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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궤를 함께 하며 1967년 당시 국민에게 과학기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과학기술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17년 

드디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

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967년 과학기술후원회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1972년 전 

국민 과학화 운동을 주도할 전담 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 거듭났으며, 

1996년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거쳐, 200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오늘

에 이르기까지 시대가 원하는 사회적 소명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개편한 이후 기존의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함께 창

의와 열정이 가득한 융합형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역사들을 되돌아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50년사>

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문화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온 

열정의 기록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자 또한 미래의 이정표라고 합니다. 지금 선보이는 ‘한국

과학창의재단’의 50년 역사 또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조명하여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선도했던 사업과 연

구·개발 과제들,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는 앞으로 과학문화 확산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

해 펼치게 될 수많은 사업과 연구에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우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

고 역할을 공고히 하여 새로운 50년, 더 큰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50

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와 열정의 

씨앗을 대한민국에 뿌려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과학창의재단이 5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

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사사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 감수위

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박태현 

        

창립 50주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제 더 큰 미래를 준비합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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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한국과학창의재단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민과 함께 여는 ‘창의세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7년 창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그동안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

재를 지원·양성하기 위해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고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지난 50여 년 동안 과학 중심의 창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과

학기술 발달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과학영재 양성, 수학·과학 교육, 교

육기부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교육부와 함께 학생들의 수학·과학 교육에서 더 나아가 자유학기제 

확산 및 SW교육, 융합인재교육(STEAM)까지 여러 방면에서 정책·사업·연구를 수행하

며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온 

그 길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과학창의재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

와 노력을 통해 창의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나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도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큰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활동을 펼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융합인재들의 더 

눈부신 내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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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과학창의재단

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임직원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967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과학기술자를 우대하고 국

민의 일상생활에 과학기술이 스며드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후원회로 

발족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거듭나면서 과학문화 창달과 

함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확대 발전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중

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학창의재단은 TV·SNS 등 대중매체와 AR·VR 등 첨단 기술을 이

용한 흥미 있는 과학콘텐츠 제작, 과학지식·정보 포털인 사이언스올, 인터넷 과학신문 

「사이언스 타임즈」, 과학기술 전문방송 사이언스TV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왔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소통 전문가 발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참여·소통을 위한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등 참여형 과학문화 

행사 개최, 성인들이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과학융합형 예술 

창작활동 지원, 풀뿌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 청소년 및 성인들의 

자발적 과학 창작활동 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초·중등 창의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학교육 표준 교재 개발, 미래 직

업연계형 융합 콘텐츠 개발 그리고 SW교육 선도학교 운영·교재개발 등을 통한 SW교

육 저변 확충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재 육성 기반도 마련해 왔습니다.

이처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기술문화 발전을 선도해 왔

습니다만, 앞으로 변화된 기술환경 시대에서는 새로운 과학문화 가치 창출에 더욱 큰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과 산업, 사회 그리고 삶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

올 4차산업혁명은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의 기회가 될 수도, 

승자독식에 따른 양극화, 해킹·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과

학기술·산업·경제·사회 등 전반을 아우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

에 맞추어 혁신 과학기술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산업과 일자리를 견인하는 과학

문화 확산, 그리고 미래의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

두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우리나라의 미래

를 책임지는 대표 전문기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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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내용구성 

한국과학창의재단 50년사는 통사, 부문사, 주요 성과 50선, 부록의 네 개 파트로 이루어졌으며 이미지 화보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이미지 화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50년의 역사를 

담은 연혁화보, 국민과 함께하는 창의세상을 만들어 온 재단의 역할을 표현한 현황화보로 나뉩니다. 통사는 총 8개 장으로, 50년의 발자취를 연대기 순으로 서술했습니다. 특히 각 장 

서두에 시기별 내용을 토대로 한 역사 카툰을 삽입해 독자의 흥미를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부문사는 재단의 사업을 성격별로 구분하여 4개 장으로 기술했습니다. 주요 성과 50선을 별

도의 파트로 구성하여 재단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록은 주요 통계 및 자료를 수록, 재단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표기원칙

1. 본 책의 표기와 외래어 표기는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따름.

2. 일반적인 사건명, 행사명, 법률명 등은 작은따옴표(‘’)로 묶고, 서적명은 꺾쇠(<>)로 묶어 표기함.

3. 인물의 직위, 직책 등은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씨’, ‘님’ 등은 사용하지 않음.

4. 숫자는 만 단위로 끊어 표기함을 원칙으로 함. 

5. 고유명사처럼 상용하는 용어는 전문용어로 간주해 표기와 띄어쓰기를 관례에 따름.

6. 재단 및 기관 명칭은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따랐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으로 통칭함.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연혁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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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양성에 앞장서온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에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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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1971
과학기술후원회의

설립 

과학기술자 

지방강연 장면

과학하는 마음을 심자! 

홍보 캠페인

어린이 그림문고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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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과학기술 진흥과 과학기술자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후원회가 

탄생했다. 창립 초기 과학기술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게 

유공과학기술자를 선정해 후원하는 한편, 과학서적의 출판·보급, 

과학 필름 라이브러리 사업 등을 통해 아폴로 11호 달 착륙과 함께 

불어온 국민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갔다. 

1967. 09
과학기술후원회 설립 취지문

1966. 02. 04
KIST 설립에 관한 한·미 협정 체결

1933. 06
과학잡지 〈과학조선〉 창간

1968. 04. 21
제1회 과학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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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전 국민의 과학화 기념비

1977. 03. 29
과학기술처 회의실에서 열린 장학금 운영위원회

1975. 10. 16
제35회 주부를 위한 생활과학강좌

1972~1981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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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쓴 기술혁신 친필

1974. 08. 23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세미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과학기술 풍토조성 세미나

1970년대 발간된 

학생 과학문고 시리즈

1970년대는 전 국민 과학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 출범했다. 전 국민 과학화 운동 확산을 위한 

새마을기술봉사단 지원부터 과학기술전시 지원, 과학기술문고 발간 확대, 

주부강좌를 비롯한 각종 강연 활동, 장학금 지급사업과 

해외기술 교류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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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과학차의 모습

벽지학교

과학책 보내기 운동

1983. 09. 09
시민과학강좌

1982~1991
과학기술 풍토조성의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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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0. 27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1984. 05. 07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제1회 모형자동차 경진대회

1980년대에는 차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상했다.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과학기술 풍토조성 사업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문화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과학차 운영, 전국학생 

과학책읽기 운동,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개최, 우수과학어린이표창대회

개최 등 청소년의 과학화를 위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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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과학기술 국민이해 협의회

1996. 04. 21
가족과학축제

1992~1995
과학기술 국민이해 증진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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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1. 11
과학+예술 세미나

1994. 10. 16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1992년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과학기술 국민이해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재단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과학+예술전’을 통해 과학기술과 다른 분야의 교류를 촉진했으며, 

1995년에는 가족과학축제의 시초가 된 ‘제1회 전국과학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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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0. 24
가을과학축전

2004. 04. 21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선포식

2001. 04. 01
과학인터넷방송 사이언스올 TV 개국

1999. 08. 14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1996~2007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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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7. 26~08. 04
국제청소년과학캠프

1997. 04. 20
제1회 대한민국과학축전 및 가족과학경연대회

2007. 04. 14~04. 15
사이언스북페어

2007. 08. 10
청소년 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바꾼 재단은 ‘과학기술 진흥’을 넘어 본격적으로 

‘과학문화 확산’에 힘썼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통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과학축전 개최, 우수과학도서 인증 및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 과학기술 국민이해도 조사, 사이언스올 출범, 사이언스타임즈 창간, 

사이언스TV 개국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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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6. 30
창의리소스센터 개소식

2008. 09. 06
한국과학창의재단 출범

2008~2012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출범

030

2011. 12. 22
대한민국인재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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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8. 18
2009 하계 과활마당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옥

2008년 6월 ‘과학기술진흥법’ 개정과 더불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재단은 기존 과학문화 확산사업에 더해 과학영재 양성, 

수학·과학 교육, 창의인재 양성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았다.

과학영재교육 강화를 시작으로 수학·과학 교육 내실화, 창의·인성교육, 

교육기부 활성화, 창의적 융합인재교육 추진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2012. 07. 18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 창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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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2
2016 과학중점학교 성과발표회

2015. 05. 07
Let's make 메이커포럼

2016. 06. 17
2016 메이커 페스티벌

2014. 12. 04
과학문화 국제화를 위한 MOU 체결

2013~2016
과학문화 및 창의인재 사업의 

고도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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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6. 0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

2013. 08. 28
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 개소

2016. 09. 25
교육기부 & 방과후학교 박람회

2016. 12. 27
제25대 박태현 이사장 취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무한상상실 개소 등을 통해 창작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형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및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앞장섰다. 과학문화사업 역시 상상·도전·창업 

활동과 창의적인 사회문화를 강조하며 참여형 과학 행사를 확대하고 과학문화·ICT 콘텐츠 개발에 힘썼다. 

이외에도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SW교육 강화활동, 수학·과학 교육과정 개발, 

STEAM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부 사업 확대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진행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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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5. 12
페임랩 코리아

2017. 08. 09
자유학기제 수업 콘서트

2017. 10. 11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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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21
과학창의 런치백세미나 혜민스님 강연

2017. 07. 22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7년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일자리 창출 등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재단 조직 및 소관 업무를 재편하였다. 과학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사회혁신형 미래인재 양성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내일의 과제를 위해 새로운 비상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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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과학기술후원회의 설립(1967~1971)

CHAPTER. 02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의 출범(1972~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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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출범(2008~2012)

CHAPTER. 07   과학문화 및 창의인재 사업의 고도화 시대(2013~2016)

CHAPTER. 08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나아갈 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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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래

To the creativ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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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0년을 넘어 다가올 미래를 맞다한국과학창의재단
창립 50주년 기념 
역사 카툰

038

김도전(29세, 남자)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갓 입사한 남자 신입직원. 첫 출근하고 

얼마 안 돼 일이 손에 익지 않아 실수가 잦다. 의도와 다르게 

민망한 상황이 이어지며 잔뜩 주눅 든 상태. 실제로는 호기심 

많고, 열의 넘치는 성격. 과거로의 타임 슬립을 통해 재단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마침내 우수 직원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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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후원회, 그 가슴 벅찬 만남CHAPTER. 01
미리 보는 역사 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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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과학기술후원회의 설립

042

1967~1971

과학기술후원회는 1967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과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하고 

생활 구석구석까지 과학기술이 스며드는 사회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창립 초기 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게 유공과학기술자를 선정해 후원하는 한편, 

인류 역사에 기념비적인 아폴로 11호 달 착륙과 함께 불어온 국민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갔다. 과학서적의 출판·보급,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사업 등은 후원회가 생활 

속의 과학화를 위해 초기에 펼친 대표적인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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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리국

기술관리국은 1962년 경제기획원 내 과학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운영되던 중,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촉진과 

함께 1967년 4월 과학기술처로 확대·개편되었다. 

이후 199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과학기술부로 

승격되었으며,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리·통합되며 해체되었다.

원자력원

원자력원은 1959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출범하였고 

그 산하에 원자력연구소가 있었다. 이후 1973년 과학기술처 

산하의 한국원자력연구소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통합·분리과정을 거쳐 200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개칭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제과학심의회의

경제 개발과 과학 진흥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관련된 

대통령의 비상설 특수자문기관으로 1962년 개정된 

새 헌법 제118조에 신설된 규정에 따라 경제과학심의회의법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다. 회의는 경제·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주재하였다. 

현재는 과학기술 부문이 전문화·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1. 1960년대 과학기술 진흥의 흐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문화운동은 1960년대에 비로소 첫발을 내디뎠다. 본격적

인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의 신호탄 역할을 한 것은 1959년 종합적 과학연구 

기관인 원자력원이 설립되면서부터였다.

원자력원 설립은 국비 유학을 촉진하고, 책정된 예산 일부를 다른 과학 분야를 

포함한 대학교수들의 연구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과학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중의 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원자력원의 설립을 전후해 과학

기술 진흥 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은 1962년 제3공화국에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며 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보완이라는 부제를 달고 1962년 

5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공식으로 승인해 공포했는데, 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술계 

인적자원 확보,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외국기술의 도입 촉진, 그리고 확고한 과학기술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 수준 향상 등 3가지로 구성되었다. 

특히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처음으로 과학기술 전반의 진흥을 도모한 

종합적 계획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과학기술이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과제로 개념이 정립됨으로써 과학기술을 조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었다. 

이처럼 196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비로소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기 계획을 

수립해 과학기술이 경제 개발에 필수요소라는 점을 국정에 반영했으며, 이는 한국의 

공업화 및 과학기술 발전과정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아울러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과학기술에 갖게 된 적극적인 관심과 자세는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저변 확대

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2. 과학기술 보급단체 설립의 움직임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후원 단체 설립의 필요성

1962년 시작한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과학기술 행정부처 설치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 6월 경제기획원 내에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최초의 국 단위 행

정기구인 기술관리국을 설치했으며, 1964년에는 경제 및 과학 분야의 주요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헌법상 자문기관인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또

한 1966년 5월 19일 발명의 날에 개최한 제1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에서는 과학기술

계가 뜻을 모아 과학기술진흥법 제정을 포함해 과학기술자의 처우 개선, 과학기술회

관의 건립, 국무위원을 행정책임자로 하는 과학기술 전담부처 설치 등 4가지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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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건의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

과 1967년 1월 16일 과학기술진흥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과학기술 진흥을 위

한 기본적인 법적 장치와 함께 과학기술

자의 처우 개선과 과학기술회관 건립 지

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과

학기술 진흥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법

률인 과학기술진흥법의 제정은 과학기술

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

제도와 재정 면에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

한 기본적 태세를 확립하는 근거를 마련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한

편 국내 최초의 종합 과학기술연구기관

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KIST)가 1966년 문을 열었으며,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총

괄하는 정부 기구인 과학기술처가 1967년 4월 21일 출범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분위기 형성에도 불구하고 국민 사

이에서는 과학 풍토를 조성하는 뚜렷한 움직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주요 활동은 라디

오와 TV를 이용한 과학 계몽 활동이 전부였다. 하지만 라디오의 경우 HLKA 제1방송

에서 ‘가정의학’과 ‘농업학교’, ‘수산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했으나 대부분의 프로

그램들이 이른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대에 배정되어 있어 청취율이 매우 낮다는 한계

에 직면해 있었고, TV 역시 ‘어린이 과학’, ‘TV 박물관’, ‘별나라로 가는 길’ 등의 프로그

램이 간헐적으로 방영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한 프로

그램으로 한정돼 있었다. 더구나 라디오와 TV 모두 보급률이 매우 낮아 성과를 기대

하기 어려웠다.

과학에 대한 관심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과학관의 건립 역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다. 1962년 8월 서울 창경궁 인근 와룡동에 폐허로 버려져 있던 국립과학

관을 698㎡(211평) 2층 건물로 준공한 것이 첫 사례였지만, 2,000여 점의 동·식물과 

광물 표본이 전시물의 대부분인 수준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65년 약 3,305㎡

(1,000평)의 2층 건물로 확충했으나 빈약한 전시물은 뚜렷한 변화가 없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과학관의 중요 행사 역시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조

립, 생물표본 만들기, 과학영화 상영 등을 연간 3~6회 진행하는 한편 연례행사였던 전

국과학전람회를 여는 것이 전부여서, 중·고등학교 작품전시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과학기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한 정부의 의지와 달리 1960년대 중반까

지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무엇보다 비과학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거나 기술을 경시하는 풍조가 지속되고 있

었다. 이에 정부는 사농공상의 유교 문화에 젖어 있던 국민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1966. 02. 04
KIST 설립에 관한 한·미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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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국민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보급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급이 미약했던 TV나 라디오 대신 일간지 등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언론 

매체를 통한 과학기술 정보 보급은 그 대상을 기존의 어린이나 청소년 중심에서 성인 

중심으로 다변화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주요 언론사들은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기사를 게재

하기 시작했다. 내용 역시 기존의 의학 상식이나 농업에 국한되지 않고 과학기술처 장

관 등 주요 인사들의 동정이나 과학기술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것들로 대체되었다. 비

록 1~3단의 작은 기사들이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는 상당

히 주효하여, 이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정부가 쏟아내는 과학기술 관련 기사들이 늘어나면서 언론사들은 자발

적으로 필요에 의해 과학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관련 전공자들을 채용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를 시작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이어 1967년 7월 경향신문과 1968년 8월 

서울신문, 1969년 3월 동아일보가 각각 과학부를 신설했다. 

과학기술후원회 설립의 추진

이처럼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에 앞장서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

게 과학기술을 알리는 과학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서 ‘과학기술후원회’설립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제 막 설립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된 과

학기술처의 당시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과학기술처는 설립 초기 산적한 업무에 

비해 부족한 예산과 함께 기술 행정을 지원할 기구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었다. 김기형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은 당시 “과학기술자 실태 파악과 산업에 활용하

는 분위기 조성 등 과기처가 미처 손댈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과학기구 설립

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의 생각은 당시 과학기술

처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당시 문영철 

진흥국장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

해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을 알릴 과학기

술 진흥 전담기관으로서 ‘과학기술후원

회’(이하 후원회) 설립에 대한 내용을 구

체화할 수 있었다. 김 장관은 이 아이디

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으

며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락했다.

김기형 장관은 1967년 7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등 후원회 설립을 본격

1967. 09
과학기술후원회 설립취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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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1967년 9월에는 대통령이 이 사업에 힘을 싣고자 ‘과학기술후

원회 설립취지문’이라는 제목의 친서를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취지문은 과학기

술 진흥을 위해 과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하고 생활 구석구석까지 과학기술이 스며드

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후원회 설립취지문(科學技術後援會 設立趣旨文)>

우리의 당면과제는 하루속히 자립 경제 건설과 조국의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있다고 믿

습니다. 과학기술의 진흥은 바로 경제 자립과 근대화를 촉진하고 선도하는 발전의 요체

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과학기술을 천시하고 등한시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비록 한때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어 우수한 과학기술의 진경을 보였던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만 비과학적인 인습과 사회풍조가 그 계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과학자와 기술자의 연구와 발명은 한나라의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촉진 

또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민족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국력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과학기술을 진흥시켜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과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하고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과학기술이 스며드는 사회 풍토의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기술자 한 사람의 과학자라도 더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뛰어난 과학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곧 국가 발

전의 동력이 될 뿐 아니라 민족의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후원회를 건립하는 뜻이 여기에 있으며 이로써 훌륭한 과학자 기술자를 거국적으

로 기르고 이들을 받드는 과학하는 국민, 과학하는 나라의 자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진흥에 온 생애를 바쳐 국가와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하여온 과학자, 기술자 

또는 현재 연구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후생복지를 도모하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국가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

다. 본 재단 건립으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전기가 이룩되길 바라면서 각계각층

의 끊임없는 성원과 후원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1967년 9월

설립자 박정희

과학기술후원회 발기인총회의 개최 

김기형 장관은 후원회 설립을 주도하고 이끌 인물로 윤일선 박사를 천거했

다. 병리학 분야의 1세대 의학자인 윤일선 박사는 서울대 의대 교수와 의대 학장, 제

6대 서울대 총장, 학술원 회장, 원자력원장 등을 지내면서 두루 신망과 존경을 받

고 있는 원로 과학자로, 1956년부터 1961년까지 5년 2개월 동안 재임해 역대 최장수 

서울대 총장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1949년에는 <캔서 리서치(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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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에 「한국 종양환자 통계(A statistical study of tumors among Koreans)」

를 발표해 국제학술지에 우리나라 최초로 의학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윤일선 박사

를 천거한 이유에 대해 김 장관은 “존경하는 선배 과학기술인으로, 때마침 원자력원 

원장을 그해 4월 그만두었기 때문에 상황도 맞아떨어졌다”며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

문에 직접 현장에서 뛰는 타입은 아니지만 올곧은 품성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후학

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던 고고한 학자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

후원회 설립의 막중한 임무를 맡은 윤일선 박사는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중요

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의 친서인 설립취지문을 들고 각 기업들을 찾아가 후원을 요

청했다.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1967년 11월 29일 마침내 과기처 장관실에서 재단법인 

과학기술후원회 발기인총회를 열 수 있었다.

발기인총회에는 행사를 주재한 김기형 과학기술처 장관과 윤일선 박사를 비

롯해 김세련 대한금융단(전국은행연합회의 전신) 대표, 홍재선 한국경제인협회(현 전

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두병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활 한국무역협회 회장, 여상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의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청와대

에서는 신동식 비서관, 과학기술처에서는 이재철 차관과 후원회 아이디어를 처음 구

상한 문영철 진흥국장 등이 함께했다.

발기인총회에서는 설립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와 함께 후원회 정관과 사업계획

서 검토 등 실무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후원회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

성한 후 이사회와 조직 구성, 설립재원 마련 현황 등을 논의하고 연내 설립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후원회 이사 취임 응낙서를 작성하는 등 향후에도 계속적

인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당시 회의록에는 “대통령으로부터 금일봉 출연이 있었으며, 모금작업을 통해 설

립재원으로 총 3,000만 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는 기업체 대

표들이 기부를 약정한 액수를 합한 것으로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액의 설립재원이 

마련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1967년 당시 

쌀 1가마(80kg)가 3,750원, 금 1돈(3.75g)

이 2,330원, 라면과 버스요금이 10원으로, 

3,000만 원은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

었다.

후원자 명단에는 일단 발기인총

회에 참석한 대한금융단과 한국경제인협

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협중앙회 

등의 경제단체장들 외에 오늘날 우리나

라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그

룹들의 초창기 창업자들인 현대건설의 

정주영, 락희화학(현 LG) 구인회, 한진상

사 조중훈, 효성물산 조홍제 등의 이름들

과학기술후원회 

기부금 모금 책자

1967. 11. 29
과학기술후원회 발기인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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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경제계를 대표한 기업이었던 대한양회 이정림, 화

신산업 박흥식, 한국유리 최태섭, 한국은행 서진수, 전남방직 김용주, 경성방직 김용

완, 동양시멘트 이양구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대표

가 모두 과학기술후원회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재단법인 과학기술후원회는 

역사적인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3. 재단법인 과학기술후원회의 역사적인 첫 출발

과학기술후원회 발족과 조직 구성

발기인총회를 마친 후원회는 설립에 박차를 가해 1967년 12월 30일 법원에 

설립 등기를 완료했으며, 이듬해인 1968년 3월 8일 과학기술처 장관실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및 이사 선임과 함께 후원회

의 당면과제, 그리고 임무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다. 초대 이사장에는 후원회 설립을 주도해온 윤일선 박

사가 선임되었으며, 이사에는 서진수 한국은행 총재, 홍재선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10명이, 감사에는 윤희수 한국은행 감사가 각각 선출됐다. 후원회는 설립 이후 원

로 과학자에 대한 후원을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했다. 특히 이사의 경우 7명으

로 정했다가 후원회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안동혁 학술원 부회장, 이활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3명의 이

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총 10명으로 확정했다.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감사의 임기는 

공히 2년으로 정했다.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설립 당시의 임원

이사장 : 윤일선

이사 : 서진수, 홍재선, 이기종, 이재철, 신동식, 박두승, 

이활, 안동혁, 김연준, 구자경(이상 10명 외 1명)

감사 : 윤희수

후원회의 설립 목적은 과학기술자의 후생복지 증대와 그 기능을 산업에 이용

토록 도모하고 과학기술 진흥의 국민활동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조속한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후원회는 당면한 과제를 과학기술

자의 연구 활동의 적극 지원과 이를 통한 산업개발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국민 생활

의 전반적인 과학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국민활동 폭 확대 등으로 정했다. 

후원회는 설립 이틀 후인 1968년 3월 10일 당시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

던 상업은행 본점 12층에 사무실을 개설했다. 상업은행이 1년간 무상 임대하는 형식

으로 사무실을 제공했다. 

1967. 12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기부금 증서

과학기술후원회 초대 이사장 

고(故) 윤일선 박사

과학기술후원회

법인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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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들어간 후원회는 먼저 조직 구성과 인원 충원에 착수했다. 당면과제 해

결과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조직이 필요했지만, 인건비와 부

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구 조직과 인원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출범 당시 후원회의 조직은 이사회와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두

고, 그 아래 관리부와 조사진흥부, 진흥부 등 3개 부서를 두었다. 초대 이동준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과 조직이 충원되었으며 이후 후원회의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재단 자본금 확충과 초기 사업의 전개

먼저 후원회는 국내 과학기술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

고 정년퇴직한 과학기술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과학기술

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방송좌담회를 개최하고 생활의 과학화, 산학협동 안

내, 자문활동 수행 등의 활동도 수행해 나갔다. 아울러 과학기술처의 도움 아래 특허출원

에 대한 보상과 과학기술 아이디어를 포상하는 활동도 함께 추진했다.

이즈음 과학기술처는 후원회보다 1년 먼저 출범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이하 과총)의 대정부 건의안을 받아들여 매년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제정하고 

1968년 첫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 업적이 뛰어난 과학기

술인에게 과학기술인상을 수여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상의 경우 상금이 50만 원에 이

르는 등 당시로써는 엄청난 액수의 상금이 큰 주목을 받았다. 쇠고기 한 근 가격이 150

원도 안 되던 시절에 50만 원이라는 거금의 지원금은 국민들의 유교적인 관점을 변화

시키기에 충분했다. 과학기술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분야가 아니며 과학기술

인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

과총의 과학기술인상이 과학기술 풍토조성에 기여하면서 후원회 역시 정부와 

별도로 유공과학기술자를 선정해 매월 2만 원씩 지급을 시작했다. 후원회 설립 목적

의 하나인 과학기술자에 대한 후생복지 증진을 실천하는 한편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

한 관심을 환기시켜 생활 속의 과학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 그 취지였다. 후원회는 

1968년 7월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첫 번째 유공과학자 명단은 정대현(식

물분류학), 방신영(영양학), 윤일중(전기공학), 이희준(토목공학), 김두종(의사학), 박

동길(지질광물학), 김명선(생리학), 정문기(어류학), 이덕봉(식물학) 등 9명이었다.

하지만 설립 초기 사업의 다변화와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원회의 활동은 

곧바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무엇보다 기금 확보가 기대와 달리 여의치 않았다. 국내 주

요 기업체는 이미 상당수 기금을 출연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기금을 조성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기관의 협력을 모색해 보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

았다. 유지와 재력가, 일반 국민에게 성금을 모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역시 과학기

술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비한 환경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구나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후원회가 기존에 책정한 세입예산마저 51만여 원이나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

다. 당초 1,128만 4,200원의 세입을 책정했지만 은행 금리가 인하하는 등 예상치 못한 

외적 상황에 의해 세입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1968. 04. 21
제1회 과학의 날 기념식

이사회

사무총장

관리부 조사진흥부 진흥부

1968년 과학기술후원회 

설립 당시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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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후원회는 1969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오히려 

확대를 도모했다. 결국 후원회의 기금 확보나 조직 확충은 먼저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

한 인식을 높이는 데서 기인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후원회는 1969년부터 과학기술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더 체계화해 연구 활

동 지원과 유공과학기술자 지원으로 구분해 추진했다. 연구 활동 지원은 현직에서 활

동 중인 과학자나 기술자 중에서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공을 세운 이들을 선정해 지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유공과학기술자 지원 역시 기존의 9명에서 2명 더 

늘려 총 11명에게 지급했다. 이 밖에도 후원회는 산학협동 기술개발과 연계해 산업기

술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했으며 국제교류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던 1969년 7월 20일 인류 역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간 미국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우리나라에서도 신문과 TV 등을 통

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 엄청난 화젯거리가 되었다. 이는 과학

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불어 과학기술

을 뒷받침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후원회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 것

은 당연한 결과였다.

후원회는 이를 계기로 모처럼 불기 시작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열기를 이

어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1970년 4월 정부에서 강력

하게 추진하기 시작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생활의 과학화 운동을 다각도로 전개

해 나가기로 했다.

관건은 역시 재원이었다. 이에 과학기술처는 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

금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물색한 끝에, 후원회가 시약비축공급센터를 설치해 독점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연구소에서는 연구용 시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도 국내에서 시약이 생산되지 않아 시약 구입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후원회가 전국 이공계 대학과 연구소에서 사용할 시약을 수입해 국내 연구소에 공급

하는 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70년 과학기술처의 계획대

로 후원회가 시약을 면세 수입해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세법이 개정되었고 이

와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교부됐다. 후원회는 과학기술 진흥 활동을 벌일 자금을 제공

할 자체 수익사업을 갖게 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원회는 1971년 과학기술자 지원사업, 생활의 과학화 보급개

발사업, 국제협력 교류 사업, 도서출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시약비축공급센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과학기술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전국 이공계 대학과 연구소에서 사용할 시약을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아폴로 11호

1969년 7월 20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표면에 착륙한 

미국의 유인우주선으로, 2시간 13분 12초 동안 머물면서 

토양 샘플을 채집하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레이저 반사경과 지진계 등의 과학 장비를 설치하였다. 

이후 7월 24일 총 8일 3시간 18분 35초간의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다. 아폴로 11호의 조종사였던 닐 암스트롱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

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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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의 과학화 추진

생활 과학 계몽을 위한 노력

1970년대의 개막과 함께 후원회는 정부의 새마을운동 추진과 맞물려 국민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비과학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생활의 과학화와 과학적 풍토조성

에 심혈을 기울였다. 시기적으로 이때는 과학화 운동의 최적기이기도 했다. 먼저 아

폴로 11호의 달 착륙으로 과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정부

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의 가시적 성과는 국민들이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문교부 소관 아래 있던 과학관이 1969년 말 과학기술처로 

이관되면서 증축공사를 마쳤으며 과학전람회 등의 행사도 크게 확충되었다. 특히 과

학의 날 행사를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자대회와 병행해 개최한 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탄력을 받고 있었다. 

후원회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나아가 생활 속에서 과학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 설립 직후 주요 사업으로 시작된 유공과학자 지원과 연구 활동 지원 외에 과학도

서 출판 보급, 과학 프로그램 TV 방영과 같은 과학기술계몽 사업을 서서히 전개해 나

간 것이다. 아울러 조직 정비와 기금 확보, 우수 인력 확충과 미래 지향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조직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역할을 충실히 했다.

과학서적 보급과 과학교육 세미나의 실시

후원회는 전 국민 대상의 생활 과학화 운동 일환으로 1971년부터 과학서적의 

출판·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과학도서가 지나치게 부족한 상태였다. 외국도

서를 번역한 것이 대부분으로 번역이 서투르거나 오역된 서적도 많아 우수한 과학기술 

지식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부 과

학서적은 내용이 너무 학술적이고 가격도 

고가여서 청소년이나 일반 대중이 이해하

고 구입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이외에도 

과학서적은 독서층이 얇고 작가나 과학기

술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저술 의욕도 

저하되어 있어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을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전 국민의 과학기술 인식 수

준 향상을 위해 매우 시급한 문제였다. 과

학기술이 낙후성을 탈피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과학

기술 지식을 널리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

지방강연 장면

과학하는 마음을 심자!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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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도서의 출간과 보급이 중요한 근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후원회는 과학기술처의 지원을 받아 매년 부족한 우수과학도서의 출간에 

힘쓰는 한편, 이를 널리 보급하는 사업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후원회가 출판해 보급한 

주요 도서 가운데 국내 저명과학기술자의 인명록을 정리한 <한국과학기술인명사전>이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이 도서는 국내 과학기술자 5,000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것으로, 출간 후 정부를 비롯해 공공단체, 산업계, 학계 등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아울러 후원회는 과학의 생활화 사업과 관련해 전국 각 시·도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과학 주임교사나 담당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과학교육 세미나를 개최해 연

사 선정과 프로그램 수립, 세미나 진행 등 실무를 담당했다. 세미나는 과학기술처 주관

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풍토조성에 관한 전문가들이 연사로 활동했다.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사업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농업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펴다가 1960년대 들어서 

뒤늦게 산업화에 착수했기 때문에 과학기술 기반은 물론이고 생활의 과학화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한 상태였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진 상황이어서 외부의 조력 

없이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도 고도의 과학기술 

협력을 다각도에서 모색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도 각국의 기술 능

력과 특성을 감안해 기술협력 분야를 선정, 많은 성과를 거두어 나갔다. 프랑스에서는 원

자력, 조력발전 및 정밀화학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추진했고 독일에서는 기계 금속 및 정

밀기계 분야의 협력 사업을 영국, 벨기에, 캐나다 등에서는 환경보존, 자원개발, 직업훈

련 및 농업기계화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야심차게 출발한 새마을운동을 측

면 지원하고 국내 경제의 직면 과제들을 

극복해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활의 과학화 실현 측면에서 선진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선진 노하우를 벤치마

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문

제는 과학기술과 달리 생활의 과학화 같

은 과학 대중화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국

제협력이나 교류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

이었다. 과학 대중화는 역사적인 전통과 

국민성을 배경으로 오랜 기간 형성되는 

국민 문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후원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과학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자문위원회 활동 모습

어린이 그림문고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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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화와 관련된 국제협력과 교류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먼저 후원회는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과학지식과 과학적 사고를 함양

시키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온 과학 및 기술 관련 영화를 번역해 우리말로 더빙한 후 

전국의 800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순회 상영해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었다. 

이에 고무된 후원회는 국제교류를 통해 과학 관련 필름을 다수 구입해 라이브

러리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우수한 과학기술 영화 필름을 외국의 협조를 받아 다양하

게 확보해 학교나 공공기관, 새마을단체 등에 대여하거나 순회 상영함으로써 과학기

술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생활 속의 과학화를 정착시키려는 의도였다. 후원회는 

해를 거듭하며 일본이나 미국에서 과학필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학교와 단

체 등에 대여했다.

그 결과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사업은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순회 상영뿐 아

니라 각종 TV 방송 자료로 활용되면서 청소년은 물론 일반 국민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과학에 대한 이해를 촉진

시켜 과학교육의 미비점을 시청각 교재를 통해 보강하는 효과까지 창출했다. 나아가 

선진국의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을 접하면서 과학의 미래상, 과학의 발달사, 과학기술

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이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생활 속의 과학화 실천에

도 기여했다. 특히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사업은 청소년과 학생들이 과학을 생활화하

고 이를 토대로 우수한 과학기술자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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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역사의 현장

과학기술후원회 발기인총회
현장을 가다

1967년 11월 29일 과학기술처 장관실에서는 과학기술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가 열렸다. 이는 같은 해 4월 발족한 

과학기술처와 함께 본격적인 대한민국 과학문화 활동의 초석이 

된 뜻깊은 자리였다. 총회는 과학기술처 김기형 장관의 인사를 

시작으로, 과학기술후원회 정관(안)에 대한 논의와 설립추진 

경과보고, 과학기술후원회 정관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재단법인 과학기술후원회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1시 정각 문영철 진흥국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처 김기형 장관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과학기술후원회 발기인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의 개최에 

앞서 전달된 설립취지문을 통해 후원회 설립의 목적은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되오니 바로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후원회 정관(안)에 대한 문영철 진흥국장의 설명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뒤따랐다. 

일시: 1967.11.29(수) 11:00~12:00

장소 : 과학기술처 장관실 

참석자 : 과학기술처 김기형 장관, 이재철 차관, 문영철 진흥국장, 청와대 비서실 신동식 비서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일선 교수, 대한금융단 김세련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홍재선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두병 회장, 한국무역협회 이활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여상원 회장 등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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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형 장관┃정관 24조에 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쓰여 있는데 

모든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입니까? 

이재철 차관┃이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해산한다 하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귀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김기형 장관┃이사장 선임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영철 진흥국장┃이사장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선임으로 윤일선 박사가 내정되었습니다.

김세련 대표┃설립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김기형 장관┃약 3,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설립 기금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금일봉 

출현도 있었습니다.

신동식 비서관┃직원 구성이 궁금합니다. 

초기에는 일반직 6명을 확보한다고 되어있는데

인건비 지불이 벅찰 뿐만 아니라 이처럼 과다한

인건비 지출은 설립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이재철 차관┃일반직 즉 사무직은 앞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이는 진흥국의 

계획(안)에 불과합니다.

김기형 장관┃발족 시에는 사무국장 한 명이면

되지 않을까요? 필요시에는 과학기술처 

직원이 지원해주는 형태로요. 

신동식 비서관┃임시로는 과학기술처 직원의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직원이 필요할 겁니다. 또 임원 구성이 

임시적이라고 한다면 부이사장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철 차관┃부이사장은 비상임입니다. 

김세련 대표┃부이사장은 이사장 대리인 

만큼 실제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신동식 비서관┃계획서를 보면 이사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본 의회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기형 장관┃정기총회는 연 4회 개최하고, 

대부분의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출연자에게 이사 직함을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동식 비서관┃출연도 감사한데 이사로서 

일까지 시키면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일동 웃음)

문영철 진흥국장┃중요한 문제는 상임이사회에

서도 결정할 수 있고 현재 계획된 8명은 

당연직임으로 비상임 이사 20명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김기형 장관┃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본 법인의 후원회 대상이

되는 인물은 신중하게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원로 과학자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야인사 참여조항을 정관에 

삽입했으면 합니다. 

신동식 비서관┃무엇보다 이사 구성과 

부이사장 존속 여부를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이사장 직책을 없애고 

이사 수를 줄였으면 합니다. 

김세련 대표┃부이사장을 모신다 해도 

비상임직이기에 스스로 탐탁찮게 

생각할 것입니다.

김기형 장관┃그러면 부이사장 제도를 

삭제하기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다음 이사 수 

결정 문제로 들어갑시다. 그런데 이사수가

 많다면 12명이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이사회에서 추천 인원을 4명으로 하여 

이사장 포함 총 13명이 됩니다. 

문영철 진흥국장┃그렇다면 이사회에서는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4명의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재철 차관┃그것은 이사회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형 장관┃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 수는 

총 13명으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상임 이사 임기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박두병 회장┃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재철 차관┃이사와 비상임 이사 모두 

2년이 됩니다. 

김기형 장관┃그럼 2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설립을 연내로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문영철 진흥국장┃대통령께 전달할 이사취임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리참석하신 

분은 가지고 가셔서 기재 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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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의 출범

058

1972~1981

1970년대는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로, 이 운동을 추진할 전문 

기구로서 과학기술후원회가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 재탄생했다. 재단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기존의 사업에 신사업을 추가해 보다 심층적인 과학화 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특히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 확산을 위한 새마을기술봉사단 지원을 필두로, 

과학기술전시 지원, 과학기술문고 발간 확대, 주부강좌를 비롯한 각종 강연활동, 

장학금 지급사업과 해외기술 교류 등이 이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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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 풍토 조성의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의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

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기 침체와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

에 따라 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후발 개도국이 추격해오면서 기존의 경공업 제

품만으로는 수출 신장에 한계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공업 제품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의 수입 규제가 적

은 중화학제품을 생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1971년 정부는 3대 과학기술정책을 선포하고 이를 기조로 과학기술 

발전을 진행해 나갔다. 3대 과학기술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과학기술 개

발의 기반이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조

직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체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일과 과학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

았던 것이다. 

둘째는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추진해 기술 자립도를 제고한다는 목표였

다. 선진 기술과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자체기술로 개량하고 토착화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우고자 한 것이었다. 

셋째는 합리적·논리적 정신을 바탕으로 과학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여느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전근대적인 생활양식과 국

민의 비과학적인 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의 근대적 교육과 중요

성에 대한 가치 인식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

특히 과학기술 풍토조성은 이미 1960년대 후반 과학기술처 설립 이후 과학기

술 진흥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생활의 과학화와 과학하는 국민’을 선정했을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과학기술후원회 설립의 중요한 배경이기도 했다. 

특히 과학기술 풍토조성은 1973년부터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이라는 이름 아

래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정부 주도로 펼쳐진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

이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했던 1973년도 연두 기자 회견에서 비롯되었다. 박 대통령은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하는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처 역시 같은 해인 1973년 8월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에 대한 실천계

획안을 마련해 발표하기에 이른다. 실천 계획은 크게 3개 사항으로 첫째 모든 국민의 

사고와 생활 습성을 과학화하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며 과학기술 지식을 일상생활에 활

용할 줄 아는 과학적 생활풍토를 조성하는 것, 둘째 국민 각자가 한 가지 기능과 기술

을 익혀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자기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 셋째 공업화의 선결 

조건인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로 자체 과학기술 연구개발 능력의 제고를 통해 기술 

자립을 이룩하자는 것 등이었다.

또한 실천계획안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외국 우수 과학계몽영화의 전국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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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순회 상영, 과학기술문고 발간 및 전

국 학교 배포, 의식주 생활 과학화를 위

한 전국 주요 도시 주부 생활강좌 개최,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성취를 위한 과

학기술인 새마을기술봉사단의 결성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1972년 1

월 과학기술후원회에서 확대·개편된 한

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경제

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첩경

이자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으로서 전 국

민의 과학화 운동의 첨병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갔다. 무엇보다 재단은 전 국민

의 과학화 운동을 통해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우수한 과학기술자의 

양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 나갔다.

2.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의 개편

‘생활의 과학화’ 운동을 위한 전문 기구의 필요성

1970년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저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국민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 할 수 있었다. 당시 1960년대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여

전히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이 과학기술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고,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도 여전한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 

이는 정부가 농어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야심 차게 시작한 

새마을운동의 성과와도 직결된 문제였다. 초창기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지원에 힘입

어 외형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었지만 생활 속의 과학화 같은 내적인 측

면에서는 성과가 극히 미비했다. 정부가 농어촌에서 유행하는 세균성 전염병 감소를 

위해 귀가 후 손 씻기를 적극 홍보했음에도 그것조차 실천하는 농어민이 드물었다는 

사실은 그 단적인 예였다. 결국 새마을운동이 제대로 효과를 창출하려면 물자 지원과 

보급의 차원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생활 속의 과학화 운동

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생활 속의 과학화 운동을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갈 

기구를 설립하고자 했으며, 1971년 6월 과기처 장관으로 과학 대중화에 상당한 관심

을 갖고 있었던 최형섭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최형섭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

시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 국민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기술에 대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과 

연계해 진행된 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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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 없이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은 발전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힌 바 있을 정도

로 과학기술 대중화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다.

최형섭 장관은 취임 3개월 만인 9월 15일 과학기술처 직제 개편을 통해 진흥

국 내에 ‘과학기술풍토조성과’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풍토조성 사업을 적극 모색도록 

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이는 ‘지금까지 구축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토대로 현직 

과학기술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연구개발에 임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새롭고 유능

한 과학기술 후보자로 등장할 학생들을 인도하기 위해 학생들의 과학교육 및 과학 활

동을 지원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에게 대하여도 생활의 과학화를 통한 합리적인 생활

을 영위하도록 과학적 사고방식의 함양을 증진시킬 필요’에 의해 구상되었다.

최형섭 장관은 과학기술 진흥을 뒷받침할 사회풍토 조성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따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대신 대통령이 직접 설립한 기존의 

과학기술후원회를 확대·개편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구 운영의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후원회는 정부의 협의를 거쳐 1972년 1월 29일 한국과학기

술진흥재단으로 재탄생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전경련 회장이던 김용완 경방회장을 

제2대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업무에 착수했다.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의 출범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의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은 재단 활동에 새로운 전

기를 마련하기에 충분했다. 이미 재단은 명칭 변경 전인 ‘과학기술후원회’ 시절 국민 

대상의 생활 속 과학화 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컨대 과학 관련 도서의 출판·

보급과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운영, 과학자 순회강연, 주부들을 위한 생활 속의 과학강

좌 개최 등이 그러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했다. 무엇보다 얼마 되지 않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조차 넉넉하지 못

했으며, 기업체나 단체에서 기금을 지원받기도 쉽지 않았다. 이처럼 부족한 자금만으

로는 생활 속 과학화 운동 역시 힘에 부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 기관이 재출범한 것은 매우 큰 의미

를 갖는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보다 활발하게 과학 대중화를 위한 사업

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출범 직후 곧바로 기금 확충과 원활한 사업 수

행을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했다. 1972년 1월 29일 개편 당시 13명이었던 이사의 수

를 34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1972년 말에는 40명으로 늘어났다. 1972년 확대 개편

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1972
당시 이사 명단이 수록된 재단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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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개편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이사 명단

이사장：김용완

부이사장：김입삼, 성좌경

이사：구자경, 주창균, 최태섭, 이한환, 조중훈, 신현확, 정주영, 조홍제, 이병철, 

서갑호, 주요한, 김용주, 김창원, 안동혁, 김연규, 김동일, 현신규, 정낙은, 

최상업, 한만춘, 김창환, 김희철, 심승택, 안세희, 유지호, 이량, 김윤기, 

김연준

감사：윤태엽, 윤희수, 박익수

물론 이사의 대폭 확대가 곧바로 기금 확충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미 언급

했듯 기업의 기금 출연이 이미 상당 부분 이뤄진 까닭이었다. 이에 새로 구성된 이사

회는 관계 기관에 건의해 무역진흥기금 등에서 3억 원 정도를 재단 기금으로 출연하

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재단은 이와 함께 기존의 사무총장을 전무이사로 승격시키고 그 아래 기

획관리부, 총무부, 시약부, 진흥부 등을 두었다. 이 가운데 시약부는 1970년부터 재단

이 자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약비축공급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새롭게 신설한 

부서였다. 시약부에서는 총 8명의 직원이 시험연구용 시약을 비축해 시험연구기관과 

대학 등에 판매했다. 이를 위해 직원을 확충해 기존에 채 10명이 되지 않았던 직원 수

는 20명 가까이 증가했다. 

사업 확대와 사옥 이전

조직의 개편과 인원 확충을 마친 재단은 후원회부터 진행하던 기존 사업에 새

로운 사업을 추가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과학 대중화 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예컨대 외

국의 과학기술 전문가를 초청해 전국의 기업체를 순회하며 기술개발 강좌, 발명기술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기존의 국내 과

학기술자 중심 순회강연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TV, 라디오, 영화 등의 미디어를 

통해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는 일에 집

중했다.

재단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면서 정

부가 시행한 과학기술 정책 관련 사업들도 

담당하게 되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특허

권 및 연구결과 상용화를 위한 중개 업무

와 과학기술 풍토조성 사업을 위한 기초조

사, 청소년 과학 공작품의 전시 보급, 유공

과학기술자 지원 사업, 정밀공업 기술장학

금 운용 등이 그것이었다.

제2대 이사장 

고(故) 김용완 경방회장

Gerald.A.Soffen 박사

초청강연

과학기술자 지방강연

(온양중고, 삼화상고, 아산중고 등 8개교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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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 재출발한 후 기존 사무실만으로는 업무를 원

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김용완 이사장은 사옥 매입을 추진했다. 시약비축공급센

터를 운영하면서 고가의 시약을 비축해 놓을 창고가 필요했고 지속적으로 인원을 충

원하면서 비좁은 임대 사무실을 계속 사용할 수도 없었던 까닭이었다. 

하지만 기금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옥을 마련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재단은 은행에 예치한 기금으로 부동산을 취득

해 일부는 사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정기예금 

이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이자수익은 기대 이하였던 데 반해 마침 부동산은 활황이

어서 적당한 매물을 취득할 경우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중구 저동 2가 48-20번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빌

딩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지가 좁고 건물이 다소 낡기는 했지만 위치와 규모 면

에서 최적의 건물이었다. 무엇보다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이 편리했으며 

많은 이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실이나 기업체, 정부 기관, 단체, 

금융기관들이 인근에 있어 이사 간 회합을 갖기에도 편리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에 봉착했으니, 기금을 모두 동원해도 700여만 원이나 매

입자금이 부족한 것이었다. 몇 차례 회의 끝에 재단은 부족한 700여만 원에 대해 일

단 은행 융자를 받아 충당하고, 사옥 이전 후 이사회에서 각출해 보전키로 했다. 결국 

재단은 마침내 중부경찰서 맞은편 쌍용빌딩 뒤쪽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해 개보수를 

마친 뒤 이전할 수 있었다.

재단은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5~6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1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를 주었다. 시약비축공급센터 창고는 지하에 마련했는데, 이전에 사용하던 창고

보다 넓고 쾌적해 직원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시약부는 사옥과 창고 이전을 계기로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취급 품목이 거의 3,000여 종에 이르렀다. 

3.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의 추진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에 관한 정부 방침

1973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 

대중화 사업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국무

위원과 여당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장 2시간 17분 동안 이어진 회견에서 박 대통령

이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주창한 것이었다. 1960년대에 이룩한 경제 성장과 공업화

의 기반 위에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전 분야에 걸쳐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모든 국

민이 과학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내용 중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주창한 부분의 일부를 보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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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학공업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의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제창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모

두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력이 급

속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없이는 우리는 절대 선진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80년대에 가서 우리가 100억 달러 수출, ‘중화학공업’의 육성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범국민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총력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아동에서부터 대학생, 사회 성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기술

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국력이 빨리 신장하는 것입니다. 80년대 초에 우리가 

100억 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체 수출상품 중에서 중화학제품이 50%를 훨

씬 더 넘게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부터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이 분야의 제품 수출을 강화하려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중략)

“77년엔 농어촌에 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100%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이 

서고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 늘어나면 국민들 모두가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모두 기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직업교

육을 앞으로는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

습니다.”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내용 일부 

박정희 대통령은 ‘합리’, ‘능률’, ‘창조’를 기본정신으로 한 전 국민의 과학화 운

동에 대해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국민의 사고와 생활 습성을 과학화

하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며 과학지식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줄 아는 과학적 생활풍토

를 조성한다. 둘째, 국민 각자가 한 가지 기술이나 기능을 익혀 국가개발에 기여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도모하는 기술과 기능의 습득을 촉진한다. 셋째,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계층별 대상과 목표, 수단을 설정하고 범부처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간다’는 내용이 그것이었다.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 선포는 과학기술 확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과학기술을 익혀 경제 개발에 참여

하라는 동원령을 내린 것이기도 했다. 과학기술의 대중화가 국가 산업기술을 짊어질 

인력 양성의 핵심 요인이며 결과적으로 국가 산업발전의 성패를 결정할 중요한 기반

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국민 모두가 과학에 대한 이해와 결과를 활용하고 일상에 유

용하게 활용할 줄 아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때 과학기술자와 기술자, 기능인 등이 우대

받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과학기술부는 일상생활의 불합리한 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전 국민의 과학화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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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몰아내고 국민의 사고와 생활 습성

을 과학화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처는 국민 개

개인이 국가에 기여하고 자신의 삶을 향

상시키도록 한 가지 이상 기술과 기능의 

습득을 촉진시켜 나가는 데도 힘을 쏟았

다.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공업화의 과

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장 기술에 적

응력이 높은 기술자와 기능인의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성공을 위

해 철강·화학·기계·조선·전자 등 중화학

공업 분야의 기능인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과학화 운동의 또 하나의 방향은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에 있었다. 당

시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산업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지만, 공업화의 근간

이 되는 대단위 플랜트 건설과 기계설계 분야의 대부분은 기술 장벽이 높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국내 경제가 고도성장과 경제 규모의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수요와 팽창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했기에 기술 자립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과학기술이 단기간에 습득하기 힘들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

는 기술의 궁극적인 자립을 위해 자체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공업화의 선결 요건인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갔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일시적인 행사나 특정 과학기술

자와 교육자 등 특정 계층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로 삼았다는 점 또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

과학기술진흥재단, 국립과학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

해 나갔다.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 참여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정부로부터 과학적 생활풍토 조성사업을 위한 과학지

식 보급운동을 일임받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가 전개한 새마을기술봉사단 활동과 연계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과학화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임무에도 참여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전국 초·중등학

교의 자연관찰원 설치, 초등학교의 과학 활동 강화사업의 지원까지 병행했다.

먼저 재단은 과학적 생활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에 참가해 그 중요

1977. 03. 16
산업의 국제화와 기술혁신에 관한 심포지엄

1977. 03. 16
산업의 국제화와 기술혁신에 관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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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널리 알려 나갔다. 특히 1973년 3월 

전주공설체육관에서 열린 ‘전 국민의 과

학화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는 과

학화 방법론을 놓고 열띤 토론을 전개했

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내 교육계가 

한자리에 모여 과학화를 위한 토의를 벌

인 이 대회는 전 국민에게 과학기술에 대

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과학교

육 개선책을 제시해 과학화 운동에 새로

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후 재단은 효율적인 목표 달성

을 위해 사업내용을 다양화했다. 기존 과

학필름 라이브러리를 확충해 과학필름도

서관을 설치하고, 해외 우량과학영화 50편을 번역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대여

했다. 과학문고 발간 및 보급도 발간 부수를 크게 늘렸다.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적

극 활용한 과학지식 보급사업도 확대했다. 신문이나 방송에 고정 칼럼이나 프로그램

을 만들어 과학기술해설과 기능지도, 생활의 과학화 현상모집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계몽 보급을 위해 주부생활과학강좌를 장기간 개

최하기도 했다. 

또한 재단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심화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자의 지방 순

방강연과 학생과학 콘테스트, 소형과학영화 콘테스트 등의 사업도 연이어 펼쳐나갔

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중·고등학교 과학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했

다.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과 자료를 일반 및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월간 <과학시대>

를 펴내고, 1976년부터는 초등학생용 그림과학문고를, 1977년에는 중학생을 위한 과

학단지 견학과 과학강좌 개최 등의 사업을 추가해 나갔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기 시작했다. 정부의 강력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

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졌다. 과학자나 기

술자, 기능인을 천시하던 풍조도 수그러들었으며, 이공계 기피 현상도 사라져 공과대

학뿐 아니라 공업고등학교도 높은 인기를 누렸다. 

물론 재단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펼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

도 했다. 무엇보다 예산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사옥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시약

사업 수익만으로는 관리비나 인건비 등 재단 운영자금을 충당하기도 벅찼다. 정부의 

지원금 예산 역시 항상 전년도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

어지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할 수밖에 없었

다. 더구나 정부가 일임한 과학적 생활풍토 조성사업은 초기에 예산을 너무 적게 책

정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 예컨대 과학문고 발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1970년대 우리 정부는 경공업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환하여 수출산업에 

주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과학기술 풍토조성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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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1972년부터 1978년까지 모두 25종 16만여 부를 펴냈는데, 종별 발간 부수를 

6,000부로 제한해 전국 초등학교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제작비는 갈수록 증

가해 매년 발행 부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재단 사업은 실적을 계량적으로 직접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간접적인 성과 역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평가는 낮게 매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계량적인 실적 위주로 성과를 평가

해 재단과 정책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가 상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한 재단의 활동은 

그래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당시의 활동들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에 기여한 성과와 

더불어 재단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새마을기술봉사단의 지원 활동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정부가 과총과 함께 추진한 새마을기술봉사단을 지

원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과학화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다수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농어촌의 과학적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변변한 과

학관이나 문화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고, 농지 정리나 진입로 확장, 주택개량 사업도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었다. 전 국민의 과학화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에서 관련 사업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에 정부는 1972년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새마을운동을 지원하되 특히 농어촌의 근대화를 통한 소득증대 운동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마을기술봉사단을 창설했다. 당시 과총 산하에는 140여 

개의 학술단체가 있었는데, 이들 학술 단체는 전·현직 교수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들 중에서 정년퇴임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새마을기술봉사단을 결

성하여 소득증대사업을 매개로 과학기술 확산을 꾀한 것이었다.

새마을기술봉사단은 기대 이상의 활동을 보이며 농수산·공학·보건위생·종합·

새마을공장·자연보호 등 6개 분과를 필두로 자신들의 기술을 농어촌 현장에 적용해 

나갔다. 봉사단은 겨우 차비 정도의 경비만 받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했다. 초기 서울지역 교수들로만 구성되었던 봉사단이 1974년에는 지방까지 확

산되었다. 이후 봉사단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수천 명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새

마을기술봉사단은 단원들이 자진해 연고가 있는 마을과 결연을 맺고 기술지원을 하

는 ‘1마을 1과학자’ 기술 결연지도를 실시해 첫해인 1975년도에 140개 마을로 출발해 

1978년에는 300여 개 마을로 확대되었다.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새마을기술봉사단과 함께 농어촌을 찾아가 평소 농

어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과학영화를 상영하거나 생활 속에서 과학화를 실천할 수 있

도록 강연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하였다. 나아가 농어촌 학생들이나 청소년을 위

해 과학실험을 지도하거나 과학문고를 배포, 전국적으로 과학기술과 과학의 생활화

를 확산시켜 나갔다.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의 

과학실험실습 현장지도

새마을기술봉사단

1972년 4월 제5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를 계기로 출범한 

새마을기술봉사단은 ‘1마을 1과학자 기술 결연사업’을 주축으로 

새마을현장에 뛰어들었다. 자연계 교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봉사단은 새마을사업 중 필수적인 전문기술을 지도·

보급하였으며, 주민교육을 통해 농어민의 의식구조 

변화에도 큰 공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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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73년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에게 농어촌용 새마을기술교본을 발간한 이

래 기술 편람을 포함해 각종 기술 자료 13만 부와 기술지도 슬라이드를 제작 배포했

다. 이외에도 각 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작물 또는 축산, 과수, 수산증식 등의 

사업을 선정해 새로운 기술과 운영방법을 중점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시범 단지의 조

성, 과학 영농을 통한 소득증대를 꾀하고 이러한 성과를 점진적으로 널리 보급할 목적

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전국 단위 과학기술전시 지원 통한 저변 확대

정부는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과학교육 강화를 위해 국립

과학관 상설전시실을 확충하고, 초등학교 아동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원리와 응용 과정을 관람시키는 활동을 병행했다. 증가하는 관람객과 중화학공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산업전시관 등을 건립했으며 지방의 학생과학관과 연계해 

다양한 과학전람회를 열었다. 또한 과학전람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

지 않았다.

재단은 과학기술전시 활동을 지원하며 과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앞장섰다. 과학기술전시 활동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자연과학의 이론과 과

학기술의 발달사, 과학기기의 실물 또는 모형 등을 전시하는 형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단순한 전시에서 벗어나 관람자들이 직접 전시물을 작동하거나 만들어보며 이론은 물

론 기술적 응용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회는 주로 국립과학관을 통해 열었는데, 과학관의 상설전시실은 물론 과

학공작실·영사실·강당 등을 1년 내내 대여해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

으로 과학작품 전시와 과학영화 상영 등을 제공하였다. 상설전시실에는 전자전기실·

우주항공실을 비롯해 물성실·에너지실·원자력실·기계실·화학실·기상실·지질광물

실·해양실·인체실·동식물실·곤충실 등 다양한 전시실을 갖추었으며 관람과 동시에 

직접 작동할 수 있는 동적 전시물을 다수 마련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과학기술전시는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켜 과학기술의 보급과 생

활의 과학화 실천에 기여했다. 나아가 국민에 대한 과학교육 진흥과 과학 인구의 저변확

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창의력과 창작의욕을 고조시키

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시회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단은 이·공학 

산업기술과 자연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연구를 실시

하기도 했다.

재단의 노력에 힘입어 국립과학관을 찾는 인파도 크게 증가했다. 1970년대 초

만 해도 월평균 1만 명을 넘지 않던 관람객들은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2만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과학영화관을 찾는 초·중·고교생들 역시 월평균 8,000여 명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재단은 국민의 창의력과 창작의욕 고취, 나아가 잠

재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과학기술작품 공모전도 함께 열었다. 전국 시도에서 예선을 거

1970년대 

국립과학관 전경

1977. 06.15
과학기술 풍토조성을 위한 과학관 역할 세미나

새마을기술교본

1970~80년대 당시 건설부가 발간한 책자로 소교량, 

간이급수시설, 다목적 저장실, 배수시설 등 농촌의 

새마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설계도와 시공요령, 

소요 재료에 관한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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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출품된 수백여 전시품 중 매년 9편의 특상을 비롯해 수십 편의 우수상을 선정했다. 선

정된 전시품은 국립과학관 상설전시장에서 전시를 마친 후 전국을 순회하며 전시했다.

한편 문교부는 과학교육진흥책의 일환으로 각 시도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전

국의 시도에 학생과학관 건립을 추진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경북·충남·전남·부산 

등에 학생과학관이 들어섰다. 학생과학관 건립 사업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 크고 작은 학생과학관이 건립되었다.

재단은 학생과학관 준공과 함께 국립과학관과 연계해 전시품 상호교환 전시, 

경기 국전의 지방순회 전시, 시도 학생과학전 등을 전국 시도에서 개최했다. 또한 전

시회와 함께 과학영화 상영과 과학공작경연대회 등을 열었고 과학도서와 실험기재를 

활용해 지방 주민들의 과학화를 추진했다. 학생과학관은 이후 전시회와 과학실험, 과

학강좌 등이 열리는 각 지역의 종합 과학센터로 자리매김했다.

과학기술문고 발간 확대와 주부강좌의 실시

또한 재단은 1971년부터 시작한 과학서적 출판·배포 사업도 확대해 나갔다. 주

요 대상을 학생들로 설정하고, <위대한 지혜>, <의문의 세계>, <가상의 세계> 등 우수

한 과학기술문고를 매년 6,000여 부 내외 규모로 발간해 전국 5,000여 초·중·고교 과

학 독서회에 보급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민소득 정도를 감안했을 때 생

업에 바쁜 어른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

키고 교육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과학기

술진흥재단의 이름으로 1970년대 말까지 발간한 과학문고는 다음과 같다.

1970년대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발간 과학도서 목록

재단은 가정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주부가 일상생활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

도와 의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전 국민의 과학화를 기하는 첩경이라는 판단 아

래 1973년부터 한국일보사와 함께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를 순회하며 주부생활과

학강좌를 개최했다. 프로그램은 의식주, 보건위생, 가정의례준칙 등에 관한 교양강좌

연도 문고 명 권  수 발행 부수

1972 위대한 지혜 4권 5,000부

1973 의문의 세계 4권 8,000부

1974
가사의 세계 2권 9,000부

내일을 연다 2권 9,000부

1975
진기한 세계 2권 5,000부

바다 1권 6,500부

1976
끝없는 집념 4권 8,000부

지구 1권 7,000부

1977 별 1권 7,000부

1978
동물 1권 200부

식물 1권 200부

국립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자 과학강좌

1970년대 발간된 

학생 과학문고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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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구단지 견학으로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과학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근검절약과 

합리적인 소비 절약을 유도했다. 주부생활과학강좌는 1977년까지 89회를 개최해 6만

여 명이 수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재단은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책자 <생

활의 지혜>를 발간해 각종 여성단체를 통해 보급하기도 했다. 

순회강연과 콘테스트의 개최

재단은 저명한 과학자 167명을 초빙, 모교 및 연고지별로 순회강연반을 편성해 

전국의 266개 중·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강연 사업을 펼쳐나갔다. 우수한 

국내 과학자와 각 분야 전문가의 지방 순회 강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유명 과학기술자

들이 자신의 체험이나 과학자가 된 동기, 나아가 과학자의 사명과 비전 등을 들려줌으

로써 청소년들이 장차 과학기술자를 희망 직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일반 대중에게는 생활의 과학화를 독려하고 조속한 실현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재단은 전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창의적 열의를 고취시키기 위해 소형

과학영화 콘테스트와 학생과학 콘테스트 등 다양한 과학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먼저 한국일보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소형과학영화 콘테스트는 전국의 약 10만

여 아마추어 소형영화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촬영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로 한정해 영화

를 응모한 행사였다. 이는 동호인들이 자연현상 관찰과 생활의 과학적 개선 등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해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외국산 일변도였던 과학필

름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단의 의도는 적중해 전국적으로 국산과학

영화 제작 붐이 일어나 많은 작품이 모였다. 이 가운데 우수 작품은 과학필름 라이브러

리 사업을 통해 전국 학교에서 상영하는 등 과학교육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학 콘테스트를 개최해 과학

에 대한 청소년들의 흥미와 학구열을 불러일으켰다. 콘테스트는 재단이 물리·화학·

지학·생활과학 전반에 걸친 문제를 신문에 출제하고 학생들이 해답을 응모하는 방식

으로 매월 개최했다.

또한 재단은 전국에서 선정한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와 사진만으로 

보고 듣던 과학기술 시설 및 연구단지 등

을 직접 견학하고 교양 강좌를 듣는 1박 2

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를 통

해 과학기술의 발전상과 중요성을 인식

시켜 과학적 흥미를 높이는 것이 주목적

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977년에는 

640명이 견학했으며 이후 학생들의 숫자

는 계속 증가했다.

1975. 10. 16
제35회 주부를 위한 생활과학강좌

과학단지 

견학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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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사업과 해외 기술 교류

한편 재단은 전 국민의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과학기술 기

능교육을 강화해 나갔다. 그 일환으로 초·중등학교에 어린이 기능장제도를 창설하고, 

전국 초·중·고교 22개교를 과학시범학교로 선정해 산학협동을 제도화했다. 또한 각 

학교의 과학교육도 이론 중심에서 탈피해 실기 위주로 실시했으며 실업교육 진흥과 

공과대학의 지역 특성화 등 과학교육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했다.

문교부 산학협동재단과 무역협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장학금 제도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범위는 공과대와 공업고교, 공업전문학

교 학생 수천 명에 이르렀다. 규모 역시 공업고교 학생들의 경우 당시 공무원들의 월

급 수준인 분기별 2만 5,000원 정도였으며, 전문대 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학비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제도는 학생들이 기능 연마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한 우수한 설계 전문가와 개발 연구자, 그

리고 정밀가공사와 정밀측정사 등을 양성하는 초석이 되었다.

재단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선진국과의 기술교류와 협력을 

1970년대 들어 더욱 강화하며 외국과 기술을 교류하고 협력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했

다. 특히 국제 교류는 중화학공업 분야에 있어 선진국에서 기술지원을 받는 것과 더불

어 후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병행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에만 동남아·아프리카·남미 등 57개국에서 1,000여 명

의 기술연수생을 무료로 초청해 훈련했으며, 모로코·에티오피아 등지에 전문기술자

를 파견해 기술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순수 국산 기술과 자금으

로 아프리카에 도자기공장을 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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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991

1980년대 들어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망에 따라 차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과학기술 풍토조성 사업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문화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재단은 과학차(Science Car) 운영, 전국학생 과학책읽기 운동,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개최, 우수과학어린이표창대회 개최 등 기존의 사업 이외에도 

청소년의 과학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CHAPTER. 03  과학기술 풍토조성의 확대 노력 075

2000년대를 향한 

과학 대중화사업 전개를 위한 협의조찬회

석유파동

석유파동은 OAPEC(아랍석유수출국기구)와 OPEC

(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가격 인상과 원유생산 제한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야기된 경제적 혼란을 말한다. 

총 2차에 걸쳐 진행된 석유파동은 중화학공업에 집중하고 

있던 국내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1. 첨단과학 발전을 준비한 1980년대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대외 환경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중복 투자에 의한 독과점, 수출만큼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적 문

제점 등 몇 가지 후유증이 뒤따랐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 발생과 함께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수출 부진이 심화되어 한국 경제는 무역 적자, 외

채 증가, 고물가라는 ‘3중고’에 시달리며 198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전 세계 선진국들로 하여금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체제에 돌입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과학기술의 발전에 두고 국

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투입했으며, 이렇게 개발한 과학기술은 철저히 

보호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학기술 진흥에 국

가적인 명운을 걸고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전 세계 과학기술의 화두는 단연 첨단기술의 개발이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시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첨단기술의 개발에 동참해 기술

집약적 산업구조로 옮겨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처럼 첨단기술의 부상과 선진국의 견제라는 시대적 배경 위에서 자주적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과학기술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정부나 연구소, 대학, 산업계의 힘만으로 발

전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었다. 국민 생활 측면에서도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범국민적 생활 습관이 정착되어야 했다. 비과학적이며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

거하는 대신, 보다 생산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전개해 온 과학화 운동을 새 시대에 부응하

는 국민운동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

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해 어

릴 때부터 지능을 개발하고 자질을 높이

며 탐구의욕을 고취시켜 미래 과학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국내외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될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차세대 과학기술인력

을 양성하는 것이 정책적 이슈로 부상했

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중요성 인식

하지만 1980년대에는 과학화 운

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데는 여

러 가지 장애 요인도 존재했다. 먼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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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조사 발표

(한국물리학회 하계학술 발표대회)

1989. 09. 23
대학생 특별연수 포스터

학화 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무엇보다 대국민 계도를 위한 풍토 조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 단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을 전개하

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이었다. 하지만 당시 지방행정기관에는 과학화 운

동을 전담할 기구나 조직이 없어 결국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

했다. 정책의 확산 노력은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간접 홍보에만 국한되었고, 이는 과

학의 생활화를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과학기술교육 분야의 투자가 부진한 것도 문제였다. 당시 과학교육을 전담하

고 있던 문교부는, ‘과학교육국’을 ‘과학교육과’로 격하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는데, 산업을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과학기술교육을 위한 체

제와 투자를 축소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능

률적이며 창의적인 과학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민간주도 과학화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했으며, 국민 과학화 운동의 유일한 민간기구인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의 활동에 주

목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

민 생활의 과학화에 앞장섰다. 특히 재단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차세대 과학기술인

력 양성을 목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문화활동에 적극 힘을 기울였다. 예

컨대 첨단과학기술을 소개하는 과학도서 시리즈 발간, ‘전국학생 과학책읽기 운동’의 

전개,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개최, 과학차(Science Car) 운영 등 기존 사업 이외에 

청소년의 과학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대거 발굴해 추진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대

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기존의 과학기술 풍토조성 사업 역시 꾸준히 전국적으

로 확산시켜 나갔다.

물론 자금이 부족하고 정부 지원 또한 극히 미약해 재단의 활동에는 많은 제약

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재단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2. 과학회관 준공과 조직 개편

과학기술 풍토조성을 전담하고 있는 유일한 민간기구인 한국과학기술진흥재

단은 사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또한 이와 함께 기존에 재단이 입주해 있던 중구 사옥에서 

신사옥으로 이전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기존의 중구 사옥은 직원들이 늘어남에 따

라 사무실이 협소해졌을 뿐 아니라 처음 입주했던 1970년대와 달리 교통량이 크게 늘

고 인근 을지로에서 지하철 2호선 설치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통이 매우 불편한 까닭이

었다. 이외에도 1980년대 들어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연구소 외에 기업체 부설 연구

소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약을 독점 공급하는 재단의 시약사업 역시 크게 활성화되었

는데, 이에 따라 보다 넓은 물류창고가 필요했다. 시약 배송 차량과 1982년 이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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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학차의 주차 공간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재단은 기존 사옥을 매

각하고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하기로 결정

한 후 1981년 강남구 대치동에 약 628㎡

(190평)의 부지를 마련해 신사옥을 건설

했다. 대치동 신사옥 부지 매입은 1979년

부터 1980년까지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정주영 이사장의 제안

으로 이뤄졌다. 당시는 강남지역이 막 개

발을 시작하던 시절로 부지 매입가가 매

우 낮아, 기존 사옥 매각 자금에 출연금

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 보다 현대적인 신

사옥을 준공할 수 있었다.

신사옥은 인근 지역에 건물도 별로 없고 편의시설도 부족하며 직원들의 출퇴

근 교통 상황도 다소 불편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철저한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만큼 미래 투자가치가 높고 기존 사옥보다 넓고 쾌적한 사무공간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넓은 시약 창고와 주차 공간은 직원들의 환영

을 받았다.

지하 1층, 지상 3.5층에 지상 주차장을 제외하고 연면적 1,369㎡(414평) 규모

로 완공된 신사옥은 과학기술진흥회관으로 명명했다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운영하는 한국과학기술진흥회관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다시 과학회관으로 변경했다. 

신사옥의 지하 공간은 주차장과 시약창고로 사용했으며, 시약 사업을 중단한 이후부

터는 서류 창고로 활용했다. 사옥은 1992년 증축 공사를 통해 약 628㎡(190평)를 늘

려 총 1,983㎡(650평)로 늘어났다.

1982년 사옥 이전을 완료한 재단은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세분해 새

롭게 개편했다. 전무이사 직속으로 기획관리과와 경리과를 두어 신규 사업계획 수립

과 인사·노무·회계 등 재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과 전무이사 아래 이사 대

우 부장을 두고 다시 부장 아래엔 진흥부와 시약센터부를 두어 사업 추진에 전념토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재단의 관리 기능과 사업추진 기능을 자연스럽게 이원화시켜 운

영을 보다 원활케 하려는 의도였다. 진흥부는 다시 개발과와 조사출판과로 세분화되

었고, 시약센터부 역시 업무과와 자재과로 나뉘어 전문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

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사옥 준공과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역량을 재충전한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과학화 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했다. 재단은 기존에 추진한 과학화 운동에서 전반적

인 형식과 방법론을 유지하면서도 그 대상과 내용 면에서 크게 차별화해 새로운 시대

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다.

1980년대

정기이사회

전무이사

부장(이사대우)

진홍부

기획

관리과
개발과 업무과경리과

조사

출판과
자재과

시약센터부

1982년 확대 개편한 당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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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과학화 운동의 확대

과학차의 운영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

기술문화 활동을 크게 강화했다. 이미 언급했거니와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빠른 속

도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세대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정책 이슈

로 부상한 영향이 컸다. 

실제로 정부는 1983년부터 전국에 과학고를 설립하기 시작했으며 1985년에는 

한국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런데 과학고와 한국과학기술대학이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성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높

은 관심이 필요했다. 따라서 정부는 두 학교의 설립을 전후해 재단을 통해 청소년 대

상으로 과학기술문화활동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재단은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 가운데 재단에서 전개한 청소년 대상 과학화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과학기술을 접

할 기회가 거의 없는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에 거주하는 초·중·고학생들에 대한 과학계

몽 활동이었다. 대도시 중심으로 국립과학관이나 학생과학관 등이 건설되는 것과 달리 

산간마을과 도서지방에는 변변한 과학실험 시설조차 없었다.

이에 재단은 1981년 6월 진흥부 개발과를 주관 부서로 일본 정부가 기증한 과

학차로 산간벽지를 순회하면서 과학계몽활동을 펼쳐 나갔다. 컬러 TV와 VTR 장비, 

천체망원경과 현미경, 각종 과학상자와 실험도구, 300여 종의 시약 등 다양한 과학실

험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과학차는 움직이는 과학교실이라 할 수 있었다. 

과학차는 읍이나 면 단위 초등학생들과 지역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순회계몽활

동을 펼쳤는데, 현미경을 통한 세포관찰이나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별자리 관측, 각종 

실험기구와 시약을 통한 과학실험, 과학 

상자를 이용한 공작 지도, 과학영화 상영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었다. 과학차는 1년 

중 절반 이상을 지방에 머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학생은 물론 지역 인사

가 직접 나서 과학차를 보내달라고 요청

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이처럼 과학차 운영이 큰 인기를 

끌고 이를 통한 청소년과 지역민에 대한 

과학계몽 효과가 높아짐에 따라 재단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확

대했으며, 그 결과 1980년대 후반에는 총 

4대의 과학차를 운영할 수 있었다. 또한 

1980년대 

과학차의 모습

VTR(Video Tape Recorder)

VTR은 본래 미국의 Ampex사가 1956년에 발표한 장치의 

상품명이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테이프를 기반으로 한 

녹화 재생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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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차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인원을 충원하기도 했다.

과학차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3~4명이 탑승했고, 한 번 출장에 특정 지역을 순

회하며 학생들을 교육했다. 하루 전 대상 학교에 방문해 각종 장비와 실험기구를 준비

해 놓은 후 이튿날 오전 교육을 실시하고 오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주중 

내내 지방을 돌아다닌 것이었다. 숙박을 위해서는 여관이나 여인숙을 이용했으며, 편

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학교 사택이나 기숙사, 교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학생들이 많을 경우 보통 5~6개 정도로 반을 나눠 다양한 과학실험을 골고루 

체험하도록 했는데, 3~4명의 직원만으로는 손이 모자라 교사들에게 먼저 방법을 알

려준 후 함께 진행하는 형식을 취했다.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실험 실습과 공작반을 

지도하고 교사들은 과학상자나 키트 조립 등을 가르치는 식이었다.

당시 과학차는 생방송이 가능한 방송 및 녹화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는 

과학실습과 과학계몽활동을 녹화해 부족한 점을 모니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였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실험하는 모습이 TV 모니터를 통해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

기도 했다. 

1980년대 도서지방에는 포장된 길이 많지 않아 과학차 순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좁은 길을 달리다가 논두렁에 버스가 빠지거나 덜컹거리는 길을 오래 

달려 실험 장비가 망가지기도 했다. 도로 사정상 버스를 진입시킬 수 없어 차를 마을

에 세워둔 채 장비를 직접 옮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과학차 순회 활동은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다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

인 과학차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 등 필요 지역에 과학차를 기증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의 개최

1980년대에 이르러 재단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과학탐구대회를 개최

하기 시작했다. 과학탐구대회와 같은 경진 활동은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과

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인 현장 

교육이었다. 또한 청소년 대상의 과학탐구대회는 학부모에게도 과학기술에 대한 관

심을 불러일으켜 전 국민 과학기술 풍토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단은 1983년 7월 청소년과학경진대회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과학기술처가 주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대회 개최를 확정지었다. 이어 같은 해 11

월 첫 번째 청소년과학탐구대회로 모형항공기경진대회를 경기고등학교에서 시범적

으로 실시하며 행사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타진하기로 했다.

모형항공기경진대회에 대한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많은 학생이 참가 신청

을 했고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이에 힘입어 재단은 이듬해인 1984년 5

월 모형자동차경진대회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개최하고, 이어 11월까지 모형항공기

공작경진대회와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를 항공대학교에서 연이어 개최했다.

이 가운데 모형항공기공작경진대회와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에 대한 청소년과 

당시 과학차 

내부

1984. 04. 10
과학차 순회계몽 시 서산 남면국민학교 과학실험실습 지도

1985. 10. 16
과학차 순회계몽 시 성주군 벽진국민학교 야간영화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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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가히 폭발적

이었다. 실제로 모형항공기경진대회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40만 명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지방 예선대회를 거쳐 항

공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결선대회에는 

모형항공기 부문에 90명이 출전해 54명

이 수상했다.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 역

시 전국 초등학교 학생 10만 명이 참가하

는 열기를 보여 70명이 결선에 참가해 21

명이 상을 받았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고무되어 

1984년 12월에 열린 장학사 심포지엄에서

는 과학기술진흥방안의 하나로 각종 경진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1985년부터는 정부 예산을 반영해 체

계적으로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후 매년 열리는 장학사 심포

지엄에서 청소년과학경진대회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회를 개선해 나갔다.

해를 거듭할수록 종류도 다양해지고 내용도 충실해진 청소년과학경진대회는 

1980년대 말 총 9개 종목에 달했다. 재단은 이외에도 타 기관에서 주관한 각종 경진

대회를 후원하며 청소년들의 과학화 운동에 최선을 다했다. 

한편 1983년부터 1990년 초반까지 개최하고 지원한 경진대회의 종류는 다음

과 같다.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주관)

- 전국학생모형항공기경진대회 : 초·중·고생

-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 : 초·중·고생

- 라디오조립경진대회 : 초·중·고생

- 모형자동차경진대회 : 중·고교생

- 과학상상그림그리기대회 : 초·중·고생

- 미래과학글짓기대회 : 초등학생

- 학생과학실험경연대회 : 초·중학생

- 산수/수학경시대회 : 초·중·고생

- 과학책독후감발표대회 : 중·고교생

타 단체 경진대회 지원

- 전국퍼스널컴퓨터경진대회 :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

초·중·고·대학생 및 교사

- 우주과학강연회 : 한국아마추어천문협회 / 초·중·고생

1984. 05. 07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제1회 모형자동차경진대회

1985. 11. 24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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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모형항공기대회 : 공군본부 /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

- 발명작문, 만화현상모집대회 : 한국발명특허협회 / 초·중·고생

- 서울퍼스널컴퓨터경진대회 : 서울시 교육위원회 / 초·중·고생 및 교사

- 무선조정항공기대회 : 한국모형항공협회 / 초·중·고생 및 일반

- 어린이산수경시대회 : 어린이회관 / 초등학교 6학년생

- 전국과학전람회 : 국립과학관 / 초·중·고생 및 교사, 일반

- 어린이과학실험대회 : 어린이회관 / 초등학교 6학년생

우수과학어린이표창대회와 기존 사업의 확대

재단은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우수과학기술자 양성을 지원하는 차

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래 과학자로서의 꿈과 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해 ‘우수

과학어린이표창제도’를 신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1명씩 선발해 포상하는 방침

을 수립했다. 하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일단 대상을 초등학교로 한정하고 1980년 전국 

초등학교 6학년에게 우수과학어린이표창을 실시했다. 하지만 우수과학어린이표창을 

초등학교에 국한할 경우 청소년 과학화 운동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전개에도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그 효과에도 많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재단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결국 중·고등학교에까지 시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아울러 재단은 기존 사업을 확대해 청소년 과학화 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도 했다. 먼저 과학도서 발간 사업의 경우 첨단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잇달아 

출간하며 청소년들의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국학생 과학책읽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외에

도 1980년대 중반에는 전국의 과학교육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청

소년 과학화 운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데 주력했다. 고도과학기술사회 실현과 청

소년과학화사업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새로운 

비전을 모색했다.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초·중·

고 과학교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연구논문을 현상 모집, 새로운 차원

의 청소년 과학 사업을 추진하는 밑거름으로 삼기도 했다.

과학언론 활성화 사업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과 이를 위해 재단을 중심

으로 펼친 다양한 노력의 결과, 1980년대에 이르러 마침내 민간단체에서 교양 과학 

도서를 보급하고, 대중 과학잡지가 창간되고, 과학기자클럽이 결성되는 등 과학언론

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예컨대 전파과학사에 이어 범양사가 1978년에 출판부를 설립

한 후 〈신(新) 과학총서〉를 비롯한 과학도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또한 1985년에는 

일본의 <뉴턴>을 번역·가공한 <월간 과학, 뉴턴>이, 1986년에는 한국 대중과학잡지

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과학동아>가 창간되었다. 아울러 1984년에는 신문, 방송 

등에서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한국과학기자클럽을 결성했다. 

우수과학어린이표창대회 

시상식

제3회 전국학생 

과학책읽기 운동 시상식

제13회 전국 과학교육담당 장학사세미나 및 

제1회 과학교육진흥연구 논문 당선작 시상식

신(新) 과학총서

범양출판사에서 번역 출간한 서적으로 1979년 

신과학총서 제1권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이래 

2002년까지 60권의 시리즈물로 제작되어 과학문화 

대중화여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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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학언론의 저변이 확대되

자 재단은 1985년부터 과학언론을 체계적

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과학언론 활성

화 사업을 펼쳐 나갔다. 구체적인 사업 활

동으로는 과학언론사의 출판의욕을 고취

하고 나아가 초·중·고·대학생들의 과학

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과학도서와 

과학잡지를 대량으로 구매해 전국 초·중·

고·대학교에 무상으로 배포했다. 재단에

서 구입·배포한 주요 과학잡지로는 초등

학생을 위한 <학생과학>과 <과학교육>, 

중·고등학생을 위한 <과학동아>와 <월

간과학>,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사이언

스>와 <주간과학> 등이 있었다. 또한 과학언론인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워크

숍이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해외에서 열리는 과학언론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후원하기도 했다.

과학기술 풍토조성을 위한 사업 진행

1980년대 재단의 주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는 기존에 해오던 자체사업을 유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먼저 과학기술후원회를 설립한 직후부터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공을 세운 유공자와 원로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지속해 온 유공 원로 과학자 보훈

금 지급사업은 해를 거듭하면서 대상자를 늘리고 보훈금도 늘여 나갔다. 1982년 재

단 이사장으로 다시 선임된 병리학계의 원로 윤일선 박사를 비롯해 총 10명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던 보훈금은 1987년 총 

16명 매월 2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

나 이후 지원 대상이었던 원로 과학자들

이 타계하면서 대상자는 1992년 12명으

로 줄어들었다. 

재단이 자체사업의 하나로 지속해

오던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운영도 계속 

발전했다. 해외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자체에서 제작해 보급 편수

를 크게 확충했는데, 1970년대 100여 편

에 불과하던 편수가 1980년대 중반에는 

300여 편에 이르렀다. 이렇게 확보한 과

학영화는 각급 학교나 일반 기업체에 대

여하거나 출장 상영을 통해 보급했다. 과

벽지학교 

과학책 보내기 운동

과학과 출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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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영화 상영은 과학차 운영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도 했다.

1970년대에 실시했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생활과학강좌는 1983년부터 시민

과학강좌로 확대·개편되었고, 일반 국민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민 생활 과학화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을 병행해 전개하기도 했다.

한편 재단은 1990년 자체 사업으로 수행해오던 시약사업을 철회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와 함께 개방 정책이 펼쳐지면서 일반 수입업체와 비교해 경쟁

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수입업체의 경우 대규모로 시약을 도입하고 희귀한 

시약까지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까지 확보하는 데 비해 예산 범위 안에서 규정에 따

라 전개하는 재단의 시약사업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시약사업은 중단

했지만, 이를 통해 재단은 과학기술 국민이해 증진에 온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

1983. 09. 09
시민과학강좌

전국 우수과학교사 

산업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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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장기근속자 인터뷰

KOFAC의 

산 역사를
말하다

옛것을 제대로 알고서야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뜻처럼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올해로 23년차,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살아있는 역사라 할 수 있는 진병두 

팀장을 만나 재단의 역사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연수운영팀

진병두 팀장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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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병두 팀장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연수운영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진병두라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었던 1995년, 

이동 과학차의 과학실험강사로 입사한 이래 

올해로 23년째 재단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단과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먼저 입사해 있던 대학 동기의 추천으로 

재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자·전기 쪽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도 

화학을 전공한 저에게 있어 이동 과학차 운영은

마치 천직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즐거웠습니다. 

1년 중 300일 이상 출장을 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던 그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르곤 합니다.  

 1967년 설립 이래 창의재단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입사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크게 사업의 규모와 인력 구성의 변화 두 가지

입니다. 먼저 재단의 역사는 크게 1996년 

과학문화재단으로의 확대·개편 전과 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재단 시절,

국지적으로 과학문화사업을 진행해왔던 재단은

개편 이후, 전국단위로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재단은 

눈부신 50년 역사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인력 구성에 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의 말처럼, 과학문화재단으로 

바뀌면서 있었던 변화에 힘입어 현재에 

이르러서는 수준 높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과학기술의 확산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에 근무하시는 동안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을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 드렸던 이동 과학차 사업 이후로는

99년 제3회 대한민국과학축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경과학제전이 있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최초로 체험부스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현재 창의축전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사이언스올의 초창기 사업을 

맡았습니다. 당시는 하이텔이나, 나우누리, 

천리안 등 PC통신이 주를 이루던 시대로, 

자연스레 사이언스올의 환경도 이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정통부에서는 

우체국을 창업보육시설로 지정하여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었고 특히 IT 쪽이 강세였습니다. 

정보화사업의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IT관계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던 저는 향후 

인터넷망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도 이에 동의하여 PC통신망이

아닌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의 인터넷 망이 급속도로 

발달하였고 이에 성공적으로 사이언스올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덕담과 더불어 앞으로 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금에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인적자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이나 LG처럼 세계무대를 제패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핵심은 바로 이공계 인력들입니다.

이들과 같은 유능한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데는 재단이 진행해 온 과학문화확산

사업과 창의인재육성사업이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단은 수많은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으로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과학재단처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확실한 자원을 보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만의 고유가치를 갖는 사업개발을 통해 

더욱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50년보다,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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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995

1992년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과학기술 국민이해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1980년대 주요 활동이었던 청소년 과학화 사업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과학기술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이 시기부터 재단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과학+예술전’을 통해 

과학기술과 다른 분야의 교류를 촉진했으며, 1995년에는 가족과학축제의 시초가 된 

‘제1회 전국과학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존 사업을 

확대·심화하며 과학기술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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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기반 경제의 1990년대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국제사회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장벽이 무너지

고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바야흐로 세계화의 흐름

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또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가 지식·정보를 중시하는 시스템

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컴퓨터와 휴대전화, 인터넷 등이 보급되면서 산업과 

생활 모두에서 정보화와 지식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디지털화·정보화를 중심으로 한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한국 등 기술 

후발주자들에게 기회로 작용했다. 특히 한국은 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열

린 창문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식·정보화는 

정보통신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지식·정보화는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

선하고 고도화하는 노력들에서 이루어졌다. 자동차, 조선, 철강, 정밀화학 등의 주력

산업에서는 고효율의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생산현장에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면서, 선진국 기술

을 도입하던 단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제품과 공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들이 이어질 수 있었다.

아울러 1990년대는 지방화 시대가 열리며 각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한 균형 있

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과학기술혁신 활동도 중앙 주도

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요구되었다.

이외에도 1990년대에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

의 욕구가 삶의 질, 쾌적한 환경, 편리한 생활, 균형 잡힌 복지 등에 더욱 가치를 부여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치의 다양화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와 과학

기술을 단순히 경제 성장의 도구로서만 파악하던 과거의 협소한 인식에서 탈피해 삶

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 활동의 촉진 수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갈등

의 완화 내지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등장했다. 즉 과학기술이 환경, 안전, 

의료, 삶의 질 향상 등에서 국민 대중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언술들이 과학기술 관련 계획서나 개발계획에 명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가치의 다양화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와, 과학기술이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활동의 촉진 수단, 나아가 사회적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1970~80년대의 경제개발 정책을 통해 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선진사회를 실현한다는 원대한 정책 아래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

로 이를 힘차게 실천해 나가고자 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춰 산업구조

를 개편하고 기술입국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나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이르러 반도체나 정보통신 등에서 세계를 선

도하는 기술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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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유율을 크게 확대해 나갔다. 이와 함께 선박, 자동차, 석유화학 등과 같은 기존 

산업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잇달아 창출하면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로 고도성장을 이룩하기도 했다.

이처럼 1990년대는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이슈가 광범위하게 제기되면서 과

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시기였다.

2. 과학기술 국민이해 전담기관의 지정

과학기술진흥법의 개정

1990년대에 이르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산

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1990년 발

생한 안면도 사태는 산업화에 대한 국민의 시각 변화를 극적으로 표출시킨 단적인 예

였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동해안 3개 지역에 

대한 부지 조사를 펼치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안면도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안면도 방폐장 선정은 비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발표 이후 주민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인근 주민들은 방폐장 후보지로 안면

도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곧바로 대규모 시위를 벌여 결국 사업을 백지화 

시키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국민에게 방폐장

이 매우 위험하고 부정적인 곳이라는 이미지까지 각인시켜 강한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폐장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

꼈을 뿐 아니라 사업 추진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안면도 사태는 정부가 과학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펼치는 과학기술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

민의 참여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새삼 절감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1991

년부터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과학기술 국

민이해 증진사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갔다. 특히 정부는 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1년 11월 「과

학기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제13조에 

의거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까

지 했다. 제13조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의 이해증진시책 강구’ 조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라 “정부는 새롭고 다양한 과

학기술발전에 따른 국민의 과학기술에 

1991. 01. 30
첨단기술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간담회

방폐장(원전수거물관리시설)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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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수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2

항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할 법인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1992년 6월 정부는 과학기술 

국민이해 증진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

을 확보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과학기술 국민이해 사업 전담기관

으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을 지정했다. 

과학기술이 경제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건전하고 광범위한 이해를 확보해야 

했는데, 미션을 수행할 적임 기관으로 이제까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주도해온 한

국과학기술진흥재단만 한 곳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그 배경이었다. 이에 따라 재단

은 1980년대의 주요 활동이었던 청소년 과학화사업에서 벗어나 1992년 이후 과학기

술 국민이해 증진사업 중심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과학기술과 과학

기술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시

작했다.

과학기술진흥중장기계획의 수립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과학기술 국민이해 증진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먼저 관련 분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1991년과 1995년에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1994년에 과학기술진흥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1991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먼저 국민들은 과학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

면서도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

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1.9%로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 

9.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과학기술과 미래사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

의 무려 82.0%가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조사결과는 재단이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92
과학기술 국민이해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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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문화 진흥사업의 본격화

과학기술 국민이해 증진사업의 전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1991년부터 일반 국민이 과학기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

호를 활짝 열었다. 

특히 21세기 초에 과학기술 선진 7개국에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언론매체를 활

용해 과학기술의 미래와 업적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으며 우선 과학문화 관련 심포지

엄과 여성을 위한 과학대중화 심포지엄, 한국과학문화단체 공동 학술 심포지엄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과학기술을 알리는 <21세기 한국>, <환경변화와 환경보전> 등의 책자도 매년 

편찬해 무료로 배포했다. 또 계간으로 과학기술 국민이해 관련 연구 자료와 과학문화 

관련 논고를 다룬 <과학과 문화>라는 잡지를 발간했으며, <과학기술계 소식>이라는 

월간지를 만들어 과학기술계 전반의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또한 과학기술문화자료실을 재단 내에 설치해 국내외 과학기술문화 관련정보

를 수집하고, 과학기술 문화에 관한 도서, 정기간행물 등을 구입해 보급하며 사회 각 

부문으로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해 나갔다. 과학기술문화자료실에는 기초과학기술 해

설서부터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학사·과학철학·과학과 사회·청소년 과학도서·

과학교육 관련 서적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 국민이해 사업에 관한 참고도서를 분야

별로 구비해 놓았다. 

또한 과학문화 관련 국내외 잡지 11종과 단행본 2,620여 권을 비치하고 이중 

과학기술 문화와 관련된 주요 도서 600권을 선정해 초록집인 <과학기술문화자료안

내> 1~3집을 발간 배포하기도 했다. 아울러 과학과 문화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 성과 

및 관련도서를 선정해 번역한 과학기술 문화 총서 3권을 발간·배포했다.

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

이 시기 재단은 과학기술의 사회·문화적 수용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교류를 증진시킬 때 비로소 창출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예

술을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1991년과 1992년, 1994년, 

1996년에 ‘과학+예술전’을, 1993년과 1995년, 1998년에는 ‘과학+예술 세미나’를 개

최했다. 1993년에는 ‘과학기술+정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1996년 ‘과학+예술전’은 과학기술이 일반 사회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갤러리’라는 주제로 개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인터랙티브 예술’은 과학

기술이 열어가는 쌍방향 대화기술을 도입해 기존 예술이 지닌 시간적·공간적 한계와 

일방성을 극복해 작가와 고객이 함께 작업하는 새로운 예술 활동이다. 재단은 작가의 

작품을 누군가 다시 수정할 수 있고, 서울과 도쿄, LA 등지에서 동시에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테크노아트 개념을 도입한 인터액티브 예술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1993. 06. 18
생활과학과 여성의 역할 세미나

1983. 09. 09
과학기술문화자료실 내부

1992
‘과학+예술전’을 참관하는 귀빈들

1993. 11. 11
과학+예술 세미나

테크노아트(Techno-art)

과학기술을 예술과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표현양식을 

얻으려는 현대 예술운동의 하나로 기술예술, 예술공학 또는 

공학예술이라고도 한다. 비디오아트를 필두로 홀로그래피아트, 

컴퓨터그래픽스, 이외에도 로봇 기술을 이용한 양식까지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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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여 당시 관객과 언론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1993년에 개최한 ‘과학기술+

정치 세미나’는 정당의 정강, 정책에 과학

기술 지식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전국과학축전 개최

재단은 1995년 4월 23일 대전 엑

스포과학공원에서 초등학생 500명과 가

족 등 총 2,0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가

족과학축제의 시초가 된 ‘제1회 전국과학

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전국과학축전 개최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과학 축제의 전형을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행사였다. 그 전까지의 과학 행사는 단순한 강연이나 전시회 수준에 머물고 있었

으며, 일반인의 반응이 뜨거운 참여 행사라고는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가 유일했다. 

하지만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역시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일반인들

에게는 관심 밖의 행사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 열린 전국과학축전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남녀노

소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해 과학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

놀이 한마당으로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재단은 과학축전을 보다 풍요로운 축

제로 만들기 위해 과학교사들과 함께 컵 속의 무지개, 일곱 조각의 비밀, 공중회전 카

레이스, 비행달걀 등 놀이와 학습을 결합시킨 새로운 과학 프로그램들을 대거 개발하

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과학축전은 과학놀이 중심의 가족 단위 과학행사를 최초로 개최했

을 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놀이와 과학, 

그리고 가족과 과학을 결합시킨 과학축전의 정신은 이후 다양한 형태의 과학축제로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5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한 ‘재외한민족경진대회’ 역

시 재외동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재단이 광복 50주년을 맞아 준비한 이 

행사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 브라질, 파라과이 등 전 세계에서 온 교포 2세와 3세들이 

참석했으며, 대부분은 조국에 처음 방문한 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발달한 조국에 대

한 감동과 자부심을 갖고 돌아갈 수 있었다.

기존 사업 심화를 통한 과학기술 국민이해 증진

재단은 기존에 추진해온 과학화 사업을 심화시켜 과학기술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과학기술자의 모교 방문 활동을 들 수 있다. 산

1995. 10. 11
재외한민족 경진대회 참가단 입국환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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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모교를 직접 방문해 특강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더

욱 확대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둔 청소년과

학경진대회 역시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갔다. 1990년대에는 모형항공기 공작, 과학상

자 조립, 과학상상그림그리기, 전자과학실험 등 4개 종목에 대해 전국대회를 개최했

으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국퍼스널컴퓨터경진대회를 

한국통신과 함께 경진과 공모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도 했다. 

재단은 과학영화와 비디오 개발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과학을 영상으로 전달하

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제공해 과학기술국민 이해증

진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에 재단은 해외 우수 과학영화 100여 편을 도입해 

교육방송을 통해 방영했으며 케이블 TV가 출범한 이후에는 ‘생활 속의 첨단과학’ 3편을 

제작해 방영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노벨상이 보인다’를 제작해 방영하기도 했다.

1996년부터는 정년퇴직한 교수, 연구원들로 구성된 원로과학기술자문단을 확

대 개편한 과학기술봉사단 활동을 지원했다. 과학기술봉사단은 원숙한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기술과 연구개발 등에서 과학기술을 전수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의 다양화

재단은 1980년대 전국 산간벽지와 도서지방을 순회하며 청소년들이 과학문

화를 체험토록 했던 과학차 활동을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나갔다. 특히 1995년에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4개 분야에 걸쳐 150여 

개의 청소년 과학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공위성 기상정보 시스템 장비를 도입

하기도 했다. 이후 이 사업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인 과학차를 운영하게 됨에 따

라 강원도 등 필요 지역에 과학차를 기증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1970년대 초 과학기술 풍토조성을 

위해 도입한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사업

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갔다. 1990년

대에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 우수한 해외 과학영화를 수입했

으며, 16㎜ 필름에 이어 시대에 걸맞게 비

디오테이프를 주로 다루었다. 도입한 비

디오테이프는 교육방송 등을 통해 방영하

거나 각급 학교나 기업체에 대여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우수 과학도서 

보급과 과학기술 출판 및 저술활동도 여

전히 이어나갔다. 특히 재단은 1995년 우

수과학도서 보급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

1995. 10. 28
제12회 전국퍼스널컴퓨터경진대회 공모전 진행

1995. 10. 16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1995. 10. 11
모형항공기날리기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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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추천도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단순한 구매 보급에

서 벗어나 사회적 지명도를 가진 우수과학 도서를 선별하고 권장하는 것으로 활동에 

의미를 더했다. 제도를 선포하자마자 우수과학도서 인증을 받기 위해 총 48개 출판사

에서 무려 132권이나 되는 과학도서들을 후보로 접수했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

다. 이에 재단은 과학기술계와 교육계, 출판계 전문가로 추천도서심사위원회를 구성

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량의 과학도서 14종을 선정하고, 총 1만 9,450권의 도서

를 구매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1,300여 곳에 보급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다양한 과학도서 개발에 착수해 <세계자연과학사대계> 20

권을 발간했으며 <최신 첨단과학기술용어사전>, <공상과학소설> 등 8종의 도서를 

발간·배포했다. 1996년부터는 기존 출판 사업이 연도 단위로 이루어져 연관성이 없

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출판 사업 전체를 ‘교양과학도서’ 시리즈로 통합하

기도 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사전> 1권과 2권, <메커니즘 해부도감>, <과학기술학

과 가이드>, <비주얼 과학기술사전>, <한국의 과학을 빛낸 사람들>, <한국의 기술을 

꽃피운 사람들> 등을 지속적으로 출간해 나갔다.

1995년에는 이전 해인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1995년 6월 삼풍백

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이 대한민국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재단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안전문화가 사회 전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안전문제를 조명한 교육 영화를 

만들어 지상파 TV를 통해 방영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992. 02. 25
과학꿈나무 육성을 위한 과학기자재 보내기 후원회비 전달식

1993. 06. 25
과학책 보내기운동 과학책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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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구성원 에피소드

다시 듣는 

그때 
그 시절

올해로 입사 21년 차를 맞이한 강흥서 

단장은 한국과학문화재단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사업들을 

진두지휘하며 재단과 함께 미래사회를 

주도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널리 

알리고 있다.

재단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는 

강흥서 단장을 만나 재단의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과학기술문화단

강흥서 단장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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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1년, 재단의 대들보가 되다

재단과 만남은 1997년 시작되었습니다. 

입사 첫해 담당한 복권기금 인수 및 안정화 

작업을 기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출범과

함께 신사업이었던 창의인재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며 현재는 과학기술문화단 단장으로서, 

재단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과학문화재단 40년사>

를 발간할 당시 편찬위원으로 활동했던 것과 

재단의 대표 사업인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눈물로 쓴 한국과학문화재단 40년사 

재단 사옥 12층에는 오래된 옛날 사진이 

액자로 걸려있습니다, 40년사 발간을 

준비하던 중 찾은 것인데, 그 사진을 바라볼 

때면 당시의 어려움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40년사를 제작할 무렵에는 지금에 비해 

구비된 자료도 정리된 데이터도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당시 유일하다시피 했던 자료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기록된 이사회 

회의록이었습니다. 

로우 데이터(raw data)나 다름없는 그 자료들을

3개월 동안 밤을 새워가며 정리한 끝에 

2006년 6월 ‘연도별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이라는 책자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인 2007년 <한국과학문화재단 

40년사>를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 자랑 같지만, 시간이 흘러 

이렇게 다시 50년사를 제작한다고 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민과 함께한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한편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하 창의축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창의축전과의 첫 인연은 

제2회 창의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제1회 

APEC 과학축전으로, 입사 이듬해였던 1998년

대통령의 지시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후 실무자로서뿐 아니라 부서장으로서 

준비를 거듭하며 창의축전은 저의 20년 근속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창의축전은 축구장 서너 배 크기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만큼,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찾고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등 

수반되는 업무가 많아 재단 내에서도 어렵기로

손꼽히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수혜자들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담당자로서 

매우 뜻깊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올해 행사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오랜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구성원이 온 힘을 쏟아 재단 내·외부로부터 

성공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50년, 그리고 미래로의 50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50년, 반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 개개인의 프로의식과 애사심 

고취는 물론, 재단 스스로가 시대 흐름에 

발맞춰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양성, 

학교 내에서의 수·과학교육 지원 등 현재 우리 

재단이 맡고 있는 사업들을 튼튼한 기반으로 

삼음과 동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을 예측하고

선점할 때 앞으로의 50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위상을 떨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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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007

1996년 재단은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과학기술 진흥’을 넘어 

본격적으로 ‘과학문화 확산’에 나섰다. 1997년에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재단의 활동이 법으로 보장되었다. 이후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과학기술문화의 정책적 위상은 더욱 강화됐다. 이를 통해 설립 근거와 

역할을 공고히 한 재단은 과학축전 개최, 우수과학도서 인증 및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 과학기술 국민이해도 조사와 민간활동 지원, 사이언스올 출범, 사이언스타임즈 창간,

사이언스TV 개국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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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시대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부진, 1997년 외환위기 등

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가 2%대로 둔화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에 한계를 드러냈다. 그 원인으로는 모방형 기술혁신의 한계, 창조적 과학기술인

력 부족, 원천기술 개발능력 부족,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부진, 후발국 추격 등이 지

적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과학기술 경

쟁력을 향상시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선

진국과 경합하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게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미래유

망 신기술 개발에 주목했다. 그 가운데 장차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변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신기술로 정보통신 기술(IT), 바이오 기술(BT), 나노 기술(NT) 등이 급속

히 부상했다. 더구나 신기술은 향후 사회·경제·정치와 개인 생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형태의 융합기술 및 복합기술 개발이 진전되면서 기

술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맞이한 2000년대는 단순히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라는 의

미를 넘어선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온 시대였다. 기존의 인류 사회의 경제 양식과 사회 

관습을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의미했으며, 새로운 변화의 핵심은 정보 기술에 기

반을 둔 정보화였다. 특히 산업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면서 사회 변화의 폭과 속

도가 매우 넓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20세기 말부터 디지털 기술과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촉발된 IT 혁

명은 개인의 생활양식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켜 왔다. 20세기가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을 이룬 산업사회였다면 21세

기는 지식이 가장 큰 생산요소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식기반 경제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

으며, 지식·정보가 노동 투입, 자본 축적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요

소로 부각되었다.

또한 2000년대는 사회가 지역화·세계화·사회화되면서 과학기술 역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게 되었다. 먼저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정책은 중앙정

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불균형 발전에서 균형 발전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 기조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과학기술 역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전략산업 육성, 공

공연구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이 이뤄졌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에서 시대 변화에 맞춰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새로운 방향성 설정과 사업 확대를 통해 일반인을 향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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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활짝 열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아울러 IMF 구제 금융 이

후 2000년대에 이르러 사회 전반에 걸쳐 심화되어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기술의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추구해온 한국과

학기술진흥재단의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의 활동이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했던 것이라면 새로운 시대적 요구는 국민과 함께 호

흡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문화를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의 위상과 존재 가치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자 

재단이 펼쳐나갈 새로운 활동의 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2.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출범

1996년,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의 확대 개편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진흥을 위해 「과학

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1996년 3월 2일 한국과

학기술진흥재단은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청소년과 일반 국민

이 생활 속 과학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

하고자 했던 재단의 성격이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방

향으로 전환되면서 명칭도 그게 걸맞게 변경한 것이었다. 과학문화 확산은 과학기술

의 진흥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로,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 역시 확대·전환되

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물론 명칭을 바꿀 당시에는 ‘과학문화’라는 용어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이성적 영역인 과학에 감성적인 요소

에 호소하는 문화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

은 모순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된 것이

었다. 그러나 뭔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

각하는 국민의 ‘과학’에 대한 통념을 깨

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재단은 

‘과학문화’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했다. 

차디찬 과학을 한결 따뜻하게 인식시키

고 여기에 인간미까지 느껴지도록 일깨

워 나가는 데 있어 ‘과학문화’라는 용어

가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명

칭을 바꾼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먼저 1996년 3월 5

1990년대 열린 

재단 이사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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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17대 조규하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들과 달리 상근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재단 

자체가 상당한 힘을 얻게 되었다. 또한 21세기 첨단과학기술시대에 대비하는 과학기

술 대중매체 개발과 운영,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와 지지 유도, 과학기술과 

사회문화의 교류 협력의 장 마련 등이 재단의 중점과제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과가 과학기술문화과로 변경되는 등 우

리나라에는 과학기술문화라는 용어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7년에는 ‘과학 대

중화 원년’이 선포되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과학기술문화 사

업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재단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1997년에는 ‘과학기

술혁신 5개년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그 의의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과학문

화재단으로 명칭을 바꾼 이듬해인 1997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과학기술 연구 활

동을 장려·육성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

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0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한 법으로, 한국과

학문화재단의 활동을 법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재단의 위상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

다.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40호로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과학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를 두 

고, 그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 정부는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연구 개발 투 

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관리·유통 체계 

를 구축한다. 한국 과학기술평가원을 설립한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중요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선정·지원하고, 기초연구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인력 

의 국제교류를 통한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촉진한다.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과학기술 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산·학·연 협동 연구를 촉진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신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및 기술 집 

약적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 담보 대출을 활성화한다.

- 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한다. 첨단과학기술의 발 

전 및 정보화의 진전에 대비하여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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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사회교육에 있어서 과학기술문화를 진흥·보급한다. 과학기술자를 우대한 

다. 과학기술 문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과학문화재단을 설립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과학기술문화기금을 설치한다.

특별법으로 활동을 보장받은 재단은 조직을 확충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아래 기존 사무국과 새로 자체 사업으로 인수받은 기술복권사업단, 그리고 기금사업

단 등을 두는 조직 개편을 이뤘다. 사무국도 강화해 사무국장 아래 기획총무실, 과학

문화사업실, 과학교육지원실, 과학문화정보실 등을 구성했다. 기술복권사업단과 기금

사업단에는 기획단장 아래 복권부와 기금부를 두었다. 

더욱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조직을 정비한 재단은 이후 과학기술 문화진흥 활

동 육성 및 지원, 과학기술 홍보 활동을 크게 강화해 나갔으며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

회 개최, 과학문화종합정보망 구축 및 서비스, 우수과학도서 인증 사업, 대한민국과학

문화상 시상,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한편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

은 구조조정을 펼치면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토대로 연구개발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갔다. 또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한국

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을 추진해 나갔다.

과학문화진흥회의 발족

1997년 10월 14일 조규하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제완 서울대

학교 교수 등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68명이 모여 과학기술회관에서 발기인대회를 개

최하고 민간자율단체인 과학문화진흥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과학문화진흥회는 과학 

대중화 관련 교육과 훈련, 과학기술자와 

비과학기술자의 교류 협력 증진, 과학 대

중화 확산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성, 

과학 대중화 관련 상담과 자문 등의 활동

을 수행하며 과학문화의 창달을 추진해 

나갔다.

과학문화진흥회는 과학기술 대중

화에 뜻이 있는 과학기술동호인단체, 과

학기술자단체, 민간과학기술관 등을 대상

으로 회원을 늘려나가며 사업 영역을 확

대해 나갔다. 특히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

을 통해 과학기술자의 엘리트주의를 타파

하고 일반인의 과학에 대한 거리감을 좁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 12월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로, 세계무역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89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다.

1997. 11. 10
과학문화진흥회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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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민적 역량을 키

우는 데 주력했다. 

특히 과학문화진흥회는 2000년

대 이후 정부가 지원하고 재단이 지원한 

과학문화도시와 생활과학교실 등 사이언

스코리아 활동을 관리하고 평가해 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합리적인 평

가지표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재

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기술개발복권 발행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정에 따라 과학문화 확산 주체로 선정된 

재단은 1999년 6월 1일 기술개발복권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복권사업의 수익금을 과

학문화 확산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KTB)

가 운영해 왔던 기술개발복권사업은 즉석식 1,800만 매 90억 원, 추첨식 1억 8,000만 

매 900억 원 등 1,000억 원 가까운 발행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재단은 기술개발복권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금부와 복권부를 신설

했으며 부장과 실장을 포함해 8명의 인원을 충원했다. 사업의 추진은 한국과학문화재

단이 직접 나서는 대신 과학기술복권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진행했다.

과학기술복권주식회사는 20여 명의 직원을 선발해 본격적으로 복권사업을 추

진했는데, 전국 일원을 판매 지역으로 하고 은행과 기관 판매원을 적극 활용해 총 7개 

복권 중 판매실적 2위를 유지할 만큼 큰 인기를 누렸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과 그 의의

1990년대 후반 정부의 노력으로 급부상한 과학기술문화의 정책적 위상은 

2001년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이 정비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예컨대 1997년 ‘과

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의 과학기술 하부구조에 과학기술 국민 이해가 부분적으로 포

함되었던 것에 반해, 2001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수립한 ‘과학기술기

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문화가 독립 부문으로 격상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은 이후 지속적

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잠시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일시적인 호황국면을 맞기

도 했지만 끝내는 다시 침체를 맞이하고 만 것이었다. 특히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무

한 경쟁이 심화되며 중국과 EU 등이 새로운 경제적 강자로 급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 초 7.7%에서 5% 이하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1월 법률 제6353호인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했다. 「과

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

2003. 11. 12
슈퍼더블복권·기술개발복권 고객사은대잔치 추첨행사

기술개발복권

홍보 포스터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재단의 역할을 기술한 2002 Science Korea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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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었다.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과학기술진흥법」과 한시적으로 적

용되었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되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인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과학문화 사업은 제정에 따라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10대 부문의 하나로 입안되어 과학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정부는 한국과학문화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할 것을 명시하였는데, 이로써 재단은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설립 근거와 역할을 공고히 하게 되었

으며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

이를 계기로 재단은 보다 왕성하게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또 한 

번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도 크게 증원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위상을 공고히 한 

「과학기술기본법」 중 과학문화 창달을 규정한 제30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

기술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을 담당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1.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정부는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과학문화재단에 한한다.

④ 정부는 과학기술문화가 창달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문화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책의 개발

2.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⑥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⑦ 정부는 제5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CHAPTER. 05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시대 107

3.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활동

다양한 과학축전의 개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 문화확산 사업의 주체로 지정

된 재단은 원년인 1997년, 우리나라에서 ‘4월 과학의 달’ 행사가 열린 지 30돌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국민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상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1회 

대한민국과학축전’을 개최했다. ‘느끼는 과학, 보이는 미래’라는 주제 아래 4월 18일부

터 24일까지 7일간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서 열린 축전은 무려 44만여 명이 관람

하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매머드급 과학 행사의 성공적 탄생을 알렸다. 축전은 개막식

과 가족과학경연대회, 과학동호인 한마당, 체험 한마당, 과학영화제, 과학사진전, 과학

퀴즈 대회 등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마련해 성공적인 과학 축제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고 평가받았다. 제1회 과학축전을 계기로 재단은 쉽고 재미있는 체험과학을 국민과 함

께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한민국과학축전을 범국

민적 행사로 발전시켜 왔다. 이후 대한민국과학축전은 매년 개최되며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과학축전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과학축전과 함께 탄생해 1997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무역전

시관에서 열린‘제1회 가을과학축전’은 청소년에 보다 초점을 맞춘 행사였다. 어렵고 

딱딱한 과학기술이 아니라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과학기술의 장을 만들어 과학기

술에 대한 친근감과 과학 대중화의 기틀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가을과학축전에

서는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와 과학체험놀이 한마당, 물로켓 발사대회 등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어서 재단은 1999년부터 과학기술부의 후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

로 지역과학축전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체험 활동과 지역과학자의 우수연구 성과물을 소개하는 축전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과학행

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그 목

적이었다.

그 시작은 1999년 4월 24일 부산

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한 부산 지역과학축

전이었다. 이 행사는 재단 자체 프로그램

과 여러 유관 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과

학 체험 활동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었

다. 1999년 4월 부산을 시작으로 9월 대

전, 10월 전북과 인천 등 총 4개 지자체

에서 지역과학축전을 개최했다. 

무엇보다 지역과학축전은 지자체

별로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서 단순한 지

1997. 04. 20
제1회 대한민국과학축전 및 가족과학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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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행사가 아닌 과학문화 활성화의 발판이 되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사업 추진 전에 

여론을 수렴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지자체에서도 자발적으

로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더욱 발전적인 지역과학축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지

역과학축전은 지역산업박람회, 과학영상제 등과 같은 행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더욱 큰 상승효과를 보기도 했다.

아울러 재단은 2001년부터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매년 가족 중심의 과학체험 행

사인 가족과학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가족과학축제는 온 가족이 소풍을 가듯 과학과 만

나 즐기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참여

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과학체험 프로그램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TV 속의 과학’ 지원 활동

재단은 과학기술 관련 TV 프로그램을 지원해 큰 성공을 거두며 과학문화 확산

을 위한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TV 과학 프로그램 지원 활동의 성공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한 것은 바로 ‘호기심 천국’의 방영이었다.

1998년 6월 7일 첫 전파를 탄 SBS ‘호기심 천국’은 재단의 제작·지원으로 만들

어진 프로그램임에도 황금시간대인 매주 일요일 저녁 6시에 방영되었고, 방영과 함

께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호기심 천국’은 우천 시 뛸 때와 걸을 때의 비 맞

는 양의 차이처럼 일상생활에서 과학의 소재를 발굴해 흥미를 끌었으며, 매회 30%를 

상회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방송위원회 선정 올해의 최우수 방송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과학 프로그램이 공익을 위해 형식적으로 끼워 맞

추지 않고도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한 프로그램으로 큰 

의미를 가졌다.

이에 고무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1999년 8월 1일부터 SBS라디오의 ‘봉두완의 

라디오 전망대’를 통해 각계각층 인사들의 과학기술 칼럼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 역

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청취자들로 하여금 과학적 사고를 갖도록 해 많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재단은 SBS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의 학문탐구에 대

한 애환을 소재로 자체 제작해 방영한 일요 드라마 ‘카이스트’(시청률 19%)를 비롯

해, MBC ‘자연은 살아 있다’(시청률 19%), KBS 1TV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시청률 

11.5%), EBS ‘과학놀이터, 발명Q! 원리를 찾아라’, ‘빌 아저씨의 과학 이야기’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해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우수과학도서 인증과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

1999년에 시행한 우수과학도서 인증사업은 출간된 과학도서 중에서 우수한 

과학도서를 인증해 과학문화를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이후 재단은 이 사업

이 독서문화 창달과 함께 과학문화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7. 04. 18
제1회 대한민국과학축전 행사장

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호기심 천국’ 녹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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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학기술계의 유일한 도서 인증사업임에도 우수과학도서 인증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우수도서 사업’에 비해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낮고 출판

시장에서 인지도도 낮았다. 이에 재단은 사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방식의 체계

화, 제도 운용의 활성화, 유관 사업과의 연계 강화, 평가 기능의 강화 등 4대 중점추진 

목표를 수립해 추진해 나갔다.

재단은 먼저 상시 도서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대상 도서를 주기적으로 평

가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했으며 우수도서를 4월과 11월에 연간 2회 선정함으로써 보

다 많은 도서에 선정 기회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인증된 우수과학도서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2001년부터 시행한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과 연계해 선정 도서를 도서, 

산간, 벽지 등 소외지역 청소년에게 보다 많이 보급했다. 

2001년 시작한 사이언스 북스타트 사업은 소득이나 문화의 격차에 따른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문화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

벽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도서를 보급하고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하기 위

한 사업이었다. ㈔과학사랑 나라사랑에 위탁해 전개한 이 사업은 우수과학도서, 어린

이도서연구회에서 선정한 아동용 우수도서, 도서관 단체가 추천한 도서 등을 인구와 

초등학교 수를 고려해 선정한 학교에 기부했다. 

한편 2006년에 들어서는 위탁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재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

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온라인 접수시스템까지 구축해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 평가시

스템 운영 등에서 충실하게 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도서유통사를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해 동일예산대비 약 30%의 도서

를 추가로 구입하는 실효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자체 사업인 우수과학도서 인증, 사이

언스올 운영 등과 연계해 효율을 높였으며 4월 과학의 달 행사와 대한민국과학축전 

기간 동안 행사장에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 부스를 만들어 기관이나 개인 회원 유치

를 도모하기도 했다. 

과학기술 국민이해도 조사와 민간 활동 지원

재단은 과학문화활동의 선도 기관으로서 과학과 과학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00년부터 격년으로 국민이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조

사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지식, 태도, 정보원 등을 파악하고 과학 전

문가 집단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태도, 제언 등을 취합하여 한국과학문화재단 및 과

학기술계의 대국민 홍보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을 위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중·고등학교 청소년,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대

상으로 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식, 과학기술 정보원, 과학기술 및 과학자에 

대한 태도, 과학기술과 국가발전에 대한 견해, 재단에 대한 인식 등을 내용으로 했다.

한편 재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민간과학단체

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01년부터 과학문화활동을 전개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과학문화 사업의 추진 주체를 확대하고 사업을 다양화해 국

2001. 04. 30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 추진 관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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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학활동을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의 과학문화활동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됐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2001년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

해 나갔으며, 특히 2006년에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창의적인 과학문

화사업의 발굴해 사이언스코리아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과제, 여성 과학문화 사업, 사

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과학문화 관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사업 등에 대한 지

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우수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민간자율적인 과

학문화 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했으며, 새로운 과학문화 인프라 구축 또는 기존의 인프

라를 과학문화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해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06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료관리, 사업비 집행의 투

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해 동일한 예산

으로 보다 많은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

4. 새로운 채널의 모색

코사이넷 시스템 및 사이언스올의 출범

1990년대 말부터 급격한 발전을 이룬, 이른바 인터넷 혁명은 과학 대중화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재단 역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연중 상시 서비

스 가능한 한국과학문화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1997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

하는 등 일찍이 인터넷 환경에 대비했다. 

재단의 과학문화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의 첫 번째 결실은 1999년 4월 시범 서

비스를 개시한 인터넷 속의 과학천국 ‘코사이넷(KOSCINET)’ 사이트 오픈이었다. 코

사이넷은 불과 오픈 8개월 만인 1999년 말 접속 건수가 무려 총 135만 건에 달했다. 

인터넷이 현재처럼 광범위하게 보급되지 않은 시절이었음에도 양질의 과학 콘텐츠는 

하루 1만 건 이상 접속이라는 기록적인 접속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코사이넷은 1999

년 동아디지털 대상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재단은 1999년 12월 코사이넷 시스템을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로 이전해 보

다 쉽고 빠른 접속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가헌과학기술재단의 후원으로 코사이넷 

CD-ROM을 제작해 전국 11,000여 개 초·중·고교에 배포했으며 이듬해인 2000년 

2월에는 장은공익재단의 후원을 받아 CD-ROM 2집을 제작해 역시 전국 초·중·고교

에 약 2만여 개를 배포했다. 이후 재단은 청소년과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흥

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가상실험, 게시판 운영, 멀티미디어 과학교육자료실 등 차별화

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학문화 최고의 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갔다.

재단은 2000년 6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 과학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

원을 받아 1년간 운영해 온 코사이넷을 사이언스올(Scienceall)로 명칭 변경하고 과

학정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로 사이트를 재구축했다. 사이언스올은 과학의 모든 

1999
사이언스올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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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로 붙여진 명

칭이었다.

사이언스올은 이후 발전을 거듭해 

2001년에는 전면적인 개편으로 서비스 

속도를 안정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사용

자 분석과 e-business를 위한 기반을 마

련했다. 2002년에는 대상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생, 청소

년, 교사, 일반, 오피니언리더 등 5개 채

널제로 구축했으며 대상별 주간 과학 웹

진 <사이언스올 매거진>을 메일로 서비

스하며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아울러 가

상과학실험, 생활과학, 전통과학 등 30

여 개의 주요 메뉴를 두어 특성화된 콘텐츠를 제공했으며, 호기심 Q&A 서비스를 운

영하며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호기심에 대한 전문가들의 빠른 답변을 제공하기도 했

다. Q&A 답변단은 최초 2명으로 시작해 2006년 과학기술전문가 봉사단 모집을 통

해 650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습과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재미있게 활

용해 볼 수 있는 과학 실험실,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온라인진로상담실 등을 운영했으며 2005년부터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했다. 2006년에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논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비용을 

절감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2007년에는 흥미와 교육을 주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

발과 과학학습용 실험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03년 50만 명이었던 회원은 2004년 무려 200만 명

으로 증가했다. 또한 2000년 인텔사 교육 부문 최우수 사이트로 선정된 데 이어 정보

통신부의 청소년 우수 권장 사이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이언스타임즈의 창간

재단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와 과학문화 정보교류 촉진을 위해 과학

기술계 이슈와 정보를 매일 기사로 제공하는 인터넷신문 사이언스타임즈(www.

sciencetimes.co.kr)를 2003년 5월 19일 창간했다. 이후 사이언스타임즈는 과학기술

계의 대변자로서 과학기술, 과학문화, 과학교육, IT 및 신기술 분야의 최신 이슈와 정

보를 발빠르게 취재 보도했다. 또한 일반 언론과 달리 과학기술계에 공론의 장을 마련

하기 위해 ‘한국 과학기술 도전의 40년’ 등 차별화된 기획기사를 대거 발굴하기도 했

다. 주 5회 발행한 사이언스타임즈는 2007년 100만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을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2006년에는 연합뉴스와 약정을 통해 해외뉴스 등을 구매·보급해 기사의 

속보성을 강화했으며, 텍스트 위주의 기사에서 탈피해 과학소설, 과학만평, 동영상 뉴

2003. 11. 26
사이언스올 과학문화회원 100만 명 돌파기념식

인터넷 과학신문 

사이언스타임즈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오락성을 

가미하여 게임하듯이 즐기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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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오피니언 리더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기사, 현장을 반영

한 밀착 취재기사, 설문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기사를 게재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각종 콘텐츠풀 사업의 추진

재단은 각종 미디어에 활용 가능한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발굴, 

정리해 과학 관련 언론인, 저술가, 프로듀서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미디어리소스 서비스를 추진했다. 또 한국기자협회의 언론인들을 통해 홍보활동이 

취약한 연구소나 학회,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연구 성과를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 배

포했다.

이를 통해 2004년 약 200여 건의 보도 자료를 발굴해 언론사에 배포했으며, 

발굴자료 등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해 홍보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2005년도에는 5월

부터 총 7권의 〈사이뉴스 리뷰〉를 발간해 언론매체 과학담당 기자들에게 기사를 제공

했으며,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정

보와 언론매체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외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과 협조해 〈사이언스〉, 〈네이처〉, 〈셀〉, 〈PNAS〉 등에 발표된 한국과학자들의 주요

기사를 수집했으며, 사이언스올 안에 미디어리소스 홈페이지와 메일진을 구축해 최

신 정보를 게재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리소스를 발굴했다. 2006년에는 또 원활한 

자료 발굴 및 수집을 위해 과학 관련 학회, 연구기관, 중소기업, 관련 민간단체의 연구

원 및 홍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재단은 2004년부터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언론 취재를 지원하고 과

학기술을 소재로 하는 과학문예 작품을 공모하는 인쇄매체콘텐츠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언론 취재와 저술지원 총 32건에 4억 4,200만 원을 지

원하고 2회의 과학기술창작문예 공모전을 시행해 288편의 응모작 가운데 당선작 5편

을 선정했다. 2006년에는 장기간의 기획과 취재를 요하는 심층 보도를 지원해 과학

기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으며, 새롭고 창의적인 기획취재 지원을 통해 다양한 기사 

발굴에 기여하기도 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과학영상콘텐츠풀 구축 사업은 과학영상콘텐츠의 불모지

인 지상파 TV와 케이블 TV, 위성방송 매체 등에 과학 영상 제작과 편성을 지원해 시

청자의 과학 마인드 고취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과학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은 물론 지속적이고 자생적으로 과학 영상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

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K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공동기획으로 영상콘텐츠를 개발한 

결과 2007년에는 4월 과학의 날을 전후해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과학기술계 축제의 장을 마련한 버라이어티 쇼 ‘과학

기술인의 밤 함께한 40년’, 과학자의 일상을 담은 휴먼다큐멘터리 ‘극지의 과학자들’, 

우수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고품질 영상으로 담아낸 종합구성물 과학기술 40년 특별

PNAS

PNAS는 1863년 미국의회 법령에 따라 구성된 과학자 단체인

미국국립과학원(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이 1914년

창간한 학술지로, 뚜렷한 연구 성과를 이룬 과학자만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2001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전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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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이언스 & 휴먼’ 등이 방영됐다. 또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 

과학의 현대사를 정리한 3부작 다큐멘터리 ‘한국 과학, 도전의 40년’도 제작 방영했다.

아울러 재단은 지상파에서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정규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박

차를 가했다. 2006년 최초로 프라임타임인 금요일 10시에 정규 편성되어 과학 다큐

멘터리 장르로는 경이적인 7%대 시청률을 기록한 KBS ‘과학카페 다빈치 프로젝트’를 

필두로 MBC ‘두뇌발전소Q’, SBS ‘슈퍼아이’, EBS ‘도전! 유레카’, YTN ‘사이언스플러

스’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영했다. 2007년에는 과학문화콘텐츠센터와 공동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 현장을 소개하는 ‘내 마음의 무지개를 찾아서’를 EBS

에서 방영했다. 아울러 시청률 저조 등의 이유로 방영이 중단된 MBC 과학수사 드

라마 ‘별순검’의 제작 지원을 통해 설 특집 영화와의 경쟁에서 평균 6%대의 높은 시청

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이언스TV의 개국과 발전

재단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널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 전문방송의 개국을 타진했다. 이

를 위해 1997년 ‘과학기술방송 설립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2000년 당

시 CATV 산업이 월평균 20억 원 내외의 적자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해 재단은 인

터넷 방송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01년 과학인터넷방송 ‘사이언스올

TV(www.scienceall.tv)’를 개국했다.

사이언스올TV는 개국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최신 소식과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다큐멘터리, 과학문화 관련 행사의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며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사이언스올TV는 사이버 과학뉴스, 과학기술세미나, 클릭! 과학탐구, 사이

언스쇼, 오늘의 과학정보 등 6개 채널을 편성·운영했는데, 특히 VOD 프로그램 470여 

편을 제작해 방영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사이언스 VJ를 공모하기도 하고 과학 관련 방

송물을 확보해 인터넷 방송으로 전환·보

도하기도 했다.

사이언스올TV는 과학 동영상 콘

텐츠 위주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국민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과학을 

즐기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

며 과학전문 위성 채널 설립과 관련해 운

영 노하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도 재단은 과학기술 전문방

송에 대한 오랜 연구와 모색을 거듭했으

며, 과학기술 전문방송 개국 방법에 있어 

위탁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정부의 판단

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과학기술

2001. 04. 02
과학인터넷방송 사이언스올TV 개국

VOD(Video On Demand)

맞춤영상정보 서비스, 주문형 비디오 조회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VOD는 기존 공중망 방송이나 케이블 TV에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망 연결을 통해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이용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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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관리주체로서 과학방송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재단이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YTN을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2007년 9

월 마침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3조 ‘과학기

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에 의거해, 2007년 9월 17일 사이언스TV를 

개국했다. 사이언스TV는 개국 당시 송출 플랫폼이 위성방송(Skylife, CH406)과 케

이블 TV만이 존재한 시기에 위성방송 220만 명, 케이블TV는 69만 명의 시청대상 가

구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내내 방송을 송출했다. 방송은 자체제작 15%, 외주제작 

18% 비율로 양질의 과학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했으며, 해외 우수과학 콘텐츠를 

약 67% 비율로 편성했다. 

사이언스TV는 이후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

해왔으며, 2009년 제2차 채널 사업자 공모 때부터는 재단이 과학기술부로부터 관리

주체자격을 위임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언스TV는 개국 첫해인 2007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진흥’ 분야 공

익채널로 선정된 이래 2016년까지 10년 연속 공익채널로 선정되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2016년 현재 전국 2,046만 가구에 과학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 90여 개소와 위성 1개사(Sky life), IPTV 3개사(KT, SK, LG) 및 홈페이

지(http://science.ytn.co.kr) 등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HD 방송을 하고 있다. 사이언

스TV의 콘텐츠는 뉴스 및 생중계, 캠페인, 강연 및 대담, 전문코너, 다큐멘터리 등 대

상별 맞춤형으로 편성·제작되고 있으며, 해외 우수콘텐츠도 도입해 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시사, 상식 및 지식 소스를 제공하는 전문방송채널로 자리를 잡았다. 

5. 청소년을 위한 과학문화확산 운동

청소년과학탐구반의 지원 및 청소년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 개최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

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이공계 출신자들의 취업률 저하, 

외환위기 당시 이공계 출신 연구자들의 구조조정 등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열악한 처

우와 불투명한 미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1998년 42.5%에서 

1999년 40.1%, 2000년 34.7%, 2001년에는 29.5%로 이공계 지원율이 줄어들었다.

과학기술을 통해 고도 산업사회에 진입하고 이어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

로 도약하는 21세기의 문턱에서 과학기술교육의 핵심 영역인 이공계 대학에 대한 기

피 현상과 질적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현상이었다. 이

에 정부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 재단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먼저 2001년에는 청소년들의 창의적·능동적 연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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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전국 초·중·고 과학반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는 사이버과학연구센터 사업

을 추진했다. 2002년 청소년과학탐구반

으로 명칭을 바꾼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

생이 지속적으로 과학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

양한 과학탐구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매년 지원을 확대해 동아리 수

가 2005년 전국 2,500여 개, 2006년에는 

3,300여 개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전

국 지역별로 청소년 과학문화가 생성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재단은 2002년 서울대·연

세대·고려대·포항공대·KAIST·한양대에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 설치를 지원했으

며, 청소년에게 이공계 전공과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이공계진로

안내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했다.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전공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이공계 교수진의 학교 방문 및 방학 중 과학캠프 개최, 청소

년 대학연구실 초청,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의 진로 상담 등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청소년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는 여름방학을 맞은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이공계 전공과 진로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로 진행되었

으며,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매년 대한민국과학축전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엑스포

는 과학기술의 비전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획전시, 이공계 학생들의 학문 분야를 소개한 

전공 소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주는 부대행사 등으로 꾸며졌으며 이외에

도 이공계 관련 학회 및 대학이 1:1 상담을 진행하고 직업 흥미 검사를 실시하는 등 상

담을 통한 이공계 진로안내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2006년 엑스포 

참가자 설문조사에서 상담자의 69.9%가 이공계로 진로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하는 성

과를 거두기도 했다.

과학기술 앰버서더 활동과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개최

재단은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

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 각층의 과학기술인들을 

주체로 과학기술 앰버서더 활동을 시작했다. 과학기술 앰버서더는 전국 주요 초·중·고

교에 과학기술계 저명인사를 파견해 강연과 진로지도, 과학기술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예비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과학기술 앰버서더는 처음 활동을 전개한 이후 2004년 위촉 대상이 1,000명을 

2004. 02. 26
제3회 과학탐구발표대회 시상식

2004. 07. 23
2004년 청소년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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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섰으며, 2006년에는 1,000회가 넘는 

강연을 실시했다. 대부분 정부·기업·학

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과학기

술인이 주축이 되었으며 과학기술인은 아

니지만 과학기술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회 지도

층 인사들도 포함되기도 했다. 또한 이공

계 대학원 재학생이나 경력 10년 이하의 

젊은 과학자들 중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

기를 원하는 이들은 젊은 과학기술 앰버

서더로 위촉,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단은 2003년부터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국내의 유명한 과학기술자를 초빙해 강연을 진행한 크리스마

스과학콘서트는 매년 주제를 중심으로 한 공연 퍼포먼스와 과학기술인 및 연예인 홍

보대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과학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를 흥미롭게 조화시켜 기

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는 국내 대표적 극장식 과

학강연의 위상을 확립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과학강연의 모델을 제시한 것은 물론 다

각적인 과학문화 사업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재단은 2002년부터 과학기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과학기술

인을 다양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 사업을 추

진해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

하기도 했다.

6.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전개 

범사회적 과학문화운동, 사이언스코리아 선포

2004년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정부는 이공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범사회적 과학문화운동

으로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을 선포했다. 재단은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전담기관으로 

선정되어 앞장서서 사업을 주도해 나갔다.

사이언스코리아 운동본부는 전경련에 사무국을 두고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정

운찬 서울대학교 총장, 윤송이 SK텔레콤 상무가 공동의장을 맡았다. 재단은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문화 창달 5개년 계획과 연

계해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

으로 추진키로 했다. 

2005. 12. 17~18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2002. 09. 06
제1회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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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으로는 다양한 과학 이

벤트와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 프로그램, 

국민 참여 프로그램, 지역주민 체험프로

그램,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등 5대 분

야를 선정했고, 이를 다시 20개 세부 행

사로 나누어 진행했다. 세부사업에는 사

이언스 글로벌 과학선발대를 필두로 전 

국민이 동시에 참여하는 과학실험, 과학

기술 창작 문예, 재미있고 쉬운 과학교과

서 개발 및 보급, 청년 과학기술자원봉사

대, 기업주도 청소년 과학 캠프, 우수과학

자 노벨상 후원회 결성 등이 포함되었다.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은 이후 제2

의 과학기술입국이라는 기치 아래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추진됐으며 재단은 전담

기관으로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재단은 전국경제인연합

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경제단체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

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과학기술 관련 단체와 힘을 모아 범민간 차원에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았다. 또한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프

로젝트를 추진해 나갔다. 

재단은 과학문화도시를 필두로 생활과학교실, 사회 각계의 지도층에 있는 리더

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연을 제공하는 사이언스 

포리더스, 국회의원 1명과 과학자 5명을 연계해 정책 구상 뒷받침은 물론 과학정책 이

슈를 토론하는 장을 만드는 과학과 국회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또한 사이언스 앰버서더와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자의 모교방문 과학강연

을 개최하고, 기존의 청소년과학탐구반과 청소년이공계진로엑스포를 확대했다. 이외

에도 1983년부터 시작된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를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게 전국청

소년과학탐구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과학상상그림, 항공과학탐구, 전자과학

탐구, 기계과학탐구, 로켓과학탐구 등 5개 종목에 로봇과학탐구, 과학탐구실험, 공동

탐구토론 등 3개 시범종목을 채택해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와 언론매체 활용을 위한 과학 분야 콘텐

츠 개발과 보급 등의 사업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대한민국과학축전, 지역과학축전, 가

족과학축제, 4월 과학의 달 행사 등을 지원하고 국제청소년과학캠프, 로봇월드컵 세

계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국제교류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펼쳐 나갔다.

과학문화도시 사업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재단은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

진했다. 독일학술재단연합이 지방 소도시의 과학문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활

2004. 04. 21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선포식

2004
사이언스 포리더스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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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과학의 도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과학문화도시는 

지방의 한 도시나 서울의 구를 선정해 한 

해 동안 각종 과학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재단은 제1호 과학문화도시로 

2004년 10월 포항을 선정해 다양한 과학

문화 행사를 펼쳤으며 이어 서울 관악구, 

남제주군, 충주, 원주, 전주, 창원, 순천, 

광양 등으로 사업을 늘려 총 25개 과학문

화도시를 선정했다.

재단은 과학문화도시 사업의 성공

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

육청, 대학 또는 민간과학문화단체 등 3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체제를 마련했다. 지방

자치단체는 예산 및 행정지원, 지역 교육청은 교사 및 일선 학교와의 연계작업, 대학 

또는 민간과학문화단체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과학문화도시에는 모든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을 개소하

고, 초·중·고등학교에는 청소년과학탐구반을 만들어 운영했다. 이와 같은 혜택을 제

공받기 위해 많은 지방 도시들과 행정구청에서 과학문화도시에 선정되어 관련 사업

을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재단은 과학기술회관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앰버서더 강연도 강화해 나갔다. 그 결과 재단은 과학문화도시 내에 300여 

개의 생활과학교실을 개소했으며 3,000여 개의 청소년과학탐구반 개설을 목표로 사

이언스코리아 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과학문화도시 사업은 크게 확산기, 안정기, 발전기 등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됐

으며, 1단계 과학문화도시 선정에 이어 2단계에는 지역단위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했으며, 마지막 3단계에는 지역 간 상호 프로그램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07년에는 일괄지급방식에서 벗어나 심사를 통해 우

수 과학문화도시에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미흡한 과학문화도시에는 지원금을 축소하

는 경쟁방식을 도입해 발전적 경쟁을 유도했다. 영등포구의 문래동 로데오상가 광장 

및 주변거리, 순천시의 광양만 및 여수 사이언스 크루즈, 남원시의 자연 생태 탐험 등

이 과학문화도시의 대표적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생활과학교실의 운영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의 중점과제이자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근간

이 된 생활과학교실 사업은 청소년과 학부모 등 국민 모두가 지역커뮤니티에서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을 접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제

고하고 미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4. 11. 09
전주시 과학문화도시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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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3동사무소에 처음 개설해 획기적인 아이

디어로 인정받은 생활과학교실은 2004년 5월 8개 지역 48개소 생활과학교실을 시범

사업으로 운영했으며, 10월에는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된 전국 18개 지역에 생활과학

교실 222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전국 438개소로, 2006년에는 

전국 510개소로 확대됨으로써 풀뿌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문화사업의 성공적

인 모델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생활과학교실은 생활공간에서 과학실험과 체험을 쉽게 실천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청소년들의 이공계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며, 지역사

회 고학력 과학기술인력의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풀뿌리 과학

문화 확산운동에 참여시킨다는 사업 목표를 추진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매주 열리는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 및 소

외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첨단기업탐방과 연구실 오픈랩, 생태탐

방 등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재교육 프로그램 등 4단

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생활과학교실은 2004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전국의 대학, 민간단체 등이 

운영에 참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아낌없는 투자 등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

고 지역의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적인 풀뿌리 과학문화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위상을 정립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7. 과학문화 사업의 국제화 노력

APEC 청소년 과학축전의 개최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과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펼쳐 온 재단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보다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

램을 적용하고 다양한 국제교류행사를 개최

하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

갔다.

그 시작은 1998년 개최한 APEC 청

소년 과학축전이었다. 이 축전은 1996년 11

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APEC 과학기술

관료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공식사업으

로 채택해 당시 매우 큰 의미를 가졌다. 회

원국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와 과학문화 체

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재단이 주최한 제

2004
광주 서구 농성 문화의집 생활과학교실 개소

1998. 08. 14
APEC 청소년 과학축전 개막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1989년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각료회의로 출범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1993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에 의해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2017년 현재 2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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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APEC 청소년 과학축전은 1998년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Science & 

Communication’이라는 주제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13개국에서 459명의 학생

과 과학교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제 행사와 국내 행사로 나뉘어 열린 축전은 해외 청소년들과 과학교사가 문

화유적지와 연구소 등을 방문했으며, 국내 행사는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어 APEC 

지역과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코너가 설치되었

다. 또 마이크로로봇축구대회, 전통과학시범놀이, 노벨상 수상자 강연 등을 개최해 총 

17만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증진과 미래 

과학자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슈가 되었다. 

APEC 청소년 과학축전은 2000년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2

회 대회가 열렸으며, 3회 대회는 2004년 8월 3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15개

국 1,211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후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세계 과학기관과의 협력 체결 및 교류 활동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재단의 국제교류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뤄졌다. 

2001년 5월 미국의 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01년 9월 영국과학진흥협회(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

결했으며 2002년 4월에는 영국왕립연구소(Royal Institution of Great Britain)와 양

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2002년 12월에는 중국과학기술협회(China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그리고 일본의 과학기술진흥사업단(Japan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 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활발한 교류도 이뤄졌

다. 먼저 재단은 미국과학진흥협회와의 협약 체결을 계기로 2002년 7월 18일부터 31일

까지 2주 동안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양국 

고등학생 63명을 대상으로 연구체험활동 

중심의 한·미청소년여름과학캠프를 개최

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발판으로 재

단은 2년마다 국제청소년과학캠프를 정

례화해 발전시켜 나갔는데, 2004년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포항공대에서 열

린 제2회 국제청소년과학캠프에는 7개국 

고등학교에서 과학영재 및 교사 84명이 

참가했으며, 2006년 8월에 개최한 제3회 

캠프에는 9개국에서 총 104명이 참가하

며 국제 청소년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아울러 재단은 영국왕립연구소와 

1998. 08. 14
APEC 청소년 과학축전 행사장 모습

2001. 09
영국과학진흥협회와의 양해각서 체결

2004. 08. 06~07
8월의크리스마스과학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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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계기로 200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왕립연구소

의 ‘크리스마스과학강연’을 국내에 도입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매년 8월에 

개최하는 영국왕립연구소의 크리스마스과학강연은 해외의 유명 과학자가 직접 과학

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해마다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재

단이 2002년부터 개최한 ‘8월의크리스마스과학강연’은 어려운 과학 문제들을 청소년

들이 직접 참여해 즐겁고 창의적인 실험으로 해결하고, 과학이 삶과 생활에 어떤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독특한 주제의 포럼 등을 통해 청소년은 물론 일반 대

중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도 재단은 노벨상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2001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코넬(E. Cornell) 교수, 198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하버드 대

학의 허슈바흐(D. Herschbach) 교수, 1996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영국 서섹스 대학의 

크로토(H. Kroto) 등의 초청 강연을 열기도 했다. 초청 강연은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

으로 과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선보여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PCST-9)의 개최

재단은 2006년 5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아시아 최초로 제9회 세계과

학커뮤니케이션회의(PCST-9)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해 세계 과학기술

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PCST-9은 과학과 대중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 

세계 각국의 과학커뮤니케이션 현황과 경험 교류를 위해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세계

적인 회의이다.

재단은 2002년 12월 PCST-7에 참가해 PCST-9 유치 국가로 확정됐으며, 세계

적인 정기 행사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했다. 특히 공동세션 

운영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사학회, 과학교육학회, 여성과학자총연합회 등

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과 대중 간의 다양한 과학커뮤

니케이션 통로를 마련하기도 했다.

40여 개국 700여 명의 과학커뮤

니케이터들이 참여해 ‘세계시민의식과 과

학문화’라는 주제로 열린 PCST-9에는 총 

30여 회에 걸친 릴레이 토론을 벌였다. 또

한 ‘나노기술과 대중과의 만남’, ‘첨단 과

학기술과 가상현실’, ‘미래의 꿈 바이오 

이야기’, ‘디지털 프론티어의 꿈’, ‘스페이

스 코리아를 향해’ 등의 주제로 8개의 분

과토론과 1회의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버

나드 쉘레(Bernard Schiele) 캐나다 퀘백

대학교 교수, 브루스 르윈스타인(Bruce 

Lewenstein) 미국 코넬대학교 교수, 스

2006. 05. 17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PCST-9)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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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밀러(Steve Miller) 영국 런던칼리지 

교수 등 세계 과학커뮤니케이션 분야 리

더들이 대거 참여해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소주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PCST-9은 국내 과학기술 

토론광장인 ‘연구문화광장(PUR-Korea) 

2006’ 행사와 함께 열려 더욱 풍성한 자

리가 되었다. PUR-Korea는 ‘과학자들이 

스스로 참여해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을 

수용하는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자’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도 매년 계속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PCST-9 행사

를 통해 이루어진 과학문화사업 최대 성과로 평가되기도 했다.

PCST-9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과학커뮤니케이션 분야 최대 규모 학

회로, 한국 및 아시아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파급하는 성과를 남겼다. 특히 폐회 

후 국내외 과학커뮤니케이터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제점과 제도적 발전 방향

을 파악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8.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

뉴비전의 선포

재단은 2005년 지속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을 위해 전 직원의 미래 지향적 

염원과 경영진의 의지를 담아 ‘국민과 함께 사이언스 코리아를 구현하는 과학문화의 

글로벌 리더’라는 뉴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중장기 경영목표와 전략과제를 수립해 전

략경영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재단이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선포한 뉴비전 

‘국민과 함께 사이언스 코리아를 구현하는 과학문화의 글로벌 리더’는 서비스 대상인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 의지와 

기관의 위상을 담은 것이었다. 

재단은 뉴비전 선포와 함께 전 직원이 윤리서약을 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

계획을 수립하며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나갔다. 또한 고객을 대상으로 직원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클린신고센터 운영,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투명하

고 깨끗한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도 했다.

2006. 05. 18
‘연구문화광장(PUR-Korea) 2006’

행사 현장

고객 클린신고함

설치

전 직원 

윤리경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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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

재단은 2005년 윤리경영체제 확

립과 함께 성과지향형 조직을 위한 전략 

경영의 기틀을 마련고자 성과관리 시스

템(BSC)을 도입했다. 또 고객 중심의 혁

신 선도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영혁

신 TFT를 구성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를 분석해 자원을 재분배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혁신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관 설

립 목적과 미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고객감동을 위한 과학문화 서비스 

품질제고’라는 혁신 목표와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그 결과 2005년 정부혁신 추진 공동과제 4개, 자율선정과제 11개를 100% 

이행 완료했으며, 고객감동 경영을 위해 고객만족 서비스 헌장을 공표했다. 아울러 재

단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각화해 ISO 9001 품질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영관리 부문에서 직무 분석을 통한 인력 관리와 책임경영제도를 

운영했으며, 업무 중요도에 따른 아웃소싱과 TFT를 적절히 운용하며 유연하고 합리

적인 조직 운영에 힘썼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워

크플로우 시스템을 도입해 회계, 예산, 자산관리 등 업무의 프로세스를 정비하며 새로

운 10년을 준비해 나갔다.

2005. 12. 08~09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 직원 워크숍

2006년

간부 성과계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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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해관계자 스토리

과학중점학교와 
함께 커나간

과학교사의 
자부심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출범 이후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시작된 

과학중점학교 운영지원은 이제 재단을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과학중점학교 

교사로 활약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서울고등학교의 

노석호 선생님을 만나봤다.

과학중점학교 교사

노석호 선생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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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빛이 되다 

과학중점학교와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던 학교는 지역에 

신설된 일반계 고등학교로, 인근의 특목고와

특성화고에 치여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입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하는 ‘학교선택제’를 

시행하겠다는 예고가 있어, 더더욱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때 날아든 희망의 빛이 

있었으니, 바로 ‘과학중점학교’ 사업이었습니다. 

과학중점학교는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학적 지식을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 처음 53개 고등학교를 선정한 

이래 현재는 13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경쟁력을 갖추는 길은 

이뿐이라고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되어 지역의 

뛰어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2개 학교에 걸쳐 과학부장을 담당하며 

지금까지 과학중점학교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를 불러오다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며 느낀 가장 큰 변화는

과학 과목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입니다. 

이전까지 과학은 학생들에게 있어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중점학교에서는 과학중점학급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탐구 실험을 

진행하고, 스스로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발표하는 등 자기주도적인 수업이 이뤄져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친밀감을 보다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중점학교만의 교수학습법은 

대학입시에만 집중되어 있던 고등학교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몸에 익힌 질서교육과 안전교육이

평생을 가듯, 과학중점학교에 재학하며 

습득한 자기주도적인 학습법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공부의 

든든한 기본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실례로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은 

학교생활을 하며 쌓은 다양한 경험 덕분에 

대입 면접을 남들보다 수월하게 치를 수 

있었고, 대학에 가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를 춤추게 하다 

과학중점학교를 통해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는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인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은 학생들의 호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보다 업무량은 늘었지만, 

과학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넘치는 열정을 발견할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피로가 싹 달아나곤 합니다. 

앞으로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꼭 

과학중점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을 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현재 진행형인 소중한

 추억입니다.



선배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CHAPTER. 06
미리 보는 역사 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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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

2008년 6월 정부가 ‘과학기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재단은 조직을 확대·개편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과학문화 확산사업에 더해 

과학영재 양성, 수학·과학 교육, 창의인재 양성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 결과 재단은 과학영재교육의 강화를 시작으로, 수학·과학 교육 내실화, 

창의·인성교육, 교육기부 활성화, 융합인재교육(STEAM) 등을 추진하며 

사업 영역을 대폭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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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의 수행

과학기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기능 확대

2008년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는 정책과 사회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

으며, 과학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해온 한국과학문화재단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먼

저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통

합을 추진했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출범 38년 만에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사라지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과학기술과 교육의 교류, 협력과 융합을 가속화하고 

아울러 학교 안팎에 과학사업을 연계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는 글로벌 공동체의 확산에 따라 기후와 질병,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와 국지적 이슈의 구분 없이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사회적 문제가 급격

히 대두되었다. 또한 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식 및 문

화의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년 6월 5일 정부가 「과학기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조직을 확대·개편하게 되었다. 개정된 「과학기술진흥법」 제30

조에 의거해 기존의 과학문화 확산사업에 더해 과학영재 양성, 수학·과학교육, 창의

인재 육성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게 된 것이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근거가 된 「과학기술진흥법」 제30조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과학기술진흥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 육성)

④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2001년 1월 제정된 법과 비교해 보면 먼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함께 ‘창

의적 인재육성’이 조항에 포함되었으며, 재단의 수행 사업 역시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

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창

의적 인재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

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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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개정된 「과학기술진흥법」 

30조에 근거해 2008년 9월 6일 ‘과학기술

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통한 과학기술

문화 창달, 수학·과학교육 강화를 통한 창

의적 인재육성, 과학기술과 타 분야와의 소

통 융합 촉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수립하고 

현판식 및 심포지엄과 함께 (재)한국과학창

의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또한 재단의 목적사업은 재단 정

관 4조에 명시했는데, 과학기술문화 창

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청소년 및 일반국민

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과

학기술문화활동,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및 담당단체의 육성·지원, 과학기술 홍보, 과

학기술문화 확산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대중매체사업 운영 및 지원, 수학·과학

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수학·

과학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수학·과학 국정교과서 개발 지원, 수학·과학 교육과정 발

전방안 연구, 수학·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료발간, 수학·과학 교육과정

에 관한 교육·연수·홍보 및 운영지원,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및 지원 등 과학영재 관

련 사업,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등 융합 프로그

램 개발 지원, 과학기술문화 및 창의적 인재육성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과학문화 확

산 및 과학교육을 위한 방송채널 사용사업, 기타 정부 및 국내외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로부터의 수탁사업, 기타 본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등이었다.

조직 또한 4단 1센터 14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먼저 이사장 아래 직속으로 전

략기획실과 홍보협력실, 감사를 두고, 업무에 따라 과학문화사업단, 창의인재기획단, 

미래융합문화사업단, 과학창의센터, 경영지원단을 두었다. 과학문화사업단에는 문화

기반구축실·문화확산사업실·탐구활동확산실을, 창의인재기획단은 창의인재기획실·

교육과정개발실·영재교육지원실을 각각 배치했다. 또한 미래융합문화사업단에는 융

합문화사업실·미디어사업실, 과학창의센터에는 교육연수운영실과 창의교육리소스

실, 경영지원단에는 경영지원실과 재무예산실을 두었다. 

한편 재단은 2009년 6월 30일 창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장 하에 창의리소

스센터를 설립해 운영했다. 창의리소스센터는 수학·과학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창의

교육 리소스를 확보·보급하고 국내외 우수 유관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초·중

등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창의활동·교육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했다. 창의리소스센

터는 2009년 국내외 수학·과학 부문 우수 리소스를 2만여 건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교

사 연수는 물론 청소년 대상 창의체험 프로그램인 ‘창의바다’를 운영하기도 했다. 

2008. 09. 06
한국과학창의재단 출범

2009. 06. 30
창의리소스센터 개소식



CHAPTER. 06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출범 131

새로운 비전 및 미션, 전략의 수립

출범과 함께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새로운 미션과 중장기 비전, 그리고 경영목

표와 전략체계를 수립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했다. 특히 새로운 비전

과 전략은 경영기획본부장을 팀장으로 총 17명이 참여하는 자체 TFT를 구성해 5개월

여에 걸쳐 내부 의견과 외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불어 정부 정책담당자와 의견

을 조율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며 윤곽을 만들어 나갔다. 이후 재단은 전문 컨설

턴트, 서울대학교 정책연구팀 등 외부자문과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해 비전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재단이 확정한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 재단에 주어진 

미션은 ‘과학문화 창달’, ‘창의적 인재양성’, ‘융합문화 창출’을 통한 ‘과학 중심의 창

의 사회 구현’이었다. ‘과학 중심’은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의 출발점 또는 기반이 되는 

중심지식·가치가 ‘과학기술’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재단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문화, 창의교육 중심기관’이라는 비전을 수

립했다. 비전에는 사업내용과 형식, 성과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겠다

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적정한 이해를 가지고 생활 속

에서 과학적·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사업을 촉진한다는 의미를 포함

시켰다. 또한 새로운 지식 창출과 통합적 전문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창의

적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기획·지식·콘텐츠·협력네트워크·인력양

성의 중심기관이 됨을 함의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참여와 공유의 과학기술문화 정착, 통합적 창의인재 육성체

제 구축, 그리고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경영 경쟁력 확보라는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고객 우선·지식 중심·신뢰 형성을 3대 경영 원칙으로 정하기도 했다.

또한 4대 중장기 목표를 도출했는데, 과학문화 창달 사업의 선진화·고급화, 창

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학·과학 교육 내실화, 미래사회 대응력 제고를 위한 융합 활

동 촉진, 성과 중심의 효율적 경영체계 수립 등이 그것이었다. 더불어 4대 중장기 목

표에는 각각 3개씩 총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하기도 했다. 과학문화 창달 사업의 선진

화·고급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콘텐츠 개발 및 보급과 과학문화 사업

주체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과학문화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

한 수학·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수학·과학교육 및 학습 환경 개선과 선진형 영

재교육 체제 정착,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연계 강화를 설정했다. 미래사회 대응

력 제고를 위한 융합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글로벌 이슈 대응 및 미래사회 변화 연구

와 분야 간 융합·교류 활성화,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을, 성과 중심의 효율

적 경영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과 성과 중심의 경영관리체계 

확립, 합리적 인사·조직 관리 정착을 전략 과제로 정했다. 

이처럼 재단은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과제, 그리고 이를 위한 새로운 목표와 

조직으로 이전과 다른 힘찬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다.



132 PART. 01  과학 진흥과 발전의 50년, 그리고 미래

2. 과학영재교육의 강화

과학영재육성사업의 인수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국가 핵심인재 발굴·육성을 통한 국격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을 기반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특히 국가 발전에 핵심 분

야라 할 수 있는 수학·과학 분야 영재의 발굴·육성은 중대 업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새로운 명칭과 역할을 부여받은 이후 당시 과학재단이 맡아

왔던 사업을 이관받아 과학영재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해 나갔다. 

정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08~’12)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학년당 

약 2,100명에게 학교급별·수준별 차별화된 과학영재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

하고, 과학영재 발굴·육성 시스템 구축, 과학영재 교육기관 특성화, 과학영재 교육프

로그램 효율화, 과학영재 교육인프라의 확충이라는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한

국과학창의재단은 영재교육 대상자 수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영재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영재육성 프로그램 활용을 극대화하고, 영재 관련 사업을 유기

적으로 연계하는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과학영재육성사업의 본격 추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청 영재학급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으로 이원화된 

영재교육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교과부·재단 및 1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통합협

의체인 ‘지역영재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이를 통해 영재교육 진흥효과를 극

대화하고 교육청과 대학 영재교육원의 협력사업계획을 평가를 지원했으며, 영재성을 

가진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영재교육 수혜 기회

를 확대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 학교장 추천과 영재교사 관찰·추천제를 통해 

잠재력 있는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심화 사사과정 비율을 확대했으며, 과학

고와 영재학교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 및 과학 창의성 전형 도입과 함께 사정관 전

문연수를 지원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의 국내대회 지필고사 시상제도도 폐지했다. 

또한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의 지원을 통해 과학영재교육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영재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 기반 연구를 지원했다. 그 결과 융·

복합형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수학 통합과학 공통교재를 다수 개발해 영재교육원에 

시범 적용했으며, 영재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과학고등학교 20개, 과학(예술)영재학교 8개의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 내실화에 기여하였고, 1988년부터 교과부에서 지원해온 국제과학올림피아

드 대표단 선발과 대회 참가 지원 사업에 합류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

보, 천문, 중등과학, 물리토너먼트 총 9개 분야를 지원했다. 해마다 2~3개 분야에서 세

계 1위를 달성하여 대한민국의 과학 위상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창의성 있는 과학영

재 조기 발굴과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아울러 전 세계 60여 개국의 생명과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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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800여 명이 참여하는 제21회 국제

생물올림피아드(International Biology 

Olympiad, IBO)를 2010년 7월 11일부

터 18일 경남 창원대에서 개최해 국내 과

학기술의 수준과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

기를 마련했다. 전주기적 영재교육을 위

해 기존의 중·고등학교 중심의 영재교육

에서 한 단계 나아가 대학생 영재교육을 

위해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지원사

업’을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글

로벌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 이공계 

학부생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제

공하는 Honors Program 시범대학으로 

한양대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시작으로 대학에서 이공계 영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했

다. 또한 영재교육의 국제화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ASEAN+3 과학영재센터를 

운영했다.

과학영재 발굴육성 중점계획의 추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철저히 분석해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

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그 결과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이라

는 비전 아래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 질적 수준 제고, 영재교육 효과성 강화 등 

3대 목표를 정하고 그 아래 꿈과 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우수교원 확보 및 지원 강화, 안정적인 발

전기반 구축 등 5개 분야에 걸쳐 17개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이에 발맞춰 재단 역시 제2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13~’17)을 수립하

고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과학영재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전주기적 과학영재 

양성 체계 구축’, ‘과학영재의 융합·도전 역량 강화’, ‘과학영재교육 질적 고도화’라는 

3대 목표를 설정,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이를 위해 전략 및 중점추진 과

제로 과학영재 발굴 체계 분야의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의 체계적 발굴’, 과학영재

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창의·융합형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과학영재지원 인프라의 

‘최적화된 과학영재교육 지원 기반 조성’을 각각 설정했다.

세부 추진 과제로 재단은 먼저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의 체계적 발굴’을 위

해 과학영재 발굴을 확대 및 체계화하며, 과학영재교육기관 특성화 및 연계를 강화해 

나갔다. 과학영재 발굴 확대 및 체계화는 먼저 재능과 가능성을 갖춘 과학영재를 적극

적으로 발굴하고, 과학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웹과 앱 기반의 사이버 영재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도입했다. 또한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과학영재교육 수혜

2010. 07. 11
제21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내 개최 현장

국제생물올림피아드(International Biology Olympiad, IBO)

국제생물올림피아드는 20살 미만의 고등학생들이 참석하는, 

매년 열리는 국제 생물 경시대회로 참가국들은 출전 학생 4명과 

함께 인솔자 1명, 그리고 참관자 2명 이상으로 팀을 구성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독일에서 열린 제9회 대회부터 출전해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국제생물올림피아드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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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과학영재들이 

역량을 발휘해 우수 과학기술인재로 성

장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 브리지 프로그

램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규 과

학영재교육기관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

도록 지원해 나갔다. 과학영재교육 대상

자 판별·선발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며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도 했다. 

과학영재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는 교육 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해 

‘핵심·창의탐구·심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영재학급은 통합형 심리과정 중심, 

과학영재교육원은 융합주제 탐구 중심으

로 운영하는 등 대상 학생과 교육 프로그램, 설치기관을 차별화했다. 과학영재교육기

관 간의 교육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영재들이 국가 과학기술인재로서 빠

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고·과학영재학교 간에 공동 AP 교

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공동 AP 교육과정은 고교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대학 학점으

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입학하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들이 

이수한 고등학교 학점이 대학 학점으로 인정이 되어 대학이수를 3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세부 추진 과제인 ‘창의·융합형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재단은 

과학영재의 창의·육합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교육 및 인턴십을 통해 과학영재의 도전

역량을 강화하며,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나갔다. 과학영재의 창의·

육합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에 융합영재교육원을 

지정하는 등 과학영재교육기관의 융합·탐구 중심 교육 과정을 신설·확대했으며, 핵

심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RP) 개선 등을 통해 대

학단계의 창의·융합 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 또한 핵심 융합 역량을 높이

기 위해 SW영재교육원을 설치하고 영재학급 및 과학영재교육원에 온라인 SW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 선발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도 했

다. 창업교육 및 인턴십을 통한 과학영재의 도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 밀착형 

‘과학기술창업교육 패키지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학적으

로 발전시키는 ‘I&D(Imagination & Development) 창의공학교재’를 개발하는 등 과

학영재들의 창의적 도전정신 함양을 통한 과학영재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가정신 교육을 도입했다. 또한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창업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개최했다. 

또한 과학영재의 아이디어 구현 및 인턴십을 활성화해 실무 역량을 높여나가기도 했

다. 과학영재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013. 12. 23
제1회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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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기관 인프라를 활용해 과학영재교육 지원을 활성화하

며, 과학영재교육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였다. 

‘최적화된 과학영재교육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과학영

재교육 지원 전담기관을 구성하고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과학영재교육 지원기관의 전

문성을 높이고, 과학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 인력

의 참여 활성화 그리고 이공계 인력을 활용한 담당 교원 다양화 등을 통해 과학영재 

담당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공계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온라인 진로·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과학영재의 진로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영재교육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유해 나갔다. 

그 일환으로 과학고·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연구활동 프로그램

인 과학영재 창의연구(R&E) 과제지원을 위해 ‘과학영재 창의연구(R&E)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연구윤리교육, 과제 컨설팅, 과학글쓰기교육, 청소년 과학

창의연구 학술지 발간과 교사들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4년에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에서 26개 과학고·영재학교 

재학생과 인솔교사 등 375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수학자대회와 연계해 ‘과학영재, 

미래 필즈상을 꿈꾸다!’를 개최해 영재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저명한 수학자들과의 교류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재단은 매년 영재교육의 수혜자를 증대해 나갈 수 있었

다. 2008년 5만 8,953명으로 시작한 영재교육 수혜자는 2009년 7만 3,865명, 2010

년 9만 2,198명, 2011년 11만 1,818명, 2012년 11만 8,377명, 2013년 12만 1,421명 등으

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 11만 7,949명, 2015년 11만 53명, 2016년 10만 8,253명 등

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영재교육 수혜율 역시 2008년 0.77%로 시작해 2009년 

1%, 2010년 1.27%, 2011년 1.59%, 2012년 1.76%, 2013년 1.87%, 2014년 1.88%, 2015

년 1.81%, 2016년 1.84%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3.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활동

수학·과학교육 내실화의 착수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8월 수학·과학 교육과정을 다른 교과와 분리하여 

개발하였다. 이는 교육과 과학기술 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것으로 교육과학

기술부는 과학문화 확산활동과 학교 과학교육을 연계하는 ‘사이언스 WIDE’ 프로젝

트를 발표했다. ‘사이언스 WIDE’는 수학·과학교육 내실화와 과학 생활화를 위한 학

교 밖 과학교육 활성화, 과학관을 활용한 과학교육·문화 활동 전개, 과학교육 저변확

대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실험·탐구 위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차세대 과학교과서

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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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재단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통한 과학기술문화 창달, 과학기술과 타 분야와의 소통 융합 촉진

과 함께 수학·과학교육 강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

았다. 아울러 수학 및 과학 교과서 검·인정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재단은 2008

년 12월 수학과학 분야 외 타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기획위

원회’를 구성해 18회에 걸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그 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교육 조정 체계 구축, 학습자의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수학·과학교육과정 

개선, 창의성 개발을 위한 수학·과학 교과내용 개선, 수학·과학 교사의 전문성 제고, 

과학기술 현장과 학교의 파트너십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수학·과학교육 내실

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 

수학·과학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재단이 수학·과학교육 내실화를 추진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2009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교육과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이때마다 재단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는 한편, 초등학교 수학·과학 국정교과서를 편찬하고 중·고

교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검·인정 업무를 담당했다.

2009년 12월 23일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 가운데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 교과 내용을 20% 경

감하고 수학적 문제해결·추론·의사소통을 학습 내용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상의 유의

점, 교수·학습 방법에 반영해 수학적 창의성을 강조했으며,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학년별이 아니라 몇 개 학년을 묶어서 제시하는 학년군제를 반영했다. 과학과 교육과

정은 과학적 기초 소양 교육 강화, 창의성 신장을 강화하는 과학교육 추구, 과학의 탐구 

활동 강조, 교육 내용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중점으로 개정했다. 

이에 재단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6학년 수학 교과용도서 및 

3~6학년 과학 교과용도서를 편찬했다. 당시 편찬한 교과용도서는 스토리가 살아 있

으며, 활동 중심의 교과를 지향하고, 학습자에게 창의적 문제 해결자의 경험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었다.

한편 2015년 9월 23일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문학적 상상력, 과

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

재상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초

등학교 안전한 생활 신설,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근거 마련, SW교육 강화, 고등학교 

공통 과목의 도입, 선택과목 다양화 및 국·수·영 비중 적정화 등이 골자였다. 

재단은 과학과 핵심 역량을 연구해 핵심 개념(Big Idea) 중심의 통합, 학습량 

적정화, 탐구 역량 강화 및 학생 참여형 수업을 촉진하고자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

안을 제시했다. 특히 신설된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교육과정의 경우 과학의 기초 개념

과 자연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토의·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 

2009. 04. 01
수학·과학 교육 내실화 방안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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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탐구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실 수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과정 연구를 통해 수학 교육과정에 창의융합형 인재상과 미래사회

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역량을 선정·반영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내용 감축과 연계성 강화, 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했

으며, 실생활을 중심으로 통계 내용을 재구성하고, 공학적 도구 활용 권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초등 국정도서 편찬 일정에 따라 초등 1~6학년 수학과 초등 3~6학년 

과학교과용국정도서를 개발했다. 특히 과학의 경우 학생 탐구 활동 중심, 과학과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도입, 실생활 연계 강화 등을, 수학의 경우 학생 친

화적이고 친절한 교과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과서, 재미있는 교과서 구현 등이 

편찬의 주요 특징이었다.  한편 질 높은 학습자 중심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보급을 위

해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검·인정 업무를 수행했다.

수학·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재단은 수학·과학교육에 최적화된 교과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수학·과

학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모색해 나갔다. 

이를 위해 재단은 먼저 과학교육 선도학교의 현장 정착을 위해 2009년부터 과

학중점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과학중점학교는 인문적 소양과 심화된 과학지식

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반계 고교의 교육과정 중 수학·과학 과목이 차지하

는 비율을 강화 실시하는 학교로 수학·과학 과목에 대한 수준별 수업, 심화 수업, 실

험·탐구 수업을 실시하고, 과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경험을 균형 있

게 제공하며, 과학 기초학력을 배양하고 탐구·체험학습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

성을 계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2009년 53개교를 지정하고 2010년 47개교를 지

정하는 등 현재 전국 135개교의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중점학교

의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과학중점학교의 성과 확산 및 활용, 과학중점학교 선도

교원 양성 및 자생적 발전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재단은 학생들의 수학 자신감과 흥미 등 정의적 향상을 지원하는 수학 학습 지

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전국 553개교의 수학나눔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수학나눔학교는 교구를 활용한 학생 중심의 활동과 탐구 수업 실시, 학생 수학

동아리 조직·운영 및 교내 수학탐구대회 개최, ‘수학과 친해지는 날(3월 14일: π데이)’ 

운영,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학멘토링제 프로그램 운영, 수학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학 불안감 치유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단은 수학·과학교육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먼저 과학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2016년 2월 25일 「과학교육진흥법」에 의

거해 과학교육 5개년 기본계획인 ‘과학교육종합계획(2016)’을 수립했다. 과학교육종

합계획은 학생, 교원, 학교, 지역사회가 어우러져 과학을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행

복한 과학교육’이라는 비전 아래에 3대 추진목표, 7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를 제

시했다. 

2010. 06. 30
과학중점학교 특별교과 교재 활용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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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종합계획의 대표적 핵심과제 중 하나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모든 이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의 정신이 교과 교육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과학을 ‘스스로’, ‘즐겁게’ 학습하고 도전하는 과학적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거꾸로 

과학교실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도입해 교실 수업 변화를 유도하였다. 가정환경, 성

별, 장애와 관계없이 ‘과학 재능과 꿈을 가진’ 아이를 과학기술인의 길로 이어주는 ‘사

다리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학생들이 즐겁게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창의형 과학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과학실을 첨단 과학실험 및 STEAM 탐구활동이 가능한 

창의융합형 과학실로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미래형 과학

교실에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체험 실험 등과 같은 ICT 첨단과학기술과 미

술, 음악, 인문학 등이 융합한 첨단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단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과학 분야에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기준 및 소양을 정하고, 과

학교육 기준을 마련하는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을 개발해 과학교육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학교육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다. 수학교육 선진화 방

안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창의적 인재와 합리적 시민을 위한 수학교육’이라는 비전 아

래 창의·인성 중심의 학교 수학 내실화 및 사교육 부담 완화,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자신감 형성, 현대인의 기본 소양으로서 수학의 대중화 등을 목표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 등의 추진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미한 초등수학 교과서 및 중·고등 모델

교과서 개발, 수학교사 한마당 운영, 수학 내신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수학클리닉 지

속 운영 및 지역 확산을 통한 취약계층 격차 해소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제2차 수학교육 종합 계획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수학교육’이라는 비전을 확립하고 수학 기반의 핵심 역량 함양,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 인식 확산, 선진 수학교육 기반 조성 등 3대 목표를 설정했으며, 추진 전략으

로는 수학교육 패러다임 변화 추진, 수요자 참여 중심 수학교육 지원, 범국가적 수학

교육 지원 체제 구축 등을 정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수학교육, 진로 연계 및 자

유학기제 수학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과정 중심의 수업 및 평

가, 학생 맞춤형 수학 프로그램 운영, 우수 수학교사 인센티브 제공, 학부모 및 성인 

대상 수학교실 확대, 수학거점학교 지정 운영, 수학의 날 지정 추진, 시·도교육청 수학

교육 지원 체제 강화 등의 사업을 펼쳐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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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인성교육의 추진

창의·인성교육의 방향 설정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사의 강의 위주로 진행되던 수업을 

학습자의 자발적인 주도로 변화시켜야 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1월 5일 창의와 배려

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을 위해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교육

비 절감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입학사정관제도의 확

대 등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

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교육의 본질인 창의·인성교육을 추상적

인 구호에서 실제적인 적용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였다.

정부가 발표한 창의·인성교육은 유아단계의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초·중등 

교과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초·중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운영, 대학의 사회봉사와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기업 등과 연계한 창의·인성교육 추

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제 구축, 창의·인성교육을 담당할 교수·

지원 인력 확보,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사회 문화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었

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창의·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2010년 초 창의·인성교육 총론 

차원의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해 약 8개월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연구를 통해 

기본개념 정립과 가이드라인 구축을 완료했다. 그 결과 미래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

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

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의 핵심에 ‘창의성’과 ‘인성’이 존재한다는 기본개념 정립

과 가이드라인 구축을 완료했다. 특히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

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으로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

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전략을 ‘창의·인성교육’으로 규정했다.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노력

창의·인성교육의 개념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 재단은 학년

별 교육과정과 교과별 중점 교육요소, 교육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단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 학생참여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과 중

심, 교과 연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등 다양한 주제 중심·융합형 수업모델을 

개발했으며,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과별 창의·인성 교사연구회를 선정해 창의·

인성 수업지도안을 개발·배포해 나갔다. 

또한 재단은 2011년 2월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창의·인성교육 프로그

램 및 교육기부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인 창의·

인성교육넷 ‘크레존(www.crezone.net)’을 오픈했다. 크레존은 초·중·고교 학생과 교

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창의체험 자원 및 프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www.crezone.ne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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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CRM) 및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정보와 창의·인성교육 전문자료를 제공하

며 창의·인성교육 실현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창의체험자원 발굴 교사연구회 운

영, 선진 창의교육 선도사례 기반 창의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창의체험자원 홍보·

확산을 위한 월 2회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 창의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창의·인성교육 현장포

럼’은 2010년 11월 경기창조학교에서 ‘창의·인성 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이

라는 주제로 제1회 포럼을 시작해 2017년 현재 97회를 개최했다. 창의적 인재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원 개인의 창조적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포럼은 매회 신선한 

주제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분과별 워크숍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신 교육 트렌드

를 전파하고 전문가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을 기회를 제공했다. 토론·협동·액션러

닝 등 교실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실질적인 창의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해 체험과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원 연수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재단에서 운영하는 연수는 강의 중심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실습과 참여 중심의 현장 연수로 개선하고, 연수 인원의 강제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해 높은 몰입도를 유지하며,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사

전기획·연구를 통해 연수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창의·인성교육 연수는 시·도 일선학교와 교원에게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컨

설팅을 실제 담당하는 핵심요원을 양성하는 과정인 ‘창의·인성교육 컨설턴트 양성 과

정’과 일선학교 교원 중 창의·인성교육의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창의·

인성교육 전문성 향상과정’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전국 단위의 창의교육 활성화와 시·도별 창의교육 현장 실천

도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수도권과 중부권, 동남권과 서남권 등 권역으로 나눠 창

의·인성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

해 창의·인성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과 교실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아울러 재단은 창의·인성 소양을 갖춘 예비교

원 양성과 교수법 개선 등을 위해 전국 교육대와 사범대를 대상으로 창의교육 선도교

원 양성대학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처럼 재단은 전국적인 창의·인성교육 실천·확산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

영해 창의·인성교육 개념 정립과 세부 방안 도출, 그리고 실행에 선도적인 씽크 탱크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창의·인성교육 노하우의 발굴·확산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인식과 실천의 수준은 지역

과 담당자에 따라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학교·교사가 실천 가능한 여

러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우수한 학교의 모델을 직접 보고 운

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는 창의·인성 우수학교를 선정하고 창

2013. 02. 27
제1회 창의교육 선도교원 양성대학 교수법 개선 포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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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성 모델학교를 운영해 나갔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

도에 창의·인성 우수학교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에 노력한 교실 수업 실천 사례

를 중심으로 100개를 선정한 바 있다. 창

의·인성 모델학교는 창의·인성교육을 잘 

실천하는 학교 가운데 실천 노하우를 다

른 학교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도와주는 학교 중 지역별 거점으로 

2012년 총 196개교를 선정했다. 이들 모

델학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공개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 관련 매

뉴얼을 제공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다. 

한편 재단은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소질을 살리는 동아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 전국 단위의 ‘창의체험 페스티벌’을 개

최하고, 2014년에는 인성교육한마당과 통합한 ‘2014 대한민국 창의·인성 한마당’을 

열어 학생들의 열정과 끼를 발산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5. 교육기부 활성화 노력

교육기부센터 지정과 사업의 추진

교육기부(Donation for Education)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단체·개인 등 사

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및 재능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

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2011년 6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본격적

으로 도입된 초·중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학의 사회봉사와 참

여, 지역사회 기업 등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2011년 

12월 26일 재단을 ‘교육기부센터’로 지정하고 교육기부 활성화 임무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재단은 2011년 8월부터 기업 및 기관과 교육기부 MOU를 체결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교육기부 인증제’를 운영하고 교육기부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

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재단은 교육기부센터로 지정되면서 곧바로 교육기부센터 전담조직으로 교육

기부사업팀을 신설하고 ‘창의적 나눔(Creative Sharing)으로 교육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기부 기획·연구·수행 전담기구’라는 비전 아래 교육기부 자원 확보, 교육기부 프

로그램 기획 및 개발, 교육기부 수요-공급 연계, 교육기부 활성화 기반 확충 등의 전략

2011. 11. 18
제1회 창의체험 페스티벌 현장

교육기부

인증마크



142 PART. 01  과학 진흥과 발전의 50년, 그리고 미래

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먼저 재단은 2013년 3월 16일부

터 1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

관에서 ‘아이들의 꿈과 나눔을 잇는 교육

기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

람회’를 개최하며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여 나갔다. 교육기부 박

람회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기

부를 집대성함으로써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의 인식 수준을 끌어올리

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25개 기업, 13

개 공공기관, 8개 출연연, 21개 대학, 39

개 협회와 단체 등 총 131개 기관이 참가

해 기관 간 교육기부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했고 8만 명이 방문해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교육기부 선포식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는 이후 매년 성대

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2016년 제5회 대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려 더욱 화제가 되기

도 했다.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계기로 열정이 가득한 대학생들의 자발적

인 교육기부 운동도 확대되었다. 2012년 7월에는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한민

국 대학생 교육기부단 창단식’을 가졌다.

2012년 12월에는 교육기부기관의 사회적 칭찬과 격려,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

상’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교육기

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

을 개최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는 기업 16개, 공

공기관(출연연) 12개, 대학 8개 등 총 60개 단체가 교육부 장관상 표창을 수여했다. 

2014년 7월에는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해 기업, 공공기관(출연연), 대학, 단체·협회 150여 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교육기부범국민실천협의회’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하기도 했다.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

재단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삼성·롯데·

현대자동차·금호아시아나그룹 등 기업 40개, 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

공기관 26개, 한국무역협회·월드비전 등 단체·협회 27개, 상명대학교·강동대학교 등 

2016년 12월 기준 총 95개 기관과 교육기부 MOU를 체결했으며, 2012년 이후 매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와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2016. 09. 22
제5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회식

2012. 07. 18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 창단식

2013. 05. 29
현대 정몽구재단과 교육기부 관련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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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이어온 교육기부 인증

제는 교육기부 수행역량, 프로그램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부 우수 

기관·대학생 동아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로, 2016년까지 기업 70개, 

공공기관(출연연) 95개, 동아리 123개 등 

434개 기관·동아리가 인증받았다. 아울러 

재단은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을 확보하고 

참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검

색·매칭·인증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기부 

포털 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을 

운영하며 교육기부 원스톱(One-Stop) 서

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기부 기관과 수혜자

를 연결해 주고 있다. 또한 전 사회적 교육기부 문화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공공

기관·대학 등 잠재 교육기부 기관들의 동참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기부 캠페인 방송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결성한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학기 중과 방학으로 나눠 소외지

역의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토요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캠프, 방과 후 진로체험, 문

화예술체육, 교과연계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기 중 토요 프로그

램으로는 ‘함성소리(대학생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이야기)’, 방과 후 학교 프

로그램 ‘알락달락 행복한 학교, 초등돌봄교실 등이 있다.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는 3일 동

안 소외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쏙쏙캠프(Story of Camp, 

Story of Creativity)’ 활동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학생 교육

기부단은 서울의 중앙 운영국을 비롯해 충청·호남·경북·경남 등 8개의 지역지부를 통해 

지역별 특색과 수요에 맞춘 다채로운 교육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재단은 교육기부 참여(예

정)기관이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프로

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문·

협력하기 위해 창의융합, 미래진로 등 분

야별 교육기부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이후 매월 다른 주제로 교육

기부 주간을 운영하며 해당 분야의 교육기

부 참여 기관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

굴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 있는 교

육기부 자원 발굴과 지역 교육기부 활성

2012. 12. 07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

2013. 07. 13
2013 쏙쏙캠프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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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해 경상권, 충청강원권, 전라제주권 등에서 교육기부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

으며,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 문화 확산과 교육기부 기관 간 정보교류를 위해 교육기부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부 추진협의회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기업 32

개, 공공기관 44개, 대학 53개, 단체협회 49개, 그 외에 대학생교육기부단과 개인교육

기부단 등 18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2011년 10월 대구·대전·충북·전남·경남 등 5개 지역 교육청을 교

육기부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해 지역 상황에 특화된 교육기부 모델 개발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실무담당자를 ‘교육기부 매니저’로 임명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도네이션 스쿨’을 개최했다. 도네이션 스쿨은 교육기부 자원 확

보에 대한 강의를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교육기부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

추고 2012년 5월에 제1회 도네이션 스쿨을 개최, 117명의 교육기부 매니저가 참가해 담

당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후 도네이션 스쿨에서는 나눔과 기부문화, 기업의 

사회공헌 동향에 대한 특강 등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기부의 의의

재단은 교육기부 컨설팅단과 교육기부 인증제 운영을 통해 교육기부 참여기관

과 우수프로그램 등의 자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교육기부의 체계적 지원 강화와 교육

기부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 대학생 동아리의 교

육기부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생 재능기부를 통한 예술스포츠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등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21세기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존의 학교 교육은 한계에 직

면했으며 이에 따른 교육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교육기부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

가치창출(CSV) 모델로서 공교육 현장에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사회전체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교육기부 수혜학생 및 프로그램 추이

온라인 교육기부 포털 사이트

(www.teachforkorea.go.kr)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교육기부 수혜학생(명) 394,233 866,217 1,394,796 2,251,587 3,981,393

교육기부 프로그램(개) 1,290 2,741 3,099 4,883 8,064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의 약어인 공유가치창출(CSV)은 기업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와 함께 경제적 

수익도 창출해내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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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융합인재교육(STEAM) 추진

창의성+상상력의 STEAM 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의 범

위에 초·중등과정을 포함하고, ‘미래형 STEAM(수학·과학·기술·예술) 교육 강화’를 

2011년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자산인 미래 과학기

술 발전을 주도할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의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수준에서부

터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STEAM의 배경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인성교육의 연장선에서 과학

기술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안되었다. STEAM 교육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

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

하는 교육이다. STEAM은 각각 과학(S), 기술(T), 공학(E), 예술(A), 수학(M)의 약어를 

나타낸다. 당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실생활의 과학기술 수준은 높아졌으

나, 수학·과학·기술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학습에 대해 낮은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융합인재교육이 시작되었다.

STEAM은 교사가 주입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수업을 지양하며 학생

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방식의 수

업을 지향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기술 주제

를 접하게 되고, 자신들이 미래에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다.

STEAM 교육 확산을 위한 활동

재단은 2011년 STEAM 교육 콘텐

츠의 개발·보급을 위해 STEAM 교육 개

념을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

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

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정립하

고, 16개 연구시범학교 및 47개 교사연

구회를 시작으로 STEAM 교육을 지원하

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약 4만 명에 달

하는 STEAM 교육 연수자를 참여시키는 

등 융합인재교육을 주도했으며, STEAM 

교사연구회를 통해 학문분야 주제별 융

합형, 첨단제품 활용형, 과학예술 융합형 

등 현장 적용성이 높은 STEAM 프로그

2012. 04. 02
2012 STEAM 리더스쿨 및 교사연구회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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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개발했다. 또 현장 컨설팅과 월례 워크숍, 성과발표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현

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면서 STEAM 교육의 폭을 

넓혔다. 이외에 STEAM 교육 파이오니어 양성을 위한 연수를 통해 STEAM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을 강화했다. 

2012년 4월 2일에는 80개 STEAM 리더스쿨 교장·연구부장과 120개 교사연

구회 연구책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2012년 STEAM 

리더스쿨 및 교사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STEAM 리더스쿨은 융합인재교육

(STEAM)을 학교 교과목 편성에 반영하고, STEAM 과목을 시범적으로 학교교육에 

적용·운영하는 학교를 뜻한다. 

이후 재단은 리더스쿨과 교사연구회를 중심으로 ‘모든 단위 학교에서의 융합인

재교육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섰다. 먼저 STEAM 리더

스쿨 및 교사연구회가 STEAM 교육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 

현황을 점검·지원하는 ‘STEAM 현장 컨설팅’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STEAM 수업은 학

습 준거틀에 따라 실생활(Real World)의 문제에 대해 학생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창

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수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리더스쿨 및 일반학교에서 STEAM 수

업시수를 20% 이내에서 확보하는 방법과 STEAM 교육 홈페이지(http://steam.kofac.

re.kr)를 통한 콘텐츠 활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시·도별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한 현

장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STEAM 연차별 맞춤 지원, STEAM 교육 제도화, 담당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워크숍, 콘텐츠 및 동기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했

다. 이를 통해 시·도의 자체적인 STEAM 리더스쿨 및 교사연구회 교사 간의 수업 공개, 

STEAM 프로그램 상호 컨설팅 실시 및 지역 내 소통을 확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단은 2012년 8월 ‘2012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의 중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일반인들에게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STEAM 페어를 개최했

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한 STEAM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등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재단은 2013년부터 학생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교사의 지도를 받아 연

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력 및 문제해결 역

량을 함양하는 활동인 STEAM R&E를 과학중점학교·과학고·과학영재학교를 중심

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2013년 12월 26일에는 서울 양재동 The K-호텔에서 과학중

점학교·과학고·과학영재학교 학생 등 350여 명이 연구과제별 성과를 전시·발표하는 

학생 중심의 연구 성과 발표대회인 ‘2013 STEAM R&E(Research & Education) 페

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대학, 출연(연), 기업을 대상으로 STEAM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지원하는 STEAM 아웃리치 활동을 협력 운영하고 있으며, STEAM 교육의 실

태조사 및 효과성 심층분석 연구 실시, STEAM 사업 전체에 대한 효과성 분석 및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등 다양한 정책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STEAM 교육 홈페이지

(http://steam.kofac.re.kr)

2013. 12. 26
2013 STEAM R&E 페스티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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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학문화사업의 소통 융합 확대

생활과학교실 및 열린과학교실의 확대 운영

한국과학창의재단 출범 이후 재단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과학문화·창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가정 대상 생활과

학교실을 신규 운영해 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대학생의 농어촌 및 도서벽지 

초·중학생 대상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과활마당을 신설하기도 했다. 재단은 청소년들

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제고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 지역별 책임운영기관과 연계해 실험 중심의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했다. 

생활과학교실은 2003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9조에 의거한 ‘과학기술문

화 창달 계획’ 중점과제로 채택되어 시범 운영을 거쳐 2004년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의 핵심 사업으로 270개 주민자치센터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

대되어 2016년 현재 493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소외계층

을 찾아가는 ‘나눔과학교실’을 신설해 2006년 926회를 운영했으며, 2007년에는 부

산에서 ‘방과후 과학교실’ 9개교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2008년부터는 979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을 본격 운영하는 한편 생활과학교실 프로

그램 인증제를 시행했다. 2009년에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실을 신설 운

영해 사회적 배려 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2010년에는 녹색성장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고 녹색 프로그램 

경영대회를 운영했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과학교실’ 토털 솔루션 개발을 지

원하고 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과학자 강연’을 본격 추진했다. 과활마당의 후신으

로 전국 사회복지시설대상 대학생 과학나눔봉사단이 발족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지

역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공모를 통해 지역운영기관 42곳을 선정·

지원했으며, 전국 58개 지역에서 창의과학교실 25만여 회, 나눔과학교실 10만여 회를 

운영했다. 2012년에는 학교 교육과 연계

해 STEAM 프로그램 43개를 개발·보급

하고 주말 및 방학을 이용해 STEAM 집

중교실을 신설해 총 1,257회 운영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

한 공방형 생활과학교실을 시범 운영하

고, 생활과학교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한편, 12월에는 40개 운영기관 

운영자, 강사, 담당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커힐 호텔에서 생활과

학교실 10주년 기념식과 뉴BI 선포식을 

개최했다. 2014년에는 성인·주부·어르신 

2004. 07. 09
영등포 제3동 생활과학교실 개소식

2010. 08. 06
과학나눔봉사단 발대식

2013. 12. 04
생활과학교실 10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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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가족 단위의 과학교실인 ‘가족과학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과 연계해 ‘기적의 수업 오디션’ 등 생활과학교실 성과공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Let’s MAKE 생활교실을 신설해 운영했으며, 유아·창작·앱 등 신규 프로

그램 21종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외에 생활과학교실은 2010년 5개 재외과학자협의회와 MOU 체결로 독일 함

부르크에서 해외 현지 한인 대상 과학강연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저소득가정 학생 

33명을 선발, 상하이EXPO 체험단에 합류시켜 해외 과학문화 견문기회를 제공했으며, 

저개발국가 한국학교 대상인 중국 상해 및 무석한국학교에서 이사장 특별과학강연과 

중국 상해한국학교의 대학생 과학나눔 해외봉사단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한 바 있다. 또

한 이들에게 과학체험교구 및 교과서, 우수과학도서 등을 기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생활과학교실은 과학기술인 출신 CEO와의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고민을 해결하고 과학기술계로의 진출을 유도하는 청소년 대상 진로활동과 국내 

방문·체류 중인 해외 우수과학자들의 강연을 통해 국내 학생들에게 글로벌 과학현황 

이해의 간접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해외석학 강연을 운영하기도 했다. 

융합문화사업의 실시

한국과학창의재단 출범 이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재단은 ‘융합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갔다. 과학문화와 창의교육이 만나 새롭게 출범한 설립취지에 맞

게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예술의 만남과 소통, 융합을 통해 사회 전반의 창의성을 

높이고 융합 활동을 통해 과학문화의 저변을 넓혀가고자 하는 사업이었다. 

2009년 재단은 융합창작공연, 과학스토리텔링, 과학시각화 등 3대 분야로 나눠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예술의 융합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융합창작공연’은 과학과 

공연예술의 융합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과학스토리텔링’은 과학과 이야기를 접목하는 

것이며, ‘과학시각화’는 과학과 미술, 시각디자인을 융합하는 것이다. ‘산소’, ‘생명의 나무 

다윈’, ‘빛의 혁명’ 등 과학연극이나 미디어

아트 공연(융합창작공연), 과학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운영, 과학드라마 시놉시스 개발

(과학스토리텔링), 과학사진 작품,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과학 소재 웹애니메이션 

제작(과학시각화) 등을 지원했다.

또한 과제에 참여하는 각각의 분

야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

고 자신의 융합창작활동을 시연하거나 설

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분야 전

문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융

합카페’를 매달 개최하기도 했다. 

2009. 06. 30
제1회 융합카페 개최

2009. 11. 05
과학연극 ‘생명의 나무, 다윈’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Medical Illustration)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은 매우 복잡한 의학지식이나 생물학적 

정보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분야로 의료 관련 서적이나 이외에도 환자를 

위한 안내책자나 영상에 수록되는 그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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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한 시너지 창출

과학기술과 사회(STS)의 소통·융

합사업은 환경 변화와 정부정책에 부응하

는 핵심 과제로, 재단은 지속적으로 발전

시킬 전략적 과제로 확대해 나갔다. 

그 일환으로 2010년 4월 6일에는 

‘미래와의 대화-누가, 무엇이 미래를 만드

는가?’라는 주제로 제1회 미래콜로키움

을 개최해 미래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 기

반을 마련했으며, 2010년 11월에는 ‘과학

과 인문, 예술, 5일간의 대화’를 주제로 융

합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해 국내 융합 관련 

활동을 대표하는 10개 기관 대표들의 특

별 좌담회부터 SF,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를 키워드로 한 전시회, 석학들의 특별강연, 

융합카페, SF영화 상연, 과학라이브 콘서트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2011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쉐라톤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과학창의연

례컨퍼런스는 과학 대중화를 위한 컨퍼런스와 과학융합 성과전시회, 아시아 12개국이 참여

하는 아시아과학교육포럼 등이 동시에 열려 1년간의 성과를 함께 토론하고 교류하는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는 재단의 중요한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2012년 11월에는 ‘제주, 별을 담다’를 주제로 별자리에 얽힌 재미있는 과학토

크와 가을철 별자리 관측 등을 진행한 사이언스 이브닝을 개최해 새로운 소통 프로그

램으로 정례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과를 확산시켜 나갔는데, 2011년 9월에는 

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과학신문 ‘사이언스타임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분기 ‘청소

년 권장사이트’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1년 12월에는 ‘이동준의 자바실험실’ 등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SNS 등을 활용한 과학교육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보급되기도 했다.

8. 기관 발전을 위한 노력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재단은 2011년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공직사회 청렴의식을 확산시키고 높아진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

관 윤리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재단은 2011년 4월 4일 재단 간부진이 반부패 청렴 서약을 한 것을 시작

으로 5월과 10월 각각 전직원 대상 윤리교육과 부서장 부서별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2011년 7월에는 간부진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며, 이사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를 분기

2011. 11. 30
2011년 제1회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 개회식

2012. 11. 23
제2회 사이언스 이브닝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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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1회에서 월별 1회로 확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확고한 윤리경영 추진을 위

해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는 등 외부감시기능을 강화

했으며, 반부패 청렴정책 기획 강화를 위

해 감사부를 중심으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단’을 구성해 특별감찰팀, 반부패 TF

팀, ‘청렴 동아리’ 등을 구성·운영했다.

또한 재단은 청탁·금품수수 등 부

패행위 방지와 처벌을 위한 제도와 부조리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 부패행위 신

고의무 불이행 임직원 징계처분 기준 등을 

신설했으며, 기관 윤리경영 및 행동강령 

실천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청탁·금품 등록시스템을 구축했으

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된 상품권을 경고서한문과 함께 해당업체에 반송하기도 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도입과 교육도 확대했다. 먼저 청렴마일리지 제도

를 신설해 재단 임직원 대상 청렴마일리지 누적 점수를 관리하고 올해의 청렴인상, 청

렴부서 선정·시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으며, 임직원 및 유관기관 행동강령 

체계를 도입해 재단 인트라넷 로그인 화면에 ‘행동강령’을 게시하고 임직원 및 유관

기관 대상으로 행동강령 문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전 직원 청렴윤리문화 실천 캠페인을 추진해 기관 홈페이지에 ‘청렴韓 세

상’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 직원이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으며, 청렴 콘텐츠 

사내공모전을 실시해 우수작을 사내 인트라넷 로그인 시 접속화면으로 활용하며 기

관 청렴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대일 코칭시스템’ 및 내부 자체감사

를 통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소규모 기관 특성을 반영, 감사부가 직원들을 대상으

로 업무 유형별 맞춤식 교육·상담을 실시해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홈페이지의 대국

민 접근성 강화를 통해 청렴투명행정을 실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윤리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재단은 2011년 국민권익위

원회 종합청렴도 조사결과 전체기관 평균보다 높은 8.66점으로 2010년 「매우 미흡」

에서 「보통」 등급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전 직원이 재단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투명하고 청렴한 재단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교육연수원 인가 및 특정연구기관 지정

재단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종합교육연수원’과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아 재단 고유의 교육연수 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먼저 재단은 

2012년 5월 교원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이나 능력 배양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운영하

고 학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 파이오니어 양성

2011. 10. 22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

옴부즈만 제도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1808년 이후 발전된 제도로,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ombudsman)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감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012. 06. 20
원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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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창의·인성교육 컨설턴트 양성과정, 고교 융합형 과학연수, 수학교사연수, 녹색

성장 선도과정 연수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재단은 종합교육연수원 인가를 

위해 대연수실 1개, 중연수실 4개, 소연수실 6개, 수학·과학교육 실습실, 해외 우수 리

소스존 등 연수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두 달 뒤인 2012년 7월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교육연

수원’ 인가를 획득했다. 원격교육연수원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교장·교감 등을 대

상으로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하는 기관

이다. 이를 통해 재단은 교원에게 더 많은 연수기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

다. 이후 재단은 교원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STEAM 입문 사이버 연수과정, 고등

학교 과학 원격연수 프로그램 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앞서 재단은 2011년 7월 정부로부터 ‘특정연구기관’ 지정을 받아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1967년 민간기구로 출범한 이래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것

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지위를 넘어 정책연구까지 분야를 넓힐 정체성을 확보하였

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정책·기획, 연구·개발, 업무 등 그간 취약했던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별도로 재단은 2012년 3월 기존의 대치동 사옥에서 현재의 선릉로 삼릉빌

딩으로 사옥을 이전해 2008년 한국과학창의

재단으로 확대·개편 후 이원화된 사무공간

을 통합하고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의 계기를 

마련했다. 2011년에는 인력자원 관리·개발

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

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Human Resources Developer)에 선정되었

으며, 2014년 재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재단은 2011년 새로운 환경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육성을 모두 담당하고, 양 사업 간의 시너지

를 창출하는 ‘융합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서 ‘과학 소통과 융합 기반 창의사회 구현’으

로 재단 미션을 명확히 재정립했다. 이를 통

해 과학과 사회의 소통, 번국가적 창의성 배

양, 지식의 융합 선도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

립했으며 과학기술 이슈 소통 중심기관, 창의

융합교육 대표 정책 연구기관, 지속발전 경영 

선도기관이라는 중장기 경영 목표 아래 기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갔다.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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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6

2013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무한상상실 개소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한국형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및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앞장서 나갔다. 과학문화 사업 역시 

과학마인드를 제고하는 데서 상상·도전·창업 활동과 창의적인 사회문화를 강조하게 

되어 참여형 과학 행사를 확대하고 과학문화·ICT 콘텐츠 개발에 힘썼다. 이외에도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SW교육 강화활동, 수학·과학교육과정 개발, 

STEAM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부 사업 확대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진행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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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와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1. 상상·도전·창업 중심의 과학창의문화

박근혜정부의 과학문화 및 창의인재 육성 방향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국정철학의 하나로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

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내걸었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벤처 중소기업, 

신산업 신시장 개척, 창의인재, 과학기술 ICT 등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2013년 6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

경제 실현계획’은 국정과제의 본격적 실행을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와 시장창출,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받는 사회 등을 3대 목표로 전략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창조경제문화 조성과 창의인재 육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세부적

인 방향으로 국민의 상상-도전-창업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 국민이 참

여할 수 있는 창조경제문화 인프라 조성, 창조경제 소통의 장으로서 창조경제 포털 구

축,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개방을 통한 개인과 민간의 새로운 부가

가치창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 일반 국민이 언제든지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무한상상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국민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키워주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나온 아이디어를 표

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며, 더 나아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제

를 구축해, 상상-도전-창업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 8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합

동 브리핑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부문별 후속 계획의 일환으로 ‘전략 4.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를 구체화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시대의 창의인재상을 자기 끼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미래인재, 자기분야 전문성과 함께 인문·과학기술·예체능을 섭렵하는 융합인

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도전인재,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능력을 갖추고 세계를 무대로 진출하는 글로벌인재, 새로운 지식을 흡

수하고 끊임없이 자기 계발하는 평생학습인재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상상·도전·창

업’ 문화 및 ‘학과·스펙·국경 초월’ 문화를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를 평생학습, 글로벌, 

도전, 융합·전문, 꿈·끼 등 생애 단계별 5대 핵심 역량과 함께 5대 전략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창의적 교육·진로교육 등으로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확대, 

초·중등 융합교육 강화 등 통섭적 사고 강화를 위한 융합교육 활성화, 창업 친화형 교

육과 연구 생태계 조성, 글로벌 창의와 도전 역량 제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평생학습 

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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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목표의 수립

2013년에 들어서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기반 

조성,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학교교육 정상화 등 새로운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기

존의 비전과 목표를 점검하고 재정립하는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재단은 기존의 3대 비전인 ‘과학과 사회의 소통’, ‘범국가적 창의성 배양’, 

‘지식의 융합 선도’에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기반조성, 과학기술 

혁신역량, 학교교육 정상화 등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재단은 핵심 사업을 상상·도전·

창업 중심의 창조경제 문화 기반 조성에 방향을 맞춰 개편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

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결과 재단은 “창조경제문화 확산과 범국가적 창의성 배양을 선도하는 최고

의 전문기관”이라는 통합비전 2018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창

의적 과학문화 조성’,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공정하고 깨

끗한 동반성장 선도’ 등 3대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창조경제문화 기반 구축, 상상-도

전-창업 중심의 과학문화 확산, 창조경제문화 신규사업 발굴·활성화, 꿈과 키를 키우

는 창의교육 확산, 창의·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육성, 차세대 기술창업인재 및 과학영

재 육성, 지속적 경영효율화 추진, 책임 및 자율경영 체계 확립, 공정·투명한 경영환경 

조성 등 세부 과제를 정했다. 

아울러 재단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 목표, 세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 실

현’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했다. 특히 신규 사업의 집중 추진체로서 이사장 직속의 

창조경제문화운동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과학문화진흥단을 ‘창조경제문화본부’로 

격상했다. 대학·대학생교육기부지원팀을 교육기부 멘토링팀으로 변경해 사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으며, 융합과학교육단을 출범시켜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재단은 직원의 전문성·도전정신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도 했다.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부서장 워크숍과 함께 사내파견 활성화로 일시적 업

무 로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재단은 기존의 핵심 사업에 정부의 국정 과제의 방향성에 걸맞게 창조

경제의 문화적 기반 조성과 상상·도전·창업 활동, 그리고 창의적인 사회문화를 강조

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전문성 있게 전개하며 그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

2. 미래인재 양성 및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 캠페인 활동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과 창업 생태

계 기반 조성은 재단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앞서 재단은 이미 창업 생태

계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그 시작으로 국민 유형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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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른 다양한 창조경제문화 프로그

램을 개발해 운영했다. 2013년 7월 일

산 킨텍스에서 전 국민 아이디어 경연

대회 성격의 ‘스타트업 오디션(Startup 

Audition)’을 개최했다. 무려 800여 팀

이 참여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창업으

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미래지

향적 아이디어를 응모한 대회는 부문심

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 예선 

합격자 50팀을 먼저 선발했다. 이후 특허

청, 한국특허정보원과 함께 선행기술조

사를 실시해 최종 본선 진출팀 15팀을 확

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기술자문, 사

업화 컨설팅, 특허자문 등 참가자 특성에 맞게 멘토링을 추진했다. 2013년 7월 말에 

개최된 스타트업 본선대회는 전문심사단과 200인의 현장심사평가단이 참여해 ‘잼프

리 세절기(Jam & Wait Free 세절기)’ 아이디어에 금상을, 고등학생 1팀, 대학생 2팀, 

일반인 1팀에 은상을 수여하고 이후 제품 개발 및 펀딩과 창업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국민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해 창조경제 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를 확대해 나갔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시 가장 이슈가 된 과학기

술·ICT 관련 주제기술을 선정·소개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

굴·지원하기 위해 제1회 ‘신기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은 447건이 접

수되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에 재단은 이 가운데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우수작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특허출원을 지원했으며, 공모전의 최종결선을 겸

해 2014년 8월 23일과 24일 양일간 홍대아트센터에서 ‘웨어러블 X 페어’를 개최하

기도 했다. 착용형 스마트 기기를 주제로 

강연, 전시회, 체험 등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까지 더한 행사에는 무

려 7,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활용해 주부들

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아이디어로 성공한 

여성 창업 기업인의 성공사례를 전파하

고 가정 내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부창업 아이디어 퀸’을 총 20회 개최

한 바 있다. 또한 YTN과 함께 창의성과 

도전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으로 ‘함께하

2013. 07. 31
스타트업 오디션

2014. 08. 23
웨어러블 X 페어 현장에서 열린 

제1회 신기해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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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프로그램을 15주간 방영했다. 2014년 6월과 7월에는 YTN 공

개홀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소통형 토크콘서트인 ‘청년창업 런웨

이’를 개최해 YTN, YTN Science를 통해 방영하며 민간 주도와 정부 지원의 모델을 

창출했다. KBS와는 2014년 창업오디션 프로그램인 ‘천지창조’를, 2016년에는 ‘도전 

K-스타트업 2016’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해 창업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재단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메이커 확산 사업 역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재단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기로 구체화’하는 메이커 문

화 확산을 위해 성인대상 교육인 ‘Be the maker 아카데미’를 2014년 12월 19일 처음 

개최했으며, ‘Let’s MAKE 포럼’ 역시 첫선을 보이며 2014년 5회, 2015년에는 총 8회

를 운영했다. 

또한 재단은 창조경제 교류공간으로 창업가 등 창조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교류·소통·협업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인 드림엔터를 2014년 2월에 개관했

다. 이후 ‘드림 엔터’는 국민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창업을 촉진하며 스타트업 관련 기

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2015년부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해 지역 혁신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멘토링을 제공, 성공적인 창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갔다. 

창조경제박람회의 개최

재단은 민간과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를 입체적으로 소개해 창조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창조경제의 성과를 전시하고 국민들

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창조경제 축제의 장으로서 2013년 이래로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 첫 번째였던 2013 창조경제박람회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생각

은 현실로, 상상은 가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코엑스에서 개최해 4만 5천 명이 참

가했다. 박람회는 창조경제를 소개하는 ‘프롤로그관’, 아이디어의 실제 구현과정을 보

여주는 ‘아이디어관’, 창업가와 투자자 간의 역동적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도전관’, 창

조경제 선도기업들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성장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상생관’, 전문가들이 창업 컨설팅을 무료 진행하는 ‘컨설팅&지원 플

랫폼’ 등으로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창조경제 실현사례들을 풍부하게 선보이고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멘토링 및 각종 창업·사업

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2014 창조경제박람회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창조경제, 당신이 주인공입

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했으며, 13개 부처 778개 기관이 참여해 성대하게 열렸다. 

특히 국민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박람회를 구현하기 위해 행사 전 국민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주제관을 ‘창조마을(Creative Village)’ 콘셉트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아이

디어를 더해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 결과 6만 8천여 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인 행

사로 정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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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창조경제박람회는 11월 26일

부터 29일까지 ‘내일을 창조하다’라는 슬

로건을 걸고 개최했으며, 창조경제혁신센

터를 중심으로 미래 신기술과 기존 산업

의 혁신 등 다양한 창조경제 성과로 구성

했다. 특히 전시 및 행사 내용이 더욱 다양

화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벤처·스타트업, 

대학, 출연연 등 참여가 확대되어 14개 부

처, 2개 지자체, 15개 대기업 등 1,109개 기

관 등이 함께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그 결과 10만 3,000여 명이 관람하고 유

튜브 조회 건수가 36만 회에 이르는 등 엄

청난 호응을 이끌었다.

2016 창조경제박람회는 2016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내일의 변화, 오늘에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을 비롯한 13개 부처·청 

및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 참여해 진행했다. 특히 2016년에는 참여기업들의 비즈

니스 기회 제공을 위해 B2B 행사를 보강하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

을 위한 비즈니스 교류를 강화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부터 창조경제박람회는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로 명칭을 바꾸고 

국내의 지속적인 창업 붐 확산과 기술 기반 혁신생태계의 확장을 위해 ‘스타트업 중

심의 B2B 전문 행사’로 개편하고, 특히 아시아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혁신형 일자리 선도 사업 추진

재단은 2017년부터 혁신형 일자리 선도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할 

혁신형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재단은 글로벌 창업가 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청년 혁신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혁신인재 양성을 위

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창업과 연계된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재단은 2015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IT·서비스, 바이오·

뷰티, 문화·유통, 전자·기계 분야에 대해 ‘선배기업인 연계 대학생 창업 지원사업’을 

실행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창업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대학생과 창업동아

리가 협업해 생활 속의 불편과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로 기획·실행토록 지원하기도 했다. 

2013. 12. 12
2013 제1회 창조경제박람회 행사장 전경

B2B

Business to Business. 즉 기업과 기업이 거래의 주체가 되어 

이뤄지는 상호 간의 전자상거래를 뜻한다. 공사자재나 부품, 

재료나 공사 입찰 같은 것들이 주로 취급된다.

크라우드 펀딩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받는다는 뜻의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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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형 메이커 운동의 추진

메이커 운동의 주도와 확산

메이커란 디지털 기기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창의적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계층을 일컫는 말이다. 우수한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자

발적인 만들기 취미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의 핵

심 저변을 뜻한다. 이미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은 메이커를 장기적 산업혁신의 동력

으로 적극 육성 중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초보메이커 → 전문 메이커 → 제조창업’으로 발전하는 선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지원 사업을 연계해 메이커 활동을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재단이 적극적으로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2014년 성인 대상의 ‘Be the maker 아카데미’와 ‘Let’s MAKE 포럼’을 운영

하며 메이커 문화 확산의 첫 시동을 건 재단은 2015년 국민의 창조경제 활동 참여를 

위한 본격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 확산 행사를 운영해 나갔다. 2015년 7월 3일 민

관창조경제협의회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메이커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한 재단은 

2014년에 이어 우수활동 메이커의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예비 메이커의 메이커 활

동 접근성을 높이고 멘토-멘티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Let’s MAKE 포럼’ 활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Let’s MAKE 포럼’은 매월 포럼 참가자에 대한 사전조사와 사후 고

객만족도를 분석해 메이커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포럼 개최 지역을 확대하고 강연자

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전국 단위로 메이커 정보를 확대해 나갔다. 이에 따라 매월 

오프라인 포럼 운영 후 자료집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8월과 10월에는 대

구와 경기 등 지방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2015년 9월부터 메이커의 온라인 플랫폼인 

‘메이크올(www.makeall.com)’을 통해 포럼 강연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네

크워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참석자 수가 제1회 포럼 67명에서 제7회 포럼에는 250명

으로 대폭 확대되며 총 8회에 거쳐 575명

이 참가할 수 있었다. 

또한 재단은 지역 메이커 문화 확

산을 위해 2015년 8월 20일 대구 경북 지

역을 시작으로 5개 권역 창조경제혁신센

터와 61개 기관에 권역별 메이커스 네트

워크를 구축해 출범시켰다. 아울러 찾아

가는 메이커버스, IoT 교육·개발 플랫폼, 

퍼스널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활동 메이커와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

을 통해 메이커 저변 확대를 도모했으며, 

2014년에 큰 호응을 얻은 ‘웨어러블 X 페

어’를 확대 발전시켜 한·중·일 메이커가 

2015. 05. 07
2015 Let’s MAKE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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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메이커톤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2014년 창조경제박람회 기

관 중 메이커 네트워크 기관들과 협력해 메이커 성과를 전시·체험하는 메이크업 페스

티벌을 개최해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창업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메이커 가속화

2015년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메이커 운동의 활성화에 주력한 재단은 이후 지

속적인 현황 파악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그 결과 메이

커 운동의 만들기가 취미 생활에 그쳐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15% 남짓에 머무르는 등 돈이 되는 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메이커를 위한 전문적

인 펀딩 판로가 미흡하며, 메이커 스페이스가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인 내실화가 미흡

하다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메이커 커뮤니티 내에서도 협업이나 매뉴얼 

작성, 교류 확대 등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 재단은 2016년 100만 메이커를 양성하는 한국형 메이커 운동을 통해 창

업과 제조업 혁신을 이루고 창조경제 성과를 가속화한다는 비전 아래 메이커의 제조

창업 촉진, 메이커의 참여를 통한 스타트업 및 기존 기업 혁신, 전문 메이커 양성을 위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내실화, 메이커 운동 확산을 위한 교류 

협력 지원 등 창업 및 제조 혁신과 메이커 운동 기반 확충을 위한 5대 추진 방향을 설

정했다. 

전문 메이커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2016년 찾아가는 무

한상상실을 운영하고 2017년 공공 메이커 스페이스 40개 기관을 활용해 실습 프로젝

트 중심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 160개 과정을 개설하는 등 SW, STEAM 교육과 메이

커 활동을 융합한 학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또한 대학생과 직장인 메이

커들이 결성한 과학문화 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비 및 기초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

고 직장인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직무연관 메이커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의 일

부를 지원하는 등 메이커 활동이 성인들의 자기계발 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이커 활동이 학교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교사 등의 연수 프로그램에 

메이커 과정을 확충하고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및 멘토링을 전담할 전문 인력을 양성

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교육기부자가 특화된 기술을 활용해 초·중등교에 메이커 활

동을 보조하는 메이커 교육봉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외에 메이크올 사이트 등

을 활용해 체계적인 메이커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내실화는 권역별 ‘메이커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

공 부문과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민간의 강사 풀

(Pool)과 프로그램을 공유·연계해 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 분야와 단계를 

조정해 나갔다. 또한 민간의 자생적인 메이커 거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근의 공공 

메이커 스페이스를 해당 분야로 특화하고, 메이커 스페이스의 이용 편이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메이커 운동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 지원 활동으로는 ‘메이크올’ 

메이크올 

홈페이지

2015. 08. 20
2015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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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메이커들의 공동 창작과 노하우 공유 활동을 위한 오픈 프로젝트 플랫폼을 제공

하고, 각 분야의 메이커들이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메이커 융합 

프로젝트 구성을 지원해 나갔다. 이외에도 2016년에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품 창작

물로 구체화하는 메이커톤 대회인 ‘무한상상 메이커스 런’를 개최해 그 결과물을 창

조경제박람회에 전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으며, 전국 6개 지역에서 스마트 디바이스톤

을 개최하고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융합분야 메이커톤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2017년 청소년들의 메이킹 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분야 진출

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7년 2월에는 메이커교육 프

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니즈를 파악, 초·중·고교의 메이커 동

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메이킹 활동 기반 조성과 우수 모델 발굴에 힘쓰고 있다. 

4. 창의력 증진을 위한 무한상상실 운영

창의력·상상력의 허브 구축

창업 생태계 기반이 확대되고 메이커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발현·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실천 공간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재단은 국민 개개

인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현·구현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지역지식센터 등의 공공 공간에 3D 프린터를 비롯

한 다양한 장비와 작업 공간, 전문 강사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할 수 있는 무한상상실을 구축해 나갔다.

무한상상실이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현·실현시킬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즉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시제품이나 스토리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창작 공간으로, 미국 MIT의 ‘팹랩

(Fab Lab)’, 실리콘밸리의 ‘테크숍(Tech 

Shop)’ 등을 벤치마킹해 구축을 추진했

다. 재단은 무한상상실의 효율적 운영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6월

까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민의 상상

력·창의성 발굴·관리·활용 체계 구축방

안’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무한상상실의 운영에 앞서 재단

은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한상상실의 프로그램이나 수

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 

또한 문헌연구 등을 통해 무한상상실의 

과천과학관 내 위치한

1호 무한상상실

팹랩(Fab Lab)

제작 실험실(Fabrication Laboratory)의 약자인 팹랩은

 MIT와 풀뿌리 발명 그룹(the Grassroots Invention Group)의 

공동 실험 모델로, 3D프린터와 같은 다양한 실험 생산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누구나 간단하게 시제품을 제작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전 세계 36개국에 130곳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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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정립하고 공방실험형 상상과학교

실, R&D 연계형 아이디어클럽, 스토리

텔링클럽, 아이디어클럽 등 4가지 유형

으로 분류해 유형별 공간구성, 운영예산, 

필요장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안

했다.

재단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무한상상실 시범운영기관을 공모

했는데 전국적으로 47개 기관이 신청해 

큰 관심을 보여주었고, 최종적으로 7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8월 1일 국립과천과

학관을 시작으로 발명진흥회, 국립중앙

과학관, 서울 광진정보도서관, 광주 신창

동 주민센터, 목포공공도서관 순으로 각각 개소해 유형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로의 활용

무한상상실은 2014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 형태로 설치를 시작해 2014

년 43개소, 2015년 58개소를 거쳐 2016년 말 기준 전국 56개소가 운영되었다. 특히 

광역시·도별 거점 무한상상실을 중심으로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 무한상상실을 확

산해 이용 인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무한상상실은 메이커 운동의 거점 스페이스로 

정착해 나갔다.

2014년부터 국민 창의력 신장을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 과정’을 기본 프로

그램으로 보급했으며, 무한상상실의 소개, 참여 신청, 아이디어 등록 등을 수행하는 무

한상상실 종합정보시스템(www.ideaall.net)을 구축해 2014년 2월 오픈하기도 했다. 

재단은 무한상상실 운영을 담당할 과학창의 전문 인력으로 ‘사이언스커뮤니

케이터’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무한상상실 운영자·과학소통전문

가 과정 등 8개 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4년 1,017명의 이수자를 배출했으며, 

2015년에는 18개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1,506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아울러 

재단은 무한상상실을 활용한 대중과의 과학소통 프로그램으로 학생 대상의 페임랩 

클래스를 운영해 2014년에는 전국 16개 학교에 590명이 참여했으며, 2015년에는 전

국 58개 학교, 5,592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성인 대상의 강연 프로그램인 ‘사이

언스 나이트 라이브(Science Night Live)’ 역시 2014년 12월 27일 KT&G서대문타워

에서 개최를 시작으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는 총 3차례 무대에 올리며 극장식 라

이브 공연을 통해 성인 대중이 과학문화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4

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의 한 

행사로 교육부, 산업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무한상상 페스티벌’을 개최해 

무한상상실의 위상을 명확화하고 유관사업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모색했다. 2015년에

2014. 12. 27
제1회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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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부처가 참여해 무한상상실 범부처 총괄위원회를 출범시켜 부처 간 유기적인 연

계를 통해 거점 중심 무한상상실 지역협의회와 전국협의회의 활성화를 주도했다. 무

한상상 페스티벌 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무한상상 콜로세움’을 8월 27부터 

28일까지 양일간 KAIST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메이커 운동의 일환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품 창작물로 구체

화하는 ‘무한상상 메이커스 런’을 개최해 총 108개의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이 가운데 

7개 작품의 특허 출원을 지원했다. 또한 대형 차량에 이동형 무한상상실을 설치하고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농산어촌 지역 등으로 찾아가 3D프린터·펜 및 VR 체험 프로그

램을 운용하는 ‘찾아가는 무한상상실’을 총 50회 운영해 보다 많은 이들이 무한상상

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무한상상실의 운영 목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 

운영지침을 일반화해 가이드북과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공간·장비 구축 방법, 프로그

램 및 행정 업무 등을 담은 표준 운영 매뉴얼을 각각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무한상상실은 본격적으로 운영한 2014년 8만 7,440명이 참여해 3,147건의 창

작 결과물을 낸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17만 4,093명이 참여해 2만 2,253건의 창

작물을 산출했으며, 2016년에는 ‘찾아가는 무한상상실’에 힘입어 79만 2,776명이 이

용하고 2016년 총 4만 2,069건의 창작 결과물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한상상실 활성화 방안 모색

한편 재단은 2016년 10월 31일 국민의 창작활동 일상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무한상상실을 상설 공방형 중심의 무한상상실로 재편하고, 수요를 반영한 다

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무한상상실 운영 제도적 측면을 개선하는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활성화 방안은 운영 실적평가와 계획평가를 통해 부실운

영기관 지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중단하고, 거점 규모의 무한상상실로만 재선정하되 

핵심 장비, 안전지침, 프로그램, 운영시간 등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메이

커 운동과 관련된 공방형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며, 무한상상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존 자유학기제 도입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던 ‘찾아가는 무한상상 펩 트레일러’를 

일반인 대상의 전국 운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창작활동에 대한 흥

미를 유발하는 입문용부터 전문지식 제공을 위한 심화용까지 메이커 단계별 대표 프

로그램을 표준화해 보급하고, 메이커 커뮤니티, 기존 소규모 무한상상실이 참여 가능

한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인 ‘무한상상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향토·특화산업 연계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무한상상실이 지역 내 생활밀착형 창작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와 

인력기반 등 외부환경에 대한 개선도 병행해 공공과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 협의체인 

권역별 메이커스 네트워크를 연계·활용해 무한상상실 전국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

며, 인적기반 강화를 위해 운영기관 실무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메이커 인

력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무한상상실 전문 강사를 육성·수급하는 한편, 창작에 대한 국

2016. 08. 05
제20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내 열린 

무한상상 메이커스 런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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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재단은 2017년 무한상상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상시 운영 환경 조성, 컨설

팅 지원 강화를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며 장비 예약과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5.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고도화

참여형 과학문화 행사의 혁신

재단은 2013년 8월 미래부와 함께 ‘과학문화 확산사업 개편추진위원회’를 구

성하고 기존의 과학문화 확산사업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새로운 시대상에 걸맞

게 상상·도전·창업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는 새로

운 기획들을 추가해 사업을 개편해 나갔다. 

먼저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지역과학축전 등 축전 프로그램은 상상력과 창의

력을 높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청소년 과학 활동들은 상

상력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도전적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재단의 대표 브랜드이자 최고 규모의 행사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과학창의축

전은 2013년에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킨텍스에서 ‘과학, 상상의 날개를 달다!’

를 주제로 300여 기관이 참가해 400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며, 2014년에는 

‘2014 부산 ITU 전권회의’ 기간에 맞춰 부산 벡스코에서 ‘창의의 바람, 과학의 미래를 

품다!’라는 주제로 개최해 기초첨단과학기술과 창의융합교육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

하고 공유했다. 2015년에는 킨텍스에서 ‘광복 70년, 과학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광복 70년을 이끌어온 과학기술을 돌아보고 미래과학 30년을 조망하는 행사

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5년에는 ‘광복 70년 맞이 과학창조한국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축전이 치러기도 했다. 2016년에는 과학기술 

50년과 축전 개최 2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이 펼치는 미래희망 100년’을 주제로 코엑스

에서 과학기술 5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콘텐츠인 VR/AR,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를 움직일 기술을 국민들에게 

선보였다. 또한 거리문화 행사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도심거리형 축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행사로의 변화를 모색해 의미를 더했다. 

2017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꿈을 만나다, 함께 그리

다,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킨텍스에

서 개최했다. 주제관은 다가오는 미래사회가 

2017. 08. 10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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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과학기술 콘텐츠 10여 종을 직접 관람 및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채워졌으며, 

전시·체험은 출연연 등의 원천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초과학존’, 4차산업혁명 관

련 미래과학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미래과학존’,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

한 과학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융합과학존’으로 구성했다. 2017년 축전에는 청소

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와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특히 드

론경기장에서는 국내 최초의 드론 충돌격투 대회인 ‘드론크래쉬’ 대회를 비롯해 6일

간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대회와 드론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외에

도 미래 세대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과학기술로 변하는 미래를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

는 ‘청소년 과학이슈 발표대회’와 EBS TV 프로그램 ‘허풍선이 과학쇼’ 현장 공연, 재단

이 주관한 ‘사이언스 레벨업 랭킹대항전’과 ‘사이언스 버스킹’ 등도 함께 열려 큰 호응

을 얻었다.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내 최고, 최대의 과학행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2003년부터 이어져온 4월 과학문화축제는 세월호 참사로 행사가 취소된 

2014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대전컨벤션센터 

와 12개 출연연에서 운영하고, 2016년에는 전국 5개 국립과학관과 최초로 공동행사 

를 진행하는 등 신선한 아이디어를 결합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 행사에는 처음 실시하는 전국적인 시민 과학모임인 우리동네 과학클럽 발대 

식을 행사 개막식과 연계해 의미를 더했다. 

2017년에는 ‘언제나 4월, 과학을 봄-한강에서 즐기는 과학’을 주제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60종의 과학기술 체험부스, 가족경영대회, 과학문화 공

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족들과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과학문화행사 체

험을 만끽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2000년부터 시작된 지역과학축전 역시 매년 12~13개 지역에서 70만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 과학축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과학 소통을 통한 문화 확산

과학을 주제로 한 대중과의 소통은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로 재단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과학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페임랩 코리아는 과학을 주제로 생각·지식·경험 등을 활용해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 소통 경진대회를 통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발굴·양성하고, 후속 활용으로 

연구자들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작됐다. 재단이 주

한영구문화원과 공동주관해 2014년 국내 최초의 과학소통 경연대회로 개최한 페임

랩 코리아는 2015년부터 지역별 예선대회를 추진해 대회의 규모를 확대했으며, 2016

년에는 MBC를 통해 대회가 중계되기도 했다. 

페임랩 코리아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매년 30개국에서 참가하는 국제 과학소통 대

회인 페임랩(FameLab) 대회의 한국 대표 선발 대회로, 3분 내에 과학과 관련된 주제를 발

표하는 경연을 치르며, 이를 통해 매년 10명 내외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발굴하고 있다. 

2016. 04. 02
2016 4월 과학문화축제 우리동네 과학클럽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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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단은 2017년 과학을 주제로 

중·고등학생들이 극을 구성해 과학 소통

의 일상화 장려하는 한국형 과학 소통 경

연대회인 ‘톡신’을 시범 개최하기도 했다. 

과학 소통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 2인 

이상이 만담 형식으로 무대 경연을 펼치는 

톡신은 희망학교 10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

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2018년부터 사

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재단은 페임랩 코리아를 통해 재단

이 발굴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활용

해 공연·강연·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태의 

과학소통 활동을 펼쳐 과학문화를 확산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재단은 2014년 성인 대상의 과학 공연인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를 

시범·운영했으며, 2015년에는 학교방문 과학 강연인 다들배움과 길거리 과학 공연 사이

언스 버스킹을 운영했다. 사이언스 버스킹은 유동인구가 밀집한 홍대, 신촌, 대학로 일대

에서 과학문화에 관심이 없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과학실험을 기

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공연 퍼포먼스를 통해 새로운 수요자를 창출했다.

그 결과 현직 연구자가 다양한 과학 콘텐츠로 기획한 극장식 라이브 공연을 통해 

성인 대중이 과학문화를 생생하게 즐기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

브는 2014년부터 매년 참신한 콘텐츠를 성인 대중에게 선보이며, 특히 2016년 8월 JBK

컨벤션홀, 12월 부산 오즈홀과 서울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클럽형 과학 버라이어티 쇼로 

확대했다. 2017년에는 7월부터 매달 2회씩 대학로, 홍대, 강남 등 청중이 많은 공간에서 

소극장 정기 공연 형태로 총 연중 9회 실시되었다. 또한 현장 연구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

문해 청중의 눈높이에 맞춘 TED형 과학강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

와 관심도를 높이는 다들 배움은 2015년 16곳에서 2016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중·고교 106곳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연구자들이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실험·유

머·마술 등과 결합해 스토리텔링 형태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이언스 버스킹 역시 2016

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요 과학 행사장 14곳에서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재단의 과학소통 프로그램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상해과학기술협회(SAST)에서 재단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3

인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7박 8일간 글로벌 과학 소통 집중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다. 양푸, 민항, 홍커우, 푸동 등 도시를 이동하며 많게는 수백 명의 중국인 청중과 과

학소통을 하였으며, 2017년에는 상해뿐만 아니라 항저우 이동하여 중국의 여러 도시

를 돌며 과학 소통을 추진하였다.

재단이 2011년부터 시작한 ‘과학창의 연레컨퍼런스’는 주요 과학문화·창의인

재 육성 사업 콘텐츠 교류를 통해 대내외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2014. 04. 18
페임랩 코리아 2014 결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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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사업 선진화 아젠다를 도출하는 연

례행사이다. 연례컨퍼런스는 2016년에

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과 휴머

니티’를 주제로 11월 8일부터 3일간 리

츠칼튼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2016년 컨퍼런스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

대를 맞아 산업·문화·교육에 나타날 변

화와 그에 따른 준비를 국내외 석학과 정

부, 기업인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대토론

회로 운영해 화제가 되었다. 또한 프리뷰 

세션을 통한 사전지식 전달, 기조강연을 

통한 메인 화두 제시, 메인세션을 통한 

심화 주제 토론 등 스토리텔링형 프로그

램 기획으로 대중의 이해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16 과학창의국제컨퍼런스에서

는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2,000여 명이 참가했다.

과학문화·ICT 콘텐츠 개발

과학기술 ICT 문화 콘텐츠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과학콘텐츠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국민의 과학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2014년부터 착수한 사업이다. 

재단은 최신 문화와 기술 트렌드를 적용해 대중성을 강화하고, VR·AR 등 새로

운 과학기술 기반의 실감형 과학 콘텐츠를 확산하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촉진을 위

해 게임의 메커니즘인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적용해 콘텐츠 개발을 추진했

다. 그 결과 재단은 다양한 과학 원리를 가상 실험하고 탐방할 수 있는 실감형 콘셉트 

‘AR·VR로 체험하는 와그작 사이언스’ 11종과 과학 시뮬레이션 영상과 서바이벌 과학 

퀴즈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 15종을 개발하고, 또한 ‘과학을 간식처럼 즐긴다’는 컨셉으

로 쉽게 즐길 수 있는 카드형 콘텐츠인 스낵 사이언스 45종을 개발했다. 또한 게이미피

케이션을 적용한 ‘사이언스 레벨업’ 플랫폼을 개발하고 포럼 외에 온라인 과학랭킹대

항전 개최, 콘텐츠 체험 부스 운영, 가이드북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이를 확산했다. 아울

러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인 DHA(Developing Human CreAtivity) 교재 26종을 개발

해 전문 강사 746명을 양성하고 57개 학급에 활용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VR·AR 콘텐츠는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과 콘텐츠 활용 캠페인을 통한 조사 결

과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과 원리 이해, 자기주도 학습 여부, 학생의 몰입감 증가에서 

모두 95%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향후 콘텐츠 확대 보급에 기대를 낳고 있다.

 2016년 새롭게 시작한 과학융합형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사업은 예술작품을 

통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과학융합 분야 

발굴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과학융합형 작품 활동을 펼

치는 예술가와 연구자를 발굴 지원해 해외 과학융합 전문가와의 공동 워크숍을 추진

2011. 11. 30
제1회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 현장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 외적인 분야에서 문제 해결, 

지식 전달, 행동 및 관심 유도 혹은 마케팅을 위해 게임의 

매커니즘(Mechanism)과 사고방식을 접목시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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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관련 세미나를 운영하며 전국 순회 전시를 추진한 이 사업은 사업 첫 해 ‘혈액’

을 주제로 유사과학이 생명을 분석하는 기존의 이습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은 혈액 분

수를 제작한 ‘홀 블러드’, 유전자 가위 기술로 애기 장대와 인간의 DNA가 합성된 식

물을 제시한 ‘인공의 섬’,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생태계 특성을 형상화한 ‘새로운 공-존 

시스템’ 등 5개의 설치 과학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술작품 개발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GAS 2016 - 색각 이상 : 피의 온도 전’을 기획해 국립 현대미술관, 국립부산과학관, 

코엑스 등 총 3회에 걸쳐 국내 순회 전시를 개최했다. 

사이언스 플랫폼의 운영

재단은 지속적으로 이어온 플랫폼 사업인 사이언스올과 사이언스 타임즈, 사

이언스 TV 운영을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과학문화 공간인 사이언스 플레이

존을 운영하며 국민 참여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먼저 재단은 온라인을 통한 전 국민 과학기술 지식 콘텐츠 접근성 확대와 과학

기술 콘텐츠 공유 생태계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운영해온 과학포털 사이트 사이언

스올을 2014년과 2016년 새롭게 개편했다. 2014년 11월에 개편한 사이언스올은 도서

관식 일방적 자료 제공에 그쳤던 기존의 사이트 형태를 탈피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

술(ICT) 관련 정보 10만여 건을 동영상, 게임,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며 이용

자가 가진 개인적 콘텐츠도 사이트에 언제든 올릴 수 있도록 설계돼 양방향 소통을 돕

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2014년에는 모바일 전용 사이언스올 환경을 구축하기

도 했다. 2016년 역시 과학문화 행사를 생중계하고 유투브를 연계해 다양한 영상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이언스채널을 오픈하고, 스토리텔링 사이트 맵 사이언스올 길라잡이

를 개발해 5종의 메뉴로 전면 개편을 시도했다. 이외에도 2016년에는 과학기술 50년

을 맞아 ‘과학기술 50년, 50가지 이야기’ 콘텐츠를 발굴해 인포그래픽으로 구현해 홍

보를 강화했으며, ‘과학기술 50년 미래희망 100년 특집’ 콘텐츠를 제공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창간한 사이언스타임즈

는 과학기술, 과학문화, 과학교육 분야의 최신 이슈 및 정보를 매일 신속하고 정확하

게 취재·보도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과학신문이자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인터넷 신문으로 입지를 굳혔다. 사이언스타임즈는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일 약 14건, 월 280여 건의 최신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 및 과학문화 관련 소식을 홈페

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

트인 네이버와 제휴하여 네이버 뉴스스탠드 전문지 섹션에 과학뉴스 서비스를 시작

했고, 2011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청소년 권장사이트에 선정되기

도 했다. 2015년에는 객원기자, 전문필진, 국내외 통신원 등 외부의 전문가 네트워크

를 적극 모집하여 가치 있는 기사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탄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디지털타임스, 머니투데이에 사이언스타임즈 기사

를 제공하여 언론매체의 오프라인 지면 및 온라인 사이트에 사이언스타임즈의 기사

를 게재하는 등 콘텐츠의 우수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2014년 11월 개편한 

현재 사이언스올 홈페이지



170 PART. 01  과학 진흥과 발전의 50년, 그리고 미래

에 대응하고자 2016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의 모바일 플랫폼 과학 섹션

에도 기사를 제공하여 사이언스타임즈의 기사가 네이버 과학섹션 메인 페이지에 가

장 많이 노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모바일 플랫폼 피키캐스트에도 카드뉴스 

형태의 과학기사를 제작하여 인기리에 연재함으로써 10대 및 20대 독자들의 과학기

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사이언스타임즈의 자

체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늘리는 데도 기여했다. 2014년 사이언스타임즈 홈페이지의 

월평균 방문자수가 약 11만 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약 24만 명, 2016년에는 약 36만 

명으로 늘어나 2년 만에 3배 이상 상승했다. 2017년에는 언론매체, 출연연, 민간기관 

등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과학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일보에 기사를 제공하여 사이언스타임

즈 기사가 주2회 전면 게재되고 있으며, 국제신문 지면에도 정기적으로 사이언스타임

즈의 과학 기사가 선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MOU를 맺

고 KISTI 사이트에 16,000여 건의 과학기술 동향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수력

원자력 등 민간기관에도 사이언스타임즈의 다양한 과학기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과학

기술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07년 개국한 사이언스TV는 2015년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방송통신발전기

금으로 재원이 이관되었으며, 2015년 12월 4차 사업자로 기존의 YTN을 선정하며 과

학기술전문방송 제작 지원을 통해 국민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쉽고(easy), 재미있고(fun), 유익한(useful) 과학방송을 표방한 사이언스TV는 개국 이

래 2017년까지 10년간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채널로 선정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16년에는 지상파를 제외한 방송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다큐멘터리 프

로그램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이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낳기

도 했다. 또한 국내 첫 본격 로봇 다큐, 서바이벌 발명경연대회, 요리 속 과학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요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해 2016년 10월 편성제작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2016년 3월에는 ‘과학기술전문방송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로

드맵을 완성하고 전국 169개 국공립 과학관에 <과학기술전문방송백서>를 발간 배포

하기도 했다. 2016년 기준, 사이언스TV는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 사업) 

90여 개소와 위성 IPTV 등 플랫폼을 통해 전국 2,046만 가구에 365일 24시간 실시간 

HD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단은 2016년 신규 사업으로 국민의 과학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과

학 문화 공간에의 접근성을 확대하며 나아가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해 새로운 과학 공간을 선보였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승강장과 역사 내 유휴 

공간에 설치한 과학관 ‘사이언스 스테이션’과 한국잡월드 내 어린이체험관에 설치한 

‘사이언스 플레이존’이 그것이다. 미래부(현 과기정통부)와 KIST, 서울시, 도시철도공

사(현 서울교통공사), 성북구청과 함께 구성한 사이언스 스테이션은 청소년 대상 강

연과 리빙랩 운영 과학성과 전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29일 오픈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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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스 플레이존은 10년 후 미래 핵심 과

학기술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즐겁게 

체험하고 과학 소양을 키우는 공간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미래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어 청소년들에

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애 전주기 과학지원 활동 강화

생활과학교실은 2003년 영등

포구 3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2004년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핵심사

업으로 과학문화 도시로 선정된 전국 18

개 지자체 협력을 통해 270개 주민자치

센터에서 본격 추진하였으며, 실생활에서 과학 체험·활동 중심으로 풀뿌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의 학교 밖 과학교실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특히, 2005년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나눔과학교실을 신설 및 시범운영하여 현재 나눔과학교실은 전체 60%를 차지하며  

소외계층의 과학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3년 메이커 운동의 일환으로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공방형 생활과학교실을 

시험운영하였고 2014년에는 성인과 주부, 어르신 등 가족단위의 과학교실인 가족과학

교실을 시범운영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5년에는 Let’s MAKE 과학교실은 

신설하는 한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다. 2016년 기준 지역

운영센터 34개, 강사 1,115명, 프로그램 3,500여 개, 수혜자는 1만 699명에 이른다.

현재 생활과학교실은 유아 및 초·중등 대상 창의과학교실과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나눔과학교실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미래 필수 

소양인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SW 코딩, VR, MR 교육 등 프로그램 보급을 통

해 수준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열린 가능성을 키

우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협의체와 연계하여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

며 특히 강사 등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6년 재단은 과학문화활동을 펼치는 성인 중심의 과학 커뮤니티를 발굴하

고 육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전국 159개 ‘우리동네 과학클럽’을 지원하기 시작했

다. ‘우리동네 과학클럽’은 5~10인으로 구성된 성인 중심의 과학클럽을 지원하는 사

업으로, 2016년 4월 2일 과학문화축제 개막과 함께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전문과 컨설팅과 성과 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2017년 1월에는 우수한 

성과를 모아 ‘2016 우리동네 과학클럽 활동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2016년 11월 29일 오픈한 

사이언스 플레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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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과학 활동 지원

청소년과학탐구활동은 청소년들

에게 다양한 과학탐구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하

고 국가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다.

1983년에 처음 시작돼 2017년에 

35년째를 맞은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

회’는 2013년부터 전 종목을 팀 프로젝트 

수행방식으로 변경해 참가학생이 협업을 

통해 창의성·상상력을 발휘하는 대회로 

개최됐으며, 융합과목 종목을 신설해 과

학미술, 기계공학, 항공우주, 전자통신 등 

5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2016년에는 전자과학 종목을 폐지하고 과학미술은 융합과학

으로 통합하며 탐구토론을 신설해 4종목 10부 총 165팀 431명이 참가했다. 2017년에

는 기존 탐구토론 종목을 과학토론으로 명칭을 변경, 연초 주제발표에서 ‘대회 당일 

현장 발표’로 개선하여 참가학생들의 협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대회를 운영

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과학적 이해력, 표현력을 경연하

는 신규종목인 메카트로닉스와 과학컴퓨팅 종목을 신설하고 시범운영하였다.

2001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를 높이고 탐구역량을 함양하기 위

해 학교 내 과학동아리를 지원하는 ‘청소년과학탐구반(Youth Science Club)’ 사업은 

대표적인 청소년과학탐구지원프로그램이다.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융합과학·공학·환경과학 등 다양한 과학 관련 분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에는 NASA GLOBE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 지구적 환경문

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과학창작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Maker 분야도 신설하였다. 2017년에는 재미있는 과학실험·뉴미디어 활용 과학소통·

과학봉사·과학탐방 등 자율활동탐구반 유형을 신설하여 기존 연구활동탐구반과 이원

화하였으며, 연구활동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빅데이터 기반 사회과

학 및 수리과학 분야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과학탐구반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

의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재단은 글로브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5월 서울 오클라우드 호텔에서 

GIO 아태지역 연수강사 2인을 초청해 글로브 프로그램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글로브 

프로그램 전반과 사이트 활용 방법 안내, 글로브 데이터의 수업 연계 방안 등을 위한 

교사연수를 진행했다. 

한편 재단은 2016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리츠칼튼 서울에서 과

학창의연례컨퍼런스와 더불어 ‘아시아-퍼시픽 글로브 사이언스 페어(Asia-Pacific 

GLOBE Science Fair)’를 개최한 바 있다. 글로브 아태지역 6개국 참여자 등 110여 명

2016. 11. 18
2016 청소년과학탐구반(YSC)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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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한 이 행사는 글로브 프로토콜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국가별 운영 현

황과 사례를 공유해 아태지역 글로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해외 참가 학생들에

게 한국의 우수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재단은 과학문화 소외지역 및 사회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

학문화 체험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2015년 시작된 ‘두드림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운영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이동

형 과학전시·체험 콘텐츠를 운영하는 ‘찾아가는 과학관’의 경우 도서벽지에서 20회를 

개최해 7만 5,120명이 관람했으며, 사회배려계층 학생을 초청하는 하루 일정의 과학교

육 프로그램 ‘과학교실’은 142회를 운영해 11,376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사회배려 계층 

학생을 초청하는 2박 3일 일정의 과학캠프는 15회 운영해 1,126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두드림 프로젝트는 2017년에는 실물·체험 중심의 과학문화 전시콘텐츠의 개발해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과학관으로 사업을 추진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재단이 우수한 과학책을 발굴해 과학책 읽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부

터 진행하고 있는 우수과학도서 인증·보급 사업은 2016년까지 1,379종의 도서를 인

증했다. 2016년에는 7개 부문, 132종 도서를 선정했으며 특히 기존 도서에 SF소설과 

SW교육 부문을 신규 인증한 것이 특징이었다. 우수과학도서 보급은 총 721개소에  

1만 9,450권을 아동·청소년·일반 등 총 15개 세트로 구성해 보급했다. 

6.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활동

자유학기제의 필요성 인식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기간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

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진로체험 교육 제도를 

운영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23개국 중 최하

위에 머물고 장래희망에 대해 ‘없음’이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개개인의 꿈

과 끼를 살려주고 창의력과 인성을 길러주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 5월 정부가 시범운영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2013년 2

학기에 42개 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811교 2015

년 2,551교로 확대되었다. 2015년 9월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자유학기제 시행

의 근거가 법제화되었으며, 2016년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재단은 2013

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 등 9개 협력기관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

약을 체결했으며,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이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자유학

기제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6. 01. 07
자유학기제 동계 교원역량강화 교사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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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는 해당 기간 동안 오전에는 교과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진로

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진다. 

수업은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실제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평가는 지속적인 

관찰평가,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꼭 배워야 

하는 내용을 반드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재단은 2015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앞서 자유학기제 인지도를 확대하고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확산과 함께,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현장 착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원연수, 진로체험 운영 등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및 

운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먼저 학생 선호와 희망을 반영해 양질의 콘텐츠로 구성한 주제 선택 프로그램 

40종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배포했으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호응도 향상과 다양한 전

문 분야에 대한 자유학기제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원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

쳐 현장 포럼을 실시해 670명이 이수했다. 아울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전체 교사 

3,286명을 대상으로 현장 교원들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

습·체험중심 연수를 제공하기도 했다. 학생 중심의 동아리 문화 확산과 우수 동아리 

활동 사례 발굴을 위해 동아리 132개교 2,000여 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공모전 개최로 

109개 우수 동아리를 선정했다. 이외에도 현장지원단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

을 모니터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도 했다. 

2016년에는 다양한 전공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선정해 자유

학기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강사로 활용하는 대학생 봉사단을 운영했다. 그 결과 대학

생 동아리 봉사단 200개 팀에서 1,034 명이 참여해 4,520명의 학생에게 수혜가 돌아

갔다. 또한 자유학기제 정책 시행의 질적 

제고를 위해 기존 교육정책과 인공지능 

등 신규 이슈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자

유학기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각계 전

문가, 학부모, 교사가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4회에 걸쳐 현장 포럼을 

운영했다. 또한 2015년과 마찬가지로 자

유학기제를 통한 행복한 학교공동체 조

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학생 동아리 활성

화 지원 사업을 진행해 보다 확대된 200

개교의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었다. 

또한 재단은 교·사대 대학생 3~4

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노하우

2016. 07. 16.
2016 대학생 자유학기제 봉사단 발대식 및 사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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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춘 예비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현직 자유학기제 경험 교사로부터 멘토링을 받은 

후 직접 자유학기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대생 자유학기 수업지원 사업을 펼쳐 100팀을 

지원했다. 아울러 예술체육 분야와 동아리 활동 분야의 자유학기제 콘텐츠를 개발해 

2017년 2월부터 원격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단의 교육기부 사업과 무한상

상실, 메이커 운동 등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자유학기제 찾아가는 진로체험

버스’를 운영해 2016년 총 151회 동안 156개교에서 1만 646명의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재단은 2017년 1월 13일 THE-K 서울호텔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

원청,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 기관 포상 대상자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시행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시행하는 성과발표회를 개최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재단은 2017년 교원역량강화를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교실수업개선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학생 참여형 수업문화 및 체험활동 활성화, 현장소

통 강화를 통한 현장밀착형 정책 운영, 자유학기제 특화 콘텐츠 개발·확산, 대국민 정

책 인지도 제고 및 성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자유학기-일반학

기 연계 권역별 교원연수, 대학생 봉사단 운영 확대, 동아리 활성화 289개교 동아리 

지원, 교·사대생 350팀 지원인력 활용, 원격연수 개발,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 170회 

운영, 이공계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펼치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7. 지능정보 사회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SW)교육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SW교육 추진

일상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컴퓨팅의 기본적 개

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인 컴퓨팅 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이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리고 컴

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교육으로 알려진 소프트

웨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SW)교육이란 

컴퓨터, 스마트기기,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단순한 활용에서 벗어나 알고리즘과 프로

그래밍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2014년 1월 재단에서는 윤종록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제

2차관 등 주요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SW교육과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전문가 토론

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SW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안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 강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정부는 

주요 정책에 초·중등 SW교육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으며, 2014년 9월 24일 「2015 개

정 교육과정안」을 발표하고 초·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 SW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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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016년 12월에는 교육부·미래부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에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재단은 2014년 융합과학교육단 내 ‘컴퓨팅역량교육팀’을 신설하고 ‘초·중등 SW

기초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SW교육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2015년에는 SW

인재저변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연이은 성공적 수행으로 2016년에는 ‘소프트웨어교육실’

을 신설해 ‘팀’을 ‘실’로 격상시켰다. 사업 규모 역시 초기 사업의 7배 이상 확대되었다. 

국내 최초 초·중등 SW교육 선도학교 지원

재단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방과 후 학

교 지원사업(엔트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사업(앱센터), 정보과목 선택 지원사업(중

학교 3개교) 등을 통해 SW교육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같은 해 하반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22개교와 중학교 50개교 등 총 72개교를 SW교육 선도학교로 선정·운

영하면서 SW교육 학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5년에는 SW교육 선도학교가 

160개교로 확대되면서 총 5만 462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학교 내 

SW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이후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초·중학교 정규교과에 SW교육을 의

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6년 SW교육 선도학교 사업을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동사업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사업목적을 SW교육 필수

화에 따른 현장 안착으로 변경했다. 이처럼 양 부처의 공동사업이 되면서 SW교육 선

도학교의 수도 900개교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규교과에서만 수혜를 받은 

학생은 28만 명에 이를 정도로 사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2017년에는 전국 초중등 학교 

수의 약 11%에 해당되는 1,200개교의 SW교육 선도학교를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37만 

2,400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은 SW교육 선도학교 운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15년 SW

교육 선도학교 지원연구단을 선발해 운영

했다. 2016년에는 SW교육 선도학교 사업

이 시·도교육청을 통해 운영되면서 재단

에서 구성한 운영자문단과 시·도교육청에

서 자체 구성한 지역운영지원단의 협업체

계를 통해 SW교육 선도학교의 전문적이

고 체계적인 컨설팅 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재단은 2016년부터 SW교육

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청 단위

의 정책 수립과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간의 연계 우수모델을 만들기 위해 SW교

육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고 있다. SW교육 

선도교육청은 대도시형과 농산어촌형 등 

2015. 03. 27
2015년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운영교원 제1차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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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유형이 있으며, 대도시형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농산어촌형은 전라남도교육청

이 각각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두 SW교육 선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수행하는 

SW교육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실행모델은 타 교육청의 귀감이 되고 

있다.

SW교육 교원연수와 교사연구회 운영

재단은 사업 첫 해인 2014년부터 교장·교감 대상의 리더쉽 워크숍을 운영해 

2014년 85명, 2015년 642명에 이어 2016년에는 총 23회 동안 4,819명에게 교육을 진

행했다. 또한 교원의 SW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선도 교원 역할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연수 콘텐츠를 발굴·운영하기 위해 SW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

과 2016년에만 원격연수로 2,615명, 심화연수로 762명, 전문연수로 149명의 교원이 신

청·참여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SW교육 교사연구회를 운영해 2015년에는 전국 34개 교사연

구회 운영을 통해 SW교육 680차시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2016년에는 산업체와 

연계한 교사연구회 지원으로 16개 교사연구회를 통한 225차시 교수·학습 자료를 개

발했다. 이는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SW교육 교구 발굴과 우수 SW교육 교구

를 활용한 수업자료 개발·보급이라는 차원에서 학교와 기업에게 윈윈(Win-Win) 모

델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17년에는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교사들의 자

율적인 연구 활동과 결과의 확산·공유를 위한 SW교육 교사연구회 지원를 20개 이상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재단은 2016년부터 SW 에듀톤(SW Edu-thon)을 운영하며 예비교원의 

SW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W 에듀톤은 초등 예비교사들이 수업지도안을 직접 설

계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SW교육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2016년 전

국 11개 교대에서 228팀, 456명의 예비교원이 예선캠프에 참가한 가운데 경연을 통해 

SW교육 페스티벌과 연계, 11개의 SW교육 

우수 수업 모델을 발굴한 바 있다.

SW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재단은 양질의 SW교육 수업지원

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초·중등 SW교육 

교재를 적극 개발·보급하고 있다. 먼저 

2015년에는 초등학교 자율·진로 활동용 

교재인 <생각 쑥쑥 소프트웨어>를 필두

로, 초등학교 동아리 활동용 교재 <뚝딱

뚝딱 코딩 공작소>, 중학교 자율·진로 활

동용 교재 <컴퓨팅과 직업 세계>, 중학교 

동아리 활동용 교재 <프로그래밍과 나>, 

2015. 08. 11
2015 한국·영국 SW교육 공동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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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SW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수업용 교재 <소프트웨어와 친해지기>를 개발·보

급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 SW교육 교재를 번역해 SW교육 자료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영국 초등학교 computing 수업용 교사 지도서 번역서인 <컴퓨팅 기초 다지기>는 

2015년 1~2단계 번역을 시작해 2016년에 3~4단계 번역을 거쳐, 2017년 마지막 5~6단

계를 번역 중에 있으며, 영국 중학교 computing 수업용 교재인 <컴퓨팅 사고력 키우

기> 역시 2015년 1단계 학생용과 교사용 지도서 번역을 시작, 2016년에 2단계 번역을 

거쳐 2017년에 3단계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IHS, Gartner, 미래부 등 유수 

기관에서 발표한 차세대 기술 중 10대 기술을 선정해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사물인

터넷, 가상현실, 크리스퍼, 우주발사체, 자연재해, 스마트의료, 게임엔진, 스포츠통계

를 주제로 10종의 모듈형 교재를 선정·보급했다.

또한 재단은 SW교육 필수화에 따른 보편교육 지원사업과 함께 또 하나의 중

요한 사업으로  SW영재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2014년 아주대 영재교육원

과 손잡고 SW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선발도구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는 30개 SW영재학급을 선발해 운영했으며, SW영재학급 지원연구단을 두어 SW영재

학급 운영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SW교육 사업과 더불어 SW교육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초중등 단계 Computational Thinking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일반고 SW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과정 개

발 운영 방안 연구’, ‘초중등 SW교육 실태조사 및 효과성 측정지표 개발 연구’, ‘컴퓨

팅 사고력 평가모델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세계 주요국과의 국제협력사

업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2015년 영국 BCS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한-영 공동연

구 수행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2016년 글로벌 SW교육 포럼 개최 및 미국 CSTA와 

MOU 체결, 2017년 CSTA 연례 컨퍼런스 KOFAC 세션에서 미국 컴퓨터교사 연수 추

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SW교육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 종합·원격교육연수원

교원전문연수에서 민간 전문가 양성까지

지식·정보의 급증으로 적시학습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단은 교육정책 연구와 

연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수기관 설립 필요성에 의해 2012년 각각 종합교육연

수원과 원격교육연수원의 설립을 각각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대연수실 1개, 중연수실 4개, 소연수실 6개 등 연수원 운영을 위한 

강의실과, 홈페이지, LMS와 HW 장비 등 기본 연수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

연수 운영과 이수증 발급 프로세스를 수립했다. 또한 재단의 장점을 활용한 효과적인 

연수모델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연수모델을 개발해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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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종합교육연수원은 2012년 25개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해 3,424명이 이

수하고 5개 자율연수과정을 개설해 434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원격교육연

수원은 또한 STEAM 입문과정 등 3개 프로그램을 개설해 1만 3,763명의 교원이 연수

를 실시했다. 

연수원은 2013년 재단의 경영 목표와 전략 과제에 맞춰 창의적 융합 인재양성

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중점 추진 전략으로 창의·융합교육 연수 콘텐츠 창출, 차별

화·특성화된 연수 운영, 지속적인 고품질 연수 시스템 구현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운

영 전략으로는 교과 간의 경계를 뛰어 넘는 창의·융합교육 관련 연수 콘텐츠와 융합

인재교육(STEAM) 등 새로운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며, 정부 정

책에 따라 타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연수 추진과 원격연수와 오프라인 연수를 연계한 

혼합 연수,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으로 편리성을 극

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재단이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 융합인재교육, 수학·과

학교육, 해외 리소스 연구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연구 개발진들을 주요 강사로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되 플래시와 VOD 외에 모바일 연수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운영토록 했다. 또한 연수원은 시의성 있는 정책 연수, 무료 연수, 교사연구회 

활성화, 연수대상 다변화 등 특성화를 통해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2013년에

는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 총 63개 과목을 운영함에 따라 3만 3,699명의 이수 및 수료

자를 배출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합교육연수 역시 창의인성교육, 수학과

학교육, 영재교육, 교육정책 등의 과목을 통해 1만 6,995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2014년 들어 연수원은 중장기 발전 전략을 교육정책 학교현장 확산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기존 콘텐츠 활용 및 맞춤형 콘텐츠 신규 개발을 통한 연수 대상자 다

변화, 수요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객서비스 강화로 수정하

고 사업에 임했다.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학습지원 제도 운영

해 상시학습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교

육과정을 공통역량, 관리역량, 직무역량

으로 세분화하고 교육대상자를 보직자

와 비보직자로 이원화해 맞춤형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14개 컨텐츠를 개발

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했다. 2014년 원격교육연수원 이수자 및 

수료자 수는 33개 과정(123개 기수)에 3

만 4,850명이며 종합교육연수 이수자 및 

수료자는 61개 과정(98개 기수)에 8,484

명에 이르렀다. 

2015년 연수원은 창의·융합교육 

연수의 전문화,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2017 통합과학 

선도교육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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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내실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교

육성과 향상을 위해 문제해결학습(PBL), 플립드 러닝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연수의 기획과 운영, 평가는 정부, 학교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정책과 참가자의 제

언이 쌍방향으로 전달되도록 했다. 2015년 원격교육연수원은 36개 과정(165개 기수)

을 개설해 1만 9,640명의 이수자를 배출했으며 종합교육연수원은 53개 과정(83개 기

수)의 과목을 개설해 7,118명의 이수자 수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창의·융합교육 특화된 정책연수 제공, 맞춤형 정책연수 기획 및 

수요자 다변화, 고품질 연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객서비스 강화를 전략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연수 실시, 내용 전문성 및 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풀 구축 운영, 최

적의 학습지원, 수요 조사에 기반을 둔 연수과정 개설 등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또

한 2016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통합과학 선도교원 연수 사업이 추가되기

도 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원격교육연수의 경우 28개 과정(116개 기수)을 개설해 1

만 5,566명의 이수 및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종합교육연수는 53개 과정(81개 기수)을 

개설해 6,790명의 이수 및 수료자를 배출했다. 

운영체제 고도화를 통한 모바일 융합형 원격시스템 구축

한편 연수원은 원격 연수를 위해 2012년 서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후 

2014년 웹 접근성을 반영하고 연수정보 모바일 확인 기능을 구축했으며, 2015년에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준수 및 관련사고 방지책을 적용한 바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설립

이후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 활

용한 연수운영 지원, 연수원 서버 단독회선 증설, 시스템 확대개편을 위한 컨설팅 진

행, 사용자·운영자 입장 반영한 시스템 개선, 원격교육연수원의 이러닝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점검 등을 진행했다. 

연수원은 2017년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과학창의융합 가치창출 중심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재단이 수학·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분야 교육 전문가 양성기

관으로 특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의 디

지털 학습 환경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모바일 융합형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며 재단 

보유 콘텐츠 활용 원격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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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나아갈 길

184

2017~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7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4차산업혁명 선도·국가책임교육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재단 조직 

및 소관 업무를 재편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과학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사회혁신형 미래인재 양성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7년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빛나는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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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연설 장면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

2017. 10. 11
서울 상암동 S-PLEX에서 개최된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1. 문재인 정부 출범과 

정부 조직 개편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의 제19

대 정부인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새롭

게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적 염원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4차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

충과 과학기술 진흥 의지를 반영한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이전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개편해 새로 신설한 ‘과학기술혁신본

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

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4차산업혁명, 저성장 기조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질서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중소벤

처기업부를 새롭게 신설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전 정부의 미래부에서 맡았

던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업무를 이관 받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아울러 2017년 10월 11일에

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아우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고 4차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19일 정부·경제·국가·지역·

한반도를 주체로 5대 국정 목표를 발표

하고 이에 따른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

획」을 발표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 가운데 복

합·혁신과제인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

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와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그리고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

는 공공기관’,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청년과학자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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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미래 교

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등을 

유관 업무로 주목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

춰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대응에 나

섰다. 

2. 일자리 창출·4차산업혁명 선도·

국가책임교육의 과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

획」 가운데 재단의 유관 과제는 크게 일

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선도, 국가책임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경찰관·부

사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의 경우 과학기술기반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화 연계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문

화 전문 인력 성장지원체계 구축과 과학기술문화 산업화 지원제도 마련 및 시장창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C(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체계 수

립·실행과, 이를 위해 융합교육 중심의 STEAM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고등

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체제인 P-TECH 등을 한국형 교육 환경과 체계에 적합하게 전

환해 범정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한다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 과제

에 대해서는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과학인재 양성체계 구

축,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수학·과학교

육 종합계획 등을 강화해갈 것이다. 

이외에 메이커 스페이스 확대로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조성한다는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거점 메이커스페이스를 구

축·운영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 사

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4차산업혁명 시

대를 대비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STEAM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과학지식의 다양한 기록물 

생산 및 공유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재단은 국민 참여 국민

2017. 10. 11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2017. 08. 09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에 참석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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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R&D)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기관 조직 개편을 통한 재단 역량 강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7년 8월 18일,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관련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

해 재단 조직 및 소관 업무를 재편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기존의 1본부·3단·2연수원·13실·3팀이 4단·2연수

원·13실·4팀으로 거듭났다. 먼저 과학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존 과학문

화진흥단을 과학기술문화단으로 단명 변경하고 소속부서를 확대 개편했다. 특히 과학문

화산업 기반 구축과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위해 ‘과학문화산업기

반실’과 ‘과학문화인력양성실’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과학창의콘텐츠실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창조경제문화본부를 폐지하는 대신 4차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사회혁신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사회인재단을 신설했다. 아울

러 기존 소프트웨어교육실을 소프트웨어인재육성실로, 과학영재양성실을 과학영재

육성실로 명칭 변경했다. 

또한 경영기획단의 경우 성과평가팀을 신설하고 경영평가 등 체계적인 성과관

리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경영기획단 기능을 보강했으며, 창의인재

교육단은 창의융합교육단으로 단명을 변경했다.

새롭게 개편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조직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

의 강화와 신설을 통해 현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과학창의융합 가치 창출 

중심 기관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과학기술문화단은 지역 기반의 돌봄·SW과학교실 운

영, 문화시설 연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우수과학도서 확대, 사이언스올 및 사이

언스TV 운영, 과학융합형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등 기존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첨단장비공유지원센터 구축· 운영, 국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기술환

경 변화 대응 혁신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사업, 과학기술·ICT 코디네이터 육성 등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과

학기술 발전의 국민 이해와 공감 확산,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미래사회인재단 역시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발맞춰 소프트웨어(SW)교육 교원연

수, 소프트웨어(SW) 중심 미래교실,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실 운영 지원, 소프트웨

어(SW)영재 양성 등 기존의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기존의 메이커 스페이

스 활성화 사업의 경우 권역별로 지역문제(도시재생, 환경, 주거 등)를 해결하는 다양

한 프로젝트를 지원해 사회혁신을 선도하고 청년 메이커를 양성할 수 있는 ‘메이커 프

로젝트 컬리지’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을 지원하는 등 신규 사업을 강화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인 창의적 메이커 

이사장 감사

종합·원격교육연수원

감사부

연수 기획·운영·지원팀

경영기획단창의융합교육단미래사회인재단과학기술문화단

과학문화기획실

과학문화산업기반실

과학문화인력양성실

과학문화확산실

미래인재기획실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실

과학영재육성실

창의융합기획실

과학교육개발실

수학과학검인정팀

수학교육개발실

교육기부·
자유학기지원실

기획예산실

성과평가팀

대외협력팀

경영지원실

2017년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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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메이커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 메이커 스

페이스 구축·운영을 통해 거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기존 메이커 스페이스 고도화

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창의융합교육단은 국가주도 교육과 이를 위한 교실 혁명을 위해 교원 전문성 

강화, 융합인재교육(STEAM) 강화, 미래핵심역량 함양 위한 학생맞춤형 과학교육 혁

신, 맞춤형 수학나눔활동 전개, 대학생 교육기부의 돌봄학교 기여 강화,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도입 등의 사업을 강화해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

에 부합하는 교사 전문성을 높이고,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며,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교육

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연수원 역시 대상 다변화와 자격인증, 리소스센터 등을 통해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 소통 전문인력 양성, 국민 과학교양 소통사업 운영, 과학기술 연구개

발 성과 홍보 사업 전개, 4차산업혁명 시민교양과정 개발·운영, 시니어과학기술인 일

자리 창출, 과학기술기반 융합콘텐츠 발굴·육성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국민

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미래 대비 콘텐츠,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연수커리큘럼을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처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정부가 추진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4차산업혁명 선도, 일자리 창출, 국가책임 교육 등 국가 발전과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7년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빛나는 미래를 위해 더욱 힘

찬 도약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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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해관계자 스토리

한국과학창의 
재단과 함께
성장해온 

인재를 만나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수학·과학 

분야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중·고교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세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올림피아드 출전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7월 브라질 

리우데자이루에서 열린 2017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김다인 학생을 만나봤다. 

처음부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이하 IMO) 

참가를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평소에 수학을 좋아해 꾸준히 

공부해왔었는데,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겨울학교에 다녀온 후 참가한 루마니아 

마스터 오브 매스매틱스(RMM)에서 

예상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둬 IMO 대표로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김다인

2017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

189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며 많은 분들로 

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대표단과 함께 IMO 일정을 

소화해주신 김기상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IMO는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시험이자 가장 부담이 많았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면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제외한 대표단 모두 남자였기에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IMO 현지에서 

김기상 박사님을 뵙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시험 직전까지 저를

격려해주셨고, 같은 여자로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수학과에 

진학해 수학 공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의 롤모델인 마리암 미르자히니처럼 

수학 교수가 되어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세계적인 수학자들과 학문을 교류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아름다운 오늘 

현황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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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 창달과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금 이 시각에도 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과학문화를 만들고 

미래 사회를 이끌 우수한 과학인재를 지원·양성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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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를 읽고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다

CHAPTER. 01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967년 설립 이래 지난 50여 년간 

다양한 과학문화확산사업을 추진하여 전 국민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재단이 이룩한 다양한 

과학문화사업의 성과는 국력 신장의 원동력이자 보다 나은 

미래를 이끄는 밑바탕이 되었다.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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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 풍토조성과

계몽활동

‘과학기술자 지원’과 ‘생활의 과학화’ 추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문화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

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정부는 1962년부터 추진한 제1차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의 성공에 힘입어 19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

획에 착수하면서 이해 4월 과학기술처를 발족시켰다. 이는 정부수

립 이후 최초의 과학기술 관련 전담 부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농

촌은 물론 도시까지도 사농공상의 유교문화가 사회 전반에 만연

해 있었고 산업 발달도 경공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정부는 

국가 경제 부흥의 가속화를 위해 공업화에 사활을 걸었고 장기적

인 관점에서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구상하고 있었다. 진입장벽이 

높은 공업일수록 먼저 과학기술력 확보와 함께 전문 과학기술 인

력 육성도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과학기술처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막상 과학기술처가 출발은 했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이 미

비한 상황에서 신생 부처 단독으로 중대한 과학기술 행정을 도맡

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가난한 나라 살림 형편상 예산마

저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

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행정에 도움이 될 만한 기구가 절실하게 필

요했다. 이런 이유로 같은 해 12월 과학기술후원회가 설립되면서 

과학기술인 지원 사업과 함께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전개한 것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화활동의 본격 시작이었다. 

과학기술후원회 취지문에는 ‘과학기술자 실태 파악과 산

업에 활용하는 분위기 조성 등 과학기술처가 미처 손댈 수 없는 부

분들 때문에 새로운 과학기구 설립을 구상하게 됐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당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과학자와 기술자

를 우대하고 우리 생활 구석구석까지 과학기술이 스며드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게 시급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과학창

의재단의 시발점인 과학기술후원회는 출범과 함께 이러한 막중한 

시대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후원회는 창립 이후 과학기술인 지원 사업과 함

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의 과학화 사업을 펼치며 과학기

술 진흥에 힘썼다. 특히 생활의 과학화를 조속히 실현하고 청소년

들의 과학적 창의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했기에 전국 각지의 중·고

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저명한 과학자를 초빙하여 

모교 및 연고지별로 순회강연을 실시했다. 과학자의 진솔한 체험

담이나 과학에 대한 신념을 담은 강연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사고력은 물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하고 미래 과학

자의 꿈을 키워나가게 하는 효과도 컸다. 과학기술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처 주관 전국 각 시도 과학 주임교사나 담당장학사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 세미나 개최를 위해 연사 선정, 프로그램 수

립, 세미나 진행 등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전 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농어촌 과학지식 보급

1970년부터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보자면 새마을운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기술로 국민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비과학적인 요소

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과학기술후원회는 국민의 과학기

술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새마을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

해 ‘생활의 과학화’ 운동을 다각도로 전개하며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썼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쉽게 개

선되지 않았고 과학기술자나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에 대한 관심

도 크지 않았다. 이러한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근대적인 인식

은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라는 큰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새마을운동 추진에도 장애

물이 되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생활의 과학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

해 나갈 기구 설립이 필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1972년 1월 29일 기

존의 과학기술후원회를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 확대 개편하

며 효율적인 과학기술 진흥과 과학문화 확산을 꾀했다. 그리고 이

1974. 08. 23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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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해인 1973년 정부는 생활의 과학화에서 한층 강화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새마을운동이나 중화학공업 육성 

등과 맞물린 국가 경제 성장책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당시는 

1977년에야 비로소 농어촌에 전기가 전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던 

시절이었다. 대통령이 1973년 신년 연설을 통해 “앞으로 공장이 서

고 여러 산업시설이 늘어나면 산업 일터에 나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니 국민들 모두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하

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산업화와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국가적 

과업이자 시대적 목표였던 것이다.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이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한국과

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등과 함께 추진됨에 

따라 재단은 과학적 생활풍토 조성사업을 위한 과학지식 보급운

동을 전담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전국 초·

중등학교 자연관찰원 설치, 초등학교 과학활동 강화 사업도 지

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73년 3월에는 전주에서 건

국 이래 최초로 국내 교육계가 한자리에 모인 ‘전 국민의 과학화

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가 열렸는데 재단도 이 대회에 참여하여 

‘전 국민의 과학화’에 뜻을 모았으며 이후로도 과학적 생활풍토

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를 마련하거나 토론회에 참여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과학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전개하는 새마을기술

봉사단 활동과 연계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과학화 운동을 지

원하는 일도 수행하였다. 새마을기술봉사단이 농어촌 현장에 투

입되어 기술지도를 펼치면 이에 발맞춰 재단에서는 농어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과학영화를 상영하거나 생활 속 과학화를 실

천할 수 있는 내용의 강연을 진행하며 농어촌 과학화에 힘쓴 것

이다. 농어촌 학생들에게 과학실험을 지도하고 과학문고를 배포

한 것도 전국적으로 과학기술과 과학의 생활화가 확산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주부생활과학강좌’ 및 ‘청소년 과학단지 견학’

197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소

득이 증가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개선되었고 기

술자나 기능인을 천시하던 풍조도 사그라들어 공과대학뿐만 아

니라 공업고등학교도 인기를 누렸다. 이에 정부의 ‘전 국민의 과

학화’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아 전개되었고, 따라서 재단의 과학

화 사업도 활성화되었다. 특히 가정 살림을 도맡은 가정주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자각과 관심은 일상생활을 합리적이고 과학적

인 방향으로 개선시켜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과학화를 앞당긴다

는 착안에서 1973년부터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대폭 

강화했다. <생활의 지혜>라는 책자를 발간해 여성단체를 통해 

보급하는 한편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순회하며 의식주 및 

보건위생, 가정의례준칙 등에 관한 주부생활과학강좌를 개최하

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1977년 기준 총 89회에 6만여 명이 수강

하며 과학화의 저변 확대에 바탕이 된 이 강좌는 1983년부터 시

민과학강좌로 확대·개편되며 일반 국민의 과학화로 이어졌다. 

한편, 재단은 1977년에 중학생을 위한 과학단지 견학과 과

학강좌 개최 등의 사업을 추가해 나갔다. 전국에서 선정된 중학생

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과학단지 견학은 특히 감수

1975. 10. 16
제35회 주부를 위한 생활과학강좌

1975. 09. 08
과학기술자 지방강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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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풍부한 청소년들이 발전된 조국의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인식하고 보다 선명

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소년 대상 사업 확대와 ‘과학차’ 운영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는 과

학기술 풍토조성 사업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문화

활동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

화되면서 차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정책적 이슈로 부상했기 때

문이었다. 따라서 재단은 청소년의 과학화를 위해 기존의 사업 이

외에 과학도서 시리즈 발간, 전국학생 과학책읽기 운동, 전국청소

년과학경진대회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중에도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사업이 과학차(Science Car) 운영이었다.

1960~70년대를 거치며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도

시와 시골 간의 환경적 격차가 심해져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립

과학관이나 학생과학관 등이 늘어났지만 산간마을이나 도서지방

에는 간단한 과학실험 시설도 구비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재

단은 1981년 다양한 과학실험 장비, 300여 종의 시약 등을 구비한 

과학차를 몰고 오지를 돌며 과학계몽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당

시 오지 학교 학생들은 비이커도 모를 정도로 과학적 환경이 열

악했기에 여기저기서 과학차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할 정도

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과학차는 1980년대 후반에 총 4대까지 

늘어났는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

로 운영하게 되면서 재단은 운영하던 과학차를 필요로 하는 지역

에 기증하고 사업을 마감하였다.

2. 

과학기술 진흥에서 

과학문화 확산으로    

과학기술 국민이해 사업 전개

우리나라는 1970~80년대를 거치며 가파른 경제성장을 

실현하였고 이는 세계사 속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로 놀라운 성과였다. 1990년대에는 그간 다져진 경제력을 기반으

로 보다 선진화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

다.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첨단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

과 함께 과학기술의 고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이러한 흐름

에 따라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나갔

다. 이는 지역 간 계층 간의 균형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 시기, 1989년 군산 TDI 공장 반대운동이나 1990년 안

면도 원자력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운동 등이 연달아 사회적 이

슈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나 환경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는 아무리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

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과학기술정

책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과학기술 진흥에 있어서도 경제 성장이 우선시 되

는 과학기술 계몽에 집중하기보다 새롭게 전개되는 사회적 패러

다임에 맞춰 보다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했다. 전 국민의 과

학기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사업 마련도 필요하게 되

었다. 이에 정부는 1991년 11월 「과학기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관

련 사업의 근거를 확보하고, 1992년 6월에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1983. 07. 08
봉화군 춘양국교에서 진행된 과학차 비디오 녹화방영 장면

1977. 06. 24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과학단지 견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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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학기술 국민이해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사업

의 연속성, 집중성,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건전하고 광범위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한국

과학기술진흥재단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인 대상 사업 증대와 과학·예술 연계 활동 강화

과학기술 국민이해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은 체계

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에 적극적으로 임했

다. 또한 이전까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과학화 사업을 과

학기술 국민이해 증진사업 중심으로 전환시키면서 일반 국민의 과

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크게 강화했다. 복잡하

고 다양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알리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이다. 

재단은 우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문화 관련 심포

지엄과 여성을 위한 과학대중화 심포지엄, 한국과학문화단체 공

동 학술 심포지엄 등을 연이어 개최하였다. 그리고 보다 획기적으

로 일반 국민이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과학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일반인들이 멀

게만 느끼던 과학과 친숙하게 접하고, 21세기에 새로운 고부가가

치로 각광받는 문화기술(CT)의 발전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과학기술의 사회, 문화적 수용은 일시적인 이

벤트나 구호만이 아니라 타 분야와의 지속적인 교류 증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재단에서는 1990년대 전반에 걸

쳐 과학기술과 예술의 연계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1년과 1992년, 1994년, 1996년에는 ‘과학+예술전’

을 개최하였으며 1995년과 1998년에는 ‘과학+예술세미나’를 열

었다. 특히 1996년 개최한 ‘과학+예술전’에서는 과학기술이 열어

가는 쌍방향 대화기술을 예술작업에 도입한 인터랙티브 아트 갤

러리를 준비했다. 이 전시는 관객이 작가가 완성한 작품을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동경, LA 등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에 공

동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작품의 

제작이나 수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인터랙티브 테

크노아트라 칭할 수 있는 이러한 과학적 시도는 기존의 예술작업

이 지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작가와 관객간의 일방적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였고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

끌어냈다. 한편 1993년에는 정당의 정강·정책 수립과 과학기술 지

식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또한 과학기술과 타 분야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민의 과학기

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색의 일환이었다. 

1990. 02. 07~08
경주 화랑교육원에서 진행된 대학생 특별연수

1990. 09. 19~21
청소년 학생 산업 및 연구현장견학 발대식

1991. 11. 05~08
‘과학+예술전’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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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 확산과 대중화

199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 불 시대

에 접어들었다. 이즈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본래 과학기술 진

흥에 기여하고자 했던 재단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과학문화를 확

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1996년 3월 2

일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재단명을 변

경하게 되었다.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진흥’이라는 이상을 담

아낸 것이었으나, 시대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학문화 확산의 

주체로 거듭난 재단의 변모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딱딱하고 차가운 과학의 이미지를 완화시키

고 인간미를 더한 ‘과학문화’라는 용어를 채용해 ‘한국과학문화재

단’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새로운 명칭으로 재정비한 재단은 21세기를 대비하는 과

학기술 대중매체 개발과 운영,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

와 지지 유도,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장 마련 등 과학

문화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사업에 무게를 싣게 되었다. 

‘과학대중화 원년’으로 선포된 1997년 「과학기술혁신

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주체로 명시되었다. 이를 계기로 더욱 과학문화 확산에 매

진하고자 했으나 곧 IMF 경제위기를 맞아 사회 전반이 크게 위축

됨에 따라 재단도 이러한 시대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투자를 지

속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재단도 이에 적극 조력했다. 밀레니엄 시

대를 맞아서도 국내 경기침체 국면은 한동안 지속되었지만 정부

는 미래 개척 의지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2001년 1

월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오히려 과학기술문화의 정책

적 위상을 높였다. 따라서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역할도 한층 더 커

지게 되었다.

3. 

이공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확대      

과학문화사업 다양화

19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의 여파는 수험생들의 이

공계 진학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학 수능시험에서 자연계 응

시 비율이 1998년 42.5%에서 1999년 40.1%, 2000년 34.7%, 

2001년 29.5%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면

모를 갖추려면 우수인력의 과학기술 관련 분야 진출이 더욱 활발

해지고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 수준도 높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이

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

을 제정하며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주요 과제로 명시하고 과학기

술정책을 독립부문으로 격상시켰다. 이어서 제1차 과학기술기본

계획(2002~2006)과 별도로 제1차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

(2003~2007)을 수립하며 21세기를 이끌어갈 과학기술문화 확산

에 확고한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 결과 과학문화사업 전담기관인 

한국과학문화재단 외에도 대학 및 기업 연계 단체 등 과학문화 활

동의 주체가 다변화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전보다 과학문화

사업도 다양해지고 프로그램의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이 시기 우

리나라 과학기술문화 진흥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학문

화재단을 중심으로 전개된 과학문화 확산사업 중에는 특히 청소

년이나 학부모들에게 과학기술과 이공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

기 위한 사업이 많았다. 

청소년의 능동적 탐구능력을 배양하는 

‘청소년과학탐구반’

2001년부터 시작된 ‘청소년과학탐구반(YSC : Youth 

Science Club)’ 지원은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과학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대표적 청소년지

원사업이었다. 재단은 청소년들이 직접 과학활동에 참여하여 창

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탐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국 초·중·

고 과학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러 과학동아리를 대상으로 과

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했다. 선정된 과학반은 문제인식부

2015. 12. 18
2015 청소년과학탐구반 YSC 발표대회 현장



258 PART. 02  같이 이룬 과학문화 50년, 함께 여는 창의세상

터 결론도출까지의 전 탐구과정을 기록하여 이를 ‘청소년과학탐

구반발표대회’를 통해 평가 받도록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학탐구반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대상 과

학기술경진대회인 미국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ntel ISEF : Intel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와 중국 청소년과학

기술창신대회(CASTIC), 북경 청소년과학기술창신대회(BYSCC) 

등 다양한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면서 청소년

들의 도전정신을 북돋았다. 2005년에는 지역별 YSC 멘토링 센터

를 개설하고, 2006년에는 청소년과학탐구반 사이트를 오픈하는 

등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도 했다. 

시도 분원장 및 지역 교육청, 각 학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청소년과학탐구반사업은 지역별 청소년 과학문화 

형성과 과학창의인재 육성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아 갔다.

청소년과학탐구반(YSC) 지원

‘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와 ‘사이언스앰버서더’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공계에 대한 관심

을 확보하고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청소년이공계진

로안내엑스포’를 개최하였다.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

상으로 이공계 전공과 진로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

련된 ‘청소년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는 과학기술의 비전을 공유하

고 이공계 전공 분야를 살피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학

을 모색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같은 해에 시작된 ‘사이언스 앰버서더’ 사업은 과학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소년의 이공계 진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과학강연 프로그램이었다. 

사이언스 앰버서더는 주로 이공계 출신으로서 정부, 기업,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인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과학기술인이 아니더라도 과학기술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홍보

대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포함시켰다. 또

한 이공계 대학원 재학생이나 경력 10년 이하의 젊은 과학자들 중

에서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젊은 과학기술 앰

버서더로 위촉하였다. 이들은 초·중·고교나 각급 단체, 기관, 지역

회관 등을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

으로 과학강연을 펼쳤다. 

다양한 강연으로 예비 과학기술인 양성과 과학문화 대중

화에 기여한 사이언스 앰버서더 사업은 2008년 ‘과학창의 앰버서

더’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3년부터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상

상·도전·창업과 과학기술 및 ICT의 융합을 다루는 강연을 늘려 계

속되었으나 다른 강연 프로그램들이 증가하면서 2014년에 사업

이 종료되었다. 

2004. 07. 23~28
2004 청소년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 현장

구  분 참여 과학반 수

2017 250

2016 229

2015 350

2014 350

2013 501

2012 583

2011 470

2010 475

2009 690

2008 670

2007 656

2006 585

2005 600

2004 1,101

2003 125

2002 112

2001 40

계 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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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이언스 앰버서더 강연 개최 추이

청소년이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

사이언스 앰버서더 사업과 함께 2002년부터 시작된 ‘닮

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도 성공한 과학기술인을 통해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독려하고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었다.

재단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

련 단체와 청소년, 일반인 등의 추천을 접수하였으며 이렇게 접수

된 대상자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에서 

2단계로 나누어 심사하였다. 국내 37개 과학기술 관련 상의 역대 

수상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후보자 추천의 근거자료로 삼기도 했

다. TV,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슈어 등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는 

한편 국립서울과학관과 국립중앙과학관에 ‘과학기술 명사의 방’을 

구축하고 선정된 과학기술인과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직접 만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했다. 이는 자연

스럽게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인에 대한 존경심과 과학에 대한 꿈

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내외 고등학교 과학천재들의 만남 

‘국제청소년과학캠프’

한국과학문화재단은 2002년부터 과학에 재능이 뛰어

난 국내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청소년과학캠프를 개최했다. 

세계 우수 청소년들이 국제적 교류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키는 한편 국내 우수 인재들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2년 최초 캠프의 정식 명칭은 ‘한미청소년과학캠프’

로 한국과학문화재단과 미국과학진흥협회(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가 공동으로 개

최하였다. 대전에 위치한 KAIST에서 열린 이 캠프에서 미국학생

들과 한국학생들은 한 팀을 이루어 2주일 동안 공동연구, 문화체

험, 토론회 등을 가졌다. 2004년에 포항공대에서 열린 제2회 국

제청소년과학캠프는 미국 이외에도 영국, 중국, 일본 등 참여국이 

대폭 확대되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참가국 및 

참가자 확대와 우수 학생 선발은 물론 프로그램 기획이나 숙식 환

경 등 다방면에 걸쳐 성공적 캠프 개최를 위해 개선의 노력을 기울

였다. 이러한 결과 국제청소년과학캠프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 충

실한 내용과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캠프 종

료 후에도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공계 진학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한미 고

등학생 60여 명이 참여한 1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이어진 국제청

소년과학캠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소년 대상 국제과학행사

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제청소년과학캠프 연도별 현황

구  분 강연 개최회수

2014 106

2013 1,000

2012 1,268

2011 1,798

2010 1,680

2009 1,401

2008 1,253

~2007 3,819

계 12,325

구  분 개최장소 참여국 수

2012 일산 킨텍스 6

2010 서울대 14

2008 이화여대 12

2006 포항공대 9

2004 포항공대 7

2002 KAIST 2

2002. 09. 06
제1회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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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교류·협력 강화로 

글로벌 위상 정립   

과학기술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기술과 자원이 부족했던 우리나라가 1960~70년대에 보

다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지원이 절

실했다. 때문에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국제교류는 주로 선진

국의 기술 이전을 통한 협력이 주를 이루었다. 사회 각 분야의 피

땀 어린 노력으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57개국에서 

1,000여 명의 연수생을 초청하여 무료로 기술훈련을 시키는가 하

면 후진국에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지 기술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혜국으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1980~90

년대를 거치면서 국제교류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재단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탰다. 설립 직후 선진국의 과

학화운동을 도입하여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전개하기 위해 힘썼

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선진국들은 물론 개발도상국들과의 국

제교류 협력사업에도 참여하며 많은 노력을 쏟았다. 하지만 이러

한 활동은 간단히 말해 세계 각국의 과학문화사업 추진 현황을 파

악하고 우수한 사업을 흡수해 국내 실정에 맞게 응용하는 것에 초

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다 2000년대 전후로 국제교류협력의 

기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해외의 우수한 과학문화사업을 

도입하여 국내 과학문화사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문화를 세계에 알려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 시

작한 것이다. 

국제 규모 ‘APEC 청소년 과학축전’ 개최와 해외 협력 증가

APEC 청소년 과학축전(APEC Youth Science Festival)

은 21세기의 주역이 될 APEC 회원국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및 과학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993년 대전엑스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과학행사였다. 1998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회 행사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13

개국에서 선발된 총 500여 명의 과학영재들이 모여 과학의 슬기를 

겨루었다. APEC 청소년 과학축전은 서울 행사 이후 2000년 싱가

포르, 2003년 북경 등에서 개최되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국

과 참가자 수가 확대되었으며 내용 면에서도 큰 발전을 보여 제안

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과학문화재단은 2001년 영국과학진흥협회(BA：British Associat

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듬해인 2002

년에는 영국왕립연구소(RI：Royal Institution of Great Britain)

, 중국과학기술협회(CAST：China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일본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Japan Science an

d Technology Corporation)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국제교

류 및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국제 교

류도 활성화되었다. 미국과학진흥협회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

으로 2002년 ‘한미청소년여름과학캠프’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서 이후 참가국을 확대하여 ‘국제청소년여름과학캠프’로 발전시

킬 수 있었다. 또한 영국왕립연구소와의 협력을 계기로 200년 가

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왕립연구소의 ‘크리스마스 과학강연’을 

2002년부터 시작하였다. 이 과학강연은 유명 과학자가 직접 과학

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영국에서 오래

도록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청소년

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폭넓은 인기를 끌었다.

한편, 재단에서는 2002년, 노벨상 제정 100주년을 기

념하여 노벨상 수상 과학자 초청 특별강연을 열기도 했다. 2001

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코넬(E.Cornell) 교

수, 198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허슈바흐

(D.Herschbach) 교수, 1996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영국 서섹

스 대학의 크로토(H.Kroto) 교수 등이 ‘과학과 대중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는데 이 강연에 500여 명의 청중이 몰려 뜨거운 관

1998. 08. 14
제1회 APEC 청소년 과학축전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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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보였다. 이처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 강연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일

반인의 과학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과학적 사유력을 높여 과학문

화를 대중화하고 그 수준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국제 상호 교류와 아시아 최초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 개최

2004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우리나라와 영국 간 

과학문화 교류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빈 방문 이

후 영국 정부는 2005년 9월 22일을 ‘Korean Day(한국의 날)’로 

지정하여 과학기술문화 행사, 교육프로그램 등 상호교류 프로그램

을 운영했는데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 행

사에 참가하여 우리의 과학문화를 영국에 알리기도 했다. 이에 그

치지 않고 양국은 2006년을 ‘한·영 상호 방문의 해로 정하고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갔고 이에 재단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

끼지 않았다.

2005년에 재단은 프랑스의 파스퇴르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청소년들에게 과학 및 문화탐색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

다. 재단에서는 파스퇴르연구소와 협력하여 12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파리과학탐방을 실시했다. 성공적인 파리과학탐

방 이후 프랑스 정부는 양국의 국제 청소년 교류가 이어지기를 강

력하게 요청했고, 이에 재단은 2006년에 프랑스 고교생 11명을 

초청하여 서울과학탐방을 추진하며 양국의 지속적 과학문화 교류

협력의 발판을 다졌다.

국내 과학문화 창달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한국과학문화재단은 2006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아시

아 최초로 ‘제9회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PCST-9)’를 개최하며 

세계 과학기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회의는 세계 각국의 과학커

뮤니케이션 현황과 경험 교류를 위해 2년마다 열리는 과학커뮤니

케이션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는데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 컸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40여 개국 700여 명의 과학커뮤니케이터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시민의식과 과학문화’라는 주제로 열려 심도 있는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국내외 과학기술인, 과학커뮤니케이터는 

물론 일반인까지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한 소통을 활

성화하고 국제적 흐름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국제적 위상 확립과 글로벌 마인드 확대

재단은 2008년 2월 과학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

인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연례회의에 참가해 한국 과학 관련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재단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국제적 과학자와 

2003. 08. 08~09
8월의 크리스마스 과학강연 개최

2006. 05. 17
제9회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PCST-9) 개최

2006. 05. 18
연구문화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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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게 직접 한국 과학문화와 과학교육에 대해 알렸고 이

후로도 지속적으로 한국 과학문화와 과학교육을 해외에 홍보하고

자 힘썼다. 2008년 9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 개편된 이

후로도 인텔과 함께 아시아 지역 과학교사 및 과학교육정책가들

이 참여하는 아시아과학교육포럼(ASEA：Asia Science Educator 

Academy)를 개최하는 등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

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갔다. 또한, 스미소니언 등 선진 과학문화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우수 과학 문화프로그램들을 도입하

는 등 과학문화의 질적 기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

어갔다. 2010년부터 ‘한국청소년과학창의대전’을 통해 한국 대표

를 뽑아 국제대회에 참가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활동은 세계

적 수준의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1년

부터는 해마다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재단의 주요 

과학문화·창의인재 육성 사업 콘텐츠를 교류하고 대내외로 이해

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사업 선진

화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대학생들의 글로벌 의식을 함양하고 저개발국 

과학봉사활동을 통한 과학 ODA(공적개발원조) 추진을 위해 ‘대학생 

글로벌 과학창의원정대’를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국

제협력 사업의 시도였다. 최초의 파견지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라

오스의 오지 학교였는데, 원정대는 이곳에서 현지 어린이들을 대상

으로 과학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에 전기시설 등을 지원

하는 등 과학기술문화 전파를 통한 인류애를 몸소 실천했다. 2016년

에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의 학

생, 교사, 과학자가 참여하는 ‘청소년과학프로그램(GLOBE：Global 

Learning and Observations to Benefit the Environment)’을 시작하

며 ‘아시아 글로브페어’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제교류·협력은 그 시작이 미약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확대되어 왔다. 재단은 주도적 역량을 키

워가며 국제화·첨단과학기술 시대에 걸맞게 그 진화를 이끌었다.  

5. 

생활 속 과학문화 융성의

기반 마련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과학문화도시 사업’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과학기술문화창

달 5개년 계획을 통해 사회 지도층 및 과학기술자 등 참여 주체

가 확대되고 가족과학을 표방한 성인 참여 사업 활성화로 참여층

이 두터워졌다. 또한 국가 R&D 성과 확산을 위해 대중의 연구이

해(PUR：Public Understanding of Research) 사업이 시도되기도 

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테마형 과학축제 등 프로그램이 다양해

지고 과학관의 대폭 확충과 사이언스TV 출범 등 과학문화활동의 

기본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 것도 이 시기에 얻은 성과라 하겠다. 

정부는 2004년 ‘사이언스코리아’를 표방하며 범사회적 과학문화 

운동을 전개했고 재단은 전담기관으로서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에 

힘을 보탰다.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한국과학문

화재단이 추진한 다양한 프로젝트 중 가장 의욕적으로 시작한 것

은 ‘과학문화도시 사업’이었다. 독일학술재단연합이 지방 소도시

의 과학문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

던 ‘과학의 도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이 사업은 정부의 지역균

형 발전 정책에 부응한 것으로, 지방의 도시나 서울의 한 구를 선정

해 한 해 동안 각종 과학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과학문화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 지역 교육청, 대학이나 민간과학문화단체 등 3개 기관과 재

단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체제를 마련하였고, 2004년 제1

2004. 11. 09
전주시 과학문화도시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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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과학문화도시로 포항이 선정되었다. 이어서 서울 관악구, 남제

주군, 충주, 원주, 전주, 창원, 순천, 광양 등으로 선정지가 늘어나 

2007년 기준 총 25개의 과학문화도시가 탄생했다.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면 도시 내 모든 읍·면·동에 생활과

학교실을 개소하게 되고, 초중고 학교에 청소년과학탐구반을 만들

어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지방도시와 서울의 행정구청에서 이에 선

정되기를 희망했다. 과학문화도시 사업으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의 ‘로데오상가 광장’, 순천시의 ‘광양만 및 여수 사이언스 크루즈’, 남

원시의 ‘자연생태탐험’ 등 지역 특화프로그램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생활 속 풀뿌리 과학문화운동 ‘생활과학교실’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생활과학교

실은 전국의 대학, 민간단체 등 40여 개 책임운영기관이 유기적으

로 연계되어 추진한 지역 네트워크 사업으로, 2003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4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에서 과

학체험교실을 운영하는 풀뿌리 과학문화활동 프로그램인 생활과

학교실은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국민 모두가 지역커뮤니티

에서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인 것은 물론,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주로 해당 지역의 이

공계 출신 경력단절 여성들을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고학력 여성

인력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한 바가 컸다. 처음에는 각 읍·면·동 단

위를 기반으로 ‘찾아오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지만 2008년부터

는 각 지역을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로 거듭났다. 덕분에 첫해에 

280개 2,800여 명에 불과하던 연간 운영개소와 수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수혜자가 92만 명, 운영

횟수 25만 회였고 생활과학교실에 참가한 누적 강사수가 7,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생활과학교실은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과학문

화활동의 성공 모델로 정착하였다. 2013년부터는 청소년의 꿈과 

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공방형 생활과학교실이 신설·운영되었고, 

2014년에는 성인, 주부, 어르신 등 가족단위의 과학교실인 가족과

학교실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2015년에 재단은 ‘Let's MAKE 과학

교실’을 신설·운영하고 유아, 창작, App 등 신규 프로그램 21종을 

개발·보급하는 등 해가 갈수록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과학교실 운영 형태

과학문화 전문가 양성의 요람 ‘과학문화아카데미’

2003년 7월 재단은 서강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과학

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문화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는 복잡 다양하게 발전했지만 과학영상

제작, 저술 및 출판, 과학전시, 이벤트 기획 등의 분야를 담당할 과

학전문 실무 인력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의 커

뮤니케이션 능력 부족은 과학문화사업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지

적되어 왔다. 아무리 유익하고 필요한 내용이더라도 과학을 문화

적으로 알리는 데 소홀하면 일반인이 과학을 일상과는 거리가 먼 

학문으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과학문화 확산의 가속

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지식과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

무력,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겸비한 과학커뮤니케이션 전

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2003년 하반기부터 운영된 과학문화아카데미는 첫 학기

에 과학저널리스트 과정, 과학전문 방송인 과정, 과학 홍보과정 등 

3개의 단기 과정이 개설되었고, 2004년부터 석사과정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이 만들어졌다. 2004년 102명의 전문가

를 양성한데 이어 2005년에는 139명, 2006년에는 140여 명 등 

과학커뮤니케이션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했다. 과학문화아카데

구  분 주요대상 운영장소 주요특징

창의 
과학교실

유아, 
초·중학생

주민센터,
(대)학교 등

창의력,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체험 

프로그램

나눔 
과학교실

사회적 
배려계층

소외시설, 
노인정 등

배려계층 대상 

과학체험 프로그램

가족 
과학교실

가족
주민센터, 

(대)학교 등
취미, 건강, 여가 주제의

가족 대상 프로그램

메이크 
과학교실

초·중·고등
학생

연구소, 무한
상상실 등

이두아노, 앱인벤터 등

활용 SW 코딩 프로그램

2004. 07. 09
영등포 제3동 생활과학교실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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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점차 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 보

강하며 국내 유일의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의 요람으로 자리

를 잡아 갔다.

6. 

융합과 소통을 통한 

과학창의 실현

과학과 문화예술의 만남 ‘융합문화사업’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

(현 교육부)로 통합되면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과학기술문화라는 하나

의 큰 줄기로 이어오던 재단의 사업영역에 과학과 타 분야의 융합, 

창의적 인재양성, 과학영재교육, 수학·과학교육 등이 더해지면서 

교육이라는 큰 줄기의 사업영역이 하나 더 생성된 것이었다. 

제2차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이 시작된 2008년부

터 시대적 가치를 대표하는 단어는 ‘창의’와 ‘융합’이라고 할 수 있

었다. 재단의 새로운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창의’가 시대를 아우

르는 키워드가 되었고, ‘과학창의’를 실현시키는 방편으로서 과학

기술과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과 불투명한 미래사회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의 발현이 중요한 목표로 대

두되었고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융합과 소통의 가치도 높아

진 것이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09년부

터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바로 ‘융합문화사업’이었다. 과학문화와 

창의교육이 만나 새롭게 출범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과학기

술과 인문사회, 문화예술의 만남과 소통·융합을 통해 사회전반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융합문화사업의 핵심이었다.

이 사업은 융합창작공연, 과학스토리텔링, 과학시각화 등 

3대 분야로 나눠 지원이 이뤄졌다. ‘융합창작공연’은 과학과 공연

예술의 융합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과학스토리텔링’은 과학과 이

야기를 접목하는 것이며, ‘과학시각화’는 과학과 미술, 시각디자인

을 융합하는 것이었다. 융합창작공연으로는 ‘산소’, ‘생명의 나무, 

다윈’, ‘빛의 전쟁’ 등 과학연극이나 미디어아트 공연이 이루어졌

고, 과학스토리텔링으로는 과학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운영, 과학드

라마 시놉시스 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과학시각화에 대한 지원으

로 과학사진 작품,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과학소재 웹애니메이

션 제작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재단에서는 융합문화 지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융합카

페’를 통해 작가와 일반인이 소통하고 과제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

가들이 자신의 융합창작활동을 시연하거나 설명하면서 자연스럽

게 분야별 전문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렇게 색다른 

관점의 공유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는 또 다른 창조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교류와 만남을 통한 융합의 산실이자 네트워킹을 통

한 시너지 창출의 공간이 바로 융합카페였던 것이다. 융합문화활

동의 성과물은 ‘융합 2.0’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

되도록 하고, 과학관 등에서 우수융합과제를 종합적으로 전시·시

연하는 ‘융합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융합문화사업의 활성화

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2007. 04. 10
과학문화아카데미 과학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 장학증서 수여식

2009. 11. 05
과학연극 생명의 나무, 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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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류의 고민을 함께하는 ‘글로벌이슈 국민이해사업’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융합문화사업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

진한 것이 ‘글로벌이슈 국민이해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캠페인, 대

중강연, 테마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인류의 현안, 특히 기후

변화, 에너지, 식량, 질병, 물 등 5대 이슈에 대한 국민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대중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 ‘RGB’

라는 새로운 캠페인 브랜드를 만들어 추진되었는데, RGB란 질병

을 Red로, 기후변화·에너지·식량을 Green으로, 물을 Blue로 상징

화해 삼원색에 비유한 개념이다. 생태공원인 한강 선유도에서 문

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RGB 대중캠페인 행사를 개최하며 관련 테

마 전시, 퍼포먼스 공연, 전문가 대중강연, 테마콘서트 등 다채로

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개개인이 유기적으로 연결

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마인드를 함양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유와 공감과 동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

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면서 지구인류 현안을 생각

해 볼 수 있는 신개념의 문화행사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

한편, 2009년에 재단은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질병, 물 

등 글로벌 이슈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온라인 소통 공간 ‘메타블

로그(Metablog) 미래 2.0(www.futuresAll.com)’을 오픈했다. 기존 

미래사회 변화 연구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

고 특히, 과학기술분야나 글로벌 이슈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일반인

의 참여와 관심이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편으

로 탄생한 미래 2.0은 미래, 창의성, 트렌드, 글로벌 이슈 등의 키워

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와 일반인의 열린 지식공론을 가

능케 하는 ‘협업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장인 메타블로그 미

래 2.0에서 경계 없이 미래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졌다. 

7. 

무한상상으로 열어가는 

메이커 세상

상상·도전을 위한 지역거점 ‘무한상상실’

2013년 정부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에 

‘창의적 과학문화 조성’을 명시하고 과학문화사업으로 상상·도전·

창업 과학문화확산,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과학기술 

문화복지 및 인프라 확충, 과학기술인 사회참여 및 연구윤리 강화 

등 4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상상·도전을 위한 지역거점인 무한상상실 

운영이었다. 정책연구를 통해 실험공방형, 스토리텔링형, 아이디

어클럽형 등 무한상상실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연구했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13년 국립과천과학관에 제1호 무한상상실

을 개소한 후 국립중앙과학관, 광진정보도서관 등 6개 무한상상실

을 추가 선정해 시범운영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확

대해 갔다. 무한상상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종합정보센터를 

개소하여 관련 정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인 ‘DHA(Developing 

Human creAtivity)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 분야 전문가를 양성

하여 무한상상실을 중심으로 보급하기도 했다. 

무한상상실의 하드웨어와 무한상상교실의 소프트웨어를 

합쳐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험·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 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생활

공간 내 창의공간은 전국적 과학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단은 2016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동식 메이

2009. 10. 31
한강 선유도에서 개최된 RGB 아일랜드 캠페인 

2010. 11. 16
제2회 융합문화페스티벌



266 PART. 02  같이 이룬 과학문화 50년, 함께 여는 창의세상

커 교실인 ‘무한상상 팹 트레일러’를 운영하며 과학체험활동 지원

을 확대해 나갔다. 무한상상실 표준 운영 매뉴얼과 가이드북을 제

작 배포하는 한편, 예선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본선 진출작 

중 선정된 작품에 대한 특허가 출원을 지원하는 ‘무한상상 메이커

스 런’, 무한상상실을 마음껏 체험해 볼 수 있는 ‘무한상상 페스티

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서 전 국민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보

다 많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무한상상실 운영 실적

상상·도전·창업을 아우르는 ‘메이커 운동’

아이디어 제작소인 무한상상실, 창조경제 교류공간인 드

림엔터, 찾아가는 무한상상실 등의 창의공간을 통해 창조력을 실현

하는 활동은 글로벌 트렌드인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이라

는 새로운 흐름과 접목되면서 상상·도전·창업문화 확산과 연계되

었다. 메이커는 ‘과학기술이나 디지털 도구 등을 이용해 새로운 제

품과 디자인을 구상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창의적 계층’을 뜻하는 

것으로,  메이커 운동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

로 세계적인 제조업 혁신과 연계되어 ICT 기반의 만들기를 넘어, 문

학·예술 등과 융합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한상상실 확산에 가속이 붙으면서 메이커 운동도 활성화되었다.

메이커 문화를 소규모 창업운동과 같은 한국형 메이커 무

브먼트로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며 네

트워크화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를 통해 ICT·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단

은 'Let's MAKE 메이커포럼'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대전',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무한상상 메이커스런’ 등을 개최하고 과학융합형 문화예술창작사

업을 지원하며 아마추어 과학창작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이아

트(SciArt), 국내의 아티언스(Artience) 등과 같이 수준 높은 과학

기술·문학예술 융합형 창작을 활성화하고자 힘썼다.

기술의 발달과 공유(오픈소스)문화를 통해 만들기가 취미

를 넘어 산업으로 각광 받는 시대를 맞아 정부는 2016년 ‘메이커

운동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메이커 운동 확산에 박차를 가

구  분 참여기관(개) 프로그램(개) 참가자(명)

2016 56 897 792,776

2015 58 490 174,093

2014 43 240 87,440

2013 7 41 11,306

계 164 1,668 1,065,615

2015. 08. 20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2014. 12. 12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대전

2013. 08. 01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제1호 무한상상실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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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어느 날 무명 메이커의 창조적 만들기가 '스타트업'으로 발전

하고 기존 기업의 혁신까지도 이끌어 신개념 미래 산업혁명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21세기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

디어가 국가 핵심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일상 속에서 즐기는 첨단 과학기술

한편,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6년부터 성인 위주 소규

모 과학 문화·창작 활동을 활성화하여 과학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159개 ‘우리동네 과학클럽’을 선정해 지원하기 시작했

다. 아이들이 직접 사물인터넷(IoT), 3D프린터, VR(가상현실)을 체

험하고 자연스럽게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과학 기술을 흡수

할 수 있는 ‘사이언스 플레이존’을 운영하며 아동은 물론 학부모

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2017년에는 서울 지

하철 6호선 상월곡역 안에 과학을 테마로 한 ‘사이언스 스테이션

(Science station)’을 오픈하였다. 세계 최초 지하철 과학관인 사이

언스 스테이션은 국내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

원(KIST)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 그 의미가 더 컸다. 사람들이 많

이 오가는 지하철 역사에 사이언스 스테이션을 조성해 누구나 쉽

게 ‘우리 동네 과학 놀이터’에서 과학을 문화와 놀이로 즐길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2017. 03. 03
상월곡역에서 열린 사이언스 스테이션 개관식

2016년 11월 29일 오픈한 

사이언스 플레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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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를 담은 
과학문화 콘텐츠·
매체 마련에 힘쓰다

CHAPTER. 02

쉽고 흥미로운 과학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은 과학문화 융성의 필수요소였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반세기에 걸쳐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과학문화 콘텐츠 및 매체 마련에 노력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과학문화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었다.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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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도서 출판 및  

보급 활성화

우수과학도서 출판·보급 사업

과학기술후원회는 설립 직후부터 원로과학기술자 후원과 

함께 과학기술처가 주관한 생활의 과학화 운동에 참여하여 출판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그간 무질서하게 도입된 외국의 과학기술

용어를 우리말로 통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었다. 과학기술 용어집을 편찬하여 교육 및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

하는 것과 더불어 재단이 초창기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 출판 분야

는 어린이나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생업

에 바쁜 성인보다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교육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기 때문이다. 

낮은 국내 과학기술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비약적

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과학기술 수준이 향상

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이 빠르게 전파

되어야 했다. 당시 가장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출판이었

지만 그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읽을 만한 국내 과학서적은 번역판

이 대부분이었고 이마저도 번역이 서투르거나 오역이 많아 제대

로 된 과학기술 보급이 어려웠다. 너무 학술적인 내용이거나 가격

이 고가여서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은 특히 독자

층이 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출판사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하기도 힘든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 속에 과학기술 창달에 기

여하기 위해 탄생한 과학기술후원회가 초기부터 우수과학도서 출

판·보급 사업에 주력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과학기술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처의 지원을 받아 우수

한 과학기술문고를 매년 발간하여 전국 5,000여 개 중학교 과학

독서회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국내 유명 과학기술자 5,000명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한국과학기술인명사전>을 편찬하여 공공단

체, 산업계, 학계 등에 배포하기도 했다. 1972년 한국과학기술진

흥재단으로 개편된 후에도 관련 출판 및 보급은 지속되었다. 인

류에 위대한 공헌을 한 국내외 20여 명 과학자의 화보를 제작하

여 전국 3,500여 중·고등학교에 무료 배포하였는데, 이는 한참 

미래를 꿈꿀 시기의 청소년들이 과학자들의 생애와 업적을 접하

고 과학기술에 대한 포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

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위대한 지혜>, <의문의 세계>, <가상

의 세계> 등 우수한 과학문고를 연차적으로 발간하여 전국의 과

학독서회를 통해 배포하는 등 초·중·고생들이 어려서부터 과학

과 기술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독서 기반을 다져나갔다. 

1979년부터 재단은 출판·보급만이 아니라 ‘전국학생 과학책 읽

기운동’을 펼치고 우수 학생들을 포상하며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책을 읽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도 과학서적 출

판을 부흥시키기 위해 힘썼다. 한편, 가정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의 과학화가 전 국민의 과학화로 직결된다는 데 주목하고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생활의 지혜>라는 책자를 만들어 여성단

체를 통해 보급하기도 했다. 

과학언론 활성화 지원과 국민 과학기술 이해도 제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민간 부문에서도 교양과

학도서 출판이 기지개를 켜고, 대중과학잡지가 등장하는 등 과학 

언론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1985년에는 일본의 과학잡지 <뉴턴>

을 번역한 <월간 과학, 뉴턴>이 탄생했고, 1986년에는 대중과학

잡지 <과학동아>가 창간되었다. 1984년에는 인쇄매체와 방송매

체에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한국과학기자클럽을 결정

해 과학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나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5

년부터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과학언론사의 출판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초·중·고 학생은 물론 대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언론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초등학생을 위한 <학

생과학>, <과학교육>, 중·고등학생을 위한 <과학동아>, <월간과

학>, 대학생들을 위한 <사이언스>, <주간과학> 등 각종 우수 과

학도서 및 잡지를 대량 구매하여 전국의 학교에 무상 배포하기 시

작한 것이다. 이 사업은 학교 과학교육 환경의 개선과 과학출판 및 

과학저술 활동 진작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에 발간된

학생과학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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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음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것을 계기

로 1983년부터 전국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고, 1985

년에는 한국과학기술대학이 세워졌다. 이를 전후로 재단에서도 청

소년 대상 과학기술문화활동 사업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여태

까지의 발전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차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더욱 중요해진 때문이었

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재단은 기존의 우수과학도서 외에도 

<세계자연과학사대계> 20권, <최신 첨단과학기술용어사전>, 공

상과학소설 등 8종의 도서를 발간 배포하는 등 이전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과학도서 개발과 보급에도 힘썼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일반 국민 대상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

해도 제고를 위한 활동이 크게 강화되었다. 따라서 재단은 과학기

술을 알리는 <21세기 한국>, <환경변화와 환경보전> 등의 책자를 

편찬해 각급 학교에 무료 배포하는 한편, 과학기술 국민이해 관련 

연구 자료와 과학문화 관련 논고를 다룬 계간지 <과학과 문화>, 

과학기술계 전반의 소식을 알리는 월간지 <과학기술계 소식>을 

발간하였다. 또한, 기존에 연도 단위로 이루어져 연관성 없던 것

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서출판사업을 교양과학도서 시리즈로 통합

하여 새로이 시작했다. 이 결과 <과학기술 사전> 1, 2권, <매카니

즘 해부도감>, <과학기술학과 가이드>, <비주얼 과학기술사전>, 

<한국의 과학을 빛낸 사람들>, <한국의 기술을 꽃피운 사람들> 

등이 연달아 출간되었다.  

과학기술문화 관련 자료 총집합소 ‘과학기술문화자료실’

재단은 정부의 지원 아래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1989년에 발간된 〈최신 첨단과학기술용어사전〉

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갔다. 특

히 1995년에는 과학기술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재단 내

에 과학기술문화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문화자료실에는 과학기술을 쉽게 소개한 기초

과학기술 해설서에서부터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학사, 과학

철학, 과학과 사회, 청소년 과학도서, 과학교육 관련 서적에 이르

기까지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필요한 도서들이 분야별로 구비되었

다. 또한 과학문화 관련 잡지 11종과 국제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도

서 등 총 3,000여 종의 국내외 과학도서가 비치되었다. 재단은 이 

중 과학기술문화 관련 주요 도서 600권을 선정하여 초록집 <학

기술문화자료안내> 1, 2, 3집을 발간, 국내 과학기술단체 및 유관

기관에 배포하면서 자료실 활용 대상을 확대해 나갔다. 이와 함께 

과학과 문화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 성과 및 관련도서를 선정하여 

번역한 과학기술문화 총서 3권을 발간·배포하는 등 과학기술문화

자료실 활성화에 힘썼다. 

2. 

우수과학도서 인증과 

과학책 읽기 운동 확대    

믿고 볼 수 있는 과학책 ‘우수과학도서인증제’

1996년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개편되고, 1997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가 과학기술문화과

로 변경되면서 과학기술문화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널리 사용되

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문화의 대중적 전파

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매체의 활성화가 두드러졌다. 과학책이 대

1990년대 

과학기술문화자료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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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4. 30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 추진

2006. 06. 07
우수과학도서 교보문고 전시

중적 관심을 받게 되었고 과학기술 관련 전문 번역가 및 저술가 층

이 생기고 전문 출판사도 나타나면서 민간 부문의 과학 출판이 한

층 다양해졌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한국과학문화재단은 1999년

부터 전문가 심사를 통해 과학기술부 이름으로 우수과학도서를 

인증하는 ‘우수과학도서 인증사업’을 시작했다. 일찍부터 우수과

학도서 보급사업을 추진해오던 재단은 1995년부터 ‘한국과학기술

진흥재단 추천도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과학출판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좋은 과학책 인증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자 우

수과학도서 인증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었다.

재단에서는 과학기술계의 유일한 도서인증 사업인 이 사

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개선을 

통해 공신력을 쌓아 갔다. 먼저 상시 도서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였

는데 이 결과 심사대상 도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

써 대량의 도서 심사 시 발생하는 평가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한편 연 2회 선정으로 횟수를 늘려 보다 많은 우량 과

학도서들을 발굴·소개할 기회를 만들었다. ‘사이언스 북페어’를 개

최하고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인

증 전후 판매부수를 비교 분석하여 사업 운용에 반영했다. 다른 사

업이나 유관사와 연계와 협의를 통해 인증 및 보급 효과를 배가시

키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단의 ‘우수과학도서 인증’이 대

표적인 과학도서 인증제도로 인식되면서 국민의 과학독서 수준의 

향상뿐 아니라 과학도서 출판시장 성장에도 힘이 되었다. 

우수과학도서 인증은 점차 아동, 초등, 중·고등, 대학·일반 

분야, 만화, SF소설, SW 교육 관련 분야의 창작과 번역 등 부문별

로 세분화, 확대되었고 해외한인학교에까지 보급처가 늘어났다. 

2016년 기준, 우수과학도서는 7개 부문 132종이 선정되었고, 러

시아, 이집트 등 27개 해외한인학교에 1,005권이 보급된 것을 포

함하여 총 721개소에 1만 9,450권이 보급되었다.

2012~2016 우수과학도서 인증·보급 현황

범국민 차원의 과학도서 보급운동 ‘사이언스 북스타트’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은 소득이나 문화의 차이에 따른 

지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시작된 사업이다. 과학기술

인 등 286명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이 운동은 첫해 1차로 전국 농어

촌 지역 300여 개 초등학교에 1만여 권의 과학도서를 전달하며 시

작되었다. 2005년에는 우수과학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선정 도

서, 도서관단체 추천 도서를 대상으로 9개 도의 총 200개 교를 선

정, 4회에 걸쳐 3만 권의 과학도서를 전달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처음에 사이언스 북스타트 사업은 (사)과학사랑 나라사랑

에 위탁운영 형태로 추진되다가 2006년부터 재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급기관 공모, 도서 선정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진행

하는 등 더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5년과 동일한 예산

으로 4만 2,500권의 우수과학도서를 구입하여 총 534개 소외지

역 초등학교에 도서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재단

구  분 선정(종) 보급(개소) 보급(권)

2016 132 721 19,450

2015 85 393 12,128

2014 69 766 38,234

2013 94 750 34,040

2012 96 730 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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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체 사업인 우수과학도서인증제, 과학전문 인터넷 포털인 사

이언스올 등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4월 과학의 

달 행사와 대한민국과학축전 등의 행사장에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 부스를 만들어 홍보하며 기관이나 개인 참가자를 확대했다.  

사업평가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 및 

대상 학교 선정, 사업효과성 검토 등 일련의 추진과정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시행하며 공정성을 도모하기도 했다. 또한 도서 보급에 그

치지 않고 열독률과 함께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율을 높이기 위해 

보급 도서 전체에 사이언스 북스타트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스티

커를 부착해 배포하고 도서 보급 학교에 과학기술앰버서더 연계 

강연을 추진하는 등 사업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였

다.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은 미래 과학꿈나무를 키우고 과학기

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재

단은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이 언론, 출판, 시민단체 등이 동참한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구심점이 되었다. 

과학책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2015년부터 재단은 과학책 읽기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과

학기술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 인생을 바꾼 과학책’

사업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이전의 도서 보급 및 독서운동과 다르

게 멘토·멘티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

인상 수상자 등을 포함한 유명 인사들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감

명 깊게 읽은 과학도서와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시행되었는데, 

단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과학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멘

토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더 특별했다. 물리·화학·생물·천문우주·

전자·의학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가 이 운동

에 동참하여 각자가 맡은 학생들과 책을 매개로 과학에 대한 생각

을 나누었다. ‘내 인생을 바꾼 과학책’ 운동으로 학생들은 멘토를 

통해 직접적으로 과학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과학자의 꿈을 키

워나갈 수 있었다.

한편, 재단은 온라인 과학책 읽기 캠페인인 ‘창의성은 과

학책 읽기로’를 홍보하고, 우수과학도서 독서클럽인 ‘사이언스 리

더스리더(Science Reader's Leader)’를 운영하였다. ‘우수과학도

서 선정 저자와 함께하는 ‘사이언스 북 콘서트’를 개최하고 과학 

관련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북페어’를 여는 등 우수과학도서에 대

한 홍보 효과를 높여 좋은 과학도서를 널리 읽히기 위해 노력하였

다. 또한 ‘글로벌 관점으로 바라본 우리 과학기술 대중서’ 발간 및 

보급이라는 색다른 책 출판도 추진하여 2016년에 천문, ICT, 의료, 

생활과학 등 각 분야에 대한 내용을 외국인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저술한 책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국회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우수과학도서·외국인 과학책

을 상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한 것도 우수과학도서 보급과 

과학책 읽기문화 확산에 힘쓴 결과였다.

3. 

21세기형 미디어 리소스 개발과 

인쇄매체콘텐츠풀 강화

활용 가능한 과학기술문화 원천을 

풍부하게 ‘미디어리소스 서비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2000년대 들어 이전처럼 과학책 출

판, 보급, 인증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매체의 다양화와 양질의 

과학기술 정보 생산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

달로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개발되고 신형 기기가 등장하고 있

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그것을 추동하는 과학기술의 변화 속

도는 가속화되었고 일반 국민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

해서는 익숙한 방식과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최신의 

형식과 내용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재단은 우선 중앙일보, 매일

경제 등 언론사와 공동기획으로 과학지면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재단의 지원으로 중앙일보는 2002년부터 주 1회 <과학과 미래> 

라는 섹션을 구성했고, 매일경제는 월 1회 <청소년과학경제> 신

문을 발간했다. 뿐만 아니라 한겨레신문, 디지털타임스 등과도 손

잡고 과학기술 고정 지면을 확보해 독자들에게 심도 있는 과학기

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2010. 08. 05
2010년 대한민국 과학축전 내 사이언스북페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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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첨단 산업의 발달로 각종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소통 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언론 매체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여

러 매체가 활용 가능한 과학기술 및 문화와 관련된 원천자료를 발

굴, 정리하여 과학 관련 언론인, 저술가, 프로듀서 등이 각자의 목

적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미

디어리소스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또 2004년부터는 한국기자협

회의 언론인들을 통해 홍보활동이 취약한 연구소나 학회, 과학기

술 관련 기관의 연구 및 성과를 언론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 배포

하면서 대국민 과학기술 이해증진에 기여했다. 발굴자료 등 결과

물을 책자로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함으로써 홍

보업무에 활용토록 하였고 ‘사이뉴스 리뷰’를 발간하여 언론매

체의 과학담당 기자들이나 과학기술 홍보 관련자들이 쉽고 유익

한 과학 기사를 보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해외저널 정

보 수집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조하여 <사이언스>,  

<네이처>, <셀>, <PNAS> 등에 발표된 한국과학자들의 주요기

사 클리핑을 받아 검토를 거친 후 각 언론사 과학담당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사 보도 연구조사를 진행해 사

업에 반영하고, 과학 전문 웹사이트인 사이언스올 안에 미디어리

소스 홈페이지 및 메일진을 구축, 최신 정보를 게재하고 외부 전문

가로부터 리소스를 발굴해 수록하였다.

이외에도 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자의 해외 파견

을 활성화하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과학자들에 대한 디렉토

리를 제작하는가 하면 국내외 과학기술의 연구성과를 접목시키는 

등 미디어의 원천 과학 콘텐츠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리소스 발굴

에 힘썼다. 

언론 취재 및 과학 저술 지원을 위한 

‘인쇄매체콘텐츠풀’ 구축

한국과학문화재단은 미디어리소스 서비스를 시작한 

2003년부터 직접 사외보 <주간 과학문화>를 창간해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에게 과학문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하기도 했

다. <주간 과학문화>는 2005년부터 월간으로 바뀌었고 2008년 

한국과학문화재단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월

간 과학창의>로 제호가 변경되어 지속 발간되었다.

재단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잡지를 발간하는 한편 미디

어리소스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언론 

취재 및 저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에 대

한 붐업을 일으키고자 2004년부터 인쇄매체콘텐츠풀 사업을 본

격화하였다. 이 결과 2005년도 기준 언론취재 27건, 저술지원 5

건 등 총 32건의 저술·취재지원을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4억 4,200

만 원에 달했다. 2006년에는 특히 심층보도 지원을 통해 과학기

사의 질적 향상에 공을 들인 결과 새롭고 창의적인 기획취재 기사

를 내보낼 수 있었다.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과학기술에 대

한 기사를 집중 취재하여 기사화함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 해외 과

학기술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아울러 재단이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창작문

예 공모전을 개최한 것도 과학 관련 인쇄매체콘텐츠를  풍성하게 

하는 사업이었다. ‘과학과 문학의 만남’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된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전’은 중편소설, 단편

소설, 아동문학, 논픽션, 시나리오, 만화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작을 선정했다.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전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

은 과학과 문학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문학도

2003년 창간한 <주간 과학문화>

2005년 개정된 <월간 과학문화>

2017년 5월까지 발간된

<과학창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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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

편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무명의 공상과학소설 작가들의 사기

를 진작시키고 활발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기회

가 되었다. 특히, 2004년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전 단편소설 부

문에 당선된 박성환 작가의 ‘레디메이드 보살’이 ‘조용한 가족’, 

‘반칙왕’, ‘달콤한 인생’ 등을 연출한 김지운 감독에 의해 영화  

‘천상의 피조물’로 제작되면서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전’이 화제

를 모으기도 했다. 

4. 

과학영상·매체 콘텐츠 확충을 

향한 노력 

해외 우수 과학영화로 인기몰이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과학기술후원회 설립 당시 세계 각국이 국가 주도로 치열

하게 과학기술 발전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뒤늦게 산업화의 길로 들

어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정부와 기업체가 합심하여 과학기

술의 고도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업화에 국가 전체의 사활을 걸고 

있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의 선진국들과도 각국의 기

술 능력과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협력을 받아 많은 성과를 거두어 나

갔다. 하지만 ‘생활의 과학화’와 같은 과학대중화 분야는 역사적 전

통과 국민성을 배경으로 오랜 기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

원에서 국제협력·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과학

기술후원회 설립의 일차적 목적은 과학기술인 지원에 있었지만 초

창기부터 과학대중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이나 교류사업의 일정 부

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과학영화는 과학기술지식 전파에 있어서 최첨단의 

효과적인 매체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야 자체 생산한 흑백TV

가 보급되기 시작한 국내 실정상 영상 관람은 도시 사람들에게도 

흔한 일이 아니었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었

다. 과학기술후원회에서 과학영상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지만 우수 과학기술 관련 영화를 들여와 소개하는 것은 가

능했다. 이에 과학기술후원회는 1970년대 초 어린이 및 청소년들

에게 과학지식과 과학적 사고를 함양시키기 위해 관련 우수 영화

를 들여와 우리말로 번역, 더빙하여 전국 800여 초·중·고등학교 

순회 상영을 진행했다. 과학영화 상영은 예상보다 더 큰 인기를 끌

었다. 이에 힘입어 선진국의 협조로 과학 관련 필름을 다양하게 확

보하여 라이브러리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과학

필름 라이브러리 사업의 시작이었다.  

각급 학교나 공공기관, 새마을단체 등에 필름을 대여하거

나 순회상영을 통해 ‘생활 속의 과학화’를 전파하는 과학필름 라이

브러리 사업의 효과는 대단히 컸다. 과학 영상들은 청소년들의 호

기심과 향학열을 자극했다. 또한 교사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촉

진시켰고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과학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강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로 쓰였다. 더불어 라이브러리 영상들은 TV 

방송 자료로도 활용되면서 일반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점차 영국이나 독일 

등지에서도 우수 과학영화를 들여왔으며 16mm 필름에 이어 비디

오테이프를 추가하여 도입하는 등 과학필름라이브러리사업이 활

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유편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1970년대

에 100여 편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대 중반에는 300여 편에 이

르렀다. 이렇게 마련된 과학영상들은 교육방송 등을 통해 방영되

2001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전 수상자들

1977. 06. 20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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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각급 학교나 기업체 등에 대여되어 과학문화 확산에 밑거름

이 되었다. 

TV ·라디오 방송 과학기술 프로그램 지원

1990년대 중반 케이블TV가 출범할 즈음부터 재단은 과

학영화 및 비디오 개발에 힘을 쏟아 ‘생활 속의 첨단과학’ 3편,  ‘노

벨상이 보인다’ 등을 제작해서 방영했다. 한편, 1994년 10월 성

수대교가 붕괴되었는데 불과 1년도 안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이 붕괴되는 믿기 힘든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전 국민은 커

다란 충격에 휩싸였고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재단

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안전문화가 사회 전체에 정착될 수 있

도록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안전문제를 다룬 교육영화를 만들어 

공중파 TV를 통해 방영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짧은 시

간에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영상

이기에 과학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은 과학기술 국민이해 증진

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1998년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주목

을 받은 것이 과학기술 관련 TV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처음으

로 입증한 ‘호기심천국’이었다. 과학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황

금시간대인 일요일 저녁 6시 방영,  매회 30%를 상회하는 시청

률을 기록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방송위원회선정 올해

의 최우수 방송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둔 호

기심천국은 과학프로그램이 공익을 위해 모양 갖추기식으로 끼

워 맞추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이에 고무된 재단은 1999년 SBS라디오의 ‘봉두완의 라

디오 전망대’를 통해 각계각층 인사들의 과학기술 칼럼을 선보였

다. 이 역시 과학의 중요성을 일깨워 모든 국민이 합리적이고 과

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신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밖에도 SBS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젊은 과학도들의 삶과 학문탐구에 대한 애환을 그린 드라마 ‘카이

스트’, MBC의 ‘자연은 살아 있다’, KBS 1TV의 ‘재미있는 동물의 세

계’, EBS의 ‘과학놀이터’, ‘발명Q! 원리를 찾아라’, ‘빌 아저씨의 과

학이야기’ 등 다양한 장르의 과학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과학

기술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과학영상콘텐츠풀’ 구축 확산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을 단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영상산업계 내에

서 자생적으로 과학영상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며 2004년부터 과학영

상콘텐츠풀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과학영상콘텐츠의 불모

지라 할 수 있는 국내 지상파 TV 및 케이블 TV, 위성 방송매체 등

을 대상으로 과학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

여,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연령층의 시청자들을 아울러 과학적 마

인드를 고취해 나가고자 한 것이었다. 

재단은 KBS, EBS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

울여 공동기획을 통한 영상콘텐츠 개발과 방영을 추진했다. 2007

년에는 재단 설립 4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계 축제의 장인 ‘과학

기술인의 밤 함께한 40년’, 과학자의 일상을 담은 휴먼다큐멘터

리 ‘극지의 과학자들’, 우수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담아낸 ‘사이언

스 & 휴먼’ 등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여 방영하기도 했

다. 또한 과학기술부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과학기술이 태동

했던 1960~70년대, 과학기술력을 발판으로 산업전반에서 정상

에 오른 1980~90년대, 과학으로 미래의 표준을 만들어낸 2000

년대까지 한국 과학을 총정리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실록 과학현대

사 ‘한국 과학, 도전의 40년’ 3부작을 제작·방영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지상파에서 지속적으로 편성

되는 정규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최선을 다했다. 2006년 KBS ‘과

학카페 다빈치 프로젝트’, MBC ‘두뇌발전소Q’, SBS ‘슈퍼아

이’, EBS ‘도전! 유레카’, YTN ‘사이언스플러스’ 등 매체별 정규편

성 프로그램을 개발·방영하였으며, 특히 KBS ‘과학카페 다빈치 프

로젝트’의 경우 과학방송으로는 최초로 프라임타임인 매주 금요

일 오후 10시대에 정규편성이 되어 과학다큐멘터리 장르로는 경

호기심천국

녹화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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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인 7%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과학문화 콘텐츠 확보와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영상매

체콘텐츠풀 조성에 한층 노력을 기울여온 재단은 시청률 저조 등

의 이유로 조기종영된 MBC 과학수사 드라마 ‘별순검’의 제작을 지

원하여 회생시키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이전에 시도된 바 없던 조

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과학수사물로, 평균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조기종영을 아쉬워한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구명운동을 나설 정도로 마니아층의 인기를 끌었던 독특한 작품

이었다. 이 외에도 KBS1에서 방영된 역사 과학드라마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등 과학적 의의를 지닌 작품의 제작·지원을 맡기

도 했다.

재단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프로그램의 편

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문분야의 방송채널사

업자 선정과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기초과학, 기상 및 재해

정보, 기계전자, 생명과학, 우주항공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

술분야이해 및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

는 방송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연간 총사업비 중에

서 50% 정도를 지원하는 등 지원금도 파격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

로 한 과학영상 콘텐츠 ‘내 마음의 무지개를 찾아서’를 EBS를 통

해 방영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아를 대상으로 특수과학교육을 연

구· 실천을 하는 현장을 찾아가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과학

으로 인해 시각장애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어 소외계층

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과학이 재미있고 쉽게 생활 속에 스며

들어 있다는 것을 알렸다. 

과학영상콘텐츠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과학문화

재단은 전문 평가조사기관과 연계하여 과학영상콘텐츠 품질평

가지수인 KS-CQI를 개발하고 과학강연 및 세미나의 동영상 데

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쓰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

해서도 노력했다. 특히 시청자 흥미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영상전문 제작사로부터 ‘Rich Media 이러닝 솔루션’을 도입하

여 기존 영상과 접목하였다. 아울러 과학영상콘텐츠 분류체계 개

발 및 자료관리를 통해 재단이 과거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으로 확보한 다양한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5. 

21세기형 과학문화 

플랫폼의 다변화

과학의 모든 것이 여기에 ‘사이언스올’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인

터넷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 1997년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시작했

다. 재단의 과학문화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1999년 4월 코사이넷

(KOSCINET) 시범서비스 오픈으로 결실을 맺었다. 인터넷 속의 과

학천국을 표방한 코사이넷의 접속건수는 오픈 8개월 만인 1999년 

말 135만 건에 달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고 1999년 ‘동아디지털 콘

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양질의 과학콘텐츠와 인터넷의 만남으로 인기를 얻은 코

사이넷은 2000년 7월에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로 사

이트명을 변경하고 2001년에 전면적인 사이트 개편을 통해 보

2016년 방영된

대하드라마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포스터

개편 초기

사이언스올 홈페이지(www.science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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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에

는 초등학생, 청소년, 교사, 일반, 오피니언리더 등 대상별로 차별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제 서비스 체제가 구축되어서 

대상별 주간 과학 웹진 <사이언스올 매거진> 메일링서비스가 시

작되었다. 또한 특성화된 과학문화 콘텐츠 제공을 위해 가상과학

실험실, 생활과학, 전통과학 등 30여 개의 주요 메뉴가 만들어졌

으며 다양한 과학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들이 호기심 Q&A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인

터넷 이용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라 사이언스올은 단숨

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버 과학 공간이 되었고 회원이 

2002년 50만 명, 2003년 128만 명, 2004년에는 200만 명을 돌

파할 정도로 급속도로 늘었다.

‘과학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

이언스올은 과학전문 포털 서비스와 과학기술 정보 교류의 허

브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상별 맞춤서비스 

다양화와 회원관리 체계화를 통해 명실상부 양질의 차별화된 과

학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문화 정보 사이

트로 자리 잡아갔다.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애용하도록 과학백과사

전 기능을 향상시키고 각종 과학문화 행사를 VOD로 방송하는 서

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3년을 맞아 사이언스올은 방대한 

양으로 축적된 과학정보 및 과학교육 자료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트 리뉴얼 작업을 단행해 ‘대한민국 과학콘텐츠센터’를 

구축하여 정보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웹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새

로운 매체환경에 대응하여 TV, PC, 태블릿, 휴대전화 등 다양한 디

바이스를 통해 공통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N스크린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시대적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첨단 

과학커뮤니케이션 종합포털로 진화를 거듭해 나갔다. 2016년에는 

과학기술 50년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50년, 50가지 이야기’ 콘텐

츠를 발굴하여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온라인 칼럼 형태로 제작·확

산하였고, 사이트 개편을 통해 스토리텔링 사이트 맵 ‘사이언스올 

길라잡이’를 적용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과학 이슈를 카드뉴스, 인포

그래픽 형태로 제공하여 일상 속 과학지식을 보다 친근하게 제공

하였다. 방대한 과학지식과 정보의 보물창고이자 과학과 함께 즐

길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놀이터, 사이언스올을 통해 과학은 딱딱

한 껍질을 벗고 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었다.

과학인터넷방송국 ‘사이언스올TV’

2001년 4월 개국한 사이언스올TV(www.scienceall.tv)는 

과학 관련 주요행사부터 과학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과학 관련 프

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과학인터넷방송국이었다. 과학기술방송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사전 단계로 인터넷 과학방송이 

추진되었다. 2005년 자체 제작이 41편이었는데 2006년에는 VJ

를 도입하여 동영상 120여 편을 제작하는 등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 

확대를 위한 노력에 힘을 더했다. 전국적으로 사이언스 VJ를 공모

하여 직접적인 참여를 도모하기도 했다.

사이언스올TV는 시사뉴스나 행사 등은 자체 기획과 제작

을 통해 방영하였으며 방송 전문채널과의 제휴협력을 통해 다양

한 방송물을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고객 위주의 카테고리를 

구성하였으며 검색 강화를 통해 타 매체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

다. 전국 과학기술 관련 동영상 뉴스 및 다큐멘터리물을 확보했으

며 재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방송 전문채널의 방송물을 모두 확보

하여 인터넷방송으로 전환, 보도하기도 했다.

사이언스올TV는 과학 동영상 콘텐츠 위주의 인터넷 서비

스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과학을 즐기면서 정보를 얻

을 수 있어서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사이버 과학뉴스, 과학기술

세미나, 클릭! 과학탐구, 사이언스쇼, 오늘의 과학정보 등 6개 채널이 

편성 운영되었는데, 수백 편의 VOD(Video On Demand) 프로그램이 

제작 활용되면서 과학전문 방송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인터넷 과학신문 ‘사이언스타임즈’

사이언스타임즈(www.sciencetimes.co.kr)는 2003년 5월 

19일 첫선을 보였다. 과학기술계 소식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가

장 널리, 가장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해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

터넷 과학신문인 사이언스타임즈는 창간 이후 일반 언론과는 달

리 과학기술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획기사

를 대거 발굴, 보도하면서 과학기술계의 대표적인 인터넷매체로 입

지를 구축해 갔다.

해외 과학뉴스 강화를 위해 연합뉴스와 약정을 하고 해

외뉴스 등을 구매하여 보급함으로써 기사의 속보성을 강화하였

고 점차 텍스트 위주의 기사에서 탈피하여 과학소설, 과학만평, 동

영상뉴스 등을 확대해 나갔다. 최신 뉴스에 맞는 테마를 집중적으

로 취재하여 독자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또 정책이나 중요 과학

현안과 관련하여 오피니언 리더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기사를 게

재, 사실 보도만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장

을 반영한 밀착 취재기사를 발굴했으며 과학기술계의 이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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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층 기획기사를 강화해 나갔다. 칼럼이나 기고는 유명인사 중

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뉴스나 인터뷰 기사는 젊은 과학기술자 위

주로 다루어 과학기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객

원기자, 통신원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기사 작성에 있

어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설문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다

양한 형식의 기사를 게재하고자 노력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매

체 시스템개선과 외부 인력 활용을 통해 사이언스타임즈 제작 효

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독자들이 편하게 기

사를 읽을 수 있도록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서비스를 도

입하기도 했다, 

200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 후에도 사이언스타

임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약 14건, 월 약 280여 건의 

최신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 및 과학문화 관련 소식을 오피니언리

더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무료로 제

공하였다. 재단은 2010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제휴하여 과학뉴

스를 제공하는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진행하였고, 2016년부터 모

바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이버 포스트, 모바일 플랫폼 피

키 캐스트 등과 협력해 과학기사를 제공하는 등  더욱 폭넓은 전파

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사이언스타임즈는 2010년 7월에 

서울신문이 창간 106주년을 맞아 뽑은 추천 사이트 106개에 네이

버,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과 함께 선정되었고, 2011년에

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청소년권장사이트에 뽑히

기도 했다.

과학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사각지대까지 보

도하는 신문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 사이언스타임즈는 가

장 빠르고 정확하게 과학계 핫이슈를 전달하는 우리나라 대표 인

터넷 과학신문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사이언스타임즈 기사 수 추이

과학기술 전문 방송국 ‘사이언스TV’

2007년 9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전문 방송

채널 ‘사이언스TV’가 개국하였다. ‘쉽고(Easy), 재미있고(Fun), 유

익한(Useful) 과학방송’을 표방한 사이언스 TV는 데일리 뉴스 프

로그램인 ‘사이언스 투데이’ 송출을 시작으로 한국 과학 방송의 새 

장을 열었다. 개국 당시 관리주체는 과학기술부로, 사업자 선정을 

통해 YTN에서 방송을 시작했던 것인데 2009년 한국과학창의재

단이 ‘사이언스TV의 관리 권한을 넘겨받아 이후 사업을 추진했다. 

사이언스TV의 제작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첫 본격 로봇 다

큐인 ‘I AM 로봇’, 시청자들이 소개한 발명품을 전문가 패널들이 

심사해 우승자를 선정하는 ‘서바이벌! 상상 발전소’, 꼬마 요리사가 

진행하는 요리 속 과학 프로그램 ‘사이언스 COOK’, 여성 관련 과

학 상식을 각종 실험을 통해 풀어가는 ‘사이언스 레이디’ 등 다양

한 수요층을 겨냥한 톡톡 튀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과

학뉴스 및 생중계, 캠페인, 강연 및 대담, 전문코너, 다큐멘터리 등 

과학계의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였고, 과학자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콘텐츠 도입·방송도 늘려나감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시사, 상식 및 지식 소스를 제공하는 과학전문 방송채널로 

자리를 잡아갔다. 

2013년부터 사이언스TV는 무한상상실, 청년 창업, 이공

계 취업, 창업 아이디어 성공기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

로 늘리며 과학교육 현장과 연계된 우수 콘텐츠를 방송하고, 소

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갔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 

PP(Program Provider)들과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N스크린 서비

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이 결과 사이언스TV는 2016년 기

2003년 창간된

사이언스 타임즈

구  분 기  사(건)

2015 3,420

2014 3,412

2013 3,440

2012 2,938

2011 1,621

2010 1,484

2009 1,349

2008 1,100

2007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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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90여 개소와 위

성 1개사(Sky life), IPTV 3개사(KT, SK, LG) 및 홈페이지(http://

science.ytn.co.kr) 등의 플랫폼을 통해 전국 2,046만 가구에 365

일 24시간 실시간 HD방송을 하게 되었다. 

‘사이언스TV’는 전 세계 첨단 기술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

하는 과학뉴스는 물론 실생활에 밀접한 과학지식을 알기 쉽게 풀

어 소개하는 교양프로그램 등으로 과학문화의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사이언스TV 송출 추이

2001. 04. 02
사이언스TV의 바탕이 된 사이언스올 TV 과학인터넷 방송국 개국

6.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대응력 강화

인터넷 세상을 풍요롭게 ‘디지털콘텐츠풀’ 구축

디지털콘텐츠는 유무선 전기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

리·유통하는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각종 동

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 음악 파일, 멀티미디어 서적 등이 나타났

는데 이러한 제품군을 일컬어 디지털콘텐츠라 하겠다. 한국과학

문화재단에서는 어려운 과학원리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선도적인 디지털과학콘텐츠를 개발·보급하기 위

해 2000년경부터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펼쳤다. 디지털

콘텐츠풀 구축은 국내외 과학콘텐츠의 디지털화로 다매체, 다채

널 시대에 대응하는 One-Source Multi-Use 콘텐츠 인프라를 구

축하고 국내 디지털과학콘텐츠의 발굴을 통해 21세기 범사회

적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였다.

특히 2006년에는 기존의 사이언스올 콘텐츠 구축현황

을 체계적으로 분류, 파악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콘텐츠개발 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이용 층인 학생 및 교사가 사용할 수 있

는 대안교육형 콘텐츠의 개발에 매진했다. 단기적으로 대안교육

형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체험 형식의 콘텐츠를 보강

하고 중장기적으로 UCC의 육성과 유비쿼터스에 대응하는 무선콘

텐츠 공급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유관기관 및 과학기술문화 전반

의 포괄적 데이터 교류와 연계 체계 구축으로 장기적인 콘텐츠 집

적·확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힘을 기울였다. 

또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고수준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를 위한 기반 구축에 착수하여 분산된 핵심 콘텐츠의 정리와 통합

을 꾀하면서 디지털콘텐츠 사업의 기획 및 구축, 운영 등 세부 업

무별로 담당자를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한편, 디지털 과학콘텐츠 개발·보급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

여 만화와 동영상을 통해 ‘과학나라’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주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과 

과학학습용 실험동영상 서비스에도 힘썼다. 

구  분 송출가구수(만) 케이블 위  성 IPTV

2015 2,143 1,023 420 700

2014 2,073 1,013 400 660

2013 2,046 1,013 408 625

2012 1,858 948 340 570

2011 1,388 738 316 334

2010 1,049 622 262 165

2009 1,302 1,067 235 -

2008 843 623 220 -

2007 289 69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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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과학콘텐츠’ 개발과 

‘과학융합형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함께 LTE, 멀티플

랫폼 환경 구축 등 디지털 라이프 시대가 전격 개막되었다. 전 세

계 방송과 매체의 뉴스 전달 트렌드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하였다.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등 모바일 플랫

폼에 맞는 콘텐츠가 제작되었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보급이 확

대되었다. 과학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설계하며,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활동이었고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었다. 정확한 정보 교환, 의제 

설정과 공론화, 사회 감시와 갈등 해결, 통합적 대안 설계 등의 기

능을 갖고 있는 과학커뮤니케이션의 비중과 영향력이 나날이 커

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다

각적이고 창의적인 과학기술문화 소통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

졌다. 

유익하고 대중적인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은 4차 산업혁

명 시대를 앞두고 필히 추진되어야 할 당면 과제였다. 재단에서는 

2014년 ICT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매진한 

결과 게임, 퀴즈, 체험앱 등 15종과 ICT 창작교육 콘텐츠 60종을 

개발했다. 2015년에는 자발적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게이미피

케이션을 도입한 체험앱 등 50종과 ICT 창작교육 콘텐츠 70종 개

발을 달성했다. 2016년에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실감형 콘텐츠 

개발에 돌입해 여러 가지 과학 분야의 주제를 가상 실험하고 가상 

탐방할 수 있는 ‘VR/AR로 체험하는 와그작 사이언스’ 11종과 사용

자와의 쌍방향 인터랙션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교실 등에서 여러 

사용자가 함께 푸는 ‘서바이벌 과학 퀴즈’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 15

종, 간식을 즐기듯 부담 없이 과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스낵 사

이언스 콘텐츠 45종을 개발했다. 더하여 과학을 게임처럼 즐기는 

플랫폼 ‘사이언스 레벨업’을 대상별로 확산시켰다. 이렇게 이어진 

성과는 보다 즐겁고 보다 쉽게 첨단 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적극적 개발활동의 결과였다. 

한편 2016년에는 신규로 과학융합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과학융합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참가

자 모집을 통해 예술가·연구자를 선정하고 해외 과학융합전문가

와 함께하는 공동워크숍을 추진해 만들어진 창작품을 가지고 전

국 순회전시를 실시하는 실험적 사업이었다. 시행 첫해에 5팀(12

인)의 대상을 선정·지원해 과학융합형 문화예술 콘텐츠로 5점의 

설치작품을 생산했으며 ‘GAS 2016-색각 이상 : 피의 온도展’이라

는 타이틀로 서울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코엑스, 부산에서는 국

립부산과학관에서 총 3차에 걸쳐 전시회를 열었다. 참여자의 팀명

과 전시 작품의 주제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실천하는 첨단과학예술가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과학융합형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현황

팀  명 기  사(건)

랩스튜디오
유전자 가위 기술로 애기장대와 인간 DNA가 

합성된 식물 전시

김소장실험실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생태계 특성을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작품

Green Blood
인간과 식물의 감각 연결, 공감각적으로 

표현한 조형물·퍼포먼스

킴킴갤러리
기존의 인습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는 혈액이 

흐르는 분수 제작

혈의생
혈액과 토양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 탄생 작품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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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을
도모하다

CHAPTER. 03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창립 초창기부터 과학기술인 후원사업을 

통한 과학기술 진흥에 힘썼다. 이후 과학문화 인재 발굴은 

물론 과학영재 및 창의인재 육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수학·과학교육의 진보와 창의·융합 인재육성 및 교육전문가

양성에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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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문화 인재 

발굴과 포상

과학기술자 후원 시작

과학기술자에 대한 후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시초인 

과학기술후원회 설립 배경 중 하나였기에 초창기부터 역점을 두

어 추진되었다. 과학기술후원회의 조직과 인원을 갖춘 후 바로 

‘과학기술자 후원사업’ 준비에 들어가 국내 과학기술자 실태 파

악 조사를 실시했으며 정년퇴직한 과학기술자들 중 대상자를 선

정했다. 이는 과학기술후원회 설립목적 중 하나인 과학기술자에 

대한 후생복지를 실천하는 한편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정부는 1968년 과학기술처 

출범 1주년을 맞아 과학기술처 설립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

로 제정하고, 과학의 날 주요행사 중 하나로 과학기술 유공자 포

상을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과학기술후원회에서도 1968년 7월 

총 9명의 유공과학기술자를 선정하여 매월 2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과학기술자 후원사업’의 시작이었다. 1969년

에는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지원 부문을 하나 더 늘렸다. 

‘유공과학기술자’ 지원과 ‘연구활동’ 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하

면서 기존에 9명이었던 유공과학기술자에 대한 지원을 11명으로 

확대했다. 연구 활동 지원은 현직에서 활동 중인 과학자나 기술

자를 대상으로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공을 세운 이들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공을 세운 유공자나 원로과

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사업은 1970년대 내내 지속되었고 

1987년 기준 총 16명에게 매월 25만 원씩 지급하는 수준으로 규

모가 확대되었다. 이후 원로 과학자들의 타계로 1992년 지원 대상

이 12명으로 줄어드는 등 유공과학자나 원로과학자에 대한 후원 

사업이 축소되었지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며 과학기술인 후원을 

통해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사회

적 문제로 부상한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기능연마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급

1972년 과학기술후원회에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재단은 전 국민의 기술 및 기능 습득에 힘을 쏟

았다. 그 일환으로 특히 교육 효과가 높은 학생들의 과학기술 기

능교육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어린이 기능장제도’를 시

행하였고 전국 초·중·고 22개교를 과학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산

학협동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이론 중심의 과학교육에서 탈피하

여 실기 위주의 수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실업교육 진흥과 공

과대학의 지역 특성화 등 과학기술 교육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

에 힘을 보탰다. 

특히, 재단은 문교부 산학협동재단과 무역협회의 지원으

로 공과대학생 및 공업고등학교 학생, 공업전문학교 학생 수천 

명에게 상당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학생들

이 기능연마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정밀가공

사 및 정밀측정사를 대거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의 성장

과 함께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중화학공업 약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설계 전문가 및 개발연구자 양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재단은 1980년대 들어 청소년들에 대한 과학화 운동에 

1990년대의 

유공과학기술자들의 모습

우수과학

어린이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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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진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래과학자로서의 꿈과 의욕

을 북돋워 주기 위해 ‘우수과학어린이표창제도’를 신설했다. 처

음에는 전국 초등학교 대상으로 1명씩 선발하여 포상하기 시작

했으며 청소년 과학화에 힘을 더하기 위해 점차 중·고등학교까

지 시상을 확대해 나갔다.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도 과학전문 출판 분위

기가 조성되면서 재단에서는 과학언론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과학언론인 지원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과학언론인의 연구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해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해외에

서 개최되는 과학언론인 대회 참가를 후원하기도 한 것이다.

과학문화 확산과 발전을 위한 포상

2000년부터 과학기술부 후원으로 재단은 대중매체 및 

사회 각 부문에서 과학문화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들의 과

학문화 활동을 고취하고자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제도를 운영했

다. 영상/오디오, 신문/잡지, 도서 등 3개 부문에서 최근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은 첫해

에 영상/오디오 부문에 송지나·주병대 씨(SBS 드라마 카이스트 

제작팀), 신문/잡지 부문에 모태준 기자(조선일보 경제과학부), 

도서 부문에 임문순 교수(건국대)와 최재천 교수(서울대)를 선정

하고 각각 장관상과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이후로 해

마다 시상이 이어졌는데 특히 2006년 제7회 시상식에서는 과학

문화상 시상식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영향력이 큰 인기가수, 탤런

트, 아나운서 등을 새롭게 과학기술홍보대사로 위촉하며 과학문

화 대중화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재단은 2007년 7월부터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2000. 04. 21
서울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시상식

‘이달의 과학문화인상’을 신설했다. 이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

동 중인 과학문화활동가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활동의욕을 고

취시키고 과학문화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

련된 것이었다. 2008년까지 18개월 동안 18인의 숨은 과학문화

활동가를 발굴하여 시상하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과학문화

상과 통합 시행되었다. 

따라서 2008년 9회까지 꾸준하게 수상자를 배출하며 

대중매체 종사자의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양

질의 과학기술 콘텐츠 생산에 기여했던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은 

2009년 10회 시상부터 이달의 과학문화인상과 확대 통합 운영

되면서 기존의 영상/오디오, 신문/잡지, 도서 등 대중매체 부문 

외에도 기업/단체 부문과 함께 문화창달 부문에 과학문화 분야, 

과학교육 분야, 융합문화 분야가 신설되어 총 3개 부문 6개 분야

로 확대되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한민국과학문화

상 수상자를 종합하면 총 단체 8개, 개인 88명에 이른다.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은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꾸

준히 이어지며 과학문화 확산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고 대한민

국 과학문화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았다.

다양한 능력과 종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 발굴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는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

격려해야 한다는 목표로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이 

제정되었다. 수상자 선발을 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추천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생 부문은 예·체능 특기, 창의성, 봉사성 및 지도성, 신체

장애 극복 등 각 영역에서 뛰어난 실력과 실적을 갖고 있고, 문·

이과 및 실업계 등 계열 구분 없이 그 영역에서 21세기 미래 인재

로 성장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을 고르게 선발하고자 했

으며, 대학생 부문은 학업우수, 논문·학술, 예·체능 특기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했다. 수상자들에게는 표창과 상금을 수여

하고 연수를 진행하며 격려했는데, 이렇게 2007년까지 배출된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수상자가 총 796명이었다.

200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개편되면서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은 ‘대한민국인재상’으로 변경, 그 내용이 확대

되었다. 꿈과 끼를 찾아 창의와 열정으로 새롭고 융합적인 가치

를 창출하는 인재를 발굴하여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체제를 갖춘 대한민국인재상은 매년 고등

학생 60명, 대학생 40명씩(2015년부터는 청년일반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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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명의 인재상 수상자를 선정해 포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은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더욱 엄정하게 지역별 심사, 현지실사·면접, 중앙심사

를 거쳐 학업·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전인적 소양, 성

장 잠재력을 지난 창의적 인재를 선발했으며 대표 수상자는 김연

아(‘08), 여민지(‘10), 손연재(‘11), 양학선(‘12), 정성하(‘13), 이찬혁

(‘14) 등을 꼽을 수 있다.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의 

인재를 발굴하여 시상한 대한민국인재상은 우리 사회에 학력 중

시 풍토를 지양하고 다양한 능력과 종합적 소양을 중시하는 인재

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2003년부터 재단은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제정하

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과학 및 수학 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교사와 

교외활동 및 과학강연,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노력

한 교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40여 명을 선정하여 유공 교원의 사기

를 돋우고 과학교육 활동의 질적 성장을 독려했다.

2.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창의·인성교육    

창의교육의 컨트롤타워 ‘창의리소스센터’

2008년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되어 교육

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한국과

학문화재단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의 과학

기술문화 창달사업을 포함, 창의적 인재 및 영재 양성 지원, 융합

2016. 11. 24
세종예술회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인재상 수상식

교육 및 융합 문화 창출 등 교육·과학·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

했다. 과학문화 및 창의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출범을 기념해 ‘과학문화창달과 창의

적 인재육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창의적 교육 과학기

술 및 연구개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연구논문 공모를 실시

하는 등 재단의 새로운 비전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새롭게 추진되는 창의교

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학·과학 교수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창의인재 육성의 기반을 닦기 위해 힘썼다.

2009년 6월 30일에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우수 창의교육 

리소스 1만여 점을 갖춘 창의리소스센터를 오픈했다. 창의인재 육

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학·과학교육이 중요하고 창의력 증진

을 위한 우수한 리소스의 개발과 확보가 선행되어야 했다. 특히 미

래 인재로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는 이전까지의 암기식·주입식 교육을 대체할 도서·실험키트·동영

상·사진·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리소스가 필요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종 리소스들은 개발자에서 공급대상인 

학교현장에 이르기까지 상호연계 되지 못한 채 흩어져 있는 실정

이었고, 그 질적 수준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

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자료화하고 현행 교육과정에 맞추어 가공·

보급하는 국가기관도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서는 서울과학관 4층과 5층을 리모델링하여 강의·연구시설 및 리

소스관이라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국내외 우수 창의리소스

를 확보·비치하고 리소스를 활용한 각종 회의, 행사, 연수 등을 개

최하였다. 창의리소스센터는 국가 차원의 창의성 증진 및 수학·과

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창의적 수학·과학교재, 교구, 자료, 프로그

2009. 06. 30
창의리소스센터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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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등을 확보·관리하며 이를 교육현장을 비롯한 각계에 보급하는 

중심이 되었다. 

 

창의·인성교육의 시작과 전파 

정부는 2010년 1월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

을 목표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하며 초·중등교육 전체

에 걸쳐 창의·인성교육의 본격 추진을 예고했다. 창의성과 인성의 

함양은 교육의 중요한 본질로, 창의·인성교육은 영재를 위한 ‘창의

성교육’과 문제아 대상의 ‘인성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하고, 교

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평가까지 새롭게 정비하고자 한 것이었

다. 이에 따라 짜여진 교육에서 유연한 교육으로, 강의와 필기에서 

실험과 토론으로, 암기에서 사고로, 정답에서 해법으로 교육 패러

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했다. 

창의·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우선적

으로 창의·인성교육 총론 차원의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하여 약 

8개월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연구를 통해 기본 개념 정립과 

가이드라인 구축을 완료했다. 창의·인성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마

련한 재단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 학생 참여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과 중심, 교과연계, 교과와 창의적 체

험활동 연계 등 다양한 주제 중심·융합형 수업모델을 개발했으며 

그 실적은 2010년 280여 개, 2011년 380여 개에 이르렀다. 2013

년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고 진로별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

는 역량중심 융합형 교과수업-체험활동-평가방안 연계 모델을 4

개 영역(인문, 사회, 과학기술, 예체능)에 걸쳐 120종 이상 개발하

기도 했다. 이렇게 개발된 수업모델은 교사연수, 현장포럼, 워크숍 

등 재단이 주관하는 창의·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

사를 통해 현장 교사들에게 전파되었다. 

‘창의·인성 교과연구회’도 운영되었는데 이는 중앙 차원의 

수업모델을 바탕으로 수업지도안을 개선해 교육현장에 적용하려

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연구·실천 모임이었다. 재단은 이 연

구회 지원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확산에도 힘을 실었다. 창의·인성 

교과연구회는 2010년 397개로 시작되어 2011년에는 1,000개 이

상으로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2,100개를 넘어서며 1만 3,000

명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이들의 활동 분야도 교과수업 이외

에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교육, 독서·예술·융합, 민주시민 교육까

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교사들의 열정이 담긴 연구 결과물들은 지

역 예선과 전국 단위 발표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선별, 확산되었다. 

한편, 재단에서는 전국 단위 창의교육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권역별 거점센터를 선정하였다. 2011

년부터 2013년까지는 수도/중부/동남/서남권으로 나누어 선정하

다가 2014년부터 수도·중부/남부권으로 나누어 선정하기 시작했

다.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는 전국 단위의 교원연수와 현장 네트

워크를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다.  

창의·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심화연수 강화 

창의·인성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인식과 전문성 강화에 있

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특별히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원 연수에 많은 공

을 들였다. 

각 분야 창의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창의·인성교육 현장 

포럼’은 2010년 11월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0년 3회, 2011년

에 16회, 2012년 34회 등 계속 확대되어 2016년 10월까지 총 96

차례 진행된 재단의 대표적 반일제 체험·실습 중심 연수 프로그램

이었다. 매회 최신 교육 트렌드 중심의 신선한 주제를 선정하여 소

규모의 분과별 워크숍 형태로 전문가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포럼 마니아’까지 생길 정도로 현장교

사들이 반기는 연수 프로그램이 되었다. 

창의·인성교육 컨설팅 담당 전문가를 양성하는 ‘창의·인성

교육 컨설턴트 양성 과정’ 연수는 시·도 일선 학교와 교원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는 핵심요원 양성 과정이었다. 때문에 지원자에 

대한 역량·경력 등을 심사하여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011년 

1월 처음 실시, 4박 5일 동안 30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연수는 창

의·인성교육 정책,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습, 체험

형 워크숍, 미래 직업의 이해, 컨설팅 실습 등 컨설팅 전문가로서

2011. 07. 29
제13회 창의·인성교육 현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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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 강화를 돕는 실질적인 커리큘럼으로 채워져 교사 연수의 

새 장을 열었다.

‘창의·인성교육 전문성 향상과정’ 연수는 일선 학교 교원

의 창의·인성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수도권·중부

권·동남권·서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의 창의·인성교육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4박 5일, 30시간 동안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2012년까지 4,000여 명의 교

사들이 기초 및 심화과정 연수에 참여해 프로그램 개발 실습을 경

험하고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2013년에는 

기존 집합 연수 중심에서 원격 연수와 집합 연수를 연계한 방식으

로 개선되었고 약 1,500여 명의 교원이 연수를 받았다.

창의·인성교육 본격 확산을 위한 ‘창의·인성 모델학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0년에 자율성을 기반으

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창의·인성 우수학교’ 100개를 선정·발표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창의·인성교육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95개 

학교를 ‘창의·인성모델학교’로 선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했다. 학교 

현장의 벤치마킹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12년에는 2011

년 모델학교 중 지속 지정으로 결정된 기존의 89개교와 함께 107

학교(초 56개교, 중 31개교, 고 20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총 196개

의 창의·인성모델학교가 운영됨으로써 창의·인성교육의 전국 확

산 열기가 더해졌다.

창의·인성모델학교 지정은 일반학교가 우수한 학교의 모

델을 직접 보고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으로, 모델학교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게 관련 매뉴얼을 비

2011. 05. 17
창의·인성모델학교 교육전문직 워크숍

롯한 행정 자료도 공개하는 등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 결과 2012년 말까지 8,000여 회의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졌으

며,  20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모델학교를 방문해 수업 자료와 운

영노하우를 전수받았다. 2013년 기준, 전국 188개의 모델학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

동 수업을 공개했다. 창의·인성모델학교는 창의성교육과 인성교

육의 결합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현장을 실현하고 확장시키는 표본으로서 큰 

힘을 발휘했다.

체험자원과 프로그램을 집대성한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www.crezone.net)’은 다양한 창

의·인성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 만들진 창의·인성교육 포털 사이트이다. 2010년 8

월 5일 가오픈을 거쳐 2011년 2월 25일 정식 오픈되었다. 2010

년에는 16개의 시범지역 교육청에서 개발한 창의적 체험자원 지

도(CRM)와 프로그램을 탑재했고, 2011년에는 178개 지역교육청

에서 개발한 자원 지도를 탑재하는 등 보유 콘텐츠가 늘어났고,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6만 8,907건의 창의체험 프로그램과 

자원 정보를 서비스하는 수준이 되었다. 

크레존은 전국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정보와 방대한 

창의·인성교육 전문자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창의·인성교육의 대

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2014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정 

청소년 권장사이트에 뽑히기도 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속적

인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크레존이 창의적 인재 양성 및 행

복교육 실천의 거대한 보물창고이자 통로로서 최상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콘텐츠 개발 현황

구  분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계창의인성 

체험 프로그램

창의인성 

체험 자원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

2016 17,189 78,229 23,467 118,885

2015 5,778 79,065 14,317 99,160

2014 37,895 37,689 13,695 89,279

2013 10,892 15,708 15,389 41,989

2012 19,609 31,637 33,154 84,400

2011 25,994 29,895 37,661 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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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교육 선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정부의 창의·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면서 창의·인성교육 개념 정립과 세부방안 도출 및 실행에 

있어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 선도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시키는 등 정부와 학교 현장 사이의 가교 역

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 2013년 들어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가 국정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새롭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성과 도전정신, 그리고 열정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6월에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핵

심 전략 중 하나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

성’이 포함되었고, 8월에 이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창조경제를 견

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이 범부처 통합으로 발표되었다. 미래사

회를 이끌어 갈 창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새 정책의 목표는 지난 

정부에서 핵심적 교육정책으로 추진해 온 ‘창의·인성교육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다만 새로 발표된 방안에서는 창조경제시대

의 창의인재가 가져야 할 핵심역량을 보다 구체화했으며, 초·중·고

를 뛰어넘어 대학·취업·재직 등 인생 전주기에 걸쳐 창의성 신장

과 도전정신 함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더욱 확

대된 것이었다. 

이에 재단은 이전까지 창의·인성교육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창의교육 총론, 창의컨텐츠 개발·제공, 학교

적용 지원, 우수사례 및 학교선도 모델 창출·확산 등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도적

인 역할을 이어갔다. 또한 그간 수행해 온 진로와 체험 중심의 교

육 플랫폼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교 밖 

창의교육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3. 

세계적 수준 실현을 향한 

수학·과학교육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새롭게 확대·재편된 재단은 ‘수학·과학교육과정 내실화’를 3대 핵

심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정부가 창의적인 청소년 교육환경

을 조성하고 미래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수학·과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수학·과학교육 내실화를 재단에 일임한 데 

따른 것이었다. 

재단은 우선 수학·과학 분야 외 인문사회, 문화예술계, 경

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기

획 위원회’를 구성하고 18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 디지털

포럼에서 3개 기초과학학회 면담을 추진하며 수학·과학교육과정 

내실화 방향에 대한 정책고객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과

정을 거쳐 재단은 2008년 12월, 5대 과제 13개 세부 과제로 된 ‘수

학·과학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수학·과학교육 강화

가 필수적 요소였고 새로 마련된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방안은 미

래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밑바탕이 되었다. 이에 2009년 4월에

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초청

해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며 그간 진

척된 내용을 점검하는 등 관련 정책 연구 및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했다.

수학·과학교육과정 개선 정책연구 및 콘텐츠 개발 현황

구  분
수학·과학교육과정 

개선 정책연구
수학·과학교육 
콘텐츠 개발

2016 8 15

2015 7 15

2014 9 13

2013 5 10

2012 8 9

2011 4 6

2010 3 -

2009 11 -

계 55 68

2009. 04. 01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방안 보고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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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학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

 교육부와 재단은 2015년 3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주고 배우는 즐거움을 일깨우는 수학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제2차 

수학교육종합계획(2015~2019)을 발표했다. 이는 제1차 수학교

육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는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2012~2014)의 

후속 조치로,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수학 학습량과 난이도를 조정하고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을 제

시해 과도하게 심화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결과보

다 과정 중심의 평가와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

록 수학교사 연수를 강화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이에 수학학습의 성공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학교사 연수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수학문화관’의 건립 추진 등 수

학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기 위해서도 힘썼다. 

한편, 교육부와 재단은 과학교육진흥법에 의거한 과학교육 

5개년 기본계획인 ‘과학교육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했다. 과

학교육종합계획은 학생, 교원, 학교, 지역사회가 어우러져 과학을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과학교육이라는 비전 아래에 3대 

추진목표-7대 추진전략-15대 중점과제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과학교육종합계획의 대표적 핵심과제 중 하나는 2015 개

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

하여 ‘모든 이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의 정신이 교과 교육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과학

을 ‘스스로’, ‘즐겁게’ 학습하고 도전하는 과학적 태도 함양하기 위

해 대표적으로 거꾸로 과학교실 등 ‘학생 참여형 수업’ 도입을 통

해 학생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변

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 계획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과학에 대

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 성별, 장애에 관계없

이 ‘과학 재능과 꿈을 가진‘ 아이를 행복한 과학기술인의 길로 이

어주는 ‘사다리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재단에서는 학생들이 즐

겁게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창의형 과학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

해 기존의 과학실을 첨단 과학실험 및 STEAM 탐구활동이 가능

한 창의융합형 과학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창의융합

형 과학실은 앞으로 미래형 과학교실에 IoT(사물인터넷), 빅데이

터, 가상체험 실험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첨단과학기술과 

미술, 음악, 인문학 등이 융합한 첨단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

다. 한편 재단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과학 분야에서 학생들이 도달

해야 할 기준 및 소양을 정하고, 과학교육 기준을 마련하는 ‘미래

세대 과학교육 표준’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재단이 수학·과학교육 내실화를 추진하는 동안 우리나라

는 2009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교육과정이 개정된 바 있다. 이

때마다 재단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힘

썼다. 

2009년 12월 23일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

교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 가운데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 교과 내용을 20% 경감하고 수학적 문제

해결·추론·의사소통을 학습 내용 성취기준과 교수·학습상의 유의

점, 교수·학습 방법에 반영해 수학적 창의성을 강조했으며, 학생들

이 배워야 할 내용이 학년별이 아니라 몇 개 학년을 묶어서 제시하

는 학년군제를 반영했다.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적 기초 소양 교

육 강화, 창의성 신장을 강화하는 과학 교육 추구, 과학의 탐구 활

동 강조, 교육 내용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중

점으로 개정하였다.

2015년 9월 23일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상을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 기술 창조력을 갖

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

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제

시하였다. 재단은 이를 위해 과학과 핵심역량을 연구하여 반영하

였으며, 핵심개념(Big idea) 중심의 통합, 학습량 적정화, 탐구 역량 

강화 및 학생 참여형 수업을 촉진하고자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

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재단은 교육 과정 연구를 통해 수학 교육과

정에 있어 창의융합형 인재상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

이 가능하도록 교과 역량을 선정·반영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

감을 위하여 내용 감축과 연계성 강화, 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교

수·학습 방법을 개선했다. 실생활을 중심으로 통계 내용을 재구성

하고, 공학적 도구 활용을 강화하기도 했으며, 수학·과학 각 100여 

차례 이상의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2015 개정 수

학과 교육과정,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개발 및 검·인정

재단은 교육과정 개정과 초등 국정도서 편찬 일정에 따라 

초등 1~6학년 수학과 초등 3~6학년 과학 교과용 국정도서를 개발

하였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정도서의 경우 

과학은 학생 탐구 활동 중심, 과학과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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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도입, 실생활 연계 강화 등이, 수학은 학생 친화적이고 

친절한 교과서 구현,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과서 구현, 재미있

는 교과서 구현 등이 편찬의 주요 특징이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차세대 교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학·과학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했다. 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학·과학 교과서 

개발에 매진한 결과 자기주도형 완결학습이 가능한 스토리텔링형 

수학교과서와 실생활 기반의 탐구형 과학교과서를 내놓을 수 있

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단에서는 이 교과서 체제가 현장에 안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재단은 질 높은 학습

자 중심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보급을 위해 내용, 표기·표현, 디자

인 등을 심사·감수하는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검·인정’ 업무를 수

행하였다. 

2017년까지 재단이 수행한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개발 

및 검·인정 실적은 다음과 같다. 

수학·과학교육과정 개선 정책연구 및 콘텐츠 개발 현황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검·인정 현황(2017년 기준)

고등 수학·과학 심화교육의 중심, 과학중점학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과목별 중점학교의 일환으

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학교육 강화를 위해 2009년 10월 과학

중점학교 53개교를 발표하고 2010년 6월 추가로 47개교를 지정

해 총 100개교의 과학중점학교 시작을 알렸다. 과학중점학교는 

수학·과학 교과교실제 선정 학교, 또는 최소 4개 이상의 과학교실

과 2개 이상의 수학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과학과 수학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인문사회 소양과 함께 심층적 과학

지식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되었다. 과

학중점과정의 모든 1학년생은 연간 50시간 이상의 과학체험활동

과 함께 기존 과학 과목 이외에 과학교양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하

도록 했다. 과학체험활동은 과학경진대회, 생태 숲 탐사, 과학탐구

대회, 과학축전 참가, 외부 인사 초청 강연 등이었다.

2009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중점학교 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이에 재단은 과학중점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

원 사업 추진에 매진했다. 2010년 1월 ‘제1기 과학중점학교 교원

집중연수’를 실시하며 전국에서 모인 일반계 수학·과학 고등학교 

교사 171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대비하였

다. 또한 교원 연수뿐만 아니라 교육청 담당자 연수, 교육과정 편

성과 운영, 과학 교양·전문 과목 개설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종합적

인 지원을 통해 과학중점학교의 성공적 추진에 일익을 담당했다. 

‘선진형 수학교실’, ‘미래형 과학교실’ 실현

2012년 2월부터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

교 12개교 등 총 32개 학교가 선정되어 ‘미래형 과학교실’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미래형 과학교실은 융합인재교육인 STEAM 교

구분
국정교과서

인정교과서 모델교과서
수학 과학

초등학교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 -

중학교 - -
환경과

녹색성장

고등

학교

일반계 - -
차세대 

과학교과서

과학 융합 

환경과 

녹색성장

과학중점 - -
과학교양

과학융합
-

과학고 - -

심화 물리

심화 생물

심화 지구

과학

심화 과학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심화 수학

-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1~2학년군 교과용도서 개발 완료(2016년)

   초등학교 수학 및 과학 3~4학년군, 5~6학년군 교과용도서 개발(~2018년)

구분
검정도서 심사(최종 합격본) 인정도서 감수

2007 개정 2015 개정 2009 개정 기타

중학교

수학1 - 20** 10 -

수학2 - - 10 -

수학3 28* - 10 -

과학1 - 10** 9 -

과학2 10 - 9 -

과학3 9 - 9 -

고등

학교

수학과 - 27 - 3

과학과 - 58 33 -

계 47 115 90 3

 * 교과서와 익힘책(연계 도서) 연계 심사함

 ** 교과서와 지도서(연계 도서) 연계 심사함

(단위:도서)

2010. 01. 14~15
제1기 과학중점학교 교원 집중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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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현장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교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교실의 개념에서 벗어나 과학을 기본으로 

한 창의적 융합교육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설계된 공간

을 뜻하는 것이었다. 개방된 실험·실습 공간에 최첨단 기자재를 갖

춤으로써 수업의 유형에 따라 공동 실험, 토론 수업, 개별 제작 등

이 가능하도록 했고, 태블릿 PC, 스마트 패드 등을 구비해 학생들

이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12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32개 초·중·고교에서 

‘선진형 수학교실’이 시범운영되기 시작했다. 수학이라고 하면 무

조건 딱딱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뜨릴 수 있는 수학놀이터 같

은 수학교실을 구현하고 확대해 나간 것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서는 ‘선진형 수학교실’과 ‘미래형 과학교실’ 운영에 있어서도 다각

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썼다.  

‘수학교육 선진화’ 강력 추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특히 수학교육 내실화의 주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이에 2009년 7월에 차세대 초등 수학교과

서 개발방향 및 추진계획을 알리는 ‘초등 차세대 수학교과서 예비

사업단 착수보고회’를 통해 차세대 초등 수학교과서 개발방향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거센 변화가 일어나고 있

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꿰뚫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은 수학

적 사고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수학 교육의 

국가적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전의 어렵고 

재미없는 계산 위주의 수학교육은 무엇보다 획기적으로 재정비되

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재단은 ‘창의중심의 미래형 수학과 교육과정 모형 연구’, 

‘창의중심의 수학수업 내실화 및 평가방안 연구’, ‘국정 수학교과서 

개발’, ‘초등 차세대 수학교과서 예비사업단 운영’, ‘국제수학올림

피아드’ 지원, ‘수학교과서 검·인정 업무’ 등 수학교육 관련된 사업

을 수행하며 수학교육 내실화에 앞장섰다. 

2012년은 수학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해였다. 교육과학

기술부(현 교육부)가 2012년을 ‘수학교육의 해’로 정하고 ‘수학교

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6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던 

입시 위주 수학교육을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교육으로 

바꿔나가겠다고 선포한 것이었다. 재단은 1월 14일 열린 ‘수학교

육의 해 선포식’을 주관하며 수학교육의 새 물결을 일으켰다. 그동

안 유지되었던 대학 입시를 위한 암기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학 교

육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를 떨어뜨리는 등 고

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가장 특색 

있는 것이 수학교과서에 실생활의 소재와 스토리텔링 방식을 도

입한 것이었다. 스토리텔링형 교과서 개발에는 수학교육 관련 전

문가뿐 아니라 동화 작가 등 스토리텔링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교

과서 내용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재단에서는 이외에도 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기업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수학 관련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고, ‘학

부모 수학교실’을 운영하며 입시 위주 수학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바

람직한 수학 학습법 및 자녀 지도법 전파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더

불어 ‘수학클리닉’도 운영했는데, 이는 교육현장에서 풍부한 경험

을 쌓은 전·현직 교사와 교수 중 선발된 수학클리닉 전문가가 수학

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해법

을 찾는 수학고민 해결의 장이 되었다.

2012년 7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국제수학교

육대회(ICME-12：The 2012 12th International Congress on 

2012. 03. 14
2012년 수학교육의 해 선포식 

2012. 07. 08~15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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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Education)’나 2014년 8월 열린 ‘서울세계수학자대

회(ICM：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등 대규모  

수학 관련 국제행사도 수학교육 선진화에 큰 힘이 되었다. 2014년

부터 수학교사 한마당을 열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과 표준

화를 시도하고 2016년에 실생활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수학

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수학문화관’의 건립을 추진하는 등 재

단은 수학이 단지 교육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

4. 

선진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영재 양성

우리나라 과학영재교육의 전개

우리나라 과학영재교육은 1990년대 후반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1998년 이전에는 한국영재학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영재교육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

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의 과

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을 통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여

러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과학고등학교

를 통해 길러진 영재들은 대학 입시라는 난관에 부딪혀 학문적 영

재 육성이라는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측면이 강했다. 이런 상

황이 이어지다가 1998년 가을부터 과학기술부의 지원 아래 9개의 

대학교에서 과학영재교육이 시행되면서 전문화된 과학영재교육

이 비로소 출발하게 된 것이다.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고, 2002년 4

월부터 대통령령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초·중

등교육에서 대학교 및 시·도교육청, 과학고, 각급 학교 등에 영재교

육원 혹은 영재학급들이 신설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산과학고

등학교를 전국 최초 유일한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함에 따라, 2003

년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로 새출발하였다.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정규과정의 영재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고등학교 

과학영재들을 대학교수가 직접 지도해 연구능력을 획기적으로 높

이는 사사(師事)교육인 R&E(Research & Education) 사업이 시작

되고 본궤도에 오르면서 2004년도 ‘과학고 영재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결과 발표회’ 및 ‘국제전문가 초청 워크숍’이 열리는 등 과학영

재 육성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영재교육담

당 교사들의 국내 및 국외 연수도 대폭 확대되었다. 영재를 육성하

기 위해서는 영재를 알아보고 이를 재목으로 키울만한 역량 높은 

교사의 존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2006년 초등학생 이하부터 대학원에 이르

는 ‘전 주기적 과학영재 특별관리 육성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전 

주기적 과학영재 특별관리 육성체계’는 과학신동 프로그램(초등학

생 이하)부터 초·중·고생(과학영재교육원), 고교생(과학영재학교, 

과학고,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대학생(대통령 과학장학생, 이공계 

국가장학생), 대학원생(석박사 과정 연구장학생)으로 이어지는 전 

교육과정에 걸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시기 

과학영재교육 대상 학생층이 두터워지고 저변이 확대되었지만 새

로운 문제점도 드러났다. 과학고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영재교육

원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영재교육원 입시 전문학원

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등 순수한 의미의 과학영재 육성 정책의 

본질을 흐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출범, 영재교육 관련 사업 확대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과학문화재단은 한국과학창의재단으

로 확대·개편되면서 기존의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담당하던 과학

영재육성사업을 이관받아 이어가게 되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과 정책 동향을 알아

보고, 보다 발전된 우리나라 영재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본격적으로 과학영재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과학영재교육은 운영 주체나 대상에 따라 영

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등 몇 종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재

단은 2009년부터 전국 25개의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21

개 과학고·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였다. 대학부설 과

학영재교육원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주

말, 방과 후, 방학 등을 이용한 심화 탐구학습을 연간 100시간 이

상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과학고·과학영재학교 지원사업

은 과학영재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직접 교사나 대학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R&E 프로그램, 교사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AR(Action Research)프로그램, 과학교육 고

도화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R&E 프로그램은 과

학영재들의 지적·정서적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탐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고안된 사사교육기반의 독창적 모형으로 과

학고·과학영재학교의 핵심적 학습모형이다. 지난 10여 년의 운영

을 통해 과학영재들의 핵심 탐구학습으로 자리 잡은  R&E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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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다른 사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과학중점학교와 일반학교에

까지 R&E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고·영재학교 

R&E 과제는 선발과정을 거쳐 ‘연구성과 발표대회’를 통해 발표하

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2015년부터 ‘과학영재 창의연구(R&E) 학술

발표대회’ 운영과 ‘청소년 과학창의연구’ 학술지 발간으로 연구성

과를 함께 공유·확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과 공학을 기반으로 실생활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영재 상상실현(I&D: Imagination & 

Development) 지원 사업이 과학영재들의 진로 특성화 모형으로 

추진되었다. I&D 과제는 과학영재들에게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

하고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을 갖출 수 있는 기술창업교육의 한 부

분이었던 사업으로 학생들이 상상력이 현실화되면서 다양한 아이

디어가 쏟아지며 과학영재 지원사업의 다른 큰 축이 되었다. 2013

년에는 과학영재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교류하기 위한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가 처음 개최되어 3년간 과학영재들의 기업

가정신 고취와 아이디어 실현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이후 과

학고·과학영재학교 학생 대상의 ‘과학영재 상상실현 과학기술 창

업교육 경진대회’로 자리 잡았다.

 재단은 학생 선발, 프로그램 개선, 재정 지원 등 사업 전반

을 맡아 관리하며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과학영재 양성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에서 과학영재교육을 지원하면서 대학부설 과학영재

교육원은 25개에서 27개로, 과학고·과학영재학교는 21개에서 27

개로 크게 늘어나 과학영재의 발굴과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영재교육 주무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로 바뀌

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을 담당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는 영재교육의 내용이 과학영재교육 지원을 넘어 창의융합교

육으로 변화되어 간 것이었다. 재단은 점차 예술·인문사회 융합형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수학·과학 통합 영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

발하고 영재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수나 강사, 

교육청 영재학급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들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연수나 특강을 진행하였다. 또한 ‘영재교육 열린포럼’을 개최

하고 영재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응과 발전방안을 논의하

며 영재교육 선진화에 앞장섰다. 

연도별 고등학생 연구과제 지원 추이

한편, 기존의 과학영재 교육에서 진행되었던 수학·과학 중

심의 학생 연구 활동인 R&E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첨

단 기술 및 공학을 기반으로 한 I&D(Imagination & Development)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상상력을 현실화하여 새로운 산업분

야를 개척하고 마음껏 도전하는 창조경제적 기업가 마인드를 갖

춘 과학영재를 육성하고자 기술창업교육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에 특히 과학영재들에게 ‘상상·도전·창업’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창의성 및 아이디어 교류의 장으로써 ‘청

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재단은 초·중등 대상 ‘과학영재 연구성과 발

표대회’ 및 ‘과학고·과학영재학교 창의연구(R&E/I&D)학술발표대

회’를 주관하는 등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과학영재 및 교사를 독려

함으로써 영재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쳤

다. 이는 일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 영재지도교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13. 12. 23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시상식

구분 과학고 R&E 과제 수

2016 396

2015 379

2014 281

2013 223

2012 184

2011 136

2010 153

2009 102

2008 116

계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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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연구 지원 및 고교-대학 간 연계 체계 강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09년부터 대학단계의 영재교

육 프로그램인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학부생연구프로그램은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중·고등학교 중심의 영재교육에서 대학

단계의 영재교육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대학단

계 과학영재프로그램 및 지원시스템이었다. 

URP는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이공계 및 의약학계열 학부

생들에게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신장과 자기주도적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시행 첫 해 상반기에만도 전국 총 67

개 대학에서 439개 연구과제가 접수되었다. 한국과학 영재학교 

및 과학고 출신의 R&E 수행경험 대학생, 각종 올림피아드 입상자, 

여러 정부 기관이 주최한 대회 입상자 및 연구참여자 등이 지원을 

신청했고 치열한 경합을 통과한 71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2013년부터 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연구 역

량을 향상시키고자 ‘대학생 창의·융합형 연구과제 지원사업’을 운

영하였다. 이는 기존의 ‘학부생 연구과제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과

학영재교육의 전주기적 연계성을 높이고 대학생의 기술창업과 연

계된 연구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도별 대학생 연구과제 지원 추이

한편, 대학과정 선이수제(AP：Advanced Placement) 운

영, 과학영재 창의연구(R&E：Research & Education) 및 과학영

재 상상실현(I&D：Imagination & Development) 과제 지원 등은 

고교-대학 간 교육연계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과학영재교육의 연

속성을 한층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2016년 시작된 과

학영재 첨단연구 입문 프로그램(pre-URP, pre-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Program)도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고등학

교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

램으로, 과학영재들이 모여 첨단과학 연구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예비 과학자로서의 연구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영재선발 관찰·추천제 도입

선행학습이나 기출문제 풀이에 능숙한 모방형 학생이 아

니라, 뛰어난 창의력과 직관력 및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영재로서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영재교육의 목적이다. 따라서 

교육 대상자의 올바른 선발은 영재교육의 본질을 충실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재 선

발과정에는 수많은 이론과 실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

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 영재 선발에 있어서 사

교육이나 선행학습의 영향을 제거하고자 ‘관찰·추천제에 의한 영

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대학부설 과학영재

교육원장협의회에서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관찰·추천제를 전

면 도입하기로 의결하였다. 전국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을 맡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영재교육 연구나 프로그램 개

발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필고사가 아닌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위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관찰·추천제의 도입을 

위해 협의체의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서류평

가와 면접평가를 위한 운영 모형 개발을 추진하였다. 교육청과 대

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의 연계체제도 구축하였다. 재단의 노력

으로 개발된 서류전형용 5종의 서식과 면접전형용 2종의 서식 등 

각종 선발도구들이 2011학년도 전국 25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

육원의 학생 선발에 활용되었다. 또한 전국에 분포한 과학영재교

육원 및 교육청 연결 네트워크를 활용해 원활하게 영재 선발을 완

구분 학부생 URP 과제(개) 학부생 URP 참여학생(명)

2016 158 581

2015 145 555

2014 145 583

2013 175 580

2012 141 460

2011 50 109

2010 150 337

2009 104 238

계 1,068 3,443

2010. 06. 14
2009 학부생연구프로그램 우수과제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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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함으로써 이후 관찰·추천제는 더욱 확대되었다. 

과학영재 조기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 교육 후 

선발 제도’의 시행이나 잠재적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브릿지 프

로그램’ 운영, 과학영재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과학영재 SW 교육’ 

강화 등도 과학영재 선발과 육성을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

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글로벌 과학영재 역량 강화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20세 미만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전 세계 학생들이 참가하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분야별로 기량을 겨루는 국제대회이다. 1959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가 최초로 개최된 이래 국제물리올림피아드(1967), 국

제화학올림피아드(1968), 정보(1989), 생물(1990), 천문(1996), 

지구과학(2007), 중등과학(2004) 등으로 확대되었다. 해마다 각 

분야별로 각기 다른 국가에서 개최되는데 우리나라는 1988년 국

제수학올림피아드에 나가 49개 참가국 중 22위를 차지한 이래 매

년 참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선발과 대회 참가를 지원해 왔는데 2009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

단이 이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매년 각 분야 대표단의 선발과 교육, 

출전을 지원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소년 과학영재들이 세계 

과학영재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해 나갔고, 그 결과는 우수한 성적으로 되돌아왔다. 2012년 국제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역대 최초로 1등을 수상하는가 하면 2년 연

속 종합 순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6년의 경우 국제물리올림

피아드에 참가한 5명 전원이 금메달을 따 종합 1위를 했으며, 국제

수학올림피아드의 경우 참가자 중 3명이 만점을 받으며 개인 1위

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영재들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

을 입증했다.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과학두뇌들이 상위

권 성적을 이어가며 세계 속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과 위상

을 널리 알리는 쾌거였다. 우리나라 대표들이 이렇게 우수한 성적

을 거둔 배경에는 기존의 시험 중심 영재 선발방식을 교사관찰·추

천제로 바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한편 선배 참가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끊임없는 영재교육 

개선의 노력이 있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을 시작한 이후 국제과학올림피

아드 각 분야 참가 현황 및 실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현황 및 실적

2009. 06. 25
2009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

구  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수

학

참가

국수
109 104 101 97 100 101 98 104

한국

성적
2 3 7 2 1 13 4 4

물

리

참가

국수
87 85 83 83 81 84 80 69

한국

성적
1 2 1 1 4 1 11 2

화

학

참가

국수
67 75 88 77 72 70 67 68

한국

성적
2 1 8 1 1 1 2 4

정

보

참가

국수
80 83 80 60 86 58 60 83

한국

성적
4 1 6 7 11 6 5 2

생

물

참가

국수
65 81 61 80 59 80 83 56

한국

성적
9 5 6 3 3 17 13 6

천

문

참가

국수
15 13 17 19 22 21 19 17

한국

성적
4 1 1 8 1 1 1 5

지구

과학

참가

국수
26 25 25 27 17 35 19 20

한국

성적
3 1 4 1 1 1 2 2

중등

과학

참가

국수
48 44 44 42 - 42 33 20

한국

성적
7 3 10 6 -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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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STEAM 교육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인문예술을 더한 STEAM 교육

기존의 과학교육은 정립된 지식과 개념, 그리고 과학 이론

을 익히는 것에 치중했었다. 하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단지 과학을 많

이 아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적 사고와 창의

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과학지식과 기술을 실생활

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과학

기술 교육의 중요 지향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일찍부터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스템

(STEM) 교육을, 독일에서는 민트(MINT)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2010년 12월 우리 정부는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

표하며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STEAM교육의 강

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STEAM 교육의 특징은 선진

국의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에 인문예술(Arts)을 더한 것으로, 이는 STEM에 인

문·예술적 소양을 추가해 다른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기르는 STEAM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과학기

술 기반의 융합적사고와 창의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

해 2011년 8월, 전국에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등 총 16개 ‘STEAM 연구 시범학교’가 선정되었다. 이 연구시범학

교들은 STEAM 추진사업단 및 STEAM 교사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STEAM 콘텐츠를 활용해 운영되었다. 

한편, 2011년 9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스미소니언

(Smithsonian Institution)과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공동개

발 및 체계적 실천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국 국립자

연사박물관, 미국사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등 세계 유수의 박물관

과 미술관, 연구소로 구성돼 있는 스미소니언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

로 '미국의 다락방'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최대 박물관이었다. 한국과

학창의재단은 지식의 보고인 스미소니언과 융합인재교육(STEAM)

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현장용 수업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교사와 학

생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해 나갔다.

STEAM 교육 본격화

2012년은 STEAM의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진 해였다. 

연구시범학교를 ‘STEAM 리더스쿨’로 명칭을 바꾸고 80개로 확

대·선정해 운영하였다. 리더스쿨은 전체 수업의 20% 이내에서 학

교 교육과정을 STEAM형으로 재편성하고 선도적인 STEAM 학교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교사연구회는 170개로 늘어났으며 교

육전문가를 초빙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STEAM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는 등 활성화되었다. 특히 파이오니어연수, 입문연수, 기초

연수, 심화연수 등을 통해 3만 8천여 명의 교사를 STEAM 선도그

룹으로 육성하면서 학교 현장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와 NASA 우주센터를 방

문하는 해외연수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STEAM 교육 수준이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2012년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의 일환으로 융합인재교

육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STEAM 페어’가 개

최되어 STEAM교육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STEAM 페어에서는 

STEAM 리더스쿨, 교사연구회, STEAM 프로그램 개발 연구진 등 

국내에서 개발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가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직접 체

험해 볼 수 있었다.  

‘STEAM R&E’ 및 ‘STEAM R&E 페스티벌’의 개최도 

STEAM 활성화에 큰 힘이 되었다. STEAM R&E(Research and 

Education)는 학생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교사의 지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는 학생 연구 활동이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은 2012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우

수 이공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R&E 과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말에 STEAM R&E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과제별 성과 전

시 및 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경험을 교류하여 미래사

회를 선도할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2011. 09. 07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스미소니언 간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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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육 활성화로 융합인재 양성

이외에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STEAM 교육 홈페이지

(http://steam.kofac.re.kr)’를 개설해 콘텐츠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안

내하였다. 또한 현장 컨설팅, 교사 워크숍, 성과발표회,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며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

는 한편, STEAM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현장교원과 학계 간 협력

을 도모하는 활동을 펼치며 STEAM 교육의 폭을 넓히는 데 앞장섰다. 

‘STEAM 교사연구회’를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STEAM 프로그램 개

발을 꾸준히 이어간 것도 STEAM 교육 활성화에 큰 힘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STEAM 교육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

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STEAM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에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수학·과학 

교과의 성취기준을 달성하여 관련 분야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했다. ‘창의성과 상상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맞아 ‘한국의 다빈치 교육’이라 일컬어지는 융합인재교육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에게 맞는 미래 진로를 

개척하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연도별 STEAM 프로그램 개수

연도별 STEAM R&E 과제 지원 수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틀

연도별 STEAM 교사연구회 수

연도별 STEAM 연수 이수자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학문분야 주제별

융합형 프로그램(개)
48 40 32 40 32 22 214

첨단제품 활용형

프로그램(개)
24 24 20 36 16 11 131

과학예술 융합형

프로그램(개)
24 32 36 16 20 11 139

설계기반 미래 유망

직업 프로그램(개)
- 16 16 12 12 11 67

소계(개) 96 112 104 104 80 0 551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STEAM

R&E 과제(개)
48 40 32 40 32 22 214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STEAM 

교사연구회(개)
47 170 180 180 180 190 170 1117

구분

원격연수 

이수자

(명)

첨단과학

연수 

이수자

(명)

관리자 

연수

이수자

(명)

해외 우수 

기관 연수 

이수자

(명)

STEAM 

전문가 

양성과정

(명) 

소계(명)

2017 1,000 382 750
17

(캐나다)
- 2,149

2016 1,808 472 248
17

(캐나다)
- 2,552

2015 5,719 402 221
17

(독일)
- 6,359

2014 20,981 400 -
33

(미국)
- 21,414

2013 38,193 800 233
33

(영국)
- 39,259

2012 37,607 806 -
32

(미국)
- 38,413

2011 - - - 30
(미국, 스위스)

- 30

계 105,308 3,262 1,452 179 7 110,176

학생이 문제 해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 제시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창의적 설계

문제 해결에서 오는

성공의 경험과

감성적 체험

2013. 12. 26
STEAM R&E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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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가 함께 키우는 아이들의 미래, 

교육기부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교육기부’

기존의 학교 교육은 국가 주도 교육과정의 엄격함으로 인

해 빠른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학

교 자원만으로는 여러 아이들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꿈

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꿈과 끼를 키워주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

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교육에 활

용함으로써 아이들이 생생하고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0년 1월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속에 창

의적 체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학의 사회봉사와 지역

사회, 기업 등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교육기부 관련 내용이 포함되

어 있었다. 이어서 2월 경남 사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서 최초의 교육기부라 할 수 있는 KAI 에비에이션 캠프가 열렸다.

교육기부는 기업 및 국책연구소의 연구·생산시설, 교육 프

로그램 등 사회적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

육, 연수, 직업체험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0년 초부터 과학기술출연기

관장협의회, 국가핵융합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과 협약 

체결을 이어가며 교육기부의 기반을 다졌다. 이 중에 특히 8월에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한상공회의소,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이 교

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정부, 민간, 학계

2010. 02. 22
경남 사천에서 열린 KAI 에비에이션 캠프

가 하나가 되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부에 힘을 실었다는 데 

그 의미가 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단은 교육기부 사업의 중심에

서 ‘기업의 교육기부 협조를 위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 파

급력이 큰 대기업의 교육기부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참여 자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쓴 결과 공공영역에서 시작된 교

육기부는 민간으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산·학·연 교육기부 참여 기관 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기부 문화 조성

교육기부의 양적 팽창이 지속됨에 따라 학교 현장이나 교

육과정에 대한 기관들의 이해 부족으로 교육기부 참여기관뿐만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이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개

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에 재단은 

2011년부터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3개 부문의 ‘교육기

부 컨설팅단’을 구성해 참여기관의 특성에도 부합하는 동시에 학

생과 교사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데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마크

구분
교육기부 MOU 체결 

기관 수
교육기부마크 지정 

기관 수

2016 1 -

2015 3 55

2014 6 49

2013 10 89

2012 49 127

2011 26 62

계 95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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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썼다. 전국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 전문가나 동아리 등

의 인적자원을 총망라해 창의체험자원지도(CRM)를 구축함으로

써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이었다.

한편, 재단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마크(DE마크：Donation for Education)제’를 도입하고 첫 시

행년도인 2011년에 10개 기업, 30개 대학, 17개 공공기관, 5개 단

체 등 총 62개 기관에 교육기부 인증마크를 부여했다.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기업, 대학, 기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

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이 제도는 교육기부 주체들의 자긍심

을 고취하여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교육

기부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의 

결과 2011년은 양적인 면과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이루

어 교육기부가 하나의 문화로 확산될 수 있었다. 

교육기부 활동의 체계화 및 다양화

2012년을 앞두고 정부는 더욱 강력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계획하며 교육기부의 자원 관리, 활동 지원, 연계·협력 사업 등을 

전담 추진할 ‘교육기부센터’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지정했다. 이

에 힘입어 재단은 교육기부 사업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

여 2012년을 맞아서도 더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교육기부 활

성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우선 3월에 국내 최초로 국내외 교육

기부 콘텐츠를 소개하는 매머드 교육기부 행사인 ‘대한민국 교육

기부 박람회’와 함께 교육기부 참여와 활성화를 다짐하는 '대한민

국 교육기부 공동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교육기부자와 

교육계가 한자리에 모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기부 운동

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었다. 기업·대학·출연연

구소·협회 등 131개 산·학·연 및 공공·민간기관들이 그동안 해왔거

나 새로 개발한 교육기부 콘텐츠들을 전시하며 참여하였다. 다양

한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을 소개함으로써 교육기부 공급자와 수요

자 간에 자연스러운 연결도 이루어졌다.

일반인에 비해 활동 제약이 덜하고 열정이 가득한 대학생

들의 자발적인 교육기부 운동도 교육기부 박람회를 계기로 시작

되었다. 이에 힘입어 2012년 7월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이 

창단식을 가지며 공식 출범했다.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크게 동아

리 단위 참여자들과 개인 참여자가 있었다. 이 중 동아리 단위 참

여는 대학생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이야기를 담은 토

요프로그램 ‘함성소리’, 방학 동안 캠프 형태로 소외지역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돕는 ‘쏙쏙캠프’, 평일에 인근 초등학교를 주 2

회 방문해 다양한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운

영하는 ‘알락달락 행복한 교실’, 기존에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쳐 

교육기부 우수동아리로 인증을 받은 ‘교육기부 인증 동아리’가 주

축이 되었고 여기에 과학나눔봉사단, 한국장학재단 지식봉사멘토

단 등도 힘을 모았다. 이후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왕성한 활동을 펼

치며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한 축이 되었다.

교육기부의 범사회적 확산과 프로그램 진화

교육기부에 참가하는 기관이 빠르게 늘고 프로그램이 증

가하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기부 활동을 체계화하며 참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포털 사이트(www.teachforkorea.go.kr)’를 오

픈했다. 한편, 재단은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실무담당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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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매니저’로 임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도네이션 스쿨’을 개최했다. 이는 교육기

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부 역량을 

높일 필요성도 증대되었기 때문이었다.

재단은 2012년 말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시행하며 

3년여 간의 교육기부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기

부에 적극적인 기업, 공공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학교와 동아리까

지 망라해 교육기부의 적합성, 활용 측면의 기여도 및 우수성, 지

속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교육기부대상을 선발하여 시상했

다. 그리고 우수 교육기부 활동과 활용사례는 ‘교육기부 대상 수상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교육기부 포털 사이트에 탑

재하였다. 이는 누구나 우수 교육기부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기부 주체들을 독려하고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기부’가 범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2013년부터는 융

합인재교육인 STEAM과 교육기부가 만나 더욱 다채로운 교육기

부 활동으로 진화하였다. 예를 들자면 대학생이 보조교사로 참여

해 진행하는 STEAM 체험활동이 대학생에게는 재능기부로 한 단

계 자신이 발전하는 기회로, 학교는 수준 높은 융합인재교육을 제

공하는 기회로, 학생들에게는 꿈과 끼를 키우는 체험의 기회로, 모

두에게 상생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이 확정됨

에 따라 2013년 중반부터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시작을 위한 다양

한 준비활동도 전개되었는데 이것과 맞물려 교육기부가 더욱 활

성화되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

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

도였다. 재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홍보하고 학생들의 진로체험 위한 교육기부에 동참할 인적·물적 

자원을 축적하는 동시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보탰다. 새롭게 시도될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했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교육기부였기 때문이다. 

2014년 초부터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교육기부

주간이 시작되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것들을 사회 각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테마별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집중 기간을 운영

한 것이다. 첫 테마인 ‘인생설계’를 시작으로 건강관리, 금융습관 

등 다양한 주세로 교육기부주간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체험학습

의 폭은 한층 넓어질 수 있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교육기부의 규모를 수치화한 자료를 

통해 성과를 대략 살펴보면 먼저, 교육기부 프로그램 수에 있어서 

모든 교육기부 주체들이 제공한 교원 및 학생 대상 프로그램과 교

과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더하면 4,100여 개에 이르렀다. 이 해에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의 수는 기업 194개, 대학 222

개, 대학생동아리 196개, 공공기관 391개, 출연연구소 42개, 단체 

및 협회 267개, 기타 211개 등 총 1,523개에 달했다. 교육기부 주체

별 프로그램 수혜자를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도 교육기부 프로그램 수혜자

7. 

청소년의 꿈 찾기,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기제 본격 시행 준비

2013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

화 방안’을 발표하며 모든 중·고등학생은 재학 중 1회 이상 직업체

험을 하고 1가지 이상 캠프에 참여하도록 했다. 같은 해 ‘자유학기

제 시범운영 계획’도 발표했는데, 2013년 상반기에 자유학기 연구

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년과 2015년에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확대하여 2016년에 전국 모든 중학

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자유학기제는 한창 자신의 꿈을 모색할 청소년 시기에 입

시 위주의 교육에 얽매여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

에 대해 깊이 탐색하고 활동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

련된 정책이었다. 지적·정서적 발달 단계상 새로운 시도를 하기

구  분 교  원 학  생 계

기  업 2,514 319,126 321,640

대  학 3,812 202,114 205,926

대학생동아리 53 6,814 6,867

공공기관 6,733 604,097 610,830

출연연구소 1,044 48,714 49,758

단체 및 협회 1,090 810,055 811,145

기  타 104 26,932 27,036

계 15,350 2,017,852 2,0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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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7. 14
2013 행복교육박람회 내 자유학기제관

에 가장 적합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교과 편성을 주당 

20~22시간으로 줄이고 시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예체능, 동아리, 

진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

어가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의 전 단계로 2013년 하반기부터 

진로탐색을 위한 집중학년제가 실시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밖

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1년부터 교육기부센터를 맡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

다. 자유학기제와 교육기부가 원활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더 많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제대로 된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었다. 

이에 재단은 여러 기업과 기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기부 프로그램과 대학생 동아리들의 멘토링을 통해 특히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해당 중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부 공급

자와 수여자를 연결시켜주는 매칭사이트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

원하는 크레존 등 다양한 진로체험 관련 인프라 구축과 업그레이

드 실행으로 관련자들이 보다 쉽게 진로탐색 체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 더하여 컨설팅, 교사연수, 자유학기 활동 

전문가 양성 등 자유학기제 관련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며 학

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이 그리는 미래상에 한 걸음 다

가갈 수 있도록 힘썼다. 또한 2013년 제3회 대한민국 행복교육박

람회부터 자유학기제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박람회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교실 수업 개

선과 선택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집 발간, 성과 발표회, 

간담회 등을 열어 교육기부 기관과의 연계 활동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활동에도 앞장섰다.

한편,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한 해 전인 2015년 5월, 중앙

행정기관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진로체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진로교육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기부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한층 더 자유학기제에 특화된 프로

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부 활성화에 매진하는 한편 기존 프

로그램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 설계를 추진하며 

중학교 대상 창의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다. 따라서 

그동안 초·중·고교생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기부를 해온 기부 주체

들도 중학생 대상의 자유학기제에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성공적 자유학기제 실현을 위한 모색

자유학기제의 활성화와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학생·학

부모·교사 외에도 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노력과 함께 기업

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살아 있는 체험교육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

요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회 전체가 ‘교육’과 ‘기부’로 하나

가 되어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까지 이

어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실행과 성공 

여부는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에도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

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이후에도 재단의 기

존 사업과 교육 정책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성공

적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해 노력했다. 

자유학기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

가 융합인재교육(STEAM)과의 연계였다. 과학(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

의 융합형 교육인 STEAM이야말로 교과 간 융합수업과 체험학습

을 강조하는 자유학기제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재단은 포

럼 개최, 교사 연구회 지원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서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해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선도 추진했다. 

지식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자기 주도적 창의학습, 미래

지향적 역량 함양 교육으로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는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 추진의 중심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은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

록 힘써 나갔다. 



302 PART. 02  같이 이룬 과학문화 50년, 함께 여는 창의세상

8.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교육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SW교육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인 컴퓨팅 사고력은 미래사

회의 핵심역량으로 주목받으면서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수

년 전부터 ‘컴퓨팅 사고력’을 의무교육과정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였다. 

재단에서는 2014년 1월 ‘SW교육과 컴퓨팅적 사고’라는 주

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사업 유치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융합과학교육단 내 컴퓨팅역량교육

팀을 신설하고 초·중등 SW기초역량 강화사업을 시작하여 72개의 

‘SW교육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운영하면서 재단의 SW교육 사업

은 본격화되었다. 이 학교들은 2학기부터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등 교과외 

활동을 통해 실시했다. 이후 교육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17시간, 중학교는 2018년부

터 34시간 이상 SW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재단의 SW교육 관

련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고, 창조경제문화본부 내에 ‘소프트웨어 

교육실’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전문적 SW교육사업을 시작하였

다. 2016년부터 SW교육 선도학교 사업은 SW교육 필수화에 따른 

현장안착과 우수사례 발굴로 사업목표를 변경하고, 교육부와 미래

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대상학교도 900개교

로 크게 확대 되었다. 이후 2017년에는 1,200개교를 선정하여 운

영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교의 약 11%를 지원하게 되었다. 

2015년과 2017년에는 SW교육 선도학교 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

을 위해 SW교육 선도학교 지원연구단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는 시·도에서 자체 구성

한 지역운영지원단을 통해 학교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초·중등 SW교육 연구·선도학교

SW교육 담당 교원 역량강화 및 SW문화 확산

SW교육 필수화에 따라 SW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강화와 

일반교원의 SW교육에 대한 인식 함양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교원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직무연수를 원격, 일반, 심

화, 전문연수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그 중 재단은 원격연수

와 심화연수, 전문연수를 담당하였으며, 2016년에만 원격연수로 

2,615명, 심화연수로 762명, 전문연수로 149명의 교원이 신청·참

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에듀톤

(SW Edu-thon) 대회를 2016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했다. ‘에듀톤’

은 에듀케이션의 ‘에듀'와 마라톤의 '톤'을 합성한 단어로, 마라톤

을 하듯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체화하는 경연대회이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팀은 부트캠프라는 심화 연수과정을 통해 최종 결선

에 진출하고 승부를 가리게 된다. 이 대회를 통해 예비교원들은 컴

퓨터교육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SW교육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

었다. 이 외에도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

의 SW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문화를 확산

시키기 위해 SW교육 공감 콘서트나 성과발표회, 온라인 코딩파티, 

SW교육 수기 공모전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SW교육 선도학교 교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SW교육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공감하

고, 교사와 SW 교구업체와의 공동연구 사례를 나누며 공생하는 방

안을 고민해보는 ‘SW교육 공감 콘서트’는 SW교육에 대한 노하우

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전 국민이 특정한 시간에 온라인

에 접속하여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SW문화 확산운동인 온라인 코

딩파티는 2016년에만도 상반기 16만 4,597명, 하반기 21만 7,951명

이 참여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SW교육의 경험을 나누는 SW교

2015. 10. 24
Let’s MAKE 창의아카데미 현장

구  분 선정학교 수 운영형태

2017 1,200개교 미래부 교육부 공동 사업
KOFAC - 시·도 교육청 -  
선도학교 협약2016 900개교

2015 160개교
미래부 단독 사업
KOFAC - 학교 협약

2014 72개교



CHAPTER. 03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을 도모하다 303

육 수기 공모전에는 SW교육을 통해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담은 많

은 사연들이 접수되어 SW교육의 효과를 의미있게 보여주었다.

재미있는 SW교육 교재 발간

SW교육 필수화가 발표되고, 공교육에서 SW교육의 내실화 

준비가 중요해지면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

로 양질의 SW교육 콘텐츠가 개발·보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재단은 2014년에 창의적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 자유학기

제, 진로수업 등 교과외 활동에서 사용가능한 재미있는 SW교육용 교

재 개발에 힘써 학생용과 교사용지도서 총 4종 8책을 발간하였다.

2015년에는 교육부에서 SW교육 필수화 전에 과도기적 

교육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운영지침을 발표하였는

데, 재단은 이 지침에 따라 수업시간에 사용 가능한 고등학교 교재

〈소프트웨어와 친해지기〉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부터 영국의 정규 교과인 ‘Computing’ 

교육과정에 맞게 개발된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와 중학교 학생용·

교사용 교재를 해마다 3종 4책씩 번역하여, 2017년까지 초등 6종 6

책, 중등 3종 6책을 발간하여 온라인에 공개 배포하였다.

2016년에는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교육을 위하여 IHS, 

Gartner, 미래부 등 유수 기관에서 발표한 차세대 기술 중 10대 기

술을 선정하여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크리

스퍼, 우주발사체, 자연재해, 스마트의료, 게임엔진, 스포츠통계 등 

최신 10가지 주제를 담은 모듈형 교재를 개발보급하며 SW교육 콘

텐츠가 더욱 풍부해지고 융합교육까지 가능하도록 영역을 넓혔다.

초·중등용 SW교육교재

국제 협력을 통한 SW교육 세계화

재단은 해외 우수 SW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2015년에 영국의 컴퓨팅협회(BCS)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같은 해 ‘한·영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한-영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6년에는 미국의 컴퓨터교사연합회

(CSTA)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전문가 교류를 통해 교사연수를 진

행하기로 하고 먼저 국내에서 교사연수를 추진하였다. 이후 2017년

에는 재단 성정숙 연구원이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2017 CSTA 연

례 컨퍼런스’에서 미국 컴퓨터교사를 대상으로 재단에서 발간한 모

듈형 교재로 연수를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2016년에는 서울 COEX에서 ‘글로벌 SW교육포럼’

을 개최하였는데 한국·미국·영국 3개국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들이 모여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미래를 코딩하다'라는 주제로 각

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의 SW교육에 대해 토

론을 벌였다.

이렇게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은 재단이 국제적으로도 SW

교육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SW영재 육성과 SW교육 정책 연구 선도

재단에서는 SW교육 필수화에 따른 보편교육 지원사업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SW영재 육성사업을 실시하였

다. 2014년 아주대 영재교육원과 손잡고 SW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선발도구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30개 SW영

재학급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SW영재학급 지원연구단을 두어 

SW영재학급 운영의 효율적 지원 및 전문적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4. 11. 17
영국 BCS와 SW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발간연도 구  분 대  상 내  용

2016
SW교육 모듈

형 교재
융합수업용

SW 관련 최신 이슈를 주제로 

컴퓨팅 사고력 함양과 융합 수업에

맞도록 구성

2015
소프트웨어와 

친해지기

고등학교

수업용

소프트웨어 운영지침에서 제시한 

교육내용에 따라 제작

2014

프로그래밍과 

나

중등 동아리 

활동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에서 

동작하는 SW를 개발해 볼 수 있도록 

구성, 창의력 및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제작

컴퓨팅과 

직업 세계

중등 자율·진로

활동용

인문·사회·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

뚝딱뚝딱 

코딩 공작소

초등 동아리 

활동용

자동차 운전과 같이 게임과 놀이를

통한 프로그래밍을 강조, 여기에 

알고리즘과 시뮬레이션 등의 SW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

생각쑥쑥 

소프트웨어

초등 자율·진로

활동용

응용 SW 활용 등의 과정을 통해 

논리와 창의로 무장한 사고력은 

물론, 문제분석 및 해결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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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서는 SW교육사업과 더불어 SW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자체연구로

는 2015년과 2016년 수행한 ‘SW교육 선도학교 실태조사 및 효과

성 분석연구’가 있으며, 공모연구로 ‘초·중등 단계 Computational 

Thinking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일반고 SW교육  확대를 위한 교

육환경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방안 연구’, ‘컴퓨팅 사고력 평

가모델 개발 연구’ 등이 있다.

SW교육 관련 주요 정책 연구

9. 

창의·융합 교육전문가 양성의 산실, 

종합·원격교육연수원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연수 운영

교육 환경의 변화와 지식·정보의 급증으로 이전보다 적시

학습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정책 연구와 연수를 동시에 수

행할 수 있는 연수기관 설립이 필요해졌다. 정부에서는 2011년 12

월 ‘교원연수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연수기관의 민간 개방 확

대, 교육정책과 교원연수 연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종합교육연수

원 설치·인가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이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대연수실 1개, 중연수실 4개, 소연수실 6개, 수학·과학교육 실습실, 

해외 우수 리소스존 등 우수 연수 환경을 조성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갖추고 2012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로부터 ‘종합교육

연수원’ 인가를 받았다. 또한 다음 달인 6월에 재단은 ‘원격교육연

수원’ 인가까지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오프라인 교육만이 아니라 

집합연수를 받기 어려운 교원에게도 시·공간적 제약 없이 더 많은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원격교육연수원 인가로 재단은 교원,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와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해 우수한 교육전

문가를 양성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

었다. 연수원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살피고 재단의 장점을 활용한 

효과적인 연수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직무연수 운영 및 이수증 발

급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종합·원격교육연수원 운영매뉴얼을 마

련하는 등 조속한 정상화에 매진했다. 이 결과 인가 첫 해인 2012

년부터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연수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종합

교육연수원에서는 직무연수 성과 외에도 자율연수과정으로 5개 

과정 8개 기수를 개설하여 434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한편, 같

은 해 원격교육연수원에서는 초·중·고 STEAM 입문과정 등 3개 과

정을 개설하고 15개 기수를 운영한 결과 13,763명의 이수자를 배

출하기도 했다.

종합교육연수원 연간 이수자 현황

종합·원격교육연수원의 우수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원격교육연수원의 특징은 교육

부 정책과제와 연계한 연수가 구성되므로 교원들이 적시에 타 연

수기관에 없는 과정을 무료로 연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하여 

STEAM 입문과정 같은 프로그램은 생활과학교실 강사 및 대학생 

등 일반인도 자율연수로 참여하여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차별화된 점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수한 점은 온·오프라인 

연수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연수가 가능하고 연수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교사들이 직접 프로그램 개발에 참

여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이 높은 검증된 연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서 수강자 만족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었다.    

원격교육연수원에서는 연수 인원 확대뿐 아니라 수요조

사 및 학습 연계성을 기반으로 신규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

였고, 그 결과 연수 과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16년에는 

신규 콘텐츠 개발로 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아져 이수자가 다시 증

가하였다. 재단에서는 콘텐츠 개발 단계별로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교육 품질 검수 및 피드백 강화에 힘쓰면서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구  분 연구 내용

2017

2016년 SW교육 선도학교 실태조사 및 
효과성 분석연구(창의재단)

컴퓨팅 사고력 평가모델 개발 연구(경인교육대학교)

2016

일반고 SW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초·중등 SW교육 실태조사 및 효과성 측정지표 

개발 연구(창의재단)

2015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영 공동 연구
(창의재단)

2014
초·중등 단계 Computational Thinking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한국교원대학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3,763 38,000 34,850 17,556 15,566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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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연수원 연간 이수자 현황

최고의 교육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진화

연수원시스템(LMS)은 매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2016년

에는 특히 시스템 개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연수원 운

영 관련 기술적 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용

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반응

형 웹으로 사이트를 고도화하기로 하고 전면적 시스템 개선을 추

진하는 등 최적의 학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종합·원격교육연수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교육

전문가 양성 기관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양성 플

랫폼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858 17,103 9,144 7,118 6,790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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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에 맞춰 
과학문화·창의교육
소통의 장을 펼치다

CHAPTER. 04

과학으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확산과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창의인재 양성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성장의 양대 

축이었다. 재단이 마련한 다양한 과학문화, 창의교육 관련 

행사는 우리나라 과학문화·창의교육 향상을 이끄는 전 국민 

소통의 장이자 축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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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인재들의 경연,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청소년 대상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시작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과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 1983년부터 

기존의 학생 대상 각종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전국청소년과학경

진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첫 대회는 행사의 가능성과 문제

점 검토를 위해 청소년과학탐구대회의 일환으로 서울 경기고등

학교에서 모형항공기경진대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당시 모

형항공기경진대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많은 학생들이 참

가신청을 하였고 교사나 학부모의 관심도 컸다. 이에 힘입어 이

듬해인 1984년 5월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모형자동차경진대회

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11월까지 모형항공기경진대회와 과학상자

조립경진대회를 항공대학교에서 연이어 개최하였다. 특히 1984

년 4월부터 11월까지 열린 모형항공기 및 과학상자공작경진대회

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어서 모형항공기경진대회에 전국

의 초·중·고 학생 40만 명이 참가신청을 할 정도였다고 과학상자

공작경진대회에도 전국 초등학교 학생 10만 명이 참가하는 열기

를 보였다. 지방 예선대회를 거쳐 항공대학교에서 열린 전국대회 

결선에서 모형항공기 부문 54명, 과학상자 부문 21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자 1984년 12월에 열린 장

학사 심포지엄에서 과학기술진흥방안의 하나로 각종 경진대회

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1985년부터

는 정부예산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매년 경진대회 개최 후 장학사 심포지

엄에서 청소년과학경진대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

로 개선 및 보완시켜 나갔다. 해를 거듭할수록 종목이 다양해지

고 내용도 충실해져 1980년대 말 재단이 주관한 전국청소년과

학대회 총 종목은 전국학생모형항공기경진대회(초·중·고), 과학

상자조립경진대회(초·중·고), 라디오조립경진대회(초·중·고), 모

형자동차경진대회(중·고), 과학상상그림그리기대회(초·중), 미래

과학글짓기대회(초), 학생과학실험경연대회(초·중), 산수·수학경

시대회(초·중·고), 과학책독후감발표대회(중·고) 등 9개에 달했

다. 이외에 재단에서는 전국퍼스널컴퓨터경진대회, 우주과학강

연회 같은 타 단체 경진대회를 지원하기도 했다. 

시대적 변화를 담아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로

재단은 2004년 꾸준하게 이어져 온 전국청소년과학경진

대회의 명칭을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로 변경하였다. 이는 단

순한 우열을 가리는 경진대회보다는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청소

년들의 과학적 탐구력을 중요시한 때문이었다. 2002년부터 대

회 발전 방향을 위한 종합 연구를 추진하였고, 2003년 탐구토론 

등 시범종목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2004년에 대회 명칭을 경

진대회에서 탐구대회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03년부터 

기존의 과학상상그림, 항공과학탐구, 전자과학탐구, 기계과학탐

구, 로켓과학탐구 등 5개 종목에 로봇과학탐구, 과학탐구실험, 공

동탐구토론 등을 더하여 8개 종목으로 추진했다.

2007년부터는 작품과 기능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창의성

을 측정하는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문화 행사를 겸한  대회

1985. 11. 08
1985년부터 정부예산을 반영하여 개최된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2006. 09. 23
제24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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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도록 기존 1일에서 2일로 대회기간을 확대하였다. 대회 

전날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회 문제를 출제하면서 학생들

의 창의적 사고력 측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결과 10년이 지난 

2017년 전국 시도 예선 참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탐구

대회가 학교수업이나 영재수업, 학원수업보다도 더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13년에는 모든 종목을 팀별로 바꾸어 

학생들에게도 과학적 의사소통 및 융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

환하기도 했다.

2017년 제35회 대회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져 온 전국청소

년과학탐구대회는 청소년들의 과학적 상상력 및 탐구력을 극대화

시키고, 융합 능력 및 의사소통을 키우는 등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

성에 기여하였다.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추진 연혁

구  분 주요내용

2017
6종목 15부 개최(대전 KT인재개발원),

메카트로닉스, 과학컴퓨팅 시범종목 개설

2016
4종목 10부 개최(경주 동국대), 전자통신 폐지,

과학미술은 융합과학으로 통합

2015 6종목 12부 개최(충남대)

2014 6종목 12부 개최(대전 KT인재개발원)

2013
6종목 12부 개최(일산 킨텍스), 모든 종목 팀별로 전환, 

융합과학종목 신설

2012 5종목 11부 개최(일산 킨텍스)

2011 5종목 11부 개최(울산과학기술대), 로봇과학종목 폐지

2010 6종목 13부 개최(군산 새만금 산업전시관 및 군산대)

2009 6종목 13부 개최(충남대), 항공과학 종목 폐지

2008 7종목 16부 개최(경상대), 고무동력, 글라이더 폐지 예고

2007

7종목 16부 개최(전북대)

- 작품과 기능 중심의 평가방식에 미션 당일 발표로 인한 

창의성 측정 평가 방식으로 전환

- 문화 행사를 포함한 1박 2일로 확대 개최

2006 7종목 16부 개최 

2005 7종목 17부 개최(대전광역시), 탐구실험종목 폐지

2004
8종목 18부 개최(대전광역시),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로 

명칭 변경

2003 8종목 15부 개최(대전광역시), 탐구토론 등 시범종목 개최 

1998~2002 5개 종목 개최 

1985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개최

1984
모형자동차경진대회(5월) 및 모형항공기공작경진대회,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11월) 

1983
모형항공기경진대회 시범 개최(경기고)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종합계획 마련

2. 

전 국민이 즐기는 과학 축제,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과학축제의 장 ‘대한민국과학축전’ 

‘대한민국과학축전’은 IMF 금융위기가 시작된 1997년 국

내 경기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념

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국가를 난관에서 구하

기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과학문화

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 아래 1997년을 과학 대중화 원년으

로 선포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한국과학문화

재단을 과학기술문화확산사업의 주체로 지정하였다. 과학문화 확

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지위를 획득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후 공공부문의 과학기술문화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

적 과학기술문화행사인 대한민국과학축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재단은 ‘과학의 달’ 30주년을 맞이해 과학기술의 발전

상과 미래비전을 보여주고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과학축제의 장

을 만들기 위해 ‘제1회 대한민국과학축전’을 열었다. ‘느끼는 과

학, 보이는 미래’를 주제로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한강

시민공원 여의도 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과학축전은 44만여 명

이 관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개막식과 가족과학경연대회, 과학

동호인 한마당, 체험 한마당, 과학영화제, 과학사진전, 과학퀴즈 대

회와 각종 전시행사는 성공적인 과학축제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제1회 과학축전을 계기로 쉽고 재미있는 체험과학을 국민과 함

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는 중론에 따라 대한민국과학축전은 범국민적 행사로 발전되었다.

1997. 04. 18
제1회 대한민국과학축전 행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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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행사부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온 대한민국과학축전은 2006

년 10회를 맞아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을 주제로 2006

년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성대하게 거행되

었다. 150여 국내외 단체가 참여해 총 500여 개 과학체험프로그

램을 운영하였고, 16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

루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2007년에 재단은 더욱 풍성하고 의

미 있는 대한민국과학축전을 개최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

였다. 재단과 함께 과학기술부 창립 4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행

정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난 40년 동안의 성과를 기념하

며 국민들에게 과학기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해와 관심을 유

도하기 위해 2006년 행사보다 하루를 늘려 8월 10일부터 15일까

지 6일간에 걸쳐 축전을 진행하였다. 예년에 비해 참가 규모도 크

게 늘어 180여 개 단체에서 참가하였으며 프로그램 수도 600여 

개에 달했다. 주제전시관에서는 과학기술행정 및 정부출연연구기

관의 40년 연구 성과물을 선보였으며 ‘생물의 해’를 맞아 특별전

시관을 운영하였다. 또 체험 프로그램관, 전통과학체험관, 과학기

자재 등의 체험관과 중국, 일본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한 해외특별

관을 운영하였다. 부대행사로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회와 과학

영화를 상영하였고, 과학과 예술의 작품전시전, 과학기술 홍보대

사 사인회 등 풍부한 내용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꿈을 실현하는 과학(Science for Dream)'을 주제로 열린 

2010년 대한민국과학축전은 ‘국제화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세

계적 수준의 과학체험의 장’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가

장 큰 특징이었다. 특히 프랑스가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라맹알라빠뜨(La main á la pâte)’, 미국의 국가과학

재단(NSF)이 개발한 과학학습모듈 ‘FOSS(Full Option Science 

System)’ 등 선진형 체험교육모델이 국내 처음으로 시범 도입돼 

선보였다.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으로 새로운 전개

2011년 5월 대한민국과학축전을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으로 변경하는 부처의 승인이 있었다. 당시 부처는 교육과학기술

부(현 교육부)로 교육 업무와 과학기술 업무를 통합한 부처였다. 

재단도 이에 과학기술과 창의교육 전반에 대한 대국민 이해확산

을 목적으로 기존의 대한민국과학축전을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2011년 8월 대구에서 새로운 이름과 포맷

으로 개최된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은 ‘미래로 떠나는 신나는 과학

창의여행’을 주제로 꾸며져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12년에 개최된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은 ‘창의세상, 과

학에게 길을 묻다’란 주제로 열렸다. 이 축전은 관람객들이 경복궁 

평면도를 본뜬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동안 상

상해왔던 창의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스토리 라인을 살

려 색다르게 구성되었다.

2013년 축전에서는 이전 축전에서는 보고, 느끼고, 만져보

는 체험행사에 주력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이 만져보는 것을 넘어

서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설계하고, 구부리고 두들겨

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축전은 이전까지 여름방학 기

간에 개최되었던 것과 달리 ICT 올림픽이라 불리는 ‘2014 ITU 전권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11월에 개최되었다. 

특히 ITU 전권회의와 함께 개최하는 의의를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해, 

드론·점핑스모·스피로 볼 등 다양한 ICT 체험을 강화했다. 또한 민

간 기업도 최초로 참여하여, 스마트로봇, 증강현실 쇼핑, 항공기 시

뮬레이터, 웨어러블 뇌파 게임 등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한 다양한 

첨단 기술에 대한 체험 활동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거행된 2015년 과학창의축전에는 

34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다. 기존의 축전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사를 융합해 어린 학생들은 물론 어른들까

지 과학기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큰 호응

을 얻은 비결이었다. 이 축전에서는 ‘사이언스 버스킹’이라는 새로

운 개념의 길거리 과학강연도 선보였다. 기본 부스 운영 형식의 과

학 강연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 기반의 게릴라성 과학 소통 형태

로 운영돼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16년은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최 20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과학기술 부처가 생긴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이

를 기념하기 위해 재단에서는 과학기술 50년 전시관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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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전자계산기, 로봇 등을 전시하였다. 또한 축전 20

년 역사관을 만들어 20년간의 사진전 개최와 함께 축전에 출품되

었던 주요 과학기술 성과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50년 성과를 되새기고 축전 20년을 기념할 수 있는 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재단은 일제강점기의 김용관 선

생이 주도한 과학데이 행사를 벤치마킹, 축전 최초로 전시장 밖에

서 축전 참가자와 일반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이언스 페

스타를 개최해 더욱 풍성한 과학 축제의 장이 되도록 했다.

2017년에는 ‘꿈을 만나다, 함께 그리다, 새로운 미래를 열

다’라는 주제로 창의융합세상이 펼쳐졌다. 미래과학기술이 만들어 

갈 우리 생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즐기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미래헬스케어, 미래첨단로봇, 미래운송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콘텐츠를 직접 보고, 체

험할 수 있도록 해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모았다. 

3.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과학축전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의 힘 ‘지역과학축전’ 지원

지역과학축전은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지역 과

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1999년에 부산, 대전, 전북, 인천에서 처

음 개최되었다. 2000년부터는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

의 후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시도 단위의 우수한 과

학축전 행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역과학축전을 통

해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체험활

동과 지역과학자의 우수 연구 성과물을 소개하는 동시에 함께 참

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과학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

해서였다. 

재단은 지역과학축전이 단순한 전시과학행사가 아니

라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서 과학문화 활성화의 발

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사업 추진 전에 지역 과학교사 및 

지자체 및 교육청 관계자 등과 사전 기획 회의를 추진하여 지역

의 특화된 과학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하였고, 행사 주제 아이디

어를 공유하고 행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

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자

발적으로 최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과학축전

을 더욱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

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된 결과 지역과학축전

은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과학축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협력네트워크 강화의 중심체

지역과학축전은 체험중심의 과학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참

가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

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과학기술 홍보 및 사회·문화·환경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역과학축전 행사와 유기적

으로 연계하여 지역산업박람회, 과학영상제 등과 같은 행사를 병

행 개최하여 상승효과를 보기도 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지

역과학축전이 열리기 시작했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총 

10개, 2005년부터는 12개로 확대되었다가 2014년 13개에 이어 

1999. 10. 23
인천과학축전 테이프 컷팅식

2004. 10. 16~17
광주과학축전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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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지원 규모

2017 4월~11월 13개 지역
약 70만 명

(예상)
13개 지자체

195백만원

2016 4월~10월 12개 지역 66만여 명
12개 지자체 
180백만원

2015 4월~10월 12개 지역 74만여 명
12개 지자체 
167백만원

2014 4월~10월 13개 지역 52만여 명
13개 지자체 
195백만원

2013 4월~10월 13개 지역 71만여 명
13개 지자체 
195백만원

2015년부터 다시 총 12개의 지역 축전이 선정, 지원받아 각 지역

의 특색에 맞추어 다채롭게 개최되었다. 

지역과학축전은 갈수록 최첨단 과학기술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과학을 놀이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나갔으며 각 지역의 축제, 공연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축제로 발전되었다. 

재단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요구에 맞추어 예

산지원, 과학문화 콘텐츠 지원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해 나갔다. 또

한, 각 지역 축전 담당자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행사개최 정보와 전시·체험 콘텐츠를 공유하고 연계

함으로써, 전국 지역과학축전의 사업성과를 높여나가는 중심체 역

할을 충실히 하였다.

연도별 지역과학축전 주요 내용

4. 

4월 과학의 달 

가족과학축제

온 가족이 소풍을 즐기듯 과학과 만나는

‘4월 과학의 달 가족과학축제’

재단에서는 매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

을 추진해 왔는데 2001년부터는 특별히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한

데 어우러진 가족중심의 과학체험 행사로 ‘가족과학축제’를 개최하

였다. 이는 온 가족이 소풍을 가듯 과학과 만나 즐길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여 과학문화가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5년에 처음으로 가족과학경연대회가 열리기도 

했었고, 그간 단편적인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등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2001년 이후 모든 과학체험 및 경연 등을 총망라한 대대적

인 가족과학 행사가 해마다 4월에 열리게 된 것이었다.

처음 열린 4월 과학의 달 가족과학축제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400여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과학체험 한마당 형식으로 열

렸다. 2007년부터는 2일간으로 기간을 늘려 올림픽공원에서 개

최하기 시작했다. 2006년 서울시 과학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된 가족과학축전에서는 ‘과학과 가족·문화·놀이의 만남을 주

제로 가족과학체험 및 경연, 과학연극, 퀴즈 및 과학놀이 등을 선

보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과학의 달 40주년을 맞아 

2007년에는 더욱 차별화되고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청

소년과학센터 같은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세부 연구 과제를 선정

하는 등 보다 치밀하게 준비했다. 고객 맞춤형 가이드북을 제작하

는 한편 효율적인 동선 배치 등을 통해 고객 중심형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다채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진화

2008년에는 ‘우주인 탄생과 지구의 해’를 테마로 100여 

개 단체가 참가해 우주인 실험 비교 체험, 과학 뮤지컬, 공룡화석 

발굴하기 경연대회 등 250여 개의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을 선보이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2009년 가족과

학축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녹색나들이’를 주제로 학생, 교사가 직

접 운영하는 과학체험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는 

가족과학경연대회 등이 펼쳐졌다. 2010년에는 ‘과학으로 여는 가

족의 세 가지 꿈’을 주제로 가족이 팀을 이루어 도전하는 ‘창의력

도전과제’,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미디어아트체험’, ‘가족과학드림

콘서트’, ‘녹색과학체험교실’ 등 다양한 체험마당과 공연이 펼쳐졌

으며, ‘생물 다양성의 해 유네스코 세계 순회 사진전’이 국내 최초

로 열리기도 했다. 2011년에는 ‘풍요롭고 깨끗한 지구를 그리다’, 

2005. 05. 16~17
2005 가족과학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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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함께 미래를 꿈꾸다’, ‘예술과 만나 사랑에 빠지다’라는 각

각의 주제에 맞춰 과학 토론대회, 기관·단체 참여 프로그램, 예술

융합체험·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2012년 수도권, 영남권, 영동권, 호남권 등 권역별 가족과

학캠프 형식으로 치러졌던 4월 과학의 달 가족과학축제는 2013

년 다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상상행복 사이언

스 가든’이라는 주제로 ‘과학을 체험하고, 지식을 나누며, 미래의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체험 한마당’이 펼쳐졌다. 2015년에는 대전

컨벤션센터 및 12개 출연연구기관에서 ‘과학, 세상을 물들이다’라

는 주제로 개최되어 지역 과학문화 붐업에 일조했다. 2016년에는 

과학기술 50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기념해 과천과학관을 비롯한 5

개 국립과학관에서 화상으로 동시 개막식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

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일반인 대상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사업 ‘우

리동네 과학클럽’의 발대식도 함께 거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2016년 가족과학축제 과학관별 주요 행사

구  분 내  용

과천과학관

VR 체험(사진촬영, 게임, 영상 등), 드론 체험

(비행, 조립, 교육, 공연 등),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로봇체험 및 전시 등

중앙과학관 사이언스 마술쇼, 우수 도서 전시전

대구과학관

사이언스 북 콘서트 및 매직쇼, 우수 도서 전시전,

드론 체험, 전시해설 스토리텔링 체험 공모, 

야외 버스킹, 천체 사진전 등

부산과학관
사이언스 북 콘서트, 우수 도서 전시전, 드론 체험, 

장영실 특별전, 과학연극, 이공계 진로 캠프 등

광주과학관

사이언스 북 콘서트, 1988~2016 과학기술 비교, 

드론 체험, 대표 과학기술성과 및 근현대기술사물 

전시, 시네마 데이트 등

과학을 가깝게 즐기는 문화적 토양 마련

대규모 시민 참여형 과학 축제로 자리 잡은 ‘가족과학축

제’는 2017년에도 ‘언제나 4월, 과학을 봄’이라는 주제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되었다. 관람객 중심의 가족 친화적 행사를 꾸

리기 위해 합창단, 과학강연 등 단체관람 프로그램 무대를 상시 진

행했으며, 개최 여건을 살려 유람선과 연계해 선상에서도 버스킹 

등 과학문화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체험부스 

대기관람객을 위해 코스프레, 스트릿 매직 등 흥미로운 로드 공연

을 공원 곳곳에 준비하였고 퀴즈쇼, 사진공모전, 창작대회 등 가족 

단위 경연 프로그램도 하였다. 축제 마감시간을 9시까지 연장해 

한강변 야간 과학축제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도 

특별한 점이었다.

과학기술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과학 행사를 즐길 수 

있는 4월 과학의 달, 가족과학축제가 10년 넘은 세월 동안 꾸준하

게 명맥을 유지해 왔기에 국민이 풍성한 과학 행사를 함께 체험하

고 과학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다져질 수 있었다.

연도별 4월 과학의 달 가족과학축제 주요 내용

구  분 시  기 지  역 관람객 수 주  제

2017 4.22~23 여의도 한강공원 23,000
언제나 4월,

과학을 봄

2016 4.2~3
전국 5개 

국립과학관
50,000

4월에 떠나는 

가족과학여행

2015 4.1~3
대전컨벤션센터 

및 12개 

출연연구기관

1,000 과학, 세상을 물들이다

2013 4.21 광화문광장 인근 30,000 상상행복 사이언스 가든

2012 4.14~15
수도권, 호남권, 

영동권, 영남권
326

가족과 함께 떠나는 

로드미션 어드벤처

2011 4.23~24 국립과천과학관 45,000
과학이 들려주는 4월의 

세 가지 이야기

2010 4.24~25 국립과천과학관 43,000
과학으로 여는  

가족의 세 가지 꿈

2009 4.25~26 국립과천과학관 38,000
가족과 함께하는 

녹색나들이

2008 4.19~20 올림픽공원 47,000
우주와 지구를 느끼고 

체험하는 과학 나들이

2007 4.14~15 올림픽공원 42,000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신나는 과학 나들이

2006 4.14~15
서울시 

과학전시관
28,500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신나는 과학 나들이

2005 4.15~16 올림픽공원 65,000 -

2004 4.17~18 올림픽공원 60,000 -

2003 4. 20 대학로 421가족 체험형 거리과학축제

2002 4. 21 과천시민회관 421가족 -

2001 4. 22 과천정부청사 앞 400여 가족
온 가족이 즐기는 

과학체험 이벤트 한마당

2016. 04. 02
2016 과학문화축제 중 치러진 우리동네 과학클럽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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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과학 지성의 향연,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

국내외 과학문화·창의교육계 교류와 비전 모색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세계적인 석학과 국

내 저명한 전문가들이 과학문화와 융합인재, 창의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하는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첫 해인 2011년에는 ‘과학기술사회(STS)와 융합인재교

육(STEAM)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과학대중화를 위한 컨퍼런

스와 과학융합성과전시회, 아시아 12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과

학교육포럼 등이 동시에 개최되는 등 활발한 토론과 교류가 있었

다. 부대 행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인이 공유하는 만남

과 축제의 장을 통해 인문, 사회, 문화, 예술 등이 과학을 중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과학융합성과전시회도 마련되었다. 기후변화, 에

너지, 식량 등 글로벌 이슈 관련 사진들을 모은 RGB(Red：질병, 

Green：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Blue：물) 과학사진 전시회도 열

려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이슈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12년에는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을 주제로 제2회 과

학창의연례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모두를 위한 과학과 기업의 

역할, 유럽 과학관에서의 직장인·성인 대상 과학문화프로그램‘ 등

에 대한 기조 강연이 있었다. 이 해에는 특히 도전적인 청년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학생이 융합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변리사 

등 전문가가 사업화·창업에 대해 멘토링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신개념 전시회 ‘과학융합콘텐츠페어’를 통

해 독창적인 과학융합콘텐츠도 만날 수 있었다. 

세계 과학 지성의 목소리를 듣고,

과학문화 트렌드를 읽고

2013년에는 ‘창의공간과 상상·도전·창업’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온 창의문화 전문가들의 릴레이 강연이 이어졌다. 

제3회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

작실험 공간 팹랩(Fab Lab)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국내 초·중

등교육에 있어 컴퓨터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Computational Thinking 국제세미나’도 열렸다. 국정과제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무한상상실의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아이디어

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이밖에 ‘한·중·일 창의문화인식 비

교조사 결과 발표회’, ‘우수과학도서 저자와의 만남’, ‘한국과학기자

협회 이슈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창의공간·콘텐츠와 창의문화(Creative Space 

and Content make Creative Culture)’라는 주제로 국내에서는 처

음 선보이는 전시회, 워크숍, 그리고 창의 문화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또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 올해의 과학교사

상 수상자 연수, 과학기술 창작대전 멘토링, 국내·외 학교 밖 과학 

활동에 대한 연구결과 공유, 사이언스커뮤니케이터 간담회 등 과학

문화와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관심을 끌었다.

2015년에는 “과학기술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니

다”라는 전 세계 과학 지성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쳤다. 이는 과학

이 사회에서 소통되고 개방되어야 한다는 제6회 과학창의연례컨

퍼런스의 메시지였다. 과학에서의 협력과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2015년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는 특히 더 의미 있게 글

로벌 과학 리더들과 대중이 함께 즐기는 송년 축제의 장이 되었다. 

2016년에는 전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

업혁명을 기술과 인간의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

라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로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신기술과 휴머니티’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준비되었다. ‘기술

과 사회변화, 산업과 직업의 미래, 미래세대 교육 등 3개의 메인세

션과 분과세션, 그리고 부대행사 등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는데 

특히 이번 행사는 분과세션과 부대행사도 메인세션만큼 비중 있

는 연사들과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분과세션에서는 기

조강연 및 메인세션과 흐름을 같이하는 강연을 통해 보다 심화된 

4차산업혁명 관련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대행

2011. 11. 30
2011년 열린 제1회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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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마련된 ‘아시아·태평양 글로브 사업 성과전시회(Asia-Pacific 

GLOBE Science Fair)’는 아태지역의 국가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과학기술 인재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과 ‘창의’를 중심으로 세계의 지성과 소통하고 깨어 있

는 대중과 교감하며 미래상을 그려나가는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한층 더 풍성한 글로벌 과학축제의 장이 되었다. 

연도별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 주요 내용

6. 

교육기부 활동의 집대성, 

교육기부박람회

아이들의 꿈과 세상을 잇는 ‘교육기부박람회’

교육기부란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각종 자원을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금적적

인 재화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작품기부, 시설기부, 교육체험

환경기부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진 데는 2012년 3월에 최초로 개최

된 ‘대한민국교육기부박람회’의 역할이 컸다. 교육기부박람회는 이

전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기부 활동을 집대성함으로써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의 인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해에는 50개 기업, 13개 공공기관, 8개 출연연, 21

개 대학, 39개 협회와 단체 등 총 131개 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알렸다. 기관 간 교육기부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

의 기회가 되었고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

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13년에 열린 제2회 교육기부박람회는 참가 기관수도 

190개로 크게 늘어나 한층 높아진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개막식에서 특별히 학생들의 행복교육 실현을 위

해 전 사회가 교육기부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교육기부 범국민

실천 선언식’이 열려 교육기부의 사회적 확산을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기부는 학교 공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 교육을 판가름하는 중

요한 교육 인프라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감춰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육자원이기에 범국민적 관심이 필요했다. 이 해에는 주 

전시로 행복미래(과학기술), 행복소통(미래융합), 행복감성(문화예

술), 행복지식(인문사회) 등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

다. 더불어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유학기제를 소개하는 주

제관이 따로 마련되어 학생들이 토론, 실습,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제를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기부·방과후학교 확대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

2014년부터 교육기부 우수 사례를 체험하는 ‘교육기부 박

람회’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우수 운영학교를 소개하는 ‘방과

후학교 박람회’가 통합 운영되기 시작했다. 방과후학교 박람회는 

2009년부터 개최되고 있었는데 2014년부터 교육기부박람회와 

함께 개최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교육기부!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

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박람회에는 200여 개의 교육기부 기관

이 참여하여 교육기부 기반의 교육 공동체 비전을 제시했다. 각 체

험부스는 프로그램별 주제에 따라 창조과학, 행복충전, 건강안전, 

문화열정, 미래설계, 나눔사회, 자연공감, 지식소통 등 총 8개 부문

으로 나눠 구성 및 운영됐으며, 대학생 교육기부, 융합인재교육 등 

구  분 주  제 일  시 장  소 관람객 수 세션 수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과 휴머니티
11.8~10 리츠칼튼 2,000여 명 24개

2015 과학과 사회의 대화 12.9~11
그랜드 

힐튼
3,230여 명 44개

2014
창의공간·콘텐츠와 

창의문화
12.4~5 서울대 2,500여 명 24개

2013
창의공간과 상상·

도전·창업
12.4~6 쉐라톤 4,300여 명 37개

2012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 12.6~8 쉐라톤 3,200여 명 27개

2011
과학기술·사회와 

융합인재교육의

현재와 미래 

11.30~
12.2

쉐라톤 3,000여 명 23개

2012. 03. 18
2012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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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9. 17
2015 교육기부 방과후학교 박람회 현장

특별 체험관도 마련되었다. 더불어 교육기부와 행복교육에 대한 

포럼 및 세미나가 함께 개최되는 등 교육기부의 모든 것을 확인하

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2015년에 열린 박람회에는 58개 기업과 25개 공공기관, 

33개 대학 등 총 223개 기관이 참여해 생활금융교육, 펀드매니저 

체험, 방사선 암치료 원리 체험, 식물과 함께하는 힐링체험 등 다

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자유

학기제 주제관’을 마련하고 교육기부기관들이 보건·안전(그린마운

틴), 창업·경제(창의마켓), 인문사회(행복광장), 항공·우주(투모로

우랜드), 스포츠·레저(펀펀빌리지), 문화·예술(열정갤러리), 나눔·

인성(나눔의 샘), 기타(드림스퀘어)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체험 부

스를 운영해 자유학기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욕구를 충족시

켜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진로·전공설명회인 ‘메이저리그’를 운

영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소개하

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어떤 전공에 맞춰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아이들의 꿈과 진로에 대

해 소통하며 응원하는 희망콘서트 ‘드림멘토스’도 많은 호응을 얻

었다. 각급 학교와 지자체, 기관 등이 마련한 40개 부스에서는 방

과후학교 대상 수상 학교와 기관들의 지역별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또 학생들의 활동작품과 수업교재도 전시되었고 다양

한 공연도 진행되어 볼거리와 놀거리가 풍성한 행복어드벤처 놀이

동산 콘셉트로 꾸며졌다. 

5회째를 맞은 2016년 교육기부박람회&방과후학교박람회

는 최초로 수도권이 아닌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200여 기

관이 참여해 나눔공화국, 예술가의 나라, 부산행 교육열차, 스마트

밸리, 열정의 언덕, 방과후학교 세상, 미래인재의 바다, 행복한 교

육기부의 길 등의 테마로 전시장을 꾸며져 큰 호응을 받았다. 상대

적으로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체

험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경남, 대구 등 경상권 기관의 참여를 통한 지역 교육기부 활

성화에도 힘이 되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스 체험뿐 아니라 다

양한 공연·강연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모습을 갖췄다. 

더불어 초등돌봄교실 대학생 서포터즈 경진대회, 방과후학교 발전 

포럼, 돌봄교실 놀이프로그램 적용 연수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해 

교육기부와 방과후학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박람회로 자리 잡으

며 공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자연스

럽게 배려와 나눔을 교육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연도별 교육기부박람회 주요 내용 

7. 

과학커뮤니케이터가 펼치는 

과학문화 공연

과학커뮤니케이터 발굴 오디션 ‘페임랩’

2005년 영국 첼트넘 페스티벌에서 시작된 페임랩

(FameLab)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는 경연대회이다. 발표

자료 없이 간단한 소품 하나만 이용해서 과학 주제에 대해 3분 이

내로 발표하여 과학 지식과 소통 능력을 겨루는데, 짧은 강연이 끝

나면 4분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어떤 소재를 

다루었는가보다 관객과 얼마나 잘 소통했는가이다. 낯설고 어려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청중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페임래버(FameLaber)’라는 호칭도 

부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2014년부터 페임

랩코리아를 열었다. 최종 우승자는 영국에서 열리는 페임랩 국제

구  분 행사명 일  시 장  소 관람객 수
참석 

기관수

2016
대한민국교육기부&

방과후학교박람회
9.22~25

부산 

벡스코
12만 4,000여 명 200개

2015
대한민국교육기부&

방과후학교박람회
9.17~20

일산 

킨텍스
13만 5,000여 명 185개

2014
대한민국

교육기부행복박람회
9.18~21

일산 

킨텍스
12만여 명 200개

2013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박람회
7.12~14

일산 

킨텍스
10만여 명 190개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
3.16~18

일산 

킨텍스
8만여 명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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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국가 대표로 참가시키고 그 밖에 배출된 페임래버들도 대

중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활동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시

작되었다.

2014년 첫 대회에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11명이 국내 결

선에 참여했고 열띤 경연 결과 대상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지

웅배)’, 최우수상에 ‘암에 특이적, 선택적으로 전달되는 캐리어(이

상곤)’, 우수상에 ‘동물과 사람 간의 바이러스 전이(이덕원)’ 등이 

선정되어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15년에는 대회의 시상 인원 및 특전을 크게 확대하였

다. 국내 결선 진출을 10인으로 하고, 이들 모두에게 위촉장을 수

여하며 영국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전문가가 진행하는 마스터 클

래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의 지원을 받는 공식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도 펼치도

록 하였다. 그리고 결선대회 수상자도 대상 1인, 최우수상 2인, 우

수상 2인으로 늘렸다. 대상은 ‘상대성이론과 시공간에 대해(이영

익)’, 최우수상은 ‘양자역학(송영조)’, ‘탄소나노튜브(김희원)’, 우수

상은 ‘말단소체이론(이경오)’, ‘개기일식에 대하여(강신철)’가 수상

했다. 수상자 5인은 6월에 개최되는 영국 첼트넘 과학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한 항공권 및 체재비를 지원받았고, 대상 수상자는 한

국 대표로 전 세계 40개국에서 모인 5,000여 명의 참가자와 경연

을 벌였다.

2016년에 열린 페임랩 본선대회에서 대상은 ‘디지털 통신 

이야기(황영준)’, 최우수상에는 ‘뇌와 기억에 대한 과학(김지윤)’, 

우수상은 ‘베르누이 법칙(이승훈)’이 수상했다.

과학 밀착 소통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

사이언스 버스킹·다들배움’

경연대회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페임랩은 과학을 사랑

하고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고 과학을 통해 소통하고 싶어 하는 전

문가와 대중의 축제이다. 이 축제가 배출한 과학커뮤니케이터들이 

2014년부터 적극적인 현장 소통에 나섰다. 첫해에는 성인 대상의 

과학 공연인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SNL)’를 시범운영하였다. 다

양한 과학 콘텐츠로 엮은 극장식 라이브 공연을 통해 성인 대중이 

과학문화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SNL은 색다른 시도로 

인기를 끌며 2015년에도 계속되었고, 이 해에 길거리 과학 공연인 

‘사이언스 버스킹’과 학교방문과학강연인 ‘다들배움’의 시범운영도 

시작되었다. 2016년에는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 앙코르 및 전국 

순회공연이 이어졌으며 사이언스 버스킹 14회, 다들배움 브랜드 개

발 및 106곳 운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연구실에서 실험만 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과학자가 더 인정받는 시대를 맞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페임랩 코리아를 통해 발굴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은 활발하

게 공연·강연·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태의 과학소통활동을 펼치며 

일반인들이 한층 더 과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7. 07. 22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SNL) 공연

2014. 04. 18
페임랩코리아 2014 결선대회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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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 주요 성과 50선은 

<한국과학창의재단 50년사> 발간을 기념해 대표적 

성과 50가지를 선정하여 엮은 것이다. 재단이 50년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문화와 창의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한 많은 사업 중에서 50가지의 성과를 선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보다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노력했다. 

일단 창립 이후 40년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2007년 발간된 <한국과학문화재단 40년사>를 참고하여, 

이 책에 수록되었던 45가지 실적 중에 현재 시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것을 우선시하여 선정 대상으로 삼았다. 

40년사 발간 이후 추가 사료가 발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선정되었던 사업 중 더 의미가 큰 것을 추려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걸러진 항목 중 원고 구성상 자료의 충실성이 

더 높은 것을 추려내어 1~29선까지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개편되어 출범한 

2008년 이후 최근 10년에 대한 성과 선정은 우선 재단의 

각 단별로 대표 사업을 추천하였다. 이후 이를 대상으로 

몇 차례 원고 구성 적합성에 대한 조율을 거쳐 

30~50선까지를 확정했다. 

50선의 배열은 <한국과학창의재단 50년사> 발간 의의를 

살려 사업이 시작된 시기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나열하였고, 각 사업당 하나의 주제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오랜 기간 추진되던 중 명칭이 변경된 

사업들의 경우, 사업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배열하되 

제목에는 대표성을 살려 최근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한편, 재단의 명칭이 1967년 과학기술후원회로 시작된 이후

1972년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1996년 한국과학문화재단,

200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러한 

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살리고자 하였다. 50선 각 항목의 

원고들은 사업 시작 시점의 재단명을 적용하여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어의 중복이 많은 경우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재단’으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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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학기술 위상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자 후원 

02  우수과학도서 출판·보급으로 과학기술 창달에 기여 

03  자체 수익 마련을 위한 실험시약 공급 및 기술개발복권 사업 

04  우수과학기술 영상 상영을 위한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구축

05  과학기술자 순방 강연 및 주부생활과학강좌 

06  과학기술 싣고 전국을 달리는 과학차

07  과학 꿈나무들의 각종 겨루기,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08  과학 대중화 전개와 과학·예술 연계 활동 강화

09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과학축제의 장, 대한민국과학축전 

10  믿고 볼 수 있는 과학책, 우수과학도서 인증제

11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의 힘, 지역과학축전 

12  과학의 모든 것을 담은 인터넷 과학천국, 사이언스올

13  과학문화 대중화 활동을 고양시킨 대한민국과학문화상

14  미래 과학적 탐구역량을 함양하는 청소년과학탐구반

15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과학문화활동 지원

16  이공계 이미지 향상 및 진로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17  국내외 청소년 과학천재들의 만남, 국제청소년과학캠프

18  온 가족이 과학과 만나는 4월 과학의 달, 가족과학축제

19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과학신문, 사이언스타임즈

20  과학문화 전문가 양성의 요람, 과학문화아카데미

1967

1983

1991

2001

2002

2003

21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과학문화도시 사업

22  생활 속 풀뿌리 과학문화운동, 생활과학교실

23  언론 취재 및 과학 저술 지원을 위한 인쇄매체콘텐츠풀 구축

24  과학영상 생산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영상매체콘텐츠풀 구축

25  과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차세대과학교과서 및 교재 개발 

26  과학과 국회의 만남을 통한 국가 발전 견인

27  한·영 여성과학자포럼 및 서울·파리과학탐방

28  아시아 최초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 개최

29  과학기술 전문 방송채널, 사이언스TV

30  세계 수준 실현을 향한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추진

31  수학·과학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32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개발 및 검·인정

33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과학영재 양성

34  일반계 고등학교 수학·과학 심화교육의 중심, 과학중점학교

35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창의·인성교육   

36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37  사회가 함께 키우는 아이들의 미래, 교육기부 

38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

39  국내 최대 학생 동아리 축제, 대한민국창의체험페스티벌 

40  글로벌 과학 지성의 향연,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

41  과학창의문화 발전의 토대, 과학창의연례통계

42  교육전문가 양성의 산실, 종합·원격교육연수원

43  청소년의 꿈 찾기, 자유학기제

44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무한상상실

45  미래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SW) 교육

46  과학커뮤니케이터 발굴 오디션, 페임랩

47  본격 성인 대상 과학문화 공연,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

48  상상·도전·창업을 아우르는 메이커 운동

49  미래세대를 위한 수학·과학교육종합계획 마련

50  ICT 기반 과학기술 콘텐츠 개발 및

과학융합형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2004

2008

2009

2012

20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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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에 대한 후원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시초인 과

학기술후원회 설립 배경 중 하나였기에 초창기인 1960년대 후반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되었다. 과학기술후원회는 1967년 설립 직후 조직과 

인원을 갖추자마자 바로 ‘과학기술자 후원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국내 

과학기술자 실태 파악 조사를 실시하고 정년퇴직한 과학기술자들 중에 

후원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는 과학기술후원회 설립 목적 

중 하나인 과학기술자에 대한 후생복지를 실천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과

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건의안을 받아들여 

1968년 과학기술처 출범 1주년을 맞아 과학기술처 설립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제정하고, 과학의 날 주요행사 중 하나로 과학기술 유공자 포

상을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과학기술후원회에서도 1968년 7월부터 총 9

명의 유공과학기술자를 최종 선정하여 매월 2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는

데 이것이 ‘과학기술자 후원사업’의 시작이었다. 과학기술후원회로부터 최

초의 후원을 받은 유공과학기술자들은 정대현(식물분류학), 방신영(영양

학), 윤일중(전기공학), 이희준(토목공학), 김두종(의사학), 박동길(지질광물

학), 김명선(생리학), 정문기(어류학), 이덕봉(식물학) 등 총 9명이었다. 

과학기술 위상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자 후원01

1969년에는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지원 부문을 하나 더 

늘려 후원하기 시작했다. ‘유공과학기술자’ 지원과 ‘연구활동’ 지원으로 

구분하여 후원을 실시하면서 기존에 9명이었던 유공과학기술자에 대한 

지원을 11명으로 확대했다. 한편, 연구활동 지원은 현직에서 활발하게 활

동 중인 과학자나 기술자를 대상으로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공을 세운 

이들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공을 세운 원로과학자와 현직의 유

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사업은 1970년대 내내 지속되었고 1987

년 기준 총 16명에게 매월 25만 원씩 지급하는 수준으로 그 규모가 확대

되었다. 이후 원로 과학자들의 타계로 1992년 지원 대상이 12명으로 줄

어드는 등 유공과학자나 원로과학자에 대한 후원 사업이 축소되었다. 그

러나 이 사업은 재단 초기부터 과학기술 풍토를 조성하고 과학기술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컸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이공계 기피현상

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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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후원회는 설립 직후부터 ‘원로과학기술자 후원’과 함께 과

학기술처가 주관하는 ‘생활의 과학화 운동’에 참여하며 출판 관련 사업을 시

작했다. 낮은 국내 과학기술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과학기술 수준이 향상되어야 했고, 이를 위

해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의 빠른 전파가 필요했다. 당시 가장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출판이었지만 그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읽을 만한 국

내 과학서적은 번역판이 대부분이었고 이마저도 번역이 서투르거나 오역이 

많아 제대로 된 과학기술 보급이 어려웠다. 너무 학술적인 내용이거나 가격

이 고가여서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또한 과학기술부문은 특히 독자층이 얕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출

판사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하기도 힘든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 속에 

과학기술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한 과학기술후원회가 초기부터 우수과

학도서 출판·보급 사업에 주력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간 무질서하게 도입된 외국의 과학기술용어를 우리말로 통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했기에 우선 〈과학기술 용어집〉 편찬에 

돌입했다. 이와 더불어 초창기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 출판 분야는 자라나

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과학기술후원회에서는 과학

기술처의 지원을 받아 우수한 과학기술문고를 발간하여 전국 5,000여 개 

우수과학도서 출판·보급으로 
과학기술 창달에 기여

중학교 과학독서회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국내 유명 과학기술자 5,000명

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한국과학기술인명사전>을 편찬하여 공공단체, 산업

계, 학계 등에 배포하기도 했다. 1972년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 개편

된 후에도 관련 출판 및 보급은 지속되었다. 인류에 위대한 공헌을 한 국내

외 20여 명 과학자의 화보를 제작하여 전국 3,500여 중·고등학교에 무료 

배포하였는데, 이는 한창 미래를 꿈꿀 시기의 청소년들이 과학자들의 생애

와 업적을 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포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위대한 지혜>, <의문의 세계>, <가상의 

세계> 등 우수과학문고를 연차적으로 발간하여 전국의 과학독서회를 통

해 배포하는 등 초·중·고등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과학과 기술에 대한 흥미

를 가질 수 있도록 독서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우수과학도서 외에도 다양한 과학도서 

개발에 착수하여 <세계자연과학사대계> 20권을 발간하였으며 최신 첨단과

학기술용어사전, 공상과학소설 등 8종의 도서를 발간, 배포하였다. 또 1990

년대 들어서는 기존의 출판사업이 연도 단위로 이루어져 연관성이 없는 것을 

개선하면서 〈메카니즘 해부도감〉, 〈과학기술학과 가이드〉, 〈비주얼 과학기

술사전〉, 2000년대에는 <꼬마 아인슈타인의 호기심 Q&A시리즈>, <지구를 

생각한다> 등 우수한 과학도서를 지속 출간하였다.

02

<한국과학기술인명사전> 내

수록된 국내 과학기술자 수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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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들어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지출도 늘어남에 따라 자체 

수익사업이 필요해졌다. 당시 연구용 시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

는데 국내에서는 시약이 생산되지 않아 여러 연구소에서 시약 구입에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선진국으로부터 시약을 수입해 국내 

연구소에 공급하는 시약사업을 재단에 맡기고 시약 수입 시 면세혜택을 

부여해서 재단의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 후에도 오래도록 시약

사업은 재단의 주요 수익원 역할을 하였다. 특히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1980년대 들어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연구소 외에도 기

업체 부설 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약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시약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시약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재단의 시약공급사업도 활성

화되었다. 한때 시약 전담부서 직원이 20여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조직이 

커졌고 취급하는 품목도 거의 3,000여 종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수입자유화 조치로 인해 시약 수입이 자유

화됨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일반 기업체가 시약 수입을 자체적으로 해결하

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재단의 시약 사업은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다가 

1990년대 들어 마감되었다. 

자체 수익 마련을 위한 
실험시약 공급 및 기술개발복권 사업03

한편, 1996년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재단은 1997

년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과학문화 확산의 주체로 

명시되었고, 1999년 6월 1일 기술개발복권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전까

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KTB)가 운영하던 기술개발복권사업을 인

수하게 됨으로써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과학문화 확산사업에 활

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인수 당시 과학기술복권 발행 규모는 연간 단

위로 즉석식이 1,800만 매에 90억 원이었고, 추첨식이 1억 8,000만 매에 

900억 원이었다. 

재단에서는 기술개발복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대신 과학기술복권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전국 일원을 판매지역으로 은행과 기관판매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당

시 총 7개의 복권 중에서 판매실적 2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동안 재단의 

수익원으로서 과학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된 기술개발복권 사업은 2004

년 과학기술공제회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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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후원회 설립 당시 세계 각국은 국가 주도로 치열하게 과

학기술 발전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뒤늦게 산업화의 길로 들어선 우리나라

도 정부와 기업체가 합심하여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

업화에 국가 전체의 사활을 걸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의 선

진국들과도 각국의 기술 능력과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협력을 받아 많은 

성과를 거두어 나갔다. 하지만 ‘생활의 과학화’와 같은 과학대중화 분야

는 역사적 전통과 국민성을 배경으로 오랜 기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제협력·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

유로 설립 초창기부터 과학기술후원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과학대중

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이나 교류사업의 일정 부분을 담당했다. 

1970년대 초 과학기술후원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과학지

식과 과학적 사고를 함양시키기 위해 관련 우수영화를 외국에서 들여와 

우리말로 번역, 더빙하여 전국 800여 초·중·고등학교 순회 상영을 진행했

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힘입어 선진국의 협조로 과

학 관련 필름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라이브러리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사업의 시작이었다.  

우수과학기술 영상 상영을 위한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구축 04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 개편된 후에 각급 학교나 공공기관, 

새마을단체 등에 필름을 대여하거나 순회상영을 통해 ‘생활 속의 과학화’

를 전파하는 등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사업은 더욱 힘차게 추진되었고 그 

효과는 대단히 컸다. 과학영상들은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향학열을 자극했

고 과학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촉진시켰다. 라이브러리 영상들은 이전까

지 진행되었던 과학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강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로 쓰

이는 한편 TV 방송 자료로도 활용되면서 일반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

심을 증폭시키는 데에도 일조했다. 재단에서는 미국, 일본에 이어 점차 영

국이나 독일 등지에서도 우수과학영화를 들여왔으며 16mm 필름에 이어 

비디오테이프를 추가하여 도입하는 등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에 힘입어 보유 편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1970년대에 

100여 편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대 중반에는 300여 편에 달했다. 이렇

게 마련된 다양한 과학기술 영상들은 교육방송 등을 통해 방영되거나 학

교, 기업체 등에 대여되어 과학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되었다. 

1980년대  300여 편300여 편100여 편

1980년대1970년대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보유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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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후원회 시절부터 재단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

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유명한 과학기술자의 연고지 학교 

순방 강연을 실시했다. 저명한 과학자 167명을 초빙하여 모교 및 연고지별로 

순회 강연반을 편성하고 전국의 266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자들은 과학기술자로서의 체험담과 사명, 과학의 미래

상 등에 대해 강연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과학과 관련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재단에서는 전국의 중학생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과학기술

단지를 직접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교과서나 사진으로만 보

고 듣던 과학기술연구 현장을 1박 2일 동안 직접 견학하는 이 프로그램 또한 

한창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과학기술

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이나 영향력을 인식하고 과학에 대한 향학열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7년 기준 중학생 과학기술단지 견학에는 

640명이 참여하였고 이후로 견학체험 학생들은 증가하였다. 재단에서는 학

생들뿐만 아니라 과학교사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썼다. 전국 시·도 각

급학교에 재직 중인 과학주임교사나 담당장학사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세

미나를 매년 개최하며 청소년들의 과학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했다.

과학기술자 순방 강연 및 
주부생활과학강좌05

한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의 추진에 힘입어 1970년

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과학기

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이전보다 한층 개선되어 갔다. 정부의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아 전개됨에 따라 청소년에 집중되었던 재단

의 과학화 사업 대상도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가정살림을 도맡은 가정주부

의 과학기술에 대한 자각과 관심은 일상생활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향

으로 개선시켜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과학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데 착안해 

재단에서는 1973년부터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계몽 사업을 대

폭 강화했다. 

<생활의 지혜>라는 책자를 발간해 여성단체를 통해 보급하는 한

편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순회하며 의식주 및 보건위생, 가정의례준

칙 등에 관한 주부생활과학강좌를 개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1977년 기

준 총 89회에 6만여 명이 수강하며 과학화의 저변 확대에 바탕이 된 주부생

활과학강좌는 1983년부터 시민과학강좌로 확대·개편되며 일반 국민의 과

학화로 이어졌다.

주부생활과학강좌

개최 횟수 및 참가인원

(1977년 기준)

총 89회 개최

 6만 명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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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는 과학기

술 풍토조성 사업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문화 활동에 노

력을 기울였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면서 차세

대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정책적 이슈로 급부상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재

단은 청소년의 과학화를 위해 기존의 사업 이외에 과학도서 시리즈 발

간, 전국학생 과학책읽기 운동,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등 새로운 사업

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도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사업이 과학차

(Science Car) 운영이었다. 

과학차는 산간벽지나 도서지방 등 오지에 거주하는 초·중·고

등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과학계몽활동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었

다. 1960~70년대를 거치며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도시와 시골 간

의 환경적 격차가 심해졌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립과학관이나 학생과학

관 등이 늘어났지만 산간마을이나 도서지방에는 과학관은 고사하고 간단

한 과학실험 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에 재단은 1981년 6

월 과학차를 몰고 오지를 돌며 과학계몽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

했다. 과학차는 컬러 TV와 VTR 장비 일체는 물론 천체 관측 망원경, 현미

경, 과학상자, 다양한 과학실험 장비, 300여 종의 시약 등을 구비한 ‘움직

과학기술 싣고 
전국을 달리는 과학차 06

이는 과학교실’이었다. 당시 오지 학교 학생들은 비커도 모를 정도로 과학

적 교육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기에 여기저기에서 과학차를 보내달라

는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재단에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과학차

를 확충해 나갔고 그 결과 1980년대 후반에 총 4대의 과학차를 보유하

게 되었다. 1995년에는 과학차 안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현미경이

나 천체망원경, 각종 실험관찰기자재, 공작도구 외에 인공위성 기상정

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학차 시설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

이 최신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을 위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4개 분야에 걸쳐 150여 개의 청소년

과학활동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내실을 기했다. 

전국 오지를 순회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과학교실

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던 과학차 사업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과학차를 운영하면서 종료되었다. 재단은 운영하던 과

학차를 강원도 등 필요로 하는 지역에 기증함으로써 사업을 마감하였다.

과학차 

운영 착수 시기

198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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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과학기

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 1983년부터 기

존의 학생 대상 각종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를 개

최하였다. 1983년 7월 청소년과학경진대회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과학기술처가 함께 전문가회의를 개최, 계획안을 확정지었다. 

이어 같은 11월 서울 경기고등학교에서 모형항공기경진대회를 시범적으

로 개최하면서 학생은 물론 교사나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에 힘입어 이듬해인 1984년 5월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모형자동차경진대

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11월까지 항공대학교에서 모형항공기공작경진대회

와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이 대회들의 성공에 힘입어 1984년 12월에 열린 장학사 심포지

엄에서 과학기술진흥방안의 하나로 각종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

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85년부터 정부예산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전국

청소년과학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종목이 다양해

지고 내용도 충실해져 1980년대 말 재단이 주관한 청소년과학대회 종목

은 초·중·고 대상 전국학생모형항공기경진대회,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 라

디오조립경진대회, 산수/수학경시대회와 초등 대상 미래과학글짓기대회, 

과학 꿈나무들의 각종 겨루기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07

초·중등 대상 과학상상그림그리기대회, 학생과학실험경연대회, 중·고등 대

상 모형자동차경진대회, 과학책독후감발표대회 등 총 9개에 달했다. 이외

에 재단에서는 전국퍼스널컴퓨터경진대회, 우주과학강연회 같은 타 단체

의 대회를 지원하기도 했다. 

재단은 2002년부터 대회 발전 방향을 위한 종합 연구를 추진하

였고, 2003년 탐구토론 등 시범종목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2004년

에는 대회 명칭을 경진대회에서 탐구대회로 변경했다. 기존의 과학상상그

림, 항공과학탐구, 전자과학탐구, 기계과학탐구, 로켓과학탐구 등 5개 종목

에 로봇과학탐구, 과학탐구실험, 공동탐구토론 등을 추가해 8개 종목으로 

추진했다. 2007년부터는 작품과 기능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창의성을 측

정하는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문화행사를 겸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

존 1일에서 2일로 대회기간을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모든 종목을 팀별

로 바꾸어 학생들에게도 과학적 의사소통 및 융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2017년 제35회 대회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져온 전국청소년과학탐

구대회는 청소년들의 과학적 상상력 및 탐구력을 극대화하고, 융합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등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기여하였다.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개최 규모

(2017년 기준)

6종목

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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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1992년 6월 과학기술 국민이해 증진사

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이전까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과학화 사업은 일반 국민 대상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기 위한 활동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복잡하고 다양한 과학기술과 과

학기술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중점적으

로 수행하게 된 것이다. 

재단은 우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문화 관련 심포지엄과 여

성을 위한 과학대중화 심포지엄, 한국과학문화단체 공동 학술 심포지엄 등

을 연이어 개최하였다. 그리고 보다 획기적으로 일반 국민이 과학기술 관

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과학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과학’과 ‘예술’의 융합

을 통해 일반인들이 멀게만 느끼던 과학을 친숙하게 접하고, 21세기에 새

로운 고부가가치로 각광받는 문화기술(CT)의 발전도 도모하는 계기를 마

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과학기술의 사회, 문화적 수용은 일시적인 이

벤트나 구호만이 아니라 타 분야와의 지속적인 교류 증진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에 재단에서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과 예술의 

연계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과학 대중화 전개와 
과학·예술 연계 활동 강화 08

1991년과 1992년, 1994년, 1996년에는 ‘과학+예술전’을 개최하

였으며 1993년과 1995년, 1998년에는 ‘과학+예술 세미나’를 열었다. 특

히 1996년 개최한 ‘과학+예술전’에서는 과학기술이 열어가는 쌍방향 대화

기술을 예술작업에 도입한 인터랙티브 아트 갤러리를 준비했다. 이 전시는 

관객이 작가가 완성한 작품을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동경, LA 등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에 공동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것

은 물론이고 작품의 제작이나 수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인

터랙티브 테크노아트라 칭할 수 있는 이러한 과학적 시도는 기존의 예술

작업이 지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작가와 관객 간의 일방적 소

통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활동이었고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1993년에는 정당의 정강·정책 수립과 과학기술 지식의 연계

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또한 과학기술과 

타 분야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이었다.

1992. 06

과학기술 국민이해 사업 전담기관 지정



332 PART. 03  다시 보는 역사 50년, 깊이 보는 성과 50선

‘대한민국과학축전’은 IMF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과학기술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세워 국가적 어려움

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출발했다. 한국과학문화재단 시절인 1997

년 4월 ‘과학의 달’ 30주년을 맞이해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지구에서 ‘느

끼는 과학, 보이는 미래’를 주제로 처음 열린 대한민국과학축전은 44만여 

명 관람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개막식과 가족과학경연대회, 과학동호

인 한마당, 체험 한마당, 과학영화제, 과학사진전, 과학퀴즈 대회와 각종 전

시행사 등 다채로운 과학축제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제1회 과학축전의 성

공을 계기로 이후 대한민국과학축전은 범국민적 행사로 발전했다.

매해 꾸준히 이어진 대한민국과학축전은 2006년 10회를 맞아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을 주제로 2006년 8월 11일부터 8월 15일

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150여 국내외 단체가 참여해 총 500여 개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6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여 성

황을 이루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2007년, 재단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축전을 개최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고 행

사 기간도 전년보다 하루 늘렸다. 참가 규모도 크게 늘어 180여 개 단체에

서 참가하였으며 프로그램 수도 600여 개에 달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과학축제의 장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09

대한민국과학축전은 2011년 15회를 맞아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이라는 새로운 명칭과 포맷으로 바뀌었다. ‘미래로 떠나는 신나는 과학창

의여행’을 주제로 거행된 과학창의축전은 관람객들의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거행된 2015년 축전에는 34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다. 기존의 축전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

사를 융합해 어린 학생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과학기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호응을 얻은 비결이었다. 과학기술 부처가 생긴지 50년

이 되는 해이자 축전 20주년을 맞이한 2016년에는 과학기술 50년 전시

관과 축전 20년의 역사사진전을 구성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일제강

점기의 김용관 선생이 주도한 과학데이 행사를 벤치마킹, 축전 최초로 사

이언스페스타를 개최하여 전시장 밖에서 축전 참가자와 일반 시민들이 함

께하는 퍼레이드를 펼치는 등 새로운 도심·거리형 축제로 마련되어 큰 성

원을 받았다. 2017년에는 ‘꿈을 만나다, 함께 그리다, 새로운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미래과학기술이 만들어 갈 생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즐기며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미래헬스케어, 미래첨단로봇, 미래운송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콘텐츠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모았다.

2017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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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개편되

고, 1997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가 과학기술문화과로 변경되면서 

과학기술문화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 전반

에 걸쳐 과학기술문화의 대중적 전파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매체의 활성화

가 두드러졌다. 과학책이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되었고 과학기술 관련 전문 

번역가 및 저술가 층이 생기고 전문 출판사도 나타나면서 민간 부문의 과학 

출판이 한층 다양해졌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재단은 1999년부터 전문가 

심사를 통해 과학기술부 이름으로 우수과학도서를 인증하는 ‘우수과학도서 

인증사업’을 시작했다. 일찍부터 우수과학도서 보급사업을 추진해오던 재

단은 1995년부터 추천도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과학출판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좋은 과학책 인증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자 우수과학도

서 인증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게 된 것이었다. 

재단에서는 과학기술계의 유일한 도서인증 사업인 이 사업의 효과

를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개선을 통해 공신력을 쌓아 

갔다. 먼저 상시 도서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 결과 심사대상 도서를 

믿고 볼 수 있는 과학책
우수과학도서 인증제 10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량의 도서 심사 시 발생하는 평가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한편 연 2회 선정으로 횟수를 늘려 보

다 많은 우량 과학 도서들을 발굴·소개할 기회를 만들었다. ‘사이언스 북페

어’를 개최하고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인증 

전후 판매부수를 비교 분석하여 사업 운용에 반영했다. 다른 사업이나 유

관사와 연계 및 협의를 통해 인증 및 보급 효과를 배가시키기도 했다. 이러

한 노력의 결과 재단의 ‘우수과학도서 인증’이 대표적인 과학도서 인증제도

로 인식되면서 국민의 과학독서 수준의 향상뿐 아니라 과학도서 출판시장 

성장에도 힘이 되었다. 

우수과학도서 인증은 점차 아동, 초등, 중·고등, 대학·일반 분야, 만

화, SF소설, SW교육 관련 분야의 창작과 번역 등 부문별로 세분화, 확대되

었고 해외한인학교에까지 보급처가 늘어났다. 2016년 기준, 우수과학도서

는 7개 부문 132종이 선정되었고, 러시아, 이집트 등 27개 해외한인학교에 

보급된 1,005권을 포함하여 총 721개소에 1만 9,450권이 보급되었다.

‘추천도서’ 

제도 시행

‘우수과학도서’ 

인증사업 시작

199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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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학축전은 1999년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지역 과학

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산, 전북, 인천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2000년부터

는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의 후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하는 시도 단위의 우수한 과학축전 행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했다. 

재단은 지역과학축전이 단순한 전시과학행사가 아니라 지자체별

로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서 과학문화 활성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했다. 사업 추진 전에 지역 과학교사 및 지자체 및 교육청 관계자 등과 사

전 기획 회의를 추진하여 지역의 특화된 과학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하였

고,  행사 주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행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

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도 자발적으로 최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과학축전을 더

욱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도 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된 결과 지역과학축전은 지역 과학문화 활성

화와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과학축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지역과학축전은 체험중심의 과학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참가인들

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지방자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의 힘
지역과학축전11

치단체의 참여로 과학기술 홍보 및 사회·문화·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끼쳤다. 특히 지역과학축전 행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산업박람

회, 과학영상제 등과 같은 행사를 병행 개최하여 상승효과를 보기도 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지역과학축전이 열리

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12개로 확대되는 등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 

다채롭게 개최되었다. 

지역과학축전은 갈수록 최첨단 과학기술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과학을 놀이로써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대폭 강화되

었으며 각 지역의 축제, 공연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축제로 발전했다. 재단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

으로 각 지역의 요구에 맞추어 예산지원, 과학문화 콘텐츠 지원 등 지원방

식을 다양화해 나갔다. 또한, 각 지역 축전 담당자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행사 개최 정보와 전시·체험 콘텐츠를 공유

하고 연계함으로써, 전국 지역과학축전의 사업성과를 높여나가는 중심체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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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모든 것을 담은 
인터넷 과학천국 사이언스올 12

사이언스올

오픈 초기

회원 추이

2002년 
50만 명

2003년 
128만 명

2004년 
200만 명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인터넷 세

상에 대비하기 위해 1997년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시작했다. 재단의 과학

문화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1999년 4월 코사이넷(KOSCINET) 시범서비

스 오픈으로 결실을 맺었다. 인터넷 속의 과학천국을 표방한 코사이넷의 

접속 건수는 오픈 8개월 만인 1999년 말 135만 건에 달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고 1999년 ‘동아디지털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양질의 과학콘텐츠와 인터넷의 만남으로 인기를 얻은 코사이넷은 

2000년 7월에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로 사이트명을 변경하고 

2001년에 전면적인 사이트 개편을 단행했다. 2002년에는 대상별로 차별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제 서비스 체제를 구축, 대상별 주간 과

학 웹진 <사이언스올 매거진> 메일링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또한 특성화된 

과학문화 콘텐츠 제공을 위해 가상과학실험실, 생활과학, 전통과학 등 30

여 개의 주요 메뉴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과학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전

문가들이 호기심 Q&A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는 인터넷 이용 인구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던 때라 사이언스올은 단숨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버 과학공간이 되었고 2002년 50만 명, 2003년 128만 명, 2004년

에는 200만 명을 돌파했다. 

‘과학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사이언스올은 과

학전문 포털 서비스와 과학기술 정보 교류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

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상별 맞춤서비스 다양화와 회원관리 체계화를 통해 

명실상부 양질의 차별화된 과학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과학

기술문화 정보 전문 사이트로 성장했다.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애용하도록 과학백과사전 기능을 향상시키고 각종 과학문화 행사를 VOD

로 방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3년을 맞아 사이언스올은 사이트 리뉴얼 작업을 단행해 ‘대한민

국 과학콘텐츠센터’를 구축하여 정보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웹 접근성을 향상

시켰다. 새로운 매체환경에 대응하여 TV, PC, 태블릿, 휴대전화 등 다양한 디

바이스를 통해 공통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N스크린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시대적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첨단 과학커뮤니케이션 

종합포털로 진화를 거듭해 나갔다. 2016년에는 과학기술 50년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50년, 50가지 이야기’ 콘텐츠를 발굴하여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온라인 칼럼 형태로 제작·확산하였고, 사이트 개편을 통해 스토리텔링 사이

트 맵 ‘사이언스올 길라잡이’를 적용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

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에는 과학 이슈를 카드뉴스, 인포그래

픽 형태로 제공하여 일상 속 과학지식을 보다 친근하게 제공하였다. 



336 PART. 03  다시 보는 역사 50년, 깊이 보는 성과 50선

한국과학문화재단은 2000년부터 과학기술부 후원으로 대중매체 

및 사회 각 부문에서 과학문화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고 과학문화 활동을 북돋우고자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을 제정하여 운

영하기 시작했다. 영상/오디오, 신문/잡지, 도서 등 3개 부문에서 최근 1년

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은 첫 해에 영

상/오디오 부문에 송지나, 주병대(SBS드라마 카이스트 제작팀), 신문/잡지 

부문에 모태준(조선일보 경제과학부), 도서 부문에 임문순(건국대)과 최재

천(서울대)을 선정하고 각각 장관상과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이후로 해마다 시상이 이어졌는데 특히 2006년부터 상의 권위를 높이고 

다양한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후보발굴위원회 활동을 강화했다. 과학문

화상의 문호 확대와 엄정한 심사 진행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과학

문화상 시상식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영향력이 큰 인기 가수, 탤런트, 아나

운서 등을 새롭게 과학기술홍보대사로 위촉하며 과학문화 대중화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재단은 2007년 7월부터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이달의 과

학문화인상’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

과학문화 대중화 활동을 고양시킨 
대한민국과학문화상13

동 중인 과학문화 활동가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활동의욕을 고취시키

고 과학문화 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2008년까지 18개월 동안 18인의 숨은 과학문화 활동가를 발굴하여 시상

했고 2009년부터는 대한민국과학문화상과 통합하여 시행되었다. 

따라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하게 수상자를 배출하며 

대중매체 종사자의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양질의 과학

기술 콘텐츠 생산에 기여했던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은 2009년 10회 시상

부터 이달의 과학문화인상과 확대·통합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은 기존의 영상/오디오, 신문/잡지, 도서 등 대중매체 

부문 외에도 기업/단체 부문과 함께 문화창달 부문에 과학문화 분야, 과학

교육 분야, 융합문화 분야가 신설되어 총 3개 부문 6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수상자를 종합하면 총 

단체 8개, 개인 88명에 이른다.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은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이어

지며 과학문화 확산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대한민국 과학문화계의 가

장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개인
단체

88명 8개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수상자

(2000~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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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시작된 ‘청소년과학탐구반(YSC : Youth Science 

Club)’ 지원은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과학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대표적 청소년지원사업이었다. 한국과학문

화재단은 청소년들이 직접 과학활동에 참여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탐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 과학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러 과학동아리를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했다. 

선정된 과학탐구반은 문제인식부터 결론 도출까지의 전 탐구과

정을 기록하여 이를 ‘청소년과학탐구반발표대회’를 통해 평가받도록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학탐구반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청

소년 대상 과학기술경진대회인 미국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ntel ISEF : 

Intel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 중국 청소년과학기술

창신대회(CASTIC), 북경 청소년과학기술창신대회(BYSCC) 등 다양한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면서 청소년들의 도전정신을 북돋았

다. YSC 지원사업은 이밖에도 ‘전국온라인과학탐구대회’, 각 시도에서 열

미래 과학적 탐구역량을 함양하는
청소년과학탐구반 14

리는 ‘지역청소년과학캠프’ 개최, YSC 회원 초청 각종 강연 행사 등 다양

한 방법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에는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 18개 기관에 지역별 YSC 멘

토링 센터를 개설하여 산·학·연 및 청소년과학탐구반을 연계한 활동을 활

성화시켜 나가기도 했다. 2006년에는 우수과학탐구반의 탐구과제 및 체

험활동을 선정하여 특별 지원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과학탐구반 지원사업

을 강화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재단은 사업 초기부터 2017년 

8월까지 누적 기준 전국 7,787개 과학반의 과학탐구활동 과제를 지원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시·도 센터장 및 지역 교육청, 각 학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

으로 추진된 청소년과학탐구반사업은 지역별 청소년과학문화 형성과 과

학창의인재 육성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지방에도 골고루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과학문화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

청소년과학탐구반 지원

(2001~2017년)
7,787

개 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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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문화재단은 2001년부터 민간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과

학문화 확산 활동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

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과학문화사업의 추진 주체를 확대하고 사업을 다

양화하여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활용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문화사업을 전개하고 국민의 과학문화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재단에서는 우수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민간자율적인 과학문화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는 한편, 

새로운 과학문화 인프라 구축 또는 기존의 인프라를 과학문화사업에 활용

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꾀하였다. 

2001년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총 73개의 지원과제에 16억 원을 지원하는 수준

에 달했다. 2006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

했으며 고질적인 문제였던 자료관리 부실, 오프라인을 통한 사업관리의 비

효율,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결과 동일한 예산으로 

100여 개의 과제를 지원하는 개선효과를 볼 수 있었다. 

재단은 지원 부문에 있어서 과학문화 격차 해소나 소외계층을 위한 

참여과제 선정과 지원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지원과제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과학문화활동 지원15

중 우수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전을 개최하는 등 민간과학문화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원 

기관 방문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사업수행자의 의문사항을 그 자리에서 해

결해주고,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해 나갔다. 

사업 초창기인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지원 과제 수가 총 

1,2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간과학문화활동 지

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사업내용은 크게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생애주기별 과제 지원이라 할 수 있는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과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비수도권 지역 활동을 지원했다. 

지방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태나 문화재 등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지원하였다. 지원과제 중에 우수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대한민

국과학창의축전이나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 등의 행사에서 체험전을 개최

하는 것도 민간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이었다. 

2017년에는 대중의 새로운 과학문화 향유를 위해 과학융합, 과학

소통, 일자리 창출, 콘텐츠 확산 등 다양한 활동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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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이공계 진학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에 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청소년의 이공

계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관련 사업을 강화했다. 

2002년에는 ‘청소년 이공계 진로안내 엑스포’를 개최하였는데 이

는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이공계 전공과 진로에 대

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학기술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공

계 전공분야를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 

진학 선택에 도움을 받도록 했다. 

같은 해에 시작된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은 성공

한 과학기술인을 통해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독려하고 대중의 과학기

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었다. 재단은 선정과정의 투명성

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단체와 청소년과 일반인 등의 추천을 접

수하였으며, 이렇게 접수된 대상자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와 선정위원회에서 2단계로 나누어 심사하였다. 국내 37개 과학기술 관련 

상의 역대수상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후보자 추천의 근거자료로 삼기도 했

다. TV,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슈어 등 홍보매체를 다각화하는 한편 국립

서울과학관과 국립중앙과학관에 ‘과학기술 명사의 방’을 구축하고 선정된 

이공계 이미지 향상 및 
진로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16

과학기술인과 직접 만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

련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인에 대한 존경심과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사이언스 앰버서더’ 사업은 과학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고 청소년의 이공계 진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학부

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과학강연 프로그램이었다. 사이언스 앰버서더

는 주로 이공계 출신으로서 정부, 기업,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

는 과학기술인이 주축을 이루었으며, 과학기술인이 아니더라도 과학기술

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포함시켰다. 또한 이공계 대

학원 재학생이나 경력 10년 이하의 젊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활동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젊은 과학기술 앰버서더로 위촉하였다. 이들은 초·중·고교

나 각급 단체, 기관, 지역회관 등을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 다양

한 계층을 대상으로 과학강연을 펼쳤다. 

예비 과학기술인 양성과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한 사이언스 앰

버서더는 2008년 ‘과학창의 앰버서더’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었다. 

2013년부터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상상·도전·창업과 과학기술 및 ICT의 

융합을 다루는 강연을 늘려 계속하다 다른 형식의 강연 프로그램들이 증

가하면서 2014년 사업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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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문화재단은 2002년부터 과학에 재능이 뛰어난 국내외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청소년과학캠프(ISEC : International Youth Science 

& Engineering Camp)를 개최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과학 꿈나무들

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최고의 대학 캠퍼스에서 격년제로 개

최된 국제청소년과학캠프는 세계 우수 청소년들이 교류를 통해 과학기술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국내 우수인재들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

기 위한 것이었다. 

2002년에 최초로 개최된 캠프의 정식 명칭은 ‘한미청소년과학캠

프’로 재단과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

ncement of Science)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대전에 위치한 KAIST에서 열

린 이 캠프에서 우리나라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은 한 팀을 이루어 2주일 동

안 공동연구, 문화체험, 토론회 등을 가지며 과학적 기량을 겨루었다. 2004

년에 포항공대에서 열린 제2회 국제청소년과학캠프에는 미국 이외에도 영

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참여국이 대폭 확대되었다. 캠프를 주최한 재단

과 포항공대에서는 실험연구 활동과 강연, 주제토론, 세미나, 연구보고서 발

표회, 견학 및 기타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과학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마인드를 형성하고 과학문화 교류와 협력의 기

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내외 청소년 과학천재들의 만남
국제청소년과학캠프17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는 프로그램 기획이나 숙식 환경 등 다방면

에 걸쳐 성공적 캠프 개최를 위해 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참가자의 만족

도 제고와 행사 홍보 강화를 통해 과학적인 재능과 영어능력을 겸비한 우

수참가자 선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외참가

국 확대를 위해 해외 유관 기관과의 연락을 강화해 나갔다. 일본의 JST, 이

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뉴질랜드 왕립학회, 중국 과학기술협회 등 기존

의 해외협력기관 이외에도 싱가포르 교육부, 호주 과학고등학교, 독일 유네

스코 독일사무국 등 협력기관을 추가로 개척하며 참가국 확대를 도모하였

던 것이다. 

이렇게 캠프 개최에 만전을 기한 결과 국제청소년과학캠프는 회

를 거듭할수록 더 충실한 내용과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

고 캠프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특히 참여자

들이 대학 진학 후 차기 행사에서 스태프로 봉사함으로써 행사를 유기적으

로 운영하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했다.

2002년 한미 고등학생 60여 명이 참여한 1회를 시작으로 2년마

다 이어진 국제청소년과학캠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소년 대상 국제과

학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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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는 매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01년부터는 특별히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한데 어

우러진 가족 중심의 과학체험 행사로 ‘가족과학축제’를 개최했다. 온 가족

이 소풍을 가듯 과학과 만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문화가 우

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1년 제1회 과학의 달 가족과학축제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400

여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과학체험 한마당 형식으로 열렸다. 2007년부터는 

2일간으로 기간을 늘려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하기 시작했다. 2006년 서울시 

과학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된 가족과학축제에서는 ‘과학과 가족·문화·

놀이의 만남’을 주제로 가족과학체험 및 경연, 과학연극, 퀴즈 및 과학놀이 등

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과학의 달 40주년을 맞아 2007

년에는 더욱 차별화되고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청소년과학센터 같

은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세부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등 보다 치밀하게 준비

했다.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2009년 가족과학축제는 ‘가

족과 함께하는 녹색나들이’를 주제로 학생, 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과학체험

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는 가족과학경연대회 등이 펼쳐졌

다. 2010년에는 ‘과학으로 여는 가족의 세 가지 꿈’을 주제로 가족이 팀을 이

루어 도전하는 ‘창의력도전과제’,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미디어아트체험’, ‘가

온 가족이 과학과 만나는
4월 과학의 달 가족과학축제 18

족과학드림콘서트’ 등 다양한 체험마당과 공연이 펼쳐졌으며, ‘생물 다양성의 

해 유네스코 세계 순회 사진전’이 국내 최초로 열리기도 했다. 

2012년 수도권, 영남권, 영동권, 호남권 등 권역별 가족과학캠프 

형식으로 치러졌던 가족과학축제는 2013년 다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상

상행복 사이언스 가든’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2015년에는 대전컨벤션센

터 및 12개 출연연구기관에서 ‘과학, 세상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

어 지역 과학문화 붐업에 일조했다. 2016년에는 과학기술 50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기념해 과천과학관을 비롯한 5개 국립과학관에서 화상으로 동

시 개막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일반인 대상 지역 과

학문화 활성화 사업 ‘우리동네 과학클럽’의 발대식도 함께 거행되어 그 의

미를 더했다. 대규모 시민 참여형 과학축제로 자리 잡은 ‘가족과학축제’는 

2017년에도 ‘언제나 4월, 과학을 봄’이라는 주제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되었다. 개최 여건을 살려 선상에서도 버스킹 등 과학문화 체험 행사

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

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해 특색을 더했다. 

과학기술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과학행사를 즐길 수 있는  

4월 과학의 달 가족과학축제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하게 명맥을 유

지해 왔기에 과학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다져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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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19일 첫선을 보인 사이언스타임즈(www.sciencetimes.

co.kr)는 과학기술계 소식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가장 널리’ 전달하기 위해 

탄생한 한국 최초의 인터넷 과학신문이다. 창간 이후 과학기술에 대한 공론

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획기사를 대거 발굴, 보도하면서 과학기

술계의 대표적 인터넷 매체로 입지를 구축했다.

사이언스타임즈는 연합뉴스와 뉴스 보도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

외 과학뉴스에 대한 신속성과 정확성을 강화했다. 또한 텍스트 위주의 기사

와 함께 과학소설, 과학만화, 카드뉴스 등 형식적 다양성을 시도했다. 최신 이

슈에 따른 주제를 집중 취재하여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고, 주

요 과학 현안 및 정책과 관련한 오피니언 리더 칼럼, 전문가 인터뷰 기사 등

을 게재하여 사실 보도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칼럼이

나 기고는 유명인사 중심으로 구성했고, 뉴스나 인터뷰 기사는 젊은 과학기

술자 위주로 다루어 과학기술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

다. 객원기자, 전문필진, 통신원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기사 작성에 있어 현

장감과 효율성을 높였고, 설문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을 취재해 다양한 형

식의 기사를 게재하고자 했다. 특히 2015년 객원기자 및 필진 등 외부 인력

의 수를 대폭 늘려 활발한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질 높은 기사를 확보하고 제

작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독자들이 편리하게 기사를 읽을 수 있도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과학신문
사이언스타임즈19

록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의 제휴를 통해 네이버의 뉴스스

탠드 전문지 섹션에 과학뉴스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6년부터 모바일 서

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네이버 포스트, 모바일 플랫폼 피키캐스트 등과 

협력하는 등 뉴스 플랫폼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밖에 사이언스타임즈는 정부 출연연구소, 언론매체, 민간기관과

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2016년에는 디지털타임스, 머니투데이

에 사이언스타임즈 기사를 제공하여 신문 지면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과학기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2017년에는 국방일보, 국

제신문에 정기적으로 과학기사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7년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KISTI)과 MOU를 맺고 KISTI 사이트에 1만 6,000여 건의 과학

동향 기사를 제공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기관에도 사이언스타

임즈의 다양한 과학기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과학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사이언스타임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과학기술, 

과학문화계 핫이슈를 전달하는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과학신문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 과학신문

사이언스타임즈 탄생

2003.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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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의 시대가 도래할수록 과학기술과 일반 대중, 과학기

술과 사회문화의 접점이 확대되면서 상호 지식 전달, 이해 및 교류, 협력사

업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 문화 관련 인력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

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문화 대중화를 위한 실무력을 두루 갖춘 

과학문화 전문 인력은 갈수록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

학기술 문화 분야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현업

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이에 

한국과학문화재단은 2003년 7월 서강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과학문

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문화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했다. 

그동안 사회 각 분야는 복잡 다양하게 발전했지만 과학영상제작, 

저술 및 출판, 과학전시, 이벤트 기획 등의 분야를 담당할 과학전문 실무 

인력은 크게 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도 과학문화사업의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아무리 유익하고 

필요한 내용이더라도 과학을 문화적으로 알리는 데 소홀하면 일반인의 입

장에서는 과학을 일상과는 거리가 먼 어려운 학문으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과학문화 확산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지

식과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력,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과학문화 전문가 양성의 요람
과학문화아카데미 20

겸비한 과학문화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으로 과학문화아카데미는 과학전문기자, PD, 저술인, 홍보담당자 등 과학

문화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과학문화 전문 인력 육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3년 10월 9일 개강과 함께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과학문

화아카데미에는 첫 학기에 과학저널리스트 과정, 과학전문 방송인 과정, 

과학 홍보과정 등 3개의 단기 과정이 개설되었고, 2004년부터 석사과정

으로 과학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이 만들어졌다. 2004년 102명의 전문가

를 양성한 데 이어 2005년에는 139명, 2006년에는 140여 명 등 과학문

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과학문화아카데미는 점차 평가시

스템을 정착시키고 새롭고 경쟁력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 보강하면서 과정

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과학커뮤니케이션 과정 정착을 위해 

과학과 관련성 높은 과학커뮤니케이션 커리큘럼을 대폭 보강해 나가며 중

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과학을 대중에게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고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과학문화 전문 인력을 배출해 과학문화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문화아카데미는 국내 유일의 과학문화 전

문교육의 요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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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통해 과학문화사업에 있어서 사회지도층 및 과학기술자 등 참여 주

체가 확대되었고 가족과학을 표방한 성인 참여 사업 활성화로 참여층도 두

터워졌다. 또한 국가 R&D 성과 확산을 위해 대중의 연구이해(PUR：Public 

Understanding of Research) 사업이 시도되기도 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테마형 과학축제 등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으며 과학관의 대폭 확충과 사이

언스TV 출범 등 과학문화 활동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한 것도 이 시기 성과

다. 정부는 2004년부터 ‘사이언스코리아’를 표방하며 본격적으로 범사회

적 과학문화운동을 전개했고 재단은 전담기관으로서 힘을 보탰다.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한국과학문화재단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그중 가장 의욕적으로 시작한 것이 ‘과학

문화도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독일학술재단연합이 지방 소도시의 과학

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과학의 도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지방의 도시

나 서울의 한 구를 선정해 한 해 동안 각종 과학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집중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특화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재단에서는 과학문화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과학문화도시 사업21

단체, 지역 교육청, 대학이나 민간과학문화단체 등 3개 기관과 상호 협력

할 수 있도록 추진체제를 마련하였다. 2004년 제1호 과학문화도시로 포항

이 선정되었고 서울 관악구, 남제주군, 충주, 원주, 전주, 창원, 순천, 광양 등

으로 선정지가 늘어났다. 이 결과 2007년 기준 총 25개의 과학문화도시가 

탄생했다.

과학문화도시 사업은 크게 확산기, 안정기, 발전기의 3단계로 나누

어 진행했다. 1단계인 확산기는 2007년까지  대상 도시 선정을 확대해 나

갔고 2단계인 안정기에는 추가적인 과학문화도시 선정 없이 지역단위 경

쟁체제를 도입해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증대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

다. 이후 3단계는 지역 단위로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는 

한편 지역 간 상호 프로그램 교류도 활성화했다.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면 도시 내 모든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

을 개소하고, 초·중·고에 청소년과학탐구반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지역의 

과학문화 활동이 활성화되기에 많은 지방도시와 서울의 행정구청에서 선

정을 희망했다. 이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로데오상가 광장’, 순천

시의 ‘광양만 및 여수 사이언스 크루즈’, 남원시의 ‘자연생태탐험’ 등 지역 

특화프로그램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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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생활과학교실은 전국

의 대학, 민간단체 등 40여 개 책임운영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한 

지역 네트워크 사업으로, 2003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4년 4월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에서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는 풀뿌리 

과학문화활동으로 출발한 생활과학교실은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국

민 모두가 지역커뮤니티에서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가

지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인 것은 물론, 미래 과

학기술 인재 양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주로 해당 지역

의 이공계 출신 경력단절 여성들을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고학력 여성인력

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한 바가 컸다. 처음에는 각 읍·면·동 단위를 기반으로 

‘찾아오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지만 2008년부터는 각 지역을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로 거듭났다. 덕분에 첫 해에 280개 2,800여 명에 불과하던 

연간 운영개소와 수혜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공공성을 

살려 소외계층 및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점

차적으로 확대해 나가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등 도

서지역까지 생활과학교실 사업이 보급되었다. 

생활 속 풀뿌리 과학문화운동
생활과학교실 22

생활과학교실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1일 생활권 내에서 과

학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역생활

권에서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

은 정부의 강한 의지와 재단의 노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대학, 민간단체 등 

책임운영기관이 각 지역의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 내의 생활과학교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대응투

자 및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즉, 생활과학교실 사업

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의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루어낸 지역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생활과학교실은 유아 및 초·중등 대상 창의과학교실과 사회

적 배려 계층 대상 나눔과학교실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미래 필수 소양인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SW 코딩, 

VR, AR 교육 등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수준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다양하

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열린 가능성을 키우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협

의체와 연계하여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강사 등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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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의 발달로 각종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소통 채널이 다

양해졌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한국과학문화재단은 2003년부터 언론 

매체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여러 매체가 활용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및 문

화와 관련된 원천자료를 발굴·정리하여 과학관련 언론인, 저술가, 프로듀

서 등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디

어리소스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또한 직접 사외보 〈주간 과학문화〉를 창

간해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에게 과학문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주간 과학문화>는 2005년부터 월간으로 바뀌었고 2008년에 한국과학

문화재단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월간 과학창의>로 

제호가 변경되어 지속 발간되었다. 

한편, 2004년부터 재단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언론 취

재 및 저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붐업을 일

으키고자 인쇄매체콘텐츠풀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이 결과 2005년도 기

준 언론취재 27건, 저술지원 5건 등 총 32건의 저술·취재 지원을 하였으

며 이에 대한 지원금액은 4억 4,200만 원에 달했다. 2006년에는 특히 심

층보도 지원을 통해 과학기사의 질적 향상에 공을 들인 결과 새롭고 창의

적인 기획취재 지원으로 다양한 기사를 내보낼 수 있었다. 국내에 국한되

언론 취재 및 과학 저술 지원을 위한
인쇄매체콘텐츠풀 구축23

지 않고 해외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 취재로 일반국민들에게 해외 과학기술

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아울러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과학기술문예 공모전도 과

학 관련 인쇄매체콘텐츠를 풍성하게 하는 사업이었다. ‘과학과 문학의 만

남’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된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창작문예 공모

전’은 중편소설, 단편소설, 아동문학, 논픽션, 시나리오, 만화 등 6개 부문으

로 나누어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후 과학기술창작문예 공모전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과

학과 문학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문학도들에게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

외되었던 무명의 공상과학소설 작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발한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계기도 되었다. 특히, 2004년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

전 단편소설 부문에 당선된 박성환 작가의 〈레디메이드 보살〉이 ‘조용한 가

족’, ‘반칙왕’, ‘달콤한 인생’ 등을 연출한 김지운 감독에 의해 영화 ‘천상의 피

조물’로 제작되면서 ‘과학기술창작문예 공모전’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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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을 단

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영상산업계가 자생적으로 과학영

상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영상매체

콘텐츠풀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과학영상콘텐츠의 불모지라 할 수 있

는 국내 지상파 TV 및 케이블 TV, 위성 방송매체 등이 과학영상을 제작하

거나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청자들이 과학

적 마인드를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KBS, EBS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

동기획을 통한 영상콘텐츠 개발과 방영을 추진했다. 2007년에는 재단 설

립 4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계 축제의 장인 ‘과학기술인의 밤 함께한 40

년’, 과학자의 일상을 담은 휴먼다큐멘터리 ‘극지의 과학자들’, 우수과학기

술 연구성과를 담아낸 ‘사이언스 & 휴먼’ 등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공동 기

획하여 방영하기도 했다. 또한 과학기술부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과학

기술이 태동했던 1960~70년대, 과학기술력을 발판으로 산업전반에서 정

상에 오른 1980~90년대, 과학으로 미래의 표준을 만들어낸 2000년대

까지 한국 과학을 총정리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실록 과학현대사 <한국 과

학, 도전의 40년> 3부작을 제작·방영하기도 했다.

한편, 지상파에서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정규 프로그램의 개발

과학영상 생산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영상매체콘텐츠풀 구축 24

에도 최선을 다했다. 2006년 KBS ‘과학카페 다빈치 프로젝트’, MBC ‘두

뇌발전소Q’, SBS ‘슈퍼아이’, EBS ‘도전! 유레카’, YTN ‘사이언스플러스‘ 

등 각 매체별 정규편성 프로그램을 개발·방영하였다. 과학문화 콘텐츠 확

보와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영상매체콘텐츠풀 조성에 한층 노력을 기울여

온 재단에서는 이러한 교양, 오락, 다큐물만이 아니라 시청률 저조 등의 이

유로 조기종영된 MBC 과학수사 드라마 ‘별순검’의 제작을 지원하여 회생

시키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이전에 시도된 바 없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과학수사물로,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구명운동에 나설 정도로 마니아층

의 인기를 끌었던 독특한 작품이었다. 이외에 KBS1에서 방영된 역사 과학

드라마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등 과학적 의의를 지닌 작품의 제작·

지원을 맡기도 했다. 또한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한 과학영상 콘텐츠 ‘내 마음의 무지개를 찾아서’와 같은 프로그램

을 제작 지원해 EBS를 통해 방영하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프로그램의 편성이 확대되도록 노력

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문분야의 방송채널사업자 선정과 지원에도 힘을 쏟

았다. 특히 기초과학, 기상 및 재해정보, 기계전자, 생명과학, 우주항공기

술,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분야 이해 및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

그램에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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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과학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미없는 과학교과서

는 청소년들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이공계 선택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

다. 이에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청소년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창의

적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과학교재를 개발하

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용 차세대과학교과서 개발을 위해 재단에서는 

2004년 광범위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기존 과학교과서의 문제점을 분

석하고 개선점을 찾았다. 2005년 들어 실험·탐구 중심의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였고 같은 해 12월 완료하여 2006년에 총 5개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현장적용을 위한 과정을 거쳤다. 11월 열린 최종운영보고회 결과 7차 교

육과정에 따른 수업적용에 무리가 없고 학습과 지도 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개발된 고등학교 1학년용 과학교과서가 교육과

정평가원에 2007년 5월 11일 검정 통과하자 재단에서는 전국 고등학교 과

학부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과학교육의 흐름을 소개하는 교사연수를 실시

하며 본격 현장 적용에 대비했다. 이렇게 확정된 고등학교 1학년용 과학교

과서는 2008년에 약 350개 교에서 정식교과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차세대과학교과서는 판형과 쪽수를 확대하여 시각자료와 본문의 

연결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화를 추구했고 종이질을 고급화했다. 일상생활

과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차세대과학교과서 및 교재 개발25

의 현상들을 이야기로 전개하면서 학습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

고 학습 환경에 따라 교사가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과학이야기, 탐

구활동, 읽기자료 등으로 섹션 구성한 것도 색다른 점이었다. 

한편, 재단에서는 과학교재개발 사업을 통해 2006년에 과학문화 

체험교재, 컴퓨터 기반 과학실험교재, 생명탐구체험교재 3종을 개발하였

다. 그리고 2007년에 전국 각지의 5개 초등학교에서 ‘과학문화체험교재’

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 방법 개선 연구 등을 시행하였다. 4개 중학교에서

도 ‘컴퓨터 기반 과학실험교재’를 현장 적용하여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기

도 했다.

2007년에는 2007 고시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 4학년 

과학교과서와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를 개발했다. 초등학교 3, 4학년 과

학교과서는 학생들이 과학의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과학교과서를, 중학교 1

학년 과학교과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과학교과서를 목표로 개

발되었다.

이와 같이 재단에서는 선진적인 과학교육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

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세대과학교과서와 교재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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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기술인과 국회의원의 만남을 통해 과학

기술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이끌어내고 이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

화시키기 위해 과학과 국회의 만남을 추진했다. 2005년에는 6월에 과학과 

국회의 만남 출범식을 개최했는데, 국회의원 28명과 과학기술인 145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와 함께 10명의 국회의원과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총 19회 개최하면서 과학과 국회의 만남을 활성화시켰다.

2006년 들어서는 온라인 포럼을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과

학과 국회의 만남 사업은 국회의원들이 과학적인 사고와 이해를 가지고 의

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의원과 과학기

술자들이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쁜 일정에 쫓기는 국회의원들이 자주 자문회의에 참석하기

가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단에서는 온라인 포럼을 구축하

여 언제든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연구결

과를 심포지엄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그렇게 발표된 자료는 별도로 

축적해 나가도록 했다.

한편, 사업 추진에 대한 폭넓은 여론 수렴과 과학과 국회의 만남 사

업 안내를 위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실무 담당자가 

과학과 국회의 만남을 통한 
국가 발전 견인 26

직접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회의 신규의원들에게는 사업설명과 함께 참여의사를 받아내기 위해 많은 

접촉을 시도했다. 온라인 포럼 구축 이후에는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자 전원

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고 전화로 확인 작업을 거쳐 웹사이트 내에 의원과 

과학자 소개란을 만들기도 했다.

과학과 국회의 만남 정책 심포지엄은 외형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

적인 과제를 심도 깊게 토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되었다. 국회의원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그 분야 전문가를 직접 선정

하여 연구 발표를 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얻은 하나의 성과였다. 10

여 명의 국회의원과 130여 명의 과학기술자들이 모여 과학기술 및 문화 정

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던 정책심포지엄은 국회와 과학기술

계에서 모두 내실을 갖춘 알찬 행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자들 모두가 만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동참을 약속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다. 

재단은 본 사업의 구성과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한편 모니터

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과학기술자문단의 의견이 일정 부분 내포된 법

안이 원할하게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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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우리나라와 영국 간 과학문

화 교류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빈 방문 이후 영국 정부는 

2005년 9월 22일을 ‘Korean Day’로 지정하여 과학기술문화 행사, 교육프

로그램 등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영국 정부

의 요청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의 과학문화를 영국에 알리기도 했

다. 양국은 2006년을 ‘한·영 상호 방문의 해’로 정하고 양국 간의 협력 강

화와 과학기술 대중화를 유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06년 3월 서울 그

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영 여성과학자포럼은 이러한 협

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영국에서 제2회 한·영 

여성과학자포럼이 개최됨으로써 양국의 과학문화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었다. 재단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던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같은 여성 과학기술단체와

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2005년 1월 한국과학문화재단은 프랑스의 파스퇴르연구소

와 MOU를 체결하고 청소년들에게 과학 및 문화탐색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영 여성과학자포럼 및 
서울·파리과학탐방27

했다. 합의에 따라 재단에서는 파스퇴르연구소와 협력하여 12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파리과학탐방을 실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파리

과학탐방을 통해 문화와 과학이 접목된 프랑스의 과학문화를 체험하는 한

편, 현대과학과 의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파스퇴르의 연구에서부터 현대 

프랑스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학체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파리과학탐방 개최 이후 프랑스 정부에서는 양국의 국

제청소년교류가 이어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에 재단은 2006년 10

월에 프랑스 고교생을 초청하여 서울과학탐방을 추진하게 되었다. 프랑스

의 고교생 대상 과학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수학생 11명이 선발되

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이들은 서울, 횡성, 포항, 대전, 용인에 소재한 

포스코, 한국과학기술원, 국립중앙과학관 등에 방문하여 국내 과학기술 발

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서울·파리과학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청소년들은 상대국의 

우수과학기술 및 과학문화 분야를 견학·체험함으로써 지속적 양국 교류협

력의 발판을 다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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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학문화 창달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

과학문화재단은 2006년 5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아시아 최초로 

‘제9회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PCST-9)’를 개최하며 세계 과학기술계

의 주목을 받았다. 이 회의는 과학 발전에 있어서 과학과 대중 간의 커뮤니

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이 2년마다 한 번씩 모여 과학커뮤니

케이션 현황과 경험을 교류하는 과학커뮤니케이션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회의였다. 

재단에서는 2002년 12월 PCST-7에 참가했는데 이때 아시아 최초

의 PCST 유치국으로 선정되었다. 2004년 스페인 PCST-8 개최 후 2006

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PCST-9을 준비하며 재단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 공동세션을 위해서 유네스코한국

위원회, 과학사학회, 과학교육학회, 여성과학자총연합회 등과 협력하며 공

동기획을 통해 관련학회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과

학과 대중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시아 최초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 개최 28

마침내 제9회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PCST-9)는 과학기술부

와 문화관광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2006년 5

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세계시민의식과 과학문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 31개국의 과학커뮤니케이터 700여 명이 참가

한 이 회의는 열띤 논의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PCST-9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과학커뮤니케이션 분야 최대 행사로서 우리나라 및 

아시아 전역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파급시키는 효과가 컸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PCST-9 개최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과학커뮤니케이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발전 방향 모색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아울러 PCST-9은 과학기술인, 과학커뮤니케이터는 물

론 일반인까지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국

제적 흐름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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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전문 방송채널 ‘사

이언스TV’가 개국하였다. 쉽고(Easy), 재미있고(Fun), 유익한(Useful) 과

학방송을 표방한 사이언스TV는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투데

이’ 송출을 시작으로 한국 과학 방송의 새 장을 열었다. 개국 당시 관리 주

체는 과학기술부로, 사업자 선정을 통해 YTN에서 방송을 시작했던 것인데 

2008년 새롭게 출범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09년부터 사이언스TV의 

관리 권한을 넘겨받아 이후 사업을 추진했다.  

사이언스TV의 제작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첫 본격 로봇 다큐인 ‘I 

AM 로봇’, 시청자들이 소개한 발명품을 전문가 패널들이 심사해 우승자를 

선정하는 ‘서바이벌! 상상 발전소’, 꼬마 요리사가 진행하는 요리 속 과학 

프로그램 ‘사이언스 COOK’, 여성 관련 과학상식을 각종 실험을 통해 풀어

가는 ‘사이언스 레이디’ 등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

다. 한편, 과학뉴스 및 생중계, 캠페인, 강연 및 대담, 전문코너,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과학계의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콘텐츠 도입·방송도 늘려나감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

보와 시사, 상식 및 지식 소스를 제공하는 과학전문 방송채널로 자리를 잡

아갔다. 

과학기술 전문 방송채널
사이언스TV29

2013년부터 사이언스TV는 무한상상실, 청년 창업, 이공계 취업, 

창업 아이디어 성공기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늘리며 과학교

육 현장과 연계된 우수콘텐츠를 방송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

대해 나갔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 PP(Program Provider)들과 교류를 강

화하는 한편 N스크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이 결과 사이언

스TV는 2016년 기준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90여 

개소와 위성 1개사(Sky life), IPTV 3개사(KT, SK, LG) 및 홈페이지(http://

science.ytn.co.kr) 등의 플랫폼을 통해 전국 2,046만 가구에 365일 24시

간 실시간 HD방송을 하게 되었다. 

2017년 개국 10주년을 맞은 ‘사이언스TV’는 전 세계 첨단 기술 동

향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과학뉴스는 물론 실생활에 밀접한 과학지식을 알

기 쉽게 풀어 소개하는 교양프로그램 등으로 과학문화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방송채널로 자리 잡았다.

2007. 09. 17

사이언스TV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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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새롭게 

확대·재편된 재단은 ‘수학·과학교육과정 내실화’를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

로 선정했다. 정부가 창의적인 청소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사회 요구

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수학·과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수학·과학교

육 내실화를 재단에 일임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우선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기획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 디지털포럼에서 3개 기초과학학

회 면담을 추진하며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8년 12

월, 수학·과학 교육과정 개선, 교사의 전문성 제고, 과학교육파트너십 구축 

등 5대 중점과제를 담은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방안’이 수립되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수학·과학교육 강화가 필수

적 요소였고 새로 마련된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방안은 미래 대한민국 도

약을 위한 밑바탕이라 할 수 있었다. 재단은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방안’을 

토대로 관련 정책 연구 및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며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6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던 입시 위주 수학교육을 사고

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교육으로 바꿔나가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재단

세계 수준 실현을 향한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추진 30

은 동화 작가 등의 타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스토리텔링형 수학교과

서’를 개발하는 한편, 2012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선진형 수학

교실’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학부모 수학교실’, ‘수학클리닉’, ‘수학교사 한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학교육 선진화에 앞장섰다. 수학

교육 관련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제수학교육대회(ICME)’와 수학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수학자대회(ICM)’ 등 관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

로 개최한 것도 수학교육 선진화에 큰 힘이 되었다. 

한편, 2011년부터 STEAM이 반영됨에 따라 재단에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실생활 기반의 ‘탐구형 과학교과서’를 

개발했다. 또한 2012년 상반기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미래형 과학교실’ 지

원에 나서 STEAM 교육 수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STEAM 리더스쿨 및 STEAM 교사연구회 지원, 단계별 교원연수 추진 등 

STEAM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창의성과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 수학·과학교육 선진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재미있고 유

용한 수학교육, 창의적 융합인재를 길러내는 과학교육의 실현이 곧 미래의 

인재대국, 과학기술강국을 이루는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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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학·과학교육 내실화를 추진하는 동안 우리

나라는 2009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교육과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때마

다 재단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노력하였다. 

2009년 12월 23일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자율성

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 가운데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 교과 내용을 20% 경감하고 수학적 문제해결·추론·의사소통을 학습 

내용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교수·학습 방법에 반영해 수학적 

창의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더하여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학년별이 

아니라 몇 개 학년을 묶어서 제시하는 학년군제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었

다.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적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신장

시키는 과학교육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아 과학의 탐구 활동 강조, 

교육 내용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중점으로 개정되었다.

2015년 9월 23일에 고시된 2015 개정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수학·과학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31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상을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제시하였다. 재단은 이를 

위해 과학과 핵심역량을 연구하여 반영하였으며, 핵심개념(Big idea) 중심

의 통합, 학습량 적정화, 탐구 역량 강화 및 학생 참여형 수업을 촉진하고자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단은 교육과정 연구를 통해 수학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창

의융합형 인재상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역

량을 선정·반영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하여 내용 감

축과 연계성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도 힘썼다. 더불어 실생활을 중심으로 통계 내용을 재구성하고, 공학

적 도구 활용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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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과정 개정과 초등 국정도서 편찬 일정에 

따라 초등 1~6학년 수학과 초등 3~6학년 과학 교과용도서를 개발하였다. 

혁신적 전환이라 할 수 있는 차세대 교과서의 경우 학생들이 재미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학·과학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육학 전공자뿐

만 아니라 자연과학·공학 전공자,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수요

자 그룹을 참여시켜 여러 시각을 담았다.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외형

적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했다. 이 결과 자기주도형 완결학습이 가

능한 ‘스토리텔링형 수학교과서’와 실생활 기반의 ‘탐구형 과학교과서’를 

내놓을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단에서는 새로운 교과서 체제가 현

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새 교과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재단은 질 높은 학습자 중심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보급을 

위해 내용, 표기·표현, 디자인 등을 심사·감수하는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검·인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단이 수행한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개발 및 검·인정 실적은 다

음과 같다.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개발 및 검·인정 32

 수학·과학 교과서 개발 현황(2015년 기준)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검·인정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도서)

구분
국정교과서

인정교과서 모델교과서
수학 과학

초등학교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 -

중학교 - - 환경과 녹색성장

고등

학교

일반계 - - 차세대 과학교과서 과학 융합, 환경과 녹색성장

과학중점 - - 과학교양, 과학융합 -

과학고 - -

심화 물리, 심화 생물

심화 지구과학, 심화 과학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심화 수학

-

구분
검정도서 심사 인정도서 감수

2007 개정 2015 개정 2009 개정 기타

중학교

수학1 - 20** 10 -

수학2 - - 10 -

수학3 28* - 10 -

과학1 - 10** 9 -

과학2 10 - 9 -

과학3 9 - 9 -

고등학교
수학과 - 27 - 3

과학과 - 58 33 -

계 47 115 90 3

 * 교과서와 익힘책(연계 도서) 연계 심사함, ** 교과서와 지도서(연계 도서) 연계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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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고, 2002년 4월부터 

대통령령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영재 양성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200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재출범하

는 것을 계기로 그간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해오던 과학영재 육성사업을 한

국과학창의재단이 이관받게 되었다.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해

오던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선발과 대회 참가 지원 사업을 한국과학

창의재단이 2009년부터 지원했다. 이를 통해 재단은 우리나라 청소년 과

학영재들이 세계 과학영재들과 교류하고 기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는 영재 육성을 위해 교육 대상자의 학교급과 교육기관

의 성격에 따라, 크게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

였다. 재단은 200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전국 27개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과학고, 과학영재학교 운영 지원을 담당하였다. 대

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은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

용하여 초, 중학교 과학영재들을 대상으로 주말, 방과 후, 방학 등의 기간에 

심화 및 사사교육을 연간 100시간 이상 실시하는 사업이었다. 고등학생 

과학영재들이 재학 중인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의 경우 학생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직접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과학영재 양성33

R&E(Research & Education)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또, 과학영재들이 과

학기술특성화대학과 연계해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는 AP 제도도 지원하였

다. 이처럼 재단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학영재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다양한 제도지원으로 과학영재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재단의 노력으로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는 영재 양성의 단순한 양

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이었다. 시대가 요

구하는 창의적 융합영재 육성을 위해 영재교육에 융합프로그램, SW 프

로그램, 진로지도 등 다양한 전략들이 접목되었다. 또한 재단은 영재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응과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영재교육 선진화

에 앞장섰다. 이 결과 2012년부터는 고등학생 연구과제 지원에 STEAM 

R&E 지원이 추가되기도 했다. 과학영재 상상실현(I&D：Imagination & 

Development) 과제는 과학영재들이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 방

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과학기술

창업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전 주기적 영재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실

제 학부생들이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학부생연구프로그램

(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지원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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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과목별 중점학교를 추진하면서 이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학교육 강화를 위해 2009년 10월 

과학중점학교 53개교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0년 6월 추가로 47개교

를 지정해 총 100개교의 과학중점학교 시작을 알렸다. 

과학중점학교는 수학·과학 교과교실제 선정 학교, 또는 최소 4개 

이상의 과학교실과 2개 이상의 수학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과학과 수학

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일반 고등학교에도 수학·과학에 대

한 심도 깊은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과

학고등학교의 전체 교육과정 중 수학·과학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였고 일반고등학교가 30% 정도였는데 과학중점학교는 45% 정도로 

수학·과학의 비중을 높여 갈수록 고도화, 첨단화되는 급격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력 높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과학중점과정의 

모든 1학년생은 연간 50시간 이상의 과학체험활동과 함께 기존 과학 과목 

이외에 과학교양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했다. 과학체험활동으로는 

과학경진대회, 생태 숲 탐사, 과학탐구대회, 과학축전 참가, 외부 인사 초청 

강연 등 다양한 것들이 인정되었다.

일반계 고등학교 수학·과학
심화교육의 중심, 과학중점학교 34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과학중점학교 지

원센터 역할을 부여했다. 이에 재단은 과학중점학교의 선정과 평가를 비롯

한 운영 전반을 지원하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2010

년 1월 ‘제1기 과학중점학교 교원집중연수’를 실시하며 전국에서 모인 일반

계 수학·과학 고등학교 교사 171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학중점학교 운

영에 대비하였다. 재단은 교원 연수뿐만 아니라 교육청 담당자 연수,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 과학 교양·전문 과목 개설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종합적

인 지원을 실시하며 과학중점학교의 성공적 추진에 일익을 담당했다. 

과학중점학교는 수학·과학에 대한 심화교육 효과와 함께 그간 문

제시되어 온 이공계 대학의 진학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일반

학교의 이공계 대학 진학률의 경우 2011년 21.7%에서 2012년 22.1%로 

정체 상태를 보인 것에 비해 과학중점학교의 이공계 대학 진학률은 2011

년 27.7%에서 2013년 35.4%로 대폭 향상되었다. 

2009~2010년 지정한

과학중점학교

10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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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새롭게 출발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출범을 기념해 

‘과학문화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책 아

이디어 발굴을 위한 연구논문 공모를 실시하는 등 재단의 새로운 비전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새롭

게 추진되는 창의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 수학·과학 교수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창의인재 육성의 기반을 닦기 위해 힘썼다. 

2009년 6월 30일에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우수 창의교육 리소스 

1만여 점을 갖춘 창의리소스센터를 오픈했다. 창의리소스센터는 국가 차

원의 창의성 증진 및 수학·과학 교육 내실화를 위한 창의적 수학·과학교재, 

교구, 자료, 프로그램 등을 확보·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각종 회의, 행사, 연

수 등을 진행하며 교육현장을 비롯한 각계에 보급하는 중심이 되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1월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을 

목표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하며 초·중등교육 전체에 걸쳐 창

의·인성교육을 본격 추진을 예고했다. 창의·인성교육은 영재를 위한 ‘창의

성 교육’과 문제아 대상의 ‘인성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하고, 교육의 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창의·인성교육35

용과 방법 그리고 평가까지 새롭게 정비하고자 한 것이었다. 창의·인성교

육 실현을 위해 재단은 우선적으로 창의·인성교육 총론 차원의 기본개념 

정립과 가이드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창의인성모델학교 지원 사업을 펼치

는 한편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 학생 참여 수업으로 전환

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 중심·융합형 수업모델을 개발했다. 그리고 개발된 

수업모델을 교사연수, 현장포럼, 워크숍 등 재단이 주관하는 창의·인성교

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현장 교사들에게 전파했다. 

창의·인성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인식과 전문성 강화에 달려있었

다. 이에 재단에서는 ‘창의·인성교육 현장 포럼’, ‘창의·인성교육 컨설턴트 

양성 과정’, ‘창의·인성교육 전문성 향상과정’ 등 교사들의 창의·인성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다. 또한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실천 

모임인 ‘창의·인성 교과연구회’ 지원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확산에도 힘을 

실었다. 2011년부터 권역별 거점센터를 선정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전

국 단위 창의교육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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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www.crezone.net)은 다양한 창의·인성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

진 창의·인성교육 포털 사이트로, 2010년 8월 5일 가오픈을 거쳐 2011년 

2월 25일 정식 오픈되었다. 창의인성교육넷은 전국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 정보와 방대한 창의인성교육 전문자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창의인

성교육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갔고 2014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정 청소년 권장사이트에 뽑히기도 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창의

인성교육넷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거대한 보물

창고이자 막힘없는 통로로서 최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창의·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면서 창의·인성교육 개

념 정립과 세부방안 도출 및 실행에 있어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한 학교 현장에 선도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시키는 등 정부와 학교 

현장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2013년 들어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가 국정의 핵심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36

로 떠오르자 새롭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성과 도전정신, 그리고 

열정을 갖춘 인재 육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인

재를 육성하겠다는 새 정책의 목표는 지난 정부에서 핵심적 교육정책으로 

추진해 온 ‘창의·인성교육 정책’의 연장선에 있었다. 다만 새로 발표된 방안

에서는 창조경제시대의 창의인재가 가져야 할 핵심역량을 보다 구체화했

으며, 초·중·고를 뛰어넘어 대학·취업·재직 등 인생 전 주기에 걸쳐 창의성 

신장과 도전정신 함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폭이 더욱 확대된 

것이었다. 

이에 재단에서는 이전까지 창의·인성교육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

하우를 총동원하여 창의교육 총론, 창의콘텐츠 개발·제공, 학교적용 지원, 

우수사례 및 학교선도 모델 창출 및 확산 등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꿈과 끼

를 키우는 창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갔다. 또한 그

간 수행해 온 진로와 체험 중심의 교육 플랫폼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교 밖 창의교육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탑재 

창의인성체험 자원

2011년
29,895건 2016년

278,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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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

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교육에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많

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다. 정부는 2010년 1월 ‘창의·인성교

육 기본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속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학의 사회봉사와 지역사회, 기업 등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교육기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기부는 사회적·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 연수, 직업체험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되

었다. 재단은 2010년 초부터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국가핵융합연구

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며 교육기부의 기반을 다져나

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교육기부 협조를 위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등 참여 자원 확보에 

힘쓴 결과 공공영역에서 시작된 교육기부는 민간으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2011년부터는 ‘교육기부 컨설팅단’을 구성해 참여기관의 특성에

도 부합하고 학생과 교사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 이와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데도 힘써 전국

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 전문가나 동아리 등의 인적자원을 총망

사회가 함께 키우는 아이들의 미래 
교육기부37

라해 창의체험자원지도(CRM)를 구축했다. 한편,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마크(DE마크：Donation for Education)제’를 도입해 교육기부 주체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유도했다. 

2012년 3월에는 매머드급 교육기부 행사인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와 함께 '대한민국 교육기부 공동체 선포식'을 개최하며 교육기부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기부 활동을 체

계화하고 양질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부 포털 사이트

(www.teachforkorea.go.kr)’를 오픈하기도 했다. ‘도네이션 스쿨’을 개최해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실무담당자들의 교육기부 역량을 높이는 한편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시행하며 교육기부 성과를 정리했다. 

‘교육기부’가 범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2013년부터는 융합인재교

육(STEAM)과 만나 더욱 다채로운 교육기부 활동으로 진화하였다. 2013

년 중반부터는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시작을 위한 다양한 준비활동도 전개

되었는데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교육기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재단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기부에 동참

할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테마별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체험학습 폭을 한층 넓혀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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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과학교육은 정립된 지식과 개념, 과학 이론을 익히는 것

에 치중했었다. 하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단지 과학을 많이 아는 것이 아

니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적 사고와 창의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

요할 것이다. 일찍부터 이를 간파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인

재를 확보하기 위해 스템(STEM) 교육을 시작했다. 2010년 12월 우리 정

부는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STEAM 교육의 강화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STEAM 교육의 특징

은 선진국의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에 인문예술(Arts)을 더한 것이었다.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사고와 창의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재 육

성을 위해 2011년 8월, 전국에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

개 등 총 16개 ‘STEAM 연구시범학교’가 선정되었다. 이 연구시범학교들

은 STEAM 추진사업단 및 STEAM 교사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STEAM 콘

텐츠를 활용해 운영되었다. STEAM 교육 추진에 힘써온 한국과학창의재

단은 2011년 9월 세계 최대 박물관이자 지식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스미소

니언(Smithsonian Institution)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현장용 

STEAM 수업모델 공동개발과 교사 및 학생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도입

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해 나갔다.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 38

2012년에는 연구시범학교의 명칭이 ‘STEAM 리더스쿨’로 바뀌면

서 80개로 확대되었다. 리더스쿨은 전체 수업의 20% 이내에서 교육과정

을 STEAM형으로 재편성하여 선도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교사연구회가 

170개로 늘어났으며 교육전문가를 초빙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STEAM 프

로그램을 함께 개발하는 등 활성화되었다. 특히 파이오니어연수, 입문연

수, 기초연수, 심화연수 등을 통해 3만8천여 명의 교사들이 STEAM 선도

그룹으로 육성되면서 학교 현장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와 NASA 우주센터 방문 해외연수를 실

시한 것도 큰 힘이 되었다. 

재단은 2012년 융합인재교육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STEAM 페어’를 개최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 확대로 창의

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학생 연구 활동인 ‘STEAM R&E’을 지원하고 전

시 및 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STEAM R&E 페스티벌’을 개최

하는 등 STEAM 교육 활성화에 매진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의 

다빈치 교육’이라 일컬어지는 융합인재교육은 더욱 확대되었고, ‘창의성과 

상상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 속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에게 맞는 미래 진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80

STEAM 연구

시범학교 추이

2012년

개

16

2011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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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소질

을 살리는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2011년부터 대

한민국창의체험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갈고닦

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학생 동아리 축제의 장을 마련해 동아

리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

여 창의·인성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작된 것이었다. 몇 개

월 전부터 공모,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 동아리의 학생들이 직접 행

사를 기획, 운영,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 더욱 

의미가 컸다. 

2011년 11월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창의체험페

스티벌은 ‘창의적 협력’을 주제로 340여 개의 학생 동아리가 참가했다. 기

존의 과학 위주 행사에서 탈피해 창의과학마당, 창의예술마당, 창의문화마

당, 창의생활마당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으로 꾸며져 큰 호응을 얻었

다. 체험 주제들도 부부젤라 만들기, 공기대포 만들기 등 과학실험은 물론 

심폐소생술 체험, 봉사활동 체험 등 유익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아 

재미를 더했다. 이외에도 동아리 작품 전시와 UCC 작품전을 비롯해 99점

의 학생 사진작품이 전시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공연 동아리

들이 사물놀이, 밴드공연, 음악 줄넘기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펼치며 그

국내 최대 학생 동아리 축제
대한민국창의체험페스티벌39

동안 갈고 닦은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제2회 대한민국창의체험페스티벌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과학소통마당, 예술소통마당, 문화소통마당, 

생활소통마당, 자연소통마당 등 다섯 테마로 이색 동아리들이 전시 체험부

스를 운영했고,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60팀의 공연 동아리들이 난타, 

무용, 오케스트라, 뮤지컬, 외발자전거 묘기,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으로 

열정과 끼를 뽐냈다. 

2013년 제3회 창의체험페스티벌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LED 

비보이의 화려한 공연으로 시작된 제3회 페스티벌은 크게 전시·체험 동아

리전, 창의체험활동관, 독서광장, 상담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시존과 전국 

초·중·고 동아리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연 존으로 마련되었다. 이 해

에는 특히 학생들 스스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직접 촬영해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발표하는 ‘끼! 꾼! 모바일 영상제’가 처음 개최되어 주목을 받았다. 

국내 최고의 학생 동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꿈과 끼를 키우는 창

의체험페스티벌은 유사 성격의 행사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2014년에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 한마당’과 합쳐져 ‘대한민국

창의인성한마당’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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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 저명

한 전문가들이 과학문화와 융합인재, 창의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

해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첫해인 2011년에는 과학대중화를 위한 컨퍼런스와 과학융합성과

전시회, 아시아 12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과학교육포럼 등이 동시에 개최

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질병(Red), 기후변화(Green), 물(Blue) 등 글로벌 

이슈 관련 사진들을 모은 RGB 과학사진 전시회도 열려 인류가 직면한 문

제를 공감할 기회가 되었다. 2012년에는 특히 청년기업가 정신을 고양하

기 위해 대학생이 융합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변리사 등 전문가가 사업화·

창업에 대해 멘토링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2013년에

는 세계 각국에서 온 창의문화 전문가들의 릴레이 강연이 이어졌다. 특별

히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작실험 공간 팹랩(Fab Lab)에 대한 

특별강연도 있었다. 

2014년에는 ‘창의공간·콘텐츠와 창의문화’라는 주제로 국내에서

는 처음 선보이는 전시회, 워크숍, 그리고 창의 문화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

글로벌 과학 지성의 향연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 40

행되었다. 또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 국내외 학교 밖 과학 활동

에 대한 연구결과 공유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관심을 끌었다. 2015

년에는 ‘과학 기술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전 세계 과학 

지성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쳤다. 과학에서의 협력과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글로벌 과학 리더들과 대중이 함께 즐기는 송년 축제의 장이 

되었다. 2016년에는 최근의 세계적 이슈인 4차산업혁명을 기술과 인간의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분과세션과 부대행사도 메인세션만큼 비

중 있는 연사들과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더욱 알차게 꾸며졌다. 

재단 창립 50주년을 맞는 2017년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문화의 새로운 소통 트렌드를 소개하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방향

성을 제시하는 등 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대중 컨퍼런스로 구성되었다. 

‘과학’과 ‘창의’를 중심으로 세계의 지성과 소통하고 깨어 있는 대

중과 교감하며 미래상을 그려나가는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는 해를 거듭

할수록 한층 더 풍성하고 유익한 글로벌 과학축제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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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문화재단 시절인 2000년부터 재단은 과학문화 활동의 

선도기관으로서 과학과 과학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

해 격년마다 ‘과학기술 국민이해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

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지식, 태도, 정보원 등을 파악하는 한편, 과학 전문

가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태도, 제언 등을 취합하여 재단 및 과학기술

계의 대국민 홍보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을 위한 각종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학기술 국민이해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재단은 2008

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개편된 이후 2011년에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재단에서는 창의인재 양성 기반구축과 대국민 과

학문화 확산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현황을 분석하는 

정책기획 및 조사연구 기능 또한 점차 강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2012년부

터 전년도 사업에 대해 ‘과학창의연례통계’라는 통계자료집을 발간하기 시

작했다. 이 통계집은 재단이 수행하는 정책 사업 현황의 추이를 연차별로 

조사·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관계자, 전

과학창의문화 발전의 토대
과학창의연례통계41

문가, 정책입안자, 일반 대중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익한 정보로 활용토

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학창의연례통계집은 우선 과학문화와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두 

개의 대영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로 추진된 사업들이 어떠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며 각 사업별 소요된 투자비용, 인적

자원, 접근성, 참여정도, 네트워크, 연구성과 등 사업 관련 핵심 내용을 간

결하게 담아내되 재단 사업이 총망라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졌다. 

이 통계집을 제작하는 데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내부 보고서 등

을 기본으로 삼았지만 이외에도 OECD, 통계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

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같은 관련 타 기관 보고서의 자료들

도 참고하여 연관성 있는 통계들을 수록하였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과학창의연례통계집은 과

학문화와 창의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본 데이터로 활용

되면서 우리나라 과학창의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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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의 변화와 지식·정보의 급증으로 이전보다 적시학습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정책 연구와 연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

수기관 설립이 필요해졌다. 정부에서는 2011년 12월 ‘교원 연수 선진화 방

안’을 수립하고 연수기관의 민간 개방 확대, 교육정책과 교원연수 연계 강

화 등을 목적으로 종합교육연수원 설치·인가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이

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대연수실 1개, 중연수실 4개, 소연수실 6개, 수학·

과학교육 실습실, 해외 우수 리소스존 등 우수 연수 환경을 조성하는 등 관

련 요건을 갖추고 2012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종합교육연수원’ 인

가를 받았다. 또한 다음 달인 6월에 사이버교육 여건을 완비하고 ‘원격교

육연수원’ 인가까지 추가했다. 

종합·원격교육연수원 인가로 재단은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

수 등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해 우수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

는 대표적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연수원에서는 국

내외 사례를 살피고 재단의 장점을 활용한 효과적인 연수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직무연수 운영 및 이수증 발급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등 안정적인 

연수원 운영에 매진했다. 설립 당시에는 이사장·연수원장 겸직 체제였으나 

2015년부터 교육연수원장 별도 발령으로 연수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교육전문가 양성의 산실 
종합·원격교육연수원 42

강화하였다. 지속적인 예산 증가로 시스템 운영기능 개선 및 연수의 질적 

향상 도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원격교육연수원의 특징은 교육부 정책과

제와 연계한 연수가 구성되므로 교원들이 적시에 타 연수기관에 없는 과

정을 무료로 연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하여 STEAM 입문과정 같은 프

로그램을 통해 생활과학교실 강사 및 대학생 등 일반인도 자율연수로 참

여하여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차별화된 점이었다. 무엇보다도 우

수한 점은 온·오프라인 연수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연수가 가능하고 연

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교사들이 직접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이 높은 검증된 연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수강자 만족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다.    

재단에서는 콘텐츠 개발 단계별로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교육 품

질 검수 및 피드백 강화에 힘쓰면서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종합·원격교육연수원은 시대가 요

구하는 창의·융합 교육전문가 양성 기관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진화를 거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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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모든 중·

고등학생은 재학 중 1회 이상 직업체험을 하고 1가지 이상 캠프에 참여하도

록 했다. 같은 해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도 발표했는데, 연차적으로 희

망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확대하여 2016년에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자유학기제는 지적·정서

적 발달 단계상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교과 편성을 주당 20~22시간으로 줄이고 시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예체능, 동아리, 진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의 전 단계로 2013년 하반기부터 진로탐색을 

위한 집중학년제가 실시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진

로탐색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1년부

터 교육기부센터를 맡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 이에 재단은 여러 기업과 기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과 대학생 동아리들의 멘토링을 통해 특히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 해당 중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청소년의 꿈 찾기
자유학기제43

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매칭사이트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크레존 등 다양한 진로체험 

관련 인프라 구축과 업그레이드 실행으로 관련자들이 보다 쉽게 진로탐색 체

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 더하여 컨설팅, 교사연수, 자유학

기 활동 전문가 양성 등 자유학기제 관련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

의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이 그리는 미래상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힘썼다. 

또한 2013년 제3회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부터 자유학기제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박람회뿐만 아니라 자

유학기제 교실 수업 개선과 선택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집 발간, 성

과 발표회, 간담회 등을 열어 교육기부와의 연계 활동방안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활동에도 앞장섰다. 

지식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자기 주도적 창의학습,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 교육으로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는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 추진의 중심에서, 재단은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자유학기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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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에 ‘창의적 

과학문화 조성’을 명시하고 과학문화사업으로 상상·도전·창업 과학문화확

산,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과학기술 문화복지 및 인프라 확

충, 과학기술인 사회참여 및 연구윤리 강화 등 4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상상·도전을 

위한 지역거점인 무한상상실 운영이었다. 정책연구를 통해 실험공방형, 스

토리텔링형, 아이디어클럽형 등 무한상상실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연구했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13년 국립과천과학관에 제1호 무한상

상실을 개소한 후 국립중앙과학관, 광진정보도서관 등 6개 무한상상실을 

추가 선정해 시범운영하고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갔다. 한편 무

한상상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종합정보센터를 개소하여 관련 정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인 ‘DHA(Developing Human CreAtivity) 프로젝트’를 개발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무한상상실 44

하고 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여 무한상상실을 중심으로 보급하기도 했다. 

무한상상실의 하드웨어와 무한상상교실의 소프트웨어를 합쳐 이

를 기반으로 국민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험·제작을 하

거나 UCC 제작, 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 내 창의공간은 전

국적 과학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학창의재

단은 2016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동식 메이커 교실인 ‘무한상상 팹 

트레일러’를 운영하며 과학체험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무한상상실 표

준 운영 매뉴얼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예선을 통해 아이디어

를 발굴하고 본선 진출작 중 선정된 작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무

한상상 메이커스 런’, 무한상상실을 마음껏 체험해 볼 수 있는 ‘무한상상 페

스티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서 전 국민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보다 

많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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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을 의무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오고 있었다. 우리나라

는 재단이 2014년 1월 ‘SW교육과 컴퓨팅적 사고’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

를 개최하면서 관련 사업 유치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같은 해 융합과

학교육단 내 컴퓨팅역량교육팀을 신설하고 초·중등 SW기초역량 강화와 

SW인재 및 저변확충사업을 시작, 72개의 ‘SW교육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운영하면서 재단의 SW교육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교육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SW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2016년부터 SW교육 선도학교 사업의 사

업목표는 SW교육 필수화에 따른 현장안착과 우수사례 발굴로 변경되었

고, 재단은 창조경제문화본부(현 미래사회인재단) 내 소프트웨어교육실

(현 소프트웨어인재육성실)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 전문적 SW교육 지원

을 시작하였다. 

SW교육 필수화에 따라 SW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강화와 일반교

원의 SW교육에 대한 인식 함양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교원

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직무연수를 원격, 일반, 심화, 전문연수 등으로 다양

하게 실시하였다. 그중 재단은 원격연수와 심화연수, 전문연수를 담당하였

으며,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에듀톤(SW Edu-thon) 대회

미래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SW)교육45

도 개최했다. 이외에도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SW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

해 SW교육 공감 토크콘서트, 성과발표회, 온라인 코딩파티, SW교육 수기 

공모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양질의 SW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창의적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수업 

등 교과외 활동에서 사용가능한 SW교육용 교재 개발에 힘써 국내교재 5

종 10책, 해외번역서 9종 12책, 모듈형교재 10종 11책 등을 발간했다.

한편, 재단에서는 SW교육 필수화에 따른 보편교육 지원사업과 

더불어 SW영재 육성사업을 실시하였다. 2014년 아주대 영재교육원과의 

SW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선발도구 개발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30개

의 SW영재학급을 선정하여 지원했으며, SW영재학급 지원연구단을 두어 

SW영재학급 운영의 효율적 지원 및 전문적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

니라 재단은 SW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SW교육 선도학교 사업을 기반으로 한 실태조사 및 효과성 분석연구를 비

롯하여 컴퓨팅 사고력, 평가방안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해외 

우수 기관과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영국의 BCS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의 CSTA와 MOU를 체결하여 전

문가 교류 및 교사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SW교육 의무화 

예정

2018년~

중학교

34시간 이상

2019년~

초등학교

17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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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영국 첼트넘 페스티벌에서 시작된 페임랩(FameLab)

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는 경연대회이다. 발표자료 없이 간단한 

소품 하나만 이용해서 과학 주제에 대해 3분 이내로 발표하여 과학지식

과 소통 능력을 겨룬다. 중요한 것은 어떤 소재를 다루었는가보다 관객과 

얼마나 잘 소통했는가로, 낯설고 어려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청중

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페임래버

(FameLaber)’라는 호칭도 부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2014년부터 페임랩코리

아가 열렸다. 최종 우승자는 영국에서 열리는 페임랩 국제대회에 국가 대

표로 참가시키고 그 밖에 배출된 페임래버들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다

양한 강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14년 첫 대회에는 치열

한 예선을 거쳐 11명이 국내 결선에 참여했고 열띤 경연 결과 대상에 ‘우리

는 어디에서 왔는가’(지웅배), 최우수상에 ‘암에 특이적, 선택적으로 전달되

는 캐리어’(이상곤), 우수상에 ‘동물과 사람 간의 바이러스 전이’(이덕원) 등

이 차지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15년에는 대회의 시상 인원 및 특전을 크게 확대하였다. 국내 

결선 진출을 10인으로 하고, 이들 모두에게 영국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전

문가가 진행하는 마스터 클래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했다. 

과학커뮤니케이터 발굴 오디션
페임랩 46

수상자도 대상 1인, 최우수상 2인, 우수상 2인으로 늘렸다. 대상은 ‘상대성

이론과 시공간에 대해’(이영익), 최우수상은 ‘양자역학’(송영조), ‘탄소나노

튜브’(김희원), 우수상은 ‘말단소체이론’(이경오), ‘개기일식에 대하여’(강신

철)가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영국 첼트넘 과학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한 

항공권 및 체재비를 지원받았고, 대상 수상자는 한국 대표로 전 세계 40개

국에서 모인 5,000여 명의 참가자와 경연을 벌였다.

2016년에 열린 페임랩에서 대상은 ‘디지털 통신 이야기’(황영준), 

최우수상에는 ‘뇌와 기억에 대한 과학’(김지윤), 우수상은 ‘베르누이 법칙’

(이승훈)이 수상했다. 한편 17년부터는 과학을 주제로 중·고등학생들이 극

을 구성해 과학 소통의 일상화를 장려하는 한국형 과학 소통 경연대회인 

‘톡신’을 시범개최했다. 톡신은 희망학교 10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18년부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연구실에서 실험만 하는 과학자보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과학

자가 더 인정받는 시대를 맞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페임랩 코리아를 통해 

발굴한 페임래버들은 이후 공연·강연·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태의 과학소

통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일반인들이 한층 더 과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Fame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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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처음 열린 페임랩에서 배출된 페임래버들이 2014

년 말에 적극적인 현장 소통에 나섰다. 12월 27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KT&G 상상유니브 아트리에에서 성인 대상의 과학 공연인 SNL(Science 

Night Live)이 열렸는데, 이 공연은 강연주제부터 공연장 인테리어까지 페

임래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된 색다른 시도였다. 동물의 번식행위를 

가감 없이 표현해 생명체의 다양성과 경이로움을 설명하고, 빅데이터와 방

정식을 활용해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해석해 주는 등 이전에

는 접하지 못한 형식과 내용의 과학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재미와 과학적 

지식을 동시에 선사했다.  

2015년에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

의 일환으로 행사 마지막 날 저녁,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SNL 공연이 

펼쳐졌다. ‘19금(禁) 과학 코미디’라는 콘셉트에 맞게 ‘생식기의 진화’나 ‘콘

돔’ 같은 쉽게 다루기 힘든 소재들도 흥미롭게 과학적으로 풀어내 관객들

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2016년에는 8월에 앙코르 공연으로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

브-Gene Tonic’이 서울 JBK컨벤션홀에서 열렸고, 12월에 부산 오즈 라이

브홀과 서울 모나코스페이스에서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밤과 과학사

이’가 무대에 올랐다. 특히 Gene Tonic 공연은 제20회 대한민국과학창의

본격 성인 대상 과학문화 공연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47

축전의 전시장 체험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8월 6일 저녁에 ‘무더운 여름밤

의 시원한 과학클럽’을 콘셉트로 꾸며져 더욱 큰 인기를 끌었다. 라이브 클

럽처럼 형형색색의 조명이 돌아가는 어두운 공간에서 무알콜 칵테일을 마

시며 비보잉이나 일로트로닉 댄스 뮤직 파티를 즐기다 보면 관객들은 어

느새  과학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흡수할 수 있었다. 페임래버들은 접촉 없

이 물건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초자연현상 ‘폴터가이스트’를 재현하

고, 죽은 자와 대화하고 영혼을 불러온다는 강령술사와 그들의 허구를 파

헤친 마이클 페러데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등골 오싹한 순간들까지 선사하

여 관객들은 과학에 빠져 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2017년에도 SNL은 인기리에 이어졌다. 7월 22일 대학로 한양레

퍼토리씨어터에서 첫 막을 올린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LiAr(라이어)’는 

Lithium과 Argon의 원소기호인 Li과 Ar의 합성어로, Liar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또한 중의적으로 담고 있었다. 과학요정 사이언스웩이 과학에 빠져 

사느라 여자 친구에게 차이기 일쑤인 청년과 주변인들을 밀실로 초대하면

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이 작품의 마지막엔 현직 연구자들이 과학

을 소재로 직접 작사한 음악 공연도 펼쳐졌다. 소극장에 맞는 코믹 과학 추

리극으로 꾸며진 LiAr는 보다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방법으로 과학의 재미

를 전파했다.

2014. 12
SNL 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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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문화사업의 중심이 과학마

인드 제고에서 상상·도전·창업 활동과 창의적인 사회문화 강조로 이동했

다. 아이디어 제작소인 무한상상실, 찾아가는 무한상상실 등의 창의공간을 

통해 창조력을 실현하는 활동이 강화되었고 이는 글로벌 트렌드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이라는 새로운 흐름과 접목되면서 상상·도전·창

업문화 확산과 연계되었다. 

메이커는 ‘디지털 기기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창의적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계층’을 뜻하는 것으로, 메이커 

운동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제조업 혁신

과 연계되어 ICT 기반의 만들기를 넘어, 문학·예술 등과 융합하면서 발전

을 거듭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한상상실 확산에 가속도가 붙으면

서 메이커 운동도 활성화되었다.

메이커 문화를 소규모 창업운동과 같은 한국형 메이커무브먼트

로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며 네트워크화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를 통해 ICT·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

상상·도전·창업을 아우르는 
메이커 운동 48

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Let's MAKE 메

이커포럼'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

대전',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무한상상 메이커스런’ 등 관련 

행사를 확대해 나가고 과학융합형 문화예술창작사업을 지원하며 아마추

어 과학창작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이아트(SciArt), 국내의 아티언스

(Artience) 등과 같이 수준 높은 과학기술·문학예술 융합형 창작을 활성화

하고자 힘썼다. 

기술의 발달과 오픈소스 문화를 통해 ‘만들기’가 취미를 넘어 산업

으로 각광받는 시대를 맞아 정부는 2016년에 ‘메이커 운동 활성화 추진계

획’을 발표하며 메이커 운동 확산에 박차를 가했다. 어느 날 무명 메이커의 

창조적 만들기가 스타트업으로 발전하고 기존 기업의 혁신까지도 이끌어 

신개념 미래 산업혁명으로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21세기는 국민의 상상력

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핵심 경쟁력이 되고 

세계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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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으로서

의 소양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수학·과학교

육’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4년 말 수학·과학교

육 및 수학·과학 관련 대표 학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진을 구성하고 미래 사

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학·과학 교육과정 개

발에 들어갔다. 수학·과학 각 100여 차례 이상의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회

의 등을 통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

구를 마무리했다. 

교육부와 재단은 2015년 3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고 배우

는 즐거움을 일깨우는 수학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제2차 수학교육종합계

획(2015~2019)을 발표했다. 이는 제1차 수학교육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는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2012~2014)의 후속 조치로,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

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수학 학습량과 난이도를 조정하고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을 제시해 과도하게 심화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평가와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도

록 수학교사 연수를 강화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재단에서는 이에 수학학습의 성공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수학교사 연수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수학·과학교육종합계획 마련49

한 ‘수학문화관’의 건립 추진 등 수학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으로 확

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힘썼다. 

또한, 교육부는 2016년 2월, 창의적 과학교육 구현을 위한 과학교

육종합계획(2016~2020)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과학교육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스스로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생 중

심과정·참여형 수업을 도입하고 과학토론형, 탐구실험형, 자율탐구활동형 

등 다각적인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또 메이커 활동과 연계

한 과학동아리를 확대하고 과학교사 연구 집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창의융합형 과학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재단에서는 축적된 노

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다각적 지원을 펼치며 과학창의교

육의 고도화를 위해 더욱 매진했다. 

한편, 재단은 2015년 초부터 과학교육중장기 과제로 ‘모든 한국인

을 위한 과학’을 진행하며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 개발에 돌입했다. 과학

교육표준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포럼을 통해 미국이나 일본의 

앞선 미래과학교육 정책을 살펴보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7년 2

월,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거쳐 지속

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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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함께 LTE, 멀티플랫폼 환경 구

축 등 디지털 라이프 시대가 전격 개막되었다. 전 세계 방송과 매체의 뉴스 

전달 트렌드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하였다. 카드뉴스, 웹툰, 동

영상뉴스, 포토뉴스 등 모바일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가 제작되었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보급이 확대되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한국과학창의재단

의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개발 노력은 한층 강화되었

다. 유익하고 대중적인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

고 필히 추진되어야 할 당면 과제였다. 

재단에서는 2014년 ICT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계획을 수립하

고 매진한 결과 게임, 퀴즈, 체험앱 등 12종과 ICT 창작교육 콘텐츠 60종을 

개발했다. 2015년에는 자발적 참여를 증진할 게이미피케이션을 도입한 체

험앱 등 50종과 ICT 창작교육 콘텐츠 15종 개발을 달성했다. 2016년에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실감형 콘텐츠 개발에 돌입해 여러 가지 과학 분야의 

주제를 가상 실험하고 가상 탐방할 수 있는 ‘VR/AR로 체험하는 와그작 사

이언스’ 11종과 사용자와의 쌍방향 인터랙션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교실 등

ICT 기반 과학기술 콘텐츠 개발 및
과학융합형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50

에서 여러 사용자가 함께 푸는 ‘서바이벌 과학 퀴즈’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 

15종, 간식을 즐기듯 부담 없이 과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스낵 사이언스 

콘텐츠 45종을 개발했다. 더하여 과학을 게임처럼 즐기는 플랫폼 ‘사이언

스 레벨업’을 대상별로 확산시켰다. 

한편, 2016년에는 신규로 과학융합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

고 과학융합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참가자 모집을 통

해 예술가·연구자를 선정하고 해외 과학융합전문가와 함께하는 공동워크

숍을 추진해 만들어진 창작품을 가지고 전국 순회전시를 실시하는 실험적 

사업이었다. 

시행 첫해에 5팀(12인)의 대상을 선정·지원해 과학융합형 문화예

술 콘텐츠로 5점의 설치작품을 생산했으며 ‘GAS 2016-색각 이상 : 피의 온

도展’이라는 타이틀로 서울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코엑스, 부산에서는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총 3차에 걸쳐 전시회를 열었다. 참여자의 팀명과 전

시 작품의 주제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실천하는 첨단

과학예술가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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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CI 소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는 음양을 나타내는 태극의 색상을 

사용해 미래를 여는 창(窓)을 형상화하였다. 왼쪽의 적색 창은 역동적인 

문화를, 오른쪽의 청색 창은 차분한 과학을 상징하며 가운데 백색의 빛살은

창의적 활동과 확산을 의미한다. 또한 빛살 모양은 시각적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니셜 K를 떠올리게 하며 과학과 창의를 확산하는

재단의 사명을 표현하였다. 

DIC 235p*
PANTONE DC 88-1 C Solid Process Coated

PANTONE 1805 C Solid Coated

C0 M100 Y90 K20
R175 G36 B40

Black 35% Black 35% Black 35%

DIC 221p*
PANTONE DC 207-1 C Solid Process Coated

PANTONE 2935 C Solid Coated

C100 M50 Y0 K0
R0 G92 B161

DIC 95p*
PANTONE DC 262-4 C Solid Process Coated

PANTONE 3395 C Solid Coated

C82 M0 Y55 K0
R0 G161 B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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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날갯짓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나비효과처럼 과학문화와 

창의교육 융합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변화와 미래를 만들어

주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모습을 의미한다. ‘국민모두가 과학과 창의력으로

답을 찾는다’라는 뜻과 함께 ‘Korea, Find, Answer, Science, Creativity’ 

5가지 색상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와 융합으로 성장해나가는 창의적 

인재양성의 비전을 표현한다.

재단의 핵심 비전인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양성을 선포하는 동시에 

재단의 과거 50년을 넘어 다가올 미래 50년으로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담았다.

PANTONE P 105-16 C

C100 M65 Y0 K40
R0 G61 B119

C80 M5 Y30 K0
R0 G175 B185

C23 M0 Y100 K0
R208 G221 B40

C42 M44 Y0 K0
R151 G142 B196

C0 M50 Y70 K0
R247 G149 B91

C0 M0 Y50 K0
R255 G247 B153

C100 M66 Y0 K0
R0 G95 B174

C50 M0 Y85 K0
R138 G199 B91

C63 M81 Y0 K0
R119 G79 B160

C0 M74 Y64 K0
R242 G104 B89

C0 M15 Y100 K0
R255 G212 B0

C100 M65 Y0 K40
R0 G61 B119

C80 M0 Y70 K0
R0 G179 B125

C60 M100 Y0 K0
R129 G41 B144

C0 M94 Y37 K0
R0238 G49 B107

C0 M50 Y100 K0
R247 G148 B30

PANTONE 339 C

C80 M0 Y70 K0
R0 G179 B125

PANTONE 213 C

C0 M94 Y37 K0
R238 G49 B107

PANTONE 2593 C

C60 M100 Y0 K0
R129 G41 B144

PANTONE 715 C

C0 M50 Y100 K0
R247 G148 B30

50주년 엠블럼/슬로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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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및 역대 이사장

제12~13대

김기형

제1대 과학 

기술처 장관

제14~15대

이상희

제11대 과학 

기술처 장관

제16대

김시중

제14대 과학 

기술처 장관

1987. 05 1995. 021990. 03 1996. 03

제21대

나도선

울산대 

의대 교수

제22대

정윤

과학기술부 차관

제23대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2005. 03 2011. 052008. 05 2014. 07

설립자

박정희

대통령

제1~2대

윤일선

서울대 총장

제3~5대

김용완

제4/5/9/12대

전경련회장

1967. 12설립 1977. 03197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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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전의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 실장

제20대

최영환

과학기술처차관

STEPI 원장

제17~18대

조규하

전경련부회장 

2002. 03 2005. 021996. 03 2000. 09

제24대

김승환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제25대

박태현

제5·6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2016. 12 현재2014. 10

제7대

정주영 

제13~17대 전경련 회장

제8~11대

윤일선

서울대 총장

제6대

이정림

제2/3대 전경련회장

1977. 03 1980. 041979. 02 198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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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현    직

상임 기관장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당연직 이사

　

강병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선임직 이사

　

　

　

　

　

　

김성근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서정연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이영 테르텐 대표이사

이재령
인텔코리아 기업사회공헌, 

정부협력총괄본부장

감    사 김진영 한국과학창의재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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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감사부

연수 기획·운영·지원팀

과학문화기획실

과학문화산업기반실

과학문화인력양성실

과학문화확산실

미래인재기획실

소프트웨어인재육성실

과학영재육성실

창의융합기획실

과학교육개발실

수학과학검인정팀

수학교육개발실

교육기부·자유학기지원실

기획예산실

대외협력팀

성과평가팀

경영지원실

이사장(이사회)

창의융합교육단 경영기획단미래사회인재단과학기술문화단

종합·원격교육연수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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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원 명단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박태현 이사장 기관 업무 총괄

정미리 위촉연구원 비서

조상수 사원 수행기사

김진영 감사 감사 업무 총괄

김홍식 감사부장
일상 및 특별감사,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제도

김진만 선임연구원

특정(자체)감사  및 복무점검, 청렴도 측정 및 부패

방지 시책평가 대비(정) 반부패 청렴교육(청탁방지

법 포함) 및 홍보,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이사장실

감사부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연경남 원장 종합·원격교육연수원 업무 총괄

이인우 연구위원 종합·원격교육연수원 평가/관리

최연구 연구위원
연수원 중장기 발전전략 정책연구/연수 프로그램 

운영 자문, 기타 미래발전전략 등 정책연구

이정순 연구원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 운영

진병두 팀장 연수 기획·운영·지원팀 업무 총괄

황규하 연구원

원격교육연수원 기획/운영/평가, 운영위원회/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원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관리/콘텐츠 품질인증, 원격교육연수원 행정업무

(이수관리/민원응대/CDN/IDC/콜센터 등), 종합·

원격교육연수원 주무업무, 기관고유사업연구과제 

수행, 고등학교통합과학선도교원 연수 운영

김도희 인턴

종합교육연수원 기획/운영/평가, 운영위원회 운영, 

예산 관리, 종합교육연수원 행정업무(이수관리/

민원응대 등),  기관고유사업 연구과제 수행, 

고등학교 과학 선도교원 연수/수학 클리닉 전문 

상담사 양성과정 연수 운영

고세훈 사원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품질인증/관리 지원, 

모니터링/통계, 종합교육연수 운영 지원

(고등학교 통합과학 선도교원 연수)

최재연 사원
기관고유사업  연구과제 지원, 종합교육연수 

집합교육 운영 지원

박주희 사원
종합교육연수  운영 지원 -고등학교 통합과학

선도교원 연수

민혜영 사원
종합교육연수 운영 지원 -고등학교 통합과학

선도교원 연수

최해솔 사원

원격교육연수 시스템 운영 지원, 원격교육연수

LMS 운영 지원, 원격교육연수원 행정업무

지원(이수관리/민원응대/CDN/IDC/콜센터 등)

종합·원격교육연수원

연수 기획·운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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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재 실장 과학문화기획실  업무 총괄

김훈 선임연구원
단 주무, 대외평가·대정부 업무 대응, 과학기술문화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신규사업 기획(정)

장미경 선임연구원 사이언스타임즈 발행·운영

노성찬 연구원
과학기술문화 연구·조사 및 기관고유사업 총괄, 

신규사업 기획(부), 과학기술전문방송 운영

조수경 연구원
과학기술문화 홍보, 과학기술문화 인지도 제고, 

과학기술문화 글로벌 교류·협력

송연지 연구원 과학문화사업 계정관리

백서윤 인턴 과학기술문화  글로벌 교류·협력(GLOBE 등) 지원

이정민 사원 과학문화사업  대외평가 대응 지원

홍정민 사원 과학문화사업  계정관리 지원

문예랑 사원
과학기술전문방송,  ICT기금관리, 

사이언스타임즈 지원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강흥서 단장 과학기술문화단 업무 총괄

과학문화기획실

과학기술문화단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김형진 실장 과학문화산업기반실 업무 총괄

변재규 책임연구원

과학문화산업육성정책 기획 및 연구-전국과학관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과학관·출연연·민간기업 

연계·협력(두드림 프로젝트 등)

박예은 연구원

과학문화산업 육성  정책기획 및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문화콘텐츠 개발, 문화기술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과학기술과 타 분야 융합, 

기업의  과학문화 투자 촉진

김희진 연구원
국민의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무한상상실), 

우수과학도서 인증·보급

이석태 인턴 국민의창의성증진프로그램운영(무한상상실) 

유지은 사원 문화기술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천세원 사원 국민의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무한상상실)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박희원 실장 과학문화인력양성실 업무 총괄

이슬아 선임연구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김재혁 연구원

과학문화 전문 인력 양성 정책기획 및 연구, 과학

커뮤니케이터 발굴·양성 및 활용, 국민 참여 기반의 

사회혁신형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박지현 인턴 고경력 활용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김정현 사원 과학커뮤니케이터 발굴·양성 및 활용 지원

육소인 사원 생활과학교실 및 과학문화활동 지원 

과학문화산업기반실

과학문화인력양성실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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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위 담당업무

김윤정 단장 미래사회인재단 업무 총괄

미래사회인재단

미래인재기획실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허정회 실장 과학문화확산실 업무 총괄

윤종현 선임연구원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정),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

회, 지역과학축전 지원

오혜윤 연구원 사이언스올 기획 및 운영(정)

강원영 연구원 사이언스올 기획 및 운영(부)

이종수 연구원

청소년과학탐구반(YSC) 운영, 

청소년과학탐구반(YSC) 지역캠프 개최 지원,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부)

백상진 사원 청소년과학탐구반(YSC) 업무 지원

손민경 사원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업무 지원

여예림 사원 사이언스올  업무 지원

과학문화확산실

박성균 실장 미래인재기획실 업무 총괄

이무창 선임연구원 미래사회인재단 계정관리업무 총괄

이혜경 선임연구원

지역 메이커 문화 확산 행사 지원, 지역 메이커스 

네트워크 기반 복합 프로젝트 지원, 메이커 모임 

지원,  대정부·국회 대응, 실 주무 업무

정민지 연구원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글로벌 창업가 혁신 역량

강화 사업

김보경 연구원

메이커 운동 활성화 연구 추진, 메이커 아카데미 

기획·운영, 창조경제대상 사업 기획 및 운영, 

메이커 관련 내외부 연계 사업 기획 

목승관 연구원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개최

이미정 연구원 미래사회인재단 계정관리 업무 담당 

조유성 인턴
메이크올 운영, Let's MAKE 웹진 발간,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김다나 사원
ICT 기금사업 정산업무 및 미래인재기획실 

계정관리 지원

김성진 사원 미래사회인재단 계정관리 지원 및 정산

이창민 사원 메이커 문화 확산 및 활동촉진 지원

경민지 사원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개최 지원

황소현 사원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지원

박진성 사원

지역 메이커 문화 확산 행사 지원, 지역 메이커스 

네트워크 기반 복합 프로젝트 지원, 메이커 모임 

지원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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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차대길 실장 소프트웨어인재육성실 업무 총괄

김수동 연구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 운영 및 관리

소프트웨어 교육콘텐츠 개발·보급·관리

김원일 연구원 소프트웨어 교육 문화사업 기획 및 운영

성정숙 연구원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운영

나찬열 연구원 소프트웨어 교원 역량 강화사업기획 및 운영

이호 연구원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운영 

김지웅 인턴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시상

공미원 사원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지원

강경화 사원 소프트웨어 교육 영재학급 운영 지원

김지은 사원 소프트웨어 교육 문화사업 지원

노재호 사원 소프트웨어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우주미 사원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조사 및 연구 지원

소프트웨어인재육성실 과학영재육성실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황태주 실장 과학영재육성실 업무 총괄

임세진 선임연구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교육 및 국제대회참가 지원,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RP) 과제 지원, 대학단계 

심화프로그램(AP)  운영 지원, 학부생 연구 지원 

관련 신규사업 기획

서지연 선임연구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총괄, 실 주무, 

국회 정부 대응, 기관고유사업 정책연구과제 진행

박청담 선임연구원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운영 총괄,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과학영재교육 

정책연구, 통합재정평가,  경영평가 대응

유소연 연구원

과학고등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 지원, 과학영재 

창의연구(R&E), 과학영재 첨단연구 입문 프로그램  

(pre-URP), 과학영재 상상실현(I&D) 프로그램 

지원, 복권기금평가

서무홍 인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교육 및 국제대회참가 지원,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RP) 과제지원, 대학단계 

심화프로그램(AP)  운영 지원, 학부생 연구 지원 

관련 신규사업 기획

장현실 사원

과학고등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 지원, 과학영재 

창의연구(R&E), 과학영재 첨단연구 입문 프로그램  

(pre-URP), 과학영재 상상실현(I&D) 프로그램 

지원, 복권기금평가

천지영 사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국회 정부 대응, 

기관고유사업 정책연구과제 진행

라시내 사원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운영

서정우 사원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운영, 과학영재교육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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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창의융합기획실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조향숙 단장 창의융합교육단 업무 총괄

창의융합교육단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허경호 실장 창의융합기획실  업무 총괄

이현숙 PO

STEAM PO, STEAM 사업 총괄, STEAM 프로그램 

개발, STEAM 공모전, STEAM 다큐 제작,  학회연

계 STEAM 학술행사, STEAM 중장기 계획 및 정책

연구, STEAM 국제협력 및 대정부 업무

이정기 선임연구원 단 행정 회계 협약 정산 총괄

김도경 연구원

단·실 주무, 창의적인재육성사업 총괄, 창의교육 거

점센터 운영(선도 프로그램 개발, 창의교육 직무연

수, 창의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등), 창의교육 선도

교원 양성대학 지원, ESD 실천 지원연구단 지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창의체험활동 및 ESD 교사연구

회 운영, ESD/창의교육 신규 원격원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김종원 연구원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 STEAM R&E 및 지원연구

단 운영, STEAM 아웃리치, 신규 원격연수 개발,  

학교 내 무한상상실 및 표창, 창의융합교육 선도/

연구학교, STEAM 교과서 반영, 미래교육박람회

서은환 연구원 단 계정관리 업무

정병호 연구원

STEAM 교사연구회, STEAM 선도그룹 지원연구단, 

STEAM 시·도 협의체, STEAM 국외 콘텐츠 개발,  

STEAM 국제협력, 학회연계 STEAM포럼, STEAM 

표창, STEAM 사이트, 대한민국 인재상, 검정심의

회 지원

고수영 인턴
창의인성교육넷 기획 및 운영, SW·수학·과학 융합 

교수·학습 자료 개발, 수학여행, 현장포럼 운영

변다혜 사원

창의교육 거점센터,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사업수행 주관기관 사업관리 지원, 교육정책네트

워크 등 교육분야  선임부서 총괄 행정업무 지원, 

현장포럼 운영 지원

이동은 사원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 지원, 창의융합교

육 선도학교 지원,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운영기관 지원,  STEAM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지원,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 지원

김사란 사원
창의인성교육넷 운영 및 모니터링, 창의인성교육넷

콘텐츠 관리  

김용태 사원

STEAM 교사연구회 지원, STEAM 선도그룹 및 지원

연구단 지원, STEAM 시도협의체 운영 지원,  

STEAM사이트 관리, 수학여행 지원, 학회연계 

STEAM포럼 지원,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부)

박보경 사원

STEAM 프로그램 개발, STEAM 사업 성과분석, 

STEAM 평가모델 개발, STEAM 다큐 제작 지원,  

학회연계 STEAM 학술행사 지원, STEAM 중장기 

계획 및 정책연구 업무지원, STEAM 공모전 지원

도은영 사원

창의체험활동 및 ESD교사연구회 운영, 창의교육 

및 ESD 신규 원격연수 개발 및 운영 지원, 

ESD 실천연구단 지원 및 ESD 실천 매뉴얼 제작 

조병길 사원 대한민국인재상 지원

임현규 사원 창의인재교육단 계정관리 지원

김초롱 사원

STEAM R&E 지원 및 지원연구단,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 지원,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운영기관 지원, 학교내 무한상상실 지원, 

창의융합교육 선도학교 지원, STEAM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지원,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 지원, 

STEAM 일정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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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위 담당업무

김기상 팀장 수학과학검인정팀 업무 총괄

조혜정 연구원

대내외 업무 지원(부서  주무), 중학교 수학 

검정심의회 운영 지원, 수학 인력풀 확보, 

수학 검정 매뉴얼 개발

남소현 연구원

중·고등학교과학(디지털교과서포함) 검정심의회 

운영 지원, 과학 인력풀 확보, 과학 검정 매뉴얼 

개발

나준영 위촉연구원
고등학교 수학 검정심의회 운영 지원, 

수학 인력풀 확보, 수학 검정 매뉴얼 개발

김대수 사원 수학과학검인정팀 업무 지원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최임정 실장 과학교육개발실  업무 총괄

홍옥수 PO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 개발·학생참여형 과학

수업 활성화·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선도교원 

연수·2015과학교육과정 개발 후속조치 대응·고교 

진로선택과목 개발 연구 

김율 선임연구원

부서주무(협약, 예산, 정산, 대정부 등) ·창의융합형 

과학실 모델 구축 운영 ·과학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초등 과학 서책형 국정교과서 개발 

·초등 과학 디지털 국정교과서 개발

박수진 연구원

과학중점학교 운영 ·사다리 프로젝트 운영 

·실험안전 연수 자료집 개발(정)/원격 연수 개발

(부) ·과교총 운영 지원

류지열 위촉연구원

올해의 과학교사상 운영·IDEA형 과학교사연구회 

운영 지원·과학과 교육과정 모니터링 정책연구·

과학 교사 전문성 진단 및 맞춤형 연수표준안 

개발연구 

금선영 인턴

실험안전 연수자료 원격 연수 개발(정) ·미래교육

박람회 과학체험관 운영 ·초등 과학 서책형 

국정교과서 개발  검토협의진 운영(정) ·2015 과학

교육과정 개발 후속조치 대응(부)·고교학점제 

관련 대응(정)

문경상 사원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초등 국정교과서 개발 지원

안우진 사원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지원

김민정 사원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실험안전 연수자료 

개발 지원

서성원 사원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올해의 과학교사상 지원

수학과학검인정팀과학교육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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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이정규 실장 실 업무 총괄

김명수 PO

자유학기 업무 총괄, 일반학기-자유학기 교원 

연수, 교수학습 실천사례연구대회·수업콘서트·

현장지원단 운영, 수업지원인력풀 구축·자유학기

통계 연구·성과발표회, 진로체험버스 운영·원격

연수 튜터링, 교육기부박람회 지원

임승환 선임연구원
교육기부 박람회·교육기부 대상, 교육기부 인증제 

운영, 교육기부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김주현 선임연구원

대내외 요구자료 대응·특교 협약 및 정산 등 실 

주무, 교수학습 실천사례 연구대회·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영·현장 

지원단 운영, 미래교육박람회 등 성과 확산 및 

홍보·성과발표회, 이공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자유학기 현장포럼

김운기 연구원

교육기부 추진협의체(기업, 개인, 대학생, 

현장연수, 도네이션 스쿨 등),  학기 중 여름· 

겨울방학 프로그램 조사 및 운영 지원(경평연계), 

교육기부 기관발굴(MOU)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개인 교육기부단 운영,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운영 

및 관리, 홍보캠페인, 기획방송

제혜린 연구원

교육기부활성화사업 협약 및 결산 등의 예산 총괄, 

교육기부 업무 대정부대응, 대학생 교육기부 운영

(쏙쏙, 함성소리, 알락달락, 돌봄, 성과발표회, 

공모전 등), 대학생 교육기부 협력 사례 발굴

(래미안, 대세여, 온라인교육기부, 대학생 교육기부 

사업단), 교육기부 컨설팅단, 교육기부지역센터, 

체육예술 거점대학 운영

최은우 사원

교육기부 성과 관리(기관장, 부서 교육기부 실적 관리),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지원, 학기 중 여름과 겨울

방학 프로그램 조사 및 운영 지원(경평연계),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운영과 관리 및 기획방송 지원

교육기부·자유학기지원실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이환철 실장 수학교육개발실 업무 총괄

이화영 연구원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용도서 편찬, 수학 

교과서 개선 연구, 수학 교육과정 연구, 수학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수학 교사연구회 운영

정나리 연구원

수학 핵심교원 특별연수 운영, 수학교육 성과 

공유 및 확산, 수학교육 협의체 운영, 

Askmath 사이트 운영 

정혜원 위촉연구원

수학 교수학습용 SW개발 및 보급, 수학교육 연구

학교 운영, 수학교육 실태조사, 수학클리닉 교사 

연수 운영

박정호 인턴
수학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Askmath 사이트 운영 지원

이언기 사원
초등학교 수학교과용도서 개발 지원,  

수학교육 정책과제 지원

이선영 사원
2017 수학 핵심교원 특별연수 지원, 

수학교육 정책과제 지원

이채원 사원 초등학교 수학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

최은진 사원 수학교육 개발 업무 지원

수학교육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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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사원

대학생 교육기부(돌봄교실) 운영 지원 및 

교육기부 성과발표회 지원, 교육기부 컨설팅단, 

교육기부 지역센터, 체육예술 거점대학 운영 지원

이지현 사원
교육기부 박람회 및 교육기부 대상 지원, 

교육기부 인증제 운영 지원

박경희 사원

수업지원인력풀 구축(담당), 진로체험버스 운영

(담당)·자유학기 원격연수 튜터링(담당), 원격연수 

튜터링·학생동아리활성화·미래교육박람회 지원

추유진 사원

학생 동아리 활성화 지원·미래교육박람회,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현장지원단 운영지원, 

자유학기 현장포럼 3회, 4회 지원·자유학기 

통계연구(담당)

김원미 사원
교육기부 홍보캠페인 지원, 교육기부 프로그램 

안내 및 매칭 지원

김황민 사원

대학생 교육기부(함성소리, 알락달락) 운영 지원, 

대학생 교육기부 협력 사례 발굴 지원(래미안,

 대학생 교육기부 사업단)

박현준 사원
교육기부 박람회 및 교육기부 대상 지원·교육기부 

인증제 운영 지원

허재윤 사원
대학생 교육기부(쏙쏙캠프) 운영 지원·개인 

교육기부단 운영 지원

이상화 사원
자유학기 대학생 봉사단·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학생동아리활성화지원 및 자유학기현장포럼 지원

박남규 사원

현장 지원단 운영 지원, 자유학기 현장포럼 2회 

지원,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지원 및 수업콘서트 

후속조치 지원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강호영 단장 경영기획단 업무 총괄

경영기획단

정원선 실장 기획예산실 업무 총괄

김현철 선임연구원

재단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 수립,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등 임원회의 운영, 제규정 관리 및  

기획조정심의위원회 운영, 기관고유사업 관리,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총괄주무회의

이원표 연구원

예산결산 대응, 인력 증원 대응,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간접비 관리, 국정감사 및 국회 요구자료 

대응,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사업 협약 및 정산, 

수탁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유빛나 인턴
제규정 관리 및 이지워크 운영, 민원 배부 및 처리, 

정부 3.0 및 정보공개

강혜진 사원
국회 요구자료 정리 및 DB화,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간접비 관리(부)

김준경 사원
기재부 업무연락방 대응 및 디브레인 입력 관리, 

문서배부, 재단 일정 취합 및 관계 부처 송부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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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위 담당업무

경영지원실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김태윤 팀장 대외협력팀 업무 총괄

황태진 선임연구원
대외홍보(보도자료 등), 50주년 기념사업, 

홍보기획

장어진 인턴 뉴미디어 홍보, 후원명칭 승인 및 상장발급

이나연 사원
재단 국제 협력 사업 지원, 재단 영문 

홈페이지 관리

김초롱 사원

대외홍보 지원(보도자료, 언론동향), 

홍보 콘텐츠 개발

재단 전사 행사 KOFAC LIVE 개최

김도현 사원 사회공헌 사업, 런치백세미나 개최

대외협력팀

성과평가팀

문일영 실장 경영지원실  업무 총괄

이국형 책임연구원
비상계획, 안전관리, 자산관리, 복리후생,

에너지 관리

양수정 선임연구원 구매, 계약, 경영평가(정부권장정책)

정성용 선임연구원 회계, 재무, 세무 총괄

소욱열 선임연구원 그룹웨어 및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현지영 선임연구원 인사, 채용, 승진

최명성 연구원 교육훈련,  복무, 노무, 성과평가

유보영 위촉연구원 지출결의 접수, 증빙 관리, 고정비용 관리

황인수 위촉연구원 사옥 및 시설 관리

김효준 인턴 경영지원실 업무 지원

구선회 사원 재단 전산 관리

이성신 사원
파견직 인사·복무관리(근태기록, 출입등록, 

내선번호 부여), 상장 관리 지원

문보라 사원 14층 창의스카이라운지 고객안내데스크 관리

전종민 사원 구매, 계약 지원, 관인관리(사용인감, 직인)

김나영 사원 지출결의 접수, 금융업무, 비용집행 관리

김지혜 사원
노무 복무(휴가, 시내출장, 시간외, 유연근무 등), 

교육 지원

심성영 사원 재단 행사 촬영·기록 및 영상사진 관리

이광호 사원 서버 관리

박기백 사원 회계  업무 지원

임나은 사원 개인정보솔루션, IP, 자산관리시스템, DID담당

박세만 팀장 성과평가팀 업무 총괄

서원선 연구원
기관(장)  경영평가, 조직 성과평가제도, 

성과조정심의회 운영

김아현 인턴 기관(장)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이세지 사원 경영공시, 경영평가(복리후생, 업무생산성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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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성    명 직    위

경영혁신TF팀

휴직,파견,해외연수

김길태 선임연구원

오영일 선임연구원

이지윤 선임연구원

민영경 선임연구원

김은주 선임연구원

임정희 연구원

이가영 연구원

김주영 연구원

이서영 연구원

문일영 팀장(겸직) 경영혁신TF팀 업무 총괄

허준영 PO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영혁신 이슈 대응

현지영
선임연구원

(겸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영혁신 이슈 대응

최명성 연구원(겸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영혁신 이슈 대응

양은석 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영혁신 이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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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관 - 교육기부 外

체결일 체결기관 주요협약내용

2000. 02. 23 한국과학기술원

- 재단 보유 자료 제공 

- 과기원 추진 행상 지원 

- 과기원 교수진의 연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 과기원 신기술창업지원단과의 협력 

- KAIST/HTC와 협력협정서를 체결한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KAIST/HTC와 공동으로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2000. 12. 21 KTB network㈜ - 양자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 관련 사업의 활성화 위해 협력

2001. 03. 28 세종대학교

- 과학문화창달 및 교육·인력 활용 

- 세종대부설 과학기술원의 운영 등에 관련한 상호협력 

- 교육·연구 자문 및 과학문화창달사업의 상호협력 

- 관련정보교류 및 시설이용 협력 

- 과학문화창달 및 연구활동의 국제화 협조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지원 관련사업의 협력 

- 기타 관련사업 등의 상호협력

2001. 05. 24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정보문화센터

- 과학문화 확산·정보문화 진흥과 관련한 자료 협조자문 및 공동 개발 

- 과학교육 및 정보화 교육 관련 정보 교류와 시설 이용 협력 

- 합의 각자의 영상사업과 관련한 자료 협조 자문 및 공동 개발 

- 기타 본 합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업무 협력

2002. 05. 3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콘텐츠의 공동 활용 

- 관련정보교류 및 시설 이용 

- 기타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업무

2002. 09. 0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촉진하는 각종 사업의 공동 기획 및 수행(‘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

기념 사업과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 양 기관의 과학분야 국제 협력과 관련한 제반 사항 협조 

- 양 기관의 과학분양 사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및 공동 수집 

- 양 기관의 시설 사용에 있어서 상호 협조 

-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한 협조

2004. 03. 19 한국예술종합학교

-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촉진하는 각종 사업의 공동 기획 및 수행 

- 양 기관의 과학문화예술협력과 관련한 제반 사항 협조 

- 양 기관의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및 공동 수집 

- 양 기관의 시설 사용에 있어서 상호 협조 

-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한 협조

MOU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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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일 체결기관 주요협약내용

2004. 03. 25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사이언스포리더스프로그램」을 위한 적정한 교육대상의 발굴 및 확보, 적극적 대회홍보 등 

- 서울대학교는 커리큘럼의 개발 및 다양성 확보,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 적합한 교육 시설의 확보 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재단은 적정한 교육인원의 확보,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재원의 지원 등

2004. 08. 26 We Start 운동본부

- '생활과학교실' 사업 연계(해당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포함하여 생활과학교실 운영 / 과학실험교실 개소 / 

강사비, 재료비 일체 과학문화재단 부담) 

- 과학기술앰버서더 아동복지시설 방문 활동(과학강연 / 과학영상 상연 및 과학도서, 과학기자재 기증 등) 

- 아동복지시설에 과학도서 및 과학만화 기증(전국 200여 아동복지시설과 공부방 등에 1부씩 무상 배포) 

-  과학문화행사에 복지시설 아동 초청(지역과학축전 및 크리스마스 과학콘서트 행사 초청) 

- 과학문화지원사업에 불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부문 신설(2005년부터 불우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부문을 신설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업 적극 지원)

2006. 07. 21 여성신문사

- 사업기간 중 전면광고 10회 이상 

- 사업관련 특집기사 기획 게재 

- 기업체 및 유관기관 협찬의 유치 활동 

- 여성신문사의 전국 지사 등 유관 네트워크 활용 홍보 

- 2006년 10월 제3회 여유만만콘서트시 먼데이키즈 활용 및 사이언스코리아 주제가 홍보 

- 2007년 제7회 여성마라톤대회시 제2회 전국민생활과학경지대회 홍보

2006. 07. 25 기상청

-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 소외계층, 도서벽지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운영 

- 대국민 기상교육을 사이버 콘텐츠 개발 및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 

- 대한민국과학축전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과학축전 참여 지원 

-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08. 07. 1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 2008 대한민국과학축전을 광주광역시와 공동개최 

- 광주지역 지역과학축전 개최, 국립광주과학관 활성화, 생활과학교실 지원, 청소년과학탐구반 지원 등 

지역 과학문화 확산 위한 상호협력 

- 재단의 과학과 예술의 만남 등 지역개최 가능 행사의 공동개최

2008. 08. 27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나노관련 최신정보 제공 및 멘토링 서비스 사업 협력 

- 나노코리아 행사 협력(이사장님상, 강연 등) 

- 기타 양 기관 제반사업 상호협조

2008. 10. 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와 소통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 창의적 인재와 영재 양성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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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6. 29 국방홍보원 - 상호 국방 안보 및 과학기술관련 기사 콘텐츠 교류

2009. 11. 12
국립중앙과학관, 

인텔코리아

- 아시아태평양지역 STEM 교육 강화를 위해

Asia-Pacific Regional Science Educator's Academy 공동개최

2009. 11.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우주과학 관련 리소스 교류 및 홍보협력 

- 청소년 우주과학 교육기회 확대 및 미래 우주 인력 양성 

- 기타 양 기관의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2009. 11. 25 한국과학기술원

- 과학언론 전문가 양성 

- 과학언론전문가양성을 위한 과학저널리즘 석사과정 개설  

- 기타 양 기관의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2009. 12. 2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과학캠프의 공동개최를 위한 제반사항 

- 재단은 해외참가자 초청, 국내 참가자 선정, 사업비의 지원을, 대학은 실험실습교육시설, 숙박 등 운영 

- 기타 과학캠프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협의사업 상호 협조

2010. 03. 10 특허청

- 지식재산과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 지식재산과 과학기술의 홍보 및 문화활동 지원 

- 발명연구·지식재산창출 활성화를 위한 대회 공동개최 

- 기타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활동 활성화 상호 협조

2010. 04. 30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창의인성교육 현장사례발굴 및 사회적 관심 제고 

- 창의인성교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인적자원 정보교류  

-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내외 행사 개최 및 홍보

2010. 06. 11 국립제주대학교

- 기관과학기술앰버서더 운영 협력 

- 과학기술문화 발전 협력 

- 기타 양 기관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6. 16 국립중앙도서관

- 재단 우수과학도서를 통한 도서관의 소리나눔터 홍보 

- 지식정보소외계층의 과학독서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공동기획 및 수행  

- 도서관은 우수과학도서로 인증된 출판사에게 소리책 나눔터 사업취지를 안내하고 신규로 출판되는 도서가  

점자나 녹음도서로 변환제작이 용이하도록 디지털파일의 기증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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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9. 03 동아일보사

- 과학 관련 콘텐츠 제작 협력 

-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캠페인 및 공익활동 공동 진행 

- 청소년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공익활동 공동 진행

2010. 09.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재단과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관련 사업의 홍보와 지원 

- 과학기술계와 문화예술계의 창의적 인재 교류 확대 

-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융합 증진을 통해 창의성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공동기획 및 수행

2010. 09. 27 한국사진기자협회
- 2010 RGB 특별초청 사진전 공동개최 

- 과학사진을 활용한 언론홍보 및 대국민 지식 확산

2010. 11. 15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국립과천과학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

해교육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다음커뮤니케이션, 

㈜종로학평, 

㈜티씨엔미디어,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항공우주산업㈜, 

LG상남도서관, 

NHN㈜

보유한 우수 콘텐츠를 초·중등교육에 적극 활용해 국가 자원의 효용성 증대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 

- 교육정보 공유를 위한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 

- 기 보유 및 향후 개발 콘텐츠를 교육적 활용 위해 공유 

- 기타 초·중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에 상호 협조

2010. 12. 20
한국박물관협회,  

한국과학관협회

- 문화예술 과학기술 교육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예술과 과학의 통합교육을 위한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연계사업 추진

(창의체험통합정보넷 www.crezone.net 등록) 

- 초·중등 교과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 도모 

- 기타 세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2011. 02. 09 한화그룹

- Science Challenge for Young Talent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산·학·연 전문인력 네트워크 및 관련 노하우 제공 

- 한화는 관련 인력과 시설 및 예산 적극 제공 

-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청소년의 과학기술관련 활동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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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3. 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대학교

- 2011년 대한민국과학축전 성공 개최 위한 상호 협력

2011. 04. 1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운영 

- 청소년활동정책 및 청소년참여활동 개발에 대한 양 기관의 자문 및 출연 협조 

-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2011. 04. 14 극지연구소

- 극지체험 과학에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 협조 

- 극지인프라 활용한 과학문화 확산 위한 사업 공동기획 및 수행 

- 기타 제반 사업 상호 협조

2011. 08. 03 한국물리학회

Asian Science Camp 2011(2011.8.7~13, 대전)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 ASC 2011 행사 실행관련 사항 

- 미래융합인재 위한 프로그램 협력 

- 대축 강연비 지원 등

2013. 06. 04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자유학기제 발전, 확산 위한 협력 

- 자유학기제 성공정착 및 확대 위한 연구 및 사업 협력 추진 

-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 협력구축 

-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인프라 구축 

- 강사인력 확보 위한 공동 노력 

- 참여기관 간 연구인력 상호 교류 및 연구 인프라 활용 지원 

- 기타 호혜적 협력

2014. 02. 06 한국국제협력단

- 개도국에 대한 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및 프로젝트 사업 등 무상개발협력사업 발굴시행 및 평가 

- 개도국 대상 과학교육분야 개발협력 위한 공동 또는 위탁연구 

- 국내외 개발협력 조직망 및 관련 정보의 공유 

- 양 기관 간행물에 대한 정보 게재 및 활동 홍보 

- 필요할 경우 국내 시설에 대한 상호 활용

2014. 11. 25 한국장학재단 

- 이공계 우수인재 정보 공동활용 

- 생애주기별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 또는 연계 사업 발굴 진행 

- 유관사업 적극 홍보 및 보유자료 제공 상호 협조 

- 기타 다각적 상호 협력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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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 과학교육 전문교사 양성·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인프라 및 정보교류 외 기타사항(보유시설의 대여 등) 

- 주요 행사 공동개최

2015. 02. 24 ㈜한국로슈

- 생생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 위한 상호협력 

- 재단 :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기관, 수혜대상 선정에 대한 컨설팅,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역 내 운영 기관 연계 지원 

- 로슈 : 프로그램 기획 운영

2015. 03. 18 동아사이언스

과학교육 육성 협력 등에 관한 상호 협력 

- 과학, 수학 및 컴퓨팅 교육을 위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과학, 수학 및 컴퓨팅 교육을 위한 공동 및 연계 사업 발굴 및 진행 

- 과학, 수학 및 컴퓨팅 교육콘텐츠 보급, 활용과 홍보 

- 당사자들이 상호 혜택을 받거나 당사자들의 관심 또는 중대사에 대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지식 자원 등을 교환 

- 주요 행사 공동 개최

2015. 03. 26 art center nabi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일 웨어러블 페스티발을 공동 주관·운영 

- 보유 중인 자산, 전문지식과 기술, 인력 등을 활용하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적극 협력 

- 공동 기획·운영한 콘텐츠 및 관련 네트워크 등은 상호 공유하고, 공익 목적 사용 

- 기타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

2015. 04. 08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시
자유학기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2015. 04. 2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기획, 조사연구 및 콘텐츠 기획 

- 과학문화 및 과학기술 지식 확산을 위한 협력 

-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확산에 대한 지원 협조 

- 기타 상호협의에 따른 사항

2015. 06. 24 한국문화재재단

- ‘과학기술’과 ‘문화유산 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 개발 및 실천에 협조 

- 양 기관의 보유한 고유역량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류, 

기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업 등

2015. 07. 23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를 위한 협력 

- 과학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정보 교류, 소속 전문가 활용 

- 국내·국제 행사 공동 개최 및 참여 

-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398 PART. 04  자료로 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50년

체결일 체결기관 주요협약내용

2015. 08. 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각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공동 사업 개발 추진 

- 상호 관련 및 연계 사업 정보에 관한 교류와 협력 

- 인적자원, 교육,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 사업 지원 및 협력 

- 상기 사업 외에 추가 협력 사업이나 과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

2015. 10. 02 한국정보화진흥원(NIA)

ICT·과학인재양성 노하우 교류 등 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해 양 기관의 역할 및 사회적 기여 증대 

- ICT와 과학창의 전문기관간의 공동 기획 프로그램 운영 

※ ‘SW Welcomes Girls’ 공동기획(2회) 이후 지속적인 협력 프로그램 연계 

- 글로벌 IT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성 교류 

※ 세계최대의 청소년 과학축제인 ISEF(국제과학경진대회) 국내 워크숍 운영·기관 협력 

- 양 기관 사업 연계·융합모델 발굴, 분야별 전문인력 등 네트워크 공동 활용 

- 기타 건강하고 창조적인 정보문화와 창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2015. 12. 09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자유학기 소프트웨어 진로교육 확산 

- (창의재단)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SW정책연구소) 자유학기제 SW진로교육과 체험처의 확산, 프로그램 개발 지원

2015. 12. 17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 

-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융합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스마트 융합 교육 관련 기술·지식정보의 교류   

- 스마트 융합 교육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XO Center 교육프로그램의 협력 추진  

-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공동 개최 및 상호 교류 

- 기타 양 기관이 협정 목적에 적합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

2015. 12. 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미래창조과학부,

성북구, 서울특별시

지하철 역사 내 공간을 활용한 '상월곡역 사이언스 스테이션' 시설 설치 및 운영 사항 협력

(기획, 전시물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2016. 05. 28
교육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미래형 교육에 대한 운영 방향 및 프로그램 연구 

-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기반 구축 

- 미래형 교육기반을 활용한 학생주도 활동수업 개발·확산, 융합형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 개발·확산, 

교사·학생 체험 기회 확대 등

2016. 06. 24 ㈜스파크랩스

- 협업·네트워크 활성화 : 창조경제박람회 등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행사 참여 촉진 및 공동 진행 등 협력 

- 협의를 통해 해외 투자·구매자를 유치하여 우수 스타트업 대상 투자설명회, 제품 구매·계약 로드쇼, 

포럼·세미나 등 관련 행사 공동 진행 

- 박람회 사전행사로 기존에 운영 중인 국제 컨퍼런스에 해외연사 참여를 유도하고, 창조경제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 활성화 : 창조경제박람회 등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행사 참여 촉진 및 공동 진행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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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24 한국방송공사

-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 창조경제 문화확산을 위한 1인 영상 창작자 육성 및 콘텐츠 제작 

- 기타 영상 교육 및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사항 지원 등

2017. 04. 24 국방홍보원

- 국방과학문화 홍보콘텐츠 교류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 추진                                                                                          

- 보유 콘텐츠 상호교류 및 미디어 플랫폼 활용 확대                                                                                                     

- 인적·물적 교류 및 연구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7. 05. 29
경상남도 교육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학문화콘텐츠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동참 

- 보유 전문 플랫폼, 인력 활용 및 학생, 학부모, 시민대상 수학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7. 07. 06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기본법 제도 준수 및 모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전환형 시간 선택제 도입 및 정착 노력(근로자들의 생애주기 고려-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노사협의 및 고충처리  및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에 일, 가정 양립 관련 안건 반영 

- 근무혁신 10대 제안 안착에 노력(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 실천)

2017. 07. 06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 노사는 자율과 책임,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주도 및 상생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 구축                          

- 노사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지양,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일가양득 일터 위해 협력  

- 임금, 근로조건, 교육, 훈련, 복지 등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 관행 확립 및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이행에 적극 노력                                                                                                                 

- 재단은 경영정보 공개 등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노사 간 신뢰기반 조성,

노사는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업장 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조  

- 노사는 노동의 질 개선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

2017. 08. 0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 및 수행

-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 사업 지원 및 협력

- 상호 관련 연계 사업 정보에 관한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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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08
한국항공우주산업,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 항공우주부문 과학·수학 교사 연수 프로그램인

   KAI 에비에이션 캠프(KAI Aviation Camp) 공동 개최 및 운영

2010. 03. 22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3. 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3. 2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3. 2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3. 2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3. 29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02 재료연구소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0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02 한국화학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0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국내기관 - 교육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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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4. 05 한국한의학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08 국가핵융합연구소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1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19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2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2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20 한국기계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20 한국식품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20 한국전기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22 고등과학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26 한국과학기술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체결일 체결기관 주요협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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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4. 2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4. 30 한국해양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5. 03 광주과학기술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5. 03 극지연구소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5. 03 한국천문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5. 0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5. 0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5. 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5. 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7. 22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대학생 과학나눔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 과학나눔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공동 기획 및 수행 

-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2010. 08. 09
대한상공회의소,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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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9. 10 현대제철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9. 1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산업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11.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아이엠비씨

초·중등 학생 및 교사들에게 체험활동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 교육기부운동 동참 

-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기타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2010. 11. 25 중앙일보

초·중등 학생 및 교사들에게 체험활동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 교육기부운동 동참 및 관련 공익 보도 및 프로그램 공동 제작 

- 지식 나눔 관련 보도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재단 소속 연구진 자문 및 출연 협조 

- 기타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2010. 12. 3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KOREKA 운동에 동참 

- 기부 콘텐츠 개발, 실험/체험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여 

-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2011. 02. 16

ICT 기관장 협의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교육학술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재단과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2011. 04. 26 MBC플레이비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매년 PLAYBE에서 정한 일자에 어린이 3천 명, 성인 3천 명의 키자니아 무료입장 및 어린이 3천 명,

성인 3천명의 최소 경비로 키자니아 입장·혜택 제공(교통비, 식대 등 부대비용 제외) 

- 기타 재단과 PLAYBE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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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7
타타대우상용차㈜,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전북지역 유·초·중등 학생 대상 직업교육,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타타대우상용차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협력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1. 12. 26
KDB대우증권,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2. 04. 2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2. 05. 02 한국신문협회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2. 05. 1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과학기술인의 강연·의료 봉사사업, 인턴십·멘토링 진로상담 취업지도 지원, 연구실 방문 및 견학 지원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2. 05. 29

녹색성장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녹색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녹색위·교과부·창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교육기부운동에 동참 

- 보유 중인 자산, 전문지식과 기술, 인력 등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녹색성장 교육기부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2. 06. 26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중앙대학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서울특별시강남구청

- 지식·재능·교육기부 진흥에 관한 제반 협력 

- 지식·재능·교육기부를 위한 종합 홍보 사항 

- 지식·재능·교육기부를 통한 나눔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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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6. 28
한화그룹,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한화 계열사들의 교육기부 활성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진로교육 등 

자녀교육 관련 직장 내 학부모 교육 확대 추진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2. 07. 27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항우진 소속 교육기부 참여기업들은 정부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합항공캠프 운영 등에 필요한

학습 리소스. 공간 및 시설 등을 개방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2. 12. 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3. 05. 10 국토지리정보원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부설 지도박물관 활용 및 사회 지리 분야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3. 05. 29 현대차정몽구재단, 교육부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중·고등학교 동아리 창의인성 체험 프로젝트, 진로탐색 설계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원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3. 06. 18 NH농협은행, 교육부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3. 06. 24 삼성물산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래미안 입주민에게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래미안 교육기부 서비스를 제공(대학생 주거 지원 등)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3. 09. 06
KB국민은행, 

한국YMCA, 교육부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초·중등 학생 대상 경제금융교육 및 교육콘텐츠, 직업체험교실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3. 11. 05 BS금융그룹, 교육부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지역사회 인재 양성 지원 및 초·중등학생 대상 금융공연분야 진로직업 체험 교실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3. 11. 12 신한금융투자, 교욱부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중학생 대상 금융경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원연수 운영 등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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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8 연세대학교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교육기부 관련 교과목 개발 및 운영, 교육기부 활동 지원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4. 02. 07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4. 02. 20 한국공항공사, 교육부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4. 03. 14 넥센히어로즈, 교육부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4. 03. 27 금융감독원, 교육부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4. 04. 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SK텔레콤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4. 11. 19 신한은행, 교육부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4. 12. 10
한국조폐공사, 

 교육부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5. 02. 03
예금보험공사, 

 교육부

-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

2015. 03. 16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과학대중화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 재단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UST 교수·학생 참여 확대 

- 출연연 인력, 첨단 기술·지식 및 연구 시설·장비를 활용한 현장 체험형 교육·연수 프로그램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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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3. 19 대한적십자사, 교육부

- 교육인프라 발굴 동참 

- 나눔 교육 관련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교육기부 확산을 위한 캠페인 

-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 및 봉사활동 인증 

- 기타 각 기관과 협력

2015. 07. 14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단
- 체육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진로직업체험 교육 활성화

2016. 03. 04 월드비전

-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협력                                                                                              

- 재단 대학생 글로벌 ODA사업을 위한 월드비전 해외인프라 지원 

- 전국 유·초·중등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 세계시민학교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 교육기부단에 대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네트워크와 광고 등을 활용하여 교육기부 확산을 위한 캠페인 협력 

- 월드비전 프로그램 기아체험, 국제연합 및 연계 프로그램의 진보를 위한 대학생 교육기부단 협업 지원 

2016. 06. 01 국회사무처-재단 - 교육기부 프로그램 제공, 진로직업 체험 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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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

체결일 체결국가 체결기관 주요협약내용

2001. 04. 30 미국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AAAS)

- 국제협력 사업 공동주최

- 과학기술 대중화 및 과학기술교육 위한 정보공유와 전문가 교류

- 과학전문정보 번역/출판 및 기타 프로젝트 상호 협력

2001. 05. 02 미국 Exploratorium 

- 여름 교사연수 프로그램 참여 협력 및 전문가 교류

- 콘텐츠 및 비디오/오디오 자료 인터넷 공유

- 과학도서 번역/출판 상호 협력

2001. 09. 04 영국 
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BAAS)

- 정보 교환

- 협력사업 공동기획·주최 및 참여 

- 과학 전문가 상호교류 및 상호 협력

2002. 04. 24 영국

Royal Institution of Great 

Britain(RI)
- RI 크리스마스강연 개최

- 과학매체 운영 지원 및 전문가 교류

-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상호 협력
British Council Korea

2002. 06. 12 미국 AUTHORS - 영국 과학연극 ‘산소(OXYGEN)'의 한국 공연권 확보

2002. 12. 03 중국
China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CAST)

- 국제협력 프로그램 및 활동 공동기획·운영 

- 과학대중화 및 과학교육 관련 정보 공유와 전문가 교류

- 과학전문 자료 번역/출판 등 상호 협력

2003. 08. 12 중국
Beijing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BAST)

- BYSCC 한국대표단 파견 및 과학교사 및 청소년 방문 교류 

- 과학 도서 및 과학 영상 자료 교환

- 과학기술 교류행사 상호 참관/방문 및 상호 협력

2004. 07. 22 중국
Beijing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BAST)

- 과학기술 교류행사 상호 참관/방문

- 과학도서 및 과학영상 자료 교환

- 과학교사 및 청소년 방문교류 등 상호 협력

2004. 12. 01 영국

Royal Institution of Great 

Britain(RI)
- RI 크리스마스강연 개최

- 과학매체 운영 지원 

- 과학 전문가 교류 등 상호 협력
The British Council Korea

2005. 01. 14 프랑스 Institut Pasteur - 프랑스 파리 과학 탐방 사업 운영 위한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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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일 체결국가 체결기관 주요협약내용

2008. 03. 22 중국
Beijing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BAST)
- BYSCC 내 재단 이사장상 제정 및 해당 상 수상팀의 ISEC 참여

2009. 05. 24

중국 
China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CAST)

- 한·중·일 과학문화 대표기관들 간의 상호협력

- 미국과학진흥협회 공동세션 개최

- 과학커뮤니케이션 및 과학문화 프로그램 교류

- 과학커뮤니케이터 교류

- 기타 공동협력사업 기획 및 진행
일본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JST)

2009. 06. 18 영국
Nottingham Trent 

University(NTU)

- 교사연수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진행

- 과학교육/과학커뮤니케이션  리소스 교류

- 직원교환 연수 프로그램 진행

- 기타 공동협력사업 기획 및 진행

2009. 11. 02 영국
National Science Learning 

Centre(NSLC)

- 교사연수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진행

- 과학교육 리소스 교류

- 관련 프로그램 및 리소스 공동 개발

- 기타 공동협력사업 기획 및 진행

2010. 07. 09 독일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 과학기술앰버서더 운영 협력

- 과학기술문화 발전 협력

- 기타 양 기관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7. 09 프랑스 재불한국과학기술자협회

- 과학기술앰버서더 운영 협력

- 과학기술문화 발전 협력

- 기타 양 기관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7. 09 영국 재영한국과학기술자협회

- 과학기술앰버서더 운영 협력

- 과학기술문화 발전 협력

- 기타 양 기관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07. 09 캐나다 재캐나다한국과학기술자협회

- 과학기술앰버서더 운영 협력

- 과학기술문화 발전 협력

- 기타 양 기관 제반사업 상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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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일 체결국가 체결기관 주요협약내용

2010. 08. 13 미국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 과학기술앰버서더 운영 협력

- 과학기술문화 발전 협력

- 기타 양 기관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0. 12. 09 프랑스 Universcience

- 과학전시 및 글로벌 이슈 대중화, 체험 과학 교육분야 상호 협력 

- 과학 행사 공동주최 및 운영 및 전시물 및 프로그램의 교환 및 공동 개발

- 학회/세미나/출판 등 공동 작업/개최

2011. 09. 06 미국 Smithsonian Institution

- STEAM교육 교사/학생 교환 프로그램 추진

- STEAM 교육자료 공유

- STEAM 교육 관련 워크숍, 포럼 등 공동기획 및 주최

- 과학교육 STEAM 관련 지식, 정보, 자원 교환

2011. 12. 02 미국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in Chicago

- 교환 프로그램 및 연계 활동 공동 주최 및 개시

- 정보, 지식, 기술 및 경험 콘텐츠 실무자 교환

- 최적의 이론/실무 지식 공유 및 교육 나눔  

- 기타 양 기관 제반사업 상호 협조

2012. 08. 14 미국

Smithsonian Institution

(Smithsonian Center for 

Education and Museum 

Studies, SCEMS)

- 전국 교육 컨퍼런스 및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참여를 위한 협력

2014. 03. 18 베트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 베트남 초등학교 과학교육 지원을 위한 ODA 사업 협력

- 현지 교원 대상 연수 및 실험 기자재 제공 

- 과학교사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추진People's Committee of Quang 

Tri Province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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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7 영국
BCS, The Chartered Institute 

for IT(BCS)

- 컴퓨팅 교육을 위한 교사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 교육 자료 공유

- 컴퓨팅 교육을 위한 워크숍, 포럼 등을 위한 개발 공동 조직 

- 양 기관 상호 이익이 되는 과학 정보, 지식 및 자원 교환 및 상호 협력

2014. 12. 04 영국 The British Council(BC)

- Famelab Korea 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협력(과학사 웹툰, 모바일 콘텐츠, 과학전문칼럼)

-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 과학대중화, 과학교육,  STEAM 교육 분야의 기획 및 이행을 위한 상호 협력

2015. 07. 31 영국 Smithsonian Institution

- 과학 교사/학생을 위한 연수 교육 프로그램 상호 교환   

- 과학 교육 및 과학 커뮤니케이션 개발 및 실행 공동 운영

- 상호 이익이 되는 정보 및 지식 및 자원 교환 및 공통 아젠다 발굴 및 상호 협력

2015. 12. 08 독일 Wissenschaft im Dialog

- 과학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수 워크샵 공동 개최

-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과학 교육 및 시민 의식 성장 프로그램 개발 

- 유럽 국가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아태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 상호 이익이 되는 정보 및 지식 및 자원 교환 및 공통 아젠다 발굴 및 상호 협력

2016. 10. 24 미국
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CSTA)

- 소프트웨어 교육 워크숍 및 포럼 등의 개발 및 운영 상호 협력

- 컴퓨터 과학 교육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및 교육 기관 선정 협력  

- 상호 이익이 되는 정보 및 지식 및 자원 교환 및 공통 아젠다 발굴 및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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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933. 06. 10

1934. 04. 19 

1967. 07. 24 

07. 30

08. 06

09. 06

11. 29

12. 21

1968. 01. 10

01. 11

03. 08

03. 10

03. 14

03. 23

05. 01 

 

06. 07 

06. 15

07. 

07. 10

08. 09

09. 01 

11. 18

1969. 02. 05

02. 13

02. 25

04. 23

06. 11 

08. 13 

10. 04 

12. 08 

12. 30

1970. 02. 05

02. 10

02. 28

03. 25

05. 24 

08. 04 

10. 17 

과학잡지 <과학조선> 발간

제1회 ‘과학데이’ 기념식

대통령의 후원회 설립방안 연구 지시

정관기본사업계획 및 설립취지문 작성

대통령의 재단기금 출연

재단법인 과학기술인후원회 모금

재단법인 과학기술후원회 발기인총회 개최

재단법인 과학기술후원회 설립

사무실 설치

기금모금 및 사업계획 수립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초대이사장 윤일선 선임

직무개시(상업은행 본점 12층 전시장, 무상임대)

68년도 운영계획 및 예산승인 신청(과기부)

재단설립공고

사업계획 신문공고

표어공모 및 선전보급

생활의 과학화 실천수기 공모 및 계몽 선전

제2회 이사회 개최

표어심사 발표

유공과학기술자 지원

아이디어뱅크 처리규정 작성 완료

제3회 이사회 개최

용품절약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및 계몽 선전

시약센터 설치 계획서

제4회 이사회 개최

69년도 운영계획 및 예산승인 신청

과학기술처 사업승인

생활의 과학화 계몽강연회 개최

68년도 생활의 과학화 실천수기 당선자수록집 배부

과학기술처 행정감사수감

실천수기 및 고안품 심사

TV방영 사업계획

제5회 이사회 개최

      <주요 사업>

      1. 유공과학기술자 지원

      2. 산업기술 실태조사

      3. 생활의 과학화

      4. 고안의 장려

      5. 과학기술지 보급발간 및 영화보급

      6. 과학기술관 건립추진

제6회 이사회 개최

70년도 운영계획 및 예산승인 신청

70년도 사업계획 승인 요청

과학기술처 70년도 사업계획 승인

사무실 이전(대창빌딩 8층)

제7회 이사회 개최

사무실 이전(서울은행 을지로 지점 3층)

      <주요 사업>

      1. 유공과학기술자 지원

      2. 연구활동 지원사업

      3. 시약비축공급센터 설치·운영 

         (국고 보조사업)

      4. 생활의 과학화 보급개발 

         (과학전시차운영, 자체사업)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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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04. 06

04. 12

09. 13 

1974. 04. 16 

04. 30

1975. 04. 18

1976. 02. 24

08. 18

09. 24

1977. 03. 15

1971. 02. 19

02. 20

02. 27

05. 20 

1972. 01. 29

02. 10

03. 24 

04. 08

05. 02

06. 22

07. 02

09. 25

10. 15

제8회 이사회 개최

7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신청(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 71년도 보조단체 사업계획서 승인

국고보조단체에 대한 5개년 사업 계획서 제출(과학기술처)

      <주요 사업>

      1. 과학전시차 순회

      2. TV방영

      3. 과학도서 출판·보급

      4. 과학필름 라이브러리 설치

      5. 시약비축사업(특별회계)

제9회 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출범

제3대 김용환 이사장 취임

제1회 상임이사회 개최

제2회 상임이사회 개최

정밀공업기술장학생 모집 개시

국공립 소유 특허권 조사 개시

청소년 과학공작품 과학완구 전시출품 안내

대학생급 장학생 선발시험 실시

제2차 연고지학교 순방 강연 개최

학생공작품 및 과학완구 전시회 개최

      <주요 사업>

      1. 국공립연구기관의 특허권 및 

        연구결과의 기업화 촉진

      2. 현장발명의 조장

      3. 청소년 과학공작품의 전시보급

      4. 라디오를 통한 생활과학 계몽

      5. 과학기술자의 연고지학교 

        순방 강연

      6. 정밀공업 기술장학금 운영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3회 상임이사회 개최

7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신청(과학기술처)

제4회 상임이사회 개최

제4회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한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의견 청취 간담회

      <주요 사업>

      1. 주부생활과학강좌 개최

      2. 과학기술문고 발간·보급사업

      3. 생활과학기술편람 발간·보급사업

      4. 과학기술계몽 보급의 소재 모집

      5. 시약비축 공급

제3회 이사회개최

제5회 상임이사회 개최

제3회 이사장단 회의개최

제4회 이사회 개최

제6회 상임이사회 개최

제5회 이사회 개최

이사선임(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전형위원회 개최

제6회 이사회 개최

제7회 이사회 개최

제6대 이정림 이사장 취임

1971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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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07. 11

07. 20

11. 13 

1979. 02. 12

04. 01

11. 28 

1980. 04. 03

08. 01

09. 17

10. 08

12. 01

1981. 01. 04

02. 09

05. 27

07. 07

10. 31

12. 04

제8회 이사회 개최

상임이사회 개최

임시이사회 개최

      <주요 사업>

      1. 시약비축 및 공급사업

      2. 과학시대지 보급사업

      3. 어린이그림 과학문고 발간

      4. 생활과학강좌 개최

제9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7대 정주영 이사장 취임

제1회 과학문고읽기운동사업 실시

임시이사회 개최

      <주요 사업>

      1. 산업 기술강좌 및 세미나 개최

      2. 생활과학 가치 해설·전시

      3. 과학시대지 격월간 보급사업

      4. 과학기술 보도 논문선정 포상

      5. 불량·부정·위해품 전시 및 보도

제10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8대 윤일선 이사장 취임

임시이사회 개최

     - 결원 상임이사 1인 문교부 차관으로 보충

제7회 과학기술계몽보급 세미나 개최

제3회 과학책읽기 독후감대회 개최

직장의료보험가입

과학기술진흥공제회 발족

      <주요 사업>

      1. 학생과학문고 발간사업 

        특허권 조사 개시

      2. 과학단지 견학사업

      3. 생활과학 강좌 개최사업

      4. 시약 공급사업

      5. 어린이 그림 과학문고 보급사업

제3회 과학책읽기 운동사업 실시

제11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1회 상임이사회 개최

과학기술처로부터 과학차 1대 인수

과학기술진흥회관 건축허가

제8회 전국과학담당 장학사 세미나 개최

      <주요 사업>

      1. 각종도서 출판사업

      (해양과학문고, 학생과학대사전 등)

      2. 주부생활과학강좌 개최사업

      3. 과학기술순회 계몽보급사업

      4. 과학문고 기증

      5. 전파 및 활자매체를 통한 계몽사업

1978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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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02. 05

04. 08

11. 18

11. 26

1983. 02. 15

02. 28

04. 01 

04. 21

10. 26

12. 02

1984. 02. 08

04. 16

05. 27

09. 15

12. 01

1985. 02. 06

03. 02

04. 16

06. 25

07. 14

08. 20

09. 15

11. 10

11. 24

11. 29 

제12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1회 상임이사회 개최

과학기술진흥회관 건축 완공 (대치동 사옥)

제9회 전국과학담당 장학사 심포지움 개최

      <주요 사업>

      1. 생활과학편람 제작보급

      2. 자연학습장 발간보급 사업

      3. 학생과학문고 발간보급 사업

      4. 시약공급 사업

      5. 과진회관 건축

제1회 상임이사회 개최

제13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1회 모형항공기 및 과학상자 공작 경진대회 개최

전국 우수과학교사 과학단지 및 산업체 시찰(국고 및 자체)

제2회 상임이사회 개최

제10회 전국과학담당 장학사 심포지움 개최(자체)

      <주요 사업>

      1. 과학전시회 순회계몽(국고)

      2. 시민과학강좌 개최(국고)

      3. 전국 순회 경제과학특강(국고)

      4. 과학책 번각발행

      5. 연구개발지원(시약공급)

제14회 정기이사회 개최

우수과학교사과학단지 및 산업체 시찰(일부찬조)

제1회 전국모형자동차공작경진대회 개최

제2회 모형항공기 및 과학상자 공작 경진대회 개최

제11회 전국과학담당장학사 심포지움 개최

      <주요 사업>

      1. 과학전시차 순회 계몽

      2. 과학영화 필름라이브러리 

        조사 및 운영

      3. 과학도서 발간보급

      4. 과학책 번각 발행

      5. 원로 과학자 지원

제15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16회 정기이사회 개최

우수과학교사 과학단지 및 산업체 시찰

‘85 쓰쿠바 과학박람회’ 참관

과학상상그림그리기대회 미래과학글짓기대회 개최

상임이사회 개최

전국학생모형항공기공작경진대회 개최

모형자동차경진대회 개최

라디오조립경진대회 개최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 개최

전국과학교육담당장학사 심포지움 개최

1982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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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02. 22

04. 01

04. 22

08. 19

08. 25

10. 27

11. 28

1987. 02. 14

04. 21

04. 22

05. 09

05. 16

08. 09

10. 26

11. 27

1988. 02. 06

05. 25

06. 01

06. 30

07. 08

10. 30

12. 05

12. 09

1989. 01. 13

02. 02

02. 25

06. 29

08. 05

10. 05

10. 15

11. 17

12. 02

제16회 정기이사회 개최

과학기술교육 진흥연구논문 현상모집

우수과학교사 과학단지 및 산업체 시찰

상임이사회 개최

과학교사 해외연수 및 시찰

전국학생모형항공기공작경진대회 개최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 개최

라디오조립경진대회 개최

전국과학교육담당장학사 심포지움 개최

제17회 정기이사회 개최

대중과학강좌 개최

우수과학도시, 과학단지 및 산업체 시찰

상임이사회 개최

임시이사회 개최 

제12대 김기형 이사장 취임

과학교육담당장학사 해외연수 및 시찰

모형항공기공작경진대회 개최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 개최

라디오조립경진대회 개최

모형자동차경진대회 개최

전국과학교육담당장학사 심포지움 개최

제18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1회 상임이사회 개최

과학기술교육진흥연구논문 현상모집

과학언론인 연구활동지원(1회)

고도과학기술사회실현과 

청소년과학사업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모형항공기공작경진대회 개최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 개최

라디오조립경진대회 개최

모형자동차경진대회 개최

과학언론인 연구활동 지원(2회)

전국과학교육담당장학사 세미나 개최

상임이사회 개최

임시이사회 개최

제19회 정기이사회 개최

과학언론인 연구활동지원(1회)

제2회 상임이사회 개최

임시이사회 개최

모형항공기공작경진대회 개최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 개최

라디오조립경진대회 개최

모형자동차경진대회 개최

전국과학교육담당장학사 세미나

과학언론인 연구활동 지원(2회)

1986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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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01. 16

02. 24

03. 31

04. 25

07. 02

09. 19

09. 23

10. 14

11. 14

11. 22

12. 07

12. 27

1991. 01. 17

03. 29

04. 11

05. 08

06. 24

06. 28

08. 07

10. 27

11. 05

11. 13

12. 11

1992. 05. 22

06. 01

08. 10

08. 23

10. 15

11. 04

11. 05

11. 10

11. 17

12. 15

1993. 02. 17

02. 18

03. 19

04. 18

05. 01

05. 07

06. 18

07. 13

07. 14

09. 24

10. 08

10. 10

10. 23

11. 11

11. 26

임시이사회 개최

제20회 정기이사회 개최

임시이사회 개최

제14대 이상희 이사장 취임(임기 3년)

청소년 과학화 시범공간 확보(재단 건물 증축) 

준공일자 : 10.31

임시이사회 개최

우수과학어린이산업 및 연구현장 견학(1차)

우수과학어린이산업 및 연구현장 견학(2차)

모형항공기공작경진대회 개최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 개최

라디오조립경진대회 개최

모형자동차경진대회 개최

전국퍼스널컴퓨터경진대회 개최

전국과학교육담당 장학사 및 과학교사 세미나 개최

과학언론인 연구활동 지원(2회)

90년도 서울지역 과학교사 심포지움 개최

TV과학기술기획 특집보도(이외 4회 추가 방송)

제21회 정기이사회 개최

임시이사회 개최

제2회 임시이사회 개최

과학저술인 연구활동지원 심포지움 개최

과학언론인 연구활동지원(1회)

우수과학어린이 일본연수

모형항공기공작경진대회 개최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 개최

전자과학실험경진대회 개최

‘과학+예술’ 행사 개최

전국퍼스널컴퓨터경진대회(공모 부문) 개최

과학언론인 연구활동지원(2회)

과학언론인 연구활동 지원(1회)

과학기술 국민이해사업 전담기관 지정(과학기술진흥법)

우수과학어린이 일본연수

과학상상그림그리기대회 개최

모형항공기공작경진대회 개최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 개최

전자과학실험경진대회 개최

전국퍼스널컴퓨터경진대회(공모 부문) 개최

‘과학+예술’ 행사 개최

‘92 세계과학언론인 총회’ 참가

국제전문가 초청 과학홍보인을 위한 세미나 개최

과학언론인 연구활동 지원(2회)

제21회 정기이사회 개최

과학기술국민이해협의회 개최

제22회 정기이사회 개최

과학영화 제작방연(이외 2회 추가방영)

초·중등학교 과학책보내기운동 전개

경북지역 과학교사 세미나 개최

제1회 과학과 여성의 역할 세미나 개최(서울)

임시이사회 개최

중국과학기술협회 방한

전북지역 과학교사 세미나 개최

제2회 과학과 여성의 역할 세미나 개최(경기)

청소년과학경진대회 개최(중앙대회)

국제과학기술국민이해 총회 참가

‘과학+예술’ 행사 개최

전국과학교육담당 장학사 세미나

계간 〈과학과 문화〉 발간 보급(1호~4호)

1990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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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02. 22

03. 31

04. 10

04. 18 

04. 22

04. 29

05. 20

06. 03

07. 18

09. 23

12. 02

1995. 02. 15

03. 23

04. 16

04. 28

05. 16

06. 16

10. 16

11. 21

12. 01

1996. 02. 01

03. 02

03. 26

04. 04

04. 21

07. 23

10. 13 

10. 26

11. 05

11. 07

11. 22

11. 29

12. 04

12. 12

1997. 03. 05

04. 10

04. 12

04. 18

04. 20

04. 24

07. 22

08. 14

08. 22

09. 03

09. 04

10. 10

10. 11

12. 02

제23회 정기이사회 개최

임시이사회 개최

제3회 PCST(Public Commmunication

of Science & Technology) 총회 참석

과학인물다큐멘터리 방영

조선조 과학사상가 홍대용 기념 세미나 개최

생활과학과 여성의 역할 세미나(서울) 5회 개최

경남지역 과학교사 세미나 개최

과학기술커뮤니케이션 워크숍 개최

임시이사회 개최

광주지역 과학교사 세미나 개최

전국과학운동담당 장학사 세미나 개최

제24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16대 김시중 이사장 취임

아시아청소년 환경과학회의 참가(동경과학박물관)

조선조 과학자 최무선기념 세미나 개최

생활과학과 여성의 역할 세미나 5회 개최(서울)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충남지역 과학교사 심포지움 개최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개최

인천지역 과학교사 심포지움 개최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개최(중앙대회)

국제 과학기술국민이해 총회 참가(중국 베이징)

일본지역 연구기관 시찰 참가

전국과학교육담당 장학사 세미나 개최

제25회 정기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 출범

제17대 조규하 이사장 취임

과학차 초등학교 순회활동

4월 과학의 달 문화인물 이순지 기념세미나 개최

4월 ‘과학의 축제’ 개최

여름과학캠프 운영

과학경진대회 참가 학부모를 위한 과학교육 강연

청소년과학경진대회 개최(중앙대회)

퍼스널컴퓨터 프로그램 심사

과학기술대중이해에 관한 OECD 국제회의 참가(동경)

일본과학기술문화 관련기관 방문 및 정보교류

대전지역 과학교사 세미나 개최

충북지역 과학교사 세미나 개최

제6회 ‘과학+예술’ 행사 개최(COEX 1층)

과학교육담당 장학사 세미나 개최

제26회 정기이사회 개최

과학기술혁신특별법 제정

과학기술 사진전 개최

제1회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

가족과학경연대회 개최

과학의 달 대중과학 강연회(서울) 개최

여름과학캠프(1차) 3차 개최

경기지역 과학교사 세미나 개최

아·태 청소년 과학축전 국제 행사 개최

제1회 임시이사회 개최

제2회 임시이사회 개최

과학기술이해 확산을 위한 방송작가 세미나 개최

제13회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전국대회) 개최

제1회 가을과학축전 개최

충남지역 과학교사 세미나 개최

전국과학교육담당 장학사 세미나 개최

199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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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3. 31

04. 01

04. 24

06. 07

07. 28

08. 14

09. 03

10. 24

11. 01

11. 18

1999. 02. 12

02. 

04. 01

04. 21

04. 

06. 01

06. 05

07. 01

08. 01

08. 14

2000. 01. 06

03. 14

04. 21

04. 25

04. 26

05. 31

07. 01  

07. 29

08. 02

08. 07

08. 14

09. 02

09. 05

09. 22

10. 08

10. 15

2001. 01. 29

03. 17

03. 22

04. 01

04. 02

04. 07

04. 21

04. 22 

04. 30

06. 01 

08. 05

08. 28

09. 16

12. 01 

12. 20

제27회 정기이사회 개최

‘이제는 과학기술입니다’ 라디오 캠페인

소설가 세미나 개최

SBS <호기심천국> 기획

제1회 임시이사회 (서면)

만화가 세미나 개최

제1회 아·태 청소년 과학축전

제2회 임시이사회 개최

제2회 가을과학축전

노벨상 수상 업적 강연회 개최

PD와의 세미나 개최

제28회 정기이사회 개최

복권기금사업준비기획단 설치

한국과학문화종합정보망 ‘KOSCINET’ 시범서비스 시작

과학의 날 특집 TV 대토론회

제1회 임시이사회 개최

기술개발복권 발행업무 위탁계약 체결

기술개발복권 사업자로 선정

제2회 임시이사회 개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관리기관 변경

(KTB → 한국과학문화재단)

라디오 과학기술 칼럼 연재

가족과학경연대회 개최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개최

제3회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

SBS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생명의 기적> 방송

제29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1회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시상식 개최

제1회 임시이사회 개최

4월 과학의 달 특집 프로그램 기획·제작·방영

제2회 임시이사회 개최

사이언스올(Scienceall) 오픈

제3회 임시이사회 개최

제2회 아·태 청소년 과학축전 참가

제4회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

제4회 임시이사회 개최

제5회 임시이사회 개최

제19대 전의진 이사장 취임

제6회 임시이사회 개최

EBS ‘사이언스 쇼’ 지원

청소년과학경진대회 개최(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제30회 정기이사회 개최

과학문화사업 실시

제31회 정기이사회 개최

과학기술 홍보영상 방영(공익광고 방송)

과학인터넷방송국 설립 및 개국

과학기술 가두 캠페인

과학의 날 시상식 개최

사이버과학연구센터(CRC) 설립·운영

Family Science Festival 개최

AAAS, 익스플로러토리움과 업무협약 체결

사이언스북 스타트 운동 선포식

제5회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

과학사랑방 개소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개최

과학 NGO 대회 개최

제32회 정기이사회 개최

199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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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1. 22

02. 21

03. 05

03. 29

04. 21

04. 30

05. 26

07. 18

08. 14

09. 06

09. 15

10. 08

10. 22

11. 08

11. 19

12. 31

2003. 02. 01

02. 20

04. 21

05. 19

07. 29

08. 08

08. 13

09. 23

11. 17

11. 19

12. 01

12. 26

2004. 03. 24

03. 29

03. 30

04. 21

05. 13

07. 01

07. 09

07. 28

07. 26

08. 03

09. 19

10. 19

10. 27

11. 01

11. 17

11. 26

11. 28

11. 30

2005. 03. 18

04. 16

08. 21

08. 31

09. 25

12. 12

제1차 임시이사회

제2차 임시이사회

제20대 최영환 이사장 취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2002 가족과학축제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시상식

FIRA 로봇축구대회 개최

2002 한·미 청소년 여름과학캠프

제1회 청소년 이공계진로안내 엑스포 개최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 및 기념식 개최

2002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개최

과학홍보대사 위촉식(430명 위촉)

노벨과학상 수상자(3인) 초청강연

제1회 세계 과학의 날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제1회 과학문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실시

<주간과학문화> 창간(매주 3,000부 배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개관(서울과학관 4층)

과학기술문화사업 운영 요령 제정 시행

국내 최초 컴퓨터 기반(MBL) 네트워킹 탐구대회 개최

<사이언스 타임즈> 창간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 기념식 개최

영국 왕립연구소(RI)의 ‘Christmas Lecture’ 국내 개최

제2회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스포 개최

제7회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명칭 변경 개최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제정시행

제2회 과학문화 국제컨퍼런스 개최

‘200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상·

올해의 과학기술단체상’ 수상

2003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개최

과학기술 홍보대사 1,000명 돌파기념 연차대회 개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342호)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선포

과학과 영상예술 심포지움 개최

과학과 예술 놀이터 운영 국제과학 영상전

영등포 제3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시작

제8회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

청소년 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 개최(COEX)

국제청소년과학캠프 개최

제3회 APEC 청소년 과학축전 한국대표단 참가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개최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FIRA 로봇월드컵 코리아 개최

과학기술 앰버서더 운영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과학커뮤니케이션 워크숍 실시

방송채널사용사업권 폐업 신고(자진 반납)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개최

제21대 나도선 이사장 취임

가족과학축제 개최

제9회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

청소년 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 개최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 기념행사 실시

전국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개최

과학과 예술의 만남 행사 개최

20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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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4. 15

05. 14

05. 15

05. 17

07. 26

08. 11

08. 12

08. 24

09. 23

09. 27

11. 19

12. 04

12. 16

12. 17

2007. 01. 19

02. 14

03. 19

03. 30

04. 03

04. 14

04. 26

05. 11

05. 22

06. 29

07. 23

07. 28

08. 10

08. 12

09. 17

10. 11

11. 07

2008. 09. 08

10. 28

11. 14  

11. 18

11. 29

12. 18

12. 20

2009. 06. 29

06. 30

08. 04

08. 10 

10. 17

11. 03

11. 11

11. 25

11. 29

12. 04 

12. 08

12. 09

12. 12

12. 15

12. 24

2006 가족과학축제 개최

세계과학 커뮤니케이션회의(PCST) 개최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시상식

2006 연구문화광장 개최

2006 국제청소년과학캠프 개최

제10회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

청소년 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 개최

8월의 크리스마스 과학 강연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개최

제1회 과학기술, 인간을 만나다 포럼 개최

제1회 전국생활과학경진대회 개최

제1회 과학과 국회의 만남 정책 심포지엄 개최

제3회 과학기술, 사회를 만나다 포럼 개최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개최

제1회 전국민생활과학경진대회 개최

제6회 전국과학탐구 발표대회 개최

방과후 과학교실 강사 1기 수료식

제4회 과학기술, 종교를 만나다 포럼 개최

영국과학자초청 사이언스카페 개최

2006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결과 발표

2007 가족과학축제 개최

<혁신백서 2006> 발간

고1용 차세대과학교과서 검정 통과

제5회 과학기술, 고령화사회를 만나다 포럼 개최

2007 기관장·간부 성과계약 체결

제6회 과학기술, 여성을 만나다 포럼 개최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개최

제11회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

8월의 크리스마스과학강연 개최

사이언스 TV 개국

제7회 과학기술, 미디어를 만나다 포럼 개최

제8회 과학기술, 리더십을 만나다 포럼 개최

재단법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업무협약 체결

‘과학과 예술의 만남’ 행사 개최

인텔코리아와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서울에서 만나는 영국 뉴로사이언스’ 

대중강연 및 체험전시 개최

노벨사이언스 체험전 개최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개최

국방홍보원과 업무협약 체결

‘창의리소스센터(NSRC)' 개소 융합카페 운영

제13회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

제1기 대학생 과학봉사활동 한마당 개최

우주로 가는 음악 셔틀 2009 개최

과학과 인문예술의 만남 개최

메타블로그 ‘미래 2.0(www.futuresAll.com)’ 오픈

제1회 창의바다 

카이스트와 과학언론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대상 창의활동 프로그램 운영

제4회 전국민생활과학경진대회 개최

주부과학퀴즈열전대회 개최

과학창의 미래연구 컨퍼런스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에비에이션 캠프’ 운영 협약 체결

대한민국과학문화상 및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 개최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개최

주한해외대사관 과학교육참사관 하반기 연례회의 참석

서울맹학교에 점묵자 우수과학도서 기증식

20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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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1. 07

01. 14 

01. 20

01. 21

01. 25

01. 26

01. 28

02. 08

02. 18

02. 22

02. 25

03. 10

03. 24 

03. 29

03. 28

04. 01

04. 02

04. 06

04. 08

04. 30

05. 04

05. 06

05. 09

05. 25

06. 04

06. 14

06. 16

06. 17

06. 23

07. 05

07. 09

07. 15

07. 22

07. 31

08. 03

08. 06

08. 10

09. 03

09. 15

09. 17

09. 28

10. 19

10. 25

11. 03

11. 05

11. 13

11. 16

11. 22

12. 18

체험형 융합전시회 ‘명화 속 과학체험전:

모나리자의 비밀을 찾아라’ 개최

제1회 과학중점학교 과학·수학 교원 집중연수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 개최

대학생 ‘과활마당’ 제3기 봉사단 발대식 개최

제1회 과학중점학교 과학·수학교원 집중연수 실시

YTN과 과학기술전문방송 지원사업 협약

제1회 국제청소년 과학창의대전(KISEF 2010) 개최

제9회 한국청소년물리토너먼트대회 개최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연례회의에서 홍보

KAI 에비에이션 캠프 시범운영

과학고 R&E 최우수 연구과제 선정

청소년 우주과학캠프 개최

특허청과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학창의발명대회’ 출범

KIST등 40개 공공연구소 초중등 과학교육 본격 참여

과학창의원정대 발족

과학기술앰버서더 강연 신청접수

과학기술위험 커뮤니케이션 언론좌담회 개최

제16회 융합카페 개최

제1회 미래콜로키움 개최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키움 개최

제10회 전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술발표회

국제과학경진대회 개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 교육기부 협약 체결

창의 인성 교육 공청회 개최

2009년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P) 연구과제 시상식 개최

국립중앙도서관과 소외계층의 과학지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20회 융합카페 개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 개최

홍콩 교육부장관 및 대학총장 방문단과 국제협력 논의

해외 우수한인과학자들의 과학강연 활성화 추진

제2차 선도교원 창의연수 개최

제21회 융합카페 개최

한국자원봉사 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제1회 생활과학교실 선도강사 연수

제14회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

과학나눔 봉사단 발대식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및 교육강국실천 연합과 교육기부협약 체결

<동아일보>와 콘텐츠 상호 교류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회복지 법인 다니엘의 집에서 사회봉사활동

융합카페 ‘뇌과학, 음악을 만나다’ 개최

2010 미래연구컨퍼런스 개최

대학의 교육기부 협조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제11회 전국온라인과학탐구대회 개최

중국한국학교에서 과학기술앰버서더 특별강연 개최

한국영화감독, ‘우리 SF를 말하다’ 주제로 융합카페 개최

창의인성 교과연구회 워크숍 개최

제1회 창의인성교육현장 포럼 개최

제2회 융합문화페스티벌 개최

지구와 인류의 이슈 RGB 사진전 개최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개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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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1. 18

02. 19

02. 25

03. 17

04. 13

04. 21

04. 23

04. 28

05. 09 

06. 08

06. 29

07. 14

08. 04 

08. 12

08. 19

09. 01

09. 07

09. 22

10. 17

11. 18

11. 30

12. 19

12. 20

12. 22

12. 26

2012. 01. 18

02. 22

03. 02

03. 12

03. 16

04. 02 

04. 03

04. 15

04. 18

04. 20

04. 27

04. 28

05. 03

05. 07

05. 25

05. 29

06. 05

06. 23

06. 28

07. 18

08. 01

08. 06

08. 14

10. 26

11. 15

11. 17

11. 26

12. 06

12. 07

12. 14  

글로벌 창의 리더십 캠프 개최

AAAS 한중일 과학문화 공동세션 운영

창의·체험활동 사이트 크레존 오픈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P) 지원 사업 과제공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창의적 체험활동 협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공동주관하는과학수사 관련 

융합카페 개최

가족과학축제 개최

초·중·고교 STEAM 교육 도입 위해

 ‘STEAM 교육 교사연구회’ 모집

제23대 강혜련 이사장 취임

‘RGB 창의원정대’ 모집

제6회 대학생 과학나눔봉사단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 개최

한국과학창의재단 특정연구기관 지정

제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최

과힉기술 사회와 융합인재교육

교과부, 삼성엔지니어링과 

‘교육기부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학부모를 위한 수학대중화 강연 개최

스미소니언과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체계적 실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좋은학교박람회 개최

교과부, 타타대우상용차와 교육기부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1회 창의체험페스티벌 개최

과학창의 연례컨퍼런스 개최

‘나눔과 배려를 통한 모두와 함께하는 우수과학도서’ 기증식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개최

제9회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개최

대학창의발명대회 결선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센터 지정 교과부, 

KDB대우증권과 함께 ‘교육기부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3회 국제청소년과학창의대전 개최

청소년 신제품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제1기 과학창의 서포터즈 발족

한국과학창의재단 통합사옥 이전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융합인재교육 현장 확산을 위한 발대식 개최

2012 대학창의발명대회 개최

알락달락 행복한교실 운영

교육기부센터 현판식

2012 기업교육기부 워크숍 운영

과학창의가족캠프 

함성소리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한국신문협회와 ‘신문활용교육 기부협약’ 체결

제1기 도네이션 스쿨 개최

한국과학차의재단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코레일, 교과부,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 교육기부’ 업무협약 체결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제1회 과학 토요 토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화그룹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원격교육연수원 인가

2012 주니어 닥터(과학기술 청소년 박사) 캠프 개최

쏙쏙캠프 운영

2012 대학생 글로벌 과학창의원정대 발대식 개최

제1회 수학클리닉 개최

제1회 사이언스 이브닝 개최

제1기 KOFAC 서포터즈 발족

제2회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개최

대학생 과학나눔 9기 봉사단 발대식

제1회 과학창의 보도상 시상식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크리스마스 과학콘서트 개최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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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2. 14

04. 27 

05. 02

05. 10

05. 29

06. 18

06. 24

06. 29

07. 12

07. 17

07. 24

08. 08

09. 06

09. 17

09. 30

10. 08

11. 01

11. 05

11. 11

11. 12

11. 15

11. 20

12. 07 

12. 09

12. 12

12. 18

12. 27

12. 26 

2014. 01. 20 

01. 23

02. 06

02. 07

02. 20

03. 04

03. 14

03. 18

03. 27

04. 08

04. 15

04. 18

07. 01

07. 04 

07. 17

08. 12

08. 23

09. 16

10. 29

11. 11

11. 14 

11. 17

11. 19

11. 25

11. 27

11. 27

12. 03

12. 04

12. 09

12. 10

12. 12

12. 15

2013 R&E 페스티벌 개최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2013년 융합인재교육(STEAM) 전국 워크숍 개최

국토지리정보원과 교육기부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현대차정몽구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NH농협은행과 교육기부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삼성물산과 ‘래미안 교육기부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대학교육기부단 연계 STEAM체험 시범사업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박람회 개최

대학생 글로벌 과학창의 원정대 발대식

자유학기제 협업기관장 협의회 개최

제1호 무한상상실 개관(과천과학관 내)

교육부, KB국민은행, 한국YMCA와 

교육기부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창의체험 봉사활동 실시

과학융합콘텐츠개발 및 지원사업 과제 선정

창업경연대회 ‘스타트업 2013’ 개최

한중일 창의문화 인식비교 조사

교육부, BS금융그룹과 교육기부 업무협약 체결

창조경제문화운동 출범식

신한금융투자와 ‘따뜻한 금융 캠프 확산’ 교육기부 업무 체결

사이언스 이브닝-소리의 과학, 악기위 과학 프로그램 개최

창조경제문화운동센터 지정

과학문화 미래포럼 한중일 창의문화 인식비교 조사 발표

제3회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실시

제1회 창조경제박람회 개최

창업경연대회 ‘스타트업2013’ 개최

연세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제1회 청소년기술창업 올림피아드 개최

STEAM R&E 페스티벌 개최

소프트웨어 윈터캠프 개최

제5회 한국청소년과학창의대회(ISEF-K) 개최

코이카와 베트남 과학교육 개선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교육청과 진로탐색지원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한국공항공사와 교육기부 관련 업무협약 체결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국제세미나 개최

프로야구구단 넥센히어로즈와 업무협약 체결

베트남 과학교육 지원을 위한 ODA사업 시행

교육기부 활성화 및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창조행복 나누미(美) 발대식

페임랩코리아 2014 개최

한국과학창의재단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지정 

교육기부 범국민 실천 협의회 개최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개최

초·중등 SW교육 현장지원 발대식 개최

웨어러블 X페어 개최

제2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결선 대회 개최

제24대 김승환 이사장 취임

기계·로봇 분야 진로교육주간 운영

대한민국 창의, 인성 한마당

영국 BSC와 SW 교육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기부 활성화 및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장학재단과 이공계 우수 과학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패션웨어러블 창작 마라톤

제2회 창조경제박람회 개최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개최

과학창의 국제컨퍼런스 개최

울산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성과발표회

교육기부 활성화 및 화폐경제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대전 개최

교육부·창의재단, 수학교육선진화 성과발표회 개최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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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 21

02. 03

02. 24

03. 16

03. 26

04. 01

04. 06

04. 08

04. 09

04. 17

04. 20

04. 23

04. 28

05. 31

06. 01

06. 18

06. 24

06. 27

07. 10

07. 14

07. 23

07. 28

07. 30

08. 20

08. 25

08. 27

09. 17

10. 02

10. 20

10. 28

11. 26

12. 04

12. 09

12. 14

12. 16

12. 28

제1회 초·중등 SW 교육성과발표회 개최

교육부, 예금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로슈와 소외아동 위한 생명과학교실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과총, 교총, 창의재단 유치원 중심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업무협력

아트센터 나비와 메이커문화 인식 제고와 창조경제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초·중등학생 대상 SW 교육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자료 배포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발대식 개최

오산교육지원청과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약 체결

과천 문원중학교에서 SW 교육 선도학교 현판식

인텔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한국대표 발대식

제2회 페임랩코리아 결선대회 개최

과학기술 교육기부 주간 운영

과학사랑 부활 콘서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업무협약 체결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개최

교사대상 창의인성교육 현장포럼 개최

자유학기제 교과별 수업 사례집 발간·보급

문화재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창업아이디어포럼 나침반 개최

대학창업동아리 매거진 기자단 발대식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교육기부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제4회 창의문화정책포럼 개최

연구재단과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복 70년 과학창조한국대전 개최

미국과학진흥협회와 공동주관 포럼 개최

사이언스 톡톡 성료

한중일 패션웨어러블 메이커톤 개최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Science Challenge) 2015 

본선 경연 및 시상식 진행

교육기부 방과후 학교 박람회 개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대전 개최

과학창의 오픈콘텐츠 광장 오픈

제3회 창조경제박람회 개최

SW 교육 페스티벌 개최(국립과천과학관)

과학창의 연례콘퍼런스 개최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 개최

SW 관리자과정 연수 개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청소년과학창의대전 개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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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3. 04

04. 04

05. 01 

05. 03

05. 08

05. 12 

06. 01 

06. 13

06. 17

06. 18 

06. 27

07. 06

08. 04

08. 18

09. 22

09. 28

10. 15

10. 24

10. 28 

11. 08 

11. 24

11. 26

11. 29

12. 01

12. 02

12. 08

12. 13

12. 16

12. 22

12. 27

12. 28

2017. 01. 06

01. 24

02. 08

02. 10

03. 03

04. 14

04. 20

04. 22

04. 24

05. 12

05. 29

06. 01

06. 26

08. 04

08. 08

08. 09

08. 10

09. 01

09. 09

09. 23

11. 06

11. 07

12. 21

월드비전과 교육기부 관련 업무협약 체결

과학기술 50년 콘텐츠 공모전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 런 개최

제3회 페임랩코리아 본선 개최

제1회 Let's Make 메이커 포럼 개최

교육기부 필드트립 개최

국회사무처와 교육기부 활성화 관한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코딩파티 개최

제1회 메이커 페스티벌 개최

어린이-청소년 교육기부 기자단 발대식

전경련과 교육기부활성화 대한 업무협약 체결

쏙쏙캠프 돌봄교실 발대식

제1회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개발 추진위원회 발족

제20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최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교육기부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교육기부 & 방과 후 학교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과학관 오픈

맘앤걸스 코딩파티 개최

미국컴퓨터과학교사협회(CSTA)와 

초·중등 SW교육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소프트웨어 교육포럼 개최

소프트웨어 교육페스티벌 개최

과학창의 연례컨퍼런스 개최

2016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 개최

STEAM R&E 페스티벌 개최

사이언스 플레이존 개관

2016 창조경제박람회 개최

2016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

2016 하반기 우수 교육기부처 현장연수 

제5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

2016년 교육기부 인증서 수여식

2016 과학중점학교 성과발표회 개최

제25대 박태현 이사장 취임

2016 과학영재 상상실현 과학기술창업교육 경진대회 개최

2016 과학영재 창의연구(R&E) 

학술발표대회 개최

2016년 겨울방학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단 발대식

수학공감! 수학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토론회 개최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 심포지엄 개최

2017 자유학기제 현장포럼 사이언스 스테이션 개관

2017 인텔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Intel ISEF 2017) 한국대표단 발대식

2017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설명회

2017 가족과학축제 개막

한국과학창의재단-국방홍보원 업무협약 체결

2017 페임랩 코리아 개최

4차산업혁명 과학수학교육 혁신 포럼 개최

제1회 우수 교육기부처 현장연수 개최

2017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발대식 개최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글로벌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제5회 수학교사 한마당 개최

제2회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 개최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막

제35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본선대회 개최

2017년 2학기 대학생 교육기부단 발대식 개최

과학융합형 예술작품 전시회(GAS 2017) 2차 전시 개최

한국과학창의재단 50주년 기념식 개최

과학창의 연례컨퍼런스 개최

한국과학창의재단 창립 50주년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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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50년, 
그리고 앞으로의 50년

편찬후기

<한국과학창의재단 50년사>가 나오기까지 수고로움을 마다 않고 열심히 애써주

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단 구성원 모두의 정성이 있었기에 반세기에 걸

쳐 성장해온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발자취를 한 권의 책 속에 잘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1967년 설립 이래 우리 재단은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힘써왔습

니다. 이 과정 속에 녹아있는 구성원들의 피와 땀, 열정의 역사를 담아내기에 6개월이라

는 시간은 무척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회의와 자료수집 그리고 인터뷰

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금

까지 재단이 만든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현재의 재단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설립자와 역대 이사장님들을 비롯해 

지금도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재단 모든 직

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짧은 편찬 기간 동안 50년사 편찬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최연구 위원님을 

비롯한 편찬위원분들, 김태윤 팀장을 비롯한 대외협력팀 부서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움을 주신 디자인소호 직원분들과 집필을 담당하신 김영우 작가님, 장윤

정 작가님께도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50년사>를 통해 재단이 쌓아온 유구한 역사를 반추하며, 앞

으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재단이 힘차게 나아

갈 미래 50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한국과학창의재단 50년사 편찬위원회 

경영기획단장 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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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사람들

편찬위원회

위원장

위원

담당

제작 총괄

기획 진행

원고 집필

교정 교열

아트 디렉팅

편집 디자인

카툰 삽화

박태현 이사장

강호영 단장

강흥서 단장

김윤정 단장

조향숙 단장

연경남 원장, 이인우 연구위원, 최연구 연구위원 

윤승재 실장    

박성균 실장     

허경호 실장

김 율 선임연구원

이정규 실장

이환철 실장   

정원선 실장  

박세만 팀장     

이현숙 PO

이무창 선임연구원

이혜경 선임연구원

김보경 연구원

김태윤  팀장

황태진  선임연구원

김초롱  사원

김도현  사원

이나연  사원

장어진  인턴

이인기

윤종현, 김희원, 김가원

김영우, 장윤정

배성희, 성지선, 구유리, 강예슬

임동준

김미화, 서정원, 안소연, 박소연

백승헌

경영기획단

과학기술문화단

미래사회인재단

창의융합교육단

종합·원격교육연수원

과학문화기획실

미래인재기획실

창의융합기획실

과학교육개발실

교육기부·자유학기지원실

수학교육개발실

기획예산실

성과평가팀

창의융합기획실

미래인재기획실

미래인재기획실

미래인재기획실

대외협력팀

도움 주신 분들



431



432 PART. 04  자료로 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50년

한국과학창의재단 50년사

인쇄일

발행일

발행인

발행처

편집

기획·제작

2017년 10월 20일

2017년 11월 6일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 5~14층(삼성동)

대외협력팀 02-559-3971

㈜디자인소호 T.02-514-5164 www.designso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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