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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스킬, 게임기반학습…
2022년 이끌 교육 트렌드

# 교육트렌드
# 디지털교육

원문기사

https://elearningindustry.
com/where-is-educationheading-next
●최
 근

교육산업이 온라인 교수학습으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대학이 학사과정에 온라인 교육

작성자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새로운 교육혁신 등장에 따라 관계자가 알아야 하는 2022년 교육트렌드가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아래와 같이 선정됨
●소
 프트스킬 훈련 중요성 증가

-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인력관리, 창의성이 미래 직업에 필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소프트 스킬* 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교육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짐.
이는 학생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여 각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
* 소프트스킬: 소통, 유연성, 인내심, 정서지능, 동기부여 등 인간관계 및 팀워크 유지에 필요한 능력
●게
 임기반 학습

- 전통 학습 기법에 게임요소를 더해 학생들의 적극적 학습 참여를 유도
- 게임기반학습은 온라인 학습도구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듦. 또 학생들이 문제해결 기술을 개발
하고, 학습전략을 수립하며, 과제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A
 I 주도학습

- AI는 기존의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여 학습 및 학생에게
긍정적 영향을 줌
※ AI 보조교사, 자동채점 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을 더 효과적으로 연결
● 고품질 온라인 강좌

- 고품질 콘텐츠 제공은 2022년 고등 교육기관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
-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질 향상은 해답이 될 수 있음. 학생 참여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케 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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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및 마이크로 디그리 수요 증대

- 전체 일자리 중 절반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그 성격이 바뀔 수 있음. 이에 재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 이런 노동의 변화는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시장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2022년이 진행
됨에 따라 분명해질 것
*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해 취득하는 최소
단위(micro) 학위(degree). ‘학점당 학위제’라고도 불림
● 교육기술, ‘혁신’에서 ‘진화’로

- 온라인학습은 교육에서 기술의 유용함을 증명했지만, 대면교육은 여전히 많은 관점에서 중요함.
또한 지난 2년은 교육기술에서 약 10년 치의 기술혁신이 이뤄진 시기로 이제 향후 1년간의 교육
기술은 ‘혁신’보다 ‘진화’에 더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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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기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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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교육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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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디지털 배지
# 학습자 맞춤형 교육

원문기사

https://www.govtech.
com/education/highered/instructure-acquiresconcentric-sky-for-microcredentialing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혜경 선임연구원

글로벌 교육플랫폼이
‘마이크로 자격증명’ 기업을 인수한 이유
● 미국

인스트럭처 Instructure 사는 교수학습관리시스템 ‘Canvas LMS’를 개발·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플랫폼 기업임. 최근 ‘마이크로 자격증명’ 도구 ‘Badgr’를 보유한 콘센트릭
스카이 Concentric Sky 사*를 인수한다고 발표. 이로써 Badgr기능이 Canvas LMS에 통합되고
‘Canvas Badges’로 브랜드가 변경될 예정
* Concentric Sky는 2005년 설립된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오픈 배지(Open Badges) 개발을
주도하고, 차세대 과학표준 기반 학습콘텐츠에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배지 생태계 확장에 기여. 디지털배지(Digital Badge)란 학습 과정에 따른 성과
인증 앰블럼 혹은 업적 성취, 기술, 품질 또는 관심에 대한 자격 증명을 뜻함
● 마이크로

자격증명은 사용자의 세부 기술이나 역량을 배지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

‘정의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것이 ‘수료한 교육과정의 제목이나 학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음
● 캔버스의 각 교육과정 모듈별로 여러 배지 또는 디지털 인증서를 추가하면 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음. 또 획득한 배지를 소셜미디어나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함. 이와 더불어 마이크로 자격증명은 ‘축적된 세부 역량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된
교육 경로’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학습의 기반이 될 수 있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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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분류

학교 및 기업사례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02.16

키워드

디지털 배지 시장,
2028년 3억9천880만 달러 규모 성장

# 디지털 배지
# 온라인플랫폼
# 디지털학습

원문기사

https://www.prnewswire.
com/in/news-releases/
digital-badges-marketsize-to-reach-usd-3651-million-by-2028-atcagr-17-1-valuatesreports-842659236.html
작성자

●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배지* 시장규모가 2028년 최대 3억9천880만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배지(Digital Badge) : 학습 과정에 따른 성과 인증 앰블럼/업적 성취, 기술, 품질 또는 관심에 대한
자격 증명

- Valuates: 2021년 1억1천890만 달러 → 2028년 3억6천510만 달러
- Verified Market Research: 2020년 1억40만 달러 → 2028년 3억9천880만 달러

미래전략팀 박성균 책임연구원
● 디지털 배지 성장 요인

-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학습 및 사회학습 social learning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
특히 학습의 게임화와 연관돼 발전할 것으로 전망
-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학습 및 교육산업이 점차 게임화되고 있음. 이에 더해 평생학습이
강조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배지 산업이 성장
●글
 로벌 디지털 배지 시장 구성

- (사업 분야) 플랫폼과 서비스로 분류, 최종 사용자는 플랫폼을 활용해 배지를 구축, 검증, 수집,
발급, 관리할 수 있음
- (사용자) 교육기관과 기업으로 분류, 교육 부문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전문적인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학교, 대학교, 사설학원 등에서 추진 중
- (지역)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기타 국가 등으로 분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 개인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변동하는 시장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많은
학습 솔루션 공급업체가 아태지역에서 범위를 확장 중
- ( 주요회사) Accredible(미국), Accreditrust(미국), Credly(미국), Portfolium(미국),
ProExam(미국), Be Badges(벨기에), Basno(미국), Bestr(이탈리아), Nocti Business
Solutions(미국), Badgecraft(리투아니아), Concentric Sky(미국), Discendum(핀란드), EbizON
(인도), Forall Systems(미국), Learning Times(미국) 및 Youtopia(미국)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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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디지털 교육 실행계획 1주년…
제1회 관계자 포럼 개최
● 유럽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제1회 디지털 교육 관계자 포럼을 개최. 이는 디지털 교육 실행

계획(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2021-2027)* 추진 1년을 기념하는 한편 향후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계·교육계· 학생·청년·시민사회·비즈니스 등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포럼에

# 디지털 교육

참여해 디지털 교육에 대해 논의

# 디지털 전환

* 디지털 교육 생태계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는 유럽연합
정책 이니셔티브 (참고: https://education.ec.europa.eu/focus-topics/digital-education/about/digital-

원문기사

https://education.ec.europa.
eu/news/first-digitaleducation-stakeholderforum-one-yearimplementing-the-digitaleducation-action-plan

education-action-plan)
● 핵심 포인트

다양한 부문 간 교차협력과 지식 공유, 인류 중심의 디지털 전환, 교사 지원, 디지털 스킬,
윤리적 영향과 허위정보 이슈, 디지털 문해력 등
● 유럽 EdTech European Educational Technology 섹터에서는 유럽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작성자
미래전략팀 민영경 선임연구원

EdTech의 핵심 비전 및 그 실행 내용*에 대해 발표
*T
 ime for action: Making EdTech a Key driver in the European Digital education ecosystem
(자료출처: 해당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제공)

[미국]

분류

국가별정책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02.22

키워드

# 블록체인
# 교육이력관리
# 고용적합성

고등학교의 블록체인과 교육의 만남,
어떤 혁신 이룰까
● 미국교육협의회(ACE)는 ‘블록체인 혁신 챌린지 Block Innovation Challenge’ 성과 보고서*를 공개.

이는 ‘교육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Education Blockchain Initiative**’의

일환으로, 미국 교육부로부터

총 90만 달러 재정지원을 받아 진행됨
- 2020년 4개 팀(Pilot A, B, C, D)을 공모로 선정하여 한 팀당 1단계 15만 달러, 2단계 7만5천
달러를 지원한 후 2021년 종료
*최
 종보고서 참고: https://www.acenet.edu/Documents/Education-Blockchain-Initiative-Final-Report.pdf
** 이
 니셔티브 참고: https://www.acenet.edu/research-insights/pages/education-blockchain-initiative.aspx

원문기사

https://www.ecampusnews.
com/2022/02/22/the-nextevolution-of-blockchain-inhigher-ed/
작성자

● ‘블록체인 혁신 챌린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교육 및 경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프로젝트로, 각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Pilot A] Guardianship & Consent for Nebraska Systems-Involved Students
: 법적 동의 절차가 필요한 학생 후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이를 통해 네브라스카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적, 법적, 행동양식적 서비스 관련 기록들을 시스템화

미래전략팀 민영경 선임연구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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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B] The Lifelong Learner Project, Powered by Teachers
: 교사가 자격증, 인증서 등의 이력을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개발
[Pilot C] The UnBlockEd Project: Leveraging Blockchain in Higher Education
: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러 대학들 간의 오픈 편입·교환 시스템 개발
[Pilot D] North Texas Collaborative
: 대학졸업과 실제 채용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학생들이 무료로 본인의 학력 조회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협력 시스템 구축
●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때 설계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학생들을 포함한

최종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영국]

분류

국가별정책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4.4.

키워드

“모든 아이 잠재력 극대화”…
영국정부 교육백서 공개

# 영국
# 교육정책
# 기초능력향상

원문기사

The Government's new
education White Paper
analysed
● 영국

작성자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정부는 최근 ‘모두를 위한 기회: 아이들을 위한 강력한 학교와 훌륭한 교사’* 라는 제목의

교육백서를 공개
* 원제: Opportunity for all: strong schools with great teachers for your child
● 백서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초로 하여, 교육수준을 높이고 모든 아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 동시에 부모에게
자녀의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학
 부모 서약 A Parent Pledge 을 통해 정부의 학습향상 프로그램을 지원. 목표는 2030년까지 아동
90%가 읽기, 쓰기, 수학에서 KS2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것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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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수학 전국 평균 GCSE*성적을 2019년 4.5에서 2030년 5까지 상향
*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영국의 중등교육과정 평가
● 위의 목표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아래와 같음

- 2023년 9월까지 주당 최소 32.5시간의 교육 시수 확보
- 2025년까지 학교들에 대한 감사 실시
- 2030년까지 Multi-Academy Trust*에 속한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예정. 이는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의 학습결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 영국 교육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들

-교
 육기부재단에 최소 100만 파운드를 지원함으로써 전국의 교육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고 확산시키는 장기적 기반 마련
● 백서는 이 외에도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 특히 어린이의 건강과 웰빙 등 광범위한 자기개발을 지원할 것을 강조함. 백서는
이를 위해 ‘교사의 업무량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학교에서 간단하게 수리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도 제시함

[기타]

분류

학교 및 기업 사례

주제

과학융합인재

발행일

2022.03.24

키워드

# STEM
# 교원양성
# 교원연수

원문기사

https://corporate.dow.com/enus/news/press-releases/dowand-teach-for-all-supportstem-education.html

작성자
미래전략팀 민영경 선임연구원

글로벌 기업, 낙후지역 STEM 분야
교원양성 지원
● 글로벌 기업 다우(NYSE: DOW)*는 지난 3월 24일, ‘Teach For All**’과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3개국 취약지역의 교육향상에 나선다고 발표. Dow는
STEM 분야 교원 채용·연수·실습·배치 등에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혜 예상인원은 교원
200명, 학생 4,500명 수준이 될 것을 예상
* Dow : 전 세계 31개국에서 104개 제조사를 운영. 고용 인원은 약 35,700명(참고 : https://www.dow.
com/en-us/)
** Teach For All: 세계 각 지역 61개 기관과 연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낙후지역의 학교 교육과
커뮤니티 발전을 도모(참고: https://teachforall.org/)
● 현재

나이지리아 라고스 Lagos 교사들은 STEM 분야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 또한 아르헨티나 바이아 블랑카 Bahia Blanca 와 스페인 타라고나 Tarragona 에서는 많은 대학원생
들이 STEM 분야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없음
● “향상된

교원연수와 필요한 자원을 교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STEM 분야 직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레베카 벤틀리 Rebecca Bentley
다우재단 이사 겸 홍보 부대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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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과학교육협회,
학생 중심 항공우주 교육 이니셔티브 도입

분류

유관기관동향

● 미국항공우주연구소(AIAA), 에스테스산업 Estes Industries, 미국과학교육협회(NSTA)는 전국 수천 개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04.24.

교실을 대상으로 한 다년도 이니셔티브 ‘탐사세대(ExGen)’를 출범함. 이를 통해 K-12 학생을

키워드

# STEM

대상으로 한 ‘항공우주, 공학, 로켓공학 개념 안내를 위한 무료 수업 계획(NSTA 데일리 도스)’ 및
‘커리큘럼 스토리라인(NSTA 유닛)’을 배포할 예정

# 항공우주
# DE&I

● 미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은 선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나 최근 여러 문제*에 직면

* STEM 분야 문해력 격차, 여성 및 소수민족 참여 저조, 조기 은퇴로부터 발생하는 지식격차 등
원문기사

https://www.
aerospacemanufacturinganddesign.
com/article/aiaa-estes-industriesnsta-launch-exgen-initiative/

- “항공우주 산업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에 대한 관심은 관련 분야 확장에 도움이 될 것”
응답자의 약 50% 응답, 「2021 AIAA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 탐사세대의

수업 계획 및 커리큘럼 스토리라인은 ’센스메이킹‘*에 기반함. 이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업 및 학생 중심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 현상을 이해하고 학습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음.

작성자

* Sensemaking : 사람들이 집단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프로세스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 탐사세대(ExGen)는 5월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계획(데일리 도스) 3개를 공개할 예정.

내년에는 그 대상을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로 확장할 방침

[세계경제포럼]

분류

연구조사보고서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05.16.

키워드

“문제해결 능력의 경제적 가치,
약 3200조 원”
●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는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러온 세계 경제의 미래’를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논의를 진행

# 세계경제포럼
# 다보스
# 교육의제

원문기사

https://www.weforum.org/
agenda/2022/05/future-ofeducation-playful-learning/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혜경 선임연구원

● 세계경제포럼에서

5월 발표한 연구보고서 ‘교육 4.0 촉진Catalysing Education 4.0*’은 “포괄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재구상하는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
* 교육 4.0 촉진(Catalysing Education 4.0): 인간 중심 회복을 위한 학습의 미래에 대한 투자 관련 언급
(원문 다운로드 : https://www.weforum.org/reports/catalysing-education-4-0-investing-in-the-futureof-learning-for-a-human-centric-recovery)
● 위

보고서 관련, 레고재단 LEGO Foundation 의장 보 스티에르네 톰센 Bo Stjerne Thomsen 은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이 오늘날 상위 10위권 국가의 평균수준으로 향상되면, 세계 경제에 2조 5,400억
달러(약 3,200조 원)만큼의 생산성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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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고서는 교육 재구성을 위한 투자영역을 ①새로운 평가 메커니즘, ②새로운 학습기술의

채택, ③교육 인력의 권한 부여로 꼽고 있으며, “학습자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기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이는 기술 및 교육학적 혁신을 활용해 학습자를
학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

[독일]

분류

유관기관동향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05.05.

키워드

강 위에서 즐기는 과학전시,
‘항해하는 과학선박’ 운영

# 과학의 해
# 과학전시
# 대화형전시

원문기사

https://www.
bundesregierung.de/breg-de/
aktuelles/ms-wissenschaftauf-tour-2030420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 2022년

‘과학의 해’를 맞아, 독일은 ‘과학에 대한 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약 5개월 간(5월 3일

~9월 16일) 전시 관람 선박을 운영. 기존 화물선을 개조한 ‘MS 과학 MS Wissenschaft’ 선박은 베를린 등
약 30개 도시에 정박할 예정
- ‘과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과학자들은 어떻게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가’ 등 다양한 질문을
바탕으로 한 인터랙티브 전시물로 구성하여, 관람객이 연구에 흥미를 갖고 과학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떠다니는’ 과학 센터에 대한 아이디어는 2002년 브레멘 대학이 오래된 화물선(1969년 제조)을

지질학 전시에 활용하면서 시작
● ‘MS

과학 MS Wissenschaft’은 독일교육연구부(BMBF) 주관으로 추진되며, 올해는 프라운호퍼

Fraunhofer, 헬름홀츠 Helmholtz, 라이프니츠 Leibniz, 막스플랑크 Max Planck

등의 연구협회 그리고 대학 및

파트너사의 연구 결과를 직접 받아 전시에 활용함
-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북극 원정대인 2019년도 모자이크 MOSAiC 프로젝트
전시 등이 추진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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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분류

학교 및 기업 사례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04.21.

키워드

과학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도
(뮌헨 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소 사례)

# 과학커뮤니케이션
# 간학문연구

원문기사

https://www.
volkswagenstiftung.de/
unsere-foerderung/unserfoerderangebot-im-ueberblick/
wissenschaftskommunikationhoch-drei-zentren-fuer-wissensc
haftskommunikationsforschung
작성자
미래전략팀 박성균 책임연구원

● 폭스바겐재단은

과학커뮤니케이션 발전을 위해 ‘과학커뮤니케이션 탑 3 Wissenschaftskommunikation

hoch drei’ 연구 지원 과제 운영

- 참가 인원은 과학자 외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실무분야 참여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함께
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
- 5년간 400만 유로 규모로 진행되며, 평가 이후 3년간 최대 2백만 유로 지원 예정
●독
 일 내 총 4개의 간학문연구센터(킬, 튀빙겐, 본, 도르트문트/뮌헨)는 각각 다른 관점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진행
- 이중 뮌헨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소(MSCL)는 ‘행성 건강’*을 주제로 물리학자, 전염병학자,
박물관 관장, 언론인 등이 참여해 연구 진행
* 미래 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인수공통전염병,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문제 등의 해결 연구
●연
 구결과의 과학적 검증은 충분히 하되, 호소력 있는 대중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

→ 표현은 진부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하며, 동시에 대중이 이해 가능해야 함
→ 과학커뮤니케이션 과정 자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칙에 따라 구성, 실행
→ 정보가 없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화 형식의 의사
소통이 필요
●결
 국

공감과 경청이 대중들에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됨. MSCL은 대중들에게 접근해 대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중은 과학기술 연구의 프로세스와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명제에 기여
●그


외, 킬 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소 Kiel Science Communication Network의 경우, 과학자와 디자이너 간

협력을 통해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추진. 연구 시작부터 미디어 수신자를 고려하며 과학잡지
등과 협력하는 프로세스 설계 추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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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분류

국가별정책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05.12.

키워드

'과학의 사회적 책임’ 강조…
정부 및 지식 근로자에게 ‘의무화’

# 과학기술소통
# 사회적책임

원문기사

https://dst.gov.in/document/
guidelines/scientificsocial-responsibility-ssrguidelines-2022
작성자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 최근 인도 정부는 ‘과학의 사회에 대한 책임 Scientific Social Responsibility, SSR’ 이행을 위한 ‘SSR 가이드

라인’을 발표
- 이는 새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과학기술과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중 하나. 이전 정책이 ‘복지를 위한 과학
기술 활용’에 방점을 둔 것과는 대조적
● SSR 가이드라인 개요

- (목표) 각 커뮤니티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과학과 사회의 연결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
- (이해관계자) 수혜자(SSR 활동의 혜택을 받는 모든 커뮤니티), 활동 주체(공공 및 민간 연구소,
대학 및 중앙/지방 정부 등), 평가자, 서포터 등 네 그룹으로 구분
- (추진체계) 인도 전역의 ASI Anchor Scientific Institution(SSR 관리 및 평가 주관기관)를 통해 해당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주정부 및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해결책 추진(콘텐츠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등)
- (실행전략) 모든 중앙 정부 부처와 주 정부는 각자의 SSR 실행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지식 근로자는 SSR에 연간 최소 10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함. 개인이나 기관의 SSR 활동은 단기,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됨. 기관은 매년 SSR 리포트를 발간해야 하고, 개인의 활동은 개인의
성과평가에 포함.
- (SSR 활동의 예) 과학자들의 강연, 워크샵 및 멘토링 활성화, 인프라 및 지식자원 공유,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현지 언어로 과학 및 기술정보 제공, 첨단 과학기술 및 연구시설에 대한
대중 교육, 젊은 과학자들에게 게임 및 가상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SSR 철학을 교육하기 등
● 인도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의 소외된 부분에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 이를 통해 사회 및 국가를 변화시킬 원동력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과학의 영역과
혜택을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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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분류

국가별정책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05.18.

키워드

과학소통 전문가 ‘자격’ 만든다…
협의 진행

# 과학커뮤니케이션
# 과학소통
# 인재양성

원문기사

https://cast.org.cn/
art/2022/5/18/art_80_186186.
html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 중국 후난성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직업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 후난성

과학기술협회장, 중남대학교 총장을 중심으로 과학보급작가협회, 청소년과학기술교육협회 등
과학 대중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참석
● 회의는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안건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의

전기 성과를 점검. 구체적으로 ‘과학커뮤니케이터’라는 직함의 소속 분야, 명칭의 설정, 자격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학력 사항, 재교육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이는 ‘국가과학품질행동계획(2021~2035)’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무적 조치 중 하나

-현
 재 후난성 과학커뮤니케이션 분야 인재들은 ‘직함 승진 어려움’, ‘모호한 직업 전망’, ‘정체성
부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난은 과학기술협회를 중심으로
후난성 인사청 등 관련부서와의 교류를 강화하고자 함
● 후난성 인사청은 지난 2021년 4월 전문 과학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고자, 과학기술협회를 평가팀

으로 지정하고 청소년과학기술교육협회에 해당 내용의 기초연구를 위탁한 바 있음. 이를 바탕
으로 후난성의 첫 과학커뮤니케이터 전문 자격 사업은 2022년 하반기 정식 추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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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분류

통계자료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02.04

키워드

갈 길 먼 학교 혁신사업…
교사 31%는 “온라인 수업 하고 싶지 않아”

# 교실환경개선
# 온라인수업
# BYOD

원문기사

https://news.yahoo.co.jp/
articles/e316692c0d1e114113f
8b3b5d3b6149af1ca96e1
● 일본은 교육현장에서 ICT 등 첨단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GIGA 스쿨* 사업을 추진한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바 있음. GIGA 스쿨의 주요 목표는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학생 각자가 PC나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 GIGA 스쿨: ‘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의 줄임말로, ‘모든 학생들이 세계와 연결되도록
하는 혁신의 문’을 의미
● 동양경제신보는 GIGA 스쿨 및 ICT 교육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일본 내 초중고 학생, 교원, 학부모 각 600여 명 대상)
● 2021년 6월 설문 결과와 12월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교실 내 IT 환경이 향상되어 약 6개월 만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준비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IT 환경 정비에 따라 이메일, 채팅 등을 통해 소통한다: (21년 6월) 34.5% ⇒ (21년 12월) 41%
● 그러나 IT 환경 구축에도 불구, 교원들은 여전히 온라인 수업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예방 조치가 완화된 12월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의지는
더 낮아짐
-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적은 없으나, 향후 검토중 : (‘21년 6월) 46.5% ⇒ (’21년 12월) 31.7%
-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 : (‘21년 6월) 16.8% ⇒ (’21년 12월) 33.8%
- 온라인 수업 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 45.2% (’21년 12월)
- 온라인 수업 시, 학생들이 자고 있다/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 : 31% (’21년 12월)
● 더욱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교원의 응답률은 31.7%에 육박하여, 온라인 수업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선택지’로만 인식되고 있음.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원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친숙도·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수가 필요함
16

DX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

싱크탱크
두뇌집단 ·두뇌공장 ·두뇌회사
여러 영역의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모아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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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과학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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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강화, 디지털 전환… 교육 개혁 박차 가하는 일본

체험 강화, 디지털 전환…
교육 개혁 박차 가하는 일본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이석태 연구원

분야

국가별 정책

주제

창의융합교육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월 25일 '교육 진화를 위한 개혁 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비대면
사회 전화에 따른 교육 정책의 변화와 이니셔티브를 요약한 것이다.

원문기사
https://www.kyobun.co.jp/
news/20220225_06/

주요 동향

이번 비전의 기본 원칙은 ‘아무도 뒤처지지 않으며,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교육’ 그리고
‘교수 및 교직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다. 문부과학성은 해당 2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4가지 핵심방향*을 제시했다.
* 가치 창조 학습 촉진,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 보장, 교육에 있어서 학교·가족·지역 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공생 사회 실현, 교수 및 교직원의 업무집중 환경 조성

문부과학성은 이를 위한 조치로 “향후 3년간 지역사회 학교 도입을 가속화하고, 학생들이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직접 교류하면서 ‘실제 체험’ 기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학교 DX Digital Transformation 진흥 본부 설립, 교사 ICT 활용 기술 개선 작업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 (참고자료)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교육동향(’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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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분석

일본 내각부는 최근 Society 5.0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니즈를 면밀하게 분석, 세대·성별·지역을 초월해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내각부는 특히 사회 구조 변화 속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
그 핵심이 앞서 설명한 ‘교육 진화를 위한 개혁 비전’과 같은, 교육 및 인재양성 정책의 혁신이다.
내각부는 이에 더해 최근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교육·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 패키지(안)’*을
발표했다(’22.04). 해당 정책안은 온라인 STEAM 캠퍼스, STEAM 라이브러리 설치, 지역 ICT 인재
육성 등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을 두루 다뤘다. 또한 고등학교 단계에서 다학제
교육과 지역 사회 교류를 강화하고, 대학·기업과 협력체계를 수립해 진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교육 혁신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중국은 국가평생디지털학습시스템을 구축했고, 영국은
온라인 학교를 신설했다. 캐나다의 경우, 교육 자료 디지털화 및 과학 교육과정 현대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과
인재양성 정책들이 발 빠르게 수립되고 있는 중이다.
* (참고자료) 과학기술인정책 플랫폼 단신동향(’22.05.04),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제422호 해외교육
동향 웹진(’22.04.27)

시사점

우리나라 역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교육과 인재양성 혁신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중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는
‘약속 15’는 “디지털과 AI의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 교육격차 해소, 지방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 강화 등을 내세웠다.
교육 및 인재양성 정책 혁신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실적이고
적절한 후속 계획들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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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한 학습 이력 관리?
NFT가 교육에 끼칠 영향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이어진 연구원

분야

전문가 동향

주제

창의융합교육

교사의 경력 증명부터 분쟁국가 학생의 학습이력 관리까지. 교육전문가들은 NFT 기술
활용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원문기사
https://observatory.tec.mx/edu-news/howdo-nfts-support-education

주요 동향

NFT Non Fungible Tokens(대체불가능한 토큰)는 암호화폐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특정
디지털 자산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부여한다. 크리에이터가 배포하는 ‘토큰’은 고유
하고, 불변하며, 암호화되어 발행되기에 자산의 복사본과 원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교육자
들은 NFT를 향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전망을 내놓았다.
먼저, 졸업장, 자격증 등이 NFT로 대체되면 학력 및 성과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진다. 토큰을
사용하면 학생부 및 학점 관리, 평생학습 경과 추적, 교육 데이터 보존 등의 작업을 하면서
위변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보다 확실한 보증을 위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테크놀로지코 데 몬테레이, 하버드대학교 및 기타 고등 교육 기관 등이 디지털 자격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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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연구원의 저작권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학생들의 작품(프로젝트 등), 특허를 내기
어려운 형편의 연구원 및 발명가의 권리도 NFT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강의 등
작업에 대한 증명도 가능하다.
나아가 NFT의 영향은 교실의 범위를 넘어설 것이다. 분쟁 등으로 국가 교육기록 시스템이
붕괴되는 경우에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학습 이력을 관리해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비형식 학습(연구 경험, 프로젝트, 기술, 멘토링, 온라인 학습 등)에 대한 인증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황 분석

미술작품, 영상,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 플랫폼 거래가 활발해지며, NFT를 증명·
신원조회 같은 일상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MIT는
졸업생에게 블록체인으로 발행한 졸업장을 수여한 바 있다. 올해엔 국내서도 학·석·박사 졸업생
전원에게 학위증을 NFT로 발행하는 대학이 등장했으며, 공모전 수상 역시 NFT로 수여되는
사례가 생겼다.
최근엔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격 증명인 '디지털 배지'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배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R&D)과제를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오픈배지*가 자국 내에서만 네트워크 회원사를 작년 대비 3배까지 늘렸다.
이제 개인은 배지 이미지에 자신의 학습 관련 포트폴리오(자격인증, 학업경력, 기술 등)를 담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오픈배지 플랫폼에서 이를 검증 및 인증할 수 있다.
* 국제표준화 단체인 IMS 글로벌 러닝 컨소시엄이 인정하는 디지털 증명

시사점

NFT는 자신의 학습경험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데 유용한 기술이다. 이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 NFT 모델들의 운영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큰을 기반으로 한 정보는 기존 정보를 유연하게 변경하기 어렵다는 단점에도 불구,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특히 분쟁국가 등 교육 시스템이
붕괴된 경우나, 학교밖(제도밖) 교육으로 학습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 많은 상황에서
학습 이력 ‘증빙’ 용도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 ‘증빙’에 대한 신뢰도 등 극복해야하는 문제가 여럿 존재한다. 그럼에도
향후 토큰 경제 인프라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분야에서 의미 있는
시스템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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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지역 과학기술 격차 해소 본격화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이석태 연구원

분야

연구조사보고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영국의 과학기술 참여와 불평등에 관한 매핑 및 분석 보고서』를

주제

과학문화

발표했다.

영국과학협회는 다양한 측정 및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간 과학기술 참여에 대한 격차를

원문기사
https://www.britishscienceassociation.
org/News/new-report-inequity-scienceengagement-uk

Cold spot
Hot spot

주요 동향

영국과학협회(BSA)는 지난 3월 영국과학주간을 통해 영국 내 과학기술 참여 격차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영국의 과학기술 참여와 관련하여 조사·분석한
첫 시도인만큼 전국의 과학기술 인프라 실태를 명확히 조사하고 과학기술 참여 관련해서
평등·다양성 및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표했다고 알렸다.
보고서는 과학기술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를 “Hot spot”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은 주로 고등교육기관, STEM기반 기업과 과학박물관 등 인프라가 풍부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과학기술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해안 및 농촌 등
과학기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대의 경우를 “Cold spot”으로 정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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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상생 관련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고안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 및 상생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민간기업,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를 구성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부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브루킹스와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가 공동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성장거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2019∼) 일본은 지방창생 추진 교부금을
통해 관·민 협동 모델을 발굴하고 핵심적 인재 확보 및 양성을 위한 사업 등 지방 스스로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형적으로 인접한 국가가 많은 유럽의 경우 국가·지역 간 협력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촉진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의 지역 조사·
분석을 통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사한 도시 문제를 가진 지방 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역량강화 방안(KISTEP, 2020-22호)
- 미국,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신성장거점 전략(S&T GPS, ’19.12월)

시사점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지역미래혁신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과학기술 역량의 격차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발표된
국정과제 80번에는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에는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 역량 및 인프라 확충 등
과학기술문화적인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앞선 해외 현황 분석에서도 지역 과학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방향이 “지역 주도”인만큼
우리나라도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 “지역 주도형” 전략
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의
부활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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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메타버스의 만남,
새로운 세상 열다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작성자

이석태 연구원

분야

연구조사보고서

주제

창의융합교육

메타버스의 확장성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
중 하나로 꼽히는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이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원문기사
https://www.brookings.edu/research/
a-whole-new-world-education-meets-themetaverse/

주요 동향

브루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는 지난 2월 내놓은 정책 보고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 교육이
메타버스와 만나다 A whole new world: Education meets the metaverse’를 통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새로운 가상세계 플랫폼인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습자의 교육 방법과 교수학습법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서는 기존 디지털 교육 앱에 대해 “성인 위주로 설계되어 학생들이 이해하고 다루기 불편
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여럿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 교육이
간단하면서도 몰입감을 주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교육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대해 “학습 플랫폼과 실제 학습자 사이 올바르게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효과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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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메타버스의 만남, 새로운 세상 열다

현황 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비대면 시스템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노동·경제·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른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 주요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 영역에서는 서울시 시정 소통채널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 광주도시철도 메타버스 플랫폼 등이 있다. 민간에서도 네이버 제페토를
활용한 신입사원 교육, 텔로스의 국내 최초 3D 녹화가 가능한 멀티 교육 플랫폼 구현 등 메타버스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상공간으로 활용해 전 세계 교육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메타버시티
Meta-versity*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교육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메타버스(Metaverse)와 대학(University)의 합성어

해외에서도 메타버스 교육 활용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VR 콘텐츠를 교과에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독일에서도 초·중등
교육 과정, 진로 교육 등에서 VR, AR 등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시사점

교육 분야 메타버스 활용의 최대 장점은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가 원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한 경험을 가상공간에서 학습
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편일률적이거나 통일된 교육체계에서 학습하는 방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탐구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을 가능케 한다.
메타버스 교육 활용은 이제 막 ‘도입’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여러 장점과 매력적인 요소는
분명 존재하지만, 기존 교육방식과 비교했을 때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
부족하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여러 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다.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 학습자와 사용자의 디지털 문해력 제고, 교수학습 방법 변화에 따른 기존 교육자의 연수, 취약
계층 또는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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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인간의 뇌신경회로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수많은 계층 형태로 연결,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빅테크
첨단 기술을 이끄는 기업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알파벳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뜻하는 말.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바란다
어느덧 성숙한 기술로
접어든 AI,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세 가지 방향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사회는 재단의 경영목표 수립에서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바란다’는 이사회의 자유기고 코너로, 과학문화 및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국내외 동향 정보와 정책적 제언 등을 담아 재단 내외부의 이해 관계자들간의 교류와 성장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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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성숙한 기술로 접어든 AI,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세 가지 방향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김영민(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조교수)

1984년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나온 인조인간 로봇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이었다. 2022년, 어느덧 우리는 네비게이션,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 스피커, 추천 서비스 등을 통해 인공 지능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이 가능해졌지만, 오늘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인공
지능은 과거 상상 속의 인공지능과는 조금 다르다. 성공적인 인공지능의 사례들은 특정한
문제만을 해결하도록 훈련되어 있고, 대용량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마치 40년 전 영화에
나온 터미테이터처럼,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기술에 도달하기에는 한계점 또한 명확하다.
이 글에서는 4차 산업 혁명과 AI의 가능성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변화될 교육의 미래를 가늠해본다.

AI의 성공 사례를 통해 살펴본 딥러닝 기술의 특성
딥러닝은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매우 빠르게 발전하였다.
AI 혹은 딥러닝의 급속한 발전의 바탕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한 편리한 도구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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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파이토치 pytorch, 구글의 텐서플로우 tensorflow 등으로 대표되는 개발 도구와
github 등을 통해 오픈 소스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유례없이 손쉽게 최신 프로그램
코드를 볼 수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프로그래밍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소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몇 가지
성공적인 패턴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분야에서 손쉽게 최고 성능의 기술을 제안할 수 있었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학부생이나 심지어 고등학생도 내로라하는 우수 학회에 최고 성능의
기술을 개발하여 논문을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곤 했다.
하지만 딥러닝이 많은 문제를 해결한 지 10년이 지났고, 어느덧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AI 기술 중 대중성과 범용성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등장하였고,
이를 폭넓게 활용하며 AI는 놀라운 발전을 이어나갈 것이다. AI관련 기술이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하는 일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인 흐름이 되었지만, 첨단 아이디어로서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조금은 시들해진 듯 하다.
꼭 모든 사람이 이러한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야 하는 것일까?
수요자층의 특성을 분류하여, 각각의 생활 영위를 위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합리
AI 기술 중 대중성과 범용성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적인 접근 방식일 것이다. 이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수 있는 도구들도 등장하였고,
이를 폭넓게 활용하며 AI는
놀라운 발전을 이어나갈 것이다.

AI의 시대를 받아들이는 교육의 세 가지 방향
첫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어줄 수 있어야 한다.
AI관련 기술은 직관적이고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특정 플랫폼이나 개발자의 활용
시나리오에 종속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노인, 혹은 그밖에 사회적/지역적으로
소외된 집단에게는 이해도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단편적으로 기술에 노출된 사람에게 AI나 새로운 기술, 앱 등은 두려운 존재이다. 거리에 놓여
있는 키오스크나 무언가 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라는 앱은 당연하다는 듯이 개인정보를 요구
하기도 하고, 무엇을 눌러야하는지 생소한 경우가 많다. 각종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행위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받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에 반해,
터치스크린에 익숙한 요즘의 유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화면을 만져서 장면을 바꾸
려고 시도한다. 텔레비전 화면은 그에 반응하지 않고 송출된다.
새로운 기술은 정보의 편향성을 인지하여야 하며, 최대한 많은 사람을 아우를 수 있도록 배려
하고, 매체를 단순화하고 기능을 설명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재단에서 주도하는 콘텐츠나 각종
전시, 행사를 통해 널리 쓰이는 기술이나 작동 원리를 설명하여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한편,
소외되는 사람 없이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모두가 다양한 기술에 친숙해지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각종 채널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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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AI관련 기술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실제 사회의 생산적 역할을 도맡아 하는 계층은 새로운 시대 흐름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널리 쓰이는 성공적인 AI기술은 개발하기 편리하게 모듈화되어 있고, 다른 첨단 기술과 비교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마치 취업하는 대부분 사람이 엑셀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일부 AI 기술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데이터와 결합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산업체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AI와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이해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축적하여 활용한다면,
다양하고 신선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의 재교육이 절실하다. 온라인 상에 무수한 자료가 존재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할 수 있다. 수시로 새로운
도구와 기술이 탄생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배경,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작점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 과학 기술 발전을 견인할 핵심 인재들을 위한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들은 필연적으로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사회에 살아가야만 한다. 현대 AI
기술이 매우 뛰어나기는 하지만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당장 사람을 대체할 수도 없다.
사람 대부분은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도 기술을 향유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AI관련 기술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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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국가로서의 발전

그러나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기에 역부족이다. 첨단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가로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인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AI 혹은

‘차별화된 인재’가 필요하다.

자동화된 시스템의 역량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AI와 사람의 역할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지켜나

궁극적으로는 AI 혹은

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자동화된 시스템의 역량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AI와
사람의 역할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인, ‘수학과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일 것이다.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가능성을
발굴하고, 뛰어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인재들이 고등
교육기관으로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특별한 AI를 위한 특별한 교육
기술이 편리해질수록 의뭉스러워진다.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없이도,
이를 얼마든지 수용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이해도 격차가
커지면,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자와 과거의 삶을 고집하는 자 사이에 생활 수준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해서 사회 체제, 특히 교육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AI와 공존해야 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보유한 사업 및
기관 역량이 사회 각 각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의 제공 및 기술 접근성 개선분야에
집중되길 바란다. 급격한 기술전환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특별한 AI’와의 공존을 위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만의 준비는 ‘과학기술과 시민의 삶의 접점을 확장’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지역/사회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기술분야의 보편교육부터 영재교육까지, 그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특별한 교육’이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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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교육
원하는 것을 만들고 나누다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결과물로 만들고
타인과 공유하도록 하는 교육

TMIOSS
소유권과 저작권 개념의 학습
소유권과 저작권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
메이커 교육 모형 중 하나

현장 인사이트
창작과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오늘날의
메이커 교육과 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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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과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오늘날의 메이커 교육과 NTF

글. 정혜심 SNS-View 편집위원
마장중학교 교사

불과 20년 전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에 몰두했다면, 지금의 학생들은 자신만의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표현하고, 여러 사람과 교류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는다. SNS 등에 영상을
올리고, 글을 작성하는 일이 경제활동의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이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우리 교육도 학생들에게 더 이상 수동적으로만 정보만을 받아
들이지 말고,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을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기를 격려하고 있다. 이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결과물로
만들고 타인과 공유하도록 하는 메이커 교육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TMSI
Tinkering
아이디어 생성하기
Making
제작하기
Sharing
공유하기
Improving
개선하기

창작과 공유의 시대, 메이커 교육과 TMSI 모형
교과 지식을 가르치고 그 지식 습득의 성취도를 평가하기보다는,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과학이나 기술
교과에서는 구하기 쉬운 재료를 바탕으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실제 유형의
결과물로 만들어, 그 결과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학생들이 원활하게 자기 아이디어를 산출물로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교육 모형 중
하나로 TMSI가 있다. TMSI는 Tinkering(아이디어 생성하기), Making(제작하기), Sharing(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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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Improving(개선하기)의 약자로, 메이커교육 활동은 TMSI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동료와 공유하면서 개선점 및 한계점을 인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초기 콘텐츠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자신과 타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러한 메이커 교육은 학생들의
아이디어 공유 및 소통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TMIOSS
Tinkering
아이디어 생성하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Ownering' 더하기
무형의 생각을 유형의 산출물로 제작하도록 돕는 메이커 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학생 창작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문제다. 실제로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Making
제작하기

수많은 유·무형의 창작물이 거래되고 있지만, 그 창작물을 활용할 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불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Improving
개선하기

의도치 않게 창작자의 아이디어 혹은 창작물을 도용하고 심지어 손해배상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Ownering
NFT 민팅 및 판매하기

그렇다면, 개인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작물을 산출하도록 돕는 교육에서 소유권 및 저작권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Sharing
타인과 공유하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TMSI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한 TMIOSS 모형이 대두되고 있다.
TMIOSS는 Tinkering(아이디어 생성하기), Making(제작하기), Improving(개선하기),
Ownering(NFT 등록 및 소유하기), Selling(NFT 민팅 및 판매하기), Sharing(타인과 공유하기)
의 순서로 메이커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교육 모형이다.
TMIOSS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에 앞서, 학생 창작물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NFT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NFT는 대체불가토큰 Non-Fungible Token 의 줄임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그림, 음악, 글, 오디오 등 여러 종류의 디지털 파일에 ‘대체 불가능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대체 불가능’ 이란 말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는 뜻으로, 거래 수단이 되는 화폐가
아니라 거래의 대상인 ‘창작물’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사람 A가 구매한 비트코인 1개와 사람 B가 구매한 비트코인 1개는 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사람 A, B가 어떤 시점에 비트코인을 구매했는지에 따라 비트코인의
달러 가치가 다를 수 있으나 사람 A, B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1개 그 자체로는 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 A가 가지고 있는 고흐의 그림과 사람 B가 가지고 있는
달리의 그림은 서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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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 보면, nft는 대체 불가능한 개인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들어진 디지털 파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창작물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더욱이 NFT는 창작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게 하므로, 메이커 활동을 좀 더 재미있고
효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의 창작물로 제작
하고 공유하면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판매권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황요한 & 이혜진(2022)은 대학생 대상의 TMIOSS 기반 디지털 창작물 제작 활동 실시 사례를
보여준다. 참여 학생들은 영어 디지털 교과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
디어를 제시·발전시켜 VR/AR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선과정을 거쳐
NFT 시장에 등록되었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가격을 설정하고 전 세계인과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NFT 기술의 활용을 위한 첫 발자국
현장 교사와 업계 종사자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NFT, 블록체인 기술 등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본 용어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내기란

이러한 기술을 익숙하게

쉽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잘 알기도 전에, 교육 현장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블록체인 기술, NFT 등을 시도해 볼 수

할 필요가 있다.

있도록 교사를 위한 쉬운 연수나 모임이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필자도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자, NFT,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 공부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분명히 필자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공부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많을 것임에도, 그러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선생님들을 새로 알아
가거나 교류할 기회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교사 중에서 NFT,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자율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러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장 교사들과 블록체인 기업이 협업하고,
NFT, 블록체인 기술을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강의 및 수업을 개발할 기회를 마련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NFT, 블록체인 기술 등 중요한 신기술들이 특정 업계에서만 통용되어 접근이 어려워진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현장 교사와 업계 종사자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기술을 익숙하게
느낄 수 있는 교육 현장, 그리고 과학문화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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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Science Communicator
많은 사람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과학의 대중화를 이끄는 직업.
과학강사, 과학기자,
과학전시물해설가 등.

사회관련성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의
기본 소양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대중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과학 정보를
찝어낼 수 있어야 한다.

GLOBAL KEYWORD
과학자와
연구소를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우주공간에서
지구의 사회문제까지,
UN의 “Space2030”
아젠다

GLOBAL KEYWORD

과학자와 연구소를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과학자와 연구소를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코로나19 및 기후 위기와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영역에서의 과학 소통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로 인해 대중을 위한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되고
있으나, 다양한 종류 그리고 가벼워진 미디어 환경은
과학이 더 쉽게 미디어에 오르내리게 만듦과 동시에
사실과 의견,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정보,
왜곡 및 과장,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게 만들었다.
우리 스스로는 비판적인 수용자로서, 책임감 있는
과학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출처: 독일언론홍보위원회(Deutscher Rat für Public Relations),
「Richtlinie Wissenschaftskommunikation(2022.2.24.)
* 대화하는 과학재단(WiD) 및 연방대학통신협회(Bundesverband
Hochschulkommun kation)의 여러 우수 사례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과학자를 위한 지침
①
진실성

②
스토리텔링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지식, 사실, 이론 및
수립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대중들의 이해를 위하여 사례나 비유를 활용하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대중들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방식이다.

TIP

TIP

- 이때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 상업적 이익, 연구소 간 경쟁에 콘텐츠가 영향
(평판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중요한 상황정보의 생략은 금물
- 의혹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통은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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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해도

④
사회적 관련성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대중이 해당 정보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

대중들과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우선 선별하여 전달
해야 한다.

TIP

TIP

이때 정보를 '단순화'하는 과정이 자주 사용되나, 과학
고유의 프레임 워크(작업방식)이나 사실 왜곡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기초연구는 예외로 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
- 이를 통해, 일반 대중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가 독점되지 않도록)한다.
-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언제나 중립적이고 청렴해야
한다.

⑤
강화된 투명성 요구

⑥
프리프린트(출판전 논문)

출처, 참여자, 이해관계, 협력 파트너, 고문, 재정지원
여부 등 모든 유형의 협력자는 투명하게 열거되어야
한다. 특히 방법론은 그 응용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소통에 앞서, 발행되는 논문 및 간행물은 동료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중의 관심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빠르게 정보의 소통이 가능하다.

⑦
불확실성의 소통

⑧
건설적인 협력

정보는 잠정적으로만 유효하다. 언제라도 새로운
지식에 의해 보완되고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표현과 방법의 한계가 있음을 항상
밝혀야 한다. 이는 공적 소통에서 특히 중요하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열린 대화를 위하여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
내용이 관련 타깃 그룹에게 '스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TIP

TIP

특정 그룹과 관련성이 없는 내용으로 트렌드에 뛰어
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과학은 시행착오의 원칙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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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및 기관을 위한 지침
1. 리더십
본 가이드와 같은 소통 활동을 책임감 있게 시행하려면 기관의 리더급에
커뮤니케이터가 배치되어야 한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은 위험 요소가 따르는 최소한
소셜미디어 규제 의사소통 구조에 대해 그들의 경영진과 합의해야 한다.

2. 조언과 관리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조언자이자 부분적으로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중과의 소통에서 따를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명예훼손 시 보호조치 여부 등)
또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투명한 지원도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전담 부서를 통한 과학자 대상 코칭 및 지속적인 의사소통 역량 강화가
포함될 수 있다.

3. 공식석상에서의 등장 지원
과학 소통에 있어 과학자 개인의 미디어 대응 역량이나 카리스마에 의존
하지 않도록 한다. 대중 미디어 등장 이전에, 과학 콘텐츠의 정확한 전달이
가능한지 그 형식과 환경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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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에서 지구의 사회문제까지,
UN의 “Space2030” 아젠다
지난 5월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한 10번째 국가가 되었고, 뒤이어 10월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의미 있는 발사 성과를 거뒀다. 개인 우주 관광·탐사 산업도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하고 있다.
글. 김종범 SNS-View 편집위원

글로벌 우주 경쟁이 가속화되며 우주산업에 대한 열강들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책임연구원
과학기술학 전공 이학박사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GDs)에 대한 우주 분야 기여 방안 마련을 위해 UN
Space2030 아젠다 실천의제를 논의하였다. 이는 1968년 최초 개최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유엔우주총회의 50주년(UNISPACE+50, 2018년 6월)을 맞아
논의된 것으로, 우주기술의 역할 강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본 추진 방향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Space2030 아젠다의 기본 방향과 실무그룹의 활동을
지지하며, ‘우주와 여성’ 등 아시아 지역 내 유엔 연계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우주분야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향후 STEM 분야 내 우주 산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인재
양성 계획과 산업 육성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엔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와
SPACE2030아젠다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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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2030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 COPUOS는?
<COPUOS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우주분야 국제협력을 다루는 UN의 유일한 위원회로, 전세계 실질적인 우주외교 중심기구.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등 우주공간의 무장화 우려에 따라 등장하였으며, 1959년 제14회 유엔총회 결의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에 근거, 1961년 상설 위원회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1994년 신규 가입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21년 기준 100개 국이 참여 중이다.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사무국(OOSA;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이 있으며, 매년 과기소위(2월), 법률소위(4월) 및 본회의(6월)를 개최한다

기능
우주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협력 부문에 관해 의견교환 및
심의하며, UN총회에 권고·제안한다

주요 의제
지속가능발전, 과기소위·법률소위
결과보고, 우주기술 스핀오프,
기후변화, UN체계 우주기술 활용,
Space2030 등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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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그룹
LTS*, 핵동력원, Space2030,
우주자원
*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우주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국가별로 상이한 우주
활동의 관행·규정을 국제차원에서 통합하는 가이드
라인 마련 추진

GLOBAL KEYWORD

우주공간에서 지구의 사회문제까지, UN의 “Space2030” 아젠다

<SPACE 2030 아젠다> 들여다보기

COPUOS는 2018년 제61차 회의의 결의안 「우주공간의 탐사와 평화적 이용에 관한 최초의 유엔 회의의 5주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공간」*에 따라, <Space2030 아젠다>라는 실무그룹 신규 추가 및 운영
* Fiftieth anniversary of the first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Exploration and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pace as a driv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전략비전
우주의 탐사와 평화적 이용의 중요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우주과학기술의 역할, 기술의 발전 및 우주활동 진화 등에
따른 거버넌스 강화 및 우주공간의 안전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개 분야별 목표
ㆍ우주 활동의 경제적 기여 확대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역할 확대
ㆍ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을 위한 우주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활용방안 증대
ㆍSGD 이행을 위한 우주분야와 타 분야 간 통합,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혁신적 우주기반 솔루션
개발 도모 등의 메커니즘 연계
ㆍ국제개발 아젠다 및 우주의 장기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상업우주활동 관련 이슈 대응
우주와 경제
Space Economy

ㆍ중소기업 지원, 우주분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우주기술 스핀오프 등 우주산업 진흥
ㆍ우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 기반의 국제적 프레임워크 촉진
ㆍ지속가능한 삼림 및 해양 경제를 위한 우주기반솔루션의 활용 도모
ㆍ지속가능 어업, 농업 및 식량 안보 관련 우주기술의 역할 강화
ㆍSDGs 및 우주의장기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공공-민간-학계 간 파트너십 강화

ㆍ우주기술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및 우주혁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ㆍ지구 및 우주에 대한 관측과 연구를 위한 우주과학 연구 지원
ㆍ자연환경에 대한 과학적 지식 강화를 위한 우주기술 활용 강화
ㆍ기후관찰, 재난위험 평가, 재난조기경보 시스템 및 데이터 분야 우주기술 활용 강화
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주기술 활용 강화 및 관련 국제협력 활동 도모
우주와 사회
Space Society

ㆍ자연 및 인적 재난관리 전주기에 걸친 우주기반 기술 활용 도모
ㆍ글로벌 보건을 위한 우주과학기술의 활용 및 우주분야 협력 강화
ㆍ지속가능한 주거 개발, 문화유산 보존관리 등을 위한 우주기술 활용 강화
ㆍ우주데이터 공개 및 공유 정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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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주과학기술 및 우주기반 정보의 활용 혜택을 모든 국가가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
SDGs 달성에 기여
ㆍ우주를 통해 청년들에게 영감 제공, 우주분야 청년 참여 확대 및 STEM 교육 강화
ㆍ혁신의 견인을 위한 우주탐사 추진 및 우주탐사 국제협력 강화
ㆍ인류에의 유익을 위한 저궤도 이상 영역에의 탐사 추진
ㆍ개도국 등의 우주과학기술 분야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증진
우주 접근성
Space Accessibility

ㆍ천문·우주과학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한 우주에 대한 지식 증진
ㆍ개도국 및 지상 인프라 취약 지역 대상 우주기술 기반 광대역 통신 접근성 향상 도모
ㆍ여성의 STEM 교육 참여 증진을 통한 우주활동의 성평등 촉진
ㆍ우주기상 위험에 대한 인식향상 및 위험 경감을 위한 홍보 및 역량강화
ㆍ근지구천체의 위협에 대한 대응 준비 및 국제협력 강화
ㆍ평화적 목적의 우주 이용 및 탐사를 위한 국제적·양자간·다자간 협력 강화

ㆍ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ㆍ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우주분야 협력 도모를 위한 COPUOS의 역할 및 활동 강화
ㆍ우주분야 국제 법 및 규범의 이행을 도모하고 필요에 따라 신규 마련 및 보완
ㆍUN OOSA 등을 통해 회원국들의 우주 법 및 정책 분야 역량강화 및 지원 강화
ㆍUN OOSA에서 관리하는 우주물체 등록 시스템의 역할 강화 및 회원국에 관련 작업 지원
우주 외교
Space Diplomacy

ㆍ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LTS 가이드라인 이행 및 관련 경험 공유, 신규 이슈 대응
ㆍ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우주시스템의 운용 안전성 향상
ㆍ지속가능 우주활동 및 우주산업 개발을 위한 상업우주활동 규제 관련 국제 협력 촉진
ㆍ우주 물체·이벤트 관련 정보교환 및 우주물체 간 충돌 예측·방지를 위한 논의 수행
ㆍOOSA를 통한 COPUOS 본회의 및 과기소위·법률소위 간 조정연계 강화
ㆍ우주 관련 UN 참여자 간 협력 강화 추구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
파트너쉽

유엔우주위원회(UN COPUOS)는 회원국, 유엔, 국제기구, NGO, 산업체 간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유엔우주위원회사무국(UNOOSA)는 아젠다 이행을 위한 우주기반 솔루션의
활용을 지원한다.

재원

유엔사무총장은 UNOOSA에 적절 수준의 정규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추가적 지원(금전적, 인적)
확보를 위하여, 회원국은 다양한 형식의 협력 활동(역량강화 지원, 정보 및 인프라 공유, 공동사업
추진, 경제개발협력과 우주협력 간 연계 등)을 추진한다.

이행점검

COPUOS에서의 이행 경과는 중간점검 후 2025년 유엔총회에 보고 예정

■ 참고자료
UN General Assembly(2021.8.19.), Seventy-sixth session Agenda item 30 <Space as a driv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 https://www.unoosa.org/documents/pdf/copuos/2021/A_73_L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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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문화
과학친화적 사회문화
과학과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과학과 기술을 수용하고 활발히
이용하고 공유하려는 자세

과학문화확산사업
과학기술의 확산과 공유
국민생활과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이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플랫폼·행사·
프로젝트 등을 지원

KOFAC FOCUS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통해 본
과학문화확산
사업 제언

KOFAC FOCUS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통해 본
과학문화확산 사업 제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관련 사업 현황에 따른 시사점

기고 한국과학창의재단 경영혁신팀 허준영 선임 | 경영혁신팀 서무홍 연구원

작성 배경

◦ 우리나라는 1960년대 과학기술처 출범, 과학기술후원회 설립('67), 과학의 날 행사('68) 등을
통해 본격적인 과학기술문화 활동을 시작
◦ 이후 1970년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거쳐 1990년대 대전 엑스포('93) 등을 통해 과학
문화 확산 사업을 전개하였고 2000년대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중장기 기반을 마련하고
2010년대 소통형 활동 다양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정부는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0~2025년)’ 등을 통해 과학기술 문화 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본 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과학문
화확산 사업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얻고자 함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예산*은 총 7조 3,9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31억 원 증액되어 7조 원대**에 진입하였음
* 일반회계 등 예산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
** 문
 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문화예술과 콘텐츠
부문의 예산은 각각 2조 4,975억, 1조 1,455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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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부문 주요 사업) 문체부의 문화예술, 콘텐츠 부문 사업 중 과학기술
문화 사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7가지로 구분함

| 사업 현황 |
➊ (문화 증진, 진흥 분야) 국민독서문화증진 사업 등 6가지 사업을 살펴보았으며 독서·
전통문화 확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➋ (산업 육성 분야) 문화 콘텐츠 투자활성화 사업 등 11개 사업을 살펴보았으며 게임,
실감형 콘텐츠, 패션, 만화 등 다양한 분야 육성을 포괄하고 있음
➌ (인력 양성 분야)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을 살펴보았으며 각 산업
육성, 문화 진흥, 학교 예술 강사 지원 등 다양한 방면의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 중임
➍ (인력 지원 및 포상 분야)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문화예술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의 지속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➎ (민간 및 지역 지원 분야) 지역문화 진흥 사업,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 지역과 민간
의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➏ (인프라(시설) 구축 분야)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중
➐ (사회적 배려계층 분야)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
며 특히 2,262억 규모의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운영 중

◦ (시사점) 문화예술 전체를 포괄하는 부처 사업과 과학기술 정책의 일부인 과학문화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일부*는 과학문화 사업 추진에 참고 필요
* 과학문화 사업을 목적(민간·지역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행사 운영 등)에 따라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과기계 전반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업, 과학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자금 지원 사업, 과학문화 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 과학문화 ODA 사업 등은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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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개괄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예산은 7조 3,968억 원으로 21년 대비 5,331억 원 증액되어
7조 원대에 진입하였음
- 일반회계 등 예산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예산이 포함

‘22년 문화체육관광부 재원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합계
73,968

예산
37,302

기금
36,666

일반

균특

아특

문예

영화

지발

언론

관광

체육

29,790

6,169

1,424

3,880

1,100

88

213

13,659

17,726

-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2조 2,204억 원, 콘텐츠 부문 1조 25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2년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기타

합계

22년 예산

24,975

11,455

19,303

14,496

3,739

7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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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부문 주요 사업 현황
문화 증진·진흥 분야

◦ 문체부의 문화 증진·진흥 관련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음
문화 증진·진흥 분야 주요 사업
(단위: 백만 원)
순번

사업명

‘22년 예산

주요내용

1

국민독서문화증진

6,203

•병영 도서 보급, 국민 독서문화 확산

2

전통생활문화진흥

6,394

•전통문화 활성화, 전통놀이문화 조성, 전통문화
남북교류, 포상 제도 운영 등

3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5,035

•학교 예술강사 지원, 토요 문화학교 운영,
지역문화 예술교육, 예술교육 인력 양성 등

5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9,617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국공립 문화시설의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6

국민문화활동 지원

21,221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일반인 참여 기획 프로그램
운영

15,008

•전통 무릎교육 계승, 미래세대 인성함양,
여성 어르신 활용 유아교육 지원 등

◦ 문화가 있는 날 운영으로 전국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업 운영
◦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과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병영 도서 보급, 독서문화 확산,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등으로 도서를 통한 기본적 문화 향유
강화를 꾀하고 있음

과학문화확산사업과의 비교 및 시사점
● 과학기술분야는 기관들이 각기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총괄적 안내는
사이언스올을 통한 일부를 제외하고 아직 미흡
● 학교 현장의 과학교육에 대한 과기정통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은 탐구대회, YSC 등으로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 사이언스올을 과학문화 종합 정보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는 별도 사업을 기획하고
학교 현장에 과학기술인을 파견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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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육성 분야

◦ 문체부의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음
산업육성 분야 주요 사업
(단위: 백만 원)
순번

사업명

‘22년 예산

주요내용

1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7,773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마케팅 지원 등

2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33,680

3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46,173

•콘텐츠 기업 육성, 인재 양성(콘텐츠인재캠퍼스
운영 등)

4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54,475

•음악 창작 기반 조성,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음악 및 대중문화 관련 협회 지원 등

5

게임산업 육성

61,121

•게임 기업 육성, 게임 창작 지원, e-스포츠 육성 등

6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57,786

•VR·AR 콘텐츠 기업 육성,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등

7

패션문화산업 육성

9,353

•디자이너 창작 지원, 디자이너 역량 강화 지원 등

8

만화산업 육성

9

이야기산업 활성화

5,783

•글로벌 스토리 발굴,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스토리
유통지원 등

10

광고산업 활성화

2,465

•광고분야 인력 양성,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광고
플랫폼 등

11

출산산업육성

22,776

23,729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 대출 보증, 가치평가,
금용비용 보전 등

•만화 창작 지원, 만화 콘텐츠 기업 육성, 만화
인력 양성 등

•세종도서 선정 및 보급, 전자책 지원, 지역서점
지원, 인쇄사 지원 등

◦ 문체부는 포괄하는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영상, 음악, 출판, 스토리, 광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육성을 지원
◦ 일부 사업의 경우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산업 분야
개척 및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
◦ 특히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투자 활성화
사업도 추진 중
※ 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콘텐츠 펀드(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규모도 1,388억 원에 이름

과학문화확산사업과의 비교 및 시사점
● 과학문화산업과 관련하여 과학교구제작 업체, 과학(SF) 전문 출판사 등은 규모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금 조달, 해외 진출 등에 애로가 있음
→따
 라서 과학문화산업 관점에서 해당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투자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등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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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분야

◦ 문체부의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 인력양성 사업은 아래와 같음
인력양성 분야 주요 사업
(단위: 백만 원)
순번

사업명

‘22년 예산

1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46,173

•콘텐츠 기업 육성, 인재 양성(콘텐츠인재캠퍼스
운영 등)

2

패션문화산업 육성

9,353

•디자이너 창작 지원, 디자이너 역량 강화 지원 등

3

만화산업 육성

4

이야기산업 육성

5,783

•글로벌 스토리 발굴,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스토리 유통지원 등

5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R&D)

8,275

•문화기술(CT), 게임 첨단기술,
예술과학 융합 분야 핵심 인력 양성 등

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5,035

•학교 예술강사 지원, 토요 문화학교 운영,
지역문화 예술교육, 예술교육 인력 양성 등

7

예술인력육성

29,388

•차세대 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예술요원제도, 현장예술인력 육성 등

22,776

주요내용

•만화 창작 지원, 만화 콘텐츠 기업 육성,
만화 인력 양성 등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예술교육 인력 양성 등 사업 분야별 인력 양성 추진 중
◦ 인력 양성 전문사업으로는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 예술인력육성 사업이 있음

과학문화확산사업과의 비교 및 시사점
● 인력양성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1차 양성과 예술 강사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인력 양성의 2차 양성으로 나눌 수 있음
● 과학기술분야에서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확산하는 과학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재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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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및 포상 분야

◦ 문체부의 문화예술 분야 인력지원 및 포상 사업은 아래와 같음
인력 지원 및 포상 주요 사업
(단위: 백만 원)
순번

사업명

‘22년 예산

주요내용

1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2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5,035

•학교 예술강사 지원, 토요 문화학교 운영,
지역문화 예술교육, 예술교육 인력 양성 등

4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23,000

•예술인의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

195

•유네스코와 함께 문맹퇴치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포상

77,985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복지정책, 고용보험
안내 등 수행

◦ 문화예술인의 적정한 소득 수준 보장을 위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는 사업
추진 중
◦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이외에도 권위있는 포상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분야나 기관,
전문가에 대한 사기 진작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경우 예산의 많은 부분이 예술강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음

과학문화확산사업과의 비교 및 시사점
● 과학기술 R&D 전문가의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통해 일부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과학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은 부재
● 과거 과학문화확산에 기여한 자에게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시상하였으나 현재는 중단
●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후속지원 방안 고민
필요
→ 과학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와 활용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전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과학문화확산에 기여한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사업을 신설, 또는 우수과학자 포상
사업에 과학문화 부문 신설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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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및 지역 분야

◦ 문체부의 문화예술 분야 민간 및 지역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음
민간 및 지역 지원 주요 사업
(단위: 백만 원)
순번

사업명

‘22년 예산

주요내용

1

예술창작활동 지원

24,891

•예술정책사업, 문학도서 보급,
문학행사 지원 등

2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22,944

•사립 박물관 인력 지원, 해외 박물관 한국실
운영, DB 구축, 스마트 전시물 등

3

지역문화 진흥

22,221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생활문화 활성화,
실버문화 페스티벌 지원 등

4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지원

50,061

•지역내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5

문화도시 조성*

27,400

•문화도시 조성 지원

6

예술창작지원

53,412

•문학, 시각, 공연 등 창작 지원,
예술+기술 융합 지원 등

*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은 지역지원(25,900)과 제주(1,500)사업 예산의 합임

◦ 민간의 예술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관련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문화도시는 19년부터 공모를 통해 매년 5~10개 지자체를 지정하고 있으며 5년간 최대
200억(국비 100억)을 지원하고 있음

과학문화확산사업과의 비교 및 시사점
● 과학문화확산사업에서 민간의 과학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체부의 문화도시와
유사한 과학문화 도시도 지정 운영 중
→ 다만 자생적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민간 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며 과학문화도시에 대한 지원도 규모 확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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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시설) 구축 분야

◦ 문체부의 문화예술 인프라(시설) 구축 사업은 다음과 같음
인프라(시설) 구축 주요 사업
(단위: 백만 원)
순번

사업명

‘22년 예산

1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48,607

•공연연습공간 조성 지원, 공연예술 대회 지원 등

2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32,865

•공연장, 아트센터, 문화복합시설 등 시설 사업

3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4

문화시설 확충*

2,360
265,545

주요내용

•전통공연예술 특화 창작 공간 확보, 지원
•공립박물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 문화시설 확충 사업은 지역자율(259,471), 제주(3,079), 세종(2,995) 사업 예산의 합임

◦ 도서관, 박물관등 문화시설은 사회 필수 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임
◦ 민간의 공연장, 아트센터, 문화복합시설 구축 등도 지원하고 있음
◦ 전통공연예술을 위한 목적형 창작 공간 운영을 위한 사업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과학문화확산사업과의 비교 및 시사점
● 과학관은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비해 필수적 문화 시설이라는 인식은 부족, 과기정통
부에서는 전문과학관 건립, 어린이 과학관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학관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
→ 과학관의 경우 인구 35만 명당 1개로, 미국의 14만 명, 일본의 16만 명에 비해
적은 수준
● 과학문화 전문인력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은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과 별개로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우리
동네 과학관 등 사업을 적시 추진하고 민간의 과학관 등 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재추진 검토 필요
*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04∼’13년까지 지방테마과학관 사업을 통해 39개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을 지원한 바 있음(총 360억 원 규모)

→ 과학문화 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과학문화 소통센터와 같은 거점 공간 조성 필요
→ 또한 지역사회 협력기반 과학문화프로그램 구성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과학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성의 다양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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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분야

◦ 문체부의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음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주요 사업
(단위: 백만 원)
순번

사업명

‘22년 예산

1

함께누리 지원

22,580

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3

문화예술향유지원

주요내용
•장애인 예술 역량 지원, 장애인 예술단,
공연장 운영 등

2,529

•어르신 여가활동과 문화향유 증진 프로그램,
고령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226,274

•문화누리카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 장애인과 어르신(실버)의 예술 역량,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바우처 성격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향유지원사업을 2,262억 원 규모로
운영 중

과학문화확산사업과의 비교 및 시사점
● 과학문화 측면에서 장애인, 실버세대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사례는 있으나
이후 본격적 사업화는 되지 못했음
● 과학문화바우처도 ‘20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수혜자가 5만명 수준으로 263만명
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문화누리카드와 간극 존재
→ 프랑스 Culture Pass, 네덜란드 Stadspas 등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장애인, 어른신
등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검토가 필요함
→ 과학문화바우처를 문화누리카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1인 당 지원액은 문화누리카드 수준(1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일부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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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그 외, 방송, 정책, ODA 등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음
기타 사업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명

‘22년 예산

주요내용
•아리랑TV 시설비, 방송경영관리체계,
차세대방송시스템 구축 등

방송

국제방송 지원*

정책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7,588

•문화영향평가, 다양성, 남북교류,
여가친화인증제 운영 등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2,751

•개도국 문화 전문가 연수, 캄보디아
예술교육 지원 등

24,650

ODA
문화예술교육 ODA

384

•ODA 수원국 아동, 청소년, 여성 대상
문화예술교육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운영)은 정부지원과 자체재원으로 운영되며 ‘21년 기준 75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이중 정부 지원은 약 336억 원임. 해당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 중 하나

◦ 문체부는 한류 문화 해외 확산과 국정홍보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 매체인
아리랑 TV를 활용하고 있음
◦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사업을 통해 영향평가, 다양성 연구, 여가친화인증제 * 등이 운영됨
*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지원하는 제도(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

◦ 또한 문체부는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연수, 예술교육 지원 등의 ODA 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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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확산사업과의 비교 및 시사점
● 과기정통부는 현재 과학전문방송인 사이언스TV를 공모를 거처 YTN을 채널 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영중이며 연 50~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 과학문화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는 일부 추진하나 과학문화 관련 인증, 자격 등과 관련된
사업은 운영되지 않음
● 과거 과학문화 관련 ODA 성격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후 지속·확대되지 않음
* ‘12∼’13년 글로벌 과학창의원정대 사업을 통해 라오스 지역 태양광 발전기 설치 등 활동을 추진하는
ODA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과학전문방송에 대한 지원은 채널 사업자 공모라는 사업 추진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확대 검토가 필요함
→O
 TT 등 신규 플랫폼의 등장으로 방송 매체의 영향력은 축소되었으나 그 콘텐츠가
새로운 형태로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 영상 콘텐츠 부문에 대한 사업 강화 필요
→과
 학문화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연계하여 과학기술 관련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과학소통활성화인증, 과학기술아웃리치기관인증 등

→우
 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0위, GDP 대비 R&D 투자 비율 세계 2위 등 과학기술
분야 선진국 중 하나인 만큼 과학에 대한 저변 확대 측면에서 과학 문화 ODA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이 필요함
→O
 DA와 같은 맥락에서 과학문화, 과학교육과 관련하여 해외 관련 기관*과의 국제
협력도 활성화가 필요함
* 미국과학재단(NSF),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영국과학진흥협회(BAAS), 일본과학기술
진흥기구(J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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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 문화예술 전체를 포괄하는 정부 부처 사업과 과학기술 정책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과학문화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다만 과학기술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 소양이며
과학문화가 국민 전체가 향유해야하는 문화라는 당위성도 존재함
-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 문화 분야의 정부 정책의 추진 현황에서 과학문화 사업에 참고할
시사점이 있음
◦ 과학문화사업의 현실적 어려움과는 별개로 과학문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신규 사업 기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 이에, 앞서 몇 가지 주제에 따른 시사점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과학문화 사업의 주제, 대상, 목적에 따라 세분화가 필요함
-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추진하는 과학문화 사업은 과학문화확산사업과 과학
문화산업육성사업이 있으며, 이는 목적(민간·지역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행사)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몇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과학기술계 전반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업
- 과학문화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해외 진출 지원 사업
- 과학문화 인력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 및 적극적 활용 사업
- 민간 부문의 과학문화 인프라(과학관 등) 구축 지원 사업
- 과학문화 관련 영상 콘텐츠에 대한 지원 사업
- 과학문화 ODA 사업 및 국제 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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