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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문화

· 과학 신뢰도 높은 독일 시민… “정책 과정에 과학 반영해야”
· “교수 2만 2천 명 중 흑인 155명”… 인종차별 해결 나선 영국
· NASA와 함께 달 탐사 준비해볼까…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특급 STEAM 미션
· 2021년 과학 저널리즘 이끈 세계 최고 언론인은 누구?

과학·수학·정보교육
· 대학원생 교육 기부에 웃는 아이들… 미주리대 수학과의 ‘Math-UP!’

과학 네트워크
세상을 바라보는 눈

과학 신뢰도 높은 독일 시민…
“정책 과정에 과학 반영해야”

독일 ‘대화하는 과학’ 재단은 최근 과학에 대한 독일 시민의 인식을 조사해 발표(Science Barometer 2021)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 시민 2/3 이상이 과학, 연구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분야

과학기술문화

활동사례

연구조사

활동주체

비영리단체

원문 바로가기

https://www.
wissenschaft-imdialog.de/medien/
pressemitteilungen/
artikel/beitrag/hohesvertrauen-und-wunschnach-politikberatungdurch-wissenschaft/

출처: 쿨립아트코리아

주요 동향

Science Barometer* 2021 조사 결과, 과학과 연구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거나, 완전히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1%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조사(60%)와 비슷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19년 46%, 18년 54%, 17년 50%)보다는 높은 수치다.

* Science Barometer: 과학, 연구에 대한 독일 시민의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 사람들이 과학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과학과 연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다.

과학, 연구에 대한 독일 시민의 높은 신뢰는 정책 결정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응답자 69%는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정책 결정에 있어 과학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응답자 75%는 “과학자들이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과학자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는 비율도 32%나 됐다.

#독일

#대화하는과학재단

#Science Barometer 2021
#설문조사

담당부서
작성자

미래전략팀

박예은 연구원

#32-1
2021.12.07

독일 시민들은 팬데믹 상황에 대한 과학자 진술에도 높은 신뢰를 보였다(73%). 의사, 의료진의 진술
역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었다(79%). 반면 언론인, 정치인들의 진술 신뢰도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34%).

Science Barometer 2021 프로젝트를 후원한 로버트 보쉬 재단(Robert Bosch Stiftung)은 이런

결과에 대해 “향후 정치인은 ‘어떤 과학자에게 조언을 구했는지, 어떤 과학적 기준을 활용하는지 등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황 분석

지난 5월, 글로벌 기업 3M은 과학에 대한 전 세계의 태도를 조사한 3M 과학 현황 지수(State of

Science Index)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가한 응답자 대부분(91%)은 “과학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과학은 향후 5년 동안 더 나은 삶을 만들 것”이라는 응답자도 89%에 달했다.
* SNS-View 제26호 동향리포트 참고

미국 퓨리서치 센터는 2016년 이후 미국인들의 과학 신뢰도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86%가 “신뢰한다”고 밝혔다.
* SNS-View 제27호 코팩포커스 참고

시사점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실 전달’은 특히 중요하다. 이제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수많은 사회문제 해결에 과학적 지식이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과학이 신뢰받는 사회’를 구축해 과학적 사실 전달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과학자, 언론, 시민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백신,
방역 등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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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네트워크
세상을 바라보는 눈

“교수 2만 2천 명 중 흑인 155명”…
인종차별 해결 나선 영국

영국연구혁신기구가 과학계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8백 만 파운드(약 126억)를 투자할 방침이다.
그 목표는 연구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연구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다.
분야

과학기술문화

활동사례

정책

활동주체

정부기관

원문 바로가기

https://www.bbc.
com/news/scienceenvironment-59307390
출처: 쿨립아트코리아

주요 동향

영국 과학계 내 인종차별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영국의 교육 컨설팅 회사 리딩 루츠(Leading

Routes)는 보고서를 통해 “2016년~2019년 사이 연구 기금을 받은 박사 학위 소지자 2만여 명 중
흑인 또는 흑인 혼혈은 24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 통계청(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에 따르면, 영국 교수 22,795명 중

흑인은 155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여성은 40명에 머물렀다. 이는 영국 과학계가 인종 및 성별
차별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의미다.

한 흑인 과학자는 이에 대해 “영국 과학계에선 흑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 민족 연구원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별은 인종, 성별 등 ‘좁은’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시킨다. 이는 연구 생태계를 좁히게 되고, 전반적인 과학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영국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UKRI)는 8백만 파운드(약

126억)의 자금을 투입해 영국 대학에 재학 중인 흑인, 아시아인 및 기타 소수 민족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지원자금은 주로 유색인종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연구 지속하는 데 쓰인다.
UKRI는 이에 더해 영국 대학 문화 자체를 개선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UKRI는

보다 공정한 대학 입학 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흑인, 아시아인 및 소수 민족 여성 교수의 수를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여기엔 각종 멘토링, 훈련 및 조언을 바탕으로, 대학원 수준에서 소수 민족
학생의 수를 늘리는 것도 포함된다.

#영국

담당부서

#불평등

작성자

#인종차별
현황 분석

미래전략팀

최경철 연구원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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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학자 사회가 가진 불평등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차별이다. 2019년
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과학기술 연구인력 성비는 약 2:8에 이른다(여성 19.3% : 남성
80.7%).

연구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 연구책임자가 적어지는 현상도 있다. 5천만 원 미만 소형 연구과제
중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비율은 34.4%다. 반면 10억 이상 대형 연구과제의 경우, 여성
연구책임자는 5.6%에 머물고 있다.

팬데믹은 이러한 불평등을 가속화시켰다. 2021년 한국연구재단은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연구문화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여성 과학자 논문·공동연구 참여율이

폭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돌봄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여성 연구진이 육아를 맡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학벌에 따른 편견도 존재한다. ‘한국 과학자의 경력초기 생산성과 인정의 결정요인들(2011)’

논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출신 대학원의 위신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내 대학원보다
해외 대학원 학위자일수록’ 박사 후 3년간의 생산성이 높고, 동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는
현상이 나타난다.
시사점

‘과학계에선 개인적 특성(성별, 인종 등)이나 학연 등의 사회적 관계로 그 업적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과학자 사회 또한 각종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잘 나타내는 현상이 ‘마틸다 효과(Matilda Effect)’다.

마틸다 효과는 여성 과학기술인이 겪는 유리천장을 나타내는 용어다. 같은 업적을 쌓더라도,
여성 과학기술인이 남성에 비해 과소평가 됨으로써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비슷한 용어로 과학자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표현하는 ‘마태 효과(Matthew Effect)’가

있다. 이미 유명세를 쌓은 과학기술인은 점점 더 유명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이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연구 현장의 차별을 극복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과학계도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연구 우수성을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금껏 다양성이 부족했던 우리나라 과학계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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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네트워크
세상을 바라보는 눈

NASA와 함께 달 탐사 준비해볼까…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특급 STEAM 미션

미 항공우주국(NASA)이 레고 에듀케이션과 함께 디지털 학습 키트를 선보였다. 학생들은 내년 2월 발사될 무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의 멤버가 돼 가상의 미션들을 수행해볼 수 있다.
분야

과학기술문화

활동사례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활동주체

기업

원문 바로가기

https://education.lego.
com/en-us/build-tolaunch#steam-practices

출처: 쿨립아트코리아

주요 동향

NASA 아르테미스 1호 팀과 레고 에듀케이션이 협력해 내놓은 ‘발사를 위한 제작(Build to Launch: A

STEAM Exploration Series)’ 시리즈는 K-12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STEAM 학습 모델이다. 레고 세트가
없더라도 종이, 마커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제작할 수 있다.

해당 시리즈는 실제 NASA 팀원들이 등장하는 10주 분량의 유튜브 콘텐츠와 함께 진행된다. 학생들은

영상 에피소드를 통해 ‘미션 브리핑’을 수행하며, NASA 엔지니어, 과학자,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다. 미션
브리핑은 학생들로 하여금 ‘아르테미스 1호 팀이 발사 준비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직접 참여해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시리즈 모듈은 총 3개로, 우주 착수하기(Getting to Space), 테스트 및 운송(Testing and Transport),

우주에서 일하기(Working in Space) 순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은 모듈 1을 통해 달 표면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차량을 설계하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운다. 모듈 2에서는 타겟에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는 설계 아이디어를 고안해보고, 발사대까지 로켓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마지막

모듈 3은 우주 비행사들이 하는 임무와 관련한 도구들을 디자인해보는 작업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실제
아르테미스 1호의 카운트다운까지 최종 준비를 확인한다.

#STEAM

#NASA

담당부서

#레고에듀케이션

작성자

#아르테미스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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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업 과정은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재설계 그리고 검토하게
하는 ‘공학 디자인 접근법(Engineering Design Approach)’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달 탐사에 숨겨진 기술과 그 개념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주항공 및 STEM분야 커리어를
탐구해볼 수 있다.

현황 분석

NASA는 지난해 9월, 아르테미스 계획 1단계 추진방안을 발표(NASA’s Lunar Exploration Program
Overview)했다. 그 목표는 2024년 인류 최초로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것으로, 1972년 미국이

아폴로17호를 통해 달에 착륙한 지 약 50년 만이다. 당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첫 비행인 아르테미스
1호 미션은 올 11월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팬데믹과 허리케인 아이다 등으로 지연된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NASA와 국제협력 원칙인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에 정식으로 서명하며,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다.

시사점

NASA와 레고 에듀케이션의 협업은 우리가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다. 이들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발사 일정에 맞춰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한편, 교육에 이를 반영했다.
이러한 전략은 학생 및 시민들이 STEM 분야에 몰입하는 데 효과적이다. 더불어 특정 브랜드를

통해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참여시키는 점 역시 참신하다. 일종의 국가연구 프로젝트 ‘마케팅’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0월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나라 역시
우주발사체 개발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를 계기로, 우주 항공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예로, 누리호 발사 다음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항공우주연구원 항공 점퍼에 대한

제작 판매 문의가 급증했다. 이러한 관심을 기반으로, 관련 과학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과학을
즐기는 문화’ 조성을 위한 유연한 전략을 취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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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라보는 눈

2021년 과학 저널리즘 이끈
세계 최고 언론인은 누구?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최근 전 세계 과학 저널리즘을 이끈 뛰어난 언론인 35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올해
‘AAAS 카블리 과학저널리즘상’ 수상자들이다.
분야

과학기술문화

활동사례

프로그램(시상)

활동주체

정부기관

원문 바로가기

https://www.aaas.org/
news/2021-aaas-kavliscience-journalismaward-winners-named

출처: 쿨립아트코리아

주요 동향

전 세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AAAS 카블리 과학 저널리즘상(AAAS Kavli Science Journalism
Award)은 약 7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 권위 상이다. 총 8개 부문*에서 각각 금상($5,000)과
은상($3,500)을 수여한다.

* 인쇄(대형, 소형, 심층, 잡지), 오디오, 비디오(심층, 스팟), 어린이 과학 뉴스 등

올해 수상작 중 하나인 ‘A room, a bar and a classroom: how the coronavirus is spread
through the air’는 방, 주점, 교실 등의 장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모습을 다뤘다.
스페인 언론인 마리아노 자프라(Mariano Zafra), 하비에르 살라스(Javier Salas)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을 통해 ‘얼마나 쉽게 퍼질 수 있는지’를 잘 드러냈다.

‘Picture a Scientist’는 과학계에 상존한 오랜 차별 패턴을 탐구한 다큐멘터리다. 생물학자
낸시 홉킨스(Nancy Hopkins), 화학자 레이첼 버크스(Raychelle Burks), 지질학자 제인

윌렌브링(Jane Willenbring)은 이 작품을 통해 ‘과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겪었던 미묘한

비난’,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을 생생히 묘사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여성과 소수
민족이 과학계에서 맞닥뜨리는 편견과 부당함을 표현했다.

#AAAS

담당부서

#과학저널리즘

작성자

#과학뉴스

미래전략팀

김원일 선임 연구원

#32-4
2021.12.07

위 두 작품을 포함해 올해 과학 저널리즘을 빛낸 수상작은 총 21편이다. 이 중 6편은 코로나를,
나머지 15편은 과학 활동 형평성 및 윤리를 다뤘다. AAAS는 내년 2월 AAAS 연례 회의와 함께
관련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황 분석

AAAS는 1945년부터 과학 저널리즘상(AAAS Science Journalism Award)을 통해 과학, 공학,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보고를 한 전 세계 저널리스트들을 시상해 왔다. 이는 현재 AAAS 카블리 과학
저널리즘상(AAAS Kavli Science Journalism Award)으로 이어지고 있다.

카블리 과학 저널리즘상은 지금껏 500개가 넘는 언론 작품을 수상하며 과학적 탐구의 가치를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해 왔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카블리 과학 저널리즘상은 그 권위와 전통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뛰어난 과학적 발견과 업적을 남긴 연구자를 선정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카블리상(Kavli prize)’ 역시 ‘제2의 노벨상’으로 불리고 있다.

시사점

과학 저널리즘이 위대한 이유는 ‘뛰어난 과학적 사실을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과학적 사실을 소통하고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카블리 과학 저널리즘상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카블리 과학 저널리즘상의 특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항상 새롭고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의 매체에
치중했다면, 현재는 팟캐스트, 온라인 디지털 출판물 등 언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카블리 과학 저널리즘상은 최신 과학적 이슈를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을 다룬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더해, 카블리 과학 저널리즘상은 독자층을 넓히려는 노력에도 충실하다. 저연령층
독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난 2005년부터는 어린이 과학뉴스 분야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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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교육 기부에 웃는 아이들…
미주리대 수학과의 ‘Math-UP!’

미국 수학회(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A.M.S.)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수학과 모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다. 2022년 수상 프로그램은 미주리 대학 수학과의 ‘Math-UP!’이다.
분야

과학·수학·정보교육

활동사례

프로그램(시상)

활동주체

학술단체

원문 바로가기

https://www.ams.org/
news?news_id=6868

출처: 쿨립아트코리아

주요 동향

‘Math-UP!’은 미주리 대학 수학과가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수학 튜터링 프로그램이다. 스티븐
몽고메리 스미스(Stephen Montgomery-Smith) 교수의 지도하에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 지역 저소득층 학생(8~12학년)를 대상으로 진행되던, 기존 ‘Grade A Plus’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봉사 학점을 위해 자원한 학부생에게 교육 전반을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한계를 느낀 Grade A Plus 운영자 재니스 도슨-쓰렛(Janice Dawson-Threat)은 당시

미주리대 수학과 대학원의 연구 책임자였던 스티븐 몽고메리 스미스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미주리 대학 수학과는 Math-UP!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교육 봉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미주리 대학 수학과 대학원생은 저소득층 아이에게 일주일 최소 2시간의 튜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과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학업수준과 약점을 확실히

#미국수학회
#미주리대학

#보편적교육복지

#교육기부

담당부서
작성자

수학융합교육팀

이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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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해 맞춤 지도를 할 수 있었다. 덕분에 많은 학생들은 성적이 크게 오르는 등 높은 학업 효과를
누리고 있다. 수학에 무관심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우등생이 되는 경우도 생겼다.

Math-UP!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튜터는 “단순한 강의 형식의 프레젠테이션을 최소화하고, 대화와
질문 위주로 튜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정형화된 커리큘럼 외에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아이들과
나눴다”라며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한 수학과 대학원생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현황 분석

이번 수상으로 미주리 대학 수학과가 받는 상금은 5,000달러다. 상금 자체는 높지 않지만, 학회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취지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미국 여러 대학의

수학과에서는 소수 민족 대상 봉사, 효과적인 인턴십 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사점

우리나라도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을 모토로「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습 부진 학생, 느린 학습자, 장애를 가진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다양한 범주 소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보편적 학습복지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교육과정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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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REPORT/FORUM

과학·수학·정보교육
· 정책적 지지를 통한 정보 교육 확대의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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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EF REPORT/FORUM

정책적 지지를 통한 정보 교육 확대의 가속화
2021년 미국 컴퓨터 과학 교육 현황 보고서
작성자

분야

종류

관련 문서 명
발행 기관
발행일

원문 링크
배경

SW·AI인재양성팀 김종범 연구원
과학·수학·정보교육
협회 보고서

2021 State of Computer Science Education : Accelerating Action Through Advocacy

The Code.org Advocacy Coalition, 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CSTA), the Expanding
Computing Education Pathways(ECEP)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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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미국 고등학교의 51%만이 정보 교육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18년(35%)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아직도 미국 고등학교의 절반은 정보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원문에서는 Computer Science Education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컴퓨터 과학 교육’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한국 실정에 맞게 ‘정보 교육’으로 의역함

⊙ 정보 교육의 관련 주요 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정보 교육의 확대와 불균형 해소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⑴ 기초 정보 교육에 대한 접근과 참여 관련
⊙ 미국에서 정보 교육 접근에 대한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정보 교육이 제공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영어 학습자, 장애 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정보 교육 수혜 비율이 더 낮음
⊙ 여학생은 학교급이 올라갈 수록 정보교육 선택 비율이 낮음 : 초등 49%, 중학 44%, 고교 31%
⊙ 19개 주(State)에서 유치원, 초등에서 기초 정보 교육을 제공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것에 비해,
17개 주는 중학생의 3.9%만이, 8개 주는 초등학생의 7.3%가 기초 정보 과목에 등록했음
⑵ 정보 교육 정책 관련
⊙ 정보 교육 관련 9대 주요 정책*을 많이 도입한 주(State)일수록 정보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의
비율이 높음
* 그래프1 참조

⊙ 2021년 동안 31개 주에서 50개의 정보 교육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 중 21개의 주는 정보 교육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 일리노이,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등 3개 주는 모든 고교가 정보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주의 경우 고교 졸업 요건으로 정보 교육이 적용되고 있음
⊙ 미국의 초‧중‧고 정보 교육에 전년보다 6,5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각 주에 할당되었으나, 주별
편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 많은 학생들이 정보 과학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음

고등학교에서의 정보교육(CS) 운영 비율

그래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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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정책 수
명확성
행위능력
리더십
지속가능성
평등 및
다양성*

※ 참고 : 정보 교육 관련 9대 주요 정책 * 평등 및 다양성은 9가지 정책에 모두에 각각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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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육에 대한 정의 및
초‧중‧고 정보교육에 대한
엄격한 표준 수립
(Define computer science
and establish rigorous K–12
computer science standards)

정보 교원 연수를 위한
예산 배정
(Allocate funding for
computer science teacher
professional learning)

정보 교원을 위한
명확한 인증 시행
(Implement clear
certification pathways for
computer science teachers)

고등교육기관에 정보 교육 관련
교생 프로그램 설치
(Create preservice programs
in computer science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교육청에 정보 교육
관리자 배치
(Establish computer science
supervisor positions in
education agencies)

모든 고등학교에
정보교육 제공 요구
(Require that all high schools
offer computer science)

핵심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 교육 학점을 허용
(Allow a computer science
credit to satisfy a core
graduation requirement)

정보 교육을 통해 대학 입학
요건을 만족시키는 기회 제공
(Allow computer science to
satisfy a higher education
admission requirement)

초‧중‧고 정보 교육에
대한 국가 계획의 수립
(Create a state plan for K–12
computer science)
4

7

시사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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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9

⊙ 주별로 다른 교육 정책을 도입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관적인 교육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각 시‧도별 맞춤형 정보 교육 관련 정책 도입 필요성이 높아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와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소양이 중요하게 다뤄짐에 따라 관련
정책의 수립과 도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기회의 균등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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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SIGHT

※ <현장, In-Sigh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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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합니다. 실린 글과 사진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의 내용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 기고

인공지능의 날개를 단 피지컬컴퓨팅

인공지능 수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작성자 | 김세호 교사(인천 광성중학교)

외부
전문가
기고

인공지능의 날개를 단 피지컬컴퓨팅
인공지능 수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김세호 교사(인천 광성중학교)

작성자

2025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인공지능(AI) 교육이 정식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는 몇몇
시범학교들을 중심으로 AI교육이 추진되어, 효과적인 교수법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생 대상 진로선택 과목으로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을 주제로 한 인공지능

교과서를 국내 최초로 승인하기도 했다. 당시 교재 개발에 참여하고 AI교육을 실제로 운영하는 교사로서,
그 수업의 실제 모습을 통해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중학교
중학교현장에서의
현장에서의인공지능(AI)
인공지능(AI)교육
교육

소속된 중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AI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년제
1학기

자유학년제
2학기

집중캠프
방과후학교

3학년
정보수업

소프트웨어 기본

인공지능의 기본활용

다양한 프로그래밍

프로젝트형 교육

자유학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교육

간단한 인공지능
교육으로 어렵지
않게 접근하도록
하는 교육

집중적으로 부여되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능력 신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해결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형 교육

이를 기반으로 필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대상

1학년
동아리
(광성그래머)
3학년

편성구분

주제

적용프로그램

자유학년제
2학기

피지컬컴퓨팅에
인공지능 더하기

블록언어, 인공지능 인식, 머신러닝,
피지컬컴퓨팅 (할로코드)

자유학년제
1학기

집중캠프
정보교과
1학기
정보교과
2학기

코딩으로 구현하는
동화이야기

AIOT(AI+IOT)

2단원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4단원 컴퓨터시스템

블록언어(스크래치기반)

대면, 비대면수업, 1인 1디바이스제공
(아두이노기반)
블록언어(스크래치기반)

블록언어, 인공지능 인식, 머신러닝,
피지컬컴퓨팅(할로코드)

1학년 1학기 자유학년제가 학생들이 만나는 첫 AI입문 시간이다. 기본적인 블록기반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진행하는데,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동화를 바탕으로 한 간단한
게임 또는 이야기책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한 기수당 총 17차시로 구성되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컴퓨팅 사고, CT) 유도하며, 1학기에 약 40여명의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교육을 운영한다. 2학기에는 블록기반 언어를 기존에 학습하였던 학생들이 지원하여 듣는다.

3학년부터는 정보교과가 2단위로 편성되어 있어 주당 2시간의 정보 수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와
피지컬컴퓨팅을 배우게 된다. 1학기에는 스크래치기반 프로그램의 기본언어(기본블록)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2학기에는 피지컬컴퓨팅의 다양한 ‘센서모듈과 엑추에이터’들에 대해 기본 작동 원리를
배우게 된다. 매 시간 센서 2가지씩을 배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여러 센서모듈과

엑추에이터들을 학생들이 조합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된다. PC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안면인식을 피지컬컴퓨팅과 접목하여 AIoT를 만들어보기도 했다.

필자의 학교에는 2006년부터 시작된 광성그래머라는 동아리를 운영 중인데, 교과내용에서 배운 것
보다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활동하는 1년간

다양한 피지컬컴퓨팅 교구를 개인별로 지급 받게 되고, 방과후시간 및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하루에
3시간 이상의 컴퓨터실에서 학생 간에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명, ‘소프트웨어 집중캠프’라는 이 집중 과정은 일반 교과 시간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이상의 다양한
인공지능과 피지컬컴퓨팅을 활용한 프로젝트 주제를 만나게 한다.
AI
AI교육의
교육의목표를
목표를생각하며..
생각하며..교육을
교육을위한
위한제언
제언

인공지능 기술은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컴퓨팅사고(CT)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교과의 목표라면, 교사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그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학생들이 처음 블록 코딩을 시작할 때 수업이 ‘단순 과정 따라하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래밍 과정을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기 보다는, 각자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필요한 블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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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지컬컴퓨팅 교구 선정 시, 처음부터 복잡한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센서모듈이 내장되어 있는
교구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안면인식, 음성인식 등의

기능들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1학년 학생들에게는 심화 내용보다는 단순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해 보고 간단하게 구현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인공지능이
어렵지 않고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하고, 나중에 앞에서 배운 내용을 모니터가 아닌
‘피지컬컴퓨팅’으로 표현하게 될 때, 더욱 흥미를 갖고 창의적인 생각이 들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

2022개정
교육과정과
미래세대를교육
위한 AI교육
중학교 현장에서의
인공지능(AI)
인공지능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교사들에게도 아직 낯설게만 느껴지는 어려운 교과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필수적인 교과라는 시선에서 접근한다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학교 현장의 준비는 ‘학생중심’,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으로 다른 교과목보다 더 흥미롭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은 단순 인공지능 기술이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학생 각자에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해결가능한’ 수준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례로, 학생들에게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분석·분해·해결방법’을 스스로 고민하게 하고,
해결방법에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여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인공지능의 원리를

배우긴 하였지만 어디에 사용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번 과정(인공지능과 피지컬컴퓨팅)에 참여하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어 매우 좋았다.”라는 학생들의 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 또는 ‘직접 제작한 프로젝트’의 문제를 분석 및 분해하여 해결방법을 찾게
하는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발표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교과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 이상으로
배웠었다.

2022개정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미래세대 교육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만든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인공지능 교과의 프로젝트 기반

수업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향후 교육과정의 개정이 더 많은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

필자소개
인천 광성중학교 교사

단국대학교 컴퓨터교육학 석사, 인천광역시 SW교육 강사, 남부영재 SW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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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AI 공생 시대, 옆집에 인공지능이 산다

2016년,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답해 AI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AI 로봇 소피아(Sophia).
2017년에는 로봇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시민권을 받아 예술가로 활동하는 등 인간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피아를 개발한 핸슨 로보틱스는 올해까지 AI 로봇 4종을 대량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속 판타지가 아니다. 예술, 정치, 경제 등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 등장할 인공지능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ARTIFICIAL
INTELLI
-GENCE

지난 11월, 유네스코는 인간과 AI 기술의 바람직한 공생을 기대하며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AI
윤리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

유네스코 AI 윤리권고(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주요내용
데이터 보호

사회적 점수 평가 및 대중 감시 금지

정부와 기업이 개인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대리인
및 통제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상의 조치를 요구한다.

사회적 점수 매기기 및 대중 감시를 위한 AI 시스템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러한 유형의 기술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

윤리적 영향 평가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국가와 기업이 개인,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가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윤리가 실제로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연구 및 배포하는 모든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AI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AI 방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환경보호

윤리권고를 바탕으로 AI가 우리 삶에 더 믿음직한 동반자로 성장하길 바라며, 각 분야별 최근 AI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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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세기부터 쭉 논의되어 온 인공지능 정치인이 뉴질랜드에서

2017년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챗봇(chatbot) 형태의
인공지능 ‘Sam’은 소셜 메신저를 통해 유저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정치 이슈에 반응한다. 주택, 교육, 이민
등 복지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한다. 나아가 인구 구조 변화를 통해 바라본

뉴질랜드의 미래, 기후 변화 대처방안 등을 토론한다. 또한,

인간-AI 공생 시대, 옆집에 인공지능이 산다

세계 최초 인공지능 정치인, 샘(Sam)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Sam은 뉴질랜드 시민들의

고충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해주는 편견 없는
정치인으로서 24시간 내내 작동 중이다.

빠르고 정확한 의회 속기사, 한스(Hans)

지난 2020년, 에스토니아는 의회 업무 작업에 도움을
줄 AI 시스템 ‘Hans’를 도입했다. 현재 에스토니아

의회에서는 회의 시작 후 1시간 이내에 대화 내용을
보고서로 게시해야 하는데, 속기사가 따로 있지만 오타가
많고 속도가 빠르지 않다. 반면 Hans는 1,500여 시간의

녹음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리, 장관, 대통령 등 거의 모든

연사의 목소리와 특징을 인식하여 대화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향후 법안 분석과 번역, 시민 여론 분석으로도
업무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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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산관리사,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통장에 돈만 넣어두면 이자가 크게 불어나던 시대는
지났다. 그야말로 1%대 제로금리 시대, 인공지능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뜨겁다.
코스콤이 운영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계약자 수는 지난 2017년 말 4만

명에서 올해 7월 말 39만 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운용 자산 규모(AUM)도 4,220억 원에서 1조
7,987억 원으로 4배 넘게 늘었다. ‘밸류시스템투자자문’의

운용형
로보어드바이저

운용형 상품을 제공한다. 쿼터백자산운용에서는

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

아이로보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동부증권 등을 통하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을 통하여 자문형 공모펀드,

자문형 랩 상품 등 다양한 로보어드바이저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하이브리드형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최적 자산 배분 후, 직접
자산 운용 수행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추천 및 정기적인 투자자문
제공

실제 어드바이저 판단으로
자문･운용 업무를 수행하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온라인 채널을 활용

합리적인 부동산 컨설턴트, 랜드북(Land Book)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프롭테크’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글로벌 프롭테크 투자 규모는 2016년 18억 달러에서
2019년 9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다. 스페이스워크의

‘랜드북’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를 돕는다. AI 건축설계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수익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건축설계 엔진으로 각종 건축 관련 법규를 반영하고, 주변

지형과 거래 사례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춘 설계안을
제공한다. 또한 자동평가모델(AVM)을 활용하여 거래

사례를 분석하고,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모델링하여
토지추정가 및 중요한 수치정보를 도출하여 합리적인 토지
개발 및 투자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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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콩에 본사를 둔 핸슨 로보틱스가 ‘Grace’를 개발했다.

Grace는 병원에서 쓰이는 헬스케어 휴머노이드다. 환자의
체온과 맥박을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 등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영어와 표준 중국어, 광둥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기능까지 갖춰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신 건강도
관리한다. 또한 사람 얼굴에 있는 48개 이상의 근육을

인간-AI 공생 시대, 옆집에 인공지능이 산다

의료 보조 도우미, 그레이스(Grace)

시뮬레이션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표정도 자연스럽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Grace와 같은 헬스케어
로봇 매출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8% 증가했으며

앞으로 3년 안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핸슨 로보틱스는 올해 말부터 Grace를 포함한 AI 로봇

이미지 출처 : AI 휴머노이드 헬스케어 로봇
‘그레이스’ 사진=CNN 방송

4종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시니어들의 다정하고 똑똑한 친구, 엘리큐(Elli.Q)

지난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19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겪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각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인튜이션 로보틱스가
미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Elli.Q’

시제품을 무료로 제공했다. Elli.Q는 말하는 고정형
로봇과 태블릿PC로 구성되어 있다. 탑재된 인공지능

기술은 사용자의 습성, 선호도, 습관 등을 파악해

유튜브나 테드 동영상을 추천한다. 일반적인 인공지능
스피커와 달리, 머리와 몸통 부분이 따로 움직여 미세한
움직임과 빛, 목소리 톤을 통해 사용자와 의사소통 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화상통화, 사진 교환이 쉽도록

이미지 출처 : ELLI Q 홈페이지

모니터에 직관적인 표시 기능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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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테의 신곡 읽는 아티스트, 아이다(Ai-DA)

영국에서 개발한 AI 로봇 ‘Ai-DA’는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아티스트다. 프로그래머와 로봇공학자, 미술

전문가, 심리학자가 2년 동안 만들어 2019년 세상에

나왔다. 탑재된 안면인식 기술로 약 45분 만에 초상화를
그리고, 조각과 영상 작품을 만들어 개인 전시회를
여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애쉬몰리언 박물관에서 열린 단테
알리기에리(Dante Alighieri) 사망 700주년 기념행사에서

직접 쓴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단테가 지은 3부로 된
서사시 신 희극(the Devine Comedy) 전체를 니콜스(JG
Nicholes) 영문판으로 읽은 Ai-DA는 단어와 음성 패턴을

이미지 출처 : Ai-DA 홈페이지

자동 분석하는 데이터 뱅크 프로그램을 사용, 단테 작품을
토대로 시를 창작했다. 머지않아 Ai-DA가 낸 시집을
서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노래 부르는 인공지능, 홀리+(Holly+)

지난 2019년,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Holly Herndon'은

AI 목소리를 섞은 성가대와 신스와 하프 연주로 구성한
앨범 'PROTO'를 제작하여 수많은 매체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인간과 기계의 목소리를 합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AI로 만들었다. 그의 '디지털 트윈'이라 할 수
있는 보컬 AI, '홀리+'이다. 누구나 오디오 파일만 있으면

홀리+의 목소리로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며, 홀리+로 만든
음악은 NFT 경매 플랫폼 Zora를 통해 경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AI와 함께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는 그의 행보가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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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IBM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바이런멘털 인텔리전스 스위트

(Environmental Intelligence Suite)’를 개발했다.

인공지능, 기상 데이터, 기후 변화 위험 분석, 탄소배출권
회계 처리 기능을 통합한 첫 친환경 소프트웨어 제품이다.

방대한 기후 데이터와 첨단 지리 기술을 활용해 산불,
홍수, 대기오염과 같은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인간-AI 공생 시대, 옆집에 인공지능이 산다

IBM, 인공지능 활용한 기후변화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은 이를 통해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바뀔 수 있는
재고 일정을 미리 세우고,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을 기업 자산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확인할 수 있어 친환경 경영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이미지 출처 : IBM 인바이런멘털 인텔리전스 스위트
운영 대시보드 (출처=IBM)

존슨콘트롤즈, AI 주도형 스마트 빌딩 디지털 솔루션 개발

존슨콘트롤즈가 빌딩의 에너지 소비량, 물 사용량,
폐기물, 탄소 발자국을 줄이도록 돕는 ‘올인원(all-in-one)

솔루션’을 개발했다. 실내 공기질과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여 탈탄소화를 위한 권장 사항을 대시보드에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빌딩 이용자
만족도, 빌딩 자산 성능, 유지보수 운영, 공간 성능 등 빌딩

전반에 걸친 사항을 모니터링 한다. 존슨콘트롤즈의 AI

알고리즘은 공간의 크기, 마스크 착용률, 날씨 예보와
같은 다양한 매개 변수를 측정하고 감염 확산 가능성을
예측한다. 상황에 맞는 최대한의 방역과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 빌딩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이미지 출처 : 존슨콘트롤즈 OBEM Performance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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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만나는 인공지능
아티스트 AI, (feat. AI)

내 옆집에 인공지능이 산다. 인간-AI 공생 시대

싱어송라이터
Holly Herdon의
Eternal

https://youtu.be/r4sROgbaeOs

베토벤 X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베토벤의 미완성
교향곡 10번

https://www.cbc.ca/player/
play/1971033155776/

소니 CSL 연구소의
Daddy’s Car

https://www.youtube.com/
watch?v=LSHZ_b05W7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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