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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문화 프로그램
실태조사

-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기관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Scientific Culture Program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on 

Institutions Located in Daedeok Innopolis

권미자*, 정기주**

KWON MI JA * JEONG, KEE JU **

요 약 대덕특구 소재 13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과기출연(연))의 최근 3년간(2017∼19년)의 과학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활동방법과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과기출연(연)이 운영한 총 프로그램 수는 150개이며

기관 당 연평균 11.5개의 과학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과학문화 활동방법으로는 과학축제와 견학이 전체 프로그

램 수의 72%이고 운영주체는 ‘자체(PPOI)’ 프로그램이 68개(45.3%), ‘협력(PCPI)’프로그램이 82개(54.7%)로 조사되

었다. 또한 참가 대상의 87.2%가 초․중․고 및 대학생이며 성인대상의 프로그램은 없었다. 우리는 본 연구의 결과로

대중의 연구이해(PUR)를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내용중심으로 각 과기출연(연) 주관·주최

의 열린 과학축제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과학콘서트 등의 과학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주요어 : 과기출연(연), 과학문화, 자체프로그램, 협력프로그램, PUR

Abstract The scientific culture programs of 13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GRIST) in Daedeok Innopolis are studi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ctivities and 
operational types of programs conducted by GRIST over the past three years (2017∼19). The total 150 
scientific and cultural programs of GRIST were operational with annual average of 11.5 programs per institution. 
Science festival and field trip, as a scientific culture activity, account for 72%. By means of operational entity, 
the programs were identified as 68(45.3%) for PPOI(Programs Planned and Operated by Institute) and 82(54.7%) 
for PCPI(Programs Contributed and Participated by Institute). Also the 87.2% of all participants were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nd the program for adult participants was none. From 
this study, we suggest that open lab type of science festival programs, which organized and operated by each 
GRIST, to inform ongoing and advanced research for public understand of research (PUR) and science concerts 
for targeting adult audiences.

Key words :  GRIST, Scientific Culture, PCPI, POPI, 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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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

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대

중의 과학 소양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이 정부나 과학자의 노력만으

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와 참여 그리고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지지야말로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1].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은 연구개발(R&D)뿐 아니라

과학문화 확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과

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과학

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

책을 적극 수립·추진하고 있다[2].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는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 조성된 지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13

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연))이

소재하고 있다. 이들 과기출연(연)은 다양한 첨단 연구

시설과 많은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집단으로,

핵심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대중

에게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탐구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 대국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훌륭한 자원이다.

이렇듯 비형식 과학교육기관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과기출연(연)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및 대중과의 과학 소통을 증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및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발표한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도
과기출연(연)이 과학문화 확산의 주체로서 유관기관과

협력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같은 해 국가과학기술

연구회는 과기출연(연) R&R (Roll & Responsibility)방

안으로 과기출연(연)이 연구성과 확산 및 과학문화 활

동을 통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

한 바 있다[3, 4].

이에 따라 과기출연(연)들은 국민참여형 과학문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과기출연(연)의 과학문화 활동

은 각 기관의 홍보실, 과학문화팀, 대국민소통팀 등 홍

보업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부서의 과학문화 활동은 크게 대언론홍보활동과 대국

민직접홍보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학대중화’, ‘과

학문화’, ‘교육기부’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는 과기출연

(연)의 과학문화 활동은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

적 인재 육성을 위한 직접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와 평가를

거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

제이다[5].

지금까지 과기출연(연)의 과학문화활동 연구는 대언

론홍보활동 부문에서는(오동현, 2009; 정희준, 2011; 류

동수, 2015; 유지영, 2014) 석사학위 논문으로 다루어졌

으며, 대국민직접홍보활동에 대한 연구(정찬미, 2019;

최명은, 2018; 김희연, 2018; 조현준, 2015)가 있다

[6-13]. 그러나 이 연구들은 특정프로그램(견학), 혹은

특정 기관의 과학문화 활동에 대한 연구로 과기출연

(연) 과학문화 활동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에

소재하고 있는 13개 과기출연(연)에서 운영하는 과학문

화 활동 중 대국민직접홍보활동 프로그램의 실태와 특

징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

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과기출연(연) 과학문화 프로

그램에 대한 조사 내용은 자유학기제 운영 등 일선
학교의 학교 밖 체험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과기출연(연)의 과학문화 활동 중 대국민직접홍보

활동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하여 운영 활성화

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

속 과기출연(연)은 부설기관을 제외하고 전국에 한국과

학기술연구원(KIST)을 비롯하여 19개 기관이이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하고 있는 13개 기관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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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M),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한국생명공

학연구원 (KRIBB),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한

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한국화학연구원 (KRICT)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한국천문연구원 (KASI),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 한국항공우주연

구원(KARI)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과기출연(연)의

기관명은 영문축약명을 사용하고자 한다.

2) 과기출연(연) 연구부서에서 과학문화활동비를 사

용하여 자체적으로 과학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홍보 및 과학문화 관

련부서에서 수행하는 ‘과학문화 활동 중 대국민직접홍

보 활동’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3)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진행된 프

로그램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논문, 정책연구보고

서, 과학기술연감 등 문헌자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와 과기출연(연)의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으며, 홍보 및 과학문화 활동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의 이메일 교환, 직접 면담, 그리고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병행하였다. 또한 견학, 강

연,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대전사이언스데이 등 과학

문화 행사에 연구자가 직접 참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공개 청구하여 수집된 자료를 수정․보완하였다. 수집

된 프로그램은 개최횟수와 관계없이 내용 등 성격이 전

혀 다른 경우 1개로 계수하였다. 이렇게 계수된 프로그

램의 수는 총 150개였으며, 이들을 활동방법, 운영주체,

참가대상에 따라 분류한 다음, 정량적 측정이나 상세내

용 자체 보다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Ⅱ.과기출연(연) 과학문화 활동

2.1 과기출연(연) 과학문화 활동 연혁

우리나라는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시작

으로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 수립․추진에 따른 각 분

야의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과기출연

(연)이 설립되었다. 이후 과기출연(연)들은 국가 경제발

전을 위한 기술개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국

가 산업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

히 TDX․DRAM․CDMA 개발 등 IT 분야의 혁신적

성과를 비롯해 한국형고속철․한국형원자로 개발 등

공공거대기술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14].

오늘날 과기출연(연)은 과학기술기본법 30조에서
명시되었듯이 국가적 핵심 과학기술 개발과 보급이라

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외에 한국과학창의재단, 과

학관 등과 함께 과학문화 확산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대덕특구 내 과기출연(연)의 과학문

화 활동은 1980년대 중반 과기출연(연)이 입주하면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1992년 엑스포 방문객

들을 과기출연(연) 견학과 연계하기 위하여 발족된 과
기출연(연) 홍보협의회가 전환점이 되었다[15]. 이후

과기출연(연)은 1997년 정부의 ‘과학대중화원년’ 선포와

함께 정부 주최의 과학축제에 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학교 밖 과학기술 체
험활동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

한 과기출연(연)의 참여와 지원이 요구되었다[16].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
럼, 과학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과기출연(연)의 과

학자들이 과학문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이해

와 지지 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다. 나아가 과기출연(연)은 2005년부터 과학문화활동
비를 신설하여 과학자들의 과학문화 활동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가과학기술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기관평가에 과학문화 활동 실적

을 반영하는 등 대국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2 과기출연(연) 과학문화 활동 종류

과기출연(연)의 과학문화 활동은 각 기관의 홍보실

이나 과학문화팀 또는 대국민소통팀 등 홍보 및 과학문

화 확산업무 관련부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의

표 1에서 보인 바와 과기출연(연)의 과학문화 활동은 
대언론홍보활동과 대국민직접홍보활동으로 구분되

고 있다.



A Case Study of Scientific Culture Program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on Institutions Located in Daedeok Innopolis

- 320 -

표 1. 과기출연(연) 과학문화 활동의 구분
Table 1. Classification of scientific culture programs of GRIST

구분 세부내용

대언론
홍보

과학기술 정책, 연구개발 성과 및 현안문제 등에
대한보도자료발표등으로 국민의과학기술이해
촉진

대국민
직접홍보

견학, 캠프, 강연, 과학축제 등에 일반대중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본 논문의 조사대상인 대국민직접홍보는 대중을

각종 과학문화행사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다. 대언론홍보
가 홍보주제를 폭넓은 대중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

는 장점을 지니는데 비해 대국민직접홍보는 특정 지
역주민을 비롯해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에게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17].

2.3 대국민직접 과학문화 프로그램 종류

과기출연(연)의 대국민직접홍보 활동(이하 ‘과학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활동방법, 운영주체, 참가대상별로

표 2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2 에서 활동방법에 따른

6가지 유형은 선행연구(이선경 외, 2010; 오혜란 외,

2011)를 참고하였으며, 유형에 대한 설명은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에 의한 것이다[18, 19].

표 2. 과학문화 활동 프로그램의 분류
Table 2. Classification of scientific culture programs of GRIST

기준 유형 조작적 정의

활동
방법

견학
방문자들에게 전시관 관람 및 1∼2개의 연구
시설 체험

캠프
1일 이상의 과학체험활동
(Hand-on 활동, 견학, 유관기관 방문 등)

과학
축제

과학전시, 과학이벤트, 과학체험, 강연 등이
함께 진행되는 과학행사

강연 일정한 주제로 청중 앞에서 강의

연수 장·단기 과학학습 활동

경진
대회

특정한 주제로 우열을 가리는 대회

운영
주체

자체
(PPOI)

과기출연(연)이 직접 기획․운영

협력
(PCPI)

외부기관 주최 행사에 교육기부 참여

참가
대상

초저(1∼3학년), 초고(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일반

운영주체 분류는 과기출연(연)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 Programs Planned and Operated by

Institute, PPOI)’과 외부 유관기관이나 과학단체가 주최

하는 행사에 과기출연(연)이 교육기부 행사의 일환으

로 참가하여 운영하는 ‘협력 프로그램 (Programs

Contributed and Participated by Institute, PCPI)’으로

구분하였으며, 참가대상 유형분류는 각 프로그램 자료

집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였다.

Ⅲ. 과기출연(연)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실태

과기출연(연)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운영

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활동방법별로 분류하고 이들

을 다시 ‘자체 프로그램(Programs Planned and

Operated by Institute, PPOI)’ 및 ‘협력 프로그램

(Programs Contributed and Participated by Institute,

PCPI)’ 프로그램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기

서 프로그램의 수는, 개최 횟수가 아니라, 명칭을 포함

한 참가 대상, 내용 등 성격이 전혀 다른 경우를 1건으

로 계수한 것이다.

유형

기관명

견학 캠프 강연
과학
축제

경진
대회

연수 소계
합
계자

체
협
력
자
체
협
력
자
체
협
력
자
체
협
력
자
체
협
력
자
체
협
력
자
체
협
력

KBSI 3 1 1 - 1 - - 3 - - 1 - 6 4 10
KIMM 2 2 - - - - - 4 1 - - - 3 6 9
KBSI 4 2 - - 1 - - 4 1 - 2 - 8 6 14
KRIBB 3 2 - 1 2 - - 6 - - - - 5 9 14
KIER 1 2 - - 1 - 1 4 - - - - 3 6 9
KAERI 4 2 - - 2 - - 5 1 - 2 - 9 7 16
ETRI - 2 1 - 1 - - 4 - - 1 - 3 6 9
KIGAM 1 2 1 - 1 - - 4 1 - 1 - 5 6 11
KASI 1 2 - - - - 1 3 2 - 2 - 6 5 11
KRISS - 2 - - - - - 6 - - 1 - 1 8 9
KIOM 5 2 1 - - - - 5 - - 2 - 8 7 15
KARI 1 - 4 - - - - 6 - - 3 - 8 6 14
KRICT - 2 - - - - - 4 2 - 1 - 3 6 9
계 25 23 8 1 9 0 2 58 8 0 16 0 68 82

150
합계 48 9 9 60 8 16 150

표 3. 과기출연(연)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
Table 3. The status of scientific culture programs of GRIST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과기출연(연)이 3년간 운영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수는 모두 150건으로, 기관 당 연평

균 11.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관마다

조직․인력․예산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과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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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활동에 대한 미션도 다르기 때문에 각 기관의 프로

그램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으나,

KAERI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활동방법별로는 과학축제가 전체 프로그램 150건 중 60

건(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견학 48건(32%)

으로, 이들 두 개의 프로그램이 전체의 72%에 해당한

다. 운영주체별 프로그램 수는 ‘자체(PPOI)’ 프로그램이

68개(45.3%), ‘협력(PCPI)’ 프로그램이 82개(54.7%)로

‘협력(PCPI)’프로그램의 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조사기

간 3년 동안의 추세는 아래의 표 4와 같이, ‘협력(PCPI)’

프로그램의 수는 감소하는 대신에 ‘자체(PPOI)’ 프로그

램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4. 연도별 자체 및 협력 프로그램 수
Table 4. Annual number of programs in PPOI and PCPI during
2017∼19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체(PPOI) 프로그램 61 64 67

협력(PCPI) 프로그램 72 63 59

합계 133 127 126

한편, 표 4의 프로그램 수의 합계가 표 3의 합계와

다른 이유는 매년 프로그램의 신설·폐지가 나타났으며,

과학축제 참가에서 기관마다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었

다. 즉, 표 4에는 3년 동안 정례적으로 운영한 프로그

램뿐 아니라 폐지·신설된 프로그램이 모두 합해졌기 때

문이다.

Ⅳ. 과기출연(연) 과학문화 프로그램의 특징

활동방법에 따라 견학, 캠프 등 6개 유형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이 운영주체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자체(PPOI) 프로그램

과기출연(연)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활동방법별 프

로그램의 운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견학은 사전적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어떤 곳을 찾아

보고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과기출연(연)은 견학을 통

해청소년들에게미래과학기술자로의꿈을키울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있다. 그 중에서도 ‘자체(PPOI)’ 프로그

램으로 운영한 견학은 과기출연(연) 전체 자체프로그램

68건중 25건(36.8%)으로 ‘자체(PPOI)’ 프로그램중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중학교

의자유학기제프로그램이있다. 자유학기제는중학생
이 한 학기동안 일반교과 중심의 시험에서 벗어나, 진로

탐색 및 다양한 학생 주도활동을 하는 것으로, 과기출연

(연)에서견학형태로진행하고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서실험과체험활동의증가는특히과학활동
부문에서많이나타나고있다[20]. 그외프로그램으로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이해 중심으로 운영되는

KBSI의 미리보는 실험실, 일일과학자가 있으며,

KRIBB을 비롯한다수의기관들이방학동안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동·하계 연구원 방문의 날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KIOM은다른출연(연)과 달리주말에견학을허

용하는 주말 N 키움을 운영하고 있다.

캠프는 생생한 현장체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

을 습득하고 과학적 창의력을 배양하는 활동이다. 과기

출연(연) 캠프가대부분벽지학교학생이나장애우등소

외계층을대상으로보통 1년에 1∼2회 운영되는것에비

해 ETRI는 2018년 한 해 동안 26회 운영하였다[21].

한편, KARI는표 6에서와같이가족동반을포함한초

등학생 캠프에서부터 중. 고등학생, 특히 여성공대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항공,

위성, 발사체 등 각 연구 분야 현직 연구원들의 멘토링,

본원 및 고흥 나로우주센터 견학 등으로 이루어진다.

표 5. KARI 캠프 개요
Table 5. The overview of science camp in KARI

프로그램명 참가대상

대학생 항공우주 비전캠프 전국공대생

세상을 바꿀 미래 여성 엔지니어
아카데미

전국 여성공대생

청소년 항공우주캠프 중·고등학생

항공우주 가족과학 캠프 초등학생(가족동반)

강연은 전적으로 과학자에게 의지하는 프로그램이다.

과학자들은 일반 청중들에게 기초과학 연구를 설명함으

로써의사소통능력을향상시키고학생들의과학에대한

열정과 과학지식을 증가시킨다[22]. 과학자들은 연구개

발성과및이공계진로특강뿐아니라최신과학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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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한다. 과학자들은 단체를 대상으

로 하는 강연에서 참여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동영상,

애니메이션, 쉬운 단어 선택 등으로 강연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레인보우 토크 (KISTI), 과학자
와의 만남 (KBSI), 바이오 톡톡 (KRIBB), 찾아가는
EQ과학교실 (KIER), 지역민과함께하는원자력토크
콘서트 (KAERI),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과학기술
토크세미나 (ETRI)와 지질과학자가 전하는 지구이야
기 (KIGAM) 등의 프로그램으로 대중의 과학 소양 함
양에 기여하고 있다.

경진대회는조사결과 KIMM등 6개의 기관에서년 1

회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2018
과학기술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학경진대회는
청소년은물론성인에게도확대가필요한과학문화행사

로 나타났다. 하단의 표 6을 살펴보면, 경진대회의 주요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기관명 프로그램명 참가대상

KIMM KIMM 과학꿈나무 기계제작 대회 초고․중

KBSI 주니어닥터 과학상상그리기 초․중

KIGAM KIOM 지구사랑 미술대회 초등

KAERI 원자력창의대회 중․고

KASI
천체관측대회 중․고

천체사진공모전 제한없음

KRICT 화학창의대회 중․고

표 6. 과기출연(연) 경진대회 개요
Table 6. The overview of science competition in GRIST

2009년부터 시작된 KIMM의 KIMM 과학꿈나무 기
계제작대회는 기계의 원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표현
한 창의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것으로, 전국 초등학생 4

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개최되

고 있다. KASI의천체관측대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진로탐

색에 기여하고자 진행되며, 2014년부터 시작된 KRICT

의 화학창의경진대회는 화학의 역할 및 중요성을 알
리고, 화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주

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수는대상에따라청소년, 대학생그리고교원연수

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교원연수는 첨단과학기술이

나과학기술의사회적이슈를이해하는기회를제공하여

교사의 전문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교육청에

서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직무연수의 형태로 진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표 7과 같이, 13개 과기출연(연) 중 6개

기관에서 초·중등 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구 분 세부내용

참가기관 KISTI, KAERI, KIGAM, KARI, KRICT, KRISS

참가대상 초·중등 교사

연수유형 직무연수

연수기관 2일∼5일

표 7. 과기출연(연) 교원연수 운영 개요
Table 7. The operational status of teacher training in GRIST

1995년부터시작된 KASI의교원연수는최신천문학

지식 전달을 통한 교사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

고있으며, 과기출연(연) 교원연수중가장오랜역사를

가지고있다. 2018년 말까지 6,150여명의교원이참가하

였으며,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현대 천문학 분야의 실

질적이며 최신 지식을 학습하여 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23]. KIGAM의 교원연수는 2010년 시

작되어과학강의, 실습, 연구실투어, 야외조사등의교육

이 진행된다. KARI은 2015년부터 KISTI, 국가핵융합연

구소와 공동으로 융합과학 직무연수를 공동으로 실시하

고있으며, 참가교사들은 3개기관의연수를동시에경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AERI는 직무연수 외에 원자

력과방사선이슈에대한교사들의이해증진을위한세

미나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한편, 과기출연(연)은 초등학생뿐만아니라청소년과

대학생을대상으로다양한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

다. 표 8에서보면 KBSI을 비롯한 6개기관에서정례적

으로 운영하는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수 기간도 1주일

부터 11개월이소요된다. KBSI는 청소년및이공계대학

생을대상으로 R&E(Research & Education) 프로그램
과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 소속 연구원이
직접참여하여 1주일에서 8주 동안주제선정, 연구설계,

실험, 결론 도출, 보고서 작성 등 전문 지도가 진행된다.

추후 R&E(Research & Education)에서 발표된 소논문
은심사를통해평가·수상이이뤄진다. ETRI의 IT 어린
이기자단및대학생기자단현장탐방 프로그램은과학전
시회탐방, 연구원인터뷰, SNS 기자로참여하며연수기

간은 11개월로 표 9의 프로그램 중 가장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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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프로그램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대학생을위

한연수는각기관의연구주제와관련된전공학생을중

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또한견학등다른유형

들의 프로그램이 ‘과학 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S)’를 위한 것이라면 연수는 ‘연구의 이해

(Public Understanding of Research, PUR)’ 중심으로 이

뤄지고있는것이다. 즉견학, 캠프, 강연등이단순히과

학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인데 반해, 대학생 연

수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Ongoing Research)를 참가자와의 쌍방향 소통의 방법

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써 과학전문 집단으로서의 과기출

연(연) 과학문화 활동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다.

기관명 프로그램명 참가대상 기 간

KBSI
R&E프로그램

청소년 및
이공계대학생

8주
이상

인턴쉽프로그램 청소년 1주일

ETRI
IT어린이기자단 및
대학생기자단현장탐방

초등4∼6학년,
대학생

11개월

KIGAM
나는야, Field
MASTER

초등5∼중등1 2박 3일

KASI 소백산천문대겨울학교
관련

전공대학생
4박 5일

KIOM
KIOM 리서치캠프 관련

전공대학생

2박 3일

KIOM 글로벌 원정대 2∼3주

KARI

NASA 국제
인턴십

대학교
3학년이상 및
석·박사과정

16주

ISEB
국제학생프로그램

항공우주분야
석/박사 과정

10박
12일

표 8.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요
Table 8. The programs for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in
GRIST

4.2 협력(PCPI) 프로그램

‘협력(Programs Contributed and Participated by

Institute, PCPI)’ 프로그램은 과기출연(연) 스스로 기

획․운영하는 ‘자체(Programs Planned and Operated

by Institute, PPOI)’ 프로그램과 달리 한국과학창의재

단, 정부나 지자체, 지역 과학관이나 언론사 등이 운영

주체가 되는 과학행사에 참가하여 교육기부 형식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과기출연(연) 과학문화 활동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7%를 차지한다. ‘협력(PCPI)’프

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견학은 주니어닥터와 꿈나무
과학멘토 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주니어닥터는 청
소년에 대한 창의적 성장 환경 조성을 배경으로 시작되

었으며, 과기출연(연) 중 하나인 KBSI가 주관·주최하고

있다.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들

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행되며, 해마다 참가인원이 증

가하고 있다. 2019년 실적을 살펴보면 과기출연(연), 공

공기관, 대학, 민간 등 40개 기관이 참여하여 157개 프

로그램을 총 458회 운영하였으나, 과기출연(연)은 11개

프로그램을 48회 진행하는 데 그쳤다[24].

꿈나무과학멘토는 지역 내 과학 인프라인 대덕특
구 출연(연)과 대학을 멘토로 하여 지역의 과학꿈나무

를 키우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대전광역시 유성

구의 대표적 과학문화 활동이다. 과기출연(연)은 연구

원과 지역 학생을 멘토-멘티로 연결, 과학실험 및 체험

중심의 과학멘토링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3

∼11월 사이에 유성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9는 과기출연(연)의 ‘협력(PCPI)’ 프로그램의 견

학과 과학축제 현황이다. 과기출연(연)의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학축제는 조사결과 KIER 
제주 혼디모양 과학축제, KASI의 천체관측대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협력(PCPI)’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
분

프로그램명 운영주체 2017
년

2018
년

2019
년

견
학

꿈나무과학멘토 유성구청 12 12 9

주니어닥터 기초지원(연) 11 11 11

과
학
축
제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한국과학
창의재단

11 9 10

사이언스데이 대전국립
중앙과학관 7 6 2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

대전광역시 9 6 5

대덕넷과학
마을축제 대덕넷 12 11 13

기타 과학축제 지자체 및
과학단체 등

6 6 7

합 계 68 61 57

표 9 과기출연(연) ‘협력(PCPI)’ 프로그램 운영현황
Table 9. The status of PCPI programs of GRIST

이러한 과학축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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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주제로 전시, 공연, 강연, 체험, 세미나, 토론 등을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 행사로, 참가자에게는 과학에 흥

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체공하며, 과학자들

에게는 일반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과기출연(연)은 과학축제에서 과학의 기초원리

및 과학기술 발달사, 연구 성과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실물 또는 모형을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하고 있다. 특히, 과학전시는 우수한 과학과 과학문

화를 시민사회에 효과적으로 소통시키는 통로로 활용

할 수 있다. 과학전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존

의 관람위주의 단방향 전시형태에서 관람자와 전시물

간의 인터렉션을 이용한 쌍방향 체험형 전시가 새로운

전시형태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25].

한편, 우리나라 과학축제의 대표적인 행사는 대한
민국과학창의축전으로 1997년 이후 매년 여름방학 중
에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과기출연(연)은 매년 10

개 내외의 기관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현장조사 결

과 프로그램 내용은 우수연구성과 전시, 과학키트 조립

등으로 연구기관이 할 수 있는 ‘연구성과 전시’외에 체

험활동 부분에서는 다른 과학단체 프로그램과의 특이

점은 찾기 어려웠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대전사이언스
데이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과학놀이 등을 통해 과
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립중앙과학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2000년부

터는 외부 유관기관의 협력을 받아 방문객이 직접 참여

하는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대전사이언스데이와 대전사이언스페
스티벌은 3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4.3 참가 대상

과기출연(연)의 과학문화 프로그램 대상은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가대상을 년도

별로 정리한 결과는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연도별 합계가 프로그램의 수보다 많은 것은 1개 프로

그램에 여러 대상이 중복되었기 때문이다

위 내용에서 ‘제한 없음’ 은 과학축제 및 일부 견학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을 표현한 것이다. 표 10에서 ‘제한

없음’을 제외하면 과기출연(연)의 150개의 프로그램 중

에서 일반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2∼4개에

불과하다.

표 10. 년도별 참가대상별 프로그램 수

Table 10. The number of programs vs participants for 2017∼19

연도
대상

2017년 2018년 2019년
갯수 % 갯수 % 갯수 %

초등학생 69 31 71 32 69 32
중학생 50 22 53 24 51 23
고등학생 25 11 25 11 26 12
대학생 14 6 13 6 14 6
교사 8 4 8 4 8 4
일반성인 2 1 3 1 4 2
제한없음 57 25 46 21 46 21

합계 225 100 219 100 218 100

표 10에서 성인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강연

뿐이며, 그 외에 견학, 캠프, 과학축제에 일반 성인

이 참가하지만, 이는 자녀들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

로 참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정부는 2003년 제1
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과학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요구로 참가 대상을 청소년 위주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으나, 과기

출연(연) 과학문화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 성인만을 대상으

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부설기관을 제외한 19개의 과기

출연(연) 중 13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과기출연(연)의 과학문

화 활동 실태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활동방법, 운영

주체, 참가대상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 최근 3년간(2017

∼2019) 13개 과기출연(연)이 운영한 총 프로그램 수는

150개로, 기관 당 연평균 11.5개이다. 활동방법별로는

과학축제와 견학이 전체 프로그램 수의 72%를 차지하

였으며, 운영주체별로는 ‘자체(PPOI)’ 프로그램이 68개

(45.3%), ‘협력(PCPI)’프로그램이 82개(54.7%)로 조사되

었다. 참가 대상은 87.2%가 초․중․고 및 대학생이며,

일반 성인만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

었다.

과기출연(연)은 현재 연구 중인 내용을 연구자가 직

접 보여주고 설명하는 대중의 연구이해(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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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Research, PUR)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향후 프로그램의 운영

횟수, 참가자 수, 고객 만족도 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서 과기출연(연)만의 차별

화․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논의가 활

발히 이루어 질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자유

학기제 운영 등 일선 학교의 학교 밖 체험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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