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보고서

출장기간

:

2019.12.30.(월) ~ 2020.01.10.(금)

출장국가

:

미국 (워싱턴디씨, 샬롯츠빌)

출 장 자

:

이종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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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개요

ㅇ 출장 목적
2019년-2020년

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일부로

미국의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환경 오염 연구, 모니터링, 연구지원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과정을 살펴봄. 정치가, 행정관료, 연구자들이 미국의 환경주무부처에서 환경문
제를 새로운 정치적 의제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EPA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연구자를 만나 중간연구결과를 공유함. 버지니아주립대(University of
Virginia, UVA)에서 규제공학 및 환경정책 관련 연구자, 교원과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음.
ㅇ 출장 기간: 2019. 12. 30. ~ 2020. 01. 10. (10박 12일간)
ㅇ 대상 지역: 미국 워싱턴디씨, 샬롯츠빌
ㅇ 방문 장소: 미국 EPA Historical Document Collection, 버지니아주립대학교
ㅇ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
전략개발실
/교육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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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급

이름

교수

조교수

이종민

수행역할 요약
연구 공유,
연구 자료 수집

출장 내용

ㅇ 출장 개요
(1) 미국 워싱턴 디씨 EPA의 EPA Historical Document Collection 에서 규제공학, 환
경행정 및 환경정책 관련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담당자를 면담함. 미국의 규제
공학과 환경정책의 역사적 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규제공학과 환경정책에 대
한 연구에 기여함. Smithsonian Museum of American History (SMAH)에서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 활용방안 벤치마킹.

(2) 버지니아주립대(University of Virginia, UVA)에서 규제공학(환경공학, 교통공학 등)
및 환경정책(에너지정책, 대기오염정책, 교통정책) 연구 및 교육 관련 연구자 및 교원들
을 면담함.

ㅇ

출장 일정

년. 월. 일
(요 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방문기관 기재)

19.12.30.
(월요일)

인천 공항
(대한민국)
10:15

워싱턴
덜레스공항
(미국)
09:50

출국

19.12.31.
(화요일)

-

-

20.1.1.
(수요일)

-

-

1. Smithsonian Museum of
American History (SMAH) 방문
2. SMAH의 환경 관련 전시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 활용방안
벤치마킹

1. 미국 환경주무부처 EPA
Headquarters 방문
2. EPA Hq Repository
아카이브 자료 수집
1. EPA Historical Document
Collection에서 EPA ORD
아카이브 자료 수집
2. 동 Collection에서 미국의
방사성 방호 분야 아카이브 자료
수집

-

-

20.1.3.
(금요일)

-

-

20.1.4.
(토요일)

워싱턴 디씨

버지니아주
샬롯츠빌

도시간 이동

20.1.5.
(일요일)

-

-

휴일

-

-

20.1.7.
(화요일)

-

-

[붙임 1]

휴일

20.1.2.
(목요일)

20.1.6.
(월요일)

비고

1. UVA 공학시스템 및
환경(Engineering Systems and
Environment)학과 Olsson Hall
방문.
2. UVA Brian Park 교수 면담
및 교통 및 환경 정책 관련
학제간 연구 현황 공유
1. UVA 도서관 Scholars' Lab
방문 및 디지털 인문학 관련
동향을 습득함.
2. Scholars' Lab의 디지털
인문학 툴(Omeka, Neatline)의
현황을 파악 및 적용가능성 모색.

[붙임 1]

[붙임 1]

[붙임1]

[붙임 1]

20.1.8.
(수요일)

20.1.9.
(목요일)
20.1.10
(금요일)

-

-

워싱턴
덜레스공항
(미국)
11:50

-

-

인천 공항
(대한민국)
16:30

1. UVA 공과대학의 공학과
사회(Engineering and
Society)학과 Thornton Hall 방문
2. UVA Mike Gorman 교수
면담 및 환경, 에너지, 전문성
관련 연구 및 교육 관련 현황
공유

[붙임 1]

귀국

ㅇ 주요 활동
(1) Smithsonian Museum of American History (2019. 12. 31)
• Smithsonian Museum of American History (SMAH) 방문 및 환경 관련 정책
및 대중의 이해 관련 자료 수집
• SMAH의 환경 관련 전시에서 본 연구의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 활용방안 벤치마
킹.

(2) EPA Headquarters and Chemical Libraries (2020. 01. 02 ~ 03)
• EPA Headquarters and Chemical Libraries의 History Collection Librarian
Shirleon Benson을 만나 면담함.
• EPA History Collection은 현재 벤슨과 다른 사서들의 주도로 재구성 중임.
2020년은 EPA가 설립(1970. 12. 2)된지 50년이 되는 해로 한 해에 걸쳐 여러 가
지 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음. 환경정책 분야에서 EPA의 역사적인 성과를 보여주
기 위해서 EPA의 구성원들이 History Collection의 내용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외부 연구자들의 요청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함.

(3) UVA 공학시스템 및 환경(Engineering Systems and Environment)학과
(2020. 01. 06)
• UVA 공학시스템 및 환경학과의 Brian Park 교수 면담. 연구 현황 공유 및 피드
백을 주고 받음.

• Brian Park 교수가 Three Cavaliers 라는 학제간 협동 연구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세먼지-건강 관련 연구를 공동 진행했음. 버지니아주에서는 기후변화, 빌딩 인프
라를 모두 다루기는 힘들어서 교통에 집중해서 살펴보았더니 미세먼지는 거의 측
정되지 않았음. (레스토랑의 배기후드 잘 설치된 곳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음) 여러
연구소에 속해 있는 연구자들에게 공동/협동 연구를 장려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 클러스터 연구 프로그램과 비교해볼 수 있겠음.
• 이종민 교수가 진행 중인 환경정책의 한국 사례 및 미국 사례 연구를 공유함.
저널 페이퍼로 출판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함. 비교 연구의 가능성도 모색해 봄.

(4) UVA Scholars’ Lab (2020. 01. 07)
• UVA Scholars’ Lab은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 공간 기술(spatial
technologies), 문화유산사고(cultural heritage thinking)에 기반한 실험적이고 커
뮤니티 지향적인 실험실임. 디지털 인문학 관련한 시도들이 Maker's Lab과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이 흥미로웠음
•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고 시각화 기술(visualization
technologies)을 이용해서 직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인
문학의 가능성을 넓혀 옴.

(5) UVA 공학과 사회(Engineering and Society)학과 (2020. 01. 08)
• UVA 공학과 사회(Engineering and Society)학과 Mike Gorman 교수와 진행
중인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음.
• 중력파 연구로 유명한 과학사 학자 Harry Collins 와 교류하면서 방법론 상 도움
을 받았던 경험을 공유함. 콜린스 교수가 스스로의 연구에 성공적이었던 방법이 고
먼 교수에게 늘 유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고먼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연구자 커뮤니티 내부로 들어가서 회의록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임.
• 미국과 한국의 환경공학 커뮤니티를 연구하려는 이종민 교수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토론함. 학회지, 학술대회 등 열린 공간과 심층인터뷰, 개인기록
등 사적인 공간을 함께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장점에 대해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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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특이사항

(1) 미국 EPA의 설립 50주년을 맞아 EPA 역사 관련 자료를 정리하려는 Historical
Collection의 노력을 활용하여 외부 연구자로서 관련 연구를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

를 활용하려 함. 방사선 방호, 모니터링, 환경 연구 인프라 관련 자료를 분석할 수 있
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음.
(2) 버지니아주립대(UVA)에서 교통, 건강, 사용자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공학자, 소프트웨어 전문가, 사회과학자들이 함께 미세먼지를 연구하려는 노력을 확인
함. 분야간, 국가간 협동 연구 혹은 비교 연구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넓혀
가려고 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클러스터 연구 프로그램과 비교해볼 수 있는 가능
성 또한 확인했음.
(3) 마이크 고먼 교수가 해리 콜린스 교수와 나눈 방법론에 대한 대화를 통해 각기 다
른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데 유의해야 할 점을 생각함.
한 주제에 대한 연구에 성공적이었던 방법이 다른 주제에 대한 연구에 유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함. 본인의 이전 연구와 관련 분야 학자들의 선행 연구를 충분히 소화
하면서도 새로운 주제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 방법론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학회지, 학술대회 등 열린 공간과 심층인터뷰, 개인기록 등 사적인 공간을 함께 활용
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4) 스미소니언 미국 역사 박물관의 환경 관련 전시와 Scholars’ Lab에서 디지털 인
문학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

[붙임1] 방문 연구 및 교육 기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2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460

방문 연구 및 교육 기관 (Smithsonian Museum of American History)

방문 연구 및 교육 기관 (University of Virginia)
Department of Engineering Systems and Environment
University of Virginia
Thornton Hall, Charlottesville, VA

방문 연구 및 교육 기관 (University of Virginia)
Department of Engineering and Society
University of Virginia
Thornton Hall, Charlottesville, VA

방문 연구 및 교육 기관 (University of Virginia)
UVA Scholars’ Lab,
University of Virginia Library
Alderman 419, Charlottesville, VA

[Scholars’ Lab 내부 Makerspace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