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의‘배’로안전한항해
‘죽음의계곡(Death valley)을지나, 다윈의바다를건넌다.’ 기술개발

에성공하더라도사업화단계에이르기까지넘어야할어려움이많다는

것을표현할때쓰는말이다. 창의성(Creativity) 있는아이템이아무리우

수하더라도충분한자금력이있어야하고, 그도아니라면시장수익창출

의생산성(Productivity) 여부가명확해야투자를받을수있다. 죽음의계

곡이란이과정을미국네바다주의황량한땅에빗대어표현한말이다.

어찌저찌죽음의계곡을지나신제품을시장에출시한다고해도, 기존의

제품들과치열한경쟁을펼치는다윈의바다가앞길을가로막는다. 막대

한자금과효과적인마케팅이없인이바다를건너기어렵다. 수많은기술

들이죽음의계곡과다윈의바다를뛰어넘지못하고사장됐다. 이제반가

운소식이있다. 죽음의계곡을쉽게넘을수있는다리와다윈의바다를

건널수있는배가생겼다는소식이다. 이를‘창조경제’라한다. 아이디

어가있는국민이라면누구나쉽게사업화할수있고수익을창출할수있

도록만들경제시스템이다. 

창의력배양의공학교육전제되어야
공학교육을논하면서기술사업화와창조경제를먼저이야기하는것이

의아할수있겠다. 하지만기술사업화와창조경제가우리공학교육시스

템을바꿀커다란단초라는것은이미누구나주지하는사실이다. 한때는

국내우수인재들이공학도를꿈꾸고, 우리나라를 ICT 일류국가로도약

하게만들었지만지금은이공계기피현상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수상자 10명중의 3명은의학계열에진학하고있고

주요대학이공계학생들의자퇴율이급증하고있다. 남아있는우수인재

들도해외취업을희망한다. 근본적인이유는단연미래에대한불안감때

문이다. 벤처기업들은일어서지못하고, 대기업에입사하더라고중장년

이되면퇴직에대한압박감을겪는다. 이런상황에서자신이가진아이디

어를마음껏발휘하고노력하는만큼보상을얻을수있는창조경제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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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들에게미래의길이여러갈래로열릴것이란뜻이다.

그렇다면창조경제시대의공학교육은어떻게이뤄져

야할것인가? 아이디어만있으면죽음의계곡도, 다윈의

바다도두렵지않은창조경제시대에는‘창의성’을지닌

인재를발굴해시대를이끌수있도록해야한다. 하지만

흔히창의성을방해하는요인으로꼽는주입식교육은

생각보다광범위하고깊게우리의문화속에뿌리를내

리고있다. 가장창의적이어야할연구소에서도, 대학에

서도상사와교수에끌려‘시키는대로’ 성과를내야하

는경우가많다. ‘앞으로무엇이, 왜필요한가?’에대해

진지하게질문을해볼기회가쉽게주어지지않는것이

다. 결론은이렇다. 공학교육이창의성을담보하기위해

선조직문화와교육내용이모두창의력배양을목표로

바뀌어야한다는것이다.

창의성과생산성, 두마리토끼를잡아야
창조경제는결국창의성을갖고어떻게생산성을높이

는가에달려있다. 이두마리토끼를한번에잡을수있

는방법처럼공학인재도교육시켜만들어야할것이다.

따라서이에대한해답은현장중심의교육과정으로바뀌

어야한다. 현장속에문제점도있고이에대한답도현장

속에있기때문이다. 그래서필자는 ‘현문현답’이라고

칭하고평상시에도자주인용하곤한다. 

정부출연연구원인 ETRI도그동안현장중심경영을

중요시해왔다. 그래서연구원이직접중소기업에나가

현장의애로점을듣고기술상용화의성공을위해노력

하고있다. 바로 ‘상용화현장지원제도’이다. 또 1개의

연구실이 1개의중소기업을집중적으로도와주자는취

지에서 ‘1실 1기업맞춤형기술지원사업’도착착진행

해가고있다.

이처럼공학교육현장도바뀌어야한다. 현장에강한

인재만이살아남기때문이다. 현장에강한인재는앞에

서말했듯이창의성과생산성, 모두를갖춘인재이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창의성을갖기란생각보다어렵다. “남들과달

리생각하라, Think different”는것은애플사의스티브

잡스가제일좋아하는말이다. 발상의전환이창의성을

배양하는것이다. 또“남의이야기를잘들어라”는것인

데이는내생각과합쳐새로운아이디어를창출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하는일을즐겨라”는것은일을열

심히하는것보다더중요한것은일을지능적으로하는

것이고일을지능적으로하는것보다더중요한것은일

을즐기는것이라는의미에서다. 즐겁게일하는사람, 공

부하는사람에게는창의적인아이디어가샘솟지만짜증

스럽게일하는사람은그저주어진일만수행할따름이

기때문이다.

창의성과함께생산성을높이는방법은오히려쉽다.

절차를잘지키고(Keep process) 시간을엄수하고(Keep

timing) 맡은일에책임을져야한다(Be responsible)는것

이다. 먼저“일의절차를잘지켜라”는것은모든일에는

정해진절차가있고, 그정해진절차만잘지켜도생산성

은증가한다는것이다. 또“시간을잘지켜라”는것은일

은철저히시간을지킴으로써생산성을높일수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맡은일에책임을져라”는것은각

자자기가맡은일은어떤어려움이있어도반드시임무

를완수한다는철저한책임의식을가지고일을수행할

때팀전체의생산성은놀라울정도로증대된다는것이다.

즉, 남들과달리생각하면서일의절차를지키고, 남의

이야기를잘들으면서시간을엄수하고, 일을즐기면서

맡은일에책임을지는것이다. 이세가지문화와세가

지규율을동시에잘지켜나간다면우리는창의성과생

산성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을것이다.

창조경제의물꼬를터주는공학교육이되길
물론위와같은내용은공학교육과정에똑같이대입시

킬순없을것이다. 하지만새로운아이디어를낼수있는

공학인재, 창의적인공학인재를배출하겠다는목표만

큼은같다. 창의성을갖추고생산성을더한공학인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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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현장에강할것이다. 이를발판으로훌륭한공학인재

가만들어질것이다.

최근화두가되고있는창조경제도마찬가지다. 얼핏

공존하기어려워보이는창의성과생산성의조화법칙을

꾸준히실천해나간다면국가경제를이끌신성장동력

을창출하고생산성을향상시켜우리의꿈인창조경제

를이룰수있을것이다.

따라서창조경제시대의공학교육은단순히사람에게

기술을주입하는것이아닌다른사람이하지못하는남

다른결과물을내는교육이어야한다. 과학뿐아니라시

야를넓힐수있는교육체제또한개발해야한다. 이제죽

음의계곡과다윈의바다를두려워할필요는없다. 창조

경제의물꼬를트는창의적공학도들이견인할미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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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의중요성
과학기술연구개발(R&D)활동은사회적으로필요한수준의혁신성과

를내는데핵심적인역할을하고, 경제성장과국가경쟁력을높이는중요

한활동임은널리알려져있다. 이에따라현재많은국가들이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지속적으로투자하고있다. WEF, IMD, ITU등유수

의국제기관에서도국제경쟁력을좌우하는하나의척도로과학기술분

야의지표들을측정하고있다.

한편저소득국가들은선진국이나신흥공업국들에비하여아직과학기

술연구개발(R&D)에대한투자일천한상황이고이는경제발전의상대

적저해를초래하는악순환의고리가형성되어있다. 이러한인식하에,

1970년대이미 UN에서비동맹국가들은당시선진국들에게북남문제

(North-South)를해결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선진국의개발도상

국에대한기술이전이라는점을강조한바있다. 유고, 인도등비동맹국

가들은기술과지식은인류공영의자산라고주장하며선진국들의기술

공여를강력하게요구하였다(김종범, 2012).

이러한움직임에대응하여국제사회는이를반영하기위한노력을기

울이고있다. 단순한복구나재건차원의원조에서나아가글로벌사회의

과학기술 R&D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

며전체원조의평균증가율을상회하는높은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과학기술연구개발(R&D) 분야의공적개발원조약정액은 2000년개발원

조위원회회원국전체공적개발원조약정액의 1.0% 수준이었으나 2006

년에는 2.1%로두배이상증가하였고, 연평균약 15.7%의증가를보인

바있다(김기국, 2011). 

과학기술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의효과에대한논의
공적개발원조효과에대한논의는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로나뉘

어져있다. 원조의긍정적효과에대한논의로써 Dalgaard, Hansen, and

Tarp(2004)는원조의효과는각국가마다차이가있을수있으나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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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경제성장에긍정적인효과를야기한다고주장하였다. 

Economides et al.(2004)은 75개국을대상으로 1975년

에서 1995년사이의자료를분석한결과, 원조가경제성

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였다. 이와는반

대로Djankow(2008)은해외원조가수원국의자립의지

를약화시킴으로써수원국의경제발전에부정적인영향

을미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이러한논의들은원조

의효과가원조의종류에달려있음을간과하였다는점

이한계로지적될가능성이있을수있다. 

이러한논의는 Clemens, Radelet and Bhavnani(2004)

등에의해구체화되고있는데이들은인도주의적원조

는경제성장과부(-)의영향을보이며교육, 보건, 등간

접적생산에관한원조는경제성장에미약하게나마정

(+) 영향을주고인프라구축등과같이직접적인경제활

동지원은경제성장에정(+)의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

과를보여주었다.

과학기술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의현황
R&D공적개발원조(ODA)의범위는직접적인 R&D

활동에대한공적개발원조(ODA)와고등교육훈련과연

구기관에대한공적개발원조(ODA)를포함한것으로정

의하고자한다. 왜냐하면, 인적자원의개발또한혁신역

량에필수적이기때문이다. 국제적으로과학기술분야

에대한공적개발원조는주로무상원조방식의교육훈

련, 전문가파견, 정책및기술자문, 조사및연구준비를

위한지원, 과학연구및기술개발을위한기여금등의형

태로이루어졌다(STEPI, 2012). 선진국과개도국간의경

제적수준과기술격차등으로인해선진국의일방적인

지원형식으로이루어진사례가없다고볼수없다. 그러

나이러한일방적기여는수원국의참여의지저하와함

께실질적기여도에관한문제제기를수반할수있다는

점에서개선될필요성이요구될수있다. 또한과학기술

분야이외의분야에서도국제사회에서개도국에대한

공적개발원조에대하여비효율적인원조집행으로인해

수원국과공여국모두행정부담과비용이증가하는등

의문제가제기되어왔다는점은참고할만한사실이다

(박복영, 2011).

이에따라최근결과중심의성과관리에의한일관성

확보에대한요구가계속되고있다. 국제원조사회에서

는2005년원조효과성에관한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및 2008년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의제정등을통하여원조효과성에

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기존공적개발원조사업이

대부분투입(input)-산출(output)의관계에서프로젝트중

심으로추진된것에비해, 원조의질적측면및성과(out-

come)가강조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성과를측정하기

위한효과성검증역시추후사업에대한기획및예산배

분결정에영향을미치게된다는점에서점점더중요해

지고있는것이다 (KIEP, 2011). 

<표 1>에서보는바와같이전세계총공적개발원조

(ODA) 금액중R&D관련공적개발원조규모는큰폭의

변화없이 3%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오히려 2007년이후과학기술연구개발(R&D)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의둔화경향을보이고있다. 2000

년에서 2006년에는과학기술분야공적개발원조(ODA)

가연평균약 15.7%의증가를보인바있다는연구(김기

국, 2012)와 대조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R&D지출은해마다성장하고있음에비해과학기술연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ODA 130486 128386 155471 159125 161644

과학기술 R&D ODA 4208.29 4464.55 3731.97 4053.16 4767.81

총 ODA 대비 과학기술 R&D ODA 비율 3.23 3.48 2.4 2.55 2.95

표 1. R&D 공적개발원조(ODA) 연도별 금액과 비중

자료: stats.oecd.org

테헤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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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가정체되어있다는

현실을주목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는공적개발원조(ODA)를지속적으로

증가시켜 2000년 2.1억달러에서 2010년 11.7억달러로

원조액이급상승하고있다. 마찬가지로R&D관련공적

개발원조(ODA) 규모의경우일정한성장세를보이고있

지는않으나 2006년대비 2011년도의경우약 3배정도

의규모의확대를도모하고있는상황이다(<표 2> 참조).

또한현재우리나라과학기술R&D분야의공적개발원

조(ODA) 규모는금액기준으로 2012년현재약 145억

원, 전체과학기술예산의0.38% 수준이다(김기국, 2012).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기대
국제적인R&D관련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동기

간동안변화가거의없다는점과비교할때, 우리나라의

경우비교적큰규모로확대하고있는상황을주목할필

요가있다. 우리나라가OECD개발원조회의의공식회원

이되면서공적개발원조의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

야하지만, 공적개발원조수요가다양하여절대규모에

서한분야에집중하기어려울수있다. 

이런점을고려하면과학기술공적개발원조(ODA)는

재정적부담이그리크지않으면서도개도국에게는효

과적인경제발전동력을제공할수있다. 이는우리나라

의경제발전과정에서미국의원조로설립된한국과학

기술연구원(KIST)의역할을생각하면쉽게이해가갈

것이다.

향후과학기술계와정부는국제적인흐름에서맞추어

저소득국가의효과적인경제개발을위한공적개발원조

사업을기획하고지원하는데있어서적정기술의개발

및보급, 저소득국가또는개발도상국의과학기술인력

양성과교류측면에서과학기술연구개발(R&D) 공적개

발원조(ODA)의면밀한검토와확대를기대한다.

1. KIEP. (2011). 최근 선진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 개혁조치와 시사점.
2. STEPI. (2012).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공적개발원

조 모형.
3. 김기국. (2011). 과학기술 기반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추진의 비전과 과제. 한국

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 논문집. 6:14-25.
4. 김종범. (2012). 개발도상국 기술원조 강화 방안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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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복영. (2011). 공적개발원조(ODA)의 부문별 중점지원국 선정 방법론-농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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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대한민국 R&D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비중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공적개발원조 376.1 490.5 539.3 581.1 900.6

한국 R&D 공적개발원조 29.71 93.37 27.51 25.46 154.39

한국 공적개발원조 중 한국 R&D 공적개발원조 비중 7.9 19.04 5.1 4.38 17.14

세계 R&D 공적개발원조 중 한국 R&D 공적개발원조비중(%) 0.71 2.09 0.74 0.63 3.24

자료: stats.oecd.org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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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Q. 실장님께서그동안교육부의오랜관리경험과대학교육의전문가로서많은활동을해오신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새정부가출범후지난 1년동안교육부의주요성과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지난한해는박근혜대통령의대표적인교육공약이자, 새정부교육비전인“꿈과끼를키우는행복교육”과“능력중

심사회구축”을위한정책적노력이현장에씨를뿌리는한해였다고자부합니다. 

지난한해발표된정책의일부를소개하자면, 

첫째, 자유학기제가꿈과끼를키우는행복교육의기폭제가될수있도록자유학기제연구학교운영등추진체제를

마련하고, 대입간소화정책등을통해학생․ 학부모의입시부담을줄여주고자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에매력있는명품대학을육성하기위한지방대육성사업과직업교육에특성화된전문대학을지원하기

위한전문대특성화사업이시작(’14. 2월)되었습니다. 

셋째, 국가직무능력표준등의개발(55개) 및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대한지속적지원등을통해선취업후진학

분위기를조성하고, 고질적인학벌위주사회를능력중심사회로변화시키기위해서도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학령인구급감에대비하고, 대학전반의질적개선을위한대학구조개혁방안도발표(’14. 1월)하였습

니다. 

올해는작년에시작된정책기반을바탕으로“국민들이피부로체감할수있는정책”, “교육의근본을탄탄히하는

정책”을실현하는데초점을맞출계획입니다. 

특히, ①자유학기제확산기반구축, ②문이과통합형교육과정개발, ③대학구조개혁과특성화, ④학벌이아닌

교육부 한석수 대학지원실장 인터뷰

한 석 수

교육부대학지원실장
sshan@moe.go.kr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장
교육부 대학지원관
관심분야: 산학협력,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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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석수 대학지원실장 인터뷰

능력중심사회구축, ⑤사교육경감대책등에역점을두어학교와대학이변화하는모습을느끼도록하는것이주요

목표라고할수있습니다. 

대학등현장에계시는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와지원부탁드립니다. 

Q. 최근강남에서는문과보다이과반이훨씬더많아졌다고합니다. 이는취업이문과보다는이과가더낫
다는판단에서이루어졌다고하는데요, 따라서공학교육의중요성을다시한번생각하지않을수없게됩니다.

평소실장님께서생각하시는공학교육의방향이나철학을말씀해주십시오.  

공학교육이나아가야할방향을이야기하기위해서는그간공학이우리의삶을변화시키는데어떻게기여하여왔

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공학은크게는문명사적전환을가져옴으로써인류가당면한각종한계를극복하는데기여해왔고, 작게는생활의

불편함을해소하고우리삶을더윤택하게만들어왔습니다. 또한우리나라가세계 10대경제대국으로눈부신경제성

장을이룩한것도현장에서땀흘려일한공학인과, 그런우수한공학인재를양성해온공과대학의업적이크다고생

각합니다.

이렇듯공학은우리의삶과유리될수없기에, 공학교육은새로운기술의연구․ 개발은물론현장의요구에부응하

는우수한공학인재를양성하기위한방향으로나아가야합니다. 

특히이번박근혜정부의가장중요한화두인‘과학기술과사람중심의선도형창조경제’는각경제주체들의상상

력과창의력, 과학기술에기반한새로운지식과기술창출을통해달성될수있으며,이를위해서는과학적지식을창

의적이고실용적으로적용하여새로운지식을창출할수있는공학인재육성이매우중요합니다. 

앞으로우리공학교육은산업계와동반자적협력과소통을강화해나가야하며, 공과대학이글로벌기술과시장을

선도하는창의적인재양성의출발점이되어야할것입니다.

Q. 교육부에서는그간대학교육역량강화와산학협력을위해많은지원을아끼지않으며, 공학인증등의활
성화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사업들로인해최근에는산학협력관련유사단
체들이생겨나고있으나대학들은대학대로, 기업은기업대로, 학생은학생대로실효성부분에서큰효과를거
두는것만은아닌것같습니다. 앞으로이들정부지원사업들과공학교육과는어떤연관성을가지고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한지실장님의고견을듣고싶습니다.  

우리나라공과대학은 2013년기준으로약 7만명의졸업생을배출하고있습니다. 양적으로는최고수준에해당하

지만, 산업계가요구하는실무역량을갖추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최근각공과대학은현장중심교육과정으로의개편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

고, 교육부도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등을통해대학과기업간연결고리강화및공과대학학생들의현장실습



강화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산업현장의급격한변화의흐름에맞추어대응하는데에는한계가있는것이사

실입니다. 이는공과대학과산업계간소통의부재와, 교육보다는연구에치중되어있는공과대학의현실에도그원

인이있습니다.

이를개선하기위해향후공학분야정부재정지원사업의선정및평가를현장형교육과실용적연구중심으로개

선하는등공과대학의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정부의노력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Q. 공학교육을위해대학뿐아니라초등학생때부터공학인을양성하여공학분야의교육을제대로하자는
의견들이많습니다. 또한초등교육과대학공학교육과의연계성에관한프로그램들도있습니다만의대등일부
학과에편승하려는경향이여전히발생하며, 잘활성화가되지않는것같습니다, 바람직한공학교육과공학인

양성을위해어떠한교육을어려서부터하는것이바람직한지실장님의고견을듣고싶습니다. 

기존의초중등과학교육은물·화·생·지과목이개별적으로분절된학습중심으로, 시대가요구하는최신테크

놀러지의반영및학생의흥미를이끌어내는데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과학적지식을토대로실생활문제해결능력을기르기위한융합인재교육을실시하고초등교육

과정에반영하여왔으며, 고등학교융합과학교과서를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현장의성과와요구를토대로향후문·이과통합형교육과정개정시과학적소양과실천(탐구) 역

량을강조한미래형과학교육과정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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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가필요로하는공학인재는? 

21세기글로벌지식정보

사회는일과학습이통합되

고, 공학이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요소들과

유기적으로결합되어복잡

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

한미래사회에는어떠한공

학인재가필요할까? 

2008년미국의공학한림

원은 21세기공학이해결해

야할복잡한문제들중가

장 중요한 14가지 문제를

Grand Challenges for Engineering으로정의하였다. 21세기공학도의사명은“복잡한문제에대한해답(Solution)을

제공”하는것이며, 이러한Grand Challenge공학문제들은신성장동력분야를넘어전지구의지속가능한발전과긴

밀하게연계되어있기때문에이를해결할수있는창의·융합형공학인재를반드시육성해야만한다.

따라서성균관대학교공학교육거점센터는교육부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지원하는공학교육거점센터사업에

선정되어 13개참여대학[가천대, 강원대, 경희대, 단국대, 대진대, 성결대, 수원대, 아주대, 인천대, 인하대, 한양대

(ERICA), 한경대, 호서대]과의긴밀한협력하에 21세기공학분야의전세계적공통과제인Grand Challenge를해결

하고미래신산업창출을견인하는창의·융합형글로벌공학리더즉, Grand Challenge Tech+ Innovator육성을위한

공동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하고있다. 

공학교육페스티벌

성균관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

송 성 진

성균관대학교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장
sjsong@skku.edu

성균관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장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장
성균관대학교 성균융합원장
관심분야: 공학교육, 혁신,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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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Challenge Tech+ Innovator(GCTI)!

성균관대학교공학교육거점센터는 Grand Challenge

Tech+ Innovator를육성하기위하여구체적으로국제협

력프로그램, 설계교육프로그램, 인턴쉽프로그램, 창의

‧융합교육프로그램, 성과확산프로그램을공동개발및

확산함으로써공학교육을선도하고있다.

해외선진대학전문가간상호교류하는국제워크샵

을개최하고, 선진대학의프로그램, 학생, 교수간상호

교류하는국제협력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여전세계

적인Grand Challenge Network을구축·확장하고우리나

라공학교육이세계공학교육을이끄는 First Mover로서

역할을하고있음을알리고한국공학교육에대한인지

도를제고시키고있다.

그리고 13개참여대학과거점종합설계경진대회를

개최하여우수종합설계결과물을발굴하고, 산업체연

계종합설계운영방안을대학간공유하여실제창조경

제에기여하고, Grand Challenge Problem해결을도모하

는공학인육성설계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따

라서 2013 전국종합설계경진대회에서성균관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참여대학중총 4팀이교육부장관상(

한경대-벽면이동로봇의지능성과이동능력개선을위

한설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가천대-외발오토바

이, 성균관대-Coanda Effect를이용한수직이착륙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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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페스티벌

[성균관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 목표]

[International Engineering Education 2014]

[2013 공학교육페스티벌 교육부 장관상 수상작 - 한경대]

[인턴십 프로그램-해외 기업과 시장, 현지 기업가들과의 만남] 



접시, 인천대-철로균열감지무인자동차)을수상하는

쾌거를달성하였다.

또한미래신성장동력과관련있는해외기업과시장(

중국광저우, 주하이, 선전및홍콩)을살펴보고현지진

출기업들과의만남을통해GCTI로서의글로벌역량을

강화하는인턴십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여미래신산

업창출형융합인재를양성하고있다.

그리고GCTI로서기본소양을갖추도록Vision Camp,

Leadership Camp, 혁신창업Camp를개발·운영하고, 전

문역량을갖추도록학생들간융합팀을형성하여Grand

Challenge Problem과관련있는연구주제를심층적으로

연구하여해결책을도출해보는융합연구과제를수행

하는GCTI 창의연구프로그램을공동개발·운영한다.

뿐만아니라글로벌창의·융합능력을갖추도록싱가포

르국립대와협력하여 Design Summer Program 및타거

점센터의창의·융합교육프로그램에학생들이참여하

여창의·융합형글로벌리더로도약할수있도록지원한다. 

뿐만아니라성균관대학교공학교육거점센터는전국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의효과성및목표달성도를평가

하는평가체계를개발하고성과를확산하여총체적인

사업의질을높이기위하여참여학생, 교수, 산업체를

통한수요자중심성과관리체계를시범적으로개발하

여운영하고있다.

성균관대학교공학교육거점센터는거점센터의혁신

이시발점이되어우리나라공학교육전반이혁신의물

결이일어Grand Challenge를해결하고미래신산업창

출을견인하는창의·융합형글로벌공학리더를육성하

는공동체가되길기대한다. 

공학이단순한기술을넘어전지구촌의미래를염려

하고이를행복하게하고자동참하고기여할때진정한

공학으로거듭날것으로확신하며지속적으로함께! 멀

리! 도약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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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지식재산권
기업의가치는그기업이가지는자산에의해평가된

다. 기업의자산은유형자산(tangible assets)과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으로구분되며, 세계경제의지식기반

사회로의전환과글로벌경쟁이강화되면서기업가치의

원천은기존의건물, 토지, 생산설비등유형자산에서지

식기반의 무형자산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국의 Ned

Davis Research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S&P 500 기업의시장가치에서무형자산이차지하는비

중은 1975년 17%에서 2009년 81%로높아진것으로나

타나고있다. 대표적인예로, ‘인터넷공룡’이라불리는

구글은 2011년 8월모토롤라모빌리티를 129억달러에

인수한바있다. 당시모토롤라의시장점유율은 2.7%에

불가하여구글의인수는실패할것이라는예측도난무

하였으나구글은안드로이드생태계방어를위해모토

롤라가가진 17,000여건의특허의자산가치를높이평

가한것이다. 최근구글의스마트폰사업부문을담당한

모토롤라모빌리티는중국의 IT업체인레노버에 29억달

러에매각되었으나구글은모토롤라모바일관련특허

권대부분을그대로보유함에따라중국내안드로이드

운영체제시장확대전략과생산기지확보면에서이해관

계가맞아떨어진것이다. 구글의모토롤라인수사례에

서보듯이기업의가치는무형자산특히지식재산권에

대한비중이날로확대되고있다. 

무형자산가치가높아지면서각기업은생존을위한

기술혁신에보다역량을집중하고있다. 그러나과거기

술혁신은연구개발의전과정을한기업이모두소유, 운

영하는폐쇄형에기반하였다면최근의기술혁신은오픈

이노베이션(미국버클리대HenryChesbrough교수, 2007)

이화두이다.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은기업

경영활동에필수적인아이디어착안, 연구활동, 제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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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특집

중소기업과 지식재산권 경영

김 영 곤                   

(주)테크란 사업화총괄본부장
josephkim@techran.com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사업화평가총괄본부장
(주)테크란 사업화평가총괄본부장장
관심분야: 기술거래, R&D기획, 기술가치평가

그림 1.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의 변화 



발및상업화에이르는기술사업화과정에서외부의기

술이나지식, 아이디어를활용함으로써성공의가능성

은높이되혁신의비용을절감하는전략으로정의된다.

이러한오픈이노베이션은기업이가지는고유의기술혁

신역량을공유함에따라기술의차별성을희석시킴에

따라기업의가치, 기업간의경쟁력은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중심으로재편되고있다. 한국지

식재산연구원에서발간된‘중소기업의재무및주식가

치와무형자산간의연관성분석(이석준, 2013) 결과에

따르면지식재산권으로대표되는특허의출원및심사

청구는기업재무가치및주식가치의상승하락을유도

하였고, 특허활동관련정보가주식시장에서투자자들

에게기대효과및투자효과를가져온다는결과는시사

하는의미가크다고할것이다. 

무형자산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지식재산을어

떻게창출하고보호하고활용할것인가에따라기업의

경쟁력은크게좌우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박근혜정부의첫번째국정목표인‘일자리중심의창조

경제’실현을위한국정과제인‘지식재산의창출·보호·

활용체계의선진화’는기업의경쟁력강화, 더나아가

국각의경쟁력강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창

조경제실현을위한액션플랜으로정부에서는‘창조경

제타운’운영을통해다양한아이디어를창출하고이를

지식재산권으로보호하는한편활용될수있도록사업

화를지원하는체계구축을통해시장및일자리창출을

꾀하고있다. 창조경제타운은 2013년 9월 30일서비스

개시이래 3개월만에총 4,420건의아이디어가등록되

어아이디어의발전및사업화가진행될수있도록멘토

가진행되고있다. 창조경제타운의핵심은아이디어의

구체화를통한지식재산권확보이며, 이는사업경쟁력

의기반이되리라는것은자명하다.   

지식재산권제도의이해
지식재산기본법제31조에따르면‘지식재산’이란인

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

견된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

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그밖에무형적

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으로규정

하고있으며, ‘지식재산권’이란법령또는조약등에따

라인정되거나보호되는지식재산에관한권리로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포괄하는무형적권리

로정의하고있다. 산업재산권은특허권, 실용신안권, 디

자인권및상표권을총칭하며, 특허청에출원하여등록

받음으로써배타적독점권이부여된권리로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각각 20년, 10년, 15년, 10년배타적

권리의행사가가능하다. 저작권이란인간의사상또는

감정등을독창적으로표현한창작물인‘저작물’에대하

여창작자가가지는독점·배타적인권리로, 창작과동시

에보호를받으며, 보호를받기위한별도의등록절차나

방식을필수적으로요구하지는않는다.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의범주에속하지않으면서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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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창출, 보호 및 활용을 통한 
시장·일자리 창출

그림 3. 지식재산권의 분류



발전및변화와함께그보호의필요성이대두된새로운

지식재산권으로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컴퓨터프로

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캐릭터, 프랜차이징, 도메인네임등이이에속한다. 

지식재산권중에서중소기업에게가장직접적이고파

급력이큰것은산업재산권이며, 혁신적인기술의보호

를가장강하게보장받을수있는것은특허권이다. 우리

나라의특허법은특허권을법적으로보장받기위해선

출원주의, 도달주의, 속지주의및특허등록요건부합성

등일정한요건을구비할것으로요구하고있다. 선출원

주의는동일한발명(고안)에대하여먼저출원한자에게

부여하는방식으로대다수의국가가이를채택하고있

다. 특허권의효력이언제발생하는가에대하여특허청

에도달한때를기준으로하는도달주의를원칙으로하

고있으며, 예외적으로우편물의발신일이분명한경우,

수령증으로발신한날이증명될경우에는우편으로서

류제출시우체국에제출한때를특허청에도달한것으

로보는발신주의를취하고있다. 속지주의는 1국 1특허

의원칙에따라각국의특허는서로독립적으로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권등을회득하고자하는나라에출원

을하여그나라에서특허권등을취득하여야만해당국

가에서독점배타적권리를확보할수있는속지주의를

원칙으로한다. 마지막으로특허등록요건은신규성, 진

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의조건을충족시켜야하며, 신

규성은알려지지않은새로운발명일것, 진보성은종래

발명에비해진보된발명일것, 산업상이용가능성은산

업적으로이용가능할것등의요건을말한다.   

지식재산권확보에따른장점
기업의무형자산중지식재산권의비중이높아지면서

최근국제시장에서지식재산권, 특히특허관련분쟁사

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으며, 분쟁과정에서거액의손

해배상이나높은기술료지불이결정되는사례가증가

하고있다. 이러한분쟁을미연에방지하고기업의자산

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특허권의확보가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허권의확보는다음과같은장점을부여한다. 

첫째, 독점권의행사가가능하다. 특허등록이되었을

경우, 특허발명을독점배타적으로실시할수있는권리

를가지므로타인의침해를금지시키고그기술에관하

여시장을독점할수있다. 둘째, 타인의침해를예방할

수있다. 특허등록이되면특허번호및출원번호를제품

또는카달로그등에표시함으로써, 타인에게경고를하

고침해를예방할수있다. 셋째, 재산권형성에따른수

익창출이가능하다. 기술을권리화하면재산권이형성

되며, 특허권을매매하여양도수익을얻거나또는실시

권설정계약을체결하여로얄티수익을올릴수도있다.

넷째, 타인의동일또는유사기술이등록되는것을방지

할수있다. 내가출원을하지않으면타인이먼저출원

을하여, 오히려역으로경고장을받고형사상침해죄로

고소를당하고, 가처분, 가압류등을당하는경우가생길

수있다. 따라서소위방어출원의개념으로서비록특허

등록가능성이다소낮아도출원하여두면동일발명에

대한타인의출원또는등록을저지할수있는효과가있

다. 따라서특허출원을하여두는것이개발기술을안전

하게사용하는용이하고도확실한방어대책이된다. 다

섯째, 기업및기술의우수성또는제품의홍보효과를

가져올수있다. 여섯째, 정부의사업등각종공사의입

찰, 발주등의경우유리하게작용한다. 일곱째, 우수벤

처기업선정, 스타기업선정, 각종자금지원등에있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는기술계약이나수출에유리하다.

타사의기술을도입하는기술계약을할경우나수출을

목적으로하는제품일경우, 기술계약이나협상을함에

있어서필요한경우가많다.

중소기업의 IP경영전략의방향
삼성-Apple간특허전쟁으로글로벌대기업의특허경

영에대한인식이보편화되어있으나대부분의중소기

업에게 IP경영은여전히낯설다. IP경영이라는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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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였다고할지라도어떻게기업경영전략에 IP경영전

략을반영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방법론을모색하

기에는역량이부족하다. 중소기업의 IP경영전략은기

업의경제활동을보다강화할수있는방향으로접근이

될필요성이있으며, 아이디어의창출로부터보호, 활용

및관리를체계화시켜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IP경영

의최종목적은 IP를기반으로수익을창출하는것이며,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먼저선행되어야할것은

우수한특허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우수한특허란

산업계에서활용도가높고타인이특허기술내용을침

해시중단내지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거나새로운

아이템의개발을통해배타적으로시장을장악할수있

는것을의미한다. 

우수한특허의확보는새로운아이디어의창출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디어창출은직원누구나가제안할수있

도록창구를개방하는한편기술개발전략회의에서브

레인스토밍등을통해도출이되도록할필요가있다. 기

술개발단계에서새로운아이디어를창출하기위한기법

으로는트리즈(TRIZ)를활용하는것도매우유용한방

법이다. 트리즈는기술, 발명, 혁신분야의창의적문제

해결을돕는구조론적접근법으로서, 알지못하는문제

를이미알고있는단순한문제로전환하고달성해야할

요구조건사이의모순을극복하기위한해결안설정등

의과정을통해사업화유망아이디어를확보해나가는

과정이다. 아이디어의보호즉, 특허의확보를위해서는

창출된아이디어를보다구체화하고문서화하여출원하

여야한다. 아무리아이디어가우수하고독창적이라고

할지라도먼저출원하지않으면무용지물이된다. 중소

기업또는연구자컨설팅을하다보면, 아이디어만제공

하고상대방이특허를출원하는바람에권리행사를전

혀할수가없었다라는이야기를종종들으나구제할수

있는제도가막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특허권에

대해선출원주의를택하고있어먼저출원한자에게권

리를부여하고있기때문이다. 특허를출원하는단계에

서기업또는연구자는자신이생각하는방안대로명세

서를작성하는경우가있으나, 반드시특허분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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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활용 주요 내용 비고

특허권 양도 특허권의 공동 소유 또는 이전에 따른 수익 창출
기업의 특허 활용 가능성 고려, 특허기술가치평가
등을 통해 가치산정, 계약서 세부 검토, 기술중개
자 활용 등

실시권 허여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대신 그에 따른 로열티 수익 창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실시시기, 실시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함

크로스 라이센스 타사의 특허를 이용하는 대신 자사의 특허를 타사
에서 이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익 창출

크로스 라이센스는 상호 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서
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상호 라이센스에
따른 이익 검토 필요

보증연계 활용 기술력 대비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특허기
술평가를 통해 자금 보증

특허청 특허기술가치 평가비용 지원,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가치평가지원 활용

투자연계 활용 특허기술평가결과를 중소기업의 투자심의에 활용 특허청 특허기술가치 평가비용 지원, 창업투자사나
창업투자펀드사 등의 투자여부 결정에 활용

사업화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 특허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화를 위한 자금 대출 특허청 특허기술가치 평가비용 지원, 산업은행 IP
담보 대출

표 1. IP 활용



를통해선행특허가존재하는지의유무, 공백기술도출

을통한권리화, 권리범위의적절성, 청구항의설계등

에대해도움을받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소기

업의 IP권리화에소요되는비용에대해서는지역지식센

터, 과학기술진흥센터, 발명진흥회, 지자체운영특허지

원센터, 창업보육센터등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추진

하고있으므로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IP

의활용은권리화된지식재산권을이용하여직접사업

화를통해매출을발생시켜수익을창출하거나특허의

양도, 라이센싱, 보증연계, 투자연계, 사업화자금대출

을위한담보로의활용등다양한형태로활용이가능하

다. IP활용전략은기업의경영현황, 사업화추진방향,

확보된 IP의수준등을고려하여적절한방법을선택하

는것이바람직하다. 다음표에다양한 IP의활용방법에

대해간략히정리하였으며, 기술의활용에대해전문적

으로서비스를하는기술거래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

등을통해컨설팅을받는것도효율적인방법의하나이다. 

마지막으로는 IP의효율적인관리이다. 특허를출원하

여등록이결정되면출원일로부터 20년간안전하게보

호를받을수있으나유효한권리유지를위해서는유지

하기위한비용이발생된다. 보유특허수가소수일경우

에는큰비용이발생되지않으나다수개가모이면중소

기업의입장에서는상당한부담으로작용한다. 따라서

등록으로유효한권리를확보하고있을지라도기술이나

시장의환경변화, 기업의사업화추진방향등에따라유

지, 포기또는처분등의관리전략이필요하다. 기업내부

에 IP전담인력을보유하고있다면주기적으로체크하

여관리하도록하며, 확보되지않은경우에는연차료를

관리하는특허법인또는특허전문가의의견을토대로

관리하여나가야할것이다.   

중소기업의 IP경영사례
1998년에설립된플러스기술(주)은국내최초필터링

소프트웨어제조사로영업을개시하였다. 국내많은중

소기업과같이동사는유해정보차단과인터넷사용관리

솔루션기술개발을통해기술력을축적하여왔으나지

식재산권의확보에대해서는뚜렷한대안을가지고있

지못하였다. 그러나, 2009년 IP경영을전면도입하여외

부전문기관의컨설팅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

하고, 2010년에는내부 IP전담팀을재정비하여 2010년

특허등록 2건을시작으로 2013년까지약 20건의특허를

등록하였다. 특히, 임직원기술개발의욕을고취시키고

핵심기술창출을유도하기위해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하는등 IP경영성과로 10% 내외의꾸준한매출상

승, 매출액대비 50%가넘는순이익을창출하고있다.

플러스기술(주)는 IP경영확산을위해신입직원의특허

교육을의무화하고있으며, 특허분쟁을사전에예방하

기위한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특허지원센터특

허정보검색·분석교육실시, 선행기술조사와무효자료

조사등자체대응력을강화하고 IP인력의전문성을향

상을통해선도사업영역을확보하고경쟁우위를유지

할수있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2005년에건강식품사업을위해설립된 (주)운화는다

양한식물종에서줄기세포를분리해천연물신약과바

이오신소재를양산하는기술을보유하고있다. 동사는

2008년포항공대생명과학부와의식물줄기세포의유전

적특성규명을위한공동연구, 2010년에는복제양돌리

로유명한영국에딘버러대학교와의함께식물줄기세

포의유전적특징을규명해세계적인과학저널인네이

처바이오테크놀로지에실리면서국내외에서큰주목을

받아왔다. 이와더불어 2010년특허청주관의‘첨단부품

소재산업 IP R&D전략지원사업’과제선정을시작으로

한국발명진흥회의‘민간 IP전략전문가파견사업’을통

해본격적인 IP경영에돌입하였다. 2011년부터특허청

의 IP스타기업프로젝트에참여하여선행기술조사, 특

허ㆍ상표출원, 시뮬레이션제작, 특허맵작성, 비영어권

브랜드개발등을지원받아특허경쟁력강화및마케팅

을체계적으로추진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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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2012년대비 2배이상인 100억원규모로신장되

었으며, 글로벌유통판매회사인홍콩의위나라이트그룹

과향후 10년간 (주)운화가독자적으로개발에성공한

산삼과주목나무, 은행나무, 토마토등 10여가지의식물

줄기세포에서분리·배양된원료 5,000억원이상의식물

줄기세포원료공급계약을체결한바있다. (주)운화의

체계적인 IP경영전략으로 2013년전북우수중소기업인

상우수신제품개발부문수상과제5회중소기업 IP경영

인대회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수상하였다. 

중소기업의 IP경영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의 IP경영을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은중앙

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지자체등다양한기관에서운

영중에있다. 그중에서대표적인중소기업 IP경영지원

프로그램인특허청의 IP스타기업육성, IP지식재산활용

전략, 지재권중심의기술획득전략및 IP담보대출제도

에대해살펴보았다. 특허청이지원하는 IP스타기업육

성은지자체와함께지역유망중소기업을발굴해 3년간

집중적으로지식재산권관련종합지원을하는프로젝

트이다. IP스타기업은2010년108개, 2011년311개, 2012

년 468개, 2013년 619개로점점확대되고있으며, 2014

년에는 227개업체를추가로선발하여지원할예정이다.

본사업은상대적으로지재권인식과담당인력등 IP기

반이취약한지역중소기업에 IP역량단계별맞춤형집

중지원을함으로써 IP초기기업에서 IP스타기업으로육

성하기위해추진하고있으며, 선행기술조사, 국내출원

비용지원, 해외출원비용지원, 브랜드개발등의내용으

로지원한다. 동사업을활용하려면전국 30개의지역지

식센터(www.ripc.org)를통해지원이가능하다. 지식재

산활용전략지원사업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전문가를

통해지식재산에대한활용전략을지원하는제도로서,

등록된특허·실용실안보유또는전용실시권을가진중

소기업을대상으로하며, 연간 40개사내외로지원한다.

주요지원분야는 IP제품혁신, IP제품디자인, IP사업화이

며, IP제품혁신은트리즈및이종분야특허검색방법론

을활용하여기업의내부역량으로해결하지못한제품

의기술적문제해결, IP제품디자인은사용자경험기반

의제품디자인개발및이종분야특허검색방법론을활

용한제품기능개선, IP사업화는 IP사업화전반에관련

된기업니즈맞춤형컨설팅(시장분석, 신사업발굴, 해외

진출, 비즈니스모델개발, 금융연계, IP경영체질개선등)

을지원하는것으로서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에서담당하고있다. 민간 IP-R&D전략지원사업은강한

특허로무장한글로벌기업을육성하고국가경쟁력제

고에기여하고자핵심·원천특허를선점할수있도록특

허전략을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서, 지재권중심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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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지원주체 사이트

IP스타기업육성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IP 종합지원, 선행기술조사, 국내
출원비용지원, 해외출원비용지원, 브랜드 개발 등 지원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IP 활용전략 지원사업 기업의 특허·제품·경영 관련 현안문제를 IP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제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민간 IP-R&D전략 지원사업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지원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www.kipsi.re.kr

IP 담보대출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 IP에 대해 가치 평가를 실시하
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IP를 정식 담보로 인정해 대출 한국산업은행 www.kdb.co.kr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가치평가 및 이를 담보로 자금 조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표 2. IP경영 지원 프로그램



술획득전략사업과첨단소재·부품 IP-R&D전략지원사

업으로구분된다. 지재권중심의기술획득전략사업은

대기업및중견기업을대상으로 IP전략수립, 전략특화

및융·복합을주제로지원하며,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은연구조직을보유한소재·부품분야중소기

업또는재창업중소기업을대상으로 IP전략수립, 전략

특화, 전략선택, 융·복합을주제로지원한다. 지원방식

은한국지식재산전략원소속지재권전략전문가와지재

권분석전문기관이팀을구성하여기업맞춤형·밀착형

특허수립을지원한다(www.kipsi.re.kr). IP담보대출은

기업이보유한특허권등 IP에대해가치평가를실시하

고, 평가결과를바탕으로 IP를정식담보로인정해대출

해주는상품으로최대 20억원까지지원한다. 한국산업

은행은 2013년 9월말 IP담보대출상품출시후약 5개월

간 199억원을지원한바있다. 한국산업은행의 IP담보

대출은 IP금융시장기반을마련하여우수 IP를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성장을유도해나가기위해추진되고

있는프로그램으로써, 기술사업화를위해기업이가장

필요로하는자금을지원한다는데의의가크다. 한편, 산

업은행은특별자산운용회사인아이디어브릿지와공동

으로지식재산권펀드인‘KDB파이오니어지재권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약

500억원을국내중소·중견기업에투자하는등 IP의활

용을확산하기위한프로그램을확대하고있다. 특허청

은우수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사업화하려는중소기업

을대상으로가치평가및이를담보로자금을조달할수

있도록하는 IP담보대출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을

통해특허기술의평가에소용되는비용의 90%를지원

하고있다. 

맺음말
앞서언급한바와같이세계경제는물적기반성장에

서지식기반성장사회로경제성장의구조가이행됨에따

라지식기반자본의중요성은점점커지고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가치는단순히많은특허를보유하고있

다고해서기업의가치를높일수있는것은아니며, 얼

마나가치있는특허를보유하느냐가중요하다. 국내대

표적인특허보유기업인삼성전자의경우미국특허등

록순위는 IBM을이어계속 2위를차지하고있으나매

년수조원의로열티를지급하고있다. 반면, IBM, 샌디

스크퀄컴등미국의대표적인 IT기업들은전세계기업

들로부터연간수억달러이상의로열티수익을얻고있

다. IBM의연간로열티수수료는약 12억달러에달하며

, 샌디스크 5억달러, 퀄컴은연간특허판매수익으로 12

억달러이상을발생시키고있다. 이와더불어특허관리

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s)의등장은지식

재산권의무기화·자산화를목적으로한국제분쟁을심

화시키고있다. 특허청자료에따르면과거에는기업당

사자간의특허분쟁이대부분을차지하였으나최근에는

국내기업과외국기업간특허분쟁건수대부분이NPEs

에의해주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외국기업

들은이러한특허분쟁을국내기업의자국시장진입을차

단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하거나각국이자국기업에

유리한판결·행정조사등으로지식재산권을간접적인

무역장벽으로활용하려는경향으로진행되고있다. 과

거와달리더욱문제되는것은NPEs의주요소송대상은

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으로확대되고있으며, 제소기업

수도 2000년대초반에는 600여곳에불과하였으나 2011

년 5,300여곳으로 2004년이후연평균 36%씩증가하고

있는실정이다. 따라서국내중소기업들도 IP분쟁에대

비한 IP경영전략을보다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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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oud Services Brokerage(CSB) 시장정의
클라우드서비스브로커리지(Cloud ServicesBrokerage)

는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와사용자의중간계층에

위치하여, 기업들이자신의핵심업무에집중하면서클

라우드기반서비스를유용하게이용할수있도록다양

한지원을한다. 클라우드서비스브로커리지를이용하

면, 규모에상관없이모든기업들은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하면서경비를절감하고또한단일업체에대한종

속성또는시스템장애발생시모든클라우드서비스가

중단되는위험성을감소시킬수있게된다. 이에따라기

업에서는클라우드브로커리지서비스를이용하여보다

많은데이터및응용프로그램을클라우드로이동시키

고있다. 

이러한클라우드서비스는비용의절감과유연성의

증가를가져오지만, 서비스간의통합은매우어려운문

제이다. 이러한점에서클라우드서비스브로커기업은

(Cloud Services Broker) 응용프로그램의공급과시스템

간처리에서중재역할을수행하며복잡하고많은비용

이드는통합업무를수행하게된다. 클라우드서비스브

로커리지는기업들에게가장적합한서비스조합을선

정, 조합및공급하는역할을담당하게된다. 

2. Cloud Services Brokerage(CSB) 성장배경

2.1 공급업체종속성의종료

서버인프라구조가클라우드에적용되면, 고객이특

정서비스제공사업자에종속될리스크가항상존재한

다. 클라우드중개업체들은공급업체에종속되지않는

솔루션을제공하므로, 고객들은다수공급업체들의다

양한클라우드기반응용과제품을완벽한인터페이스< Cloud Service Broker 시장 위치 >

Cloud Services Brokerage(CSB) 시장 전망

전 한 구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과장
jhg@kcsa.or.kr

상명대학교 경영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2012~현재)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2012~현재)
관심분야: 클라우드, 로봇, C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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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통하여융통성있게적용할수있게된다. 또한클라

우드중개업체들은고객맞춤화서비스, 통합과데이터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방법을제공함으로써, 카탈로

그리스팅(catalogue listing) 이상으로자신의제품을확

장한다. 이는공급업체에대한종속을없앨뿐만아니라

기존또는과거공급업체플랫폼으로부터의원활한마

이그레이션으로이어진다.

2.2 효과적인비용절감

클라우드중개의가장큰성장배경은비용절감이다.

클라우드중개는비용을대폭절감하는데도움이되므

로, 최근의신규시장경향과날로심해지는경쟁에대처

하기위하여기업들은클라우드중개를받아들이고있

다. 클라우드중개는주로보안성및확장성측면에서하

드웨어, 지원프로그램및기술전문지식에관한비용

절감에도움이된다. 클라우드중개업체들로인하여조

직들은예산을책정하고다양한기능적수준에서위험

상황을알려클라우드비용을통제할수있다. 이러한예

산관리를통해이루어지는효과적인가격책정은자원

의적절한조정, 고객에대한할인정책을제공하고소비

에기반하여수요를결정할수있게된다.

2.3 선불(Pay-as-you-go) 모델

클라우드중개는소규모및대규모조직에서선불모

델을기반으로 IT 인프라구조의수준을신속하게올리

거나내릴수있는기능(Scale Up/Down)을지원한다. 최

근에는, 모든기업들이자신의운영경비를절감함으로

써 경쟁 우위력을 확보하고 있다. SaaS, PaaS, IaaS 및

BPaaS등의모든클라우드제품들은최고의기술과효율

적인프로세스를선불모델을이용하여시장에직접도

입함으로써, 클라우드기반서비스를수월하게수용할

수있게하고있다. 이러한모델로인하여대기업들은직

원들의프로세스와기술을통합하고지원할수있기때

문에, 효과적인의사결정이가능해진다.

2.4. ISV의SaaS로전환가능성

조직들은소프트웨어를내부적으로구매하거나호스

팅하는것이아니라 SaaS 기반제품의이용을선택하고

있다. ISV들은기본적으로자신의모델을구축한후전

통적인방식으로계정을관리한다. 현재필요한것은클

라우드와가상화이며, SaaS는 ISV들이소프트웨어개발

자에서소프트웨어제공자로탈바꿈하도록요구하고있

다. 기본적으로이는 ISV들에게전통적인역량을뛰어

넘어 SaaS 제품으로클라우드에진입할수있는거대한

미개발된기회가있음을의미한다. 시스템통합사업자

및부가가치재판매업자들과전략적으로제휴함으로

써, ISV들은전체클라우드시장판도를바꿀수있다.

3. Cloud Services Brokerage(CSB) 향후전망

3.1 기업클라우드브로커

표 1. Cloud Service Brokerage 시장 전망 (단위 : $Million)

※출처 : Cloud Services Brokerage(CSB) Market(2013-2018), MarketsandMarkets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2013-2018)

Cloud Services
Brokerage Market 225.42 514.98 950.07 1,375.21 1,724.87 2,038.43 55.30%

Y-O-Y 128.45% 84.49% 44.75% 25.4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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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요구가증가할뿐만아니라기업의네트워

크인프라구조가복잡해지면서솔루션이갈수록복잡

해지고있다. 기업클라우드브로커는이와같이증가하

는요구에대응하고다양한서비스의공급, 적용및성능

을관리한다. 기업클라우드브로커는기업을위한클라

우드서비스와환경을통합하는전단부(front-end) 역할

을수행함으로써, 전역적으로협업이이루어지고, 운영

경비를절감하며, 혁신과신속한성장이가능하도록한

다. 기업클라우드중개자는중복되고번거로우며비용

이많이드는응용프로그램들을보다신속하고안전하

며비용효과적인서비스환경으로교체하여기업의변

화하는요구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한다.

클라우드제품및서비스가급속히증가하면서, 많은

기업들은클라우드중개플랫폼을도입하여내부에서

사용하도록검토하고있다. 이러한솔루션은클라우드

상호운용성과운영효율성을향상시킬뿐만아니라클

라우드생태계에서기업들이필수적인독립체로자리잡

을수있도록해주기때문에, 이러한플랫폼의활용은매

우중요할것으로예상된다.

3.2 클라우드이식성표준(Cloud Portability Standard)

클라우드이식성표준은공급업체, 서비스제공자와

소비자들이클라우드서비스를조달, 개발, 구축및이용

하는데도움이된다. 이러한표준들은내부적으로필요

할뿐만아니라, 일부공급업체들이자신만의이익을위

해공급업체종속성을만들어서수익과시장점유율을

증대시키고자하기때문에다양한클라우드제공자전

체에적용되어야한다. 클라우드이식성표준들은공급

업체종속성없이클라우드응용을보다수월하게적용

할수있도록하면서모든보안및준수성요구를만족시

키도록설계된다.

표준의이식성은서로다른제공자의응용프로그램

과스토리지시스템간데이터가중단없이전송됨을보

장하면서또한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와관

계없이상이한클라우드표준간의원활한상호운용성

을가능하게하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

3.3 보안프레임워크(security framework)

클라우드서비스를효율적으로활용하려면, 모든이

해관계자를포함하는잘정의된보안프레임워크가필

수적으로구현되어야하며지속적인감시와일정한시

간마다조정이필요하다. 클라우드중개는잘조직화된

보안툴시스템을보장하며이시스템은지속적으로감

시를수행하여종단간보안을제공한다. 보안프레임워

크는정보보안을시행, 유지, 검토, 보호및관리하는실

무, 정책및절차를포함한다. 보안프레임워크는클라우

드환경에서중요한측면으로고려되고있으며, 기업들

이효과적으로, 안전하게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는

리스크관리방식에크게중점을두고있다.

3.4 서비스인증(service certification)

클라우드서비스에서는, 데이터보안의향상과서비

스구매절차의단순화를위하여보안표준이필요하다.

서비스인증프로세스는기업들을시험하고증명하는

능력이향상되도록보장한다. 서비스인증방식은서비

스수용을향상시키고보안평가를위한비용및시간을

절감함으로써,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에게분명히유

익하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의사이버위협을처리

하는능력을향상시킴으로써데이터전송및관리를안

전하게보호하기위하여, 서비스인증은클라우드생태

계에서매우중대하게고려되고있다.

4. Cloud Services Brokerage(CSB) 시장기회

4.1 연합된클라우드(federate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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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된클라우드는국경을넘어내부및외부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의종류를결합시킴으로써, 기업들이

지역경계를넘어중단없이거래할수있게한다. 클라

우드의연합을위하여노력하는 Trustweaver와같이다

양한기업들로인하여, 클라우드생태계는훨씬안전해

져서조직들은서로다른국가의상이한연방표준에대

하여걱정할필요가없다. 이러한개념은개별국가의준

수성및연방표준의이해와충족여부를따질필요없이

, 국가간협업및거래를위한길을열어주고있다.

4.2 상호운용및개방클라우드

새로운상호운용클라우드솔루션및표준의개발이

이루어질때에는수많은기술적, 법적및조직에관한난

제가발생한다. 경제는이러한난제의해결에전반적으

로도움이되며과학적이고기술적인협력을구축하여

유력한상호운용클라우드를만들어낸다. 이러한상호

운용개방클라우드에따라조직들은하드웨어, 응용프

로그램과클라우드내부호환성이다양한이질적인클

라우드를구성할수있어서, 더많은융통성을가져오고

공급업체종속성문제를방지한다. 상호운용개방클라

우드의 가장 좋은 예 중 하나는 Open Data Center

Alliance(ODCA)로서, 이는보안문제와성능척도를파

악한후상호운용클라우드솔루션을열기위한명확한

길을찾아낸다.

4.3 스마트클라우드

최근에등장한컴퓨팅모델에서, 스마트클라우드는

인프라구조(IaaS), 플랫폼(PaaS)에서소프트웨어응용

(SaaS)에이르기까지임의의요구되는클라우드제품특

성의프레임워크로서역할을수행하여비즈니스사용자

들의요구를이행한다. 요구사항에따라사용자들은한

번의클릭으로빠르게접근할수있으며유휴컴퓨팅자

원에요금을지불할필요가없어서, 클라우드제품은확

장성이매우우수하며조금도중복되어있지않다. 또한

스마트클라우드는보안관리의단순화를지원하여전

체시스템에수월하게설치될수있다.

4.4 상호클라우드(inter cloud)

클라우드들의상호연결에대한필요성은기업, 서비

스제공자, 정부및교육기관과같이이질적인사용자들

에의한클라우드서비스사용으로인하여나타나게되

었다. 소비자와클라우드제공업체간의핵심관계는클

라우드시장의탄력성증가로이어지고, 이에따라공공

개방클라우드인터네트워크(internetwork)가요구되고

있다. 상호클라우드개념은다양한유형의공공및전용

클라우드간상호연결을가능하게할뿐만아니라표준

정책의수용과클라우드인프라구조상의긴밀한통제

를보장하므로, 상호클라우드는아주좋은기회로고려

되고있다.

5. 결론
클라우드서비스브로커리지(Cloud ServicesBrokerage)

분야는기술적인혁신과다양한이점등으로인해현재

시장에서큰주목을받고있다. 클라우드서비스및제품

이빠르게증가하면서, 기업들을위한기존의클라우드

시장은여러형태로확장되고있기때문에, 최종사용자

(End User)들이여러업체들의다양한제품들의서비스

를이용하는데점차어려움이발생하고있고, 또한클라

우드기반제품이급속히확산되면서제품들에대한완

벽한통합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클라우

드이식성표준, 보안프레임워크및상호운용성측면의

융통성이요구되고있다. 클라우드서비스브로커리지

를이용하면판매업체에대한종속성(vendor lock-in)이

필요없어질뿐만아니라, 서비스인증측면에서완벽한

연동을보장할수있다.



다양한유형의제품, 공급업체및규정들이혼합되어

있는클라우드는이질적인서비스들을공통플랫폼상

에서사용자에맞게변경하고통합해야하는중대한도

전에직면하고있으나, 이제이러한상황은클라우드서

비스브로커리지라는개념에의해단순화되고있다. 클

라우드서비스시장은이러한서비스를활용및관리해

야하는클라우드서비스소비자들의능력보다빠르게

확장되고있고, 이러한상황에서클라우드서비스브로

커리지는하나의해결책으로등장하여, 모든인프라구

조, 통합과응용조건에서보다동적인서비스를제공함

으로써, 이러한서비스를안전하게사용할수있게한다.

집적, 고객맞춤화및 / 또는통합서비스를적절하게

혼합시킴으로써, 클라우드서비스브로커리지는소프트

웨어, 인프라구조, 플랫폼, 보안과가상화요구를완벽

하게통합하고, 동시에일부경우에는완벽한선택목록

을제시하기도한다. 이러한개념은최종사용자는판매

업체에종속된없이요구사항에맞는클라우르서비스

를선택하고변경할수있게되기때문에클라우드시장

의중요한변화를가져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Cloud Services Brokerage(CSB)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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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과학기술ODA사업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과

학기술이 ODA사업의중요한영역으로설정되고산학

연관이추진하는다양한사업과하부구조가발전하고

있기때문이다. 과학기술에대한지원과더불어우리나

라과학기술발전경험을수원국에이전하려는노력도

나타나고있다. 이는우리나라가국제사회에서지원을

받는수원국이아니라지원을하는공여국으로활동하

기시작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렇게대학, 연구소, 산업체, 정부등여러주체들을

중심으로다양한방식의 ODA사업이전개되고있지만

장기적인전망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는경우는많지

않다. 추진하는사업이수원국에서어떤의미로자리잡

고어떤형태로진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큰그림없이

개별적이고파편적으로진행되기도한다.

사업이초창기단계에있기때문에이런현상이나타

날수도있다. 그러나앞으로사업전반을이끄는기본

철학과틀이없으면앞으로전개되는사업에서소기의

성과를얻기어려울것이다. 지식인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미있는일을했다는자기만족을넘어실

제로수원국을변화시키기위해서는좀더장기적이고

체계적인그림이필요하다.   

이글에서는시스템혁신(system innovation)의관점에

서과학기술ODA사업을다루고자한다. 장기적이고종

합적인비전에입각해수원국의시스템형성과지속가

능한발전을고려하면서개별사업을추진해야한다는

점이강조될것이다.

수렴론벗어나기
우리는추격담론에익숙하다. 우리가외국을모방하

면서발전해왔고그과정에서성공했기때문이다. 수원

국또한우리가기술시스템을개발해온길을추격·모방

해야한다고생각한다. 이는단선적발전론인수렴론으

로귀결된다. 우리가간길은옳은길이고수원국도우리

가간길을따라야한다는것이다. 정부가주도하는과학

기술ODA사업의경우이런경향이나타나고있다.

수렴론은기존경로를따라가는것이기때문에전략

방향이명확하고자원을집중할수있다. 그리고추격을

통해도달해야할미래의모습도구체적으로그려볼수

있다는강점이있다. 따라서암묵적인발전비전으로서

매우유용한관점이다.

그러나수렴론은과도한일반화의문제점이있다. 우

선우리의기술발전모델은독특한역사적·경제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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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술시스템 혁신과 과학기술 ODA

적·자연적조건에서형성된것이다. 맥락이다를경우

그에적합한기술개발전략과지원방식을선택해야한

다. 기술시스템의진화궤적은다양하기때문에그중수

원국상황에부합되는길을선택할필요가있다. 우리가

일본의기술개발전략을모방한것은동아시아지역의

문화적유사성때문이었다. 더불어모방한기술을구현

하는과정에서일본것을그대로답습하는것을넘어독

특한한국형방식을개발했다는특징이있다.

수렴론은또한우리가기술개발과산업을발전시키는

과정에서겪었던사회·경제문제를당연히거쳐야할필

요악으로간주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우리나라가에

너지를다소비하고환경부하가큰기술시스템을형성했

다고해서수원국이그궤적을반드시따라야할필요는

없다. 오히려피해갈수있다면피해야한다. 우리의경

제개발과기술개발과정에서나타난여러사회·경제적

문제와환경파괴문제를타산지석으로삼아그것을회

피할수있는대안들을검토해야한다.

이에대한근본적인대응을위해서는경제성장만이

아니라사회·환경·경제를균형있게접근하는지속가능

한발전을ODA사업의핵심목표로삼는것이필요하다.

경제성장만으로는우리가겪고있고또수원국도더심

각하게경험하고있는빈곤의문제, 양극화문제, 기후변

화문제, 자원·에너지문제를해결할수없기때문이다.

지속가능한발전을지향점으로삼는다면기술개발과정

에서성장뿐만아니라환경적가치, 사회통합을고려한

기술을도입하고형성해가는활동이이루어진다. 과학

기술ODA 또한이런흐름에서전개될것이다.

사회·기술시스템혁신
우리의관점에서 ODA사업은과학기술을공여하는

사업이지만수원국의입장에서는기술시스템, 더나아

가서사회시스템을형성하는과정이된다. 사업이효과

적으로전개되어수원국에뿌리를내리면기술을도입·

활용하는조직과제도가형성되고기술개발결과로인

해새로운사회·경제활동이발전하게된다. 이는수원국

에서기술혁신과사회혁신이동시에전개되면서공진화

하는계기가될수있다. 이런점에서사회·기술시스템

혁신론을ODA사업에도입할필요가있다. 

시스템혁신론은먼저시스템전환을주장한다. 세계

화, 기후변화, 양극화로대표되는거시환경변화는시스

템전환을요구한다. 현재시스템으로는장기적으로경

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지속가능하지않기때문에새

로운시스템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것이다. 빠르게

전개되는세계화과정에대한적절한대응이이루어지

지않으면국가별·국가내양극화는더욱심화되고기후

변화로인한피해확산도심각해질것이다. 

그러나기존관행과구조, 문화가네트워크를형성하

여사회·기술레짐(socio-technical regime)으로서강고하

게자리잡고있기때문에시스템혁신은쉽게이루어지

지않는다. 한요소(ODA를통한기술도입)를변화시켜

도다른요소들이함께변하지않으면시스템혁신이이

루어지기어렵다. 시스템을구성하는각요소들은보완

성을지니며상호강화하는구조를이루고있기때문이

다. 이런상황에서는특정한요소(대규모시설건설사업

등)에초점을맞춘대규모정책이나사업은실패할가능

성이높다. 사업의결과물이제대로기능하지않거나고

립된섬으로존재하게된다.

시스템 혁신: 환경변화의 압력과 니치에서의 새로운 사회·기술실험
의 결합



시스템혁신론에서혁신의출발점은새로운기술과

조직·제도에 대한 ‘실험(niche experiment)’이다. 기존

시스템을혁신할수있는사회·기술을특정공간(니치)

에서실험하는것이다. 이실험이성공하면새로운사회

·기술맹아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고그것을확대·발

전하는데필요한지식을축적하게된다. 관련혁신주체

들의네트워크도형성된다. 이런활동이확대·발전되면

사회·기술시스템혁신을위한교두보가마련된다. 

과학기술 ODA사업은사업담당자의입장에서는정

해진실행목표를수행하는활동이다. 그러나시스템혁

신론의관점에서본다면수원국에새로운시스템의맹

아를형성하고확산시키는실험이될수있다. 수원국의

과학기술대학운영을지원하고연구소를형성하는활동

은단순한기관형성활동이아니라시스템전환의하부

구조를만드는활동이된다. 수원국의특정지역에부합

되는기술을구현하고그것이지역사회에서유지·관리·

활용되는기반을구축하는활동은전환을위한실험이

라고할수있다.

물론이러한의미부여가이루어지면서 ODA 사업이

전개되기위해서는수원국이소망하는사회·기술시스

템의이미지와비전이제시되어야한다. 또비전을공유

하면서여러사업을이끌어갈수있는네트워크가필요

하다. 그렇지만이런조건은미리존재하는것이아니다.

비전과네트워크는전환실험과정에서형성되기때문에

불명확하더라도방향성을갖는새로운실험을시작하

는것이중요하다. 시스템혁신의뜻을가진사업이진행

될때비전도발전하고네트워크형성및지식축적이이

루어진다. 

능력향상
시스템혁신의방향을설정하고이를 실험으로구현

하는것은상당한능력을필요로한다. 많은경우시스템

혁신을추진방향과실험설계를공여국이제시하고수

원국이그것을수용하는양상을보이게된다. 

그러나시스템혁신이성공하려면수원국내에비전

과정책기획을수행하고실험을기획·수행할수있는

능력이자리잡도록해야한다. 그리고수원국이자신의

의견을개진할수있는의사결정구조도요구된다. 아무

리좋은시스템혁신의비전과그것을위한실험, 전략적

관리가제시되어도수원국자신의혁신과실험이되지

않으면무의미하다. 

따라서과학기술 ODA사업을추진할때수원국의능

력향상과참여형의사결정구조를사업내에내장시키

는것이요구된다. 수원국사람들과 20년뒤미래의모습

을같이그려보면서그것을구현하기위해현재수행해

야할실험들을논의하는장을만들어야한다.

함께하는 글로벌 공학교육 - ODA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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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대학교 LINC 사업단장
sjlim@tw.ac.kr

LG전자 멀티미디어연구소 선임연구원
동원대학교 IT융합학부 부교수           
동원대학교 산학협력처장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동원대학교 LINC사업단장 
관심분야: 시큐리티시스템, 3D, 멀티미디어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한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동원대학교 LINC사업단

가족회사와유대강화로지속가능한산학협력네트워크구축
동원대학교LINC사업단은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가족회사지원센터, 사업운영팀, 체제혁신팀,

인재역량강화팀, 기업연계팀, 성과관리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공학계열 8개학과 25명의교수와약 1,500명

의학생이 LINC사업에참여하고있다. 잔국 30개의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중수도권에서현장실습

집중형대학으로선정된동원대학교는다음과같은목표를가지고사업을운영하고있다.

•최고수준의교육품질, 유능한인재양성으로고객만족선도대학을완성하기위하여현장실습강화를통한학

생들의취업능력향상

•올바른인성과창의적인직무능력을갖추고지역사회와산업계에공헌하는우수산업기술인력양성

•현장실습, LTT, 인턴십, 가족회사, 창조적역량인재양성프로그램등다양한산학협력프로그램을통하여취

업시현업에바로투입될수있도록현장적응능력강화

본사업을통한산학협력SYSTEM과COMPONENT 선도모델창출성과는다음과같다.

•산학협력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교원임용및평가시산학협력영역평가, 산학협력실적을연구실적으

로인정

•산학협력친화형대학체제개편으로지역산업과밀착된산학연계형전문대학육성

•산학협력단위상및전문성제고를위하여대학내산학협력총괄기구로서의기능강화및산학협력관련기

구의통합운영

•현장밀착형교육과정개편및인재양성을 8개LINC사업참여학과중심으로운영

•현장실습시행및현장실습이수학생비율확대

•기업연계형캡스톤디자인운영및캡스톤디자인이수학생비율확대

공학교육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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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전략및목표

산학협력선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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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대학교산학협력선도모델성과

산학협력친화형대학체제개편
교원평가시산학협력실적을 45%에서 50%로상

향반영하고있으며, 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수와지

정형산학협력중점교수가취업특강, 현장실습사전

교육, 가족회사협약등의산학협력활동에매진할수

있도록책임시수를최소화하여주당 6시간수업으로

조정하였다. 그결과취업 97명, 현장실습순회지도

구분 항목 세부추진내용

SYSTEM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및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정
■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
■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 반영 비율 확대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단 규정 제정 및 운영
■ 산학협력중점교수 규정 보완
■ 산학협력파견교수 제도 운영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LINC사업단장의 평가체계 개선

산학협력단 역할 
재정립 및 역량강화

■ 대학 내 산학협력 Hub기능 강화
■ 총장 직속기구의 LINC사업단 운영
■ 교무위원급 LINC사업단장 임명
■ 산학협력 관련기구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산학협력처, 산학협력단, LINC사업단 통합 운영)
■ ‘산학협동의 날’ 지정 운영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 가족회사지원센터 운영
■ NCS를 반영한 현장실습관리시스템 구축
■ 산학협력관리시스템 구축
■ 동원대학교 LINC사업단 내 창업교육센터 운영
■ 하남산학협력센터 운영
■ 강남산학협력센터 운영
■ 페이스북에 동원대학교 산학협력협의회 페이지 구축

COMPONENT

산업수요 반영 
교과의 개편

■ 산업체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 NCS 체제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시행

현장실습 확대

■ 현장실습 운영 시행세칙 개선(4주, 160시간 요건 강화)
■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배포(기업용,학생용,학과용)
■ 산학협력파견교수 운영
■ FSM(Flea Study Market: 현장실습 모니터링) 운영

기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운영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 전국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참가(2팀)
■ 전국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수상(장려상)
■ 산학연 EXPO 참가(3개팀)

LTT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인력양성(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
■ 교양기초심화교육(‘창업성공전략’ 교과목)프로그램 운영
■ 창업캠프 시행
■ 창조적역량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멘토지도교수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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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건, 산업체특강 4회, 현장실습사전교육 8회, 가족

회사 119개업체운영등의실적을거두었다. 

산학협력인프라확충
동원대학교는경기도광주에위치하고있는데광주

의경우친환경지역으로학생들이졸업후많이진출

하는제조업과같은분야의회사가다른지역에비해

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따라서졸업생대부분이성

남, 강남, 강동, 송파등의산업체로취업을하고그지

역의회사들과산학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

지리적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강남산학협력센터

와하남산학협력센터를운영하여학생들의지도및

산학협력활동을지원하고있다. 또한산학협력관리

시스템을구축하여효율적인가족회사관리가가능

하도록하였으며디학중심의산학협력이아닌산업

체중심의산학협력네트워크구축을위하여페이스

북에동원대학교산학협력협의회페이지를구축하여

운영하고있다.

산업수요반영교과반영
21개학과 499명과 437개산업체를대상으로NCS

기반의직무분석과수요조사, 산업체수요조사를통

한교육과정개편및현장적응력향상을위한실무형

교육과정개편을목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 13

개학과에서NCS를반영한교육과정개선연구를실

시하여 2014년부터교육에반영하고있다. 또한학생

들의창업마인드를확산시키기위하여창업성공전략

6개 교육좌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양과정에서도

NCS 직업능력기반의교양교육과정을개설운영하

고있다. 

현장실습확대
학생들의산업체현장적응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

서는현장실습교육강화가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하

여 1개학과를제외한공학계열과비공학계열의모

든학과에서현장실습을 4주 160시간이상산업체에

서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현장실습시발생할수있

는문제점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FSM(Flea Study

Market 현장실습모니터링) 제도를실시하고있다.

또한산학협력파견교수를운영하여학과지도교수

가현장실습지도가어령ㄴ경우학과지도교수를대

취업역량강화 특강

현장실습 사전교육

산학협력관리시스템 구축

강남 산학협력센터 구축 동원대학교 산학협력협의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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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현장실습지도를실시하고있다. 2013년

에는현장실습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원활한

현장실습교육이이루어지도록지원하고있다.

기업연계형캡스톤디자인운영
학생들의현장적응능력향상을목적으로실

시하고있는현장실습교육의효과를극대화하

기위하여산업체지도위원과함께현장실습기간중

학습한내용을활용할수있는기업연계과제를발굴

하여이를캡스톤디자인작품으로연계하는방안을

추진중에있다. 그결과현장실습기간중모글루툴

을이용하여전자책만드는실습한학생들이캡스톤

디자인작품으로“백설공주전자동화책”을개발하여

전구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에서장려상을수상하였

으며해당작품만드는기술을창업동아리와연계하

여운영중에있다.  

LTT 프로그램운영
동원대학교는학생들의전공교육을강화하기위하

여LTT(Learn Today Lead Tomorrow for Tongwon) 프

로그램으로전공기초심화교육프로그램, 어학능력향

상프로그램, MOS 자격증취득교육프로그램, 대기업

취업반프로그램운영, 학생리더십프로그램, 평생멘

토지도교수제를운영하였다. MOS 자격증취득프로

그램의경우 516명이수강하여 388명이자격증을취

득하여 75.19%의높은취득률을올렸다. 평생멘토지

도교수제의경우학생들이학교에재학중에멘토링

을실시할뿐만아니라학생이휴학중이나복학시또

는졸업후취업시에도지정된멘토교수가계속해서

같은학생을멘토링을실시한다.

산업체만족도
2012년부터 LINC 사업을추진함으로써산학협력

의기반을확고히다진결과매년산업체만족도가상

승하는결과가나타나고있다. 만족도조사는산업체

와의협력관계, 동원대학교출신자에대한만족도등

을조사하는대학의산업체만족도와현장실습학생/

지도교수/산업체담당자의현장실습에대한성과를

분석하는현장실습만족도 2가지를실시하였다. 2013

년산업체만족도는 87.0 점으로전년대비 1.5점향상

되었으며산학협력업체, 동원대학교출신자만족도

모두전년대비향상되었으며, 그중동원대학교출신

자만족도의상승폭이더크게나타났다. 현장실습만

족도의경우 2013년실습학생의종합만족도(CSI)는

77.4점, 산업체담당자는 85.6점, 지도교수는 77.0점

으로실습학생과산업체담당자의종합만족도(CSI)

현장실습관리시스템 구축

FSM시행                 현장실습사례발표회

전국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캡스톤 디자인

취업캠프 취업역량강화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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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전년대비상승하였으나, 지도교수의종합만족도

(CSI)는전년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지

도교수의경우현장실습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

서학생들의전공지식수준을더향상시켜학교에서

학습한내용을현장에서바로적용할수있도록해야

한다고판단한결과이다.

산업체 만족도 현장실습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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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투명소자
및UX창의연구센터장
kyungku@etri.re.kr

KAIST 기계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컴퓨터소프트웨어및공학 겸임교수
관심분야: 인간-기계 상호작용, 센서 및 액추에이터, 기능성 소재

기능성 투명소재를 이용한 상상기술 실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투명소자 및 UX창의연구센터

투명액추에이터소자란? 

투명액추에이터소자는전기장, 자기장, pH, 온도, 빛등외부자극이인가될때

물리적변형이발생하는투명한지능형기능소재로이루어진구동소자이다. 동

작소재의물성에따라유연하거나단단한형태로구분된다. 유연성을갖는지

능형기능소재중에가장대표적인소재는전기활성고분자 (Electro-active poly-

mers, EAP)이다. 전기활성고분자연구는 1880년에뢴트겐의전기장에의한고

무의형상변화현상발견이근간이되었으나, 100여년이지난 1990년대후반부

터미항공우주국(NASA)등에서인공근육소재로의가능성을발견하면서현재

까지연구가이어지고있다. 전기활성고분자는구동메커니즘에따라크게분극화현상을이용하는압전성고분

자, 이온전이현상을이용한이온성고분자, 정전기력을이용한유전성고분자로분류할수있으며, 인공근육뿐

만아니라기계, 전자정보기기, 의공학, 군사, 우주등다양한응용분야에서연구되고있다. 

전기활성고분자는변형량을매우크게발생시키는특성에대응할수있도록오랫동안탄소기반전극을사용

하여구동하였기때문에투명도를보장하기어려웠으나, 최근에탄소나노튜브, 메탈나노와이어, 그래핀등대

변형에강인한투명전극제조및패터닝기술의발전으로변형이큰유연한투명액추에이터의구현이점차현

실화되고있다. 투명도를확보한스스로모양이변하는액추에이터는기존의응용분야외에유연박막형촉각

인터페이스, 웨어러블인터페이스, 점자기기, 3차원디스플레이디자인및구현기술에있어서새로운패러다임

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투명액추에이터기술연구동향
전기활성폴리머기술을초기에확보한일본의 EAMEX社, 미국의 SRI, AMI社등은얇은박막형액추에이터

를상용화수준에가깝게개발함으로써생체모방로봇, 트랜스듀서, 완구, 촉각인터페이스, 필름형카메라줌모

듈등다양한응용분야를제시하였으며, 한국에서는한국전자통신연겨원(ETRI), 인하대, 성균관대등에서촉각

공학교육의 현장

<인공근육 기반 팔씨름, NASA/S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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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점자모듈, 렌즈, 스피커등관련연구를수행중

이다.

현재의터치패널과연동할수있는경도를갖는투

명액추에이터는일반적으로정전기력를이용하여동

작하며, 패널과사람손사이의정전기력을이용하는

Disney社의 Tesla Touch, Senseg社의 Senseg, 투명한

두패널간의정전기력을이용하는 Pacinian社의촉각

피드백패널이대표적이다.

압전성고분자인 PDVF (Polyvinylidene fluoride)는

분극화현상에의해전기장인가시물리적변형을생

성하고, 외력이가해졌을때전기적신호를발생시키

는특성을가지는전기활성고분자로압전세라믹에

비해특성은우수하지못하지만유연성및광투과도

면에서압전세라믹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소재이

다. 현재압전성고분자는액추에이터및센서로다양

한응용분야에활용되고있으며, 특히투명전극기반

필름형스피커로제품화되고있다.

유전성고분자인PDMS(Polydimethylsiloxane)는우

수한광투과도를가진유연한소재로서전기장의인

가에의해발생하는정전기력으로대변형을생성할

수있는전기활성고분자이다. 일반적으로유전성고

분자필름형액추에이터는두께방향의전기장에의

해발생하는길이방향의변형을이용하나, 상대적으

로견고한프레임에고정하면볼록렌즈형태의변형

을유도할수있으므로투명전극을접목하여초점거

리조절렌즈로연구되고있다.

<ETRI와 SRI의 시-촉각 입출력 모듈>

<Tesla Touch와 Pacinian의 촉각피드백 패널>

<투명 필름 스피커>  

<초점거리 조절 렌즈: 응용디바이스>

<전기활성고분자 응용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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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투명소자및UX창의연구센터
ETRI 투명소자및UX창의연구센터(센터장경기욱)

는기계, 광학, 소재, 화학, 전산학등의다양한전문가

가모여투명도와유연성을갖는액추에이터를설계

하고, 이를기반으로사용자에게새로운체험을전달

하는신개념 IT기기를제안하는것을목표로연구를

진행하고있다.

마주보는유리패널양면사이에정전기력을발생시

켜물리적운동을일으키는투명촉각출력모듈은기

존의터치패널에적용할수있는수준의투명도와두

께를가지며, 30dB 이상의촉각출력을발생시킬수

있는필름형태로개발되고있으며, 동시에사용자에

게조작실감을제공하기위해서사용자의입력의세

기를측정하여누르는힘에때라촉각출력을조절할

수있도록개발되었다. 본연구는소프트웨어연구부

문과협력하여현재새로운촉각상호작용이가능한

단말기형태로개발을진행중에있다.

전기활성고분자와투명전극기술을이용하여터치

스크린상에서직접적인물리적형상변화를제공할

뿐만아니라향후유연디스플레이등에서적용할수

있는투명유연액추에이터어레이를개발중에있다.

전기활성고분자는일반적으로큰변형을일으킬경

우출력이크지않은단점이존재하여, 기대치에비하

여응용한계가존재하는데, 투명소자및UX창의연구

센터에서는유연성, 고출력, 대변형을모두제공하는

액추에이터어레이기술확보를위해다양한연구를

진행중에있다.

유연디스플레이의개발과함께유연터치패널의필

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의 터치패널은 굽힘

(bending)을가하였을경우본래의동작상태를유지

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 투명소자및UX창의연구센

터에서는표면에굽힘이발생하여도안정적으로동

작할수있으면서누른힘의세기를동시에여러곳에

서측정할수있는촉각센서를개발중에있다. 촉각센

서의두께는100um이내로피부와같이일정하지않는

곡면에부착할수있는수준이며, 피부에부착된상태

에서도수직방향의입력에만반응한다. 또한누르는

힘의세기를이용하여다양한입력명령을설정하는

방법에관하여서도연구를함께진행중이다.

형상가변마이크로렌즈융합파이오니어연구단
본연구센터에서는 2013년미래창조과학부미래유

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을수주하여형상가변마

이크로렌즈융합연구단을발족하였다. 렌즈는안경,

망원경, 휴대폰, 프로젝터, 광학정보기기, 의료기기,

군사기기등수백조이상의시장규모를갖는핵심부

품이다. 투명하고스스로모양을바꿀수있는액추에

이터는광학적특성을바꿀수있는장점이있으므로,

<투명 촉각 입출력 모듈>

<투명 유연 액추에이터 어레이>

<투명유연 촉각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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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개념의가변렌즈연구개발을진행중에있다.

전기활성폴리머를임의의형상으로빠른시간에변

화시킬경우, 기존의튜너블렌즈가초점거리만변화

시킬수있는데반하여빛의분산형태, 위상, 굴절률등

을모두변화시킬수있는얇고투명한렌즈어레이를

실현할수있다. 본연구단의연구에는새로운기능성

소재개발, 다양한형태의렌즈연구, 광학적특성이우

수한나노소재등의연구가동시에필요하므로, ETRI

뿐아니라인하대학교(김재환교수), 한국기술교육대

학교(김상연교수), 경희대학교(김선국교수) 연구팀

이함께참여하고있다.

<능동 렌즈 어레이 샘플> <ETRI 투명소자 및 UX창의연구센터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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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 길

인천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

2005년: 일본 Tohoku Univ. 재료공학 박사
1993년 ~: 2000년 한국기계연구소, 선임연구원
2005년 ~: 현재 인천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 
관심분야: 나노분말, 희소금속, 자원 회수, 화학분석 

박 욱 기 

인천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인천모터시험인증센터 담당
wkpark@itp.or.kr

2010년: 인하대학교대학원 전자공학 박사 
2010년 ~ 2013년: 한국전기연구원 / 선임연구원
2013년 ~: 인천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인천모터시험인증센터 담당
관심분야: 모터시험·인증, 무선통신, 마이크로웨이브, RFID

인천테크노파크 소개  

으뜸가는기업지원기관’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Incheon Technopark)는‘기업의성공

비즈니스’를돕는기업지원기관이며, 인천지역경제에

활력을불어넣고새로운일자리를늘려나가기위한다양

한기업지원서비스를펼치고있다. 특히국가경쟁력강

화,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기업지원과좋은기업을넘

어, 위대한기업으로도약을위한‘디딤돌’ 역할과, 기업

의어려움을함께고민하고해결하는 ‘평생도우미’ 역

할을하고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1998년정부와인천시의도움으로세워진비영리재단법인이며송도국제도시에위치하

고있다. 

인천테크노파크는산업기술단지인송도사이언스빌리지를조성하여산·학·연연구기관을집적화하고국

내외네트워크를구축기술인프라의확충을통해세계를향한기업의꿈을실현할수있도록기업의성장을‘맞

춤·연계·밀착’ 지원하고있다. 

설립초기창업보육, 시험생산,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교육훈련등의기업지원을시작으로지금은기업성

공학교육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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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 시험인증지원, 기술개

발지원, 산업· 과학기술정책연구등으로그영역을

점차넓혀나가고있다. 인천테크노파크는이를통해

기업들이성공을향한계단을한단계씩올라설수있

도록돕는 ‘도우미’이자 ‘디딤돌’ 역할에충실하고

있다. 

기술혁신의메카, 인천테크노파크는국내최초의

집적형산업기술단지이다. 지역기술혁신의거점인

인천테크노파크는기술혁신엔진, 네트워크의중심

으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인천의기술포털및동북

아비즈니스허브를구현하고있다. 

또한인천지역기업육성과새로운산업창출을위

한종합기술지원기관으로각종산업분야의첨단기

술개발과상용화를통해중소기업의성공비즈니스

를지원하고있다. 세계적인기업을키워내는기술이

인천테크노파크의미래라고생각하며, 동북아의산

업, 경제, 기술의중심, 인천테크노파크가기업의성

장을곁에서돕는기업의동반자로서최선의노력을

다하고있다.

기술개발지원
공동연구, 현장애로기술개발등을통해기업의기

술혁신을지원하며지역특화산업을이끌어나가고

있다. 

기업·테크노파크협력공동기술개발은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중기

청) 등중앙정부의R&D사업수주를통해기업과함

께기술개발에힘쓰고있고이는기업의기술경쟁력

을높이고, 개발된기술이신제품생산으로이어지는

연결고리역할을한다. 

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지원은기업이갖고있는

기술이실용화될수있도록산·학·연협력을통해

기술혁신및기술개발을지원하고, 미래유망산업인

동시에인천전략특화산업인바이오, 자동차, IT, 기계

소재, 물류, 녹색기술등의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개

발을인천전략특화기술개발로지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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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생산지원
제품의아이디어단계에서시험생산에이르기까지

모든과정에걸쳐One-Stop지원체계를구축하여기

업의신제품개발, 제품성능향상등기술혁신을돕는다.

시제품신속개발지원은 3차원 CAD를활용한‘입

체설계’ , 레이저조형장비를활용한‘쾌속조형’ , ‘정

밀주조용왁스패턴제작’ , 3차원측정기를이용한‘역

설계’ 등시제품을신속히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

고, 중간소재상용화지원은세라믹·금속의나노입

자제조, 기능성소재화기술, 박막코팅등의기술을

지원하며소재와제품의표면조직, 표면결함의분석

을통해제품불량및애로기술해결을지원하고있다. 

인천테크노파크는기업지원수요를발굴해전문컨

설팅을거친뒤디자인과역설계등기업지원서비스

를제공을해주고있고시제품제작등을통해기업이

보유하고있는기술을상용화하여부가가치를창출

할수있도록돕고있다. 

기업성장지원
창업후건실한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기업의

다양한수요(Needs)를온·오프라인을통하여즉각적

으로파악한뒤, 내·외부기업지원네트워크와연계

하여맞춤형기업지원을추진하고있다. 

산·학·연네트워크구축운영은국내외산·학·

연네트워크를활용하여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수

있도록지원하고,통합적기업지원은아이디어구체

화, 사업화, 경영마케팅, 컨설팅, 교육등예비창업자

를비롯하여일반기업에이르기까지성장에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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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인천테크노파크의전문인력, 보유장비, 기업

지원프로그램및네트워크를활용하여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있다.

경영·마케팅지원은기업의애로사항에대한자문

활동을통하여기업눈높이에맞는해법제공등맞춤

형기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기업의성장

단계에따라소요되는투·융자자금을유관기관과

연계하여자금을지원하고있다.

자동차부품산업지원
인천시가자동차부품산업특성화도시로자리매김

할수있도록자동차부품기업의경쟁력강화와부품

의품질향상을위한기술개발, 시험평가지원및기술

인력양성업무를펼치고있다. 

자동차부품산업육성은자동차부품기업의기술경

쟁력강화및수출확대를위하여산·학·연협력네

트워크를구축하고, 기술개발, 시험평가, 기술인력양

성등자동차부품의설계, 해석, 시험, 마케팅을분야

별로종합지원하고있다.

국가공인시험지원시스템운영은 ‘자동차부품의

진동시험방법’에대한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자

격획득(2008. 11) ‘재제조부품의품질·성능평가대

행기관’ 지정(기술표준원)되어서비스하고있다. 

자동차부품시험평가지원은자동차부품개발및

성능평가를위한복합환경진동시험및단축·다축

유압가진시험지원, 자동차재제조부품의품질성능

평가를위한시동전동기, 에어컨 compressor, calliper,

lower am성능평가시험을지원하고있다. 자동차부품

의해석및성능예측기술지원은차량동력학및샤시

모듈설계·해석기술지원(ADAMS), 자동차부품의

구조및내구·피로해석기술지원(NASTRAN, FEM-

FAT)을하고있다.

바이오산업지원
기술개발지원을위한공동실험실운영과현장실

무형인력양성및바이오산업발전을위한산·학·

연·관네트워크운영등다양한지원사업을통해바

이오산업클러스터활성화를추구하고있다. 

네트워크구축운영은산·학·연·관으로구성된

‘인천바이오산업협의회’ 운영으로바이오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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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및정보교류등을이끌어내며, 기업육성기반을

다지도록지원하고있고, 바이오기업의기술개발지

원에필요한장비를갖춰기업들이편리하게이용할

수있도록장비구축및사용지원도하고있다. 

기술지원은기업의애로기술해결을위해미생물

배양, 분리정제, 분석등을지원하는동시에세포배양

시스템등을통해기능성화장품효능분석을지원하

고있고전문인력양성은바이오기업실무자및대학

교재학생을대상으로장비사용및실무중심의맞춤

형기술교육을실시하고있다. 

기술거래촉진사업화지원
개발된기술이나지식재산권이수요자에게신속하

게제공될수있도록기술중개와기술사업화를지원

하고있다. 

기술거래중개는대학, 연구소, 기업, 개인등이보

유한우수한기술을찾아내어이를필요로하는기업

에게제공하는기술거래중개업무를담당하고있다.

기술사업화지원은기술이전및도입희망기술을찾

아내어널리알리는등기술수요자와공급자사이에

기술을중개하고, 해당기술의사업화촉진을유도하

며R&D투자의효율성제고에기여하고있다. 

네트워크구축및운영활성화는 ‘인천기술이전센

터’ 운영을통해기술발굴, 컨설팅, 기술평가, 거래,

기술창업등일련의절차를지역내유관기관과전문

가의협력네트워크를통하여지원하고있으며, 나아

가타지역광역권네트워크와도연계하여기술거래

활성화및확대를모색하고있다.

교육연수프로그램운영
기업의생산성및업무효율성향상, 산·학·연연

계를통해기업의수요(Needs) 분석, 실무중심의교육

프로그램등현장위주의맞춤교육을돕고있다. 



현장애로기술지원및전문인력양성은기업의현

장애로기술지원을위해장비활용교육및품질향상

전문인력양성등현장맞춤형교육을제공하고있고,

기업혁신역량강화는 3차원 CAD, 경영전략, 영업,

마케팅등단기과정과기업임직원의역량강화를위

한다채로운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주요교

육프로그램은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기술전문인

력양성, 쾌속조형전문인력양성, 바이오장비활용교

육, 기업임직원역량강화교육등이있다. 

산업·기술정책기획
인천시의과학기술정책이체계적으로수립될수있

도록과학·산업분야R&D사업을전문적으로기획,

평가, 관리하고있다. 

지역과학·산업기술정책연구는지역과학· 산업

기술동향에대한체계적인조사분석과주요현안에

대한연구를통해과학·산업기술발전을위한정책

추진방향을제시하고있다. 

R&D사업기획·평가·관리는지역과학·산업

기술에대한계획및로드맵을수립하고, 인천시연구

개발(R&D) 지원사업과제관리및평가업무를수행

하고있다. 

지역기업R&D과제기획지원은‘중소기업융합지

원센터인천센터’를운영하는등지역기업의신성장

동력발굴을위한기업맞춤형 R&D과제를기획지

원하고성과확산과산학연협력을위한지역혁신네

트워크구축은R&D성과확산과산·학·연협력의

폭을넓히기위한지역혁신네트워크구축과활성화

를지원하고있다.

인천모터시험인증센터소개
(Introduction for Incheon Motor Test & Approval Center)

최근모든산업부문에서에너지절감을위한치열

한경쟁이펼쳐지고있다. 에너지절감이곧자원및

환경보호이며, 이는인간의삶의질을높이는바로미

터라는데공감을하고있기때문이다. 이가운데모터

산업은디지털화, 자동화, 소형정밀화가급속도로이

뤄지고있고, 각종응용제품은각산업에서정밀구동

부품으로의수요가크게늘어나고있다. 적용산업의

범위도가전공조분야, 자동차, 정보통신, 의료기기,

로봇산업으로확대되는등미래의주력산업가운데

하나로부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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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경우전체전력소비량의약 60%, 산업

부문전력소비량의약 70% 이상을모터가차지하고

있다고한다. 이같은상황에서모터의고효율화는곧

에너지절감을위해서피할수없는필수관문이다. 그

러므로정부에서도고효율인증정책을 2008년부터

시행하여프리미엄급모터에대한효율기준을제정

하였고, 2012년도부터적용하여 2015년부터는생산

및판매를의무화하도록되어있다. 앞으로는신재생

에너지개발보다는 Energy Saving의시대이며, 이는

모터가주역이될것이다. 

현재인천지역의모터관련업체는전국의 14%로

타시·도에비해산업비중이매우높다. 특히인천은

자동차, 정보통신분야그리고인천로봇랜드조성에

따른로봇과메카트로닉스분야의성장가능성이다른

지역에비해매우높다. 또한중국과인접한지리적여

건으로제품및부품의수출공급기지로서의성장가

능성또한장점가운데하나이다. 그러나대부분영세

한중소기업으로소수의기업이시장대부분을점유

하고있어, 이들중소기업에대한기술지원등기술경

쟁력을높이기위한육성책이요구되고있다. 

이러한요구에지원하기위해 2011년도에인천광

역시 업종별 육성계획 중 모터산업이 선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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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모터산업발전추진위원회및모터기업협

의회가개최되어산·학·연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2013년도에『인천모터시험인증센터 (IncheonMotor

Center for Test & Approval)』를인천테크노파크내에

설립하고 2014년 1월 14일에개소식을열어현재운

영하고있다. 

이센터는모터관련제품의시험분석및국내/해외

인증시험, 핵심기술개발및인력양성등인천모터산

업의발전을위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그리고

해외 인증 분야로는 북미 UL, 독일 TUV, 네들란드

<실험실 현황>

<센터에 보유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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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RA, 노르웨이DNV등을획득했으며, 추후중국

CQC인증을획득할예정이다. 

센터내부는성능및효율시험실, 안전시험실, 화

재시험실, 환경시험실등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센터에구축된장비는다양한Dynamometer, 온도분

석시스템, 내전압시험기및절연저항시험기, RLC

시험기, Digital Power Meter, Leakage Current Meter,

오실로스코프, Digital Multimeter, Dielectric Strength

Tester, Earth Continuity Tester, 내트래킹시험기, 난

연시험기, 글로우와이어시험기, 뇌서어지시험기,

열충격시험기 , 항온항습시험기, 염수분무시험기,

고온시험기, 내진동시험기등175종을보유하고있다. 

센터설립으로기업제품의품질향상과글로벌경

쟁력강화가기대되며, 고효율모터산업육성을통한

기술선점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온실가스감

축을위한기후변화및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에바로대응할수있으며, 제품인증부

담완화로해외수출이증가될것으로기대한다. 그리

고국내기업의기술력이해외로유출되는것을차단

할수있으며시험인증분야의인천지역신산업및고

용창출이예상될것이다. 

결론
인천테크노파크(Incheon Technopark)는 ‘기업의

성공비즈니스’를돕는기업지원기관이며, 인천의미

래를상징하는송도국제도시에서산업기술단지를조

성하는등내실있는기업지원을위해산·학·연·

관과연계한다양한사업을하고있다. 인천테크노파

크는기술혁신기업발굴·육성, 신성장동력등먹을

거리발굴, 인천산업발전계획수립·시행등을위한

다양한세부방안을마련, 추진하고있고도움이필요

한기업들에게없어서는안될‘으뜸가는기업지원기

관’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기업지원

과좋은기업을넘어, 위대한기업으로도약을위한

‘디딤돌’ 역할과, 기업의어려움을함께고민하고해

결하는‘평생도우미’ 역할을할것이다. 

특히최근에설립이되어운영되고있는인천모터

시험인증센터는모터산업을새로운신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수있도록견인차역할을할것이며, 모터

산업뿐만아니라전·후방연관산업의동반성장으

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1.기술개발의필요성
가스배관이나파이프를연결하기위해서는클로즈스

패너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스패너를 이용하여

반복작업을통해볼트및너트를체결하였다. 반복작업

의불편함을해소하고작업능률을향상시키기위해, 오

픈스패너에 모터를 장착하여 불필요한 반복 작업 없이

체결작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작업자의 움직임을 최소

화하여, 기존의작업보다빠르고효율적으로업무를수

행할수있었다. 그로인해업무의속도가빨라져생산량

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전동 OPEN END WRENCH가

개발 되었다. 전동 OPEN END WRENCH는 가스배관,

파이프 연결부 등에 육각 너트를 장착하기위해 사용되

고있지만가격이비싸고, 무겁고, 넓은작업공간이필요

한단점들이있어많은곳에서사용이되지않고있다. 

현재국내몇몇기업에서사용하는공구인전동OPEN

END WRENCH는 길이가 길고 모터, 동력케이블이 달

려있어 굉장히 무겁다. 현재사용중인 공구는 전동이기

때문에모터가장착되어있고작동스위치가있는구조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고 동력전달케이블

을장착하여사용하기때문에, 기존의공구무게에무거

운케이블뭉치가더해져작업자에게부담을준다. 그로

인해 작업자의 피로도가 상승되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국내에서는개발된제품이없어전량수입에의

존하고있으며가격또한상당히비싸다. 이공구를지속

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포터“ 라는 보조 장치에 공구

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서포터”라는 보조 장치는 기계

식로봇팔형태로동력케이블과 OPEN END WRENCH

를고정하여이동이편리하고공구및케이블의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이다. 하지만 “서포

터”를설치하기위해서는작업반경이커넓은공간이필

요하고, 이동시필요한레일을장착해야하며가격또한

비싸다. 그리고 OPEN END WRENCH 1개당 서포터 1

대씩을장착하여사용해야하기때문에많은전동 OPEN

END WRENCH를사용할수없으며, 해당기계가설치

되어있는장소에서만사용이가능하기때문에작업공간

의제약을받는문제점이있다.

즉, 다시 말해 비싸고, 무거우며, 많은 작업공간이 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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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NUT ASSEMBLY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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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치명적인단점이있다. 

그래서반자동 OPEN END WRENCH를제작하여기

존에사용하던전동 OPEN END WRENCH의단점들을

보완하여가볍고, 길이또한작업자가사용하기편리하

게제작하여작업공간의제약이나, 무게로인한작업자

피로도감소, 작업속도향상을통한생산성증대를기대

할수있다.

또, 반자동 OPEN END WRENCH를 사용할 경우 기

존에사용했던전동OPEN END WRENCH보다가볍고,

쉽게이동하며작업이가능하고, 특정장소에서만할수

있는 것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공구를사용하는것이아닌상용화되어있는수공

구인라쳇핸들과에어공구인에어라쳇핸들을 이용하여

육각너트나볼트를체결할수있기때문에처음사용하

는작업자도손쉽게이용할수있다.

2. 수공구설계

(1) 기어설계

OPEN END WRENCH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번

의기어의 3D형상이다. 1번의경우너트를체결할수있

도록 6각 또는 12각으로 홈을 내고 체결 후 파이프에서

분리할수있게앞쪽은뚫린형태로설계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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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어의 허용응력에 따른 이 너비계산

표 1. 기어의 허용응력에 따른 이 너비계산



(2)케이스설계

기어와베어링그리고락핀이등이들어갈케이스형

상설계이다. 

실제제품제작전 3D 모델링을통한어셈블리작업으

로 작동 유무, 설계 실수 등을 파악한 뒤 실제 제품제작

에들어가게되었다. 

3. 제작
(1)Mock Up 제품제작

실제 공구를 제작하기 전 가공시간과 비용을 고려하

여플라스틱으로 Mock up 제품을미리제작해보았다.  

Mock up 제품제작가공으로인한치수변화를고려하

지 않아 매끄럽게 동작하지 않았고 가공시 치수변화를

고려한도면수정에들어가게되었다. 

(2) 제품제작

<그림 7>과같이초기타입은크기보다는동작에우선

을두어설계를하였다. 

제작후정상적인체결을확인하였고, 작업환경따라

체결공구가들어가지않는단점을발견하였고, 이를보

안하여케이스의불필요한부분을제거하여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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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번기어                그림 2. 각 기어별 CATIA 도면

그림 3. 케이스 2D 도면 

그림 4. 케이스 3D 도면

그림 5. 최종 조립 형상

그림 6. Mock Up으로 제작한 실제 모습 



4. 에어라쳇형공구설계
기존에 먼저 설계하였던 수공구의 단점 이었던 작업

속도그리고양손작업을하여야했으며숙련도에따라

작업능률의차이를보이게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작업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에어라쳇핸들을 사용하여 너트를

체결하는방식을고안하였다. 

기존 설계에서<그림 10>의 라쳇연결 부분을 제작하

고상용화된에어라쳇을고정시켜한손으로체결작업을

가능하게하였다. 

5. 최종완성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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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최종 완성한 오픈 렌치 내부

그림 9. 에어라쳇용 오픈렌치 CAD 도면

그림 10. 정면에서 본 에어 라쳇 연결부분

그림 7. 초기타입(위)과 최종 수정된(아래)의 완성품 모습

그림 11. Mock up 제품과 수공구 제품

그림 12. 수공구 제품과 에어라쳇 제품



6.기대성과및결론
기존의 전동 OPEN END WRENCH는 약 2kg에 해당

하는무게로인하여장시간사용시손목, 어깨등사용자

의 신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반자동 OPEN END

WRENCH는이보다가벼운재질로만들어사용자의신

체적부담을줄일수있다. 

또한 제품의 두께가 본래의 제품보다 얇게 만들어져

공간이협소한곳에서도능률적인작업이가능하다. 그

리고손잡이와동력전달장치를양손으로사용하는구조

로, 안전성을증가할수있고후면의케이블을연결하지

않고작업을할수있도록설계되어, 대량의작업을필요

로할시에는후면부에동력이전달되는부분을전동드

릴, 에어라쳇등의체결공구를사용하여작업의효율성

뿐만아니라작업속도향상을통한생산성증가를기대

할수있다. 

또한작업능력및효율성증가뿐만아니라작업의불

량률 또한 줄어들어 그로인한 손실비용도 줄어들 것으

로예상된다. 

그리고 특정한 공구를 사용하여 반자동 OPEN END

WRENCH를작동하는것이아닌시중에서사용되는라

쳇핸들과에어라쳇핸들을사용하고일정토크가필요한

곳에는 토크조절이 가능하여 한 번의 작업으로도 정확

한토크로체결이가능하다. 무거운공구를지지해주는

보조 장치 또는 동력케이블이 없으므로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므로 작업자가 보다 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수있다.  

작업공간이 협소할 경우 손잡이 및 동력전달 공구의

손잡이를연장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여더욱편리하

게작업할수있도록제작한다.

이 공구의 사용으로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

하고, 또한 처음 사용을 하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을 정

도로사용법또한간단하여여러사람이사용하는데문

제가 없을 정도의 간편성과 에어라쳇핸들과 접합이 가

능한설계로호환성까지갖추었다.

시제품제작을통해실제사용가능여부와각기어들

의움직임에따른간섭여부등을확인하여보다더정교

하고정밀한공구가될수있도록신경을쓴설계를하였다.

이번개발은기존의공구보다가볍고, 저렴하며, 호환

성도좋은공구의개발로실제현장에서사용이될수있

는실용적인공구의개발이되었으며, 이공구의사용으

로인해작업시간의단축및작업인력축소등의효과를

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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