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을마치고줄곧산업일선에서일하다몇년전대학에잠시적을

두고개인적으로관심을갖고있던분야에대해공부를하며대학원과정

한과목을맡아강의를한적이있었다. 강의교안을만들며참많은생각

을했던기억이난다. 평생마지막이될지도모르는대학강의를어떻게

하면잘할수있을까...... 이때기본바탕으로하고자생각한것이실사구

시(實事求是)였다. 산업현장의기술변화속도를대학이따라오지못하

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과학교강의도사회에서필요한것을충족

시키기에는역부족이라는생각을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고등학교역사시간에처음들은실사구시의의미를다시생각하는계

기가되어관련서적도두세권읽은기억이난다. ‘현실의일들에서뜻이

나원리를구하는사상’으로정의되는실사구시의어원은반고(班固)가

지은한서(漢書) 하간헌왕전(河間獻王德傳)의유덕전(劉德傳)이라고한

다. 하간왕인유덕이이르기를“학문을닦고옛것을좋아하며, 실제일에

서옳은것을찾았다(修學好古實事求是)”했다. 

그리고주자(周子)와함께성리학을집대성한사람으로평가되는정자

(程子)는“넓게배우고(博學), 자세히묻고(審問), 신중히생각하고(愼思),

명확히구별하고(明辦), 성실하게행해야(篤行) 하는데이들중한가지라

도빠지면학문이아니다“라고했다.  

아무튼많은생각을한후주당세시간배정된과목을한시간은도입

부형태로강의를한후나머지두시간은수강생들이사전에제공한자료

를바탕으로과정상정해진주제로 2인1조로세미나를하는형태로진행

하기로했다. 기존강의와형식이다르고매주한보따리씩안기는참고자

료에불평이라도있지않을까걱정을하기도했는데수강생들이잘따라

주었다. 세미나후강평시간에업계현황도간간히소개해주고강의시

간에여유가있을때는수강생의관심사에대한질의응답시간을갖기도

했는데호응이좋았던것으로기억된다.

중국에생산법인이있어자주왕래하며중국의문화와국가정책에자

연스럽게접할기회가많아졌다. 우리나라와비교해보면공산주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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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경제만큼은민주주의의한국보다실용적이라는

생각을하게된다. 국가고위공무원에공대출신이많은

것도그렇고지방관리들도기업에대한이해와지원이

감동적인수준이다. 중국을경제대국으로만드는데초

석을놓았다는덩샤오핑도실용주의자로잘알려졌고,

현재의중국국가주석인시진핑도시골서토굴생활을

하던시절‘실사구시와인내를배웠고, 자신감을얻었다’

고회고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는이런저런이유로만들어진법령과

규제가너무나많아새로운일은커녕기존사업을영위

하는데도애로가많다. 부분최적화는지속적으로진행

되는데거시적인관점의전체최적화노력이크게부족

하기때문으로이해된다. 전체를아우르는분위기와역

량이갖춰져있지않다면모두가공감하고공유하는철

학이나방향이라도확실한것이있었으면도움이될거

라는생각을해본다. 그래서실사구시라는말이더절실

하게와닿는것같다.

요즈음융합기술이나창조경제가자주언급되는데언

젠가빛을발하고국가경제에큰도움이되겠지만아직

은실체에대한이해와실행을위한기반이너무취약한

가운데말만앞서가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이러

한국가적인방향설정에대학이얼마나주도적으로참

여하고실행을위해고민하고있는지궁금하다. 대학과

정을모두이수하고도졸업후현장에서제대로일을하

려면상당기간새롭게공부해야하는데아무런개념이

없는사람들이기술을융합하고창조하려면허비가참

많을것같다는생각이든다.

우리보다인구가훨씬많고땅도크긴하지만인디아

에는공학교육을제공하는대학이 5,000개가넘는다고

한다. 영어가공용어이기때문에유학도많이가고수학

후현지에취업도많이한다. 이들이시간이흐르면인디

아국가경제발전에엄청난기여를할것은자명하다. 유

럽의경제강대국이된독일의공학교육은현장중시형

으로유명하다. 자세히는알지못하지만중소기업이대

기업을능가하는역할을하고있는독일형경제가이런

교육제도에서온것이아닐까한다. 

몇년전부터인가서울의한대학교는실학사상의태

두로알려진다산정약용을교육이념으로삼겠다고하

여건물이름에도쓰고있었는데얼마나구현하고있는

지는잘모르지만학계에반향은일으키지못하고있는

듯하다. 몇달전읽은기사에서는대덕에있는대학교의

총장은실사구시형공학시스템구축에주력하겠다는소

식이있었다. 참고무적이라생각하고있는데크게실효

를거두기를바라고있다. 

교육이란유아때부터시작되는것이고교육기관도

피라미드구조로되어있어대학에서아무리혁신적으

로한다고해도노력에비해얻는성과는작을수있다.

그러나사회접점으로서의대학교육은사회의모든조

직에직접적인영향을주기때문에교육파급효과는가

장클수밖에없기도하다. 연구를잘하는사람은밖에도

많지만페스탈로치역할을제대로하는분은교수뿐이

라는사실을모두알았으면좋겠다. 그리고다른분야도

그러하지만공학교육의실사구시는많은논의와연구

를거쳐다양하고효과적인방안으로활발히전개되었

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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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는창조경제의목표달성을위해서융합교육의필요성을강조하

고, 공학인에게창의적자질을갖추기위한인문학적소양교육의중요성

을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은다양한요구에대응하기위해과연공학교육

은어떻게변화되어야할까?

선진국의기술을모방하였던중국이혁신역량을강화하여우리와치열

한경쟁을시작한지오래되었으며이제많은분야에서우리의기술력을

앞지르고있다. 우리나라는현재일본과중국사이에서많은분야의기술

력이노출된상태이다. 즉, 우리나라는산업전반에걸쳐선진국과신흥국

간에끼어전방위압박의위기감이확산되고있다. 

이와같은국제정세에서미래의고부가가치성의제품을생산해내기

위해서는창의적인아이디어로새롭게무장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삼

성, 현대등우리나라의대표적인대기업들에서는시대적흐름에동조하

면서다양한소양을갖춘전문공학인을채용하겠다고공표하고있다.

SSAT나HMAT 등을통해역사, 문학, 예술등의다양한소양을갖춘인재

를선발하고자하고있다. 따라서현시대의공학교육은인문학적소양을

갖춘창의적융복합인재를육성하는것이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그러

나인문학적소양이어느교육과정의단계에서어느정도의소양으로학

습되어야할까?  인문학적소양은반드시교과과정내에서만성취될수

있는것일까?

최근들어우리나라의교육정책이초중고및대학교육전반에걸쳐인

문학적소양을강조하고있다. 교육부에서최근발표한문이과통합을위

한교육과정개정(안)은과학교육을위축시키고인문사회학분야의교육

을강조한안이다. 게다가대학교육과정에서도전문교양 18학점(글쓰기,

발표력, 경제성공학등)을폐지하고인문학적소양을증대시키기위해

일반교양을확대시키도록공학교육인증원에요구하고있다.

우리는융복합교육을미켈란젤로시대와같이과학과예술, 인문학의

접속을지칭하고있으나실은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등등여러영역

으로나누어진과학분야를통합적으로받아들이는것이융합적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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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초이고창의적사고의시초가된다. 예를들어융복

합학문이란기계공학을이수한졸업생이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또는교통공학을추가로학습하여최첨단의

지능형자동차를생산할수있게되는것을의미한다.

통합적사고능력과다학문적기반의사고를갖기위해

서는과학, 기술, 인문학등과연계된융합교육이필요할

수도있다. 또한융합인재양성을위해서는공학교육과

인문학과의융합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 130학

점의테두리내에갇힌대학교육내에서융복합교육은

대학원과정이나추가학기이수를통한복수전공으로

완성이가능할것이다.

이와같은제약조건하에서공학교육을개선하기위하

여창의적이고실용적인현장중심의설계과목위주로

공학교육과정이변화되고있다. 과학적창의성을교육

한다는것은인문학을학습하는것도필요하겠지만교

육방법의개선을통해서도달성될수있다. 즉과학적탐

구과정을통해어떤현상을통합적으로바라보고이를

서술하고발표할수있는글쓰기와발표력과토론을강

조하는교육으로변화되고있다. 설계과목의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의사소통등의과정을통하여창의성

을배양할수있도록공학교육을개선하고있다.

그러나현재에도문과졸업생들이수학과과학에무지

한것과는별개로이과졸업생들도대학에진학하는학

생들의대다수가과거에비해과학과수학적소양이갖

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진학을하여대학에서는고육

지책으로이러한신입생들을위하여기초수학과일반물

리학강좌에많은학점과시간을투자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은현실에서교육부에서일방적으로추진하고

있는과학을축소시키고인문사회학을확대시키는교육

과정개정(안)은과학적소양교육을완전히포기시키는

정책이다. 과학기술을통한창조경제의목표달성을정

책기조로삼고있는현정부의정책에대해교육부의교

육과정개정(안)은정부의이공계육성의정책기조에역

행하는것이다.

대학내에서도 130학점중에서일반교양의학점이늘

어나이공계교육부실의전조가보이는가운데설상가

상으로초중등교육에서마저과학교육을등한시할경

우대학에서는본래의대학교육을포기하고고교과정

의수학, 과학을학습시켜야하는심각한문제가발생되

어결국공학교육의국가경쟁력은상실하게될것이다. 

미국은이제까지의개념중심교육에서탈피해과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강조하고있고,

중국도최근과학교육을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기본

소양으로다루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교육정책도초중등및대학교육의

전과정에서체계적이고통합적인교육체계로정비할

필요가있다. 즉초중등및대학의모든단계에서일률적

으로인문학적요소를강조할것이아니라단계별선택

과집중을시도할수있으며또한교과과정의범위를벗

어난교육과정에서인문학적소양을학습할수있도록

교육체계의근본적인개선이필요하다. 이와같은개선

하에서융복합적인과학적소양과문제해결능력을기를

수있는공학교육을구현하는것이가능할것이고, 이것

이창의적인창조경제의목표를달성할수있는지름길

이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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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과수학적사고의중요성
산업화시대에는맞춤교육이필요했고주효했다. 우리나라가전쟁의폐

허에서단시간에근대화를이루어내도록 한일등공신이기도했다. 그런

데지금처럼변화의속도가빠른시대에이패러다임이유효한가? 대학에

서많이배우면기업에들어가맡은역할을잘하는 인재가될수있을것

이다. 하지만열심히배운것이 1-2년만지나도이미낡은기술이되는시

대인데, 그뒤에는어쩔것인가? 기존기술을향상시키는수준이아닌, 파

괴적창조로볼만한수준의혁신이새로운시대를이끌면서지식의유효

기간은더욱짧아지고있지않은가? 

이러한상황은우리에게교육의틀을근본적으로다시생각하게하며,

특정영역에숙련된인력의배출은더이상교육의주요목적일수없다는

결론에다다르게한다. 특정지식의교육은, 그지식이곧낡은지식이될

거라는사실을전제하고이루어져야한다. 오늘날인재의주요소양은자

기분야의흐름과변화를읽어내는능력이고, 새로운기술과지식을이해

하고흡수하는능력이다. 그래서미래인재가반드시가져야할 소양에

당연히수학적이고논리적인사고력이들어가는것인데, 이는미래의공

학분야인재를길러내는공학교육에서도깊이고민해볼 화두이다.

수학적도구와사고력이기술적혁신을이끌어낸예는차고넘친다. 구

글에서어떤단어나표현을가지고검색을해보면, 보통은앞쪽에나오는

검색결과가우리가원했던결과인경우가많아서통상은뒤쪽페이지까

지갈필요가없다. 구글은어떻게해보면, 검색결과를서열화해서앞쪽

에우리가원하는결과를배치하고보여주는걸까? 구글의공동창업자인

Larry Page의이름을딴 Page Rank라는아주수학적인알고리즘이이런

마술을만들어냈다. 검색결과를어떤우선순위를가지고보여줄것인가

라는질문에구글은마술과도같은답을한것이다. 

영상통화는어떤가? 영상신호를디지털신호로바꾸어보내면, 신호가

벽에도부딪치고공기의온도차도겪고우여곡절이많아서변질된신호

가상대방에게전달된다. 변질된신호에서에러를찾고자동으로교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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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래의영상신호를복원해내는 수학이론이깔끔한

영상통화를가능하게한다. 20세기중반에쉐넌이<통신

의수학적이론>이라는논문을통해개발한코딩이론이

그주인공이다.

요즘금융거래에서해킹때문에물의가자주일어난

다. 인터넷상거래에서본인인증의문제는아직도골칫

거리이다. 이러한보안문제를해결하는것은암호론이

라는수학이론이다. 아직도수학자들은암호론을발전

시키며해커들과치열하게전쟁중이다.

글로벌교류의중요성
특정분야에서의전세계적인교류라는개념은스포츠

에서시작되었다. 근대올림픽은 1896년아테네올림픽

에서시작되었는데, 단일국가를넘어선국가간경쟁의

도입으로스포츠를통한인간한계에의도전과이를통

해이전에는인간이다다를수없다고여겨지던새로운

기록을창출하는등의여러성과를냈다. 올림픽을통한

엘리트스포츠의성장은대중스포츠의인기를만들어

냈고, 스포츠의대중화에기여하는효과도있었다.  

스포츠말고도글로벌교류의필요를일찍깨닫고시

작한분야가있다. 세계수학자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Mathematicians, ICM)는아테네올림픽다음해인1897

년취리히에서처음개최되었으니근대올림픽의역사

와거의일치하는데, 수학에서의세계적인교류는어떠

한타학문보다일찍시작된것으로볼수있다. 이제는

120여국의수학자 5천명이모이는대규모국제학회이고

매 4년마다개최된다. 노벨상에는수학분야가없는데,

수학의노벨상으로도불리는필즈상이바로이세계수

학자대회개막식에서수여되고개최국국가원수가수여

하는전통도성립되어있다. 

스포츠에서의글로벌교류가인간한계의극복을이끌

어낸것처럼, 수학에서의글로벌교류는사고의교환을

통한난제해결을이끌어냈다. 풀리지않는난제는우리

를괴롭히며우리생각의허점을드러낸다. 기존의방식

으로해결이되지않는다면분명그만한이유가있을것

이기때문이다. 그래서난제는새로운사고와진보를이

끌어내는화두가되고, 다자간사고의교환을통한집중

적인해결노력을야기하며사고의파격적확장, 즉새패

러다임을이끈다. 그래서수학에서는학자들의“모이는”

행위가많다. 학술회의나세미나의절대수가많고, “모

이는것”만전담하는세계적인수학연구소도여럿있다.

이러한난제해결노력의정점에있는세계수학자대회

는, 현재의틀로는해결이요원해보이는난제를정리해

서, 우리가무엇을알고무엇을모르는가를분명히하는

노력을이끌어왔다.

특히이번 ICM 2014는 2014년 8월 13일부터 21일까

지서울COEX에서개최되어전세계122개국에서5,200

여명이참가하였는데, 이는참석국가및참가자수에있

어역대최대기록이다. 학술적발표와토론을통한지적

축제였고다양한수학문화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및

일반인이즐기는향연이었다. 역사상최초로여성필즈

상수상자가나오면서, 주최자와시상자그리고수상자

가모두여성인이례적인장면을연출하기도했다. 

개막식에서는필즈상(Fields Medal)을포함한여러상

의시상식이열렸고대한민국대통령이직접시상했다.

필즈상은흔히수학의노벨상으로불리는수학분야최

고의상인데 40세이하의수학자에게주어진다. 네반리

나상과가우스상은특히공학과유관한업적에대해수

여하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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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필즈상수상자: 아르투르아빌라(Artur Avila), 만줄

바르가바 (Manjul Bhargava), 마틴 헤어러(Martin

Hairer), 마리암미르자카니(Maryam Mirzakhani)

브라질태생인아빌라는브라질국립순수응용수학원

(IMPA)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 필즈상은그동안미국,

유럽, 일본등수학선진국에서박사학위를받은학자들

만수상하였으나, 처음으로남미에서박사학위를받은

학자가수상한것이다. 바르가바는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받은후 2년만인 2003년에프린스턴대학정

교수로임용되어프린스턴역사상두번째로젊은나이

에정교수가되는기록을세웠다. 헤어러는확률편미분

방정식연구에있어서지금까지해결불가능해보였던

문제들을도전할새로운이론을창안하여큰돌파구를

만들었다.

서울세계수학자대회최고의스타는당연코마리암미

르자카니였다. 1977년에이란의테헤란에서태어난그녀

는미국하버드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고현재스

탠포드대학교의교수이다. 필즈상역사상최초의여성

수상자라는기록을세웠는데, 기하학과동력학계분야

에서기념비적인연구업적을쌓은것을인정받았다.

네반리나상: 수브하시코트 (Subhash Khot)

코트는 IIT출신으로프린스턴대학에서박사학위를

받았다. 계산복잡도이론(computational complexity theo-

ry) 분야에서유일게임예측(UniqueGames Conjecture)를

제시한공로를인정받았다.

가우스상: 스탠리오셔(Stanley Osher)

스탠리오셔는이미지처리의수학이론을개척하며실

생활의문제에고등수학을적용하여해결하는가교역

할을하였다. 그는공학자및응용과학자들과함께끊임

없이소통하고연구를수행하여범죄자수색, 애니메이

션영화의제작, MRI영상의분석력향상, 컴퓨터칩구

상등많은분야의발전에큰기여를하였다.

천메달: 필립그리피스(Phillipe Griffiths)

프린스턴고등연구원명예교수그리피스는복소기하

에서초월적방법론을선구적이고획기적으로발전시켰다.

릴라바티상: 아드리안파엔자(Adrian Paenza)

릴라바티상은인간생활의여러면에서결정적인역할

을하는수학의중요성을대중에게널리알린사람에게

수여하는상이다. 파엔자는아르헨티나출신의수학자

이며과학저널리스트이다. 수학의즐거움과아름다움

을대중과함께하겠다는열정을바탕으로다수의수학

책을저술하였으며, 수학과과학에관한 TV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있다. 재미있는일화, 인터뷰, 유머등을섞어

문제풀이에응용함으로써대중에게수학에대한새로

운그림을보여주고있으며일반대중이수학이라는학

문을받아들이는방식을결정적으로바꿔놓았다.

주요문화행사
이번 ICM의가장주요한특징은, ICM이학자들의학

술행사에그치지않고청소년과일반인을위한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통해대중의참여를이끌어냈다는것

이다. 대회기간동안 2만명이상의일반인이참가한대

기록은, 앞으로의세계수학자대회에서쉽게깨지지않

을기록으로간주된다.

개막식날저녁에는수학적이론을증권시장에접목하

여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로 불리는 제임스 사이먼스

(James Simons) 르네상스테크놀로지명예회장의대중

강연이있었다. 지난2008년부터3년동안10조이상의개

인수입을기록한바 있으며포브스부자순위70-90위에

지속적으로랭크되고있는거부인사이먼스는재산대

부분을과학및교육의발전을위해기부한바있는데, 본

인의인생에서수학이가졌던특별한역할에대해 5천명

의청중에게강연하면서미래의과학기술과경제발전에

서수학이가장큰무기가될거라고단언했다.

세계적인수학연구소인독일Oberwolfach연구소가수

학대중화를위해개발하고성공적으로진행해온 I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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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RY체험관도코엑스에서진행된인기프로그램이

었는데, 터치패널등의첨단하드웨어를활용하여콘텐

츠중심의수학개념을소개하고체험하도록돕는프로

그램이다. Bridges Seoul학술대회는수학과예술을연결

하는세계최대의수학기반융합국제컨퍼런스로써서

울 ICM기간중국립과천과학관에서워크숍, 세미나, 예

술작품전시회, 공연, 음악회, 영화축제등다양한행사

와함께열렸다. 또한이창호 9단등프로기사 5명의다

면기대국이펼쳐진 ‘수학과바둑’ 이벤트도수학자및

일반인들이참가하여성황리에진행되었다. ICM조직

위원회가주한프랑스대사관과협력하여공동주최한

수학영화상영회는, 수학을주제로한프랑스영화 ‘나

는왜수학을싫어하게됐나’를소개하며여러파장을일

으켰다. 2010년필즈상수상자이며이영화의등장인물

인세드릭빌라니프랑스에콜노말교수가직접영화소

개및질의응답시간을진행하였는데, 사회적영향력이

커지고있는수학의역할을일반인들에게뚜렷이보여

주는기회가되었다.

서울세계수학자대회의의
한국수학은매우빠르게발전해왔는데, 현재논문수

기준세계 11위이다. 어렵던시절국제수학연맹(IMU,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에서의 지원을 받아

ICM에처음참가했던우리나라는개발도상국수학자

1000여명의서울 ICM참가를지원하기로계획하였다.

경제적으로어려워국제활동참여가어려운학자들에

대한이러한지원은척박한환경에서눈부신발전을이

루어낸한국수학의발전과나눔의의미를이들과공유

함으로써세계수학계가개도국과동반성장할 수있는

계기를마련하고인류문화공동체가함께발전하는것

에한국수학의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서울 ICM

을통해한국수학의잠재적역량이크게성장하고국내

외적위상이높아지면서수학연구의수준도한단계도

약해서우리나라가 IMU 최고 5군국가로곧진입하는

것도가시권에와있다.

서울 ICM은수학의대중화를여는큰사건이기도했

다. ICM을전후해서이루어진각종수학문화프로그램

은수학을즐기는문화적토양이생성될수있다는가능

성을보여주었다. 평균적인아이들의수학성취도가세

계최상위라는것은우리교육이이루어낸 큰성과이지

만, 아이들이수학과친한지에대해서는걱정의시각이

있다. 입시중심의객관식평가등의문제때문일것이다.

다양한수학문화프로그램과교과과정을통해 21세기

산업이처한각종문제들에수학이돌파구를만드는모

습을보게되면, 아이들은수학을공부해야할이유를알

게되고학습의동기를가지게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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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장님께서가천의대,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학교를성공적이고혁신적으로통합하신이후
가천대의이미지와경쟁력이상당히향상되었다고생각됩니다. 

통합하시게된계기와추진과정에서의어려움은어떤것들이있으셨는지요?

우리는대학사에유례가없는대학통합을이루었습니다. 가천대학교는사실상네개대학을합쳐새롭게탄생한대

학입니다. 많은기대와관심이모아졌습니다. 그결과입시경쟁률과입학성적, 취업의질이높아지고있습니다. 학생

들이재학중세계유명학술지에논문도발표하기시작했습니다. 전반적인수준이높아지고평가도달라졌습니다.

단순한덧붙이기식통합이아닌‘상생’이라는큰타이틀을걸고통합을추진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구성원들을

이해시키고자발적으로통합을준비하는분위기가조성되었습니다. 글로벌명문육성에대한공감이결국성공적통

합을이루어내는데큰힘이되었습니다.  

우리재단은의료문화교육언론봉사를아우르는대한민국의대표적인종합공익재단입니다. 재단설립이후지난

50여년간4개의병원을세웠고, 3개의대학교를인수하였으며, 의과대학을세우기도했습니다. 이번통합은4개대학

을하나로묶는작업이며, 이미 2개대학간의통합을성공리에추진한바있습니다. 통합의대장정을마무리하면서

어려운일이없었다고말할수는없지만, 구성원들의협조와노력으로좋은결과를얻어냈습니다. 이번통합에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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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美 Mary Immaculate Hospital 인턴 수료
美 Queen’s Hospital Center 레지던트 수료
日本대학교 의학부 의학박사
단국대학교 명예교육학 박사 
카이스트 명예 이학박사 

현) 통합 가천대학교 초대총장
가천길재단 회장

Interviewer | 조 영 임 (한국공학교육학회 학회지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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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역점을두었던부분은통합가천대학교의비전을구성원들에게이해시키고공감을얻어내는일이었습니다. 나는

교수나직원등구성원들에게상처를주는개혁을반대해왔습니다. 이번통합역시구성원간의이질감과갈등을근

원적으로해소할수있는방향으로진행하였습니다. 

Q. 총장님의평소교육에대한철학이나비전을말씀해주시고, 

가천대의비전을말씀해주십시오.

가천대학교는대학통합으로입학정원 4,500명, 재학생 20,000여명의대규모대학이되었습니다. 아울러국내에서

는드물게의과대학, 한의대, 약학대학, 간호대학을모두갖추며글로벌명문으로도약하게되었습니다.  

IT 및바이오나노, 의료관광등첨단분야과학및의공학및약학, 의료보건분야를특성화하고, 국내외석학들을교

수로대거임용해교육및연구에새바람을불어넣고있습니다.   

가천대발전전략의핵심은특성화와글로벌화, 연구역량강화라고할수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살고있는우리에

게대학의‘글로벌화’는선택의문제가아니라필수입니다. 세계대학들과의무한경쟁에서살아남으려면우리가가

장잘할수있는학문분야를‘특성화’해야합니다.  

우리대학은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WCU(World Class University)에선정되었습니다. 약1800억원을들여이길

여암․ 당뇨연구원(2008년5월)과가천뇌과학연구원(2004년9월)을각각설립해운영하고있으며, 두기관이단기간

해외정상급연구소로자리잡았습니다. 바이오나노연구원역시임상시험센터, 유헬스캐어센터등과연계하여진료

와교육, 연구에눈부신발전을이루어나갈것입니다.  

올 7월에는통합이후중점적으로추진하던글로벌화와특성화가소기의결실을맺으며교육부가주관한대학특성

화(CK-Ⅱ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에서 6개사업단이선정되어수도권 1위로연 40억씩 5년간 200억원의

재정지원을받게되었습니다. 특성화사업선정을통해교육과정특성화, 장학금및해외연수확대등다양한혜택이

주어지게되므로학생들에게는더없이큰선물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    

2015년까지국내 20대, 2020년까지 10대명문에진입하는것이우리가천대의목표입니다. 또한이를토대로‘글로

벌명문대학’으로발돋움할것입니다. 

Q. 총장님께서는글로벌캠퍼스를만드셔서글로벌화를선도하고계시는데요, 

바람직한글로벌공학교육에대한고견을듣고싶습니다.

글로벌공학교육이란인류사회에기여할글로벌능력을갖춘공학인재를양성하는것입니다. 글로벌공학인재란

창의력과상상력, 글로벌소통능력을갖춘인재를말합니다. 

우리학교는학생들의창의력을꽃피우기위해참신한아이디어를발굴, 공학작품으로실현하는캡스톤디자인교

육을적극실시하고있습니다. 학생들의아이디어가우수할경우팀당 1천만원이상을지원합니다. 학교의관심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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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바탕으로가천대는캡스톤디자인부분에 전국상위성적을보이고있습니다.  

본교공과대학은산업디자인과융합을통해인간의심리적, 감성적, 미적요구를어떻게충족시킬것인지를탐구하

며다양한아이디어를작품으로형상화하는기회를주고있습니다.  

가천대학교는 2012년 2월, 재학생들의글로벌역량강화를위해미국하와이에기숙형어학센터인가천하와이교육

원을열고연간 300여명이상의학생을하와이에파견어학연수와문화체험을실시하고있으며 개관이후 800여명의

학생들이연수를마쳤습니다. 

또한강화교육원의토익캠프, 비전타워내영어전용공간인글로벌존, 무료토익센터등학생들의글로벌역량강화

를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하고있습니다.    

Q. 최근여성의사회진출이눈에띠게증가하고있고, 대통령도여성이하는시대를맞이하고있습니다. 

이러한시대에여성총장님으로써여학생들이나여성들에게어떠한자세로공부해야하며, 

성공하기위해서꼭당부하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인생의선배로서, 대학총장님으로서말씀해주십시오.  

나는남여편견이만연한시대를살아왔지만, “여성이라꿈을이루지못한다”는말은인정할수없습니다. 나는, 여

성이라서더잘할수있는일이많았습니다. 여성이기에의사로서환자를더세밀하고섬세하게환자를대할수있었

어요. 

제가의과대학에진학할당시에는남자의사를내외해서병원을찾지않는여자들이대다수였습니다. 항생제하나

만있어도치료할수있는병인데, 병원을찾이않아몸이상하는경우가허다했고, 아이를낳다가목숨을잃는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누군가이땅의여성들에게건강의소중함을일깨워주고돌봐줘야한다고생각했어요. 그역할을

맡기위해주저없이산부인과를선택했습니다. 

여자라서힘들다거나못한다는생각은한번도해본적이없습니다. 열정을갖고도전하느냐, 하지않느냐의차이

지남성인지, 여성인지는큰상관이없습니다. 일을하다보면실패도있을수있지만, 그것은여성이라서가아니라최

선을다하지않은탓입니다. 무슨일을하든여성이라서불리하다고생각하는순간그것은이미진게임이에요. 그건

남성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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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1985)

대통령 표창(1991, 1996, 1998)

제29회 용신봉사상 수상(1993)

제2회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수상(1997)    

서울대 총동창회 제5회 관악대상 수상(2003)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2003)

제13회 자랑스런 서울대인상(2003)       

서울대총동창회 ‘유공(有功)동문상’ 수상(2006) 

2006 대한민국「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賞」수상(2006)      

제8회 함춘대상 사회공헌부문 대상 수상(2007) 

`2007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2007)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 (2009)

몽골 최고 훈장-‘훙테트 템데그 의료훈장’(2009)

제3회 성산효행대상 수상(2009)

제12회 효령상 사회봉사부문 수상(2009)

제1회 인천사랑대상 수상(2010)

여성신문사 ‘올해의 인물상’ 수상(2011)

뉴스위크 ‘2012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 선정(2012)

인촌상 ‘공공봉사부문’ 수상(2012)

하와이한인회 주최 '하와이 이민 110주년 기념식' 공로패 수상(2013) 

포브스 주관 '아시아 기부 영웅 48인' 선정(2013) 

제 21권 제 3호·13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 인터뷰

주요약력 및 경력  

1978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설립

1981. 6. ~ 2005.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여성부의장(2001. 8 ~ 2003. 7)

1982. 6. ~ 1984. 5. 사단법인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1985. 7. 15 ~ 7. 26 ’85 UN여성대회 정부대표 참가(케냐)

1991. 11.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 설립, 現)이사장

1993. 7. 한센국제협력후원회 회장

1994. 12. 학교법인 가천학원 이사장(가천의과학대학교, 신명여고, 가천인력개발원)

1995. 3 ~ 2005.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회장(5회 연임) 

1998. 3. 가천의과대학교 설립

1999. 8. ~ 現)경인일보 회장

2000. 8. ~ 2012. 2. 가천대학교 총장 

2002. 3. ~ 現)가천길재단 회장

2003. 12. ~ 2004. 7.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 의장

2007. 10. ~ 2008.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장 

2008. 10. ~ 現)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이사장

2011. 8. ~ 2013. 7.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2011. 8. ~ 現)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명예회원

2011. 11. ~ 2012. 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초대 이사

2012. 3. ~ 現)통합 가천대학교 초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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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교육부에서담당하고계시는업무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현재교육부조직은교육단계별로초중등, 고등, 평생교육으로크게나누어져있으며, 이중에서제가담당하고있

는업무는고등교육단계에서고등교육기관과학생들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지원업무를총괄하고있습니다. 학

제로는 4년제대학과전문대학부터사내대학과계약학과까지, 기능으로는기본적인교육기능부터산학협력과취업

·창업활성화까지대학의역량을제고하고, 기업과사회가원하는인재를만들어내는데도움이되도록지원하고있

습니다. 특히, 새정부의교육비전인“꿈과끼를키우는행복교육”과능력중심사회구축“을위한정책적노력들이현

장에뿌리내릴수있도록올해에만약1조원규모의지원사업들을추진하여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올한해지원된

사업의일부를소개하자면,

- 첫째, 지역과대학의여건을고려하여비교우위분야를집중지원하는‘대학특성화사업(CK)'에 2,577억원을,

- 둘째, 산학협력선도모델창출과이를통한대학교육을산학협력체제로전환하기위한‘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육성사업(LINC)에
2,583억원을,

- 마지막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교육과정개발로산업계중심의핵심전문직업인력을양성하기위한‘특성화전문대학육성
사업’에 2,696억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교육부 대학지원관 - 배성근 국장 인터뷰

배 성 근

sgb3207@moe.go.kr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플로리다주립대 교육학 박사

현) 교육부 대학지원관 

Interviewer | 조 영 임 (한국공학교육학회 학회지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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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지원관 - 배성근 국장 인터뷰

그밖에제가소속되어담당하고있는다양한정책․ 사업들을간단히정리하자면위의표와같이요약할수있습니다.

Q. 최근산학협력이나특성화와관련된사업들이매우많아서각대학들의경쟁이치열했는데, 

이러한사업을추진하면서각대학은어떠한모습으로변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최근학령인구의감소로인한대학구조개혁필요성의대두와고등교육시장의글로벌경쟁은대학의재정과교육

여건을더욱어렵게만들고있습니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한듯산학협력이나특성화와같은재정지원사업에대한

대학들의관심이높아졌다고생각합니다.

- 특히, 특성화사업과산학협력사업등대규모재정지원사업의신규선정이맞물려있는올해와같은경우대학들간의경쟁이그어느해보
다치열했습니다.

각대학의총장님들을비롯하여대학구성원모두가참여하여관심과열정을보여주셨고, 지역의언론들도해당지

역대학들의선정여부에지대한관심을가지기도했습니다. 저는이번재정지원사업들의선정평가과정들을지켜보

면서안타까움과기대감이공존했습니다.

- 교수님들이재정지원사업의기획을위해애쓰는모습을보며, 대학의재정적여건이점점어려워지고있다는것을피부로느꼈습니다. 고
등교육정책을맡고있는입장에서무거운책임감을느끼게되는순간이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안타까움과무거운책임감은사업의평가가마무리될수록기대감으로바뀌었습니다. 비록재정지원사업을통한변화라
하더라도구성원들의노력들이불러오는대학의변화가결실을맺을거라는느낌을받았습니다. 

대학이어떠한모습으로변해야하는지에대해물음을주셨는데, 기대감을느끼게하는현재대학이변하고있는모습이바

로그해답이라고봅니다.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 대학이어려운현실속에서주변의여건과스스로의역량을살펴보는계기

소관 부서 주요 업무
-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지역대학육성과 - 지방대학 육성 사업(지역선도대학,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및 조성 등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전문대학정책과 - 세계로 프로젝트, 세계수준의 전문대학 육성 사업 추진
- 전문대학 학생정원 및 학사 관리, 법인 및 재산 관리(예결산)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LINC)

산학협력과
- 대학 산학협력단 제도 개선 및 지원, 공과대학 활성화
- 산업현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개선
- 산업계관점 대학 평가
- 대학의 창업교육 계획 수립 및 창업활성화 지원

취업창업교육지원과
- 대학 졸업자 취업률 통계 조사
- 계약학과, 학교기업, 기능대학, 사내대학 등 지원 
- WEST 프로그램 등 글로벌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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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고, 대학이지역사회에서어떠한역할을할수있는지에대해고민하는시간이아니었나생각합니다.

- 그결과, 특성화사업을비롯하여다양한재정지원사업을통해대학스스로가변화해야될모습을계획하는기회가되었고, 각대학들은
각자의여건과처한현실속에서나아가야할방향들을정하고그목표를향해전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지역적여건과대학의특성에맞게대학이스스로목표를정하고그목표들을향해나아가고있다고생각하며, 교육

부는이러한대학의변화를측면에서적극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근융합에대한요구들이많고세계적인추세인것같습니다. 겉모습만융합이아니라실질적인융합교육이필요

한것으로보이는데서로다른목표를갖는학과나전공간융합교육을제대로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앞서말씀드린대학특성화사업은영문으로 CK(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이라불립니다. 창조경제를이

끌어갈대학이라는뜻으로, 문제해결능력을갖춘창의적인재양성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통섭형의창의적인재

라는다소모호한개념은융합교육이라는수단으로구체화된다고생각합니다.

- 학문간울타리를넘어공학과예술의만남, 인문학과의조화등다양한융복합사업단(전체사업단의 69%)이특성화사업(CK)에선정되
었습니다.

- IT와소프트웨어가융합한‘ICT 융합기반친환경자동차인력양성사업단‘, 공학과디자인이융합한’창조명품형 Eyewear 인력양성사
업단‘및문화와예술이만나는’융복합미디어콘텐츠창조인재양성사업단‘등창의적인융복합사업단도많습니다.

다만, 다양한학과들의물리적인결합을넘어, 다양한학문들간의유기적이고화학적인결합이이루어져야진정한

창의인재를키워낼수있다고생각하며, 

- 유기적인결합을위해반드시전제되어야하는것이융복합교육을위한교육과정의개편이라고봅니다. 이에따라, 특성화사업선정과컨
설팅과정에서도융복합교육을위한교육과정의개편, 교과목개발등소프트웨어적인기반구축에초점을두었습니다.

- 융복합을위한교육과정의개편과새로운교과목을개발하여새로운학문을개척하는과감한시도들이이미유수의대학들에서시도되고
있습니다. 특성화사업을통해이러한융복합학문이활성화되길바랍니다. 지금은너무나당연시되는경제학이라는학과가알프레드마
셜에의해 1903년에신설되었던것처럼, 새로운융복합학문에대한사회적수요에힘입어이를뒷받침할학문적이론(교육과정등)이정
립되기를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국장님께서대학교육이나대학에바라고싶은사항이있으시다면자유롭게말씀해주십시오.

제가근무하고있는교육부대학지원관은수많은위한대학재정사업을비롯한대학의교육, 산학, 취업역량제고

를위해다양한정책적지원을함과동시에,

- 대학도스스로의교육여건을개선하고, 역량을제고하여경쟁력을갖추도록하고있습니다.

결국, 정부와대학의이러한노력들은최종수혜대상인학생들을위해서존재한다고생각합니다. 학생들이좋은여

건에서보다나은교육을받고, 사회가요구하는인재로키우기위한것이라는단하나의목적으로귀결된다고봅니다.

- 교육부도마찬가지지만, 대학도이러한본질에보다충실해진다면, 학생들이‘꿈과끼’를마음껏키우고, ‘능력중심’으로사회에서인정
받지않을까하는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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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의감소, 재정여건의악화등갈수록열악해지는대내외적환경속에서대학이학생들을위해열정을쏟을

수있는환경을만들기위해정부에서도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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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지원관 - 배성근 국장 인터뷰

주요약력 및 경력   

1988.4 ~ 1997.10 교육행정사무관(영등포도서관 서무과장, 서울대학교, 법무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지방교육기획과)
1997.7 ~ 2005.11 서기관(대학지원과, 경기도교육청, 미 플로리다주립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정보화기획과장)
2005.12 ~ 2011.3 부이사관(기획총괄담당관,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세계은행, 학교선진화과장)
2011.3 ~ 2013.12 일반직고위공무원(경북대학교 사무국장, 국방대학교)
2014.1 ~ 현재    일반직고위공무원(대학지원관)

포상

2005.12  2005년도 우수공무원(홍조근정훈장, 대통령)
1997.12  1997년도 우수공무원(대통령표창,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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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화한청년일자리
요즘청년창업에대한정부지원이활발하다. 청년미

취업문제를해소하고새로운일자리창출에대한기대

를복합적으로해소할수있는대안이기때문이다. 그러

나청년창업은국내환경이척박해낙관적이지만은않

다는것과청년실업문제를총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

도깨비방망이가아니란점은많은사람들이인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가과거 10년이상앵무새처럼

반복되어온문제인데해결되지못하고대책의일환으

로청년창업대책이늘반복되는이유는왜그럴까? 오

히려청년실업률은과거보다악화되고있고, 청년니트

족은늘고있는실정인데말이다. 아마도구조적문제에

봉착해단편적인정책만으로는해소할수없는악성수

준에이르지않았나우려된다. 

미스매치
청년층일자리문제를지표로보여주는것이고용률

이다. 청년층고용률은 2004년을기점으로급격히떨어

지고있다. 특히, 성별로볼때, 남자들의고용률이급격

히떨어진다. 사실<그림 3>에서볼수있는것처럼 2004

년은대학진학률이최고조에도달한시기이다. 이를기

점으로이공계기피문제가불거지고, 대학구조조정문

제가부각되기시작한때이기도하다. 정확한연관관계

에대한연구는없지만분명고등교육정책과산업시장

18·공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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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

산업기술인력정책 국가 어젠다

박 철 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cwpark@kpu.ac.kr

한국산업기술대 기획처장
고용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위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술혁신, 고등교육정책 등

그림 1. 전체 및 청년층 고용률 추이 그림 2. 청년층 성별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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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연계의고리가있어보임직한대목이다. 그리고최

근수많은기업대표들은하나같이인력구하기가어렵

다고불평한다. 신규생산직인원에대해서는내국인은

고사하고외국인노동자수급도어렵다고불평이제기

된지는꽤오래지났다. 그런데지금은설계직, 연구직

구하기도어려워기업의미래가불투명한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있다. 그런데아직도청년미취업자가많고

고용률은바닥이다. 도대체어디서부터문제가발생한

것일까? 정책토론에서늘제기되는원인은미스매치다.

지금까지이야기되어왔던양적·질적미스매치를지적

하고있다. 나는여기에두가지미스매치를추가해 4가

지미스매치문제가복합적으로다뤄져야한다고생각

한다. 

설계미스매치
첫째, 과거시점에서이루어진설계미스매치가원인

이다. 즉, 지역별산업수요를고려하여양성규모를결정

하는것이중요하다. 인재는지금당장필요하다고해서

바로길러낼수없다. 과거의결정이현재에영향을미친

다. 사실우리나라교육열이산업부흥의역할을했지만,

빠른대학진학률로인해생산직수급에어려움을미쳤

고, 고등교육졸업자에게적합한양질의일자리확대는

상대적으로더디게증가했기때문에미치매치를야기한

측면이있다. 또한일부지역에서는대학취업률이 40%

에불과한데기업들은인력구하기어려워투자가어렵

다고한다. 사실이미대학은산업수요보다학생모집에

유리한학과를선택해왔기때문에그여파가미친것이

다. 즉과거의양성규모선택이지역인재의유출과지역

산업인력수급에장애를가져왔다. 그래서양성규모설

계미스매치해소가중요하다. 기존주력산업에요구되

는인재수요에대해서는과학적통계에기반을두고대

처해야한다. 앞으로육성될융·복합, 신산업에대해서

는산업수요예측과함께필요인력의수준과시기예측이

정교하게진행될필요가있다. 특히교육부, 산업부, 고

용부, 기재부등관련부서의통계협업이필요해보인다.

양적미스매치
둘째, 현재시점에서의양적미스매치다. 현재의미스

매치결과는과거에영향을받기도하지만현재공간적

불일치, 생활어메니티, 정보등다양한측면에서미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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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1965년~매년), 간추린 교육통계(1998~매년), 교육통계서비스홈페 (http://kess.kedi.re.kr

그림 3. 일반대학 추이와 대학진학율 추이(1965~현재)

그림 4. 양질의 일자리와 고학력자 공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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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현상이발생할수있다. 공간적측면에서지역단위인

력양성과채용규모의불일치, 즉수도권과지방, 대도시

와소도시등이요인이될수있고, 복합적으로생활및

교육환경이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또한, 작지만좋은회사도많다. 그런데잘알려지지않

았기때문에매칭되지못하는경우도많다이런경우, 취

업정보망구축이나산학협력을통한청년과기업간신

뢰기반연계가문제해소의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질적미스매치
셋째, 현재시점에서의질적미스매치다. 공학교육혁

신도이러한관점에서제기되고있는문제라고생각한

다. 그러나질적미스매치의기본적인요인은대학만의

문제가아니라근본적으로산업의다양화에있으며, 다

양한기업의의견을교육과정으로설계하는과정에서

일부누락되거나반영할수있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우선, 기업의인재및교육수요에대한발신부족으로교

육과정에개편에참고할자료가없고, 이때문에대학의

교육과정은기초공통적인수준에머무르고있다고도볼

수있다. 또한대학은등록금예산에기반을둔한정된

교육재원과정해진시간에대한한계를갖고있기도하

다. 그리고미충족요인은교육과정설계에도있으나정

부, 대학, 교수, 학생등모두에게도원인이존재한다. 정

부단위에서는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의활동뿐만아니

라지역단위인적자원협의체의체계적활동을통해수

요를파악하고확산하는기반을구축해야하는데그러한

점에서부족함이있고, 대학은과거와같은교육과정을

고집하거나타대학교육과정을따라하기보다최근산업

추세를반영하여완전차별화된대학, 특성화된다양한

교육모델을고민할필요가있다. 특히, 학생체득수준과

관련하여학과및교수단위에서보다체계적인교과목

관리, 학점관리체계구축이필요하다. 

심리적미스매치
넷째, 사회현상으로자리잡은심리적미스매치다. 특

히중소기업기피현상이심각하다. ‘대기업과중소기업’

의격차에대한인식확산, 중소기업이라는낙인효과등

실제, 80%를넘는인원이중소기업에다니면서도중소

기업낙인효과가일반화된것은대중소기업간연봉격차

에기인하며, 또한중소기업은근로복지환경이열악하

다는고정관념이일반인머릿속에자립잡고있기때문

이다. 사실연봉격차는고학력화에도원인이있으며, 현

재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위해서는석박사급인력이

요구되지만재정적측면에서석사수준의학사인력을

공급해야적절한상황이다. 즉, 과도한고학력화가심리

적미스매치의주요원인이기도하다. 이렇게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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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질적미스매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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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심리와기업CEO의청년신입사원에대한기

대심리가참많이다르다. 청년들은보수는물론이고규

모있고브랜드있으며근무환경좋은회사를선호하고,

CEO는지금어렵더라도함께미래를생각하며오래근

무할인내심있는인재를원하다. 이들사이괴리를채워

줄방법은청년들과기업인에게만있는것이아니다. 이

를해소하기위해서연봉이높은중소기업은기존낙인

효과를제거할브랜드요소개발도필요하고, 정부차원에

서는공간적환경조성등도중요하다예를들어두뇌기

업선정을통해차별화된중소기업임을확산시킬수있

고, 테크노폴, 사이언스파크, 산학융합지구, KTX역사기

반중기연구마을등다양한혁신클러스터조성으로공

통의생활어메니티를조성할수도있다. 뿐만아니라조

화로운도시설계를통해도심형일자리확산등도중소

기업에겐미스매치를해소할전략이될수있기때문에

정부의역할이크다.

생산가능인구감소시대국가어젠다로서의인력정책
의방향
앞으로의인력정책은더욱어려워질것같다. 젊은인

구가줄고노인인구가늘어우리경제의주름이깊어질

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사실인력은경제를일으킬힘

이기도하고, 시장이기도하다. 그런점에서경제를이끌

생산가능인구는줄고, 청년인구유입도준다는것은미

래큰걱정꺼리다. 그렇다면, 답은하나밖에없다. 지금

까지비효율적인인력정책을효율적으로재편해야한다

. 양적미스매치를최소화하고지금까지틀에박힌교육

과정을혁신해서기존보다높은비율로우수인재를양

성할수있는교육체제가확립되어야한다. 그런차원에

서여러가지문제점과대안을제시했지만이들문제를

체계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은국가단위에서인적

자원거버넌스가재편될필요가있다. 

HRD 정책은정부, 지역단위로나뉠수있으며, 산업

적측면에서지역과전국단위정책을반영할수있는체

계가요구된다. 국가인적자원거버넌스는이러한전체

HRD체계를정부협업차원에서다룰수있는체제가되

어야할것이다. HRD정책은인재수요, 양성, 배분및활

용, 향상훈련등전과정에걸쳐효율적 HRD정책을지

향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조사․분석․환류체계, 사회

적자본구축등이요구되며효과적지원을위하여법과

제도, 재정지원프로그램에의해활성화를뒷받침하는

구조로구성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국가적차원의체계와함께, 정책을수행하고

평가할수있는최소단위지역의개념이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조직이지역단위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될

것이다. 즉, 지역단위에서는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구

성해서지역에서설계하고인재를양성하며, 고용과연

계하는전략이절실하다. 최근고용부에서행정권역, 노

동시장권역, 생활권역등다양한형태로‘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를설치하여직업훈련과고용미스매치문

제를해소하려는시도는매우긍정적이다. 다만, 과거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와같이업종별접근만으로산

업수요를반영하고자했던제한적관점이나기능인력,

입직・재직단계인력등인력유형의한정된부분을다

루기보다는기재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

부가협업구조를구성하여지역및전국단위에서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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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배분, 계속교육이원활하게이뤄질수있는숲과

나무를함께바라볼HRD 생태계조성정책으로발전해

야생산가능인구감소시대산업기술인력정책이국가발

전에효율적으로기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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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부처별 역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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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특성화사업의추진배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공학분야와디자인분야에특

화된서울특별시소재의국립대학으로서실용교육을모

토로산업계에필요한인력을양성해온 100년이넘은역

사를가진종합대학교이다. 특히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

과는 1998년부터졸업작품을COEX나KINTEX에서열

리는국제산업전시회에전시하면서, 실사구시의교육을

선도하여왔고, 2001년에는정부로부터 Capstone디자

인인력양성사업을획득하여전국의공학도로하여금

Capstone디자인을졸업시에수행하도록전파하는역

할을 5년간수행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KINTEX에서

매년가을에열리는로보월드의대통령배휴머노이드

경연대회와 Seoultech지능로봇대회를 10년째개최하고

있고, 많은국내외로봇대회에서수상을하는등로봇분

야의강점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이실용교육을지향하고있는서울과학기술대

학교는 2012년부터산업대학체제에서일반대학체제로

전환하면서많은변화를겪고있다. 첫번째변화는입학

생의질적수준향상이다. 높은수준의강의를이해하는

학생이점점많아지는변화를보이고있으며, 공업고등

학교나전문대학교출신의학생비율이낮아지고인문

계고등학교를졸업한입학생의비율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학생의구성변화로인하여발생하는문제점중

의하나는형체가있는 Capstone디자인작품을구현하

는데많은어려움을갖게되었다는것이며, 이로인하여

졸업반학생들의 Capstone디자인작품으로서논문을

선택하는비율이점점증가하고있고, 힘들고시간이많

이걸리는일을기피함으로써작품의질이점점저하되

는현상을보이고있다. 두번째변화는대학의인지도

향상이다. 대학의인지도향상으로대기업에취업하는

학생의비율이증가하였고, 본대학보다입학성적이높

은대학으로석사과정을진학하는학생이매우증가하

였다는등의긍정적인측면이많지만한편으로는서울

과학기술대학교본교의석사과정으로진학하는학생이

점차줄어듦으로써석사과정과박사과정및연구분야의

기반이취약해지는문제점을만들고있다.

입학생의수준향상과학교의위상이높아짐으로서앞

서기술한바와같이 Capstone디자인을위주로실용교

육을중점적으로실시하는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교육

에도변화가불가피한상황이되었다. 작품의제작에소

요되는노력과시간을줄이는것, 좀더이론적사고를

많이쓰는쪽으로유도하는것등과 15년이상지속되어

특성화사업 - 대중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특성화사업
21세기 다빈치형 인재양성사업단

김 영 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도권 특성화사업
21세기 다빈치형 인재양성사업단 단장
kys0101@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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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Capstone디자인의새로운추진동력이필요하다는

것등이해결해야하는과제이다. 이러한상황에서교육

부가추진한 2014년도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은학교단

위의지원사업이아니고BK21처럼학과또는학과연합

에지원되는교육사업으로서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계

시스템디자인공학과가안고과제를해결할수있는계

기를마련해줄수있는사업으로판단되었다.  

수도권특성화사업의특성화분야설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는지

속적인 Capstone디자인수행으로인하여교육실적및

경연대회설적과산업계와의협력실적이비교적높은

편이어서대외적인경쟁력이있다고볼수있다. 또한

Capstone디자인의국제산업전시회참여, 로보월드의

대통령배휴머노이드경연대회와 Seoultech지능로봇대

회의주최, 각종국내외로봇경연대회에서의수상등으

로인하여로봇분야가대외적인인지도도확보하고있

다. 따라서특성화분야로로봇분야를선정하는것은자

연스러운일이었다. 그러나로봇분야를선정하는데는 2

가지문제를가지고있었다. 첫째는로봇분야는기계및

제어분야의일부로서학과를대표하는데한계가있다

는점이며, 두번째는로봇분야자체도특색을가지고접

근하지않으면특성화분야로서어필되지못한다는점

이다. 이에따라서여러번의논의끝에수도권의로봇산

업특성에맞는인간중심스마트로봇과기기분야를설

정하게되었다. 로봇에기기분야를덧붙임으로서로봇

과연관되는금형/기계/기계설계/회로/통신/전력등의

분야를포괄할수있게하였고, 인간중심스마트로봇분

야를선택함으로써인간자신을위한로봇, 즉인간의감

성에반응할수있고지능과서비스가위주가되는로봇

교육을지향하도록하여특성화분야교육의질적목표

를높이고주변산업과의연관성을높이도록하였다. 또

한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인간중심스마트로봇과기기

분야는대외경쟁력이어느정도있다고판단하였기때

문에대규모사업으로신청하기로하였으며,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와거의같은활동을하고있으면서로봇

분야의교육이활성화되어있는전기정보공학과연합하

여로봇의제어/통신/컴퓨터/전력분야를아우르는로봇

의통합솔루션을만들수있게되었다. 이로써서울과학

기술대학교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와전기정보공학

과는“인간중심스마트로봇과기기”라는주제로대규모

수도권특성화사업단을꾸리게되었다.  사업단의명칭

도“21세기다빈치형인재양성사업단 - 인간중심스마트

로봇과기기융합”으로설정하였다.

수도권특성화사업의특성화계획의핵심아이디어
도출
사실상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

과와전기정보공학과연합팀은 4학년학생을대상으로

하는 Capstone디자인과제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

었고, 공학인증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그안에녹아있

는일들과성과는교육부에서추진하는여타의교육사

업에추진하고있는내용들을대부분포함하고있다. 설

계를기반으로하는체계화된실사구시교육, Capstone

디자인과산업체를긴밀히연관시키는학부교육, 심층

적인개개학생의지도, 동아리활성화와국내외의각종

경진대회의참가지원과지도, 로봇분야의특성화된대

외활동등많은일들이이미진행되고있고이를통하여

달성한높은취업률과국내외의각종경진대회에서의

높은성과, 대학의인지도향상등의성과를내고있다.

이러한바탕하에서새로이수도권특성화사업의계획서

를만들면서, 예전에하던일들을더열심히하겠다는정

도의계획서를작성하는것은쉬운일이기는하지만두

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었다. 첫째는사업내용이구태

의연해진다는것이다. 이미다른사업들, 특히 LINC사

업등에서많은내용이다루어지고있기때문에과제선

정과정에서심사위원로부터높은평가를받기어렵다.

두번째는현재진행중인교육의교수에대한업무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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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학생의수업강도가한계에다달아더많은시간과노

력을투입하기는실제로거의불가능하다는것이다. 이

에따라서시간과노력의추가부담은최소화되면서현

재하고있는일들을체계화하여높은성과를내는방향

의새로운핵심아이디어를찾아내는것이계획서작성

초기단계에서절실한상황이되었다.

전학기디자인기반학습 (All-semester Design Based

Learning, ADBL)

Capstone디자인은사실상설계를기반으로학습을하

는방법의일종으로서, 대학교재학중에배운모든지식

들을종합하여작품이나논문을구현해봄으로써, 실용

적지식을어느정도갖추고산업계에진출하게하여, 산

업계에서의재교육의시간을줄이고학생의산업계적

응을손쉽게하도록하는좋은공학교육방법이다. 단점

이있다면취업등의문제로바쁜 4학년 1년간만하는것

이어서시간이부족하다는것과작품제작과정에많은

시간과노력이들어가기때문에점점기피하는추세이

고작품의질이점점저하된다는것이다. 따라서Capstone

디자인의취지는살리면서부담을분산시키고작품의

질을높이는방안이필요한데, 다행히도서울과학기술

대학교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와전기정보공학과는

전공교과과정의 42%에해당하는교과목이Term Project

를실시하고있어서새로운교육아이디어를도출할수

있게되었다. 이것이 “전학기디자인기반학습”이라는

개념이다. Capstone디자인주제안에포함된다양한요

소들을 4학년 1년동안만하는 것이아니고 1,2,3학년기

간중에도Term Project를통하여부분부분을구현하고 4

학년에는마무리를위주로Capstone디자인을수행하는

새로운방안이다. 다음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개별적

으로진행되는 PBL과Term Project를한가지주제로묶

어줌으로서Capstone디자인을저학년에서도교과목의

도움을받아서할수있게되어Capstone디자인이수월

하게실시될수있을뿐아니라, PBL과Term Project수행

자체도학생입장에서수월해지는장점을갖게된다. 이

는좀더규모있는Capstone디자인작품의계획과실현

을가능하게할것으로기대되고현재까지진행되고있

는 Capstone디자인을한층업그레이드하는효과를가

져올것이다. 다음그림은“전학기디자인기반학습”을

실행하는과정을학생중심으로표현한것인데, 다학제

간의여러학생이팀이되어기간을초월하여한가지주

제를가지고좀더나은결과물과이를통한좀더나은

문제해결력을갖도록교육하는성과를기대할수있음

을보여주고있으며, 대학원까지연계하여실무뿐아니

라이론적인부분도다루고완성한다면이론과실무가

겸비된진정한공학인력양성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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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학기 디자인기반 학습의 개념과 현 교과과정과의 차이점

그림 2. 전학기 디자인기반 학습의 실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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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기디자인기반학습의실행에필요한변화요소
“전학기디자인기반학습”을성공적으로실행하려면

세가지가변화가필요한데, 첫째는학생들로하여금저

학년에서 4학년에실시한Capstone디자인주제를설정

하게하여야하는데이는저학년의창의교과목을활용하

는방법과 20년가까이축적된졸업작품의데이터베이

스를활용하는방법을쓸수있으며, 보완책으로Capstone

디자인주제와팀구성을학기단위로어느정도는바꿀

수있게허용함으로서실현가능하다. 다만 “전학기디

자인기반학습”팀을구성하고수행계획서를쓰게하기

위한사업단의노력이중요하다. 두번째는Term Project

교과목이나 PBL을수행하는교과목담당교수가학생이

수행하는“전학기디자인기반학습”따른주제를수행할

수있도록허용하고지도를하는것이다. 이러한일이교

수가계획한교육방향에약간은배치가되는경우도있

겠지만교수의추가적인노력을그다지요구하지않는

과정이기때문에그동안자유주제를허용하였던교과목

을포함하여대체로큰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

상되었다. 또한장비와재료비지원과같은방법을유인

책으로활용할수있다. 셋째는작품의구현에필요한환

경을잘갖추어야하는일이다. 공업고등학교입학생수

가줄어드는이유로제작에어려움을많이겪고있는상

황이기때문에이를해결해주어야한다. 따라서본사업

계획서에스마트구현센터구축을핵심으로하여설비/공

간/인력을확충하는내용을중점적인사업내용의하나

로설정하였다. 이미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는Learning

Factory라고하는제작지원설비와인력이있지만교육

에많은시간을할애하고있고학생개개인의작품을만

들어주는일을할수없으며 24시간자율적으로작품활

동을할수있는공간과시설은없기때문에스마트구현

센터구축을계획하게되었다. 휴식과작업을병행할수

있으며, 아이디어도출과같은일도할수있는환경을

만드는것이목표이다.

“21세기다빈치인재양성사업” 계획서의작성과
평가과정
계획서의핵심이되는“전학기디자인기반학습”의개

념으로무장한이후로는계획서의작성이원활하게수

행되었다. 각학과및프로그램의교수들과인문학과의

융합을위한인문학교수를선발하여타대학에비하여

서는매우늦은 2014년 2월말부터실질적인작업을개

시하였으며단기간에업무를분장하여실적부분을정리

하고계획부분을완성하여 2014년 3월중순에학내평

가를받아학내에서선정이되었고, 이후보완과정을거

쳐서 4월말에교육부로제출하였다. 이과정에서특성

화분야의설정, 그에따른인재상의설정, 교육목표의

설정등를거쳐서계획서작성이진행되었으며, 공학인

증을통한자료화가많은도움이되었고그동안Capstone

디자인을통한실적들및각종경진대회의참여와개최

성과도큰도움이되었다. 과정에서특색이있었다면서

울과학기술대학교는오랬동안산업대학체계속이있어

서박사과정학생이거의없는상황이기때문에교수들

이직접아이디어를내고문서를작성하였다는것이다.

이는계획서의내용수준을높이는데기여를하였다. 한

편으로는바쁜교수일정속에서이루어져야하는일이었

기에계획서의목차설정과내용작성의방향성을잘정

리하여나누어줄필요가있었고, 이를토대로작성된문

서들은 통합본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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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1세기 다빈치형 인재양성 사업의 Smart구현센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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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중순의학내평가과 6월초순의교육부평가

에서는좋은평가가있었다고판단되며특히“전학기디

자인기반학습”을기반으로한사업계획서는평가자들

에게깊은인상을주었다고판단된다.

21세기다빈치형인재양성사업의진행상과제
21세기다빈치형인재양성사업의실행은 1. 특성화

방향으로의교과과정구성과운영, 2. 학부생양성및지

원, 3. 학부교육내실화및인프라확충, 4. 산학협력부

분으로구성되어진행하여하는데, 주요내역은다음표

와같다. 

이러한계획상의일들은상당부분진행되고있었던

것많이있어서수행에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하나,

“전학기디자인기반학습”의새로운개념을접목하여성

공적으로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사업단이주축이

되어서여건을만들어가야하는일, 활성화를위하여채

찍과당근을적절히활용하는일, 성과를높임으로서참

여하는구성원의진실된동참을이루어내는일등의과

제를안고있다. 특히 2단계사업을하기위해서는융합

의솔루션을찾는일도주요한과제이다.

결언
8년전에농업자동화를위한한가지종류의자동화

기계를만들기위하여입학했다고하면서, 자신이그린

설계도면을가지고온학생이있었다. 그학생은학년을

거듭하면서자동화교과목을많이수강하였고졸업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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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다빈치형 인재양성 사업의 주요 실행 내역

교과목 개편 및 제도 개선

- 기존 term project 교과목의 DBL 교과목화 및 보완
- 로봇기술/IT기술/인문학/의료기술 융합교과목 신설
- 직무분석과 이를 반영한 전반적인 교육과정 개편 
- ADBL 교과체계구축과 수행, 평가결가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

학부생양성

- ADBL을 통한 재료/자료 지원, ADBL 수행관리
- 국제공동 ADBL Capstone, 계절학기 ADBL 운영
- 동아리활동의 ADBL화와 재료지원 (Davinci-Club)
- Learning Lab 지원

전시회/경연대회/창업 지원
- ADBL Capstone 전시회 실시
- 국내/국외 경진대회 참가지원
- 창업활성화 Davinci-Cradle 사업, 창업투자 경연대회 실시

인프라

- ADBL 교육기자재 보완, Learning Factory 활성화
- 스마트워크숍 구축과 인력 확충 및 관리
- Robot기술 Testbed 및 Playground 구축과 관리
- 인간중심 로봇기술체험관 구축과 관리

내실화

- ADBL 센터에 의한 ADBL 교육실적의 모니터링 및 우수교수 지원
- ADBL 우수학생 장학금
- 사업단의 학기당 1회 학술세미나 및 교과목 Circulation 실행
- ADBL tutoring, 단기강좌, ADBL Capstone 고도화

산학협력

- Davinci-Village 구축과 교육협력
- 산업체 연계 ADBL Capstone, 산업체 연계 Learning Lab
- 산학협력 실적 관리 (기술이전, 제품화, 기술지도, 시장개척)
- 산학협력 공동과제 개발비 지원

산학협력 교육
- Robot Open Academy 운영 (현장실무진 참여)
- ADBEP 특별교육프로그램 수행 (산업체 인력과 공동강의)
- 산업체 현장견학, 현장실습, 산학/취업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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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때문득수업시간에이러한하소연을하였다. “농

업용자동화기계를만드는방법을배우기위하여공부

를시작했는데졸업반이되었는데도자신이할수있는

일이별로없습니다. 교수님들이제대로가르쳐주신것

인지모르겠습니다.” 이말이지금도머릿속에여운이

돌고있다. 그숙제를이번교육사업을통하여일부나마

해결해줄수있지않을까하는기대를하고있다. 이번

사업을통하여Capstone디자인의진보된교육방식으로

서“전학기디자인기반학습”이정착되도록하여공학교

육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자리잡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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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아트&테크놀로지전공은교육부와한국

연구재단이 2014년부터새롭게추진하는수도권대학특

성화사업(CK-Ⅱ사업)에선정되었다. 이번대학특성화

사업(University of Creative Korea 사업)은 지역사회의

수요와특성을고려하여강점분야중심의대학특성화

기반을조성하고대학의체질개선을유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서강대학교에서는경영학, 신문방송학, 유럽

문화전공과함께아트&테크놀로지전공의“인문, 예술,

테크놀로지융합”글로벌창의인재양성사업단이선정

되어앞으로 5년간국고지원을받을예정이다.

“인문, 예술, 테크놀로지융합”글로벌창의인재양성

사업단

학문간경계를허문융합교육은이제대학교육의새

로운패러다임으로떠오르고있다. 지난 2012년, 국내최

초로서강대학교에서지식융합학부신설과더불어산하

에아트&테크놀로지(Art&Technology) 학부전공이신

설되었다. 아트&테크놀로지전공에서는상상력의원천

인인문학과개인의창조적표현력을기르는예술분야,

그리고 IT시대에맞는콘텐츠를구현하는기술분야를

모두아우르는통합형교육을통하여디지털문화사업

과연관된연구, 기획, 창작및사업화영역까지포괄하

는학습이이루어진다. 

이번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단에서는인문학, 문화예

술, 그리고공학지식기반의전문성과창의성을통하여

ICT기반미래창조산업시대를선도할글로벌창의·융

합인재양성을비전으로하고있다. 사업단에서는좌우

뇌통합교육, Learning by Doing, 그리고글로벌교육의

세가지교육철학하에서체계적인프로그램을구성하

여진행할예정이다. 

서강대학교아트&테크놀로지전공은현재 3학년재

학생이최고학년으로, 아직졸업생이배출되지않았다.

그러나학부생들은이미정부및민간에서주최하고있

는다양한공모전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며자기주도

특성화사업-소형

서강대학교 특성화사업
“인문,예술,테크놀로지 융합”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단

김 주 섭             

"인문,예술,테크놀로지 융합"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사업단장
jusub@sogang.ac.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문위원
서강대학교 Art & Technology 전공주임 교수   
교육부“인문, 예술, 테크놀로지 융합”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사업단장
관심분야: 몰입형 교육, 예술+기술, 가치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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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문,예술,테크놀로지 융합"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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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방식의창의적아이디어와역량을인정받고있어,

이번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을통하여대한민국차세

대크리에이티브산업을선도할최정예글로벌창의인

재가양성될것으로기대된다.

인문학기반예술/디자인, 테크놀로지간경계없는
융합교육
아트&테크놀로지전공에서는인문학을기반으로하

여테크놀로지와예술/디자인을융합한융합형교과과

정을운영하고있다. 기존의공학교육의틀을벗어나인

문, 예술등의다학제적교육과정을개발하고있는데, 대

학수학을비주얼아트와연계하거나C언어수업을디자

인과연계하는등의프로젝트기반수업을통하여학생

들이공학교육의유용성을인식하여쉽게다가갈수있

도록유도할수있는새로운커리큘럼의개발에앞장서

고있다. 

1학년 1학기부터실습위주의전공과목을도입하여

‘인문학과창의성’, ‘창의예술개론’, ‘엔터테인먼트테크

놀로지개론’등인문, 예술, 테크놀로지세가지분야에서

개설된전공필수 33학점을이수해야한다. 3학년 1학기

부터는 IA(Interactive Art) 트랙과 ET(Entertainment

Technology) 트랙중심화전공을선택하여 24학점을수

강하도록한다. IA심화전공에서는‘디지털미디어아트

워크샵’, ‘3D모델링및텍스쳐링’, ‘UI/UX디자인’등의

강좌가개설되어있으며, ET심화전공에서는 ‘피지컬

컴퓨팅’, ‘영상처리및가상증강현실’, ‘스마트디바이스

개발’등의강좌가개설되어있다. 종합창의설계연구과

정인‘졸업창작프로젝트’를필수적으로이수하도록함

으로써학생들은자기주도적인콘텐츠를스스로기획,

개발하여구현할수있게된다. 

동료/전문가멘토링프로그램
학생들의역량개발을위한지속적인지도·상담을위

하여다양한멘토링프로그램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

다. 특징적인것은동료멘토단을통하여학생 상호간의

수평적인관계하에서자연스러운융합교육이이루어

질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는것이다.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등다양한배경의학부생들이재학하고있는

전공의특성을살려동료멘토단을운영하고있는데, 개

별적인역량을가지고있는학생의경우아트&테크놀로

지멘토로서활동하며동료학우의학업지원및자기계

발을돕기위하여자율적으로활동계획을수립해서실

행할수있도록장려하고있다. 매학기멘토단으로선발

된학생들에게는소정의멘토장학금이지원되며, 매주

멘토링세션을개최하여학습계획및학습성과를점검

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또한융합전공분야에대한실무적인관점을제공할

수있도록멘토링데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멘토

링데이프로그램에서는관련산업분야에종사하고있

는현직전문가및초빙교수단과학생사이의연결지점

을만들어지속적인네트워크가구축될수있도록교류

의기회를제공한다. 학생들은자신의아이디어, 포트폴

리오, 진로계획등을프리젠테이션형식을통해제시하

고, 이에대한전문가패널의피드백을받는등의멘토링

시스템을통하여자신의미래를구체적으로구상해볼

수있는기회를마련하였다. 이외에도전공교수진과점

심을함께하며자유로운분위기에서집중진로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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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있는런치데이, 평생지도교수제도등을통하여

언제든수시로멘토링을받을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장려하고있다. 

아트&테크놀로지콘퍼런스
‘아트&테크놀로지콘퍼런스’는오스트리아린츠에서

열리는세계최대규모디지털문화학술·전시행사인

‘Ars Electronica’를모델로하여만들어진축제로, 아트

&테크놀로지전공학생들이주축이되어다양한창작

결과물을공유하게된다. ‘상상을현실화한다’는것을

모토로하고있는전공의목표하에서학생들이지속적

으로창작에의동기부여를받을수있도록행사를운영

하고있다. 아트&테크놀로지콘퍼런스는해를거듭할수

록단순한학과축제를넘어서대한민국의첨단크리에

이티브산업을선도하게될것이라기대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교육을 이용한 차세대
교육커리큘럼운영

기존의교수중심의학습에서벗어나학생중심의자

기주도적학습을유도하기위한프로젝트기반수업에

더하여첨단 IT기술(웨어러블컴퓨팅, 가상/증강현실,

3D프린팅, 게임기반교육, 스마트기기등)을활용한몰

입형교육모듈개발을통하여미래지향적인교육방식

의혁신을꾀하고있다. 전공에서는다양한실기및프로

젝트중심의교과과정이진행되어학생의창의적문제

해결능력및협업능력을배양할수있으며, 강의식수

업에비하여학생의수행능력에대한개별적인지도가

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또한금번특성화사업의일환으로구축될아트&테크

놀로지센터내의 Immersive Hall에서는컴퓨터화면의

공간적한계를넘어서서대형스크린및음향시설등의

첨단시설을활용하여학생들이교육에몰입할수있는

효과를기대할수있다. 교수내용의효과적인전달뿐만

아니라학생들이자신이직접제작한프로젝트성과물

을구현하는등의활동을통하여가상/증강현실에대한

확실한실감및몰입감으로보다능동적인교육의수행

을유도할예정이다. 프로젝트기반수업을기반으로한

몰입형교육을위한차세대교육커리큘럼모듈을개발

하여수업에적용하고있으며매학기점차적으로적용

강좌를 늘려갈 예정으로 , 국제기관인 Immersive

Education Initiative와연계하여대한민국을대표하는몰

입형교육기관으로육성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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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혁신을주도할도전적인재양성
국제적기획, 제작, 유통및사업화능력을배양하기

위하여전공영어강의와산학연계등의자체커리큘럼

을개발하여학생들이국내를넘어세계무대에서도활

동할수있는경쟁력과자신감을심어주는것을목표로

하고있다. 서강대학교의국제화에선도적인역할을수

행하고학생개인의글로벌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하

여모든전공수업이영어로진행되고있다. 또한재학생

들을대상으로한국내외연수프로그램이활발하게이

루어지고있으며, 특히미국의카네기멜론대학,  USC의

School of CreativeMedia,, 홍콩의City University of Hong

Kong등유사한전공이개설된해외대학의협약을통한

교환학생프로그램을확대할계획이다.  

이외에도학생들의글로벌감각을획득하기위하여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이용한해외전문가초청워크

샵및세미나를진행한다. 다양한분야연사들의초청특

강을통해학생들에게폭넓은배움의기회를제공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국내외연사를초청한학내강연

뿐만아니라, 시간과장소를초월하여다양한연사에게

서특강을들을수있도록글로벌원격세미나및워크숍

을기획하여연간 2회이상실시할예정이다. 지난 6월에

는미국USC의가상현실/증강현실관련세계적인연구

소인 Institute for Creative Technologies과함께가상현실

을주제로한글로벌원격세미나가이루어져최신관련

산업에대한학생의이해를도모할수있는기회를제공

하였다. USC는미디어, 영화, 엔터테인먼트와관련하여

세계적인선도대학으로, 우리전공은 Institute for Creative

Technologies와교육·연구협력을위한MOU를체결하

여앞으로글로벌세미나, 워크샵등다양한프로그램을

진행할예정이다. 

아트&테크놀로지센터및첨단실습교육시스템구축
아트&테크놀로지전공에서는디지털공간내의모든

창작작업을지원하기위하여학부생모두에게졸업시

까지 iMAC, 태블릿, 영상/이미지/3D미디어소프트웨어

와더불어개인창작공간이지원된다. 신영균한국영화

인총연합회명예회장이아트&테크놀로지전공에기부

한 10억원의발전자금으로설립된 ‘신영균스튜디오’는

7개의대형스크린과홀로그램스크린, 크로마키스크린,

3D오디오시스템등을갖추고있는다목적미디어실험

공간이다. 시설을이용한학부생의미디어작품전시/공

연이이루어지고있으며, 교과수업에서이루어지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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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Immersive Hall 사진 6. 신영균 스튜디오

사진 5. (상단) 디지털 스튜디오Ⅰ, Ⅱ  (하단) 스마일게이트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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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관련프로젝트발표및피드백공간등으로활용되

고있다. 산학협력프로젝트수행을위한공간으로마련

된스마일게이트스튜디오및디지털스튜디오는 iMAC,

미디어창작소프트웨어, 프로젝터등을구비하고있어

스마일게이트사, 삼성전자, LG전자등과의산학프로젝

트가진행되고있다. 

여기에더해 2014년개소예정으로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그리고가상현실/공연/상영등이가능한대규모다

목적 Immersive Hall등최신실습교육시설을갖춘아트

&테크놀로지센터를설립하여특성화공간으로활용할

예정이다. 아트&테크놀로지센터는첨단크리에이티브

산업분야의차세대글로벌리더양성을위한핵심적인

기관으로서, 인재양성을위하여필요한인프라지원, 대

내외네트워크전담, 그리고프로그램개발·운영을위한

역할을담당하게된다. 첨단문화산업관련설비가갖추

어진세계적인수준의복합교육/연구시설을통하여학

생들의특성화역량을보다발전시킬수있을것으로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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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우수 전문대학 LINC사업단 소개

이 경 학  

청강문화산업대학교 LINC사업단장
khlee@ck.ac.kr

약력: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기획실장
관심분야: 산학협력

청강문화산업대학교 LINC사업단
창의인재 공급을 위한 

문화산업 산학일체형 캠퍼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

성사업단은올해교육부에서발표한 2단계평가에서최고

등급인 ‘매우우수’를받아 2단계(2014~2016년) 사업단에

선정되었다. 이로써사업영역별최고의지원금인 6.7억원

을받게됐다. 지난 2012년산학협력인프라가갖춰진대학

으로평가받는산학협력비이공계분야에선정되어 1단계

(2012~2013년) 사업에참여한바있는청강문화산업대학교

는산학협력친화형대학체제개편및캡스톤디자인운영

을통해산학협력촉진, 산학협력실적강화, 산업체인력수

요증대의선순환구조를확립하여좋은평가를받았다. 

창의인재공급을위한‘문화산업산학일체형캠퍼스’구축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푸드, 뮤

지컬, 패션등창조경제의핵심분야에서문화산업창의인

재를양성해온마스터클래스다. ‘잘가르쳐서, 인성과창

공학교육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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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력을갖춘우수한문화산업계인재로양성하여개

인의꿈을실현시키고사회에기여하도록한다’는사

명도실천해왔다. 국내최초문화산업특성화대학인

청강문화산업대는개교이래산업현장의요구에적

극대응하는‘현장맞춤형교육’을고집해왔다. 특기

LINC사업의하나로‘창의인재공급을위한문화산업

산학일체형캠퍼스구축’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통

해현장맞춤형교육에서‘산학일체형교육’으로업그

레이드를실현해가고있다.

문화산업의특성상대규모현장실습이가능한산업

체는거의없다. 이러한난관에도청강문화산업대만

의특별한교육시스템인‘창의인재공급을위한문화

산업산학일체형캠퍼스구축’ 사업을통해극복해나

가고있다. 또가족기업을활용, 재학생이산학협력프

로젝트에참여하고교내에서현장경험을쌓을수있

도록했다. 교육시설을현장프로젝트에적합한형태

로만들어교육과현장실습이동시에이뤄질수있는

인프라를구축한덕분에가능한일이다. 청강문화산

업대는앞으로도현장중심형인프라를갖춰나가고,

운영노하우와교육역량을 LINC사업과적극결합한

산학일체형교육을실시하며문화산업발전을선도하

는대표최고대학의비전을실현해나가고자한다.

산학일체형교육은산업현장을대학안에조성하

고, 재학생은교내에서진행되는현장프로젝트에참

여해캠퍼스안에서현장경험을쌓을수있도록설계

했다. 이가운데캡스톤디자인사업을통해청강문화

산업대콘텐츠스쿨의애니메이션전공과하이원엔터

테인먼트간상용화를목적으로한애니메이션공동

제작사업이진행됐다. ‘버드나무아이’, 'Color Thief',

That's Mine' 등세작품은공동제작의성과다. 특히

‘Color Thief'는세계 10대애니메이션영화제로꼽히

는제 21회브라질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학생

부문본선에진출하는등작품성도인정받았다. 산학

일체형교육시스템에는청강문화산업대의 15개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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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0명의학생이참여하고있다.

청강문화산업대는‘브랜드클래스’를통해교육과

취업이연계된명품산학일체형교육도실현하려고

한다. 세계최고호텔인 JW메리어트호텔과글로벌외

식기업인CJ프드빌은청강문화산업대의푸드스쿨과

최초로 ‘브랜드클래스’를개설했다. 산업체전문가

는재학생에게현장형교육과실습받을기회를주고,

이프로그램을통해양성된창의인재에게는해당업

체에취업할기회가제공된다.

S-OJL(Structured On-the-job Learning)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S-OJL은상용화콘텐츠제

작참여등을통한현장형인재양성교육모델로학교

기업및산학프로젝트를대학으로유치하여제작전

과정에실습생을참여시켜기술불일치를해소하는

문화산업분야의바람직한현장실습의형태이다.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S-OJL은캡스톤디자인과연계하여숙련되고전문

화된현장형창의인재양성을위한교육과정으로전

개되고있다. 2013년에는 8개전공 57개현장밀착형

CapstoneDesign프로젝트를14개업체와진행하여애

니메이션전공은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우수상수상,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학생경쟁부분진출,

부산국제영화제공식경쟁작으로선정되었으며, 패

션디자인전공은YKKKOREA상등각종공모전에서

수상하였다. 또한게임전공은캡스톤디자인경진대

회장려상수상및G-STAR게임전시에9개작품을출

시하였으며, 뮤지컬연기전공은창작뮤지컬 ‘유린타

운’을공연하는등다양한성과를창출하였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교육개혁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LINC사업과연계하여학생

중심의‘스스로학습하는’ 대학으로탈바꿈하기위하

여구조개혁과체질개선을시도하고있다. 이는학생

이교육의중심에서는대학으로의패러다임전환을성

취하는것으로학생역량의극대화, 산학일체형캠퍼스

구축등을통해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비전을성취하

고나아가입시, 취업률, 재학생충원율등전분야에서

국내최고수준을달성함으로써찾아가는대학이아니

라찾아오는대학의위상을갖추게될것이다.  
<S-OJL 발전과정>

<부산국제영화제 본선진출
애니메이션전공>

<YKK KOREA 기업상_
패션디자인전공>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수상_
게임전공>

<유린타운 공연_
뮤지컬연기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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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추진전략>

- 2013 전국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상
- 2014 제3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본선 진출
- 2014 SICAF 학생경쟁 본선 진출
- 제7회 대학만화애니최강전 인기상
- 제22회 브라질 아니마문디 학생부문 진출

- 제17회 카툰 온 더 베이 경쟁부문 진출

- 인디포럼 2014 공식 상영작 선정

- 2013 전국 캡스톤경진대회 장려상

- 뮤지컬 ‘유린타운’ 공연

- Recipe Book 개발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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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LINC사업단
창의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양성

실사구시적교육을통해기업이필요로하는실천적인재양성
국민대(총장유지수)는 2014년산학협력선

도대학(LINC)육성사업신규선정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국민대는

앞으로 3년간총 112억원의재정지원을받게

된다. 특히 국민대는 특성화분야인 Future

Mobility와Health Care분야선정의적합성과

차별화된사업계획이우수하다는평가를받

았다. 이러한평가는국민대만의차별화된특

성화전략과함께대학의고질적병폐로지적

됐던졸업생들의전공지식과실무능력, 기업

현장적응능력부족등에대한국민대의반성

과노력의결과라할수있다.

자동차융합대학과조형대학, 전자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정보학부등으로구성된 LINC사업단은

국민대가지난 1991년부터추진해온대학특성화계획의결과다. 국민대는 1991년대학의중장기발전계획인

'KMU1010'을수립하고자동차기술과디자인, 바이오융합기술등학제간융합분야를중점적으로발전시켜왔다.

대학자체구조조정도강도높게진행했다. 22개학부의정원을감축하고올해국내최초로자동차융합대학과

자동차IT융합학과,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바이오발효융합학과를신설했다. 이같은학과들은 Future Mobility

와Health Care분야특성화에발판이될전망이다.

“Future Mobility와Health Care분야는교육과연구, 산학협력에서우리대학이가장경쟁력을갖추었다고확

신하는특성화분야로, 이두개분야를거점으로산학협력선도모델을구축하여이를대학차원으로확산시킬계

획”

공학교육의 현장

그림 1. 산학협력 선도모델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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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자동차와 LINK하다! 

자동차를중심으로한 Future Mobility는특히국민

대가강조하는분야다. 산업계관점에서의맞춤형인

재양성을위한교육과정혁신을이루어냈다. 올해신

설된자동차융합대학은국내최초의자동차분야융

합형단과대학으로현대자동차그룹자동차트랙계약

학과를운영하고있고, 미국GM의 PACE프로그램에

선정되어약 3,500억원상당의엔지니어링및디자인

SW를기증받아자동차-IT-디자인융합교육을선도하

고있다. 

이것만이아니다. 산업현장에서부딪칠수있는문

제들을해결할수있는실무능력을길러주기위해 3-4

학년의캡스톤디자인교과목이수를의무화하고현

장실습을 해외로까지 확대하였다. 독일의 KIT,

BOSCH, IPG 등과글로벌인재양성을위한장기해

외인턴십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다. 물론학생들에

게는장학금및체제비등을지원해줄뿐만아니라현

그림 2. KMU LINC C3 체계도

그림 4. 특성화분야 해외인턴십 추진 현황

그림 5. 2014 FSAE에 출전한 자동차융합대학 학생들

그림 6. GM PACE 엔지니어링 SW 교육 체계도그림3.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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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취-창업까지연계해준다.

나아가글로벌수준에서의경쟁력을보유한인재양

성을위해 Formula SAE국제대회출전을위한디자

인, 설계, 제작, 시험에걸친다학제간캡스톤디자인

교육을강화하였다. 그결과 2009년, 2010년, 2014년

해마다개최되는세계자작자동차경주대회(FSAE)

에서미국, 독일, 일본등세계자동차강국공과대학팀

들을제치고 2년연속세계 10위라는기록으로세상

을놀라게하고있다. 

자동차공학계열의올해취업률은대기업을중심으

로이미 79.2%(대학정보공시기준)를넘어서고있다.

이러한성과는현대자동차트랙, GM PACE프로그램,

BOSCH프로그램등의기업연계형맞춤형교육을통

해글로벌인재를키워냈기때문이다. 

캡스톤디자인과연계된국내최고수준의창업실
험플랫폼
국민대는 LINC사업의취지에맞게산학협력형현

장실습과캡스톤디자인등을활용한현장중심의교

육에도주력해왔다. 이를위해국내최고수준의창업

실험플랫폼인 ‘UIT디자인솔루션센터’를구축했다.

센터는학생들이캡스톤디자인을통해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자유롭게비즈니스모델을실험할수있

는공간으로학생들의창업에대한위험과부담을최

소화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 세계수준의

시제품제작설비를보유했으며사업화단계별창업

지원기자재보유현황에서도국내최고를자랑한다.

이와함께지난 2013년작고한남덕우전국무총리

의호를딴‘지암(芝巖) 이노베이터스스튜디오’에서

도새로운실험이시도되고있다. 이곳에서는매학기

마다학과구분없이창업에관심이있는학생들을선

발해장학금, 공동연구실및연구장비를지원한다. 기

업의제품개발팀처럼기업의제품개발업무를진행

하는형식의프로젝트를수업에서진행해학생들의

역량을극대화한다. 학생들은직접제품개발과정을

경험하고성공한벤처기업인들의멘토링을받는다.

뿐만아니라프로젝트의성과를창업으로연결할수

있는투자까지받을수있다.

나아가학생들이창업을적극적으로경험할수있

그림 7. 국내 최고수준의 창업실험 플랫폼 구축

그림 8. 국내 최고수준의 창업실험 플랫폼 구축

그림 9.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업적평가 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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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지원하기위해서“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등창업친화적학사제도를선도적으로도입

하고창업실험플랫폼과연계된창업강좌들을개설

하고있다. 학생들은UIT디자인솔루션센터에서시제

품제작과관련해디자인아이디어를경매하는등창

업아이템발굴부터시제품제작단계, 소비자반응조

사분석시스템까지이용할수있다.

[사례] 창의적지식재산사업화지원사업선정 / 

추성민 (공업디자인학과 09)

공업디자인학과추성민학생이“Tension Shelf & Table”이란아
이템으로중소기업청과특허청이공동주관하고한국지식재산전
략원에서시행하는 "2014 창의적지식재산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창의적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지원사업은참신한
아이디어를지닌역량있는대학(원)생의지식재산을발굴하여예
비 1인창조기업으로육성하는사업으로 1단계제품화단계에서
2,000만원이내, 2단계사업화단계에서 1천만원이내의사업비
를지원받아창업을준비하게된다.

창업과관련해서는“처음에는창업이라는게막상시작하려고하
니굉장히막막했다. 하지만 UIT디자인솔루션센터의시제품제작
지원과 성공창업자들과 투자전문가들이 창업자문을 해주는
EIR(Entrepreneurs in Residence) 프로그램을통해현실적인조
언과정보를많이얻을수있었고무엇보다창업현장실습프로그
램에참여면서창업과학업을병행할수있게되어큰힘을얻을수
있었다. 다른창업을꿈꾸는학우들도학교의창업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을받아꿈을이룰수있으면좋겠다.”고밝혔다.

추성민학생은국민대의해외인턴십프로그램을통해프랑스파리
Strate College of Design에서다수의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이를바탕으로세계적권위를지닌 2013년스파크디
자인어워드 (Spark Design Awards), 2014년레드닷디자인어워
드(Red Dot Awards)를수상한바있으며, 현재 2015년개최예
정인밀라노가구박람회참가를준비중에있다.

관련하여우리대학에서는학생들이창업에대

한부담과위험을최소화하고창업준비와학업을

병행할수있도록창업휴학제및창업대체학점인

정제등을운영하고있다. 앞으로학생들이가진

아이디어를현실화하고자유롭게비즈니스모델

을실험할수있도록창업친화적인프라를확대하

겠다.

파격적인산학협력친화형교원업적평가시스템
국민대는이와같은산학협력선도모델구축을위

해우리나라에서가장파격적인수준의산학협력친

화적교원인사제도를도입하였다. 산학협력역량이

우수한교원채용을위해산업체경력을100% 인정해

줄뿐만아니라더나아가적극우대하고있다. 그리고

SCI급논문이아니라산학협력공동연구, 기술이전·

사업화, 현장실습및캡스톤디자인지도등산학협력

실적만으로도승진·승급및재임용이가능하도록

교수업적평가제도를혁파하여교수들이산학협력에

전념할수있는제도적인프라를구축하였다. 

기업-지역사회연계「연구개발(R&BD) ·인력양성
→취·창업」의선순환구조확립
국민대는그동안대학이장기간축적해온산학협

력역량과경험, 자원을활용하여지역사회가갖고있

는문제를해결또는예방하고나아가발전적인 변화

를이끌어내는데앞장서고있다. 국민대가위치하고

있는 강북지역은오랜역사적전통과문화적유산에

도불구하고서울에서산업기반이가장취약한지역

이기때문이다. 

이미국민대는캠퍼스가위치한성북구와는사회적

기업디자인지원프로그램등지역사회및지역산업

과연계하여다양한협력사업을운영하고있다. 그리

고점차그외연을확장해나가고있다. 서울시와의창

조산업클러스터구축및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종

그림 10.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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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구와의부암·평창·구기아트밸리조성사업, 은

평구와의창업활성화및지역경제발전을위한협력

사업, 중구청과의건강도시조성사업등이그예이다.

앞으로대학은변화해야살아남을수있을것이고,

그변화의방향은 ‘산학협력’으로중심을이동하는

것이될것이다. 특히, 대학이기업과지역사회와협력

하여 「연구개발(R&BD) ·인력양성→취·창업」의

선순환구조를확립하는것이산학연협력의목표가

되어야한다.

그러나여전히기업이나지역사회와의협력을통한

기술개발, 맞춤형인재양성, 기술이전·사업화등산

학협력매개역할은부족한것이현실이다. 이러한관

점에서우리대학도더많은변화와노력이필요하다.

LINC사업이란 3년간의창조적실험을통해초심을

잃지않고최선을다하겠다. 앞으로많은관심과성원

을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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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다축 제어 기계 이송계 차세대 가공 시스템

첨단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밀제어기계 핵심 기술 개발

국가경쟁력을선도하는제조업은사용가치가낮은유형물을직·간접적으로인간생활에필요하고유익한

것으로변환하는산업활동을의미한다. 산업혁명이후제조업은세계경제를주도적으로견인하여급속한성

장을이루었다. 특히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제조업의중요성은더욱강조되었고, 전통적제조업강국인미

국은제조업경쟁력제고를위한강력한재정과세제지원정책을강화하였다 [1-2]. 이러한미국정책의변화로

인해최근 2~3년간인건비절감을이유로해외에진출했던기업이자국으로이전하는리쇼어링(Reshoring) 현

상을현저하게나타내고있으며, GM, GE, 포드등을포함해서미국으로이전한기업수는무려 2만 5천개에달

한다.

미국과마찬가지로국내제조업또한지난 40년간뚜렷한성장을보였으며 2012년제조업산업은국내총매

출액의 52%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첨단제조업은국내경제성장을견인해왔으며특히반도체, 조선, 자동

차, 공작기계산업등은국내경제성장의원동력이되어왔다. 2013년도를기준으로반도체산업은약 304억달

그림 1. 초정밀제어기계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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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매출로 2위의생산국으로성장하였고, 자동차

산업은시장점유율5.7%로세계5위권으로진입하였

다. 국내조선수주량은 2003~7년동안연평균 11.8%

증가하였고 2007년한해동안 6천만CGT(표준화물

선환산톤수)를초과하는경이적인수주실적을기록

하는등제조업의눈부신발전을이루었다 [3]. 특히

1970년대에서 2010년까지 40년동안공작기계산업

의괄목할만한성장은한국의경제발전을견인하는

역할을하였다. 공작기계산업은 2000년이후내수/수

출 동반호조로 급성장을 하였고 최근 3년 연속

(2010~12) 수출 20억불을돌파하였다.

RRTTT타입의 5축공작기계
대표정밀제어기계인공작기계(Machine Tool)는

기계를만드는기계로서반도체, 조선, 자동차산업등

에서모기계(Mother Machine) 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한국산업규격에따르면공작기계는주로금속공작

물을절삭, 연삭등에의하여불필요한부분을제거해

필요한형상을만드는기계로정의한다. 공작기계는

정밀한소형부품에서부터선박, 항공기등의큰부품

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분야에서다양한제품을가

공하여타산업의경제성장과국제경쟁력에지대한

영향을끼친다. 그렇기때문에공작기계산업은기업

경쟁력제고, 생산능력확충및제조업경쟁력강화를

실현하기위한핵심산업이다. 또한기술진입장벽이

높아단기간에경쟁력확보가어렵고생산기술축적

을위해서는오랜시간과대규모기술개발투자가필

요하지만, 기술개발후상용화가되면장기간대외경

쟁력을보유할수있고후발국의추격이어려운산업

이다 [4].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선진국 대비

R&D투자열세로차세대기술개발여건이취약하다.

또한핵심부품을주경쟁국에서수입하므로국제시

장에서의경쟁력이낮고기술인프라체제의구축이

미흡할뿐만아니라전문인력이부족한실정이다. 또

한공작기계관련연구의다양성이부족해서렌즈금

형, 디스플레이부품등의고부가가치제품생산을위

한초정밀공작기계와관련된연구가미흡한실정이

기때문에대부분의초정밀공작기계는수입에만의

존하고있다. 더욱이현대제조산업에서의국제경쟁

력은정확도와생산성에엄격함을요구한다. 또한복

잡한기하학형상과높은치수정밀도를가진부품을

계속적으로사용하는추세에있어소재부품의정밀

한가공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지고있다.

정밀하고복잡한형상의소재부품가공은5축공작

기계(Five-axis Machine Tool)의가필요함을의미한

다. 5축공작기계는기존의 3축공작기계에 2개의회

전축이 추가된 구조이며 공구(Tool)와 공작물

(Workpiece) 간의상대위치및방향제어가용이하기

때문에기존의 3축공작기계로는접근이불가능한곡

면을가공한다. 또한자유곡면을가공하는경우 3축

공작기계보다예비작업과후처리가공시간을대폭

단축할수있기때문에효율적이고정밀한가공이가

능하다. 그러나 5축공작기계의 2개회전축은공구와

공작물간의위치정확도를저하하는오차원인들을

대폭증가시켰다. 

생산능력향상및차세대공작기계개발을위해서

는위치정확도에영향을미치는오차들을정확하게

측정하고효율적으로보정하여공작기계성능을극

대화해야한다. 공작기계의다양한오차(기하학적오그림 2. 5축 공작기계 구조와 구동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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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열변형오차, 동적오차등)은공작물에대한공구

의위치와방향을왜곡시켜가공품의형상정확도에

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한다. 전세계적으로공작기

계성능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오차를분석하고이

를측정및보정하는연구들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

다. 특히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같이전통적으

로제조기술이발달한국가들이대부분의공작기

계원천기술을보유하고있지만최근에는중국이

막강한자금력과인력을투입하여공작기계기술

연구개발에투자하고있는실정이다. 국제적으로

공작기계의오차를정의하고성능평가하는방법

은국제표준기구(ISO)의 ISO 230에서제정한표

준을따르고있으며, 공작기계의성능평가를위

한다양한방법을규정하고있다.

공작기계의위치정확도에영향을끼치는다양

한오차원인중주요오차인기하학적오차는구

동축을구성하는요소부품들의불완전한기하학

적구조와조립에의해발생한다. 따라서공작기

계완성단계에서수치제어기를이용하여소프

트웨어적으로기하학적오차를보정하는방법이

사용되며지속적인 5축공작기계의성능개선을

위해서는직선축과회전축의기하학적오차측정

및보정기술개발이절실하다. 공작기계의기하

학적오차측정및보정기술은공작기계의요소

부품을수정가공및재조립하지않고도위치정확도

를개선함으로써최종가공품의형상정확도를높일

수있는핵심기술이다. 

초정밀제어기계개발및 3차원측정
공작기계의성능개선을위한연구는국제적으로

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경북대학교기계공학부의

지능생산 시스템 연구실(Intelligent Micro Manu

facturing System Laboratory)은 5축공작기계, 다축

이송로봇, 3차원측정기등의정밀제어기계성능향

상을위한연구를지속적으로진행중이다. 대표정밀

제어기계인 5축 공작기계에 관한 국가지정연구실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과제를수행하였으며

공작기계성능개선을위한핵심기술인 1) 직선축의

기하학적오차평가/측정기술 2) 회전축기하학적오

차분석/측정기술 3) 기하학적오차보정기술등을

그림 3. 공작기계 오차 측정 및 보정을 통한 가공 정확도 향상

그림 4. 지능생산 시스템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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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 또한개발기술이전을통한산업체의기

술경쟁력확보에기여하였으며다수의국내외특허

등록및 SCI논문게재를통해높은수준의연구성과

를도출하고있다. 정밀제어기계분야에서석· 박사

급전문인력(박사 8명, 석사 38명)을양성하였고현

재석·박사과정대학원생 16명이지속적으로연구

를수행하고있다.

1) 직선축의 기하학적 오차 평가/측정 기술

단일직선축의 6개의기하학적오차(선형위치, 수

평진직도, 수직진직도, 롤, 요피치)는상용화된측정

장비인레이저간섭계(Laser Interferometer) 및볼바

시스템(Ball-bar System) 등을사용하여용이하게측

정한다. 레이저간섭계는여러측정시스템중가장정

확한값을나타내는것으로알려져있어산업현장에

서일반적으로사용한다. 그리고볼바시스템은비교

적측정방법이간단하고측정시간이짧아공작기계

의성능평가용으로적합하다. 그러나공작기계의위

치정확도는단일직선축에서발생하는오차보다는

직선축간에발생하는직각도에의해많은영향을받

는다. 직각도는서로직각을이루어야만하는두직선

축이직각을벗어나는정도를의미한다. 직각도는레

이저간섭계와볼바시스템을이용해서측정하지만

상용측정소프트웨어의제한된측정및해석방법에

의해측정결과의신뢰성이낮다. 특히레이저간섭계

를이용하는경우필연적으로발생하는아베옵셋을

보정하지못해측정된결과가정확하지않다 [5]. 이러

한측정한계를극복하기위해상용레이저간섭계와

볼바시스템을동시에사용하여정확하고직각도를

쉽게측정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였으며산업현장

에적용하고있다.

2) 회전축의 기하학적 오차 분석/측정 기술

회전축의기하학적오차는 5축공작기계의기구학

적정확도에가장큰영향을주는요소이기때문에정

확한측정과보정이필요하다. 특히위치정확도에영

향을주는회전축의주요오차인옵셋과직각도에관

그림 5. 직선축의기하학적오차측정

그림 6. 회전축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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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구는미흡하며현재일부연구가보고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회전축의주요오차측정을위해볼

바시스템을이용한분석/측정기술을개발하였다. 특

히정확한오차측정을위해새로운고정치구를개발

하였고측정불확도를최소화하는볼바시스템의측

정경로를찾아내어측정정확도를크게개선시켰다[6].

3) 5축 공작기계의 기하학적 오차 보정 기술

5축공작기계의기하학적오차보정을통한정확도

개선에관한연구는국제적으로미흡한실정이다. 5

축공작기계는추가된 2개회전축의위치에따라다

양한형태의 5축공작기계를구성할수있기때문에

임의의구조를가진 5축공작기계의기하학적오차

보정알고리듬이요구된다. 따라서 5축공작기계의

실시간오차보정을위한제어기및보정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7]. 기구학모델링과오차합성모델을이

용하여해석적오차보정모델을구현하였고 PC를기

반으로하여실시간운영체제를개발하였다. PC기반

의제어기를이용함으로써복잡한오차합성모델과

오차보정알고리듬의적용및구현을하였다. 

주요연구개발결과인기하학적오차의평가기술,

측정기술및보정기술은정밀제어기계의정확도를

향상하여제품성능의극대화및산업체기술경쟁력

확보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한다. 또한지속적인

연구를통해현재의고정밀기계개발기술을기반으

로초정밀공작기계기술을연구개발하여정밀제어

기계의핵심기술을구현하고자한다. 이를위해현재

초정밀직선축의성능평가/오차측정/개발에관한과

제를진행하여차세대공작기계개발및국내제조기

술력제고를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지속적인연

구개발을통해풍부한경험을갖춘전문인력을전략

적으로양성하여국내첨단제조산업의발전에기여

하고국가기술경쟁력제고에최선을 할것을다짐

한다.

그림 7. PC-NC 기반의 5축 공작기계 실시간 보정 시스템 개발

그림 8. 지능생산 시스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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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지식기반 지역성장동력 창출의 거점

「테크노파크」개요

정의

테크노파크는기술혁신을통해경제개발을도모하는집적시스템을일컫는개념으로국외에서는테크노폴,

테크노폴리스, 리서치파크, 사이언스파크, 테크놀로지파크, 혁신센터등의다양한명칭으로설립운영중이다.

영국의사이언스파크의경우, 연구센터와고급교육기관과연계를가지고있으며, 지식기반산업과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기업의창출, 발전, 기술이전촉진등을수행하며, 파크의임대경쟁력을증진시키는관리팀을보유

한단지로정의한다.

테크노파크는출범당시물리적인“단지”의개념에서출발하였으나현재는“추진주체”로서의개념이강조되

고있다. 추진주체란단지조성뿐아니라창업보육, 연구개발, 장비이용, 시험생산, 정보교류등의지원체제를구

축하고다양한관련업무를수행하는것이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함께활동할수있는공간을제공할뿐아

니라이들간의연계를실질적으로주도하는「주체」로서의기능이강조된다는의미를지닌다.

설립배경및기능

60년대후반부터우리경제의성장견인차역할을해온대기업중심의노동집약적생산방식또는단순모방

기술을바탕으로한자본집약적생산방식은, 고비용저효율의구조적한계에직면하게되고, 이는급격한성장

력둔화를야기시켜, 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치명타를가하면서, 90년대후반 IMF사태촉발로비화되

었다. 한국경제의기존패러다임이성장견인력만으로는적합하지않음이명백해지면서, 새로운성장대안이요

구되었다. 그요체는시장선도기술력,  시장변화에대한탄력성제고, 고효율의생산성으로집약된바, 이를충

족하는유력한대안중하나가 90년대초부터구체화되기시작한벤처기업시스템이다.

정부는우리산업의원활한구조조정과경쟁력제고에필요한벤처기업의기능을제도적으로보장하기위해,

1997년 8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제정하고각종지원시책을강화해왔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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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술력을바탕으로하고있지만, 하나의경영체

로서유지할수있는자금, 인력, 정보, 추가기술개발

투자력등이취약하여시장에서의생존력을확신할

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아울러열악한사업환

경은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기존산업의벤처화약

화, 산업내부의신기술개발저해, 신규업체의창업

및시장진입저해등의문제를노정시키게되었다.

이와같은벤처시스템의사업화과정문제와산업화

과정에형성된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기위한방안

마련이요구되게되었다. 그러면서고급연구인력의

80%를점하고있는대학및연구소와사업화잠재력

을가진기업, 그리고행정서비스및공공지원력을가

진지자체및정부의각기능과역량을인적, 물적측

면에서집적시킨일정유기체의도입이필요하다는

인식이형성되었고 , 이를구현한공간시스템이이른

바“테크노파크”이다.

선진국에서는이미70년대부터다양한형태의테크

노파크가조성, 운영되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경

우는 1995년 12월「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에

의거, 1997년 12월에인천, 경기, 충남, 광주․ 전남, 대

구, 경북6개시범테크노파크의조성이이루어졌으며,

1998년9월“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이제정

됨으로써산업기술단지라는법적명칭과함께테크

노파크에대한법·제도의정비가가시화되었다. “산

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은테크노파크의조성

촉진을위하여「산업기술단지조성계획」을수립하고

운영사항규정을위하여 “운영지침”을제정할것을

규정한바, 이에따라수립· 고시된「산업기술단지조

성계획」(산업자원부고시제2000-34호)은테크노파

크조성의기본계획역할을하며, “산업기술단지조성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2000-133호)”은테크노

파크조성계획수립및관리· 운영의실무지침역할

을하고있다. 

정부는국가지원 6개시범테크노파크의성과로부

터“일정규모이상의산· 학· 연· 관집적공간조성”

의유용성이확인됨에따라 6개테크노파크의성공적

마무리추진과아울러비국가지원테크노파크의전

국확충과이를통한기술혁신네트워크의전국토구

축을구상하였다. 특히테크노파크에지역기술혁신

시스템의거점위상을부여하고전국확충을통해최

종적으로는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완성한다는「테

크노파크를중심으로한지역기술혁신활성화대책」

을수립하였다. 그내용을개략적으로보면다음과같

다.

▶ 지역내산·학·연·관기술역량을집결할수있

는인적· 물적자원의집합공간으로육성

- 테크노파크를중심으로기술전문가, 연구장비, 산

업정보DB등을종합구축하고지역의기술거래

중심기능수행

▶ 해당지역에서추진중인각종지역기술혁신프로

그램을종합연계하여다양하고깊이있는기술분

야간의시너지효과를창출

-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의특화기술분야와시설, 장비, 인력을상호연계

하고 BK21등기초과학분야의연구실적을테크

노파크를통하여실용화, 사업화로발전.

▶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의중심인테크노파크를전

국적으로종합연계하여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기본골격을을

▶ 이를위해 16개광역자치단체별로 1-2개의테크

노파크조성을추진

- 1차 : 테크노파크비조성지를중심으로재단법인

설립추진

- 2차 : 재단법인설립후사업추진실적을평가하

여성공가능성이입증되는지역의재단법인을

사업시행자로지정, 실제테크노파크조성을추진

▶ 테크노파크의수행기능및역할

- 산·학·연·관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의교육

및훈련

- 산업및기술에관한정보유통신기술보육및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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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시설의공동이용, 시험생산

- 기타기술의실용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

이와같은배경하에, 현재전국18개광역시도에지

역성장거점기관으로설립, 운영되고있다.

사업영역

테크노파크가수행하는주요사업은다음표와같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북부산학연관클러스
터의거점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Gyeonggi Daejin Techno-

park, 이하경기대진TP)는전술한테크노파크일반의

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 2005년 3월 15일산업기술

단지사업시행자승인을받아, 경기북부 10개시군및

대학, 연구소등기술역량을집결한지역성장거점기

관으로서운영되고있다. 경기북부지역산·학·연

·관의유기적인협력을통한선진기술개발, 산업고

도화, 창업지원등첨단산업단지조성을통해지역연

고사업과첨단산업의균형발전을유도하여기업경

쟁력을강화하는유관업무를수행하고있다.

수도권이지만접경지역이라는특수성때문에성장

동력이극도로약화되어있는경기북부지역은, 일률

적기업지원의한계를벗어나지역특수성이고려된

맞춤형지원활동의전개가어느지역보다도필요한

곳이다.  경기대진TP는, 이와같은인식하에경기남

부에기조성되어있는경기테크노파크와는별도로

경기북부지역에새롭게조성되었는데, 정부주도형

TP가아닌민간주도형으로서경기도· 포천시· 대진

대학교가출연하여설립되었다.

민간주도형성격이강함은경기북부지역의지역

특수성을잘파악하고있는대진대학교가경기북부

지역에서갖는위상과역할에서발로하여출연비중

을상대적으로높인것으로, 민간의자발적노력이지

구 분 내 용

창업보육

ㆍ혁신적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기업에게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기술, 시설과 경영, 자금 등을 지원
하여, 기술개발에서 창업, 사업화까지의 일련의 창업보육지원을 실시

ㆍ이를 통해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실용사업화 연구환경 조성,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창업 촉진, 사업성공 제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산업기술기반의 확산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

시험생산 ㆍ기술개발 환경의 개선, 생산/제작기술력 향상, 품질/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고가의 장비 및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장비를
보유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원가절감에 기여

교육훈련 ㆍ각종 경영, 법률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실무교육사업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사업등을 통해 기업 경영
애로사항 해소

정보교류 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보기술교류,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 활성화, 정보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

기술/행정 ㆍ자체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주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각종
경영관리업무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 및 신속한 지원

연구개발

ㆍ대학과 기업의 신기술 공동연구에 연구비, 연구시설, 장비지원

ㆍ관련 연구기관 유치 및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수행, 신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추진

그림 1. 전국 테크노파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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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전에기여하는모범적사례로평가받을수있다.

경기북부지역특성

경기북부지역은 2012년기준으로경기도전체인구

의 26% 수준으로약 319만명이거주하며, 고양시, 파

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총 4개시가북부지역전체

인구의 75.7%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지역특성을보

면, 농업등 1차산업중심의낮은지역총생산규모및

사회적취약계층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이라할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5호상의낙후

지역이기도하다. 경기도내낙후지역현황을보면, 오

지지역은여주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으로 908.6㎢(8.90%)의면적을차지하

고있으며, 도서지역은경기시, 화성시로3.3㎢(0.03%)

의면적을차지하고있다. 또한, 접경지역은동두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로

2,412.3㎢ (23.7%)의면적을차지하고있는등, 전반

적으로타지역에비해낙후도가심화되고있다. 이에

따라지역내총생산총생산규모도경기남부의 18%

수준에그치고, 동지역내에서도생산력격차가매우

큰실정이다.

이러한특성에따라기업지원연구기관조성이미

진하고, 산업집적도또한매우낮은수준에있다. 이뿐

아니라각종인프라구축도열악한수준으로지역뿐

만아니라간간선교통축정비가부진하여, 물류비용

의상대적증가, 종업원모집의애로등기업활동에

악영향을미치면서산업전반이위축되고있다. 이는

신규기술개발의의욕저하는물론신성장동력창출

역량제고에도악영향을미치게되었다.

경기대진TP사업추진전략

이와같은제한적인여건에도불구하고경기대진

TP는경기북부지역을대상으로“지식기반지역성장

동력창출의거점”이라는비전을바탕으로하여각종

기업지원업무를추진하고있다. 

경기대진TP사업추진체계

원할한기업지원을위해서는부문별특화된전문기

구의운영이필요한바, 경기대진TP는기술이전센터

와환경기술지원센터, 1인창조비즈니스센터등을설

치· 운영중에있다. 아울러현재준공단계에와있는

‘시험생산동’이개원하고, 지역특화산업의육성및

지원을위해현재추진중인 ‘가구시험인증원’의기

능까지구비되면, 경기북부지역기업활동에크게기

여할것으로기대된다. 현재, 관련분야의신기술개발

및적용에매진하고있는데, 전술한경기북부지역의

그림 2. 경기대진TP의 비전 그림 3. 조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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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여건에따라지원규모가타지역에비해낮은

실정에있는바, 이에대한정부및지자체차원의지

원마련이요청되고있다.

원할한기업업무지원기능수행을위해 3개본부 4

개센터로조직을구성·운용중이다. 타지역의정부

주도형테크노파크에비하면상대적으로작은조직

규모이나지역경제여건에병행한효율적운영을통

해조직운영의내실화를기하고있다.

경기북부중소기업지원을위한하드웨어구축

종합지원센터(그림4)는부지면적 23,720㎡에지하

1층, 지상5층의규모로건축되었다. 이는경기대진TP

시스템의중추이며, 창업보육센터및커뮤니티기능

을보유하고있으며, 현재 47개업체가입주되어기업

활동을전개하고있다. 경영및기술지원에필요한컨

택센터, 기술이전센터, 환경기술지원센터, 1인창조기

업비즈니스센터등스타트업기업에서스타기업에

이르기까지의전주기적차원의컨트롤타워역할을

담당하고있다.

기술의사업화및업그레이드에필요한시험생산

기능을담당할시험생산동(그림5)이종합지원센터

아래쪽에위치하는데, 부지면적 3,991㎡, 지상3층의

규모로건축되고있다. 9월현재준공단계에이르고

있으며관련행정절차를이행하여조만간개원할예

정으로있다. 경기북부지역의창업보육기능및시험

생산기능의거점으로운용될본시설은, 기업의기술

기반강화와본격적시장진입을위한사업화과정및

기술고도화기능을구비하게될것이다.

첨단디스플레이산업의육성및인재교육을위해,

정보디스플레이 연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1,441㎡면적에지상2층의규모로건축되었다. 무균실

을비롯한강의실 4실과, 각종장비(X선회절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분광기, PECVD System등 74

종이상)가구축되어있어, 디스플레이분야의사업화

지원및시험생산기능을수행하고있다. 향후첨단

ICT산업의거점기능을수행하기위한다양한연구개

그림 4. 종합지원센터 전경

그림 5. 시험생산동 전경

그림 6. 정보디스플레이연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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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진행되고있다.

경기북부중소기업지원을위한소프트웨어구축

기업활동에필수적인각종정보의축적과제공을

위한산업지원정보시스템을구축·운용하고있다.

경기북부지역관련전문가 1,000명, 기업체 2,0000개,

장비현황 350종의데이터베이스를축적하고이를바

탕으로기업생산활동에서야기되는각종애로사항

해소에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다. 주요부문별지원

사업을보면, ‘거점기관운영지원사업’ , ‘경기북부환

경기술지원센터운영’ , ‘경기대진기술이전센터운

영’ ,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 ‘포천시가

구산업마케팅지원사업’ 등을실시하고있다. 

먼저단계별맞춤지원을통한기업지원사업인거

점기관운영지원사업을통해, 지난해 1천개의산업체

DB구축을완료하여산업정보기반구축을행하였다.

25명의컨설팅전문위원단을구성해기업 맞춤형기

술지원을수행하여원천기술, 애로기술등, 분야별기

술지원을수행하고있다.(종합기업지원서비스프로

그램은그림7 참조)

또한지역의산학연관혁신네트워크를구축하기

위해‘경기북부혁신기관협의회’를구축(3개분과 8개

위원회)하여, 유관기관간유기적연계를도모하고관

련정책대안을도출하고있다. 협의회의부문별위원

회의기본기능은다음과같다.

▶ 전통산업고도화위원회:가구, 섬유및디자인분

야의발전전략수립

▶ 바이오소재응용위원회:바이오신소재, 친환경

소재의발전전략수립

▶ 녹색환경에너지위원회: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전략수립

▶ 미래융합산업위원회: OLED, 뿌리산업, 문화콘

텐츠, IT의융합발전전략수립

▶ 법률경영자문위원회:법률, 경영전문가로구성

하며경기북부지역기업의법률, 경영관련컨설

팅을제공

▶ 기업지원기관위원회: 기업지원관련기관의실

무자로구성하여기업지원프로그램연계및활성

화기능수행

▶ 기술개발평가위원회:경기대진TP가수행하는기

업지원사업의평가및심의와함께각종컨설팅

수행

▶ 장비공동활용위원회로:장비도입관련평가및

심의와함께, 기업의장비공동활용방안의강구

경기북부지역에는수질및대기등의환경부하에

관계되는기업이다수산재하고있다. 환경문제의최

소화와관련기술의개발·보급을기하기위해운영

중인경기북부환경기술센터는, 기업환경분야에대

한기술및시설자금지원, 환경컨설팅등을통한애로

사항해소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센터를통해

그림 7. 종합 기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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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지원(27개기업), 환경

친화점검지원(2개기업), 환경인증지원(10개기업),

오염도측정및사후관리지원(94개소) 등총 185개

기업에대한환경관련지원활동을전개하면서, 사업

시행전과비교하여, 대기오염물질저감(72%), 오염저

감(63%)의효과를보이고있다.

개인또는기업이보유·개발한기술의원할한보

급과이전을위한기술이전센터운영사업을통해서

는지난해 107건의이전희망기술을발굴하고, 20건의

기술이전중개를성사시켰으며, 기술중개위임계약도

64건체결했다.

한편, 최근정부가강조하고있는창조기업을육성

하기위해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를운영하고있

는데, 현재입주해있는 13개의 1인창조기업에대해,

판로지원및정부사업연계지원등을실시하여, 경영,

마케팅, 시장개척에상대적으로취약한 1인창조기업

에실질적도움을주고있다.

결론
경기대진TP는전술한바와같이낙후도가심화되

고있는경기북부지역의특수성을극복하고, 특화된

기업지원활동을통해, 테크노파크본연의기능수행

은물론, 접경지역발전을위한각종정책대안의마련

에매진하고있다. 

산업집적도가낮고각종인프라정비가열악한지

역여건속에서도블루오션을창출하기위해, 지역특

화산업(가구, 섬유)의육성및지원, 신재생에너지, 디

스플레이, 문화컨텐츠육성등의부문별사업지원을

도모하고있다. 아울러, 도농통합형특성을보이는지

역여건을고려, 6차산업으로서의농축산업육성및

관련기술개발을위한정책발굴에도관심을기울이

고있다.

경기대진TP는, 민간주도형테크노파크로서시설

및장비조성의어려움을극복하고, 대진대학교의지

역적위상과역할을극대화하면서, 경기북부지역경

제발전의견인차로서의기능을지속적으로수행해

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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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머신의새로운도약을위하여
지난해프로야구관중은약 700만명. 야구가최고인

기스포츠의자리를굳건히하고있는가운데야구를보

던사람들이하나둘글러브를손에끼고그라운드로나

오고있다.  우리나라에서사회인야구를즐기는사람들

의숫자는얼마나될까.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에따르면지난해전국야구클럽은 5417개참가인원은

13만7768명에달한다. 2008년(2435개, 5만5400명)과비

교해불과몇년만에두배이상으로급증했다. 등록되

지않은동호회를포함하면 20만명도넘지않겠냐는게

관계자들의설명이다. 바야흐로사회인야구전성시대

다. 사회인야구가성장하면서서울인근외곽지역에는

비닐하우스나가건물을개조해놓고자동투구기계(피칭

머신)을들인연습장들이증가하는상태이며, 주요포털

사이트에 '실내야구연습장'으로검색어를넣으면서울

등전국적으로 70여곳이넘는연습장을찾을수있다.

이들중상당수는사회인야구가본격적으로붐을이룬

최근 2~3년새생겼다. 그러나여전히급속도로증가하

는야구인구를인프라가따라가지못하고있는실정이

다. 이는야구인구확대에걸림돌이되고있다. 야구인

프라확충을위해기계공학도인우리가주목한분야는

야구공피칭머신이다. 이는현재대중에보급된야구공

피칭머신이실제투수가던지는공과구질이다르다는

사실에서착안하였다. 동일한궤도의공을반복해던지

는기존의피칭머신과달리, 사용자가원하는공의궤도

를선택하게함으로써, 사용자에게보다흥미있는야구

게임을제공할수있어야구에대한대중의관심을유도

하고, 국민건강증진에기여할수있다고본다. 또한야

구동호회나프로야구에피칭머신기계를공급함으로써

한국야구의수준증진에기여하도록할것이다. 현재우

리나라의실내야구장이늘어가는상황에대전에홈런왕

배팅센터라는회사가탄생되었다. 최고구속이200km/h

를던질수있는일본산로봇팔피칭머신은초기 5타석

규모로창업을했지만현재 9타석규모로확장하고체인

점도늘어갈정도로인기가높은편이다. 여기서주목해

야할것은현재우리나라에들어와있는대부분의피칭

머신은미국과일본에서제작된제품으로제품마다차

이는있지만 550~1200만원으로형성되어있다. 실제투

수의구질을구현해주는기계의경우약 8000만원을상

회한다. 하지만국내에서는제품관리도제대로받지못

하는실정이다. 통계적으로봤을때국내고교팀의경우

사후관리가제대로되지못하여 70~75%의피칭머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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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사용불가상태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더더욱국

내에서생산가능하고다양한구질을구현할수있으며

사후관리가편한피칭머신이필요할것이라생각하여

제작을시작하였다.

궤도계산
피칭머신의사양결정에앞서야구공의운동을동역학

과공기역학적으로비행궤도를분석하여변화구구현

을위해필요한변수를알아봤다. 볼의궤적을추적하기

위해우리가설정한변수는공의질량, 공의지름, 공이

투구되는위치(x, y, z), 초기속도, 발사각(Theta, Phi), 공

의회전(2방향), Decay constant for spin, 시간간격, 온도,

고도, 바람속도, 바람방향, 상대습도및대기압으로총

18개다.  Decay constant for spin은공이진행하면서생

기는회전 rpm 감소를나타내는상수로서실험값으로

구해진값을외국논문에서찾아사용하였다.

아래의그래프의파란실선은공의궤적을나타내며,

붉은점선은공기역학적인힘이작용하지않을때의공

의궤적을보여준다. 즉, Top view와Side view의붉은점

선은Magnus force와Drag force가무시될때의공의궤

적을나타내는선을나타낸다. 대부분의변화구의모델

은계산식을통해얻어낼수있지만무회전의공인너클

볼에대한궤도해석은불가능했다. 너클볼은회전이없

으므로 Magnus force는무시할수있지만 Drag force는

바람을맞는공의실밥의위치에따라항력이달라지기

때문에표현을할수없었다. 이계산을통해우리는구

질제어를위한변수로크게공의속도, 공의회전, 중력,

항력이작용하고나머지설정했던변수들의영향은미

미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구질구현설계
야구공의구질을구현하는피칭머신방식에는여러

가지가있다. 크게 2가지로분류할수있는데, 휠방식

(Wheel type)과암방식(Arm type)으로나눌수있고휠

방식의경우사용하는바퀴수에따라 1휠, 2휠, 3휠로다

시나뉜다. 암방식의경우우리가가졌던예산의부족으

로구현하기어렵다는판단하에휠방식을선택하게되

었다. 그중 1휠, 2휠방식의경우다양한구질을구현할

수없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우리는다음과같

은 3휠방식의피칭머신을선택하게되었다. 3휠방식으

로야구공의구질을제어하기위해타이어를각 120°도

간격으로배치하여각각의타이어의속도차를이용하여

공의스핀과속도를제어할수있게하였다. 

위그림은각타이어의상대회전속도의차이에따른

공에걸리는스핀의방향을보여준다. 각타이어의평균

회전속도를설정하여공의속도를제어하고상대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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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차이를이용하여스핀을제어한다.   

바디설계
우리가제작한기계가실제투수의투구와흡사하게

보이기위해서는실제투수의투구높이와비슷한위치

에서공을투구할수있게구현해야한다. 아래그림은

2009년도WBC(world baseball classic)에등판한투수들

의투구높이를분석한자료다. 좌, 우완의차이는있지

만대부분 5~6ft(1.52~1.82m)범위안에위치한다. 따라

서우리가기계를설계할때위의높이를기준으로기계

의높이를정할수있었다. 기계의대략적인크기를정하

기위해높이를정하였고우리가피칭머신에사용할모

터들과액추에이터등을고려하여초기개념스케치를

그려보았다.

그결과좌측상단그림에서볼수있듯이우리에게필

요한 4가지제어요소인스핀제어와각도제어, 방향제어,

속도제어의필요성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었

다. 3개의바퀴를이용하여속도와구질을제어하고액

추에이터를이용하여발사각과방향을제어할수있게

했다. 이모든제어는우측중단에컨트롤박스를이용하

여총괄제어하는형식을구상하게되었다. 이스케치

모델을토대로 3D 모델링을하게되었고그결과다음과

같은형상을얻을수있었다.

완성된 CAD 파일을통해추출된도면파일로 금속

레이저커팅기를통해원하는금형을제작하였다. 커팅

된금형을 1차적으로도색을한뒤, 볼팅과용접으로조

립하고DC 모터 3개와액추어이터 2개를달아완성하였

다. 그결과다음과같이형상의피칭머신을제작할수

있었다. 완성된초기모델의경우컨트롤패널이아날로

그방식으로되어있었다. 아날로그방식의경우피칭머

신의성능을시험하는데있어서구질과구속변화를마

음대로조절할수있기때문에사용하게되었는데, 일반

사용자들의경우 3상모터제어의역학적원리를알지

못하므로아날로그방식의조작을하기에불편함이있

다. 따라서실험으로얻은속도데이터를통해특정구질

에대한각모터의속도를정하고사용자가직관적으로

원하는구질과구속을정하면각구속과구질마다저장

된속도값을실행시킬수있게컨트롤패널의디지털화

를진행하였다.

기존아날로그다이얼을개조하여ATmega128 보드와

C 프로그래밍을통해모터모듈의저항값을조절할수

있도록하였고, 저장된속도데이터를통하여구질은패

스트볼(직구), 슬라이더, 싱커, 커브그리고각구질마다

구속은 6단계로나누어컨트롤스위치에서명령을입력

받아실행하도록설계하였다. 여기서자동으로조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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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은DC 모터 3개의속도뿐이다. 액추에이터의경우

수동으로조절해야하는데사용자가스위치를통하여

원하는구속과구질을정한후입력을완료하면디스플

레이를통해고각과방위각이표시가되게하였다. 따라

서사용자가액추에이터를표시된각도만큼조절하게

함으로서부분자동화를완성하였다. 사용자의안전을

고려하여모터전원을 on/off 할수있는스위치또한별

도로구성하였다.

제작기및고찰
처음아이디어회의부터아이디어선정, 시장조사, 설

계, 제작, 시현, 보완작업까지 8개월동안작업을했다. 2

달정도아이디어선정후다양한피칭머신에대한조사

와과학적이론및재료선정까지‘피칭머신을제작할수

있을까?’ 라고생각, 정도로기술과예산이부족하였다.

교수님의도움과팀원들의노력으로점점틀이잡히기

시작했고기계공학도로만이루어져서전기회로구성이

나마이크로프로세서를이용할때많은어려움도있었

지만주변지인들의도움을얻어서이룰수있었다. 이렇

게만들어진피칭머신은직구의경우 140km/h의구속을

가지고있고너클볼을제외한모든구질의변화구를구

현할수있게제작할수있었다. 다만아날로그패널에

서디지털패널로변경하면서자유롭게변경할수있는

기능을억제시킨느낌이있지만변경을통해우리의피

칭머신을과학적원리를모르는사람도사용할수있는

범용적인피칭머신으로만드는데도움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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