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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리포트

단신

미국

· 고교 컴퓨터 과학 수업 크게 증가… 인종‧지역 따른 불평등은 ‘숙제’
· 오픈 사이언스 확산 위한 NASA의 TOPS 이니셔티브
· 바이든 재임 1년, ‘과학 기반 정책’ 신뢰 회복 나서

영국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학생참여, 다양성 확립으로 해결해야

호주
· STEM 분야 여성 진출에 1,300만 달러 지원

[미국]

고교 컴퓨터 과학 수업 크게 증가…
인종·지역 따른 불평등은 ‘숙제’
분류

연구보고서

주제

SW·AI교육

발행일

2021.11.

키워드

#컴퓨터과학

#교육불평등

원문제목

More Than Half of High Schools Now Offer Computer Science, But Inequities Persist

자료출처

https://www.edweek.org/teaching-learning/more-than-half-of-high-schools-now-offer-computerscience-but-inequities-persist/2021/11

• 비영리 단체인 Code.org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컴퓨터 과학 수업을 제공하는 미국 고등학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함(35%→51%)
→ 그러나 그러나 지역, 인종,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
* 예를 들어 시골에 위치하거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컴퓨터 과학 수업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음

• [지역] 주별 격차도 심각함. 3개 주(아칸소,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대부분 고등학교(90%
이상)가 컴퓨터 과학 수업을 제공. 반면 캔자스, 루이지애나에서는 컴퓨터 과학 수업을 제공하는 고등학교가
1/3도 안됨

• [인종] 흑인(73%), 라틴계(76%) 학생들은 백인(79%), 아시안(89%)에 비해 더 낮은 비율로 컴퓨터 과학
수업을 제공받음

• [소득 수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K-12 아이들의 52%를 차지함. 기초 컴퓨터 과정에 등록한
저소득층 고등학생은 38%에 불과(저소득 학생 자료를 제공한 34개 주 기준)
• 아칸소,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모두 컴퓨터 과학 수업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Code.org의
9가지 정책 권고안 중 최소 7가지를 채택
ex) 컴퓨터 과학 표준 제정, 컴퓨터 과학교사 전문 학습을 위한 예산 지원 등

• “컴퓨터 과학 학습에 대한 접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스스로
선택한 분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케이티 헨드릭슨(Katie Hendrickson) Code.org 회장

작성자

미래전략팀 박예은 연구원

[미국]

오픈 사이언스 확산 위한
NASA의 TOPS 이니셔티브
분류

국가별 정책

주제

과학문화

발행일

2022.1.

키워드

#개방형 과학
#대중참여

원문제목

Transform to Open Science (TOPS)

자료출처

https://science.nasa.gov/open-science-overview

#NASA

• 미 항공우주국(NASA)은 TOPS(Transform to OPen Science) 미션을 진행하고 있음. 그 취지는
NASA의 연구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과학커뮤니티를 확장하는 것
• TOPS 미션은 오픈소스 과학 이니셔티브(Open-Source Science Initiative, OSSI)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OSSI는 NASA의 오랜 목표* 중 하나임
* 공적기금의 지원을 받는 과학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NASA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2027년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
1. 소외계층의 과학 진입장벽을 낮춘다
2. 일반대중의 NASA 데이터 활용법에 대한 이해 증진
3. 과학적 혁신, 투명성, 재현성 제고를 통한 협업 기회 증대

작성자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미국]

바이든 재임 1년,
‘과학 기반 정책’ 신뢰 회복 나서
분류

국가별 정책

주제

과학기술문화

발행일

2022.1.20.

키워드

#과학무결성
#증거기반

원문제목

Has Biden followed the science? What researchers say

자료출처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2-00108-4

#과학신뢰

• 바이든 정부의 태스크 포스(TF)*는「정부 과학의 무결성 보호(Protecting the Integrity of Government
Science)」보고서를 발표(’22. 1. 11.)
* 해당 TF는 29개 정부 기관 소속 전문가 50명으로 구성

* TF의 목표는 향후 대통령의 결정이 과학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것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했던 발언이 정부 과학자들의 명성과 신뢰성을 손상시켰다고
인식. 이에 “과학적 무결성과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해당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운영 기간 중 과학 무결성을 침해했던 사례를 분석.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정책을 표준화하고, 과학 무결성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 또한 “무결성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 간 협의회를 결성할 것”을 권장함.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이행할 예정

• 한편 참여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바이든 정부하에서의 지난 1년간 과학 동향을
분석하는 보고서(One Year of Science Under Biden- Tracking the Administration’s Progress and
Shortfalls)를 발표(’22. 1. 20.)
→ 이들은 “현재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식품의약국(FDA)이 진행한 과학 회복 활동은
성공적”이라며 “환경보호국(EPA) 등을 위한 추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함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영국]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학생참여, 다양성 확립으로 해결해야
분류

유관기관 동향

주제

과학교육

발행일

2022.1.12.

키워드

#코로나19

#교육불평등

#STEM

원문제목

We must tackle education inequalities now before it’s too late

자료출처

https://www.britishscienceassociation.org/blog/we-must-tackle-education-inequalitiesnow-before-its-too-late

• FEA(Fair Education Alliance)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와 교육 전반의
변화가 학업성취도 격차를 심화시킴

• 락다운 이후 소외계층 어린이그룹은 읽기, 쓰기, 수학 부분에서 일반 어린이 그룹보다 약 20% 저조한
성취율을 기록하였고, 중등 교육 또한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소외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증가함

• 학업성취도는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가능성과 큰 연관이 있어 학업성취도 격차가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며, 특히 소외계층의 낮은 과학성취도는 미래의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인력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교육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히 STEM 분야에서 프로젝트, 직업 카운셀링 등의 기회를 소외계층
학생에게 먼저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임
• STEM 분야 교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

• 다양성과 포용성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을 확산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학교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

작성자

미래전략팀 안수연 선임연구원

[호주]

STEM 분야 여성 진출에
1,300만 달러 지원
분류

국가별 정책

주제

창의융합교육

발행일

2022.1.20.

키워드

#STEM

#여성인재육성

#성평등

원문제목

Morrison Government backing women in STEM

자료출처

https://www.minister.industry.gov.au/ministers/price/media-releases/morrison-governmentbacking-women-stem

• 호주 정부는 WiSE 프로그램(Women in STEM and Entrepreneurship)*을 추진
→ 여성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STEM)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
* 여성의 STEM 분야 교육, 진로를 장려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지원. 여성에 대한
시스템·문화적 장벽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둠(참고 : www.business.gov.au/WISE)

→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국가혁신과 과학 아젠다(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의 일환으로 운영됨. 목표는 크게 2가지
1. STEM 교육 및 경력에 대한 소녀 및 여성의 인식을 끌어올리고, 참여를 유도
2. 더 많은 여성이 의사 결정권자 및 고위 직책을 차지(공공, 민간 부문 모두 해당)
→ 이번 회차 프로그램은 2020년 제2차 여성경제안보성명서(Second Women’s Economic Security
Statement)와도 연계해 추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집행할 예정(1,300만 달러)

• 호주 기술 과학 및 공학 아카데미(ATSE, The Australian Academy of Technological Sciences and
Engineering)는 차세대 STEM 여성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파트너. 이들은 최대 5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학금 총 4,120만 달러를 수여할 예정.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7월부터 7년간 추진

•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STEM 분야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관련 취업 분야에서 소녀와 여성은
줄곧 소수자에 머물러 왔다. WiSE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에서 소녀, 여성의 수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 멜리사 프라이스(Melissa Price) 호주 과학기술부 장관

작성자

미래전략팀 이어진 연구원

동향리포트

브리프

국가별 정책
· 중국에 추월당한 미 과학기술 지표, 세계 1위 탈환 핵심은…

과학 네트워크
세상을 바라보는 눈

중국에 추월당한 미 과학기술 지표,
세계 1위 탈환 핵심은…

최근 중국이 여러 주요 과학 지표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이에 미 국립과학위원회는 선두 탈환을 위한 여러 정책
제언을 내놨다.
분야            국가별 정책

주제            과학융합인재
출처           「Science」
발행일         2022.1.21.
원문 바로가기

https://www.science.
org/content/article/u-sscience-no-longer-leadsworld-here-s-how-topadvisers-say-nationshould-respond
출처: 쿨립아트코리아

주요 동향

국립과학재단(NSF)은 최근 국립과학위원회(NSB)를 통해 ‘2022 미국 과학기술 지표(The State of
U.S Science and Engineering 2022)’를 발표했다. 격년 발간되는 해당 보고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 등 9가지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NSB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과학기술을 주도하고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리아 필립스(Julia Philips) NSB 의장은 “정부는 과학기술 선두 탈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계 재정 지원’, ‘인력 유출 방지’, ‘과학교육 불평등 해소’, ‘예산 균등 분배’를
핵심 사항으로 제시했다.

실제 지난 2년간 세계 연구개발비 지출 증가량에서 중국은 29%를 기록해 미국(23%)을 크게 앞섰다. 또
미국 박사 중 컴퓨터 공학 및 엔지니어의 60%는 타 국가 국적이다.

과학교육에서의 미국 학생과 아시아 학생 간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NSB는 이에 더해 ‘연구 자금
조달의 지역 불균형’ 등을 언급하며 문제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과학기술지표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과학기술핵심전략

작성자           이석태 연구원

#국립과학위원회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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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과학기술 대국에 진입하고 있다. 2021년 8월 발표된 일본 과학기술 지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인용 상위 10% 논문 중 24.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2017~2019년 평균). 미국은 22.9%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는데, 10년 만에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인공지능(AI) 관련 논문의 인용
실적도 중국(20.7%)이 미국(19.8%)을 앞섰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인력 확충’이다. 2019년 기준,
중국 연구자 수는 약 21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미국은 약 155만 명이다.

연구개발비 증가폭도 크다. 중국은 연구개발비를 10년 새 2배가량 높이며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약 569조 원에 이른다. 아직 미국(약 709조 원)을 앞서지는 못했지만,
증가폭은 중국이 훨씬 높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주요국 중 5위에 해당된다. 특히 2022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약 30조

원 규모로 확대해나가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
투자 세계 2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 확대 및 논문·특허 증가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시사점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지금을 소위 ‘팍스 테크니카’ 시대라고 부른다. 과학기술이 사회적 위험,
글로벌 이슈, 미래 불확실성을 해결할 핵심이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패권 다툼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팍스 테크니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확대’ 그리고 ‘과학기술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여러 관련 지표는 다소 아쉽다. 논문 발간 수 세계 7위,
상위 10% 논문 인용 수 세계 12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12위, IMD 국가경쟁력 순위 23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비 확대뿐만 아니라 연구인력 확대, 국민 인식 전환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에겐 과학기술문화 증진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과학기술문화

관련 논문 지원’ 등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연구인력 확충방안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관련 학문적 기반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공공·출연연·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팍스 테크니카 시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근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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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사이트

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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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연결 시대를 위한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 현황

다양한 과학기술인들의 과학 소통 노력이 더해져야 할 때

전문가
기고

초연결 시대를 위한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 현황
다양한 과학기술인들의 과학 소통 노력이 더해져야 할 때
기고자

최선현 과장(KT Sat)

최근 누리호 발사의 의미 있는 성과를 통해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주 기반 기술’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까진 ‘우주선’ 혹은 ‘발사체’ 자체에 머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성통신’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위성통신은 초연결 시대의 미래 신사업으로 거론되는 높은 고도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나 끊김 없는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자율주행차 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통신용 인공위성으로는 주로 정지궤도 위성(GEO: Geostationary Orbit)과 저궤도 위성(LEO: Low Earth Orbit)이 사용된다.
이 중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이동 통신은 그 속도와 범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토대 마련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터넷 구축이 지형적으로 어려운 지역(산간오지 등)에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확장해나가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저궤도 위성 통신은 지구에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전파의 왕복 시간이 짧고, 90~120분 사이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빠르게 움직(8km/sec)인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위성끼리 서로 전파를 주고받아 글로벌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0.001초 시간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낮은 지연율*을 가진 저궤도 위성 통신은 더욱 중요하다. 그

밖에도 바다, 극지방, 험한 산지 등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사적 활용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크다.

* 통신 지연율(delay) : 정지궤도 통신 위성은 600~800ms(1m는 0.001초)의 지연율을 가지고, 저궤도 통신 위성의 지연율은 약
30~50ms다. 이는 해저 광케이블의 지연율(약 70ms)보다 뛰어나며 4세대 LTE의 지연율(약 20ms)에 근접하는 수치다.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2019년 기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약 77억 1,600만 명) 중

58.8%인 45억 3,600만 명에 불과하다. 여전히 30억 명의 인구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성 인터넷을
통해 육지(산간), 해상, 공중, 극지 등 모든 곳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다면, 지구적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물인터넷의 물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 한 우주 산업의 성장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저궤도 위성 인터넷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의 스페이스X는 2021년 8월 기준, 1,740개의 스타링크 위성 발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스페이스X는 2027년까지

1만 2,000개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주 인터넷 사업을 시도한 영국의 원웹(OneWeb)은 지금까지 254기의 위성을 쏘아 올렸다. 2022년에 위성 648기로 우주

인터넷망을 완성하여 글로벌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아직 아마존의 카이퍼(Kuiper) 위성과
캐나다 위성 기업 텔레샛(Telesat)에서 올릴 라이트스피드(Lightspeed)가 데뷔하기 전이지만, 향후 5년 이내에 대표적인
위성군(스타링크, 원웹, 카이퍼, 라이트스피드)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과 kt sat 등 많은 기업들이 우주산업으로 비즈니스 확장에 도전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030년
이후 저궤도 위성 2,000기 이상을 올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성 통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kt sat은
지난 2020년에 통신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위성 기반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앞으로 통신
사각지대인 해양, 우주까지 연결 가능한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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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위성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0년 6월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6G 시대를 준비하는 위성 통신 기술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저궤도에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려 위성 통신 시범망을 구축하고, 국내 위성 통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31년까지 지상에서 250km~2,000km 높이인 지구 저궤도에 위성 통신 기술을 검증할 저궤도
통신 위성 14기를 쏘아 올릴 예정이다.

kt sat 인사(교육) 담당자 및 위성통신 기술 분야 강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우주산업체 및 정부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제적으로 우주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하는 중이다. 특히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같은 기관의 위성통신 분야의 국내 인재들을 만나며,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우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19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에 참여한 적이 있다. 전문인력양성과정은 과학기술 현안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과학 소통 역량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신의 전문 분야 지식을 일반 시민 혹은 타 분야의
과학기술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궤도 위성통신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필수적인 기술로 부상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저궤도 위성은 천문학 연구를 어렵게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위성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많은 우주쓰레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우주 산업 발전을 향한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현 상황은,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를 도출해낼 수 있는 과학 소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실제 과학기술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고, 어떠한 현안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현장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필자는 과학기술의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 소통’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를 위해 향후 과학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의 박사님들의 강의 외에도, 기업
현직자들의 참여를 통해 각 분야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시도도 제안하고 싶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주산업인 만큼 활발한 과학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의 의견조율,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합심하여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필자소개
• kt sat 위성관제센터 위성궤도 엔지니어(15년~19년), 위성통신기술 사내강사(20년~22년)
•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위성체활용과정 강의(19년~22년, 20년 최우수강사 선정),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전문인력양성 과정 1기(19년~20년),

최선현 과장(KT sat)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강연(20년~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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