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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경쟁력 강화에 2,800억 달러 투입

#STEM인재양성
#과학법

원문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
d41586-022-02086-z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미


의회는 7월 마지막 주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022)’을 승인. 이는 2년 여 간의 긴 협상 끝에 이뤄낸 성과
●이
 를

통해 미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미 국립표준기술원(NIST) 등 연방 연구

기관의 예산이 향후 5년간 수십억 달러 증액될 예정. 특히 NSF의 예산은 대략 두 배 증액되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정 확대임
- (응용과학 지원) 총액의 4분의 1은 NSF가 올해 설립한 기술혁신국(TIP)에 투입될 예정. 목표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특정 기술의 시장화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스타트업의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극복을 지원
*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자금조달 및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

- (과학교육 등 지원) 그 외 예산은 기초연구, 과학교육, 연구 기회 확대 등에 투자. 주로 과학 소외
학생 지원 기관의 보조금으로 운영될 예정. 또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기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 및 지역 내 학술 기관을 지원하는 데도 사용될 전망
- 에너지부(DOE)에 승인된 약 700억 달러 대부분은 과학부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 국립 연구소,
대학 및 민간 기업에서 핵융합 및 핵물리학과 같은 물리 과학 분야를 지원
●이


법안은 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과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기반

으로 함. 본 최종법안은 두 법률의 목적을 모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NSF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법안. 5년간 1,000억 달러 증액을 목표로 2020년 상정
** 사회적 불평등,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과 미국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법안.
2022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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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3년 STEM 분야
7억3천700만 달러 예산 책정

#STEM
# 지정예산

원문기사

https://www.aaas.org/news/
stem-earmarks-2023
작성자
미래전략팀 민영경 선임연구원
● 미국과학진흥회(AAAS)는

내년도 STEM 분야 예산(earmarks*)’에 대한 검토 실시

* earmarks: 미국 의회 지출정책의 특징으로 특정 수혜자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임의 지출 책정 법안에
삽입된 조항 (참고 : https://en.wikipedia.org/wiki/Earmark_(politics))으로, 현재 '지역사회 기금
프로젝트, Community Funding Projects (CFP)'의 의미로 사용
● STEM분야 300여 개 프로젝트에 총 7억3천7백만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가장 큰 프로젝트는

9천7백만 달러가 책정된 플로리다 Space Force Base 리노베이션이며, 가장 작은 프로젝트는
4만 달러가 책정된 STEM교육이 포함된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산임

● STEM분야

프로젝트 유형별 별도 책정액과 규모를 살펴보면, 고등교육 유형이 약 2억5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141개 프로젝트로 가장 크며, 순차적으로 방위산업 유형(12개 프로젝트,
약 1억4천만 달러 규모), 유초중등 교육 유형(46개 프로젝트, 약 5천만 달러 규모), 기타 STEM
교육(12개 프로젝트, 약 2천5백만 달러)임. 가장 작은 규모는 농업 유형으로 6개 프로젝트 수준
* 예산 규모는 원문 그래프에서 근사치로 추정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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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 연계로 가치창출, 얼마나 될까…
과학기술 혁신 현황조사

#민관협력
#지역활성화

원문기사

https://www.nistep.go.jp/
archives/52391
작성자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NISTEP)은 자국 내 과학기술 혁신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이는 ‘제6차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021년~2025년)’ 추진에 따른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적 지표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파악할 방침
● NISTEP은

기본계획 추진기간 중 같은 응답자(산·학·관 일선 연구자 및 기타 전문가 약 2천

300명)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 문항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5년 동안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할 예정. 지난 2021년은 조사 첫 해로, 2022년 8월 아래와 같이 연구 결과를
공개함
● 연구 주요결과

- 연구시간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젊은 연구자와 학생이 부족
- 수도권 외 대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노력이 높게 평가됨
-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는 '경쟁적 자금 확보'와 '연구자 다면평가 도입'에 긍정적, 다만
'학술적 지식을 벤처로 이끌어 가기‘ , '박사 보유자의 진로 다양화'에는 부정적 경향을 보임
● 제6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산-학-관(産学官) 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에 본 설문은 ‘산학관 연계 및 지역 파트(産学官連携及び地域)’ 섹션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1) 「지식에 근거한 가치창출」 관련
- “민간 기업과의 제휴·협력을 통해 얻은 내용을 연구 개발에 반영 한다”는 대답 높아
- 반면 “벤처기업을 통한 지식이전이나 새로운 가치창출”, “민간기업 간 인력 교류” 문항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성 확인
2) 「지역 활성화」 관련
- “지역 활성화에 임하는 연구자·조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
- “지역 활성화를 장기적인 시점에서 평가하는 구조가 없다” 등 부정적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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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국민이해도

원문기사

https://nistep.repo.nii.
ac.jp/?action=pages_view_
main&active_action=repository_
view_main_item_detail&item_
id=6796&item_no=1&page_
id=13&block_id=21
작성자
미래전략팀 박성균 책임연구원

과학기술 관심, 신뢰 모두 하락…
국민이해도 조사 결과
●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이하 NISTEP)에서 ‘2022년도 과학기술 국민이해도 조사’ 결과를

발표. 해당 조사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음. 올해 조사는 6월(1일~8일) 실시되었으며, 연령층은 15∼19세, 20∼24세, 25∼29세 등
총 11영역으로 구분, 각 연령층별로 600명씩 인터넷 설문 진행(성별 비중은 정확히 5:5)
- SDGs*에 대한 국민 의식, 과학기술 정책 의식 등이 이번 설문의 주제
* SDGs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등)와 지구환경문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약속. 2030년
까지 주목표 17개, 세부목표 169개를 이행하는 것이 목표
● SDGs에 대한 국민 인식

• SDGs 인지도
-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58%)이 여성(54%)보다 소폭 높음. 연령별로는
24세 이하(66%), 60세 이상(59.5%)에서 인지도가 높음. 가장 인지도가 낮은 연령층은
40대(51%)
•“과
 학기술·혁신이 SDGs에 공헌하고 있다”는 인식
(세계 전체, 일본 국내, 친숙한 생활 3개 영역에서)
- 세계 전체: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빈곤·식량문제(73%), 기구변화·
온난화, 평화(각 70%) 분야에서 공헌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일본 국내: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건강·복지(58%), 에너지문제
(57%) 분야에서 공헌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친숙한 생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건강·돌봄(47%), 친환경 소비
(36%) 분야에서 공헌이 큰 것으로 조사됨
• “과학기술·혁신이 SDGs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
- 여성(62%)이 남성(61%)보다 소폭 높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75%)이 가장 높고, 20대
(56.5%)가 가장 낮게 응답
• “국가가 SDGs 달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
- 여성(30%)이 남성(26%)보다 높게 응답. 연령별로는 19세 이하(36%)가 가장 높게, 50대
(25.5%)가 가장 낮게 응답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인식(작년과 비교하여)

-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다”: 남성(74→70%), 여성(68→63%) 모두 하락
- “과학자를 신뢰한다”: 남성(69→63%), 여성(67→60%) 모두 하락
-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긍정적이다”: 남성(79→76%), 여성(76→73%) 모두 하락
- “과학기술 발전이 상황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한다”: 긍정적 응답이 남성(80→76%),
여성(79→77%) 모두 하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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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72→69%), 여성(70→67%) 모두 하락
- “ 지금 당장 이익을 얻지 못해도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남성(78→76%),
여성(78→76%) 모두 하락
- “과학기술 연구개발 방향은 관련 전문가가 정하는 것이 좋다”: 남성(69→66%),
여성(67→64%) 모두 하락
- “ 사회적 영향력이 큰 국가 R&D 정책 수립 시 시민도 참여해야 한다”: 남성(70→68%),
여성(68→67%) 모두 하락

[독일]

분류

유관기관동향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08.02

키워드

비난에 노출된 과학자들…
‘중앙 소통’ 통해 극복하는 독일
● 과학이

사회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지며, 과학자들에 대한 (언어) 공격

사례가 발생. 특히 기후 변화, 젠더 연구, 동물 실험 등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독일 ‘빌트’지가 사용한 ‘락다운 주동자들(Die Lockdown-Mache)’이라는 표현이 대표적. 얼굴이

#과학커뮤니케이션
#과학자지원

원문기사

https://www.wissenschaftim-dialog.de/blog/
blogartikel/beitrag/
zentrale-anlaufstellezur-unterstuetzungkommunizierenderwissenschaftlerinnen/
작성자
미래전략팀 최경철 연구원

크게 나온 사진과 함께 해당 표현의 대상이 된 연구자들은 봉쇄 정책의 주동자로 몰려 많은 비난을
받음
● 대학커뮤니케이션협회(Der

Bundesverband Hochschulkommunikation)와 대화하는과학재단

(Wissenschaft im Dialog)은 공동으로 중앙 소통(Zentrale Anlaufstelle) 프로젝트를 개시. 이는
공격에 노출된 과학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것
1. 과학자 소통 플랫폼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제공
2. 심각한 공격을 받는 과학자를 전문적으로 케어
3.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의사소통 교육과정 개발·운영
● 대상은

과학자, 과학커뮤니케이터 전체. 모든 과학기관들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총괄적인

컨택 포인트(Contact point)를 만들고, 지역별 과학커뮤니케이터를 훈련시켜 더 나은 소통 조언을
제공
●목
 표는

비난의 언어(Hate Speech)가 과학자를 침묵시키는 사태를 방지하고, 향후 고품질

과학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것. 이를 통해 과학자들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현
 재 웹사이트 구축 예정이며, 관련 콘텐츠 연구를 바탕으로 개념 설계, 지침, 체크리스트 등을
올해 내로 제공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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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SNS 버블에 갇힌 과학자, 새로운 청중과 만나려면?
● 소셜 미디어는 과학자들이 신속·투명하게 새로운 연구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핵심 도구. 하지만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과학이슈에 대한 대중의 편향성을 강화시키는 반향실 효과*가 발생
분류

전문가 동향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08.15

키워드

* 반향실 효과(echo chambers) : 뉴스 미디어 이용자가 갖고 있던 기존의 신념이, 닫힌 체계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증폭·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지속적으로 되풀이 수용하는
현상(참고: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반향실_효과)

#과학소통
#반향실효과
#소셜미디어

원문기사

https://www.aaas.org/
news/how-scientists-canbreak-free-twitters-echochambers-and-reach-newaudiences
작성자
미래전략팀 민영경 선임연구원

[미국]

● ‘사이언스’ 지는 올 초 ‘소셜미디어 시대의 과학(Science in the age of social media)’이라는 주제로

이 문제를 다루며, “과학자들이 아직 이러한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과학자들이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사이언스 지는 이에 더해 “과학자들은 종종 소셜 미디어 내에서 ‘자신
만의 과학 거품(own science-centric bubble)’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소통법을 제시
● 과학자들이 새로운 청중(과학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생각을 가진 대중)을 만나는 방법

- 일상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을 분리하도록 노력할 것
-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소통을 할 것
- 반대 의견에는 잘 구성된 맥락(well-constructed thread)을 바탕으로 간결·친절하게 대응할 것
- 토론은 유용하지만, 논쟁을 통해 상대를 이기려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음

데이터 기반 수학 과정, 1년은 확보해야
● 작년 캘리포니아주는 K-12 수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수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음. 이와 관련, 시카고대학교의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과
분류

전문가 동향

주제

수학교육

발행일

2022.07.12

키워드

#K-12
#데이터문해력

원문기사

https://www.educationnext.
org/every-student-needs-21stcentury-data-literacy-skills-forumrethinking-math-education/
작성자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제프리 시버츠는 지난 7월 ‘Rethinking Math Education’ 포럼에서 K-12 수학 교과과정의
내용과 방향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
● ‘시대착오적이고

계산 위주’거나, ‘고급수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수학 교육과정을 구조

조정하여 단축할 필요가 있음. 단축된 시간만큼 데이터 활용능력, 통계 및 기타 형태의 응용
수학 학습 필요
-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비해, 수학 교육과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10개 중 7개가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음. 또한 기존의 많은 직업이 이미
디지털화되거나 데이터를 활용
* 예) 교사들이 전통적 교수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수업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음. 또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과분석을 활용

- 이들이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상에서 삼각함수를 사용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에 불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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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응답자 66%는 현재 수학 교육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엑셀 프로그램을 매일 사용. 또한
응답자 64%는 “고등학교에서 데이터 분석과 해석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답변 (스티븐 레빗과
제프리 시버츠의 Freakonomics 팟캐스트 청취자 대상 설문조사)
● ‘데이터

기반 수학과정’은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을 다른 교과에 통합하고 '데이터 문해력'을

기르게 함. 이는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성 및 ‘데이터가 생성된 맥락에 대한 이해력’을 신장
- 교사들의 데이터 문해력 역량을 강화해야 함. 또한 ‘기존 교과과정에서 어떤 주제를 없애야
하는지’ 등 변화를 위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 칸 랩 스쿨 창업자 살만 칸은 이미 대수학에서 미적분까지의 교과과정을 조정. 칸 랩 스쿨
학생은 1년간 데이터 과학을 배우고 있으며, 미국 40개 학군에서 이를 따라 교육과정에 데이터
과학을 도입하기 시작

[인도]

분류

국가별정책

주제

과학융합인재

발행일

2022.05.20

키워드

#영재교육
#영재정의

원문기사

https://indiaeducationdiary.
in/aicte-announces-2supernumerary-seats-perinstitute-for-gifted-talentedstudents-in-technical-institutions/
작성자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새로운 영재 확보를 위해
영재의 정원외 선발 의무화하는 인도 대학교
● 지난 5월 전인도기술교육위원회(All India Council for Technical Education, AICTE)는 “모든

AICTE 계열 대학에서 정원외 영재 2명을 선발한다”고 발표
- 목적은 국가교육정책에 따라 인도교육시스템에서 창의성, 역동성, 혁신을 위한 동력을 창출
하는 것. 또한 대학입학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시험을 치지 않은 영재들에게도 기회를 부여
● AICTE가 정의하는 영재는 다음과 같음

① 호기심이 많고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답변을 함
② 반복적인 과업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반복
③ 새로운 학습활동에서 예리하게 관찰함
④ 구조화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를 즐김
⑤ 자신만의 생각이 있음
● 정원외 영재의 기준

- 정부 또는 공인 민간단체에서 주최한 국가/국제 수준 대회에서 한 번 이상 수상한 자
-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친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연구비를 받은 자
- 피어리뷰 저널에 제1저자로 고품질의 논문을 게재한 자
- 인도나 국제 특허기구에서 부여한 특허의 소유자
- 구글/애플/윈도우의 앱스토어에 앱을 런칭해 다운로드 건수 10,000회 이상을 기록한 개발자.
혹은 시장에서 기술기반 혁신 제품을 출시한 자
● 정원외 영재 선발절차

- 후보자는 본인이 정원외 영재선발에 적합함을 명시한 자기소개서와 3장의 추천서 제출
- 해당기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정원외 영재 선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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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녹색전환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학습 권고안’ 채택

[EU]

분류

국가별정책

주제

과학교육

발행일

2022.06.16

키워드

#EU
#녹색전환
#지속가능한발전

원문기사

https://education.ec.europa.
eu/news/learning-forthe-green-transition-andsustainable-development
작성자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 6월 「녹색전환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학습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채택
- 권고안은 유럽 그린딜(Greendeal)*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핵심정책성명서임
- 권고안은 2022년 1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시한 권고안을 기초로 마련됐음
이는 교육훈련이 ‘유럽 미래사회’, ‘경제 녹색전환’, ‘지속가능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 주요 내용: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다양한 교육훈련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 등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사회 전 분야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 패키지
● 체계적인 교육 전환을 위한 로드맵 제시

- 현재 유럽 교육계는 녹색전환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젊은 세대들은 학교에서 충분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인식
- 권고안은 ‘모든 EU 교육훈련 단계’에서의 녹색전환 및 지속가능한 개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았음.
이를 바탕으로 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로드맵 제시
* 녹색전환 및 지속가능성 교육훈련을 우선순위에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환경 조성. 교육자들의
연수활동 지원. 참여기회 확대. 자원/장비/기반시설 확립을 위한 EU기금 투자 등
● 지속가능성 교육을 위한 유럽위원회의 지원

- 유럽위원회는 EU Working Group을 조직하여 권고안 실행을 지원하고, 교육자 및 정책입안자를
위한 리소스를 개발할 예정
- 유럽위원회는 Erasmus+, Horizon Europe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지원을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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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류

통계자료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07.27

키워드

STEM 교육, 자폐증 활용에 관심↑
교육용 로봇 시장 전망
● 2028년까지 북미 교육용 로봇 시장은 비휴머노이드* 부문이 이끌어갈 전망(리서치 앤 마켓츠)

- (2021년) 3억1천240만 달러→ (2028년) 10억6천600만 달러(연평균 19.2% 성장)
* 인간 형태의 모습을 하지 않은 로봇

#STEM교육
#교육용로봇

● 최근 STEM교육 및 자폐증을 위한 로봇 활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이는 북미 교육용 로봇

시장을 성장시킬 중요한 요인. 다만 로봇 R&D에 필요한 많은 자본금이 성장을 방해하는 중
원문기사

https://www.businesswire.com/
news/home/20220727005794/en/
North-America-Educational-RobotMarket-Report-2022-IncreasingFocus-Towards-STEM-Educationthe-Use-of-Robots-for-AutismDriving-19.2-Annual-Growth--ResearchAndMarkets.com
작성자
미래전략팀 여예림 인턴

[미국]

분류

국가별정책

주제

과학융합인재

발행일

2022.05.20

키워드

#과학학술대회
#청소년대회
#STEM

- (시장 동력 요인) STEM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자폐증을 위한 로봇 활용
- (시장 저해 요인) 로봇 R&D에 필요한 많은 자본금
- (시장 기회 요인) 언어 학습을 위한 로봇 수요 증가
- (미래 트렌드) AI의 통합
● 북미는 현재 글로벌 교육용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다양한 교육용 로봇 제조사, 스마트 장치 제조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가 미국, 캐나다에 위치
- 교육 기술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 학교 및 교육기관의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 채택률이 높음

미국의 차세대 STEM 리더는 누구?
전국 과학대회(NSB) 성료
●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7월 11일 ‘2022년 전국 과학대회(NSB)**’ 우승자를 발표

* The U.S. Department of Energy ** National Science Bowl
● DOE가

매년 주관하는 NSB는 전반적인 과학·수학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을 평가하는

미국 최대 규모 학술대회 중 하나. 1991년부터 올해까지 32년간 약 33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
● 참가자는

6명(중·고등학생 5명과 지도교사 1명)이 한 팀이 되어 생물, 화학, 지구과학, 물리,

에너지, 수학 분야에 대해 빠른 속도로 질문하고 답하며 자웅을 겨룸. 올해 결승전은 7월 9일
원문기사

https://indiaeducationdiary.
in/aicte-announces-2supernumerary-seats-perinstitute-for-gifted-talentedstudents-in-technical-institutions/
작성자

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우승팀인 오들중(Odle Middle)과 린브룩고(Lynbrook High
School)는 상금 3천 달러를 획득
●D
 OE 과학사무국(Office of Science)은 미국에서 물리학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가장 큰 단일

기관임. NSB 운영을 통해 젊은이들의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함으로써, 차세대 STEM 리더를
육성하고 있음

미래전략팀 여예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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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전환교육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위해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

동향리포트 / 브리프
“기후변화, 학교와
지역사회에 영향”…
미 교육계 2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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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학교와 지역사회에 영향”… 미 교육계 25% 답변

“기후변화, 학교와 지역사회에 영향”…
미 교육계 25% 답변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박성균 책임연구원

분야

통계자료

주제

과학교육

기후변화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미 학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원문기사
https://www.edweek.org/leadership/
nearly-half-of-educators-say-climatechange-is-affecting-their-schools-or-willsoon/2022/05

주요 동향

EdWeek 리서치 센터는 지난 2월 미국 전역 학교 관계자(교육청 관계자, 교장, 교사 등) 96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25%는 “기후변화가
학교나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8%는 “지금은 아니지만
임박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 반면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8%* 수준을 기록했다.
* 예일 프로그램 여론 조사 결과에서 미국민 14%는 “지구 온난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

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 84%는 “대부분 교육구가 지난 5년간 어떠한 기후변화 대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에 비해 학교 현장에서는 건물 보수 등 시설 투자(43%), 효율적인
가전제품 구매(39%),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에 대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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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학교와 지역사회에 영향”… 미 교육계 25% 답변

현황 분석

2021년 6월, 갤럽과 WIN이 발표한 세계 35개국 기후변화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후
위기 인식은 95%를 기록했다. 이는 35개국 평균 84%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비관론도 크게 높았다(한국: 54% 〉 평균: 40%).
다행히 낙관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19년 33%에서 2021년 45%로, 같은
기간 세계 평균은 51%에서 54%로 상승하였다.
교육현장에서도 기후변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 과학, 도덕 교과 등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내용을 수록했으며, 2022 교육
과정 개정 계획에 생태전환교육이 명시됐다.

시사점

이번 설문을 통해 미국 학생, 교육 관계자 등이 가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늘어난 폭염과 가뭄, 산불 확산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교육계에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미 학교
관계자 36%는 “이해관계자들을 교육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더 넓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등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의 기후변화 인식과 탐구활동이
증가했다. 이제는 학교 단위에서 음식쓰레기 절약, 플라스틱 줄이기, 친환경에너지 이용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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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술
BT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 또는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체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을 총칭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바란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바이오 기술,
그 미래에 대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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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바이오 기술,
그 미래에 대한 준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황유경 유야 바이오컨설팅 대표
(前 녹십자랩셀 연구소장)

바이오 기술은 식품, 화장품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지만, 가장 눈부시게 사용되는 분야는
단연코 의약품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인류가 버드나무 껍질의 진통 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
acetylsalicylic acid을

대량 합성함으로써 아스피린을 개발한 것은 합성의약품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다. 이를 통해 누구든 아스피린을 상비약으로 비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뒤이어 1980년
대에는 유전공학 기술이 발달하였고, 인터페론과 같이 유효한 단백질 성분을 만들어 내는
바이오의약품 시대가 등장하게 되었다.

아스피린에에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까지! 우리 삶의 바이오 기술
합성의약품과 달리,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해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은 항체, 백신으로 더욱
다양하게 우리 생활에 활용되고 있다. 일명 ‘꿈의 의약품’으로 떠오른 표적 항암치료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살아있는 세포를 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도 등장했다. 덕분에 생존율 10% 이하의 치명적인 소아 종양도 완치율 90%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Novartis ‘Kymriah’, 세포유전자 치료제 단 1회 치료비용이 수 억에 달하는 고가의 첨단바
이오의약품도 속속 개발되고 있고, 이제는 인체의 조직 및 장기를 자유롭게 만들어 마치 부품을
수리하듯 다룰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개발도 활발하다. 2005년 개봉되었던 영화 「아일랜드」처럼
인간을 온전히 복제하는 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에 이른다.

① 환자의 몸에서 T 세포 추출

⑥ 배양된 T 세포를 환자에게 주입

⑤ 유전자 조작된T 세포 증식 및
품질관리
② T 세포의 분리

④ CAR/TCR 유전자 삽입

③ T 세포 증식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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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에 바란다

21세기는 IT를 넘어 BT의 시대
2022년 대한민국 국민의 8%는 시험관 아기로 탄생했고, 유전자 가위 기술로 우리 몸의 ‘고장난
유전자를 고치는’ 일들도 손쉽게 일어나고 있다. 2012년 일본 쿄토대학 신야 야마나카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으며 증명해 낸 역분화줄기세포 기술(성숙하고 특화된 세포들이 인체의
세포 조직에서 자라날 수 있는 미성숙 세포로 재프로그램 하는 기술)은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이야기하는 기술이 되었다는 사실은 바이오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더구나 지난 2년간 일상을 마비시킨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우리는 mRNA, 백신, 바이러스
등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정보기술 ‘IT’ 시대를 지나 바야흐로 바이오 기술 ‘BT’가 부상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바이오 기술과 윤리문제를 고민하는 것도 과학문화
바이오의약품의 연구부터 임상, 제약 현장에서 30년간 근무하니, 최근 중고등학생 조카들과
친구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 중고등학교에서도 미래 기술로서 BT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험이나 현장 학습을 많이 진행하는 듯하다. 초롱초롱한 그들이 던지는 참신한
질문들이 변화될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생명
과학에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밝혔다는 기사나 관련 통계도 흐뭇하다.
그러나 단순히 BT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기술을 학습하게 하기에 앞서, 생명과학의 발전에
뒤따를 수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05년에
무궁무진한 바이오 기술에

난자복제 기술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일말의 사건(황우석 사태)을 겪었고, 4차 산업시대를

미래인재들이 흥미를 갖고

열며 공론화된 생명정보 활용과 윤리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유전자

학습하는 동시에 기술의

가위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이 될 것인가?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해도, 또는 장기를

남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에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윤리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등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들은 과학기술과 함께 배워나가야 한다.
무궁무진한 바이오 기술에 미래인재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하는 동시에 기술의 남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 인재들을 위한 과학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지식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미래 BT 분야 인재들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미래 기술 학습과 그와 관련된 건전한 논의를 펼치는 중심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있었으면 한다. 우리의 생활에서 음식, 화장품, 약, 환경 등 이미 너무나 깊숙이 개입해 있는
생명과학 분야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더 많이 소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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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과학축제 이모저모

과학축제? 과학문화가 뭐길래!

지난 목요일(8월 18일) 서울 성수동 한복판에 거대한 얼음 조각이 들어섰다. 대한민국 과학축제인 ‘페스티벌 어스(Festival
Earth)’의 시작을 알리는 이 빙하 모양의 얼음은 축제가 진행되는 4일간 얼음은 뜨거운 햇빛에 녹아내리면서, 지속가능한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이번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기존과 달리, 넓은 박람회
홀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간들로 구성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전시보단 강연, 그리고 사람들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시간이
만들어졌다. 코로나19로 과학 체험행사를 손꼽아 기다려왔던 어린 학생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과학문화 분야의 관계자들,
성수동에서 즐길 거리를 찾거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성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되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만들어져 더 의미있던 2022년 대한민국 과학축제!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관/기업의 부스 운영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만나보았다.
과학문화가 뭐길래, 이렇게 진심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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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과학문화는 취미활동이다.”

삼성전자에서는 혁신기술을 통해 친환경 제품들과 서비스를
저희 부스의 참여자분들은 청소년들일 텐데요,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학교에서 만나는 과학 활동과 이곳에서의 활동은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는데요, 이번 삼성

아주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

전자 부스에서는 지속가능한 지구와 친환경을 주제로 2가지

에서만큼은 취미 활동처럼 과학에 즐겁게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AI 센서를 활용해 자동으로 반응하는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휴지통 만들기와 LED를 활용한 나만의 새싹 정원 꾸미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모든 프로그램이 친환경 강의와 IT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키트 제작 활동으로 구성되어,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학축제에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과학과 IT 기술에 관심이 많아 교육 프로그램이나 과학 행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인데요, 이번 축제는 일명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성수동)에서 진행되어서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축제'로서
누구나 참여해서 즐기는 시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과학기술과 환경 실천들이 앞으로의 일상 문화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스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서로 새롭게
알게 되거나 교류할 기회들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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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코리아 미래재단
“과학문화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BMW의 기술력으로 만든 이동식 에너지 저장소를 배우고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BMW에서는 ‘Next green to-

일상에서 무엇을 하고 즐기든, 그 안에는 과학이

go’라는 일종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한

존재합니다. 단지, 학교에서는 직접 그 지식을

차종에 들어가는 배터리 8개로 이동식 에너지 저장소(ESS,

알려준다면, 일상에서는 그 지식과 우리의 경험

Energy Storage System)를 제작해서, 전기 충전을 해두었다가

중 일부를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야외 행사 등 공익 목적의 사업에 전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를 위해서 사회공헌

직접 실물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이번에는

프로그램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해당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키트를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는데, 이번 축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좀 더

간단하게는 보조배터리 키트처럼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고, 일상에

어떤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바라시나요?

서 많은 과학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주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고 이번 과학축제가

이번 주제가 ‘페스티벌 어스(Festival Earth)’인

성수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나가던 성인들도 한 번쯤은 방문

만큼, 기후 위기를 위해 기업/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과학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기울이고 있는지도 알아가실 수 있으면 더 좋겠

여전히 주로 청소년이지만, 이제는 그 대상도 점점 커지는

습니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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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학을사랑하는사람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소리 나는 딱총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사기
안에 압축되어 있던 공기가 압력이 약한 부분을 통해 빠져
나가게 되는 원리를 활용해서 소리와 움직임을 만드는 간단한
교구에요. 사실 요즘에는 세트화되어 있는 좋은 교구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에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더해보고 무언가를 만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교사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개발
하고 아이디어를 보탠 고유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본 활동을 학교에서도 해보는 학생들이 있진 않을
까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발하신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라면 본 활동을 학교에서
해봤을 수 도 있겠죠. 그런데 학교 수업이라는 것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만들기 자체가

“과학문화는 일상에 호기심을 갖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과학지식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공을 들이게 됩니다. 수업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탄다면 노선도는 왜 저런 방법으로

활동 하나하나가 절차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곳에서

그려졌을까?’ 궁금해하면서 일상 사물에 호기심을

만나는 과학 활동은 장난감처럼 놀이할 수 있게 제공됩니다.

갖는 것, 그 자체가 과학문화가 됩니다. AR/VR등

정말 즐길 수 있게 되죠. 물론 그를 통해 과학적 지식도

첨단 기술을 체험하면서 과학의 진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얻게 되길 바라기도 하지만요.

즐거움을 얻는 것도 물론 좋은 과학문화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일상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을

과학축제에 오래전부터 참여해오고 계시는데,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축제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소양을 기르는 것. 이게 정말 많은 사람

2001년부터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참여해오고 있는데, 축제는

들에게 바람직한 과학문화가 아닐까요?

전국민의 과학소양 기르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인들의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체험보단
전시 성격이 강해졌다는 느낌도 받고요. 실제로는 어린 학생들과
그 학부모가 여전히 주된 참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 외 지역 과학축제의 경우, 기술보유 업체나 연구소들이 많지
않다면 프로그램 구성이 단조로워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겨야 타겟을 확장할 수 있을 텐데, 기업들과의
협업이 많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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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극초단초정밀광기술연구단
어떤 계기로 부스에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카이스트에 기계공학 박사로 재학 중인데, 학교 안에 있다
보니 항상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관계자나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만 성과를 공유했었어요. 그러다 성과를 잘 알리려면
학교 밖 분들이랑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YTN
사이언스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저희 성과를 공개
했었습니다. 그때 방송을 계기로 이번엔 더 많은 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2022년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나무, 천, 플라스틱 등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을
부도체라고 하죠? 이것들을 그래핀 전극으로 바꾸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스에서는 ‘페스티벌 어스’라는
테마에 맞게 낙엽에 전극을 만든 것을 두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목재를 전극으로 만들어 사용
한다면, 전선 등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쓰고 난 뒤에는 바로
버릴 수 있어 친환경적이겠죠? 다른 재료보다는 훨씬 환경
오염 측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긴 쉽지

“과학문화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도 와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며 자료도

제가 부스에서 소개하는 연구 성과 외에도, 과학

많이 준비했습니다. 관련 계통의 분들과 이야기할 때는 설명

축제 전반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과학의 성과

하기가 비교적 간단한데, 어린 학생들이 하는 질문들은 오히려

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학문화를 즐기기 위해

더 예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지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보며 이런 기회 자체가

않고도 쉽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말하면서도 많이 배운 듯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하고요.

과학에 관심을 갖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큰 발전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실, ‘아, 이런 기술도 있구나!’ 하고 호기심만 가져줘도
사실 부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미 기술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비전문가분들이 잠깐이라도 호기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봐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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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과학축제 이모저모 과학축제? 과학문화가 뭐길래!

한국기계연구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기관에서 나왔던 연구 성과 전시를 증강현실로 선보이고
있고, 모든 기계에 들어가는 기초 부품 중에 하나인 ‘베어링’
을 설명하기 위한 ‘피젯 스피너’ 제작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라 생각하여 보다
간단한 만들기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
했습니다. 그 외에도 ‘페스티벌 어스’라는 과학축제 주제에
맞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볼거리와 놀거리도
많이 준비했으니 관람객분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
습니다.

이번 과학축제에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 대상 견학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운영해왔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중지된 상태에요. 계속된 코로나 19 확산세로
기관에서 이렇게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학생들과의 만남의
기회도 얻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 과학축제를 비롯해
대전에서 진행되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등, 부스 운영을
계속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는 즐거운 시간이다”
과학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웠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즐거운 시간이었다!’
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출연의 이미지는
사실 좀 딱딱하거나 무거운 연구 주제를 다루는
어려운 기관처럼 느껴지기 쉬워서, 뭔가 물어
보기도 겁날 수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번엔
기관의 새로운 캐릭터도 부스 활동에 참여하는데,
학생들이 저희 부스를 아기자기하게 봐주면
좋겠네요. 좀 더 편하고 친숙하게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 본 인터뷰는 <2022년 대한민국 과학축제>의 여러 기관/기업 부스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기관/기업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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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재 양성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디지털 산업계, 인문사회계열 등
각자의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인재를 포함해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인재 등을 양상하기 위한 정부 정책

현장 인사이트
AI 경쟁력을 키우는
영재 교육의
현장 개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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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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쟁력을 키우는
영재 교육의 현장 개선을 위하여
AI 스피커는 가정에 흔하게 자리잡게 되었고, 우리는 날씨부터 주식에 이르기까지 관심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받는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2022년 새로운 정부는 교육분야 첫번째 국정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제시한 바 있다.
글. 문주호 SNS-View 편집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산(産)-학(學)-연(硏)-관(官) 협력체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의

강원도교육청 수석교사

발족을 준비 중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영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영재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시스템 및 학교 현장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의 현주소
AI 역량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다. 캐나다 고등연구원CIFAR은
27개 주요국 및 EU의 AI 전략 및 정책 비교를 통해 국가별 중점사항을 분석했다. <CIFAR보고서:
주요국 AI 정책 분야별 점수 요약1)>의 미국, 중국, EU 및 한국 등 주요국의 8개 정책분야 평가
점수는 아래와 같다.
주요국 AI 정책 분야별 점수 요약
그룹

포괄적 전략,
구체적 정책
(17개국)

포괄적 전략,
비구체적 정책
(6개국)

AI R&D에 집중
(5개국)

국가

연구

인재

일

산업

윤리

데이터

정부

포용

항목수

핀란드

4

4

5

5

5

5

5

2

8

영국

5

5

4

4

4

4

4

4

8

EU

3

4

3

5

5

5

5

4

8

독일

5

5

5

5

5

4

1

5

8

미국

5

4

4

2

2

5

3

7

프랑스

5

5

5

5

5

1

2

7

러시아

2

3

2

4

2

4

3

1

8

중국

2

2

2

3

3

3

4

7

스웨덴

1

3

1

3

3

3

1

7

대만

5

5

5

4

4

일본

2

3

4

3

4

싱가포르

5

5

5

한국

5

5

5

캐나다

5

5

1

1

4
3

3

4

CIFAR보고서: 주요국 AI 정책 분야별 점수 요약

1) E
 TRI Insight 기술정책 브리프 2020-11 “AI 경쟁력 비교 사례: 국가 AI 전략 중심”(https://library.etri.re.kr/service/rsch/issuereport/down.htm?view=open&id=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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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는 8개 정책분야 중 5개 분야(산업, 윤리, 데이터, 정부, 포용)에서
포괄적 전략, 구체적 정책으로 ‘상위’(4~5점)로 평가되었으며, 미국은 연구, 인재, 일, 데이터의
4개 분야에서 ‘상위’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 분야는 평가 제외되었다. 중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하위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는 평가가 된 3개 분야(연구, 인재, 산업)2)에서 모두 상위
평가를 받았으나, 다른 5개 분야는 평가 제외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AI R&D에 집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포괄적 전략’ 및 ‘구체적 정책’으로의
접근을 꾀해야 한다. 미국, EU와 같은 AI 강대국의 정책에서 볼 수 있듯 국가 경쟁력을 성장
시킬 수 있는 AI분야의 영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 방안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영재교육의 현황① : 운영기관의 양적 기반 마련
대한민국의 영재교육은 2003년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교육의 정의와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있다. 차례로 1조 영재교육의
목적, 2조 영재교육 용어 정의, 3~4조 국가 및 지자체 임무, 5~15조 영재교육 대상자 및 운영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한 영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재들의 진로, 상급학교로의 진학의 길은 너무 좁다고 한다. 영재교육 기관
우리나라는 현재 AI R&D에

유형별 현황3)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집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포괄적 전략’ 및 ‘구체적 정책’
으로의 접근을 꾀해야 한다.

영재교육 기관 유형별 현황(2021년)
영재교육 기관유형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영재교육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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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와 같은 AI 강대국의
정책에서 볼 수 있듯 국가

영재교육원
교육청

대학부설

280

88

영재학급

계

1,308

1,704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AI분야의 영재 육성을 위한

2021년 전국 영재 교육기관(1,704개) 중 과반수는 영재학급(1,308개)이다. 일선 학교 산하에서

구체적 전략 방안은 무엇보다

활동을 보장하는 영재학급은 교과 심화 과정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영재지도 교사의

중요할 것이다.

수급이 일선 학교 초, 중등 교사 선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지만 온전히 영재학급만을 담당하는 교사가 공급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영재학교, 과학고가 28개에 불과하다는 점은 영재교육 이수자들이 고등학교에서
급격히 줄어듦을 보여주는 숫자다. 영재들의 진로·진학에 있어, 초-중-고-대학교로의 계속적인
연결이 중요한데, 이러한 제반 시스템의 한계는 대한민국이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영재교육 기관 현황4)을 살펴보면, 기관 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

2) 주
 요 정책지표 : ①연구 : 국가 AI 연구센터 설립, AI연구에의 투자 확대, ②인재 : 국제적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및 비자
정책, 석박사 프로그램에서 AI 학위 프로그램 확대, ③산업 : 기업과 AI 전문가를 연결하는 디지털 혁신 허브 설립, 스타트업
지원 및 사설 투자 확대에 정부투자기금 활용
3) 한국교육개발원 ‘2021 영재교육 통계 연보’
4) 한국교육개발원 ‘2021 영재교육 통계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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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과학 영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을 위한 양적 기반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영재교육 기관 현황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추이

연도

전국 영재교육기관 수

2021

1,704

2020

1,756

2019

2,280

2018

2,449

2017

2,479

2016

2,407

2015

2,538

2014

2,920

2013

3,011

2012

2,868

영재교육의 현황② : 교사 연수의 전문성 강화
인공지능이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지만, 학교 교육의 변화는 인공지능은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지만,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학교 교육의 변화는 더딘 것이 사실이다.
일반 학교들에 비해서는 영재 교육기관들이 발 빠르게 교육과정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매년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초등 과학영재학급의 경우, 4명의 지도교사(1년간 학생 약 20명을 담당) 중
3명의 교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론과 체험(로봇, 코딩 등)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학교현장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과기부 및 교육부에서 실시
하는 교사 연수는 아직 포괄적이거나 기초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 영재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과학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불필요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다. 과학 및
수학 영재지도 교사들에 대한 인공지능 관련 심화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영재교육법 시행령에서 찾는 개선 방안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영재 교육 현장의
개선과 교사 전문성 지원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천되지 못하거나 향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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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사이트

AI 경쟁력을 키우는 영재 교육의 현장 개선을 위하여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사 연수도 그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 영재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는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 온라인 연수는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오프라인 연수는 대학(교수) 중심의 이론과
영재학급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많다. 영재교육 교사 연수는 교육부
관계자, 이론가(과학자), 실천가(영재 담당 지도교사), 학생이 함께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
형식이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주입식 강의법은 의미 없는 메아리로 영재교육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
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⑦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하는 현 시점에서, 영재 교육
현장의 개선과 교사 전문성

20인의 벽은 허물어져야 한다. 2022년 현재 자율권을 각 시도교육청 및 대학 부설기관에

지원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부여하고는 있으나, 지원자가 줄지 않는 이상 매년 20인이 기준이 되고 있다. 영재는 1:1 또는

과제다.

1:그룹 형태의 토론 수업이 되어야 한다. 다수의 교사가 영재 학생 1명의 멘토가 되어 적재적소에
정보를 제공해야 그 실효성이 크다. 영재교육은 끝이 없는 투자이다. 그렇게 성장한 영재 1인이
한 국가 또는 기업을 이끌 재목으로 성장한다.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②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
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제로 영재교육기관에 파견·겸임 영재교육 담당자가 연구비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영재교육
담당자에 대한 연구비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 교육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담당 교사가
주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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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평등한 데이터 활용,
블록체인의 교육 분야 적용 사례
지난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블록체인
산업의 주요한 걸림돌이었던 되었던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 평가된다. 블록체인은
글. 정혜심 SNS-View 편집위원
마장중학교 교사

여러 규제 및 암호화폐에 대한 불신 등을 겪으며 등장 당시의 큰 기대에 비해 주춤한
성장세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여러 장애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의 의료, 유통, 게임 등 다양한
사업에서의 블록체인 도입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미국 교육위원회American
는 교육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Council on Education, ACE

, 이하 EBI를 출범하였고, 작년 12월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발표한

Education Blockchain Initiative

바 있다.1) 최소 71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확인되었고, 대부분은 블록체인 및 그 외
분산원장기술DLTs을 통한 ‘자격증명credentialing’에 관련된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간단하게 말하면,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블록과 블록을 연결chain 짓는 기술이다. 데이터가 기록된 ‘블록’이
해시함수Hash Function를 통해 ‘연결’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번 연결된 블록은 수정할
수 없으며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블록을 모두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특정 기관의 중앙 집중형 통제 및 관리에서 벗어나,
참여자가 안전하게 상호 간 데이터를 열람·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1)

https://www.acenet.edu/research-insights/pages/education-blockchain-initiativ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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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credentialing)의 필요성
누구나 자격증명을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우리 모두 개인정보라는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 우리의 개인정보는 각각의 포털 사이트, 정부 기관 등 특정
기관을 통해 수집되고 보호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기관들이 매우 애쓰고
노력하나 사회 곳곳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포털사이트 등 각각의 외부 주체들이 개인들의 데이터를 수집·저장하여
관리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증하는 ‘자격증명’이 가능하다면 개
인 정보도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자격증명 기술의 의미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 내 1,000개 이상의 지역 대학의 등록률은
10%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백인 학생들에 비하여 흑인 학생들의 등록률은
전년 대비 19%,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1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EBI는 학습자들, 특히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경력을
시작하고 이를 경제적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블록체인
기반 자격증명 연구는 ‘학습자들이 그들의 교육기록에 접근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학습에 따른 자격증명에 있어 고등교육기관의 중앙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한 의미가 있다.

학생A는 회사B에 입사 지원서를 작성 중이다. 자신의 자격증명을 위해서 이제 졸업
증명서를 졸업한 대학교에서 발급받고, 영어 점수 등 시험 점수는 시험 응시 기관마다
요청하여 발급받는다. 인턴이나 직무 관련 유관 경험 증명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통해
증명서를 떼야 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누구나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각각의 외부 기관이 서로 다른 복잡한 절차로 데이터를 수집·통제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자격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에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데이터의 인증과 활용이 더욱 유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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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자격증명 기술이 활용된다면, 학생A는 졸업 증명서, 시험 점수, 직무 관련
유관 경험 증명서를 한 번에 업로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사B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상태로 블록체인 서버에 접속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학생 A의 지원 서류를 검토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분야 사례] 통합 성적 처리 시스템 ‘UnBlockEd’
대학 편입학 시, 이전 대학에서의 취득 학점 인정 절차에서 일부 학점들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대학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고, 어떠한 과정으로 수업이 일어났는지,
대학별 지향 가치와 교육 방향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부에서 2018년도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편입학 과정에서 가장 불투명하고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전적 대학 학점 인정 과정이라고 한다.
이에, EBI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통합 성적 처리 시스템인 ‘UnBlockEd(https://bicunblocked.org)’은 애리조나 주 내 대학의 학점 인정을 위한 것으로 편입학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한다.
<UnBlockEd> 모식도

지역 전문대학
(Community College)

졸업

학위 필수조건

고등학교 (이중학점)

성적표

교과과정 대조

교과과정
분석

A대학교

B대학교
필수조건

교과과정 분석
수업계획 최적화

B대학교 수업계획

학점이전 리포트

출처: The Education Blockchain Initiative, ACE

UnBlockEd을 통해서 애리조나 주 내 대학교들은 성적표를 블록체인 상에 업로드하여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점 교류 시 각 대학의 수업 정보도 명확하게 공유된다.
편입학 서류 준비 비용으로 경제적 소외 계층의 편입학 포기 사례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을 통해 높아진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은 취약계층의 학업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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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탄소중립교육은 모두의 참여로!
‘필환경교육기(機)’는 환경교육이 필수인 시대를 의미한다. 2014년에 발표된 5차 IPCC
보고서보다 2022년에 발표한 6차 IPCC 보고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잘 보여준다.
글. 이성희 SNS-View 편집위원
서울계남초등학교 교사

2015년 파리에서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며 기후변화
대응 동참을 촉구하였다. 장기적으로 전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고, 1.5도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제3차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발표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제정되었다.
탄소중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내외 흐름을 계기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및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생태전환교육 의무화’ 작업이 진행되어 발빠른 교육변화도 촉구
되고 있다.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2019년 3월
그레타 툰베리 주도의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운동 연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결석
시위가 전세계에 울림을 가져왔듯,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기후헌법소원 청구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표출되었다.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 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돋보이는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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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교육과정과 공간, Sakarimaki 학교
헬싱키 동쪽에 있는 Sakarimaki 학교는 교과서를 통한
기후변화 학습은 물론 학생들의 직접적인 현장체험을 강조
한다. 이 학교의 9학년 학생들은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
는지 이해하기 위해 발전소로 현장 학습을 가고, 각 나라의
환경 정책을 연구하여 팀별 토론 수업에 참여한다.
학교 자체적으로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0%를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다. 태양광 패널과 지열 난방 장치 활용,
바이오 연료 등을 사용하는 것인데, 학교 공간 자체의실천
행동 역시 직간접적인 학습을 일으킨다. 학교는 기후변화
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ThisisFINLAND 홈페이지

지원하기도 한다.

학교 - 예술기관

예술 융합교육에서 배우는, 기후행동연극
필리핀의 기후행동연극 The Climate Action Advocacy Show은 문화
예술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 주제융합형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지도자가 함께 기후변화와 연극 제작 훈련을 받고
기후변화 주제 연극을 공동 창작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극을 공동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은 물론 지도자가
교육의 주체로서 기후변화 주제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방법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필리핀문화센터 Philippines Cultural Center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라는

필리핀 교육부 https://www.deped.gov.

주제를 기초교육 분야에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축제와 마을 행사 등을 통해 공연을 자주 접하고 공감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특성이 잘 고려된 기후
변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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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기후학교
홈페이지 https://www.
klimaschule.bayer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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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줄이기 프로젝트 : 독일의 바이에른 기후학교

독일 바이에른주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학교를 운영한다. 기후학교의 목표는 기후
관련 지식전달, 기후보호를 위한 능력개발, 기후보호의 시급성에 대한 자각과 자의식
형성 등이다.
기후학교는 발기인을 규합하여 학교를 출범한 뒤, 교사-학생-외부 파트너-지역 사회학부모 등 다주체간의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교사 외 여러 파트너
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은 탄소배출량을 결정하고, 다음 해의 기후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기후 보호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수립되어야 하며, 학생들과 교사가 워크숍, 야외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활용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학교의 품질 인증을 거쳐
금, 은, 동 등급을 받는다. 총 10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의 단계별로 인증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학교 공간, 기술 인프라, 지역과 연계한 조직 등이 기후학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기후학교의 운영이 가능하다.
기후학교를 위한 10단계
1단계: 정보 수집하기
학교 발기인을 규합하여 학교를 출범한다.
2단계: 학교 운영위원회와 연계
교사 협의회 또는 학교 포럼의 동의는 교육 책임 주체가 향후 몇 년 동안 기후학교의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제공한다.
3단계: 프로젝트팀 구성
프로젝트팀은 기후학교에 대한 통합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필요한 학교 성장 단계를
실행한다. 각 팀은 교사로 구성되지만, 학생, 외부 파트너(예: 기후보호단체나 시·군·동
단위 행정조직, 지역 에너지 전문가 등) 및 학부모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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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탄소배출량 결정
탄소배출량은 향후 여러 해 동안 행할 기후보호 활동의 기초자료이다. 여기에는 학교가
쓰는 전기, 물, 난방, 구매, 디지털화, 이동수단, 폐기물 및 급식 분야가 포함된다.
5단계: 개회식 진행
학교공동체를 위한 기후학교 프로젝트의 공식 시작을 알리고 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6단계: 기후보호 계획 개발
학교 탄소배출량을 기반으로 프로젝트팀은 다음 해의 기후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다음 해의 모든 기후보호 프로젝트와 예상되는 CO₂ 절감량을 포함한다.
7단계: 최초의 기후보호 조치 실행
기후보호 계획의 개발 단계에서 첫 번째 기후보호 프로젝트의 실행은 모든 학생과
함께 시작한다.
8단계: 기후보호 계획 결정
교사 협의회 또는 학교 포럼은 회의를 열어서 기후보호 계획을 채택한다.
9단계: 기후보호 계획 발표
학교의 기후보호 계획은 학교 웹사이트, 학교 건물의 포스터, 가정통신문 또는 보도
자료 등으로 공개한다.
10단계: 기후학교 인증
바이에른 기후학교의 품질 인증은 질적, 양적 평가를 거쳐서 매년 금, 은, 동 등급으로 한다.
금 인증을 받은 학교들은 2030년까지 기후중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돕는다.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 개정의 주요사항으로 생태전환교육이 제시되어 기후
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후위기 대응교육 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기후위기대응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 환경교육의 성과는 단일한 접근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학교, 융합적 접근,
여러 전문기관, 정부부처 및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의 다주체가 더 긴밀하게 연결될 때,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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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고유의 가치를 지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을 증명할 수 있는 토큰. 디지털 자산에 별
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KOFAC FOCUS
과학문화 콘텐츠 사업에서의
NFT 활용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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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 콘텐츠 사업에서의 NFT 활용방안(1)
콘텐츠 산업의 NFT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지원팀 목승관 연구원

Ⅰ. 서언
지난 6월 21일, 세계 최대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행사인 ‘NFT NYC 2022’에 참여하기 위해 아트,
게임, 엔터 및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뉴욕 맨해튼에 모였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NFT NYC 2022’는
NFT 관련 기업, 투자사, 아티스트 등이 모여 토론하는 행사로 각종 행사만 100건이 넘는 대규모 도시 축제다. 이번
행사에서는 NFT와 관련된 브랜드, 음악, 패션, 스포츠, 부동산, 영화 및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이 주제로 다뤄
졌다.1)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더핑크퐁컴퍼니, 하나금융투자, 위메이드 등이 참가하여 NFT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NFT가 이처럼 처음부터 시장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관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2013년 비트코인에 ‘색깔 값’을
부여해 소유권을 블록체인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컬러코인(Colored Coin)’, 2015년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
하여 가상 세계의 토지를 거래 할 수 있는 이더리아(Etheria) 프로젝트, 2017년 라바랩스(Larva Labs)가 출시한 크립
토펑크(Cryptopunks), 대퍼랩스(Dapperlabs)의 크립토키티(CryptoKitties)까지 여러 프로젝트가 있었지만2), 본격적
으로 NFT 활용 가치가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 3월 크리스티(Christie’s) 뉴욕 온라인 경매에서 낙찰된
NFT 작품 때문이었다. 3)
이 작품은 비플(Beeple)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화가 마이크 윙켈만(Mike winkelmann)의 ‘매일 :
첫 5000일(EVERYDAY : THE FIRST 5000 DAYS)4)’이라는 NFT 작품으로 온라인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인 6,934만
달러(한화 약 738억원)에 낙찰되었다.5) 이는 원본성과 유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디지털 아트의 가치를 NFT를 통해
미술시장에서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1) 한국경제, <NFT 이젠 실용성에 무게...자동차·부동산·스포츠로 영토확장>, 2022.6.22
2) 김승주,『NFT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5』, 메이트북스, 2022.5.
3) 경
 제적 가치가 인정받을 때 대중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다. 기존에도 NFT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지만, 크리스티 경매장에서의 비플의 NFT 작품 판매
사례는 NFT의 상업적 가치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게 하는 사례다.
4) 해당 작품은 비플(Beeple)이 지난 13년 동안 제작한 디지털 그림 총 5,000개를 콜라주 해 제작한 작품이다.
5) 연합뉴스, <처음 크리스티에 오른 독학 예술가 NFT 780억원에 낙찰>, 2021.3.12
KOFAC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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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 시장 성장 그래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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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술, 콘텐츠 및 유통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에서는 NFT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와
IP를 기반으로 한 NFT 사업 파트너십을 맺었고7), 한 테크 스타트업은 양조장으로부터 직접 확보한 정품 와인을 교환
할 수 있는 NFT 발행을 통해 와인 및 주류 NFT에 투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했다.
또한, 간송미술관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정판 NFT로 발행하여 개당 1억원 씩 100명에게 판매하였고8), 혜원
신윤복의 화첩 ‘혜원전신첩’을 NFT 시리즈로 355개 제작하여 각 0.08이더리움9)에 모두 완판 시키기도 하였다.10)
이처럼 NFT는 가치의 저장과 소유권 입증, 유통 및 화폐적 기능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가능성을
확인받고 있다. 따라서 공공전시, 웹드라마 제작,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학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NFT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와 사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먼저 NFT에 대한 이해를 위해 NFT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과학문화 콘텐츠 사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사
시장11)의 NFT 프로젝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과학문화 콘텐츠 사업에서의 NFT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6) 마스다 마사후미 외, 『NFT로 부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들』, 알에이치코리아, 2022.6., 표1 인용
7) 지난 5월 두나무는 하이브와 미국 LA에 NFT 합작법인인 레벨스(Levvels)를 설립했다.
8) 조선일보, <훈민정음이 1억원..NFT시장 매물로>,2021.7.22
9) 2022.8.14. 기준 약 21만원(업비트)
10) 매일경제,<1억짜리 훈민정음 NFT 화제...간송미술관은 왜 국보로 NFT 사업을 할까?>, 2022.6.20
11)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등 문화콘텐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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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FT의 개념 및 특성
1. NFT(Non-Fungible Token)의 개념

1) NFT의 의미
NFT의 개념을 살펴보면, ⅰ)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한 토큰12), ⅱ)각 토큰마다 고유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한 종류13), ⅲ)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여 저마다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니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14), ⅳ)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암호화한
디지털 자산15)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내역16)이
기록된 고유한 디지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17)
각 개념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해당 용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토큰(Token)의 의미
토큰은 기본적으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메인넷)을 활용하여 해당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에 의해 생성된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과 같이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코인 형태의
암호화폐와는 달리, 이런 블록체인에 편승18)하여 발행된다. 즉, NFT 토큰은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지 않은 암호
화폐의 토큰을 일컫는다.

2) NFT의 대체 불가성능(Non-Fungible)19)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유사한 다른 것과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저장하여 복사 및 공유하는 행위는 너무나도 쉬운 작업이라 NFT의 대체 불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민팅(Minting)’을 통해 토큰으로 발행되는 과정에서 최대 공급량20), 에디션 번호
등이 기록된 고유한 디지털 주소가 부여되어 고유성이 인정된다.21)

1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26820&cid=43667&categoryId=43667, 시사경제사전
1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34130&cid=42107&categoryId=42107, 한경 경제용어사전
1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03429&cid=40942&categoryId=31825, 두산백과
15) 홍기훈, 『NFT 미래수업』,한국경제신문, 2022.3.
16) 출처, 소유권 이력 및 희소한 정도
17) 맷 포트나우·큐해리슨 테리, 『NFT 사용설명서』, 여의도책방, 2021.11.
18) N
 FT는 보통 이더리움(ETH) 블록체인을 활용하지만, 이 외에도 바이낸스 스마트체인(BSC), 폴리곤(MATIC), 클레이튼(Klaytn), 솔라나(Solana) 체인 등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19) 맷 포트나우·큐해리슨 테리, 앞의 책, 여의도책방, 2021.11.
20) 일반적으로 NFT의 최대 공급량은 1이지만, 멀티토큰 NFT의 경우 제작자가 그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같은 모습의 NFT를 100개 발행하는 경우.
21) 파일의 고유성을 표시하는 고유 식별자, 파일 속성에 대해 설명하는 메타데이터(이름, 세부내역, 계약조건, 링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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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FT(대체 가능 토큰)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차이점>22)
구분

FT(대체 가능한 토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속성

대체 가능

대체 불가능

성격

교환의 매개, 실물전환

고유성, 희소성

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소유권, 저작권 등

이러한 NFT의 대체 불가능한 특징으로 인해 일상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호서대학교에서는 지난 2월에 학·석·박사
졸업생 2,830명 전원에게 NFT 학위증을 수여했고, 같은 달 성균관대에서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NFT 상장을 수여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2017년에 MIT 졸업생 111명에게 블록체인으로 발행한 졸업장을 수여한 바가 있다고 한다.23)

< 호서대학교에서 수여한 학위증 예시 >

2. NFT 수요 특성 및 종류

1) NFT 수요 특성24)
NFT는 앞서 언급한 간송미술관의 ‘훈민정음 해례본’ 및 ‘혜원전신첩’ NFT 시리즈 외에도 NBA 리그 하이라이트 클립을
토큰화한 NBA 탑샷(Top Shot)25), 가상세계 내 부동산을 토큰화한 더 샌드박스(The Sandbox)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2) 금현수, 「콘텐츠산업의 NFT 현황과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통권 137호. <표1> 인용
23) 한겨레, <졸업장·성정표도 대체불가능토큰으로 수여...일상 파고드는 NFT>, 2022.4.22
24) 최재식 외 3인, ‘NFT 기술 및 정책동향과 법률적 쟁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2021-28호, p7 이하 인용 및 재구성
25) 크립토키티로 유명한 대퍼랩스(Dapper Labs)가 NBA와 협력하여 2019년 7월 발표한 NFT 카드 교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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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NFT는 ‘수집형(Collectible)’과 ‘예술형(Art)’, ‘메타버스형(Metaverse)’, ‘게임형(Game)’, ‘디파이(Defi)형’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NFT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가치가 형성된다.
ⅰ) 수집형(Collectible) : 대체 불가능한 특징(희소성) 때문에 NFT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며, 소유욕을 유발
하는 NFT다. NFT 거래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이며 스포츠 경기 한 장면, 유명 인사들의 굿즈 등을 활용한 NFT가
대표적이다.

<참고 : 국내 스포츠 분야 NFT 활용 사례>
국내 대표 제약사 ‘경남바이오파마’는 ‘블루베리NFT’로 사명을 변경하여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한국프로축구
연맹, 한국프로농구연맹 등 스포츠 분야의 NFT IP를 확보하여 스포츠 NFT 카드팩(PACK) 상품을 출시했다.
작년 11월에는 울산현대 소속 축구선수 이청용의 경기영상을 NFT 상품으로 출시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NFT
거래소인 오픈씨를 통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소속 양효진 선수의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NFT를 사전 판매
하였다. 최근에는 현대백화점과 스포츠 NFT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선수들의 데뷔시즌 NFT를 판매하기도 했다.

※ 왼쪽부터 이청용 선수, 양효진 선수 NFT 사진, 현대백화점 NFT 팝업스토어 사진

ⅱ) 아트형(Art) : 디지털 아트는 무한 복제에 의한 가치하락, 원본성 및 소유권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있었으나 블록
체인 기술로 원작 인증 및 소유권 입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티스트가 창작하는 디지털 아트 NFT를 일컫는다.
<표 : NFT를 활용한 디지털 아트의 유형>26)
구분

제작방식

전환형

기존 아날로그 작품을 스캔이나 촬영을 통해 디지털로 단순히 전환시킨 작품

부가형

아날로그 작품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움직임을 주거나 소리나 이미지를 추가하여 변형을 준 작품27)

창작형

처음 제작될 때부터 디지털로 창작된 작품28)

26) 김보름·용호성, 「뮤지엄에서의 NFT활용 현황과 전망」, 박물관학보, 2022.6, p.37 재구성
27) 앞서 언급한 ‘NFT NYC 2022’ 행사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스티븐 김이 1683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코벳’으로 녹음한 연주 음원과 악기의 3D
이미지를 결합한 디지털 아트를 출시했다. (한국일보,‘NFT·생존 작곡가···클래식 음악으로 ’지금 여기‘를 말합니다’, 2022.8.)
28) 가
 수 세븐은 작년 7월 자작곡 ‘모나리자’를 국어버전 NFT 음원으로 발매하였고, 올해 1월에는 영어버전 뮤직비디오를 PFP(Profile Picture)형태의 NFT를
발매하였다. 이처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NFT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데일리, ‘세븐 ’모나리자‘영어버전 뮤비 PFP NFT로 발매’ 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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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메타버스형(Metaverse) : 메타버스 안에서는 토지나 건물, 의류, 예술작품 등이 모두 디지털 재화로 구성이 된다.
따라서 메타버스 속 NFT는 재화의 소유권, 거래내용 등을 증명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참고 : 메타버스 속 부동산 거래>29)
2021년 11월 미국 메타버스 · NFT 투자회사 리퍼블릭렐름(Republic Realm)은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 샌드
박스(Sandbox)를 통해 430만달러(약 52억원)규모의 땅을 구매했다.30) 현재 메타버스 부동산거래는 샌드박스
(Sandb ox),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크립토복셀스(Cryptovoxels), 솜니엄(Somnium)등을 통해 거래
되고 있다.

(사진=샌드박스 웹사이트)

ⅳ) 게임형(Game) : 게임 내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로 소유할 수 있는 형태이며,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로 거래소
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본인의 게임과 연결된 디지털 지갑에 NFT 형태로 아이템이 전송됨으로써 소유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게임을 통해 게임 내 활용 가능한 유틸리티 코인을 얻거나 거래소 거래를 통해 수익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게임형 NFT는 P2E(Play to Earn), PAE(Play to Earn)로 알려져 있는 게임에서 활용된다.31)
대표적인 Play to Earn의 사례로는 엑시인피니티(AXIE INFINITY)를 들 수 있는데,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게임으로, 게임플레이를 통해 토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엑시(AXI)라는 캐릭터를 구입하여 던전을 돌며 다른 플레이어
들과 배틀해서 이기면 보상을 받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이처럼 게임을 진행하면서 얻는 보상으로 캐릭터를
강화하거나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수익화 할 수 있는 게임이다.

29) https://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34350 비즈니스플러스,<메타버스에서 뜨거운 부동산>,2022.8.16
30) 주
 로 메타버스 플랫폼 내 부지 매입 후, 해당 부지에 건물을 지어 특정 업체 및 게임 개발사 등에게 광고판을 임차하는 식의 부동산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메타버스 부동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캐쉬존랜드(Cashzonelan)는 어플리케이션과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을 연결하여 일반회원이 특정지역에서
전자전단지를 열람하는 경우 해당 지역 랜드를 소유한 소유주가 광고수익의 일정부분을 얻을 수 있다.
31) 현
 재 우리나라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의 사행성을 우려하여 NFT 기반 게임등급 분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라 P2E 게임 이용을
거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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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좌)엑세인피니티 마켓플레이스, (우) 엑시인피니티 플레이 화면>

ⅴ) 디파이형(Defi) : 디파이(Defi)는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로 탈중앙화된 분산금융 또는 분산재정을 의미한다. 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 일정 금액을 대출 받는 형식인데, NFT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NFT를 담보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일컫는다.32)

<참고 : NFT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사례 ‘NFTfi’>
NFT파이(NFTfi)는 자신이 보유한 NFT를 등록하면 이를 담보로 랩이더리움(wETH)33)또는 다이(DAI) 등 가상
자산을 대출해주는 NFT 담보대출 플랫폼이다. 탈중앙화 금융으로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 합의에 따라
해당 내용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관리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한 대출시스템이다. 34)

32) 최
 근에는 NFT 컬렉션 ‘크립토펑크(CryptoPunk)’를 담보로 830만달러(약102억원) 상당의 대출 사례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델리오에서 지난 4월 NFT 거래소
‘블루베이’를 공식 오픈하여 NFT 담보대출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33) 랩이더리움은(wETH) 탈중앙화된 플랫폼에서 이더리움(ETH)을 자유롭게 다른 토큰들과 교환할 수 있도록 ERC-20을 토큰화 시킨 것을 의미,
https://www.steemcoinpan.com/hive-101145/@donekim/defi-wrapped-ether-weth
3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409073060969 머니투데이, <무려100억 NFT 담보대출’ 등장.>,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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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콘텐츠 산업의 NFT 활용사례
앞서 살펴본 방송·웹툰·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활용되는 NFT 프로젝트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창작자(혹은
프로젝트팀)와 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 가수 혹은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비슷
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NFT를 구매하고 창작자와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팬덤을 형성하고 콘텐츠의 지속성
을 이끌어 낸다.

1. 콘텐츠 산업과 NFT35)
1) 콘텐츠의 정의 및 콘텐츠 산업 유형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락 등의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정보
생산물’, ‘정보 내용’을 의미한다.36) 우리 정부는 2014년 이후 콘텐츠를 기존의 문화, 예술에서 정보, 과학, 기술, 법 등
모든 창조 활동 등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보다 넓게 해석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였으며,37) 현재는 출판·만화·음악·
영화·게임·애니메이션·방송 등 총 11가지38) 산업분야로 콘텐츠 산업을 분류하고 있다.39)
이러한 분류체계 속에서 NFT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초기 NFT는 ⅰ)기존 IP를 활용하는 것과 ⅱ)NFT
상품을 고려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표 : 콘텐츠산업 NFT수익 유형>
구분
기존 IP활용
NFT 발행

방식

특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익 재창출
•동일한 IP로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 제작

•이미 검증된 IP를 선정하여 마니아들의 소유욕 자극

•NFT 발행에 적합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사가 아닌 다른 산업계에서 진출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NFT 발행

2) NFT 활용사례
미술품, 음원, 영상 및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는 활용되고 있으며,40) 대표적으로 방송, 웹툰 및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NFT와 결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35) 금현수, ‘앞의 글’ p9~p.17 재구성
36) 배성필, 「디지털 콘텐츠 산업동향에 관한 연구」,산업진흥연구 6원 2호, 2021.p2.
37) 김대호, 『창조경제정책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38) 출판·만화·음악·영화·게임·애니메이션·방송·광고·캐릭터·지식정보·콘텐츠
39)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1.
40) 다만, 우리나라에서 게임분야의 NFT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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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방송 및 영상 분야
영상 제작사들이 NFT를 발행하여 2차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으로 연결되는 사례로, 영상 속 캐릭터들과 배경, 소품
등의 아이템을 NFT로 제작하여 상품으로 판매한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마블의 경우 전용앱을 배포하여 NFT 상품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41) 우리나라의 경우 MBC가 지상파 방송사 최초 방송콘텐츠 NFT 전시회를 개최하여
‘MBC 개국’, ‘뉴스데스크 첫 컬러방송’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순간을 담은 11개의 NFT를 출시하기도 하였다.42)

<사진 = MBC NFT 전시회(좌), 무한도전 NFT 경매사진(우)>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 자회사인 에이아이엠씨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글로벌 NFT 프로젝트를 출시한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NFT 커뮤니티 ‘이상한 고래 클럽’이 발족할
예정이며, 드라마 속 상징인 고래를 테마로 전세계 자폐인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처럼 방송 및
영상 분야에서는 팬덤을 기반으로 디지털 수집의 경험을 제공하거나,43) 드라마 기획의도 등을 고려한 공익적인
프로젝트로도 활용하고 있다.
➋ 웹툰 및 애니메이션 분야
애니메이션은 이미 한정상품, 굿즈 등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 되어, 이와 같은 캐릭터 IP 기반 NFT 제작·전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애니버스의 라바 캐릭터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라바 3D
피규어를 활용한 NFT 20점을 독점으로 상장하기도 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NFT 매니아·메타콩즈와 공동 협업하여
NFT거래소인 오픈씨(OpenSea)44)에서 라바 PFP NFT 9500종을 출시하기도 하였다.45)
웹툰의 경우 특정 명장면이나 엔딩장면을 영상 클립화한 한정판 NFT 제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NFT를 거래
할 수 있는 거래소를 구축하여 사업을 확장하기도 한다. 지난 1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는 카카오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명장면을 300개 한정판 NFT로 발행해 공개 1분 만에 완판하였고, 네이버는 라인프렌즈를 NFT로 발행하는 등
NFT를 올해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41) 이미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등 대형 스튜디오는 NFT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42) 이데일리, <MBC 국내 방송사 최초 NFT 출시..’무한도전‘, 무야호 최고가 낙찰>,2021.11.1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0966629245064&mediaCodeNo=258
43) C
 GV에서는 지난 5월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2’의 경우 사전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영화 영상과 BGM 음향효과가 입혀진 NFT 플레이 포스터를
추첨을 통해 제공했다. 이처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시청자들(혹은 관람객)에게 다양한 소스(친필사인, 특별배경, 음향효과 등)가 활용된 NFT
포스터 제공을 통해 새로운 수집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4) 오픈씨는 FT(Fungible Token), NFT(Non-Fungible Token) 등을 경매,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P2P방식의 디지털자산 거래
지원 플랫폼이다.
45) 세계비즈, <애니버스 라바 PFP NFT,오픈씨서 완판>,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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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바 PFP NFT 완판을 알리는 포스터 및 오픈씨에 등록되어있는 라바 NFT>

웹툰 분야에서 NFT 활용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유는 웹툰의 2차 창작 모델이 영화나 드라마, 게임에 그치지 않고
NFT까지 확대되어 수익과 연결된 창작 모델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NFT에만 관심 있는 구매자가 웹툰 NFT를
통해 새로운 구독자가 되어, 작품 수명도 길어지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46)
➌ 엔터테인먼트 분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팬'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프로슈머'다. '팬덤'은 해당 산업의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등,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은 계속 확장되는 중이다. 때문에,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와 투명성으로 인해 아티스트가 성장
하는 과정에 팬이 참여하여 팬덤을 넘어 프로듀서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엔터산업 생태계 구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47)
<표 : 엔터테인먼트 업계 NFT 활용 현황>
구분

큐브엔터테인먼트

FNC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애니큐브

모먼트 오브 아티스트

레벨스(Levvels)

(애니모카브랜즈와 합작)

(더판게아와 합작)

(두나무와 합작)

NFT 유형

비디오 NFT

비디오 NFT

조합형 포토카드 NFT48)

주요내용

비투비(BTOB), 펜타곤, (여자)아이들
등의 영상

플랫폼

SF9,P1Harmony의 미공개 사진,
무빙포스터 및 숏폼 콘텐츠

르세라핌, BTS, 세븐틴 등 아티스트의
디지털 수비니어(Digital Souvenir)

이와 같은 소통형 NFT 외에도 메타버스 및 NFT를 적극 활용하여 아티스트들의 의상, 소품 등 가상 굿즈 등을 판매49)
하는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46) 이코노미스트, <웹툰 NFT가 뜬다...카카오엔터 ’완판‘ 뒤쫓는 네이버·KT>, 2022.2.8
47) 우
 리나라에서는 K팝 스타트업인 모드하우스에서 블록체인과 NFT를 기반으로 한 팬 참여형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코스모(Comso)’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초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 및 네이버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한국경제, ‘덕질 할수록 NFT준다..블록체인으로 국민프로듀서 실현’ 2022.8.8
48) 이미지,메시지 및 목소리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조합하여 제작
49) 제작 주체는 소속사가 될 수 있으나, 팬들이 직접 디자인하여 판매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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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NFT는 팬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팬덤 활동을 위한 NFT, 그리고 팬덤
활동에 대한 보상인 NFT로 구성이 되며, 결국 이런 활동들이 NFT 거래소에서 가격으로 이어진다.50)

➍ 아티스트(창작자) 중심
앞서 언급한 세븐의 ‘모나리자’ 음원 및 뮤직비디오 NFT 민팅 사례와 같이 아티스트가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발행
하지 않고, NFT 형태로 직접 발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가수, 작가, 화가 등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때문에,
상품 제작과 상품 가격을 아티스트가 직접 통제할 수 있고51), 팬(소비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팬덤에 기반 한 기부, 저작권 공동 소유 NFT를 발행하여 아티스트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사례도 있으며, 아티스트 IP를 활용하여 NFT를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벤트나 프로젝트(음원 발매 등)
진행을 통해 팬덤을 더 확고하게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 :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NFT 프로젝트 사례 ‘선미야클럽’>
‘선미야클럽’은 아티스트 선미의 IP 기반 NFT PFP52) 프로젝트로, 초기에는 클레이튼 기반 총 1만개의 NFT가
발행되었다. 그 중 9300개의 NFT는 1초만에 소진되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53) 또한, ‘선미야클럽’ 프로젝트
세계관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한 OST ‘펠로우십(Fellowship)’을 발매하고, 선미야클럽 NFT VIP 홀더를 대상
으로 오프라인 NFT 파티(시키리오의 비밀파티)를 개최54)하기도 하였다.

50) 이기훈, ‘애니모카 브랜즈로 엿본 하이브의 NFT 가능성과 방법론’, 하나금융 하이브(352820), 2021.12.24. p.2
51) 이
 런 점 때문에 NFT 예술시장의 발전은 신진 아티스트들에게 도움이 된다. 교육기부 온라인 세미나‘’NFT 예술세상의 현재와 미래, 김태권‘(https://youtu.
be/CTgBvaCLUU8)
52) PFP(profile picture) NFT는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등에서 프로필로 사용할 수 있는 NFT를 일컫는다.
53) 뉴시스, <FSN, 메타콩즈와 PFP NFT 프로젝트 ‘선미야클럽’ 출시‘, 2022.2.9
54) 세계비즈, <FSN-핸드스튜디오, 선미야클럽 오프라인 NFT VIP 파티 개최>,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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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산업 분야 NFT 관련 정부지원 사업

정부지원 사업은 NFT 발행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창작과 관련된 교육지원, 유통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창작자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NFT’라는 기술적 특성을 제외한다면, 기존 지원사업과 차별점은 적은 편이다.

1)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모집한 ‘2022년도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이 국내 창작자(기업)들의 메타버스 중심 콘텐츠 창작,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및 대체불가능토큰 거래소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가능한 분야로 크게 개별형과 프로젝트형이 있다. 먼저 개별형은 인물중심의
캐릭터 픽셀, 아티스트 캐릭터, 디지털 인류 캐릭터 등 PFP 분야, 평면회화, 3D 조각품 등 아트 분야 그리고 웹툰,
방송, 영화 등 IP를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나뉜다.
<참고 : 2022년 메타버스 창작프로젝트 지원사업 ‘개별형’ 예시>
24*24 픽셀 아바타 캐릭터 NFT 프로젝트

아티스트 캐릭터 NFT 프로젝트

디지털 인류 캐릭터 NFT 프로젝트

평면회화 미술작품의 NFT화

3D, 360도 회전 감상 가능 조각품 NFT

소유권 증명이 가능해진 사진 NFT

인기 웹툰 주요장면 NFT

영화, 공연 NFT 티켓

방송 프로그램 클립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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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프로젝트형은 3D 그래픽, 창작물 협업 등 스토리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 NFT 프로젝트
서비스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창작물 협업 프로젝트 서비스 등이 있다. 55)
<참고 : 2022년 메타버스 창작프로젝트 지원사업 ‘프로젝트형’ 예시>
메타버스 아바타 아이템 디자인

메타버스 월드 운영

유통 및 커머스

명품 및 패션

2) 2022년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런칭 사업(서울문화재단)
지난 5월부터 서울시 ‘2022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시범운영사업으로 NFT 제작지원,
플랫폼 구축, NFT 갤러리 개설 및 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NFT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미래예술 시장 및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돕는 것과 투자로서의 NFT가 아닌 예술생태계 지원 차원으로
접근하여 미래기술을 활용한 NFT 예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규모는 기초예술분야(연극·음악·무용·전통) 예술인, 단체 30인(팀) 이내56)며, NFT 발행 진입장벽이 높고 참여자가
적은 공연예술 분야 중심으로 지원한다.57)
<참고 : 2022년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런칭사업 흐름도>
➊

➋

➌

➍

➎

➏

서울예술인 NFT
지원사업(가칭)
참여예술인
추찬/선정

참여예술인
지원금 교부

참여예술인별
NFT용 콘텐츠 제작
및 NFT 발행 지원

재단 자체
서울예술인 NFT
플랫폼(가칭)구축

예술인 NFT
콘텐츠 발표
및 유통 지원

서울예술인 NFT
갤러리(가칭)
개설 및 전시개최

55)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시범 추진>, 2022.6.6
56) 참여 예술인, 단체당 500만원 이내 지원금 지급
57) 서울문화재단 ‘2022년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런칭 사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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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사업(워크숍, 교육프로그램, 공모전)
그 밖에 NF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NFT 스토리, 세계관 구축을 위한 창작교육 등 블록체인 기술과 창작교육을
지원하는 정규 커리큘럼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청년예술청 NFT 교육사업, 서울문화재단), 사업소개 연계 일회성
워크숍(DDP-NFT 디자이너 지원사업 설명회, 서울디지털재단), 워크숍 형태의 NFT 마켓진출 지원사업(NFT 마켓진출
워크숍,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모전 형태의 사업(DDP-NFT 콜렉팅 Vol.1, 서울디자인재단 / 디지털서울 NFT 공모전,
서울디지털재단) 등이 있다.

<사진 : NFT 관련 사업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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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학문화 콘텐츠 사업 현황 및 NFT 활용방안
1. 과학문화산업 주요내용58)

1) 과학문화산업 저변확대 및 육성
과학문화 콘텐츠 사업의 정식명칭은 과학문화산업 육성으로 현재 재단의 과학문화콘텐츠팀에서 관련 사업을 담당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과학문화산업 저변확대와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과학문화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과학문화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하고, 과학문화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학융합콘텐츠의 개발
및 지원, 우수과학문화상품을 발굴 및 인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업 내용은 ①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② 과학융합콘텐츠 발굴·지원 ③ 우수과학문화상품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➊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과학문화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운영·확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발굴·양성하고 다양한 과학문화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강연자, 크리에이터, 저널리스트, 일러스트레이터, 콘텐츠디벌로퍼
등이 양성되며 프로젝트형 실습, 협업 프로젝트(과학문화 소통활동) 및 네트워킹 등과 관련된 세부 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사진 : 왼쪽부터 페임랩코리아 포스터, 비즈매칭데이,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홍보영상>

➋ 과학융합콘텐츠 발굴·지원
과학문화콘텐츠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확장성이 크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과학융합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지원, 과학기술 소재 웹드라마 제작, 기초소양 교육 콘텐츠 제작 등 창작자 발굴,
사업화 지원, 대국민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8) 한국과학창의재단, ‘2022년도 과학문화산업육성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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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의 그랑토피아

복제소녀

<표 : 2021년도 제작한 과학기술 소재 웹드라마>

➌ 우수과학문화상품 지원
도서 및 굿즈 등 다양한 우수 과학문화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산하여 실생활 속 활용하고 체감하는 과학문화
산업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ⅰ)올해의 과학도서 선정 및 홍보 ⅱ)우수과학문화상품 발굴 ⅲ)
과학굿즈 상품화 ⅳ)협력기반 판매 지원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교구(교육)

문화콘텐츠(유튜브)

체험서비스(공연)

빅드림
(티쳐스 STEAM KIT)

CJENM
(사피엔스스튜디오-물리읽어드립니다)

예술공장승승
(BJ봉봉 X 닥터봉의 우당탕 실험)

<표 : 2021년도 우수과학문화상품 3종>

2. 과학문화콘텐츠 연계 NFT 관련 사업제안
과학문화산업의 과학문화콘텐츠 유형을 문체부가 분류하고 있는 콘텐츠산업과 비교해볼 때 특정분야 ‘과학’ 에 한정
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 큰 차이가 없다. 때문에, 앞서 살펴본 콘텐츠 산업의 NFT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과학문화
콘텐츠 연계NFT 사업방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1) 과학문화콘텐츠 IP를 활용한 사업 제안
과학문화콘텐츠 IP를 활용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과학소설,
웹툰 등을 발굴 및 모집하여 NFT 2차 창작물 제작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형태이며, 두 번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즈 매칭 프로그램과 같이 NFT 제작사(또는 투자사)와 매칭하는 ‘매칭사업’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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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과학문화콘텐츠 NFT 제작·지원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런칭사업’ 과 유사 모델로서, 이미 알려진 소설, 영화, 웹드라마,
음악 등 과학분야 문화콘텐츠를 제작한 창작자를 선발하여 NFT 제작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모델을 검토해
볼 수 있다.
➋ 비즈매칭 프로그램을 통한 NFT 제작·지원
과학문화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NFT 제작·투자기관59)이 참여하는
비즈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모델이다. 다만, 작품의 세계관 및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기준을
높여 현재 운영 중인 비즈매칭 프로그램과는 달리 조금 더 높은 진입장벽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60)

2) 과학 소재 NFT 시리즈 발행 지원
과학을 소재로 한 NFT 시리즈 발행은 과학문화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업모델과 일반 공모전 형태의 사업모델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과학 소재 NFT 시리즈의 경우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모델이 아닌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 측면으로 기획·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61)
➊ 과학문화 디지털 기념품(Digital Souvenir) NFT 발행
과학콘텐츠 디벨로퍼를 활용하여 소재를 발굴하고, 과학스토리텔러와 연계하여 스토리기반 과학문화 NFT를 제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모델이다. 제작한 과학문화 NFT는 과학과 관련된 각종 강연 및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발행된 과학문화 NFT 시리즈를 모은 홀더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나 과학문화
인플루언서62) 함께하는 특별행사 등을 제공하여 해당 NFT 가치를 높이고 홀더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향도 검토
해야 할 것이다.

59) 애니모카브랜즈, 암호화폐 투자 기관 해시드 등
60) 다
 만, 해당 사업모델을 기획하기전에 투자사, NFT 제작사, 기획사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심사기준과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매칭 후
투자와 관련하여 재단에서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투자사 또는 제작사에서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는 방벙도 생각해 볼 수 있다.
61) 이
 는 엔터테인먼트 NFT 유형 중 팬덤 활동을 하면 할 수 록 받을 수 있는 NFT 수량이나 혜택이 늘어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점점 높이기 위해서는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적인 접근보다 보유하고 있는 NFT가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 유틸리티 측면을 더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62) SF소설 김초엽 작가, 과학유튜버 과학쿠키, 지식인 미나니 등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과학문화 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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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례 : BMW ‘Museum of Sound’ NFT>
BMW는 BMW M 엔진 소리를 녹음해 만든 음성 NFT 컬렉션 BMW ‘Museum of Sound’를 출시하여 전기 자동차
도입으로 잊혀져 가는 내연기관의 사운드를 기억하기 위해 DMT 레이싱 챔피언인 브루노 스팽글러가 두바이
오토드롬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19대 BMW 차량을 타고 질주하는 소리를 NFT로 발행했다. 이러한 NFT는
BMW 매니아 층에게는 색다른 디지털 기념품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은 NFT 홀더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 오픈씨에 등록되어있는 BMW M 시리즈 엔진사운드 NFT

➋ 과학문화 NFT 공모전
앞서 언급한 ‘디지털 서울 NFT 챌린지’ 공모전과 동일한 사업모델로, 참가자들이 과학을 소재63)로 한 사진, 영상,
일러스트 등을 활용하여 NFT로 제작하여 응모하는 형태다. 이와 유사하게 과학문화 전문인력 과정 수료인원이 팀을
이뤄 NFT를 제작하는 해커톤 프로그램64)을 기획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63) 별자리, 세포사진, 암석, 과학실험 영상 등
64) 콘텐츠디벨로퍼, 스토리텔러 및 만화가, 콘텐츠디벨로퍼, 스토리텔러 및 크리에이터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1박2일 기간 동안 과학 소재발굴, 기획 및 NFT
발행까지 이어지는 과학문화 NFT 해커톤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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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언
지금까지 NFT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서의 NFT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단 과학문화
산업육성 사업에서 어떤 형식으로 NFT 관련 사업을 기획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콘텐츠 산업에서 NFT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NFT 중심에 있는 팬덤과 커뮤니티다.
휘발성 있는 콘텐츠의 소비가 아닌 창작자와 팬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콘텐츠의 생명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한 NFT 프로젝트 관계자는 “NFT는 돈을 버는 수단일 수 있지만, 작품을 창작한 작가와 프로젝트
팀이 팬들과 만나는 소통창구에 가깝다”며 NFT를 하나의 소통창구로 언급하기도 했다. 65)
이런 NFT의 순기능을 고려해본다면 과학문화육성 사업에서 필요한 NFT 활용 사업은 과학문화의 대중화를 위함
보다, 과학에 진심으로 흥미를 갖고 과학과 소통을 하며, 생활 속에서 과학적 방법론과 사고방식이 스며드는 대중의
과학화로 이끌어가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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