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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ffshore energy and climate change roadmap on education
and obtain advice about a development of Korea energy and climate change roadmap on education. Researchers
have analyzed ‘Strategic Energy Technology (SET) Plan Roadmap 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Science,
Education and Outreach Roadmap for Natural Resources’ published in 2014. As a result, many experts
should b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 roadmap and developed for many years. In addition, the
roadmap development process includes the feedback process. Finally, the contents of a roadmap include
setting goals,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es (KSC) needs and gaps, and action strategies.
Keywords : energy, climate change, education, roadmap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해외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관련 로드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기후변화 로드
맵 개발 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2014년 발표된 유럽 연합의 ‘Strategic Energy Technology(SET) Plan Roadmap
on Education and Training’과 미국공립대학협회의 ‘Science, Education and Outreach Roadmap for Natural
Resources’을 분석하였다. 결과, 로드맵 개발은 다년 간,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로드
맵 개발과정에는 피드백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로드맵 내용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상태 파악, 지식,
기술, 능력의 격차 및 요구 분석 후 행동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주요어 :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로드맵

I. 서

론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들이 인간 생활의 거의 모
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기
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계
획을 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 연합은 2007
년 전략적 에너지기술계획(Strategic Energy Technology
(SET) Plan)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
2030)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
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신재생에너

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이태종, 2012).
에너지 기술 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서는 숙련된 인적 자원의 이용과 공급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2014년 에너지 연구와 혁신 분야의 인
적 자원에 대한 도전과 SET Plan 과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 로드맵’을 발표하였다(Georgakaki et al., 2014).
미국공립대학협회(Association of Public and Landgrant Universities) 역시, 2014년 5월, ‘자연자원을
위한 과학, 교육, 확장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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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고, 수년간 로드맵을 연구 개발하여 올해

위해 Arántegui(2014)의 ‘2013 JRC wind status report’
를 함께 살펴보았다. 로드맵의 개발 과정으로 개발

제시하였다.

배경, 기간, 참여한 전문가, 영역, 개발 과정을 분

우리나라는 15대 온실가스감축기술을 선정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로드

석하였고, 로드맵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비
교하였다.

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이태종, 2012). 또한, 중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장기 환경전망 연구를 위한 한국형 통합환경모형
을 구축하는 로드맵 설계 연구를 수행하였다(강성
원 등, 2013). 그러나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로드맵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부의

1. 해외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관련 로드맵의 개
발 과정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유럽연합은 전략적 에너지기술 혁신을 위한 유

위해서는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세부적이

럽연합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전략적

고 전략적인 로드맵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해외에서 발표된 에
너지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로드맵을 조사하고, 로
드맵의 개발 과정 및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에
너지 기후변화 교육 로드맵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에너지기술계획(SET Plan)을 2007년 시작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14년 교육 및 훈련 분
야의 전략적 에너지기술계획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Georgakaki et al., 2014). 미국공립대학협회는 2010
년 11월 발표된 ‘농업을 위한 과학 로드맵’에서 농
업이 주된 내용이고, 자연자원에 대한 내용이 부족
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연구에 착수하여 2014년 5

Ⅱ.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연구자는 2014년 5월 8일자로 구글 사이트(www.
google.com) 검색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Energy

월, 자연자원을 위한 과학, 교육, 확장 로드맵을 발
표하였다(APLU, 2014). 최근 발표된 에너지 기후
변화 교육 관련 로드맵 두 가지를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첫째, 다년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 로드맵을 발표하

education roadmap’을 검색어로 하여, 2014년 유럽

였다. 유럽연합의 전략적 에너지기술계획(SET Plan)

연합에서 발표한 ‘Strategic Energy Technology(SET)
Plan Roadmap on Education and Training’, ‘A Road-

은 2007년 처음 시작되었고,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
획을 바탕으로 2011년 12월, 13개 영역의 환경보

map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relation to the

고서 개발 회의가 시작되었다(Naneva, 2012). 그리

SET-Plan(Wind & Ocean Energy Working Group)’,
‘2013 JRC wind status report’ 자료를 수집하였다.

고 2014년 교육 및 훈련 분야의 로드맵을 발표하
였다. 환경보고서 개발부터 로드맵 발표까지 3년

또한, 미국공립대학협회(APLU)에서 2014년 5월에

이상이 걸렸다. 미국의 자연자원 로드맵은 2012년

발표한 ‘Science, Education and Outreach Roadmap
for Natural Resources’ 자료를 수집하였다.

델파이조사를 시작하여 2014년 5월 로드맵이 발표
되었다. 사전 정책 및 준비 과정을 제외하고, 온전
한 연구 기간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글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해외

둘째, 로드맵 개발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
다. 유럽연합의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의 전략적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관련 로드맵 자료 중 대표적

에너지기술계획 로드맵은 교육, 연구기관 및 산업

인 두 자료인 Georgakaki et al.(2014)의 ‘Strategic
Energy Technology(SET) Plan Roadmap on Education

분야에서 130명이 넘는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자
연자원 로드맵은 자연자원위원회(BNR)와 해양대

and Training’과 APLU(2014)의 ‘Science, Education

기기후위원회(BOAC)가 118명의 전문가를 추천하

and Outreach Roadmap for Natural Resources’를

였고, 참여하지 못한 33명을 제외한 78명의 전문가
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추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내용 분석을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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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로드맵 개발과정 비교(Comparison of roadmap process)
SET Plan Roadmap on Education and Training
(Georgakaki et al., 2014)

NR Roadmap
(APLU, 2014)

개발
배경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2010)의
‘Europe 2020’ 유럽 연합 10년 성장 전략의 목
표 달성을 위해
- STEM 교육의 일환

- APLU(2010) “The Science Roadmap for Food
and Agriculture”의 자연자원에 대한 내용 부족

개발
기간

-

- 2010년: 연구의 필요성 대두
- 2012년: 델파이 조사 시작
- 2014년 5월: 로드맵 발표

2007년: SET Plan 연구 시작
2010~2011년: 영역 선정
2011년 12월: 환경보고서 개발 착수
2014년: 로드맵 발표

- 130여 명

- 델파이 조사: 78명
- 보고서 작성: 35명
- 전문 심사자: 12명 이상

개발
영역

-

-

개발
방법

- 13개의 환경보고서 작성을 바탕으로 로드맵
개발

참여
전문가

바이오에너지 ․ 탄소 포집 및 저장
태양열 ․ 전기 그리드
에너지 효율 빌딩
열에너지 네트워크와 스마트 시티 통합 측면
에너지 저장 ․ 연료전지와 수소
지열에너지 ․ 핵에너지
광발전 ․ 풍력 및 조력에너지
시스템 통합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조화

천받은 35명의 과학자 리더들이 6가지 범주의 로
드맵을 작성하였고, 각 범주별 2명 이상의 전문심
사자를 두었다.
셋째, 로드맵 개발 과정에 피드백 과정이 포함
되어 있다.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의 전략적 에너
지기술계획 로드맵은 개발 과정의 한 과정으로 피
드백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 보고서 및 에너지 기술 플랫폼, 산업협
회 및 다른 연관된 그룹의 이해관계자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자연자원 로드맵 역시, 각 범주별로 최
소 2명 이상의 전문 자문단을 두어 피드백을 실시
하였다.
넷째, 로드맵 개발 과정은 영역 선정 후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전략적
에너지기술계획 로드맵은 유럽연합의 에너지 및 환
경 정책인 전략적 에너지기술계획에 따라 2010년
과 2011년에 영역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13개 영
역별로 교육 및 훈련 분야의 환경보고서 작성이 이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교육
에너지
물
농업

- 델파이 조사 후 로드맵 작성

루어졌다.
반면, 미국공립대학협회의 자연자원위원회(BNR)
는 자연자원 로드맵 개발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농림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델파이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자원 로드맵을 작성하
였다. 자연자원 전문가 위원회는 코넬 대학의 닥터
트레비스 박(Dr. Travis Park)과 계약하여 로드맵을
위한 자료 수집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
양, 대기, 기후 위원회(BOAC)와 함께 자연자원 로
드맵을 개발하였다.
추천 받은 78명의 전문가들은 자연자원에 대한
그랜드챌린지에 초점을 둔 5가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3월 19일 첫 번째 질문을 시작
하여 2012년 9월 12일 마지막 질문을 끝냈다. 첫
번째 조사에서 576개의 응답이 있었고, 닥터 박은
귀납적인 분석을 통해 95개로 줄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사에서 참가자들에게 각 항목에 대한 동
의하는 비율을 물었다. 응답을 바탕으로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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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위해 조사 항목을 38개로 줄였다. 참가자들

교육 기관, 관련 연구 기관, 산업 및 기업 협회, 그

은 그랜드챌린지에 고려되어질 항목인지 여부에

리고 기업의 핵심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관계자를

따라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했다. ‘예’를 선택하

모아, 학문적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 학습 프로그램

면, 자연자원 주제의 8가지 분야에 대답하게 된다.

을 제공한다. 직업 교육 훈련 네트워크는 기술 교

네 번째 조사에서는 8가지 분야에서 18개의 결과

육 센터, 직업 교육 기관 및 기술학교, 대학 및 전

를 얻었다. 지속가능성과 토지 이용도, 지속가능한

문 교육 기관을 포함한다. ‘노동 시장에서 사업 및

지역의 인구 등 세 가지를 결합하여 6가지 범주로
줄였다. 이 세 가지는 자연자원에 미치는 인간의

연구, 통로 및 이해의 관계 촉진’에서는 사업 및 연
구 환경과 교육 훈련 시스템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

직간접적인 영향을 다룬다. 6가지 범주는 기후변

이다. 저탄소 기술에 대한 유럽의 교육 및 훈련 기

화, 지속가능성, 교육, 에너지, 물, 농업이다. 자연
자원 로드맵 자문단이 초대한 35명의 과학자 리더

관, 연구 기관 및 기업 간의 이동성과 협력 파트너
십, 고등 교육 및 직업 교육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는 6가지 범주의 로드맵을 작성하였다(APLU, 2014).

권장한다. 셋째, ‘계획 및 기술 개발 활성화, 전송

2. 해외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관련 로드맵의 내용

및 인식’에서는 새로운 지식, 기술 및 도구의 보급
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 개발 및 상호 인정을 계

Georgakaki et al.(2014)의 ‘SET Plan Roadmap

획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가상

on Education and Training’과 APLU(2014)의 ‘NR
Roadmap’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학습 및 정보 플랫폼’, ‘지식, 기술, 역량(KSC) 인
식 및 전송 프로그램’, ‘인적 자원과 기술 관측소’

교육 및 훈련에서 전략적 에너지기술계획 로드

의 세 가지 행동을 권장하고 있다.

맵은 다음 주요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
되었다. 첫째, 네트워크를 구축, 능력의 공유, 빠르

자연자원 로드맵은 6가지 큰 도전 주제를 제시
하고, 각 범주마다 ‘이슈 프레임’, ‘격차 분석’, ‘연

고 광범위한 복제를 위하여 지식, 기술 및 역량의

구 요구 및 우선사항’, ‘기대되는 결과’를 담고 있

요구와 격차를 검토한다. 둘째, 비즈니스 및 연구
환경과 교육 훈련 시스템의 연결을 강화한다. 셋

다. 첫째, 이슈ㅜ프레임에서는 도전 주제의 배경지
식을 제공한다.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내용을

째, 기술 개발과 상호간의 인정을 가능하게 하기

다룬다. 두 번째, 격차 분석에서는 현실과 과학적

위해 새로운 지식, 기술 및 도구의 보급을 촉진한
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인 격차, 주제를 위한 구체적인 필요한 교육을 제
시했다. 세 번째, 연구 요구 및 우선 사항에서는 필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권장 사항을 나열했다. 그

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를 확인하고, 큰

리고 부록에서 각 권장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
을 제시했다.

도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분야의 우선순위
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결과에서는 두 가

먼저, ‘지식, 기술, 능력의 격차 채우기’에서는 두

지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준다. 현재 상황

가지 유형의 행동을 권장하고 있다. 사업 및 연구
를 연결하는 대학의 네트워크와 직업 교육 훈련 네

을 그대로 두었을 때의 결과와 로드맵의 권고에 따
랐을 때의 결과 차이를 보여준다.

트워크이다. 대학의 네트워크는 대학 및 기타 고등

유럽 연합의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전략적 에너

Table 2. 보고서 내용 비교(Comparison of report contents)
SET Plan Roadmap on Education and Training
(Georgakaki et al., 2014)
- Filling the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es gap
- Fostering involvement of business and research, access
and uptake by the labour market
- Planning and enabling skills development, transfer and
recognition

NR Roadmap
(APLU, 2014)
-

Framing the issue
Gap analysis
Research needs and priorities
Expected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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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술계획 로드맵은 13개 영역의 환경보고서와 함
께 발표되었다. 그 중 하나인 Arántegui et al.(2014)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분석한 두 로드
맵 모두 순수한 연구 기간만 2년 이상이 걸렸다.

의 과학 정책 환경보고서인 ‘2013 JRC wind status

로드맵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므로 연구 기간을

report’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풍력에너지

길게 잡아야 할 것이다.

에 대한 환경보고서는 크게 ‘기술적인 상황’, ‘풍력

둘째,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적절

에너지 시장의 상황’, ‘풍력에너지의 경제적 영향’,

한 연구 방법을 선정하여 로드맵 개발을 수행해야

‘해안 풍력발전소 설치의 학습효과’를 내용으로 한
다. 먼저, 기술적인 상황에는 풍력에너지의 최첨단

한다. Georgakaki et al.(2014)은 로드맵 개발을 위
해, 핵심 그룹(core group)과 13영역의 작업 그룹

기술과 엔진 날개, 기어박스, 발전기, 환경, 해안설

(working groups)을 선정하고, EC(Europe Commission)

계, 그리드 연결 등에 대한 학술 연구 및 기술 개발
상황과 유럽의 다른 연구 등을 다루고 있다. 둘째,

와 함께 개발 기간 동안 주 리더를 정해 로드맵 개
발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 참여한 전문

풍력에너지 시장의 상황에서는 세계 시장의 상황

가만 130여 명이 넘는다. APLU(2014)의 로드맵

을 소개하고, 유럽연합 2020 목표 달성의 과정을
다루며, 터빈 제작 시장, 오래된 풍력 발전소 재가

개발에서는 BNR와 BOAC 두 위원회가 델파이조
사에 118명의 전문가를 추천하였고, 범주별 보고

동, 산업 전략, 개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셋째,

서 작성을 위한 35명의 전문가를 추천하였다. 로드

풍력에너지의 경제적 영향에는 경제 지표 및 경제
수지, 생산된 에너지를 보여준다. 넷째, 해안 풍력

맵에 관련된 전문가를 추천하고 몇 명의 전문가들
이 참여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로드맵 개발이 이루

발전소 설치의 학습 효과에서는 해안 풍력발전소

어질지를 먼저 계획해야 할 것이다.

소개, 전체적인 형태, 기반 설치, 터빈 설치 등을
다루고 있다.

셋째, 로드맵 개발 과정에 피드백 과정이 포함되
어야 한다. 추천 받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하

Georgakaki et al.(2014)과 APLU(2014)는 공통

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감수 과정

적으로 현재 상태를 파악하여 지식, 기술, 능력의
격차를 분석하고 요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

이 필요하다. 공개 포럼, 학회 발표 등의 다양한 방
법을 활용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피드백

다. 다른 점은 Georgakaki et al.(2014)은 산업계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긴밀한 연결을 강조하고, 직업 교육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다. 또한, 13개 영역의 환경보고서를

넷째, 로드맵의 내용에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지식, 기술, 능력의 격차를 분석하여 요구를 충족

함께 제시하여 각 영역별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다

시키기 위한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 에너지 기후변

룬다. 반면, APLU(2014)은 각 범주마다 배경지식,
현실과 과학적인 격차 분석, 연구 수행을 위한 요

화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러한 목표를 충족하
기 위한 현재 상태 파악과 격차 및 요구 분석이 먼

구 및 우선순위와 그에 따라 기대되는 결과까지 체

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계적인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
하다.

과정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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