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11券 第2號 2008年 6月 65

LG 자

Co-work Program for Engineering Education through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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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co-work programs between industries and engineering schools play an important role for 
mutual interests, win-win strategy. Industries can develop new technologies through the human resources 
and facilities in school and schools are able to have research achievements by applying their own theoretical
abilities to real field of industries's projects. However most co-work programs between industries and 
engineering schools mainly focus on programs such as research projects with graduate research lab, on-site 
training for job and training program for field engineers. And more it is difficult for schools to make 
co-work programs targeted engineering education for undergraduate school students because of many 
constraints such as planing program, budget and indifference of companies.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LG Electronics Display Idea Competition hosted by LG Display Division in Kumi, S. Korea and present what
benefits to both school and company made through this program and unique model of co-work program for 
engineering education between school and company in country.
Keywords: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co-work program, LG Electronics, Idea competition

Ⅰ. 서론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술이 시대를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기술 발전의 

수준이 국가 경제와 사회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측도

가 되고 있으리만큼 과학 기술 발전은 중요한 과제

이다. 특히 무한 경쟁 시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

응하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선진 기업들은 혁신적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

여 사활을 걸고 노력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혁

신적 제품을 통한 기업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무엇

보다 창의적인 인재 선발, 육성을 기업 성공의 큰 전

략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세계의 많은 공과대학들

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하여 그들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 하고 또

한 많은 투자를 통해 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 만큼 

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이 기업

이나 학교 모두에게 바로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를 위해 매우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오늘 날 국

내의 공학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한 많

은 논의와 제안들이 떠오르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

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한 

가지 더 안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현재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졸업생들을 배출하나 그들을 

소화 해 낼만한 기업이 많지 않아 오늘날 취업 대란

이라는 현상도 겪고 있다. 그나마 이러한 취업의 문

을 통과 한 신입사원들의 현장 적응력 결여라는 또 

다른 문제 등도 안고 있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에는 

그 특성 상 산업 현장에서의 전문성은 더욱 더 요구 

되나 현재 대학의 교육은 기업의 요구들을 만족 시

키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산업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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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발 맞춰 새로운 기술

을 개발 하여 기술 경쟁력을 선점 하여야 하나 현 

이공계 교육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공계 졸업

자의 현장 적응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많은 

기업 실무자들은 말하고 있다. 현 공과 대학 교육 체

제는 대학 교육만으로 신입 엔지니어들이 단기간에 

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게 하고 있고 

또한 무경험 신입사원들의 현장 적응력은 타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개발의 

신입 사원의 현장 능력 발휘 하는 기간 선진국에 비

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은 우리 산업체의 국제 경

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박황호, 2004). 이

렇듯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공대생들의 현

장 적응력을 키우고 새로운 환경에 대체 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기업 

현장의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 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국내 공

과대학에서도 시대의 요구에 발 맞춰 새로운 시도들

이 나타나고 있으며 활발하게 연구 되어야 하는바 

본 연구에서는 LG 전자 디스플레이 본부가 지난 

2003년부터 시행 해오고 있는 LG 전자 대학생 디스

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소개 하고 이를 

통한 공학 교육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를 탐색함과 

동시에 새로운 공학 교육의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

다. 

Ⅱ. 공학교육의 새로운 시도들

이렇듯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공대생들의 현

장 적응력을 키우고 새로운 환경에 대체 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시도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나 선진 국가의 공대 

에서는 다양한 공학교육 프로그램들이 시대의 변화

에 맞추어 시도 되고 있다. 현재 공학 교육의 큰 변

화 중의 하나는 그동안 많이 등한시 되었던 현장적

응력 강화라는 점에 맞추어 지식의 실제 적용성에 대

한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몇 가지사례

를 들자면 기계공학 전공의 학생들의 실제적인 제품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과목 지식들을 

EVP(Experimental Vehicle Program) Program 을 

통하여 각종 자동차 관련 대회를 프로젝트로 하여 

Hands-on experience 를 강조하는 기계공학 과제

가 소개 되었으며(Saeed, Ian, 2005) 국내 에서도 

Hands-on experience 중심의 공학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하여 전공 교과목에 접목 하여 학생들에게 엔

지니어링의 구체적인 체험을 하게 하여 졸업 후 산

업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감각과 창의력을 개발 

하는데 주안점을 둔 교육과정모델을 제시 되었다(김

홍찬 외, 2007). 

오늘날과 같이 급변 하는 산업 환경과 지칠 줄 모

르는 경쟁의 시대에서는 누구보다 창의적인 제품으

로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고 개발 사이클 또한 

매우 빠르게 급변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엔지니어링의 종합적인 판

단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과 대학 교

육에서 설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이 분야 교육이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 Capstone 

Design이란 새로운 교육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 하

였다. 즉 이 새로운 방식이란 교수, 학생 및 산업체

가 협력하여 종합 적인 설계 교육 방식을 취하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주도 하여 제품의 기획에서

부터 제작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과목의 결합을 

통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

한 교과 과정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현장 중심의 실

제적인 경험을 학생들로 하게 함으로써 졸업 후 기

업 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 하여 어떻게 문제를 

구성하고 실제로 적용 하는 가에 초점을 둔 프로젝

트 중심의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장동영 외, 2003). 

이 캡스톤 디자인은 국내의 대학에서도 점차로 확대 

되어 각 대학마다 고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학교

육에 적용 하고 있어 현장 중심적 교육에 많은 도움

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 캡스톤 디자인의 역사

도 깊고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으며 

특히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터에 현장 중심적인 교육

을 위하여 산학 간의 협력 모델이 활발하게 개발 되

고 있다. 미국 내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통계 연구에 

의하면 캡스톤 디자인의 과제가 1994 년에는 전체 

59%가 산업체 도출 과제 프로젝터이었으나 2005 년

에는 전체 캡스톤 디자인의 71%가 산업체로부터 과

제가 도출 되었을 정도로 점차적으로 기업과 학교간

의 산학 협력에 의한 과제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 

자칫 오랜 시행에 따른 과제의 진부함과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 디자인 프로젝터의 소재를 기업 현

장과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Suannah, Jessica, 2005).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미국공과 대학에서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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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제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살리고 있으

며 스탠포드 대학의 Engineering310(Stanford Univ., 

2007)이나 MTU 의 엔터프라이즈 같은 프로그램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다(조벽, 2004). 

이에 반해 국내 캡스톤 디자인 과제의 경우는 많

은 경우가 학교 자체적으로 구상 되어진 경우가 일

반적으로 많아 산학 협력 과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이석순, 2003; 심현보, 2003). 

국내에서도 기업과 산학프로그램들이 많이 시행 되

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대학원 연구실을 중심으

로 하는 연구 프로젝터 중심의 과제들이 대부분이

다. 일부 기업은 학교와 맞춤식 교육 과정을 운영하

기도 하고 LG 전자는 한동 대학교와 공동으로 산학 

협동 공동 교과 과정을 소개 한바가 있으나(이동하 

외, 2004) 공학 교육의 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

부 단위의 공학교육 과제는 아직 국내에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다. 

Ⅲ. 공모 의 개요

오늘날 산업계, 특히 전자 업계는 치열한 경쟁의 

구도에 놓여있다. 더구나 제품 개발의 사이클이 예전

과는 달리 엄청 나게 짧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

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선점 하여 디자인 리더쉽

을 확보 하는 것은 오늘날 기업들의 사활을 건 전략

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단기간의 개발 기간에 집중 

할 수밖에 없는 엔지니어들은 단 기간 안에 주어진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전념하여 새로운 대안을 적극

적으로 찾기 보다는 기존의 검증 된 방식대로 제품

을 개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기업에 당면

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서 고객통찰력(Customer insight)을 통한 고객 가치 

극대화가 가능한 혁신적이며 도전적인 아이디어 발

굴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찰력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아래의 진실을 

살펴보는 일’이다. 마케팅 관점에서는 고객 통찰력 

(Customer Insight)은 한마디로 ‘고객의 잠재 니즈

를 읽는다는 것’이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

어 내는 창조의 의미보다는, 이미 있던 것들을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고 그 관계의 의미를 발견한 다는 

의미가 강하다(박정현, 2008).

많은 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중 하나로 고객 통찰력(Customer Insight)을 중시 

여기고 있으며 이에 자체적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현

장 엔지니어,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

어발굴을 독려하고 또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새

로운 아이디어를 얻고자 노력 하고 있다. 하지만 외

부 전문가 집단의 아이디어는 현장 중심의 해결책이

라기보다는 보다 큰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많으며 또한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기업들은 학교와 연계하는 소위 말해서 교수와 

대학원 연구 중심의 산학 프로젝터를 많이 운영 하

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기업의 연구 개발

력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으며 현재까지도 외부 기술 

아웃소싱의 한 방편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나 이 외

에도 기업은 대외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형

태로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그들의 소비자들로부터 

얻고자 많은 관련 공모전을 개최 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 공모전의 대부분의 형태들은 기업이 주제

를 정하고 정해진 주제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만을 

제시 하고 기업은 그 아이디어만을 요구 하는 형태

를 띠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디어 공모전의 

형태에서 기업의 역할은 단지 주최 하고 아이디어를 

평가, 선택 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기업 일방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가 있다. 즉 기업과 학교 

그리고 학생이 공모전을 통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크지 않고 주로 일방적인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

이다. 이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에게 사

고의 기회를 제공 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으나 기업과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이 부족 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이디어가 충분히 구체화 

되지 못 한 상태에서 아이디어의 가치에 대한 충분 

한 판단을 하지 못 할 수가 있으며 학생과 학교의 

입장에서는 기업 환경에 적합한 실제적 제품 아이디

어 전개 과정 없이 단순한 아이디어의 열거에 지나

지 않을 수가 있는 까닭에 기업 환경을 이해하고 지

식을 실제적으로 적용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교

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에는 부족 할 수가 있다. 더

구나 공학이라는 주제는 단순한 아이디어의 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현 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땐 더욱 더 그러

하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공모전의 목적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하여 고객 통찰력(Customer Insight)을 통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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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  공모  요약 

<Table 1> Brief of Last Competitions 

객 가치 실현이 가능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

어를 학생들의 참신한 사고와 접근을 통하여 발굴 

및 육성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제품 

개발 기회를 공학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Fun To 

Work”, “멘토링”의 LG 기업 문화의 이미지 제고 그

리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현장중심의 공학 지

식 함양의 기회를 학생들 에게 제공하여 대학과 기

업 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산학 협력 모델을 통

한 창의적인 지역 인재의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따라서 본 공모전은 Blue Ocean 관점에서 디스

플레이 제품 아이디어 구현과 시장의 경계를 무너뜨

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고객가치혁신을 위한 제품 

아이디어를 기업 환경에 맞게 실제 설계, 목업(Mock 

up) 타입 제품으로 제작, 실현 하여 전반 적인 지식

을 학생들 에게 요구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기업 현

장에서 강조 되고 있는 소비자 고려 설계 원가, 대량 

생산 및 마케팅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엔지니어링 

설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품을 구현함으로써 공

모전 참가를 통하여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실현함으

로써 현장 중심의 공학 교육적 경험을 하게 된다. 본 

공모전은 초기 시작은 LG전자 디스플레이본부 산하

의 모니터 연구실에서 시작 하여 제1회 대회에는 영

남대학교 기계공학부와 공동으로 모니터 제품군에 

대한 기구 설계 분야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으로 

시작 하였다. 여기에서 기구 설계라 함은 주로 전자 

제품의 회로와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 

즉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플라스틱 제품 설계, 모

니터, TV 등의 스탠드 및 각종 벽걸이 장치 및 케이

블링 장치, 외관 기술 등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의 기준은 전자 기술

의 발전으로 인하여 차별화가 어려운 전자 기술 분

야 못지않게 구조적이고 외관적인 디자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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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기구 설계라는 부분은 차별화하기에는 상당

한 아이디어와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학생

들을 통하여 발굴 하고 육성 하고자 함에 본 공모전

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제1회에서 3회까지의 공

모전의 형태는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의 Capstone 

Design 과정과 연계 하여 진행 하였으며 주로 기구 

설계 부분에만 국한 되다가 제4회 대회부터는 경북 

디스플레이협력단이 주관 하면서 공모전의 공보분야

가 기구설계에서 회로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확대 되

었으며 영남대학교에만 국한 하던 참가 범위가 디스

플레이협력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동대학교, 금오

공과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으로 확대 되었다. <표 

1>에는 역대 공모전의 개요를 요약해 두었다. 

Ⅳ. 공모 의 컨셉과 진행 과정

본 공모전의 진행 컨셉은 공모전에서 학생들이 소

비자 가치 발견 즉 고객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은 소비자들의 

새로운 요구사항(Needs)를 발견하고 그것을 만족 

시킬 수가 있는 제품을 개발 제공 하는 것, 즉 고객 

가치를 발견하고 제공 하는 것을 일련의 기업 활동

으로 삼고 있다. 고객이 가치를 느끼는 것을 발견 하

는 능력 고객통찰력(Consumer Insight) 를 강조 한

다. 본 공모전에서도 제품을 설계 개발하기 전에 학

생들은 고객의 가치를 발견 할 줄 아는 고객통찰력

(Consumer Insight)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다. 또한 이러한 가치 발견을 통해서 공대 학생들의 

제품 개발 이라는 것이 단지 도면을 그리고 가공하

고 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폭

을 확대 하여 고객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부터 출

발 하는 것이 제품 개발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의 전

환에서 공모전이 출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림 1] 은 고객 가치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설명 해주

기 위한 자료로 활용 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이 고객 가치를 발굴 하는 단계에서 

출발 하여 공모전은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학생들이 가상의 기업(Enterprise)을 구성 하

여 하나의 블루오션 지향의 제품 (Blue Ocean Pro-

duct)을 기획, 설계, 제작 프로모션 과정을 거쳐 시

장에 출시하는 개념으로 아이디어만을 평가 하는 단

순 공모전의 형태를 탈피 하여 4단계 진행 방식 과 

다면 심사 방식을 채택 하여 실제적 문제와 창의적 

이며 시스템 사고 중심의 경연 대회로 구성 되어 진

다.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엔

지니어링 스킬, 창의적 제품개발 능력, 효율적인 커

뮤니케이션 기술을 요구 한다. [그림 2]는 공모전의 

요구 능력에 관하여 도식 화 하였다. 그 중 창의적인 

제품 개발 기술면에서는 학생들은 공모전에 주어진 

주제에 걸맞게 아이디어를 차별화 하여야 한다. 이

러한 아이디어 차별화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객의 

가치를 발견케 하는 과정이 포함 된다. 오늘날 혁신

적인 제품이라는 것은 대부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충분히 제공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일컫는다. 

이것은 바로 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학생들이 바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

생들은 기존의 대상이 없는 맹목적인 교과 중심의 

시각에서 고객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우선 정하고 기

[그림 1] 고객 가치의 개념 설명 자료

[Fig. 1] Illustration Material of the Concept of 

Consumer Insight 

[그림 2] 공모 에서 요구 되는 능력

[Fig. 2] Competencies Required I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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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개발 하는 기업의 현장성을 알게 되어 진다. 여

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제안서 상에 명확하게 

고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재 하게 하고 고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고객통찰력(Consumer Insight)

에 도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발견 한 아이디어는 구

체 화 하기 위한 설계 작업에 들어간다. 설계 과정에

서 학생들은 그 동안 배운 여러 가지 이론적 교과 

지식을 활용 하고 기존의 제품의 설계 형태와 원리

들을 탐구 해 나가면서 그들의 공학 지식의 응용력

을 기르게 된다. 특히 제품을 설계 하되 요구 기능을 

가지면서 제품의 제약 조건을 충분히 만족해야 하며 

특히 기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Cost 경쟁력 차

원에서 설계에 접근시키기 위해 설계 보고서 상에 

제품의 양산 시 Cost Report 를 첨부하게 한다. 이 

작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확산적 사고 중심의 창의성

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상세 설계 및 구현이라

는 정교화 과정을 통한 수렴적 사고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렇게 제품을 설계 하고 학생들은 제품을 직

접 프로토 타입 형태로 제작 하여 제품이 실제로 아

이디어의 의도대로 구현 되는 지를 심사관들 앞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학생들이 설계 과정을 마

치면 학생들은 각종 설계 보고서, 최종 설계 프레젠

테이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일

종의 프로모션을 진행 하게 된다. 각 팀은 프레젠테

이션 직전 제품홍보를 위한 프로모션용 동영상을 

UCC로 제작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공모전에 참가

하기 전에는 가상의 기업을 세워 각자의 역할 분담

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

은 효과적인 상호 작용과 엔지니어링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공모전의 전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4단계의 과

정을 밟게 된다. 4단계는 크게 팀별 기업 설립 (Team 

Building), 기업프로젝터 선정(Planning), 기업프로젝

터 진행(Design), Promotion(Market lunching)으로 

구분 된다. 즉 팀별 기업 설립 단계(Team Building) 

는 공모전 참가 시점에서 각 팀별 기업을 설립하여 

각자 기업의 이름을 정하게 되고 기업의 조직 과 목

적 및 Ground Rule을 정하게 되는 단계로써 학생들

은 팀빌딩(Team Building)의 자료를 아이디어 제안

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각자 기업의 이름을 창의적

이고 재미있게 정해야 하며 그것이 개발 하는 제품

의 컨셉과 맞도록 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다음 단

계로는 기업프로젝터 선정 단계(Planing)로써 고객

을 정의 하고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

출 하여 아이디어 제안서 형태로 제출 하여 심사관

들 앞에서 제안서를 발표 하는데 까지가 1차 예선이 

되는 것이다. [그림 3]은 공모전의 전체 진행 방식

과 심사 방식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1차 예선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LG 전자의 상

품기획,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특허, 상품 기획부서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서 아이디

어 자체를 평가 받게 되고 전체 평가 된 아이디어 

중에서 5개 팀을 선정 하게 되고 이 5개 팀은 본선 

진출 팀으로 상세 설계와 프로토 타입 제작, 최종 보

고회 까지를 진행 하게 된다. 바로 기업프로젝터 진

행(Design) 단계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제시 한 아이

[그림 3] 공모 의 진행 방식

[Fig. 3] Proceeding of Competition 

[그림 4] 설계 지원 미  장면

[Fig. 4] The Scene of Design Mentor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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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구체화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

제 설계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적

인 난관들을 극복 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는 설계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주로 격주로 운영이 

되며 이 미팅을 통해서 LG 전자의 설계지원 엔지니

어들이나 관련 제품 협력 업체 엔지니어들이 학생들

에게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조언과 지난 주

간 진행 한 설계 방안 평가, 향후 수정 및 방향성 등

을 조언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이 본 공모전이 

가지는 특색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의 프로젝터는 

각 학교의 캡스톤 디자인 과정과 연계가 되고 학생

들은 이 과정이 진행 되는 대략 3 내지는 4개월 동

안 각 팀별로 평균 6회 정도의 설계 지원 미팅을 가

지게 되는데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조언 아래 설계한 

자료를 근거로 현장 엔지니어에 의해 다시 한 번 피

드백 받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품의 완성도를 높

이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록 프로토 타입을 제작하게 되지만 실제 

가공의 용이성, 대량생산성, 조립용이성 등의 피드백

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설계는 수정 되어 

지게 된다. 구체적 설계와 제작도면을 만드는 과정

에서 학생들은 실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도와 현

업에서 사용 되는 3차원 캐드(3D CAD),CAE 해석 

기술, 제품 제작 가공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게 

된다. 이렇게 설계 과정을 거쳐 제품을 제작 할 때에

는 학생들이 직접 제품 제작 업체에서 가공 된 부품

을 도면에 맞게 직접 조립 하게 되고 조립이 용이치 

않다거나 동작이 원활 하지 않을 시에는 현장에서 

재가공 하여 제품 설계의 미비한 점들과 실제작과 

설계 사이의 오차를 파악 하면서 강건 설계에 대한 

개념을 실제적 경험을 통해 이해하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매 미팅 시 마다 중간 설계 보고

서를 제출 하게 되어있으며 설계 지원 엔지니어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 지고 향후 학생들은 이 중간 설

계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설계 능력의 향상을 한눈

에 파악 할 수 가 있게 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는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공학 지식 적용성이라는 공학 본연의 교육적 

효과와 현장 엔지니어의 평가와 조언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제품 설계에 관한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현 

공과대학 과정에서 부족하기 쉬운 현장 중심의 교육

적 경험을 취득 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

한 아이디어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보다 정교하게 구체화함으로써 학생들에 의해 제안

된 아이디어가 향후 제품 적용에 대한 가능성의 타

당성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판단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보다 구체화 된 아이디어 데이터베이스로서 역

할을 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방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처음 1 개월 정도는 학생들의 이

해도와 지식의 한계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힘들

지만 3개월 째 접어들게 되면 안정화 되어 상호간 

충분한 의사전달이 가능해지며 우리는 이러한 과정

을 Melt in이라 하여 현장과 학교가 한군데에서 녹

아 들어가 같이 기술적 문제에 대한 탐색을 하는 과

정이라고 설명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캡스톤 디자인

이 근본 추구하는 교수, 학생 및 산업체가 협력하는 

종합 적인 설계 교육 방식에 부합 된다고 할 수가 

있다.

<표 2> 공모  참가 명 시 

<Table 2> Example of the Team names of 

E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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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선 설계 포트폴리오 심사 가이드라인 

<Table 3> Assesment Guide of Design Portfolio 

<표 4> 본선 로토 타입 (목업) 심사 가이드라인 

<Table 4> Assesment Guide of Mock-up Products in Final Round

최종 단계인 Promotion(Market lunching) 단계에

서는 학생들이 제작한 실 목업(Mock-up)을 토대로 

LG전자 전문 심사단에게 최종 목업(Mock-up) 심사

를 받게 된다. <표 3>,<표 4>는 심사관들에게 제시 

되는 목업(Mock-up) 심사 가이드라인과 최종 설계

포트폴리오 심사 가이드라인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제작 된 목업(Mock-up)의 구현능력, 조립 용이성, 

사용편의성이 실제로 구현 되는가 와 실제 제품에 

적용 구현 가능한가의 기술 적용 가능성 평가를 받

게 되며 중간 설계 과정에서 일부 아이디어가 수정 

될 가능성으로 인해 테마 접근성을 한 번 더 평가 

받게 된다. 학생들은 설계보고서에 해당 하는 최종 

설계 포트폴리오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 설계 포트

폴리오는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기준에 의해 LG

전자 사내 엔지니어들에 의해 채점이 되어 진다. 이 

최종 설계포트폴리오는 전체 총점수의 40%에 해당 

하며 이것은 앞으로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엔지니

어링 보고서를 통한 효과적인 엔지니어링 커뮤니케

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 하고 있다. 또한 기

업의 입장에서는 각기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체계

적인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아이디어의 적용 성을 

평가 해볼 수가 있다.

목업(Mock-up) 심사와 최종설계 포트폴리오 심

사가 끝나면 학생들은 최종 작품 프레젠테이션을 하

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발표력과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3분 분량의 각 팀의 제품을 홍

보 할 수 있는 UCC를 제작 하여 평가 하게 된다. 

이것은 엔지니어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마케팅에 대

한 이해와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소

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최적의 제품이 

개발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실시된다.

[그림 6]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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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목업(Mock-up) 실물 평가 장면

[Fig. 5] Scene of assesment Mock-up 

[그림 6] 커뮤니 이션 능력 평가물 (설계 

포트폴리오, Cost Report, UCC 작품)

[Fig. 6] Objectives of Communication skill 

(Design Portfolio, Cost Report, UCC)

[그림 7] 공모  출품 작품 3D CAD 모델링

[Fig. 7] 3D CAD Modeling of Students Works

설계 보고서 등 이다. 학생들의 최종 프레젠테이션

은 기업의 사내에서 실행되며 학생들은 기업 관계자

들 앞에서 그들 작품의 최종 결과 보고를 하게 된다. 

목업(Mock-up)심사 이외의 이 분야들은 바로 프레

젠테이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이며 향후 현장

[그림 8] 최종 젠테이션과 시상식 장면 

[Fig. 8] Final Presentation & award ceremony 

에서 엔지니어에게 있어서 요구 되는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

계 된 점수를 기준으로 수상 팀이 선정이 되며 최종 

시상식으로 공모전을 맺음 하게 된다. 참고로 [그림 

7], [그림 8]에는 공모전의 진행 과정과 출품작 품 

등을 나타내었다. 공모전 작품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하였다. 

Ⅴ. 공모 의 가치와 성과 

공모전의 공학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기여도 평가를 위하여 공학 교육의 실효

성을 평가 하는 측도로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

는 한국공학교육인증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성과 항목 들 중 공모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

각되는 9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조사

는 공모전 참가 학생 집단과 현장 엔지니어로 종사 

하고 있는 영남대 기계공학부 졸업생들에 대해 조사 

하였다. <표 5>는 한국공학 인증 학습성과 항목 중 

공모전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9개 항목을 나타

내었다. 설문 조사는 본 공모전에 참가 한 학생 25

명과 현장 엔지니어 2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모전 학생 대상>
설문 1 : 귀하는 공모전 참가가 어떤 능력 함양에 가장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중치에 대해서 각자 개인의 생각을 하기 점수를 기준
으로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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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습 성과 항목 (공학인증기 2005 발췌)

<Table 5> Program Outcomes and Assessments (ABEEK2005) 

①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②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③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④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⑤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
⑥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⑦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⑧ 공학적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⑨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도움이 많이 됨: 5, 도움이 됨: 4, 보통임: 3, 별로 도움이 
안 됨: 2, 전혀 도움이 안 됨: 1)

<현장 엔지니어 대상>
설문 1 : 귀하는 엔지니어로써 현장에서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중치에 대해서 각자 개인의 생각을 하기 점수를 기준
으로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많이 요구 됨: 5, 많이 요구 됨: 4, 보통임: 3, 별로 
요구 안 됨: 2, 전혀 요구 안 됨: 1)

[그림 9] 공모  설문 조사 응답 (참가학생 VS. 업 엔지니어)

[Fig. 9] Response to questionnaire 1.

설문 조사 결과 ‘②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학생들은 여기고 있으며 다음으로

는 ‘①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

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과 ‘⑥ 효과적

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끝으로 ‘⑧ 공학

적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

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순으

로 나타났다. 현장엔지니어들은 ‘⑥ 효과적으로 의사

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①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

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

는 능력’, ‘②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의 순으로 중요 

능력으로 여기고 있으며 각 항에 대한 순서의 차이

는 있지만 중요 3개 항은 모두 일치 하고 있다. 이는 

공모전의 컨셉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공

모전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비자를 인식 하고 고객 

가치를 찾아 아이디어를 도출 하여 그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단계 자체가 비구조화 (ill- 

constructed) 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구현 

과정에서 상품화 가능성, 생산성, Cost 차원에서 현

실적 제한 조건에 직면하게 되고 공학적 해결 방안

을 찾아야 함에 기인 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또한 

현장 엔지니어의 설문 조사에서도 학생들의 설문 결

과와 같이 높은 척도가 나왔는데 이는 현장에서 엔

지니어가 당면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비구조

화 된 문제가 대부분이고 학교에서 습득하는 지식은 

그와는 달리 정연하게 구조화 된 문제가 많이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배치되는 예비 엔지니어들

은 현장에서 정련화 되지 않은 비 구조화된 문제에 

봉착 하고 아울러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문제 정의 

에서부터 새로이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모

전은 소기의 목적에 부합 된다고 볼 수가 있다. ‘효

과적으로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은 공모전 참

가 학생들이나 현장 엔지니어들 모두 에게 높은 점

수를 나타낸다. 이는 현장 엔지니어들이 많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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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기타 현장 보고서 및 각 부서간의 원활한 커

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본 

공모전은 팀빌딩, 설계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등과 같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능력이 많이 요구 되

게 구상 되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능력을 현장에 

나가기 전에 공모전을 통해서 교육적 경험을 하고 이

는 공모전의 교육적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다. 

반면 현장 엔지니어들과 공모전 참가 학생들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항은 ‘⑦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과 

‘⑧ 공학적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

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

식’ 항이다.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늘날 

기업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학습을 매우 강조 한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의 중요성을 현장 엔지니어

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공학적 해결 방안

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서는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업 현장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공학적 의사결정 과정 즉 설계를 파악 할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 규제, 국제적 

환경 분석을 요구하는 기업 현장에 종사 하는 집단

과 아직 현장을 직접 경험 하지 못한 학생 집단 간

의 차이라고 사료된다.

본 설문 항 조사에서 볼 수가 있듯이 현장 엔지니

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엔지니어의 능력과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식 하고 있는 교육적 효

설문 2 : 향후 타인에게 공모전 참가를 추천 할 의향 이 있
습니까?

의향이 아주 많다 ( ) 의향이 있다 ( ) 보통이다 ( ) 별로 의
향이 없다 ( ) 전혀 의향이 없다 ( ) 

[그림 10] 공모  설문2 에 한 응답 

[Fig. 10] responses to questionnaire 2

과가 비교적 잘 일치 하고 있으며 이는 공모전의 긍

정적인 효과를 말 해 준다고 할 수가 있다. 

본 설문 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60% 이상이 타

인에게 공모전을 추천 할 의사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공모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설문 3 : 본인은 공모전 참가 전과 참가 후의 주관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업 이미지 중 가장 많은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주관기업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 
② 주관기업의 구성원에 대한 이미지 
③ 주관기업의 연구 기술력에 대한 이미
④ 주관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한 이미지 

[그림 11] 공모  설문3 에 한 응답  

[Fig. 11] responses to questionnaire 3.  

본 설문 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44%가 ‘주관기

업의 연구 기술력에 대한 이미지’라고 답 하였으며 

28% 가 주관기업 제품에 대한 이미지 20% 가 주관 

기업 구성원들에 대한 이미지 8% 가 주관기업의 사

회 공헌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보였다고 응답 하였

다. 이는 LG전자 현장 엔지니어들과 직 간접적으로 

여러 설계 미팅을 통해서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 속

에서 엔지니어링 적인 문제에 직면 하게 되고 그러

한 문제 해결과정 속에서 인식 하게 된 것으로 보이

며 공모전을 위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기존의 LG 

제품을 분석 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을 하게 된 것으로 사료 된다. 이렇듯 공모전은 기

업의 이미지에도 다양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이미지 전달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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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모전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산학 협동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

진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모전은 단순한 아이디어

의 제시나 혹은 학생들 스스로가 작품 구성에 이르

기 까지 전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을 하고 기업은 결

과물을 평가 하는 과정이 일반적이나 본 공모전은 

공과대학의 캡스톤 디자인과도 연계하여 단순한 과

제의 제시에서 벗어나 기술 지원 미팅과 같은 엔지

니어링 과정을 통해 학교와 기업 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으로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여가며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 한다. 비록 회사의 인력을 어느 정도 투

입해야 하는 설계 지원 과정을 거치게 되나 완성도

가 높아진 아이디어 작품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선택 할 수가 있

게 됨으로써 현실적 접근이 가능해 지는 상호 win- 

win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 

둘째 실제 생산 현장성을 중시 여긴다. 이것은 공

모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 하는 Hands-on experience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아이디어를 구성 하는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를 

고려한 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가상의 기업을 통해 

팀을 구성하고 엔지니어링 설계 과정, 마케팅, 대량

생산성, Cost report 와 같은 원가 개념 등을 기업 

실무자들의 평가를 통하여 기업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 하면서 보다 현장성 있는 엔지니어링 감각을 

함양 할 수가 있다. 

셋째 지역 인재 육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의 

캡스톤 디자인 통계 연구에 의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과의 많은 캡스톤 과제 수행을 하고 있음

을 알 수가 있듯이(Suannah, Jessica, 2005) 구미지

역을 거점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인 LG전

자와 경북 디스플레이협력단 그리고 구미를 중심으

로 하는 대구 경북 권 소재 대학들을 대상으로 공모

전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해석 될 수가 있다.

본 공모전을 통해서 기업은 학생들의 아이디어 등

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 육성 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기업 환

경을 반영한 제품 개발 기회를 학생들에게 가지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공학 교육의 기회가 될 수가 있

다고 사료 된다. 본 공모전을 통하여 14 건의 특허 

가능 아이디어가 발굴 되어 6 건이 출원 검토 중 이

며 관련 특허 7 건이 국내 출원, 1 건 이 등록 단계

에 있으며 아이디어의 일부 기능은 실 제품에 부분

적으로 나마 적용코자 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는 단기간에 큰 수확이 나오는 이벤트는 아닐 지라

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모전은 기업과 학교가 서로 

상호 작용을 활발히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학생 

교육과 기업의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보

인다.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로 기업과 학교

의 win-win 구조에 전략을 맞추어 진 공모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공모전들과는 달리 기업과 

학교 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통해서 그 성과를 극

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Ⅵ. 결론  제언

본 논문을 통하여 LG 전자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을 소개 하고 공모전이 가지는 공학교육적인 

가치에 대해서 논의 하면서 공모전을 통한 새로운 

공학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공학교육인

증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성과 항목과 결부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모전이 학생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 공학에 대한 지식 함양 및 공학 적용 능력 향

상에 기여함으로써, 현장성 있는 공학 교육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는 기업과 학교간

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통하여 함께 참여 하는 프로

그램으로 만듦으로써 공학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산

학협력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된다.

이러한 공모전을 기획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첫째 공학 교육적 측면에서는 참가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 활동을 유발하고 학습 경험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해야 한다. 학습은 정보의 

기록이나 전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의 능동적인 정보의 해석에 의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공학 교육에서는 학습시키고자 하

는 공학의 지식, 기능, 태도를 학생들이 능동적인 학

습에 의해 구성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구성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것은 바로 학생들의 창조적 지식이 

현장에 맞게 잘 조화 되어야 하며 지식의 전달보다

는 지식의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적절한 정보

와 전략을 제공하면서 학생의 능동적 학습을 활발하

게 자극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전의 일련의 활동들

이 다양한 기업의 활동들과 의미를 가지며 연계 되

어 있는 것이면 더욱 효과적이며 다양한 학습 경험

은 향후 기업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 해결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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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요한 요소는 지도교수와 현장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볼 수 가 있다. 그들은 능동적 활동의 촉

진자로써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잘 연결 해주는 

코디네이터로써 공모전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회사와의 적절한 연관성과 수준이 있도

록 조정 해주는 역할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

생들에게 해답만을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설계 중간보고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

의 근접발달 영역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사전에 가

지고 있기를 장려 한다. 또한 재학 시절 조교나 교육

적 경험이 있는 현장 엔지니어면 설계 미팅 조언자

로 더 추천 할만하다. 

셋째 학교와 기업은 긴밀한 협조 하에 학생들의 

공모전 과제의 방향이 학교와 기업이 지향하는 결과

물들과 잘 일치 되게 하고 그것들이 학생들의 능동

적 공학 활동에 잘 스며들어 가게 과제를 잘 구성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과제가 학생

들의 능동적 학습과 조화를 이루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제언에 중점을 

두고 기획 된 공모전은 기업과 학교간의 활발한 상

호 작용을 촉진 할 것이며 win-win 하는 새로운 산

학 협력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오늘날 산학 협력은 기업과 학계 상호간의 발전을 

위 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은 학

교 연구 기관의 우수한 자원과 시설을 충분히 이용 

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학교는 기업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이론적 연구의 실제적 적

용이라는 성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학 협력모델은 주로 대학원 연구 기관과 기업 프

로젝터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주로 연구 프로젝터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현장실

습, 기업 현장 인력 보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공학 교육의 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부 

단위의 교육 과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

이며 그러한 학부 단위의 산학 협력 모델은 구축하

기에 있어 프로그램의 기획, 재정, 기업의 무관심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산학 협력 혹은 기업 공모전과는 

색다르게 전개 되고 있는 LG 전자 디지털 디스플레

이 본부에서 시행 하는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

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과 학교의 효용성과 국

내에서 새로운 산학 협력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학교육프로그램, 산학협력, LG전자, 공

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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