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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혹은 과학협회에서 비전문가 시민으로 하여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유래하고 있는 시민과학은 현재 프로젝트마다 과학자와의 협력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물종 개체수 조사 등 생태, 환경과학 영역에 집중되고 있던 시민과학 연구 

내용은 천문학, 분산 컴퓨팅, 강입자물리 영역까지 확장되어갔다. 시민과학은 시민 자원

봉사자들에 의한 데이터 수집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과학 연구 진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과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의 과학 

지식을 증진시키며 대중의 과학 이해를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이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 문제 해결에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 시민들의 경험지에 근거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민과학의 교육, 사회 정책적 가치로 인해 각국 정부들에서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정부 주도의 시민

과학 프로젝트들이 기획, 실행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고 있는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민과학 활동은 아직 주제 영역이 제한적이며 

활동의 주체로서 과학자나 시민 참여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가 늘어나고 또한 과학자들도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과학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시민과학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운영을 시민 참여 강화에 맞추어 세밀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주도의 자연조사 

활동이 시민과학으로서 실질적으로 과학 연구, 나아가 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학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시민과학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시민참여, 시민지식,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과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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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2015년 9월 30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국내정책위

원회(Domestic Policy Council)에서는 라이브 웹캐스트 포럼을 개최하여 

오픈과학 혁신의 형태로 시민과학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날짜로 정부 기구의 장에게 전달된 메모(memorandum)에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이자 과학기술정책실 책임자인 홀드런(J. Holdren)

은 시민과학과 크라우드소싱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 여기서 홀드런은 시민

과학의 경제적 장점과 시민의 과학 학습 능력 증진을 시민과학 

권장 이유로 들었다. 즉, 시민과학 생물다양성 프로젝트가 전 세

계적으로 실행되면서 연간 25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과학기술을 학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백악관에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시민과학 활동은 사실 19

세기로 그 연원이 올라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제도화되

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17년에 발간된 논문에 따르면, 영

국의 경우 환경 모니터링 특히 수질 관리 분야에 시민과학 프로

젝트들이 실행되면서 기존 환경청 등 정부 차원에서 포괄하지 못

하던 지역에서의 수질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해주어 시민과학이 

정부 역할을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dj-Hammou et.al., 

2017). 시민과학의 이런 보완적인 역할을 인정한 유럽 환경청(E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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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013년에 데이터 정책을 마련하면서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자신들의 공식적인 환경 데이터시스템에서 

활용할 것을 공표한 바 있다(https://www.eea.europa.eu/legal/eea-data-policy). 

시민들은 정보의 단순 수용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위치한 곳에

서 언제든지 환경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생산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 생산된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었다. 실제 포코크(Pocock) 등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생태, 환경 관련 시민과학 프

로젝트는 연 10%씩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며 다양한 관련 데이터

들을 생산해왔다(Pocock et al., 2017).

국내에서도 2006년부터 시민과학 프로젝트와 유사한 형태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지역 주민들이 해양보호구역 생태 모니터링

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2015년에 환경부는 시

민참여 자연환경 측정망 500개소 구축을 통해 자연환경조사에 시

민들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ʻ제3차 자연환경보건기본계획

(2016-2025)ʼ를 수립한 바 있다. 시민조사원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

나게 되면 자연환경 보전에 들어가는 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대량 정보 획득이 가능해지고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의 대중화도 가능해질 것임을 계획의 근거로 들고 있다

(김윤정 · 이현우, 2016:1).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이 수집한 관측 자료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공개해 국민과 함께 

연구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한국경제, 

2018.4.4). 방대한 천문 자료 분석에 시민이 참여하게 되면 몇몇 천

문학자들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자료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태지평과 같은 환경운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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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도 시민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시민 참여형 갯벌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특히 생태 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시민

과학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프로젝트 지원도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내 시민과학의 현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학 교육과 연관해서 국외에서 진행되는 시

민과학에 대한 소개 논문, 시민과학 일반에 대한 소개 글들이 출

간된 바는 있으나 국내 시민과학 현황을 정리한 논문은 없었다. 

2016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자연 환경 조사에 시민과학 활

용 방안을 연구하고자 환경관련 NGO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조사 

활동을 개괄한 논문이 발간되었을 뿐이다(김윤정 · 이현우, 2016). 여

기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과학의 성장 현황과 

시민과학프로젝트들의 분화 및 그 사회적 역할, 시민과학 정책 현

황을 정리하고 이를 배경으로 국내 시민과학의 현주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

들의 정책 활용 가능성과 과제를 알아볼 것이다. 

2. 시민과학의 성장과 분화

시민과학(citizen science)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ʻʻ일반시민의 참여로 

수행되는 과학연구로, 종종 전문 과학자와 전문기관과의 협력이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의 총칭ʼʼ으로 되어 있다(옥스포드 영어사

전, 2014). 이들 활동이나 일반 시민의 참여가 유사한 시민과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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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들에서는 좀더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시민과

학은 ʻʻ비직업적인 연구자들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활동, 기술 개발, 자연 현상 시험과 이들 활동을 전파하는 

일ʼʼ, ʻʻ비전문적인 과학자들이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술 

개발 혹은 자연 현상 시험, 활동의 결과물 전파와 같은 과학 활동

에 참여하는 패러다임ʼʼ, 혹은 ʻʻ새로운 과학지식의 발견이나 탐구

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ʼʼ이다. 또한 ʻʻ시민과학 프로젝트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한사람 혹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협업하게 할 수 있

으며 대중의 참여는 전형적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 혹은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ʼʼ에서 이루어진다(Ceccaroni and Pera, 2017:8-9). 

용어로서 ʻ시민과학ʼ은 1989년 미국 오드번 협회에 의해서 

처음으로 쓰였다고 한다. 오드번협회는 그해 산성비 관련 캠페인

을 벌이면서 225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빗물 샘플을 수집하도

록 했는데, 이 활동을 협회에서 ʻ시민과학ʼ으로 명명했던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샘플을 모으고 산성도를 체크하고 이를 기록하여 

협회에 보냈으며 이 기록은 산성비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임을 보

여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Haklay, 2015: 11). 시민들의 자발적

인 과학 정보 수집 활동을 일컫는 용어로 시민과학이 등장한 것

은 20세기 후반이지만, 비전문가 혹은 아마추어 과학자로서 시민

들이 과학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의 시민과학은 19세기부터 

존재했다. 스미소니언 연구소에서는 1848년에서 1870년까지 비전

문가인 미국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상관측 프로젝트를 실행한 바 

있고 오드번 협회에서는 1900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크리스마

스 조류 실태조사(The Christmas Bird Count)를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다(Wynn, 2017).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데이터 수집 활동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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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들어오면서 생물학 영역뿐만 아니라 천문, 컴퓨팅 영역으로

까지 확장되어갔다.

용어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시민과학을 다루는 문헌

들에서 통일성을 보이지만 시민과학에서 시민의 역할, 시민 지식

의 의미를 보는 시각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흐름이 존재하고 있

다. 사회과학 연구 맥락에서 ʻ시민과학ʼ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했던 앨러 어윈(Alan Irwin)의 시각과 자연과학 연구와 관련하여 시

민과학 용어를 받아들인 과학자의 시각이 그것이다. 사회학자 어

윈은 ʻ시민과학ʼ을 ʻʻ시민들의 우려와 필요성을 고려하고 지원하는 

과학... 시민들 스스로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과학의 한 형태ʼʼ
로 정의하며 전통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ʻ일반인(lay people)ʼ들 속에 

존재하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전문 지식을 보완하는 대안 지식으

로서 시민과학의 역할에 주목했다(앨런어윈, 2011). 어윈의 정의에 

따르면 시민들은 과학기관이나 협회 지도 하에서 정해진 데이터

를 수집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설정하거나 데이터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이를 

통해 전문 지식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은 과학자의 지도를 넘어

서서 스스로 대안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릭 보니(Rick 

Bonney)와 같은 과학자들은 전문적인 과학 연구에서 과학자들의 

지도를 받거나 혹은 긴 한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비전문가 시민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현재 시민과학으로 불리

는 활동에서의 시민은 두 시각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에서 시민의 역할은 전문 과

학자가 주도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다만 특정 데이터만을 수집하

는 역할에서부터 필요한 연구를 기획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14 과학기술학연구 제18권 제2호 007-041(2018)

해석하는 준전문가 역할까지 실로 다양하다. 몇몇 연구자들은 이

들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릭 보니는 전문 

과학자와 일반 시민의 역할 구분에 따라 기여형(contributory), 협력

형 (collaborative), 공동창작형(co-created) 시민과학 프로젝트로 유형 

구분을 하였다(UK EOF, 2012:10-11).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과학

은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단순한 데이터 수집가로 참여하는 기여

형 프로젝트로 분류되고 있다. 과학자들이 기획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데이터 수집을 같이 하는 시민들은 이들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하는 논문에 ʻ시민과학자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 영국의 

하클레이(Muki Haklay)는 시민의 참여 수준에 따라 ʻ크라우드소싱ʼ, 
ʻ분산 지성(Distributed Intelligence)ʼ, ʻ참여 과학(Participatory science)ʼ과 ʻ극
단 시민과학(Extrem Citizen Science)ʼ으로 시민과학을 분류하였다(EC, 

2013). 참여과학 단계에서 시민들은 문제 정의에 개입하게 되고 

극단 시민과학 단계에서는 데이터 분석에까지 참여한다. 하클레이

의 유형 구분에서 눈에 띄는 것이 극단 시민과학인데, 실제 진행

되는 프로젝트들의 내용을 보면 릭 보니의 공동 창작형 프로젝트

에서보다 시민 지식의 기여 정도가 더 높아 보인다. 하클레이에 

따르면, 극단 시민과학 프로젝트2)는 ʻʻ지역적 필요성, 실행, 문화 

1) 기여형 프로젝트는 전문 과학자들이 문제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며 일반 시민은 다만 

ʻ센서ʼ로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협력형에서는 프로젝트 기획을 전문과학자들이 하고 일반 시민

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 설정 방식에 대한 제안을 하며, 데이터 분석과 결과물 확산 작업

에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공동창작형 프로젝트에서는 전문과학자와 NGO 등 시민 조직이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일반 시민이 거의 모든 혹은 모든 과학 연구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2) 극단 시민과학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ʻʻFrom Non-Literate Data Collection to Intelligent Mapsʼʼ는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기기,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축적된 지식을 이용한다. 렵예방 지도 제

작 앱 개발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언어를 반영하는 등으로 

지역 시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어윈의 대안 지식으로서의 

시민 지식 활용의 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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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한 지역에 맞는 상향식 실천 방식으로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장비와 지식생산과정을 설계하고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건설하여 함께 일하는ʼ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http://www.ucl.ac.uk/excites). 위긴스 등은 연구 목표에 따라 

지역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ʻ실행 프로젝트ʼ, 자연 자원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는 ʻ보전 프로젝트ʼ, 과학 연구

를 목표로 하는 ʻ조사 프로젝트ʼ, 온라인 참여 형태인 ʻ가상 프로젝

트ʼ, 학교 과학 커리큘럼 일부로 진행되는 ʻ교육 프로젝트ʼ로 분류

하고 있다(Wiggins and Crowston, 2011). 

시민과학 활동은 인터넷 등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2000년대 이후로 숫적인 증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가 

더욱 다양화해졌다. 인터넷 인프라가 일반화되면서 주거지 인근의 

생태조사 데이터를 컴퓨터 조사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온라인으

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

불어 시민과학 프로젝트 데이터를 더 편리하게 기록하고 전송, 저

장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더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온라인을 이용한 참여가 가능해지

면서 데이터 수집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데이터 수집 장소 역시 확대될 수 있었다. 조류 실태 조사와 같은 

생태계 모니터링에 집중되던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외계생명탐사 

사업인 SETI@Home, 분산 컴퓨팅을 이용하여 단백질 구조를 밝히

는 Folding@Home으로 확대되었고 인터넷 발달에 따라 eBird3), 

3) 2002년, 미국의 코넬대학교 조류학실험실과 국립오드번협회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장소

와 시간 별로 조류의 개체수와 분포에 대한 기초정보를 마련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 원천들

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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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niverse 4)와 같은 온라인 기반 시민과학들이 부상하게 되었다

(Cooper, 2016). 온라인 기반의 시민과학은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

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프로젝트 참여 인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놓았다. eBird 프로젝트의 경우, 2002년에 시민들에 의해 수

집된 보고서는 20만개에 불과했는데, 2010년에는 130만개로 급증

했다(Dickinson et al., 2012: 70). 2007년 7월에 시작된 Zooniverse의 

Galaxy Zoo 프로젝트에는 하루에만 35000명이 참여해서 150만개의 

관측 데이터를 분류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Meyer and Schroeder, 

2015:83). 옥스퍼드 기후변화 연구팀에 따르면, 2014년에 연구팀에

서는 6만 명 이상의 휴면 컴퓨터를 활용하여 33,000개의 기후 모델

을 돌려 기후 변화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다(Haklay, 2015). 

온라인 시민과학은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 기반의 ʻ지식게임ʼ 
등장으로 과학 활동의 개방성을 다시 한번 확대해 놓았다. 2008년 

워싱터 대학에서 만들어 낸 Foldit 게임으로 시민들은 삼차원 시

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 단백질 구조 연구에 기여할 수 있게 되

었다(Schrier, 2016:33). 최근 스위스 바젤대 교수팀이 개발한 게임 

앱 ʻ디코도쿠ʼ는 게임을 통해 양자컴퓨터 오류 개선에도 시민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 앱 뿐만 아니라 자연 관찰 혹은 오

염 지도 작성 등을 손쉽게 해주는 스마트폰 앱 기술의 발전이 시

민과학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시민과학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시공간적 제한을 넘어서게 되었다. 제한적인 과학자들의 

조사 연구로 포괄할 수 없었던 지역의 생물종 데이터, 기후 변화 

데이터들이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될 수 있게 되면서, 생

4) 2007년, Galaxy Zoo로 출발하여 확대 발전하였고,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1백만 명 이상이 

온라인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민과학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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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과 기후과학 연구에 진전을 가져왔다(Cooper, Shirk and Zuckerberg, 

2014). 생태계 모니터링 활동도 인터넷 인프라 환경에서 이루어지

면서 자원봉사자 시민의 참가가 늘어났다.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

구에 게시된 정보의 30%가 전문 연구자가 아닌 시민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있다고 한다(김윤정 · 이현우, 2016).

한편, 환경 위험 관리나 환경 문제 해결과 연관해서는 소위 

공동체 주도의 시민과학(community-based citizen science) 활동도 다양

하게 전개되어 왔다. 지역 활동가 혹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도되

는 이들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앞서 유형 분류에 따르면 공동창조

형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시민들이 지역의 환경 이슈를 직접 발굴

하고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해석에 나서는 형태로 진행

되는 시민과학이다. 이들 프로젝트에서 과학 전문가들은 어젠더를 

설정하는 역할보다는 자문을 하고 프로젝트 실행에 가이드를 제

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학자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와는 달

리 여기서 축적된 데이터들은 논문 발간에 쓰이기 보다는 집단 

소송 혹은 정책 대안 제시의 근거 데이터로 직접 활용된다. 또한 

이런 유형의 시민과학에서는 시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측

정 도구도 고안해내기도 한다(Kullenberg and Kasperowski, 2016). 정유

회사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

이 고안한 도구로 공기질 측정에 나섰던 캘리포니아의 ʻ양동이부

대(Bucket Brigade)ʼ 프로젝트가 그런 예에 해당한다(Conrad & Hilchey, 

2011). 지역의 환경 의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은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환경 문제

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에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고 필요한 기술 

지식을 생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공동체주도 시민과학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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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극단 시민과학과 마찬가지로 대안지식 생산자로서 시민의 역

할이 돋보이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인 것이다.

3. 시민과학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정부 기관 혹은 과학협회에서 비전문가 혹은 아마추어 과학자 시민

으로 하여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유래하고 

있는 시민과학은 앞에서 보았듯이 과학자와의 협력 형태에서도 

다양화의 길을 걸어왔고 탐구, 조사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장

해왔다. 물론, 대다수의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오드번 협회나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대학 연구팀과 같이 과학자들에 의해 기획되고 

여기에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일정 훈련을 받고 데이터 수집에 기

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과학의 주된 역할은 기존의 과학 

연구 활동 지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환경운동 등의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민 스스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들을 

개량하여 기존 과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도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 프로젝트는 기존 과학 

연구 활동의 지원을 넘어 과학 연구 지형 자체를 바꾸어 놓고 또한 

관련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 시민들은 

기여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보다 확장된 경험을 하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민과학들은 어떤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시민과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한국 시민과학의 현황과 과제 19

활동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시민과학 일반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

를 분석한 논문은 아직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생물종 보존 관

련 시민과학 프로젝트, 혹은 각국별 생태 및 환경 관련 시민과학 

프로젝트의 사회적 의미를 정리한 논문과 보고서들은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과 영국환경관측계획(UK Environmental Observation 

Framework)에서는 2013년과 2012년에 생태 환경 관련 시민과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민과학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정리

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과학적, 교육적 가치는 물론 사회 정치적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데이터의 질 관리를 보장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 효과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과학 연구 

진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EC, 2013: 13).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과학 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시민

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미국의 ʻBirdhouse Networkʼ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은 조류 생물학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결합한 경우, 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EC, 2013: 14). 프

로젝트 참여가 대중의 과학 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를 향

상시킨 것이다. 유럽 연합 보고서는 한편으로 시민과학 프로젝트

가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 사

회의 NGO에 가입하여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 연

구를 직접 수행해보는 과정을 학교 교육에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과학교육 내용을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체 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 참여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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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 것이다(EC, 2013: 15).

데이터 수집에만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개별 과학 지

식 증진의 효과는 있었지만 과학 전반에 대한 태도, 혹은 생태나 

환경 관련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와달리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이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 문제 해결에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역

할을 했다. 환경 관련 시민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은 활동 

과정에서 지역민, 지역 시민단체와 교류하게 되면서 지역 환경 이

슈에 민감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공동

체 활성화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회적 

장점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시민과학은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에 바탕하여 보존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경우, 혹은 외

래 침입종들의 서식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등의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 시민들의 참

여에 바탕한 시민과학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경험지에 근거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

들이 지역의 환경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EC, 2013: 16). 

영국의 환경관측계획의 보고서 역시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환경 과학 관련 정보 수집의 가능성을 확대해주고, 대중의 과학이

해를 증진시키며 정책 결정에의 시민참여 확대를 결과한다는 점

에서 시민과학이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UK EOF, 

2012). 최근 시민과학 활동을 개관하는 논문들 역시 시민과학의 

의미들을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다. 생태 분야 시민과학 활동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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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디킨슨(Janis L. Dickinson) 등은 시민과학으로 인해 글로벌 차

원의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 차원

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가 가능해졌고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로 지구시민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Dickinson et al., 2012). 호주 대학에서 6년간 진행되었던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분석한 논문은 이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 대부

분이 프로그램 이후로 환경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

도 변화를 보었고 또한 시민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서 

데이터 오류를 더 세심하게 체크하게 되는 태도를 갖게 되는 변

화를 보였다고 한다(Mitchell, et al., 2017). 또 다른 시민과학 분석 논

문은 석유와 가스 시추 지역 주변의 대기질 모니터링을 실제 거

주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측정 횟수도 늘리고 거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공동체 기반 시민과학 조사 방법으로 바꾸어 

시행한 결과 정부의 대기질 정책 개선을 가져올 수 있었음을 보

여주었다(Macey, et al., 2014). 지역에서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선 

NGO들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행해지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은 

시민 참여가 다만 환경 과학 지식의 확장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Conrad and Hilchey, 2011).

한편,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사례들은 시민과학이 

근대 이후로 정립된 전문가 개념이나 이미지에도 실질적인 변화

를 결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과학자들이 주

목하지 못했던 지역 환경 문제를 비전문가 시민들이 스스로 발굴

하여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기도 하고 새로운 실험 도구 개

발을 통해 과학적 방법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어 

전통적인 과학자-일반시민의 지식 생산에서의 위계 질서를 해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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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환경 정책과 연관한 프로젝트들에서는 정부 정책의 기

반이 되는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이 

수행가능함을 보였다. 즉, 전문가 역할이 더 이상 과학자 집단에

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인 것이었다. 미국의 Public Lab 단체는 해

양전문가들의 항공기 사진보다 자신들이 개발한 풍선 카메라 사

진이 걸프만의 해양 오염 측정에 더 적합하고 지역 어부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Public 

Lab, 2014). 이들이 축적한 데이터는 미국 환경청에서 활용하고 있

기도 하다. 이렇게 시민과학은 지식 생산 과정에서의 과학 전문가

와 비전문 시민 사이의 위계질서를 해체하고 동등한 대안 전문 

지식으로서 시민 지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민과학의 역할이 이처럼 긍정적이지만은 아닌 것

으로도 알려졌다.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시민들 대다

수가 특정 생물종 혹은 특정 주제에 대한 선행 지식을 어느 정도 

쌓은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면서 지식 증진도 협소한 영역에 머물

며 과학 활동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고 한다. 특히 기여형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시민들의 참여로 연구 비용이 줄어들 것으

로 예상했으나 프로젝트 참여자가 대규모로 증가할 경우, 이런 비

용적인 장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EC, 2013: 16). 과학자와 

협력 연구를 하면서 기획에도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에도 참여하

게 되면서 시민 스스로 독자적인 실험 방법을 개발하여 과학자들

의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과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여 시민들 훈련에 개입했던 

것이었다. 제한된 시간에 시민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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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부분이어서 시민과학이 이런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기는 어

렵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에게 각인된 시민과학에 대한 기존의 이

미지도 시민과학이 갖고 있는 장점이 사회적으로 실현되는데 한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2007년부터 진행되고 있

는 OPAL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시민과학 프로젝트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

이 상대적으로 정확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입

관으로 인해 데이터들에 신뢰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데이터의 질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 이들 시민들이 수집

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기존 과학계가 부정

적인 시선을 보인다고 생각해서 데이터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Riesch and Potter, 2013). 과학자들의 선입견이 시민과

학의 적극적인 활용을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과학 프로젝

트들이 증가하면서 여기서 축적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데이터 품질은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생물다양성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가 축적한 표준 데

이터들을 공개하여 시민과학에서 축적한 데이터들을 이와 비교하

여 오류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품질이 개선되었던 것

이다(김윤정 · 이현우, 2016). 이런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지 

않은 비전문가 시민에 대한 과학자들의 전통적인 시각이 시민과

의 협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학이 지니는 높은 사회적 가

치로 인해 각국 정부들에서는 시민과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시민과학 활용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을 세우고 시민과학에 대한 예산 지원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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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국가 단위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참여 자

연조사 활동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 나서고 있다(UK EOF, 2012: 

40). 시민과학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들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들 개방을 통해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들 표준화와 데이터들 간의 개방성 

확대를 촉진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Haklay, 2015: 15). 미국의 

오픈 데이터 정책은 이와 같은 시민과학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

는 방향과도 연계되어 있다.

4. 한국 시민과학의 현황과 과제

국내에서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이 진행되

어 왔다. 여기서는 앞서 시민과학의 정의와 유형 분류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내 사례들을 개괄해봄으로써 국내 시

민과학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시민과학의 사회적 가치들을 정책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기여형 시민과학과 공동체 주도형 시민과학의 현황

국내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발

간하는 전형적인 기여형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화여자대학교 장이권 교수가 2012년에 시작한 ʻ
수원청개구리 탐사대ʼ가 그것이다. 어린이과학동아의 재정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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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처음 구성된 ʻ수원 청개구리 탐사대ʼ에는 어린이와 부모 80

여명이 참가하였고 탐사대 참여자들은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수원

청개구리의 서식지와 개체 수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조사 

활동은 2013년에는 ʻ매미ʼ와 ʻ귀뚜라미ʼ로 확대되면서 탐사대의 명

칭도 ʻ지구사랑탐사대ʼ로 바뀌었다. 탐사대의 활동은 2018년 현재 

6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그사이 참가자 규모도 2100명에 조사 대

상 생물종도 6종으로 증가하였다.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탐사대에 

참여하여 수집한 수원청개구리 데이터는 2014년 장이권 교수가 

국제 학술지 ʻ생태정보학ʼ 8월호에 발표한 논문에 사용되어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2267). 

멸종 생물종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의 형태로 시작된 이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학술 논문 생산에 활용되는 데이터 수집으로 과학 연

구에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멸종 생물종의 복원 사업도 가능

하게 하여 국내 생태 환경 보전도 도왔다. 2015년 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아 연구팀이 방사한 수원청개구리 성체 150마리 중에서 

11개체가 살아남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지구사랑탐사대처럼 전문 과학 분야의 논문 출간으로까지 

이어지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다. 다만 유

사하게 과학자가 프로젝트를 기획 하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공동

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례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12일까지 

진행된 ʻ백인천 프로젝트ʼ였다. KAIST 정재승 교수의 트위터 제안

으로 시작된 이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

드의 사라진 4할 타자에 관한 연구를 모델로 한국 야구에서 4할 

타자가 사라진 이유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78명의 일반 시민들이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표시했으나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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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58명이 남아 2012년 4월까지 대용량의 야구 데이터 분석, 출

판된 야구학 관련 문헌 분석 및 출간되지 않은 문헌 조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협력 연구 끝에 프로젝트팀은 KBO의 데이터 중에 있

는 몇 가지 오류를 찾아내 교정을 하고 통계학 조사 등에 근거하

여 과학 논문 발표까지 완수하였다(http://sciencebooks.tistory.com/343). 

일회성 프로젝트이긴 했지만, 이 사례에서는 참여한 시민들이 연

구 방법론 선정에서 데이터 분석, 논문 공동 집필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협력형 시민과학에 가까운 것이었다. 

과학자의 지도 하에 혹은 과학자와의 협력 하에 시민들이 

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아직 국내에서는 드

문 사례에 머물고 있다. 이보다는 시민환경단체들이 환경보존 운

동의 일환으로 1990년대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연환경 조사 활

동이 국내 시민과학 프로젝트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윤정과 이현우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환경연합 등 14개 

단체들에서는 단체가 위치한 지역의 소생태계에서 중요하다고 판

단되는 생물종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왔다고 한다(김윤정 · 이현

우, 2016:18). 조사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직업적으로는 교사, 회

사원, 주부, 자영업자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활동은 ʻ
해양습지조사단ʼ, ʻ시민생태조사단ʼ 활동으로 불리며, 2000년대 중

반에는 환경부와 산림청 등 국가 주도 식물 조사 작업에서 발견

하지 못한 새로운 종을 발견하여 시민과학 활동에 사회가 주목할 

수 있게도 하였다(문화일보, 2005. 5.8). 앞서의 기여형 시민과학 프

로젝트와 달리 자연 조사 활동은 지역 환경단체가 주도한, 공동체

주도형 시민과학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조사 활동에는 전문 과

학자들과의 긴 한 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조사 활동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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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수집

되는 데이터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데이터 관리도 어

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김윤정 · 이현우, 2016:19). 이렇게 시

민단체 혹은 시민조직의 자발적인 조사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프로

젝트는 2015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ʻ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경북

교사모임ʼ 소속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ʻ제비 첫 도래 시기 모니터

링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15. 4. 19). 

한편, 이런 공동체 주도 자연 조사 활동에 속하는 ʻ새만금시

민생태조사단ʼ5) 활동은 앞서 활동들과 달리 전문 과학자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졌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지역 생태계 파괴에 직면

한 지역 활동가와 시민들은 새만금의 환경과 생태 변화를 조사하

고 기록하고자 2003년 조사단을 꾸렸다. 시민생태조사단은 새만금 

간척 사업의 환경 영향 조사 활동에 나서고자 2000년에 결성되었

던 민 · 관 · 학 공동조사단과 한일공동조사단에 참여했던 활동가와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구성원 중에는 한일공동조사단에 속했던 동

북대학교 종합학술원의 사토 신이치 전문가도 있어 조사단의 활

동은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조사단은 

첫 출발에서부터 ʻʻ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조사하고 

기록하며 새만금의 변화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을 위한 시민의 과학을 실천하고자 노력ʼʼ할 것임을 분명히 하

고 있었다.6) 조사단에서 발간한 『새만금 생명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동안 120회에 걸쳐 이루어진 물새, 식물, 동물, 저서 동물 등

5)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활동은 홈페이지(http://cafe.daum.net/smglife)와 10주년 활동백서인 

『새만금 생명 보고서: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10주년 활동백서』를 통해 접할 수 있다. 

6) 『새만금 생명보고서』의 ʻʻ여는 글ʼʼ에서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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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사 작업조사 작업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새만금 생태계 보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었다. 즉, ʻ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ʼ은 지역 환경 문제를 스

스로 해결하고자 지역 활동가와 시민들이 조사 활동을 기획하고 

전문가의 협력을 조직한, 국내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전형적인 공

동체 주도 시민과학 사례였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에 필요한 데이

터를 시민들이 스스로 구축하였으며, 또 다른 공동체 주도 시민과

학 프로젝트를 가능하게도 했다. 조사단 활동에 참여했던 시민들

이 이후 인천저어새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인천 지역 생태계 모니

터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2) 공공기관 주도의 시민과학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습지보호지역 보

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면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링을 고려하게 된다. 2005년에 해양환경 ·  연구실 등

에서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 방향을 새로 정립할 필

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자율적인 관

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지역주

민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주민이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및 감시 활동을 담당하도록 하는 

정책 도입을 제안하였다(육근형 등, 2005).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서는 2006년에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을 지자체 단위로 실

행하도록 하였다. 즉, 정부의 기획 하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시

민 모니터링이 제도화된 것이었다. 2015년 현재 전국 14개 해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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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역을 대상으로 시민 모니터링이 실행되어 오고 있다. 

국외의 경우, 비전문가 아마추어 그룹들이 해양 생물종에 

대한 자발적인 조사를 계속해오거나 대학의 과학자 그룹이 해양 

생물 다양성 조사를 기획하고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 혹은 환경 운동 단체들에서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역 해

양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해온 경우들이 정부의 시민 모니터링 지

원 정책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민과학 

지원은 시민 모니터링 활동이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해양 환경 보호 정책의 효

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민 모니터링이 도입되면서 모니터링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모니터링을 실행할 시민 주체를 

양성해야만 했다. 모니터링 사업이 시작되던 해부터 지자체에서는 

결국 민간 사업자들에게 모니터링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였고 민

간 사업자들은 일반 시민들을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대신 준전문가에 해당하는 자연해설사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

였다(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16). 결과적으로 2015년까지도 시민 모

니터링은 시민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해양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18년 들어와 환경단체인 생태지평이 일반 시민의 모니터링 

활동을 돕는 앱을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시민을 공개적으로 모집

하여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http://ecoin.co.kr). 이전 민간사업자들의 

준전문가를 활용한 모니터링 사업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 참여 모

니터링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 기관에 의해 기획된 시민과학 프로젝트

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ʻ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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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기후변화 지표식물 모니터링ʼ 사업이다. 국립생물자원관에

서는 2012년부터 ʻ한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BON)ʼ을 도입

하여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관측을 통해 기후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종 생물 정보 수집을 시작하였다. 이 네트워크에는 생물다양

성 관측과 정보 교류 국제협력체인 지구관측그룹(GEO)와 27개의 

민간단체들이 결합해 활동해왔다(환경부, 2015). 2015년부터 국립생

물자원관에서는 사회기업인 네이처링이 개발한 민간플랫폼을 이

용하여 일반 시민이 기후변화 지표식물 모니터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니터링 사업에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일부 준전문가들이 참여하

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김윤정

· 이현우, 2016:21).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앱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회성 참여에 그치고 있

어 지속적인 활동을 견인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2015년부터 시민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지원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시민 참여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ʻ서울 제비 SOS 프로젝트ʼ가 그것이다. 서울시 푸른

도시국의 자연생태과가 지원하고 시민단체인 생태보전시민모임과 

생태교육 사회적 기업인 ʻ터치 포 굿ʼ, 국립산림과학원이 기획하여 

진행한 서울 제비 SOS 프로젝트는 서울에서 제비의 분포와 개체

수를 조사하여 ʻ제비와 더불어 사는 서울 만들기ʼ를 목표로 하였

다. 서울시는 이를 10년 프로젝트로 기획하여 2018년 예산에도 반

영해두었다(푸른도시국, 2018:27). 2015년 활동 결과로 650여 마리의 

제비 개체수가 확인되었고 서울에서는 제비들이 단독주택이나 연

립주택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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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계속된 활동에서는 서울 18개 자치구에 제비둥지 772개, 978마

리 개체수가 집계되었다. 2018년 제비 SOS 발대식에는 환경 분야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 2018.5.9.). 이 모니터링 사업에는 제비 보존 활동도 병

행되었는데, 제비둥지와 똥받이대 제작 및 보급 활동, 제비쉼터 

조성 활동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공공기관 혹은 지자

체에서 시민 모니터링의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프로

젝트 지원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준전문가

들의 참여로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시민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

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국내 시민과학의 과제

환경부에서 시민 참여 자연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ʻ제3차 

자연환경보건기본계획(2016-2025)ʼ를 수립하고 천문연구원 등에서 

시민참여형 천문 자료 분석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 것처럼 국내에

서도 시민과학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

나 앞서 국내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시민과학 활동 유형

과 내용은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자의 기획 하에 진행되는 기여형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의 공동체 주도의 자연조사 활동

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져왔으나 전문가와의 협력 없이 

진행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ʻ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ʼ 사례와 

같이 전문가와의 공동 활동도 진행되었으나 아직은 예외에 머물

고 있다. 국내 시민과학 활동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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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하에 시민 모니터링 프로젝트가 실행되면서 전형적

인 의미의 시민과학 활동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주도 시

민과학 프로젝트 초기에는 준전문가가 주로 활동하기는 하였지만 

최근에는 일반 시민 참여가 권장되면서 시민과학의 전형을 찾아

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시민과학의 사회적 의미에 주목하기 시

작하여 앞으로 국내에서 이런 시민 모니터링 프로젝트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외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민과학은 시민의 과학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지역 환경 문제 해결에 시민 지

식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오랫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시민지식과 전문지식 사이의 위계 질

서가 해체되기도 하고 시민의 이해에 맞는 정책 실행이 가능해지

기도 했다. 과학연구 역시 시민과학 활동을 통해 연구 주제의 확

대, 연구 방법 혁신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과학의 

성과를 국내에서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인다. 국내의 경우, 

무엇보다 시민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을 찾기가 어렵

다. 공공주도 시민 모니터링 조사에 참여하는 국립연구소 소속 과

학자들과 수원 청개구리 탐사를 이끈 과학자, 새만금시민생태조사

단 참여 과학자들이 모두라고 할 수 있다. 국외 시민과학 관련 문

헌들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자신의 연구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과학자들이 몇몇 등장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예외에 머물고 

있다. 이는 국외 전문가들과 유사하게 비전문가 시민들의 연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내 과학자들의 전문가주의에도 기인하겠지만 

국내 과학계에 내재한 양적 평가 위주의 전문가 평가제도에서 비

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과학 프로젝트에서는 비전문 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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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훈련이 필수적이어서 연구 자체 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요구하며 이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는 자신의 업적 쌓기 시간

의 희생으로 여겨지게 된다(Riesch & Porter, 2013).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형태로서 시민과학 활동이 과학자가 양산하는 

논문, 특허와 유사하게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지 않는 한 과

학자들의 활발한 시민과학 프로젝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공공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사업을 직접 만들어

내는 것도 국내 시민과학 활성화에 기여하겠지만. 과학자들 스스

로 시민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공공주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시민과학이 과학연구 활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과학자

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공공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국내 시민과학 활성화에 기

여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 참여를 증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

지며 그동안의 준전문가 위주 활동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일반 시민

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기획이나 재정 지

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의미

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

론, 활동 과정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앱을 개선한다던

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사 준비 활동을 기획하는 등의 

세 한 사업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사업에 참여하

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지역 시민 지식이 지역 공동체 환경 문

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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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시민의 이해를 따르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시민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의 다양한 참여

제도를 개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과학 프로젝트에서도 다양

한 시민 참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구 과정에의 

시민 참여는 과학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역 문제를 연구 주

제로 만들 수도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의 경우 시민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시

민단체 주도의 자연 조사 활동이 오랫동안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이 조사 활동이 국외와 달리 대부분 전문가와의 협력없이 이루어

져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체별로 데이터들은 축적되어 있으나 

전문가가 결합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축적된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비록 검증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활동은 국내에서도 공동체 주도의 시민과학 활동이 발전해

왔고 앞으로 성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시민단체가 축적한 

생물 다양성 데이터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데

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이 과학 연구나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환경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민과학으로 발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이들 자연 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함과 아

울러 이들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구축한 관

련 데이터를 개방하여 시민단체들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영국과 유럽, 미국의 오픈 데이터 정책이 국내에도 정착될 필

요가 있다. 자연조사활동만이 아니라 지역 환경 문제 연구에도 주

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민과학 프로젝트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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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들 연구 사업에 시민단체들, 지역 

시민조직이 연구책임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경우, 시민조사 활동이 전문과학자

와의 협력 하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한 수

집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미

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주변에 

존재하는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는 생태 모니

터링 프로젝트나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간의 네트워크

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시민과학연합(CSA)와 유럽의 유럽

시민과학연합(ECSA) 등이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들 조직은 

시민과학의 모범들을 서로 공유하며 활동의 확장성을 꾀하고 있

다. 아직 시민과학 활동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와 유

사한 네트워크 조직 형성을 통해 시민과학의 성공 경험을 나누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또한 환경 문제 해결에서 지니는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민과학을 환경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나가는 글

정부 기관 혹은 과학협회에서 비전문가 시민으로 하여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유래하고 있는 시민과학은 

현재 프로젝트마다 과학자와의 협력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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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물종 개체수 조사 등 생태, 환경과학 영역에 집중되고 있던 

시민과학 연구 내용은 천문학, 분산 컴퓨팅, 강입자물리 영역까지 

확장되어갔다. 시민과학은 시민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데이터 수집

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과학 

연구 진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과학은 프로젝트에 참여

한 시민들의 과학 지식을 증진시키며 대중의 과학 이해를 향상시

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는 지역 환경 이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 문제 

해결에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 시민들의 경험

지에 근거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정책 결정 및 실

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민과학의 교육, 사회 정책적 가치로 인해 각국 

정부들에서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정부 주도

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이 기획, 실행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고 있는 국외와 달리 국

내에서 진행되는 시민과학 활동은 아직 주제 영역이 제한적이며 

활동의 주체로서 과학자나 시민 참여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가 늘어나고 또한 과학자들도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인

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과학자에 대한 평가제

도를 개선하여 시민과학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운영을 시민 참여 강화에 

맞추어 세 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주도의 자연조사 

활동이 시민과학으로서 실질적으로 과학 연구, 나아가 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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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학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시민과학 네트워

크 구축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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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e and Tasks of Citizen Science in Korea
Park, Jin Hee

ABSTRACT

The projects of citizen science which is originated from citizen data collecting 

action driven by governmental institutes and science associations have been 

implemented with different form of collaboration with scientists. The themes of 

citizen science has extended from the ecology to astronomy, distributed 

computing, and particle physics. Citizen science c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cience through cost-effective science research based on 

citizen volunteer data collecting. In addition, citizen science enhance th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by increasing knowledge of citizen 

participants. The community-led citizen science projects could raise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mote the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blem-solving. Citizen science projects based on local tacit 

knowledge can be of benefit to the local environmental policy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These social values of citizen science make many countries develop 

promoting policies of citizen science.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introduced some citizen science projects. However there are some obstacles, 

such as low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scientists in projects which the 

government has to overcome in order to promote citizen science. It is 

important that scientists could recognize values of citizen science through the 

successful government driven citizen science projects and the evaluation tool 

of scientific career could be modified in order to promote scientistʼs 
participation. The project management should be well planned to intensify 

citizen participation.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open data policy which 

could support a data reliability of the community-led monitoring projects. It is 

also desirable that a citizen science network could be made with the purpose 

of sharing best practices of citizen science.  

Key terms❘citizen science,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 knowledge, community-led 

citizen science, science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