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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분야 다양성 부족하다”…
영국과학협회, 정부조사 답변

#과학다양성
#과학형평성
#과학포용

원문기사

https://www.
britishscienceassociation.
org/blog/bsa-givesevidence-to-sciencetechnology-committeeinquiry
작성자
미래전략팀 박예은 선임연구원

●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2021년 말부터 STEM 분야(과학, 기술, 공학, 수학) 다양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월 23일 구두 증거 회의에는 영국과학협회(BSA)의 참여를 통해 과학분야의
소외집단(여성, 특정 소수민족, 장애인, 사회경제적 소수계층 등)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함
* 영국과학협회(BSA)는 과학 및 과학 참여 분야에서의 다양성·형평성·포용(DE&I) 개선을 목표로 하며,
STEM 분야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관점을 제공함
● STEM

부문은 영국 전체 노동력의 18%를 차지. 그러나 흑인, 여성, 장애인 등 소외 그룹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향 존재
- 여성이 ‘과학과의 단절’을 느낄 가능성은 남성의 2배
-백
 인, 특권층에 비해 소수집단,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과학과 관련이 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음
- 커뮤니티 주도의 풀뿌리 STEM 활동은 효과적
* 2015년 이후 ‘영국 과학 주간 커뮤니티 조상 제도’를 바탕으로 과학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

- STEM 교육의 질, 전문 훈련이 일관되지 않아, 소외지역 등의 불평등 초래
● BSA가 권장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정부와 산업계는 다양성,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STEM 부문에서 대담한 비전을 제시해야 함
여기엔 장관급의 책임규약 Ministerial accountability, 부서 간 협업 강화 등을 포함할 것
- 전체 STEM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 이는 포용, 대표성과 관련된 오랜 문제 해결의 핵심
- 모든 데이터 수집엔 교차 접근 방식이 필요. 특히 실제 STEM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출 것
- 영국 과학 주간보조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가 스스로 과학에 참여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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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사고
#과학적문해력
#과학적글쓰기

4배 더 즐기는 과학체험…
AI 활용 전시물 개발
● 영국과학작가협회(ABSW)는

영국왕립연구소, BBC와 공동으로 ‘올해의 ABSW 과학작가상

ABSW Young Science Writer of the Year’을 제정

●ABSW

과학작가상은 14~16세 사이의 영국 공립학교 학생이 대상이며, STEM 분야의 중요

이슈에 대한 논리적 사고 및 글쓰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함
● ABSW 과학작가상 도입의 주요 동기: 청소년이 접하는 잘못된 정보의 증가

- 유니세프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4~24세 인원 중 76%가 주 1회 이상 온라인

원문기사

https://www.rigb.org/
explore-science/explore/
blog/absw-launches-newprize-teenage-writerssupport-ri-and-bbc

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함. 이는 지난 2년 동안 50%가량 증가한 수치
- 영국 아동, 청소년 중 2%만이 뉴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문해력 보유
● ABSW와

영국왕립연구소는 과학작가 지망생을 양성하는 한편, 미래에 ‘탄탄한 증거기반의

과학 글쓰기’가 지속되기를 희망
- 2022년 4개* 지역에서 출품작 선정, 향후 대상 지역을 넓혀갈 예정

작성자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 Glasgow, Cardiff, Birmingham, London Borough of Newham

- 소외 지역 학생들의 출품 가능성을 높여 소외 계층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고취
- 해당 4개 지역 청소년 누구나 800자 내외의 에세이 제출하여 참가 가능. 당선 시 상금
1,000파운드 및 현직 과학작가 멘토링 제공

[독일]

분류

통계자료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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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플랫폼
#과학네트워크

‘대화하는 과학자’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개시
● 독일의

국립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소(NaWik)는 2022년 3월 2일 소통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웹 플랫폼인 ‘비스콘 네트워크 Das WissKon-Netzwerk’의 운영을 개시
● 연구자는

비스콘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Das Wisskomm-Projekte

및 경험을 소개할 수 있음.
이들은 또한 현재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 진행 여부, 활동 위치 등을 다른 사용자에게 알리는

원문기사

https://www.
britishscienceassociation.
org/News/regionaldifferences-in-youngpeoples-aspirations-andinterests-in-science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것도 가능 - 과학자, 학생, 커뮤니케이터, 연구책임자 등*이 참여 대상
*과학 커뮤니케이션 지식 공유를 원하는 사람, 동료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 특별한 미디어/형식을 사용
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희망하는 사람,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
●네
 트워크

참여자는 향후 연례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시 1주일 만인 2022년 3월

9일에 온라인 점심 미팅으로, 팟캐스트를 통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연이 진행됨
●국
 립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목표는 과학자들의 소통을 최대한 돕고 이를 독려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대중 및 언론과의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다양한 형식과 경험을 지원
6

동향리포트 | 단신

“태양 반사 코팅, 지표면 온도 낮춘다”…
기후변화 경감 논의한 AAAS 2022 연례회의

[미국]

분류

유관기관 동향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02.24.

키워드

#폭염
#기후변화
#기후위기

원문기사

https://www.aaas.org/
news/aaas-2022-annualmeeting-communicatingand-mitigating-climatechange-impacts
작성자
미래전략팀 박성균 책임연구원

●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2022년 연례회의가 지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 2개

세션*에서 기후변화 경감에 대해 논의
* improving community resilience to extreme heat, a workshop on climate change conversations
● (현황)

2021년 미국은 전례 없는 폭염을 경험. 화씨 4도 가량 기온이 상승했으며, 재발 가능성은

150배 이상 상승
● “어린이,

노인, 기저질환자에게는 작은 온도 변화도 큰 영향을 끼친다. 또 저소득자 거주

지역은 부유한 지역보다 기온이 더 높다.”
- 글린 헐리(Glynn Hulley) 박사, NASA 제트추진연구소 연구원
● (해결책) 2017년부터 LA 몇몇 거리에서는 태양 반사 코팅을 바름. 이는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에

덜 투과되도록 하여 지표면 온도를 낮춤
- 헐리 박사는 2020년 우주에서 측정한 원격 감지 데이터를 분석. 이를 통해 반사 코팅을
칠한 거리의 온도가 실제 낮아진 것을 측정함
● (대중

참여 확대) 각 가정 지붕에 반사 코팅 페인트만 칠해도 효과가 큼. 이산화탄소를 발생

시키지 않으면서, 지표면 온도를 낮출 수 있음
- 세계적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고 있음. 이는 지표면 온도 상승(섭씨 0.5도)을 유발
- 기후변화와 폭염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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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평등하게 이뤄져야”…
ACCTING 프로젝트 착수

[EU]

분류

국가별 정책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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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기후변화취약계층
#그린딜프로젝트

https://www.esf.org/newsmedia/news-press-releases/
article/launch-of-acctingadvancing-behaviouralchange-through-aninclusive-green-deal/

올해 2월 15일부터 40개월간 간 진행되는 ‘포용적 그린딜 Green deal 을 통한

행동변화 촉구’ 프로젝트 ‘ACCTING*’을 발표
- ACCTING 프로젝트는 30개 이상 국가 연구원 수 백 명과 12개 유럽 파트너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
* 2019년 12월 유럽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 이를 통해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 및 사회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바 있음
● 기후위기는

원문기사

경제적·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외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임.

ACCTING 프로젝트는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및 사회의 행동변화’를 촉구
-그
 린딜 정책을 통해 불거지는 ‘불평등’ 문제 관련 데이터 수집 : 8개 분야 연구, 34개 국가의 상
향식 환경 이니셔티브를 비교분석. 나아가 410개 실험연구를 바탕으로 410개 이야기를 다룸
● “ACCTING의

핵심은 서로 다른 문제들과 함께, 그에 개입되는 여러 요소들을 조화롭게 절충

하는 것이다.”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유네스코]

분류

연구보고서

주제

SWAI교육

발행일

2022.02.23.

키워드

● 유럽연합(EU)은

- 소피아 스트리드 Sofia Strid ACCTING 과학 코디네이터

“AI 교육, 중요성 비해 실천 역량 부족해”…
K-12 AI 교육 현황 보고서 발표
● 유네스코(UNESCO)는 ‘K-12 AI 교육과정: 정부지원 AI 교육과정 매핑 K-12 AI curricula : A mapping of
government-endorsed AI curricula’

보고서를 발표. 이는 전 세계 K-12 인공지능(AI) 교육과정 현황을

다룬 첫 보고서임.

#K-12
#AI교육
#AI커리큘럼

원문기사

https://www.unesco.
org/en/articles/unescoreleases-report-mappingk-12-artificial-intelligencecurricula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 AI는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기술 중 하나. 특히 AI 윤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 학생들은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함. 그러나 관련 커리큘럼을 설계할
역량과 정보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음. 보고서에 따르면, K-12 AI 교육과정을 개발·승인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1개국*에 불과. 개발 단계에 있는 나라도 4개국** 뿐임.
* 대한민국, 아르마니아, 호주, 벨기에, 차이나, 인도, 쿠웨이트, 포르투갈, 카타르,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
** 독일, 요르단,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 이에

유네스코는 2021년부터 TAL 교육 그룹과 공동으로 ‘K-12 학년을 위한 AI 커리큘럼

가이드 프레임워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 유네스코는

또한 AI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비정부) AI 커리큘럼* 활용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촉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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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AI 커리큘럼 : [IBM] EdTech Youth Challenge, [Microsoft] AI Youth Skills, [Intel] Global AI
Readiness Program(high tech track/ General Track), [MIT] DAILy Curriculum 등
● 각국의 AI 교육과정은 주제 영역에 따라 9가지*로 구분. 이는 AI 윤리권고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와 교육에 대한 베이징 합의 Beijing Consensus on AI and Education*** 등을

통해 강조된 ‘AI 문해력’ 및 ‘AI 역량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
* (주제 영역)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데이터 문해력, 상황별 문제 해결, AI의 윤리, AI의 사회적 함의, AI를
다른 영역에 적용하기, AI 기술의 이해 및 사용, AI 기술의 이해 및 사용, AI 개발
** 유네스코가 2021년 11월 제41차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최초 AI 국제표준지침
*** 2019년 베이징 국제인공지능교육회의를 바탕으로 채택된 AI 교육에 대한 권고안
● “AI 문해 literate 를 위한 지식, 이해력, 기술은 이제 시대의 기초적 문법 a basic grammar 이다.”

-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Stefania Giannini 유네스코 교육담당 부국장

[기타]

분류

전문가 동향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02.18.

키워드

#나노학습
#원격교육
#디지털교육

원문기사

https://www.forbes.com/sites/
bernardmarr/2022/02/18/thefive-biggest-education-andtraining-technology-trends-in2022/?sh=6fa34aad2f4d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나노 학습, 구독형 평생교육 등…
미래 이끌 교육기술 트렌드 5가지
● 지난 2년간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은 더욱 빠르게 진행. 모바일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교육기술 EdTech 분야 가치는 오는 2027년 6억 8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원
 격교육 : 2020~2025년 동안 온라인 학습/e-러닝 시장은 연평균 15% 성장할 것. 500억
달러 규모 산업이 될 전망
-평
 생교육(구독 서비스) :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필수전략이 됨.
이에 교육사업체 및 학습자는 ‘계속학습모델 ongoing model ’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음.
그 형식은 ‘구독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음
-몰
 입형 학습 기술 – AR 및 VR : 빠르고 짧은 정보를 선호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가상현실
(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포괄하는 ‘확장현실(XR)’ 기술이 중요해 짐. XR은 소방관,
수색구조대, 외과의사 양성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큰 학습 이점을 지님
-교
 실에서의 인공지능과 자동화 : 자가학습 알고리즘이 교실 내 변화를 이끌어 낼 전망.
구체적으로 교육자의 반복 작업 자동화, 원격 학습, 적응 학습 adaptive learning * 등
*학
 습자 개개인의 능력이나 스타일에 맞게 학습 정보와 학습량, 학습 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학습법

-나
 노학습 :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짧은 nano 수업을 받는다는 새로운 개념의 학습. 현대
사회는 즉각적이고 모듈식이며 심지어 중독성이 있는 지식 전달을 요구하고 있음. arist,
Tiktok 등 다양한 플랫폼 활용 가능

9

과학 대중화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제고하고,
양질의 과학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양자기술
Quantum Technology
더는 쪼갤 수 없는 양자적 특성을
정보통신 분야에 적용해 보안,
초고속 연산 등을 하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동향리포트 / 브리프
#과학소통
#과학대중화
#과학인력개발
#과학네트워크

동향리포트 | 브리프 1

과학기술 대중화에 진심인 중국, 2022년도 계획 발표

과학기술 대중화에 진심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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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태 연구원

분야

국가별 정책

했다. 그 목표는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제고하고, 양질의 과학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주제

과학문화

것이다.

중국과학기술협회는 최근 「2022년 과학 대중화 계획(과학보급작업)」의 요점을 공표

원문기사
https://cast.org.cn/art/2022/3/2/
art_459_180104.html

주요 동향

중국과학기술협회(CAST)는 지난 2월 25일 과학 대중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과학
대중화 계획은 고품질 과학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전 국민의 과학적 소양 제고를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사회 분위기 조성이다. 중국과학기술협회는 과학기술인의 과학
대중화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과학 대중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과학기술 혁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는 과학 대중화 전략으로서 풀뿌리 과학문화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학기술
협회는 중앙·지역사회 등의 사회 자본을 활용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중국과학
기술협회는 또 전문가 풀을 구축해 과학 콘텐츠 전문성을 확보하고, 최신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활용한 스마트 플랫폼 및 콘텐츠 라이브러리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중국과학기술협회는 국가 과학 표준작업 실시, 과학기술 인지도 및 실태조사, 국제화
등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을 계획에 담았다. 과학기술인의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인력 강화 정책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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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분석

중국은 과학 대중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21년 6월 발표된 「국가
과학품질행동계획 (2021~2035)」이다. 그 목표는 2025년까지 과학 소양을 갖춘 국민의 비율을
15% 이상 확보하는 것이다.
해당 계획 외에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과학 대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학기술
협회는 매년 과학기술 대중화 연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과학 대중화의 글로벌 확산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20, 2021년 베이징에서
개최한 ‘세계 과학 문해력 컨퍼런스 World Conference on Science Literacy’를 예로 들 수 있다. 젊은 과학자,
노벨상 수상자 등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모여 대중의 과학적 소양 증진을 촉구했다.

시사점

우리나라도 1970년대 ‘전 국민 과학화 운동’을 주창한 이래 꾸준히 과학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990년대 이후 과학 대중화, 즉 ‘과학기술문화’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하기
시작되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주목받게 되면서 과학기술을 즐기고 배우는 것이
본격적으로 강조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과학 대중화에 대한 표준을 세우고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2차 계획」,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을
통해 전 국민을 위한 과학 대중화, 과학기술 인식·관심 및 소양 제고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 활동들이 전개됐고, 그 결과 국민의 과학기술 인식도는
꾸준히 상승했다.
국민의 과학기술 인식·관심을 높이고, 국가 과학기술을 혁신시키기 위해선 R&D 투자와
‘과학 대중화’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 과학기술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속적이고 중·
장기적인 과학 대중화 전략이 있다. 막대한 R&D 투자와 함께,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결과다.
그러나 팍스 테크니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에선 고도성장, 고급인력, 기술패권 등
기술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과학 대중화’ 정책은 조금씩 관심권
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재와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보유한 과학
기술 강대국 중 하나다. 또한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국가 R&D 투자와 더불어 과학 대중화에 대한 국민 차원의 관심과 인식을 지속적으로 환기
할 수 있다면, 중국과 미국이 양분하고 있는 과학기술 초강대국 경쟁에 충분히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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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과학문화

올해 2월, 미 연방하원은 2022년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of 2022)을
가결했다. 이를 통해, STEM 교육 및 과학 소통에 대한 미 정부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기사
https://www.astc.org/issues-policy-andadvocacy/america-competes-act-of-2022promotes-informal-stem-education-andintersection-of-science-and-society/

주요 동향

2022년 미국 경쟁법 America

COMPETES Act (이하

경쟁법)은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원(NIST)에 대한 주요 정책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반도체 연구개발 자금지원 등
주요 경쟁기술 이슈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경쟁법에 따르면 향후 5년간 NSF 예산은 2배가량 늘어날 예정이며, DOE 과학국 및 NIST 예산
또한 대폭 증액된다. 이중 NSF는 ‘사회·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솔루션’을 개발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과학공학 솔루션 부서(국)를 신규 설치하게 된다. 새로운 부서는 “최종
사용자 end user 와 대중 참여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의 교육”을 담당하며, 이에 윤리적·법적·사회적
검토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적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STEM 분야 교육에 대한 미 정부의 높은 관심이다. 경쟁법은 유·초등(PreK-8)
아이들의 ‘STEM 분야 관심 유도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 밖(비공식) STEM 교육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도 눈에 띈다. 무료 급식(점심) 대상 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STEM 활동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경쟁법은 이와 함께 ‘혁신교육연구·번역센터 NSF Centers
Translation’ 설립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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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국 경쟁법 하원 통과… STEM 교육, 과학 소통 ‘주목’

기후변화 연구와 대중을 잇는 작업도 진행된다. 경쟁법은 기후변화 연구자에게 지역사회 참여
및 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연구 개발 단계에서
공공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과학소통을 강조
하고 있다.
DOE에겐 과학 인력 개발이라는 미션이 주어졌다. 경쟁법은 이를 위해 교사와 과학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현황 분석

경쟁법은 2010년 처음 등장한 ‘메이크 잇 인 아메리카 Make It In America ’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미국 연구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적 가치 확대’ 및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주목할 점은 경쟁법이 ‘STEM 분야 경력 지원’ 및 ‘국민의 과학 관심도 제고’
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하원 가결된 2022년도 경쟁법 역시 NSF를 통해
유·초등 단계의 STEM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가 공학 생물학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또한 그 사례 중 하나다. 과학·공학·생물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자, 미 정부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내 이같은 이니셔티브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대중이 과학·공학·
생물학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논할 때, 과학적 증거와 사실을 중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2년도 경쟁법은 상원 법안과 조정을 앞두고 있다. 작년 상원은 68대 32의 투표로 ‘중국
견제법’이라고 불리는 미국 혁신 경쟁법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사점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위해 연구 개발 예산을
29조 8천억 규모까지 증액한 바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R&D투자 비율은 세계 1위,
GDP 대비 전체 R&D투자 비율은 세계 2위에 해당한다(2022년도 예산안 기준).
반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국민의 이해와 지지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
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과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내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 강화 등 미국 경쟁법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을 참고해 국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뒤따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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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 인력개발, 지속적 교육기회 제공이 중요”

“양자과학 인력개발,
지속적 교육기회 제공이 중요”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이석태 연구원

분야

국가별 정책

주제

과학융합인재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2022년 2월 1일 새로운
양자정보과학기술(QIST) 인력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원문기사
https://www.whitehouse.gov/ostp/
news-updates/2022/02/01/white-houseoffice-of-science-technology-policyand-u-s-national-science-foundationhost-quantum-workforce-q-12-actionsfor-community-growth-event-releasequantum-workforce/

주요 동향

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 양자정보과학분과위원회(SCQIS)는 이번 전략을 통해 산업, 학계,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양자정보과학 인력 데이터를 수집할 방침이다. 이는 인재 풀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SCQIS는 또한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장기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양자조정실(NQCO) 소속 찰스 타한 Charles Tahan 박사는 “미래 인재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투라만 판차나탄
Sethuraman Panchanathan

NSF 국장은 “양자과학, 공학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를 구축

하고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NSF는 ExpandQ 등 양자정보과학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그 핵심은 지금껏 양자과학 학습에서 소외됐던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이다. 대표적 케이스가
몬타나-아칸소(MonArk) NSF Quantum Foundry에 22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아칸소 대학교 학생들에게 양자와 연관된 진로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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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 인력개발, 지속적 교육기회 제공이 중요”

현황 분석

최근 디지털 대전환, 비대면 사회 가속화 등에 따라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그린·바이오 등 환경 분야 인력, AI·SW, 안보와 보안 등 디지털 분야 인력이 미래 핵심인재로
각광 받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기술 및 인력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 SW
핵심인재, 국가안보 및 보안과 관련된 양자정보과학 인력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미래시대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3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과학기술 혁신인재 확보를
천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과학기술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시급한 국가 아젠다가 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의 가장 큰 목표는 국가 과학기술인력 경쟁력 제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재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할 방침
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인재유입국가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 등 3대 목표,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5년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참고)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시사점

양자정보과학 인력 및 AI·SW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과학기술 혁신인재의 양성은 과학이
일상이 되는 미래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은 미래사회
지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과학기술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과학
기술과 사회가 소통하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선 먼저 청소년의 과학·수학·정보 기초소양이 필수적이며,
더불어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지적 호기심과 탐험·도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안팎에서 창의적·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청소년의 조기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자에 대한 지원도 필수다. 교육자(교사·강사)들이 최신 과학기술 교육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연구자와 교육자 간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학부모, 성인 등
학생 이외의 대상에게도 관련 교육을 확대, 학교 안팎으로 교육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미래, 단순 과학적 사고만으로 혁신인재를 양성할 수는 없다. 미래는
인문·사회, 경제 등 다학제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다양한 분야 간 학습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 양성 목표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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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S 연차총회
세계 최대 규모 과학 학술행사
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인 미국과학진흥협회
(AAAS)가 주최하는 학술행사

과학 커뮤니케이션
Science Communication
과학 관련 주제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고,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총징

현장 인사이트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힘
AAAS 연차총회
참여자 기고

<현장 인사이트>는 과학기술, 과학문화, 과학·수학·SW(AI 등) 교육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관련 현안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합
니다. 실린 글과 사진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의 내용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현장 인사이트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힘
AAAS 연차총회 참여자 기고

과학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및 의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리의 세계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대한 대중의
가치와 신뢰는 감소하고 있다. 과학 문해력, 증거기반의 의사결정 등의 중요성은 후순위로
밀려난 듯하다.
지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현지 기준) 3일간 개최된 세계 최대규모의 과학 학술행사인
미국과학진흥협회(이하 AAAS)의 2022년 연차총회의 주제는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힘 Empower
With Evidence ’이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과학을 만들기 위한 세션들로 이루어졌던 본 회의의

일부를 현장 참여자의 기고를 통해 만나본다.
2022 AAAS 연차총회 기고 관련 강연
구분
총회 세션
(Plenary Sessions)

강연 명

강연자

1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유효한가
(Does Science Communication Still Work?)

패널세션

2

참여적 허위 정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Unraveling the Big Lie: Participatory
Disinformation and its Threat to Democracy)

Kate
Starbird
(워싱턴대)

3

위기 과학에 대항하여: 기후와 에너지 정의를 위한 미래 연구
(Against Crisis Science:
Research Futures for Climate and Energy Justice)

Kyle Whyte
(미시간대)

주제 강의
(Topical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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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사이트

AAAS 총회세션

Does Science Communication Still Work?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유효한가

지난 9월 니키 미나즈라는 래퍼는 트위터에 자신의 지인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성 불구가 되었다고 했다. 이 하나의 트윗은 니키 미나즈의 이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와 백신
반대론자들의 선동에 힘입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관련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다’는
수많은 학계 및 전문가들의 팩트체크가 이어졌음에도, 이 트윗의 진위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되었다.
왜 사람들은 비과학자의 소설 같은 이야기를 과학자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보다 더 신뢰
하는 것일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나누고자,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유효한가>를 주제로
이번 AAAS 연차총회의 패널 세션이 진행되었다.

진행
「사이언스」 편집장
홀든 소프
(워싱턴대 교수)

패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관 제인 루브첸코(오레곤주립대 교수)
천체물리학자 케이티 맥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
국립아동병원 응급의학과장 조엘 심슨 박사
커뮤니케이션학자 캐슬린 홀 제이미슨 (펜실베니아대 교수)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과학계,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의제의 정치화
먼저, 미국 여러 정부를 거쳐가며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루브첸코 교수(백악관 과학기술정책관)는 현재 환경과학계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짚었다. 약 24년 전부터 환경과학계는 점차 효과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참여를 중시하고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과학의 쓰임새까지도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를 진단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여전히 환경과학계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그 중 기후 변화라는 의제가 정치화
된 것이 최근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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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첸코 교수는 과학이 그 자체로 결과까지 장담할 순 없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물론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과학은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회과학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와 소통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모든 과학자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될 필요는 없다
천체물리학자 케이티 맥 교수는 <우주는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대중과학서의 저자이자,
트위터 등 여러 플랫폼에서 대중들과 과학을 주제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스스로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과학자의 역할을 모두 잘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들의 중요
성을 인정하면서도, 케이티 맥 교수는 모든 과학자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연구실에서 과학 연구를 할 때 요구되는 역량과 자신의 연구 결과를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학자가 직접 자신의 연구 성과를 대중
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신뢰를 얻는데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때론 연구기관의
성과물이 아닌, 학문적 호기심을 가진 과학자 1인의 연구 과정 및 성과물들의 적극적인 공유가
대중들의 신뢰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더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자들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면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과학자
들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길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학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의사와 과학자의 역할
워싱턴 D.C. 국립아동병원 응급의학과장 조엘 심슨 박사는 의학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의사와
과학자의 역할에 대해 말한다. 의사가 환자들에게 의학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과학 정보를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
으로 자신의 의학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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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보의 잘못된 수용을 막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캐슬린 홀 제이미슨 교수는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다면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제부터는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성 susceptibility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만 남았다고 역설했다. 우선, 언어(표현)을 정제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뉘앙스를 잘 살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비교 프레임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섣불리 이름표를 붙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고 아직 확인
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음을 언급하게 되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다. 제이미슨
교수는 이와 같은 언어 사용의 변화만으로도 앞으로 바이러스 관련 정보가 잘못 소비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축적인 메시지가 과학자들의 자료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과학자들은 통계 자료와 같은 양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함축적인 메시지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학자 제이미슨 교수는 내러티브가 주는 강력한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더욱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러티브도 전형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소아과의사 심슨 박사는 환자들에게는 각기 다른 권고를
해야 하는 만큼 관련된 과학자료들을 개인의 의료 상황에 맞추어 해석해줄 필요가 있으며,
소아과에서는 각 연령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천체물리학자 맥 교수는
거대한 우주와 복잡한 물리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설명을 위해서 사용한 비유를 사실 그 자체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환경과학자 루브첸코 교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지만, 관련된 통계자료들을 가공
해서 사람들의 삶에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담은 내러티브로 제시한다면, 사람들에게 훨씬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패널들은
과학이 신뢰를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자신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학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만들어낼 수
기고자 소개
안혜민
서울대학교 철학 학사,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번 패널 토론에서 커뮤니케이터로만 활동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과학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철학 석사과정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수료, 현재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있길 바란다.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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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aveling the Big Lie : Participatory Disinformation and its Threat to Democracy

참여적 허위 정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2020년 미국 선거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활동을 추적하고 밝히기 위하여 다중 이해관계자
협업 기반의 ‘선거 무결성 파트너십’이 활용되었던 바 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지속적 노력의 대표 사례다.
본 주제 강연에서는 주로 논의된 미국 사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의 ‘민주주의
위협’에 관해 다각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20년 미국 대선이 진행되던 기간을
중심으로, 거짓선동 Big Lie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연구된 주요 결과가
논의되었다.

거짓선동 : 허위정보 활동
The Big Lie: A (Participatory) Disinformation Campaign
2020년 10월, 미국 대선이 시작되기 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의 우편 투표가 허용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짜 뉴스 disinformation 가 양산되기 시작했다. Bankler와 그의 동료들은
의도적으로 확산된 선거 절차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고, 이러한 증거는 결국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진 단서가 되었다. 이러한 ‘허위정보 활동 Disinformation Campaign’은 단순히 거짓 정보 생산
활동이 아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이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
이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용어 정리 : Mis-와 Dis- information이란?
‘Misinformation’과 ‘disinformation’은 모두 거짓 정보를 뜻하지만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Misinformation’은 고의성이 없는 반면, ‘disinformation’은 정치적 혹은 금전적인 목적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정보다. 두 개념을 구분하는데 ‘고의성
intentionality’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허위정보 활동 Disinformation Campaign에 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퍼뜨린 정보가 거짓임을 모르는 ‘무의식적 대리인 unwitting agents’인 경우, 그 구분은 까다
로워진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2가지 이야기
A Tale of Two U.S. Elections
허위정보 및 허위정보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최근 이뤄진 미국의 두 차례 선거에서 나타난
양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예컨대, 2016년 선거는 대외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었으며, 조정된 것
Foreign, Inauthentic, Coordinated 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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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중 이해 관계자 선거 무결성 파트너십(election integrity partnership)’ 운영 관련 발표자료 중 일부 발췌

었다는 Domestic, Authentic, Cultivated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 커뮤니티(발표자 소속 연구진)는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기관 Stanford와 Graphica, DFR lab과 시민 사회, 미국 정부의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등 다중 이해관계자 election integrity partnership 협력을 통해 선거 과정 및 허위
정보, 허위정보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먼저, 2016년 선거 당시 나타난 허위정보 활동 Disinformation Campaign 은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가짜 계정/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었다. 다른 요소와 해킹 및 누출 작업도 있었지만, 그 허위정보
활동의 소셜 미디어 부분은 러시아의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는 거짓 정보 활동 중 하나였다.
반면, 2020 미국 선거에서 나타난 허위정보 활동의 주요 주체는 일반 시민이었고, 그들 간
유기적 형태로 나타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Top-down’ 방식의 정치 엘리트(예: 트럼프
대통령 및 관계자의 리트윗)를 통해 거짓 정보가 확산된 반면, ‘Bottom-up’ 방식으로 무분별한
생산이 함께 이뤄지며(예: 거짓 우편 선거 절차 조작설) 허위정보는 뒤섞이고, 특정 허위정보
활동의 영향을 공고히 하였다.

허위정보 활동은 참여형이다. 참여자들의 정보 왜곡은 강력하다.
Disinformation is Participatory. Participatory Disinformation is Powerful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캠페인은 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유권자들이 거짓 이야기를 수용하도록
유도했고, 허위정보를 생산하도록 고무시켜 잘못된 주장을 되풀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인과 유권자 간 양방향 소통이 활용되었고, 편향적 언론과
인사들의 활동은 강력한 참여적 거짓정보 participatory disinformation 의 특징을 보였다. 즉,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 엘리트의 포퓰리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허위정보 활동을 지속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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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허위정보 선행모델
A Preliminary “Model” for Participatory Disinformation
아래 모델은 디지털 기술이 실제 허위정보를 새로운 방식과 역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당시 선거 시기에 인접한(1월 6일) 시점까지의 정치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역학이
나타나 있다.
정치 엘리트가 허위정보 및 기타 전술을 통해 특정 프레임 형성과 영향력 확보
•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및 “Grassroots” activists)의 프레임 증폭, 의도적 재생산
• 정치 엘리트의 허위정보 되풀이(유권자에게)로 프레임 강화 및 집단적/공유된 불만 형성
•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 촉발, 집회와 시위 형성으로 타협 불가한 집단 행위 발생

본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만의 이슈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미디어, 기술과
인간을 포괄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주제다. 참여적 허위정보Participatory
disinformation의 작동 시스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영향

력은 보다 거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고자 소개
안솔뫼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책, 그리고 참여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원

들의 인식 재고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술 기반

(2019~현재), 한양대 교육공학과
박사로, 보건의료교육, SW/AI교육,
기술기반교육(AR, VR 등),

실시간 환류 플랫폼 구축 등의 노력과 함께 민관학의 연합체의 다각적 문제 해결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조절학습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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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S 주제강의

Against Crisis Science: Research Futures for Climate and Energy Justice

위기 과학에 대항하여: 기후와 에너지 정의를 위한 미래 연구

인류가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기후 변화다. 이는 단순히 환경 오염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 멸망을 가를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다. 지구의 온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강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
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빠른 성장을 위해 효율성에만 집중하였던 과거는 현재
환경에 심각한 부작용을 끼치고 있다. 기후의 변화는 특성상 회복이 쉽지 않고 해결 시점이
늦어질수록 돌이키기가 힘들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연구에 학계의 관심이
빠르게 집중된 이유이다.

오늘날 과학의 글로벌 주요 이슈는 기후 변화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더 이상
발전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지식과 해결책을 낳을 과학적 질문을
해야 하는 도덕적, 인식론적 시급함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인류가 쓰는 에너지는 그 이전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다.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들은 지구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1℃ 이상 상승하였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것
이다. 대기 과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문제라 여기고 있다.
산업화 이후 발전 과정에서 인디언 족을 비롯한 다양한 토착민들의 설 자리는 급격히 줄어들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착민이 겪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는 ‘강탈 dispossession’, ‘기반 시설
infrastructure’,

‘폭력 violence’, ‘민족 자결권 self-determination 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토착민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토지를 빼앗겼으며, 그로 인해 기반 시설을 잃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능력인 민족 자결권도 사라
졌다. 결국 원주민들은 다양한 기후 변화 위험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땅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기후 및 에너지 연구 결과가 토착민들에게 ‘정의롭게’ 적용되었던 사례는 거의 없다. 몇몇 연구자
들이 제시한 기후 변화에 대한 ‘탁월한 해결책’은 원주민 영토의 황폐화 및 약탈을 조장하였고,
그들이 수 세대가 저항해 온 식민적인 시스템에 기반하는 기후 변화 해결책 사례도 이미 존재해
왔다. 기후위기 해결 및 환경 정의를 위한 더 나은 방법론이 필요하다. 1994년과 2003년
사이에 연방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의 공약 이행 실패로 인해 아메리카
원주민은 계속해서 거의 모든 사회, 건강 및 경제 지표의 최하위 또는 그 근처에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여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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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인류를 위협하는 조용한 위기 quiet crisis 다. 에너지 정의와 위기의 의미,
주요 가정에 대한 심층적인 개선은 기후 및 에너지 불공정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와 함께
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숙제다.
2020년 샌도발 Sandoval, C. J. 이 발표한 논문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한 에너지 정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에너지 정의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첫째. 토착민 부족의 주권 존중
둘째. 에너지 접근성은 에너지 정의의 기초
셋째. 토착민 부족 에너지 소유권 및 청정 에너지 기회 촉진
넷째. 아메리카 원주민 에너지 계약, 고용 및 창업 기회 지원
다섯째.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경제성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촉진
여섯째.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 부족의 땅 및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구성원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의 평가 및 해결
지구의 기후 변화 문제는 단순히 환경과 과학만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류의 역사,
사회,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원주민에 관한 도덕적, 정치적 문제 그리고 원주민과
과학 조직 간의 협력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원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생태 시스템을 위해 시급히 해결
해야 한다.

2019년 토레스 해협 제도의 원주민 8명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그들의 나라와 문화가 위협에 처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인권 침해’로 보았던 사례로, 원주민들은
UN에 호주 정부가 국제 인권법에 따라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의 65% 수준
까지 낮출 것을 요청했다.
UN 기후변화 사무국의 코코 워너 박사는 ‘원주민들과 함께 인류의 가치를 발전시켜
기고자 소개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일례로, ‘자이(Zai)’라 불리는 고대 농업 기술은 오늘날 지구 온난

송현수

화로 강우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과학 저술가, 2012년 서울대학교

있다. 환경문제는 비단 한 국가, 한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 및 에너지 정의 연구가

기계항공공학부에서 박사 학위
취득, 교양 과학 서적 <커피 얼룩의

경제, 문화, 정치, 역사 등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비밀>,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들의 지속적인 참여 노력이 중요하다.

<개와 고양이의 물 마시는 법>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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