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근무하는대학에는K지방국립대학전자공학과출신두사람이공학

계열교수로후진을양성하고있다.. 경기도광주는수도권상수도보호구역

으로산업시설허가가사실상불가능한지역에위치한전문대학으로서조건

이불리한척박한환경에서도우리대학은이러한특성화대학출신자교수의

노력으로취업률이수도권 9위안에드는경쟁력을가지고있다. 나는불현듯

1970년대초문교부(현교육부)장관비서실장으로근무할당시청와대의강

력한정책적결단으로중요한지방국립대학을중심으로특성화대학으로지

정하여특별한지원을했던기억을새삼스럽게하면서감회가새로웠다

당시우리나라의공학교육환경은거의황무지나다름이없었다. 나는박대

통령이왜그렇게중화학공업교육에몰입하는지, 과연그시대에중화학공업

이우리에게그토록최우선교육정책과제로투자가정당한것인지솔직히회

의를가졌었다. 세월이어느덧 40년이되어전문대학으로서는산업단지가없

는척박한교육환경에서그래도취업이살길이라는생각으로몰입하면서지

난날배고프고어려웠던시절을회상해보곤한다. 고향인대전에있는대학

을책임지면서KAIST와대덕단지를건설한현장에서나는비로서당시의중

화학공업육성이적어도 4~50년을내다보고그를중화학공업한국을뒷받침

하기위하여공학대학특성화교육에드라이브했던것이었다는사실을실감

하게되었다.

2014년초세계적인경제전문지 Bloomberg에대한민국이세계에서가장

창의적이며개혁적인 1등국가(The Most Innovative Country)로선정한기사

를읽면서 21세기교육의가장큰역점은공학교육에역점을두어야한다고

느끼게되었다. 우리다음으로는 Sweden, USA, Japan그리고Germany가순

서대로랭크되었다. 2013년엔미국이선두였는데금년에 1년만에서열이뒤

집힌것이다. 사실우리나라공학교육은MIT, Stanford, UC-Berkeley와Caltech

같은세계적인공학본산에서교육의질, 규모와시설에서거리가먼처지인데

그래도 40여년전우리는 50년앞을내다보았기때문에이러한기적같은서

열이공표될수있었다고생각한다. 한국은 6개항목의선별규정에서기술자

의생산성(engineers’ productivity)에 33위로저평가된것을제외하면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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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Hi-Tech밀도, 연구집중도, 생산시설, 특허활동분야에서

모두세계 5위안에평가되었다.

일전에어느공직후보자가일제식민지시대해외에유학

간한국유학생들이인문/사회과학에만관심을가졌을뿐

먹고살아가야하는공학/과학기술교육에등한했던사실을

개탄하는말을한일이있다. 인문사회교육이창의성교육

에기반이되어야한다는데는동의하지만우리나라와같은

자원없는좁은땅에서살아가기위하여는공학교육분야에

서도압축성장을위한특별지원이필요하다고본다. 이른

바국력종합지수(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y)

산출하는요인으로총인구/도시화인구/선철생산량/기본에

너지소비량/국방예산규모를산정하지만(이경우중국이미

국과유럽연합을제치고 1위/한국은 8위) 2006년도국제정

치안보학회가산출한 “Comprehensive National Power”자

료는미국은부동의1위, 중국은6위, 한국은9위에랭크되어

있다. 위두가지지수의차이는GDP와문화지수반영여부인

데문화의영역에는당연히과학기술력이포함되며이분야가

강국이되는중요한요소라는데이론의여지가없는것같다.

한국이강대국의자원과인구그리고GDP총액에서경쟁이어

려움에도불구하고위두가지국가경쟁력지수에서모두세계

10위이내에포함된것은바로우리나라공학교육과창의력이

과학한국의국제적위상을높이고있다고봐야한다.

한가지이들지표가간과하고있는것은한국에서중등

학교졸업생이제3기교육의효율성(Tertiary Efficiency)분

야에서세계최고의진학률에가중치를많이두고있다는점

이다. 예를들어제3기교육훈련은당연히전문대학으로불

려지는 기술직업교육분야에서 미국은 지역사회대학

(Community-based Technical College)에 90%이상의재원

이공공재에서투입되는데반하여한국은정부지원이총예

산의 10%선에도미치지못한다는사실이다. 투자가없는

곳에현장기술교육이선진화되기어렵다. 수도권대학을 4

년제대학또는연구중심대학과같은수준으로전문대학에

도구조조정을일률적으로강화하여대도시에거주하는경

제적소외계층자녀들에게유일한선택인기술직업교육의

기회를사실상제한하는점은안타가운현실이다. 특히미

국의기술직업교육은대도시에살고있는경제적약자에게

콤뮤니티대학을통하여고등교육의기회를주고조기취업

을통하여빈부의소득격차를줄여자유시장경제체제를확

고히하는사회경제적체제안전망의기본개념인데우리는

이러한정책적인의도를도외시하고있다는사실이다

하버드대학은 1847년과학과공학분야의교육을담당하

는기초과학계열(division)을 IVY리그에서최초로설립한

지 60년만에MS Gate재단후원으로공학대학(원)으로개

편승격시켜“급변하는세계에서과학공학분야는경제개발

에서가장핵심적인역할 (rapidly transforming world, engi-

neering plays an ever more central role)”을하여야한다고

대학의개편설립의이유를분명히하고있다. 공학교육에

서MIT와의연계에서벗어나공학대학원이없어 Stanford

대학의추격을받던하버드는새로운공학교육대학원을신

설한것은단순한대학간의서열경쟁때문만은아닌것같

다. 이는슈퍼파워로서세계질서를주무르던미국이중국

의추격을따돌리면서강한미국의국력을키우겠다는의

지로우리는받아들여야한다.

21세기를맞이하여미국국립과학원은“사기업(사학포함)

은미국의기술개발과적응에가장큰책무를가진다고선언하

고, 이에따라정부는경제지원, 규정완화, 통상정책과지원을

통하여시민의과학기술의개발과적응하도록강력한지원정

책을펴야한다”고역설하고있다. 그이유는공사립교육기관

을막론하고연구개발과고도기술의획득과조달을원활히할

수있는유일한방안이라고밝히고있다. 이분야에서한국공

학교육이발전에있어서비밀스러운치유책은바로한국대학

이안고있는고질인본교출신우선채용의전통을타파하여

대학과연구기관상호간의경쟁력을높이지않으면우리가오

늘누리고있는10대과학기술대국의영예는후발주자에게넘

겨줄수도있다는긴장감을가져야한다. 한국공학교육의기

여는박수를받을만하다. 그러나자만과나태는세계가선망

하는첨단기술의메카에서추락할수있다는우려를잊지말아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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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통일대박’이라고대통령신년기자회견에서이야기하였는데, ‘통일

대박’의화두속에는통일은우리의미래이고희망이지만, 우리가원하는

통일을위해서는철저한통일준비가필요하다는것이포함되어있다. 이

후에우리사회의정치, 경제, 문화, 교육등각분야에서통일준비를위한

논의가활성화되고있다. 이런시점에서한반도통일시대를대비하여우

리나라공업분야에종사하는교수, 기술자및학생들도북한의공업교육

에많은관심를가지고준비할필요가있다. 

북한공업교육현황
해방이후남북한이분단된지도이미약 70년이되었다. 교육은사회체

제를유지하고재생산하는사회적기능을담당하고있는주요수단중하

나이다. 이에주목하여북한은해방이후사회주의체제를건설하는과정

에서부터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며교육제도의수립을추진해왔다. 그

결과무상교육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북한의교육제도는북한체제의

우월성을드러내고대표적인정책중하나로주장해왔다.

북한은 2012년부터아래의표와같이전반적으로 12년의무교육제로

확대실시하여 2~3년내로학제개편이완료될예정이다. 그러나경제난

이후북한의교육제도는형식상유지되고있을뿐이고, 무상의무교육은

수업료만없을뿐교과서와학용품, 교복등학교생활에필요한물품들을

개인적으로구입해야하며심지어학교건물관리에교육기자재, 연료등

에이르기까지학교운영에소요되는각종경비들이학생의부담으로전

가되고있는실정이다. 그래서북한의무상의무교육은북한의선전과달

리그의미가퇴색되고있다.

북한은일반적으로유치원및소학교에입학하여고급중학교까지12년

간의의무교육을받게된다. 따라서대학입학연령은 17세이며, 대학과정

은 4~6년이므로 4년제대학인경우에는 21세에대학을졸업하게된다.

1960년에는경제계획의수행에필요한기술자확보를위해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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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공장대학· 야간대학설립이결정되었으며, 제1

차 7개년경제계획(1961~1970) 기간에는공장대학이증

설되었다. 이어제2차 7개년경제계획(1978~1984) 기간

에는부족한각급학교건설을위해소규모의공장대학

·통신대학·전문학교등의증설에주력하였다. 그결

과북한의고등교육기관으로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고려성균관등 3개의종합대학및일반단과

대학과함께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대학등산업체부

설현장대학이설립되었다.

또한, 북한에서는특수한신분과자질을가진학생을

대상으로특수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에북한은경제

성장이지체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과학기술분야에

영재육성의필요성을인식하면서제1중학교를설립하

였다. 제1중학교는 1984년평양에처음설립된후, 이듬

해남포·개성·청진·혜산등각도소재지와특별시

로확대되었으며, 1999년에는전국시·군구역마다1개

교씩추가신설하도록확대되었다. 주로과학·수학·

물리등이과계통의과학자양성을위한교육을위주로

하고있어, 제1중학교에서는일반중학교와다른특수교

재(전문대수준)를사용하여자연과학, 컴퓨터및영어등

을배우고, 졸업후김일성종합대학과김책공업종합대

학에서 1:1 교육을받으며, 농촌지원활동, 군입대등이

면제되는혜택을받고과학기술분야의중요사업에종사

하게된다.

수재교육기관의설립을통한인재의양성은 1980년대

부터시도되었으나, 1990년대후반이래강성대국건설

의구호아래과학기술의발전을강조하면서강화되었

다. 북한당국의수재교육강화는“정보산업시대과학기

술은나라와민족의흥망성쇠를좌우하는강력한요인

이되고있다.”며첨단과학기술전문인력양성을통해

경제건설과국가발전을기하고자한데따른것이다. 이

같아북한이경제난이후학교운행에파행이지속되는

가운데서도과학기술·정보분야의인재양성을위한수

재교육의강조는과학기술발전을통한경제활로모색

과함께부족한교육예산을선택적으로투자하기위한

것이라할수있다.

북한의대학의교과과정은학교와전공별로다르나대

체로정치사상교과, 일반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

공등다섯가지영역으로구분되어있다. 정치사상교과

와외국어, 체육등의일반교과는전공과무관하게모두

이수해야한다.

이와같이북한의교육과정의구성및내용을볼때북

한의교육과정은우선북한의사상교육강화는교육을

사상혁명의핵심적인수단으로간주하는것으로교육과

정치가결합되어있다. 또한교과과정에기초기술교육

과실습또는생산노동등이포함되어있는등북한의교

육은생산활동과직접결합되어있다. 또다른특징은교

육의내용과방법이국가에의해규격화되어하달되고

있어학습자가선택할수있는권리는존재하지않는다

는점이다. 이런교육은북한체계가필요로하는인간을

육성하기위한방식으로정보화, 세계화등급변하고있

는국내외상황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인재양성

과는거리가있다.

북한은소련의제도를모방하여남한처럼종합대학은

존재하지않고공과대학은학과별로세분화된특성화된

대학(기계대학, 건설대학, 광산금속대학등)으로발전하

고등교육
박사원·연구원(2~3년)

대학(4~6년) 단과대학(3~4년) 고등전문학교(2~3년)

중등교육
고급중학교(3년)

의무교육
초급중학교(3년)

초등교육 소학교(5년)

학교전교육
유치원

높은반(1년)

낮은반(1년)

탁아소



였고, 북한은후보학사-학사-박사-후보원사-원사학위제

도를가지고있다.

통일대비
우선, 남북간공업분야교수및전문가들이서로교류

하여모든공업분야용어및규격등에대한남북간표준

화가필요하다. 또한, 향후남북관계및북핵폐기진전으

로본격적으로남북간공업분야교류가활성화에대비

한남북통합공업교육관련준비가필요할시점이다.

이에, 한반도통일을대비하여남북한통일공업교육

에대해남한공업분야의교수, 전문가, 학생등이많은

관심을가지고면밀히검토하여준비하면, 공업분야의

제2의도약의기회가마련되고, 국제경쟁력강화등도

가져와서공업교육분야에‘통일대박’을가져올것으로

생각됩니다.

테헤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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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재직하고있는한국발명진흥회와맡고있는일에대해간략히소개한다면?

한국발명진흥회는 1973년 10월에처음설립된‘한국특허협회’를모태로하고있으며, 기업의기술개발과발명창

안을촉진하고, 산업계에서이를잘활용할수있도록그환경을확립하는매개체역할을수행함을목적으로설립되

었습니다. 그후우리나라의경제발전에발맞추어날로그중요성이더해지는특허등지식재산권의창출·활용·보

호와이를뒷받침하는발명진흥사업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 1995년 1월‘발명진흥법’에근거하여지금의한국

발명진흥회로거듭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작년 10월이바로창립 40주년이된해였습니다.

저는작년 1월부터인재개발연구본부장으로재직하고있는데제가맡고있는업무는지식재산인력양성과관련된

교육설계·운영및인프라구축, 창의발명진흥을위한‘학생발명전’ 등각종행사주관, 발명영재육성을위한교육

연구원운영등을총괄하고있습니다·

Q. 특허청과한국발명진흥회가대학생들을국가경제의기반이될
지식재산인력으로키워나가기위해하고있는사업에대해말씀해주신다면?

한국발명진흥회 인재개발연구본부장 

어 용 호

인터뷰

어 용 호 (한국발명진흥회 인재개발연구본부장 / auyh1988@kipa.org)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특허청 근무 (산업재산보호팀장, 상표3과장, 심판관, 서울사무소장 등) 

현) 한국발명진흥회 인재개발연구본부장 (상임이사) 

Interviewer | 한 지 영 (한국공학교육학회 편집위원)



앞으로국가경제의발전은그경쟁이글로벌차원에서이루어질것이기때문에국가나기업의경쟁력역시전세계

를대상으로한원천적이면서도핵심적인기술개발이바탕이되어야할것입니다. 이러한기술을개발하는주역이연

구자들이고, 그뒤를잇는잠재인력이바로대학생들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인식하에한국발명진흥회는특허

청과함께특허등지식재산에강한연구·기술인력을키우기위해 2006년부터이공계대학을중심으로지식재산강

좌운영, 이에필요한교재의개발·보급등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지식재산권중심의R&D

를선도하고특허소송능력을갖춘기업의실무인력을양성하기위해‘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IP)도운영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대학의지식재산교육역량의자립화를위한선도대학지정·운영및

대학발명문화의확산을위한대학창의발명대회도지속적으로개최하고있습니다.

Q. 앞에서소개된사업들중특히이공계대학(원)에서관심이높은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MIP)과지식재산선도대학사업에대한현황과선정기준등은?

먼저,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MIP)에대해말씀드리면, 지식재산에관한기업의실무전문인력양성을목표로선정

된대학원과정에총 5년간 25억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지금까지KAIST와홍익대가선정되어운영중에있는데,

KAIST의경우에는2010년부터3년간의지원을통해교육인프라구축을완료하고자율운영이가능하게되어2013년

부터는정부의지원없이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참고로작년말에는고려대가추가로지정되어내년부터정

상운영을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지식재산선도대학지정·운영사업은대학의지식재산교육역량의자립화를통해지식재산인력의양성을지속화

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습니다. 선도대학으로지정된대학에대해서는우선교육기반구축을위한대학자율의교육

시스템을만들고강의를맡을강사를파견하는데필요한예산을지원하고, 그후에는우수교육모델의보급이나온

라인컨텐츠개발등간접지원을계속해나갈계획입니다. 2011년에처음선정된강원대, 인하대, 전남대등현재 9개

대학이지정·운영되고있습니다. 

이들각각의선정기준은차이가있으나, 기본적으로는사업목적에적합한실행계획을잘갖추고있는지와함께전

담교수의확보정도및강의편성계획의충실성등을종합하여평가하며, 최종적으로는지역안배도고려요소가될수

있습니다.

Q. 대학생들에게지식재산에관한인식제고와함께지식재산의획득·활용등보다
구체적이고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한각종대회등에대해설명하신다면?

대학생들의창의성을높이는것은국가적으로도매우중요한발명진흥의테마입니다. 이를위해한국발명진흥회

는 2006년이래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등여러행사를다양한형태로열어왔는데 2010년부터는이들대회를‘대학

창의발명대회’로통합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한편대학의특허교육이산업계와연계될수있도록 2008년부터‘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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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대회’를선행기술조사부문과특허전략수립부문으로나누어운영하고있는데이것은기

업의수요에맞는과제를주고대학(원)생이문제해결에필요한아이디어를제공하는방식으로운영함으로써기업과

의연계성을강화시키기위함입니다. 그외에도전국의대학발명동아리에대한지속적인지원등을함으로써대학의

발명활동촉진및발명문화확산을위한다양한사업을하고있습니다.

Q. 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외에
초·중·고및청소년등을대상으로하는발명장려사업에는어떠한것들이있는지?

대학생들이우리나라의창조경제를이끌어나갈직계후보군이라면초·중·고학생들은그뒤를잇는미래의예

비군이라할수있습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이들을훌륭한지식재산인재로키우는일이야

말로선택의여지없이반드시해야할일입니다. 이를위해특허청과한국발명진흥회는1987년부터전국의각급학교

에발명반을만든것을시작으로 1995년부터는발명교실을설치하여학생과지역주민에게발명활동에직접참여할

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 그결과현재전국적으로 194개의발명교실이설치·운영되고있으며, 금년부터는

이를발명교육센터로확대·개편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한편 2008년부터는학교현장에서의발명·특허분야전

문인력의양성을위해종전의실업계고등학교의일부를발명·특허특성화고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는데여기에는

현재대광발명과학고등6개학교가지정되어전문인력양성에힘쓰고있습니다. 초·중·고학생들에대한발명문화

확산을위해서는체계적인교육도중요하지만학생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다양한행사도중요한동기

부여가됩니다. 이에맞추어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를비롯하여창의력챔피언대회의개최와함께발명장학생선

발, 발명글짓기만화공모전등다양한행사를지속적으로발굴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Q. 약 1년반의재임기간중의경험에비추어볼때
우리나라의발명문화확산을위해앞으로더욱중점적으로해야할일은무엇인가?

발명에대한관심이있다는것과발명을실제로한다는것은큰차이가있습니다. 초·중·고학생들과같은미래

세대에대해서는발명에대한관심을더높여나가는것이앞으로도계속중요한일이겠지만, 대학생이나일반국민들

에게는실제로발명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그여건이나환경을조성해주는것이더욱중요할것입니다.

특히대학생들이나개인, 중소기업등에게는창의적인발명아이디어는갖고있지만이를권리화.사업화하기에는여

러가지면에서어려움이있을수밖에없을것입니다. 따라서이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다양한형태의맞춤형

지원정책이꼭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그런의미에서작년부터국가적차원에서시행하고있는‘무한상상실’을더

욱확대·보완하여일반국민들의창의적인아이디어가실제사업화가되어개인은물론국가경제에도보탬이되는

선순환구조를지속적으로만들어나가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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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끝으로우리나라창조경제의주역이될이공계대학생들에게당부하고싶은말씀이있다면?

지금의정부는‘창조경제’를통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국민개개인의삶의질을높이고지식재산을적극활용하

여우리나라가세계를리드하는진정한의미의혁신국가가되는것을목표로삼고있습니다. 지금열심히공부하고

있는이공계대학생들이앞으로맞게될세상은그경쟁단위가개인이나기업차원이아니라전세계가될것이고, 앞

으로의기술혁신도특정범위의기술을넘어보편적이고통합적인글로벌화된차원의기술이어야그경쟁력을갖출

수있을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앞으로는자신이전공하는분야에서의독보적인우위뿐만아니라더넓고높은차

원의통합적·융합적사고를바탕으로한기술혁신을요구하는시대가될것이기에저는학생들에게평소부터도‘협

력과상생’이라는가치를중시하는마음을갖추고또한이런가치를개인능력화내지체질화할수있는방법을항상

연구하면서스스로를더발전시켜나갔으면하는바람이있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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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 have heard that the ASTEX 2014 which was held in Astana in Kazakhstan was very successful.

What is the goal of the ASTEX 2014? How many years have your country held the forum? 

What is the main achievement of the ASTEX 2014?

3200 people visited Smart Technologies Exhibition and Conference ASTEX held in Astana International Exhibition and

Conference ASTEX-2014 held in Astana which traditionally gathered eminent foreign speakers including the heads of for-

eign companies, large investors, business coaches, e-commerce businessmen and analysts, finished. 

Among more than 3000 exhibition visitors there were mainly those registered independently on ASTEX site, and par-

ticipated voluntarily. Moreover, the auditory actively responded to all the speeches, and the speakers were asked many

questions. 

Within 2 days of the conference held, 41 domestic and foreign speakers spoke, and 42 companies demonstrated e-ser-

vices created for business and citizens. 9 plenary sessions, 2 master class sessions, 3 “roundtable” meetings, start-up pro-

jects presentation, as well as 17 bilateral meetings were held. ICT Development Fund signed memorandums with the

Skolkovo Technopark and MuckerLab Business Incubator. A briefing in the Central Communications Service was

Zerde 'Dinara Chsheglova'

인터뷰

Dinara Chsheglova 
head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department of National infocommunication Holding "Zerde"
Zerde는 카자흐스탄 정보통신청 산하의 국영 IT서비스 기업으로 카자흐스탄의 전자정부 사업을 비롯한 주요 국책 IT사업의 수행을 책임지고 있다.

Interviewer | 조영임 (한국공학교육학회 학회지편집위원장)



devoted to those and other results of exhibition and conference ASTEX 2014 finished yesterday.

Kazakhstan was ranked 38th among 190 countries on the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as reminded by

Chairman of theAgency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Askar Zhumagaliyev. As to e-Participation Index, Kazakhstan

was rated the 2nd together with Singapore. It’ s worth noting that Kazakhstan increased by 16 positions compared to

2010.  

TheMinister met with Young ImCho, themember of IT-council under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ith Robert Bellac,

CEO of the NewEgg e-commerce company ranked 2nd in the USA and co-founder of Cars.com, andwith Steven Frantzen,

Senior Vice President for IDC Research.

In the course of the talkswithYoung ImCho, the issues of e-government development of two countries, and the plans of South

Koreamoving from the Gov 2.0 to the Gov 3.0 format based on services personalization and e-democracy, were discussed.

A Big data project and its perspective implementation into state sector were discussed as well. Following the meeting

results, Askar Zhumagaliyev proposed opening the first joint Kazakh - Korean Research Center, and invited Ms. Cho to

visit the Global Forum on E-Government which will be held in Astana on 6-7 October 2014.    

At a meeting with Steven Frantzen, the problems of e-commerce development in Kazakhstan and the measures on its

promotionwere discussed. In particular, the IDC general manager suggested ICTmarket research transformation into annu-

al regime considering all the global changes in the world. Also he suggested undertaking a special study of e-commerce

market in Kazakhstan.

Robert Bellac, CEO of the NewEgg, shared his experience in creating the logistic platforms and online-trading devel-

opment. In his turn, Askar Zhumagaliyev told about the work performed in Kazakhstan on creation of international lev-

eled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 as part of logistics operator “NK” “KTZh” JSC. Also, the Head of the Agency told about

the state program “Information Kazakhstan -2020″ established by Presidential Mandate, and so according to this docu-

ment, the e-commerce share is planned to be increased by 10% at common goods and services market in 2020. 

Sanzhar Kettebekov, CEO of the ICT Development Fund, told that such an interest shown by the audience was quite

unexpected. Such eminent speakers including Erick Rannala, Founder of MuckerLab and Mucker Capital, Manager of

Seed Venture Fund Harrison Metal Capital; David Allan Grier, President of IEEE Computer Society in 2013, Professor,

Manager of Consulting firmDjaghe LLC; AmirudinWahab, CEO of CybersecurityMalaysia; Ole Eichhorn,  Founder and

Head of a leading developer of visual search engine EyeFinder were involved in the conference.  

All of them see the possible success in Kazakhstan, the country everybody in the future will pay attention to.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within few years the whole world will talk about IT-industry growth in Kazakhstan just like they

talked about South Korea before, Kettebekov concluded. 

ASTEX focused on e-commerce this year. According to S. Kettebekov, this choice was conditioned due the tremen-

dous development of this industry. For the last two years it has shown an unprecedented increase by 200–250%.

ASTEX was held to reveal the directions to work on in order to support this boom, this interest, as well as to maintain

domestic business, to show the best practice existing today in the world, especially in North American countries a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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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last but not least, the experience all the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Malaysia passed through. 

According to the Head of Fund, today the ecosystem similar to that in developing countries was almost formed in

Kazakhstan. Some of its components are still being developed. Market specialization hasn’t passed through all the stages

of development yet. However, the basic foundation has been already established.  Moreover, some gross leaders appeared

in the field of e-commerce in Kazakhstan such as Kazakhstan Temir Zholy, Air Astana, and in the field of e-government

such as Kazkommertsbank, Lamoda.kz shops, Flip.kz, etc. And so the aim of the conference was to determine the further

development. 

The Roundtable of Kazakhstan IT companies Association, the Supervisory Board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clusters involving government and business structures (such as Zerde, ICT Fund, KazNexInvest, KTZh, KazPost,

IBM, Microsoft, National Agency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Bayterek) were held at the same time with the

Plenary session. 

The finishing touch of the evening was ASTEX-2014 Award which was presented to three Kazakhstani companies at

once. The winner in “The Best online commerce technology” nomination was Ticketon company (CEO Aleksey Li).

Chocotravel company was chosen as “The Best online retailer”, and the prize was given to one of its founders Ramil

Mukhoryapov. The winner of “The Best online marketer” nomination was Blizzard.kz, and the prize was given to

Azamat Seydalin, Director of "SibiTron Group" companies’ group development. 

ASTEX 2014 was hosted by the Agency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of Kazakhstan, Zerde national info-

communication holding, and the ICT Development Fund.

Q. I have known that your county has already established the national information plan named

IK 2020. What is the main vision or plan of informatization in IK 2020?

What about the vision of e-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e Program«Information Kazakhstan- 2020»– is the arrangement of conditions, providing

the transition of Kazakhstan to information society.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will impact whole our society, since it is devoted to make the ICT infrastructure pub-

licly accessible, to teach the citizens to use it for their development.  The State Program makes provision for raising the

level of computer literacy of the population in 2017– up to 65 %, in 2020– up to 80 %.

As long as the concept of computer literacy itself, contains two trends: basic computer literacy and professional one,

the training will be recipient-oriented, with due regard to these categories.

Training under the first trend will be held for such target audiences, as unemployed or underemployed young people,

as well as disabled people,  senior citizens and other categories of vulnerable social groups,  not obtained these skills.

Professional raising of computer literacy will be held y enterprises exclusively with due regard to the specific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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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operation and requirement of the employer.

Moreover, the state program stipulates the creation of a uniform personal account of a citizen, intended for official

communication of legal entities and individuals with state agencies and organizations of the issues related to perfor-

mance of public and private services, using of personal data, which will also be the single point of communication of cit-

izens with the state agencies. Significant increase of the points of public access to e-services andmodernization of the exist-

ing equipment is also provided. 

The entrepreneur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unemployed and/or underemployed young people, as well

as disabled people, senior citizens and other categories of vulnerable social groups will have courses on basic skills of com-

puter literacy and receiving public services in e-format.  

It is expected that under the state program through widespread ICT implementation of the problems of improvement of

state administration, creation of open and “mobile government”, development of availability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Nowadays, the mechanisms of dialogue and feedback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and business have been formed.

The requirements on providing the access to internet resources of state agencies for disabled people have been legislated.

Assessment of completeness and quality of information given at the internet resources of state agencies is held. There is

an implemented service “Virtual reception” at the portal, where citizens address to the state agencies on a direct basis.

A pilot version of an open data portal is launched. The platform of “open data” – is a platform for allocation of open

information in formats, suitable for subsequent processing and analysis. The open data portal generates open information

from all state agenci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representatives of private sector:  statistical data, geospatial data,

information about organizations (contacts, location, scope of activity etc.). This approach will allow using extensively

of open databases by business, Mass Media and civil society. The data may be used by any portal user, notwithstanding

the nationality and location.

The state program also provides raising the level of public security and effectiveness of work of law enforcement agen-

cies and emergency services, provision of conditions for creating modern high-tech productions at industrial enterprises,

building developed transport infrastructure in order to provide accessibility, safety and quality of transtortation services,

improvement of quality of rendering services in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and effectiveness of energy saving,

raising of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 household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rough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ICT.

Q. What do you think are important factors to successfully achieve the

e-Government as well as national information plan?

All socially desirable services are transformed into e-format– they are themost demanded services among the citizens.

This has been don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struction of the Head of the State. Today all socially desirabl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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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vailable at egov.kz, and the citizens to not need to address to any additional authorities.

4 new services were launched for mobile application of e-government in 2013. Now prom own gadget it is possible to

get certificates on the absence or existence of real estate, on registered or ceased titles for it, as well as to look through the

number of state fund housing queue. In total, 16 mobile services are available from the mobile application, and soon

reservation of the queue to the PSC.

A service “Public Discussion” was also launched in 2013. Through this service, each citizen can submit own sugges-

tions on developed draft laws and projects of standards of public services.  The draft standards of public services prior to

approval are updated subject tomandatory consideration of comments and suggestions from the users. The Law “OnPublic

Services” adopted on April 15, 2013 provided the performance of this condition. The full base of current legislation is

always accessible at the portal.

The amount of payments via the payment gate of the e-government exceeded 1 billion tenge. For comparison– for

the whole 2012 it was about 140 million tenge, and in 2011- totally 19,5 million tenge. Fines for traffic violations are

paid most of all - 27% of all payments. The second popular payment option is the tax of vehicles– almost 18%. The

third place is taken by levies for real estate transactions–15% from the total amount of payments. The egov portal also

allows making payments of other state duties, fees and taxes, as well as housing services, mobile communication.

In 2013 more than 24 million of public services were rendered through the portal, whereas in the past in total it was

rendered about 11 million services.

Q. As of now, you are the vice president and the leader of e-Government driving team in Zerde.

Could you explain about the Zerde? 

Also I have heard that you are very active expert who is working in Kazkhstan government. 

What is your future vision?

The National Infocommunication Holding “Zerde” is the main institute of ICT development in Kazakhstan.

The holding pays great attention to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legal base and formation of the base on standardiza-

tion in the branch.  In particular, in 2012 we have designed the state program«Information Kazakhstan-2020», today we

work at the draft law “On Informatization” and relevant amendments and supplements to other legislative acts, разр

абатываемпроектзакона«Обинформатизации»исопутству

ющиеизмененияидополнениявдругие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акт

ы, concerning Informatization. There is a Technical Committee on Standardization№34 “Information Technologies” in

the Holding, which develops and analyses the standards of our branch.  

The Holding stimulates investing, innovative and scientific–research activity. In 2012 the Holding establish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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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Fund of Development infocommunication technologies, under which seed and venture financing, support for

start-up projects and training of first-time entrepreneurs are performed. 

The Holding also established the Center of Research Laboratories in order to decide technological problems, for such

trends as: cloud technologies, mobile technologies, big data and architecture of the “e-government”.

An important part of our work is the popularization of industrial ICT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e-services. For

this purpose we organize events to support professional ICT-communities (conferences, workshops, roundtables), study

of best practices, raise the potential in the sphere of the “e-government”, share Kazakhstani experience among developed

countries and the countries with emerging economy. 

All this allow developing the ICT branch according to plan, obtaining results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furth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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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류의장, 융합교육의혁신적인움직임
고려대학교공학교육거점센터의궁극적인목표는‘글

로벌공학인재양성을위한단계적통합형공동교육시

스템구축’이다. 각기다른특성을지닌참여대학이컨소

시엄을구성해거점사업의공동목표를구축하는것이

목표이다. 이를통해무한경쟁의세계화산업시대에서

미래국가산업을선도할수있는창의적인글로벌공학

인재를양성함과동시에인적국가경쟁력을확보하는

것이고려대학교공학교육거점센터의비전이다. 고려대

학교는이에따라공학인재의국제화에중점을두고 12

개대학(10개대학참여, 2개대학협력)이함께사업을운

영하고있다. 

무엇보다도융합교육에대한혁신적인움직임으로이

공계학생들에게인문학프로그램을개발˙개설하여교

육하고있다. 인문학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인문학에

베이스를둔교양과목및전공과목을보완하고장려하

고자하는취지이다. 현재융합교육프로그램으로는크

게두가지가있다. 인문학과공학의만남과효과적인의

사소통의이론과실제이다. 인문학과공학의만남에서

는 ‘시와공학’이란커리큘럼을개발·검증하고있다.

효과적인의사소통의이론과실제는전체공과대학으로

확산하여공학교육페스티벌의공과대학생발표대회와

연계하여진행하고있다.

공학교육을위한인문학연구포럼(PhilEE)를통해참

여대학과함께인문학에대한논의및다양한방향의교

육모델을제시·구현하고있다. 이는“공학과인문학의

공통분모를찾아공학자에게인문학적소양을심어줄

수있는교과목을개발하여융합형공학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하는것이다. PhilEE는매년 2회이상진행

공학교육페스티벌

고려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
창의적인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의 중심

장 동 식             

고려대학교산업공학과교수
jang@korea.ac.kr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산학연 종합연구원장
고려대학교 관리처장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장

현) 고려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장
관심분야: 공학교육, 융합교육,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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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4,5회를 진행하였으며 오는

2014년7월9일에는제6회PhilEE를개최할예정에있다.

국제교류의장, 세계화에발맞춘움직임
고려대학교공학교육거점센터는이공계학생들을대

상으로‘국제이공계학생교류프로그램’을적극운영하

고있다. 이를통해국재학생의해외파견뿐만아니라

외국학생을참여대학에인턴으로파견해국제적홍보

효과를거둘수있으며, 국내학생에게도영어실력향상

및글로벌네트워크를형성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실

제로매년거점센터의국제인턴프로그램(IAESTE, KIST-

EUROPE, 국내기업해외지사등)을통해해외로파견되

고있다. 다양한형태의인턴십을개발하여학생들에게

더나은환경과정보를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

OCW(Open Course Ware)를확산해 12개참여대학이오

픈된창구를통해지식교류의장으로활용하며타대학

교수로부터자문도받고정보도교환할수있어궁극적

으로공학의발전에큰기대를걸고있다. 한편센터는

해외우수대학공대생들과참여대학학생들간에국제

창의경진대회를개최해실력배양에도힘쓰고있다. 매

년교육부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지원으로 ‘창의적

종합설계경진대회거점예선’을치른본상수상작을세

계팀과어깨를나란히하도록지도한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제 1회국제창의설계경진대회를발판으로매년

대회를확대해나아가고있으며, 2014년더많은세계국

가와대회를진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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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융합의장, 미래형인재로도약
학문에는원래경계가없다. 과거철학자들은심오한

우주의원리를알기위해수학과천문학에능했고, 화가

들은인체의신비에매료되어과학자가되기도했다. 인

간세상을둘러싼많은인문학적요소로부터출발해필

요에따라과학으로, 의학으로, 공학으로분과가된것이

기때문에학문의시작은한지점에있었다. 산업화로인

해점점세부적으로나뉘던학문에다시경계가없어지

고있다. 공학도에게디자인적심미감이요구되고경영

자에게심리학이요구됨을이시대가요구하기때문이

다.  고려대학교공학교육거점센터에서는이에발맞춰

이공계학생들을트렌드에맞춰교육과정을혁신하고

글로벌인재로도약하게하고자한다. 

앞으로변화와혁신을기차로세계무대를향한힘찬

도약을하여고려대학교공학교육거점센터가 12개공과

대학의허브로서공학인재의국제화에중점을두고다

양한사업을추진해대한민국공학교육은물론미래산

업발전의원동력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자한다.

시대가요구하는인재상은계속변화고있지만어떤시

대에도소통에궁핵한리더는없었다. 셰계화의리더가

되기위해서는전체의틀을읽는글로벌한마인드가중

요하다. 이를위해고려대학교공학교육거점센터가공

학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을만들어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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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사람처럼할수있을까?

1980년대텔레비전에서주인공이“키트, 빨리와줘!”

하며손목시계에말하자마자멋진스포츠카가달려오는

시리즈물을기억하는분들은, 30년전멋진상상으로만

여겨졌던일들이오늘날현실로다가오고있음을실감

할것이다. ‘말’로누리는편리한세상! 여기에는음성인

식기술이바탕이되었다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스

마트기기를사용하는사람이먼저시도할수있는의사

소통수단을꼽으라면아마‘음성’이아닐까한다. 검색

해야할정보량이계속늘어나고편안한자세로원하는

것을얻으려는인간의기본욕구를만족시키기에효과

적인사용자인터페이스가바로음성인식기술이기때

문이다. 쉴새없이쏟아져나오는스마트기기의앱사

용법을익혀야하는수고도없이누구나쉽게활용할수

있는길을제시하고, 원하는것이무엇이든몇마디말로

대화하면서얻어낼있는음성인식기술은스마트기기

의대표적인인터페이스로사람들의시선을끌고있다.

가정내에인간과대화할수있는 TV가있다면, 목소

리로원하는채널을선택하고방대한비디오자료를검

색하며집안의모든기기를TV와대화하면서제어할수

있을것이다. 새로운전자제품을구입하더라도사용법

을익히는데시간을쏟지않고음성인식기술을이용하

여 TV에명령만내릴수있으면모든전자제품을자유

자재로사용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음성인식기술에

대한사람들의관심은이미오래전부터있어왔다. 동화

속에등장하는마녀들은사람을찾거나미래를보는데

커다란수정구슬을이용한다. 이수정구슬을통해원하

는영상을보기위해서마녀들은수정구슬에간단하게

말을한다. 버튼도없고리모콘도없는수정구슬에가장

적합한인터페이스로음성을이용될것이라고오래전부

터생각해왔던것이다. 알리바바는우연히도둑들이‘열

려라참깨!’를외치는소리와함께동굴의큰바위가열

리는모습을목격한다. 도둑들이자리를뜬사이, 알리바

마가‘열려라참깨!’를외치자동굴문이스르르열려동

굴안에있던온갖금은보화를차지할수있었다. 알리바

바는동굴이 ‘열러라참깨!’라고말하면누구에게나문

을열어주는화자독립음성인식기술을이용하고있음

을단숨에알아챘던것이다. 이처럼음성인식기술은오

래전부터사람의생각가운데인간과기계의가장이상

적인인터페이스수단으로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아

직까지는사람처럼대화할수있는수준은아니지만오

늘날활발하게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다. 실제로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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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전문리서치전문기업인가트너(Gartner, Inc)의

발표에따르면, 10대혁신기술로 2007년, 2008년연속

해서음성인식에기반한사용자인터페이스기술이꼽

혔다. 이와함께컴퓨터황제, 빌게이츠역시음성과촉

감에반응하는새로운인터페이스가등장할것이며디

지털기기보급의열쇠가될것이라고예견하였다. 원하

는것은무엇이든몇마디말이면자동으로처리해주는

‘내말대로되는’음성인식서비스시장이서서히열리

고있다. 인터넷의확산과이동통신기술의발달을경험

한사용자들은이제음성인식기술쪽으로자연스럽게

시선을돌리고있으며, 절차에구속되지않고누구나쉽

고편리하게기기를다룰수있는세상을열기위해음성

인식기술은지금도꾸준히향상되고있다.

모바일음성검색과함께음성인식기술은성장하고
있다.

음성인식기술은인간의언어를다루는기술로서지

식및정보서비스의기반기술이며나아가문화산업의

기반이되는것으로선진국에서는그중요성에대해깊

이인지하고핵심기술개발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

다. 세계적 IT기업인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이모두음성언어처리기술확보에많은노력을기울

이고있으며핵심기술을이용한다양한서비스를선보

이고있다. 국내에서도정부출연연구소를중심으로핵

심기술에대한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일부기술분야에서는선진국기술수준에비하여뒤떨

어지지않는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최근에음성인식

기술의성능이크게개선되어서비스의활성화와함께

주목받고있는데계기가무엇이며향후어떤서비스로

발전할것인지를살펴보자.

음성인식기술은명령어인식의수준에서시작하여

낭독체연속어인식, 낭독체대어휘연속어인식을거쳐

무제한급의자연어음성인식의순서로발전하고있다.

사람들이자연스럽게받아들일수있는최종적인무제

한자연어음성인식의단계에도달하기위해많은기술

개발과환경구축이이루어져오다가스마트폰의활성화

와더불어구글에서공개한음성검색서비스를계기로

자연어음성인식을위한기술개발생태계가형성되어

가고있다. 2007년이후다양한정보에편리하게접근하

기위한사용자인터페이스의필요성과함께모바일환

경에서의빠른정보검색이라는요구가맞물리면서모바

일음성검색서비스가개발되어왔다. 이와같은서비스

를위해서는다양한환경적특성및화자특성을아우르

는보편적인음향모델이필요하며, 사용자발화현상을

이용해실제적언어적특성을표현하는언어모델을기

반으로자연어음성을인식할수있는기술이요구된다.

음성인식기술의보편적활용에있어가장큰문제점은

사용자에따른인식률의차이, 주변잡음에따른인식률

저하, 비문법적발성에대처하지못함으로인한인식오

류, 인식대상어휘의제한으로인한인식오류발생으로

볼수있다. 이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방대한데이터를

이용하여통계적모델을구축하고무제한어휘인식을

위한효율적인탐색알고리즘이필요하다. 어린아이가

주변사람들의말을계속해서듣고책을꾸준히읽으면

서음향학적정보와언어지식을습득하여언어를익히

는것처럼음성인식기술도많은음성데이터와텍스트

데이터를이용하여개발및성능개선을얻을수있는것

이다. 

2007년이전이음성인식기술개발을위한다양한통

계적방법론의이론적배경을마련한시기라면, 2007년

이후는모바일음성검색서비스를시작하면서통계적

방법론을이용한실질적인음성인식기술의성장을이

루어가는시기로볼수있다.

모바일스마트기기의보급으로자연스러운인터페

이스의수요가확대되고이로인해많은사람들이음성

인식을사용함으로써엄청난규모의사용자로그데이

터를확보할수있다. 이것은다양한배경환경에서의다

양한화자가말한다양한어휘를확보할수있는것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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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 음성인식을위한통계모델학습을위한발판을

마련할수있는계기가되고있다. 실제구글은음성검색

서비스를통해하루동안한사람이 5~10년동안쉬지않

고얘기하는양의음성데이터및음성데이터를능가하

는텍스트데이터를수집하고있으며, 음성검색시스템

의개발책임자인마이크코언은스마트폰과PC등기기

의장벽을넘어선음성인식이가능해지고있는데, 이것

은사람들이돌아다니는곳어디서든기계가사람의음

성에반응해움직이는시대의시작을의미한다고주장

하였다. 다양한환경에서다양한화자가발성한다양한

어휘, 문법등을분석을통해방대한음향및언어지식

을체계화할수있어, 모바일환경음성검색서비스는

무제한자연어음성인식기술을개선하는동시에이기

술을이용하여자연스러운음성검색을가능하게하는

선순환구조의생태계를이루는데기여하고있다.

모바일기술및클라우드서비스의성장에따라대부

분의 IT업체들이편리한인터페이스및효과적인정보

검색에관심을가지고있다. 음성검색서비스도더자연

스러운인터페이스를위해대화형정보검색서비스로의

진화가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구글은모바일음성검

색서비스에서더나아가사용자데이터를이용하여사

람이수행하는수준으로발전시키려하고있다. 이것은

무제한자연어음성인식기술을기반으로하여음성대

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유선인터넷검색

에비해모바일검색의차이점은개인최적화검색이요

구된다는것으로, 단순음성검색만을제공하는것이아

니라대화를통해사용자최적화된정확한검색을제공

하는음성대화서비스가요구된다. 모바일환경에서의

편리한정보검색뿐만아니라음성대화서비스는외국

어학습을위해큰관심을받고있다. 비대화형외국어

교육에비해대화형외국어교육은시나리오에따른역

할부여를통해학습자의흥미를유발할수있고시간및

공간적제약에서비교적자유로우며실수에대한부담

이적은장점을가진다. 특히외국어말하기능력향상을

위해대화형학습에대한요구가크게증가하고있는상

황이다. 정보검색과달리외국어학습을위한대화관리

를하는점에서차이가있지만, 결국자연어음성인식기

술이대화형서비스가핵심이라고할수있다. 단순음성

검색에서대화형검색서비스로발전하는것처럼외국

어읽기에서대화형말하기교육으로발전하게될것이

며, 이것은자연어음성인식기술에바탕을둔음성대화

서비스를통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음성대화서비스는음성인식기술에음성이해기술

이더해져야가능한것으로, 사용자의발성을인식한후

인식된텍스트를이해하여대화처리단계에서어떻게

반응해야하는지를결정한후, 그에맞는시스템반응을

생성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음성대화서비스의주요

방식은도움형과추천형이다. 도움형대화처리서비스

는사용자가어떤서비스를이용하고자할때대화를통

해쉽게할수있도록보조하는시스템을말한다. 대표적

인도움형대화서비스는애플의‘Siri’로써대화를통해

서스마트폰의기본적기능즉, 전화를걸거나문자메시

지를작성하고, 자주사용하는알람예약기능등을자연

어를통해서사용할수있도록보조하는것이다. 추천형

대화처리시스템은사용자가어떤상황에서서비스를

요구할때그상황에서가장좋은결과를사용자에게추

천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구글의

‘Now’로써정보나컨텐츠검색과연계하여기존의단순

키워드질의방식을자연어를통한대화형검색으로서

비스하는것이다. 기존의음성검색서비스의키워드질

의검색을자연어질의검색수준으로향상시킨기술이

며, 시간, 장소, 교통정보등을바탕으로현재사용자에

게가장필요한정보를추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사람처럼대화하는시스템의실현은아직까지미래의

기술이지만주어진영역에서의시나리오기반대화서비

스는가능한수준이며지속적으로발전할것으로기대

된다. 다음에서는음성인식을통해시나리오기반의대

화시스템을개발한사례를살펴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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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대화시스템은어떻게활용되나?

이제부터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개발한음성대

화기술을이용한서비스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자연

어음성인식기술과영역별시나리오관리기술을이용

하여음성대화시스템을개발한것으로, 대화형네비게

이터, 음성인식영어학습서비스, 스마트 TV를위한음

성대화인터페이스에활용한사례이다.

1) 대화형내비게이터

차량환경은음성인식기술을필요로하는대표적인

환경중의하나로, 오래전부터여러종류의음성인식제

품이상용화되어널리쓰이고있다. 지금까지의차량환

경음성인식제품은대부분단말내장형으로비교적단

순한형태의명령어인식또는목적지인식이대부분이

다. 최근들어음성인식성능이향상됨에따라종래의명

령어위주가아니라사람과대화하는것과유사한방식

의음성대화를통한서비스수요가급증하고있다. 스마

트기기의보급과함께차량환경에서도인터넷연결이

가능하게됨에따라네트워크를통한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의음성인식이차량에서도가능하게되었다. 이러

한환경변화에대응하여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차

량환경에특화된대화형내비게이션단말기를위한음

성인식기술을개발하였다. 대화형내비게이션시스템

은사용자가원하는정보를사용자가사람에게물어보

는것처럼대화를통하여질문을하고시스템이대화를

이해하여사용자가원하는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

으로한다. 예를들어사용자가‘경기도에있는자연휴양

림을찾아줘’라고발성하는경우 ‘경기도’지역에있는

‘자연휴양림’이라는지명을찾는다는사용자의의도를

파악하여해당하는지명을목적지로제시하게된다. 서

비스를대상으로하는영역은표 1 과같은여섯개의영

역으로제한하지만, 여섯개영역에한정되지않은일상

대화수준의음성인식기능을제공하고있다.

대화형내비게이션시스템개발에서가장어려운점

은대화인식기능에덧붙여내비게이션사용을위한목

적지명이인식이되어야한다는점이다. 목적지명은 300

만개이상으로매우많고또한일반적인대화에서는사

용되지않는고유명사의빈도가높아, 일반적인텍스트

데이터로부터단어사이의관계를나타내는언어모델을

학습해내기가어렵다. 이런어려움을해결하기위하여,

대화형내비게이션시스템을위한음성인식에는두종

류의언어모델을적용하였다. 첫번째는‘OOOO검색해

줘’와같이내비게이션사용환경에서높은빈도로사용

할것같은문형을이용하는것으로, 사용자가해당문법

에정확히일치하도록발성한경우높은인식성능을갖

는다. 둘째는정해진문형을벗어나서비교적높은자유

도로발성하는경우를인식하기위한언어모델로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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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대화 발성 예

경로설정 이마트를 찾아줘, 우리집으로 가자, 

주변검색 가장 가까운 주유소 안내해, 하나은행 경유해 등

경로 정보 얼마 남았지,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은 등

교통정보 올림픽대로 막히나, 현재 경로 앞에 사고가 있나 등

날씨정보 대구 날씨는, 내일 서울에 비가 오나, 오늘 운동해도 좋을까 등

DMB MBC 틀어줘, 프로야구 보여줘, 등

명령어 음악 틀어줘, 음악 꺼, 지도 띄워줘 등

표 1. 대화형 내비게이터에서의 대화서비스 영역

그림 1. 대화형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용 예



한발성형태에도대응할수있다. 정해진문형에대해

높은인식성능을보이면서일상적인대화형식의발성

도인식할수있도록대화형내비게이션시스템은두언

어모델에적절한수준의가중치를두어최적의음성인

식성능이나오도록설계하였다. 대화형내비게이션시

스템의활용예는그림 1과같다.

2) 대화형영어학습시스템

대화형영어학습서비스인지니튜터는원어민교사

없이컴퓨터를이용하여영어말하기를연습하며, 영어

표현학습, 문법및발음교정등을제공받을수있는음

성인식기반대화형영어학습기술이다.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에서개발하였으며현재시제품단계에있다. 영

어학습가운데말하기학습에중점을두고개발하였으

며, 한국인영어발음특성을고려한발음클리닉과정과

다양한상황에서의영어말하기표현을학습하는Think

& Talk과정, 주어진사진이나그래프를보고말하기를

연습하는 Look & Talk과정으로이루어져있다. 한국어

발음특성과한국인의영어발음특성을고려하여발음

클리닉이총 30개의레슨으로구성되었으며, 각각의소

리를학습하는 basic level, 한국인이유의해서발성해야

할발음을학습하는 intermediate level, 한국어와다른조

음현상을배우는 advanced level로이루어져있다. 발음

클리닉은학습할소리직접발성, 동영상강의, 음소/단

어/문장에대한음성인식기반발성학습, 학습한음성

재생및평가로진행된다. Think & Talk은대화의난이

도, 문장의난이도를고려하여 Level 1, 2로나누어지며,

6개의레슨으로구성되어있다. 각레슨에서는특정한

주제, 상황이주어지고, 해당주제상황에의다양한조건

을학습자가선택하여학습자가다양한문장표현을학

습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Look & Talk은난이도

를고려하여총 11개의레슨으로이루어져있다. Look &

Talk과정에서는사진, 그래프, 팜플렛등이주어지고해

당이미지에대해설명할수있는문장표현을학습하도

록구성되어져있다.

또한비원어민학생의경우대화상황에서어떠한말

을말해야할지, 그리고어떤표현을써야할지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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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말하기에서의 대화 결정

보고 말하기에서의 그림 표현

대화 중간에서의 내용 가이드

그림 2. 대화 유도를 통한 영어학습 과정



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학습효과를높이기위해대

화의중심이되는주제들을사전에모국어로검토및결

정하도록하여내용적인측면에서교육가이드를주는

방법과대화중에나타나는표현오류를바탕으로어떤

표현을해야더적절한가를계속해서피드백해주는방

법을병행하여대화를끝까지진행할수있도록학습과

정을구성하였다. 그림 2에서처럼특정대화주제를선

택하게되면어떠한내용을가지고대화를진행할것인

지를모국어로선택하거나그림으로제공하여어떠한

내용으로대화할지직관적으로알수있게하고, 대화중

간에말할내용이표시되어대화의흐름을잊지않도록

하였다.

3) 스마트TV를위한대화인터페이스

스마트TV를위한음성인식기술은삼성전자및LG전

자등주요가전사뿐만아니라구글등의인터넷포털, 애

플및마이크로소트와같은컴퓨터/소프트웨어업체등

에서도관심을갖고전략적으로사업화를추진하고있

는음성인식기술의중요한활용분야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음성인식전문업체의솔루션을통해음성및

동작인식을포함하는멀티모달인터페이스를적용하

고있다. 구글은크롬, 유튜브, 구글플레이등을통합서

비스하는구글TV플랫폼을공개하고, 독자적으로구글

셋탑을개발하여가전사와의제휴모델도공개하고있

다. 애플은스마트폰기기에서이미서비스중인 Siri를

기반으로애플 iTV플랫폼에기본UI/UX로서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제공할것으로보인다.

스마트TV에적용되는음성인식기술은서버/클라이

언트방식과내장형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서버/클라

이언트방식의경우복잡한자연어형질의-응답이나대

화형서비스가가능하며, 내장형의경우명령/제어를위

한소규모어휘나간단한검색서비스를지원가능하다.

스마트TV용음성인식기술을개발하는데있어어려움

은방송사의방송정보또는VOD콘텐츠정보를실시간

으로반영하여인식대상어휘로등록해주어야한다는

것이다. 인식대상으로등록되지않은어휘는인식이불

가능한기술의한계로인해인식용어휘및문법구조를

실시간으로갱신하는알고리즘의개발이필수적이다. 또

한방송정보서비스를위해프로그램명에대한이형태

생성이필수적인데, 예를들어“해를품은달”이라는방

송물에대해서일반인들의검색패턴은 “해품달”등과

같이축양된표현이일반적으로쓰이고있다. 이를위해

방대한양의방송콘텐츠를대상으로이형태의음성인

식용어휘를자동으로추출하여인식대상어휘로등록

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음성검색같이언어모델구성을

위한충분한텍스트데이터가존재하는분야와달리, TV

환경에서의음성입력패턴이나양태에대한텍스트데

이터가충분하지않으므로, 사용자를대상으로실제환

경에가까운양태분석및전용언어모델구성을위한

텍스트데이터를수집하여음성인식기술을개발해야

하는어려움이있다.

그림 3은스마트TV을위한음성인터페이스구성을

나타낸다. 코퍼스를구축하고이를태깅하여음성인식

용언어모델을구성해야한다. 내장형엔진은명령/제어

및단어형태의프로그램명검색을수행하고, 서버/클라

이언트엔진은자연어형태의음성을입력받아대화형

서비스를수행하는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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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마트TV용 음성인터페이스 구성도



마치며
자연어음성인식기술의현황과기술개발생태계구

성에대한내용을소개하고, 자연어음성인식기술을이

용한대화음성서비스의예를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시스템을통해알아보았다. 모두가생각하고있

는사람처럼인식하고대화하는기술은아직초기단계

라할수있으나최근들어나타난기술의성장과다양한

서비스및지식기반사회의성장과함께기술의완성도

가높아질것으로생각된다. 음성인식기술은우리가사

용하는언어와함께하는것으로, 독자적으로우수한언

어를가진우리는한국어음성인식기술에대한경쟁력

을발전시켜한국어기반지식서비스사회의기반을만

들어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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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미래대학교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서울 서남부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공학기술교육혁신

지도자급전문직업인양성의메카동양미래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는산업기술분야의

전문적인지식･ 기술을교수하고건전

한직업윤리관을갖추도록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이바지하고

인류사회에봉사할창의적이고슬기로

운지도자급전문직업인을양성을목표

로하고있다. 동양미래대학교는아시아

를기반으로한직업교육의중심기지역

할을수행하는 ‘아시아직업교육허브

대학’이되자는대학비전을설정하여추

진중이며, 사명과비전을구체적으로실

현하기위한전략및과제를도출하여연

구또는학문중심보다는교육중심대학

을지향하며, 국내외산업발전에기여하

는산업중심대학으로발전하고자한다. 

공학기술교육혁신의전담기구인혁신센터의설립
동양미래대학교는기계공학부, 로봇자동화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생활환경공학부, 경

영학부로구성되어전체정원의73%가공학교육관련학과이다. 동양미래대학교는‘수도권서남부지역지식기

반산업생태계에순환하는공학계열대학특성화’ 전략을수립하고, 향후 80% 이상을공학계열로특성화하여

제조형지식산업분야의현장중심인력양성에노력할계획이다. 이러한공학교육특성화전략에따라 2011년에

공학교육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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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된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는산업계수요지향적

인고품질공학기술교육서비스를위한공학기술교

육혁신의전담기구로다음과같은역할을맡고있다.   

•산업체수요중심주문형교과과정의개발지원

•산업체가요구하는전문직업인배출을통한취업

향상지원

•고품질의공학기술교육프로그램및방법론개발

및운영지원

2011년 2월에교과부가제안한공학기술교육혁신

사업은산업여건과대학별역량을고려한대학별전

문우수기술인력양성을위한중장기특성화전략수

립과대학별특성화전략에부응하는공학기술교육

시스템구축, 그리고산업계수요지향적인공학기술

교육프로그램설계및교육시스템개선이라는목적

으로시작되었다. 공학기술교육혁신사업은 2011년 3

월에서 4월까지선정과정을거쳐 2011년 5월에동양

미래대학교를비롯하여전국 9개대학이선정되어현

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1차 사업은

2015년까지진행될예정이다. 현재동양미래대학교

는 ‘서울서남부지역지식기반산업수요중심공학기

술교육혁신사업‘으로공학기술교육혁신사업을수

행하고있다. 

지식기반수요중심공학기술교육혁신사업
현재많은대학이고민하고있는것은계속진행중

인학령인구감소에따른대학의구조조정일것이다.

이러한학생수의격감과함께이공계열기피현상은

공학관련학과를더욱어렵게하고있다. 공학기술교

육혁신사업은이러한입학자원의감소와여러대학

과의전면적입학및취업경쟁상황속에서특단의공

학기술교육혁신대책으로시작한사업이라고볼수

있다. 동양미래대학교가위치한인근서울서남부지

역은수도권산업의중심지로급부상하고있는서울

디지털산업단지가위치하고있으며, 넓게수도권인

근지역까지확대한다면남동단지, 반월단지, 시화단

지등지식기반제조업및서비스관련중소기업체가

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 공학기술교육혁신의목표

와내용을이지역의산업특성과연관시키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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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이지역의산업분야는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기계, 석유, 화학중심의제조업및서비스

업종으로구성되어있어서공학계열중심인동양미

래대학교의학과구성과유사한구조를보이고있어,

본사업을‘서울서남부지역지식기반산업수요중심

공학기술교육혁신사업‘이라명명하게되었다.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는본혁신사업을위해다음

과같이교육프로그램, 교육방법, 평가및행정지원,

산학협력등 4개부문으로나누어각각 2개씩총 8대

핵심혁신아젠다를도출하였다. 이러한 8대핵심혁

신아젠다에서세부목표를설계하고, 다시세부목표

별구체적인세부사업을계획하여실행중이다.  

캡스톤디자인교육의선구자로자리매김
동양미래대학교는 1983년부터 ‘학생졸업작품전

시회’라는것을시작으로오랜동안대학에서습득한

전문지식을바탕으로학문적으로나산업적인측면에

서가치가있는작품을학생들스스로기획, 설계, 제

작하여전시하는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을시행해

왔다. 공학계열의모든학과는캡스톤디자인관련교

과목을적어도한과목이상개설하여운영하고있으

며, 교육과정의마지막학기에는 ‘졸업작품’ 교과목

을운영하고그결과인캡스톤디자인작품을교수와

학생이함께평가하고있다. 동양미래대학교는고양

시킨텍스에서열리는한국전자전에‘동양엑스포’를

구분 혁신 아젠다

교육 프로그램
• 산학연계 현장전문성 교육 강화

• 기술융합 시대에 적합한 학문융합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교육방법
• 창의적 공학교육을 위한 교수법 및 인증 활성화

• 산업체 수요지향 교수법 강화

평가 및 행정지원
• 경쟁력확보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 공학기술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 행정업무 효율화

산학협력
• 수요중심 현장밀착형 산학시스템 구축

• 지역 전략산업 기반 산·학·관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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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개최하여, 국내외귀빈을모시고우수한캡스톤

디자인작품을전시하고있다.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설립이후캡스톤디자인교

육은더욱내실화되었으며, 전공동아리와졸업작품

중심으로참여하는 ‘창의적공학설계경진대회’와

‘스마트앱개발경진대회’를실시하여학생들의자

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다.   

교내 ‘창의적공학설계경진대회’를통해선발된

작품들은거점센터의예선을거쳐공학교육페스티벌

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에참여하고있으며, 최근3

년간경진대회에서좋은성적을거두고있다. 2011년

KIAT 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에서‘휴머노이드및

변신로봇’이라는작품으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하였으며, 2012년공학교육페스티벌창의적종

합설계경진대회에서‘안드로이드기반의전기온열

시스템’으로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수상하였고,

2013년공학교육페스티벌에서 ‘스마트패드기반의

의료정보제공서비스로봇’으로교육부장관상을수

상하는실적을보였다. 이러한캡스톤디자인확산사

업은창의력및시스템통합설계능력을갖춘공학기

술인력양성및창의적공학교육확산의계기를마련

하였고, 우수과제에대한지원을통해학생들의학습

의욕및자긍심향상에도기여하였다. 또한공학기술

교육혁신센터는개별대학및거점센터가주최하는

여러세미나와특강을통하여본대학의캡스톤디자

인교육의노하우를여러대학에전파하는노력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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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고있다. 동양미래대학교는앞으로도더욱내실

있는캡스톤디자인관련연구로창의성과실무능력,

복합학제적인팀웍능력그리고리더쉽능력등을함

양할수있는복합적인엔지니어육성교육프로그램

을운영하여학생들의취업과바로연계될수있도록

노력할예정이다.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를통해학생역량강화
2007년부터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주관하는학생

포트폴리오경진대회를개최하면서학생포트폴리오

가공과대학에서도널리활용되게되었다. 현재포트

폴리오는대학과정에서학습과성장을함께도모할

수있는구성주의적･ 자기주도적수행평가방법의

하나로인지되어많은대학교육에서다양하게활용

되고있으며, 본대학에서도 2012년부터교내학생포

트폴리오경진대회를개최하고있다. 공학기술교육

혁신센터에서는학생들의자기계발및자발적학습

체계구축을위해 ｢학생교과목포트폴리오｣와 ｢학생

취업포트폴리오｣를나누어경진대회를시행하고있

다. 취업포트폴리오는자신을알릴수있는모든내용

으로, 대학생활기간동안습득한전공지식과경력및

봉사활동등을기술한자료집이라할수있으며, 교과

목포트폴리오는특정교과목의이해와학습역량형

성을위해학생들의성장및발달, 능력, 성취, 노력을

증명해보이기위해수집된자료라할수있다. 

수강하고있는특정교과목에대한교과목포트폴

리오자료작성을통하여교육의질적향상도모하였

으며, 교과목에대해체계적인학습관리수행으로충

실한수업과학습력향상의결과를가져왔다. 또한교

과목을담당하는교수의전문적･ 체계적지도를통

해학생역량개발에성과를거두었다. 취업포트폴리

오의구성및제작을통해학생의교육적성과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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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관리능력및경력개발의필요성을강조하고,

교육학전문가의컨설팅과특강을통해취업포트폴

리오의완성도를높여사회적응능력을향상시켰으

며, 취업기회가확대되었다. 2012년과 2013년에시행

된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에서좋은성적은거둔

학생포트폴리오는수상모음집을만들어모든학과

에배포해교수와학생이쉽게공유할수있도록하고

있다. 또한지난 2년간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주최하

는전국대학생취업포트폴리오경진대회에출전하여

은상과동상등5회에걸쳐수상하는성과를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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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제고를위한교수력강화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는교수의교수력향상과학

생과의교류를위해‘교수교과목포트폴리오‘와 ’교

수학습컨설팅‘을진행하고있다. 교수교과목포트폴

리오사업은교수가직접 ’교과목포트폴리오’ 작성

을통해교육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있으며, 담당하

는교과목에대한교수의전문적･ 체계적교수역량

개발에노력하고있다. 또한‘교수학습컨설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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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통하여교수와학생간의유대관계를더욱활성화

하고있으며, 교육적성과목표를달성하도록유도하

고있다. 교수학습컨설팅의외부초빙강사특강은산

업체의현황을미리접할수있게하고, 사회적응력과

학습의욕을고취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 창의공학

교육을위해공학･ 인문･ 예술등다양한학문분야

가융합된공학교육커리큘럼개발의노력으로‘예술

과공학’이라는융합교과목개발을진행중이다.

현장밀착형산학협력교류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는서울서남부지역산업체

와학교그리고혁신센터가함께성장하기위한여러

산학협력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다. 교수와학생, 그

리고산업체간의긴밀한협력을통해학생취업및학

생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풀

(pool) 구성을통하여산업체와의유대강화에노력하

고있다. 

산학협력교류사업을살펴보면, 방학을이용하여

매년 1~2회에걸쳐학생의인턴쉽을지원하는 ‘현장

체험인턴쉽’을운영하고있으며, 산업체의애로사항

을기술지도및컨설팅을통하여해결함으로써중소

기업과협력하는‘산업체풀애로기술자문’을시행하

고있다. 산업체와의지속적인협력관계를모색하는

산학포럼을연 1~2회정기적으로개최하고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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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센터에서도산학교류워크숍을통해우수산학

협력사업을서로소개하고벤치마킹하고있다. 

공학인으로진정한교육을고민하는공학기술교육
혁신사업

2015년까지수행되는공학기술교육혁신사업에서,

2011년 1차년도사업이공학기술교육혁신을교수와

지역사회그리고학교에알리는인식기였다면, 2012

년 2차년도는 1차년도사업을토대로기업, 학생, 교

수, 학교를대상으로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가주도

하여캡스톤디자인, 창의활동, 교과목교육강화, 융

합교과목사업에대한정착기라고할수있다. 지난

2013년 3차년도는각사업의활성화를위해주력한

단계라고할수있으며, 특히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

회확산사업, 학생취업및교과목역량강화포트폴리

오확산사업, 공학교육제고를위한교수력강화사업

그리고현장밀착형산학협력사업및센터역량강화

사업에많은노력을기울였다. 2013년부터설립된 9

개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의거점센터는현재혁신사

업을수행하고있는대학을서로벤치마킹하고교류

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고있다. 거점센터를적극

활용하여 9개대학의학생교류를확대할예정이며,

타대학의우수사례도적극수용할계획이다.    

2011년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가설립된첫해, 교

수와학생들은센터사업참여에미온적이었으나, 3

년이지난지금교수와학생들은혁신센터사업에많

은관심과격려를아끼지않고있다. 공학기술교육혁

신센터가설립되면서센터를중심으로많은교수가

모여공학인으로서바른공학교육방향에대하여생

각하고고민하는시간이되었고, 이러한생각이공유

되어공학교육에실효성있는다양한사업의밑거름

이되었다고본다. 앞으로사회는공학을포함한모든

분야에서획일적사고가아닌복합지능을가진창의

적인재를더욱요구할것이다. 공학기술교육혁신센

터의사업이이러한사회가요구하는창의성과도전

정신을갖춘공학인의육성에선도적인역할을할것

으로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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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수 

동국대학교 LINC사업단장
eslee@dongguk.edu

㈜제철화학(현 OCI)기술부
중앙연구소 연구실장
동국대학교 공과대학장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장

현)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지역연고진흥(RIS)사업단장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장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딜라이트 LINC사업단
도심형 창조·융합 산학협력 허브 

동국대학교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은올해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이발표한전국LINC사업1

단계평가에서타대학에비해우수한산학협력실적으로심사위원들로부터호평과함께‘우수’ 평가를받았다.

이에따라 2단계사업에재선정되어향후 3년간지속적으로국고사업비를지원받을예정이다. 실제로서울의

대학중에서유일하게 2009년정부의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이어재작년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

성사업까지선정된‘현장밀착형’ LINC사업단인동국대학교는 1단계사업에서공과대와경영대도참여해인

문학, 공학, 기업가정신을아우르는신융합형산학협력모델을이루었다는점과동국대학교총장(김희옥) 이하

대학의전구성원이LINC사업의성공을위해혼신의노력을다한점이높이평가되어우수등급의영예를안았다.

新융합메커니즘을통한 5개선도부문의도심형창조·융합산학협력성과창출및확산
동국대학교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이하LINC사업단)은산학인

력양성센터, 산학기업지원센터, 현장실

습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D-CIBIC특

성화센터와행정지원팀으로구성되어있

으며, LINC사업을통한학내산학협력기

반및성과확산을위하여 8개대학 19개

학과, 참여학생수약6000명이참여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LINC사업단은대학과지

역·기업의연계를통해산업체의수요

에부합하는우수인력양성과기술혁신을

촉진하고대학과산업이함께발전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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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다각적으로지원하고있다. 특히지속가능한

글로벌산학협력생태계를조성하기위하여 5개의선

도부문(융합교육, 글로벌산학협력, 창업교육, 창조·

융합사업화, 캡스톤디자인)을동력화하고있다. 

동국대학교는서울시중구에위치하여대도시중심

에위치한지리적이점을갖고있으며, IT역량과풍부

한문화콘텐츠와충무로 CT클러스터를기반으로서

울시창의산업벨트를확장하여, 고양시’한류월드‘를

연결하는문화콘텐츠클러스터(충무로CultureValley)

를구축하였고, 기업에종합적One-Stop Service를제

공하고, 기업과대학의상시적의사소통및정보교류

를위한도심혁신클러스터구축을한다는데그목표

가있다. 

사업추진비전및목표

현장실습지원센터및창업교육센터운영
현장중심의실무능력향상과창의력설계능력함

양을위해별도로운영되던현장실습지원센터와창

업교육센터의통합운영하고기존운영하는 LINC사

업단내에있는현장실습지원센터와창업교육센터를

통합한학교본부조직의 ‘청년기업가센터’로개편

하여운영하고있다. 이로인해대학전체차원의기업

가정신함양과이를실현하는활동을지속적으로관

리, 운용할수있게되었다.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산

업현장에서의실질적인연수를통해학생의전공및

특기를발휘하게되고, 또한학교에서배우지못한각

종실무및사회생활경험을유도해학생들이보다원

활하게사회로진출할수있도록현장실습학점제(인

턴십)을운영하고있다. 계절제현장실습학점제는여

름학기, 겨울학기에진행되며, 1일 8시간기준으로 5

일 40시간(주말제외) 근무할시 1학점을부여한다. 지

도교수배정및효율적인현장실습강화에대해사전

교육시행및지원금을지급한다. 현장학습전용온라

인사이트구축과사전직무교육온라인인증시스템

을구축하고, 현장실습중인학생들이모바일기기등

을통해직무교육수강의편의성을확보하고학생및

참여기업의오프라인서류절차를온라인접수시스템

방식으로통합하면서현장실습프로그램의고도화를

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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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프로그램사전직무교육

현장실습프로그램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에서는창업역량과

기업가적마인드를겸비한글로벌창업가를육성하

고창업및사업개선의체계적준비환경구축과실패

사례의DB화및이를통한실패율재고방안마련을

위하여센터를운영하고있다. 창업교육센터의기능

으로는창업교육강화를위해학점인정창업강좌개

설, 창업교육프로그램개발, 창업교육전담교원양성

과교내창업문화확산및창업기반조성을위해관련

활동및네트워크구축등의전반적인업무를수행하

고있다. 특히교육수요자의욕구를반영하여교내·

외기업가정신과창업문화확산을위해, 재학생의폭

넓은기업가마인드인식제고와창업교육에초점을

두고전문과정으로설계된 D-EEP은중장기관점에

서전공별· 수준별특성을반영한정규강좌교육프

로그램과창업연계전공과정설계· 운영하고있으며,

창업활동과예비창업가육성에초점을두고전주기

적창업단계를직접체험할수있는 ‘인재의완성’

Activity프로그램과정을설계·운영하고있다.  

대학차원의특성화된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
산학인력양성센터에서는융합프로그램을통한현

장중심의실무능력인재를양성하고, 창조경제시대

에부응하는기업가마인드를보유한창의융합인재

양성을위하여특성화된인력양성프로그램들을운

영하고있다. 동국대학교만의특화된산학친화형프

로그램인캡스톤디자인-현장실습연계프로그램인

현장실습 프로그램 사전 직무교육

BIZ-Model 개발교육 A to Z

인재의 완성 프로그램-테크노페어 캠프 

기업체 맞춤형 프로젝트 (ICIP) 설명회

현장실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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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P(Internship& Capstone design Integrated Program)

를정착화하고학생들의자기개발능력향상및진로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인 Dream PATH

System개발및운영하고있으며, 창조경제시대에부

응하는기업가마인드를보유한창의융합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창업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창업프

로그램인 창업인턴십(Enternship)이 연계된 ECIP

(Enternship & (Entrepreneurship)Capstone design

Integrated Program) 확대운영하고있다. 

특성화분야운영
우리대학의특성화전략 ‘ABC+α’ 방향과정부의

‘국민행복형융합신산업’ 육성정책(국정) 및서울시

산업정책(스마트경제도시)과연계한생활형기술기

반의‘D-CUBIC’ (Dongguk Convergence Unit for BT,

ICT, CT) 특성화추진하고있다. 특히, 지역산업은서

울의중심인중구에위치한전국단위의대규모종합

대학으로코스피상장본사중 72개(전체대비 10.6%)

가위치하여지식기반사업및서비스산업육성에따

른기업체와의산학협력에용이한지역산업의상대

적우위를보유한다. 특성화분야운영을위한추진전

략은다음과같다.

•특성화분야선도화비전 : 지역산업생태계변화에

적극적참여하여새로운산업트렌드를주도

•특성화기본전략및목표 : 지역산업의특성화전략

(창조형스마트경제구축, 서울시)과우리대학특

성화전략 “ABC+α”(Asia, Bio, Culture)이연계될

수있도록체제구축

•향후 ‘창조산업클러스터’로발전할수있도록기

반구축을통한미래형신산업전문인력양성

기업체 맞춤형 프로젝트 (ICIP) 설명회

기업체 연계 학과 / 트랙

인재양성 네비게이터를 통한 산학일체형 융복합 교육

콜럼버스 프로그램

다빈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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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히어로즈
(주)콘텐츠비젼이태권도의

혼과대한민국의대표브랜드

인태권도정신을전세계적으

로표출하기 위해제작한 3D

CGI애니메이션

•작품명 : 타이온과 태권 히어로즈 [TYON and

Taekwon Heroes]

•장 르 : 판타지액션어드벤처

•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년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사업” 선정을통해태권히어로즈 1,2,3편 제

작하여 2013년 12월, 2014년 2월대교어린이TV를

통해 1편,2편방영

•글로벌콘텐츠전시회MIPCOM전시회참가하여

해외시장공략

미스터고
(주)모션테크놀로지는 2013

년대한민국꿈의영화 “미스

터 고”의 모션캡쳐 특수효과

제작도심형창조· 융합산학

협력허브, 동국대학교딜라이

트LINC사업단

•작품명 : 미스터고

•장 르 : 드라마, 코미디, 액션

•개봉일 : 2013년 7월 17일

•우리사업단의공용장비인모션캡쳐시스템을이용

하여주인공인고릴라의생생한화면모습을연출

기업지원및산학협력연계체계구축, 운영
기업지원센터는지속가능한산학협력의허브센터

로기업의성장단계별맞춤형산학협력을제시하고

있다. 산학협력접촉점강화를통해 720개의도심형

첨단융합산업가족회사구축, 14개(35개분과)의도

심형첨단융합산업협의체, 그리고미국, 일본, 중국

과의해외산학협력협의체를구축하고있다. 도심충

무로와강남및도심창의산업벨트, 고양시한류월드

를효과적으로연결하여융합형문화산업의경제성

과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지리적강점을보

유한충무로콘텐츠센터의 3개층약 1,000여평규모를

산학협력을위한공간으로배정·활용함으로써 ICT

·BT·CT분야특화공간으로활성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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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우 진  

광주테크노파크국제홍보부과장
wj1292@gjtp.or.kr

전남대학교 Mot_MBA 석사
관심분야 : 언론홍보, 국제비즈니스, 기업지원(비R&D) 

광주테크노파크
창조의 파노라마

전국최고지역산업육성거점기관
첨단산업도시‘빛고을’광주의꿈이한창무르익고있는광주첨

단과학산업단지한가운데위치하고있는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TP)는 IMF구제금융시절인1998년12월, 광주시와산업통상

자원부, 지역대학등이총 534억원을출연해 3만평의부지에단

계적으로조성되어올해로개원 15주년을맞았다. 현재, 단지내에

는 100여개의입주기업을포함하여 5개의기술지원센터(▲자동

차센터, ▲타이타늄센터, ▲LED/LD센터, ▲가전로봇센터, ▲3D

융합상용화지원센터) 및 7개의기관과 1,600여명의인원이상주

하고있다. 

테크노파크를한마디로요약하면기업지원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종합백화점이다. R&D부터자금지원

과마케팅에이르기까지기업지원을위한종합적인시스템을구축하여신기술개발과육성을통해스타기업을

만들어가는기술혁신의요람으로광주TP는▲광주미래먹거리산업기획,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기업지

원, ▲연구개발(R&D) 지원, ▲지역산업의거점기관으로서유관기관들과연계하는네트워크등크게 4가지로

그역할을구분할수있다.

그동안광주테크노파크는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지원등 6대목적사업은물론지역산업진흥사업, 테크노파

크 2단계사업, 광역권사업등을활발하게추진하여기업유치‧ 매출액증가‧ 고용창출등경제적성과가가시화

되고있다. 이를위해산업육성에필요한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기업지원서비스사업등을패키지형태로

적극지원하여광산업과정보가전산업, 자동차산업등이지역주력산업으로확실하게성장하는데크게기여해

왔다.

무엇보다도광주TP는광주광역시의산업구조를소비도시에서제조업중심의생산도시로전환하기위해중

소기업및벤처기업지원을위한산·학·연·관의유기적인네트워크구축을주도하고있다. 벤처창업지원

광주테크노파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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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육성에서부터마케팅, 기술개발에이르기까지산

·학·연·관을연결하는거점기관으로서역할을수

행하고있는것은물론, 지속적인경영혁신을통해사

업화연계기술개발과외부수탁사업유치등다양한

수익모델창출로지역혁신의거점기관이자가장모

범적인중핵서비스기관으로발전해가고있다.

또한, 광주TP가역점을두고추진해온창업후보육

(POST-BI)사업은대학등의창업보육센터졸업및졸

업예정업체중유망기업을유치해활발한기업혁신

활동을통해우수한경영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다

양한프로그램을지원해스타기업으로육성하는것

이목표다. 예비스타기업의신기술및생산제품의전

시등홍보및마케팅지원을통해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한다. 이

를위해기업등수요자의불편사항을파악하고,

서비스의질을제고해나가기위해광주TP는종합비

즈니스센터를운영, 체계적이고선진화된기업통합

플랫폼시스템을활성화하고있으며, 입주기업을대

상으로직원 1인당 1~2개기업을담당하여각종애로

사항을적극해결하는기업서포터즈및코디네이터

제도를시행하는등전직원들이지역중소기업의성

공을위해최선을다하는곳으로정평이나있다.

기관경영평가등 4년연속최우수등급획득
광주테크노파크는최우수기관으로자타가공인하

는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실시하는전국테크

노파크경영평가에서 4년연속최우수등급획득은물

론기관으로서는유일하게 4년연속지역산업진흥사

업계획평가최우수등급을획득하였고, 2년연속지

광주TP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시스템

광주테크노파크 원장단 일행은 매주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고 있다

광산업전시회 방문기업을 상담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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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업진흥유공기관표창을받는등명실공히

지역산업과경제발전을선도하는최우수기관으

로서지역경제활성화및기술혁신의거점기관

으로호응을얻고있다. 

아울러 “광주테크노파크가향후 10년을준비

하는그랜드디자이너로서의역할을하기위해새

롭게시작하는마음가짐으로지역산업발전과기

업의성공을사명으로모든역량과열정을모아

대한민국을넘어세계속의테크노파크가되도록

역동적으로움직이며성과를내고있다.

입주기업오이솔루션지난 2월코스닥등록
부문별주요성과를살펴보면산업정책기획부문에

있어서 3D융합산업육성사업(538억원), 치과산업소

재부품육성사업(250억원), 중소기업융복합지원센터

(3억원/년), 국방벤처센터유치등은향후광주지역의

미래산업발전과경제활성화를견인해나갈것이다.

기업지원부문에있어서는현장중심의기업지원을

실천코자지난 3년간 166개기업을직접방문(`11년-

83개, `12년-32개, `13년-51개)하여기업인의애로사

항을직접청취하고해결했으며, 이를통해기업인들

에게많은것을배우고느끼는뜻깊은자리가됐다. 또

한, 종합비즈니스센터를개소하여기업의민원을수

시로접수하고현장에서즉시처리하거나, 내부직원

으로임명한코디네이터가기업을직접찾아가지원

토록하였다.기업등수요자의불편사항을파악

하고, 서비스의질을제고해나가기위해광주TP

는입주기업을대상으로직원 1인당 1~2개기업

을담당하여각종애로사항을적극해결하는기

업서포터즈및멘토링제도도시행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2010년 63개사였던입

주기업은현재 100여개로늘어났고, 입주기업의

매출은 91%, 고용은 47% 증가하였으며, 입주기

업중에서광주지역최초World Class 300 기업이

자지난 2월 27일우리지역 2번째로코스닥에상

장하여대박을터트린 (주)오이솔루션이배출됐다. 이

와함께외지기업 57개사를광주지역으로유치, 1,864

명의고용을창출하는등기업유치의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아니라, 신규 투자조합(3개,

1,230억원규모)를결성하여지역기업의자금난해소

를위해각고의노력을하고있다.

지역산업육성거점기관
지역혁신거점부문으로지역내다양한주체에의

해다원화되어있던산·학·연·관네트워킹을광

주테크노파크중심으로통합(`10년:28개→`13년:44개

기관참여)하는광주지역산업진흥협의회등을주관하

는있다.

또한, 신년인사회, 연구·지원기관합동연찬회등

을주관· 개최하면서지역거점기관으로서산·학·

오이솔루션 직원이 주력제품을 생산 후 검사하는 모습

지역산업진흥협의회 주관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연결고리 역할



제 21권 제 2호·47

광주테크노파크 - 창조의 파노라마

연이정보를상호교류토록지원하고있으며, 기획및

기업지원사업에협력이필요한다양한기관들과사

업을기획, 조정하고MOU를체결(최근 3년간 90건)

하는등협력파트너십구축을꾸준히하고있다.

광주지역의 새로운 먹거리산업 거점기지인 TP2

단지부지조기조성
특히광주테크노파크 2단지부지확보는광주테크

노파크의발전과더불어지역유망기업육성및지역

산업발전의전초기지를확보한매우의미있는성과

로볼수있다. 2단지는광주지역의새로운먹거리를

담보하는첨단융복합산업의거점기지로, 이미설계

가마무리중인 3D상용화지원센터와금년부터시작

되는치과용소재부품센터가들어설자리이다. 

특히, 3D상용화지원센터건립은 2단지활용개시

(Start)를알리는차원에서매우의미가있으며, 중장기

적으로는각종산업기획을통해발굴된사업이국책

사업으로이어져이를유치함으로써, 2단지내

산업인프라를조속히조성해나가고유망중소

·중견기업을유치· 육성토록할계획이다.

더불어광주TP의 5개분야지원센터는광주의

산업육성및발전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지원

첫째, 차세대자동차전장부품생산지원센터는지역

강점기술분야인광산업, 전자산업을자동차산업과

융합함으로써차세대자동차전장·기능부품시장선

도와지역자동차부품업체의단계적역량강화를통

한세계부품시장진출로시장다각화달성과안정적

사업기반을확보하는한편, 차세대자동차배터리시

스템, 자동차용조명시스템(ALS), 차세대자동차용

전장기능부품등 3대중점분야에서글로벌수준의경

쟁력확보를위한다양한기업지원서비스를실시하

고있다. 

첨단부품및생체소재산업지원
둘째, 타이타늄·특수합금부품개발지원센터에서

는국내기반이전무한타이타늄산업의활성화및지

역산업의지식기반고부가가치의료용부품산업기

지화기반을구축하는성과를거뒀으며특히의료용

부품관련인프라구축을통해사업초기인지난 2002

년 2개에불과한관련기업이국내외의외지기업들

유치등으로 2014년현재광주테크노파크(타이타늄

센터)를중심으로 80여개기업이의료용부품소재관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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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클러스터를형성하여센터구축기반을활용하고

있다. 타이타늄․ 특수합금부품소재활성화기반구축

을통해관련기업들의성장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에기여는물론이고, 아이템발굴을통한산학공동연

구, 기술개발, 상품화및시장진입까지포함시켜토탈

기업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지원하고있으며, 최근 3

년 250억원규모의‘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구

축’ 사업을유치하여광주생체의료용소재부품산업

의도약을컨트롤하고있다.

LED/LD산업지원
셋째, LED/LD패키징시험생산기술지원센터에서

는광반도체패키징산업육성에필요한산업기반조

성으로기술경쟁력있는전문기업을육성하고아울

러산업집적화를이뤄국가광반도체산업경쟁력및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특히, 기업중심·

현장중심적인운영시스템으로산·학·연·관네트

워킹을형성하고있으면서지역산업측면에서는광

주LED패키징산업, LED응용산업및능동형(LD) 광

통신부품산업기반을확보함으로써광주광산업체

매출기여및고용창출의성과를달성하고있으며, 지

난 2011년말부터KOLAS인정기관으로지정된후, 총

1000여건의 시험의뢰를 받아 시험성적서 발급 및

LED제품공인시험기관으로서역할과인지도를확대

해나가고있다. 

로봇산업지원
넷째, 가전로봇센터는녹색성장산업으로각광받고

있는로봇산업의광주활성화를위해가전로봇사업

의주관기관으로선정된광주테크노파크는광주가

전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해가전로봇센터를건립

해관련기업및산업을전방위적으로지원하고있다.

광주가전로봇산업의메카로서발돋움할기반을구축

해나갈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국

비 169억원, 지방비 60억원, 민간부담 53억원등총

282억원규모로완공된센터는지하 1층, 지상 4층규

모의기업전시관, Post-BI공간, 시작품제작지원실등

을통해로봇관련시제품개발및제품제작장비를도

입해기업의기술개발과제품생산을지원하고있다. 

3D융합산업지원
마지막으로 3융합상용화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총 3천266억원(국비 2천451억원

·지방비 333억원· 민자 482억원)이투입되어대구

·경북(구미)과초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진행되는

대형국책사업인 3D융합산업육성사업의일환으로

광주에서추진되는 3D융합산업은기존영화나방송

등영상산업에한정됐던 3D기술을의료, 로봇, 산업

기기등타산업분야에접목해고부가가치 3D융합산

업으로육성하는것이목표다. 광주지역 3D관련기업

의집중육성및역외기업유치와일자리창출에중점

을두어성공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해광주테크

노파크를중심으로관련기관들이 3D융합산업분야

의강소기업육성을목표로 3D융합기술사업화허브

구축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하고있다.

해외비즈니스센터를통한해외마케팅지원및국제
행사유치로글로벌TP로도약
해외마케팅역량이부족한지역중소기업의해외

진출및판로개척을지원하기위해해외비즈니스센

터(현재기준 37개국 44개)를지정· 운영하여지원하

고있다. 현지네트워크를이용한광주테크노파크의

해외비즈니스센터는현재전세계 37개국 44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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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영중이다. 또한, 2012 로봇올림피아드세계대

회, 2013 ASPA총회, 2013 OECD스마트전문화전략

워크샵, 2013 한-EU포토닉스비즈니스포럼등국제

대회를유치, 광주시와광주테크노파크의글로벌위

상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일자리창출형미래융복합산업육성기관
2014년은박근혜정부의지역산업육성정책이본

격적으로시행되고, 민선 5기에서 6기로전환되는등

많은변화가있는과도적인시기이다. 또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시도자율, 산업협력권’으로변화되면

서, 그간추진되어온광역경제권선도육성사업이종

료되는등지역산업구조에큰변화가예상되는해이다.

특히정부가정책화두를 ‘일자리창출’로표방하

면서, 그일환으로테크노파크의기능과역할이‘지역

산업거점기관’에서‘지역산업및일자리창출진흥기

관’으로확대되면서, 이러한환경변화에광주테크노

파크는한차원업그레이드된산업정책기획기능과

기업지원서비스수행이무엇보다도중요다는생각으

로개원 15주년을맞이하고있다. 앞으로대한민국의

테크노파크를넘어글로벌테크노파크로도약해야

하는시점에서뜻을모아모두함께하면반드시목표

를이룰수있다는각오를다짐하면서지역경제발전

이국가경제발전이라는생각으로광주테크노파크가

양질의일자리창출형미래융복합산업육성기관으로

발돋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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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부산
제품이 서비스로 변하는 환경에서의  엔지니어링 

과거에는제품이었지만이제는서비스로변하고 서비스이었든것이제품으로도변신을한다. 필요한기능을

자동화시킨물품은 개인이구매하여소유하고사용한다. 반면,  서비스는제품보다는훨씬더복잡한기능과제

품화가불가능한사람의노동까지포함하여고객에게제공이되지만대부분개인은구매하여소유하기에는너

무비싸거나부피가커서보관조차할수가없는무형의가치이다. 주택과자동차처럼구매비용이비싸도독립

된제품으로분리되어만들어질수있는것도있고, 주택의수리와자동차의고장수리처럼제품화할수없는전

문역량은대표적인서비스이다. 

제품과서비스를구분하여설명할수있는예로서자동차는제품이지만여행중에이용하는택시는서비스이

다. 통신단말기는제품이지만그단말기로써통화를하는무형의가치는서비스이다. 제품은개인에게소유권

이있지만, 서비스는개인이소유할수없는공공재, 복합재, 고비용구조를갖고있다. 통신사업은복합재, 고비

용구조를갖고있어전형적인서비스유형이었지만또한제품성격을띄는빌딩의구내통신망이나가정의홈

네트워크는굳이서비스사업자의것을임차해서사용하기보다직접투자해서소유하는물품이다. 인터넷의

발달로과거의제품들이서비스화로진화되고있다는것을말하고자한다. TV가제품이었든것이서비스화로

진화하면서국내제조업은발전된한국의인터넷덕택으로신속하게서비스특징을제품에추가하면서글로벌

경쟁력을주도하고있다. 반면서비스였든통신망이자

가망, 댁내망, 사설망으로고객이직접확보하여독점적

으로사용하는제품화경향도있다. 글로벌통신제조사

들은과거통신사에게만납품하든통신장비를독립제품

형태로제품화하여시장을개척확장하고있다. 

통신사업은초기에는복합기능, 고비용구조이어서개

인이소유할제품화가불가능하여서국가가사회간접

시설로투자하여국민에게임대형식으로빌려주는서비

스사업으로출발을하였다. 반면컴퓨터는퍼스널컴퓨그림 1. 구매 가격과 기능의 복잡도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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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출현과함께대표적인제조물품사업이었지만,

요즘은 cloud방식으로이용하거나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서비스형태로바뀌고있다.  PC/IT기업은

제조업에서출발하여서비스업종으로진화되고있

고통신/방송기업은서비스업에서출발하였지만독

립제품업까지확대하고있다. 이들제품과서비스업

종은앞으로는상호경계가무너지면서생존하고번

영하는기업이있을것이고파산하고문을닫는기업

도있을것이다.  제품과서비스업종에종사하는종업

의주요업무는이러한제품과서비스의질을유지하

는엔지니어링역할이다. 

엔지니어링이란희소한자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

사용하는최적화방법과능력이다. 제품을만드는엔

지니어링과서비스를만드는엔지니어링의차이점은

얼마나다를까? 판매가능한제품을개발, 생산하기위

해서는시행착오를거쳐서적정가격, 성능과외관까

지갖춘제품을완성한다. 이렇게탄생한신제품은엔

지니어를곁은떠나간다. 반면서비스는엔지니어와

함께평생을같이간다. 서비스는새로운서비스가만

들어져도기존의서비스와호환성을유지시켜나가

는것이매우중요하다. 기존의서비스를사용하는절

차나방법혹은UI/UX가새로운서비스에서급격한변

화를할경우에는고객은새로운서비스를외면하거

나혼돈을일으킬수있기때문에신/구서비스는상호

호환성을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서비스를구성하

는내부의기능과기술적요소는혁신적으로바뀌고

진화발전을하드래도고객이서비스를사용하는경

험은그대로유지하기를원한다. 

통신은제품인가, 서비스인가? 개인이감당하지못

할만큼의큰초기투자금액이필요한통신은서비스

사업이다. 변화가어려운서비스사업도그근간을구

성하는부품들은디지탈화되어진화하였고, 전송기

술은 internet화되어가면서발전되었지만, 통신서비

스의 소비자의경험과UI/UX의변화는없거나동일

하게 유지하여 왔다. 제품 엔지니어링과는 다르게

backward compatibility를지속적으로유지해야하는

특징이서비스엔지니어링에서제한조건이다.  9년

대까지집집마다설치되어사용되든집전화, 즉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가 2000년대에인

터넷이도입되면서새로운방식의기술, VoIP로점진

적으로대체/교체되면서도서비스본래이용방식은

유지하고있다. 

전화를거는절차, 벨소리, 위치파악등즉고객이

서비스를이용하는가치와특징은종전처럼유지하

면서새로운기술로서비스의근간을이루는플랫폼

은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갔다. 그렇다면 VoIP라는

새로운기술의등장은기존의전화서비스자체를대

체하는것이아니라그플랫폼속을새롭게구성하는

기술로적용될수있다. 기존의통신서비스플랫폼에

VoIP라는신기술을스스로접목시켜나갈엔지니어링

역량이부족하면그기업은지속하지못하고멈춰서

고역사속으로사라질것이다. 

제품엔지니어링은물품(物品)를구성하는물리, 화

학적구성의혁신에초점이맞추어진기술중심이다.

반면서비스엔지니어링은물품의용도(用度)를개선

하는인문, 감성적혁신에초점이맞추어진인간중심

이다. 스마트폰은제품일까서비스일까? 휴대폰은제

품의특징을가지고있다.  제조사를떠나소비자의손

에쥐여진휴대폰은제조사의 care를받을필요가없

었다. 모든기능이H/W적으로고정되어있고고객이

변화를줄수있는여지가거의없다.  그기에반해서

스마트폰은제조사가소비자에게판매하고나서도지

그림 2. 제품과 서비스의 소유권과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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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은유지보수와새로운서비스를공급하는플랫

폼형서비스사업이다. 이런서비스사업으로바뀐스

마트폰제조사들이우수한인력확보없이업을유지

하기어렵게됬다. 스마트폰은제품의혁신이아니고

서비스의혁신이다. 스마트폰은기존의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이용의핵심기능인전화걸기/받기는작

은부분이고인터넷검색하기, 지식검색, 음악, 영화,

사진찍고보관하기, 계산기, 문서편집과수식계산등

제품의혁신에필요한제품엔지니어링이뿐만아니

라용도(用度)를개선하는인문학적용도를강화한서

비스엔지니어링의성공작이다. 

애플, 삼성, LG등의스마트폰제조사는단말기를

판매후고객과의느슨한관계에서실시간으로응용

과펌웨어까지업데이트를지속적으로책임을지는

긴말한관계로변화되었다.  스마트TV, 스마트냉장고,

스마트오디오, …. 제품을공급하든제조사가이제서

비스를제공하는회사로변신을했다. 제조사들은과

연단순반복기능을능수능란하게처리하는저임금

의달인근로자들이복잡한플랫폼의개발과지속적

유지보수하는고임금의전문근로자를다수확보하

는것이필요해졌다. 또한제품들이인터넷으로실시

간으로연결이되면서주요한응용들은제품속에내

재되어있지않고제조사의플랫폼에서실시간으로

지원해주며고객과의관계가지속적으로유지해나

갈수있게되었다. 노트북,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TV

가제조업중심사업에서서비스형사업으로변화됨

에따라글로벌기업들이갖추어야할회사내기능과

인재고객관리의형태를서비스형으로바꾸지않으

면그기업은일시적으로성공할수있어도지속적인

성공을유지하기란불가능해지고있음이분명하다.

서비스형기업들이갖추어야할엔지니어링역량이

란어떻게정의할수있을까?

제조업의생산시설의대표적인상징인컨베이어벨

트대신에서비스업의대표적인생산설비가기계대

신사람벨트로바뀌고있다. 물론인적역량이외에서

비스가동작하는플랫폼이필요하다. 그플랫폼에는

H/W, OS, 응용등의부품들이있지만, 그각각의요소

를직접개발하고수정할수없다면그들은과거공장

의컨베이어벨트와다를바가없다. 동일한서비스플

랫폼을보유한기업이라도그내용을이해하고직접

처리가능한인재를확보하고있다면그컨베이어벨

트는지식전문가벨트가동작되고있다고보여진다. 

글을읽고, 쓰고, 역사를되돌아보면서시대별사상

과철학을공부하여사회에진출하면인문의법학을

공부하여고시를통하여인문-엔지니어로서판사, 검

사, 변호사로역할을하게되거나, 사물의이치, 즉물

리(物理)를공부하여기계-엔지니어, 건축-엔지니어,

전기-엔지니어로서직업을갖게된다. 理科엔지니어

는물질을구성하는분자, 물질의속성을연구하여반

도체를개발하고 1/0를반복하여처리하는 digital엔

지니어로역량을개발하고있다. 그러나인문엔지니

어, 스티브잡스는제품의혁신보다는스마트폰제품

에다양한고객의경험을녹여넣은서비스혁신을함

으로써시대를변화시키고새로운사업기회를창출

하였다. 

대한민국의엔지니어는인문학적소양의최고경

영-엔지니어과재무, 회계, 인사, 노사, 채용, 교육등

의인문-엔지니어의관리하에제품을만들고생산하

는기술-엔지니어로서기량을갖춤으로서최고의직

장과직위그리고업무를수행만해왔지만, 앞으로는

창업을하거나, 기업종사원으로소용돌이치는 all-IP

시대의 ICT환경에서는고객의경험을상상하고설계

하는인문학적소양과특정분야의기술과제품의원

리를깊이있게이해하는기술-엔지니어의기량을동

시에갖추어나가는것이필수요건이라고할수있겠다.

연구소를표현할때R&D (research and development)

라고하였다. 특정제품을만들기위해필요한요소기

술을찾고비교하여최적의기술은선택하는작업과

완제품을만들어실제동작하도록물품을만드는개

발작업이주로이루었다. 최근에는 R&B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라고하여연구개발부서에

사업모델까지개발하는것을같이두고신사업모델

까지만들고경제성을예측하고, 시장성까지확인한

후에제품과서비스를개발할것을요구된다. 그러나

서비스와제품의측면에서구분하여 R&D와 R&BD

의역할을재정의하여기업과개인의역할을다시한

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 Research부서Development

부서 Production부서Marketing & Sales부서그리고

maintenance 부서들은상호독립적인기능으로분리

가되어각각최선을다하여도단절과분절이없이서

비스와상품의개발과판매가이루어져왔다. 

한국의기업들은기능별로세분화되어그세분화

된부서의장들을분대/소대/중대/대대.. 식으로관리

를철저히하는관리혁신만으로지난 30년의경제성

장을이루어내는데성공을했다. 미래의시대는한번

출시한제품이폐기처분될때까지그것도유럽대륙

과아프리카까지팔려나간제품과서비스를한국의

어느건물에근무하는직원이책임을지고가야할지

도모를일이다. 단절된제품혁신에서연결된서비스

혁신은거의모든분야에영향을끼치고있다. 일하기

좋은직장으로옮기는것은새로운것이아니고일하

기좋은나라로옮겨가면서언어간장벽까지점점희

미해지고있다. 

한개인이자신이만든제품과서비스를지구반대

편의언어가다른사람이사용하는것까지책임을지

는것은기량이없는사람에게는고통이지만그기량

이있는사람은재화와명성까지한번에얻게되는것

이다. 인터넷과 software와협업을통하여서로다른

기량을가진사람들이공통의목표를위하여함께어

울릴수있는사람과기업은살아남을것이고, 특정

기술개발과칸막이엔지니어링기량으로는살아남

을기업은없지않을까? 

그러나인터넷으로 all connected되어진상태에서

연구개발과생산, 배포, 운영, 고장수리까지뗄수없

이상호밀접한환경이미래의모습이다. 제품이서비

스로변화되는기업환경에서필요한것은 Business,

Research, Development, Operation (BR & DO)가끊

어지지않는사슬로엮여서기업내부서간의역할이

유기적으로동작이되는것이필요하다. 과거핵심부

품과기술을선진국에서도입한후대량생산으로완

성제품을생산하든한국의제품생산체계가변화하

는서비스산업과연계한제품&서비스사업에는새

로운업무수행체계가필요로하다. 

개발자가운영과수정개발까지통합수행을하기

위해서필요한Cloud기반의개발환경, 모듈과표준화

그리고여러사람의협업을위한소통은단순히회식

자리에서 “소통”를외치는재래식구호로가능한것

이아니라체계적인시스템기반하에이루어지는새

로운엔지니어링역량을갖출필요가있다.

ITS부산 - 제품이 서비스로 변하는 환경에서의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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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수상작

개발배경
지금까지존재하지않는새로운형태의책을만들고

자이프로젝트를시작했다. 

전자책은인쇄문화의중심형식인 '책'에디지털기술

을매개한디지털컨텐츠이다. 따라서개념적으로는인

쇄책의기준에부합해야하고, 형식적으로는종이와잉

크대신에디지털미디어기술을접목해야한다. 전자책

은, 형식적측면에서는물질로서의책에대한개념을확

장했으며, 내용적측면에서는이야기의생산및소비의

방법을변형했다. 전자책은문화와기술의결합을통해

나타난디지털컨텐츠이다. 따라서보다통합적인시각

으로전자책의내용적측면과형식적측면의특성을아

우를수있는접근방법론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

전자책의변별자질을 '체험성'이라고전제하고자한다.

전자책의독서경험은기존인쇄책의독서경험과차별적

인데, 그차별적경험은독자의 '체험성'으로부터유발된

다. 체험이란 '직접해본다'는의미에서는 '경험'과동의

어로쓰일수있다. 이때체험은 '대상과의직접적이고

전체적인접촉'의의미가더강조된다. 초기의전자책은

이미출판된인쇄책을그대로디지털로전환하거나레

이아웃만수정하는형태로제작됐다. 

PDF이북(PDF e-book)이이에속하는데, 이것은문서

라기보다는하나의이미지로역할하며, 독서경험에있

어서도종이책과큰차이가없다. 이와달리국제디지털

출판포럼(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에서는

전자책포맷의국제표준을 .epub의확장자를갖는이펍

(electronic publication)으로정하고있다. 이펍은PDF이

북과비교하여디바이스의크기에따라디스플레이를

자동조절할수있는특징을지닌다. 그러나인터랙션이

구현되지않아종이책을보는것과같은독서경험을주

는것은 PDF이북과별반다르지않다. 가장최근에등

E-Book 종류별 특징

디지털과 결합한 종이책 'Real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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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애플리케이션형태의앱북(AppBook)은소리, 영상

, 인터랙션등다양한멀티미디어기능을활용할수있는

기능을제공하며사용자의인터랙션을반영한다. PDF

방식의이북과이펍은형식적으로는디지털미디어의

기술이접목되어있다는점에서전자책이라할수있지

만, 정작현단계에서는그컨텐츠가인쇄책컨텐츠와변

별적인특징을나타내지못한다. 가령위의방식을통해

전자책컨텐츠생산및유통에있어서국내외에서가장

큰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아마존과교보문고의경우,

각각킨들과 SNE시리즈등전자책단말기를보급하고

있다. 그러나킨들과 SNE전자책단말기를통해유통되

는전자책컨텐츠들은대부분인쇄책컨텐츠를그대로

계승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실제독서경험의

차별점내지확장으로서의체험성을분석하기에는부적

합하다.

인쇄책컨텐츠와비교할때전자책컨텐츠의강점중

하나가접근과배급에용이하다는점이다. 인쇄책의경

우그물질적특성상제작과보급에소요되는시간과인

력이상당하나, 전자책은그에비해제작과보급에소요

되는시간이짧은편이다. 따라서스마트폰및스마트

패드를기반으로삼는전자책컨텐츠의경우그노출이

기존의인쇄책에비해광범위한편이다. 따라서인쇄책

의시장처럼국내서와해외서에대한구분이명확하지

않고, 선택의기회가균등하게주어지는편이다. 이러한

텍스트유통및보급의특징은곧텍스트내부의내용적

가치와도연결된다는것이다. 

전자책과종이책은서로대비되는장단점을갖고있

다. 전자책은첫째, 전자책은정보찾기가유용하고, 내

용을검색하고재배열할수있으며,복본구입시장서구

입예산을절감할수있다.반면에종이책은충분한시간

을갖고내용을천천히음미하면서읽을수있어내용을

깊게이해할수있다. 둘째, 전자책은단말기, 전용뷰어

만존재한다면언제어디서든책을접할수있다.하지만

저장장치, 전용뷰어등의빠른발달에따라내용을영속

적으로보존하기는어렵다. 반면종이책은책이라는물

리적인형태때문에영속성(역사성)을갖고존재한다.

즉, 종이위에인쇄되어제본된책은일단독자의손으로

들어가게되면, 내용의수정이거의불가능하다. 그래서

저자나출판사들은한권의책을내기위해심혈을기울

인다. 이러한복잡하고까다로운작업은출판사에권위

를부여하였으며, 경제적인가치보다는문화적혹은계

몽적가치를부여하였다. 그러나디지털출판에서텍스

트는수정하고자할때언제든지가능한가변성을전제

하고있어영원보다는찰나적인것에더근접해있다. 셋

째, 전자책을읽는컴퓨터나단말기들은광물성의차가

운느낌만있지만종이책은독자와책사이의손을통한

촉감을통해독자로하여금정서적안정감을가져다준

다. 넷째전자책은그책은보기위한단말기나전용뷰어

다운로드나별도의교육을받아야한다. 반면종이책은

그런교육을받을필요없이단순하게책을잡고읽으면

된다.

종이책이갖는고유한특성은어느매체보다도친숙

하다는것이다. 또한사용하기편리하며어디라도운반

종이책과 전자책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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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능하다. 반면고정적이라서크기나색의변경, 수정

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 그리고독자의마음으로단순

히정보를전달할뿐정보를옮기고해석하는기능은없

다. 결국종이책은친숙하고편리하며, 이로인해전자책

이제공하지못하는정서적인안정감과가독성, 심층메

시지전달등과같은교육적인효과를가지지만, 변경이

불가능하고다양성이부족하며, 즉각적인반응을통한

상호작용이불가능하다.

앞서말했듯이종이책과전자책은서로다른특징을

가지며서로상충하는효과를지니고있다. 이러한점을

융합하여새로운형태의종이책& 전자책을제작했다.

개발목적
기술이진보할수록점점더전자책을지향할것이다.

하지만유아들이나전자기기에익숙하지못한노인층들

에게는여전히전자책보다는종이책이필요할것이고

전자책보다종이책을선호하는사람들도존재할것이다

. 전자책과종이책의장점을더살리고서로보완한다면

전자책을선호하는사람, 종이책을선호하는사람모두

에게더욱진보된책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우리는종이책을입력방식으로하며사용자와

직접인터랙션이가능한전자책을제작하여독자들에게

훨씬다양한정보들을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고이를

통해독자들이더쉽게이해하도록할것이다.

전자책에익숙하지않은세대는전자책에거리감을

느낀다. 하지만이들도전자책에대한관심은분명히있

을것이고따라서이들에게는이러한전자책과종이책

을절충한방식의책이전자책에대한반감, 위화감을점

차없앨수있는효과적인방법이될것이다. 또한책을

가까이하지않으려고하는어린이세대등에게는전자

책, 종이책을떠나서재미있게책을읽게하는도구가될

수있다. 또한한종이책에대한E-book은무한히존재할

수있다. 따라서한종이책에대해무한하게다양한정보

를습득할수있다. 이와같이종이책과전자책을모두

원하는사람들에게어필할수있는새로운개념의책이

될것이다. 

개발내용
이프로젝트는종이책, 전자책제작도구, 전자책뷰어,

마켓등 4가지로구분되어있다.

- 전자책제작툴

제작툴은 Real Book에사용되는 E-Book컨텐츠를

제작할수있는도구다. File Manager는제작하거나수

정할Book파일을읽고쓰는작업을하는데, Book파일

은 SharZipLib를사용하여압축되어하나의 Book파일

로생성된다. Contents Manager에서는컨텐츠제작에필

전자책 제작 툴 아키텍처

전자책 제작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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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사진, 음성, 영상리소스를관리하고툴에적합하게

인코딩하는역할을한다. Drawing Module은컨텐츠제

작에사용되는텍스트박스, 이미지, 영상등을드래그

하여이동, 리사이징등의작업을할수있다. Drawing

Module에서그려진모든것들은Serialization하여그정

보를 File Manager로넘겨저장이가능하도록작동한다

. Event Module에서는제작이완료된 E-Book컨텐츠를

Viewer를통해볼때적용될페이지넘김애니메이션,

이미지, 영상확대애니메이션등의이벤트를통합적으

로 관리 하게 된다. 또한 Undo Manager를 두어 Redo,

Undo가가능하다. Page Control Module은 E-Book컨텐

츠의각페이지별정보관리를하게되는데, 이는각페

이지에적용되어있는모든설정들과데이터들에대한

정보를갖고있으며, 파일입출력시에 File Manager와

의데이터전송을통해E-Book컨텐츠파일을완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Real Book제작툴에포함되어있는샘

플게임을E-Book컨텐츠에추가, 플레이할수있다.

Real Book의사용자는종이책과, 책에연결된모니터

를통해 E-Book컨텐츠를동시에접할수있다. E-Book

컨텐츠는Real Book에서제공하는제작툴을통해직접

제작할수있다. 제작툴을통해, 개인이직접E-Book을

제작할수있으며, 종이책을출판하는출판사에서역

시제작툴을통해 E-Book컨텐츠를제작할수있을것

이다.

위그림은제작툴의전체적인UI이다. MS파워포인

트와같은슬라이드형태로구성되어, 책의페이지를각

각관리하는방식이다. E-Book컨텐츠의전반적인제작

은텍스트박스, 이미지, 영상, 음성등을드래그하여제

작하는일반적인방식과유사하다.

전자책뷰어
뷰어는종이책하드웨어와통신하면서종이책의데이

터를뷰어에서보여주는역할을하며서버로부터받은

데이터를책장에서보여주는역할을한다. 책장을실행

하면서버로부터받은사용자정보가나타난다. 사용자

정보란사용자가구매한책을보여주는역할을하며

사용자가구매를했지만다운로드받지않은경우마켓

으로연결해주는기능을한다. 다운받은책목록중하

나를선택하면 .book파일이File Manager를통해실

행된다. E-book에관련된정보를Page ControlManager

에게전달하고Page Manager에서는이정보들을관리하

고경우에따라초기화하며현재페이지를보여주는역

할을 한다. Serial Communication Manager에서는 종이

책으로부터받은메시지를처리하는역할을한다. 메시

지를 토큰별로 잘라내고 이벤트에 관한 내용일 때는

Event controller에게정보를전달하고페이지에관한내

용일 경우에는 Page controller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Event Controller에서는해당이벤트가어떤종류의이벤

트인지판단하고MultiMedia Player에게해당이벤트를

실행할것을전달한다. 그러면 Player에서는해당이벤

트를실행시킨다.   

제작툴에서프리뷰를실행시켰을때에는서버로부터

받는데이터가없다는점을제외하고는모두동일한방

식으로실행된다. 

전자책 제작 툴 메뉴 구성

전자책 뷰어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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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마켓에서리얼북과연동할전자책을다운로드받을

수있다. 전체적으로상용화를가정하여어떻게리얼북

을이용할수있는지를알리기위해제작했다.

종이책
종이책은기존의책의속성을모두그대로가지고간

다. 최대한전자부품의사용을지양하여원래의책의느

낌을받고그경험을얻을수있다따라서책에들어가는

서킷과전자부품의활용은최소한으로사용했다.

여러가지방식의책을구상하게되었다. 그중에서책

답고, 안정적으로데이터를넘겨서뷰어와연동할수있

는책의구조는아래와같다.

USB로연결되는유선의형태와블루투스로연결되는

무선의형태가존재한다. 

페이지 넘김 처리 방식

멀티미디어 이벤트 발생 방식

동영상 및 이미지 재생

마켓 아키텍처

마켓의 메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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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방식

가운데부분에있는 8개부분은페이지를나타내는핀

으로사용되는부분이다. 책의바깥부분을둘러싸듯이

그려져있는것은핀으로그라운드를입력하는역할을

하는라인이다. 즉, 페이지가왼쪽으로넘어갔을때그라

운드랑붙게되면서MCU에서의핀값이바뀌게되고

그값과이벤트의값을가지고프로토콜을처리하여뷰

어로넘겨주게된다. 위에서 8번째핀아래에있는네모

는이벤트와연결되는부분이다. 이벤트부분에대한설

명은따로설명하겠다. 가운데네모상자사이의간격은

0.5cm이고네모상자의크기는가로 1cm, 세로 0.5cm이

다. 그라운드라인의부분은좌우양옆은약 1.5cm정도

로두껍게하여안정감을높였고위에있는라인은0.5cm

정도로그렸다.

우측네모상자의페이지부분의선이한칸내려온것

을볼수있다.

세번째페이지는위에서네번째핀과연결되어있는

것을볼수있다. 이는맨처음핀은그라운드로들어가

기때문에페이지마다페이지연결선이한칸씩내려간

다. 가운데부분(작은네모상자)은책바인딩하는과정

에서보이지않게하였다.

2의제곱방식으로책을구현하는것도가능하다. 다

시말해 8개의핀을페이지인식을위해사용한다면 2의

8승페이지의책제작이가능하다는것이다.

이벤트구현

책이단순히넘어가기만하고그것을인식해서 PC나

완성한 프로젝트 결과물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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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이현재의페이지를보여준다면기존의 E-Book

과의차이점이별로없을것이다. 본프로젝트는사람이

책에터치를통하여특정이벤트를실행하도록하는것

이목표였다. 터치이벤트는책을인식하는것과비슷하

게스위치의원리를이용한다. 스위치는사람의미소전

류를응용하여구현되었다. 이벤트의종류는터치하나

이지만여러가지컨텐츠가이를활용하여지원될것이

다. 버튼은하나나두개로단순한입력만받는구조이지

만, 실제로지원하는컨텐츠는예시에보이듯이그래프,

그림등의단순한확대가가능한이벤트부터동영상및

소리의재생이벤트, URL로연결하는등의이벤트가

가능하다. 모든이벤트들은동일하게그렸으나이벤

트마다의특징점을살린마킹을했더라면더나았으리

라본다. 이벤트는펼쳐진페이지에서왼쪽과오른쪽이

동일하게MCU에들어가지않는이상페이지가접혔을

때겹쳐도상관이없다. 단, 만약이벤트라인과함께그

컴퓨터와 연결되는 부분(유선 모델)

이벤트 회로 예시

페이지의 전체 구조

무선 모듈(아두이노 + 블루투스 + 배터리)

무선 모듈



라운드를그렸을경우에는페이지를접었을때에겹치

는것도생각해서그려야한다.

무선책은유선의단점을보완했다. 유선의경우책마

다데이터를송수신해야하는모듈이부착되어야했는

데위의사진처럼하나의꽃았다뺄수있는팩형태로

구성해위의팩하나로여러책에서사용할수있다.

전도성페인트

본프로젝트의중요한요소는현재사용하는종이책

의질감과경험, 기능을손상시키지않는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책에가해지는가공및전자부품의사용을최

소화해야한다. 스위치나특별한센서를사용하지않고

현재보고있는책의페이지를알수있는방법은전도성

페인트를사용하여각페이지에회로를 '인쇄'하여기존

의종이책과다를바없지만전기가통하여현재페이지

를감지할수있는방법을사용하기로하였다.

시장성

본프로젝트는양산이가능한모델이다. 100페이지기

준으로소매가기준제작비용이 30,000원내외로제작

했다. 가장중요한것은전도성페인트를설계하고출력

하는부분인데이것은전자책을제작할수있는툴에서

자동으로회로도를구성해주기때문에프린터로출력하

기만하면책이완성된다. 한마디로책을제작하는공정

에서컨텐츠를출력하고그위에회로를출력해주기만

하면된다. 회로도는컨텐츠의내용에손상이가지않는

범주로출력할수있도록알고리즘화되어있다. 단순히

위의그림에서 ‘스위치연결, 전도성페인트’부분만추

가되면된다.

컨텐츠의제약은없다. 예를들어, 백과사전이라가정

을한다면피아노나드럼에대한설명이있다고가정해

보자. 피아노와드럼의역사와악기가어떻게생겼는지

그림으로볼수있다. 하지만리얼북위에서는책의피아

노건반에손을대면직접피아노를연주할수있다. 또

는치타에대한설명이있다고하자. 단순히사진으로만

볼것이아니라치타가그려져있는종이를만지면치타

가뛰어가는모습을동영상을확인해볼수있다. 단순히

책의의미를넘어서사용자와인터랙션할수있는새로

운책의형태이다.

아래는한국전자출판협회장기영이사의평가다.

‘전자책과종이책을USB(또는블루투스)로연결해서

작동하는책

이작품은종이책의대표적인장점인만지면서눈으

로읽는책이라는장점과전자책의대표적인특성인동

영상, 사운드, 멀티미디어를하나로융합하여아날로그

와디지털을경계를훌륭하게통합시킨제품이라판단

됩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페이지 예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페이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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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이어령선생께서는디지로그북(Digilog Book)이

라는개념을주창한바, 디지로그북이란“책내용을손으

로만지고냄새를맡으며소리로도들을수있게한새로

운개념의차세대전자책.”을말합니다.

디지로그북은“책내용을읽기만하는기존종이책이

나전자책과는달리정보를시각, 청각, 촉각을통해받

아들임으로써교육및학습효과가높아지는장점이있

으며, 목적과상황에따라다양한멀티미디어시나리오

를결합할수있어다양한이야기전개가가능하다”고

할수있습니다. 

이작품의주요창작모티브는앞으로교육적요소와

오락적요소를융합하여전자책, 에듀테인먼트, 광고, 홍

보, 오락등다양한분야에서도응용이가능한에너지를

가졌다고판단됩니다.‘

시연동영상

본프로젝트의시연동영상을아래의주소로확인할

수있다.더자세한문서와내용이많지만다담기에는부

족하다. 아래의동영상을직접보면리얼북이어떤프로

젝트인지한번에알수있다.

제작초기홍보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rilWQzifNG0

시연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RnNhg11i6U0http://yo

utu.be/tf6sdt3vL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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