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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es

KAIST 사이버영재교육 10년을 돌아보다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사이버영재교육팀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누리호를 통해 우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였듯이

어렸을 때 소유즈호 관련 스크랩을 하면서 우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한국 최초의 민간 액체 로켓을 쏘아 올린

신동윤 PERIGEE(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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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 미래 핵심역량

김주아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소장

미래 사회 과학인재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영재교육에서 미래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는 일반교육에서 21세기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본격적으로 활발히 논

의되기 시작하였다. 교육 전반에 걸쳐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미래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

조화 작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다. 최근 OECD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OECD 핵심 역량

(key competencies)”에 기반하여, OECD Learning Compass 2030을 통해 미래 사회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인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 긴장과 딜레마를 다루는 능력, 책

임을 지는 능력을 제시하였다(OEC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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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분야의 미래 핵심역량논의를 살펴보면, Renzulli(2012)는 21세기 영재교육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영재교육이 

개인적 차원의 높은 잠재력을 가진 개인의 최대한의 자아실현을 넘어, 인류와 사회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을 강

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영재교육에서 인지적 능력과 함께 비인지적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부분을 중요하게 포함했다. 세

상을 바꿀 수 있는 실행력과 윤리적 민감성을 가진 리더십 개발을 영재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확장하여 논의하고 있다. 

Gardner(2007)는 향후 미래 사회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해당 학문 분야에서 정통하는 것과 창의적, 융합적 사고

와 함께 서로 다른 개인, 집단(국가, 민족)을 존중하는 마인드와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의 영향력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

할 수 있는 윤리적 마인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Sternberg(2020)는 영재교육에서 이제까지 강조되어 온 개인의 

잠재력 계발이 사회적 공헌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영재교육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며, 영재교육의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변혁적 영재성(transformational giftedness)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재교육이 개인의 잠재력 

계발을 통한 학업적, 직업적 성취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세계를 의미 있게 바꾸려는 열정을 품은 창의적 혁

신가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판별과 교육과정을 바꾸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Olszewski-

Kubilius 외(2016)는 사회적 불평등, 기후변화 등의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 속에서 영재교육에서 창의성 계발

과 함께, 심리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해당 분야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고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 성취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열정적으로 추구해 갈 뿐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 소명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영재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역량

 

  과학영재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재학교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재학교 발전방안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김주아 외, 2019). 이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 과학기술인재들의 핵심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영재학교 재학

생과 졸업생을 지도하는 교사 164명,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하는 대학의 이공계 대학교수 33명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에 대한 Borich 요구도 및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요구도 분석을 실시했다. 

  영재학교에서 키워주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제안된 12개 역량에 대한 요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재학교 교사 및 이공

계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영재학교 교사의 경우 12개 핵심역량에 대한 필요 수준 평균은 4.24∼4.66점(5

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수준의 평균은 2.82∼3.92점(5점 만점)이었다. 특히 ‘소명 의식(2.88)’

과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무 의식(2.82)’의 현재 수준은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공계 대학교수의 경우 12개 

핵심역량에 대한 필요 수준 평균은 3.72∼4.47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수준의 평균은 2.25∼

3.86점(5점 만점)이었다. 이공계 대학교수 집단에서는 현재 영재학교의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사고방식 습득’, ‘문

제해결 능력’, ‘융합 능력’은 보통 수준이었지만, 그 외 다른 핵심역량은 보통 수준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윤리 의

식과 사회적 책무 의식(2.25)’, ‘회복탄력성(2.38)’이 특히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Borich 요구도 모델에 기반하여 영재학교에서 길러주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한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5순위 안에 드는 항

목을 살펴보면, 영재학교 교사의 경우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무 의식(8.59)’, ‘소명 의식(7.01)’, ‘창의성(5.03)’, ‘회복탄

력성(4.92)’, ‘상상력(4.8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공계 대학교수 집단에서는 ‘의사소통 능력(8.34)’이 1순위였으며, 

다음으로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무 의식(8.06)’, ‘회복탄력성(7.90)’, ‘상상력(7.52)’, ‘창의성(7.0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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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영재학교 교사 및 이공계 대학교수의 영재학교에서 길러주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재학교 교사의 경우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무 의식’, ‘소명 의식’, ‘창의성’,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의 5개 핵심역량이 제1사분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공계 대학교수 집단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상상력’, ‘창의성’, ‘호기심’, ‘열정’, ‘회복탄력성’의 6개 항목이 제1사분면에 위치하여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영재학교에서 길러주어야 하는 역량에 대한 요구도

[그림] 영재학교에서 길러주어야 하는 역량에 대한 요구도

  현재 영재학교 학생들의 전문적 지식과 사고방식의 습득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미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리더

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 의식과 책무 의식, 소명 의식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영재학교의 교육목표와 핵심

역량 선정에 있어 그동안 강조되어 온 전문성과 창의성, 문제해결력과 함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무 의식, 소명 의식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가치관 확립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와 사회적, 역사적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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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나는 정의적 영역에서 학생들의 살아있는 호기심과 상상력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호기심과 상상력은 자신에게 

절실한 문제를 탐구하게 하며, 실패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게 함으로써 연구(학문)와 삶이 통합되게 하는 중요

한 동력이 된다. 학생들이 당장의 외부적인 보상(성적, 대학 진학 등)이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과 상상력에 기초하여 생동

감 있게 학업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정의적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또한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이나 연구 프로젝트 수행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긴밀한 협업 속에서 이루어짐

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은 높게 평가받지 못하였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 창의적 성

취를 통해 학문의 진보를 이끌어가고 산업과 경제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는 다양한 사람들과 구두로, 글로 다양하게 

의사소통하며 협업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Stevenson & Starkweather, 2010). 우

리나라의 창의적 성취를 이룬 과학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졸업생들은 창의적 성취에 필수적인 능력으로 의

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꼽고 있다(김주아, 조석희, 안도희, 한은정, 한기순, 2020). 영재학교 미래 핵심역량에서 자신

의 창의적인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복잡한 문제를 협동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협업 능력의 중요성이 보다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는 과학기술의 광속의 발전으로 영역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인간과 기계 간의 연결이 증폭되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과학영재의 핵심역량으

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과 함께, 자신의 재능과 기회를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으로 여기

지 않고 자신이 부여받은 소명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성취가 인류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정

의적 역량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주아, 조석희, 안도희, 한은정, 한기순(2020). 재능계발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생애주기별 과학 영재교육의 기여와 문제점. 영재교육연구, 30(4), 
457-486.
김주아, 조석희, 안도희, 정현철, 최호성, 강은영, 이유정(2019). 영재학교 발전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Gardner, H. (2007). Five minds for the futur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OECD (2019). Conceptual learning frameworks for 2030 : TRANSFORMATIVE COMPETENCIES FOR 2030. 
Olszewski-Kubilius, P., Subotnik, R. F, & Worrell, F. C. (2016). Aiming talent development toward creative eminence in the 21st century, 
Roeper Review, 38(3), 140-152.
Renzulli, J. S. (2012). Reexamining the role of gifted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for the 21st century: A Four-Part Theoretical 
Approach, Gifted Child Quarterly, 56(3), 150-159.
Sternberg, R. J. (2020). Transformational giftedness: Rethinking our paradigm for gifted education, Roeper Review, 42(4), 230-240.
Stevenson, D. H., & Starkweather J. A. (2010). PM critical competency index: IT execs prefer soft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28, 66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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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1일, 많은 기대와 걱정 속에서 진행된 누리호(KSLV-II) 발사 2차 시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림 1) [1]. 이로서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EU,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무게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다. 2010년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12년 만의 일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하여 300여 개의 기관, 기업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이다.

누리호의 성공과 뉴 스페이스 시대

글: 이대영 /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감수: 전은지 /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그림 1] 누리호(KSLV-Ⅱ) 발사 장면.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발사 2차 시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출처] 항공우주연구원 https://www.kari.re.kr/kor.do 

  한동안 조용했던 우주가 분주해지고 있다. 작년 5월 스페이스X(SpaceX)의 팰컨9 1단 추진 로켓은 10번째 발사 및 

착륙을 성공시키며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재사용 로켓의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였으며, 같은 해 7

월 버진 갤러틱(Virgin Galactic)과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은 나란히 민간인 우주 관광 비행을 성공시키며 누구나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알렸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차세대 화성 탐사 로버 퍼시비

어런스(Perseverance)는 작년 2월 화성에 무사히 안착하여 활발히 탐사 활동 중이며, 중국의 달 탐사 로버 위투-2는 

2019년 1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발을 내디뎠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100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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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국 제임스 웹(James Webb) 우주 망원경은 2019년 12월 발사되어 150만 km를 날아가 우주의 기원을 조사

하고 있다. 최근 연달아 보도되고 있는 대형 우주 이벤트들은 평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눈여겨보게 만든다. 민간 주도

의 우주 개발 시대를 뜻하는 “뉴 스페이스”란 단어도 많은 사람에게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우

주가 왜 다시 분주해지고 있는 것일까.

환경, 식량 그리고 에너지까지. 지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우주에서 찾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관측한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는 421ppm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무색하게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파르게 증가 중이며, 세계 곳곳에서 가뭄, 홍수, 이상기온 등 기후 문제

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우주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해야 한

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주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제의 답을 우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

기한다. 인공위성을 이용하면 지상의 관측소에서 얻기 어려운 기상 데이터를 전 지구 규모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얻

은 데이터는 기후변화 연구뿐 아니라, 태풍, 쓰나미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인공위성을 통해 위험 

물질 유출이나 불법 방류 등 환경 오염을 실시간 감시하여 조기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탄소 배출의 주요인 중 하나인 에너지 문제 또한 우주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은 우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어 이를 지구로 전송하는 우주 기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SSPP)를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실제 우주 공간에서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우

주에서는 24시간, 낮과 밤, 기후 변화에 상관없이 모든 파장 영역대의 태양 에너지를 모을 수 있으며 설치 공간 문제에 대

해서도 자유롭다. 관건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구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연구팀은 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법을 시도 중에 있다. 우주 발전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1MW 규모의 발전소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일본,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장

거리 에너지 전송을 위한 테스트 위성을 개발 중에 있다. 

  다가오는 식량 위기에 대해서도 우주 기술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중장기 기상 예측, 기후 및 지형 데

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위치 선정 등 우주 기술을 활용하

면 농업, 어업, 축산업을 포함하는 넓은 분야에서 식량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도시 계획에도 우주 기술이 활

용될 수 있다. 정밀한 지리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및 물

류 시스템 계획은 더욱 쾌적한 도시 활동을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통해 탄소 발생

량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 기술은 기술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도 한다. 한국에 사는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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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터넷은 당연하다. 우리가 며칠이라도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시스코 연례 인터넷 보고서 2020에 따르

면 2020년까지도 전 세계 인구의 1/3 이상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 그중 큰 요인은 인터넷을 위한 통신 케이블 등 인프

라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다. 스페이스X 사의 스타링크(Starlink)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

시한다. 스타링크는 소형 수신 안테나 외에 지상 인프라 없이 지구상 모든 지역에서 최대 1Gbps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대 말까지 약 4만 2천 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미국 아마존(Amazon), 영국 원웹

(OneWeb) 등 점점 더 많은 회사가 경쟁적으로 위성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위성으로 인한 빛 공

해 문제(Starlink train), 우주 쓰레기 문제(캐슬러 신드롬, Kessler syndrome), 개발도상국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높

은 사용료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2].

지구와 인류의 영속을 위한 우주 진출 프로젝트

  우주 기술은 더 먼 미래에 대한 비전도 함께 

담고 있다. 유엔의 2019 세계 인구 전망 보고

서에 따르면 2050년 지구 인구는 100억 명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지구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전체의 1/4이 넘는 인

구가 만성적인 자원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

상된다.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등 지구의 

자원을 아끼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

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소비는 결국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을 지구 

밖으로 확장하는 것은, 지구 보존과 인류 번영

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가지 문제

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달은 그 첫 시험대로서 주목받고 있다.

  로켓 연료 대부분은 지구의 강력한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하지만 달에서 출발한다면 이러한 에너지를 상

당량 절약할 수 있다. 실제로 지구를 벗어나기 위한 탈출 속도가 11.2km/s인 데 반하여 달은 2.4km/s밖에 되지 않는

다. 심우주 탐사를 위한 중간기지로 달이 매력적인 이유이다. 달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자원 또한 많은 사람을 유혹하

고 있다. 주요 달 자원 중 하나인 헬륨-3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다. 

지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달에는 인류가 수 세기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달에서 발

견된 대량의 물 또한 결정적이다 [3]. 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키우는 것에도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여 로켓 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달 거주지 구축 구상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가장 큰 규모의 달 거주지 구축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rogram)이다. 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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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르테미스 계획 전체 미션 시나리오

[출처] Global Exploration Roadmap 16페이지 Figure 1

젝트는 2025년까지 유인 달착륙을, 2028년까지 지속이 가능한 유인 달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 3). 한

국은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에 이어 10번째 국가로 참여하

였으며, 이 프로젝트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시에라 네바다 등 다수의 민간기업이 참여할 예정이

다. NASA를 포함하는 22개국 우주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우주탐사조정그룹(ISECG)은 ‘2020 글로벌 우주탐사 로드맵

(GER)’에서 2030년경에는 본격적인 달 개척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그림 3] 아르테미스 계획 기지 구축 및 탐사 시나리오

[출처] Global Exploration Roadmap 17페이지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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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진 우주, 다가운 뉴 스페이스 시대의 풍경

  과거 우주에 도달하는 것은 국가 조직 규모에서나 간신히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원하면 갈 수 있는 시

대가 열렸다. 그리고 이는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야

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스페이스X의 승차 공유(Rideshare) 서비스는 우주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실

감케 해준다. 여기서 승차 공유 서비스란 무게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로켓에 함께 물건을 실어서 발사해주는 서

비스를 뜻한다. 스페이스X 홈페이지를 방문해 우주에 보낼 물건의 무게, 희망 시기, 목표 궤도를 입력하면 견적을 받아

볼 수 있고 예약까지도 가능하다 (그림 4). 마치 택배 예약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스페이스X 외에도 로켓 랩(Rocket 

Lab), 나노랙스(Nanoracks) 등 많은 기업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사 비용 또한 200kg 기준 약 13억 

원 정도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수많은 기업이 위성 통신, 기상 감시, 지형 계측 등 우주를 기반으로 하는 다채로운 서비스와 그

를 위한 인공위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5]. 이에 따라 증가하는 로켓 발사체 수요는 더욱 많은 민간 발사체 개발로 

이어지고, 다시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민간 생태계를 갖추기 시작한 우주 산업은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 기반 

서비스 등 각기 다른 분야가 서로의 수요를 창출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100조 원 정도였

던 세계 우주 산업 규모는 현재 약 400조 원에 이르며, 2040년경에는 1,2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 

[그림 4] 스페이스X 홈페이지 갈무리. 원하는 궤도, 날짜, 물건의 무게를 입력하면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다.

[출처] 스페이스X 홈페이지 – https://www.spacex.com/rid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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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점,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

  대부분 사람에게 우주는 현실보다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더 친숙한 소재이다. 그런 먼 미래의 일일 것 같은 우주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달에 여행을 가고 화성에 거주지를 건설하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몇십 년 내로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민간 자본의 대규모 투입은 지금까지의 우주 개발 풍경을 근

본부터 바꾸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또 미래를 대비하

기 위해서 우주 개발에 뛰어들 것이다. 자연스럽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우주 기술들이 생명,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과 융합되어 우리 삶에 침투할 것이고, 우주 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주요 경쟁력이 될 것이다. 

  다가올 우주 시대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는 미래 우주 산업 역량이 인재 육성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한다. 미항공우주국

(NASA)은 2021년 기준 1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청소년부터 대학생, 그 이후까지 상황과 수준

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 운영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JAXA, 독일항공우주국(DLR) 등 많은 선진 

우주 연구 기관 또한 우주 교육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러 단체가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필자가 소속된 KAIST 항공우주공

학과는 한화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우주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을 진행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

은 KAIST 교육이 지향하는 스스로 질문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우주 기술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과

학우주청소년단, 국립청소년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인공위성연구소, KTL 우주부품시험센터 등 다양한 단

체와 기관들이 청소년 교육부터 전문 기술 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중이다.   

  우리는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점 한 가운데 서 있다. 격변의 시기에 우주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우주 서비스와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의 긴밀한 연계뿐 아니라, 기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융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우주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

해야 한다. 누리호를 통해서 만들어낸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라는 지위에 걸맞도록, 우주 분야가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

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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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 나아가는 로켓을 만드는 

PERIGEE(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주)), 신동윤 대표를 만나다

  매일 올려다보는 하늘과 그 너머를 궁금해하면서 실제로 우주로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로켓 발사국이 되었

다. 그 로켓을 만들기 위해 여러 과학자는 수십 년간 노력해 왔고, 온 국민은 그들의 노고와 열정의 

결과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누리호의 발사를 보면서 

각자 자기만의 해석을 했겠지만, 누군가는 누리호를 보면서 우주로의 꿈을 꾸게 되었을 것이다.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 실험 하기를 좋아했다. 워낙 열정

을 가지고 세상을 탐구하는 그는 운이 좋게도 그의 호기심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 할아

버지, 교사들, 그리고 꿈을 함께 키워가는 친구들을 가졌다. 소년의 키와 마음이 커지는 동안 그들과 

함께 그의 꿈도 커지고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우주로 가고 싶었던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꿈을 

현실화시켰고, 회사를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렸다. 고등학교 때 첫 창업을 한 그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 대학원생이 된 한편, 어느새 50여 명을 거느린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방 안쪽 발코

니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어떻게 한국 최초의 민간 액체 로켓을 쏘아 올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

로 그 꿈의 끝은 어디인지 GIFTED TIMES가 만나보았다.

인터뷰 영상은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공식 YOUTUBE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youtube.com/kaisttal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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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PERIGEE(이하 페리지,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주))를 운영하고 있는 

페리지의 신동윤입니다. 저희는 인공위성들을 우주로 올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소형 발사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페리지 창업을 통해 지금까지 로켓을 쭉 

만들어 오고 있으면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학부 졸업 후 로켓을 만드는 주제

로 현재는 석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이후 로켓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표님이 로켓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이라 명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제 기억에 남은 것 중 

하나는 할아버지가 제게 기술자는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거의 세뇌를 시키듯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녀오면 과학 부문의 기사 몇 개를 오려

서 제 책상에 올려놓으셨어요. 그 기사들을 읽다 보니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기사의 내용을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 한국에서도 우주 발사체를 

만들 것이고 우주인도 배출하겠다와 같은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는 유인우주선 개발계획이 있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럼 우주

선은 뭐로 보내지라는 궁금증이 생겨 찾아보니 소유즈로 보낸다는 내용이 있어

서 소유즈 발사체도 인터넷으로 찾아서 오려서 붙이면서 혼자 놀았던 거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꿈을 키우는 것에 좋은 소스를 주셨어요.

 초, 중, 고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학교 공부는 적당히 하자는 주의였어요. 예를 들면 항상 저의 시험 목표는 95점 

정도였어요. 한두 개 정도 틀려도 괜찮다는 느낌으로 살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실험입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재미없는 걸 하는데 초등학교에 가면서 가장 설렜던 건 실험을 한다는 사실

이었어요. 언제 그런 걸 배울 수 있지 기대하며 학교에 갔는데 저학년 때에는 실

험이 없었습니다. 3학년 들어갈 때 실험관찰 책이 있는데, 실험은 많은데 그걸 

학교에서 일일이 다 하지 않는 점이 아쉬웠어요. 어느 날 실험을 그냥 나 혼자 해

야겠다고 생각하고 실험기자재 파는 곳을 알아내서 어머니하고 다양한 실험 기

자재를 사 왔어요. 그리고 방에 붙은 발코니에 책상을 가져다 놓고 실험기자재들

을 쭉 가져다 놓고 실험하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동아리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때 천문 동아리를 만들

었어요. 그런데 학교 망원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망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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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활동이 더 있나요?

  당시에 풍선을 성층권까지 보내서 지구 사진을 찍는 게 유행했는데 이걸 직접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 과학 선생님께서 기상청에 전화

해 주시면서 저희를 지지해 주셨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영상을 몇 시간 동안 찍

고 싶었는데 당시 휴대폰은 영상을 오래 찍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앱 잘 

만드는 친구가 영상을 분할 저장하는 앱을 만들어서 휴대폰이 꺼져도 기록이 남

도록 코딩했습니다.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상자 내부에 열을 유지하기 위

해 핫팩을 넣을 일이었어요. 핫팩은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되면서 열이 나

오기 때문에 우주에서 기능을 못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잔뜩 

사서 납땜한 후 잔뜩 넣고 무게를 맞춘 후 풍선을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없어서 많이 만들지는 못하고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찾았어요. 특

정 고도 아래로 내려오면 스스로 발신 신호를 잡아서 자기 위치를 이메일로 보

내도록 앱을 짰는데,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다고 메일이 왔어요. 선생님 차를 타

고 동아리원들과 삼척에 가서 나무에서 구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상은 아

직도 동아리 유튜브에 남아있습니다.

을 따로 하나 샀어요. 8인치짜리 반사 망원경을 사서 학교에 가지고 가서 친구들

과 별을 같이 보았어요. 기억에 남는 건 2012년에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이

벤트가 있었는데 망원경을 학교 정문에 가져다 놓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보여

줬던 기억이 나요. 그날은 선생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학교 수업 하나도 안 들어

가고 정문에서 그것을 한나절 내내 봤던 기억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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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처음부터 창업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로켓은 계속 만들었는데요, 예

전에는 거의 제 사비로 만들거나 같이 만드는 친구들과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서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로켓을 만들고 싶었고, 더 많은 자

금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회사가 아니라 사단법인 형태로 팀을 만들려고 했

는데 과기부의 허가도 필요하고 로켓 개발자금을 끌어올 방법이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로켓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만들자는 생각에 창업하게 되었습

니다. 그때가 아직 고등학생 때였어요. 2016년에 창업팀을 시작했고, 지금 하

는 회사는 2018년에 창업했는데 대학에 와서 처음의 창업팀을 주식회사로 바

꾸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회사

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

씀해 주세요. 

  초창기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 10명 정도였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 대해 큰 신

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 같아요. 당시 어려웠던 점은 로켓 엔진을 시험할 곳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엔진 자체를 만드는 것도 물론 어려웠지만 그걸 

시험하려면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해주는 설비도 필요하고, 불을 붙이면 시끄럽

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KAIST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해서 로켓엔진 시험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더

니, 시험 시설을 위한 부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학교에서 도움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커지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

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권한을 줘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권한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헤아리고 사람들 간의 마찰을 줄이

면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재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회사를 이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할 것 같

은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남들보다 

유일하게 낫다고 생각하는 점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

면 마감에 압박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늦게 나타납

니다. 예를 들면, 할 일이 되게 많아도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거 언제 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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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지에서 만든 블루웨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를 마쳤다는 기사를 보

았습니다. 블루웨일의 발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민간 최초 액체 로켓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을 쐈는

데 한 번은 실패하고 두 번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나 소형엔진들은 저희가 더 큰 발사체 상단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런 점들을 미

리 테스트했다는 기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KAIST와 협력해

서 시험 로켓을 제작해서 제주도에서 시험발사를 하고 학생들이 그 위에 교육용 

페이로드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직접 로켓을 만들고 그걸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라며 막막해하는데 저는 ‘그냥 하면 되지’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

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로켓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험 비행하고 실패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빨리 하나 더 만

들면 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저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초소형 발사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왜 필

요한지,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발사체의 기술적인 것을 빼고 기능적인 면만 보면 로켓은 ‘우주 택배’라고 생

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구궤도에 떨어지지 않는 무언가를 올려놓고 싶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운송 수단이 로켓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켓

이 올려주는 화물은 대부분 인공위성입니다. 현재 우주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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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주정거장밖에 없으므로 지금은 주로 인공위성들을 우주로 많이 보냅니다. 

예전의 인공위성은 크기가 컸지만, 지금은 점점 작은 크기로 진화하고 있습니

다. 이 작은 인공위성들을 하나씩 올려 줄 수 있는 인공위성 발사 수요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초소형 인공위성을 발사해 주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초소

형 위성들은 대형 로켓으로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데 이것들이 공기 저항으

로 돌다가 지구로 떨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 떨어지는 인공위성들의 수량이나 

위치는 산발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소형발사체가 해낼 거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왜 우주로 로켓을 보내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이 별 목적은 없지만,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공간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이란 존

재는 가고 싶은 거거든요. 우주는 지금 당장 사람이 가기는 위험하니까 위성을 

보내는 거예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넓은 공간이 지구 밖에 있어요. 인

간으로서 안 갈 이유가 없죠. 그 시작점이 소형 발사체 및 로켓에 관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페리지 홈페이지 – https://perigee.space/

 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닌 것으로 압니다. 한국과 캐나다 교육을 모

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한국교육이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나요? 

  저는 정성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몰라도 당당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직원 채용을 위해 면접을 보면 우리나라 엔지니

어들은 지식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발사체에 들어가는 추진체 

탱크를 만들 때 어떤 규격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자

기의 주요 지식 분야 바깥으로 조금 벗어났을 때의 반응이 한국 엔지니어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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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간에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엔지니어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면 

일단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

습니다. 예를 들면 가설을 세우고 진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

고,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가설을 세워요. 이후 가장 먼저 해

야 할 행동을 취한 후 그 액션 아이템을 완수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뭐

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다면 가설을 버릴지 아니면 수정할지 같이, 모르는 것

들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과 대비되는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하나라도 더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고 뭔가

를 만들 때 결국에는 남들이 안 가본 길을 먼저 개척하면서 가야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안 가본 길로 가야 한다는 가정 자체가 지금 우리 교육은 빠져 있지 않냐

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길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검증된 길, 누군가가 선례를 만들어온 일들에 대해서

만 하려 하고 그저 fast follower로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주

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치고 나갈 수 없어요. 새로운 것들을 해내는 경

우를 보면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에 계속 어떤 사람은 올인하

고, 남들이 저런 건 왜 하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

명히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나서서 투자하고 돈을 쓰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낭만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떻

게 집중하고 있는지 하루 생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밤에 생각이 잘 되는 편이라 회사에 늦게 출근합니다. KAIST 학생들 자

체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학교생활이 늦은 시간에 활동

하는 것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한 오전 10시쯤 나와서 

회사 일을 보고 밤 12시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저는 보통 2시쯤에 자

는데 그사이에는 집안일을 좀 하고, 그다음에 책을 한 1시간 반 정도 읽다가 자

곤 해요. 책 대신에 요새는 유튜브로도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유튜브 

채널 스콧 맨리(Scott Manley)의 우주와 관련된 논평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뉴스 기사도 보다가 잠을 잡니다.

19

KAIST GIFTED TIMESMeeting-people

  회사에 나와 있는 동안, 오전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0시부

터 오후 6, 7시까지는 주로 결정해야 하는 것들을 엔지니어들과 토론하고 이야

기하는 시간으로 할당합니다. 늦게 들어가는 직원도 여덟 시 정도에는 들어가

기 때문에 나머지 약 4시간은 제가 할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엔

지니어로 일부 기능하기 때문에 제가 설계해야 하는 부분을 설계하고 다음 날 

제가 발표할 회의 자료를 만들거나 다음날 업체 출장이 있다면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해보는 것으로 주로 시간을 씁니다. 저는 토요일까지 회사에 나오고요. 주

말에는 좀 늘어지게 자거나 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일요일을 지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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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를 읽는 독자들을 중에 초, 중, 고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책 한 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에릭 버

거’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리프트 오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원서로만 있다

가 얼마 전에 번역이 되어 국내로 출판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를 차리면서 겪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담은 책입니다. 읽으면 굉장히 재미

있고요. 꿈 같아요. 로켓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밤늦

게까지 재미를 느끼며 일하고 로켓을 만들어서 실험했는데 막 실패하고 그런 내

용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슬아슬한 여러 고비를 넘겨서 발사에 성공

하는 장면까지를 다룬 책이거든요. 이게 엔지니어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말 좋

은 책입니다. 이런 길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인 거 같아요. 정말 가슴 설레는 책입니다. 꼭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신동윤 대표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희 발사체는 2

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누리호는 3단인데 저희는 민간기업이다 보니 발사체

를 조금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발사체를 올릴 수 있는 투입 중량 효율이 좀 낮아

지더라도 단수를 줄여서 복잡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첫 번째 목표는 2단 발사체 전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래 1단의 

주엔진 개발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업무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요. 내년쯤에는 아마 전체 시스템 시험발사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 일이 올해와 

내년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다 만들어서 발사해야겠죠. 한 2년 후 정도가 되지 않을

까 싶어요. 연구개발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꾸준히 이어 나

갈 사람들을 채용해야 하는 일들이 목표입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10년 정도 후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큰 로켓을 구상하고 있

습니다. 인공위성도 보낼 수 있게 된 후의 업그레이드된 발사체를 계획하고 있

는데요, 결국에는 사람을 태우는 로켓을 만들고 싶어요. 수직으로 발사되는 로

켓들은 많은 사람을 우주로 태우고 나가기에는 조금은 비효율적이고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제약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행기 형태의 그런 우

주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항 활주로에서 떠오르는 로켓

이죠. 그런 게 아마 우주여행의 미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 보고 있고 

그것도 틈틈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공부할 것들도 많잖아요. 이런 말이 좀 

빈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시간만큼이나 자기 생각을 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언어로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그것들을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스트레스에 강하고 조금 더 새로운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지 않

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일

단 한번 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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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5. 인터뷰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신동윤 대표 인터뷰 질문 중 일부는 KAIST GIFTED TIMES 구독자 이벤트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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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진행된 행사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2022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자문위원회

2022.04.13.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자문위원, 우수 수료생 및 관계자 

17명이 참여한 2022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자문위원회

가 지난 4월 1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본 행

사에서는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당면 과제를 논의하였다.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5월 캠프

2022.05.05.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5월 캠프가 KAIST IP 영재기업인

교육원 기본과정(13기), 심화과정(12기) 및 학부모 160명을 

대상으로 5월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기본과정(13기) 학

생들은 미래기술 프로젝트: NFT & 비즈니스(웹3.0 & P2E)

를 진행하였고, 심화과정(12기)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메이커 

교육: NFT & PFP가 진행되었다. 

2022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상자 선발

2022.04.06.~2022.04.22.

 지난 4월 6일부터 22일에 걸쳐 2022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

상자 287명을 선발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2항

에 의거, 영재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4학

년 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키움 프로젝

트 홈페이지(giftedup.org)를 통하여 신규 참가자 지원을 유

형 별로 온라인 지원서를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유형은 총 

3가지로, 유형 1은 멘토 교사와 학생이 모두 처음 신청하는 경

우로 사전에 결정(매칭)된 경우(멘토교사가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 유형 2는 멘토교사가 사전에 매칭되지 않아서 신규로 학

생만 지원하는 경우(학생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 유형 3은 

기존 참여 교사였으나 학생 진학 등의 이유로 매칭되지 않은 경

우와 기존 참여 학생(멘티)의 멘토를 희망하는 교사인 경우(멘

토교사가 신규교사로 온라인 지원서 작성)이다. 선발된 대상자

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2022년 교육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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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교육운영위원회

2022.05.10.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교육운영위원 및 관계자 15명이 

참여한 2022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교육운영위원회가 

5월 10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소개 발표 및 교육 운영 활용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2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수료생 네트워킹 행사

2022.05.19.

  KAIST 영재기업인교육원 수료생 네트워킹 행사가 5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

원 수료생 45명이 참여하였으며 박상욱 (주)블링커스 대표를 

비롯하여 정창제 트로우 CTO, 김보경 더잭팟 RM, 배준현 업비

트 엔지니어, 황동규 (주)앙트비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과학영재첨단연구체험캠프(Pre-URP) 사업설명회

2022.05.30.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과학영재첨단연구체험캠프

(Pre-URP) 사업설명회가 5월 30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

다. 2022년도 Pre-URP(9기) 참여연구실 모집 및 사업설명회

에 관심있는 KAIST, UNIST, GIST, DGIST 연구실 30개팀이 

참여하였다.

KSA 창의융합교육 교원연수

2022.06.11.

  KSA 창의융합교육 교원연수가 지난 6월 11일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영재청소년의 적응, 학습자 중

심 완전학습을 위한 하이브리드 수업 설계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교육하였다. 

과학영재첨단연구체험캠프(Pre-URP) 사업설명회

2022.04.09.~2022.06.18.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융합인재교육팀은 글로벌영재교

육원 봄학기 2차(4월 9일) ~ 7차(6월 18일) 교육을 글로벌영

재교육원생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문제중심학습을 기

반으로 한 프로젝트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정규 과정은 카이스

트 문지캠퍼스에서 이뤄졌으며 연구과정은 각 분야별 연구실에

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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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주제별집중교육(1차)

2022.06.25.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주제별 집중 교육(1차)이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수료생 및 심화과정(12기) 15명을 대상

으로 6월 25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MVP 

개발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창업지도역량강화 연수

- 2022.06.08. ~ 2022.06.10.

- 2022.06.15. ~ 2022.06.17.

- 2022.06.20. ~ 2022.06.22.

  직업계고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도역량강화 연수

가 6월 8일~10일, 6월 15일~17일, 6월 20일~22일, 3회에 

걸쳐 KT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었다. 창업 지도 교사를 대상으

로 팀 기반 아이디어 중심 창업 교육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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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사이버영재교육 10년을 돌아보다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는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수학, 과학, SW 분야에 흥미와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자

기주도성,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이공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영재교육

은 1993년에 시작되어 다양한 온라인 교육의 형태를 거쳐 2015년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7-8천명

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별도의 선발과정 없이 관

심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공학, 알고리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과정

과, 실생활과 연계된 탐구 및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수학, 과학, SW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

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AI, 로봇, 데이터사이언스, IoT 등 첨단분야의 프로젝트 과정들도 함께 제공됩니다.

<KAIST 사이버영재교육 연구성과자료집 발간>

[그림 1] 교육 프로그램 구성 (초등 과정)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url.kr/ql9m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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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육 프로그램 구성 (중등 과정)

[그림 3] 교육 프로그램 구성 (SW/AI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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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과정은 문제 및 프로젝트 기반의 e-Book 콘텐츠로 제공되며,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계된 수학, 과학 지식을 학습하

고 관련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탐구 또는 해결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습니다. 사이버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해 보거나, 현실 또는 미래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사이버영재교육 교육과정 특징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계획과 일정에 맞춰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때는 언

제든지 KAIST 재학생 튜터나 동료 학습자와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토론, 발

표, 실시간 멘토링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 활발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비대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KAIST 사이버영재교육은 1993년부터 전국의 초

⋅중⋅고등학생에게 수학, 과학, SW 분야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사이버영재교육을 운영하면

서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우수한 학생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수학, 과학, SW에 흥미가 높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지, 제공된 교육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

는지, 사이버교육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

다. 이에 그동안 사이버영재교육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성과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KAIST 사이버영재교육, 영재교육, 초⋅중등 사이버교육 관련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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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GIFTED TIMES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홈페이지: http://gifted.kaist.ac.kr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YOUTUBE: https://www.youtube.com/kaisttalented

KAIST GIFTED TIMES 구독 신청: https://url.kr/5cqe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