제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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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분석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과학기술 대국에 진입하고 있다. 2021년 8월 발표된 일본 과학기술 지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인용 상위 10% 논문 중 24.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2017~2019년
평균). 미국은 22.9%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는데, 10년 만에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인공지능(AI) 관련 논문의 인용 실적도 중국(20.7%)이 미국(19.8%)을 앞섰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인력 확충’이다.
2019년 기준, 중국 연구자 수는 약 21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미국은 약 155만 명이다.
연구개발비 증가폭도 크다. 중국은 연구개발비를 10년 새 2배 가량 높이며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약 569조 원에 이른다. 아직 미국(약 709조 원)을
앞서지는 못했지만, 증가폭은 중국이 훨씬 높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주요국 중 5위에 해당된다. 특히 2022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약 30조 원 규모로 확대해나가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GDP 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 투자 세계 2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 확대 및
논문·특허 증가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시사점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지금을 소위 ‘팍스 테크니카’ 시대라고 부른다. 과학기술이 사회적
위험, 글로벌 이슈, 미래 불확실성을 해결할 핵심이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패권 다툼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팍스 테크니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확대’ 그리고
‘과학기술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여러 관련 지표는 다소
아쉽다. 논문 발간 수 세계 7위, 상위 10% 논문 인용 수 세계 12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12위, IMD 국가경쟁력 순위 23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비 확대뿐만 아니라
연구인력 확대, 국민 인식 전환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에겐 과학기술문화 증진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과학
기술문화 관련 논문 지원’ 등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연구인력 확충방안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관련 학문적 기반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공공·출연연·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팍스 테크니카 시대, 우리
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근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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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계가 인정한 평생학습도시… 유네스코 학습 도시상 ‘쾌거’

오산, 세계가 인정한 평생학습도시…
유네스코 학습 도시상 ‘쾌거’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김원일 선임연구원

분야

유관기관동향

주제

창의융합교육

출처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최근 호주 윈덤, 이집트 다미에타,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등 세계 10개
도시를 평생학습 우수도시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에선 경기도 오산이 꼽혔다.

원문기사
https://uil.unesco.org/lifelong-learning/
learning-cities/unesco-learning-city-awardgoes-ten-cities-outstanding

주요 동향

유네스코는 2년마다 ‘학습 도시 전략 실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도시를 선정해 ‘학습 도시상
UNESCO Learning Cities Award’을

수여한다. 유네스코는 작년 10월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제5차 학습 도시 국제회의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에서 총 10개 도시*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 오산(대한민국), 윈덤(호주), 알 와크라(카타르), 벨파스트(영국 북아일랜드), 클레르몽-페랑(프랑스),
다미에타(이집트), 더블린(아일랜드), 후조칭고(멕시코), 주바일 산업도시(사우디아라비아), 상하이(중국)

주요 선정 기준은 ‘적절한 학습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다. 우수
학습도시로 꼽힌 곳들은 다양한 학습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오산(대한민국)은 ‘시민과 배움이 하나 되는 곳’을 목표로 학습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 목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건강’하고, ‘기업가 정신’을 갖추며, ‘지속가능한 자기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 내 사무실, 교회,
대학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디딤돌 이니셔티브Stepping Stone initiative’ 프로젝트다. 오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 학습 공간(징검다리교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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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덤(호주)은 공공 학습기관, 민간, 개인(일반 대중)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윈덤시에서 수립한 ‘학습커뮤니티 전략 2018-2023’은 162개국
시민 27만 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문화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Wyndham
Learning Festival’ 등 다양한 교육 페스티벌도 진행 중이다.
다미에타(이집트)의 학습 전략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성인의 기본 소양을 향상시키며,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다미에타시는 평생학습이 모든 연령, 분야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 미디어 및 정보센터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시는 또한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
‘여성을 위한 기업가 정신 촉진’에도 큰 역량을 쏟고 있다.
클레르몽-페랑(프랑스)은 회사 2만 5천 개, 3만 5천 명, 연구원 1,300명, 연구 실험실 35개 및
다수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 구성된 학습도시다. 클레르몽-페랑시는 예산의 43% 이상을
청소년 교육에, 10%를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교육, 문화 활동에 활용한다. 시는 또한 시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380개의 학습프로젝트에 연간 200만 유로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알 와크라(카타르)는 카타르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다. 알 와크라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의 일부로서, 평생학습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 및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도시 행정 및 사회 전반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상하이(중국)는 2,480만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중 보건 교육, 노인을 위한 교육, 성인을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이 있다.

현황 분석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원(UIL)이 주관한 2021년도 유네스코 학습 도시상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에 가입된 64개국 229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내 도시의 ‘유네스코 학습 도시상’ 수상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15년 남양주시, 2017년
수원시, 2019년 서대문구가 선정된 바 있다.

시사점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2021 유네스코 학습 도시’로 꼽힌 10곳은 모두 연령, 성별,
계층에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시민들이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적 역량 강화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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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나선 교육계,
올바른 방향은?
담당부서

수학융합교육팀

작성자

이호 연구원

분야

과학·수학·정보교육

교육·아동서비스체계를 위한 전략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주제

창의융합교육

교육체계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다룬 것이다.

출처

Tes Global

영국 교육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원문기사
https://www.tes.com/
magazine/analysis/general/
cop26-what-dfes-greenplanscould-mean-schools

주요 동향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교육·아동서비스체계를 위한 전략 초안」*은 크게 5가지 영역을 다룬다.
* Sustainability & Climate Change: A draft strategy for the education & children’s services systems

1) 기후교육 Climate Education
영국 교육부(이하 교육부)는 ‘기후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생태적 접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관련 내용을 과학 등 일부 교과에서만 주로 다루고 있
다. 또 각 학교마다 기후교육 시간 및 그 중요도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른 형편이다. 이에
교육부는 단순 교육과정 변화를 넘어, ‘모든 학교들이 일관성 있게 기후교육에 접근’하기를 원한다.
‘정치적 중립성 유지’도 중요한 이슈다. 교사가 기후변화 및 관련 과학적 사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정치적 화두를 거론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18

동향리포트 | 브리프 3

기후변화 대응 나선 교육계, 올바른 방향은?

2) 친환경 기술 및 직업 Green Skills and Careers
친환경 기술 및 직업 확산을 위해 모든 학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에 더 중점을 두고,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후 지도자 상 Climate Leaders Award’을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 교정을 새로운 국립교육자연공원 new National Education Nature Park의 일부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대입시험(A-level)에서도 친환경 기술 및 직업과 관련된 교과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녹색 일자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초등교육 이후의 교육 역시 관련 교과 및 진로에 대한 관심을 이어 나가야 한다.
3) 교육시설 The Education Estate
학교는 친환경 설비를 설치해 탄소배출 제로 시설이 돼야 한다. 학생은 실생활에서 탄소배출
제로와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는 친환경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범학교를 운영해 친환경 기반시설이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탄소 발생 및 쓰레기 절감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식품 기준도
검토할 예정이다.
4) 운영 및 공급망 Operations & Supply Chains
교육부는 물품 조달 및 쓰레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물자 및 쓰레기는 탄소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필요한 물자는 기본적인 사무용품까지를 포함
하며, 필요성 유무 및 그 정도, 조달방법, 원산지와 유통과정의 윤리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데이터 Data
교육부는 교육 분야가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제로 운동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우수 사례연구를 소개하는 한편, 해당
사례들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연구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황 분석

교육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
으로 ‘기후변화 관련 문제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보인다.

시사점

우리나라 교육부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통해 “기후변화,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을 전 교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각 교과별로 진행 중인 시안 개발 연구에서 의미
있는 생태전환교육 방법이 도출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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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구 환경 이해도가 중요”… 강화되는 환경 교육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진정연 위촉연구원

분야

연구조사보고서

보고서를 통해 “2022년 말까지 미국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 양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주제

창의융합교육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출처

NASEM

미국 한림원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들은 최근

원문기사
https://nap.nationalacademies.org/
catalog/26132/reckoning-with-the-us-rolein-global-ocean-plastic-waste

주요 동향

플라스틱 폐기물은 바다의 건강, 해양 생태계 그리고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플라스틱 폐기물 880만 미터톤이 바다에 버려진다. 이는 매분마다 플라스틱
쓰레기 트럭을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다.
이에 미 국립과학·공학·의학 한림원(NASEM)은 최신 보고서Reckoning with the U.S. Role in Global
Ocean Plastic Waste를

통해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는 모든 단계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 관련 설계 및 혁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자연과 사회의 상호 작용 탐구’, ‘지구 환경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같은 주제를 다뤘다. 핵심 포인트는 ‘현재 사회구성원의 결정이 미래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다.
정부는 강력한 모니터링, 각종 연구 프로그램, 적극적인 공공 참여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플라스틱 폐기물 시스템과 연관된 다양한 이들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다룬 ‘미국이 해결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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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스틱 생산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2. 디자인 및 소재 혁신을 통해 보다 쉽게 재활용 및 재사용할 수 있는 대체물 개발
3. 제품 제한 및 재활용 목표 설정을 통해 폐기물 발생 줄이기
4. 바
 다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규제 → 폐기물 관리 개선
5. 해상 쓰레기 투기에 대한 규제 집행 강화 → 해상에서의 폐플라스틱 처분 최소화

현황 분석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지구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최근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우려 속에 교육도 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7세부터 환경 교육을 시작하는 핀란드다. 이 시기 핀란드 어린이들은
자연에 대한 존중, 자연 현상, 생물종, 비판적 사고 등을 경험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미국에선 뉴저지주가 작년 6월부터 K-12 교육과정에 ‘기후와 환경’을 필수 반영했다.
우리나라도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교육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은 미래 변화 대응 역량 및 기초소양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
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 생태전환교육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위기 대응’, ‘생태전환’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과 관련한 각종 가치(생명존중,
지속 가능, 생태·환경 감수성 등)를 교육목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기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시행하고자 한다.
※ 교육부(2021. 11. 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작년 12월 23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교사들은 우수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모델 개발·적용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는 특별강연 세션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단지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육을 넘어서야 한다”며 “학생들이 ‘풍요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교육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활동.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needs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needs를 충족하는 발전을 뜻한다.

시사점

기후·환경문제를 과학기술로만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후·환경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교육을 통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제 ‘생태 감수성’,
‘인간 외 다른 종에 대한 보호의식’ 등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한 학교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앞으로 자라날 학생들이 인간·자연·사회의 공생을
추구하는 한편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

21

동향리포트 | 브리프 5

'뉴스'에서 '소셜'로... 과학소통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뉴스'에서 '소셜'로…
과학소통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박성균 책임연구원

분야

전문가 동향

주제

과학문화

출처

「사이언스」

소셜 미디어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소통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사이언스지는
과학기술계가 온라인 소통에 대해 겪고 있는 고질적 문제점 3가지를 분석했다.

원문기사
https://www.science.org/doi/10.1126/
science.abo0668#

주요 동향

온라인 소통 시스템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핵심인 소셜 미디어는 인구통계 등
다양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며, 온라인 소통 시장을 장악했다. 반면 콘텐츠 구독을 기반으로
한 뉴스 매체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문제는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는 과학기술인의 정보 전달방식이 ‘전통적인 미디어 중심의 소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이언스지는 이를 분석하며, 세 가지 주목할 시선을 제시했다.
① 과학자들은 동종 정보 선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과학 커뮤니티들은 인터넷 초창기부터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함
- ‘TV 과학 시리즈 방송’ 등은 ‘과학기술인의 메시지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청중’들만 선호하게 됨
- 이에 과학기술인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과학과 단절되었다고 생각되는 대중’과 선을
긋게 됨. 이후 과학기술인 중심의 소셜 미디어 버블에 갇혀, 주요 과학 이슈에 반대하는
대중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김
※ 2018년 트위터 사용자 2,791명 분석 결과(퓨리서치센터), 이러한 플랫폼 사용자 대부분은 젊고,
민주당 지지자이며 대졸자로, 소득 수준이 평균 이상인 확률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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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소셜'로... 과학소통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② 과학 커뮤니티는 ‘의견 대립’이 소셜 미디어의 매력임을 간과하고 있다
-소
 셜 미디어 플랫폼이 과학기술 이슈(백신, 기후변화 등)에 회의적인 대중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소통 채널인지는 불분명함
-다
 만 ‘짧은 메시지를 통해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부분 온라인 공간에선 과학적
담론을 펴기 어려움. 과학적 담론은 규칙과 증거를 바탕으로 하며, 투명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임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동료 검증을 거치지 않은 논문preprint 링크는 겉으로 보기엔
과학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킴
③ 과학자들이 커뮤니티로서 해결해야하는 가장 큰 도전 :
온라인 환경에서 과학 정보가 공유·확장·수용되는 현실
- 전통적인 미디어, 정부, 과학 커뮤니티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함.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 커뮤니티의 반응은 느림
- 사회적 맥락, 개인 선호도, 디지털 추적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이 이제 대중들의 과학정보
습득을 좌우하고 있음. 구글 검색, 페이스북 피드, 넷플릭스 추천 등이 대표적임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플랫폼, 민주적인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함. 특히 과학적 논리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은 가장 중요한 부분임
- 과학기술인들의 과학 소통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는 것은 일시적
해결방법에 불과. 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이를 이끄는 알고리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
- 딥블루(IBM 슈퍼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 캐리 카스파로프를 이겼을 때, 모든 사람
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인식했음. 과학기술인들도 이제는 ‘사실’과 ‘증거’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해야 하는 시대임을 알아야 함

시사점

굳이 ‘과학’이라는 범주로 한정짓지 않더라도, 일반 대중들의 정보 획득 창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전환됐다. 유튜브를 선두로 하여, 콘텐츠 유형도 ‘동영상’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폭증하는 동영상 콘텐츠 규모에 비해, 올바른 과학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는
제한적이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시 부족하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수록, 과학기술계도 온라인에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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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a Scientist”… 과학자와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 ‘주목’

“I’m a Scientist”…
과학자와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 ‘주목’
담당부서

과학콘텐츠팀

작성자

이정순 선임연구원

분야

유관기관동향

얻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플랫폼 ‘I’m a Scientist’를 통해 연구실 속 과학자들의

주제

과학문화

일상을 살펴보고, 각종 아이디어를 나눈다.

출처

「사이언스」

독일 ‘대화하는 과학 재단'이 진행 중인 청소년-과학자 간 대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원문기사
https://www.wissenschaft-im-dialog.de/
blog/blogartikel/beitrag/man-hat-richtiggemerkt-dass-die-schueler-interesse-anforschung-haben/

주요 동향

「I’m a Scientist」는 5학년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 약 2주간 진행하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은 특정 주제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실시간 라이브 채팅 방식으로 이뤄진다. 학생들은 과학자들의 답변을
평가하는 투표를 진행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과학자는 과학커뮤니케이션 지원금(500
유로)을 받는다.
가장 최근에 최고 과학자로 꼽힌 이는 헬름홀츠 젠트럼 드레스덴-로센도르프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도미닉 콜Dominik Koll이다. 그는 ‘입자 세계’라는 주제로 진행한 소통에서 학생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콜은 “언론 인터뷰 등 지금껏 내 연구 분야를 소개할 기회는 많았으나,
대중을 상대로 한 소통 기회는 갖지 못했다”라며 “「I’m a Scientist」를 통해 학생들과 과학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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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열정이 매우 인상 깊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라도 상관없으니, 더 많은 동료 과학자들이 과학 소통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나 역시 과학 소통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계획을 덧붙였다.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지속가능성,
감염, 입자 세계)를 다뤘다. 지금껏 과학자 71명과 138개교 학생 및 교사가 참여했다. 네 번째
주제인 건강은 오는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본래 영국에서 2010년 처음 시작된 것이다. 독일어 서비스는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학자 및 의사 협회, 클라우스치라 재단Klaus Tschira
Foundation, 빌헬름&헤레우스 재단 Wilhelm und Else Heraeus-Stiftung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황 분석

국내에서도 여러 과학기술 단체 및 학회에서 대중들과 만나는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다들배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숙련된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전국에 있는 학교로 보내고 있다. 각 학교를 방문한 과학커뮤니케이터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과학강연을 진행한다. 이는 과학문화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과기인재진로지원센터 역시 ‘드림톡콘서트’를 통해 희망하는 분야의 과학자를 학교로
보낸다. 또한 온라인 진로 컨설팅을 통해 해당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과학자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사점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과학기술
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그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과학기술자들의 삶과 연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공계
진로를 앞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역시 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시점이 된 것이다. 대중은 과학기술 각 분야의 현재와 함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랩미팅 「I’m a Scientist」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소통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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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언론과 과학소통, 그 적절한 관계는?
공개토론 나선 편집장과 과학자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이어진 연구원

분야

유관기관동향

주동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과학자들의 얼굴을 게재했다. 면역학 전문가 마이클

주제

과학문화

마이어-헤르만Michael Meyer-Hermann 등은 해당 보도에 언급된 후 방역조치 강화의

출처

Bild

2021년 12월 초, 독일의 대표적인 타블로이드지 ‘빌트 Bild’는 ‘락다운 lockdown

원인으로 몰리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원문기사
https://www.mpg.de/18173281/
annaeherung-hinter-denschlagzeilen?c=2191

주요 동향

「빌트Bild」의 이번 보도는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언론위원회에 불만 신고 94건이
접수되며, 보도의 위법성 여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독일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요하네스 보이Johannes Boie 빌트 편집장과 생방송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비올라 프리제만Viola Prieseman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헬름홀츠 학회, 헬름홀츠 감염연구소, 쾰른대학병원 등 각 기관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다.
토론에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탄받았다"라며 보도 방식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퍼부었다. 보이 편집장은 이에 대해 “해당 보도에 대한 인쇄는 더 없을
것”이라며 간접적으로나마 그 실수를 인정했다.
과학자들은 ‘황색언론(타블로이드 신문)’이 과학 이슈를 다루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암 연구 및 예방 홍보에 타블로이드지가 긍정적으로 활용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과학 관련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하는데 미디어
활용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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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학의 대중 매체 활용이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타블로이드지 등의 대중
미디어는 글보다 시각적 이미지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또 미디어를 통한 과학 소통은
해당 매체의 편집 방식에 좌우될 가능성도 크다.
언론인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과학계 내부에서 종종 이뤄지는 ‘접근법 혹은 데이터
해석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소수 외부인들의 비판’인지, ‘광범위한 합의가 있는 논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이다.

현황 분석

이번 빌트 보도 사건은 단지 일부 과학자의 얘기가 아니다. 실제 작년 「네이처Nature」지에
보도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과학자 중 15%가 “코로나19에 대해 말한 후 살해
협박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대중 매체의 과학 보도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다. 흥미를 자극하고 극단적으로 변질되기 쉬운 대중 언론은 객관적 정보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과학자의 소통 방식과 큰 간극을 보인다. 과학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현시점
에서, 과학자는 대중매체의 그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사와의
지속적인 대화 및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사점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대중은 과학자의 ‘정보’에는 관심이 없다. 방송 진행자는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천문학자에게 “외계인은 진짜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먼저 던지고, 대중은 과학자가 답답함에 분노하는 얼굴을 밈meme으로 만든다.
넷플릭스 영화 ‘돈룩업Don’t

Look Up’의

내용이다. 개봉 일주일 만에 1억 뷰를 달성한

이 영화는 ‘혜성 충돌’이라는 위기 상황을 전달하며 겪는 과학자들의 어려움을 흥미롭게
그려냈다.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키워드가 됨에 따라, 과학자와 대중의 소통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 매체 헤드라인을 장식할 과학자’의 모습에 대해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인과 과학자 간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시행착오들을 바탕 삼아, 과학자와 언론인 모두 좋은 소통 사례를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다. 현실판 ‘돈룩업’은 어느 때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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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2022년 추진목표 발표…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과제로 남아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이석태 연구원

분야

국가별 정책

주제

과학문화

출처

NASA

NASA의 광폭 행보는 2022년에도 이어진다. 최근 2022년 추진 목표를 발표하며 우주
개발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원문기사
https://www.nasa.gov/
feature/nasa-looksaheadin-2022-artemisx59-lunar-explorationandmore

주요 동향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2월 10일 2022년 추진 목표를 발표했다. NASA는 이를 통해
제임스 웹 James Webb 우주 망원경, 아르테미스 미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우주 관찰에 대한 전례 없는 시도다. 망원경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빅뱅 이후 최초의 빛에서부터 지구와 같은 행성의 탄생, 태양계 형성과
진화 등 우주의 역사를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봄 발사 예정인 무인 달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기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무인 조종을 통해 달 주위
타원형 궤도를 정밀 탐사하고, 무사 귀환할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도 NASA는 화성 미생물 탐사 연구, 초음속 비행기 X-59 비행, 스페이스X와 협력해 국제
우주정거장 왕복하기, 액시엄 스페이스와 함께 하는 첫 민간 우주 비행 임무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황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2040년 세계 우주경제 규모가 약 2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폭발적 성장 전망 아래, 다양한 국가가 우주개발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선두그룹은 미국, 중국, 러시아다. 그 뒤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과 일본, 인도가 맹추격
중이다. 투자규모로 보면, 미국(약 48,000백만 달러)이 가장 적극적인 투자규모를 자랑하며
중국(8,800백만 달러), 프랑스(4,000백만 달러), 러시아(3,700백만 달러)이 그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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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0년 기준 약 700백만 달러로, 미국 투자규모 대비 약 1.5%, 중국 대비 약 8% 수준에
불과하다.
중앙 전담조직도 중요하다. 미국은 NASA, 중국은 국가항천국, 러시아는 연방우주국이라는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정부조직 없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내에서 투자 및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이후 민간 우주개발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
스페이스X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누리호 발사에 국내 기업 300여 곳이 참여한
만큼, 발전 가능성은 높다.
*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2018~2040) 데이터 참조

시사점

최초 인공위성 발사체인 스푸트니크 1호(소련, 1957년)를 시작으로 익스플로러 1호(미국,
1958년), 최초 유인우주선 발사체 보스토크 1호(소련, 1961년), 머큐리-레드스톤 3호
(미국, 1961년) 등 20세기 중후반 펼쳐진 우주 경쟁은 미국과 소련의 경쟁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우주 경쟁에 뛰어 들고 있다. 2020년 기준, 각국이 운용 중인
수많은 위성의 수(미국 1,425개, 러시아 172개, 중국 363개, 영국 130개, 일본 78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 1996년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운용 위성은 17개(2020년 기준)에 달하며, 작년 10월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주개발 예산 및 인력 확대,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자력발사 성공 등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NASA는 우주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STEM-a-Thon, Million Girls Moonshot, EPSCo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NASA는 또한 우주개발 진흥과 확산, 문화·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이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한 연구·기술 중심 우주개발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 공감과 이해, 문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기술개발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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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기술의 미래,
활용 가능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
담당부서

SW·AI 인재양성팀

작성자

김종범 연구원

분야

과학·수학·정보교육

기술인 인공지능 및 로봇이 교육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제

창의융합교육

있으며, 최근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보고서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출처

OECD

원문기사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
ai-and-the-future-of-skills-volume1_68191ce9-en

주요 내용

OECD는 AIFS(인공지능 및 기술의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 혁신

내용을 모아 보고서로 발간하였음
심리학과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전문가 워크숍을 기반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연구자와 정책
관련 담당자가 참고할만한 내용으로 구성됨
⑴ 교육, 직무 등 사회 변화의 이해를 위한 필수요소로서의 인공 지능과 로봇의 활용 가능성
● 사람의

기술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국제 비교 측정 요소로 AI 및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을 통해 교육 시스템과 사람의 기술 사이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다면, 국제 성인 역량 평가 프로그램(PIAAC)은 직장 및 기타 주요한 성인 역할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및 로봇 관련 요소가 PISA와 PIAAC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수십 년 동안, AI와 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은 사람의 기술과 핵심
기술과의 관계 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사회변화digital social
transformation에 가교가 될 것임

⑵ 인공지능과 로봇 시스템 평가 및 사람의 테스트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 인공지능 시스템 평가는 지식 표현, 추론, 인식, 탐색 및 자연어 처리와 같은 지능형 메커니즘의

기능적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메커니즘 기본 기능에 주로 연관
● 시스템

평가 구성 요소는 인간의 능력 평가 범주와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인공지능

시스템에 중요한 기능(언어 인식 및 이미지 생성 등)은 인간의 기술분류나 테스트에서 다루지
않으며, 반대로 인간에 대한 테스트 설계는 일반적으로 보고 듣고 이해하는 기본 기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와 다름
* 예를 들어, 자연어 이해나 객체 인식은 사람에게는 매우 쉽지만, 인공 지능 시스템은 이를 학습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특정 분야나 업무 환경 안에서 제한적으로 수행

⇒ 이는 인공지능을 평가에 활용하더라도 사람의 일반적인 지능을 유추하기 어렵게 만들며,
특정 분야로 한정하더라도 사람의 능력 테스트를 AI 시스템의 성능과 연결하여 기본 기술로
일반화하기 어렵게 만들 것임
30

동향리포트 | 브리프 8

인공지능과 기술의 미래, 활용 가능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

⑶ 인공지능 시스템 역량 측정과 한계, 가능성
●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여러 벤치마크와 비교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산발적이며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 여러 기관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시스템에 대한 기능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율

주행이나 문서 요약과 같은 특정 기능의 평가가 포함됨.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의 역량 평가 중
언어 이해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이 중 기계 번역은 AI를 평가하는 데
많은 교훈을 주는 분야임
●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해 신뢰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측정값을 얻으려면 전통적인 연구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방법론을 결합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평가의
목표는 교육, 직업, 일상생활 등 인간 능력의 전체 범위를 다루는 것이어야 함
⑷ 인공 지능이 로봇 시스템의 평가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 학제적 접근을 통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람의 기술과 관련된 인공 지능 및 로봇 관련 평가에

토대가 될 이론적 연구가 필요함
① 기술 분류 및 테스트가 사람의 주된 기능과 인공지능의 주된 기능과의 관련성이 무엇인지 찾는 것
② 독립된 단일기능을 별개로 측정할 것인지 여러 기능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의 수행을 측정할 것인지
구분하는 것

⇒ 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접근 방식에
의거하여 산재된 평가를 통합하여 미래의 직업과 교육에 대한 유효한 의미를 도출해야
할 것임

시사점

●코
 로나 이후로 비대면 교육환경의 조성, 교육 격차의 해소를 위해 에듀테크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인
 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과학을 학생들이

배우는 정보교육의 관점, 교육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학생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
관리, 학교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지원의 관점 등 다양한 방안이 존재
●인
 공지능을

배움으로써 학생의 능력을 키우는 인공지능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의 인공

지능 활용을 고려하는 동시에 교육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활용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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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과학기술기반 교육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기후위기
현대의 급격한 기후변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함과 함께 전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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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밖으로 나온 과학, 문화가 되다
인성여자중학교 정재흠 과학 선생님 & 무주중학교 2학년 공하현 학생

과학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과학문화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 주변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수업으로 학생들에게 과학이 가진 가치를 알려준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인성중학교 정재흠 과학 선생님, 그리고 과학을 즐기며 성장
하는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융합과학Ⅱ 부문 대상 수상자 공하현 학생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과학을 발견하고 학생들과 함께 탐구하는 선생님, 그리고 다양한
교과를 통해 과학을 더 풍부하게 이해해내는 학생을 통해, 학교에서 성장하는 과학문화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021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과학문화 부문 수상자

2021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융합과학Ⅱ 부문 대상 수상자

과학으로
아름다운 지구촌을
만들다!

일상 속
모든 게 재밌는
탐구 주제!

인성여자중학교 정재흠 과학 선생님

무주중학교 2학년 공하현 학생

안녕하세요,

과학적 사고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며,

인성여자중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탐구하는

가르치고 있는 교사 정재흠입니다.

공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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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 분야에서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과학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인성여자중학교
정재흠 과학 선생님

과학 교사로서 쉼 없이 달려온 삶을 중간평가 받는 심정으로 올해의 과학교사상에
지원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참 기쁩니다. 학생들이 과학수업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나아가 세계로까지 관심을 가지길 바랐습니다. 그중에서도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등 현재 우리가 관심을 두고 실천해야 할 영역에 초점을 맞췄
어요.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과학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학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과 프로그램이 과학문화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학생들이 이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우길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가 생활양식이듯, 과학문화 또한 우리 삶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죠. 인간은 생태계 일부일 뿐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어울리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으로 무차별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지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지금의 지구의 모습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생태환경 관련 수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➊ 인성여자중학교 환경과학동아리
ESC와 인천과학대제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과

(인천환경교육한마당) 부스 운영

한편으로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과학은

겨울철 야생 조류 동시 센서스 참여

책으로 공식을 외우며 답을 찾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이 느꼈으면

➋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➌ 초등학생 대상 생태환경체험교육

합니다. 과학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작든 크든

프로그램 현장 강의

➍ 인천남부영재교육원 창의산출물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발표대회

1│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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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하고 계신 다양한 수업과 프로그램을 위해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노력이 궁금합니다.

우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수업과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과학 교과뿐 아니라 정치, 경제, 윤리, 환경,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과학교육보다 넓은 범위인 과학문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학문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학급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협업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이 밖에도 생태환경 연구 조사, 학교 환경교육 정책 연구,
생태환경 관련 블로그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 현장에 녹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감 한마디

과학문화란
나에게 ‘세상과의 소통’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삶과 소통하는 과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길 바랍니다. 저와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인성여자중학교

함께한 학생에게 그림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요.

정재흠 과학 선생님

젠가 위에 사람이 위태롭게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젠가 하나하나가 호랑이, 황새 등
멸종 위기 생물들이었어요.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통해 학생은 물론 환경과 과학

처음 한두 개는 빠져도 괜찮아 보이지만,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연결될 수 있기

어느 순간 확 무너지듯이 우리 생태계에 존재하는

때문입니다. 또 이런 접근을 통해 다른 분야의 다양한

모든 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생각을 지닌 사람과 만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관심을 이끌어

담겨 있었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주변

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과학문화는 세상과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고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소통하는 창구이자 방법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방학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대기 중 탄소를 빨아들여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는 고마운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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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융합과학Ⅱ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공하현 학생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대회에 참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주중학교 2학년
공하현 학생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과학전람회라는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때부터 과학
에 흥미를 느끼고 지금까지 자유 탐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번 상도 타게 되면서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어느 날 학교
에서 교내 과학경진대회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서 융합
과학 부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어떤 분야인지 궁금하기도 했
고, STEAM요소를 융합하여 산출물을 만든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도전
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발명품을 만드는 게 주제였는데, 기술과 과학, 공학
요소를 활용했어요. 그렇게 호기심으로 교내대회에 참가해 어느새 지역대회,
도 대회를 거쳐 전국 대회까지 오게 되었네요!

‘오도이촌 러스틱 라이프하우스’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도이촌이란 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촌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저는 오도이촌 러스틱 라이프 하우스를, 도시에서도 농촌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건축물로 재해석하여 산출물을 구상했습니다. 도시의 현대
지오데식 돔

적인 이미지와 농촌의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면 색다른 산출물이 나올 것

ㆍ삼각형은 역동성을 상징, 개방적인

같았어요. 건축물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지오데식 돔 구조와 원기둥, 정육각형

건축물과 잘 어울리는 도형
ㆍ부피에 비해 겉넓이가 작은 반구를
사용하여 안정성 제고
ㆍ바람과 닿는 표면접이 좁아 충격에
강한 안전한 구조
ㆍ높이:가로 비율을 1:1.6으로 설정 (황
금비 이용), 가로>높이 (안정적)
외부 환경
ㆍ야외 텃밭·정원을 조성하여
개방적이고 친환경적인 분위기 연출
ㆍ압전소자를 활용하여 텃밭·정원을

등을 사용해 현대적이고 예술적으로 구상했습니다. 또 바이오에너지와 태양
광 패널, 수력발전 터빈과 압전소자 등을 활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추가했습니다.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옥상이나 정원도
마련했죠.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
할 수 있을지, 또 안정적이면서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
다. 다들 잘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물을 만들었고,
예술적인 디자인이 잘 드러나 뿌듯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배경 지식들이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걷거나 뛰면 전력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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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한 ‘오도이촌 러스틱 라이프하우스’가 실제로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제가 설계한 ‘오도이촌 러스틱 라이프하우스’가 등장한다면 바쁜 일상에 지친
도시의 현대인들에게 여유와 힐링을 선물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으로는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직접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환경오염
해결에 초점을 맞춰 설계했기 때문에 실보다 득이 되는 점이 많을 거예요.

산출물을 보면 과학, 수학적 지식은 물론 예술적 감각까지 느껴집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공하현 학생의 자유 탐구 일지

역시 과학이죠. 아무래도 초등학생 때부터 이것저것 탐구했던 경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보고 들은 것 중 흥미로운 게 있으면 탐구주제로 정했어요.
사소한 탐구주제라도 차근차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기
도 하는데, 바로 그 재미에 푹 빠졌었죠. 저에게 과학은 공부이기도 하지만 탐
구에 더 가까워요. 과학탐구에는 정해진 답이 없어서 재밌어요. 꾸준히 관찰하
고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저만의 과학적인 결론이 탄생하는데, 하나하나 퍼
즐 조각을 맞추는 느낌이에요.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고 방과 후 미술
검게 변한 은수저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술과 관련된 경험을 쌓다 보니 이번 융합과학
분야에서 효과를 톡톡히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독극물은 은과
반응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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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학에 재미를 느끼려면, 학교 과학 수업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실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학교에서
직접 실험해보는 것이죠. 제 주변만 해도 ‘과학’은 어렵고 잘 와 닿지 않는 과목
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을 공부할 때, 단순히 내용을 암기
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례들을 찾아봐요. 그리고 머릿
속으로 이미지를 구상하죠. 이런 공부 방법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와 같이 STEAM요소를 결합해 산출물
을 만드는 경험을 해 본다면 과학을 좀 더 친근하고 재밌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선생님의 입장은 또 다르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과학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과학이 발달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수많은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습득했습니다. 이를 담은 교과 내용 이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과학’은 어려운 교과목으로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새롭게 생각하고 탐구하기보다 입시와 진학을 위한 수단적 과목이 된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학생들이 과학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선 내용이 쉽고 재밌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과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주변 환경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생활과학 실험
위주로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들은 거의
대학 교수이신데,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도 집필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기관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유익
하고 흥미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계획서와
보고서 등 사전·사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관
과 정부의 과학교육 활동 지원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간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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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로서,
또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수상자로서 두 분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해양환경 교육 역량을 키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을 기점으로 해양환경,
해양 오염, 해양 보존과 관련 자료집이나 체험 활동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 및 환경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활동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과 즐거운 과학수업을 쭉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미래나 진로에 대해 뚜렷한 계획과 확신을 가지
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의 길을 계속 찾는 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분야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는 제가 그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융합과학 부문은 여러 분야에 관한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뿐 아니
라 건축과 관련한 조형 양식을 찾아보기도 하고, 도형에 담긴 인문학적 의미도
알아보며 산출물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탐구 주제를 정해 더 전문적인
지식과 새로운 측정 도구를 사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란
나에게 ‘내비게이션’ 이다

저에게 이 인터뷰는 과학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주중학교 2학년

막연하게 동경해 왔던 과학자의 길을 과연 내가 갈 수

공하현 학생

있을까? 희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선명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아직 낯선 곳에서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흥미 분야와

길을 찾고 있는 어린 중학생일 뿐이지만, 그 길을

적성, 특기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진로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나가는 과정을 긍정적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 과학

즐겁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탐구대회는 저에게 잘 모르는 길을 안내해 준 내비게이션

앞으로의 저의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각자의 내비게이션을 찾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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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과학소통 현황진단 및 참여 확대 방안 연구

초연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
일상생활에 정보 기술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물들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

6G
위성 통신 기술 발전 전략
저궤도에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려
위성 통신 시범망을 구축하고,
국내 위성 통신 기술
경쟁력 확보

현장 인사이트
초연결
시대를 위한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
현황
AI윤리 구현을
위한 노력

※ <현장 인사이트>는 과학기술, 과학문화, 과학·수학·SW(AI 등) 교육 분야의 현장 전문가
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관련 현안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제
공합니다. 실린 글과 사진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의 내
용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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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시대를 위한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 현황
다양한 과학기술인들의 과학 소통 노력이 더해져야 할 때
글. 최선현(KT sat)

최근 누리호 발사의 의미 있는 성과를 통해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주 기반 기술’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까진 ‘우주선’ 혹은 ‘발사체’
자체에 머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초연결 Hyper-Connectivity 의 실현을 위해
서는 ‘위성통신’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위성통신은 초연결 시대의 미래
신사업으로 거론되는 높은 고도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나 끊김
없는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자율주행차 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통신용 인공위성으로는 주로 정지궤도 위성 GEO: Geostationary Orbit 과 저궤도 위성 LEO: Low Earth
Orbit

이 사용된다. 이 중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이동 통신은 그 속도와 범위로 인해 4차 산업

혁명의 토대 마련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터넷 구축이 지형
적으로 어려운 지역(산간오지 등)에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확장해나가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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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 통신은 지구에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전파의 왕복 시간이 짧고,
90~120분 사이에 지구를 한 바퀴 돌정도로 빠르게 움직(8km/sec)인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위성끼리 서로 전파를 주고받아 글로벌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0.001초 시간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낮은 지연율*을 가진 저궤도 위성 통신은 더욱
중요하다. 그 밖에도 바다, 극지방, 험한 산지 등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사적 활용 측면
에서의 중요성도 크다.
통신 지연율(delay) : 정지궤도 통신 위성은 600~800ms(1m는 0.001초)의 지연율을 가지고, 저궤도
통신 위성의 지연율은 약 30~50ms다. 이는 해저 광케이블의 지연율(약 70ms)보다 뛰어나며 4세대 LTE의
지연율(약 20ms)에 근접하는 수치다.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2019년 기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약 77억 1,600만 명) 중 58.8%인 45억 3,600만 명에 불과하다. 여전히 30억 명의
인구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성 인터넷을 통해 육지(산간), 해상,
공중, 극지 등 모든 곳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다면, 지구적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물인터넷의 물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2020년 6월 국가우주위원회
를 열어 ‘6G 시대를 준비하는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 한 우주 산업의 성장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저궤도 위성

위성 통신 기술 발전 전략’을

인터넷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의 스페이스X는 2021년 8월 기준, 1,740개의 스타링크

공개했다.

위성 발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스페이스X는 2027년까지 1만 2,000개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주 인터넷 사업을 시도한 영국의 원웹 OneWeb 은 지금까지 254기의 위성을 쏘아 올렸다.
2022년에 위성 648기로 우주 인터넷망을 완성하여 글로벌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본격적
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아직 아마존의 카이퍼 Kuiper 위성과 캐나다 위성 기업 텔레샛 Telesat
에서 올릴 라이트스피드 Lightspeed 가 데뷔하기 전이지만, 향후 5년 이내에 대표적인 위성군
(스타링크, 원웹, 카이퍼, 라이트스피드)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과 kt sat 등 많은 기업들이 우주산업으로 비즈니스 확장에 도전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030년 이후 저궤도 위성 2,000기 이상을 올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성 통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kt sat은 지난 2020년에 통신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위성 기반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앞으로 통신
사각지대인 해양, 우주까지 연결 가능한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위성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0년 6월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6G
시대를 준비하는 위성 통신 기술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저궤도에 통신 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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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아올려 위성 통신 시범망을 구축하고, 국내 위성 통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31년까지 지상에서 250km~2,000km 높이인 지구 저궤도에 위성 통신 기술을 검증
할 저궤도 통신 위성 14기를 쏘아 올릴 예정이다.
kt sat 인사(교육) 담당자 및 위성통신 기술 분야 강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우주산업체 및 정부
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제적으로 우주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하는 중이다. 특히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같은 기관의
위성통신 분야의 국내 인재들을 만나며,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우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19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에 참여한 적이 있다. 전문
인력양성과정은 과학기술 현안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과학 소통 역량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신의 전문 분야 지식을 일반 시민 혹은 타 분야의 과학기술인에게 효과적
필자소개

으로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궤도 위성통신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필수적인 기술로 부상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저궤도 위성은 천문학 연구를 어렵게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위성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많은 우주쓰레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우주 산업
발전을 향한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현 상황은,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를 도출해낼 수 있는 과학
소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최선현 과장 ―― KT sat
kt sat 위성관제센터 위성궤도

실제 과학기술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고, 어떠한 현안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현장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필자는 과학기술의

엔지니어(15년~19년), 위성통신기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 소통’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를 위해

술 사내강사(20년~22년)

향후 과학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의 박사님들의 강의 외에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위성체

기업 현직자들의 참여를 통해 각 분야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시도도 제안하고 싶다.

활용과정 강의(19년~22년,
20년 최우수강사 선정),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전문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주산업인 만큼 활발한 과학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의

력양성 과정 1기(19년~20년),

의견조율,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합심하여 우주강국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강연(20년~21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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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윤리 구현을 위한 노력

범용 기술이 될 AI, 더 많은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
글. 김대원(카카오)

일상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은 편의와 효율의 제고를
위한 선택에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위한 지렛대로도 활용되고 있다. 시대 변화의 양상을
문명의 변화로 읽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시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동력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전이다. AI는
구조의 기반으로서 디지털 체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기에, 작금 일련의 변화가 AI가
바꾼 결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대 변화에 대한 기여도와 중요성은 AI의 사회적 책임 강도도 높인다. 이에 비례하여, AI가
사회 상규에 부합하도록 작동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AI에 윤리가 탑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
2018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의 ‘지식사회의 발전과 올바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AI 활용Harn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Advance Knowledge Societies and Good Governance’ 포럼에서
카카오는 AI윤리 원칙 제정의 배경과 관련 내용, 그리고 관련된 사회적 책무 실행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AI윤리 원칙인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발표하면서,
AI의 윤리 방향성을 사회에 알릴 수 있었다. 아래는 AI윤리 원칙 발표 당시에 관련 배경을
간단하게 서술한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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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연결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카카오에 AI는 연결의 가치를 높여 줄 핵심 동력입니다.
카카오가 AI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일상은 누구나 더 편리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삶의 편의를 한 단계 높일 AI가 사회 윤리의 범주 안에서 온당함을 유지하는 것을 카카오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개발과 관리를 포함한 운영 일체에서 합의된 윤리 의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카카오는 내부적으로 AI에 대한 윤리 의식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크루1들의 의견을 모아,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마련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연구, 내부 논의 작업을 거쳐 5개 안으로 구성된 카카
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이 확정됐습니다.
-카카오 정책산업연구 브런치의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의 해제(解題)’에서 발췌

5개 조항으로 시작된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은 2019년 8월 기술의 포용성, 2020년 7월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이 추가되며, 현재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고). 외연의
확장뿐만 아니라, 윤리의 내재화도 역시 AI윤리 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에 소개
할 증오표현 대응 원칙에 대한 사회협력 체계는 AI윤리 원칙을 카카오가 서비스와 운영 정책에
내재화하는 실천적 노력 중 하나이다.
그림1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
1. 카카오 알고리즘의 기본원칙

5.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카카오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모든 노력을 우리 사회 윤리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위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안에서 다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한다.

2. 차별에 대한 경계

6. 기술의 포용성

알고리즘 결과에서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고리즘 기반의 기술과 서비스가 우리 사회 전반을 포용할 수

경계한다.

있도록 노력한다.

3. 학습 데이터 운영

7.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를 사회 윤리에 근거하여

카카오는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와 위험에 노출되지

수집 분석 활용한다.

않도록 알고리즘 개발 및 서비스 디자인 단계부터 주의한다.

4. 알고리즘의 독립성
알고리즘이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영향받는

2018년 1월 31일
(2020년 7월 2일 2차 개정)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한다.

• 증오발언에 대응하는 AI, 개발 방향과 그 한계
우리 사회에서 혐오발언hate speech란 단어로도 논의되고 있는 증오발언은 온라인 사회 건강
성에 위협 요소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증오발언 대처안은 치열하게 검토
되고 있다.

1 카카오에서는 임직원을 크루(krew)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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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온라인 공론장의 댓글 건강성을 높이고자, 2020년 12월부터 ‘세이프봇safebot’을
적용, 운영 중에 있다. 세이프봇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분석하고
선별하는 AI다. 여기에는 2022년 1월 발표된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이 적용돼,
세이프봇은 차별, 혐오 발언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세이프봇은 온라인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세이프봇 도입 이전인
2020년 하반기(7~12월)에 비해, 2021년 1~10월의 이용자 댓글 신고 건 수는 41% 줄었다.
이용자 댓글 신고 감소는 온라인 공론장에서 이용자들이 혐오·차별 등의 발언으로 느끼는
불쾌감이 줄었음을 의미한다([그림 2] 참고).
그림2 세이프봇 전후에 이용자의 댓글 신고 비율

세이프봇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작업 중 하나가 학습 데이터의 고도
화다. 세이프봇에게 학습 데이터는
온라인 공론장을 위해 제어되어야

*출처: 카카오

할 단어 및 표현이다.

세이프봇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작업 중 하나가 학습 데이터의 고도화다. 세이프봇에게
학습 데이터는 온라인 공론장을 위해 제어되어야 할 단어 및 표현이다. 증오 발언에 대한 기준
설정은 일견 간단해 보인다. 보편적 기준에서 걸러져야 할 단어들을 학습 데이터로 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제의 평범한 단어들이 사회적 맥락과 묶여, 오늘에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대상을 공격하거나 인위적으로 차별 짓는 말이 될 수도 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희화화 표현이나 공격적 발언을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덤덤한 단어로도
인식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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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AI 윤리 고도화를 위한 논의
사회적 복잡성의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고차 방정식으로 변환시키곤 한다. 이 복잡한
풀이를 카카오는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과 함께 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실, 카카오는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대응 원칙도 사회 전문가들과 1년 정도의 숙의 과정을
통해 수립한 바 있다2.
2021년 5월 수립된 후 첫 회의를 진행한 카카오의 ‘증오발언 자율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반’은 증오발언에 대한 자율 규제 수립을 논의하는 기구이다.3 여기에 세워진 규제의 틀이
세이프봇 등의 카카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회적 협력 기구는 AI의 윤리를 고도화하려는 카카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AI산업은 아직 맹아 단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일어날 수 있는 위기risk’ 중심의 사고
역시 값지다. 그러나, 개연성 중심의 위험 회피 중심의 논의는 우리 사회의 혁신적 사고의
자기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 AI윤리 논의가 산업 중심으로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머지않은
시대에 MS워드나 엑셀처럼 AI도 기술고도화 되면서, AI는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범용적 기술이 될 것이다. 소비자가 곧 콘텐츠를 생산하는 프로슈머가 되는 세상은
사실 이미 와 있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일부 ‘얼리 어답터’들은 기술을 악용하고 있기도 하다.
AI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페이크 뉴스fakenews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다.
필자소개
김대원 정책팀장 ―― 카카오
카카오 정책팀장(이사)
AI미디어 전략/정책 전공 박사
2005-2015년

그렇다면, 결국 AI윤리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할까? AI라는 인프라를 우리 사회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취재 기자로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윤리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AI윤리가 논의되는 것이

일한 뒤, 2016년 카카오에 입사

현실적이며, 실효적 방향이 될 것이다.

2 세부 과정은 녹서를 통해 발행됐습니다 : https://brunch.co.kr/@kakao-it/383
3 구체적인 설명이 담긴 웹페이지 : https://brunch.co.kr/@kakao-it/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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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전통적인 사회 구조의 혁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

과학+대중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실용적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KOFAC FOCUS
과학기술인
과학소통
현황진단 및 참여 확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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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과학소통 현황진단 및 참여
확대 방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코
 로나 팬데믹,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과
사회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인의 과학소통 활동의 중요성 증가
◦과
 학기술인의 과학소통 활동은 국민의 과학적 소양함양으로 과학기술의 수용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이끄는 사회자본이며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임
◦과
 학기술인은 과학기술과 사회소통의 필요성과 취지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주도적인
과학소통 활동 참여시 현실적인 문화와 인식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과
 학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인 주도의 과학소통 활동을 일상의 과학문화로서
향유하지 못하고 공공주도의 단발성 행사에 과학기술인이 대중 강연형식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 활동의 다양화가 필요함
◦과
 학소통 활동은 뉴노멀, 뉴미디어, 메타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발상과 협력 자원으로서 접근이 필요한 시점
◦대
 중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과학소통 활동을 위해서 과학소통 활동가로서 과학기술인에게
요구되는 과학소통 핵심역량의 정의와 역량개발 기회 요구
◦이
 에, 과학기술인 관점에서 과학소통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표1. 연구의 필요성과 키워드
요구 사항

키워드

과학기술인과 사회소통이 요구되는 시대

사회변화 대응과 신뢰 회복

과학기술인의 책무와 사명으로서
과학소통 활동의 인식개선

사회지원과 책무로서 인식

과학소통 활용 형식의 새로운 체계와 접근

설문조사 개요

소통역량 개발 및 활성화

➊ 조사명 : 과학소통 현황진단 및 참여 확대방안 연구 설문 조사
➋ 조사기관 : 한국과학창의재단
➌ 응답자 : 과학기술인 총 215명
➍ 조사기간 : 2021.9.27.(월) 부터 2021.10.9.(토)까지 12일간
➎ 조사방법 : 온라인 응답 방식
➏ 문항도출 : 과학소통 활동의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참여경험’, ‘애로사항’, ‘활성화 인식’,
‘제도개선’, ‘역량 강화’, ‘인구통계학적 질문’ 등 6개 범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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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 소통의 경험
과학소통 경험 여부

응답자 215명 중에서 54.0%(116명)는 참여경험이 있고, 46.0%(99명)는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54.0%
있다 116명
응답자

215명

46.0%
없다 99명

참여경험이 없는 99명에게 향후 과학소통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5점 척도*로
물었으며, 향후 참여 의사의 질문에 대한 긍정응답(매우 그렇다+그렇다)은 71.8%(71명)로
나타났음
*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과학소통 참여 현황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

1.0

그렇지 않다

5

5.1

보통이다

22

22.2

그렇다

36

36.4

매우 그렇다

35

35.4

합계

99

100

참여경험이 있는 116명을 대상 과학소통 활동 참여 현황을 물었으며, ‘과학소통 활동 업무수행’
이라는 응답이 51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타 기관, 정부 부처 등 외부요청(46명, 26.0%),
소속기관의 내부 요청(39명, 22.0%), 과학소통 활동을 하는 주변인의 권유(29명, 16.4%)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중복응답 허용)
기타
6.8% (12명)
과학소통 활동 업무 수행
28.8% (51명)
응답자

소속기관의 내부 요청
22% (39명)

177명
과학소통 활동을 하는
주변인의 권유
16.4% (29명)

타 기관 정부 부처 등 외부요청
26%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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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소통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해서’라는 응답이 64명(3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또한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해서’(52명, 24.4%)와 ‘자발적으로 연구 및 활동에 필요
해서’(43명, 20.2%)의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남(중복응답 허용)

자발적으로 연구 및 활동에 필요해서
20.2% (43명)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해서
24.4% (52명)
과학소통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해서
30.0% (64명)

활동 수당 등 금전적 요인
8.0% (17명)
과학기술인으로서 인지도 향상을 위해
15.5% (33명)
기타
1.9% (4명)

과학소통 활동 유형

강연이 89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방송미디어 52명(19.6%), 시민 소통활동 42명
(15.8%)의 순으로 나타남(중복응답 허용)

시민소통 활동
15.8% (42명)

강연
33.6% (89명)

출판저술 활동
12.8% (34명)

응답자

265명
콘텐츠 창작활동
5.3% (14명)
전시공연
12.8% (34명)

방송미디어
19.6%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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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87.9%(102명)가 연간 1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1~5회 참여하였다는
응답이 68명(58.6%)으로 가장 많았음
강연 외에 활동유형들은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연간 1~5회’로
나타났음
연간 1회 이상 비율(연간 1~5회, 연간 6~10회, 연간 11~15회, 연간 16회 이상)은 강연, 시민소통
활동, 방송미디어, 출판저술 활동, 전시 공연, 콘텐츠 창작활동 순으로 조사되어, 과학소통
활동의 유형에 따라서 참여 여부 및 활동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강연

12.1

58.6

15.5

4.3

9.5
1.7

44.8

방송미디어

60.3

전시공연

6.0

43.1

30.2

4.3

9.5
0.9

71.6

21.6

4.3

콘텐츠 창작활동

1.7
59.5

31.9

6.9

출판저술 활동

0.9 0.9
44.0

41.4

6.9

시민소통 활동

2.6 5.2
0%

10%

없음

과학소통의 대상

20%

30%

연간 1~5회

40%

50%

연간 6~10회

60%

70%

80%

연간 11~15회

90%

100%

연간 16회 이상

일반인(77명, 29.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과학기술인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원)생도 각각 15% 이상으로 나타나 대상별 응답 차이는 크지 않았음(중복응답 허용)
기타
1.2% (3명)

초등학생
16.2% (42명)

과학기술인
20% (52명)
응답자

260명

일반인
29.6% (77명)

중·고등학생
16.5% (43명)

대학생·대학원생
16.5%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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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소통 활동 참여 애로사항
저해요인

1순위는 시간 부족(74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자원(정보) 부족(46명), 기회
부족(41명)의 순으로 나타남
2순위는 기회 부족, 자원(정보) 부족, 시간 부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고, 3순위에서는 자원
(정보) 부족, 기회 부족, 대중소통의 어려움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와 1~3순위를 합한 경우에서 가장 많은 과학 기술인이 응답한
저해요인은 기회 부족으로 나타남
1순위

2순위

3순위

100

80

80

74

60
40

47
38

30 31 30

41

46

56
41

38

31

20

11

14 13

13 11

0

제도 및 연구문화
(기관 규제 등)

시간 부족

기회 부족

자원(정보)
부족

연구주제가
과학소통에
부적합

대중 소통의
어려움

3. 과학소통 활성화에 대한 인식
필요성 인식

응답자의 87.4%(188명)가 긍정응답(매우 그렇다+그렇다)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
과학소통 활동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낮다

1

0.5

낮다

0

0

보통이다

26

12.1

높다

76

35.3

매우 높다

112

52.1

합계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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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소통 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과학소통 활동의 목적으로 사회적 과학기술 시민소통 문화 확산(121명, 24.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국민의 과학적 소양(105명, 21.5%)과 과기인재 양성(99명, 20.3%)의
순으로 나타남

과기인에 대한 예우
7.8% (38명)
과기정책지지 및 과기예산 증액
10.5% (51명)
과기인재 양성
20.3% (99명)
국민의 과학적 소양
21.5% (105명)
사회적 과학기술 시민소통 문화확산
24.8% (121명)
과학적 발견에 대한 사회적 신뢰
15.2% (74명)

활성화 인식 수준

*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낮다

11

5.1

낮다

48

22.3

보통이다

92

42.8

높다

46

21.4

매우 높다

18

8.4

합계

215

100

과학기술인들의 인식 수준에 대해 ‘보통이다’(92명, 42.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긍정응답(매우 높다+높다)은 64명(29.8%)이며, 부정응답(매우 낮다+낮다) 역시 59명(27.4%)
으로 조사되어 과학소통 활성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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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낮다

19

8.8

낮다

79

36.7

보통이다

84

39.7

높다

25

11.6

매우 높다

8

3.7

합계

215

100

우리나라의 과학소통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과학선진국과 대비해 보통 수준(84명, 39.7%)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인식 수준에 대한 긍정 응답(매우 높다+높다)은 33명(15.3%)인 반면, 부정 응답(매우 낮다+
낮다)이 98명(45.5%)으로 나타나 과학소통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사회적 효과

*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낮다

1

0.5

낮다

4

1.9

보통이다

30

14.0

높다

110

51.2

매우 높다

70

32.6

합계

215

100

과학소통 활동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높다’는 응답이 110명 (51.2%)으로 가장 많았음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긍정응답(매우 높다+높다)은 83.8%(180명)였고, 부정응답
(매우 낮다+낮다)은 2.4%(5명)로 나타남

 학소통 활성화의
과
핵심 주체

과학소통 활동을 주도해야 하는 과학기술인 대상으로 신진과학자(123명, 34.0%)와 중견
과학자(118명, 32.6%)라는 응답이 많았음(중복응답 허용: 최대 2개)
고경력·은퇴과학자
12.5% (55명)

예비 과학자
(석·박사 대학원생)
18.2% (66명)
응답자

362명
중견과학자
32.6% (118명)

신진과학자
34.0% (1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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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소통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개선사항

과학소통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확산(145명, 41.1%)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이어서 과학소통 활동에 대한 외부활동 제한 기준 완화(103명, 29.2%), 과학소통
활동 및 과학문화활동비 예산 집행(77명, 21.8%), 연구자 과학소통 활동 의무제 등 제도 마련
(28명, 7.9%)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중복응답 허용: 최대 2개)
인식 제고 및 문화확산
41.1% (145명)
외부활동 제한 기준 완화
29.2% (103명)
활동비 예산 집행
21.8% (77명)
활동 의무제 등 제도 마련
7.9% (28명)

중요 동기유인

가장 중요한 동기유인은 과학소통 활동에 대한 수당, 교육점수, 평가점수 반영 등의 인센티브
(133명, 36.3%)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인의 명예로운 사회 기여활동에 대한 소명의식(109
명, 29.8%)과 과학소통 활동 우수자 포상(56명, 15.3%)이라는 응답도 많았음
소명의식
29.8% (109명)
인센티브
36.3% (133명)
활동 우수자 포상
15.3% (56명)
활동 우수기관 포상
5.7% (21명)
우수기관 대학 기관평가 가점제
10.4% (38명)
기타
2.5% (9명)

반면, 과학소통 활동 우수기관 대상 기관평가 가점제(38명, 10.4%)와 과학소통 활동 성공
우수기관 포상(21명, 5.7%) 등의 과학기술인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 동기유인에 관련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적었음(중복응답 허용: 최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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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전담부서 필요성에 대한 긍정응답(매우 그렇다+그렇다)은 응답자의 69.3%인 149명
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응답(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은 7.0%(15명)로 나타남
*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

0.5

그렇지 않다

14

6.5

보통이다

51

23.7

그렇다

86

40.0

매우 그렇다

63

29.3

합계

215

100

소속 연구기관 및 연구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선도적인 과학 대중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2.6%(156명)는 자발적인 대중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27.4%(59명)로 조사됨
과학소통 활성화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긍
정응답(매우 그렇다+그렇다)은 응답자의 88.3%(190명)였고, 부정응답(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0.9%(2명)로 나타남

5. 과학소통 활동자 역량 강화
 학소통 교육과정
과
참여 경험

교육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88명(40.9%)이었고, 127명(59.1%) 은 관련 교육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59.1%
없다 127명
응답자

215명

40.9%
있다 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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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소통 활동에 필요한 핵심역량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역량(181명, 36.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콘텐츠 기획력(125명, 25.2%), 미디어 활용 역량(71명, 14.3%),
PT능력(64명, 12.9%)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중복응답 허용, 최대 3개)
커뮤니케이션 역량
36.5% (181명)
글쓰기 역량
9.9% (49명)
미디어활용 역량
14.3% (71명)
PT능력
12.9% (64명)
콘텐츠 기획력
25.2% (125명)
기타
1.2% (6명)

과학소통 교육과정

과학소통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개설된다면 희망하는 교육과정 1순위는 커뮤니케이션(96명),
콘텐츠 기획(62명), 미디어(22명)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2순위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기획,
미디어의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으며, 3순위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기획, PT의 순으로 조사됨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와 1~3순위를 합한 경우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기획,
미디어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교육형식은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113명, 52.6%)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온라인 개별
학습(45명, 20.9%), 오프라인 집체교육(38명, 17.7%), 자발적 학습커뮤니티(CoP) 지원(19명,
8.8%)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1순위
100

2순위

3순위

96

80
60
40

62

57
34

22

16

20

44

41 38

49
42
17

47 47

23
2 3

0

커뮤니케이션

글쓰기

미디어

PT

콘텐츠 기획

5

기타

※ 본 보고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인 과학소통 현황진단 및 참여 확대 방안 연구”를 위하여 연구책임자(사이콘(이근영 외 4인))가 제출한 내용의 일부 발췌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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