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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네트워크
세상을 바라보는 눈

“글로벌 이슈, 과학과 협력으로 풀어야”…
제1회 과학외교 정상회의 개최

과학외교는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이슈 해결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제1회 과학외교
정상회의(GESDA)는 이를 잘 보여줬다.
분야

과학기술문화

활동사례

프로그램(회의)

활동주체

국제기구

원문 바로가기

https://www.swissinfo.
ch/eng/diplomacy-andscience-working-handin-hand--/47006298
출처: 쿨립아트코리아

주요 동향

글로벌 이슈를 국제협력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과학과 외교의 만남’이 최근 진행됐다.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1회 과학외교 정상회의(GESDA)’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과학자, 외교관, 임팩트 리더(경영진, 투자자, 자선단체 등)와 시민들이 모여 삶의

질을 높이고 다방면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과학외교를 선보였다. 이들은 포용력 있는 자세로 토론을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AI, 나노기술 등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은 팬데믹 같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며 “단기간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다자간

협력에 기반한 과학외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의 과학외교 대사인 알렉산드레 파셀(Alexandre
Fasel)은 과학외교에 대해 “매우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과학을 위한
외교, 외교를 위한 과학, 과학외교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학외교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다. CERN은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입자물리학연구소로서, 국제 공동 연구 및 과학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설립된 다국적 홍해 센터(Transnational Red Sea Center)도 중요한 사례 중 하나다.
다국적 홍해 센터는 홍해의 산호 생태계를 보호하고 연구하기 위한 인접 10개 국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다.

#팬데믹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결정
#국제과학위원회
현황 분석

담당부서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석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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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외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팬데믹,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는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외교 전략’을 지난 2019년 발표했다.

과학기술 외교 전략은 다양하다. ‘과학기술 외교 지원체계 점진적 구축’, ‘혁신·첨단기술 관련

국가와 협력 확대, ‘과학기술 활용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등이 모두 과학기술 외교라 할 수 있다.

외교부는 올해 6월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과학기술 외교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일본 역시 다양한 과학기술 외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UN, G7 등 국제회의를 통한 활동,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국과의 양자 간 협력, SATREPS(전 지구적 과제 대응 국제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 등 ODA를 활용한 개도국과의 공동 연구사업, 과학기술 외교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이다.
시사점

우리나라도 이제는 새로운 국제적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과학기술과 우수한
교육시스템 그리고 K-문화 콘텐츠 등 다방면에서 그 우수성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 그룹을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우리는 과학기술 및 콘텐츠(K-POP, 드라마) 보급을 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정책
및 제도 공유, 우수 사업 소개·지원,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타국의
경제·사회·문화·과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얼마 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베트남에 우수한 과학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인도네시아에 ‘K-과학기술혁신정책’을 알린 것도 좋은
국제협력 사례다.

이러한 과학기술문화 외교는 국가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과학기술문화 외교를 위해, 우리는 국내 과학기술문화 전략을 다듬고, 관련 활동을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우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국제 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
체계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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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네트워크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주 현상 식별에 실시간 두뇌 분석까지…
연구 필수요건 된 AI

최근 연구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이제 AI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과학적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됐다.
분야

과학기술문화

활동사례

정책

활동주체

정부

원문 바로가기

https://www.washington.
edu/news/2021/09/28/
nsf-a3d3-institute/

출처: 쿨립아트코리아

주요 동향

미 국립과학재단(NSF)은 A3D3연구소(Accelerated AI Algorithms for Data-Driven Discovery
Institute)에 향후 5년간 보조금 1,50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워싱턴 대학 주도하에 9개

대학이 힘을 합친 A3D3연구소는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그 궁극적 목표는 ‘모든 과학 분야에서 AI를 실시간으로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지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최신 연구에 꼭 필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다중신호

천문학(Multi-messenger astrophysics)은 중력파 탐지기, 중성미자 탐지기, 망원경 등을 활용해
관측한 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신성, 항성 충돌, 블랙홀과 같은 우주 현상을 식별 및
연구하는 분야다. A3D3연구원들이 개발 중인 AI알고리즘은, 천문학자들이 우주 현상을 보다
신속하게 식별하고 완전한 정보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고에너지 입자물리학(high-energy particle physics)은 암흑 물질 입자(candidate dark matter
particles)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입자를 발견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선 고에너지 실험에서
발생하는 초당 4천만 건의 충돌을 분석하는 등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이다.

담당부서
작성자

미래전략팀

김원일 선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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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과학(neuroscience)에서도 AI의 속도와 분석력은 유용하다. 두뇌가 운동기능을 제어하고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실시간 뇌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험과 치료법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과학 연구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3D3연구소는 대학원생과 학부생 모두를 포함하는 AI기반 연구 기회를 보다 늘리고자 한다. 이는
관련 인재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AI기반 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황 분석

최근 NSF는 데이터 혁명 연구소(Harnessing Data Revolution Institute) 5곳 신설에 7,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목표는 데이터 활용, 관리, 분석 기술 및 관련 인프라를 개발해 데이터 과학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다. A3D3연구소 역시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다.

데이터 혁명 연구소는 다방면에서 과학연구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생물학에
활용하고, 최신 분석모델을 이용해 극지방 데이터를 분석한다.

시사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연구형태가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학계도 서울대, 전남대
등에서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착실히 대응에 나서고 있다.

A3D3연구소가 특별한 것은 AI를 데이터 사이언스에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한
새로운 과학적 가치발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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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네트워크
세상을 바라보는 눈

“AI, 내 열쇠 찾아줘”…
1인칭 시선 추적 AI 나온다

일상 속 개인 시선을 그대로 추적하는 AI가 나올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10월, “‘개인이 직접 경험한 1인칭
데이터’를 학습하는 차세대 AI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분야

과학기술문화

활동사례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활동주체

기업

원문 바로가기

https://ai.facebook.com/
blog/teaching-ai-to-perceivethe-world-through-youreyes/

주요 동향

출처: 쿨립아트코리아

페이스북이 알린 차세대 AI 프로젝트의 이름은 ‘Ego4D’다. 이는 9개국 13개 대학과 연구소가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연구진은 머리에 착용하는 HMD 카메라와 웨어러블 센서를 활용해 이미 700명이 넘는 개인

일상 데이터를 수집했다. 식료품 쇼핑, 요리, 게임 등의 일상을 1인칭 시점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모은 1인칭
비디오는 2,200시간이 넘는다.

이는 기존 관련 연구의 20배가 넘는 방대한 데이터다. 연구진은 데이터를 분석해 ‘카메라 착용자가 특정

환경에서 무엇을 바라보기로 선택했는지’, ‘손과 물체를 앞에 두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컴퓨터 비전 시스템’은 보통 카메라가 동작을 지켜보는 3인칭 시점에서 이뤄졌다. AI는 캡처 사진
수백만 장과 비디오를 학습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다양한 롤러코스터

이미지를 훈련한 AI라도, 실제 롤러코스터 탑승객의 시선에서 ‘이것이 롤러코스터임’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인칭 데이터에 주목한 Ego4D의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AI 연구팀의

크리스틴 그라우만(Kristen Grauman)은 “AI 시스템이 우리의 행동 방식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AI 분야가 완전히 새로운 1인칭 인식 패러다임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go4D는 AR 기기를 통해 드럼 레슨 중 스틱 파지법을 정확히 보여주거나, 적당한 요리 레시피를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주거나, 홀로그램으로 각종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 준다.

Ego4D는 스마트 AI 비서 개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1인칭 데이터를 학습한 스마트 AI

비서는 물리적 현실과 AR, VR이 모두 결합되는 메타버스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적절히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페이스북

#정보윤리
현황 분석

담당부서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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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얼마 전 ‘메타(Meta)’로 사명을 변경하는 등 메타버스 구축을 중심으로 한 사업 전환을 선언하며

AR/VR 하드웨어를 선보였다. 기존 오큘러스 외에도 시선 및 얼굴 트래킹이 가능한 VR기기 캠브리아(Project
Cambria), AR안경 나자레(Project Nazare)는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구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Ego4D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대규모 1인칭 데이터

세트는 향후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페이스북은 “데이터 수집에 따른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연구 윤리 위원회(혹은 검토 위원회) 표준을 따르는 연구 프로토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참가자들로부터 사전 동의 및/또는 비디오 공개를 받는 과정이 포함됐다.

국내서도 알고리즘 기반 광고에서부터 자율주행까지 크고 작은 AI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연구 및 활용 문제’ 이슈가 점차 불거지고 있다. 출시 1달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챗봇 ‘이루다’가 대표적이다. 이루다는 “개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
활용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AI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발표하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시사점

‘AI 활용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흡사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는 우리가 누리게 될 유토피아적

미래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가 계속 수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메타버스, 실감현실 서비스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제공해야만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전망되는 AR/VR 기기는 방대한 양의 개인 시청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때문에 AI기업은 철저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동시에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AI 기술의 수혜를 받는 개인 역시 적절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AI서비스

사용자가 감수하는 위험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 등을 개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가이드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Copyright ⓒ KOFAC. All rights reserved / 사용폰트 : 무료글꼴, 문체부, 한국출판인회의체

과학 네트워크
세상을 바라보는 눈

“데이터‧통계 분석력이 미래사회 필수 덕목”…
미 교육 전문가들 한 목소리

데이터,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 덕목이다.
통계‧데이터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현장의 인식변화를 촉구한 토론회가 얼마 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분야

과학·수학·정보교육

활동사례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활동주체

공공기관

원문 바로가기

https://www.niss.org/
news/statistics-or-datascience-k-12-education

출처: 쿨립아트코리아

주요 동향

미 국립 통계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al Science, NISS)는 지난 5월 미국의
통계‧데이터 교육 관련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계 교육 분야 전문가 3인이 참석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제시했다.

롭 굴드(Rob Gould) UCLA 교수는 “데이터 과학에 대해 배우는 것은 단순히 민주주의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판의식을 갖고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미래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라고 강조했다.

바갈리오티(Anna Bargagliotti)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는 ‘고등학생에게 신중한 조언과 지도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바갈리오티 교수는 “학생들에게 통계나 데이터 과학을 미적분학과 유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학생들을 압박해 (통계, 데이터 과학으로부터)
밀어내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틴 프랭클린(Christine Franklin) 조지아대 교수는 통계, 데이터 과학 교육에 대해 “학교나
지역 내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 일종의 문화”라고 설명하면서, “교사만의 노력으로는
전문성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나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데이터과학
#AI

#통계교육

담당부서
작성자

#룰베이스
현황 분석

SW‧AI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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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에서 통계 및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부분은 공통과목인 ‘수학’의

일부, 일반 선택인 ‘확률과 통계’, 진로 선택인 ‘실용 수학’, ‘AI와 수학’ 등이다. 이중 공통과목인

‘수학’에서 다루는 통계 및 데이터 과학 관련 내용은 ‘경우의 수’에 국한돼 있다. 이후 선택과목에
따라 통계 관련 부분을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AI의 두 가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규칙기반’ 및 ‘데이터기반’ AI는 모두 통계적 지식과 데이터

처리가 그 기본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학생들이 통계 및 데이터
과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사점

현재 여러 곳에서 무료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 AI 연구원은 지난 10월부터

‘모두를 위한 AI 강의’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교육원 역시 통계, 데이터 과학 관련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학생을 위한 콘텐츠는 아직 부족하다. 다양한
난이도의 교육 콘텐츠가 더 개발돼야 한다.
*https://tv.naver.com/aiis

**https://sti.kostat.go.kr/coresti/site/edu/edu_ulearn/list.do?gmenu=3&rmenu=01&cme
nu=010402

웹 세미나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통계와 데이터 과학은 단순히 자료를 다루는 것을 넘어

세상을 분석하는 힘을 부여한다. 이는 학생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며, 한 명의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관련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학교나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
문제 해결을 다루는 ‘살아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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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라보는 눈

AI 초강대국 노리는 영국…
핵심은 ‘인재 양성’

영국이 글로벌 AI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 핵심은 지속적인 AI인재 개발, 유치,
훈련이다.
분야

과학·수학·정보교육

활동사례

정책

활동주체

정부

원문 바로가기

https://www.gov.uk/
government/news/
new-ten-year-plan-tomake-britain-a-global-aisuperpower

출처: 쿨립아트코리아

주요 동향

영국 정부는 최근 글로벌 AI 초강대국을 목표로 10개년 ‘국가 AI 전략’을 발표했다. 과학 및 AI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한편, 기후 변화 등의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서다. ‘국가 AI 전략’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인 AI 생태계 구축 계획을 세우고, 그 요구에 맞춰 투자한다.

둘째, AI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AI가 모든 분야와 지역에 혜택을 주도록 한다.
셋째, 혁신, 투자를 장려하고, 대중과 AI 기술의 국제적 거버넌스를 확보한다.

이 중 AI 생태계 구축의 핵심은 인재 확보다. 영국은 지속적으로 AI 전문인력을 개발, 유치, 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약 2,500개의 새로운 ‘AI 및 데이터 과학 분야 석사 전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들은 최대 1,000명분의 장학금을 바탕으로 소외 계층의 참여를 늘리고 있다.

#영국

#인공지능

#AI

담당부서
작성자

#10개년계획

미래전략팀

박예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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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환 과정은 많은 인재들이 AI 및 데이터 과학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향후 영국 전역에서 필요한 AI 인재 충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 정부는 더불어 National Center for Computing Educatio (NCCE) 지원을 통해 모든

어린이가 세계 최고의 컴퓨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AI에 대한 개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영국 교육부는 기술부트캠프(Skills Bootcamp)를 통해 사람들이 AI, 기계 학습, 데이터

과학 및 디지털 기술 개발에 나서도록 독려한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을 위한 최대 16주 무료 교육
과정이다. 영국은 이와 함께, AI 분야 진출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직업서비스(National
Careers Service)를 통해 적절한 역할 모델 및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황 분석

중국 역시 미성년자 관련 AI 정책을 도입하는 등 AI 생태계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
전 고시한 ‘차세대 AI 발전계획’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해당 계획을 통해 ‘AI가 어린이 성장 발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어린이를 위한 AI 발전’을 규범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선 “대통령실 내 ‘기술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립기술재단을 설립해 중국과의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NSCAI)는 지난 3월 “AI 연구개발 예산에 320억 달러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시했다.

시사점

AI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중국, 영국 등 AI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다.

이제 AI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나라 역시 ‘AI 학습 지원’, ‘AI 교실 구축’ 등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AI와 접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AI 교육이 확실하게 정착돼야 한다.

Copyright ⓒ KOFAC. All rights reserved / 사용폰트 : 무료글꼴, 문체부, 한국출판인회의체

과학 네트워크
세상을 바라보는 눈

수학 교육 대수술 나선 덴마크…
전문가 그룹 연구 착수

덴마크 아동교육부는 최근 전문가를 모아 수학 과목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
학업 수준을 높이고, 수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분야

과학·수학·정보교육

활동사례

연구조사

활동주체

정부

원문 바로가기

https://gymnasieskolen.
dk/minister-nedsaetterekspertgruppe-matematiklaengere-udsigt-til-nyelaereplaner

출처: 쿨립아트코리아

주요 동향

샬롯 크로그 스콧(Charlotte Krog Skott) 코펜하겐대 교수는 교사, 대학 교수 등 수학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그룹의 수장이다. 그는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TIMSS), 국내외
각종 자료에서 알려진 것처럼 덴마크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다.
전문가 그룹은 연구 주제를 총 4가지(주제 내용, 교사의 역량, 교수법, 교구 활용)로 분류했다.
이에 맞춰 초‧중학교, 인문계 및 직업계 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급에서의 수학 과목 주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그룹은 연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2022년 5월 발간할 계획이다. 보고서엔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 ‘수학에 대한 동기’를 두루 높일 수 있는 해결책 및 권장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덴마크

담당부서

#수학교육

작성자

#아동교육
현황 분석

수학융합교육팀

이호 연구원

#30-6
2021.11.09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PISA 2018)에 따르면, 덴마크의 수학 실력은 6~11위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덴마크는 더 나은 수학교육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국민과 함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21.4월, 교육부)’ 발표 후,
교육과정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사점

우리나라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 확정을 1차 목표로, 현재 각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2030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함양토록 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초・중등 학생의 진로탐색 및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등이 주 내용으로 꼽힌다. 그 올바른 구현을 위해
학교 현장 교원, 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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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문화
· 멸종위기종 보호, 새 천체 발견… 시민과 과학이 함께 이룬 성과

과학·수학·정보교육
· 점차 떨어지는 일본 연구역량, 과학‧수학 교육 축소가 원인?

※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목표로 하는 각 국 정부 문서 및 기업 보고서, 국제 포럼 등의 주요 내용을 짧게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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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보호, 새 천체 발견… 시민과 과학이 함께 이룬 성과
독일 시민과학 사례 분석
작성자

분야

종류

문서 명

발행 기관
발행일

원문 링크

미래전략팀 최경철 연구원
과학기술문화
기사

시민 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방법
UTOPIA

2021.10.4.

https://utopia.de/ratgeber/citizen-science-so-kannst-du-dich-an-der-forschung-beteiligen/

배경

⊙ 올해 독일 연방 교육부는 새로운 시민과학 프로젝트 15개를 지원하고 있음. 관련 예산은 900만
유로(약 122억 원).
⊙ 시민과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천문학, 동식물학, 건강 및 해양 생물학임. 해당
기사에서는 시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 및 과학에 참여하는지 소개함

주요내용

⊙ 시민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음. 이는 과학자에게는
새로운 과학 아이디어 및 관점을 얻는 기회가 되며, 방대한 데이터 획득을 가능하게 함
⊙ 시민과학의 구체적 의의는 다음과 같음
1. 과학자들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과학적 주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획득
2. 과학은 시민들의 헌신과 관심을 얻고, 시민들은 과학연구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어, 각각 니즈를 충족
3. 시민과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과학적 내용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고 홍보하여 과학과 사회를 연결
4. 시민과학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비교적 쉽게 수집하여, 과학적 발견을 증명하는 작업에 효과적

⊙ 과거의 시민과학은 주로 자연 현상을 실험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최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시민이 직접 과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생겨나고 있음
⊙ 시민과학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출처 : https://www.buergerschaffenwissen.de/)
1. (동식물) 브란덴부르크의 개구리 포털
(주요내용) 멸종 위기에 처한 양서류와 파충류를 발견하고, 생존 이유를 분석하여 보호함
(시민참여) 멸종 위기 종을 발견할 경우, 날짜, 이름, 발견 장소, 종의 수 등을 확인해
‘개구리 포털’에 등록. 파충류 전문가는 해당 내용 꼼꼼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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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의) 멸종위기종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 이를 바탕으로
멸종위기종과 그 서식지를 보존

2. (건강) FamGesund-가족 및 만성 질환
(주요내용) 장애가족은 어떤 학습과정으로 장애지식을 습득하는지, 장애에 대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조사.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가족교육 방안을 개발
(시민참여)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이 심층 인터뷰 및 조사에 참여. 기초데이터 제공
(연구의의) 단순 장애인 치료를 넘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및 ‘복지’ 측면에서의
해결책 고찰

3.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흔적
(주요내용) 해변에서 바닷물 샘플을 채취해 플라스틱 오염 현황 조사
(시민참여) 학생들에게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이론 및 실험방법 안내. 독일, 칠레 학생
1,300여 명이 60여 개 해변에서 데이터 수집. 이후 결과 발표
(연구의의) 참여 학생은 해양 플라스틱 구성, 발생원인, 문제점 등을 직접 조사해보며
해결책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회를 가짐. 일반 대중에게는 해양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킴
4. (천문) Einstein@Home 모두를 위한 천체물리학
(주요내용) 네티즌이 개인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전파망원경이 수집한 중력파 자료
일부를 분석. 분석 자료는 연구소로 발송돼 전문가가 확인
(시민참여) 시민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컴퓨팅 시간(화면보호기 작동,
스마트폰 충전 등)을 활용. Einstein@Home이 자동 활성화돼 자료 분석 및 전달
(연구의의) 무선 펄서 55개, 감마선 소스 25개를 신규 발견하는 등 실제 천체물리학에
기여(2020년 기준). 빠르게 회전하는 천체인 펄서 ‘PSRJ2007+2722’ 발견이 유명함

시사점

⊙ 시민과학은 사회가 과학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과학과 사회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시민과학은 주로 정부 지원에 의해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 등 그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 국내에서도 시민들이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협업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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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학교 ‘과학‧수학 교육’과 ‘R&D 역량 변화’간 연관성 연구
작성자

분야

종류
관련 문서 명
발행 기관
발행일

원문 링크
배경

미래인재양성지원팀 고수영 연구원
과학·수학·정보교육
정부 연구보고서

일본의 과학 및 수학 교육과 R&D역량의 변화 - 일본의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 연구
(日本の理数教育と研究開発力の推移)
RIETI(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21.8.21.

https://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21080007.html

⊙ 여러 통계 결과를 통해 일본 연구개발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점차 낮아지는
자연과학계 논문 발표 수가 대표적 사례. 『과학기술지표 2020』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
자연과학계 논문 발표 수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를 기록. 그러나 2000년대에는 3위,
2010년대에는 4위로 해마다 순위가 떨어지는 중
⊙ 일본은 과학 수학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 진행
* 연구 개발자 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감소, 초중등 교육에서 자연계 기피 현상(물리Ⅱ 내용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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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떨어지는 일본 연구역량, 과학‧수학 교육 축소가 원인?

1할대로 감소) 등

⊙ 이번 연구는 일본 학습지도요령(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유사) 변경*과 연구개발 역량**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
* 전체 학습시간의 감소, 학습내용의 삭감, 특히 과학‧수학 등 이공계 과목 수업시간 감소 등
** 기술‧연구직의 특허 생성, 특허 갱신, 논문 발표 등
주요내용

① - 1. (현황1) 특허출원 및 갱신, 특정 시점부터 감소
(주요내용) 특허출원, 특허갱신 모두 2016년도에는 43세, 2020년도는 약 47세부터 급격히 증가
→ 4년 뒤 조사에도 ‘4년’의 시간 차가 그대로 반영

2016/2020년 특허출원 변화 추이

2016/2020년 특허갱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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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 (현황2) 과학‧수학 교육, 수십 년간 꾸준히 축소
(주요내용) 유토리 교육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과학·수학 교육 시간과 교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축소
연번

학습지도요령명(적용기간)

2

교육현대화(’72~’80)

1
3
4
5

현재 연령

과학

수학

합계

52~60세

420

420

840

학습계통성(’62~’71)

61세 이상

유토리(’81~’92)

40~51세

산학력관(’93~’01)

살아가는 힘(’02~’11)

31~39세

30세 이하

420
350
315
290

385
385
385
315

805
735
700
605

② 과학‧수학 교육 축소하자, 특허출원도 감소
(주요비교 결과 ①) 발표·논문 수와 특허출원 수에서 연령대별로 뚜렷한 변화가 보임. 다만
특허갱신 수는 앞선 2개 지표에 비해 명확히 차이 나지 않음. 이는 경력에 따른 특이사항을
보정*한 데이터 분석 결과임
* 연구·개발 업무에 오래 종사한 인력일수록 높은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 이를 반영해 1명의 총
연구·개발 수를 통산 업무 년수로 나눈 1년당 수치 활용
(주요비교 결과 ②) 시기별 특허출원과 과학·수학과목 수업시수 추이는 정비례

업무경력 1년당 특허출원 수·
특허갱신 수·논문발표 수

학습지도요령별 특허출원 수와
과학·수학과목 수업시수 추이

Copyright ⓒ KOFAC. All rights reserved / 사용폰트 : 무료글꼴, 문체부, 한국출판인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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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론: 과학‧수학 교육 다시 강화한 일본, 경쟁력 향상 기대
- 현재 일본 40대 이하 세대는 유토리 교육 이후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중학교 3년간 축소된
과학·수학 과목을 이수함. 이들의 연구개발 성과는 50대 이상 세대보다 전반적으로 적음
- 연구개발자의 역량 및 인적 자본 축적은 여러 요인이 반영되는 사안(초·고등학교 이공계 과목
시간 및 교육과정, 대학의 입학제도 및 과목 이수제도의 변화 등). 이번 연구 결과는 ‘중학교
과학·수학 과목 이수 시간’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임을 증명
※ 앞서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초등·중학교 이공계 과목의 수업시수가 학생의 흥미·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음

- 여러 논의를 통해 일본은 2012년 이후 ‘탈유토리 교육’을 발표하며 절대적인 수업시간 및
과학·수학 수업시간을 늘림. 이를 경험한 학생들은 국제 교육 동향 조사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
※ PISA OECD 회원국 중 일본 수학 순위 : (’06) 4~9위 → (’09) 3~6위 → (’12) 2~3위 → (’15) 1위 →
(’18) 1~3위
※ PISA OECD 회원국 중 일본 과학 순위 : (’06) 2~5위 → (’09) 2~3위 → (’12) 1~3위 → (’15) 1~2위
→ (’18) 1~3위

- 일본은 장기적으로 탈유토리 교육 세대의 성장을 기대. 과학·수학 수업의 증가가 과학연구개발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 국가 연구개발 역량이 경제성장의 근간임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지난 30여 년간 중학교 교육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됨.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효과 검증을 통한
학습지도요령 개선이 필요함
시사점

⊙ 일본은 전통적인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 강국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엄청난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지표에서 중국과 독일 등에 추월당한 상태.
일본은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개선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역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등교육 이후부터의 교육정책을 중점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 중학교
과학·수학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 우리나라 역시 일본만큼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과 경제성장이 밀접’한 국가이다. 이에
정부는 많은 R&D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재 양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 등

⊙ 이러한 정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던 ‘과학·수학 교과 관련 초·중등 교육정책이 향후 연구개발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초‧중등 단계에서의 과학‧수학
관련 교육정책과 연구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논의‧분석이 진행된다면 연구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밑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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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1.5도 낮추기 위한 시나리오
탄소중립 레이스를 위한 각국의 행동과 시민참여

지구를 1.5도 낮추기 위한 시나리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복잡한 기후 변화를 분석하는 현대적 기후모델을 분석하는 토대를 만든

이들에게 돌아갔다. 지구과학분야의 최초의 수상 사례로 기후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10월 3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을

통해 기후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COP26(Conference of the Parties) :유엔(UN)에 의해 설립되어 1995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 현재 영국
글래스고에서 26번째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2021.10.31~11.12.)

E A R T H
C A R
- B O N
-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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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히스토리

리우 선언

⊙ 리우 선언 : 유엔환경환경회의(UNCED)에서 178개국 대표단과 6,000여 개의 NGO가 모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사막화방지협약 등)

지구를 1.5도 낮추기 위한 시나리오

199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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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발효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자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 방지

1997 ~2020

교토의정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 도입
⊙ 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 :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5% 감축 목표
⊙ 2001년 미국 탈퇴 선언

⊙ 제2차 공약기간(2013년~2020년) : 일본과 러시아, 캐나다 불참

2015~

파리 협정
⊙ 파리협정 채택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

⊙ 파리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자율적으로 수립

⊙ 2023년부터는 참여 국가에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5년 단위로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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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배출량을 0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

지구를 1.5도 낮추기 위한 시나리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발생한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및 제거(CCUS)를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참고]

국내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UNFCC(유엔기후변화협약) 용어사전은 넷제로(Net-Zero)를
탄소중립보다 더 포괄적이고 엄격한 의미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CO2

-

없애는
온실가스량
CO2

넷제로(Net zero)

=0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CO2, FHCs, SF6
N2O, PFCs, CH4

-

없애는
온실가스량

CO2, FHCs, SF6
N2O, PFCs, CH4

=0

2 탄소중립, 지구를 1.5도 낮추기 위한 과정

2015년 파리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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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도를 낮춰야 하는 이유
전지구 온도상승 1.5℃ VS 2℃ 주요 영향 비교
1.5℃

2℃

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고위도 한파일 온도

4.5℃ 상승

6℃ 상승

중위도 폭염일 온도

3℃ 상승

산호 소멸

4℃ 상승

70~90%

기후영향·빈곤 취약 인구

99%이상

2℃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억 명 증가

물부족 인구

대규모 기상이변 위험

중간 위험

해수면 상승

2℃에서 최대 50% 증가

0.26~0.77m

100년에 한 번

북극 해빙 완전소멸 빈도

중간-높은 위험

지구를 1.5도 낮추기 위한 시나리오

구분

0.3m~0.93m
10년에 한 번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출처=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LEDS))

2) 2030년까지의 주요 국가 감축목표
국가

< 주요국 2030 NDC 비교 >

2030 NDC 상향(탄소중립 선언 후)

EU

’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미국

’05년 대비 50~52% 감축

영국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90년 대비 68% 감축

’05년 대비 40~45% 감축
’13년대비 46% 감축

’18년 대비 40% 감축
* (’18년 순배출량 - ’30년 순배출량) 적용 시 NDC 상향안의 감축률은 △36.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IPCC 1.5℃ 특별보고서*(’18)를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및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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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 커뮤니케이션과 시민참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지구를 1.5도 낮추기 위한 시나리오

위해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들의 노력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은 삶이나 일의 방식을
얼만큼 변화시키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많이 변화

어느정도 변화 아주 조금 변화

변화 없음

무응답

미국

30

44

15

11

1

캐나다

34

48

12

6

0

40

43

10

7

0

30

49

15

5

1

대한민국

41

43

13

1

1

일본

8

47

36

8

1

프랑스
독일

2021년
봄

국제기구의 정책은

기후변화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란
확신이 있다.

매우/약간 확신이 있음

46%

다소/전혀 확신이 없음

합계

100

52%

출처 : 퓨리서치센터, 2021.11.14.

이에,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식의 ‘기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부터 지역기반의 시민단체까지, 각국에서 일어나는 시민참여형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들의 구체적인 참여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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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계산기

UNFCC(유엔기후변화협약), Doconomy(스웨덴 핀테크 기업)

GLOBAL KEYWORD

1

지구를 1.5도 낮추기 위한 시나리오

이미지 출처 : https://lifestylecalculator.doconomy.com/unfccc/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계산기’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쉽고 명확하게 보여준다.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부터 여행지에서
산 기념품까지 거의 모든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알려준다.

라이프스타일 계산기는 구매한 제품에 사용된 부품, 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속하게

계산하고 제품 운송 중 소비된 평균 에너지까지 측정한다. 그리고 이를 직관적인 그래프와 아이콘으로
보여준다. 단 10분 만에 사람들의 소비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이프스타일 계산기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기본 데이터는 UNFCCC에 의해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했다. 또한 계산과 기본 가정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한다.

* 탄소발자국 :개인 또는 기업, 국가 등의 단체가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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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EYWORD

2

15분 도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파리 소르본 대학)

지구를 1.5도 낮추기위한
낮추기 위한시나리오
시나리오

이미지 출처 : https://unfccc.int/blog/the-15-minute-city

직장, 상점, 공원, 학교가 집에서 15분 거리 이내에 있으면 어떨까? 파리 소르본의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는 위와 같은 ‘15분 도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15분 도시가 실현되면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도로가 줄어든다. 대신 그 자리에 녹지 공간, 자전거 도로, 스포츠 및 레저 시설을
포함한 공공장소가 들어설 수 있다. 이 ‘자급자족형의 도시(self-sufficient neighbourhoods)’는 현재와

같이 도시가 분산되었을 때에 비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개인의 삶도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파리
시장 앤 히달고(Anne Hidalgo)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 재건을 추진을 위해, 모레노를 스마트 시티 특사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3

사이클 버스

change X - CycleBus Community(지역이니셔티브)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이클 버스’는 학부모와 교사, 자원봉사자가 그룹을 지어 학기 중 매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전거로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활동이다. 아이들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 사이클 버스는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사이클 버스 관련 전문
지식과 활동성과를 공유한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등굣길을 만들어주고 환경까지 지키는 사이클
버스는 2018년 10월 아일랜드에서 시작해 영국과 스웨덴에서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34

산림보호 프로젝트

GLOBAL KEYWORD

4

ON A MISSION

Kenya

Senegal

USA

California

Nepal

이미지 출처 : https://www.onamission.world/

지구를 1.5도 낮추기위한
낮추기 위한시나리오
시나리오

Madagascar

끊임없이 아스팔트가 깔리고 공장이 들어서고 있지만, 지구에는 아직 나무 1조 그루를 심을 공간이 있다.

‘ON A MISSION’는 나무 55억 그루를 심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15%를 낮추고자 한다. 네팔, 콜롬비아,

브라질, 잠비아 외 5개 국가에서 꾸준히 나무를 심으며 지구에 튼튼한 허파를 달고 있다.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숲을 이뤄 야생동물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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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EYWORD

5

마지막 빨대
Staramaki

지구를 1.5도 낮추기위한
낮추기 위한시나리오
시나리오

이미지 출처 : https://unfccc.int/blog/the-last-straw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미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다수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는데,

사회적협동조합 스타라마키가 그 대안을 내놓았다. 바로 ‘밀짚 빨대’다. 빨대 재료인 밀은 스타라마키가 있는

그리스 북부 킬키스 들판에서 재배한다. 스타라마키 직원 9명이 직접 줄기를 자르고 헹군 다음, 건조시켜
포장한다. 지금까지 100만 개 이상의 밀짚 빨대를 생산했다. 그들이 만든 밀짚 빨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영원히 대체하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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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What Europeans think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 Eurobarometer 516

작성자 | 미래전략팀 이혜경 선임

KOFAC FOCUS

유럽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유럽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조사 개요

1. 조사주관 및 업체

- 조사기관 : 유럽연합 연구혁신이사회(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 조사업체 : 칸타 네트워크(Kantar Network)
2. 자료수집 기간: 2021년 4월 13일 ~ 2021년 5월 10일
3. 자료수집 방법: Standard Eurobarometer survey

① 대면 인터뷰 (face-to-face at respondents’ home)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 덴마크, 몰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터키는 온라인 인터뷰도 실시

② 락다운(봉쇄정책)으로 인한 온라인 인터뷰

-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

4. 조사대상 및 규모: 유럽 38개 국 총 37,103명
조사 대상

EU

그외

주요 내용

27개 국
11개 국

유럽 총 38개 국

규모

26,827명

10,276명
26,827명

1.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식 (Knowledge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2. 과학기술 영향에 대한 관점 (Views on the impacts of science and technology)

3.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관점 (Views on the govern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4. 과학자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s scientists)

5.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 (Citizens’ engage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6. 과학기술에서 EU가 가지는 비교우위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EU in science
and technology)

40

(단위 : %)

• EU시민들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흥미도는 인식 수준(자신이
안다고 느껴지는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관심

86

89
67

새로운 의료발견

과학과 기술발전에
관한 정보의 출처

정보

82

82

66

환경문제

유럽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식

KOFAC FOCUS

⊙ 관심과 지식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기술의 발달

• 응답자는 아래의 출처로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는다

(단위 : %)

63

29

14

13

텔레비전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및 블로그

라디오 및
팟캐스트

온라인 백과사전
ex)Wikipedia

• EU시민들은 아래의 분야가 과학기술 발전의 영향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61

40

29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과학자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과학자

의사

19

16

기자

환경보호협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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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시민이 과학기술에
참여하는 방법
(단위 : %)

다큐멘터리 시청, 혹은 과학기술 관련 출판물, 잡지, 책 활용

59

가족 또는 친구와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논의

55

과학기술 박물관 방문

33

과학기술 문제와 관련된 청원서에 서명 또는 시위 참여

19

과학기술에 관한 공개회의 혹은 토론회 참석

14

과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12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정치 지도자에게 연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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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단위 : %)

2021

86 →

82

(2005년) (2021년)

70 →

67

(2005년)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은 수백만 년 동안
움직여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것이다

82

→

인간은 초창기
동물로부터 발생했다

66

→

66

(2005년) (2021년)

유럽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

인간은 공룡과 동시대에
살지 않았다

82

(2005년) (2021년)

46

→

55

(2005년) (2021년)

47 →

42

(2005년) (2021년)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식물로부터 나온다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죽이지 않는다

레이저는 음파에
집중하여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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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한 관점

유럽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과학기술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
(단위 : %)

• 응답자들은 보건의료와 기후변화에 대응이 과학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47

40

32

보건의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공급

25

19

19

환경보호

음식의
이용가능성과 질

교육 및 기술

• 유럽인들은 20년 후 아래의 기술과 혁신이 삶의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90

87

86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백신과 전염병 퇴치

82

73

71

정보 통신 기술

나노기술

뇌와 인지 향상

과학기술의 이점

Stay At Home
Love does not
change.

(단위 : %)

86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가지는 전반적인 영향력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44

57

과학기술은 일반적으로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준다고 생각한다

53

과학기술이 자신들의 삶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

• EU 시민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로 아래의 내용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 및
윤리 문제

55

연령별 관점
(단위 : %)

새로운 과학적 발전

58

55세 이상

54

40-54세

45

55

25-39세

44

49

(단위 : %)

43

• 고령의 응답자들은 도덕 및 윤리 문제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둔다
도덕 및 윤리 문제

학력별 관점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기술개발의 가능성

유럽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관점

KOFAC FOCUS

⊙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관점

15-24세

40

50

• 학업 기간이 길수록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중요성을 두는 경향이 있다.
도덕 및 윤리 문제

59

15세 이하
(교육완료)

새로운 과학적 발전

37

56

16-19세

43

55

20세 이상

44

50

학업 진행 중

49

45

KOFAC FOCUS

⊙ 과학자에 대한 EU시민의 생각

유럽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과학자의 특징과
자질에 대한 의견
(단위 : %)

과학자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
지능

50 지능

89

신뢰

68

43 정직

협력

66

39 신뢰

정직

34 도덕성

58

무엇이 인간에게
유익할지를 가장 잘
아는 것

27 협업 능력

47

이타주의

38

거만함
편협함

28
23

부도덕 16

(단위 : %)

25

원활한 소통

16
12

무엇이 인간에게
유익할지를 아는 것

이타주의

8 겸손

68

과학자는 정치적 논쟁상황에서 개입하여
의사결정이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51

과학자는 사람을 만나 그들의 연구를 설명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45

46

26 열린 마음 (or 편견 없음)

40

서툰 의사소통

사회에서 과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

과학자에게 바라는 자질

과학자들은 그들의 발견이 오용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EU 시민과 성평등

55

성평등은 중요하다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평등은

47

46

43

EU 시민과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단위 : %)

79

우리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도록 도울 것이다.

유럽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단위 : %)

KOFAC FOCUS

⊙ 과학기술에서의 포용과 사회적 책임

과학기술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기업이윤 및 경제를 향상시킬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78

새로운 솔루션과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모든 집단의 니즈가
고려되어야 한다

72

정부에게는 새로운 기술이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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