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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교육개발원(2006)은 미래의 한국 사회를 저출산 • 고령화의 언구 구조 개편， 정치 •

행정체제의 분권 • 지방화，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세계화의 섬화， 다문화주의 전개

남북한 통합 등으로 전망하여， 미래사회에서는 자기주도 학습과 문제해결력 등의 강조와

함께 국민들의 평생학습 수요에 따른 학교의 역할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래사회의 학제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초 •중 • 고의 기본

학제 외에 각종 학습결과를 인증 받는 특별학제와 평생학습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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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정부 • 민간 합동작업단(2006)은 ‘함께 가는 희망 한국’ 건설을 위한 5대 전략 중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경제 •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인력개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방과 후 활동 등 양질의 다양

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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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의

몫을 해야 한다. 더구나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서는 인터넷이나 이동 통신 방송， 유무선

방송 등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져 있으므로 교육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다. 동아사이언스(2005)는 이러한 정보화 혁명 속에서의 과학교육을 대중매체，

* 본 논문은 본 연구진이 과학문화재단에 제출한 보고서 ‘과학기술엠버서더 강연 운영사업의 발전

방향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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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등 학교 밖의 관점을 위주로 하여 다양하게 제시하여 과학문화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요즈음은 특히 급변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일반 대중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심리적 거리감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과학 대중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 대중화 사업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을 위주

로 하여 1960년대 이래 과학체험활동지원， 과학전시회 개최， 과학강연 등을 지속적으

로 시행하여 왔다. 21세기에는 첨단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전문가간의 소통도 상

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에서 국민들의 과

학에 관한 이해와 올바른 이식을 도모하는 과학 대중화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

고 있다. 과학 대중화 사업 중에 특히 과학 강연 사업은 첨단과학 분야에 관련된 연

구자나 기타 과학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접 첨단과학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연구자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현장의 이야기와 함께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엽이다. 또한 이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확립하도록 도와주

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의

미를 지니는 사엽이라 할 수 있다.

과학 강연 사엽은 한국과학문화재단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엠버서더 강연을 위주로 하여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2006년 2007년에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주최로 전국적으

로 진행된 과학 강연은 연간 약 1300여 건 이상이며，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한국과학문화재단， 2oo7a, 2oo7b).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과학강연

운영사업의 향후 확대 실시 및 개선을 위하여 과학강연 운영사업의 실태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엠버서더 강연 운영사업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재정립

및 재조명하고 강연 대상 분야， 강연 내용 분야， 사업 운영 분야 등의 관점에서 연구

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과학기술엠버서더 강연 운영사엽의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엽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외의 미국， 영국， 일본들의 유사한 프로그램

을 조사，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과학기술엠버서더 강연 운영사업의

향후 발전방안 및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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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햄버서더 사업운영현황

2.1. 과학기술엠벼서더 사업의 의의 및 기대효과

과학기술엠버서더사업은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엠버서더로 활동함으로써 스스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대중과 대화하는 ‘과학지식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은 과학기술엠버서더의 강연에 참여하여 과학기술자의

열정과 도전의식을 나누고 접함으로써 과학기술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확립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얼반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함양

및 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과학기술엠버서더 사업의 기대 효과로서는 과학기술엠버서더 사업을 통해 청소년

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이공계에 진학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일반 대중이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이나 과학기술로

야기 되는 사회， 문화，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연구

분야 및 그 중요성을 대중에 알려고 사회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과학기술엠버서더 자신의 사기진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과학기술엠버서더 강연 등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일반

대중의 지원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21세 기 과학의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2. 과학기술햄버서더 사업 추진 현황

과학기술엠버서더 사업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후원 하에 한국과학문화

재단이 주관하여 시행하였는데 2006년 1월 2일-2006년 12월 31일까지 의 추진실적

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엠버서더 초청 강연은 재단에서 직접 운영한 강연이 921 회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학기술엠버서더 활동으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 벽지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는 것인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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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벽지 학교에서 행한 강연은 사이언스 북 스타트 운동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엠버

서더가 도서산간지역을 방문하여 강연 및 대화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엠버서더 초청 강연으로서 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한 강연이 100회 이

다. 이는 과학기술엠버서더 운영 형태의 개선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에

분리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대한수학회와 한국여성과학

기술단체 총연합회에 각각 50회씩 위탁하여 총 100건의 강연을 진행하였는데， 강연

자 섭외부터 강연지원금 지급까지 학회에서 전담하여 운영하고 각 학회는 강연을

완료한 후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단으로 제출하였다.

한편， 연구소 탐방 • 강연은 57 회인데， 이는 실험 • 질습 · 연구 현장 견학을 원하

는 학생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을 기관과학

기술엠버서더로 위촉하여 학생들을 연구기관으로 초청하여 탐방 • 강연을 실시한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명사와의 만남은 54 회인데， 청소년틀이 존경하는 과학자와 자유롭

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과학관과 중앙과학관에 과학기술명

사의 방을 마련하여 행사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엠버서더 사업 홍보 및 강연신청， 강연일정 확인， 강연 자료 및

강연 동영상 서비스 등 과학기술엠버서더 사업의 참여와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

다음으로 2007년 1월 2일-2007년 12월 31 일까지 시 행한 2007년도 과학기술엠버

서더 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엠버서더 초청 강연은 재단에서 직접 운영한 강연이 1,104 회이다. 이는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연 신청을 받아 강연을 실시한 것인데， 고3

학생대상의 강연은 수능 직후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도서

관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도 강연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경찰서， 문화센터에서

경찰， 주부 등 일반인 대상의 강연을 실시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엠버서더 초청 강연으로서 위탁강연이 35회 이 다. 이는 지역 과학

문화 활동 거점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과 인천에 위탁하여 실시한 강연으로， 부

산지역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 위탁하여 25회 실시하였고， 인천지역은 인천대학

교에 위탁하여 10회 실시하였다. 강연이 대부분 11월과 12월 에 진행되었으며， 강연

자 섭외 시 부산과학기술협의회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강연자를

발굴하였으며， 추후 과학기술엠버서더로 위촉 신청하기로 하였다. 위탁강연도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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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청된 강연을 해당지역에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약이 지연되어 각 위

탁기관에서 별도로 강연을 신청 받아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깅-연자 섭외부터 강연

지원금 지급까지 각 위탁기관에서 전담하여 운영하였고 강연기증품은 재단의 강

연기증도서를 기증하고 강연 완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단으로 제출하였다.

한편， 연구소 탐방 · 강연이 102 회， 과학기술명사와의 만남이 104회 이루어졌고，

계속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

2006년과 2007년 강연 현황을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재단 직접 운영 921 1,104

과학기술 50 25
엠버서더 (대한수학회) (부산과학기술협의회 )

:z-처~ 7d-여 위탁강연 50
10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
(인전대학교)

연합회)

연구소 탐방·캉연 57 102

과학기술병사와의 만남 54 104

합 계 1,132 1,345

그리고 과학기술엠버서더 초청 강연은 다음의 표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강연 신청

강연 준비

강연 공고
·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강연안내 공문 발송

·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접수

· 선착순 마감

해당 과학기술엠버서더 접촉

강연 일시， 장소， 대상 조정

· 과학기술엠버서더는 강연 주제 및 강연 자료 제출

· 강연 초청 학교는 강연 준비 (현수막， 포스터 부착 등)

강연 초청 기증품 학교에 우송

과학기술 I . 자연 과학 및 공학과 첨단 과학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 현황

엠버서더 l 주제I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주제

강연 I .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이나 진로와 관련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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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서」 시간(분)

강연
과학영상물 상영(선택) 20
강연자와 행사 소개 5

진행 강연 50
질문과응답 15

· 강연 후 담당 교사 강연결과보고서 제출

강연 결과 · 강연 후 과학기술엠버서더는 강연 소감문 제출

및 평가 · 강연만족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강연 모니터링 맞 장기발전방향 연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3. 국내외 관련 프로그램 현황

3.1 국내 문화콘텐츠 엠버서더1) 사업

국내의 과학 관련 강연 중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한국문화콘텐

츠 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엠버서더 사업

이다 이 사엽은 엠버서더 초청강연， 청소년 문화콘텐츠 창작 페스티벌과 문화콘텐츠

청소년 기자단 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다음 내용들은 http김/젝llb신，kocci;1，oLl니‘ 에서

참조 하였다[8]

3.1.1. 문화콘텐츠 엠버서 더 초청 강연

문화콘텐츠 엠버서더 초청 강연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분야의 전문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시설 등을 찾아가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에게 애니메이션， 캐럭

터， 만화， 음악， 영화， 게임， 방송， 모바일， 에듀테인먼트， 공연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의 현주소와 미래의 비전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는 산교육을 제공한다.

엠버서더 구성은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게임， 영화， 음악/공연， 방송， 에듀테

인먼트 등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현장 전문가， 학계 교수，

정책입안자， 정부， 기업의 전문인 또는 관련 분야 학계 연구원， 문화콘텐츠 분야

의 종사자로서 문화콘텐츠를 알리는 데 관심이 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 청소년

1)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에서는 엠버서더로 칭하나， 본 연구에서는 엠배서더토 통일함，



;ζ

국내 · 외 과학 강연 프로그램 현황 연구 107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등에 문화콘텐츠 나눔과 사회 환원을 함께 하실

문화콘렌츠 관련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엠버서더 초청강연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강연을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이

온라인으로 강연신청을 하면， 강연 담당자가 강연 신청일 한 달 전에 신청자(학교

나 기관)에게 연락하여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에 희망 강연일， 강연분야， 강연지역

등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 엠버서더와 연결시켜준다. 강연 2-3주전에 강연 신청자

에게 강연 확정내용을 알려주면 신청자가 엠버서더와 전화 접촉을 하고， 강연

담당A}는 이메일로 엠버서더 관련정보， 연락처 및 강연진행정보를 발송한다. 강연

일주일전에는 강연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강연 하루

전 강연담당자가 강연신청자에게 강연 전 최종 확인 전화 하고， 강연일 문화콘텐츠

엠버서더 초청 강연이 진행된다.

강연시간은 정규/특별활동/방과 후 시간 캠프/축제 등의 행사 관련 없이 약 90분

이며， 강연기간은 2007년도의 경우 2007년 5월 - 2008년 2월 이 다. 강연은 문화콘텐

츠관련 영상상영(I5분) , 행사 및 엠버서더소개 (5분) , 강연 (60분)， 질문 및 마무리 (20

분)로 구성된다. 강연대상 및 규모는 전국의 중고교학급이나 동아리 대상이며 13

세에서 18세 나이의 청소년이며 최소 30명 에서 최대 100명 까지로 한다. 초청강연

자료는 청소년의 진로 탐색용 진로가이드북 자료로 활용한다. 강연 후 강연담당자가

강연신청자에게 강연 후 확인 전화를 하고 담당선생님은 설문보고서(학생용 설문

조사， 교사용 설문조사， 초청강연요약서， 강연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소감문(학생

4-5명 선정하여 소감문작성)을 강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측은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인 중 신청 해당

분야의 가장 적임자를 강연자로 매칭하고， 엠버서더 강연료， 진로지도 워크북， 문

화콘텐츠 영상물 지원한다 신청자는 학교장， 지도교사， 동아리 관계자등 제한 없

으며 문화콘텐츠 엠버서더(강연자)에게 학교 안내， 초청강연 홍보(학교흠페이지，

학생， 학부모 대상)， 강연에 필요한 기자재(마이크， 빔프로젝터， 노트북 등 엠버서

더가 필요로 하는 기자재)를 준비한다.

3.1.2. 문화콘텐츠 진로가이드북

대중문화평론가인 김봉석씨가 저술한 ‘공상이상 직업의 세계’라는 책을 문화콘텐

엠버서더 초청 강연을 신청하지 못한 학교나 청소년기관에게 보내주는데， 이

책은 무궁무진하게 넓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세계에서 재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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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맞는 직업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소질에

3.1.3.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타 홈페이지에 비해 재미있고 편리하게 만들어졌으며， 이달의 엠버서

더의 동영상을 올려놓아 흥미 유발시킨다. 특별히 위촉된 엠버서더 명단이 분야별

로 찾기 쉽게 잘 되어있고 이달의 강연도 강사， 강의제목， 장소 분야 등이 잘 정리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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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외 프로그램 현황

3.2.1 미국 화학공학회 시카고지부(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Chicago Section)의 Student Outreach 프로그램

다음 내용은 며않펴핀단꼬겐ch흐쉰꾀익펴gι인횡쉰띠뿌끄t O따얻젠h어l 서 참조하였다. [9]

Student Outreach 프로그램 목표는 과학 공학， 그리고 물론 화학공학에 대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가르쳐서 과학에 관심이 전혀

없는 학생들을 과학에 눈뜨게 만드는 것이다.

Student Outreach 위원회는 시카고 인근 어린이들에게 화학공학 전공분야를 소

개하고 장려하는 것을 도우려는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는데， 참여방법은 과학엠버

서더로 봉사하거나， 매년 10월 중순 미국화학회의 화학의 날 행사장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중 • 고등학생과 대화함 기회를 가지거나， 매년 2월 일리노이 공과대학이

주관하는 공학인의 날 행사에 부스를 차려놓고 전국 공학인 주간을 경축하며 수

많은 중 · 고등학생들과 만나서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과학전시회 (Science Fair) , 시카고 공립학교 지역 과학전시회， 또는

미래도시 경합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특히 일리노이공대는 매주 목요일 오후 모임을 가지며 대학생들은 다른 전문

엔지니어가 기술 관련 주제나 진로관련 주제에 대하여 강연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고， 많은 학생회들은 공장견학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중에서 과학

강연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진로체험의 날 행사에 공학자를 요청하는 학교에 가

서 하루 강연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시카고 지부의 각 회원이 한 학교를 방문

하도록 하는 것이고， 각자 방문할 학교를 선정하고， 추천을 원하면 도와준다 선생님과

주제를 션정하고， 강연 후 강연자 키트(Speaker ' s Kit)의 평가서를 작성한다.

강연자 키트는 강연준비 자료， 강연 평가서 빛 발표요약서， 체험프로젝트/발표

자료， 유인물， 중고생용 콘테스트자료， 참고자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연준비 자료를 보면， 강연자가 먼저 선생님이 기대하는 강연의 목표， 학생들의

과학과 수학 수준， 학생들이 현재 공부하는 주제， 그들의 질문의 양， 다른 전문가

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강연 여부， 학생들의 공학 혹은 화학공학에의 노출 여부，

기념품 제공 여부 등과 같은 사항을 미리 염두에 두고 강연을 준비하고， 강연

장소， 시간， 사용 가능한 기자재， 학생 수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라고 적혀

있다. 강연할 때는 대중과의 서먹한 분위기를 풀어서 학생들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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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화학공학자가 무엇을

그것이

무엇을엔지니어가강연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서론으로는

도죠 。
τ)" -'--공학자가 되었는지，왜

수준에

하는지，강연자가직장에서하는지，

직업인지 화학공학자가

학생들이

강연하고，맞추어

칠판에

나이와학생들소개하고프::=--9...
。 2

먼저쓰며，

학생들이

r:.+조L
1012그들의불어보고학생들에게하는지

D r"니 。

T::;>‘ 똥드

01-"二
〈人 t→

}‘
T생각할처「1 -1...'- ,하는지을엇口

T강연자가힘들어하면대답하기

비디오본론으로는놓았다.설명해세세히하라고그들이 나열하도록화학약품을

관한주제에특별한자료， 화학공학이나 강연자의체험할~)::주二
」一 L발표자료테이프，

7
(5•자료를 준비하고. 강연보여줄학생들에게=

。기구유인물， 강연자가 사용하는

r:.+-9...
닙 E

종료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강연 평가서 및 발표요약서， 체험프로젝트/발표 자료 등이 있고， 화학공학 안내， 화학공

엽적， 공학 분야별 직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인물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강의하고，질문과

강연 후 작성할

열정적으로친절하고말며계속하지

강연을

켜。
〈투르

내리고

이상 같은

결론을

15분

하고

학의

어떤 공학자인지 알아보는 중고생용 콘테스트자료 및 각종 참고자료가 들어 있다.

참고로 강연자 키트의 엠버서더 평가서식은 다음괴 같다.

All‘hl:
SM

Classroom Presentation Evaluation Form

Address:

Email:Fax:Phone:

Job Title and Company:

School:Date of Visit:

Name of Teacher(s):

Number of classes. grade. number of students (i.e.• 39th grade general science classes.
total 75 students):

Which presentationes) did you use from the AIChE Student Outreach Kit?

What did the students respond best to. and least to?

Suggestions for others using this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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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 for others visiting this school:

Would you like to visit this school again?

Want to visit a different school?

Any other comments that would help improve the program:

please check here if you would like AIChE to send a thank you letter for
supporting your Student Outreach efforts. If yes, please provid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we should send the letter to.
Name of Supervisor:

Address:

Please return to Ellen Sullivan, Science Ambassador Program, AIChE Chicago
Section, 7177 N. Austin Ave., Niles, IL 60714 Ph: 847-588-3840 Fax:
847-647-0844 Email: ellen@teianalytical.com

3.2.2 .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과학엠버서 더

프로그램

다음은 http://wwwtest.cdc.gov!excite!ScienceAmbassador!ScienceAmbassador.htm에 서

참조하였다. [10]

과학엠버서더 프로그램은 전국의 중고교 과학교사들이 유행병학에 근거한 과학강연

계획으로 CDC의 과학자와 협력할 기회를 잡기 위해 경쟁하게 하는 것이며， CDC와 과

학교사들이 실제의 공중보건 문제에 관하여 학생들이 교실에서 토론과 활동을 더욱 활

성화하도록 하고， 어 릴 때부터 공중보건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과학교사들은 미 래의

공중보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CDC에 서는 과학교사가 좋은 과학기술엠버서더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과학 워크숍 등

많은 강좌를 개발하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워크숍과 과학강연플랜(Science Lesson

Pla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학교사에 대한 일종의 교사교육

이고， 주제별로 발표 자료가 잘 정리되어 제공된다.

과학엠버서더 프로그램은 과학교사들을 위한 폭넓고 흥미로운 워크숍으로 시작되는

데 이 워크숍은 이 프로그램의 나머지기간 동안 진행될 과학엠버서더 과학강연플랜을

위한 기초로써의 역할을 한다.

워크숍 내용으로는 CDC 박물관을 포함하는 CDC 투어와 자폐， 유행병학， 유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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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제에 관한 CDC 과학자의 발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GLC(Georgia Learning

Connections) 전문가로부터 효과적인 강연계획에 관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것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또한 워크숍 참여자는 GLC로부터 교육 자료를 받고 선천성기형 및 발달

장애 국립센터 등을 포함하여 CDC에 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받는다.

워크숍 주제는 2005년도에 는 유행병학과 감독， 공중보건에서의 통계， 유전자 검사，

가족력 등이었으며， 2007년도에는 학교마다 학교스케줄이 다곧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

하도록 총 두 개의 워크숍이 개최되었는데， 참여자는 5일간 CDC에 서 개최되는 워크숍

한 개에 참가하였다. 2007년 6월4일-8일 ， 2007년 6월23일 27일 두 번의 워크숍 마다

주제는 달랐다. CDC 과학 앵버서더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연도별 워크숍 주제들을 수

록해 놓았다.

과학강연플랜은 과학엠버서더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참여자들은 과학엠버서더 워크숍

동안 제시된 CDC 주제에 근거하여 중고교 학생들을 위한 과학강의안들을 개발한다.

과학엠버서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과학강연플랜은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적절한

주제를 강의실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는 국가과학교육 기준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학생

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과학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CDC의 공중위생 주제는 학생들

이 설생활에서 과학을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과학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연

구 분야로서 과학과 공중위생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2003년 2005년까지 과학엠버서

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과학강연플랜은 미국 교사들이 이 강의안을 과학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흠페이지 htt띠p꾀~/.끼끼;

단한 설명과 함께 수록하여 놓았다. 중학교용 강연플랜으로는 자폐， 출생 결함， 어린이

성장， 태아 알코올 증후군， 청각장애 등의 자료가 있고， 고등학교용 강연플랜으로는 치

매， 자폐， 당뇨병 등의 많은 자료가 있다.

과학엠버서더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걸쳐 선발한다. 과학엠버서더 희망자는 워

크숍 동안 CDC 과학자와 교류하고， 공중보건 전문가로부터 선별된 주제에 관한

다수의 강연에 참가하며， 두 멍이 한 팀이 되어 두 개의 과학강연플랜 초안 개발

및 발표를 하고， CDC 시설을 방문한다. 강의안을 개발하는 동안에는 CDC 가이드

라인에 따라 캉의안 개발에 관한 간단한 훈련을 받고 그 후 두 명이 한 그룹이

되어 두 개의 예시 강의안을 개발 하며 각 강의안은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에

근거하여야 하며 과학엠버서더는 강의안 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CDC 과학자와

상담 할 기회를 가지며 추후 개발된 강의안은 CDC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예를

들면， 음주위험과 태아 알코올 증후군， 유행병학， 여성의 비타민 업취 등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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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과

적인

엠버서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된 강연플랜이다. 강연플랜을 실행할

학엠버서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된 적어도 두 개의 강의안을 실행해야 하는데，

하나는 자신이 개발한 것을 포함하여야 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과학엠버서더가

개발한 것올 택할 수 있다. 그 후 워크숍， 강연플랜， 강연플랜 실행과 참여한 전체

프로그램을 평가받고， 과학엠버서더로 응모하는 과정은 기본적인 정보， 이력

서， 추천서， 강연플랜 샘플， 교사증명서를 갖추고 응모한 후 2주후에 전화인터뷰를

하고 응모한 뒤 한 달 후 선발한다.

디〕
A

근거하발표에되면 강의자의끝나게

과학엠버서더 프로그램의 강의자는 CDC의 과학자만 가능하며 2월부터 9월까지

20시간 활동한다. 과학엠버서더 프로그램이

여 중고생을 위한 와3개의 강의안이 개발된다. 과학앵버서더 프로그램은 강의자가

고객과 직접 접촉하고， 교사와 학생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고 교사와

학생에게 공중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강의자

는 과학엠버서더 워크숍에서 건강을 주제로 발표하고 발표 후 참여자와 토론

강의안 개발에 참여하며， 워크숍 동안 교사들을 만나 도움을 제공하고 1-2개 강의

안의 과학적 엄밀성 평가 등을 한다.

andEngineeringTechnology,STEMNET(Science,

Mathematics network)의 프로그램

영국3.2.3.

and

〈킬

Tradeof통상산업부(Department

학부

학 등을

며

다음은 피띠파꽉과관. s tα11l1et.onr .uk/ambassadors scas.cfm 에서 참조하였다. [11]

STEMNET은 비영리단체로 1996년

Industry)에 의해 창설되었다. 조직은 5곳의 본부와 그 아래 9곳의 지역본부로 구

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네트워크 관리， 정부와 기업과의 접촉， 기금마련 등의 역할

을 한다. Ford, Rolls-Royce, IBM 등 약 16곳의 기업회사들이 회사의 직원들이 과

학엠버서더로 활동할 때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과 창의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것을 알게 되어 많은 회사들이 회사 차

원에서 과학엠버서더에 대하여 개별적，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회사원이 과학엠

버서더로 봉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다.

영국에는 현재 약 18，000명 의 과학엠버서더가 등록되어 있고 전국에 53개 의 지부

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1 ，000개 이상의 다른 직장출신으로 각 회사， 연구 기관， 대

대표한다 각 지부에는 100명 에서 400명 의 과학엠버서더가 활동하고 있으

학생들로부터 교수나 연구원까지 영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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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관심이 있으며 어린이나 젊은이들에게 과학

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과학엠버서

더가 될 수 있다. 과학엠버서더 중 여성과학자가 전체의 38%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

인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학엠버서더가 갖추어야할 점은 열정과

책임감이다.

과학엠버서더들의 활동은 10만개의 활동으로 시작하여 10년 동안 170만개 의

활동으로 늘어났다. 방과 후 클럽활동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방법과 프로그램 운영은 다음과 같다.

과학엠버서더의 활동방법은 학교 선생님이 직접 훈련을 받아 엠버서더로 활동하

거나， 과학엠버서더가 직점 학교로 방문하여 강연을 하거나 각 학교의 과학과

공학 동아려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이 과학엠버서더가 소속된

회사에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과학자가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과학엠버서더들은 멘토 역할을 하고，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경 시 대회나 행사를

도와준다.

과학앵버서더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각각의 지부에서 컨퍼런스나 잡지를 통해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부로우셔 제작 신청을 받고 학교에서 원하는 내용을 제작한

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핸드북으로 만들어 활동 가능한 엠버서더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눈 엠버서더를 선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각 엠버서더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이 보고 엠버서더와 그 직업에 대하여

알게 하고 직엽이나 연구와 관련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준다.

과학엠버서더를 위한 워크숍으로는 1년에 한번 지역별로 핸드북을 만들어 엠버

서더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별로 훈련 프로그램이 다르며 훈련시

간은 반나절 정도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과학엠버서더를 초빙하려고 하는 학교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과학엠버서더를 초빙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엠버서더들이 과학 활동이나

실험을 위하여 조교가 필요할 때는 양식을 작성하여 지부에 제출하면 지부에서

조교를 지원해준다.

평가방법으로는 엠버서더가 활동이 끝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에서 보관하

고， 참여한 엠버서더 역시 활동평가를 받아 다음 활동에 반영하며， 각 지부에서는

1년에 네 번 SETNET본부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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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따댄ι썩표딘ιsciencewa.net .aulindex꾀파?option=com content&task= s인파

。η&i셔=6&It잉nid=579 에서 참조하였다. [ 12J

3.2 .4 . 호주 Science Network의 서호주 지부의

으
」

。
一디다

과학파트너십운영하는지부에서서호주Network)의과학네트워크(Science

프로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과학엠버서더(Science Partnership)으로서

대한 이해를

;An~
。 T

과학에

대학의 직원，

연구원등으로서 학생들에게 과학의

다가감으로써

이공계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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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먼저

교수

선도과학자가 일반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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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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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20명 이다. 홈페

학계분야관련-c:c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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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참조하였

3.2.5. 일본 동경대학 프로그램

파ill//kashi、iVaio .clir . u-tokyo. ac.in l eng !ish'!communitv.html에 서으
」

。
-
口

다

일본은 2002년도부터 약 166억 원을 들여서 “ Science Partnership Project"라는 이름

중 · 고등학교 연대를 통하여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돈을 받고 사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대한 호기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이

다.[13J

연구기관과

노력. 대학이 정부기관에 지원해서

고등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학으로

R..;<;~ 조ι., • 1 '-

프로젝

"""o실시하고 있는데， 대학 · 연구기관과

고등학교 연대를 통하여 전문가 특별 강의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들이 이

높이는데 있다. 과학엠버서더들은

관리직， 기업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선도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램이 시작된 지는 약 2년 반이 되었고 현재 과학엠버서더

이지에 강연자별로 과학엠버서더들의 사진을 비롯한 신상명세와 연구 관심

강의하고픈 대상， 강의주제 등을 게시하여 교사들이 쉽게 홈페이지에

수 있게 잘 되어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과학엠버서더들이 강연 후에

그들이 과학엠버서더가 된 동기들을 올려놓아서 더 많은 과학자들의

프로그램을과학엠버서더일부로서트의

프로

젝트를 신청하여 선정된 대학들이 고등학생들을 위하여 강의룹 기본으로 다양한 활동

을 한다.

프로그램3.2.6. 캐나다 식품과학엠버서더

참조하였다.[14]

식품과학에 대하여 잘식품과학이 빠르게 성장하는 학문이지만 일반인들이

다음은 http://www.cifst.ca/default.asp?IDo: 1027 에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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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하고 있기에 식품산업과 식품과학 및 기술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학생들이 캐나다의 대학에서 식품과학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북돋아주고 캐나다

식품산업을 위한 식품과학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식품과학엠버서더 프로그램

의 목적이다.

캐나다에서 식품과학으로 학위 받는 졸업생은 1년에 총 100병 이 하인 데 ， 이는 캐

나다에서 50007~ 이상의 식품가공공장에서 필요한 인원수에 훨씬 못 미치므로 식

품과학앵버서더가 필요하다. 엠버서더가 하는 일은 식품산업전문가가 지역 중고등

학교에서 식품과학과 식품공학에 대하여 강연을 하고 실험을 해 주는 것이다. 엠

버서더 프로그램을 통하여 식품과학 졸업생이 받을 학위의 수와 다양성을 증대시

키고 일반대중이 식품과학과 식품공학에 대하여 더 알도록 하고 캐나다 식품과학

과 기술협회의 회원 수를 늘리고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과의 접촉은 결국 엠버서더 개인적으로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학생과 식품산업에 혜택이 될 것이다.

흠페이지에는 엠버서더를 위한 다양한 책자와 자료를 제공하며， 강연 자료는 기

초과학의 세 분야인 물리， 화학， 생물이 어떻게 식품과학과 식품공학에 응용이 되

는지 설명하도록 선정되고 구성된다. 엠버서더를 위한 자료는 식품과학 진로가이

드 책자， 엠버서더를 위한 지침， 고등학교 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샘플， 파워포인트

자료， 고등학교 수준의 실험자료， 프로그램 평가양식， 식품과학 및 대학 학과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파워포인트자료는 식품과학에 관한 설명과 식품과

학 및 식품공학에서의 진로， 식품의 화학， 생물학， 공학적인 면에 관한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엠버서더는 파워포인트자료 하나를 발표하고 부가적으로 자신의

전문지식 및 경험으로부터의 정보와 일화를 발표한다.

4. 국내외 프로그램 분석

4.1. 국내 프로그램 분석

여기에서는 먼저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콘텐츠사업과 한국과

학문화재단의 과학기술엠버서더 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음표로 비교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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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엠버서더 사엽 문화콘텐i 엠버서더 사업

주최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문화콘텐i진흥원

디그〈1 (http://www.ksf.or.kr) (http://amba.kocca.or.kr/)

후원 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 한겨레신문사

사업
엠버서더 초청강연 엠벼서더 초청강연

연구소(기관과학기술엠버서더)탐방·강연 청소년 문화콘텐i 창작페스티 벌
내용

과학기술명사와의 만남 문화콘텐i 청소년 기자단

과학도서 제공 진로가이드북 제공

강연규모: 제한 없음 강연규모:최소30명，최대 100명

강연 2002년부터 시작 2004년부터 시작

관련 지 역거점(부산，인천)위탁강연실시

사항 초중고 및 경찰서， 문화센터에서의 일반

인 대상 강연실시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 제출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 제출

강연 2007년도 강연기간· 2007년도 강연기간:

기간 2007년1월2일-12월31일 2007년5월 -2008년2월

강연 2007년 1 ，345회 2007년 약1 50회

킷~ "'"λr 2002년 2007년 합 3，820회 2004년 2007년 합 약45 1 회

2007년도 초등학교 32% , 중학교 22% 초등학교 6%, 중학교 40%

강연 비율 고등학교 25%, 기 타 21% 고등학교 36%, 기 타 18%

엠버서더
1.292 135

위촉자수

위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문화콘텐츠 엠버서더 사업의 강연 회수는 과학기술

엠버서더 사업의 회수의 약 11% 수준이다. 또한 강연의 규모를 30명 에서 100명으

로 제한하여 과학엠버서더 강연사업과 비교할 때 소규모를 지향하고 있고 강연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문화콘텐츠 엠버서더 사엽의 홈페이지는 이달의 엠버서더

의 동영상을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위촉된 엠버서더 명단이 분야

별로 분류되어 일반인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쉽게 되어있으며 이달의 강연도

강사， 강의제목， 장소 분야 등으로 잘 정리 되어있다. 또한 문화콘텐츠 엠버서더 사업

의 경우는 언론사의 후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효과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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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외 프로그램 분석

4.2.1 미국

나라 전체의 과학엠버서더 활동을 관할하는 기관이 없고， 학회나 학교 등 펼요에

따라 과학엠버서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화학공학회 시카고지부는 Student

Outreach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화학공학회 시카고지부 회원이면 누가

앵버서더가 되건 쉽게 하도록 친절히 설명해 놓은 강연자키트가 잘 되어 있다.

홈페이지에 강연자를 도와주는 여러 자료가 잘 되어 있어 과학엠버서더에게 실제

적 인 도움이 된다. 또한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과학엠버서더 프로그램은 CDC 직원인 과학자들이 강연하고 교육하는 대상이 중

고교 과학교사이거나 과학교사 자격증 소유자이며， 교육받은 이들이 과학엠버서더

가 되어 그들의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페이지에 발표 자료가

풍부히 수록되어 있다. 또한 워크숍과 CDC 과학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여러 주제

에 관한 과학 강연들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서 과학엠버서더들이

참고하고 더 좋은 강연을 할 수 있도록 도웅을 주고 있다.

4.2 .2 영국

현재 약 18，000명 익 과학엠버서더를 갖고 있으며 과학엠버서더 활동이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잘 운영되고 었다. 과학엠버서더는 범죄자가 아니면 누구나가 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틀이 과학엠버서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의 직원들이 과학엠버서더로 활동할 때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직원

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창의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게 되어 많은

회사들이 회사차원에서 과학엠버서더에 대하여 개 별적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회사원이 과학엠버서더로 봉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다. 그라고 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도 과학햄버서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매년 학생들을 뽑아

영국을 견학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차후 영국 과학엠버서더와 우리나라

의 과학기술엠버서더가 같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하여 과학엠버서더사이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4.2.3 호주

호주는 과학엠버서더프로그램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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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중이라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하였다. 홈페이지에 강연자별로 과학엠버서더들

의 사진을 비롯한 신상명세와 연구 관심 분야， 강의하고픈 대상， 강의주제 등을

게시하여 교사들이 쉽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 잘 되어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특히 과학엠버서더들이 강연 후 느꼈던 감정이나 그들이 과학

엠버서더가 된 동기들을 올려놓아서 더 많은 과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2.4 일본

일본은 현재 프로젝트 형식으로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펀드를 얻어 시행하고 있는

과학엠버서더 프로그램만 있고 과학엠버서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특정한 대학과 여러 고등학교가 연결되어 서로 협력하여 강연을 하고 실험을

도와주며，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방문하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만 있다.

4.2.5 캐나다

식품과학엠버서더프로그램의 경우 흠페이지가 잘 되어있는데 앵버서더가 필요한

많은 양식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 심지어 고교 교사에게 보내는 펀지양식

도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놓을 정도로 엠버서더에게 편의흘 제공하고 있다.

5. 결론 몇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과학 강연 운영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비교 연구하였다.

먼저 국내의 과학기술 엠버서더 강연운영사업의 필요성과 의의를 재조명하고 강연

운영의 현황을 강연 대상 분야， 강연 내용 분야， 사엽 운영 분야 등의 관점에서 연구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과학기술엠버서더 강연 운영사엽의 2어6년도와

2007년도 사업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외의 미국， 영국， 일본들의 유사한 프로그램

을 조사， 비교하였으며 여기서는 위의 연구로부터 도출한 과학강연운영사엽의 개선

방안으로서 홈페이지의 활용 증대 및 개선， 우수 과학기술엠버서더 확보 및 격려，

강연의 질 재고를 위한 자료 개발 및 공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과학엠버서더 강연사엽의 주체인 과학문화재단 과학기술엠버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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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는 과학기술엠버서더가 어떤 주제로 강연을 했는지 찾아보기가 힘들고

주제별 강연자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과학 엠버서더사업에 관한 홈페이지를

보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만들어 과학 엠버서더 및 필요기관에게 편의를 제공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홈페이지 운영에서-체계적인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강연자 신상 정보 및 강연내용을 주제별. 목적별， 대상별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

하여 강연 신청교사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이 때 목적별로 분류할 때는 과학 대중화， 과학의 생활화(과학 지식의

전달)， 이공계 위기 극복(진로지도)， 정책 홍보(연구소 성과 소개)， 노령화 대비

(건강교육) 등을 제안하고자하며 대상별로 분류할 때는 초， 중， 고， 대학생， 일반

인， 노인(노령화 과학교육)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남， 여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또한 주제별로 분류할 때는 수학， 일반과학， 생활과학， 의학， 첨단과학(MATH，

IT, BT, CT, ST, ET, RT, NT)로 나누어 엠버서더의 전공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수 과학기술엠버서더 확보 및 격려를 위하여서는 많은 수의 과학기술엠버서더

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된 과학기술엠벼서더가

보람을 느끼고 더 나온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에 대한 정기

적인 연수를 개최하는 것이 펼요하다. 이때 연수나 워크숍에서는 엠버서더의 강연

사업에 대한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공급하고 가이드북의 내용에는 강연의 목적，

의의， 좋은 강연을 위한 체크 포인트， 실패하는 경우의 예 등을 포함시킨다.

또한 효율적인 강연 평가 시스템 개발하고 그 결과에 의존하여 우수강연자를

선발하고 우수강연자를 지면 및 홈페이지에서 적극 홍보하여 좀 더 적극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강연에 참여한 엠버서더의 추천을 받아 강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한 우수 교사에게 감사의 글 등을 전달하여 격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될 수 있다. 또한 산업체 및 기업체의 우수 연구원을 엠버서더로

활용하여 과학기술엠버서더로 봉사하도록 유도하면 기업의 홍보효과도 함께 올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에서 발굴한 우수 과학엠버서더의 강연 자료는 강연자의 협조를 얻어 공개되

고 타 강연자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위에서 조사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과학기술엠버서더 활동을 위한 강연 자료 예시가 홈페이지에 많이

제시되어 자료의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강연 자료를 공유하고 개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강연의 질이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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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있다. 뿐만 아니라

미리 강연에

/λ‘1 •

전에

올

듣기

효과를 가져

강연을

강연의더불어

자료를강연

흥미가 지속되는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개발된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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