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14 과학전시기획 전문가과정 프로그램
과학전시 기획 및 컨텐츠개발 중심 과학전시 전문인력양성

2014년도 과학전시전문가과정 수강생모집(제4회) 
과학문화 대중화 및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을 통한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실현하고, 과학관 확충과 운영활

성화에 대비하여 과학전시를 담당할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국립중앙과학관과 KAIST문화기술대학원

에서 ‘2014 과학전시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14 과학전시 전문인력양성 전문가과정’은, 특화된 “과학전시 기획 및 창의체험 과학전시 컨텐츠개발” 

을 중심으로 단기집중 교육합니다. “과학전시와 과학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개강좌와 “과학전시기획” “과

학컨텐츠 기획 및 개발”, “뉴미디어의 활용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와  현장 인턴실습 프로젝트교

육을 통해 전시실무 개발경험을 축적시키고 새로운 전시기술을 교육하여 과학전시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교육대상 및 모집인원

1. 인문계, 이공계 관련 전공 대학졸업자(과학전시기획 및 컨텐츠개발 전문가) 10명내외

2. 디자인 관련전공자 및 전시업체 종사경력자(과학전시컨텐츠 및 전시디자인전문가) 10명내외 

3. 과학관, 박물관 큐레이터 및 실무자, 기업, 연구소 홍보, 전시담당자, 관련 종사자 등 10명 내외

4. 기업홍보전시 기획 및 국제컨벤션 실무세미나 - 공개강좌 15시간 (8월 1일(금) 전일정

5. 수강료는 국가에서 부담 합니다 – 교재대(복사비) 별도. 

교육기간 및 장소

1. 과학전시 및 과학문화세미나 - 집중공개강좌 2014년 7월 24(목), 25(금), 26(토) (3일 24시간)

2. 과학전시기획 전문가과정 - 2014년 8월 1(금), 2,9,23(토) (4일 32시간) 9, 10월 격주 토요일

3. 과학전시 인턴실습 – 8월 –10월(실습기관과 일정협의) 국립과천과학관, ㈜옥토끼이미징 외 

4. 현장학습 - 2014년 8월-(과천과학관)  10월-(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사이언스데이 /수료식)

5. 교육장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 대강당(양재역에서 4분)

교육신청

1. 교육신청서를 이메일 SciEx2010@kaist.ac.kr 로 요청하거나 KAIST 문화기술대학원 홈피 

   http://ct.kaist.ac.kr  중앙과학관 홈피 http://www.science.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SciEx2010@kaist.ac.kr 로 접수.

2. 교육신청 접수기간은 7월 10일(화) - 7월 22일(화) (선착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3. 기타 문의사항은 HP 010-8262-3362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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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의 특성과 우수성

1. 학제융합시스템(Interdisciplinary system) : “과학기술+인문사회+디자인 예술+경영”이 복합/융합되어 있는 

문화기술대학원의 교육시스템을 전시디자인 분야에 적용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으로 과학전시의 디자인기획 

및 창의체험 과학컨텐츠 개발 중심교육.

2. 프로젝트 중심시스템 (Project-based system) : 전시현장의 컨텐츠개발 프로젝트 사례 중심 수업 및 전시

기획 능력 향상 및 컨텐츠 개발 실무교육.

3. 개별 맞춤형 시스템 (Taylor-made system) : 과학관, 전시디자인회사의 프로젝트참여 인턴과정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업무확장, 진로(취업/진학)에 따라 프로젝트 개별 운영(우수학생의 GSCT진학추천 및 과

학관 및 박물관 취업추천)

4. 현장 근무자를 배려한 단기집중교육으로 운영하여 현 업무와 병행가능(10,11,12년도 수강생요청사항)

￭ 교육내용

OT(1시간)/특강세미나(63시간)/전문교육(31시간)/프로젝트․인턴(32)/현장학습(21시간)/PT(8시간) 156시간

교육명 분야 내용/과목 시수 대상

과학전시특강
(공개세미나)

과학전시 
행정/정책

15

‘과학관’의 기본 개념과 과제(서울대) 
과학관 전시 및 운영(과천과학관)
과학 커뮤니케이션(동아사이언스)
뉴미디어 시대와 과학전시(KAIST)

과학관의 역할과 현황(국립중앙과학관-미확정)

15시간
5과목 

정규
교육생

및
산기협
회원사
교육생

과학전시 문화 15

과학문화의 확산(과학창의재단)
스토리텔링 마케팅과 브랜딩(와이티티)

디지털스토리텔링을 통한 과학전시 디자인(서울대)
전시건축-박물관과 과학관(숙명여대)

의사결정 “고 앤 스톱”(동방대)

15시간
5과목

전시기술 21

애니메이션 기획과 영상디자인(홍익대)
로봇디자인과 전시(서울과기대)

전시의 새로운 기술(버츄얼빌더스) 
전시 인터랙션디자인(유릭스)  

전시그래픽과 실현기술(사인윈)
사물인터넷과 디자인(성신여대)

디지털 미디어아트 앤 디자인(대구커톨릭대) 

21시간
7과목

홍보관 기획 및 
컨벤션

12

국제 컨벤션과 전시방법 성공사례(경희대)
기업 홍보전시관 기획 및 컨텐츠(쉐이크)

전시 ․ 컨벤션의 계획과 운영(한국국제전시)
전시기기와 전시기술(T1시스템)

12시간
4과목

전시기획
및 컨텐츠개발

(전문교육)

전시기획
15

전시디자인 기획론(KAIST) 
어린이박물관 전시기획과 운영(국립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체험전시기획의 실제(서울상상나라)

전시기획실습 클래스(KAIST) 6시간

20시간
4과목

정규
교육생

16 전시기획 실습프로젝트 1, 2(인턴포함) 16시간

전시컨텐츠
16

디지털스토리텔링을 통한 과학전시컨텐츠 (에스앤아이팩토리) 
스마트패드용 교육컨텐츠 기획과 개발(프랙티컬스케치)
과학전시 및 공연 기획 프로세스(과천과학관)

교육용 과학컨텐츠 개발동향 및 기획(푸르넷)
컨텐츠개발 실습 클래스(KAIST) 4시간

16시간
5과목

16 컨텐츠개발 실습프로젝트 3, 4(인턴포함) 16시간

과학관리서치 및 
과학문화탐방

현장학습21
5 과학관 방문리서치(과천과학관) 5시간

16 과학문화탐방(국립중앙과학관) 16시간

과제보고 156 8 프로젝트 보고서 및 PT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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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X2014 과학전시전문가과정 연간 교육일정표   

목/THU 금/FRI 토/SAT

7
월

1주

9:30
24 일 25 일 26 일

스토리텔링 마케팅과 브랜딩
(김유석/(주)와이티티대표) 
yoosok@yesytt.com

과학 문화의 확산
(최연구/한국과학창의재단실장)
choiyg@kofac.or.kr  

11:00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임창영/KAIST교수) 
cylim@kaist.ac.kr 

과학관의 전시와 운영
(김선빈/국립과천과학관 관장)
kimsb@msip.go.kr

전시디자인 기획론 
(임창영/KAIST교수) 
cylim@kaist.ac.kr 

1:30 ‘과학관’의 기본 개념과 과제
(박승재/서울대명예교수) 
paksj@snu.ac.kr 

과학과 커뮤니케이션
(김두희/동아사이언스대표)
doohie@donga.com 

전시그래픽과 실현 기술
(이정호/사인윈 대표)
signwin@nate.com

3:00 스마트패드용 교육컨텐츠 기획과 개발
이자영(프랙티컬스케치 대표 )
jlee@practicalsketch.com

디지털스토리텔링을 통한 과학전시디자인
(이정엽/서울대교수)
elises@snu.ac.kr 

로봇디자인과 전시
(김원섭/서울과기대교수)
wskim@seoultech.ac.kr 

4:30 뉴미디어 시대와 과학전시
(임창영/KAIST교수) 
cylim@kaist.ac.kr 

의사결정 ‘Go and Stop’(동양철학)
문재호(동방대교수) 
ckddud555@hanmail.net

8
월

2주

1 일 2 일
9:30 국제 컨벤션과 전시방법 성공사례

(김봉석/경희대교수)
herz5@khu.ac.kr

어린이박물관 체험전시기획의 실제
(장화정/서울상상나라 학예연구실장)
hwajung.jang@samsung.com

11:00 기업 홍보전시관 기획 및 컨텐츠
(곽수진/쉐이크 대표)
suzini7@naver.com

전시건축-박물관과 과학관
(박석수/숙명여대교수)
hhpss@chol.com 

1:30 전시․ 컨벤션의 계획과 운영
(문영수/한국국제전시 대표)
ysmundm@daum.net

체험전시 인터랙션디자인
(기정서/유릭스디자인연구소장)
 uriq@msn.com 

3:00 전시기기와 전시기술
(정순철/T1시스템즈대표) 
jsc@t1sys.com 

미디어 아트와 놀이
(이준/대구커툴릭대교수) 
zuuune@gmail.com

4:30 어린이박물관 전시기획과 운영 
(이관호/국립어린이박물관) 
lkh4482@hanmail.net

과학전시기획 실습
(임창영/KAIST교수) 
cylim@kaist.ac.kr 

3주

8 일 9 일 
Project 01 /전시기획실습(HW)    9:30 전시의 새로운 기술

(유인두/버철빌더스연구소장)
interdoo@gmail.com 

11:00 교육용 과학컨텐츠 개발동향 및 기획
방미향(푸르넷 부장)
123lovebebe@hanmail.net

1:30 애니메이션기획과 영상디자인
(백철호/홍익대학교수)
p2paik@gmail.com 

3:00 디지털스토리텔링을 통한 과학전시컨텐츠  
(김영애/에스앤아이팩토리대표)
suzik@dahal.co.kr 

4:30 컨텐츠개발 실습
(임창영/KAIST교수) 
cylim@kaist.ac.kr 

4주 15일 (광복절연휴) 16일 (광복절연휴)

5주

22 일 23 일 
Project 02 /전시기획실습(HW) 9:30 사물인터넷과 디자인

(최민영/성신여대교수) 
minychoi@swu.ac.kr

11:00 과학전시와 공연 기획실무
(윤아연/과천과학관)
anastar22@msip.go.kr

1:30

과학관방문 리서치3:00

4:30

6주 29 일 Project03 전시기획서(HW) 30 일 Project04 전시컨텐츠개발(HW)

9
월

7주 5일 (추석연휴) 6일 (추석연휴)

8주 12일 인턴과정 13일  인턴과정

9주 19일 인턴과정 20일  인턴과정

10주 26일 인턴과정 27일 프로젝트 보고 - PT

10
월

11주 2일 3일 (개천절연휴) 4일 (개천절연휴)
12주 9일 10일 (한글날연휴) 11일 (한글날연휴)

13주 18일 중앙과학관 방문/대전유성 19일 중앙과학관 방문 1박2일/수료식

강의 순서는 초청전문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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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위치(산기협회관 대강당/B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http://www.koita.or.kr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경우  주차안내: 산기협 회관 후면 주차장 또는 주차타워 이용 (30분 무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경우  3호선 양재역 6번출구에서 성남방향으로 600M 도보이동

  

  식당안내  산기협 주변의 식당들은 깨끗하며 다양한 식사가능 합니다. 자유취식 합니다. 

  기타공지  사용가능 무선랜 ID 및 WebHard 사용 ID는 강의시 고지합니다.

            정규강좌 신청자(7월26일 – 10월30일) 교재복사비 및 체험활동비, 회식비 ￦70,000 원(등록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