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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기획 : 동아사이언스,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문서작성 :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문서 편집일 : 2020년 9월 

총분량 :   49 페이지  

 

<설문환경> 

□ 조사기관 : 동아사이언스, 생물학연구정보센터 

□ 조사대상 : 과학기술 종사자 

□ 조사기간 : 2020년 9월 23일 ~ 9월 28일 (6일간) 

□ 조사문항 : 15문항, 약 2분 소요 

□ 조사진행 : SciON 온라인 설문조사 

□ 총참여자 :  총 1,193명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신뢰수준 95%, 신뢰구간 ±2.84%p 

              결과값 중 %값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반올림한 값의 총합으로는 99% 또는 101%로 나타날수 있음.) 

  

각 보기문항의 %는 그룹별 합계에 대한 Row Pct값(빨간색).  

합계의 %는 Column Pct값(파란색). 

복수응답 문항인 경우 %의 합계는 100%와 일치하지 않음. 

 

▒▒  문  의  ▒▒ 

SciON, http://www.sci-on.net/  전화: 054-279-8196 E-mail: member@ibr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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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Ⅰ. 전체 결과 

 

  1. 귀하는 생명과학 관련 내용을 대중과 소통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1) 매우 그렇다 661명   (55%)  
 

2) 그렇다 466명   (39%)  
 

3) 보통이다 60명   (5%)  
 

4) 그렇지 않다 6명   (1%)  
 

5)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0%)  
 

 

  2. 귀하는 생명과학 관련 내용을 대중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128명   (11%)  
 

2) 그렇다 561명   (47%)  
 

3) 보통이다 421명   (35%)  
 

4) 그렇지 않다 75명   (6%)  
 

5) 전혀 그렇지 않다 8명   (1%)  
 

 

  3. 귀하는 최근 2 년간 생명과학 관련 내용으로 대중과 소통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 Q3-1) 567명   (48%)  
 

2) 없다 626명   (52%)  
 

 

  3-1. 어떤 종류의 소통을 경험했습니까? 

 

    1) 연구 성과 소개 262명   (46%)  
 

2) 기고(칼럼 등) 56명   (10%)  
 

3) 대중 강연 113명   (20%)  
 

4) e메일 등을 통한 질문에 답변 74명   (13%)  
 

5) 기타 62명   (11%)  
 

 

  4. 귀하가 대중과 소통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1) 대중과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물리적 장벽) 264명   (22%)  
 

2) 대중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심리적 장벽) 203명   (17%)  
 

3) 연령대에 맞춰 적절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교육적 

장벽) 
184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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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4)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언어적 

장벽) 
542명   (45%)  

 

 

  5. 현재 국내에서 과학자와 대중 사이의 소통은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 Q5-1) 15명   (1%)  
 

2) 높다 (=> Q5-1) 97명   (8%)  
 

3) 보통이다 461명   (39%)  
 

4) 낮다 (=> Q5-2) 513명   (43%)  
 

5) 매우 낮다 (=> Q5-2) 107명   (9%)  
 

 

  5-1. 과학자와 대중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37명   (33%)  
 

2) 과학 기사 보도 등 과학 콘텐츠 공급의 증가 56명   (50%)  
 

3) 과학 대중 강연 개최 빈도 증가 13명   (12%)  
 

4) 양질의 과학교육 5명   (4%) 
 

 5) 기타 1명   (1%)   

 

  5-2. 과학자와 대중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과학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193명   (31%)  
 

2) 전문 용어의 어려움 223명   (36%)  
 

3) 소통을 위한 과학자의 노력 부재 104명   (17%)  
 

4) 정부 정책의 미비 78명   (13%)  
 

5) 기타 22명   (4%)  
 

 

  6. 본인이 소속된 기관과 대중 사이의 소통 수준은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14명   (1%)  
 

2) 높다 150명   (13%)  
 

3) 보통이다 583명   (49%)  
 

4) 낮다 354명   (30%)  
 

5) 매우 낮다 92명   (8%)  
 

 

  7. 기사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에서 생명과학 용어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10명   (1%)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 

http://www.sci-on.net/                                        
5 



▫▫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2) 그렇다 226명   (19%)  
 

3) 보통이다 602명   (50%)  
 

4) 그렇지 않다 315명   (26%)  
 

5) 전혀 그렇지 않다 40명   (3%)  
 

 

  8. 대중이 생명과학 분야의 내용(기사 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분야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 380명   (32%)  
 

2)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 272명   (23%)  
 

3) 배경 지식 265명   (22%)  
 

4) 사회적 관심 276명   (23%) 
 

 

  9. 생명과학 용어 중에는 DNA 와 같이 영어로 통용되는 용어가 많습니다. 이런 용어를 한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모든 용어를 한글로 바꿔야 한다. 16명   (1%)  
 

2)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원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424명   (36%)  

 

3) 한글과 원래 용어를 동시에 표기할 필요가 있다. 497명   (42%)  
 

4)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 혼용해서 쓰는 게 좋다. 256명   (21%)  
 

 

  10. 생명과학자로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용어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 이유도 간단히 써주세요. 

  1193분 응답 

 

 

설문참여자 인적사항 

 

  11. 귀하의 연령을 체크해주세요. 

 

    1) 20대 258명   (22%)  
 

2) 30대 454명   (38%)  
 

3) 40대 344명   (29%)  
 

4) 50대 112명   (9%)  
 

5) 60대 24명   (2%)  
 

6) 70대 이상 1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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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12. 귀하의 성별을 체크해주세요. 

 

    1) 여성 522명   (44%)  
 

2) 남성 650명   (54%)  
 

3) 밝히지 않음 21명   (2%) 
 

 

  1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을 체크해주세요. 

 

    1) 대학 557명   (47%)  
 

2) 공공기관(출연연 등) 213명   (18%)  
 

3) 기업 283명   (24%)  
 

4) 병원 85명   (7%)  
 

5) 기타 55명   (5%) 
 

 

  14. 귀하의 연구 경력을 체크해주세요. 

 

    1) 5년 미만 336명   (28%)  
 

2) 5~10년 미만 327명   (27%)  
 

3) 10~15년 미만 212명   (18%)  
 

4) 15~20년 미만 159명   (13%)  
 

5) 20~25년 미만 90명   (8%)  
 

6) 25~30년 미만 38명   (3%)  
 

7) 30년 이상 31명   (3%) 
 

 

  15. 귀하의 최종 학력을 체크해주세요. 

 

    1) 학사급 미만 33명   (3%)  
 

2) 학사급 187명   (16%)  
 

3) 석사급 344명   (29%)  
 

4) 박사급 629명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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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Ⅱ. 교차분석 결과 

 

  1. 귀하는 생명과학 관련 내용을 대중과 소통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1) 매우 그렇다 661명   (55%)  
 

2) 그렇다 466명   (39%)  
 

3) 보통이다 60명   (5%)  
 

4) 그렇지 않다 6명   (1%)  
 

5)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0%)  
 

 

 1) 2) 3) 4) 5) 전체(A) 

전 체 661 55% 466 39% 60 5% 6 1% 0 0% 1193 100% 

연 령             
20대 141 55% 105 41% 10 4% 2 1% 0 0% 258 22% 
30대 252 56% 167 37% 32 7% 3 1% 0 0% 454 38% 
40대 190 55% 140 41% 13 4% 1 0% 0 0% 344 29% 
50대 62 55% 45 40% 5 4% 0 0% 0 0% 112 9% 
60대 15 63% 9 38% 0 0% 0 0% 0 0% 24 2% 
70대 이상 1 100% 0 0% 0 0% 0 0% 0 0% 1 0% 
성 별             
여성 259 50% 226 43% 35 7% 2 0% 0 0% 522 44% 
남성 395 61% 232 36% 20 3% 3 0% 0 0% 650 54% 
밝히지 않음 7 33% 8 38% 5 24% 1 5% 0 0% 21 2% 
소 속 기 관             
대학 309 55% 222 40% 24 4% 2 0% 0 0% 557 47% 
공공기관(출연연 등) 115 54% 87 41% 10 5% 1 0% 0 0% 213 18% 
기업 154 54% 114 40% 14 5% 1 0% 0 0% 283 24% 
병원 47 55% 27 32% 9 11% 2 2% 0 0% 85 7% 
기타 36 65% 16 29% 3 5% 0 0% 0 0% 55 5% 
연 구 경 력             
5년 미만 193 57% 125 37% 15 4% 3 1% 0 0% 336 28% 
5~10년 미만 173 53% 131 40% 21 6% 2 1% 0 0% 327 27% 
10~15년 미만 114 54% 87 41% 10 5% 1 0% 0 0% 212 18% 
15~20년 미만 88 55% 62 39% 9 6% 0 0% 0 0% 159 13% 
20~25년 미만 49 54% 37 41% 4 4% 0 0% 0 0% 90 8% 
25~30년 미만 25 66% 13 34% 0 0% 0 0% 0 0% 38 3% 
30년 이상 19 61% 11 35% 1 3% 0 0% 0 0% 31 3% 
최 종 학 력             
학사급 미만 21 64% 10 30% 2 6% 0 0% 0 0% 33 3% 
학사급 95 51% 82 44% 7 4% 3 2% 0 0% 187 16% 
석사급 178 52% 142 41% 23 7% 1 0% 0 0% 344 29% 
박사급 367 58% 232 37% 28 4% 2 0% 0 0% 629 5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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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2. 귀하는 생명과학 관련 내용을 대중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128명   (11%)  
 

2) 그렇다 561명   (47%)  
 

3) 보통이다 421명   (35%)  
 

4) 그렇지 않다 75명   (6%)  
 

5) 전혀 그렇지 않다 8명   (1%)  
 

 

 1) 2) 3) 4) 5) 전체(A) 

전 체 128 11% 561 47% 421 35% 75 6% 8 1% 1193 100% 

연 령             
20대 26 10% 117 45% 91 35% 23 9% 1 0% 258 22% 
30대 54 12% 227 50% 143 31% 27 6% 3 1% 454 38% 
40대 36 10% 156 45% 129 38% 19 6% 4 1% 344 29% 
50대 9 8% 54 48% 45 40% 4 4% 0 0% 112 9% 
60대 3 13% 7 29% 13 54% 1 4% 0 0% 24 2% 
70대 이상 0 0% 0 0% 0 0% 1 100% 0 0% 1 0% 

성 별             
여성 57 11% 237 45% 189 36% 35 7% 4 1% 522 44% 
남성 70 11% 309 48% 228 35% 39 6% 4 1% 650 54% 
밝히지 않음 1 5% 15 71% 4 19% 1 5% 0 0% 21 2% 

소 속 기 관             
대학 57 10% 255 46% 206 37% 37 7% 2 0% 557 47% 
공공기관(출연연 등) 21 10% 101 47% 71 33% 17 8% 3 1% 213 18% 
기업 30 11% 138 49% 98 35% 14 5% 3 1% 283 24% 
병원 12 14% 39 46% 28 33% 6 7% 0 0% 85 7% 
기타 8 15% 28 51% 18 33% 1 2% 0 0% 55 5% 

연 구 경 력             
5년 미만 45 13% 160 48% 110 33% 19 6% 2 1% 336 28% 
5~10년 미만 34 10% 160 49% 104 32% 27 8% 2 1% 327 27% 
10~15년 미만 22 10% 100 47% 76 36% 13 6% 1 0% 212 18% 
15~20년 미만 9 6% 73 46% 66 42% 8 5% 3 2% 159 13% 
20~25년 미만 11 12% 39 43% 35 39% 5 6% 0 0% 90 8% 
25~30년 미만 3 8% 19 50% 15 39% 1 3% 0 0% 38 3% 
30년 이상 4 13% 10 32% 15 48% 2 6% 0 0% 31 3% 

최 종 학 력             
학사급 미만 6 18% 14 42% 10 30% 3 9% 0 0% 33 3% 
학사급 17 9% 83 44% 73 39% 13 7% 1 1% 187 16% 
석사급 41 12% 174 51% 106 31% 20 6% 3 1% 344 29% 
박사급 64 10% 290 46% 232 37% 39 6% 4 1% 629 5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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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3. 귀하는 최근 2 년간 생명과학 관련 내용으로 대중과 소통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567명   (48%)  
 

2) 없다 626명   (52%)  
 

 

 1) 2) 전체(A) 

전 체 567 48% 626 52% 1193 100% 

연 령       

20대 93 36% 165 64% 258 22% 

30대 205 45% 249 55% 454 38% 

40대 183 53% 161 47% 344 29% 

50대 67 60% 45 40% 112 9% 

60대 18 75% 6 25% 24 2% 

70대 이상 1 100% 0 0% 1 0% 

성 별       

여성 212 41% 310 59% 522 44% 

남성 348 54% 302 46% 650 54% 

밝히지 않음 7 33% 14 67% 21 2% 

소 속 기 관       

대학 256 46% 301 54% 557 47% 

공공기관(출연연 등) 121 57% 92 43% 213 18% 

기업 136 48% 147 52% 283 24% 

병원 32 38% 53 62% 85 7% 

기타 22 40% 33 60% 55 5% 

연 구 경 력       

5년 미만 126 38% 210 63% 336 28% 

5~10년 미만 142 43% 185 57% 327 27% 

10~15년 미만 106 50% 106 50% 212 18% 

15~20년 미만 93 58% 66 42% 159 13% 

20~25년 미만 55 61% 35 39% 90 8% 

25~30년 미만 23 61% 15 39% 38 3% 

30년 이상 22 71% 9 29% 31 3% 

최 종 학 력       

학사급 미만 8 24% 25 76% 33 3% 

학사급 69 37% 118 63% 187 16% 

석사급 145 42% 199 58% 344 29% 

박사급 345 55% 284 45% 629 5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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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3-1. 어떤 종류의 소통을 경험했습니까? 

 

    1) 연구 성과 소개 262명   (46%)  
 

2) 기고(칼럼 등) 56명   (10%)  
 

3) 대중 강연 113명   (20%)  
 

4) e메일 등을 통한 질문에 답변 74명   (13%)  
 

5) 기타 62명   (11%)  
 

 

 1) 2) 3) 4) 5) 전체(A) 

전 체 262 46% 56 10% 113 20% 74 13% 62 11% 567 100% 

연 령             
20대 48 52% 10 11% 11 12% 11 12% 13 14% 93 16% 
30대 110 54% 19 9% 30 15% 29 14% 17 8% 205 36% 
40대 81 44% 16 9% 44 24% 21 11% 21 11% 183 32% 
50대 22 33% 7 10% 20 30% 10 15% 8 12% 67 12% 
60대 1 6% 4 22% 7 39% 3 17% 3 17% 18 3% 
70대 이상 0 0% 0 0% 1 100% 0 0% 0 0% 1 0% 

성 별             
여성 108 51% 19 9% 28 13% 28 13% 29 14% 212 37% 
남성 152 44% 36 10% 83 24% 45 13% 32 9% 348 61% 
밝히지 않음 2 29% 1 14% 2 29% 1 14% 1 14% 7 1% 

소 속 기 관             
대학 124 48% 27 11% 50 20% 24 9% 31 12% 256 45% 
공공기관(출연연 등) 58 48% 16 13% 29 24% 12 10% 6 5% 121 21% 
기업 55 40% 9 7% 24 18% 30 22% 18 13% 136 24% 
병원 18 56% 1 3% 4 13% 8 25% 1 3% 32 6% 
기타 7 32% 3 14% 6 27% 0 0% 6 27% 22 4% 

연 구 경 력             
5년 미만 52 41% 16 13% 18 14% 22 17% 18 14% 126 22% 
5~10년 미만 78 55% 11 8% 24 17% 17 12% 12 8% 142 25% 
10~15년 미만 49 46% 9 8% 23 22% 11 10% 14 13% 106 19% 
15~20년 미만 42 45% 9 10% 19 20% 14 15% 9 10% 93 16% 
20~25년 미만 25 45% 6 11% 15 27% 5 9% 4 7% 55 10% 
25~30년 미만 12 52% 3 13% 4 17% 3 13% 1 4% 23 4% 
30년 이상 4 18% 2 9% 10 45% 2 9% 4 18% 22 4% 

최 종 학 력             
학사급 미만 5 63% 1 13% 0 0% 1 13% 1 13% 8 1% 
학사급 20 29% 8 12% 10 14% 19 28% 12 17% 69 12% 
석사급 73 50% 10 7% 20 14% 19 13% 23 16% 145 26% 
박사급 164 48% 37 11% 83 24% 35 10% 26 8% 345 61%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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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4. 귀하가 대중과 소통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1) 대중과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물리적 장벽) 264명   (22%)  
 

2) 대중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심리적 장벽) 203명   (17%)  
 

3) 연령대에 맞춰 적절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교육적 장벽) 184명   (15%)  
 

4)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언어적 장벽) 542명   (45%)  
 

 

 1) 2) 3) 4) 전체(A) 

전 체 264 22% 203 17% 184 15% 542 45% 1193 100% 

연 령           
20대 49 19% 52 20% 42 16% 115 45% 258 22% 

30대 103 23% 78 17% 69 15% 204 45% 454 38% 

40대 72 21% 55 16% 54 16% 163 47% 344 29% 

50대 31 28% 17 15% 14 13% 50 45% 112 9% 

60대 8 33% 1 4% 5 21% 10 42% 24 2% 

70대 이상 1 100% 0 0% 0 0% 0 0% 1 0% 

성 별           
여성 113 22% 79 15% 80 15% 250 48% 522 44% 

남성 146 22% 120 18% 103 16% 281 43% 650 54% 

밝히지 않음 5 24% 4 19% 1 5% 11 52% 21 2% 

소 속 기 관           
대학 134 24% 102 18% 88 16% 233 42% 557 47% 

공공기관(출연연 등) 44 21% 38 18% 33 15% 98 46% 213 18% 

기업 55 19% 37 13% 41 14% 150 53% 283 24% 

병원 22 26% 16 19% 14 16% 33 39% 85 7% 

기타 9 16% 10 18% 8 15% 28 51% 55 5% 

연 구 경 력           
5년 미만 62 18% 68 20% 52 15% 154 46% 336 28% 

5~10년 미만 73 22% 49 15% 54 17% 151 46% 327 27% 

10~15년 미만 47 22% 35 17% 35 17% 95 45% 212 18% 

15~20년 미만 40 25% 25 16% 23 14% 71 45% 159 13% 

20~25년 미만 18 20% 18 20% 15 17% 39 43% 90 8% 

25~30년 미만 9 24% 5 13% 3 8% 21 55% 38 3% 

30년 이상 15 48% 3 10% 2 6% 11 35% 31 3% 

최 종 학 력           
학사급 미만 12 36% 7 21% 4 12% 10 30% 33 3% 

학사급 31 17% 45 24% 28 15% 83 44% 187 16% 

석사급 61 18% 52 15% 57 17% 174 51% 344 29% 

박사급 160 25% 99 16% 95 15% 275 44% 629 5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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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5. 현재 국내에서 과학자와 대중 사이의 소통은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15명   (1%)  
 

2) 높다 97명   (8%)  
 

3) 보통이다 461명   (39%)  
 

4) 낮다 513명   (43%)  
 

5) 매우 낮다 107명   (9%)  
 

 

 1) 2) 3) 4) 5) 전체(A) 

전 체 15 1% 97 8% 461 39% 513 43% 107 9% 1193 100% 

연 령             
20대 4 2% 23 9% 96 37% 108 42% 27 10% 258 22% 
30대 7 2% 32 7% 156 34% 207 46% 52 11% 454 38% 
40대 3 1% 31 9% 147 43% 144 42% 19 6% 344 29% 
50대 1 1% 10 9% 52 46% 44 39% 5 4% 112 9% 
60대 0 0% 1 4% 9 38% 10 42% 4 17% 24 2% 
70대 이상 0 0% 0 0% 1 100% 0 0% 0 0% 1 0% 

성 별             
여성 6 1% 44 8% 198 38% 234 45% 40 8% 522 44% 
남성 9 1% 51 8% 258 40% 269 41% 63 10% 650 54% 
밝히지 않음 0 0% 2 10% 5 24% 10 48% 4 19% 21 2% 

소 속 기 관             
대학 9 2% 40 7% 226 41% 232 42% 50 9% 557 47% 
공공기관(출연연 등) 2 1% 22 10% 74 35% 101 47% 14 7% 213 18% 
기업 3 1% 20 7% 109 39% 124 44% 27 10% 283 24% 
병원 0 0% 9 11% 34 40% 36 42% 6 7% 85 7% 
기타 1 2% 6 11% 18 33% 20 36% 10 18% 55 5% 

연 구 경 력             
5년 미만 7 2% 25 7% 130 39% 132 39% 42 13% 336 28% 
5~10년 미만 2 1% 29 9% 116 35% 151 46% 29 9% 327 27% 
10~15년 미만 4 2% 19 9% 77 36% 98 46% 14 7% 212 18% 
15~20년 미만 1 1% 12 8% 64 40% 72 45% 10 6% 159 13% 
20~25년 미만 1 1% 6 7% 40 44% 35 39% 8 9% 90 8% 
25~30년 미만 0 0% 5 13% 21 55% 11 29% 1 3% 38 3% 
30년 이상 0 0% 1 3% 13 42% 14 45% 3 10% 31 3% 

최 종 학 력             
학사급 미만 2 6% 2 6% 17 52% 10 30% 2 6% 33 3% 
학사급 2 1% 14 7% 81 43% 70 37% 20 11% 187 16% 
석사급 3 1% 33 10% 122 35% 146 42% 40 12% 344 29% 
박사급 8 1% 48 8% 241 38% 287 46% 45 7% 629 5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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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5-1. 과학자와 대중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37명   (33%)  
 

2) 과학 기사 보도 등 과학 콘텐츠 공급의 증가 56명   (50%)  
 

3) 과학 대중 강연 개최 빈도 증가 13명   (12%)  
 

4) 양질의 과학교육 5명   (4%) 
 

 5) 기타 1명   (1%)   

 

 1) 2) 3) 4) 5) 전체(A) 

전 체 37 33% 56 50% 13 12% 5 4% 1 1% 112 100% 

연 령             
20대 11 41% 10 37% 2 7% 3 11% 1 4% 27 24% 
30대 13 33% 23 59% 3 8% 0 0% 0 0% 39 35% 
40대 11 32% 17 50% 5 15% 1 3% 0 0% 34 30% 
50대 2 18% 5 45% 3 27% 1 9% 0 0% 11 10% 
60대 0 0% 1 100% 0 0% 0 0% 0 0% 1 1% 
70대 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성 별             
여성 17 34% 26 52% 4 8% 2 4% 1 2% 50 45% 
남성 19 32% 29 48% 9 15% 3 5% 0 0% 60 54% 
밝히지 않음 1 50% 1 50% 0 0% 0 0% 0 0% 2 2% 

소 속 기 관             
대학 20 41% 20 41% 5 10% 4 8% 0 0% 49 44% 
공공기관(출연연 등) 6 25% 10 42% 7 29% 1 4% 0 0% 24 21% 
기업 6 26% 15 65% 1 4% 0 0% 1 4% 23 21% 
병원 3 33% 6 67% 0 0% 0 0% 0 0% 9 8% 
기타 2 29% 5 71% 0 0% 0 0% 0 0% 7 6% 

연 구 경 력             
5년 미만 14 44% 12 38% 2 6% 3 9% 1 3% 32 29% 
5~10년 미만 11 35% 18 58% 2 6% 0 0% 0 0% 31 28% 
10~15년 미만 5 22% 13 57% 4 17% 1 4% 0 0% 23 21% 
15~20년 미만 2 15% 7 54% 4 31% 0 0% 0 0% 13 12% 
20~25년 미만 3 43% 3 43% 1 14% 0 0% 0 0% 7 6% 
25~30년 미만 2 40% 2 40% 0 0% 1 20% 0 0% 5 4% 
30년 이상 0 0% 1 100% 0 0% 0 0% 0 0% 1 1% 

최 종 학 력             
학사급 미만 2 50% 1 25% 1 25% 0 0% 0 0% 4 4% 
학사급 6 38% 8 50% 1 6% 1 6% 0 0% 16 14% 
석사급 9 25% 22 61% 2 6% 2 6% 1 3% 36 32% 
박사급 20 36% 25 45% 9 16% 2 4% 0 0% 56 50%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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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5-2. 과학자와 대중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과학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193명   (31%)  
 

2) 전문 용어의 어려움 223명   (36%)  
 

3) 소통을 위한 과학자의 노력 부재 104명   (17%)  
 

4) 정부 정책의 미비 78명   (13%)  
 

5) 기타 22명   (4%)  
 

 

 1) 2) 3) 4) 5) 전체(A) 

전 체 193 31% 223 36% 104 17% 78 13% 22 4% 620 100% 

연 령             
20대 54 40% 44 33% 17 13% 16 12% 4 3% 135 22% 
30대 89 34% 91 35% 39 15% 31 12% 9 3% 259 42% 
40대 38 23% 69 42% 31 19% 22 13% 3 2% 163 26% 
50대 9 18% 16 33% 12 24% 6 12% 6 12% 49 8% 
60대 3 21% 3 21% 5 36% 3 21% 0 0% 14 2% 
70대 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성 별             
여성 85 31% 107 39% 40 15% 29 11% 13 5% 274 44% 
남성 104 31% 112 34% 60 18% 47 14% 9 3% 332 54% 
밝히지 않음 4 29% 4 29% 4 29% 2 14% 0 0% 14 2% 

소 속 기 관             
대학 110 39% 86 30% 39 14% 40 14% 7 2% 282 45% 
공공기관(출연연 등) 29 25% 39 34% 24 21% 15 13% 8 7% 115 19% 
기업 30 20% 75 50% 26 17% 16 11% 4 3% 151 24% 
병원 17 40% 11 26% 7 17% 5 12% 2 5% 42 7% 
기타 7 23% 12 40% 8 27% 2 7% 1 3% 30 5% 

연 구 경 력             
5년 미만 61 35% 67 39% 28 16% 14 8% 4 2% 174 28% 
5~10년 미만 61 34% 65 36% 23 13% 27 15% 4 2% 180 29% 
10~15년 미만 32 29% 39 35% 22 20% 13 12% 6 5% 112 18% 
15~20년 미만 21 26% 31 38% 12 15% 15 18% 3 4% 82 13% 
20~25년 미만 13 30% 16 37% 9 21% 3 7% 2 5% 43 7% 
25~30년 미만 1 8% 3 25% 3 25% 3 25% 2 17% 12 2% 
30년 이상 4 24% 2 12% 7 41% 3 18% 1 6% 17 3% 

최 종 학 력             
학사급 미만 6 50% 3 25% 0 0% 2 17% 1 8% 12 2% 
학사급 43 48% 21 23% 16 18% 9 10% 1 1% 90 15% 
석사급 53 28% 78 42% 24 13% 23 12% 8 4% 186 30% 
박사급 91 27% 121 36% 64 19% 44 13% 12 4% 332 54%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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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6. 본인이 소속된 기관과 대중 사이의 소통 수준은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14명   (1%)  
 

2) 높다 150명   (13%)  
 

3) 보통이다 583명   (49%)  
 

4) 낮다 354명   (30%)  
 

5) 매우 낮다 92명   (8%)  
 

 

 1) 2) 3) 4) 5) 전체(A) 

전 체 14 1% 150 13% 583 49% 354 30% 92 8% 1193 100% 

연 령             
20대 2 1% 42 16% 122 47% 75 29% 17 7% 258 22% 
30대 5 1% 44 10% 228 50% 140 31% 37 8% 454 38% 
40대 6 2% 46 13% 167 49% 98 28% 27 8% 344 29% 
50대 1 1% 16 14% 54 48% 32 29% 9 8% 112 9% 
60대 0 0% 2 8% 11 46% 9 38% 2 8% 24 2% 
70대 이상 0 0% 0 0% 1 100% 0 0% 0 0% 1 0% 

성 별             
여성 5 1% 58 11% 260 50% 161 31% 38 7% 522 44% 
남성 9 1% 90 14% 309 48% 190 29% 52 8% 650 54% 
밝히지 않음 0 0% 2 10% 14 67% 3 14% 2 10% 21 2% 

소 속 기 관             
대학 3 1% 60 11% 270 48% 171 31% 53 10% 557 47% 
공공기관(출연연 등) 6 3% 37 17% 114 54% 50 23% 6 3% 213 18% 
기업 2 1% 39 14% 122 43% 100 35% 20 7% 283 24% 
병원 0 0% 10 12% 46 54% 23 27% 6 7% 85 7% 
기타 3 5% 4 7% 31 56% 10 18% 7 13% 55 5% 

연 구 경 력             
5년 미만 5 1% 50 15% 159 47% 92 27% 30 9% 336 28% 
5~10년 미만 1 0% 27 8% 170 52% 106 32% 23 7% 327 27% 
10~15년 미만 3 1% 27 13% 109 51% 59 28% 14 7% 212 18% 
15~20년 미만 3 2% 24 15% 71 45% 50 31% 11 7% 159 13% 
20~25년 미만 1 1% 17 19% 38 42% 25 28% 9 10% 90 8% 
25~30년 미만 1 3% 4 11% 18 47% 13 34% 2 5% 38 3% 
30년 이상 0 0% 1 3% 18 58% 9 29% 3 10% 31 3% 

최 종 학 력             
학사급 미만 0 0% 8 24% 18 55% 5 15% 2 6% 33 3% 
학사급 4 2% 23 12% 90 48% 56 30% 14 7% 187 16% 
석사급 2 1% 42 12% 173 50% 104 30% 23 7% 344 29% 
박사급 8 1% 77 12% 302 48% 189 30% 53 8% 629 5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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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7. 기사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에서 생명과학 용어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10명   (1%)  
 

2) 그렇다 226명   (19%)  
 

3) 보통이다 602명   (50%)  
 

4) 그렇지 않다 315명   (26%)  
 

5) 전혀 그렇지 않다 40명   (3%)  
 

 

 1) 2) 3) 4) 5) 전체(A) 

전 체 10 1% 226 19% 602 50% 315 26% 40 3% 1193 100% 

연 령             
20대 4 2% 66 26% 127 49% 56 22% 5 2% 258 22% 
30대 3 1% 77 17% 230 51% 124 27% 20 4% 454 38% 

40대 1 0% 60 17% 179 52% 94 27% 10 3% 344 29% 

50대 2 2% 19 17% 53 47% 35 31% 3 3% 112 9% 

60대 0 0% 3 13% 13 54% 6 25% 2 8% 24 2% 
70대 이상 0 0% 1 100% 0 0% 0 0% 0 0% 1 0% 

성 별             
여성 2 0% 113 22% 269 52% 130 25% 8 2% 522 44% 

남성 8 1% 110 17% 323 50% 178 27% 31 5% 650 54% 
밝히지 않음 0 0% 3 14% 10 48% 7 33% 1 5% 21 2% 

소 속 기 관             
대학 6 1% 109 20% 283 51% 141 25% 18 3% 557 47% 

공공기관(출연연 등) 0 0% 37 17% 110 52% 59 28% 7 3% 213 18% 
기업 4 1% 56 20% 131 46% 80 28% 12 4% 283 24% 

병원 0 0% 13 15% 47 55% 23 27% 2 2% 85 7% 

기타 0 0% 11 20% 31 56% 12 22% 1 2% 55 5% 

연 구 경 력             
5년 미만 5 1% 86 26% 157 47% 80 24% 8 2% 336 28% 

5~10년 미만 3 1% 47 14% 171 52% 92 28% 14 4% 327 27% 

10~15년 미만 0 0% 45 21% 108 51% 52 25% 7 3% 212 18% 

15~20년 미만 1 1% 24 15% 89 56% 40 25% 5 3% 159 13% 
20~25년 미만 1 1% 11 12% 42 47% 31 34% 5 6% 90 8% 

25~30년 미만 0 0% 5 13% 22 58% 11 29% 0 0% 38 3% 

30년 이상 0 0% 8 26% 13 42% 9 29% 1 3% 31 3% 

최 종 학 력             
학사급 미만 1 3% 11 33% 12 36% 9 27% 0 0% 33 3% 

학사급 2 1% 42 22% 94 50% 42 22% 7 4% 187 16% 

석사급 3 1% 70 20% 162 47% 99 29% 10 3% 344 29% 

박사급 4 1% 103 16% 334 53% 165 26% 23 4% 629 5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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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8. 대중이 생명과학 분야의 내용(기사 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분야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 380명   (32%)  
 

2)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 272명   (23%)  
 

3) 배경 지식 265명   (22%)  
 

4) 사회적 관심 276명   (23%) 
 

 

 1) 2) 3) 4) 전체(A) 

전 체 380 32% 272 23% 265 22% 276 23% 1193 100% 

연 령           
20대 90 35% 58 22% 61 24% 49 19% 258 22% 

30대 143 31% 105 23% 100 22% 106 23% 454 38% 

40대 114 33% 78 23% 73 21% 79 23% 344 29% 

50대 26 23% 26 23% 27 24% 33 29% 112 9% 

60대 6 25% 5 21% 4 17% 9 38% 24 2% 

70대 이상 1 100% 0 0% 0 0% 0 0% 1 0% 

성 별           
여성 164 31% 125 24% 112 21% 121 23% 522 44% 

남성 212 33% 145 22% 145 22% 148 23% 650 54% 

밝히지 않음 4 19% 2 10% 8 38% 7 33% 21 2% 

소 속 기 관           
대학 182 33% 119 21% 120 22% 136 24% 557 47% 

공공기관(출연연 등) 66 31% 58 27% 41 19% 48 23% 213 18% 

기업 90 32% 67 24% 70 25% 56 20% 283 24% 

병원 24 28% 18 21% 24 28% 19 22% 85 7% 

기타 18 33% 10 18% 10 18% 17 31% 55 5% 

연 구 경 력           
5년 미만 113 34% 80 24% 77 23% 66 20% 336 28% 

5~10년 미만 109 33% 76 23% 71 22% 71 22% 327 27% 

10~15년 미만 72 34% 45 21% 48 23% 47 22% 212 18% 

15~20년 미만 47 30% 36 23% 31 19% 45 28% 159 13% 

20~25년 미만 23 26% 22 24% 22 24% 23 26% 90 8% 

25~30년 미만 9 24% 8 21% 9 24% 12 32% 38 3% 

30년 이상 7 23% 5 16% 7 23% 12 39% 31 3% 

최 종 학 력           
학사급 미만 8 24% 10 30% 4 12% 11 33% 33 3% 

학사급 72 39% 45 24% 35 19% 35 19% 187 16% 

석사급 109 32% 74 22% 90 26% 71 21% 344 29% 

박사급 191 30% 143 23% 136 22% 159 25% 629 5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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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9. 생명과학 용어 중에는 DNA 와 같이 영어로 통용되는 용어가 많습니다. 이런 용어를 한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모든 용어를 한글로 바꿔야 한다. 16명   (1%)  
 

2)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원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424명   (36%)  

 

3) 한글과 원래 용어를 동시에 표기할 필요가 있다. 497명   (42%)  
 

4)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 혼용해서 쓰는 게 좋다. 256명   (21%)  
 

 

 1) 2) 3) 4) 전체(A) 

전 체 16 1% 424 36% 497 42% 256 21% 1193 100% 

연 령           
20대 3 1% 109 42% 96 37% 50 19% 258 22% 
30대 5 1% 171 38% 181 40% 97 21% 454 38% 
40대 5 1% 104 30% 161 47% 74 22% 344 29% 
50대 3 3% 33 29% 46 41% 30 27% 112 9% 
60대 0 0% 6 25% 13 54% 5 21% 24 2% 
70대 이상 0 0% 1 100% 0 0% 0 0% 1 0% 

성 별           
여성 6 1% 178 34% 241 46% 97 19% 522 44% 
남성 10 2% 239 37% 248 38% 153 24% 650 54% 
밝히지 않음 0 0% 7 33% 8 38% 6 29% 21 2% 

소 속 기 관           
대학 9 2% 202 36% 220 39% 126 23% 557 47% 
공공기관(출연연 등) 3 1% 70 33% 97 46% 43 20% 213 18% 
기업 3 1% 107 38% 118 42% 55 19% 283 24% 
병원 1 1% 37 44% 33 39% 14 16% 85 7% 
기타 0 0% 8 15% 29 53% 18 33% 55 5% 

연 구 경 력           
5년 미만 4 1% 126 38% 137 41% 69 21% 336 28% 
5~10년 미만 5 2% 128 39% 125 38% 69 21% 327 27% 
10~15년 미만 1 0% 64 30% 99 47% 48 23% 212 18% 
15~20년 미만 2 1% 58 36% 65 41% 34 21% 159 13% 
20~25년 미만 3 3% 25 28% 45 50% 17 19% 90 8% 
25~30년 미만 1 3% 15 39% 9 24% 13 34% 38 3% 
30년 이상 0 0% 8 26% 17 55% 6 19% 31 3% 

최 종 학 력           
학사급 미만 2 6% 14 42% 10 30% 7 21% 33 3% 
학사급 5 3% 57 30% 80 43% 45 24% 187 16% 
석사급 2 1% 145 42% 136 40% 61 18% 344 29% 
박사급 7 1% 208 33% 271 43% 143 23% 629 5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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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Ⅲ. 주관식 결과 

 

[Q3-1. 어떤 종류의 소통을 경험했습니까?]에 대한 기타 응답 

 
 IR(투자유치목적) 
 Youtube 
 고등학교 
 과기부 요청 기술문서 작성 
 내부적으로 내용 소통 
 내용 설명을 요청받은 적 있음 
 네이버지식in에서의 답변 
 넷 모두 해당 됨 + 실험 가르쳐줌 
 대학강의 
 도서 발행(당신이 생각조차 못해본 30년후 의학이야기) 
 독서모임 토론의 장에서 
 독서토론 모임 
 독성물질 인체 영향 대중 소통 
 비 전공 지인들과의 대화 
 비과학전공 친구들과 대화 
 비전공자 학부생 대상 공부모임 
 비전공자와의 투자 상담 
 사업화 및 투자유치 관련 
 사회 이슈... (예 코로나 관련, 제약 신약 개발 관련)에 대한 온라인 소통 
 사회적 이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한 대화 
 산업 육성 정책 홍보 
 생명과학 교육 컨텐츠 개발 
 생명과학 소식에 대한 대면 소통 
 생명과학에 관심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생물관련 지식 
 생활 대화 
 서베이 
 서비스 소개 
 수업시간에 강의 
 아이반 직업체험 교육 
 언론, 방송  
 연구노트 및 연구데이타 작성 
 우한폐렴 
 유전자 검사에 대한 상담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과학관현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 게재 후 질문 답변 
 일반 고등학생 대상 강연 
 일상 대화 
 일상대화 
 전업 youtube영상 제작자의 생명과학 영상 내용 자문 
 중고교생 재능기부 강의 
 중고등학교 직업특강 
 중학생 진로탐색교육 지원 
 지인들과의 대화 
 지인들의 질문에대한답변 
 지자체 공공기관 공무원과의 바이오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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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직원들과대화 
 진로강연 
 질의응답 
 책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코로나에 대한 궁금증 
 초등학생 대상 강연 
 코로나 바이러스 기작을 구두로 설명 (10명 내외 집단에게) 
 포럼  
 포털사이트에 생명과학 용어설명 작성 
 학회 
 학회참석 

 
 

[Q5-1. 과학자와 대중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기타 응답 

 
 코로나로 인한 국민 관심 증대 

 
 

[Q5-2. 과학자와 대중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기타 응답 

 
 1번이지만, 대중의 관심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과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나머지는 무관심)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의 무분별한 전파 

 과학과 대중을 연결 시키는 중간역할의 부재 

 과학을 생활의 일부로 여기는 문화가 부족함 

 대중+과학자+정부 모두의 무관심 

 대중의 수준을 너무 낮게 산정하는 문화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기술내용 

 대학의 업적 위주 재임용, 승진 기준으로 인해 소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소통을 위한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다. 

 모두 해당 

 모두 해당 

 소위 유사과학의 팽배로, 과학의 기초 접근 자체를 유사과학 수준으로만 받아들임 

 위 내용 모두 해당됨 

 전달매체인 언론의 편향된 전달 

 전문용어를 쉽게 전달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 자기위주의 발표만 하고 청중을 고려하지 않는다. 

논문작성 시 일반독자에게도 접근할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트로덕션을 작성하지 않는다. 

 전문적인 용어, 지식에 대한 어려움과 여러가지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 쉽지않음 

 정부 정책의 미비와 과학자의 노력 부족 

 학문이 발전하다 보니 내용 자체가 어려워져서 오랜 공부를 필요로 함 

 과학자와 대중이 서로 무관심, 현재는 대중의 관심을 위해 스타급 과학자라도 필요한 시기인 듯 

 대중은 스스로 똑똑하고 특히 생명과학에 대해서 전공자가 아니어도 무언가 알고 있다는 착각들을 많이 함. 비단 

생명과학뿐 아니라 의학, 법학, 경제학 등에서 흔히 벌어지는 현상 

 대중의 무관심, 과학자의 노력 부재 

 상기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여긴다.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해도 듣는 입장에서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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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Q10. 생명과학자로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용어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 이유도 간단히 써

주세요.]에 대한 주관식 응답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생명과학분야로 왔을때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들이 제법있고, 영문의 억지 번역?, 

일본어원으로 지금까지 사용하는 생명과학용어가 아직까지 학부에서부터 가르침 받아오는것이 문제이고 

바꿔져야하는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끼리 간단한 그 단어에 대한 뜻을 교수님께 여쭤보는게 한심하게 보일까 

머리맞대 논의하곤했던적이 있었는다. 많은 경우가 있었지만 기억이 잘나지않는관계로...생각나는 한가지라면 

생리학이나 미생물학 파트에서 잘 사용되던 감수성"과 같은 단어 입니다. 논란으로 전국민이 박사수준이라 여겼던 

발생학에서의 "역분화"에 대한 용어도 영문에 대한 번역된 단어가 와닿지 않아 원서를 더듬더듬 읊으며 많이 

논쟁했었습니다. 적절한 예시일런지 모르겠네요.. 간혹 생명과학 관련기사를 볼때면 이런단어들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관련전공 기자,비전공 기자가 쓴 내용이 다르게 보일정도이고 기자가 쓴 내용이 꼭 학부때 

용어를 백퍼센트 이해하지 못한상태에서 냈던 과제마냥 모호하더군요.. 근래 생명과학용어사전? 이란 책을 보고 

드.디.어.! 부럽구나 요즘 학부생들은.했던 경험이 있긴 합니다..  오죽하면 생명과학에서 사용되는 관련 단어들의 

뜻을 모르겠어서 어디 사전이 없나 찾아 헤매고 교수님도 답답했던지 과제로 단어의 뜻을 사전처럼 정리해 100개 

작성해오라는걸 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 길지 않은 과거의 일입니다.. 생각하는 용어를 말하는 란인데 아마 

취지가 비슷할것같아 두서없이 몇다적어보았습니다.." 

 "Body-on-a-chips  생체 모방 인체 칩,  Orgnan-on-a-chpis 생체 모방장기 칩, Lab-on-a-chip 생체모방칩,  

Xenobiotics 생체이물,  toxicant 독물,  toxin 독소, poison  독,  toxic agent 독성제제,  toxic substance   

독성물질,  toxic chemical  독성화학물질, PDMS 유동성 실리콘 중합체,  Niche  니치 (적합 미세환경),  Organoid           

오가노이드 (유사장기)  위의 용어예시들은 아주 일부입니다만, 기술동향리포트 및 칼럼을 쓰면서 적확한 의미를 

나타내면서 대중적인 용어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브릭, 사이언스온, KOSEN과 같은 과학전문 

포털에서 분야별 표준용어집을 만들수 있도록 전문의견 교류가 시작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열어주면 다양한 

의견들이 취합되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오픈 access로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쉽고 대중적이지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과학 전문용어의 선택은 과학 대중화의 기초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영어와 친숙한 사회 분위기이며, 대학 전공 수업도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서 실적으로 크게 인정하는 논문 역시 

영문으로 작성되어 Impact Factor 가 높은 저널에 실리는 논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속에서 DNA 와 같은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한글로 바꾸어 사용하게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예상합니다. 전세계 사회적 

분위기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서는 한글 용어 사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Primer 는 프라이머라 불리기도 하지만 시발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전공자가 아닌 대중이 

전공자에게 시발체라는 단어에 대한 문의를 한다면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각종 효소명 단백질명 eg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처럼 긴 효소 -> 한글이름을 짓기 어렵다면 병행 

영어표기로 유전자 명과 효소 ID를 써주기 (유전자명에 대한 한국어로 된 사전이 필요함, 단순히 한글로 읽은 

효소명이 한글인가???, GBA, EC 3.2.1.45)  2. 바이오마커 -> 예후 예측마커 or 치료 반응마커 등 실제 어떤 

목적인지 명시 필요 (단순한 바이오마커는 뉴스로 나올 의미 없다고 생각함)  3. 연구 논문에 대한 홍보기사의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제목등 제공하기  4. 논문 이름들 (Neurology라는 논문에 출판된 경우 뉴롤로지라고 신문에 

나온다. 그런데 신경학이라는 단어로 바꿔주고 ISSN을 넣어줘야 한다) 그냥 이름을 그렇게 넣어주면 나중에 

논문명이 바꾸는 경우도 종종있어 대중이 찾아볼 수 없다. 

 과학계에 사용되는 단어의 정의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의미가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역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만 보아도 differentiation(분화), polarization(분극화) 등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인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에게는 

단어의 정의가 의미의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과학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쉬운 단어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COVID-19에 대한 과학 뉴스만 보더라도 cytokine storm-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염증물질 과다활성과 같은 직관적이면서도 대중에게 전달이 잘 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용어는 대부분 영어 기반으로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용어라도 이해당사자별로 따로 쓰는 경우가 있음 -> 이해당사자별 또는 연구분야별로 용어를 달리 쓰는 현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대중화 되었을 때는 다른 문제이며 오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경우 기술 세분화/융합 등 복잡한 설명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무조건 쉽게 해야 

한다거나 생략하거나 하는 현상이 대중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함. 즉 어렵고 복잡한 기술일수록 

그 기술에 대한 예시나 배경지식 등 자세하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무조건 쉬운 설명이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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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봄.  

 기본적으로 한글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의미도 와닿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원어의 

사용을 장려하되, 가능하면 의미가 와닿도록 번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억지로 한자의 의미로 

부여한 단어들은 정말 있으나마나 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자에게는 영어를 일반 대중에게는 적절히 의역이 된 

번역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는 Premature termination codon이라는 용어의 사용시에 

미성숙종결코돈이라는 용어로 번영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한자로 의미를 부여하여 억지로 끼워맞춘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는 한글(한자가 아닌)로의 번역이 필요하지 않은까 평소 

생각했습니다.  

 우성 열성: 일본만 해도 잠성 현성 등으로 대체하자는 시도가 있을 만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표현. 

(표현형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과 감춰질 수 있는 성질에 더 가까울 것. 대립유전자: allele은 유전체 상의 

특정 자리가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닐 때 각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유전자라는 말을 가져다 붙일 이유가 전혀 

없음. 차라리 대립형 같은 단어가 나을 듯. 유전력: 분자유전학만을 다루다 보니 집단유전학, 양적유전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의생명과학자가 절반도 넘을 것임. 이때문에 유전력을 유전되는 정도 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의미와 매우 동떨어져 있고 개념이 도입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봄.  

 거의 대부분의 전공 단어, 처음에는 모두가 그렇듯 그 분야에 대한 전공 단어나 전공 지식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더욱이 영어로 되어 있다면 안그래도 낮은 사회적 관심을 받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글로만 표기 되어 있을 시 반대로 그 전공자가 볼 때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표기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어 전공단어를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자를 이용하여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서 한자를 지금의 초등학생, 중학생 

들이 배우지 않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쉬운 한글단어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생명과학적 용어에서도 뿌리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삼에서 추출되는 

진세노사이드의 경우 인삼의 일본어인 진셍에서 파생된 용어이지요.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속(Panax)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스테로이드 사포닌(steroid saponin)과 트리테르펜 사포닌(triterpene saponin)을 통칭한다. 이게 

진세노사이드를 검색했을때 나오는 설명인데 그렇다면 진세노사이드를 그냥 인삼에서 추출되는 스테로이드 

사포닌이라고 설명하는것이 더 낫지않을까요. 대중들은 진세노사이드라는 용어보다 사포닌이라는 용어에 더 

친밀감을 느낄것이고, 일부사람이겠지만 몇몇은 단어속에 있는 일본어에 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통해 연구 성과를 요약해서 제출해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DNA와 같은 일반적인 

과학용어는 이제 비교적 대중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주 특수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대중도 잘 몰라 

한글로 표기하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한글로 표기한다고 해도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클까 싶습니다. 따라서, 한글과 원어를 같이 표기하되, 이에 대한 풀이를 쉽게 (그림, 

도표, 만화 등으로 설명하기) 하는 체계가 조금씩 꾸준히 구축된다면 대중과 가까운 소통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과학기사들을 보면 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거나 영어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 등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방식 자체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과학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들을 외래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래어처럼 

영어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도 자주 보입니다. 아마도 과학적 내용을 한글로 옮기다 보니 영어단어를 자주 쓰는 

과학자들의 국어에 대한 표현방식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위약테스트, 백신, 치료제 등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약물 

개발과 관련된 용어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정작 일반인들은 이러한 단어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우선은 사회적 관심이 있고 많이 사용되는 생명과학용어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임상1상 (소규모 일반인 대상 인체 약물 독성 연구) 임상2상 (소규모 환자 대상 약물 효능 연구) 임상3상 

(대규모 환자 대상 약물 효능 및 부작용 확인 연구) 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바꿀 필요보다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지만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존재학 유행도 했었습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인데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의 탄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 독감 예방 접종을 맞더라도 모든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 될 수 없어 독감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사람들은 이해도가 떨어지며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처럼 혼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 관련 글을 한글(한글이라 

하지만 거의 한자어)로 바꾼 지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익숙치 않은 한자어 때문에 영문 읽는 것 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한자 보다는 영어가 친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과학에 관심이 없는 

건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영어로 표기하고 아주 어려운 개념의 경우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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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ase; 프로테아제 -> 프로테이즈, lysine; 리신 -> 라이신. 이와 같은 옛날식표기법을 영어식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 학생들 교과서는 바뀌었지만 아직도 옛날식으로 발음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나 선생님들이 계심. 

대중들이 보는 기사나 칼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배우는 입장이나 잘 모르는 대중 입장에서는 같은 말이 

아니라고 혼동하기 쉬움.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당 단어들에 익숙한 연구자들이나 관련자들이 신경써서 통일하여 

사용해 혼동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너무 모든 것을 나열하기 어렵습니다.)  조골세포/뼈모세포->뼈생성세표  *파골세포의 

경우 뼈파괴세포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 된다면, 조골세포는 뼈생성세포 등의 용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뼈모세포에서 '모'라는 글자는 어미 '모'의 뜻으로, 한자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학용어는 구용어의 경우 한자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순수 한글 용어로 교체를 한다면 모두 바꿔야 하고,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놈 프로젝트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게놈이라는 말은 참 막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독일어에서 유래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영어 표기법을 따르는 지놈이라는 단어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조차도 이러한 혼란이 있는데, 비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와달지 않을지 생각 해 보지 않아도 

쉽게 예상되는 바 입니다. 이렇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단어의 경우는 차라리 원래 용어 그대로, 혹은 한글과 원래 

용어를 동시에 표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를 위한 용어와 일반일을 위한 용어가 다르다고 생각함. 거의 모든 논문 작업은 영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과학자들끼리 사용하는 언어도 원어를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일반인을 위해서 교과서 등의 

용어를 한글로도 동시 표기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한글만으로 어설프게 바꾸다가 오히려 더 이해 안되게 변형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음. 단어자체보다는 전문가가 설명을 어떻게 잘 해주냐가 더 좋은 방법인듯함. 과학용어의 

한글화가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닌듯함.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에서처럼 이해를 돕는 용어풀이를 혼용하는 정도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소통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려다보면 쉽게 말해 아는척하는 비전문가를 많이 양산할 것 같고,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건강이나 식품같은 경우 TV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비전문가들이 단편적인 정보로 판단하고, 

전문가인듯한 태도를 지니며 또 이러한 단편적 지식을 주위로 확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용어라기 보다는 요즘 학생들이 인터넷 번역기를 통해 문헌을 공부하거나 번역하여 발표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번역기가 해주는 그대로를 발표하다 보니 웃지 못할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heat shock protein을 

번역기는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번역을 해주더군요 ^^;;;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빈도가 높은 만큼 번역 프로그램에도 어느 정도 생명과학 용어에 대한 기본 바탕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과학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용어 및 전문지식의 수준은 상당히 어렵고 높은편이다. 

전문용어를 작성이나 활용 시 일반인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었으면 한다. 원어 및 한자로 작성하고 

한글로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를 이해하는 있어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등은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영어 및 한자를 모두 표현하고 괄호 등을 이용해서 한글로 설명한다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필요한 용어가 있다면 국문으로 번역하고 이를 쓰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부적절하다 싶을 정도로 

실제 그 뜻과 단어의 괴리감이 큰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한자교육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새로 배우는 학생들이 한자를 유추하여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럴 바에는, 아예 영어로 씀이 어떤지 

생각됩니다.  

 용어의 정의된 범주 자체가 모호한 경우 ( ex. gene )  와 용어 자체가 번역될 한국어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Orthologs, paralogs)  등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번째의 경우 번역되는 유전자 단어 자체가 오류를 범할 여지가 

많다고 보며 두번째의 경우는 대체할 한국 단어가 존재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굳이 한국어 용어를 새로 

정립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epistasis: 기존 생물학 교과서에서 상위"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를 "우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움. 2 probe: 기존 생물학 교과서에서 "탐침"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를 "프로브"로 영어식으로 기술하는것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움. 3. 그 외 여러 분자생물학에 사용되는 효소들의 이름을 기존 생물학 교과서에서 동일하게 

기술하는 것이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혼동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효소 이름(-ase)] 교과과정 세대에 따라 다르게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되, 한글 

명칭을 병행하여 기입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좋을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게놈 -> 지놈/genome] 

해외 학회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실제로 게놈"이라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지놈"으로 표기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순환기분야 의학연구자입니다. 임상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PET-CT, MRI, CT를 포함해 순환기 중재시술에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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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내 영상기법인 OCT, IVUS 등에 대해서는 한글로 번역할 경우 대중에게 오히려 의미전달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생명과학분야 용어들은 영어 축약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한글로 번역을 병기하는 것이 

대중과 연구자들 사이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2가 또는 4가 백신    백신 관계자나 미생물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에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2. 

자궁 경부암 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백신이지만 알기 쉽게 하려고 자궁 경부암 백신이라고 명명    요즘은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철 없는 사람들이거나    배경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설명을 해 줘도 번잡하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이 쉽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Biology --> Biological science: 생물학의 명칭이 생명과학으로 바뀌면서 'biology'가 'biological science'로 바뀌었음. 

우리나라에서는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life science를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 외국에서는 '생활과학'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이므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복제 (Clone) 와 핵치환 (nuclear transfer) 흔히들 복제동물이나 복제수정란을 이야기 할때 사용되는 용어 입니다.  

복제는 말 그데로 100% copy 이지만 핵치환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내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DNA 가 존재 하기 

때문에 100% 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토콘드리아 유전 질환은 아무리 복제기술인 핵치환을 한다고 해도 

그대로 유전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고등학교에 가서 진로 및 전공관련 강의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고등학교 수업에 많은 용어들을 한국어로 

풀어서 가르치려는 경향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한자어와 영어 이름으로 배운 저와 한국어로 바꾼 용어를 배운 

학생들간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어느것이 더 좋은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고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과정에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변화가 매우 눈부시고 급속한 발전을 이룸으로써 대학의 학부 수준의 교과서도 내용면에서 큰 

폭으로 교체 및 보강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수십 년간의 생물학적 전개는 망연할 정도의 변혁과 관련 개념의 

증가 및 다양화를 탄생하게 했다. 최신 생물학사전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생물학 용어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용어와 그 해설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Not necessary changing any names, however, we should explain more about scientific terminology so that public can 

access easily and get awareness about some issues that may arise from not understanding the words. 

 특히 신경과학 분야에서 이전부터 뇌 관련 용어들이 이미 한자어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를 굳이 한글로 또다시 

번역하여 사전에 기재하는 등 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다. 오히려 학교에서 굳이 이를 한글로 가르칠 

필요성이 적다고 느낀다. 하지만 만약 사용해야 한다면 (과학 관련 기사나 사전에 단어 등재 시) 통일된 한글말 

단어를 사용하여 소통해야 할 것이다.  

 genome -> 게놈으로 사용, --> 유전체 organoid  --> 장기유사체로 사용. --> 오가노이드 reprogramming --> 

역분화, (역분화는 dedifferentiation) --> 리프로그래밍 pluripotent stem cells --> 전능성 줄기세포 --> 만능줄기세포, 

전능줄기세포는 totipotent stem cell의 의미,   

 기본적인 중심원리(central dogma)와 관련된 용어들, 효소와 관련된 용어들은 한글과 병기표기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주석처럼 용어에 대한 쉬운 해설이 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쓰는 원어에 익숙하여 

편하게 받아들이지만, 과학에 관심이 없던 대중 입장에서는 생소하여 용어를 제외한 내용을 이해하는데에도 장벽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 현재 과학기술로는 줄기세포를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적, 윤리적 모두). 병원이나 기사 등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 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그 의미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직접적 치료와 관련있으면서 그 의미가 변질된 단어들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여 바꿔야 할 것입니다. 

 원래 용어와 한글을 같이 표기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에 용어를 한글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영어로 된 많은 용어들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에서 한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가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오히려 현재 한문으로 번역된 많은 단어들을 쉬운 한글로 바꾸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제는 생명과학과 생명현상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임. 이번 COVID-19과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topic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고 배경 지식도 많은 상태임. 따라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통용되는 용어들, 

즉, 예를들면 인공지능이 AI임은 상식적으로 익숙한 용어이므로 굳이 인공지능이라 명명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시트르산, 구연산 --> 레몬산, 귤산 너무나 광범위하게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임에도 학생들, 일반인이 

가지는 느낌은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용어들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들에 대한 용어들을 외래어가 아닌 한글 용어로 바꾼다면 생명과학이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세균. 비만균.  비만세균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속이나 종 수준의 것이 아니고 문(phylum)수준인데, 이 문에 

속하는 세균 모두가 다 비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함. 비피도박테리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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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균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이렇게 광범위한 문 수준의 세균을 비만균이라고 지칭하는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생각함.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점 임상시험 등과 같이 일반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연구에만 

집중된 보도 행태로 인해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퇴색되고 일반인들 역시 돈먹는 하마 정도로 인식되는 것 같음 또한 

기초연구 단계의 성과를 마치 당장이라도 시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홍보 

행태도 문제가 많음 

 나트륨, 칼륨  실제 화학 및 생화학을 포함하여 Na, K를 나트륨, 칼륨이 아닌 소듐, 포타슘이 맞는 표현입니다.  광고 

및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하는 경우, 어떤 곳은 소듐/포타슘으로 표현을 또 다른 곳은 나트륨/칼륨으로 표현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래 맞는 표현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중의 관심이 있는 이슈관련 단어를 선발하여 국문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슈퍼 박테리아 설명 시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오해를 불러온다.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발견이라는 제목을 거지는 

언론기사의 내용을 뜯어보면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를 잡는...등의 말이 안되는 용어를 설명한 것이 수두룩하다. 

 Genome(게놈)과 DNA는 대중의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Genome은 추상적이라 이해가 어려운 반면, DNA는 

구체적인 성분이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중 대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제안 받아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는 교안을 작성한다면, 생명과학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번역되는 용어는 대중의 입장에서 잘 이해되도록 잘 선별했다. 일본식 영어 표기방식을 이용하여 고유명사를 

한글화하는 것은 소통의 측면에서 들리는대로 표기했으면 한다. 이 외에 용어의 문제보다는 다양한 매체에서 

생명과학에 대해서도 편하고 쉽게 다룬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컨텐츠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기사나 소식을 편집하는 곳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느니 원래 용어를 사용하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나 

해석을 주석으로 붙여주는 편이 좋을 듯 아울러 전문가인 과학자 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먼저 이슈화 되고 있는 

분야의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고 이에 대하여 용어 획일화 및 의미를 공용화하면 좋을 듯   

 oligodendrocyte와 같은 경우 희소돌기아교세포 또는핍돌기신경교세포와 같이 한글도 아닌 한자어에서 온 용어로 

한글로 써도 복잡하고 더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과 원래 용어를 동시에 표기하더라도 한글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바꾸지 못하면 원래 용어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식물의 다양한 구조에 사용되는 용어(대부분 한자어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많음)들이 대부분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또한 전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불리고 있어서 알기쉽고,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예를 들면, 

잎의 마주나기"를 "대생"으로 되어 있고, "꽃차례"는 "화서" 등으로 되어 있음" 

 과학 특히 생명공학 대중화를 위한다면 바이오시밀러" 와 "제네릭" 용어에 대해 국문으로 된 용어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생명과학자는 아니지만 신문이나 기사에서 바이오기술 글을 접하면서 국문용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사회적 소통에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전반적인 의학용어 : 생명과학도 많은 부분 외래어를 사용하지만, 대중에게 노출되는 용어는 대부분 순화시켜 

우리말화 하여 언론에 노출되지만, 국민 대부분이 자주 방문하게 되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학용어는 가급적 

우리말로 바꾸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투명하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듯 합니다.   

 처음 전공서적을 접했을 때 효소들이 발음 그대로 번역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aminotransferase를 

아미노트랜스퍼레이즈"라고 그대로 쓴다거나.. 이런 건 번역 서적이더라도 영어표기로 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런 표기가 대중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정도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대중에 노출된 생명과학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생명과학을 막 시작한 분들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Next Generation Sequencing(NGS)는 당시에 새로운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주목을 받고 다음 

세대의 염기서열 분석법이라고 사용했으나, oxford nanopore와 같은 3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 나온 현 시점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문식 표기와 한글식 표기를 학계에서 확정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문혼용 용어와 더불어 순한글식 

용어도 사용되고 있어 연구자 입장에서는 원어와 더불어 두개의 전문용어를 써야하는 입장입니다. 학계에서 

한문식을 완전히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글식을 포기하던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는 지금 작성하면서 생각나지는 않지만 가끔씩 영어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한글로는 누군 이렇게도 쓰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쓰고 합니다. 전공자들이야 알아듣지만 비전공자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을 경우 같은 

단어이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꿔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gene editing system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유전자가위, 풀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늘로 찔러도 안죽는다는 기사처럼 바이러스를 찌를 수 있는 바늘은 없듯이 비유적 표현이라 해야 

맞을 것 같고 용어 자체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조작생물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보통 조작이라고 하면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일들을 일컫는 단어인데 과학자들은 뭔가 새로운 기능과 이로운 일을 목적으로 연구 및 실험을 했는데 조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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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선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 

 과거 일제식 표현은 새로 정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키나아제 등 실제 발음과도 전혀 다르고, 

우리나라의 과학수준도 많이 올라와있는데 개선할 의지 없이 과거 일제식 표현을 계속 쓰는건 우리 스스로 과학에 

대한 자의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사용하는 용어가 한글로 바뀌었을때 한자어로 표시되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함 

그냥 영어로 사용하는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궂이 한글로 발음대로 표현하는것도 오히려 혼란스러울수 있어 

영어로 표시하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의학 용어, 특히 해부학 용어가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근육을 가지고도 누구는 flexor carpi 

ulnaris muscle, 누구는 척측수근굴근, 누구는 자쪽손목굽힘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대중과의 

소통도 그만큼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을 이해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어 및 배경지식이 필요함. 아무리 쉽게 서술되어있더라도 사용되는 용어를 

기사안에 각주로 달아주어야 이해할수있음. 통용되는 용어를 쉬운 용어로 교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어의 

의미가 정획하게 전달될수있도록 설명하기위한 노력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한자 표기 결실(deletion), 고갈(depletion)로 인해 한글로 된 서적을 접할 때도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며 

문장자체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효소 명칭 -rase을 -라아제, -래이즈 등의 혼합된 표기로 인해 일반 

대중들에게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최근들어 이슈가 되고있는 Crispr/cas9과 같이 유전체 편집기술 관련한 용어는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중들에게 쉽고 이해가능하게 설명할수 있는 방법과 

대중들도 과학을 쉽게 접할수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정보, 바이오 분야 데이터]  생명정보는 생물체 자체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의미하는데, 생명정보를 

유전체에 국한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바이오 분야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많은데, 바이오 데이터를 

인간 유전체, 의료정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선이 필요 

 1.DNA의 오남용(ex: 정치 DNA) 같이 무관한 표현에 쓰이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2. 많은 용어들이 한글화 

되었습니다. (기절->밑마디등..) 그러나 여전히 구 한자식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글화도 중요하지만 한글 

사용"을 권장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T 살해 세포 : 여러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는 T세포를 살해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세포독성 T세포(림프구)나, 킬러 T 세포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신문 기사등에서 혼용해서 사용하므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러울 것 같다.  

 영어약자는 생명과학분야 뿐아니라 다른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다보니, 다른 분야의 영어약자와 겹칠수도 있으며, 

각자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어 full name을 사용하거나,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표기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어를 바꾸는것이 아니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설명을 해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우리나라만 바꾼다면 또다른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거나 오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 더욱 좋을것이다. 

 . 중화항체가 ---> 항체가 병원체를 억제하는 농도(중화항체가)  -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가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는 데, 이에 대해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음. 그래서 중화항체가란 용어와 이에 대한 

설명을 같이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Life science 라고 하면 대중들은 생명과학이 아니라 생활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Life 가 한국인들에게 

생명이라기보다는 생활, 삶 이런 느낀의 의도라 biotechnology, biology, bioscience 등으로 통일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함.   

 영어와 동시표기가 필요한 용어들이 많아 보입니다. 리보솜 리소좀 은 한국어 발음은 매우 비슷하지만 ribosome 

lysosome 으로 영문 표기가 다릅니다. 칼륨 같은 경우도 칼슘과 혼동할 여지가 있지만 영어로는 Potassium 과 

Calcium 으로 매우 다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등 특정 질병에 관한 지칭. 사실 코로나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서 특정 바이러스를 일컫는 

용어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국제적 기준에 맞게 COVID-19로 표기해야 하는데 국내 언론 등은 대부분 정확한 

지식 없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지칭하고 있음. 

 공용어인 영어로 과학용어가 통일되고있는만큼 일제시대 또는 일본을 통해 잘못 만들어져 사용되는 외래어(외국어 

정식 용어가 아닌 '외래어') 용어들을 변경해야 함 ex. 노이로제 → 뉴로시스, 신경증 ex. 아밀라아제/리파아제 등 

효소명 → 아밀레이즈/리페이즈 등 

 인슐린저항성 (Insulin resistance),  각종 관련 감수성(sensitivity)  인슐린이 스스로 저항을 하는것도 아니고, 

감수성이라는게 보통 감동적인 단어로 쓰이는 한국어의 특성상 이런 언어들을 한국어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용어들을 너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두엽'과 같은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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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엽' 등으로 서로 다양하게 사용하다보니 더 이해가 여렵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쓰게하는 

가이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용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전세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영어와 전문용어와의 괴리감이 생길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논문 발표 등 영어로 해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일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꾼다기 보다는 영어, 한글을 공동표기 하는 등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직관적으로 영어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일반인은 예를 들면 nucleic acid는 모르는데, 핵산이라고 해야만 알아듣는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질병명 중 개정되기 전에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거나 맞지 않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중에게 

정확한 용어를 알려줘야 오해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류독감 → 조류인플루엔자, 돼지독감 → 

신종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 → 돼지열병)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살균' 소독을 하였다 와 같은 표현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균이 

아닌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생명과학을 잘 모르는 대중들은 그 개념이 확실치 않을텐데, 혼동을 줄 수 있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용어 변경은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전문가와 대중 사이 소통에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뜻을 포함한 

외래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것이 지식습득의 첫 걸음입니다.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것과 과학용어를 

한글화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 질문에서 예로된 DNA 의 경우, 용어 자체를 단순히 한국어로 바꾸는 것 보다는 통용되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그 의미를 한 문장정도 바로 뒤에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단백질 두 가닥 이런방식으로) 

 예를들어,'미토콘드리아'는 영어표기입니다. 한글화한 명칭인 '사립체' 표현도 있긴하지만 여전히 영어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포 내 구조물 용어가 대부분 한글화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용어도 한글화된 표현이 통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OVID-19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재생산지수 reproduction number 은 감염된 환자 1명이 감염시킨 사람 숫자를 

의미하는데, 재생산지수 보다는 전파지수, 전염지수 같은 것으로 변경하는게 일반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영어 번역한 용어가 너무 어려움. 전문 용어도 어려움, 둘이 섞여 있으면 그냥 이해 안됨. 동시 표기 해주면서, 

한글용어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만들면 좋겠음. 그리고 용어는 무조건 각주를 달아주면 좋겠음. 그냥 아무것도 

모른 사람이 본다는 기준으로. 

 일반적 용어로 컨퍼런스, 컨벤션 등 회의 용어에 관한 한글화가 필요함. 각 분야별로는 전문가가 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이해하기 적당한 한글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함. 각 분야 별 학회에 용어 검토 위원회를 두어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과학이 biotechnology와 life science 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life science 가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life science를 대표어로 사용하고 biotechnology는 생명공학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 대중들은 흔히 만능세포라 하면 흔히 줄기세포라고 받아들인다. 즉 모든 줄기세포는 

만능세포라는 인식이 있어서 줄기세포의 정의를 먼저 재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iPSC에 대한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최근 코로나 관련해서 중화항체라는 용어가 자주나오는데요 면역학을 모르면 의미가 전혀 와닿지않을듯해요  

이해가되도록 용어변경을하거나 어떤의미인지적어줄필요있습니다  2.생명관련 용어는아니지만 비말도그렇습니다. 

의미전달이안되는용어입니다. 

 I cannot suggest it now, because I am a foreigner. You can get a better answer from Korean scientists. I am happy 

with my situation. 

 대중과 만나는 기회를 많이 늘여야 한다. 예를 들면 TV 강연 등 활용(최근 TV에서 면역학자 강연을 들었는데 

대중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이해도도 높았음, 이처럼 과학자들도 대중들이 편하게 과학을 받아들 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전문분야가 다 다른만큼 대중들이 생각하는 각 용어별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봤을 

때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용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NGS (차세대염기서열분석), FISH (형광동소교잡반응), PCR (중합효소연쇄반응) 등 한글 번역을 하면 더 용어가 길고 

이해가 어려운 용어는 영문 약자를 대중화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어느 한 용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의 장벽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러한 진입장벽을 서서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 고급 지식이 좀 더 

대중화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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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ome (유전체), gene (유전자)의 경우와 hereditary disease 처럼 후손에게 전달되는 질병에서의 경우 모두 유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유전과 관련하여 상당 수 오개념을 가지고 있음."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개 사용되다보니 이해를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듯하다. 세균의 집락, 세균의콜로니는 

같은 용어인데 혼용되니 정리되면 좋겠다. 장내 미생물, 장내 세균,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내용도 정리가 필요한 

듯하다 

 과학용어의 어려움은 접촉기회의 부족과 배경지식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부적절한 한글용어로 바뀌기 보다는 

원래용어대로 쓰고 어떻게 읽는지(발음)와 배경지식을 첨부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소의 경우 영어식 한국 표현이지만 발음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같은 경우 정말 어디서 

유래된건지도 모른 용어들이 정식으로 사용되는데 이런 경우 좀더 정확한 발음으로 고쳐 사용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어 그 자체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한글화 시키려 한다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의학용어 한글화) 차라리 용어에 대한 설명이란 범례 등을 추가해 주는 것이 현실적일 듯.. 

 아미노산, 핵산 등에서 대중 들은 도대체 '산'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acid라는 것의 정의와 관념 

속에서 헷갈려 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지 않은 저러한 단어들의 경우 이해를 먼저 시킬 필요가 있다. 

  영문표기법이 일본식으로 써져있는 용어들 (ex Pasteur 파스퇴르 -> 패스츄어 ) 에 대해서만 표기를 바꾸는 선이 

중요하지, DNA나 파이펫과 같은 경우는 한글로 바꾸는 과정이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DNA와 같이 대명사인 경우에는 한글로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과학자가 molecule, mechanism 등 

굉장히 사소한 단어부터 영어로 사용하니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생명과학관련 용어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용어를 한글로 바꾸더라도 일반인들이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글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용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지가 중요할 것 같음. 

 한글에는 <밤>처럼 같은 단어에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많지요. <복사>라고 표현해놓은 기사를 봤는데 copy인지 

radiation 인지 ㅎㅎ 전공자들은 영어단어가 익숙하니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써넣는게 좋을듯합니다. 

 혼돈의 여지가 있어서 영어 용어는 영어로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Firmicutes를 한글로는 페르미큐테스라고 쓰고 

발음하는데, 외국인/전문가와의 소통의 어려움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영어는 영어용어로 사용해야한다고 본다. 

 복제약, 카피약 이유: 오리지날 의약품이 특허 만료 후 나오는 제네릭 의약품을 말하는 것인데, 모두 GMP 조건에서 

품질이 보증되어 만들어지는 의약품인데 대중들에게 불량의약품과 같은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용어를 구분지어야 한다면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을 것이다,  cleavage 또는 scissor 단어뜻이야 절단 자르다의 

뜻이지만 과학분야에서의 의미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문맥에 맞는 용어들을 써야된다고 생각한다 

 감각생리학에서 transduction을 신호전달이라고 번역을 많이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modality가 전기포텐셜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변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호변환이라는 번역이 원어의 뜻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함. 

 게놈(genome)은 gene과 chromosome의 합성어이다. 영어권 사람은 genome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마치 

우리가 漢字를 보고 뜻을 알아채듯이) 한국인이 게놈을 보고 유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코로나 치료지 관련 백신 혈장 치료제 개념같은 경우 얼핏 알고있는경우가 많지만 대상 물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므로,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 더 쉬운 개념으로 대중들에게 설명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영어로된 전문단어를 한글로 바꿀때, 한자 표현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영어보다 덜 

익숙한 한자 표현을 보면 더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삽입해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vector"에 대한 마땅한 한글용어가 없는 듯 합니다. DNA는 이미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지만 vector가 무엇인 지를 알고 있는 일반인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한글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대부분이 원래 용어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받아들일수 있지만 

전문가가 대중에게 설명을 할때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설명이 어려워 질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게놈과 같은 영어인데 한국어로 표기한 용어들 별아교세포 와 같은 의미파악이 쉽지않은 세포이름들 (곰곰히 

생각해야지만 알수있는것같고, 잘 와닿지도 않는것같습니다. 현미경 관련 용어들 Sequencing 관련 용어들 

 적어도 아직 남아있는 일본식 한글표기명을 영어식 한글표기명으로 바꿔야한다. 학생들의 정규 수업에서 영어식 

표기명에 익숙해져야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전문용어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것이다. ex)카탈라아제->카탈레이즈 

 PCR, western blot 등 기본적인 생물학적 실험기법이지만 일반인들이 들으면 이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한글용어로 쉽게 풀어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연스럽게 한글로 바꾼 용어들을 전부 영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글 

사용을 강요받을 경우 과학자들이 적절한 한글 용어를 알지 못해 전달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식지를 서식처로 서식지에서 말하는 '지'는 땅으로 땅에 오래 머물지않고, 수계나 공역에서 주로 생활하거나 잠시 

머물거나 하는 생물이 많음 따라서 서식하고 있는 장소라는 의미의 서식처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봄  

 질병명에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symptom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괄호 등을 통해 간단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대표 symptom, 다르게 불리우는 명칭 등)을 같이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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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약품의 이름을 한글로 바꿔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 혼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는 자일렌이라고 

읽지만 한글 표기는 크실렌이므로 둘 다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분야 기사에서 실험 방법 설명 시 한글로 번역하여 이상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못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됨)   

 충분히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영어, 특히 통용되는 약어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떨어뜨리고 흥미를 저하시켜  지속적으로 봤을 때 생명과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대중은 기사 등에서 어떤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 생명과학자 입장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학 기사에 대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유전물질, DNA, RNA 등 너무 혼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에 관한 것이니 만큼 바꾸어야 한다기 

보다는 기사나 매체를 통하여 전달할 때, 보다 정확한 용어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enome 을 칭하는 게놈, 지놈, 유전체 등의 단어들에 대해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한가지로 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 게놈, 지놈은 단순 발음에 대한 표현이므로 사용을 지양 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 

 RNA. Dna 와 protein의 중간 단계 물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음. 현재 진행중인 COVID-19 백신중에도 

RNA를 베이스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지나,, 많은 일반인들은 잘 모름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과학의사소통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대중에 대한 무지, 지식확산의 사회적 의의에 

대한 저평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 오블리주 타령하는 선민의식과 엘리티즘은 더 문제구요. 

 용어: NGS,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이유: 차세대"라는 용어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 현재 세대, 과거 세대로 바뀔 수 

있음. 따라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의 원래 명칭인 대용량염기서열분석법이 더 적합함. " 

 유전 관련 용어들이 쉽게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유전 현상에 대한 단어 가운데 다면발현과 같은 용어는 

한자라서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이다.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좋을 듯하다.  

 DNA로부터 전사된 전사체 가닥의 경우 coding strand와 anticoding strand, sense strand와 antisense strand를 

명확하게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대부분의 질병이름이 한자(한의학에 바탕한) 또는 원어(영어, 라틴어 등)로 기록 우리말로 번역된 경우에도 실제 

생활과는 관계없이 어색하게 번역  복잡하거나 긴 이름은 차라리 원어 단축어로 통일이 필요 

 전문 용어를 바꾸는 것 보다는, 대중과의 소통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영어 사용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함. 

연구자들끼리 자주 사용하는 일반 용어들도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 더 괴리감이 드는 것 같음. 

 CRISPR cas system을 사용한 gene deletion 과정에서 한글로 '유전자 가위'라고 통상적으로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유전자 절단, 삭제 등 많은 용어들이 혼재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DNA와 PCR같이 유전자정보, 유전자 증폭 등으로 한글로 쉽게 표기할 수있는 것들은 동시에 표기해도 괜찮지만 

보다 깊게 들어가야하는 전사인자들에 대한 표기는 영어 그대로 표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atural killer cell 자연살해세포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단순히 영어를 번역한 단어이며 다른 면역세포랑 비교하였을 때 

대중들이 위 세포의 기능이나 능력등을 이름만으로 추측할 수 없습니다 

 과거 영어를 번역한 일본어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표현들이 아직도 빈번하게 

사용됨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식 표기로 통일하는 것이 서로간의 소통에 용이할듯함 

 없다. 영어를 한글로 바꿔 쓰다보면 혼용이 있다. 생명과학은 전세계가 통용해서 쓰는 영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어로 배우는 게 낫다고 본다. 굳이 단어를 두 개씩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용어를 본적은 있지만 읽을줄을 모르다고 생각함. 그래서 바꿀필요가 있는 용어는 없지만 영어+한글읽기로 

혼용을 해서 쓰는것이 나은거 같음. 특히 고연령 및 지식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밀로스 (녹말) 아밀라아제 (녹말분해효소)와 같이 영어발음을 풀어쓴 것들은 의미가 없고, 의미 전달이 쉬운 한글로 

바꾸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한글이 없는 용어들은 영어로 표시하는 것이 좋음. 

 유전자 및 이의 변이로 인해 일어나는 유전적 용어 등이 대중에게 알기 쉽게 혼용표기 또는 한글표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DNA와 RNA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 

 저는 전문학사 출신으로 IT분야 전공자이며 주로 연구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생소한 용어가 많기에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좀 더 쉬운 용어 설명이 되어 있다면 일 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 

 Chemotherapy, 현재 '화학요법'으로 사용하는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다소 친화적인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음.  

 의약품 제조, 비임상단계, 임상IND/NDA 등에 대한 개념 확립  이유: 의약학 관련 기사 중 상기 언급한 단계 중 

진행을 상용화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특히, 현 COVID-19 관련). 

 PCR, Western blot, ELISA 같은 실험 기법 용어들을 대중들도 이해하기 쉽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 명칭만 

봤을 때 무엇을 위한 실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원어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정책대신 통일되게 사용하는 용어 필요 예를 들면 DNA 염기에서 티민, 타이민, 싸이민 

등이 아닌 티민으로 쓰고 읽는 것은 원어 발음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됨. 

 현재 연구자로서는 오히려 한글화할 경우 혼동되는 용어들이 많지만, 대중입장에서는 생물 종 명에 대해 바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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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고등과학 생물2까지 한글화가 필요하다봅니다. 

 1. 대중매체에서의 antioxidant와 pro-oxidant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함. 2. 식품등을 소개할때 1차대사산물 외의 2차 

대사산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설명이 필요함.  

 게놈, 발음이 바뀐지가 한참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게놈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늘날 독일을 저머니가 아닌 게르마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단백질 수송체 같은 종류는 대중들이 볼때 이름이 비슷하게 보여지고 같은 물질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만이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바뀐다면 훨씬 소통하기 쉬울 것이다.  

 너무 많아서 예를 들기가 난감함. 심지어 한글로 번역된 전문서적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용어가 차고도 넘침. 

국가차원에서 정비하고 통일시키는 노력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어원의 한글표기기준에 대해 거부감이 강함 예를 들자면 고양이과를 표기할 땐 

고양잇과로 표기하는데 학술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무지한 기준이라고 생각됨 

 정밀의료 [precision medicine]: 통합적인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목적에따라 유전자 분석 방법이 달라서 좀더 

방법에 접근한 각각의 용어가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한글화 용어를 적용하려고 매끈면소포체, 거친면소포체와 같은 용어를 씀. 그러나 소포체 자체도 

한문인데 왜 그 용어는 그대로 놔두고 용어를 사용하는 건지 이해가 안됨. 

 한글 용어가 한자어표기법도 있고, 우리말 표기법도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대중에게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됨. ex) 피질,수질 → 겉질, 속질  

 Genome : 게놈, 지놈 이라고 부르는데 억양 및 의미를 나쁜 족으로 생각할 수 있음. 영문으로 genome 으로 쓰고 

(유전체) 를 옆에 붙여서 표기해 주는 게 좋겠읍니다. 

 발표슬라이드 등에서 특정분야에서만 쓰이는 줄임말 표기를 첫 등장 외에도 계속 표기해줬으면 좋겠다. 발표를 돌려 

볼 수 없기 때문에 저게 뭐랬더라 하고 이해에 방해가 된 적이 많다 

 약속된 공통 표현방식을 대체하는것이 과연 옳을지 의문이 드네요.. 대중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한국어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한데.. 결국 여러가지 언어가 혼재될듯하네요.. 

 과학기술: 과학=기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현실에서 즉각적인 효용이 없으면 과학연구가 불용하다고 

생각되어 짐.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분리해서 기술할 필요가 있음.  

 일본어나 한자 유래 단어들이요. 예를들어 감쇠자 이런 말들은 비전공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자어를 쓰기보다는 영어그대로 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Absorbance랑 Optical density (OD)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거 같은데 경우에 따라 다르게 써야하는지 똑같이 써도 

되는건지 아직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사(transcription), 번역(translation)은 대중이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용어임. '녹아웃'이라는 영어용어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으나, 한글화할 필요 있음 

 stem cell- 간세포로 표기되고 있는데 대중의 경우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liver cell과 혼동이 올수 있어 이런경우는 

stem cell로 표기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됨 

 근래 Covid-19로 인해 Serum, 혈청, 혈장, 알부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이 높아진것이 사실인데,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번역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며 전문용어가 한글로 표현되어 있다고 이해가 가능한게 아니다. 어차피 새로운 

단어이므로 사전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것은 영어 용어를 쓰는것과 똑같다.  

 가장 기본 용어인 유전 정보에서 언급되는 transcription/translation을  전사/번역이라고 표시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일반인이 보았을땐 유추하기 힘듬. 

 세균 -> bacteria 또는 박테리아 / COVID-19인하여virus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세균과 virus를 동일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실무율-한자어로서 뜻을 이해하기 어려움 3염기조합-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DNA의 3염기를 지칭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RNA의 3염기는 코돈으로 지칭하는데 의미적으로 모호함 

 유전자가위 기술  중립적인 용어인 것은 이해하는데 해당 기술을 이해하는데 방해요소가 있음  유전자편집, 

유전자교정 등 해당 기술의 본 용어에 근접하게 번역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의  COVID-19도 표기는 상기와 같이 하고, 읽기는  코로나-19  라고 읽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특이하다....  

 단백질들의 이름이 나올때, 원문으로 사용하면서 뒷부분에 간단한 기능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을것 같음.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알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장내미생물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공식적인 표준용어가 정립되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대중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세포체, 등등 일본식이나, 한문식 용어가 많습니다. 바꾸기에는 또 난관이 있긴하나 점차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표기와 혼용을한다면 조금씩 괜찮아 질것 같습니다.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 

http://www.sci-on.net/                                        
31 



▫▫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시험 vs. 실험 vs. 테스트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단어이나 잘못 쓰이고 있는 단어부터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발견한 자들이 대부분 영미권이라 그 용어를 바꾼다는건 무리가 있다 차라리 한글로 바꾸려고 하는게 아니라 

용어 그대로 사용해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RISPR-CAS9(유전자편집기술이라는말도쓰이지만 혼용됨) NGS(Next generation이라는 말은 너무추상적임....10-

100년흘러도넥스트라고할순없음...) 

 지금 특정단어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과학 기사를 볼 때 한글용어를 보고 원래 뜻을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한글과 원래 용어 동시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연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용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해당 기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으나 in vitro를 시험관 실험으로 제한적인 용어로 쓰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의미 전달이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용어와 한글 병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글 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공식 한글용어가 없어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면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drug repositioning, 신약재창출로 표기되는데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재활용신약 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꿀 필요가 있겠음. 

 오가노이드 - 연구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이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은 organ이라는 용어 자체를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햐기 어려움. 

 독감 이라고 부르면 될 용어를 인플루엔자와 같이 영어로 표기 및 이야기 하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심각한 질병처럼 

느끼게 하는 표기는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코로나 관련하여, 생명과학 용어 뿐만 아니라 기타 용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령, 코호트 

격리, 언택트,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등 

 한글로 된 용어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다가올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문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서 그럴 듯 

합니다. 이런건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부 생리학 경우 한글화를 억지로 만든 적이 있다. 이런 경우 단어의 길이와 내용 전달의 미흡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용어 변경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간섭RNA, 어차피 한글로 간섭이라고 써도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음. 한글을 사용한 용어가 이해하기 힘들고 

자연스럽지 못하면 영어로 표기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파라다임: 사고방식 또는 사고의 틀로 바꿀 수 있을 듯 하지만 학문의 국제교류를 고려하면 우리말로만 과학용어를 

바꾸면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리라 봅니다.  

 iPS cells를 우리나라에서는 유도만능줄기세포" 또는 "역분화줄기세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혼용되는 

용어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영어로 통용되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를 한국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동일어들이 

생겨서 문제인 거 같습니다. 통일화가 필요합니다. 

 용어를 굳이 한글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글화가 정답은 아니고, 영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일식이나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용어들을 국제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용어들에 대한 대중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꾼다기보다는 대중들에게는 윗 질문처럼 용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존재하기에, 한글과 영어 혼용이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서 한 쪽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자생물학 용어는 한글과 병행표기를 하되 자주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가능하면 만화형태나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읍니다. 

 게놈 유전체라는 한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나 영문 그대로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면 최대한 영문 발음에 

가까운 지놈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근육을 골격근으로 명시해야함. 근육에는 골격근, 심근(심장), 평활근이 있는데, 매스컴 등에서 골격근을 근육이라 

명하여,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음. 

 두경부암 - head and neck cancer 인데 (실제로 영어로는 매우 쉬운 용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두경부암 = 

뇌암으로 잘못 알고 있다. 

 리가제(ligase)와 피톤치드(phytoncide)와 같은 국적불명의 일본식 용어를 라이게이즈 및 파이톤사이드와 같은 용어로 

수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세포관련용어, 질병용어등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보다 너무 전문적인 용어의 기사가 나와요. 두개를 다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어(한글) 이렇게요 

 영어는 병기하되, 우리말 번역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감작, 미감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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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경우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뼈의 구성 요소인 접형이라는 한자용어가 나비뼈로 바뀌었고, 배웠지만 여전히 구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 모든 

교과 과정이 신용어를 쓰면 좋겠습니다.  

 세포 용어나 병명. 한글로 바꾸어도 한문으로 된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생명과학자들에게는 영어가 더 친숙한 경우도 많음.  

 우성', '열성'은 바꿀 필요가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적으로 우세하다는 의미가 자칫 우등하고 열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영역에서 대중친화적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고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대로 쭉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꿀필요가 있는 용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중이 접하는 매체나 기사에서 모르시는분들이 있으니 조금 

설명을 덧붙이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리적인 효능을 보이는 물질의 개발단계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함. 예를 들어 '유효물질의 발견'이라 하면 대중들은 

의약품 개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음. 

 일본어 책을 번역하면서 생긴 한자어들은 전공자들도 괴리감을 느끼는 단어가 많습니다. 차라리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써 놓으면 이해하기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용어는 없다. 하지만 한글로 표기할 때와 원래 용어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울 때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약물전달시스템이 controlled delivery의 통상적 번역으로 사용되는데 전달하는 것과 release를 제어하는 것 사이 

의미괴리가 존재함. 

 예: 기전(mechanism) 이란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공학에서 이용된다고 매체를 통해서 알게됨. 적절한 

다른 단어의 사용이 필요함.  

 germline mutation, somatic mutation -> 생식세포 돌연변이, 체세포 돌연변이 대중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리보솜, 리소좀, 미토콘드리아 등 -> 라이보솜, 라이소좀, 마이토콘드리아와 같이 실제 영어 발음과 유사하게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연구 저널 이름을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번역된 연구 저널 이름이 영문 이름과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PCR을 '중합효소연쇄반응'이라고 직역하는 것 보다는 '유전자증폭'처럼 용어가 의미하는 기능적 설명이 대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용어는 아주 많지만 단순히 한글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 (지금의 한글은 직독직해 

수준이라 한글이 더 어렵다.) 

 용어보단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기 좋은 사회적 이슈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 

(유투브, 블로그, 라이브방송 등) 

  dna 복제 과정은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기초교육때에도 배우는데 한글 표현 중에,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번역 단어들에서 뜻을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는데, 과도한 한자어 사용은 차라리 원래 용어나 

순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방사선-> 이온화에너지 또는 다른용어 방사능과 방사선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며, 단어자체에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는경우가 많음 

 보편적으로 영어로 통용되는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 보다는 대중과의 소통에서 어려운 용어를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험기법에 대한 용어들이 한국어로 작성하려다 보니까 더 어려운 감이 있다. 한국말과 함께 원문으로도 표기가 

되어있었으면 더 알기 쉬울 것이다. 

 아밀라아제 같은 발음과 무관한 해석 우리말, 한자어, 영어, 해석어.. 교과과정에서 너무 헷갈리며, 전공선택후 

불필요한 재공부를 하게됨을 방지 

 알레르기 -> 알러지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던 것으로 한글로 사용시 일본식용어보다는 알러지로 

사용하는 것이 나을듯 싶다.)  

 원어를 한글로 바꾸는과정에서 원래 발음과 조금 다르게 된 용어들...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할때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고치기도 어려움 

 의학용어 중 불필요하게 일본식 한자체를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말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생명과학 용어도 있지만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를 굳이 한글로 바꿔서 표기하면 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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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A, DNA, PCR과 같은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쓰게 되는 약어들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영어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무리하게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용어에 대한 이해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생명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명칭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효소 이름. 일반인 입장에서 기능을 바로 알 수 있게 통일성있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괴한 어려운 한글 

단어는 안썼으면 좋겠다. 

 미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자와 혼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해당 용어는 전공자가 보아도어려운 단어가 많기 

때문에 한글화의 필요성이 느껴짐 

 특별히 바꿔야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혼용하여 사용하고, 원래 용어 그대로 사용하되, 첨언하여 배경지식을 

설명해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Data Scientist 모호할수 있는 두 단어의 연결로 많은 영역을 설명하려고 함으로써 명확한 의미전달이 되지 않는것 

같기 때문입니다 

 굳이 한글로 바꿀려고 하지 말고, 원래 용어를 쓰고 그 뒤에 괄호를 만들고 한글 용어 또는 한글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즘 많이 나오고 PCR을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데 유전자 증폭기로 사용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할 것 같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Dendritic cell: 수지상 세포 -> 비전문가들이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종류의 세포인지 잘 가늠이 안되는 용어인 듯 

싶습니다. 

 genome 은 우리말로 유전체입니다. 게놈과 지놈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유전체라는 말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genome, 지놈 또는 게놈이라고 미국식과 독일식 영어발음의 혼용이 있는바, 유전체 또는 지놈으로 동시에 표기하는 

식이 어떨까 합니다 

 당장 기억나는 용어는 없으나, 뉴스매체 등에서 생명과학 관련 헤드라인을 보면 굳이 한글로 바꾸지 않아도 될 

용어들을 바꾸는 경향이 있음 

 대중들 중에서 백신을 치료약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백신이라는 표현을 바꾸거나 한글용어를 동시에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지양했으면 합니다.약어의 던체 풀네임을 알려주고 설명을 일정 부분해 주는 것이 대중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와 한글 반드시 동시에 기재하면 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원래용어(거의 영어) 없이 한글만 사용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것입니다.  

 용어 자체는 그대로 쓰는게 좋다고 본다. 괜히 억지로 한국어로 바꾸었다가 양측 전부 이해를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장내미생물에 대한 유산균 제품에 대한 pro/pre biotic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RNA를 아르엔에이"라고 표기하는 곳이 다수 있음. RNA처럼 누구나 아는 용어는 오히려 영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굳이 억지로 한국어로 바꾸려고해서 잘못된 의미를 전달하는 것보단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병기해 주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발체 -> primer 용어로 사용하는것이 전달력이 좋아보임. 몇몇 번역용어중에 한문의 의미로 적용된 단어들은 

이해하기 더 어려움. 

 제네릭  업계 종사자들은 복제약이라고 이해하고 쉽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인들에게는 거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PCR, virus, bacteri 등등 단어에 대한 주석을 달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딱히 없지만 전문용어를 억지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해가 발생하는 듯함. 한글과 원래 영어단어를 

병기하는 게 좋을 것. 

 생각나는 단어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뉴스를 볼때 비전공자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이나 한글로 표현된 단어들을 

기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수소이온, 펩타이드, 리포좀 등 화장품에 과대광고로 사용되는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효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과대광고) 

 주로 한의학쪽 용어들이 어려운 한자어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한글만으로 그뜻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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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경락 같은 용어. 

 간단한 기본 용어(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보다는 약자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약물재창출" -> 개발된/개발중인 약물을 본래 목적 이외로 호가장한다는 개념이나, 창출이라는 단와와 의미가 맞지 

않는 것 같음." 

 우리 말이 존재하는데도 영어단어를 한글로 작성한다거나, 대중화되어 있지않은 용어를 영어 표기없이 그냥 한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원형질연락사와 비암호화RNA 같은 한자 단어를 보다 직관적인 느낌의 언어(순수 한글 혹은 다른 표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한다. 

 너무 많다. 일반적인 효소 이름부터 독일식 영어식 부르는 발음이 다 달라서 일반인들은 그 두개가 다른 효소인줄 

아는경우가 대다수 

 대표적으로 microbiome과 같은 경우, microbiome(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체)라고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됨. 

 정확하게 생각 나는 단어는 없고 영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약간씩 다른게 하는것 같아 단어에 대한 정의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기자 등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한 확인 후 용어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맥경화(arteriosclerosis) 와 죽상경화(atherosclerosis) 를 필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암종로의 용어가 일반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말이 많습니다. 국문으로 바꿔도 어려운 용어가 많은 것이 질환관련 

용어인것 같습니다 

 효소 이름들의 경우(예를 들어 kinase)같은 경우에는 일본식 발음인 '키나아제'로 표기하는 뉴스들이 아직 많은 듯 

합니다. 

 PCR, 생명과학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기술인데 생명과학에 지식이 얕은 대중이 들었을때 바로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음. 

 stem cell, DNA 등 영어를 마치 한국어인 것처럼 혼용되고 있는 듯 하고, 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고 봄.  

 기초생물학용어들이나 분석용업들 다 바꿔야할거같아요 예를들어 solubility  용해도 이런거 아무렇지않게 

쓰시는경우가 많죠 

 당장은 생각나지 않는데 대부분의 과학용어들이 대부분 영어로 통용되다 보니 생명과학자에게도 한글명칭은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에테르 등 외국인과 소통할 때 발음이 달라 혼동되는 부분을 고교 교과서에서부터 개선 또는 

병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균, 병원체, 보통 일반인들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구분없이 사용하는데, 방송이나 언론에서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유전체를 의미하는 genome을 지놈 혹은 게놈 등으로 표현하는데 통일이 필요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놈이 맞는 

것 같음. 

 일단 전문용어가 친숙하지 않고 전부다 바꾸려고하는 노력보다는 언론과 대중에 친숙하게 노출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용어보다는 기초교육기관부터 전문적인 용어로 통일해서 가르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글뜻이라도 한자가 섞여있어 어려움을 겪고 영어 단어 또한 한국어로 해석해도 이해가 바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 

예) 중화작용 

 GMO / 일반인들에게 너무 부정적 용어로만 인식된 경향이 있어 좀 더 긍적적인 용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로 

바꿨으면 함  

 PCR: 전문적인 단어로 대중의 이해가 쉽지않아 유전자 검사 또는 이러한 간단한 한글로 바꾸어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게놈. 지놈. 유전체. 유전자.. 전문가도 혼돈스러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외래어가 낫지 않을까 싶을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 바꾸기가 더 어렵고, 또한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용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 

 비루스 등 예전 맞춤법 용어의 통일 대장 (큰창자), 연수(숨뇌)  등 한문용어와 한글 용어가 교과서마다 다름. 통일 

필요 

 제한효소 -> 제한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쉬운 용어가 

필요하다. 

 바꾸기 보다는 원어 명칭을 주로 표기하되 우리말 용어를 두가지 정도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빠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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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영문을 국문으로 바꾸다 보면 통일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학회에서 내부적으로도 논의하여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였으면 한다. 

 용어를 바꾸기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되, 그 용어에 대한 의미나 설명을 첨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동일하게 인식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봄. 명확히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핵산을 다른 용어로 바꾸면 어떨까요...케미컬 hexane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IT영역의 분들과 이야기 할때)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분야의 용어는 한글과 병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텔로미어 등이 

있습니다.  

 사람에 genome을 지놈 또는 게놈이라고 표현하는데 둘다 맞는 표현이긴 하나 일반인들은 헷갈릴수 있다고도 

생각되네요. 

 용어보다 과학적 결과를 기사로 내보낼때, 다소 과장되게 어떤 질병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확대보도되는 경향이 

문제임. 

 한글로 번역한 용어가 있음에도 굳이 원래용어를 사용한다. 지식을 뽐내는 것은 용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시길 

 교반기를 영어로는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한글표기는 그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우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뇌 부위는 영어사용이 적절하다고 본다.  한글은 순수우리말+한자 가 섞여있어 더 

어렵다.  

 당장떠오르는 단어는 없지만 과학자마다 한글 용어를 서로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아 통합된 의학용어사전이 

필요하다고 보임 

 원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한글로 바꾸면 두가지 언어를 모두 알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진화 ㅡ 진화는 자연선택을 당하는 것임에도 개체나 종이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다수임. 

 특정 용어는 아니지만, 1년에 한번 새로 생기는 용어들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한글로 변환하는 노력이 

필요함. 

 한글과 원래의 용어로 동기 표기하면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된다. 한문 어원인 한글보다 순 한글이 이해하기가 

쉽다. 

 현재처럼 영어와 한글을 혼용하여 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글로 용어를 바꾸면 혼동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야되는 단어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바뀐 단어들이 다시 돌아와야 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긴다.  

 불필요하게 한글 용어로 바꿀 필요가 없는 용어를 굳이 한글로 바꿈으로써 의사소통에 제한까지 두지 않았으면 한다.  

 트랜스지방의 한글 이름이 변이지방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원어의 의미와 크게 달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용어가 영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의미와 한글로써 혼용하는데 있어 가끔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칼륨/포타슘 및 나트륨/소듐을 병기하거나 포타슘 및 소듐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이 좋을 듯 싶습니다. 

 방사선 피폭 (radiation exposure) -> 방사선노출  : 위와 같이 감정적 선입견이 포함되는 용어 

 자연살해 세포 - 원래 용어인 Natural killer cell 의 직역이라 와닿기 보단 어색한 느낌이 든다. 

 bottleneck 병목  혼용되서 사용되는걸 자주 본 듯합니다. 병목이 뭐에요? 라고 되묻는 사람도 많구요. 

 Cellular senescence 세포 노화 이외에 정의를 함축하는 적절한 용어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nome 게놈 한글로 표현을 하던지,아니면 영어로 사용할 경우 정확한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야 할것 같다. 

 각종 효소 이름, 아밀레이즈 처럼 발음나는대로 쓰지말고 녹말분해효소 처럼 이름에서 그 기능이 나타나도록 표기 

 딱히 없습니다. 대학 전 교육 과정에서 과학을 배우는데 있어 장벽이 되었던 용어도 없고, 지금도 괜찮습니다. 

 생명과학 용어의 한글화를 적절하게 바꾸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생각됨. 국가 차원에서 용어 정립을 해주면 좋을듯 

 영어용어를 한국어로 표기할때 단어가 한자어여서 그 또한 단어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유추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유전자 가위 (CRISPR/Cas9) - 정말 가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어서 당황 했었습니다.  

 의학용어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일반인들도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궁, 폐경을 포궁, 완경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성별에 대한 편견이 담긴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질병 용어 (특히 신경 또는 뇌질환 관련) : 용어만을 들었을 때 무슨 질병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음.  

 PCR같은 실험방법 용어등은 일반인이 알기에 어려움...full name과 함께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듯 함 

 RNA, 최근 COVID-19이 RNA 바이러스라는 이야기가 매체에서 나오는데, 주변사람들이 많이 뭍는다. 

 과학에 대한 흥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할 것 같음 

 분야 전반. 영어권국가에 비해 과학이 대중과 거리가 상당한데, 이는 사용언어가 장벽중 하나로 생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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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메커니즘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등... 한국어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므로 동시표기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 단어들이 길어지고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부연 설명을 하는게 더 좋을듯합니다  

 효소: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보다 올바른 개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Gene editing 유전자 편집 처럼 한글로 표현했을때 쉽게 와닿는 표현으로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SCNT 와 같은 핵치환이식기술 이런 경우는 바꾼다기 보다는 혼용을 하여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방사능   방사능 물질(방사성 동위원소)과 방사능 단위 그리고 방사선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웨스턴블랏, 이유는 생명과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험인데, 적당한 한국말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유전자정보,DNA, RNA 등 대중 통일용어 사용.  

 특정 용어가 아니고 대부분의 전문용어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용어가 어렵다면 단어는 영어로 표기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쉽게 풀어 쓰는 것이 중요함 .   

 대부분의 단어가 영단어인데, 이것을 이상하게 한국어로 오역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믾이 있음.  

 용어를 바꾸기 보다는 대중이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체나 프로그램이 더 필요할 것같습니다.  

 일본식 발음이 반영된 번역단어. 예, 리가아제, 폴리머라아제 영어식 표현 사용. 예,나트륨 -> 소듐  

 10대들이 한자를 잘 쓰지 않다보니 영어를 번역할때 한자어 용어를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아직 없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용어를 명확한 이유없이 바뀐다면 배움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 킬 수 있다. 

 용어는 특별히 생각안나지만, 나노메디신 관련 효과를 너무 과장하지 않고 연구성과를 소개했으면 좋겠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바이오 신기술 이용 산물오 변경 필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약간 혐오의 인식을 준다. 

 midi prep, mini prep 등 .prep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주는 의미가 너무 포괄적임. 

 너무 많지만 여백이 부족해서 적지 않음 주로 기사와 뉴스에 비전공자가 사용하는 용어는 매우 부적절함 

 정부 브리핑이나 대중매체 등에서 COVID-19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정확히 사용할 필요가 있음.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용어들을 딱 봐서 알아보기 쉬운 용어고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학용어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 구체적이진 않지만 처음이 어렵지 나중엔 더 좋을 것으로 생각 

 암줄기세포 (cancer stem cell), 영어를 직역한 단어로 그 뜻이 잘 와닿지 않는다.  

 웬만한건 다 영어로 표기 하거나 동시표기하여야 혼동이 덜할듯합니다 (특히 번역 교과서나 신문기사) 

 장비 명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어의 의미를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어 원어 그대로 사용했으면 한다. 

 전공자 입장에서는 원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게 문장을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DNA, RNA, gene, chromosome, genome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힘들고 복잡함 

 연구 분야의 용어들이 약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단순히 번역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의약적 용어들을 대중이 알 수 있도록 기사 등에서 잘 설명해 주어야 할 것 같음  

 한자로 된 생물학 용어는 오히려 영어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순우리말로 바꾸는것을 추천합니다. 

 방추사: 한자 용어로 이해가 어려워 바꿀 필요 있음. 간기: 역시 한자 용어로 이해가 어려움. 

 생각나지 않는다, 동료들과 이야기 할 때도 국문 용어로 잘 설명이 안되면 영어로 하는 편이다. 

 쉽게 설명하려다보면 과장되거나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용어자체보다는 표현방식의 문제가 크다 

 유전자조작을 유전자변형으로. 왜냐하면 조작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느낌이 더 많이 나기 때문임. 

 일본어를 거쳐 번역되어 의미가 흐트러진 용어들을 영어로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GS-차세대 염기서열검사 -> 한글 번역도 직관적이지 않아서 대중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국문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ex)matrigel -> 매트리젤, 매트리겔, 마트리겔, 마트리젤 

 사실 용어보다는 배경지식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는 차후의 문제일 듯. 

 영어용어를 바꾸기보단 무리하게 한글화한 용어와 영어용어 사이의 갭을 줄일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문가사이의 소틍은 문제없으나 경우에따라 일반대중의 시각에서 이해할수 있도록하는 노력 필요~ 

 특별한 용어라기보다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 오히려 한글로 바꾼 용어가 더 어려움 

 digital healthcare : 최근 많이 쓰이는 용어이지만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음 

 DNA, RNA와 같은 기초적인 용어부터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쉬운 단어로 바꿨으면 한다. 

 Forensic Science ==> 법과학 Forensic Medicine ==> 법의학 

 primer(시발자): 바꾼용어도 한자라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어감이 좋지않다.  

 면역용어 대식세포,식세포? 주조직적합성복합체 (mhc)  전반적인 용어수정이 필요한것 같음 

 번역한 의미 전달오류가 상당히 많아 많은 경우 영문을 바로 이용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함.  

 실험하는 사람으로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이어서 크게 생각해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단어들을 바꿔야 한다. 

 용어는 가능한 바꿀 필요는 없어보인다.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대신 첨부나 자세한 설명첨부 

 특별히 없다고 본다. 오히려 억지스러운 한글번역이 더 부자연스럽고 어떤 경우는 더 어렵다. 

 특정 용어를 예로들기 어렵지만 한자어로 이루어진 번역내용이 너무 거창하고 기억하기 쉽지않음 

 한글로 바꾸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용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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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용어이나, 대부분 한지어 번역인 경우가 많음. 이를 영어 용어를 사용하는게 좋을것 같음 

 ACE2 이런단어는 아예 한글이 없음. SARS CoV 2도 코로나19로 퉁쳐서 이야기함 

 GMO 같은 용어를 예로들면 한글로 풀어쓰기 쉬운 언어로 명칭이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외반증 -> 엄지발가락 바깥쪽틀어짐 이외에도 많은 병명을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 

 바꿀 필요가 있는 용어가 있다기보다 대중들과 소통에 있어 혼용하여 사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외국어 원명칭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억지 한국어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잘못된 한글 표기로 배워 제대로된 영어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클론...한 단어에 너무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단일 세포군, 유전적 복제군 등... 

 한자로된 단어나 영어로된 단어 모두 사용하는 용어들의 경우는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용을 해야함. 생명과학사전에 한글로 표시된 부분에서 일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음. 

 liquid handler와 같이 장비 이름같은 것은 알기 쉽게 고쳐도 될 듯 합니다. 

 PCR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때문, 이단어는 대중에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기 때문 

 각종 엔자임에서 ase 표기법, 국문으로 변환시 ~라제 ~레이즈 등 일원화가 안되어있음 

 지표환자 를 첫 확진자학문적 필요에 의한 것 보다 감염의 확대를 막기위한 용어로 바꿀것 

 특별히 없고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이해도를 높이는 거 같습니다. 

 DNA RNA 등 영문이 익숙하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고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 

 Mouse -> 마우스, 생쥐 등 두가지 이상의 한글로 사용되는 용어에대한 통일필요. 

 딱히 없다. 선배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어느정도 이해가 잘 되도록 해석이 된 것 같다. 

 바꾸기 보가 동시기재가 필요 바꾸다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으며 의미가 변질 될수 있음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혼용될 수 있으므로 박테리아를 미생물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조 T 세포가 언제부터 도움 T 세포로 불리고 있다는 것? 통일이 필요할 것 같다. 

 새로운 생명과학용어 사용시 간단한 해당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덧붙여 졌으면 한다 

 영어로 되어 있는 약자 중 한국어로 번역 가능한 것은 한국어로 쓰는게 나은거 같습니다 

 용어의 어려움보다는 접근성을 높여 대중이 인식할수 있게 하는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는 용어보다는 전문용어인 경우 문서 주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어보임  

 영어식 발음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한다고 생각함 

 바꾸기보다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용어에 대한 쉬운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꿀 것 까지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용어가 영문 약자이기에 풀어 설명이 필요하다  

 바이러스의 정확한 명칭과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일반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음 

 없습니다. 대중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단어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느껴보지 못함.  

 용어를 바꾸기 보단 한글로 바꾸면서 요상해지는 단어들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용어들. 무슨 뜻인지 알수없는 경우가 많음. 

 체액석 면역 -> humoral immunity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없습니다만 약어로 지칭시.full name도 같이 기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수있으므로 변경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원과 항체 - 항체라는 말은 대부분 알고 있기는 한데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다수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용어를 선별하기 어려움. 

 Culture를 배양으로 사용하는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해가 없을것같습니다 

 Stem cell 줄기세포의 관심이 높아짐으로 한글화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 됨 

 면역관문(immume checkpoint) 관문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스마트팜, ICT, AI, 그린뉴딜 등 최근 이슈가 되는 생명과학 관련 기술용어 

 영어를 한글발음으로 표기함으로써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어 변경보다도 용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으나 영어사용이 많아 대중과의 소통에는 다소 거리가 있음 

 용어를 바꾸기 보단 원래 용어를 쓰되 한글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용어사용은 어쩔수없지만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같이 기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성, 열성_ 좋다 나쁘다의 뜻이 아닌 표현형, 비표현형이라는 뜻이 더 정확함. 

 Mitochondria 미토콘드리아라고만 해서는 호흡기관이라고 연상되기 어려움 

 PCR 중합효소연쇄반응 -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데 대중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다 

 대중과 소통을 위해서는 과학용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해 보임. 

 어렵게 번역된 한글 용어들은 기존 영어로 사용하고 한글을 표기하는게 좋을것같음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어색한 말들이 많이 있다. ex/exhaustion 

 의학전문용어의 경우, 특히 영문약자로 표현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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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검사와 세포검사의 구분 - 현재 구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혼란을 초래함 

 Epigenetic에 관련된 용어들은 더 쉽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mitochondrial dehydrogenase (미토콘드리아 탈수소효소) 

 transcription을 전사라고 한글화해서 들어왔다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기전, 기작 등으로 비슷하게 쓰이는 한글용어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는 중요합니다 단어 앞에 풀어서 해석해주는것이 좋을 듯. 

 영어그래도 사용하용하고 필요하면 괄호안에 한글명 넣는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영어와 한글을 같이 표기해 알아듣기 쉽게 내용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pcr 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한글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용어 바꾸지 마세요 ... 대학도 논문도 영어 서적을 보니 혼선이 옵니다.  

 전문 용어는 영어로 적고 괄호를 이용하여 한글로 적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전문용어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어야하는 만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specific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한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놈 등의 영어를 한국어로 굳이 쓰는 용어들은 바꿀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의약 관련 단백질 이름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약관련 용어들, 흔히 은어들에 대해서는 풀어서 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 질환 설명할때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 정리가 필요해 보임 

 코로나 바이러스 - 코비드 바이러스  서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다름.    

 한글로 억지로 바꾸기보다 원어라도 쉬운 설명이 부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호중구세포 - 무슨 세포인지 한국말로 들었을 때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과학용어는 일반대중의 이해도 수준을 감안하여 설명하는 용어를 선택하여야함 

 다양한 용어를 뉴스 등에 사용할 때는 대중이 알기 쉽게 혼용하면 좋겠다. 

 대중에게 지식을 전하고자 하면 최대한 쉽고, 이해가 잘 되게 전달해야한다 

 변경보다, 영한 동시표기로 인한 빈번한 접촉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데.. 질병은 한글로 바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류 독감같이요.. 

 자폐증 : 너무나 범위가 넓어서 병명을 하나로 쓰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  

 한글과 원래 용어를 동시에 표기한다면 꼭 바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원 항체 아미노산 RNA  이해도가 떨어지기도하고 헷갈리는 경향이 많음 

 Cell -> 세포인지, 전지인지 구분하지 않고 문맥으로 확인해야 함. 

 Kinase 키나아제->카이네이즈 등 독일식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음. 

 게놈 -> 유전체 미국에서는 지놈으로 읽는데 게놈은 어감이 좋지 않아서 

 바꾼다기보다 원래 용어를 쓰고 옆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글이 있으면 된다 

 영어 단어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와 혼용 단어를 확인 필요 단백질 이름등 

 이미 흔히 사용하여 대중화된 용어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 - 직역한 기술명이나, 용어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메커니즘 기전 등에 대한 용어 이해가 부족 

 genome 지놈 게놈 유전체.... 적어도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다. 

 PCR : 일반인들도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 의미를 알기가 어려움. 

 게놈 자주 사용하는 단어지만 비전공자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대중적으로 아는 것을 굳이 한글로 바꾸는것 PCR -> 연쇄 중합반응 

 모든 전문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한글로 바꿔도 어색하고 안바꿔도 어색함 

 외래어를 한글로 대체 토는 병기할수도 있는데 외래어 발음대로 쓰는것. 

 유전자 조작이라는 용어의 어감이 부정적이고,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게놈 (genome) 을 영어발음 지놈으로    

 체질: 용어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 없이 모호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DTC 영어 약자로 되어 있는 전문용어는 모두 이해하기가 어려움.  

 MERS 와 같이 대중적으로는 메르스 이지만 머스에 더 가까운 용어 

 Term 자체를 고쳐봐야 죄다 한자어인데 차라리 한국어 폐기가 필요 

 과학용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이 좋다고 생각한다. 

 과학용어를 원래용어를 사용하고 설명주석기재하는 방법이 좋다고생각됨  

 그냥 여기에 적어주세요 하면 그게 딱 떠오르겠습니까 한 두가지여야죠 

 센트럴 도그마 (central dogma) : 유전정보의 전달 과정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발음으로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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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genome 후성 유전체: 후성이란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GMO, LMO 유전자변형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대중의 거부감 해소 

 PCR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어른들이 자주 물어봄   

 각 전공별 관련용어들에 대한 부연설명이 꼭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함 

 게놈 지놈 비과학자가 보기에는 다른 말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아밀라아제나 나트륨등 잘못된 발음표기 및 권장되지 않는 독어식표현 

 영어로 표현된 용어를 한글로 조금 풀어서 설명해줘야 한다고 생각됨 

 오랜기간 몸담다보니 불편함과 필요성에 대해 무디어져서 없네요 ㅜㅠ 

 오히려 부적절한 교체가 양쪽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를 지나치게 자주 바꾸기보단 통일성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꾸기보다는.. 한글과 원 용어 동시표기가 필요한것같습니다 

 과하게 한글화된 용어들이 더욱 차이게 있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과학용어는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 오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소통에서 gene과 protein이 혼용되어 사용된다.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된 용어로 사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혼돈이 생길 수 있어, 원래 그대로 사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Genome을 현재 게놈으로 표기하는데 지놈으로 표기했으면함. 

 GMO 유전자변형생물체 용어 자체가 대중에게 부정적 인식을 줌 

 딥러닝, 머신러닝 등 최근 기술에 대한 한글용어 설명이 필요  

 리보핵산, 데옥시리보핵산 RNA와 DNA 구분이 어렵습니다.  

 일부 전문용어는 한글화되지 않아서 영어로 지칭해야 하는 어려움 

 조기류, 무악어류 등 일본식 한자 조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단어 

 크리스퍼가 많이 핫했었는데 일반사람들은 용어를 생소해 합니다. 

 모든 용어의 한글과 원래 용어를 동시에 표기할 필요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를 사립체로 번역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아노제: cyanosis를 이렇게 쓴다는 게 너무 이상함. 

 혼동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GS 유전자 검사서비스인데 전공생들도 모르는경우가 많다  

 오히려 이상하게 번역이 되서 본래의 영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의학용어 영어가 많아 대중들에게 풀어 설명이 필요 

 한글이 오히려 어렵다.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희귀질병명의 경우, 가능하면 원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telomere (종말체 -> 말단소립); 너무 극단적임 

 너무 길고 전문적인 단어를 축약한 약어는 해설이 필요함. 

 되도록 원래 용어 그대로 사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필요는 없으며 어러운 용어는 주석을 달면 좋을듯 함 

 생명과학자로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용어가 없다.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한문이지만 햇갈리기 때문에 

 플랫폼, 인프라 등 용어만으로는 정확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한자식용어들을 영어식용어들과 합칠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LMO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통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용어는 없는듯하나 쉽게 해석하여 이해시켜주면 될듯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 더 어려워지는듯   

 전사, 번역등의 용어는 한글로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움 

 전체적으로 의,공학적 용어들에 대한 영어식 해석과 이용 

 따로 바꿔야 한다고 느끼는 단어는 없는거 같습니다.  

 보통 원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풀어쓰려다보니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들 

 영어약어에 대한 병기표현의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게놈 일반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님. 

 현재에 적응되어 있어 바꿀 필요가 있는 용어는 없네요 

 Allel 대립유전자  유전자가 아닌 경우에도 쓰임 

 개인적으론 나트륨/소듐이 제일 이해가 안된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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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관련 전문용어 재정립 필요(일본식 표기가 많음) 

 무리하게 한글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균이나 기생충 이름을 대중에 친숙하도록 변경 필요 

 어려운 한자로 바꾸지 말고 그냥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픈 한글화는 소통에 문제를 일으키므로 반대한다. 

 일본식으로 발음되는 효소 이름 (ex. 아밀라아제) 

 현재 사용하는 용어를 굳이 바꿀 필요성 느끼지 못함 

 - 화학물질-> 화학요법제 - 타겟-> 표적항암제 

 약어로 쓰이는 글자의 풀네이밍 및 한글화 필요.  

 유전자 지놈 DNA RNA의 혼용이 너무 많습니다 

 전문 지식을 보다 쉬운 용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전문용어같은경우는 한글로 바꾸는게 더 안좋은거같음 

 형질전환, 표면전하 등등 일반인에게 난해한 용어들 

 각각의 포지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네요.  

 국영문 혼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영어로 된 전문용어들 

 만성폐쇄성폐질환. 너무 말이 길거 발음이 아럅다 

 메커니즘 -> 영문 용어가 그냥 그대로 쓰인다. 

 바꿀 필요가있는 용어가 딱히 생각나질않습니다.  

 아니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용어를 쓰고 설명을 잘하느냐가 문제인 듯. 

 원래 용어와 한글을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곰팡이 - Trichoderma 푸르지 않다 

 한글과 원래 용어를 동시에 표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아사이언스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 같다. 

 GMO, LMO: 대중들의 부정적인 시각 유도 

 대부분의 의학용어. 의사와 환자간의 장벽이다. 

 설탕물 추출물을 효소라고 부르는 사회적인 문제 

 세균 학명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 자체는 크게 바꿀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는 현 상황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다른 용어들과 혼용되서 사용됩니다.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 혼용해서 쓰는 게 좋다. 

 평소에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오르지 않네요 

 게놈 또는 지놈 등 영어용어의 통일성 시급함 

 돌연변이, 표현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입니다 

 의학용어중 생소한 용어들 (술기, 기전 등) 

 한글로 바꾸는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쉽게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풀링검사  

 효소명칭을 00라제라고 쓰면 일식 발음임.  

 omics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필요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음.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비옴 프로바이오틱스  

 상황에 따라 현재처럼 하는 게 낫다 봅니다 

 신경세포 관련 용어들 너무 한자를 남발함. 

 영어를 직역하여 뜻이 더 모호해 지는 경우 

 유전자 가위 기술 --> 유전자 조작 기술 

 이 부분은 아직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해하기쉽도록 개편하는것이 필요하다고생각함 

 전문 생물 용어를 직역한 한국어로된 용어  

 한국어로 표현된 해부학 용어가 더 어렵다. 

 동시 표기 외에 다른 특정 용어는 없음.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 

http://www.sci-on.net/                                        
41 



▫▫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두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약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  

 병원성생물체를 “균”이라고 표현하는 문제 

 영어를 일본식으로 해석하여 도입한 용어들 

 우리들끼리라도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 

 저는 용어를 바꾸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방송에서 잘못 사용되는 용어들 

 CRISPR/Cas9 (유전자 가위)  

 Dna 쉬우면사도 오해될수 있는 단어임 

 RNA-리보핵산으로 혼용해서 사용 추천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드네요 

 몇 가지 있으나 현행 크게 중요하지않다 

 안티바디->항체 블라킹솔루션->탈지분유 

 원어를 사용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와 유전체 염색체 등 구분 어려움 

 전문용어는 원어그대로 사용하는것이 좋음 

 전사 라는 용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음 

 지금 생각나는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당장 생각나는 용어가 없습니다.  

 막상 생각하려니 떠오르질 않네요... 

 지나친 한글화는 좋지 않은 것 같다  

 한자식 또는 일본식 한자 번역 용어들 

 국내용 신조어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마땅히 떠오르는게 없네요 ^^;;; 

 아드레날린->에피네프린(공식명칭)  

 영문명 그대로 두는것이 바람직함.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최근에 나온 crisper-cas9 

 특별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게놈을 유전체로 바꾸는게 좋겠음.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바이오 사이언스 ---> 생명과학 

 생명과학자 = 연구원(더 친근함) 

 영어발음이 부정확한 용어가 많다. 

 종종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크리스퍼 보다는 유전자 가위 등등 

 키나아제와 같은 예전 일제식 용어 

 특별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떠오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글로 풀어쓰는데엔 한계가있다고봄 

 '게놈' - 어감이 매우 안좋음 

 당장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전사->RNA화 번역->단백질화 

 특별히 생각 나는게 없습니다.. 

 푸르키니에섬유 -> 일본식 발음 

 DNA 설명하기 어려움이 있다 

 Endoribonuclease 

 PCR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움 

 너무많다. 분야별로 정리 필요 

 당장 생각 나는 단어가 없음. 

 대부분의 용어가 영어라 어렵다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포, 의미 직감이 전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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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은 너무 광범위하다.  

 전반적인 용어들 모두 어려워서 

 지금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한글과 원래 용어 동시 표기  

 현재로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 느낀 바가 없습니다. 

 ~라제" 류의 효소 표기 " 

 genome 게놈을 지놈으로 

 TOPO I Helicase 

 바꿀 용어는 없는거 같습니다 

 바꿔야 할것은 없다고 생각함 

 바로 생각나는 용어는 없음. 

 비슷한 용어들 피놈 게놈 등 

 사이토카인, 너무 생소하다  

 슈퍼박테리아-항생제 내성세균 

 씨퀀씽 여러가지로 해석 가능 

 genome 지놈으로 표기 

 RNA sequencing 

 용어를 영어로 공부해야한다 

 중개연구, 여러의미로 쓰임 

 지놈, 게놈 ==> 유전체 

 크리스퍼. 잘 모를수 있음 

 팬데믹을 대유행으로 한다. 

 Central dogma 

 바꾸는 것 보다 병기를  

 서브컬쳐 -> 계대 배양 

 영문 및 한글 표기 병행 

 원어 그대로 사용에 찬성 

 질병증상 용어 예-소양증 

 allele-대립유전자 

 각종 이론의 원래 이름 

 항체 antidoby  

 복잡한 유전자 이름들 

 부정확한 정보의 우려 

 알레르기--> 알러지 

 외래어의 어려운 표현 

 해부학용어의 대부분. 

 Nucleotide 

 RNA, Virus 

 생명과학자라는 용어 

 줄기세포-> 스템셀 

 줄기세포괄련 용어 

 크리스퍼유전자가위 

 lipid 지질 

 너무 많습니다. 

 명확한 용어사용 

 무생물과 비생물 

 바꾸면 안됨.  

 쉬운 용어 설명 

 영어혼용이적절함 

 펜데믹,코호트  

 해부학적 용어들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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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유전자 

 면역학 용어들 

 세포관련 단어 

 소포체...  

 일본식 발음. 

 중복되는 약어 

 한국어 종이름 

 CRISPR 

 Primer 

 RT-PCR 

 미토콘드리아 

 우한폐렴 등 

 유전과련용어 

 세포치료제 

 오가노이드 

 유전자편집 

 지금이좋다 

 트랜스지방 

 병증이름 

 줄기세포 

 질병용어 

 텔로미어 

 IRB 

 PCR 

 암종류 

 you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 

http://www.sci-on.net/                                        
44 



▫▫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Ⅳ. 설문지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과기인 인식조사 
 

동아사이언스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공동으로 '쉬운 의과학용어 찾아쓰기' 캠페인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이에 동아사이언스는 BRIC과 함께 생명과학 분야 과학자들에게 생명과학 용어

와 관련해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주관: 한국연구재단 3개 전문연구정보센터 (가나다순) 
□ 조사기간: 2020년 9월 23일 ~ 9월 28일 (6일간) 
□ 조사대상: 과학기술 종사자 
□ 조사문항: 15문항, 약 2분 소요 
□ 조사진행: BRIC SciON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문의: member@ibric.org 
 

♠ 본 설문지에 답변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 및 결과 분석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단, 설문결과의 통계값은 보도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1. 귀하는 생명과학 관련 내용을 대중과 소통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Q2. 귀하는 생명과학 관련 내용을 대중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Q3. 귀하는 최근 2년간 생명과학 관련 내용으로 대중과 소통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Q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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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없다 

 

 

Q3-1. 어떤 종류의 소통을 경험했습니까? 

1)   연구 성과 소개 

2)   기고(칼럼 등) 

3)   대중 강연 

4)   e메일 등을 통한 질문에 답변 

5)   기타 (                             ) 

 

 

Q4. 귀하가 대중과 소통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1)   대중과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물리적 장벽) 

2)   대중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심리적 장벽) 

3)   연령대에 맞춰 적절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교육적 장벽) 

4)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언어적 장벽) 

 

Q5. 현재 국내에서 과학자와 대중 사이의 소통은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 Q5-1. 

2)   높다 => Q5-1. 

3)   보통이다 

4)   낮다 => Q5-2. 

5)   매우 낮다 => Q5-2. 

 

Q5-1. 과학자와 대중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2)   과학 기사 보도 등 과학 콘텐츠 공급의 증가 

3)   과학 대중 강연 개최 빈도 증가 

4)   양질의 과학교육 

5)   기타 (                         ) 

 

Q5-2. 과학자와 대중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1)   과학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2)   전문 용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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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통을 위한 과학자의 노력 부재 

4)   정부 정책의 미비 

5)   기타 (                         ) 

 

Q6. 본인이 소속된 기관과 대중 사이의 소통 수준은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2)   높다 

3)   보통이다 

4)   낮다 

5)   매우 낮다 

 

Q7. 기사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에서 생명과학 용어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Q8. 대중이 생명과학 분야의 내용(기사 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분야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 

2)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 

3)   배경 지식 

4)   사회적 관심 

 

Q9. 생명과학 용어 중에는 DNA와 같이 영어로 통용되는 용어가 많습니다. 이런 용어를 한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모든 용어를 한글로 바꿔야 한다. 

2)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원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3)   한글과 원래 용어를 동시에 표기할 필요가 있다. 

4)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 혼용해서 쓰는 게 좋다. 

 

Q10. 생명과학자로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용어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 이유도 간단히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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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참여자 인적사항 

 

Q11. 귀하의 연령을 체크해주세요.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이상 

 

Q12. 귀하의 성별을 체크해주세요. 

1)   여성 

2)   남성 

3)   밝히지 않음 

 

Q1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을 체크해주세요. 

1)   대학 

2)   공공기관(출연연 등) 

3)   기업 

4)   병원 

5)   기타 

 

Q14. 귀하의 연구 경력을 체크해주세요. 

1)   5년 미만 

2)   5~10년 미만 

3)   10~15년 미만 

4)   15~20년 미만 

5)   20~25년 미만 

6)   25~3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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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0년 이상 

 

Q15. 귀하의 최종 학력을 체크해주세요. 

1)   학사급 미만 

2)   학사급 

3)   석사급 

4)   박사급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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