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덧 2013년도하반기에접어들었다. 상반기에국민들의많은관심

을받은화두는새정부의‘창조경제’가과연무엇인가하는것이었다. 미

래창조과학부는지난 6월 5일범정부합동으로발표한「창조경제실현계

획」을통해창조경제의개념을 ‘국민의상상력과창의성을과학기술,

ICT와접목하여새로운산업과시장을창출하고, 기존산업을강화함으

로써좋은일자리를만드는새로운경제전략’으로정의하고있다.

창조경제와창의인재
창조경제는우리경제의체질을추격·모방형에서선도·창의형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해지금의대한민국에반드시필

요한 경제 패러다임이다. UN 또한 「창조경제 보고서」(2010)를 통해

2002-2008년세계무역량이연평균 12%씩감소하는동안창의성을바탕

으로한 ‘창조적산업’의재화·서비스거래량은연 14%씩성장하였음

을지적하며“이제는창조경제의시대”라고선언한바있다. 박근혜정부

는이러한세계경제의변화를빠르게감지한가운데「창조경제실현계

획」을마련하였으며, 실현계획의 6대전략중하나를‘꿈과끼, 도전정신

을갖춘글로벌창의인재양성’으로설정했다. 창조경제의핵심은창의인

재이다. 모든부가가치는창의적인재의아이디어에서출발하기에, ‘사

람’이야말로모든산업, 모든분야에서창조경제의가장중요한동력이

될수있다.

창조경제시대의창의적공학교육
지난해‘사람은꿈꾸고기술은이룬다’는모기업의광고메시지는창

의인재의중요성과, 그들의창의성을현실로만드는공학의힘을한줄로

표현했다고생각한다. 창의인재가전문적지식을바탕으로자신의창의

성을가장폭넓게, 폭깊게발휘할수있는분야중하나가공학이며, 공학

을배우고자하는사람들을보다창의적으로길러내는것이앞으로공학

교육이과거보다더무겁게짊어져야할임무가될것이다. 창조경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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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맞아올바른공학교육의방향에대한근본적질문을

던져보아야할때이다.

창조경제시대의공학교육은소극적인지식의전달에

서벗어나적극적인창의적자산의산출로관점을보다

확장해야한다. 이른바창의적공학교육이다. 공학의실

제적인쓰임을경험하고고민해본공학도들은자신이

배운학문의가치에대해보다깊이사유하게되며그성

찰이창의성을만들어낸다. 창의적공학도들은기존시

장에없던새로운기술로신시장을창출하여우리경제

의활력을가져올수있다.

창의적공학교육의대표적사례로미국의올린공과대

학(Franklin W. Olin College of Engineering)을꼽을수

있다. 올린공과대학은새기술이지속적으로등장하는

공학의특성을직시하고프로젝트에기반한현장중심

의교육을실시하여독자적문제해결력을갖춘인재를

양성한다. 1학년부터실습을시작하며, 프로젝트에필요

한각종학문을자기주도적으로학습해나가는교육과

정을운영한다. 전교생에대한전액장학금지원은물론,

학교를졸업하기위해서는한개이상의기업을창업하

고운영해야하는등기업가정신도장려하고있어, 2002

년부터의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 2006년 <뉴스위크>

가‘신아이비리그대학(New Ivies)’에선정하였으며마

이크로소프트는 2012년한해이학교졸업생의 20%를

채용해갔다.

이러한교육방식은우리공학교육계에도시사하는바

크다. 연세대학교공학교육연구센터의 ‘공과대학생핵

심역량구성요인연구및검사지개발’(2013)에따르면,

기업체종사자들은공대생들이가져야할핵심역량중

‘공학적지식및기술’이나 ‘정보처리능력’에비해‘프

로젝트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중요도와수행능

력차이를크게보고있었다. 높은지식,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그것을프로젝트수행에활용하는능력이아

쉽다는평가이다.

교육부와대학이함께하는공학교육혁신
우리공학교육은지난반세기동안한강의기적을이뤄

낸공학도들을길러냈다. 공학교육의국제인증과다름

없는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에 2007년가

입, 국제적으로도그우수성을인정받은바있다. 그러나

이제는공학교육도추격·모방형이아닌선도·창의형

으로바뀌어야한다. 미국의올린공대와는다른창조경

제를이끌한국형창의공학교육모델이나올때가되었다.

교육부도 2013년전국 77개학교에설치된공학교육

연구센터의전국네트워크와함께공학교육의새바람

을일으키고있다. 팀을기반으로문제해결형프로젝트

를수행하는‘캡스톤디자인’은학생들뿐만아니라교수

들의좋은평가를받고있으며, 대학의교육과정과연계

하여학생이직접제품을기획하고연구개발, 현장실습

에도참여할수있는학교기업도작년한해 41,000명의

학생이참여하고있다. 기업가정신고취와학생창업지

원을위한창업교육센터도2013년현재61개교에서2014

년 100개교로확대할계획을갖고있어공학도들의창의

성이사장되지않고꽃피울수있도록독려해나가려한다.

정부뿐만아니라이미여러대학에서도공학교육을혁

신하기위한창의적시도들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

다. 이는산업체가요구하는인재상의변화를면밀히파

악하고그에적합한교육과정을선제적으로개발, 운영

하고자하는것으로서매우고무적인일이다. 학생들의

요구에민감하게대응하여그들이원하는학습내용을

제공함으로써공학교육의수요자지향성을높이는것도

빼놓을수없는과제이다. 한국공학교육학회를비롯한

공학교육계도보다적극적으로각대학들의자발적인

노력을공유하고우수사례를확산하는데에함께해주

기를바라며, 세계가부러워할차세대공과대학의국내

탄생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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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가시대의화두로회자되고있다. 국내에서는박근혜정부의정

책패러다임으로제시되어더욱관심이증가하고있다. 일찍이 1994년호

주에서발간된“Creative Nation” 보고서를시작으로영국의문화미디어

스포츠부(DCMS)가“개인의창조성과스킬, 재능등에기반한산업내지

지적재산권의창출과이용을통해부와일자리를만들어낼수있는잠재

력을지닌산업”, 즉창조산업의육성의필요성을제기하면서본격화되

었다. 이후, 창조경제는영국의호킨스에의해 2001년이론적으로발전되

었고여러학자들에의해더욱정교화되는과정을거쳤다. 

현재우리나라는저성장시대의도래, 복지요구증대, 저출산·고령화

에따른사회활력둔화, 청년실업, 계층·세대간갈등심화등다양한문

제가산적해있다. 이러한과제들을해결하고선진국그룹에진입하기위

해기존의자본과노동등요소투입에의존한성장전략이아닌상상력을

기반으로한창조경제성장모델의제시가필요하게되었다. 

하지만창조경제에핵심인상상력과창의성은태어날때부터주어지기

보다는지식축적과도전적경험에의해만들어지고발전하는것이다. 즉

지금우리사회가요구하고있는창의성은지식에기반한것으로이미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가주목받기시작한 21세

기초부터중요성이강조되어왔다. 현재지식기반경제의패러다임은정

보를 활용한 혁신(innovation)에서 지식기반 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을활용한창조성(creativity)으로진화해가는과정에있다. 물리

적형태를가진유형자산이아닌지식을기반으로하는무형자산인지식

기반자본은 통상세가지의형태로구분되는데첫째, 소프트웨어나데이

터베이스등디지털화된정보둘째, 특허·저작권·의장권·상표권등

혁신적지적재산권셋째, 브랜드가치, 기업의고유한인적자본, 사람·

기관이참여하는네트워크, 조직의노하우, 광고·마케팅등을포괄하는

경제적역량이다. 

오늘날OECD국가의투자와성장은지식기반자본이주도하고있다.

미국은2009년지식기반자본에GDP의11.4%인1조1,700억달러를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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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독일· 프랑스등유럽 17개국은 2005~2009년

지식기반자본투자로GDP의6.6%, 일본은2001~2008년

총부가가치생산대비 9.3%를지식기반자본에투자한

것으로알려졌다. 

선진국은왜지식기반자본투자에집중하는걸까? 애

플아이팟(iPod)의사례를살펴보면아이팟의개발로전

세계적으로 4만1천개의일자리가새로만들어졌다. 이

중 미국 내 창출된 일자리 비중은 34%에 불과했지만

R&D, 소프트웨어및마케팅등지식기반자본에집중한

결과, 미국은총부가가치의 70% 이상인 7억 5,300만달

러의수익을차지하게되었다. 결국, 지식기반자본을축

척한나라가창출되는부가가치의대부분을가져가는

결과를만든다고할수있다. 

그동안우리나라에서도많은연구개발투자를추진하

였으나선진국과비교하여아직도양과질적인측면에

서부족한것이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더욱이창조

경제를통한국가성장을위해서는보다지속적이고장

기적관점에서지식축적에대한투자를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상상력과창의성을위해지식의축적도중요하지만반

드시함께수반되어야할것이도전적경험이다. 아무리

많은지식이쌓여도그지식을활용하는젊은이들이 도

전을통하여상상력을실현한경험이없으면지식의축

적도그의미가퇴색될수밖에없다. 이러한도전적경험

을잘실현하는대표적국가가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은부존자원이부족하고, 안보위협이상존하는등국가

환경에있어우리나라와유사점을가진국가이다. 반면

활발한벤처창업이이루어져세계최첨단기술분야를

선도해가는점에있어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주는국

가이다.

이스라엘이대표적인창조국가로성장한요인을살펴

보면참여와토론의보편화와실패를두려워하지않는

문화적풍토가새로운도전과참신한아이디어도출의

원동력이되고있다는점이다. 후츠파(chutzpah) 정신으

로대표되는토론문화는나이, 계급, 성별에관계없이상

호논쟁을통해문제를해결해가는과정을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하며, 관찰이아닌참여를중시하여학습에

적극적동기를부여하는탈무드교육방식또한도전정

신을확산할수있는주요한요인이되고있다. 이와함께

제도적으로창업이활발할수있는각종지원체계및창

업인큐베이팅시스템이잘마련되어청년들의도전과

경험축척을돕고있다. 

우리도이스라엘과같은창조국가로거듭나기위해서

는젊은이들이도전과경험을축척하는사회적문화를

만드는것이필요하다. 이들위해서무엇보다도경직된

조직문화를개선하여수직, 수평적토론이자유롭게이

루어질수있는의사소통구조를만들어다양한창의적

아이디어가국가전체에자유롭게유통되는구조를만

들어야한다. 또한엔지니어와공학도를중시하는풍토

를조성하여많은학생들이새로운기술에끊임없이관

심을갖고배울수있도록하여다양한기술인재가지속

적으로양성될수있는교육시스템이필요하다. 마지막

으로기술인재들이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도전할수

있는국가적지원체계가뒷받침되어야한다. 즉실패도

창조를위한중요한경험으로인정하고재기가가능케

하는벤처지원체계를구축하여카카오톡과같은벤처

성공사례가지속적으로만들어지는환경이필요하다. 

지금우리정부가표방하고있는“창조경제”는과학기

술과 ICT를기반으로산업간융합, 산업과문화의융합

등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와일자리를만드는국가성

장패러다임이다. 이는지금까지우리나라가성장해온

국가체질자체를바꾸는작업으로학교, 기업, 정부뿐아

니라국민모두가함께노력해야하는어려운과제다. 현

재창조경제구현을위한다양한의견이제안되고있으

며정부부처별로정책안과실현계획들이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과정에서절대간과하지말아야할것이단

기적성과보다국가전체의창의성을높이고지속적으

로발전할수있도록하는지식축적인프라를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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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젊은이들이도전적경험을쌓아갈수있는사회적

문화를만드는것이다. 

불광불급(不狂不及)이라는말이있다. 어떤일에미치

지않으면원하는최고의수준에다다를수없다는말이

다. 스티브잡스나, 빌게이츠의성공신화는미치듯일에

몰두하고노력한땀의결과이다. 우리의젊은동량들이

도전적이고창의적생각을펼칠수있는장(場)과기회를

많이마련해주어그들이창조에미치도록하자.



한국은그동안잘교육받은산업인력에의해응용기술, reverse engi-

neering을통해저원가와효율성을바탕으로선진산업을빠르게쫓는추

종자(fast follower) 전략으로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다. 그런데 2000

년대이후 IT빅뱅등으로지식과기술의발전과확산속도가빨라져누구

나빠른모방과추격이가능하게되면서한국은빠른추종자전략만으로

는경쟁우위를확보할수없게되었다. 이제한국산업은모방중심의열

심히일하는빠른추종자전략에서벗어나선도자(first mover) 전략을추

구해야한다. 이를위해한국의기업은무엇보다창의성과글로벌역량을

함께갖춘글로벌창의인재를확보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최고의전문지식을갖춘인재를육성해야한다. 

현재한국굴지의대기업이든중소기업이든그들의경쟁상대는더이

상국내기업이아니다. 전세계에있는일류기업이고그기업에종사하는

종업원들이다. 삼성전자의엔지니어는애플과구글의엔지니어와경쟁

하고현대차의엔지니어는도요타, GM의엔지니어와경쟁한다. 기업은

자신의직원들이경쟁기업의엔지니어가설계하고생산하는제품과서

비스보다훨씬나은것을만들어내길바란다. 한국의공학교육은바로이

런시각을갖고있어야한다. 한국공학교육의벤치마킹대상이선진대학

의교육프로그램에머물러서는안된다. 글로벌일류기업에서근무하는

엔지니어를관찰하고분석해서그들의역량을우리학생들도가지도록

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이런점에서보면한국의공학교육이갈길은아직멀다. 대학이제공하

는교과과목은선진대학과크게다르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 first

mover의길을바삐가야하는산업입장에서는속이탄다. 소프트웨어등

미래산업에필요한인재가턱없이부족하다는소리가한예이다. 인도

IIT는한국대학과비교할때교육프로그램과학점, 주당강의시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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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없다. 대신 IIT는한국보다 40-50학점이나더많

은학습효과를낼수있는구조를만들어탄탄한전공지

식을갖춘엔지니어를배출한다. 한국공학교육은교육

과목과교육프로그램, 교수및학습방법등을전면적으

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 지금이야말로 first mover역량

을갖춘인재를배출할수있는교육패러다임으로전환해

야할시기이다. 

창의성은융합에서나온다.

기업들은현재동종, 이업종을가리지않고경쟁한다.

도요타의경쟁상대는GM, 포드를넘어히타치이다. 자

동차를구성하는대부분이전자제품이기때문이다. 방

송, 미디어기업의상대는유투브, 애플이다. 스마트폰은

전자, 통신, 디자인, 소재등자그마치 7천여개의특허가

있을만큼다양한전문분야인력들이관여하고있다. 이

모든것은분야간경계를넘나드는융합으로생겨난현

상이다. 창조경제가화두이지만역시그핵심은융합에

있다. 어떤지식과기술도빠르게따라잡을수있는산업

사회에서남들이흉내낼수없는차별화된경쟁우위창

출은서로다른학문간, 기술간융합을통해서만가능하다.

한국대학은오랜기간융합을강조해왔으나아직도

만족할만한수준은아니라는평가이다. 한국의공학교

육은학생들의융합역량배양을위해학습방법, 교과과

정, 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해지속적인혁신이필요하

다. 창업과벤처산실로유명한핀란드알토대학은 2010

년아예헬싱키공과대학,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 헬싱

키경제대학이통합하여공학, 경영, 디자인등이유기적

으로연계된교육과연구, 창업을하는공간을창출하고

있다. 한가지유의할점은융합역량은서로다른전공을

섞어놓는다고길러지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 그보다

는서로다른분야를이해하고다른전공의전문가들과

소통할수있는커뮤니케이션능력, 융합적관점으로사

물을볼수있는사고방식이훨씬중요하다.  

글로벌인재를육성해야한다.

한국대학에서글로벌화는외국인유학생, 해외대학

과의교환학생제도, 영어수업등을의미한다. 많은대학

들이글로벌화를위해외국인유학생유치에적극적이

고 학부수업의상당시간을영어로강의한다. 덕분에학

생들의토익점수와영어로말하고듣는수준은꽤나아

졌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하지만산업체에서말하는글

로벌화는단지영어로읽고쓰며말하는정도의수준을

의미하지않는다는사실을주목할필요가있다. 지금한

국기업들은국내에머물러해외무역을하고해외지사

를운영하는수준을훨씬넘어섰다. 상당수대기업들은

매출과생산의절반이상을해외에서창출하는다국적

기업이다. 전세계에걸쳐현지사업장을두고제품과서

비스를현지화(localization)를하고있다. 나아가현지인

법인장, 외국인경영임원이근무하는단계까지와있다.

국내에있는본사, 사업장에는인도등해외엔지니어, 다

른국가출신의우수핵심인재들의비중이점점늘어나

고있다. 다.

이제글로벌인재의조건은영어등외국어능력만으

로는부족하다. 다른나라의문화를이해하고수용할수

있는자세, 해당국가와문화에적합한에티켓, 예의범절

까지를갖추어야한다. 공학도의경우외국인과함께제

품을설계, 생산하고외국인을대상으로엔지니어링마

케팅을하며, 때로는경쟁도해야한다는점에서더욱그

렇다. 산업체는업무상만나게되는다른나라어떤사람

과도팀을이룰수있고적절한예의와에티켓을갖추고

행동할수있는사람을원하다. 이런면에서공학교육은

단지공학적지식과기술만가르칠것이아니라이문화

소통과수용역량을배양하는프로그램을함께제공해

야한다.

글로벌시민이되어야한다. 

글로벌역량에서반드시포함해야할덕목은글로벌

시민의식이다. 이것은강한윤리와도덕성으로무장하

테헤란로



고가난, 환경, 질병등의글로벌이슈에대해적극적으로

관심을갖고해결하려는의식과태도를말한다. 기업은

최근공유가치창조(CSV: Creating Shared Value)라는개

념을적극실천하고있다. 공유가치창조는기업이이익

이나면그여유분으로사회적공헌을하는기업의사회

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넘어기

업이익과사회공동체를위한가치창출을동시에추구

하는개념이다. 미국의유명가구제조업체허먼밀러는

‘직원들이휴가기간을기부해인도에학교를세우고, 개

도국에태양에너지를모으고저장하는직물을개발하는

등’의사회적목적에직원들이자신의직업을통해참여

하게함으로써자부심과사기를끌어올리는것으로유

명하다. IBM의경우‘On Demand Community’프로그램

을통해임직원이회사내자원봉사아이템을확인하고

자신의관심과특기를활용하여지역사회에봉사하는

일을 2003년부터시행하고있다. 

하비머드대학(HarveyMuddCollege)은미국최고의학

부공과대학이자글로벌클리닉(Global Clinic)프로그램

으로유명하다. 해외대학, 글로벌기업과공동으로실시

하는글로벌클리닉프로그램은해외지역사회의환경

등여러문제들을학생들의공학적지식을통해해결해

주는창의적공학설계프로젝트이다. 이과정을통해학

생들은해외대학과지역사회와의교류를통해이문화

를체험할뿐아니라글로벌이슈를이해하고깊이관심

할줄아는글로벌시민으로육성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동대학을포함한여러대학들이이와유사한프로그

램을시행하고있고, 국경없는과학기술연구회는그들

의공학및과학적지식을활용하여지구환경과에너지

문제해결, 가난하고소외된해외지역의봉사활동에참

여하고있다. 이런점에서대학은 ‘공유가치창조’의개

념을적극도입해야하고산업체와도이와관련하여협

력하는프로그램을이끌어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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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M.B.A. in Operations and Logistics Management,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1988 B.S. in Computer Science, Kansas State University, Manhattan, KS. 1988.

Academic Employment

Positions at Purdue

•2013 - current Associate Professor,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2008-2013 Assistant Professor,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Positions at othe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2013- current Associate Professor (non-tenure), Donggu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3-current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Paris et Creteil (Paris 12), Paris, France.

•2011-2013 International Faculty Scholar, Kyung Hee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06-2008 Adjunct Professor, Air Force Institute of Technology, Dayton, OH

Q. Could you introduce Purdue University and your research areas? 

Purdue

Purdue University, located in West Lafayette, Indiana, is the flagship university of the six-campus Purdue University

system, founded on May 6, 1869, as a land-grant university when the Indiana General Assembly, taking advantage of the

Morrill Act, accepted a donation of land and money from Lafayette businessman John Purdue to establish a college of

science, technology, and agriculture in his name. The first classes were held on September 16, 1874, with six instructors

and 39 students. Today, Purdue is a member of the Big Ten Conference, a CIC and AAU member and is a well known

world-class research institution. Purdue enrolls the fourth largest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 of any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Purdue offers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in over 211 major areas of study, and is well known fore serv-

ing the land grant mission of providing education in agriculture, technology, engineering and science.  The university has

also been highly influential in America's history of aviation and space flight, giving rise to Purdue's nickname, Cradle of

Astronauts.  Twenty-three Purdue graduates have gone on to become astronauts. (all taken fromWikipedia page on Pur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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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Research

My research is in the area of robotics and intelligent systems.  The M2M Lab and the RICE Research Center both sup-

port the mission of my research.  We have funded projects in the areas of discovery, engagement and education.  Examples

are the following:

Discovery:  National Science Foundation funded project to develop controllers for flapping wingmicro-air vehicles which

are similar to a common dragonfly shown in the following figure.

Engag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Supporting Program for Fire-Fighting Robots with KyungHeeUniversity,

DGIST, Hoyarobot, Dongil Field Robot and KFI.  This project researches the use of Korean fire fighting

robots acceptability in the USA market.

Education:  NIPA International Junior Capstone Program at Purdue University.  Twenty Korean students from a number

of universities came to Purdue university for a period of 6 weeks to work on sponsored project by a USA based

company or affiliated company.  The students were teamed with a Purdue student and tasked with comple-

tion a a real-life, complex project.  This program will be expanded in its second phase to 16 weeks at Purdue

with a 2 month internship at a US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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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ould you explai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your university’s engineering education method?

To state it in the most simple terms, Purdue is very difficult.  The standards of rigor and level of student expectation has

not changed through the years.  Wheremany schools have slowly progressed towards a inflated grade state of mind, Purdue

has remained true to its history in working students very hard in not only the theoretical aspects of education, but also in

the practical, hands-on elements.  

The mascot of Purdue University is a Boilermaker, which is a strong, tough iron worker who hammers steel boilers

together for an antique steam engine of a train.  It was very hard and difficult work, as is the life of a Purdue student these

days. The Purdue student must value these traditions and focus on hard work, learning and adding value.

Too many universities have become common practitioners of pure theory.  The mission of a land-grant university is not

that a theory producing engine, but of a university that builds the fortunes of the state by creating technology, invention,

an educated workforce and valuable jobs.  These are not theoretical concepts but practical ones.

The Purdue way is to include both theory and practice in each exercise to create a linkage. Because the students have

so many opportunities to work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s of STEM fields, they receive a good rein-

forcement on how to build and transform theory into practice.

Q. Nowadays, prospective college students are increasingly avoiding engineering in Korea. 

To overcome the situation, all engineering professors in Korea are trying to do

their best to teach engineering subjects. Korea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has an important role in doing some efficient engineering education. 

How about USA? How to overcome the situation in USA?

It is also a common situation in the USA, especially in the areas of trying to lure women andminority students into fields

of technology, engineering, computing, science or math.

Universities all over the USA are in a constant battle to attract good students to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disciplines.  There is no one defined way to attract students, but many programs have been tried.  Successful

programs have been piloted where the education experience has changed from amore traditional learningmodel to an inte-

grated, cross-functional model where students learn in new ways.   

Purdue is very fortunate, as a good reputation have helped to keep the number of applicants very high and the numbers

in each technical major at a very respectable level, but it will be a constant battle in the future to maintain strong pro-

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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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You have done a lot of great achievemen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ndustries or universities in Korea. Could you introduce the major achievement of your works? 

Currently, I spend about 3 months a year in Korea working on various projects, collaborations and partnerships.  We

have worked very hard to make the interactions with Korea mutually beneficial.

On paper, the largest accomplishment is the development of the Robotic Innovation, Commercialization and Education

(RICE) Research Center at Purdue, which is a joint effort of Purdue and many Korean companies, universities and agen-

cies.  This work is the culmination of many works and much time spent in Korea over the last 4 years.  In fact the main

motivation for the founding, development and funding of the RICE Center is to provide assistance to Korean robotic

companies interested in developing markets in North America and specifically the USA.  We area set up to assist the

companies, often smaller start ups, with technical and innovation assistance, specifically in adjusting their products to the

USA market.  We are also able to provide commercialization help with development of a legal entity within the USA.

Finally, we help the companies with development of a market, creating awareness of their products and support to mar-

ket and sell their robots. 

This partnership will not only have great impact for the Korean companies and entities but also for Purdue, and for sur-

rounding communities and Indiana's economic growth. This partnership is well supported by Purdue, loc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 officials who support this venture andwill contribute significant resources to insure its success.  This

is a great example of mutual benefit of the partnership.  The success has not gone unnoticed as press related to this part-

nership has beenwell documented on CNN International, as well as, significant local, state andUSAmedia in over 39 met-

ropolitan areas of the country.

Personally, the biggest accomplishment is the relationships that have developed with so many great people, organiza-

tions and institutes in Korea.  While I am not Korean, the wonderful manner in which I am treated makes me always feel

at home when I am in Korea.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Korea has become a second home, away from home, for me.  

Q. What do you think which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do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countries are?

Simply put,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developing good, consistent, long-term relationships.   It is easy to go to a

foreign country, give a seminar andmeet some basic acquintences, but it s really difficult to transition that into a successful,

long term partnership.  The cooperation is always centered around people.  If it is centered aroundmoney, when themoney

is gone, often the partnership dissolves.  So the key to sustainability is people.  In our partnerships, we have often exchanged

students giving us a semi-permanent linkage to our partner overseas.  Taking on a Ph.D. student who was a M.S student

in a partners lab builds a 4-5 linkage between the two labs, and the people associated with those labs.  But, there ha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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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interest and a genuine desire to collaborate.

In my opinion, building good relationships is simple.  Build mutual trust and value before taking on significant work.

Spend the time in the others lab and country to understand them, get a view into their life, both academic and personal,

and be a good partner.  Try always to work as hard for them as you do for yourself.  These are good elements to use in

building a long term valued research relationship.

Q. What is your vision in your research areas?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More of the same work, but expand the ventures the the RICE Research Center and become even more involved in

research, education and engagement projects with partners in Korea.  Also, we will work to link new partners in Korea

with additional partners in countries such as France, England and other countries where we can build strong relationships

and thus strong,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s.

My job as an academic is not to enhance my own position.  I already have a great job.  My job is to transform the lives

of each of my students so they can live a better life and contribute more to those around them.  I ask and train them to do

the same for their students and colleagues.  In the future, I will continue this as a general mission of my lab and research

center.  I strongly believe that if we do good things for those around us, it will come back to us even better.  This applies

to all of my students, but also to international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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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Alabama, USA)

Maste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Clemson University, South Carolina, USA)

Ph.D in Chem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Director of UTM Centre for Engineering Education (CEE), UTM

Adjunct Associate Professor in the Faculty of Engineering and Surveying,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t of Chemical Engineering, UTM

Q. Could you introduce vision, strengths, weaknesses, 

and main interest areas of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UTM) is the oldest public engineering and technological university in Malaysia with

more than 100 years of history. It is an innovation-led and graduate-focused research University. It is located both in

Kuala Lumpur, the capital city of Malaysia and Johor Bahru, the southern city in Iskandar Malaysia, which is a vibrant

economic corridor in the south of Peninsular Malaysia. UTM’ s vision is to be recognized as a world-class centre of

academia and technological excellence while the mission is to be a leader in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and in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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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ive technologie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nation’s wealth creation.

UTM specializes in technical studies, with separate faculties for the engineering divisions such as civil,  mechanical,

electrical,  chemical and biomedical engineering. It also has faculties for education, pure sciences,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t is the country's major source of graduate engineers and similar professionals. With

over 20,000 students on campus, more than 25% of them are postgraduates. 

Q. Your university has founded the centre for engineering education. 

What are the vision, mission, and main role of the center? 

Do other universities have similar centers in Malaysia?

The UTM Centre of Engineering Education (CEE) conducts rigorous research in education, which is different than

conducting research in engineering.  Our research concentrates on the human beings who are learning (or has the poten-

tial to learn) to be engineers, as well those who are already engineers.  Our aim is to conduct meaningful research, that is

embodied in the concept of the virtuous cycle of research, where questions or ideas that originated from practice lead to

research, that in turn yield answers and insights, that can in turn be used to improve practice, which will usually lead to

more questions that will generate more research.  Therefore, in addition to focusing on the research aspects, we are

actively disseminating scholarly knowledge and practices not only through publications, but also through seminars, con-

ferences, symposiums, as well as training courses and workshops in engineering education.  The following is our vision,

mission and roles:

Vision: To be the center for scholarly advancement of engineering education

Mission: Transforming engineering education through innovative research-based practices and promoting multi-disci-

plinary collaboration

Roles: a. To provide a platform for academics and the wider community to collaborate on engineering education locally

and internationally

b. To promote research-based curriculum, teaching and learning in engineering education

c. To be a referral centre for research and human capital in engineering education

d. To promote postgraduate programs in engineering education

Currently, there is another centre in Malaysia, which is the Center for Research in Engineering Education, in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Q. You have several Ph.D graduates. 

Could you explain about students’careers after gra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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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urrently have 8 students who have graduated from the first cohort. When UTM first started the Ph.D in engineer-

ing education program back in 2008, admission was open only to UTM academic staff.  When they completed their

Ph.D, they serve their respective schools or faculties as academic staff. They continue to conduct research in engineering

education, and were able to complete the virtuous cycle of research by implementing their research findings at the work

place, especially in improving the quality of engineering education. 

Our graduates are also currently co-supervising Ph.D in engineering education students under the CEE.  This is indeed

helpful because it is not easy to have academic staff who is well versed in both engineering and education - this added

advantage makes it helpful for supervising the current PhD students.  To ensure the quality of our graduates, we are

selected the external examiners for our students among experts in engineering education from throughout the world.

Most of our current students (40 of them) are not UTM academic staff.  Some of them were engineers, engineering

academics, etc.  While there are many job openings for them as educators when they complete their Ph.D, they can also

potentially work in industries, training consultants, policy makers in institutions, instructional designers, etc.

Q. You have done outstanding researches in engineering education.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meaningful research and the effectiveness of it?

My current areas of research in engineering education is rather varied, ranging from those at the classroom at student

learning level, to the higher institutional (including industrial) and national level.  All of these researches have their own

importance and significance that many in the engineering education community can learn from.  Some of them are still

on-going, since we have just completed the preliminary level research, and therefore needs more work and time to be

yield valid, impactful results.  The research that we conduct in engineering education is very much aligned to the recent

report put forth by the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ASEE) entitled Innovations with Impact: Creating

a Culture for Scholarly and Systematic Innovation in Engineering Education (2012).

However, at a personal level, my most meaningful research started with the first one that I conducted, which began

nearly ten years ago.  In addition to the results and insights learned from the research, I was able to learn about educa-

tional research in engineering education.  Learning about educational research actually made me realize how complicat-

ed it can be to study about human behavior and social aspects of a problem, because there is no one theory that can fit

everything, unlike what we have in engineering.  Things are never a definite white or black, because there is always

shades of grey in between.   Being able to define strong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the research is very important to ensure

proper research design.  Realizing the handicap that I have, I started to read more, while at the same time, collaborate

with those in from the faculty of education.

My first research, which essentially started from my own question of "how can I help my students learn process con-

trol?", actually sparked off a virtuous cycle of research that led to many meaningful research projects that I conduct until

now. The question on how to help students learn led me to read, learn and implement a different technique of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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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arning.  I tried Cooperative Learning (CL) and analyzed the outcomes, before gradually increasing my implemen-

t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PBL).  

Although my initial implementations were successful, there were more questions to be answered, such as the actual

impact of using PBL on my students.  The PBL models that were shown to be effective in the literature, ranging from the

medical school model, to the project organized model, have always been implemented in small group settings with one

facilitator or supervisor, depending on which model is used.  In my case, I was implementing PBL in a typical class set-

ting, with up to 60 students, and one (me) floating facilitator.  My students were obviously not getting as much support

compared to the small group models (which is too costly to implement for a typical course in my department).  I decided

to explicitly infuse the five principles of CL into the PBL cycle that I was implementing so that students in learning

teams can take over some of the support in helping each other learn and solve the problem, resulting in the CPBL frame-

work. Now, the question is, how effective is CPBL?  I was also implementing CPBL for first year students in the Introduction

to Engineering course and was using problems and CPBL to inculcate sustainability in students.  I had always wondered

how effective we were, and if all the work that we were doing, from crafting problems to finding industries or agencies to

participate, facilitating and supporting students learning through e-learning, as well as bringing students to industries as

part of data gathering for the problem, were actually worth the effort.  

Fortunately, around this time, UTM started the Ph.D in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which allowed CPBL to be

researched rigorously at the Ph.D level.  The first Ph.D research found that third year engineering students who had

undergone CPBL for one semester enhanced their team based problem solving skills, as well as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Helmi, et al. 2011, Mohd-Yusof, et al. 2011b).  The second research found that first year students who had under-

gone CPBL enhanced their inculcation of sustainability both in the cognitive and affective domains (Abdul-Aziz, et al.

2012).  Both research also shed light on how these enhancements happened, allowing us to determine what really made

the CPBL implementation effective.  From these studies, we conducted other research on how to best train academic

staff to conduct CPBL, as well as a study on the changing students' perspectives as they go through CPBL.  Results of these

studies were used to come up with techniques to better support students as they go through CPBL, as well as how to

come up with effective training for supporting academic staff to implement CPBL (Phang et al. 2012).

The research that we conducted on CPBL has spawned off several research projects funded by UTM, the Malaysian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Industries in the areas on student centered learn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blem solving in engineering education.  We had also won Best Paper Awards at two international engineering educa-

tion conferences: the first on our initial implementation of PBL, and the second on the CPBL model.  Both papers have

been expanded and published in journals (Mohd-Yusof, et al. 2011a, Mohd-Yusof, et al. 2005).

Q. What are the most essential capabilities of students in engineering school? 

And to cultivate those, what educational effor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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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engineering education reports from throughout the world that have put forth the essential capabilities

of engineering graduates to face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such as reports from the UK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RAE) on Educating Engineers for the 21st Century (2006, 2007), Duderstadt's Engineering for a Changing

World (2008), the U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NAE) report entitled The Engineer of 2020 (2005). Based on

these reports, a summary of the challenges and the attributes of effective graduates of the 21st century can be seen in

Table 1.  To get the required attributes, engineering education have to change towards the desired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last column of Table 1 (Duderstadt. 2008; NAE, 2005).    

Q. What do you think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augmen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ngineering education between Malaysia and Korea?

Cooperation can be at various levels, starting from individual level, institutional level, and all the way up to the gov-

ernment level.

It is always good to start cooperation with joint projects where there are individuals or groups from institutions in both

countries are passionate in, such as collaboration in joint academic programswhere students from both countries canmeet

and learn together.  For example, UTM is sending students to join and collaborate with Pusan National University on the

Creativity Station project in Surabaya, Indonesia.  We are also planning to hold the Creativity Station in UTM January next

year.

On a larger scale, it would be very fruitful if both countries can share scholarly, evidence-based good practices that can

be implemen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ngineering education.  This can perhaps be done through joint conferences or

seminars, that will allow academics from both countries to share ideas on the work that has been done.  Hopefully, this

can also generate joint research on impactful innovations in engineering education from the Asian perspective.

20·공학교육

인터뷰

Table 1. Attributes of engineers and Engineering Education of the 21st Century

Challenges of the 21st Attributes of Effective Desired Characteristics of
Century Engineers Engineering Education

•Knowledge economy •Analytical skills •Learner-centered
•globalization •Practical ingenuity •Discovery-based or
•Demographics •Creativity constructivist learning
•Technological change •Communication •Systems perspective
•Technological innovation •Leadership •Avoid content orientation
•global sustainability •Team working •Learn how to learn
•Energy •Professionalism •Inquiry-based scientific methods
•global poverty and health •Dynamic, agility, •Team-based problem solving
•Infrastructure resilience and flexible •Prepare engineers into the

•Lifelong learners global economy
•Function in global economy
•Principles of business and management
•Ethics



Q. What is your future plan regarding engineering education?

The following are my future plans regarding engineering education:

a. Develop capacity and capabilities for scholarly efforts and quality research on engineering education in Asia.

b. Disseminate findings through seminars & conferences, training and publication.  We are currently focusing on jour-

nal publications to put forth the research that we have completed.

c. Provide effective training to academic staff to conduct impactful evidence-based techniques in engineer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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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님께서는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많은활동을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떠한활동을하시는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된후로, 개인영상정보보호를위한활동을어떻게전개하면좋을지고민하던중, 개인영상정보보호포

럼의부회장을맡고계신장진영서강대학교법학대학원교수님과만나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을준비하는데함께하

면좋겠다는요청을받았습니다. 상시적으로는어렵지만계속관심을갖고함께하는차원에서고문의역할을담당하

면서, 더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논의할수있게되었습니다.

개인영상정보포럼이출범된직후, 금융기관 ATM기 CCTV의개인금융신상정보촬영실태가알려졌습니다. 고객

의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금액와같은개인정보가촬영되어유통될위험에노출되고있었다는사실도놀라웠지만,

더경악할만한일은행정당국이관리와감시를소홀히하고있다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당시, 즉각행정당국에강

력하게요구하여영상정보의전면적인관리실태조사를실시했습니다. 

약 10일간진행된은행권CCTV설치와운영실태현장검사에서, 접근권한관리위반 9건, 암호화미조치 5건, 열람

기록관리위반 3건, CCTV 운영업무위탁처리시관리·감독미흡 4건, 고객비밀번호· 계좌번호등개인영상정보의

과도한수집 3건등의위반사항이발견됐습니다. 과태료를부과하고개선권고등의시정조치를취했지만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부재하다는것이큰문제로진단되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김 상 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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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학회학회지편집위원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

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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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CCTV 설치·운영실태현장검사결과]

출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민의원실 제출자료

1) 검사기간: 2012.11.19(월)~11.28(수)

2) 검사대상: 총 20개은행

3) 검사항목: 촬영범위, 접근권한관리, 수탁사관리·감독등

4) 검사결과주요위반사항

①접근권한관리위반(9건), 암호화미조치(5건), 열람기록관리위반 (3건)

②CCTV 운영업무위탁처리시관리·감독미흡(4건)

③개인영상정보(고객비밀번호· 계좌번호)의과도한수집(3건)

5) 위반에따른행정처분

과태료 19건(15개사, 7,700만원), 시정조치 7건(7개사), 개선권고 3건(3개사)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전문가의의견도듣고개인영상정보보호의중요성을알려공론화하자는취지아

래, 지난 3월 19일에는금융기관내부통제시스템정책세미나를개최했습니다.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과행정안전부

(現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전문가등관련된분들을모시고진행한이세미나에는정우택최

고의원님, 이혜훈최고위원님, 남경필의원님, 이주영의원님등 20명이넘는의원님들께서개인영상정보보호의중

요성에깊이공감하며함께해주셨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관리및보호체계를만드는것이매우시급하며, 정보관

리자의정보접근권한과감시· 감독시스템을체계적으로구축하여철저히통제해야한다는의견을모을수있었습

니다. 

그러나관련주무부처의안일한태도와미흡한대응으로, 국민의소중한개인정보가아직도유출위험에노출돼있

습니다. 따라서이와관련된법적근거를마련하는「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발의를준비하고있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가정보사회에서주요이슈가되며많은사람들의관심이되고있습니다. 

특히최근ATM 기기에서개인정보가누출되는사고가일어나면서더욱관심이높아지는것같습니다. 

이번사고에서는어떠한점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었는지요? 

ATM기CCTV촬영관련하여아주큰세가지문제가있습니다.

첫째, ATM기기를CCTV로촬영함으로누출될수있는정보는, 개인의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잔고까지ATM기

를이용할때화면에보여지는모든정보입니다. 특히 ATM기 CCTV가천장에달려있는경우에는, 촬영된영상에

ATM기이용자가입력하는모든정보가가감없이기록되어있습니다. 개인의매우사적인정보가날것으로기록되고

보관되고있다는것은매우심각하고중대한사생활침해의문제입니다. 이러한정보가잘못유통될경우엄청난금융

사고가발생할수있습니다.

둘째, 은행권에서운영하는CCTV는안내판에대부분방범목적으로운영하는것으로고지를하고있으나, ATM기

천장에설치된 CCTV를통해수집되는개인정보의범위는방범목적을넘어개인의금융거래정보까지과도하게확



24·공학교육

인터뷰

장되어있다는점입니다. 각금융기관은 CCTV촬영을통해당사자의동의도없이, 심지어당사자를속인채개인의

사적인정보를수집하고있습니다. 이는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3조 1항,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

을명확하게하여야하고그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하여야한다.’

를위배하는것과같습니다.

셋째, 확보한개인영상정보의이용을관리하고제어할수있는내부통제의수단이부재하다는것입니다. 현재시스

템하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관리하고처리하는‘정보처리자’가정보에접속하고이용하는것에대한어떠한기록

도남지않습니다. 정보처리자가마음만먹으면수집한고객의개인정보를아무런증거없이빼낼수있기에, 정보유

출의제재장치가사실상전무한실정입니다. 마치시한폭탄을안고있는것과같은상태라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이에대한예방책마련이매우시급하고중요합니다.

Q. 그렇다면의원님께서는이러한문제들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하기위해서
어떠한국가적인대책을수립해야하는지고견을듣고싶습니다. 

다행히도아직까지대형피해사례는발견된바가

없지만, ATM기CCTV촬영문제는범죄에악용될소

지가너무나농후합니다. 근본적으로관리자가영상

정보시스템에접근하거나정보를열람해도기록이

남지않기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객관적인영상정

보접근기록이자동적으로남아정보처리이력을통

제가능하게하는제도적인장치, 즉‘내부통제시스

템’이필요합니다. 현재이부분에대한세부적인정

의나기준이없으므로이러한내용을담은법적근거

가절실한실정입니다.

또한관리주무부처와금융기관의적극적인대응

자세가요구됩니다. 현재개인영상정보의주무부처

인안전행정부에서는, 관리와보호조치, 단속을게

을리하고있으며, 이것이유출되어사회적으로이슈

가되었을때그사안만급하게수습하고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행정당국의지침을철저하게이행

하지않는만큼, 개인정보의안일한관리에대한경

종이필요합니다. 국민의개인정보를철저히보호하

겠다는행정및금융기관의책임있는모습과우리모

두의노력이수반되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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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전자정부 1등국가로서많은나라들의롤모델이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전자정부의국내외적인수준을높이고좀더안전하게사용되기위해서
정보보호관점에서앞으로어떠한부분이더강조되어야할까요? 

정보보호외에국가의정보화수준을높이기위해서또한
어떠한부분이나활동들이강조되어야하는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보력이곧경쟁력이고국력인시대입니다. 특히스마트폰이상용화되면서, 정보의보안과보호의중요성이더욱

부각되고있습니다. 개인이든국가든사이버테러의위협에대한철저한대비가필수적입니다.

국가차원에서는, 정보보호산업수요에따른맞춤형정보보호전문인력이절실합니다. 현재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이버공격에강한최정예전문인력양성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 작년에는 60명, 올해는 240명(예정)을교육하는

등, 지원이아직터무니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 전문적이고사명감있는화이트해커를양성하여국가정보보안의수

준을높이고, 언제어디서발생할지모르는사이버테러를대비해야합니다.

또한법적인장치마련도필수적입니다. 금융기관의CCTV 영상유출사건과같은예가재발하지않기위해내부통

제시스템이필요하듯이, 정보보안을위한제도적접근도잊어서는안될것입니다. 기술과현실의필요를면밀히살

피고그에발맞춘법과규정을마련해야합니다. 정보보호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필요한부분들을지속적으로논의

하고채워나간다면, 전자정부 1등뿐만아니라정보보호와보안이제일안전한나라로거듭날수있을것이라고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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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페스티벌

공학아이디어경진대회, 그화려한무대
2012년 11월 23일오후 2시, 일산킨텍스제1전시장

특설무대에서세기의대결이펼쳐졌다.

이름하여“공푸배틀!”
유능한공과대학학생들이유사하면서도상반된다양

한사회적이슈에대하여공학적인해석으로서로의의

견을제시하고, 이에대한청중들의공감도를통해승자

를결정하는새로운형태의지식배틀이다. 전체 7개대

학 18명의학생들이참여하여열띤토론이펼쳐지고, 매

스테이지, 승자가결정될때마다청중들의환호가이어

졌다

이어서진행된“FC 콘테스트”
전국 48개대학의대표로선발된 56명의학생들이각

거점센터별로팀을구성하여주어진문제에대한해결

책을현장에서설계작품으로제작하고발표하는‘공대

생스러운’아이디어경진대회이다. 각팀들이제안하는

톡톡튀는아이디어마다심사위원들의감탄이이어졌다.

이행사들은 2012 공학교육페스티벌의일환으로진행

미래로 비상하는 공학인의 원형경기장
- 공학아이디어 경진대회 -

김 동 원             

전북대학교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교수
dwkim@jbnu.ac.kr

전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장
전북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장
관심분야: 공학교육, 기술경영,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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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비상하는 공학인의 원형경기장 - 공학아이디어 경진대회 -

된‘공학아이디어경진대회’로페스티벌참가학생들의

현장붐업과참여독려를위해기획·개최되었다.

공학아이디어경진대회추진경과
2012년공학교육혁신협의회의발족이후, 2012 공학

교육페스티벌의세부프로그램기획회의가지속적으로

소집되었다. 이회의에서 1박 2일행사기간동안페스티

벌참여학생들을위한체험행사의일환으로‘공학아이

디어경진대회’가제안되었고, 전북대학교공학교육혁

신거점센터에서이를담당하게되었다.

공학아이디어경진대회는크게두가지세션으로구

성되었다. 첫번째는공학페스티벌에다양한형태로참

가한학생들을위해기획된행사이다. 사회적또는공학

적이슈에대한공학도로서자신의생각을어필하고, 반

론자와의대결을수행한후청중평가단의즉석평가에

의한토너먼트형식으로최종승자를결정하는지식배

틀로공푸배틀(공학으로푸는지식배틀)이라명명하였

다. 전공지식뿐만아니라설득력과청중공감대형성을

유도하는통섭형인재발굴을목적으로공학페스티벌에

참여하는모든학생들이행사당일참가신청을할수있

도록하였다. 구체적인진행방법은아래와같다.

○ 배틀주제선정

●참여대학별 1건이상씩배틀주제공모

●주제유형은사회적이슈, 공학적이슈로구성, 난이

도상, 중, 하

●공학교육혁신협의회차원의검토로사회적이슈와

공학적이슈주제를결정

○ 진행방법

●일시: 폐막일(11/23) 오후 1:00 ~ 3:00

●참가자모집

- 개막일참가자 20명모집

- 행사참가대학생중타프로그램참가가없는학생을

대상으로신청접수

●배틀진행방식

- 사회자추첨으로첫참가자와 1라운드배틀주제선정

- 첫참가자찬반의견우선선택

- 반대의견의도전자지원(참가자중선착순으로지원,

도전자없을경우사회자가추첨으로지원자선정)

- 주제에대해각 60초발언 (스크린에타이머설치)

- 발언종료후청중평가단 100명의전자투표로승자

선정

- 배틀형식으로최종라운드까지우승하여최종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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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페스티벌

남는참가자가우승

- 최종우승자상품지급(아이패드), 참가자경품지급(

영화예매권 2매)

두번째는캡스톤디자인우수작품전시회에참여하는

학생들을위한행사이다. 그동안 ‘산학협력엑스포’의

일환으로개최되었던전국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에참

가한학생들은 2박3일동안부스안에서자신들의작품

과성과를홍보하였으나본선포상작에포함되지못한

대다수의학생들은한편으로상당히지루한일정을보

내야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 학생들의페스티

벌참여동기부여를위해일상생활에서쉽게발견되는

다양한문제들에대하여재미있고, 창의적인공학적해

결방안을제시하는아이디어경진대회를기획하였고,

FC(Fun & Creativity) 콘테스트라명명하였다. 캡스톤전

시회에참가하는비수상학생들을대상으로사전에참

여대학별 1명씩추천을받아 5명내외의팀을구성하고,

거점센터별로 2~3팀씩총 15팀이구성되었다. 구체적

진행방법은아래와같다.

○ 설계과제공모및최종과제선정

●참여대학별1건씩설계과제또는아이디어주제공모

●과제유형은제시형과제와개방형과제로당일제작

이가능한기초설계수준

●공학교육혁신협의회차원의검토로최종 3개과제사

전선정

○ 진행방법

●개막행사종료후과제발표

- 최종선정된과제세트중추첨을통하여1과제를선택

- 선택된과제를제출한센터에는별도포상실시

●경연일시: 폐막일(11/23) 오후 3:00 ~ 4:30 경연실시

○ 시상

- 분야별최고의 1팀상금 50만원지급(총 3팀)

이러한공학아이디어경진대회는 2012년 9월초공학

페스티벌실무운영가이드를배포한이후다음과같은

일정으로진행되었다.

경진대회결과
공푸배틀은 2라운드에걸쳐진행되었다. 전체참가자

중절반인학생 8명의 1라운드경합후, 나머지 8명의 2

라운드경합을진행, 1라운드우승자와 2라운드우승자

가최종대결을펼치는형태로최종경연이진행되었다.

1라운드우승자가청중평가단중 1인과의깜짝대결에

서패배하여, 1라운드우승자가교체되는해프닝이일어

나기도했고, 이는엄청난현장붐업으로연결되기도하

였다. ‘아톰 vs 태권브이’라는최종주제에대한 대결

결과아톰에대한지지발언을한인하대항공우주공학

과배종현학생이청중과다른참가자들이인정하는영



예의우승자가되었다.

FC 콘테스트는‘골판지로만든안락의자’, ‘폐현수막

과비닐로만든낙하산’ ‘나무젓가락을활용한투석기’

의총 3개의과제가주어졌다. 개막식종료후진행된오

리엔테이션에서세가지주제가공개되었고, 행사당일

아침에팀별추첨을통해제작할작품을결정하여, 총 5

시간에걸쳐문제해결을위한협의와작품제작이진행

되었다. 각거점센터별로 1명의심사위원을선발하여심

사단을구성하였고, 접전끝에아래와같이서울과기대

거점팀, 부산대거점팀, 전북대거점팀이각분야에서우

승을차지하였다.

공푸배틀및 FC 콘테스트에참여한학생들은경연결

과에약간의아쉬움을표현하면서도예년과달리자신

들이페스티벌의주인공이되었다는사실에굉장히만

족스러워하였고, 처음만나는각대학의팀원들과의협

력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대한경험이매우의

미있는일이었다며즐거워하였다.

성과및시사점
공학아이디어경진대회는프로그램에대한사전홍보

및참여대학의관심고취를위해공푸배틀주제풀및FC

콘테스트과제풀구성에많은대학들이참여할수있게

하고자노력하였다. 그결과 2012 공학교육페스티벌의

다양한세부프로그램중가장적은예산으로많은대학

과학생들이참여할수있었고, 자칫지루해질수있는

폐막일행사를엄청난호응속에서성황리에마칠수있

었다. 특히, 공푸배틀은친숙한주제로청중과참가자의

공감대를형성함으로써재미와붐업을동시에얻을수

있었고, 공학적지식외에감성적설득력을발휘하는융

합형인재의모델형성에기여할수있었다. 또한 FC 콘

테스트를통해전시회에참가한학생들의사기진작과

현장에서팀을구성하여, 성공적인팀워크로다학제간

복합적설계활동을성공적으로수행했을뿐만아니라

모집된설계주제들을일선센터에확산함으로써대학

의융합설계교육프로그램구성에도기여한바가크다

하겠다.

2013 공학교육페스티벌을향하여
금년은부산대학교거점센터를중심으로부산벡스코

에서 2013 공학교육페스티벌이개최될예정이다. 이를

위한추진위원회의가발족되어구체적인활동을시작하

고있으니, 2012년에비하여더욱내실있고, 발전된형

태의공학인의축제가될것으로기대한다. 공학아이디

어경진대회역시공학교육페스티벌의한축으로써더

욱알차고유익한프로그램으로변화시키길기대하며,

전국모든공과대학을위해창의·융합·개방형교육모

델의방향성을제시하고, 공대생들의, 공대생들에의한,

공대생들을위한프로그램으로정착시키고자한다.

미래로 비상하는 공학인의 원형경기장 - 공학아이디어 경진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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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정보화강국
방송및금융 6개사에대한대규모사이버공격발생

2013년 3월 20일오후 14시 05분,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은모방송사의인터넷홈페이지접속불가를

인지하고원인파악을시도한다. 관제요원들이해당사

전산실에쉴새없이전화통화를시도하지만연결은되

지않고, 다른대형방송사와금융사에서도서비스장애

발생이꼬리를물고확인된다. “은행계좌와연결된체

크카드결재승인불가”, “특정은행영업점단말기사용

불가”, “언론사기사작성서버장애발생”... 

14시 29분한국인터넷진흥원은유관기관들에금융및

언론사의연이은전산장애와사이버공격발생사실을

전파하고 37분이상징후발생기관들에출동하였으나,

각피해사의전산담당부서는서비스재가동을위해투

입되어, 원인파악조차쉽지않고, 14시 49분부터인터넷

을통해동시다발적으로사이버테러가능성이제기되기

시작한다. 

3.20 사이버공격과관련하여 집계된피해만48,000 여

대(서버, PC, ATM)에달하였으며, 피해사들의장애복

구가일주일이상소요됨에따라, 국민들이감내하여야

하였던불편은금액으로산정할수없을정도로컸다. 

우리나라의빠른정보화는국가경제성장의토대
우리는인터넷이라는범세계적규모의네트워크를

통해이메일, 정보검색, 메신저, SNS, 동영상감상등의

다양한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유선네트워크와무선

네트워크의구별없이언제나사용자가원하는시점에

원하는장비를사용하여데이터전송속도의제약없이

서비스를사용할수있는환경이현실화되어가고있다. 

국내인터넷의역사는 1982년 5월서울대학교와한국

전자기술연구소의컴퓨터간연결로부터시작했다. 그

이전에도컴퓨터간연결은있었으나현재인터넷의근

간을이루는 TCP/IP를기반으로 FTP, Telnet 등의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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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대응의 최일선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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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을사용하는네트워크가구축된것은처음이었

기때문이다. TCP/IP를이용한연결은세계유일의인터

넷사용국이던미국이군사기밀을구실로인터넷관련

장비판매를거부하는상황에서국내독자적인기술로

이루어낸값진성과로서, 이후우리나라는현재전국민

의 78%가인터넷을사용하는인터넷선진국으로성장하

였다.

한국의인터넷은미국에서1969년에ARPANET(Advanced

Research Projec Agency Network)의형태로인터넷이시

작된것에비해 13년정도늦었다. 그러나미국오바마

대통령이국정연설에서가정의 90% 이상이초고속정

보통신망과연결된한국을극찬하며, “어제의인프라를

유지하면서내일의경제를기약할수없다”고말할정도

로, 2000년이후한국의통신망은전세계적인산업발전

벤치마킹모델로평가받고있다.

사이버위협현실화와대응체계의변화
정보통신망의비약적인발전은국가의생산성이나국

민들의소득을향상시키는중요한토대를마련하였으나

, 우리나라는국가정보통신망의안정성을위협하는많

은사이버공격을겪어왔으며, 그에따라많은대책들이

만들어졌다. 아래표는최근 10년간발생한주요침해사

고들과정부에서추진한대책들을보여준다.

해커들의사이버공격이고도화·전문화됨에따라국

가의사이버위협대응체계와관련기술들도지속적으로

발전하여왔다. 초창기침해사고들은시스템의보안취

약점에대한조치와백신설치만으로도어느정도예방

이가능하였으며, 봇넷의출현으로침해사고가급격히

증가한도약기에도국가는인터넷망이상징후모니터링

을통한신속한대응을통하여침해사고피해를최소화

할수있었다.

그러나 2011년이후급격히증가한개인정보유출과

지능형지속위협(APT) 관련사고들은어느한부분에대

한보안성강화만으로는침해사고를예방하거나대응할

수없었다. 이번 3.20 사이버공격의경우에도피해기관

들에대한공격방법들이모두달랐으며, 공격에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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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 9개월이상으로추정하고있다. 또한공격경로

는해커시스템으로부터직접접속하지않고, 국내외수

십개의시스템들을공격경유지로악용하였다. 

무엇보다도최근의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이어려

운가장큰이유는공격기법때문이다. 해커는먼저공

격대상기업의보안취약시스템을찾아침투하고해당

시스템을통해사내망을관리하는주요서버까지장악

함으로써, 사내전시스템을공격가능하게된다. 이와

같은공격을예방하기위해서는사내전시스템에대한

보안성을강화하여야하며, 한개의시스템이해커에의

하여장악되더라도주요시스템에접근할수없도록사

내망에대한접근제어가이루어져야하며, 주요서버가

사이버공격에악용되지않도록보안취약점등에대한

철저한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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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인 피해내역 주요 정부 대책

1.25
인터넷 대란
(’03.1)

7.7 DDoS
('09.7)

3.4 DDoS
('11.3)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들
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사
이트를 DDoS 공격

악성코드에 감염된 11만5천여대 좀비PC
공격으로 총 36개사이트 접속 장애 발생
및 하드디스크 파괴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
-국내 ISP의 인터넷망 연동구간에 DDoS 대응시스템
확대 구축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DDoS 사이버대피소서비스
구축

-좀비PC 대상 감염사실 안내 및 전용백신 보급을 위
한 사이버치료체계 구축

웹하드 서비스 이용을 통해 악
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들이
주요 사이트를 DDoS 공격

1만 6천여대의 좀비PC의 공격으로 총
40개(정부, 공공기관, 금융, 포탈 등) 사
이트 접속 장애 발생 및 하드디스크 파괴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3선 방어체계 도입을 통한 공
격 트래픽 단계별 탐지·차단
※ 국제관문국·인터넷연동망↔인터넷서비스사업자

(ISP)↔기업·개인
-주요 핵심 시설에 대한 백업센터와 재해복구 시스템 확
대 구축

-사이버치료체계 제공 범위 확대
※전체 1,722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 1,192만명
(69.3%)에게 팝업공지

농협 해킹
('11.4)

전산망 유지보수 협력업체 직
원의 노트북이 악성코드에 감
염되어 정보 유출 및 주요 서
버 파괴 도구로 악용

해커는 7개월에 걸쳐 내부망 구성과 패스
워드 등을 수집하고 서버의 모든 파일 삭
제를 시도하여 농협 전산망 파괴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IT 보안에 대한 CEO의 역할 및 책임 부여 및 정보
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의무화

-정보화대비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의무화

-망분리 등 접속경로 통제 및 고객정보 관리 강화
-IT 아웃소싱 관리 강화

3.20 
사이버공격
('13.3)

악성코드를 사내망 소프트웨어
배포서버의 업데이트 파일로 위
장하여 사내에 일괄 배포하고
시스템을 파괴

방송·금융 등 6개사 4만8천여대의 서버
, PC, ATM 등에서 사내PC 부팅 불가,
금융서비스 장애 등의 피해 발생
※피해액 8,000억원 이상 추산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 담당

-사이버위기 상황 조기경보·전파체계 점검·보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및 기반시설 인터넷
망 분리제도 시행

-’13년 상반기중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수립 및
하반기 본격 시행

슬래머웜에 감염된 MS SQL
서버가 DNS 서비스를 과도하
게 요청하여 서버 과부화

불과 수십분만에 전세계적으로 7만5천대
의 시스템이 감염되었고, 이중 약 12%에
해당하는 8천8백여대가 국내에서 감염되
어 인터넷 접속 장애 또는 접속지연 발생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국가사이버위기관리 매뉴얼
제정>
-보안패치 및 백신업데이트 등 정보보호활동 생활화
-국제회선 장애로부터 국내 DNS 보호를 위하여 루트
DNS 국내 유치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설립 (2003. 12.
17)
•인터넷망 이상징후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버위협 조기
대응체계 구축

표 1. 주요사이버공격관련정부의대책



고도화된사이버위협에대한미국의대응방향
고도화·전문화된사이버공격이사회기반시설에큰

위협으로대두됨에따라, 우리나라뿐아니라세계각국

은사이버보안을국가안보의개념으로확장함과동시

에대응체계강화에힘쓰고있다. 그내용은사이버위협

을탐지하여국가차원에서신속히정보를공유함으로

써피해확산을방지하는것을주요추진사항으로한다. 

초창기의사이버공격들이비교적복잡하지않고공

격대상서버에직접적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보안취

약점제거및백신을통한악성코드제거만으로도큰효

과를거두었다. 그러나현대의사이버공격은보안이취

약한단한부분의노출만으로도망전체를위험하게만

들기때문에향후사이버위협에대한대응은어느한부

분에대한사이버공격이성공하였다는가정하에이루

어져야한다. 즉, 특정사이버공격으로인한한부분의

피해가동종시스템을이용하거나동종서비스를제공

하는기관으로확산되지않도록선제적인대응이이루

어져야한다.

금년 3월 12일미국오바마대통령은 2기임기첫국정

연설에서사이버공격에대비한국가안보를강화하는

내용을발표하였으며, 같은날오전에는주요사회기반

시설을겨냥한사이버위협에대처하기위한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3636)을발동하였다. 행정명령의주

요목적은기업의자발적인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사

이버위협정보를실시간으로공유할수있도록사이버

보안서비스프로그램을확장하는것으로, 그동안방위

산업에제한되어있던기본정보공유를다른분야에적

극적으로개방한다는방침이다.

이와관련하여오바마행정부는사이버위협의기밀

성을주제별로분류하고미국기업에사이버공격정보

를제공하는정보공유프로그램을만들것을각정부기

관에요구하였으며, 강력한사생활보호는물론시민의

자유를기반으로한공정정보이용규칙(Fair Information

Practice)을준수할것을지시했다. 또한사이버보안프

레임워크개발을미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요청

하였으며, 국토안보부가기업들의사이버보안프레임워

크채택증진을위해자발적인프로그램을수립하고규

제기관들이현재사이버보안규제의효과성에대해평

가할것을지시했다.

미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기업·정부·연구소종사

자들이참석하는“사이버보안프레임워크워크샵”개최

를통해기업에서운영하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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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대응의 최일선 현장에서

표 2. 사이버위협에따른요구기술의변화
시기 주요 사이버 위협 주요 공격 대상 대응 전략 주요 대응 기술

초창기 웜·바이러스, 단순 해킹 이용자 및 기업 대응 지원 •보안 취약점 패치
•백신 개발
•인터넷망 이상징후 모니터링

도약기 좀비PC, DDoS 공격 정부 및 기업 피해 최소화 •DDoS 공격 대응
•좀비PC 치료체계 

성숙기 개인정보 유출 기업 사전 예방 •암호화
•망분리 및 접근제어
•시큐어 코딩

성숙기 지능형지속위협(APT) 사회 인프라 선제 대응 •내·외부망 보안관제
•침해사고 정보공유



버보안프레임워크개발과관련한요구사항들을수렴하

였으며, 수렴된요구사항들을분석하여홈페이지에게

시하는등의방법을통해기업들이준용할수있는사이

버보안기준을개발하고있다.

미국의이러한사이버보안강화를위한노력은 2009

년오바마정부출범부터백악관이주도하여왔으며, 동

년 12월임명된하워드슈미츠(Howard A. Schmidt) 사

이버보안조정관주도로개발되어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에의해 2011년 8월부터추진된국가사이버보안교육

계획(NICE, 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

에의한정보보호인력양성이있었기때문에가능하였다. 

국가적사이버위협대응체계강화를위한우리의과
제 3.20 사이버공격이후우리나라는전국가적사이버

위협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한국형사이버아이

언돔구축을추진중에있다. 

아이언돔(Iron Dome)이란이스라엘의미사일방어시

스템으로하마스등가자지구중동무장조직의로켓발

사를 90% 이상막은것으로알려져있으며, 이스라엘재

무장관은지속되는국방관련해킹공격에같은개념의

사이버방어시스템을구축하여 4400만여건의공격을

단한건만빼고막아낸것으로알려져있다. 아이언돔의

기본원리는적이발사한포탄이레이더에탐지되면관

련데이터를전투지휘통제소에전송하고, 지휘통제소가

전송데이터를분석하여미사일을발사함으로써적의

포탄을제거하는체계이다.

우리나라에구축될한국형사이버아이언돔의세부

내용은아직확정되지않았으나, 한국형사이버아이언

돔은「국가-통신사-기업·개인」의 3개계층에서단계별

로협력하여사이버공격에대응하는협력방어체계로

구성될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방어체계의구축과성

공적인운영을위해서는아래와같은제반요건과기술

들이필요하다.

주요기업및기관들의대응체계구축
현재국가·공공기관은사이버공격발생시대응할

수있도록보안관제센터설치·운영이의무화되었으나,

민간기업들은아직보안장비및관제센터등의설치의

무대상이아니다. 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민간기업

들에대한사이버위협대응체계강화를위해서는일정

수준의사이버위협대응체계의무화와표준화된보안

프레임워크제공이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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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국가사이버보안교육계획주요내용

목 적 국가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이버보안 교육프로그램을 책정한다.
프로그램은 다음 4가지 측면에서 구성한다.
Awareness: 국가 사이버보안 의식향상 (국토부 주도)
「Stop. Think. Connect」캠페인, 10월에는 정보보호의 달 제정 등 일반인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Education: 공적인 사이버보안 교육 (교육부 및 전미과학재단(NSF) 주도)
유치원에서 고등교육, 직업프로그램까지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정부기관에 기능인력을 공급한다.

내 용 Federal Workforce Structure: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 (국토부 주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업무와 취업, 캐리어패스 등을 정의한다.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교육과 전문능력 개발 (국토부, 국방부가 주도)
산학연 협력아래 기존 연방정부의 전문인력 강화훈련 및 전문능력개발을 실시한다. 분야는 일반 IT이용, IT인프라, 관리, 보호, 법집행
및 대응활동 보고, 사이버보안 운용의 영역을 포함한다.



국가차원의사이버위협정보실시간공유
현재각기업및기관들이이용하는상용보안제품들

은탐지패턴및결과의형식이상이하여, 이기종기기간

통신및분석이용이하지않다. 국가차원에서계층별·단

계별대응을위해서는사이버위협정보의실시간공유

및통합분석이가능하도록하는기술개발이필요하다.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현재우리나라에는침해사고에대응할수있는전문

인력이 200백명규모로알려져있다. 그러나각단위기

업들에서사고대응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많은

중급이상의정보보호인력이요구됨에함에따라, 정부

에서는 2017년까지 5,000명의화이트해커를양성하기

위한계획을수립하고있다.

빅데이터분석과사이버위협프로파일링기술
그러나이러한전국가적사이버위협대응체계가구

축된다할지라도, 국가에서발생한사이버위협에대한

정확한판단을할수있어야만효과적인대응이가능하

다. 전국가적으로발생하는사이버위협이실시간으로

전담기관으로송신될경우, 그막대한양의데이터들의

신뢰성을분석하여단위사고발생을판단할수있는기

술과발생한사고들을프로파일링하여사고간연관성을

분석할수있는기술개발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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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지구촌의행복을위한과학기술자들의행보에는국경

이없었다. 지난 5월 3일, 서울대학교에서는빈곤한국가

에서과학기술로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노력을아끼

지않고있는과학기술자들그리고봉사단체들의경험

나눔의자리가펼쳐졌다.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가주

최하고‘개도국과학기술지원활동보고대회’라는명칭

으로 3회째를맞는금번행사에서는지난 1회, 2회행사

에서논의된개도국과학기술이란무엇인가?라는담론

의차원을넘어, 개도국에맞는기술을연구·개발하고,

교육적으로확산시키며, 현지인들이실질적으로체감할

수있는소득증대를통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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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영역까지의논의가진행되었고경험을나누는자리

로마련되었다. 본고에서는이날발표된보고내용중, 개

도국지원기술로서의적정기술에대한연구·개발및보

급프로세스와고려사항그리고글로벌인재의패러다

임전환에대한내용을요약하여다음과같이소개하고

자한다. 

2. 개도국과학기술지원활동보고내용
2.1 적정기술연구·개발프로세스 (김만갑교수, 몽골

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자들의주된영역은연구·개발과현장적용

을통한기술의작동가능성평가일것인데, 적정기술이

현지에서올바르게작동되기위한연구개발프로세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국내 적정기술품제 1호인 ‘G-

Saver*'를개발한김만갑교수(몽골과학기술대학종신

교수)의몽골과캄보디아에서의적정기술활동에대한

발표로답을얻을수있었다. 김만갑교수는일반과학기

술의연구개발과유사한프로세스를설명한듯하였으나

, 다르면서도중요한요소로기술수혜자들을이해하는

것이선행되어야하는것을강조하였으며, 현지와현지

사람들에대한충분한이해의부족으로오는기술의부

작용에관하여언급하였다. 한마디로, 김만갑교수는적 정기술은’현지의이야기로부터오는기술‘이라고정의

하였다.
*G-Saver : 몽골인들의 전통주택인 게르에서 혹한기에 내부난방효율
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축열기

적정기술이현지에안착되는것은시간과열정의문

제임도빼놓지않았다. 수없는시행착오를통한기술수

정과단위기술간병합과해체라는끊임없는노력이병

행되어야하며, 현지인들이기술을받아들이기까지의

쉼없는소통과교육을통하여기술의유지와지속가능

성을답보할수있다는것이다. 이렇듯개발자의인내가

수고가수반되는기술이고기술수혜자들을먼저고려

하는기술이기에적정기술을‘따뜻한기술’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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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적정기술 연구개발 프로세스

그림 3. 곡물건조장 활용

그림 2. 곡물건조장 시설구축(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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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이다.

그동안적정기술의주된행위자들은개발협력NGOs,

개도국지원연구그룹, 개인, 봉사단체들이었다. 이제는

적정기술이 국가가 함께하는 기술로 변모되고 있다.

2013년적정기술은창조경제의국정과제의하나로채택

되어정부단위에서보다체계적인연구·개발및보급

지원을할전망이다. 이에적정기술관련전문가들은단

기적인프로젝트성의기술지원을넘어장기적이고통합

적인기술지원프로그램으로정책발전을희망하고있다.

2.2 적정기술, 기업이 참여가능한가? (박병주 연구원,

LG전자친환경적정기술연구회)

적정기술은기업에게매력적인기술일까?에대한물

음은과학기술학도들의관심을받을만하였다. 이에대

하여 LG전자의박병주연구원(LG전자친환경적정기술

연구회)은‘현재의빈곤한국가가향후 5년, 10년후에도

여전히빈곤할것인가?’에대한역물음으로답하였다.

개도국은국가마다편차는있으나, 성장을위하여점점

나아가고있으며, 기업은이를끊임없이주시할수밖에

없고, 그들을향한기술개발에촉수를뻗을수밖에없다

는것이다. 즉, 개도국이도움을받는존재로만지속적으

로남아있지는않을것임으로고객으로위치재정립이

되어갈것이라는전망을포함한언급이다. 또한, 적정기

술과기업그리고개도국이라는 3자구도에서기업형태

의다각화를말하기도하였다. 우리들이떠올리는유수

대기업뿐만아니라, 보다개도국적합성이높은형태의

소규모기업과이윤창출과가치창출그리고그분배가

보다합리적인기업의형태를고민할때, 적정기술이기

업과맞닿는면이많아질것이라는것이다. 

2.3 적정기술연구·개발과보급, 직업의동인 (김솔연

구원, AQUA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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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박병주연구원발표

그림 5. LG전자친환경적정기술연구회 아프리카 기술봉사(사진:
SBS희망TV)



적정기술연구그룹에서봉사그룹으로그리고결국소

득창출모델까지고민하는기업으로발전시켜개도국에

서활동하는사례역시만날수있었다. 미국MIT학생들

이중심이되어결성된 ‘Aqua’는 ‘Aqua W'로발전하여

탄자니아에정수기를보급함으로써지역개발을도모하

였던연구봉사활동그룹에서보다참여적이고이윤환원

적인사회적기업형태의활동을펼치고있다. 탄탄한기

술연구개발과봉사를통한현장적용과따뜻함의실천을

바탕으로훌륭한개도국지원과학기술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것이기대된다. 이렇듯개도국의과학기술로의

지원활동은우리젊은과학도들이걸어가도좋을만한

직업적길을열어주고있음으로앞으로많은관심과참

여를호소해볼만한분야인것이다.

2.4  이제세상은착한인재를기다리고있다 (김정태이

사, 사회혁신투자컨설팅MYSC)

불과몇해전만해도우리젊은인재들이가장선호하

는직업군으로UN을비롯한국제기구단원이었다는직

업통계자료를김정태이사(사회혁신투자컨설팅MYSC)

는발표를통해언급하였다. 우리젊은이들의재능과노

력그리고열정을보다넓게발휘할영역으로세계를꼽

고있다는측면에서글로벌인재육성의성과라고볼수

있겠다. 그렇다면보편적으로인식하는것처럼글로벌

인재가되기위해서는스펙이중요한가?에대한물음에

김정태이사는‘세계가원하는인재의패러다임’이바뀌

고있음을지적하면서, 스펙지향적인인재가아닌기본

적인스펙과경험을소유한 ‘착한인재’가세상을바꿀

것임을말하였다. 세상의다수를차지하는빈곤국가로

향하는인재는빈곤에처한사람들을이해하는무겁고

어려운작업을소중하게받아들이면서그들을배제하지

않고활동하는인재이며, 결국그러한인재들이 '공존‘이

라는철학을실현할수있다는것이다. 

적정기술은단순하고실체적인몇가지질문으로시

작하여도답은기술전문적이고철학적으로맺어진다. 이

는적정기술이기술성숙도를대변하기도하며, 빈곤의

경계를넘어서는기술이라는철학적함의를갖고있기

때문일것이다. 적정기술이모두선순환작용만한다고

는감히말하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글로벌이

슈에가장참여적인기술로서‘인류공존’을위한기술임

에대한희망은저버릴수없다.

기술은인간이만들어가는것임으로‘적정기술에대

한희망’이란결국‘인간에대한희망’을의미하는것일

것이다. 국경없이활동하는과학기술자들, 그희망의길

을가는이들이더욱많아지길기대해본다. 

3. 맺음말
개도국지원을위하여또는소외된사람들을위하여

연구·개발되고보급되는기술은현재, 가장보편적으로

제 20권 제 2호·39

개도국 과학기술지원활동‘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보고대회 소개 

그림 6. AQUA W의 현지상황 맞는 정수관리 시스템 설명

그림 7. 세계가 원하는 인재 패러다임 전환 (김정태이사)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라는용어로불리

고있다.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주최로진행된‘개도국

과학기술지원활동보고대회’는개도국을향한기술을

논하였다는측면에서‘적정기술’에대한전문적인활동

의경험을나누는자리였다고할수있겠다. 

적정기술이Low Tech인가?에대한질문은더이상나

오지않았다. 적정기술은기술의다양한경험과기술수

혜를받을지역민들의문화와전통, 생활양식그리고사

고체계와물리적인환경까지를고려하여입체적으로연

구·개발되어야하는기술이다. 따라서, 개발자와수혜자

의 유기적인 소통이 선제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Low

Tech이냐High Tech이냐를다투는기술이아닌융합기

술(Convergence Technology)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인문학적관찰을통한과학기술R&D, 사용자의인지행

동을고려한디자인과결국은소비재로서의가치창출을

위한디자인적고려를아울러야하는기술이기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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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학교육학회 홈페이지 안내

한국공학교육학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학회는 공학교육의 발전과 공학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학술단체로써 공과대학, 산업체, 연구소, 관련 정부부처의 관심 인사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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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협 

인제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
icjhlee@inje.ac.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팀장 (책임연구원)
현) 인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통신망 설계, 네트워크 최적화, 네트워크 이동성

스마트하고 열정적이면서 책임감 있는 공대생을 만들기 위한

Steve Jobs Project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유치로
공학교육의발전과혁신선도
인제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Inje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IICEE)는

2011년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NGR(차기정기평가)

을통해우수성을입증받은공학교육인증제도를보

다효율적으로운영하고, 2012년새롭게선정된「2단

계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의성공적인사업추

진을위해, 지난 2004년설립된인제공학교육연구센

터를확대·개편하여설립되었다.

본센터는대학을졸업한공학인력의기술수준과산

업현장의요구수준사이의격차를해소하고, 공학교

육의글로벌경쟁력제고와함께학제간현장·창의

·융합형교육을통해우수한공학인재를양성한다

는목표아래‘스마트하고열정적이면서책임감있는

공대생을만들기위한 Steve Jobs Project’라는슬로건

을설정하고목표달성을위한액션플랜으로공학교

육인증제운영뿐아니라 36개세부프로그램을구성,

운영해나감으로써인제대학교공학교육의발전과혁

신을선도하고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의첫해인 2012년에는

기구를설립하고규정을제정하는한편, 각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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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구성하는등공학교육혁신을위한여러가지기

반을조성하는데중점을두었다. 또한현장, 창의, 융

합형 36개세부프로그램에대한로드맵을구성해

체계적인운영을위한초석을다졌다.

그결과 2012년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연차

평가에서‘매우우수대학’으로선정되는영예를안

으며, 인제대학교공학교육의발전과혁신을위한

힘찬도약을시작했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공학교육으로 내실 있는
공학교육인증제운영
인제대학교는지난 2004년부터공학교육인증제를

도입하여, 창의적인공학교육과현장실무형교육을

제공하기위한연구과교육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

있다. 또한지속적인평가관리와교육개선을통해

내실있는공학교육인증제가운영될수있도록다양

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현재인제대학교공과대학은전문기계자동차공학

프로그램, 전문전자공학프로그램, 전문정보통신공

학프로그램, 전문컴퓨터공학프로그램, 전문나노소

자공학프로그램, 전문토목공학프로그램, 전문시스

템경영공학프로그램등 7개전문프로그램이공학교

육인증제를운영하고있으며, 2011년한국공학교육

인증원의차기정기평가(NGR평가)에서우수한성적

의평가를받았다.

특히2013년한국공학교육인증중간방문평가에서

는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이수하는학생들이지

도교수와의수강상담및학기말상담을의무적으

로받도록하기위해‘전공지도’ 교과목을도입하고

이를인증필수로지정하여지속적인학사관리뿐

아니라취업지도등을수행하는학생상담및지도

시스템의운영과선후수교과목관리의전산시스템

도입과우수한공학인증학사관리, 혁신사업과연

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등에서우수한평가를

받았다.

다양한형태로특화된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
인제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

36개프로그램들은현장, 창의, 융합및기반프로그

램그룹에각각 9개씩의프로그램들로나뉘어져있

다. 이는현장교육, 창의교육, 융합교육및공학인증

을위한기반교육들이어느한쪽으로편중되지않

도록균형을맞추어구성되어있다. 

이들중에서대표적인프로그램이캡스톤디자인프

로그램과현장실습프로그램이다. 본센터에서는현

장교육을위한교육의장으로부산, 경남등동남권에

위치한기업들을그대상으로하였다. 특히인제대학

교가위치한김해지역에는 6000여개가넘는많은기

업이있지만그중85%이상의기업이연매출50억이

하의중소기업이고 2∼3차협력업체들이어서학생들

의선호도가낮아본교졸업생의 8% 정도만이김해

및인근지역에취업하고있는실정이었다. 그러나연

매출 100억이넘는기업도 450여개나되고기술력을

갖춘기업들도많이있기때문에이러한우수기업들

과학생들과의공동협력프로그램을통해상호간의

인식개선노력을진행한다면자연스럽게우수졸업

생들의지역기업으로의진출비율도증가할것이고

이는지역산업의발전으로도 이어질수있다고판단

하여김해지역중심의동남권기업들과의협력프로

그램구성에공을많이들였다. 이를위해김해중심의

동남권 기업들로 하여금 INFACO(INje FAmily

COmpany : 인제산학협력가족회사) 가입을유도하

였으며, 현재600여개의 INFACO가입기업체들을중

심으로공동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및현장실습프

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은공대생들의창의적역

량을강화하고, 종합적인사고를통한설계능력을

배양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공학인증을시행하는

대학에서는교과목으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이

다. 본센터에서는교과목으로운영하고있는캡스

톤디자인과별도로다양한형태의캡스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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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우선, 김해중심의동남권산업현장의수요를반영

하고현장실무를통해얻어진문제를해결하기위

해 INFACO기업과공동으로진행하는 INFACO중

심산업체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 현장실습과연

계하여기업체와함께추진하는현장실습기반캡스

톤디자인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으며그밖에도

창업아이템을주제로진행하는창업연계형캡스톤

디자인프로그램과다학제간협력, 융합교육을지향

하는융합형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 그리고다양

한전공의동아리들이팀을이뤄프로젝트를진행하

는융합형동아리프로젝트등의다양한프로그램들

을운영함으로써현장, 융합, 창의를아우르는캡스

톤디자인프로그램참여를통해학생들의실무능

력이더욱향상될수있도록하였다. 

특히본센터에서는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추진

형태에따라기업체멘토의참여, 디자인및경영컨

설팅지원, 창업교육프로그램추진및지원등각각

의형태에맞춤형지원프로그램을접목함으로써결

과물의완성도를높일수있도록하였다. 또한 2012

년제1회인제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를개최하

여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의결과물들을교내외학

생및기업체에본사업의성과공유및확산을도모

하였으며본경진대회에서대상으로선정된 ‘다기

능 Super Probe(전자공학과황태경외 2명)’는전국

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에서특별상을수상하기

도하였으며, 현재이작품은특허출원까지진행된

상태이다.

2013년에도작년보다규모를확대하여총 22개팀

이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으며, 학생들의톡톡튀

는아이디어와열정으로만들어진다양한작품들을

기대하고있다.

인제산학협력가족회사 (INFACO)와함께하는
내실있는현장실습
본센터에서는현장실습프로그램을통해기업에

서필요로하는현장실무형인재를육성하고있으

며현장실습기관의다양화를위해 INFACO가입기

업체들을비롯해각학부(과)와협력을맺고있는기

업체뿐아니라정부출연연구소등과도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있다.

2012년에는본센터뿐아니라취업진로처의현장

실습지원센터, 산학협력단, 교육역량강화사업단이

공동으로현장실습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특히사

업첫해인만큼현장실습학점인정제도마련, 현장

실습사전교육과중간점검, 현장실습결과보고회

등내실있는현장실습이되도록로드맵수립에노

력하였다. 2012년현장실습프로그램에는제일전

자공업, 세진이앤드티, 대흥알앤티, 게스템프카테크

와같은 INFACO기업들과삼성생명, 신성델타테크,

퓨트로닉등의개별학과협력기업뿐아니라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같은정부출연연구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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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형태의기업들이참여를하였으며, 고학년

들의경우현장실습후취업까지연계하는형태의

기업들도있었다. 방학중현장실습프로그램이단

순히방학기간중학점을받기위한형태로만활용

될경우, 현장실습을시행하는기업체에서도형식적

으로운영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참여한학생들이

해당기업체에취업으로까지이어질수있도록하기

위해캡스톤디자인연계현장실습, 취업연계현장

실습등의다양한형태로운영하고있으며, 본센터

설립첫해부터현장실습과연계된취업실적을내

고있다.

이와더불어 INFACO협력네트워크강화프로그

램도진행중인데이는 INFACO기업들의의견을수

렴하고, 재직자전문기술교육을실시하며, 기업과

의공동R&D사업및이를통해기술이전을활성화

하는등 600여개의인제산학협력가족회사와긴밀

한산학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다양한프로

그램들을진행하고있다.

공과대학학생을위한맞춤형취업특화트랙
공과대학학생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의모든목

적이취업은아니지만, ‘취업’의중요성을빼놓을

수없는것이요즘추세이다. 이에공과대학학생들

이자신의적성과잘맞는기업에보다더용이하게

취업하는것을돕기위한공학교육혁신센터의노력

도꾸준히이어지고있다.

취업역량강화지원프로그램은인제산학협력가

족회사참여기업들의기업정보와취업정보를학

생들에게제공해학생들이주변기업들의상세정보

를손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여취업률을향상시

키고, 공대생들을위한취업서류작성및면접방법

을알려줌으로써공과대학학생들의취업역량을강

화하기위해구성한프로그램이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김해및동남권지역에도

공과대학졸업생들을희망하는우수한기업체들이

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정보가학생들에게제대

로전달되지못한측면이있고또그로인해수도권

으로만진출하려는학생들이많아져 70% 중반대의

높은공대취업률에비해지역기업들로의취업률은

10%미만수준을보이고있다고판단하여, 이를해
<현장실습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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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위한방안중하나로본센터에서는센터홈

페이지를통해전국적인취업정보뿐아니라우수

한지역기업들의취업관련정보들도꾸준히제공하

고있으며이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공대맞춤형취업특화트랙을개설하여

인성교육, 취업전략수립및채용시장분석, 기업탐

방및취업박람회참여, 이력서및자기소개서등의

취업서류작성교육, 올바른면접기법훈련및모의

면접프로그램등공대생들의취업경쟁력강화를

위한집중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외에도각학과별취업준비특강과기업설명회

개최, 공학페스티벌내채용박람회참가지원등취

업률향상을위한다양한노력들을기울이고있다.

E-MBA 공학-경영학과정을통해공학도에게경
영마인드확산
공학기술을기반으로생산되는제품은경영활동

의가장중요한핵심이며공학적지식을기반으로

제품의혁신이이루어지고, 이러한혁신적제품은

효율적인경영을통해기업의이익을극대화할수

있다. 지금까지의공과대학학생들은자신의전공분

야지식만있으면된다는생각으로경영관련지식을

체계적으로쌓는것에대해서는어느정도등한시

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현재의기업에서는공

학이라는한분야의전문가보다는마케팅, 경영, 관

리, 회계등다양한분야의경영관련지식을겸비한

융합형인재를선호하는형태로바뀌어가고있으며

이러한시대적흐름을반영하기위해본센터에서

마련한프로그램이E-MBA공학-경영학과정이다. 

E-MBA공학-경영학과정은공과대학학생들만을

위한특화된경영학교육과정이며공대생들에게경

영에대한기본적인지식을제공함으로써기술혁신

을통한제품생산이기업경영에미치는상관관계와

효과를제시하고공대생이가져야할기본적인경영

마인드를함양하고자신설되었다. 

경영학의핵심이되는 5개의과목을공대생들에

맞도록개발하여공대생들만이수강할수있도록운

영함으로써 100% 공대생맞춤형경영교육이될수

있도록하였다. 5개의과목중필수과목을포함하여

4개를이수한경우에는공학교육혁신센터장명의의

수료증을발급하여취업에도활용할수있도록하고

있으며올해부터수료를마친학생들이배출될예정

이다. 2012년부터시작된이프로그램에참여한학

생들의만족도는매우높으며이는그동안학생들

이이러한프로그램을희망하고있었다는것으로이

해가되며조금일찍부터시작이되었다면더좋은

효과를거둘수있었을것이라는생각이든다. 

그밖에도다양한융합교과목운영을통해학생들

의지식의폭을넓히고자노력하고있다. 그중하나

인융합형프로젝트활성화프로그램은한분야의

전공지식뿐아니라학제간의폭넓은지식과경험

을지닌인재를양성하고자융합형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또한융합신기술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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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께운영중인데이는최신융합신기술에대한

교육트랙을개발하여운영함으로써신기술에대한

이해를높이고, 공대생들이공통으로수강할수있

는융합형교과목을개발해개방형교과목으로운영

함으로써융합교육에대한마인드를조성하기위한

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이번 2013년도에는 ‘생명과학’이라는융합형전

공교과목을개설하여생명과학이라는기술중심에

생명공학과법, 생명공학과경제, 생명공학과윤리

등생명과학과직접적으로연관된다른전공주제들

을학생들이접할수있는기회를갖게하기도했다. 

WISET 사업단, 취업진로처, 산학협력단사업과연
계한시너지효과기대

인제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는전문적인교육과

내실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교내산학협력

단, 교육역량강화사업단, WISET경남지역사업단과

함께다양한공동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부산, 경남지역동남권기업체들의산학협력업무

를전담하며, 인제산학협력가족회사(INFACO)를관

리하고있는산학협력단과는 INFACO맞춤형취업

데이타베이스구축, 다양한형태의현장실습, 산학협

력중점교수활용, INFACO재직자재교육등을공동

추진하여기업들과의산학협력관계형성에기여하

고있으며, 취업진로처와는특허와창업교과목운

영, 인제창업아카데미를통한창업에대한전문교

육등을공동실시하여창업마인드고취및활성화

를위한노력을함께하고있다. 또한WISET경남지

역사업단과는여성공학도의경쟁력강화를위한교

육및연구프로그램을공동추진하여여학생취업

진로캠프운영, 교수워크샵및멘토링데이행사참

여등여성공학인력의역량및캐리어개발을위한

다양한교육들을지원하고있다.

공학봉사「창의충전소」, 한동대설계캠프등거점
사업과의활발한참여및교류

인제대학교는동남권거점사업을주관하고있는

부산대학교를비롯해한동대학교등거점참여대학

들과도활발한프로그램교류를진행하고있다.

거점참여대학들의경우, 지난 1단계사업을통해

서다듬어진내실있고알찬교육프로그램들이많

고타대학들에게도개방된프로그램들이많아, 본

교학생들에게타대학프로그램참여를적극권유

하고홍보해나가고있으며, 또한학생들이단순참

여가아닌동기부여를통한학습이되도록하기위

해, 사전오리엔테이션을실시해각프로그램의취

지와내용을설명하는한편, 참가후수기발표회를

통해다른학생들과의경험공유등의성과확산도

도모해왔다.

그결과, 인제대학교참가학생들은거점사업에서

두각을드러내며우수한성적을거두었는데특히,

지난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한동대학

<생명과학 융합형 전공 교과목 운영 수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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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공학교육혁신센터가주최한 "제5회소외된 90%

와함께하는공학설계아카데미"에서는참가학생

들이대상과우수상을수상하며탁월한공학설계

능력을인정받았다. 이외에도부산대거점사업인

「Engineering in여수세계박람회」, 「STAR TRACK」,

인도네시아해외공학봉사「창의충전소」등에서도

인제대학교학생들이우수한성적을거두었으며, 참

여한학생들의프로그램만족도또한높게평가되었

다. 이와같은타대학우수프로그램에대한적극적

인참여는더많은학생들에게더좋은경험을많이

할수있도록한다는측면에서더욱확산되어야할

것이라고생각한다.

결론
2012년 2단계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을시작

하면서본센터에서는현장, 창의, 융합교육분야중

그어느하나도미루거나포기할수없는분야라고

판단하였으며, 가능한많은학생들이이러한교육

분야와관련된다양한프로그램들에참여하여공학

인증프로그램기반의교과목만으로는접하지못한

또다른경험들을할수있도록노력을경주하고있다. 

1차년도에는인제공학교육혁신센터를설립하고

36개의세부프로그램추진을위한제도마련및절

차를수립하는데시간과노력이많이소요되었으며,

학생들의경우는처음접하는프로그램들이생소했

던관계로본센터에서추진한세부프로그램에대

한참여가충분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그러나올해 2차년도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 1차

년도보다더적극적인학생들의참여가눈에띄는

점은고무적이라고할수있다. 본사업이실질적인

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더욱많은학생들이다양한

프로그램들에참여할수있는장을만들어야주어야

한다고생각하며, 이를위한재정적인지원또한더

욱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공과대학학생들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과공

학교육인증제가더불어진행되면서동남권대학들

은물론타지역대학들의우수사례들또한서로공

유하고, 의견교환을할수있는기회들이더많이만

들어져공학교육혁신센터를중심으로우리나라의

공학교육이한층더발전되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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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과학기술공학사회를 
대비하는 STEAM교육  

1. STEAM교육은융합시대대비한필연적탄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2월 17일청와대에서의‘2011년업무계획’ 보고에서창의적인융합인재양성을

위한초·중등STEAM교육을강화하겠다고발표했다. 그리고이에따른교육과정의개발, 교사학생현장연수

체험프로그램을제공하고미래형과학기술교실과수업모델을개발을추진한다고발표하였다. 

여기서핵심적인용어인 STEAM교육의뜻은과학의 science, 기술의 technology, 공학의 engineering, 예술의

arts그리고수학의mathematics의각첫글자를의미하는것이다. 즉, 창의적인과학교육을위해서는과학, 기술,

공학및예술이연계된형태및융합을기반으로하는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으로패러다임의변화이다. 

이런과학교육에새로운패러다임의변화의필요성은우리만이논의되고있는것은아니다. 몇년전부터이

미전세계의모든분야에서가장핵심적인주제로논의되고있고특히선진국에서는과학교육에서수십년만

에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교육으로의대폭적인개혁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

다. 이 STEM교육이탄생하게된배경을미국의과학교육에서찾아볼수있다. 2003년미국청소년들이OECD

에서주관하는학업성취도평가인 PISA에서다른선진국청소년들에비해수학· 과학분야에서아주낮은성

적을기록하였다. 이에미국의국가과학위원회에서과학기술관련전문가24명으로구성된테스크포스팀을결

성하였다. 드디어는 2007년 10월에미국국회에서STEM교육에대한행동계획을제시하게된것이다. 

초·중등과학교육은미국, 일본, 한국이던간에실제수십년동안그과학교과서내용이나구성에서거의변

화가없었다. 그러나그사이에과학·기술·공학에대한발전은그야말로엄청난변화가있었다. 그런데과학

교육에서이런변화를따라가지못하고수십년간같은내용과개념으로일관되어왔으니, 최근다양한첨단과

학기술제품들에익숙한청소년들이이런과학교육에흥미를잃는다는것은당연한것이라할수있고, 또한초

·중등과학교육에의한창의성함양에도많은문제점을노출하고말았던것이다. 특히기업은최근에글로벌

융합기술사회로바뀜에따라이급변하는사회환경에대응할수있는인재에대한요구가거세지고있는데초

중등및대학교육은현실성이없는과학교육만을하고있다는불만을터트리고있다.

과학교육은현재를대비하는교육이아니라, 이들이졸업후사회에나가서활동할미래를예측하게하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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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대비하게해주는교육이되어야하는것이다. 따

라서여러석학과미래학자들의말들을귀담아들을

필요가있다. 그들이종종그리고공통적으로언급하

는용어들은바로융합, 창의성, 세계화, 스피드, 소통,

공감, 의미, 디자인, 인성, 감성, 기후변화, 스토리텔

링등이다. 그리고 2002년미국과학재단이제시한미

래의인간수행능력을위한융합기술로나노과학기술,

생명과학기술, 정보과학기술및인지과학기술의네

가지를들었다. 그런데 2004년유럽연합에서제시한

유럽의지식사회를위한융합기술에서의정의에서는

여기에인문사회과학을포함시켰다. 

2. 우리의 STEAM교육은미국과영국등의 STEM

교육과차별화되고앞선과학교육개혁이다. 

여기서우리의융합을기반으로하는창의적인과

학교육모델로서미국의 STEM과는달리 STEAM으

로한것에대한그기초를찾아볼수있다. 즉우리의

과학교육은이런과학·기술·공학적인지식과인문

사회학적인지식및예술적감각으로대중으로부터

공감대를이끌어낼수있도록하는창의적인교육이

되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우리의과학교육은미

국등선진국이추구하는 STEM 교육에서더나아가

예술과인문· 사회분야를아우를줄아는, 특히사회

시스템과도연계할능력을가진과학기술공학인재

양성을위한 STEAM 교육개념으로확장하게된것

이다.  또한이 STEAM교육에대한용어자체는이미

미국의한교사가언급하였지만이에대한개념과내

용등은거의걸음마수준이고또우리의 STEAM교

육개념과도상당히많은차이점을보이고있다.  뿐만

아니라미국의STEM도일반적인총론적인이야기들

만오고가고있지이것을구현하기위해서는어떻게

하여야하는지에대한구체적각론즉모델이라할만

한것이없고, 현빠른과학기술공학변화의융합시대

에걸맞는교육패러다임을제시하기에는역부족으

로여러가지보완해야할부분이많은것이다. 

최근 STEAM교육이 이슈와 되면서 많은 분들이

STEAM교육과기존의창의인성교육과의차이가무

엇이냐는것에대한질문을많이받게된다. 교육에서

결코창의인성이라는커다란목표를넘어갈수있는

교육이없다. STEAM교육이란창의적인목표를달성

하기위한과학교육분야의이시대의최선의방법론

이라는것이다.   과하기술은 다른오래묵어야그의

미와가치가숙성되는대다수의인문학과는달리과

학기술은그시대의변화에따라끊임없이변화고발

전해나가야하는것이다. 따라서과학을가르치는교

육자는다른인문학교육자들보다더진취적이고도

전정신으로무장되어있어야하는것이다.

사실창의성이란말은오래전부터항상논의되어

왔던말이기때문에새삼스러운것이아니라할수있

다.  특히교육에서이런창의성을가진인재를양성하

여야한다는것인항상교육의제일의목표가되어강

조되어왔어왔고앞으로도계속적으로가장중요한

교육의목표로서강조될것이다. 그러나많은교육자

들은초중등교육에서이런창의성문제를속시원히

해결해주는근본적인방법론을찾지못해고심하고

있는것이다. 아마이것은당연하다고도볼수있는것

이다. 즉시대가변화에도창의성에대한기본개념인

총론적인이야기는변함이있을수가없겠지만보다

중요한이것을어떻게실현하느냐는각론적인내용

은그시대의사회적문화적과학적인변화와서로함

께아울러져새롭게계속적으로변화되어야하는것

이기때문일것이다.  즉최근의 IT 기술의발전보급

에따른 SNS의구축등새로운시대의과학기술적산

물과인문사회및예술과의접목을통한새로운패러

다임의형성과NT, BT, IT, CT로대변하는새로운시

대의융합기술의발전은과거창의성을논할때에논

의되었던개념에추가적인것들이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사회문화와과학기술도구의급격한변

화는기존의창의적발상을위한패턴에더추가적이

고새로운방법론이추가적으로도입되어야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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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과학기술공학사회를 대비하는 STEAM교육  

이다. 따라서사실 STEAM교육에는이런새로운시

대적정신과융합적요소를반영한기존의창의요소

를뛰어넘는개념이라고볼수있다.   

그러면 STEAM교육수업모델사업단에서제시한

STEAM교육을구현하기위한요소에따라어떻게창

의적사고력을키우기위한방법론에대하여살펴보

기로하고, 또한이시대에필요한기존창의적인요소

에추가적으로요구되는요소들에대하여서도살펴

보기로하자. 

3. STEAM교육목표달성을위한주요요소
1. 창의성에기반한 STEAM에대한통합적이고융

합적사고를위한교육

1) 창의적인 발상은 Story-Telling에 기반 한 체계

적인 개념 이해 및 연계능력에서 출발한다. 

재미있고이해가쉬우면서창의적인 STEAM교육

을위해서는기초과학원리에서첨단과학· 기술· 공

학까지스토리텔링으로자연스러운흐름으로체계적

으로표현하는기술이필요하다. 이러한 story-telling

은어떤주제에대하여체계적인연계를통해새로운

영역으로의아이디어의확장능력에크게기여한다

고볼수있다. 

2)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 STEAM 교육의 핵심

인 과학기술공학 및 예술과 인문사회와의 체계적

연계 및 융합 능력을 키워라.

STEAM교육에서는실질적으로창의성을위해서는

과학기술및공학간의자연스런이해와응용및또이

들응용기술을구체화하기위하여예술과인문사회

학, 경영, 정책등의새로운사회시스템의흐름을고려

한실제실용성에기초한여러공학적요소들을고려

하는전체적인흐름에대한기술이과학교육에도입

되고있다. 이를위한방법론으로과학기술공학및예

술과인문사회와도체계적으로연계하고통합적인

사고를할수있고더나아가이들학문분야를융합하

여창의적인산물창조해낼수있는교육방법론을강

조하고잇다. 

3)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통합적이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라.

STEAM교육의핵심중에하나는전체적으로보는

능력을배양하는교육, 즉나무와함께숲을볼수있

는능력을키우는것이 STEAM 교육의중요한궁극

적인목적중에하나다. 기존의과학교육에서는특정

한과학원리에서좁은영역에서깊숙이다루었지만.

이제는그과학원리에대한의미와기차를창출하기

위해원리와응용및시행까지그리고지속가능한개

념으로어떤주제에대하여창의적설계를할때전체

적인시각에서계획부터폐기까지폭넓게고려하는

것으로모든과학기술공학에패러다임이변하고있

다. 따라서이런개념이초중등과학교육에도적용되

어야진정한STEAM교육으로의가치를창출해낼수

있을것이다. 

4) 창의적인 융합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기존의미국, 선진국뿐만아니라우리의과학교육

은너무나과거지향적이어서현재의엄청나게변화

된과학기술을제대로제공하지못하고있다. 이것으

로부터창의적인발상을유도하는것은사실무리한

요구인것이다. 특히융합에기초한창의성발현을위

해서는과학· 기술· 공학및예술과인문사회분야로

각분야에대해서로접목할수있을정도의기초지식

에대한습득과이해력을갖추어야한다. 

5) 융합시대에서 창의적 활동을 위해서는 타 분야와의

소통 능력을 배양하라.

융합은여러학문이만나서아우러지는것이다. 따

라서융합은다른여러전공과의협업이상당히중요

하게강조되고있다.  이런융합과정을성취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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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다른분야와소통할수있는지식과소양을기본

적으로갖추어져야할것이다. 여기에서고려되어야

할중요한창의요소로는정교성과융통성이될수있

다.  그러나이런융합을위한소통능력은특히창의

적인융합기술연구개발에서는필수적인요소로작

용하고있다. 반면에기존의창의적요소에서는이런

융합목표를달성하기위한창의적요소에대한기술

이전혀고려되어있지않다. 따라서새로운융합시대

에서는이에걸맞게창의요소에여러타분야와의소

통능력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을추가할필요가있다. 

6) 관찰 중심의 탐구기반학습에서 창의적인 공학설계

기반 및 융합기반 학습 개념에 따른 활동을 보다

강화하라.

우선많은과학교사들이혼란스러워하는것이과

학, 기술및공학간에는학습에어떤차이로접근하여

야하는것이다.  우선과학은지식개념으로서탐구기

반학습에기초한다.  그러니까예와같이관찰된사실

에대해서그원리에기반하여답변되는것으로왜

(why)라는질문에대해정해진즉정제된답변이요

구되는것이다. 반면에어떻게(how)라는개념의응용

학문인기술과실제실생활적용및어떤도구로서의

완성을위한응용학문으로서실행(doing)을위한개

념의공학은설계기반학습에기초한다.  따라서설계

기반학습은어떤주제에대해다양한문제해결방법

과또이에대한다양한결과가도출될수있는것이

다. 즉창의적인인재양성을위한문제해결능력배양

을위한교육은탐구기반학습으로는사실역부족이

었고그동안탐구기반학습에무리하게문제해결을

연계하도록하였던것이다. 

STEAM교육은학제간협동작업활동에대한창의

적종합설계개념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다.  그리

고이를통해과학기술공학에대한체계적인탐구능

력과함께윤리및사회성, 협동성, 리더십, 서로를배

려하고서로소통하는능력을키움에따라훌륭한인

성을가진창의성과실무능력을가진과학· 기술·

공학자를육성하는것뿐만아니라, 미래정책입안자

및여러각분야에사회일원으로활동할수있는인재

를육성하도록하고있다. 특히창의적인융합연구에

서는여러학문분야간협동연구가중요한데, 이런

종합설계학습을직접참가하고체험하여그능력을

배양하는것이융합시대의창의적능력을배양하는

데중요하다고볼수있다. 
(‘창조적인’과‘창의적인’은혼영하여쓰기도하는데, 엄밀히말
하면‘창조적’은‘새로운것을만들어내는것’이라는뜻을강하게
포함하고있고, ‘창의적’은‘새로운것을생각해내는것’으로구
분되어질수있다. 따라서설계기반과융합기반학습모두창의적
인아이디어와창조적인것모두가포함될수있으나, 융합에특징
인서로연계성이없다고생각되는다른두학문이혼합되어화학
적결합인완전히다른형태의산출물을만들어내는것이기때문
에창조성을더욱강조하여표현하였음 )

7) 진정으로 창의적 발상을 위한 발산적 사고를 위해

서는 과학기술공학 간의 응용 다양성에 대한 이해

와 지식 습득 및 이에 대한 체험학습이 필요하다.  

창의성에서매우중요한요소중에하나로어떤기

초과학원리에대해그응용및적용등에대한첨단과

학·기술·공학의다양성을학년별학생수준과눈높

이에서이해할수있도록구성하여주는것이중요하

다. 이것을통해기초과학의중요성에대한그의미를

터득하고, 아울러과학·기술·공학에대한발산적

사고와창의성을유도하는가장중요한기틀이된다.

기존의미국, 선진국뿐만아니라우리의과학교육은

너무나과거지향적이어서현재의변화된과학기술

을제공하지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기초과학원리

의응용기술등으로의적용이엄청나게확대되고변

하고있는데, 교과서에서다루는예시는수십년전의

것과거의변함이없다. 이것으로는융복합기술시대

에서진정한창의적인아이디어를도출하기에는역

부족이다. 

창의성인재가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단순

히과학원리이해만으로창의성과문제해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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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도록강요하는것은무리한요구이다.  진정으로창

의적인인재양성으로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우선과학기술공학간의다양한응용에대한이해와

지식의습득이선행되어야한다.  그리고이를통하여

발산적사고를하게되고, 이것들로부터창의적인아

이디어를도출하고이도출한아이디어를구체화할

수있는능력으로까지갖추어야지진정한창의적인

인재로도달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창의성교육에

서는과학기술공학에대한다양성에대한지식습득

과체험학습이반드시선행되어야한다. 사실우리가

연구를할때선행연구논문을탐색하고분석하는것

도이런과정중에하나이다. 즉다양한지식과정보로

부터창의적인아이디어를도출될수있는것이기때

문이다. 이것에대하여그림 1에요약하였다.

2. 융합시대에서요구되는시대정신반영
1) 융합시대에서 사회가 과학기술공학인에게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수용하는 창의적 인재를 위한 능력을

키워라

선도적인 STEAM교육을구현하기위해서는사회

가원하는인재상에대하여는알아볼필요가있다.  이

시대에사회특히기업등이원하는인재상으로는타

학문에대한긍정적인수용태도, 다양한분야의지식

을통합할수있는능력, 다양한타전공자들과소통하

고협력하여과제를수행할수있는능력, 과학·기술

·공학이미래사회시스템에미치는영향을예측할

줄알고, 또한현시대에논의되고있는과학· 기술·

공학지식을빠르게습득할줄아는능력이요구되고

있다. 따라서이제는진정으로사회가요구하는바에

대응하고적응할수있게하는능력의인재가되는것

이중요하다.

2) 글로벌에서 활동하고 기여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를 위한 소양을 키워라

우리미래과학·기술·공학인재들은이제세계를

무대로활동하여야한다. 이를위해윤리적, 창조적,

전략적, 도전적이고아울러리더십과판단력이뛰어

난글로벌인재로육성하여야한다는것이다. STEAM

교육은글로벌에기여하는창의적인인재의육성으

로과학기술공학적인지식을기반으로국제적인감

각과인류의문화, 역사, 정치, 경제및환경등을고려

하고인류가가진문제를높은윤리의식으로과학·

기술·공학으로해결해주는인재양성을위한것이

다. 현재세계가원하는글로벌인재상은윤리적, 전략

적, 창조적, 도전적, 헌신적인상황판단력이뛰어난

사람이다. 따라서STEAM교육을통하여융합형과학

기술인재가지향하는것은높은윤리의식을가진글

로벌리더로서의자세와마인드로자연과인간을조

화롭게아우를수있는능력을배양하는것이다. 

3) 과학기술공학과 사회시스템과의 창의적이고 전략적

으로인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라

우선 STEAM 교육은과학기술·공학을중심으로

정치, 환경, 사회, 경제그리고가치추구등의연계와

융합적인사고로창의성배양으로실질적이고현장

감이있는교육이강조되고있다. 특히최근에는 SNS

등과학기술공학이사회시스템에커다란영향을주

고있을뿐만아니라, 스티브잡스가그랬던것처럼과

학기술공학이이제는사회시스템을창조하고사회를

그림 1. 창의적인 인재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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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으로변화를선도하는주체가되고있다. 과거

의 STS(science, technology & society)가강조되면서

과학기술의사회적영향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그러나최근의융합사회로전환되면서과학기술이

사회에영향이라는차원에서벗어나사회의새로운

조류나시스템을창의적으로창출하는것으로사회

변화와개혁의패러다임이변하고있다.  따라서이제

과학교육도이런변화에적극적인수용태도를보여

야할것이다.  

3. 빠른과학기술의변화와발전을빠르게이해하
고창의적으로적용할수있는적시학습(Just In

Time Learning)을할수있는역량을키워라.

빠르게변하는융합기술에서는10년전의과학·기

술·공학은이제는의미가없는지식이될수있다. 따

라서 STEAM 교육의핵심적인요소중하나가바로

최신의급변하는융합기술변화에빠르게대처하는

교육즉적시교육(just in time education)이다. 즉과거

의장인정신의가장중요한시대에서현재는빠른기

술변화에즉각적으로대응하여야하는융합사회로

전환되고있다.  따라서과학교육의패러다임이이융

합시대가요구되는과학교육으로전환되어야하는

시점에놓여있다. 

4. 미래의과학기술공학과사회의변화를창의적으
로예측할수있는역량을키워라.

교육은과거와현재를가르치는것도매우중요하

다. 그러나미래의사회를헤쳐나가야할젊은청소년

들에게는앞으로짧게는 10년후길게는 20-30년후

에본격적으로사회에나가서활동하여야한다. 그때

의미래사회의모습은현재와엄청나게다를것이다.

특히과학기술공학분야의변화는정말엄청날것이

다. 또한이들과학기술공학변화에따라사회는엄청

나게변할것이다.  교육은이런변화에대처할줄아

는능력을갖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한요소일것이

다. 따라서미래사회에대한예측교육으로미래의직

업탐색과우리의성장동력의재원으로효과적으로

활용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제교육은이런

미래사회에전략적인재를양성하는것으로그패러

다임이바뀌어져야할것이다. 

5. 다양한창의적인도구와방법론을적극활용할
수있는능력을키워라. 

대다수의과학교육자들이탐구교육에기반하여기

존의단순한 PMI기법등에만주로머물고있는데창

의적인STEAM교육에있어서는SCAMPER, TRIZ기

법등폭넓은창의기법도입과창의적인학습도구활

용및창의적인체험활동의개발과도입이절실히필

요하다.  아울러현재의남발되고있는창의적체험활

동이라것도반드시 STEAM의요소에따른개념을

반영한과학체험활동이되도록하여야진정한창의

적인활동이될수있을것이다.

6. 추가적으로과학기술공학적행위에대한의미와
가치및도덕적기준과규범에따라창의적활동
하는인재로키워라.

과거에는새로운과학기술공학학문과제품개발을

할때지적재산권문제가심각하게고려되지않는상

황에서교육학자들은창의요소에서윤리적측면이

고려되지를못하였다.  그러나동물복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문제를야기하는과학기술이속속연구

가진행됨에따라창의적활동에이런요소를고려한

것이반영되어야할것이다. 

STEAM교육은새로운시대의즉융합시대의개념

을반영한기존의창의적인개념을넘어서는창조적

이고세계에서가장선도적인교육방법론이라할수

있다. 이를통하여우리는미래의치열한세계사회속

에서생존을터득케하고더나아가세계를지배할수

있는역량을가진전략적인인재를육성하기위한교

육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앞에여러요소에서보듯



제 20권 제 2호·57

미래의 과학기술공학사회를 대비하는 STEAM교육  

이, 이방법론은결코쉬운것은아니다. 특히STEAM

교육에서강조하는과학원리의응요과실행의주체

가되는공학분야의역할이무엇보다도중요하게강

조되고있는교육이다.  따라서앞으로우리한국공학

교육학회일원들은보다이STEAM교육에관심을갖

고적극적으로참여되어야할것이다. 실제미국에서

의 STEM교육은이미미국공학교육학회가주도하고

있고영국의경우영국왕립공학한림원이것을보아

도그이유를알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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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의 
선진화를 향한 도전

소프트웨어산업정책의바로미터
소프트웨어는컴퓨터·통신·자동화등의장비와

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입력·처리·저장·출

력·상호작용이가능하도록하게하는지시·명령(음

성이나영상정보포함)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

여사용된기술서및기타관련자료를총칭하는개념

으로 OS와 같이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시스템

SW’ , 프로그램개발·설계를담당하는‘개발용SW’ ,

임의의 응용 분야에서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응용

SW’3개층으로구분된다.[1] IT서비스는최적의정보

기술을활용하여조직의경쟁력을제고하여해당분

야의업무및사업의부가가치를유발하며, 정보기술

을기반으로기존산업과융합하여새로운서비스를

창출하는것을의미한다.[2] 가트너에서는소프트웨

어분류및 IT서비스분류체계를그림1과같이정의하

고있다. 

소프트웨어제품은초기개발비용은큰반면생산

비용이낮아수익성이높은고부가가치산업중하나

로인식되고있으며, 창의적아이디어를기반으로하

는특성상핵심인재들의역할이중요한산업이다.

또한, 그림 2의제조업과소프트웨어와의융합형태

와같이소프트웨어산업은그자체로도존립이가능

공학교육의 현장

그림 1. 가트너의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분류 체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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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뿐만아니라각종기기및장비지능화, 제조업및

서비스산업과융합하여수익과경쟁력을결정하는

중요요소로평가받고있다. 게다가, 최근인터넷이 IT

자원의유통채널로발전하면서소프트웨어수요및

개발방식, 이용방식, 수익모델등에큰변화를가져

오고있다.[3]  또한, 스마트폰의보급의확대로기존

휴대폰보다디자인, 사용자인터페이스, 성능이향상

됨과동시에다양한흥미위주의애플리케이션즉, 소

프트웨어가소비자를매료시키면서소프트웨어의중

요성이한층더강조되고있다. 급기야스마트폰은통

신서비스시장의지형도를바꾸고있으며, 전체 IT산

업과제품소비행태에혁신의바람을몰고왔다[3].

그러나이러한기회에도불구하고국내소프트웨어

산업관련각종통계들은많은우려를낳고있다. 2010

년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에의하

면소프트웨어전문인력은소프트웨어기업이필요

로하는인력수요에비해 8.8% 정도가부족하며, 특

히중급이상의인력부족은심각한수준으로, 특히패

키지소프트웨어종사자중중급인력부족률은16.3%

에달한다. 

소프트웨어공학품질측면에서보면, 국내소프트

웨어기업들의소프트웨어와시스템공학의역량성

숙도를평가하는CMMI1) 인증획득률은꾸준히증가

하고있으나중국의 929개, 미국의 731개, 인도 274개

등에비해현저히적을뿐만아니라, 전체인증수대

비 2.3%에불과한실정이다. 뿐만아니라 2년여소요

되는내재화과정에서의단기적생산성하락으로고

전하고있으며,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은인력과자금

의부족으로선진소프트웨어프로세스도입이어려

운실정이고, 소프트웨어국제인증을획득한대기업

의경우소프트웨어개발에적용하기보다는기업홍

보수단으로전락하고있어본래의의미가퇴색되고

있는현실에있다. 실제로 2010년소프트웨어공학백

서에의하면국내소프트웨어생산성은22.3 FP2)/MM3)

인데, 이는 ISBSG4)가제시하는주요국생산성의 82%

에달하는수준으로미국의선두 5% 이내기업의수

준과비교할때4.5% 수준에불과한수치일뿐만아니

라품질을나타내는지표인결함밀도또한 0.51개/FP그림 2. 제조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융합 유형과 효과[2]

표 1. SW 산업전문인력부족수[3] 단위(명, %)

구분 전체 IT 서비스 패키지 SW 임베디드 SW
부족률 SW 인력수 부족 인력수 부족률 SW 인력수 부족 인력수 부족률 SW 인력수부족 인력수 부족률

전체 8.8 47,897 4,633 8.8 22,030 2,733 11.0 14,677 1,219 7.7

인력 초급 8.0 15,560 1,513 8.9 6,953 714 9.3 5,206 356 6.4

수준 중급 12.1 18,870 2,230 10.6 8,436 1,646 16.3 5,370 735 12.0
고급 5.1 13,466 889 6.2 6,641 374 5.3 4,101 128 3.0

1)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역량성숙도모델통합) : SW와시스템공학의역량성숙도를평가하는모델
2) FP(Function Point) : SW의비용산정을시스템의필요한기능단위로매기는것
3) MM(Man Month) : 투입된인원을개월수로산정하는방식
4) ISBSG(International Software Benchmarking Standards Group) : 국제SW 벤치마킹스탠다드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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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계적인수준과는큰격차를보이고있다. 또한국

내소프트웨어공학의영역별수준도그림 3에서볼

수있듯이전반적으로낮은편에속한다. 

따라서우리나라의소프트웨어산업의악순환구조

를개선하여선순환적생태계로의전환을꾀하기위

해서는이러한다양하고복잡한당면과제를전략적

으로풀어나가야할것이며, 그중심에정부의소프트

웨어산업정책이자리하고있다. 즉, 정부에서소프트

웨어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정책을통해산업구조

개선을꾀하는한편소프트웨어기업들이창업·성

장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여건전한산업분위기조

성을구축해야하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산·학·

관·연에서다양하게추진되고있는데서울과학기술

대학교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IT서비스연구실은산

업공학적측면의접근을통해소프트웨어산업을개

선하고자하는다양한연구가진행되고있는현장중

한곳이다. 그동안정부에서는소프트웨어산업을육

성하고자소프트웨어제값주기를주요정책으로, 이

에대한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을꾸준히개선하

여왔다. IT서비스연구실에서는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과관련된연구를 2002년에소프트웨어개발비

의기능점수전환방법을연구하여, 2003년소프트웨

어사업대가기준에반영시키며소프트웨어사업대

가기준을물량위주의방식으로전환하는계기를이

루었다. 그후 2004년과 2006년에소프트웨어사업대

가프레임워크연구를수행하였다. 이연구에서는소

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의자율적시장기능을강조해

야 함을 주장한 결과, 이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어

2012년에지식경제부고시를통해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주관기관이되어현재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이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로전환

되어시행되고있다. 또한기능점수당단가의일괄적

인산정방식을지양하기위하여소프트웨어비용레

포지토리를구축하는것을제안하였는데이의정책

적반영으로 2012년에소프트웨어비용저장소의설

계연구가수행되었으며, 2013년에비용저장소시스

표 2. 소프트웨어사업대가가이드라인개요[6] 

구분 기존(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가이드)
- 정보화전략계획수립비(ISP) 산정 기준만 정의 - BPR, EA, ISMP, 정보보안 등 기타 IT컨설팅 

(ISP/BRP, EA 등은 포함 안 됨) 영역에 적용 가능한 방안 추가IT컨설팅
- 공수 X (컨설팅 지수)0.95 + 10,000,000 - 각 컨설팅 유형별 표준 활동을 제시하고

활동별·등급별 투입공수 산정 템플릿 제공

소프트웨어
- 기능점수 기반 산정 방식이 원칙 - 기능점수 기반 산정방식 원칙 유지

개발비 - (기능점수X단가X보정계수) + 직접경비 + 이윤 - 일부 기능점수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은 영역에는
M/M 방식 허용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용역 유지보수비, 상용소프트웨어 - 재개발비 산정기준을 운영 단계로 이관

유지보수 및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운영비 대가 사정 기준 -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의 세부정의 마련

운영비 - 용역 유지보수비 : 개발비 X 10-15% - 고정비/변동비 방식 추가
- 운영비 : M/M 방식 적용 - SLA 도입 방안 가이드 추가

그림 3. SW공학 주요 영역별 국내 수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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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구축과비용데이터의수집연구가실행중에있

다. 2007년에는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ISP/ITA사업

대가기준개선안과소프트웨어개발비의어플리케이

션유형분류및보정계수연구를실시하여소프트웨

어 사업대가기준에 대한 개선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에는정보시스템감리대가기준에대한연구

를수행하여정보시스템감리대가기준을제도화하였

다. 2011년에는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의민간이

양을위한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체계개선연구

를통하여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를다음

의표 2와같이제시하였다. 

최근에는소프트웨어품질경쟁력제고와소프트웨

어제값주기와관련하여가치에기반한소프트웨어

사업대가산정방식의전환을연구중에있다. 즉, 지

금의원가중심산정방식에서그림 4와같이가치중

심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방식으로의전환을의

미하는것으로, 개발비용, 시장상황, 고객가치를반

영하여소프트웨어대가가산정되어야한다는필요

성을제기하고있다. 이를위해 2가지접근방법으로

연구가진행중인데첫번째연구는고객의가치는소

프트웨어의기술및품질수준에비례한다는전제하

에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모델에서기술및품질

요인에대한다양한보정계수를반영하여고객의가

치를반영하는방법을연구하고있다. 두번째연구로

는현재사업비 500억이상의소프트웨어사업을보

면예비타당성분석을실시하고있는데이때기술적

분석, 비용분석, 편익분석, 정책적분석등이종합적

으로실시된다. 이때편익분석이바로고객의가치를

산정하는방법으로볼수있으므로, 편익산정방법에

의해소프트웨어의가치를산정하고개발비용과시

장상황을고려해가격을산정하는방안을연구하고

있다. 그러나아직까지는소프트웨어사업의편익산

정방법이보편화되어있지않아가치산정방안에대

한방법론이구체적으로연구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가치중심의소프트웨어산정방식의

전환을위한전제조건으로기능및비기능요구사항

의명확화, 다양한가치평가방법의연구, 사업대가저

장소구축, 가치및비용전문가양성이필요하다는연

구가진행중이다.  

또한 IT서비스연구실에서는다양한소프트웨어정

책연구를수행한바있다. 첫째, 2004년에는소프트

웨어분리발주연구를수행하여하드웨어또는상용

소프트웨어와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를분리발주

하는소프트웨어분리발주제도를정착화하였다. 이

는공공부문에서의소프트웨어제품납품기회를확

대하는데기여하였다. 2004년에는소프트웨어제안

서보상제도를연구하여제안서탈락시제안서작성

에들어가는아이디어및노력에대한일부보상을실

시하여소프트웨어산업을진흥할수있도록제도화

에기여하였다. 2005년도에소프트웨어법제도개선

연구에서는소프트웨어사업에대한원가계산시이

윤율이기존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에용역사업의기준인최대 10%의이윤율이적

용되었으나물품과용역이일괄발주되고지식서비

스라는소프트웨어사업의특성을반영하여물품기준

인최대 25%까지로이윤율을개정하는기본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연구결과또한제도화 됨으로써

그림 4. 가치 중심 SW 사업 대가 산정 방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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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의수익성개선에적지않은기여를

하였다. 2009년도에는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도

에대한개선연구를수행하였다. 그리고 2011년도에

는상용소프트웨어유지보수율대가기준개선연구

를통해국내상용소프트웨어유지보수요율이구매

가의약 9%로, 20~30%인미국, 20%인일본등선진

국기준에훨씬못미치며실제로국내소프트웨어기

업이해외수출할경우국내보다훨씬높은유지보수

요율을적용받는현실적 모순적상황을지적하기도

했다. 

IT서비스연구실을이끄는김우제교수는이러한소

프트웨어정책에관한다양한연구를다수수행하고

이를제도화하는데기여하였으며, 소프트웨어하도

급분쟁조정위원장, 소프트웨어동반성장위원회, 소

프트웨어사업대가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정보화

부문정책평가위원등으로활동하면서소프트웨어공

학의저변확대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 이러한공로

를인정받아 2012년소프트웨어산업인의날행사에

서 “소프트웨어산업발전유공자”로지식경제부장

관표창을수상하였다.(그림 5)  

정부에서는소프트웨어인력양성의심각성을정책

에반영하고급변하는 IT시장과소프트웨어기술환

경에신속한대응을위해소프트웨어교육을수요지

향형정책을시행하고있다. ‘맞춤형교육소프트웨어

인력양성사업’의추진을통해기업맞춤형인재양성

을도모하고있으며, 전문성과숙련도를갖춘고급인

력양성을위해수요자인기업과공급자인대학원이

공동으로맞춤형교육을제공하는‘고용계약형소프

트웨어석사과정’을추진하고있다. 이는모두최고급

소프트웨어인재의집중육성이라는목표로서추진

된 ‘소프트웨어강국도약전략’의일환으로써향후

소프트웨어산업의두뇌역할을수행할인력을양성

하고있는것이다. 

IT서비스연구실을지도하는김우제교수는정부의

소프트웨어공학분야의소프트웨어실무인력양성

을위한‘고용계약형소프트웨어석사과정“ 지원사

업으로운영되는 ’SW분석·설계학과‘를설립하여

운영하고있다. 현재지원사업내10개대학이지원받

고있으며, 2013년사업에선정된대학은서울과학기

술대학교를포함 5곳이며, 신규로선정된대학은서

울과학기술대학교가유일하다. 고용계약형 SW석사

과정지원사업참여학생들에게는등록금전액국비

지원, 매월 50만원내외의학업장려금지원, 우수학

생에대한단기해외교육지원, 졸업후참여기업으로

의100% 고용보장등의특전으로학업의욕을고취시

킨다. SW분석·설계학과는현재소프트웨어분석·

설계분야의높은교육수요와소프트웨어분할발주

와신 RFP 체제도입에따른소프트웨어분석·설계

전문가의수요증대를적극반영하여기업에서요구

하는소프트웨어분석·설계의개념과실무를학습하

여소프트웨어분석·설계업무에즉시투입이가능

한창의적융합형인재양성에주력한다. 특히소프트

웨어라이프사이클상에서높은중요성을지닌소프

트웨어분석· 설계능력을기초로아직은상대적으

로소프트웨어공학수준이미흡한정량적관리, 프로

세스, 품질관리부문에산업공학의특성을접목할수

있도록교육하고있어비즈니스프로세스를종합적

으로이해하고구현의기반을마련할수있는능력을

보유한인재를양성하고있어그의의를더한다. SW

그림 5. 소프트웨어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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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설계학과의참여기업으로는웹케시(주), (주)

인피니트헬스케어, (주)오픈에스엔에스, (주)소만사

가있으며, 대보정보통신(주)이추가로참여할예정에

있다. SW분석·설계학과의교육과정구성은참여기

업과교수진의교육과정개발회의를통해기업수요

를반영하여기업들의공통요구과목과각기업들의

요구과목, 기업실무관련과목으로구성, 공통요구과

목들은전공필수로, 개별기업의특별요구사항은전

공선택으로분리하여, 소프트웨어요구공학, 소프트

웨어설계, 소프트웨어비용산정, 소프트웨어품질공

학, 프레임워크기반 SW개발등으로구성된다. 이들

학생들은 SW분석·설계에대한지식을실무에적용

할수있는응용력과이론교육을바탕으로해당업체

의 SW요구사항분석및설계에대한실무를경험하

며, 업무에즉시투입가능한역량을계발한다. 이를통

해소프트웨어분석·설계업무에즉시투입이가능

한현장형소프트웨어인재양성, 효과적인소프트웨

어분석·설계를위한융합형소프트웨어인재양성,

소프트웨어분석·설계방법론연구개발을위한창

의적소프트웨어인재양성을지향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IT서

비스연구실에서는소프트웨어가치중심사업대가로

의전환을위한지속적연구와함께, 소프트웨어요구

공학및설계분야의인력양성, 소프트웨어산업의건

전성확보와최적의서비스제공을위한다양한시도

를꾸준히펼쳐나아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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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T서비스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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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기술과 벤처기업

사파이어단결정소재
사파이어란알루미나(Al2O3)가2050℃이상에서녹은후서냉되면서단결정으로

성장된결정체로서, 알루미늄(Al)과산소(O)가HCP계통(Hexagonal system)의결

정구조를이루고있다. 아래의그림 1에사파이어단결정잉곳(Ingot) 및그결정구

조와방위(Orientation)를나타내었다.

사파이어단결정은다른단결정재료와마찬가지로각각의쓰임에따라특정한

결정학적구조를가지는방위면(그림1의맨오른쪽그림참조)을사용하게되는데,

면방위에따른사파이어의용도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면방위에따른사파이어의용도
- C면(0001) : LED용기판, 군수용window

- A면(11
_
20) : LCD Projector용편광방열판

- R면(1
_
102) : SOS용기판, 광학용, 화학용

- Random : 시창(window), 반도체부품, 기타

사파이어단결정은여러가지의우수한물리적, 광학적특성을가지고있다. 사

파이어는Mohs경도 9로서다이아몬드다음으로경도가높고내마모성이뛰어나

며, 산이나알칼리등의부식성분위기및플라즈마등에도반응하지않는매우안

정한화합물이다. 또한사파이어의광학적특성역시매우우수한데, 사파이어를

윈도우로사용할경우 200nm에서 5000nm의넓은파장범위, 즉자외선, 가시광선

및적외선의전영역에걸쳐우수한투과율을나타낸다. 

이렇게다양한특성들로인해사파이어단결정의응용분야가늘어나고있는데,

가장대표적인것이그림 2와같은LED(Light Emitting Diode) 기판용사파이어단

결정소재분야이다. LED는친환경, 에너지절감형광원으로서미래융합산업에

공학교육의 현장

그림 1. 사파이어 단결정 및 
결정 구조와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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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광원으로부상하고있으며, 최근몇년동안

LED BLU TV용수요의증가로전체 LED시장이급

격히성장하였다. 현재, LED의약 80%가질화물계

(GaN 기반) LED이며, 질화물계 결정의 에피택셜

(Epitaxial) 성장을위한기판으로일부 SiC단결정기

판이사용되며, 나머지대부분의 LED제조에사파이

어단결정기판이사용되고있다. 

또한현재산업적으로가장큰성장세를나타내고

있는스마트폰에도사파이어단결정이사용되기시

작했는데, 작년에출시된세계적인스마트폰메이커

의새로운모델에서카메라용보호커버재료에사파

이어윈도우가채택되었다. 이를시작으로모든스마

트폰의고질적인문제인커버글라스의파손문제를

해결하기위해사파이어윈도우를스마트폰커버글

라스용소재로채택하려는다양한연구개발이진행

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또한사파이어가지니고있는여러가지장점을가

장먼저활용한분야가항공우주산업을비롯한군수

분야인데, 현재사파이어단결정은각종무기체계의

적외선 탐색기(seeker)를 보호하는 적외선 투과 창

(window) 등으로사용되고있으며, 아래그림 4에서

전투기및미사일에적용되고있는평판형및반구형

(돔형) 사파이어윈도우의모습을볼수있다.

이와같이다양한분야로사파이어단결정소재의

사용처가늘어가고있고, 그로인해사파이어단결정

소재시장이매우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는데, 2015

년이후에는조명시장의약 30%를 LED가대체할것

으로예상되는등사파이어기판소재에대한수요는

지속적으로증가하여향후약 1조원이상의세계시

장이형성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소재기술과벤처기업의만남
사파이어단결정소재시장이비약적으로성장한

2010년이전에는전세계적으로상업적기반의 LED

용사파이어단결정성장기술을보유하고있는회사

는단지 3개회사에불과하였다. 이들 3개회사중한

곳이필자가현재몸담고있는㈜사파이어테크놀로

지라는회사이다. 사파이어테크놀로지는사파이어

단결정소재를 LED용기판으로상업적생산하는데

있어가장큰문제점인회수율상의엄청난손실을해

결하고자기존의사파이어단결정성장방법들과는

전혀다른새로운개념으로서의수직수평온도구배법

(VHGF, Vertical Horizontal Gradient Freezing)을독자

개발하였다(특허제 0428699 호). 이러한수직수평온

도구배법(VHGF법)을이용하여세계에서유일하게

육면체형상의사파이어단결정잉곳의제조에성공

그림 2.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기판 소재 분야

그림 4. 군수용 사파이어 소재 분야

그림 3. 스마트폰용 사파이어 윈도우 소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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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특히단결정성장에필요한성장로및온도조

절시스템을모두자체의독자적인기술로개발, 제작

하였다. 육면체형상의사파이어단결정을이용하여

LED용기판을제조할경우회수율이기존원기둥형

상의단결정에비해두배이상높기때문에제품가격

경쟁력이획기적으로향상될수있다. 또한잉곳상태

(As-grown)에서매우투명한사파이어단결정의제조

가가능하기때문에가공전잉곳상태로기포등결함

의검출이가능하고, 이를통해후가공비용이대폭절

감된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2000년도에들어국내에서는수많은대기업과벤

처기업들이고속성장중인 LED산업에진출하였으

나, 기초핵심소재인사파이어단결정만은전량외국

에서수입되고있는실정이었고, 이러한상황은국내

LED산업의구조적인취약점이될수밖에없었다. 하

지만사파이어테크놀로지에서국내최초로고휘도

LED용사파이어단결정의국산화에성공하였고, 이

를통해국내 LED산업의안정적인소재공급기반을

구축하였을뿐만아니라2007년100만불수출탑수상

을시작으로 2011년에는 7000만불수출탑을수상함

으로써 LED산업에서의대외무역수지적자해소와

수출향상에도크게기여하였다.

지식경제부는최근산업경쟁력의패러다임이완제

품이나부품위주에서원천소재중심으로이동하는

경향에맞추어세계최초로상용화하거나시장을창

출하고, 지속적으로시장지배력을갖는세계최고수

준의소재개발을지원하고자 2010년에WPM(World

Premier Materials) 프로그램을기획하였다. WPM사

업종료시점인 2018년에즈음하여세계시장에서 10

억불이상의가치를창출하고시장점유율을 30% 이

상달성할수있는핵심소재개발을약 9년간지원한

다는취지를가지고사업을진행하고있다. 이러한

WPM사업수행을위해 10대유망소재가선정되었

는데, 대구경고효율사파이어단결정소재는WPM

10대소재중하나로선정되어사파이어테크놀로지

를주관기업으로한‘슈퍼사파이어단결정소재사업

단’이기술개발에대한지원을받고있다. 세부주관기

관으로는각각㈜사파이어테크놀로지, ㈜KCC, ㈜한

솔테크닉스가선정되었다. 이처럼 2000년벤처소재

기업으로시작한사파이어테크놀로지는독창적이면

서도우수한기술력을인정받아WPM 10대과제중

중소소재기업으로서는유일하게주관기업으로선정

되었고, 2011년코스닥상장에성공함으로써중견소

재기업으로성장하기위한발판을마련하였다. 

미래의소재벤처기업인공학도들에게
필자는 1999년에회사생활을시작하여현재사파

이어테크놀로지사까지소재산업분야에서만일을해

오고있다. 또한필자가지금까지회사에서주로담당

해온업무가소재개발및생산분야이다보니소재산

업의어려움과이를해결하기위한소재기술적방안

들에대해그동안많은고민들을해왔고, 지금도진행

중에있다. 특히사파이어테크놀로지라는회사는앞

에서소개한대로소재벤처기업으로시작하여현재

의모습을갖추기까지말로표현할수없는수많은난

관들에부딪혀야했고, 이를해결하는데에는소재기

술적인부분이외의영역에서도긴시간과노력들을

그림 5. 사파이어 잉곳(Ingot) 회수율 비교도

그림 6. ㈜사파이어테크놀로지의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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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기술과 벤처기업

필요로하였다. 

가장단적인사례가소재벤처기업들의투자여건

이매우나쁘다는점이었다. 당사가 LED기판용으로

사용가능한고품질의사파이어단결정개발성공에

도달한것은회사설립후 3년이나지난 2003년경이

었고, 이당시는 1990년대후반시작된벤처기업에

대한투자붐이거의사그라지는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투자기업들은벤처투자에있어매우보수적인

관점을지니고있었고, 특히당사와같이예상매출규

모가작고, 시장진입에성공하더라도회사의성장속

도가상대적으로느릴수밖에없는소재벤처기업들

에대해서는투자성공가능성자체에대해매우부정

적인시각들을가지고있었기에어렵게일본고객사

로부터당사사파이어품질에대한승인을득한상태

에서도대량생산을위한설비투자의기회를만들어

내기까지는기술개발에소요되는것과비슷한정도

의시간과노력들을필요로하였고, 재료엔지니어로

서의경험만을가지고있던경영진들에게는오히려

투자유치가기술개발보다도훨씬더어려운과제였

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필자가이글을쓰는목적이위에서와같은

필자의경험에근거하여공학도들에게투자유치의

방법등을포함한경영혹은자금관련지식들을공학

교육과정중에사전습득해줄것을당부하고자하는

것은아니다라고분명히말할수있다. 오히려역으로

공학도여러분들이기업에취직하는것뿐만이아니

라본인이직접기업을운영하는벤처기업인으로서

의꿈을가지고있다할지라도공학도로서의기본에

충실해줄것을당부하고자하는것이다.

최근들어사파이어단결정의스마트폰소재로의

응용확대를위해사파이어의강도향상을위한연구

개발들이진행되고있고, 당사에서도이에대한많은

R&D투자를진행하고있다. 이때사파이어강도향

상을위한연구개발은아래그림 7과 8에나타나있

는재료강도학의기본개념으로부터출발한다. 즉, 사

파이어단결정은이론강도가 30㎬이상인반면실제

강도는단결정방위(Orientation)에따라약간의차이

가존재하지만약 1㎬수준에머무르고있고, 이러한

차이에대한설명은재료공학도들이학부시절에모

두배우는Griffith, Orowan's theory로부터가능하다. 

사파이어단결정에존재하는수많은 notch들로인

해실제강도는이론강도에턱없이모자라는수준의

값을나타내는것이고,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 notch

들이왜사파이어단결정에존재하는지그리고이를

없앨수있는방법들에대한기본mechanism들을이

해하여야한다. 즉, 사파이어단결정성장공정과이후

부품제조과정에서진행되는사파이어가공공정들

에대한분명한이해를통해 notch발생의주요인자

들을파악하고, 이인자들을제거하기위한실험계획

법(DOE, Design of Experiments)을다양하고신속하

그림 8. Griffith, Orowans' Theory

Fig. Mechanical strength of
sapphire measured under
four-point bending

Fig. (a) Schematics of notch, (b) Stress profile near the notch(2)

그림 7. 사파이어 단결정의 이론 강도와 실제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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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수행하는것이연구개발의전부라고해도과언은

아닐것이다. 

그러나이렇게간단하고도기본적인연구개발의방

향을모두가알고있다하더라도어느연구주체가개

발목적을달성할것인가즉, 고객이원하는수준의결

과를고객이원하는시간내에얻어내는가는매우다

른차원의문제이다. 그러하기에공학도들이공학교

육과정동안연구개발능력을키워나감에있어기본

적인개념과원리에충실함과동시에시간과비용모

든면에서효율적인연구개발을수행하는방법을터

득하는것이야말로미래의소재벤처기업인으로서

성공할수있는유일하고도가장확실한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우선효율적인연구개발능력을갖춘

벤처기업이되어야지만투자유치를비롯한회사경

영전반에대한효율성을갖추어나갈수가능성이생

긴다는사실을분명히하고자한다.



1. 개발배경
울타리를벗어나먼곳을바라보다 수학과물리를못

했던나는단순히기계가좋아서기계자동차공학과에

진학했다. ‘관심이있으면좋아하게되고좋아하게되면

잘하게된다.’ 좋아하는것을공부하다보니수학과물리

가기본이라는것을알았다. 시작이늦어처음부터잘하

지는못했지만꾸준하게하다보니어느새잘하게되고

재미를느꼈다. 그렇게 3년을기계공학에대한지식을

쌓아가는도중문득회의감이들었다. 학과커리큘럼상

에있는공학교육을아무리열심히받는다해도정작실

질적으로우리가만들어보고적용해볼대상이없던것

이었다. 이렇게배워서도대체어디에써먹는것인지감

을잡을수없었다. 그러던 2011년여름, 교내창의력종

합설계경진대회를알게되면서작은꿈을그려보았다.

소소한관심에서부터경진대회가한달여앞으로다

가와서 큰 프로젝트는 기획하지 못하고 ‘자가발전식

LED를이용한안전우산’이라는발광하는우산을만들

었다. 비록교내창의상입상에그쳤지만나도충분히할

수있다는자신감을갖는계기가되었다. 그해겨울, 열

정을갖은동기 3명과뭉쳐‘2012년창의력종합설계경

진대회’입상을목표로팀을구성하게되었다. 이른바잘

나간다고하는대학의공대들은연구동아리나, 소모임

이활성화되어있어서선배의조언이나전통적으로내

려오는연구과제들을이어받아프로젝트를진행하겠지

만나에게는아무대도기댈곳이없었다. 나에겐우리팀

원들과지도교수님이유일한기댈곳이었다. 2학기가끝

나고겨울방학을시작하자마자창의적인작품을만들기

위해도서관에모여앉아브레인스토밍도해보고제품디

자인학과의졸업작품을통해영감을얻기도하였다. 평

소윤리경영이나공학윤리에대해관심이있었는데사

회복지, 그리고장애인복지까지영역을확대하면서신

체가불편한장애인들을위한휠체어를개발하자는것

으로의견이모아졌다.   

문제점과개발방향국내휠체어시장을조사해보니

크게수동휠체어와전동휠체어로나누어져있었다. 하반

신마비환자의상태가저마다다를텐데수동휠체어와

조이스틱을이용한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는이두가

지선택밖에없다는것을알게되었다. 자신의상지근력

수준에맞는휠체어, 이동뿐만아니라재활까지겸할수

있는휠체어를모티브로잡고연구를진행하였다. 

2. 휠체어소개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수상작

이동과 재활을 위한 
부하 선택형 동력보조 휠체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작 -

김 보 성             

가천대학교기계자동차공학과 4학년
kbs5529@naver.com

현) 가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관심분야: 자동차공학, 에너지,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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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휠체어와전동휠체어의장점을결합하고단점을

보완한형태의휠체어를개발하고자했다. 수동휠체어

는별도의구동장치가필요하지않으므로구조가간단

하지만사용자가직접바퀴를손으로굴리며사용하기

때문에경사지나, 먼거리운행시상지근력에무리를주

게된다. 반면전동휠체어는노약자가사용하기편리하

지만무겁고고가이며조이스틱을이용하여운행하므로

상지근력이약화되는단점이있다. 이러한수동휠체어

와전동휠체어의장점만을살린수동과전동의중간형

태의새로운타입의휠체어를제작하였다. 연구를통해

개발한휠체어는 [그림 1] 과같이기존의수동용휠체어

에두바퀴축내부에장착이가능한 In-Wheel AC서보

모터및드라이버, 바퀴의각속도를측정하기위한엔코

더와토오크보조를위한제어기로구성되었다. 휠체어

의외형은일반적인수동휠체어와크게다르지않다. 경

제성을생각하여기존휠체어사용자들이새로휠체어

를구입하지않도록수동휠체어와호환이가능한형태

로개발하였다. 개발초기의컨셉은기존의수동휠체어

에두바퀴만교체하면수, 전동이동시에구현되는휠체

어가되도록하는것이었다. 바퀴의림과휠셋내부에제

어기와배터리를위치시켜서완전한 In-Wheel시스템으

로구현하고자하였지만현재개발된배터리의크기와

수명, 그리고시제작품이라는한계때문에이상적으로

생각한형태로제작하지는못했다.  이휠체어의가장큰

특징은사용자의요구나주위환경에따라부하를가변

적으로설정하여이용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사용자

의구동의지를파악하여모터동력을출력하고설정해주

는부하에따라모터가휠체어에동력을보조해주는양

이달라진다. 이는사용자가휠체어에힘을가해회전하

는바퀴의RPM을측정하고이를모터의동력을이용하

여일정시간동안지속시켜주는 Power Assist개념을이

용하였다. 수동휠체어와달리일정량의동력을모터가

보조해줌으로사용자의근력부담을줄일수있고동시

에근력이부족한약자들은적은힘으로반복적인운동

이가능하므로재활에도움이된다. 

3. 제어부설계
(1) 모델기준제어

모델기준제어는휠체어가주어진가상의기준이되는

모델의운동을추종하도록제어하는제어기법이다. 기

준모델은휠체어가추종해야하는원하는궤적을제공하

여준다. 따라서휠체어에주어지는입력을직접추종하

지않고, 입력에대한기준모델의출력을추종하게된다.

휠체어의동역학적모델링을통해블록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그림 2] 와같다.

기준이되는휠체어모델의동역학적특성을나타내

는파이미터 (JR, BR) 값을변화시키면 [그림 3]과같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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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휠체어 전면, 후면



래프로표현된다. 그래프를참고하여보면 JR와BR의값

을실제휠체어의 J, B보다작게설정함으로써모터의

보조동력양이많아져사람이휠체어의적은힘을가해

도쉽게구동할수있고, 반대로 JR와 BR의값을크게설

정함에따라모터의보조동력양이적어휠체어의구동

에많은힘이들어간다는것을알수있다. 이같은개념

을통해서기준모델의파라미터값(JR, BR)의크기를변

화시켜사용자의신체적특성(상지근발달)이나이동환

경(언덕, 방지턱) 등을고려해사용자의운동량을선택

할수있다. 이를바탕으로 PID-제어를통해실제휠체어

의운동을제어한다.

(2) 외란토오크관측기설계

모델기준제어를수행하기위해서는기준모델의입력

신호(사용자구동토오크: Th)를정확하게측정해야한다

. 이를측정하기위해서는선행적으로Th(사람이주는토

오크)가포함된외란전체를측정하여야한다. 외란을측

정방법에는센서식과비센서식으로나누어진다. 센서

식방법을통해외부로부터가해지는힘을쉽게측정할

수있지만, 가격이비싸지고외부적인하드웨어의추가

가필요해휠체어구성이복잡해지는단점이있다. 이러

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비센서식방법을이용해모터

토오크와휠체어속도를이용해수학적연산과정을통해

외란을측정하는방법을선택하였다. 휠체어구동시외

부로부터바퀴에작용되는토오크는사용자구동토오

크(Th), 모터토오크(Tm), 지면의마찰토오크(Tf), 이동환

경(경사길, 내리막길, 방지턱)에따른하중토오크(Te)가

있다. 전체외란토오크 Td의정의는 Tm를제외한외부로

부터바퀴에작용되는토오크로외란관측기를이용하여

제어에이용할수있다. (w:엔코더를통해받은실제휠체

어의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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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준모델 Block diagram

그림 4. 외란토오크 관측기 Block diagram 그림 5. 부하 선택형 모델기준제어 System

그림 3. 휠체어의 시간[s] - 속도[rad/s] 그래프



(3) 사용자구동토오크관측필터설계

사용자가바퀴에가한사용자토오크(Th)의추출을수

행하기위해사람이바퀴에가하는토오크의특성을파

악하기에부합하는신호만을분별한다. 사람이휠체어

에가하는토오크인사용자토오크(Th)는급격하고빠른

변화를주는특징을가진다. 반면에바퀴에작용하는마

찰토오크, 길의상태(경사길, 내리막길, 방지턱)에따른

토오크는상대적으로느리게변화하는토오크이다. 이

와같은특징을적용하여추정된사용자토오크(Th)에대

한정보를가상의기준휠체어모델에입력신호로하여

목표속도(wd)를산출한다. 목표속도(wd)을실제휠체어

속도가추종하도록PID(비례-적분-미분) 제어를통해모

터토오크(Tm)을발생시킨다.

4. 기구부구성
(1) 스위치박스 : 시스템의전원 on/off와부하를 3단

계로선택할수있는다이얼

(2) LED : 모터의작동유무및안정성을위하여엔코

더테두리에LED를부착

(3) 모터 : 200W급정격 36V In-Wheel모터로자전거

용모터를사용하여동력을보조

(4) 배터리 : 24V 30A급리튬-폴리머배터리로전원을

공급

(5) 엔코더 : 광우社의 RIA-90 중공축형엔코더로휠

체어의속도를측정

(6) 제어기 : National Instuments社의 Labview와 cRio

를사용하여제어계를구성

5. 제작기및고찰
아이디어회의에서부터아이디어선정, 배경지식수

집, 재료선정, 제작, 테스트, 보완작업등시작부터완성

단계에이르기까지 10개월이라는시간이소요되었다.

‘과연실현가능할까?’부터가의문이었다. 또한공대학

부생 4명이서시작한프로젝트는몸이불편한장애인을

위한휠체어를제작하자는것이었지만휠체어를사용하

는장애인에대한지식이없었다. 컨셉이잡히고제작에

들어가면서의료관련학과에재학중인타과학생들과

융합하여단순히기술적인부분만이아닌실질적으로

사용하는사용자의편의성도도모하기위해노력했다.

3D설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휠체어를직접설계하고

필요한파라미터값들을찾아내었으며이러한과정을

거치면서강의시간에배웠던이론들은매우유용하게

작용했다. 다른학생들은방학이라고집에서쉬고있을

시간에교수님께양해를구하고실험실을내집안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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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휠체어 기구부 구성

그림 7. 기구학적 특성에 따른 설계 최종도면



럼사용했다. 5개월을학교실험실에서합숙하면서가장

좋았던것은교수님과도서관이가깝다는것이었다. 제

어기를설계하는것은학교에서배운내용만으로는벅

찼다. 자동제어나메카트로닉스학과가아니었기에지식

의깊이가얕아서시도때도없이교수님께찾아가고관

련문헌을찾아가며공부했다. 제어기설계뿐만아니라

기구부를설계하는것도만만치않았다. 3D설계프로그

램으로필요한부품을설계했더라도제작에앞서직접

끼워보고맞춰보고해야했기때문에학교기계공작실

에서부품을직접깎았다. 학기중에배웠던밀링과선반

을이용하여절삭유와알루미늄칩을뒤집어써가면서

제작하였다. 그리고기구부를구성하는데있어서작은

제 20권 제 2호·73

이동과 재활을 위한 부하 선택형 동력보조 휠체어

그림 8. 전시사진 및 상장, 제작사진



부분까지도놓치지않았다. 중요한설계변수는최대로

등반할수있는도로경사와이동속도였기때문에이러

한설계변수를설정하기위해서국내의경사로설계기

준과장애인의보조기이동속도등과관련된법적기준

을바탕으로하였다. 전동휠체어시험검사규격으로부터

최대속도 6km/h의전동휠체어는정지거리가 1m이하다.

일반적인국내도로경사로는 5[°] 내외이므로 6[°]로가

정하고사람의몸무게와휠체어의질량, 휠의반경, 그리

고최고속도 6[km/h]로가정하여경사로에서미끄러지

지않기위해필요한모터출력을산출했다. 이를토대로

200W급 36V자전거용 In-Wheel모터를선정하였고국

내에 In-Wheel모터를파는업체가없어서해외시장까

지알아보았다. 국내에서그나마구입할수있는제품은

자세한제원이불분명한중국산전기자전거용BLCD모

터였기때문에그것을사서직접분해해가며제원을파

악했고 3상 u,v,w를찾는것부터모터드라이버호환성검

토를실험을통해알아냈다. 그리고모터의RPM을측정

하여제어하는제어방식을이용했기때문에엔코더가

필요한데 In-Wheel모터의특성상축이고정되고모터

의본체가돌아가게되어있다. 따라서축과간섭이생기

지않는범위에서본체와회전부가연결되도록하기위

해내경이큰산업기계용Φ30중공축형엔코더(RIA-

90 SERIES)를사용하였다. 또엔코더와모터를연결하

기위해서별도의캡을설계해서부착했고조작편의성

을위해스위치박스를제작하여사용자의요구에맞춰

부하를가변할수있도록다이얼을달았다. 시스템의전

원은OFF하면일반적인수동휠체어처럼모터의동력보

조없이사용자의팔힘만으로휠체어를구동할수있다.

시스템전원을ON하면 1, 2, 3단계의다이얼에따라모

터의동력보조정도를조절하여구동할수있다. 가령바

퀴에 똑같은 힘을 주었을 때 전원 OFF시 이동거리가

1[m]라고하면 1단계에서 2[m], 2단계에서 3[m], 그리고

3단계에서는 4[m]를이동할수있는것이다. 또한경사

로를올라갈때는모터가동력을보조해주므로편하게

언덕을올라갈수있다. 휠체어를개발하는데있어서처

음컨셉처럼모든부품은휠내부에설치하여말그대로

In-Wheel시스템을만들고싶었는데그러지못한부분

이아쉬웠다. 배터리의성능을향상시키고부피를줄인

다면충분히가능한일이라고생각된다. 연구를진행하

는동안가지고있는이론을적용해보고실제로결과물

을만들면서배움의의미를깨달았다. 또한공학분야뿐

만아니라의료분야와융합하면서단순히제품개발에

그치는것이아닌실사용자들의편의성, 인체공학적인

설계, 사용자에게미치는효과까지고려하게되면서더

나은제품을만들수있었다. 공학이이처럼같은공학분

야와기술을공유하고교류하는것을넘어서의료나디

자인과같은다른분야와융합한다면지금보다멋진기

술이우리눈앞에펼쳐지지않을까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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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김영도사업이사, 조영임학회지편집위원장, 정대용학술이사로

구성되었다. 올해로 20주년을맞는한국공학교육학회의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역대회장및임원들의회고록을통하여되짚어보고여성공학,

국제협력, 청소년공학, 교육, 적정기술등의각부문별업적및미래비전

을 20년사의원고주제로정했다. 5월 1일(수)에개최된 2차회의에서는

20년사의세부목차를수립하고각구성목차별담당을정하여원고저자

를선정하였다. 5월 31일(금)에열린제3차회의에서는 20년사의기반이

될학회의연혁과논문집, 학회지, 연구활동등 20년간의활동사항을정

리한문서를검토하는작업을하였다. 한국공학교육학회 20년사는올해

11월에발간될예정이다.

2013년 4월 12일(금) 한국공학교육학회 11대임원단의첫번째정기이

사회가충무로영상센터에서개최되었다. 이번이사회에는이의수학회

장, 홍성조총무부회장, 허은녕사업이사, 서광규총무이사, 박현민재무

이사, 장진호대구경북지회이사, 최금진홍보이사, 정대용학술이사, 최

재원학제이사, 손호재공학기술교육이사, 이종환논문집편집위원장, 조

영임학회지편집위원장, 이충곤산학협력이사가참석하였다. 5월에개최

예정인 20주년기념식에관한계획을비롯하여 11월개최예정인공학교

육학술대회에대한논의를나누었다. ACEE(아시아공학교육국제학술

회의)와 AEESEAP(아시아· 태평양지부공학교육협의회)과의공동개

최를기획하고있는올해학술대회는 20주년을기념하는의미있는행사

이니만큼학술대회에준비에만전을기하여성공적인국제적학술대회

가될수있도록노력하자는데에의견을모았다. 

한국공학교육학회 20년사 편찬위
원회개최

제1차정기이사회

(사)한국공학교육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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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9일(목) 한국공학교육학회 20주년기념식이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개최되었다. 김천욱초대회장을비롯하여이기준제2대회장,

김우식제3대회장, 한송엽제4대회장, 이병기제6대회장, 유영제제8대회

장, 윤대희제9대회장, 김문겸제10대회장이참석하여자리를빛내주었

다. 김영길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김천욱초대회장의기념축사와국가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을역임하신서울대학교김도연교수의기조강연

으로한국공학교육학회의업적과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의미있는이

야기를전해들을수있었다. 또한‘한국공학교육의미래와학회의역할’

이라는주제로이루어진전문가 Panel Forum을통해공학교육에관련한

각계의다양한의견을전해들을수있었다. Panel Forum 연사로는박승

빈한국과학기술원공과대학학장, 장동식고려대학교공학교육혁신거

점센터센터장, 조진수한국항공우주공학회회장, 김성조한국공학교육

인증원수석부원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연구전문위원이참석하였다.

학회임원외에도전국의공과대학장, 혁신센터장을비롯한많은공학교

육관련교육자들이참석하여학회의미래에대해함께고민하였으며전

국의공과대학과공학교육혁신센터및산업계, 관계의많은협력과지원

으로앞으로더욱발전하는한국공학교육학회의미래를기대해보는것

으로 20주년을기념하는의미있는시간을마무리지었다.   

2013년 6월 14일(금) 연세대학교GS산학관에서 2013년도공학교육워

크샵이개최되었다. 이번워크샵에는국민대학교이건상교수, 한국공학

교육인증원의영남대학교송동주교수, KBS 엄지인아나운서, 한양대학

교김우승교수가연사로참석하여공학교육의창의적종합설계방법론,

융복합프로그램인증, 커뮤니케이션및발성법, 산학협력등의주제로공

학교육방법을다각도에서살피는시간을마련하였다. 이번워크숍에는

특별히제2대회장을역임하신서울대학교이기준전총장께서도참석하

시어공학교육방법에관한뜻깊은말씀과함께학회의발전을격려해주

셨다. 참석자들다수가강연내용이워크샵주제에충실하여유익하였고,

특히현직아나운서에게직접발성법과커뮤니케이션스킬을배울수있

어흥미로운강연이였다는평을주었다. 

한국공학교육학회 20주년기념식

2013 공학교육워크샵개최

한국공학교육학회
20주년기념식공로패수상자명단

성  명 소속 및 직위
이병기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강성군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명예교수
유영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윤대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김문겸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도연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조  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안승준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특임교수
배영찬 한양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교수
김우년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윤영구 (주) 한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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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소식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13년 5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홍익대

학교세종캠퍼스와라마다청주에서 2013 방문평가를진행했다.

이번에진행된방문평가는 2013년도에진행된기존방문평가와는달

리목요일과금요일에대학을방문하여평가를실시하고토요일에평가

단조율회의를하는일정으로진행되었다.

기존방문평가는일요일에평가단조율회의를실시하고, 월요일과화요

일에대학교를방문하여평가를진행했다.

금번홍익대학교(세종)의방문평가는인증평가절차개선(안)에따라

평가를진행하여개선(안)의장단점을분석하고자하는목적을담고있다.

2013년5월14일(화)에일본 JUAA가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방문했다.

전세계고등교육의화두인질보장에대한연구를위해해외관련기관

들을방문하며자료를수집하고있는 JUAA는현재‘외부수준보장의현

황및과제’라는해외프로젝트를진행중이며, 이에따라공학분야에국

한되어있으나인증평가활동을수행하는공인원에방문하여인증평가

기준및절차와평가위원교육, 관리에대해배우고고등교육질보장에

대한양국간의현황과관련해정보를교류하였다.

JUAA(Japan University Accreditation Association) 은일본고등교육의

수준향상을목적으로일본내고등교육기관들이모여자발적으로설립

한단체. 1947년 46개국공립및사립대학들의재정지원으로설립됨.

2004년문부과학성장관의인정을받은공신력있는기관이다.

프로젝트완료후, 보고서가발간되면공유하기로하였으며, 기관간협

력활동의일환으로자료및정보를교류하기로하였다. 

제7회E3 Camp(Empowering Engineering Education)가5월30일(목)~31

일(금)까지부산에서개최되었다.

인증제도를운영하는과정에서평가관련전문지식의부족으로겪는

어려움을해결하는데필요한도움을주고자기획한이번E3 Camp에서는

기획의도하에서일반적강연으로구성되는기존워크숍과의차별화를

인증절차개선시범인증
- 홍익대학교(세종) 방문평가

일본 JUAA 공인원방문

제7회E3 (Empowering Enginee-

ring Education) Camp 행사개최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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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하여평가관련주제강연, 그룹별심층적인토의와실습그리고실습

결과의발표등을통하여쌍방향의소통이가능한워크숍으로진행되었다.

제7회 E3 Camp 는 30명의인원제한을두고사전에참가신청과등록

을받았다. 이번 E3 Camp에서다룬주제는삼각측정법을활용한프로그

램교육목표달성도평가방법, 인증평가체계의이해, 프로그램학습성과

의측정과분석이었다. 실습시간에는모두성실하고진지한태도로토론

에임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2013 공학교육인증포럼이 4월 26일(금)에명동서울로얄호텔에서개

최되었다. 

공학교육인증관련업무를맡고있는교수및연구원들을대상으로공

학교육의발전및공학교육인증제도의이해를돕고우수운영사례의공

유를통해인증제도의확산을도모하기위함이포럼의취지이다.

이번포럼에는공인원현황및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방안, 건축공학

분야교과목이수체계모델및선후수이수체계, 단국대학교프로그램교

육목표평가시스템운영사례 ABEEK 단일트랙운영사례: 동국대컴퓨

터공학프로그램에대한주제로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시간을통하여

활발한토의가이루어졌다.

2013년 5월 9일(목) 역삼동에위치한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한국공학

교육학회 20주년행사가개최되었다. 

이날행사에서한국공학교육인증원김영길원장은축사를통해한국공

학교육학회의 20주년을축하하는메시지를전달했다.

또한한국공학교육의미래와학회의역할이라는주제로열린전문가

패널포럼에서는한국공학교육인증원김성조수석부원장이패널로참여

하여한국공학교육의미래와역할을주제로강연을실시했다.

(사진: 한국공학교육인증원김영길원장 / 한국공학교육인증원김성조수석부원장)

2013 공학교육인증포럼개최

한국공학교육학회 20주년 기념식
- 축사및전문가패널포럼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