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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표
가. 연구의 배경
q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하여야 함

제4장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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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공학과의 경우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예시

831

가. 강의목표 및 내용

1
3
8

나. 강의 계획서

138

*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1항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m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및 이에 따른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해외의 경우 이러한 교
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q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필요성) 최근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일부 마련
2. 산업디자인학과의 경우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예시

041

되고 있으나 현장형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저변인력 양
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특히 부족

가. 강의목표 및 내용

1
4
0

나. 강의 계획서

140

m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우리나라 특허 생산성 자체는 상
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전 세계 국제 특허협력 조약

제5장 결론

142

(PCT) 출원건수는 총 163,800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4%로 둔화되었으나, 우리나
라의 경우 12.0%의 증가율을 보임
** PCT 출원 건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7,908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m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기업 등 현장에서 수요로 하는 인
력의 양성은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 다학제적 문제해결접근과정을 직접 체험·학습할 수 있는 현장형 과정을 제공하여
활용도가 높은 인력을 육성할 필요
- 대졸 신입사원을 재교육하기 위해 평균 20.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신입사원 1인당
6천여만 원의 재교육 비용이 소요*
* 경영자총협회,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현황조사 (2005)

-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지식재산 교육은 이론‧강좌중심이고, 지식재산 활동
관련하여 출원/조사분석 등 단편적 실무기술 획득 외에, 기업이 실제 겪는 복합적
사안(신제품 개발, 시장출시)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미
흡

- vi -

- 1 -

m 대부분의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은 강좌중심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역량을 양
성하는데 한계

마련되어 있음
- 다학제적 문제해결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장적응

* 출원/조사분석 등 단편적 실무기술은 교육되고 있으나 기업이 실제 겪는 복합적 사안
(신제품 개발, 시장출시)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양성은 미흡

m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융합적 문제해결이 필요함에도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다학제
간 협력이 부족

력이 뛰어난 인력을 육성할 필요
m 지식재산권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하려면 지식재산인력 개념
의 이해, 관련 해외사례*의 분석 등 필요
* 외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저변인력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및 매뉴얼이
존재

나.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
다. 연구의 목표

q 세계경제 전반의 변화
m 세계경제가 지식기반 경제로 급속히 이행하면서 국가 및 기업은 중요한 핵심자원인

q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형 융

기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 및 이를 활용하는

합교육 프로그램 해외 우수사례 및 교육방법론 등을 검토하여 한국형 융합교육 프로

것에 주안점

그램 실시방안을 연구하고,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을 도출하여 지식

-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존 지식을 단순히 숙지하고 이를 위하여 단

재산 교육과정 디자인 매뉴얼 형식으로 제시

순히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풀
어나갈 수 있는 팀 활동이 더욱 중요해짐
-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협업을 통하여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고, 해
결이 어려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집단에 의한 상황의 파
악, 문제의 도출, 원인의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도출, 합의형성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행위
가 필요
- 특히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팀 기반 활동은 일반 기업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하는 데에 중요1)
- 이러한 활동은 민간이나 공공 분야 가릴 것 없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등교육인
대학과정에서 미리 학제간 융합 교육프로그램을 경험을 해본 실무형 인재*가 도움이
될 것
* 실무형 인재라 함은 단순히 실무적 지식 기술을 갖춘 자가 아니라, 기존의 지식 기술
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의미

- 점차 복잡화되는 IP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기술의 전달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양성이 필요
-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이
1) 지방행정연수원, 지방행정 문제해결 퍼실리테이터 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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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론 및 대상 범위
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론
(1) 교육프로그램 과정개발 모형과 설계방법론
(가) 교육프로그램 과정개발 모형의 개요
q 교육프로그램 과정개발 모형
- 특정한 목표를 가진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틀과 프로세스를 말함
m 과정개발 모형의 종류
- ISD (Instructional System Design)
- CBC (Competency Based Curriculum)
- DACUM (Developing A Curriculum)

(다) CBC (Core Competency based Curriculum) 모형
q 개념

(나) ISD(Instructional System Design) 모형

- 바람직한 성과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필요 역량과
각 역량의 전형적인 행위유형 또는 행동요소를 도출하고, 이러한 전형적인 행동요소

q 개념

별 KSA (Knowledge, Skill, Attitude)를 도출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요소를

- 현재와 바람직한 상태의 Gap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필요점을 찾고 이를 교육프로그
램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
m 사용범주

개발하는 것
m 사용범주
- 계층·직책중심의 과정 설계

- 직무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새로운 이슈의 규명과 전달
m 절차

m 절차
① 기대되는 성과 규명

① 교육목적 및 필요성 규명

② 성과를 나타내는 역량 도출

② 기존 교육과정 및 자료 분석

③ 역량을 구성하는 전형적 행동요소 도출

③ 프로그램 개발발향 설정

④ 행동요소별 KSA (Knowledge, Skill, Attitude) 도출

④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방향 결정
⑤ 학습목표, 학습모형, 내용, 시간 운영계획 디자인
⑥ 학습자, 강사 매뉴얼 개발

⑤ 설계
⑥ 개발
⑦ 실시

⑦ 교육운영

⑧ 평가

⑧ 과정 가치평가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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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앞에 설명된 과정개발 모형은 주로 분석단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

q 참고사항
- 교과과정의 구성은 교육대상자의 역량개발 필요에 따라 종합적인 코스, 단위역량별
코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음

으며, 이후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는 대동소이
- ISD모델이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에 대
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띰

(라) DACUM (Developing A Curriculum) 모형
나. 연구대상의 범위
q 개념
- DACUM (Developing A CurriculUM) 모형은 새로운 직무 분석 기법으로서 본래 캐
나다에서 고안되었으며, 미국의 직업 교육 분야에서 널리 사용

q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및 교육방법론
m 검토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모형 중 ISD모형에 따름
- ISD모형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 제기 및 교육목적을 정하고 기존 교육과정과 교육방

m 사용범주
- 특정한 임무에 대한 훈련 자료의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음
m 절차

법론 그리고 교육네트워크 및 자료*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목표, 학습
모형, 내용, 시간 운영계획 디자인**
*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 유럽특허청 지식재산 교육과정 디자인 매뉴얼에 따른 형식으로 디자인

① 모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m 정책적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는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선정

② 직무에 대한 개요를 살핌
③ 일반적인 책임(의무) 영역을 도출
④ 수행되어지는 특정 임무를 도출

- 특히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대학
중심으로, 학제적 연구뿐만 아니라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학교
들을 파악함을 목표로 함으로써 연구대상 범위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⑤ 임무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상세하게 논술
⑥ 임무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렬

q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및 현황 조사

⑦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목록을 작성

m 해외 조사대상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현황 및 과목명

⑧ 다른 기타 선호되는 사항 검토

m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교육 효과 및 성과물 예시

(2)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과정개발 모형 선정
q 교육프로그램 개발관련 전문가 자문에 의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모형을 선정하고 이
를 통하여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사례조사 실시
m ISD모델에 따라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분석
- 과정개발 모형은 구체적인 개발 프로세스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 차이점은 과정개발의 목적이 문제점의 해결인지, 아니면 Best Practice의 제시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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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실시방안을 위한 필수요소 도출
m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방향 설정에 필수적인
요소 도출
m 필수요소의 의의와 국내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적용 필요성
m 국내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도입방안 제시
- 지식재산 교육과정 디자인 매뉴얼 (모범 교과과정의 Syllabus) 형식으로 제시

- 7 -

제2장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1. 해외 주요국 지식재산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요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해 혁신정책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추진- 연구개발 인력
자원의 확충 및 교류의 활성화- 서구 및 동국의 과학기술계, 기업 및 연구자들의
결집- 외부 과학기술자의 유럽유치 강화
- 1999년 EIPIN(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s Network) 결성을 통해 국제

가. 미국

컨퍼런스 공동 주최 등 연구자들간의 국제네트워크 강화- 로버트 슈만 대학교, 런던
의 Queen Mary, 스위스의 ETH, 독일의 MIPLC, 스페인의 Magister Lvcentinvs 등의

q 미국의 지식재산인력 양성 현황
m 2004년 국가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는 지식재산 제도를 기술혁신
과 경제성장에 부합하는 최적의 형태로 개선하기 위해 혁신전략 발표
- 한 예로 산학연 연계를 통한 차세대 혁신 주도자 육성과 직업훈련과 평생학습을 기

5개교- 유럽의 지식재산 교육을 선도하고 있음
- 음악 변호사, IP 디지털 미디어 변호사 등 문화 컨텐츠 산업(저작권 산업 포함)과
관련한 세부 전문인력들이 활동하고 있음

반으로 근로자 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을 국가발전 핵심전략을 제시
m 2008년 각 부처별로 개별 추진 중이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지
식재산집행조정관(IPEC) 설치
m 지식재산 분야에서 최강국인 미국은 수십년 앞서서 지식재산교육 실시
- 로스쿨은 지적재산권에 특성화한다고 할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강좌 제공
- 실무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모의재판(moot court), 클리닉 프로그램(clinic program), 인턴쉽, 익스턴쉽, 세미나, 법
학잡지(law reivew)

- 로스쿨 제도와 함께 Patent Ag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공계 출신의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를 많이 배출
- 특허 변호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Paralegal과 Legal assistance를 양성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음
- 지식재산권에 강한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이 활발
하게 진행
- 브라운대학교, 매릴랜드대학교, 노스웨스턴대학교 등 주요 대학(원)에서는 융합형
(inter-disciplinary)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나. 유럽
q 유럽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현황
m 2000년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리스본 전략 이후, 유럽 국가들은 역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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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교육방법론 및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사례 검토

③ 다양한 타전공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가.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교육방법론

④ 과학기술·공학이 미래 사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능력
⑤ 현 시대에 논의되고 있는 과학·기술·공학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줄 아는 능력

q STEAM 소개
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을 의미하는 과학예술종합교육

⑥ 윤리적, 창조적, 전략적, 도전적이고 리더십과 판단력이 뛰어난 글로벌 인재

으로서 새로운 융합교육방법론
-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을 배양하는 교육으로서 학습내용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구조화하는 것
Science : 생물학, 생화학, 화학, 지구과학, 물리 및 우주, 생명 공학 및 바이오 메
디컬

- STEAM은 학문 간의 틀을 벗어나 과학기술·공학 각 학문 간 혹은 제품, 서비스 및
산업 간의 융합2)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기술적, 기능적인 연계를 하는 것을 말
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것만이 아닌 예술, 경영 및 인문·사회 등
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공학적 개념으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한 교육시스템

Technology : 농업, 건설, 통신, 정보, 제조, 의료, 전력 및 에너지, 생산 및 운송
Engineering : 항공 우주, 농업, 건축, 화학, 토목, 컴퓨터, 기계 전기, 환경 유체,
산업 및 시스템, 재료, 해군 및 해양
Art : 언어소통 및 교양, 운동적 및 물리적(교육, 역사, 철학, 정치, 심리학, 사회학,

q STEAM의 특징
- 다양한 창의적 학습방법 및 체험 활동 등으로 이해도를 높임
- 학제간 협동작업 활동으로 과학기술․공학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능력과 함께 윤리 및

신학 및 기타 등 포함)
Mathematics : 미적분, 데이터 분석 및 확률, 기하학
- 체험, 탐구활동 및 과목 간 연계를 강화하고 예술적 기법을 접목하여, 타 학문에 대
한 이해가 깊은 과학기술과 공학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학, 과학, 기술, 공학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문 간 공통 핵심 요소 중심으
로 교육하며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타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미래형 인재양성
을 목표로 교육

사회성, 협동성, 리더십,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키움에 따라 훌륭
한 인성을 가진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가진 과학기술·공학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음
- 창조경제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지식, 기술, 학문간 융합을 두루 갖추어 글로
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으로 과학기술공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국제
적인 감각과 인류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및 환경 등을 고려하고 인류가 가진 문
제를 높은 윤리의식으로 과학기술·공학으로 해결해주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 최신의 급변하는 융합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교육, 즉 적시교육(just in time
learning)이 가능

q STEAM의 필요성

-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즉 나무와 함께 숲을 볼 수 있

- 기존의 교육은 획일화 되고 정형화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공학 산업에서의

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을 둠

Need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글로벌 융합기술 사회로 바뀜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이 어려운 현실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① 타학문에 대한 긍정적 수용 태도
②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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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이란 학문, 학제 간의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산물을 창조해내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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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TEAM을 통한 콘텐츠 개발 시 유의사항4)
구분

융합인재

교육 목적

양성
학생 흥미 증
진
실생활

STEAM
교육 개념

연계
융합적 사고
력 배양
상황
제시

<STEAM 교육을 위한 “Yakman의 피라미드 모형”>

q STEAM의 세부요소3)
창의적
STEAM 교육인 것

요소

STEAM

설계

STEAM 교육이 아닌 것

· 연속적으로 연계되고 이어지는 교육

· 주제마다 분절된 교육

·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
· 체험, 지식 활용, 문제 해결 위주의 교육

·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교육
·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

· 원리를 깨우치는 교육

· 원리를 전달받는 교육

· 산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 학문적 개념에 집중하는 교육

· 문제를 정의하는 교육
· 창의적 아이디어가 드러나는 교육

· 주어진 문제에 답하는 교육
· 학생의 관심이 배제된 교육

감성적

· 다양한 학습 결과물이 산출되는 교육

· 학생의 참여가 제한된 교육

체험

· 학생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육

·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

· 학생과 교수가 상호작용하는 교육
· 교수가 협력하여 준비하고 실행하는 교육

· 학생이 독립적으로 혼자 학습하는 교육
· 학생과 교수의 상호작용이 제한된 교육

· 교수가 안내하는 교육

· 교수 1인이 책임지는 교육

· 프로젝트형 교육

· 교수가 가르치는 교육

· 문제해결 과정이 강조되는 교육
· 방법을 찾아가는 교육

· 강의 중심의 교육
· 결과가 강조되는 교육

· 주어진 조건에서 실험을 설계하는 교육

· 지식을 확인하는 실험 교육

동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설계되었는가?
학생의 아이디어와 발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자기 문제화

학습자가 주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도록 구성되었는가?

학습 방법

개념을 활동을 통해 학생이 깨우치도록 설계되었는가?

활동

물

준거

학생의 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아이디어 발
현

중심
다양한 산출

· 학제 별로 분리된 교육

실생활속의 과학기술과 연관된 주제인가?

학생 중심

과정,

· 관련 학제가 연계되고 융합되는 교육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도록 설계되었는가?

전체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상황을 제시 하였는가?

교육 활

· 취업만을 대비하는 교육

융합형 인재 양성 목적에 부합하는가?

상황 제시

STEAM

·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세부 설명

협력 학습
Hands-on
성공의 경험
새로운 도전
요소
자기 평가

결과보다 과정이, 지식보다는 활동이 강조되었는가?
결과물이 모둠별/개인별로 다르게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는가?
동료, 교수, 다양한 도구와의 협력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
학습자가 성공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연계된 활동에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설계되었는가?
학습자가 스스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q STEAM 교육의 결과5)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STEAM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는 STEAM 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STEAM 교육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초․중․고

3) STEAM 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발 연구 과제제안요구서,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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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발 연구 과제제안요구서,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5)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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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STEAM 교육은 수학, 과학 학습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효과가 있음

나. PSM (Professional Science Master) 과정
(1) 미국의 경우

인지적인 측면: 학생들은 공학적 문제 해결을 통해 실생활 속에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과학과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STEAM 영역의 학업 성취도를 성공적으로 향상
정의적인 측면: 과학이나 수학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높
이는 데 기여하고, 특히 공학설계 중심의 통합 STEAM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
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 관계 능력(협동), 진로 개발 능력
등의 핵심 역량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줌

(가) PSM 과정 개요
q PSM이란
m The Professional Science Master (PSM)는 전문 과학인을 육성하는 석사학위 과정
- 자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및 컴퓨터 과학 등에 기초하여 융합형 인재를 창출하
고 과학 산업, 비즈니스,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진로에서 전문인으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학위과정
- 관리, 정책, 창업 등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가지고 과학 분야의서의 높은 수준의 전
문지식으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 과학 분야에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여 융합형 인재를 배출
하는 것이 목적
* 예컨대, 전문적인 기술 구성 요소에는 비즈니스 기초, 정책, 법률, 규제 업무, 금융, 조
직 행동, 윤리, 의사소통, 그리고 팀워크 등

- 학습내용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 공동을 개발하고, 외래 교수를 통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학습을 증진

q PSM 프로그램의 개발
m PSM 교과과정과 프로그램 관리
-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전문 과학 석사 프로그램의 인정에 대한 지침을 검토
- 프로그램 목적, 전문분야에서의 성장 결과 그리고 예상되는 학습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자문위원회를 수립
-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기타 관리 책임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나 프로그램 디렉터
를 고용하거나 임명
- 학생 모집 계획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적절한 지원

m PSM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 프로그램의 평가 및 품질 관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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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M 학업 진행 상황과 졸업생을 관리
- 효과적인 평가 관리를 위해 타 기관의 PSM 프로그램 협력관계를 유지

m PSM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 지역 인가 협회 또는 국제 지원자, 조직, 교육기관 등의 인증을 받아야
- 프로그램의 목표와 특정 수준에 맞는 학습 결과를 명시해야
- 총 이수학점은 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 프로그램은 다음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미국에 개설된 PSM과정 개설 수>

① 자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및 전산 과학 분야의 전반적인 내용
② 산업, 기업,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의 지도자와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하는 전문적

m 2009년 졸업자 평균 연봉 및 근무 분야 (NPSMA 발표)

인 기술 구성 요소
③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행동과 기술의 실질적인 응용을 통합하여 교수진에 의
한 감독과 평가 또는 등급이 나뉘고, 적어도 하나의 capstone project를 반드시 포
함하여 수업 진행
- 교육 기관의 학문적인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지속 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일
반적인 대학원 프로그램에서의 교수진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에 강한 강사진을 갖춰
야
- 또한 경영, 법학 등 실무경험이 있는 다양한 외부 강사진도 포함되어야
- 산업 분야 업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의
자문위원회의 참여가 필요
- 프로그램 등록, 학위 수료 및 재학생․졸업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졸업생의 취

<2009년 PSM과정 졸업자 평균 연봉 분포>

업 활동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나) PSM 과정의 긍정적 결과
q PSM 과정의 도입과 현재
m Alfred P. Sloan 재단 PSM 과정 도입을 지원
- 1997년 14개 기관에서 도입 시작
- 2012년 6월 5일 현재 119개 기관 257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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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학기

Summer 세션

1학기

(에너지 시장재단)

(재단)
· 금융 통계 모델링

(기본 금융 공학)
· 전산 금융

3학기
(고급 금융공학)

· 금융 수학

· 확률적 미적분학

· 파생 시장

· 양적 리스크 관리

· 에너지 시장 및 가격

· 상품 시장에 투자

· 국제 금융

· 금융 공학

· 에너지 화학 및 물류

· 무역 프로젝트 / 실습
I

· 무역 프로젝트 / 실습
II

· 기업 윤리

프로그램

총 학점은 필수

코스 학점

프로젝트 단위

인턴쉽

석사과정

최소한 45 학점

최소 34 학점

6 학점

5 학점

<2009년 PSM과정 졸업자 근부분야 분포>

m 코스 설명
- ECT 511 금융 수학
(2) 국내 PSM 프로그램 예시 - UNIST(울산과기대)의 경우

: 단일 및 고등 미적분학(multivariable calculus)의 기본적인 결과 검토하고, 선형 대
수학 : 멱급수, 파생, 기울기, 라그랑지 승수법, 테일러 급수 / 방정식, 매트릭스, 벡

q 교과과정

터 공간, 고유값과 고유 벡터, 적분, 미분 방정식의 시스템 솔루션을 배움

m 프로그램 코스
- 3 정규 학기 및 1 Summer 세션 + 인턴쉽 : 총 45 학점

- ECT 512 통계 모델링

재단 과정 - 12 학점

: 투자 모델로 회귀 분석 및 응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주요 부품 및 다변수 분석,

금융 공학 과목 - 12 학점

Likelihood inference과 베이지안 방법(Bayesian methods), 금융 시계열, volatilities

에너지 시장의 과목 - 9 학점

의 모델링과 추정,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통계 방법을 배움

무역 프로젝트 / 사례 - 6 학점
기업 윤리 - 1 학점

- ECT 513 확률적의 미적분

인턴십 - 5 학점

: 연속적인 시간에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의 효과적인 가격 책정을 위해 필요한 확률
적 미적분학의 개념과 도구를 소개한다. 첨단 금융 공학 연습과 자산 가격 이론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인 확률 미분 방정식, Ito 적분 및 측정 변이의 실질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배움

- ECT 514 전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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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치 및 통계 방법에 관해 배운다. 뿐만 아니라 교정을 위 통계적 방법(모델의 취득

장에서 원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배움

매개 변수)의 수치 구현에 초점을 두고, 유한 차분법(finite-difference methods),
trees and lattices 와 확장된 몬테카를로 방법(Monte Carlo simulations)을 포함한
특별한 주제를 배움

- ECT 522 에너지 화학 및 물류
: 석유와 에너지 물류와 관련된 문제에 능숙하고 성숙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 또한, 학생 에너지 화학의 종류 및 효율적인 정제방

- ECT 515 상품 시장의 투자

법에 대해 배움

: 현금흐름 할인 평가, 보안 가치에 대한 재정거래 책정, 확정금리부 증권, 파생 상품
및 파견 청구 등 투자의 기본 원칙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CAPM, 팩터 모델(factor
models)과 상품 선물 가격의 “편의수익”과 같은 균형 자산가격결정 모델을 공부

- ECT 523 국제 금융
: 국제 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한다. 국제 및 지역 재정거래 전
략, 환율 결정 이론 및 예측, 교환 리스크 관리, 국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리고

- ECT 516 파생 증권

MNC의 재무구조, 자본 및 금융의 비용과 같은 주제를 다룸

: 선물 및 옵션의 기본 기능을 소개한다. 이 코스는 이항과 삼항 옵션가격결정, 블랙
슐즈 포뮬러(Black-Scholes formula)와 같은 파생상품의 가격책정에 대해 배움. 또한
선물과 옵션 거래 전략에 초점을 맞춰 배움

- ECT 551 무역 프로젝트 / 실습 I
: 무역인 간의 구두계약, 용선과 유조선의 계약의 운행, 문서의 제출과 송장, 계약으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계약에 따라 보증된 결제, 그리고 계약의 후속 준비를 통해

- ECT 517 양적 리스크 관리

무역의 진행과정을 살핌

: 평균 - 분산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축 및 성능 평가를 소개한다. 나아가 채권 면역전
략, 그리스를 바탕으로 한 헤징과 파생상품, 그리고 리스크 가치와 같은 위험성관리
핵심원리를 공부

- ECT 552 무역 프로젝트 / 실습 II
: 오늘날의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무역 활동에 관련된 사례를 직접 실습.
무역 활동의 모범사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front, middle and back

- ECT 518 금융 공학

office 직원을 위해 설계되고, 기업의 수익성과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상의 요인

: 확률적 미․적분학 및 전산 금융을 활용하는 고급 코스이다. 장기 구조와 이자율 파

을 강조하여 가르침

생 상품, 신용 위험 모델링과 투자 또는 청산 회사를 위한 최적시간의 실물 옵션
및 존중과 최적의 투자 결정과 가치를 주제로 공부

- MGT 521 기업 윤리
: 에너지 상품거래와 금융시장에서의 거래과 계약에서의 윤리의 역할에 관한 이유를

- ECT 521 에너지 시장 및 가격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학생들은 도덕적 측면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 국제 에너지 시장 및 가격 책정 방법론의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며, 이 과정의 목적

결정이 왜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원인에 대한 사례연구 토론시간

은 학생들이 다양한 미시․거시적인 경제 요인에 의해 형성된 에너지 시장의 복잡성

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동안, 이해당사자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금융 거래의 영향력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서로 다른 지역 시

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됨

- 20 -

- 21 -

다. 유럽특허청 지식재산 교육과정 디자인 매뉴얼

- IP 보호 및 IP가 수익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의 종류와 시
스템으로 다룸.

q 전체적인 교과목
Section
1

2

주제
기초 과목

IP 관리 및 상용화

- 주요 강의 주제

교과목
- IP에 대한 개괄
- IP법에 대한 개괄

* 근본적인 이슈 : IP의 경제학

- IP의 연혁
- 금융과 IP

* IP를 통한 기술 혁신 보호 (특허, 실용신안)

- IP의 상용화

* 기밀 정보와 영업 비밀 보호

- IP 라이센스 계약 및 협상
- IP, R&D와 지식 이전

* 특허 정보와 기술 및 비즈니스 응용

- 특허정보 이용

* 창의적인 저작물의 보호 (저작권)

- IP 평가
- IP 자산 방어 : IP 침해 및 비밀유지 위반
- IP 및 실사
- IP 계약
3

4

IP법

* IP 및 컴퓨터 프로그램
* 상표, 디자인에 의한 브랜드 및 명성의 보호

- IP 및 경쟁법

* IP 소유권

- 국제 IP법
- IP 소송
- 컴퓨터 공학자과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위한 IP

* IP 관리 및 상용화

특정 분야에서의

- 생명공학자를 위한 IP

IP법 및 IP 관리

- IP 및 창조적인 산업

- 주요 수강생
: 학부 수준의 엔지니어링, 과학, 의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 과학 전공 학생

- 디자이너를 위한 IP
- 과제 1 : 친환경 기술(EST)에서 R&D에 대한 특허정보 이
5

학생 과제

용
- 과제 2 : EST에 기반 한 신규 사업 및 분리설립

m IP법에 대한 개괄

- 과제 3 : EST에 관한 국제 IP법의 효과

q 세부적인 교과목
m IP에 대한 개괄
콘텐츠
서론
R&D 및 비즈니스에 관한 기술 혁신/특허 보호와 특허 정보
창의적인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
문화, 미술,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상표 : 회사의 명성과 소비자 이익에 관한 IP 보호
디자인 : 제품의 미적 외관에 대한 보호
작업환경에서의 IP 문제 :
소유권, 고용주와 종업원, 연구원, 기밀
수익 창출/IP 자산/IP 관리와 상업화/IPR 집행에 관한 IP

- 이 과정은 IP에 관한 기본적인 소개를 목적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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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총 20시간)
1-2 시간
6 시간
3 시간

콘텐츠
서론 / 법률 근원
특허와 영업 비밀 : 기술 혁신 보호
저작권법
상표 및 실용신안
디자인
IP법의 집행

시간 (총 20시간)
1-2 시간
6 시간
5 시간
3 시간
2 시간
3 시간

- 이 과정은 IP법(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영업 비밀 및 부정 경쟁
법률의 보호 등 관련 법령의 주요 영역을 다룸

3 시간
2 시간

- IP 보호의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차이를 학생들에게 소개

1 시간

- 또한 이 과정은 비전문가에 의해서도 진행 될 수 있음

3 시간

- 주요 강의 주제
* 기본적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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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Rs의 보호와 이용의 법적인 측면
: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상표, 디자인

- 금융 자산에서의 IP 기능이해의 기회를 제공

* 국제적인 IP의 보호

- IP 자산(특허, 노하우, 저작권, 상표 등)은 현대 기업 가치의 실질적인 구성 요소임.

* IP 집행

- 주요 강의 주제

- 주요 수강생

* 혁신 관련 투자 방법 및 경제에 대한 유동성 제약 설명

: 학부 수준의 법학 전공 학생

* R&D의 투자 촉진에서 IP의 역할
* 기업 금융 IP와 관련 하여 직면 하고 있는 전략적 선택 방법

m IP의 연혁

- 주요 수강생

콘텐츠
서론
초기 역사 및 IP 법의 발전
IPRs의 국제화
IPRs의 협력과 조화
워크샵 : IP 연혁 연구에서의 주된 근원

시간 (총 20시간)
1-2 시간
2.5-3 시간
2.5-3 시간
2.5-3 시간
1.5-3 시간

- IP 법의 역사적 발전과 경제적,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이해를 얻고 이에 대해 자세
히 알아보는 과정
- 학생들은 실용적인 워크샵에서 IP에 대한 역사에 관련된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기회

: 경영학, 경제학, 공학, 과학 및 의학 뿐만 아니라 법학 및 사회과학 전공 학생

m IP의 상용화
IPRs의 간단한 설명
비즈니스에서의 통합된 IP

콘텐츠

시간 (총 10-12시간)
1.5-2 시간
2 시간

계약 및 제휴를 통한 IP 상용화

6-8 시간

(IP 관련 계약)

(2 시간)

(라이센스)
(IP를 상용화된 IP에 의한 기업 모델)

(2-4 시간)
(2 시간)

워크샵과 실전 연습

를 갖게 됨.

2-4 시간

- 주요 강의 주제
- IP 권리 및 다른 세부원칙의 상용화와 IP 관련 거래 및 법률적 계약(라이센스 계약,

* 중상주의 시대의 IP의 시작과 권한 수여

유통 계약 등)을 다룸

* 유럽과 미국에서 국가 IP법의 초기 발전

- 주요 강의 주제

* IP 권리의 협력과 조화의 발전

* IPR 카테고리의 개요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와 그 기능

- 주요 수강생

*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여러 IPRs의 관련성

: 법학 대학 및 대학원 학생, IP법에 관심이 있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 과학, 역사
전공 학생

* IP로 수익 창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 사업 계획에서 IP 관련 고려 사항의 중요성
* 일반 계약과 IP를 이용하기 위한 협의 (예 : 라이센스 계약)

m 금융과 IP
콘텐츠

시간 (총 10-12시간)
1.5-2 시간
10 시간

IPRs의 간단한 설명
금융 자산에서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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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 분리 설립에서의 IP상용화
- 주요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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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역학, 경제학, 공학, 과학 및 의학 뿐만 아니라, 법학 및 사회 과학의 학생

대학에서 산업으로의 지식 이전: IP 관련 측면

4-7 시간

-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원, 대학의 지식/기술을 회사에 이전(KTO/TTO), 후원자

m IP 라이센스 계약 및 협상
콘텐츠
IPRs의 간단한 설명 + 계약 법률 및 라이센스 소개
계약 : 준비 단계 및 내용

시간 (총 10-12시간)
2.5-4 시간
2 시간

경제적인 고려 사항

2 시간

계약의 종류

1-4 시간

라이센스 협상 실시

2 시간

후속 계약

1 시간

실전 연습

2 시간

(공공 및 민간), 다른 대학, 산업 및 정부 기관을 포함
- 박사 학위 학생 및 연구원에게 과학 출판물에서 저작권, ‘공표 또는 특허’ 딜레마, 학
술 직원에 의해 개발 된 IP의 소유권과 같은 IP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일상 활동에서 IP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
- 기술 이전을 포함한 성공적인 지식 이전 과정을 촉진하는 KTO/TTO의 역할에 대한
이해
- 주요 강의 주제

- 라이센스 계약 및 협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IP의 상용화(연구자 및 개발자, 예

* IP와 연구 결과/저작권과 특허

비 IP 소유자, 비즈니스 및 기술 관리자)에 관심이 학생들에게 적합
* ‘공표 또는 특허’ 딜레마
- 주요 강의 주제
* IP의 다른 범주
* 개요 및 IP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예비 평가
* IP 계획 및 대학 연구
* 기본 개념 및 라이센스의 비즈니스 응용
* IP 관련 계약 및 협력
* 라이센싱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준비 단계
* IP 관련 측면의 지식/기술 대학과 산업 간의 이전
* 계약 내용의 심사 : 할당된 권리의 범위 (어떤 라이센스이고 누구에게 있는지 여
* 지식/기술 이전 사무실의 역할 (KTO/TTO)

부), 경제적 측면의 고려 (로열티)

* IP의 이용에 대한 제휴 및 네트워킹

* 중요한 관련 이슈 및 협상 기술의 식별
* 라이센스 거래를 만든 후 수행 하는 작업의 개요 (권리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

* 대학 연구 및 창업 : 신규 사업 또는 분리설립 (실전 연습)
- 주요 수강생

생 하는 권리와 의무의 관리)

: 연구원과 모든 과학 및 공학 전공 박사, KTO/TTO 직원

- 주요 수강생
: 공학, 과학, 의학, 경영학, 경제학 전공 학생

m 특허정보 이용
m IP, R&D와 지식 이전
콘텐츠

시간 (총 10-12시간)
1.5-2 시간

IPRs의 간단한 설명
대학 연구원과 IP
- 연구 결과, 저작권 및 특허: ‘공표 또는 특허’ 딜레마
- 연구 계획 및 협업 프로젝트 설정에서의 IP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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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간
3-4 시간

콘텐츠
IPRs의 간단한 설명
특허 문서를 읽는 방법
기술, 비즈니스 및 특허 정보의 법률적 응용
실행하는 특허 검색

시간 (총 10시간)
1.5-2 시간
2-3 시간
2-3 시간
2-4 시간

- 이 과정은 특허 문서를 읽는 방법과 특허 정보를 검색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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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기술적, 전략적 및 법적 응용을 탐구.

* 평가 접근 및 방법 (비용 기반, 소득 기반, 시장 기반, 비용 기반, 옵션 가격 기반)

- 주요 강의 주제

- 주요 수강생

* 지식재산권과 특허의 간단한 설명

: 공학, 과학, 의학, 경영학 및 경제학 전공 학생. 특히: 경제학, 금융, 재무 회계, 경

* 특허 문서를 읽기

영 관리 및 혁신/지식 관리 전공 학생

* 기술, 비즈니스 및 특허 정보의 법적 응용
* 특허 검색 수행

m IP 자산 방어 : IP 침해 및 비밀유지 위반

- 주요 수강생
: 공학, 과학, 경영학, 경제학 전공 학생

m IP 평가
시간 (총 11.5 (+ 2

콘텐츠
IPRs의 간단한 설명
소개 : 지식 경제에서의 IP 가치
IP 회계
IP 평가 소개

옵션) 시간)
1.5-2 시간
0.5-1 시간
2 시간
1-1.5 시간

평가 처리 방법 및 방법론
- 소개

8-11.5 시간
- 1 시간

- 비용 기반 접근

- 1-1.5 시간

- 시장 기반 접근

- 1.5-2 시간

- 소득 기반 접근
- 옵션 가격 기반 접근

- 3-5 시간
- 1.5-2 시간

실전 연습

1.5-2 시간

콘텐츠
IPRs의 간단한 설명
IP 권리 적용의 중요성
IP 권리의 침해
소유자의 관점에서 집행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및 결정

시간 (총 15 시간)
1.5-2 시간
1 시간
3-5 시간
3-5 시간

다른 측면에서 본 IP 침해: 피고의 관점

2-3 시간

방어의 노하우: 영업비밀 및 기밀 유지의 위반

2 시간

대안 및 IP 방어의 보완 방법
IP 침해 비즈니스 전략

2 시간
2 시간

- 주요 강의 주제
* IPRs 적용의 중요성
* IP 권리의 침해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 IP 소송과 관련 된 전략적 고려 사항:
- 기업 및 권리소유자에 의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고려해 야 할 요인
- 성공적인 소송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 중요한 결정 단계 : 작업 수행

- 기존 방법의 장․단점을 학생들을 소개하고 언제, 어떻게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
여줌

- 증거 취득과 침해 증명
- 민․형사 집행

- 주요 강의 주제
* 지식 경제에서 무형 자산의 중요성

- 예외 및 방어
* 방어 노하우 : 영업 비밀 및 기밀 유지의 위반

* 여러 자산 중에서 IP의 위치
* 현재 회계 기준을 사용 하 여 IP를 측정 (옵션)
* 무엇이 IP 평가이고 왜 중요한지

* 침해를 처리의 보완 및 대체 방법 : 행정 조치, 관세 조치 및 분쟁 해결 (ADR)
* 비즈니스 관리 고려 사항에 있는 IP 위반
- 주요 수강생

* IP를 평가의 일반적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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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

: 공학, 과학, 의학, 비즈니스, 경제 등 모든 전공 학생

- 또한 고객과 거래 하는 방법과 라이센스 계약 협상 이전 기간 동안 고려해야 할 측
면을 포함.

m IP 및 실사

- 주요 수강생
콘텐츠

시간 (총 5-10 시간)
1.5-2 시간
0.5-1 시간
2.5-5 시간
2-4 시간

IPRs의 간단한 설명
IP 실사 소개
IP 실사 과정
실전 연습

- 이 과정은 경영학 및 금융 경제학과 같은 비법학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설계.
- 주요 강의 주제

: 대학원 수준의 법학 전공 학생.

m IP 및 경쟁법
콘텐츠
시간 (총 15 시간)
EU의 IP 법률 및 경쟁법 소개
4 시간
IPR 및 내부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Arts. 34, 35
4-5 시간
그리고 36 TFEU)
IPR과 자유 경쟁의 원칙 (Arts. 101 및 102 TFEU)

* IP 실사 란?

4-5 시간

- Art. 101.1.에서의 계약과 관행 경쟁 억제

* IP 실사의 범위

- 공정 관행 : 블록 면제 규정 (BER)
IPRs과 EU의 지배적 지위의 남용

* 실사 과정: 검색 및 정보 해석

2 시간

- 주요 수강생
: 경제학, 금융, 재무 회계 및 경영 관리 전공 학생 그리고 혁신/지식 관리와 고급

- 주요 강의 주제
* IP 권리의 실재와 이용에 관한 반경쟁 행위

법률 연구에서 고급 과정의 학생 들

* IPR과 EU의 경쟁 정책/IPR 및 내부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Arts. 34, 35 그리고 36 TFEU)

m IP 계약

* IPR과 EU의 경쟁 정책 / IPR과 자유 경쟁의 원칙 (Arts. 101 및 102 TFEU)
콘텐츠
소개 : 주요 이슈/IPR 계약 형태의 개요
계약 협정의 준비
새로운 기술과 저작권 작품의 연구 개발에 관한 협정
악용에 대한 기술, 저작물 및 상표 보호 계약

2
2
2
6

시간 (총 15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 주요 수강생
: 기업의 법률에 대한 관심, 유럽 경제 법, 경쟁법이나 IP법에 대한 고급 수준의 지
식을 갖춘 학생.

- 소개 : 과제와 라이센스
- 라이센스 계약
워크샵 : 라이센스 계약을 협상

3 시간

- 이 과정은 법학 전공 학생들에게 IP의 상용화에 필요한 법률적인 법적 문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설계.
- 주요 유형과 IP 계약의 특성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서, IP 라이센스와 연구원 및 후원
자 간의 협력 협정을 포함하여 보호되는 IP를 (기술, 저작물 또는 상표),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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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국제 IP법
콘텐츠
국제 IP법의 역학관계/국제 IP법의 근원 / 국제 IP 기관의 소개
TRIPS 계약 및 IP법의 세계화

시간 (총 20 시간)
2 시간
4 시간

IP법의 확장과 새로운 도전 : 공공 정책 및 기술 변화
- 소개

14시간

- 국제 IP 및 디지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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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IP 및 환경 : 생명 공학, 보건, 생물 다양
성, 전통 지식 및 농업
국제 집행, 양자 조약, FTA 체결과 TRIPS

: 대학원 수준의 법학 전공 학생.
2 시간

m 컴퓨터 공학자와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위한 IP
- 주요 강의 주제
콘텐츠
IP, 컴퓨터 프로그램과 ICT 부문

* 확장 및 IP 국제 법률의 성장 복잡성무역
* IP의 보호를 위한 무역 이슈와 법률의 세계화 같은 IP
* IP와 기술 및 경쟁법의 국제 이동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서 나오는 IP법에 대한 도전과 국제 법적 대응 (예 : WIPO
저작권 조약)
- 주요 수강생

시간 (총 25 시간)
4 시간

- 특성 및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제적 중요성
- IPRs의 간단한 설명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

2 시간

유럽에서 컴퓨터로 구현된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 (CII)
기술 및 혁신을 위한 IP 보호의 다른 형태
연습 및 워크샵
IP 권리의 집행
IP 관리 및 상용화

2
2
2
3
5

- 혁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IP/IP와 기업 및 공동

: 법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 과학 전공에 IP 및 무역 분야의 국제 정책에 관심이

벤처를

평가 활용
- IP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특별한 기준 포함)
워크샵, 실전 연습, 사례 연구

있는 학생.

m IP 소송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4 시간

- 무료 및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개발 및 상용화의 모델 연구

콘텐츠
유럽의 IP 집행의 일반적인 전망과 체계
IP 침해 및 방어

시간 (총 15 시간)
2 시간
3-4 시간

구제/해결책
소송 연습
민사 법원에서 소송에 대한 대안 :
범죄 행위와 
분쟁 해결

2-3시간
6-8 시간
2-3 시간

- 주요 강의 주제
* IP의 간단한 설명
* 소프트웨어 부문과 IP
*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
* 혁신을 위한 IP 보호의 기타 형태
* IP 권리의 집행

- 주요 강의 주제
* 법적 체계 및 기관 (국가 및 유럽)
* IP권리 시행에 대한 권리 소유자가 사용할 옵션
* 다른 IP권리에 대한 침해와 방어 (특허, 상표, 저작권과 디자인)

* IP 평가 및 활용
* IP와 기업/공동 벤처 기업 라이센스 계약의 전략적 사용
* FLOSS/GPL 라이센스
* FLOSS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 반소 및 무효 절차

* 워크샵과 실전 연습

* IP의 형사 집행
* 소송에 대한 대안 : 중재, 중재 및 협상

- 주요 수강생
: 대학원 수준의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 과학, 마이크로 전자, 경역 및 기술 관리를

- 주요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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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한 학생

콘텐츠
IP 및 창조 산업 소개
- 창조 산업 : 활동의 범위, 조직 및 경제적 중요성

m 생명공작자를 위한 IP

- IPRs의 간단한 설명
저작권 및 창조 산업
콘텐츠

시간 (총 25 시간)
1.5-2 시간
7 시간

IPRs의 간단한 설명
생명공학 특허

시간 (총 25 시간)
2.5-3 시간

8 시간

- 저작권 : 저작물과 창작성
- 저작권 : 무엇을 보호하고 얼마나 보호하는가?
IP를 통해 창의성을 보호하는 다른 형태

3 시간

- 디자인 보호
- 상표권 보호

- 생명공학 특허에 대한 배경
- 특허 및 생명공학 발명 특허
- 특허 문서를 읽고 정보 검색
생명 다양성 보호

2 시간

연습 문제

2-4 시간

IP권리의 집행
생명공학 혁신 관리 및 활용

3 시간
7-8 시간

- 생명공학 R&D의 IP 기획 및 관리

- 영업 비밀 및 기밀 정보
IP 방어 (시행)
창의적인 작품을 관리하고 활용
- IP의 상업화

3 시간
6 시간

- 라이센스
워크샵과 실전 연습

4 시간

- 바이오 IP의 상업화
- 라이센스 생명공학의 혁신
워크샵과 실전 연습

4 시간

- 주요 강의 주제
* 산업에 대한 조직 및 창조 산업과 IPRs의 경제적 중요성

- 주요 강의 주제

* 저작권 및 창의적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보호하는 것에 관한 과제를 포함한 IP

* IP 권리의 개요 : 정의/정당성/종류/역사

권리

* 특허와 생명공학

* 저작권 침해 범죄 및 기타 IPRs 련된 IPR 집행 및 긴급 이슈의 중요성

* 실험 대상 물질과 특허 기준

* 온라인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새로운 라이센스 구조의 보호에 최근 법적 발전
의 이론 및 실습

* 특허를 구하는 방법

- 주요 수강생

* 생명공학 특허의 특징

: 저작권 및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영화와 미술, 음악, 편집과 디자인뿐만 아

* 특허 소유자의 권리와 한계

니라, 법학 전공의 학생

* IPRs의 시행
* 생명공학 혁신 관리 및 활용
* 생명 공학에 대한 다른 IPRs : 생명 다양성 보호 (PVP)

m 디자이너를 위한 IP
콘텐츠

- 주요 수강생
: 대학원 수준의 생명공학 및 관련 분야의 학생

시간 (총 25 시간)

디자이너 및 디자인 기반 산업

1 시간

IPRs의 간단한 설명

1.5-2 시간

IP 보호 및 디자인

4 시간

- 디자인에 대한 IP 보호는 유럽에 대해 어떻게 구성되는가?
- 요건과 보호 범위

m IP와 창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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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권리

3 시간

- 저작권
- 기술적인 기능에 대한 보호

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병원의 IHU I-SIP 프로그램
q 개요

- 상표

- 스탠포드 대학교의 "Stanford Biodesign" 모델을 기초로 하여, 이른 바 “혁신 학교

IP 보호 및 타당성

2 시간

(Innovation School)를 만들었으며,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I-SIP" (Strasbourg

IP 권리의 집행

3 시간

Innovation Program)로 붙임

IP 관리 및 활용
- 시장 액세스

6 시간

- 2012년 하반기에 시작되는 프로그램
- 2012년도에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 10년간 장기계획

- IP 상용화 및 공동 작업
워크샵과 실전 연습

- IP로 주목받는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방법과 그들의 작품을 보호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q 필요성
m 비즈니스와 의료기술(Medtech)의 전문가들이 의료기기를 디자인하여 이미지를 이용

보여줌.
- IP 보호를 위해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IP 기반 비즈니스를 설정 등 구성.

한 외과수술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전체적
인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

- 라이선스 및 협력 등 IP 관리 문제를 조사.
- 주요 수강생

q I-SIP의 개념

: 설계 및 디자인 관련 과정 대학원생 (예 : 산업 디자인)

m 팀을 기본으로 한 운영
- 4명의 대학원 또는 대학원 졸업 이상의 엔지니어, 비즈니스분야 전문가, 바이오과
학자와 외과수술의로 구성된 다학제적 (Multidisciplinary) 팀을 조직
m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운영
- 조직된 팀은 주요한 임상 또는 외과적 해결을 위한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문제에
집중
m 멘토제 운영
- I-SIP 팀은 디자인, 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멘토링 받도록 함

q I-SIP 관리 조직 및 교과과정운영
m I-SIP 프로그램은 스탠포드대학교의 Biodesign프로그램의 성공을 토대로 하여, 참여
자들이 비즈니스와 의료기기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의료기구를 고안하여 영상 보
조 수술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m 프로그램 매니저에 의하여 감독받도록 하고, 프로그램 디렉터와 I-SIP 위원회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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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되어 그 운영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함
m 교과과정은 강의와 임상, 팀내 브레인스토밍 및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료기술 개발, 사업계획 수립, IP 전략, 규제환경 등에 대한 강의
- 강의는 내부 전문가와 외부 강사로 이루어짐
- Medical immersion은 스트라스부르 대학 IRCAD (소화기암연구소)을 통하여 이루어
짐

마. Stanford University의 Biodesign program
q 바이오메디칼 기술 혁신의 리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전에 집중된 프로
그램
m 비즈니스와 의료기기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의료기구를 고안, 개발하고 사업화하
는 것이 주된 역할
- ‘교육학적 방법(Pedagogical method)’이라는 과정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혁신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핵심

m I-SIP 프로그램의 Medical immersion이 이루어지는 IRCAD는 “IRCAD STUDENT”라

- 새로운 바이오메디컬 기술의 발명과 수요발굴 등 관점에서 접근,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불리는 커뮤니티를 운영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최소절개수술전략과 혁신(Minimally Invasive Surgical
Strategies and Innovation)”에 대하여 상시 논의

-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바이오디자인 혁신을 위한 fellowship,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교과과정,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 기술이전과정, 의료기술에 관심이 있는 학
생들을 위한 커리어계발 등

- 온라인 강의를 지원

- 대학 전체에 걸친 커뮤니티로서의 일환, 경영, 공학, 인문 및 과학, 법과 의학에 걸
쳐 40여개 부서의 학생과 교수를 포함
- 학문적인 수준에 그친 연구 결과와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 여기에 필요한 문제 파악과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 바이오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펀드받아 창업하는 경
우가 많고, 세계 각국과 제휴를 통해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 인력을 배출

m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으로서의 바이오디자인과 전문가의 펠로우쉽 프로그램 참
여로서의 바이오디자인
-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2학기(1년 4학기)과정으로 프로젝트에 참여
- 전문가들이 1년간 펠로우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매년 8명씩
선발, 경쟁 과정을 거쳐 1년 동안 진행
-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선발된 의사, 기술자, 사업가들을 실제 의료 현장의 문제와
<IRCAD Student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로고>

가능한 가깝게 노출시키는 것
- 바이오디자인의 펠로우들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레지던트 의사들과 함께 현장에서
진료과정 등을 관찰하고, 의사들에게 질문하고, 환자들과 교류
-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고, 2개월 동안 300여개에 달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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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들을 모은 후 다음 단계에서 이 중 핵심적인 문제를 골라냄

m 구성 : 의료 기기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Biodesign Innovation 수

- 자세한 분석들과 문서들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선발

업,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Global Biodesign 수업, 생물학

* 시장의 크기와 의사 및 환자에 미치는 영향, 금전적인 영향 등의 기준으로 점수화,

에 기초한 생명의료기술에 대해 배우는 Biodesign Capstone 수업, 신흥시장인 모

엄격한 필터링을 통해 300개에서 100개, 다시 50개, 마지막으로 10개 수준으로 줄여
서 새로운 비즈니스모

델

로 연결

m 프로그램 전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발명과 상업화로 연결
- 파악(Identify) →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발명(Invent) → 적용

- 적용 단계에서는 시제품화를 통해 상업화가 이뤄지며, 운영상의 관점에서 이 과정
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

상

가치와 지식 재산권,

(가) Biodesign Innovation
m 경영, 공학, 인문과학, 법학 그리고 의학의 대학원이나 박사후과정으로서, 겨울학기
과 봄학기로 나뉘어* 운영

(Implement)의 단계를 거침

* 임

바일 헬스 케어에 대해 연구하는 Biodesign for Mobile Health 수업 등

상

려

*

두
코

두 강
설

학기 모
스로 개

수

상관 없 며 두

하여도

은

으

,

학기

중

선택

하나를

하여

듣 선택
는

적

- 기술의 발명 및 개발에 있어서의 실질적 측면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업화 등을 고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펠로우들은 1년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적용 과정까
지 끝나면 사업계획을 쓰고 프레젠테이션 수행
- 임상의사들과 벤처투자자, 기업 CEO들로 이뤄진 배심원석 앞에서 평가를 받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실제로 벤처투자자의 지원으로 연결

m 스탠포드 바이오디자인 과정의 성과

- 교재*는 ‘Biodesign: The Process of Innovating Medical Technologies’을 사용
*

바 오
b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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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B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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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발

간 였 며
각
래 혁
하

으

총 29장으로 구성되고,
이해 그리고 미

의

델

비즈니스 모

수업

, 재원

안,

장에는 프로세스의 단계에서

신성에 대해

<

설명

하고 있

교재>

- 프로그램을 이수한 펠로우는 90명, 학과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600여명으로, 2011
년 5월까지 환자 5만8,000명이 바이오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기기들을
사용해 치료를 받았고, 새로운 일자리 400여개가 발생
- 인도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5년째 실행 중이고 싱가포르는 2년째 실행 중으로, 예컨
대 싱가포르 바이오디자인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6개월은 스탠포드에서, 나머지 6개
월은 싱가포르에서 진행
- 상업화되지 않은 지식재산들의 경우, 스탠포드의 기술이전부서(OTL, 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에서 담당하여 일반에 라이선스 목적으로 제공

(1) 스탠포드 바이오디자인의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
q 목표 : 의료 기기 혁신에 대한 창의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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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 ridge 대학 출판부가 2009년 의료 기술 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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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

하는

교재로,

신적인 프로세스를 제안

신적인 의료 기기의 과정 등
할 수 있는 기본인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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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ng Medical Tec nologie

챕터

1.2 Observation & Problem
Identification
1.3
Need

려사항
혁신적인 프로세스에 생각하기에 앞서 현 상

Development
2.1
Disease
N

e

e

d

s

Screening

Statement

황의 문제점들에 대해 고찰
State

Fundamentals
2.2 Treatment Options
2.3 Stakeholder Analysis

C o n c e p t
Generation

C o n c e p t

2.4 Market Analysis
2.5 Needs Filtering
3.1
Ideation

&

Brainstorming
3.2 Concept Screening
4.1 Intellectual Property
Basics
4.2 Regulatory Basics
4.3 Reimbursement Basics
4.4 Business Models

Selection

4.5 Prototyping
4.6

Final

Concept

Selection
5.1 IP Strategy
5.2 R&D Strategy
5.3 Clinical Strategy
5.4 Regulatory Strategy
5.5 Quality & Process
Development
Strategy
Planning

&

Management
5.6
Reimbursement
Strategy
5.7
Marketing
&
Stakeholder Strategy
5.8 Sales & Distribution

Integration

용 >

내용
의료 기기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접근 방법과 임상문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고

1.1 Strategic Focus
Needs Finding

s내

Strategy
5.9 Competitive Advantage
& Business Strategy
6.1 Operating Plan &
Financial Model
6.2
Business
Plan
Development
6.3 Funding Sources

잠재적인 질병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 유도
기존 의료 방식에 대한 이해
의료 행위에서의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보다 혁신적인 방법제안
시장에 대한 분석 및 이해
시장에서의 필요성과 사업성
biodesign 혁신 과정에서의 브레인스토밍
연구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방법
특허출원을 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개념
규제 문제
미국 및 전 세계의 의료 분야에서의 이해 상
환 관계
biodesign 혁신 과정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프로토 타입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 인

6.4 Licensing & Alternate

가
대체 경로와 제휴, 라이센스, 또는 인수를 하

Pathways

기 위한 과정의 적합성 평가

- 팀제도로 운영되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매시
간 토론과 프리젠테이션을 병행하여 진행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업 당 40명 내외로 제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최종 프리
젠테이션과 수업의 참여도로 판단

생들

* 학

의 수업 출석은

중

체

요한 요소가 되기에 출석

크는 수업시

간

15분

후

에 실시

m 겨울학기 - 의료기술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기술의 필요성과 개념 확립
- 목표 : 새로운 의료기술을 발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배우는 것
- 이 수업 과정에서는 시장평가와 기존 기술의 평가를 포함한 의학적인 필요를 입증
하는 방법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및 프로토타입 기술 생성
-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
를 이끌어낼 수 있게 수업을 진행
- 팀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기말에 최종 프리젠테이션으로 평가

식
사용자 및 디자인 요구 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개념 확립
효과적인 IP 전략 및 개발
전략적인 R&D 구성
임상 전략의 목적 파악
장치 분류 및 규제 인식
품질 및 공정 관리에 대한 이해
보상 전문 컨설턴트 및 상환 전략 작성 방법
이해 관계자 분석과 마케팅 전략

m 봄학기 - 개발 및 구현
- 겨울학기 동안 확립한 개념을 토대로 기술 이전 및 구현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의료 기기를 발명하는 방법을 창안하는데 중점
- 구체적으로 특허 전략, 지식재산권 분석, 라이센스 활용 및 신규 기술 개발에 있어
서의 비교, 의료 기기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 등을 공부
- 학생들은 팀별로 비즈니스 모델 및 연구 계획을 작성하고 의료 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 수립 등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

대상 고객 파악 및 비즈니스 모델 영향 평가
경쟁사의 경쟁력을 이해
Bottom-Up 금융 모델 개발
사업 계획의 목적 및 대상 정의
중요 정보와 자금 사항을 분석하여 투자자 평

- 42 -

- 43 -

Darrell Zoromski (Miramar Labs)
Miramar 연구소의 일본 시장 진출 방법
Andrew Cleeland Former CEO
유럽
- Ardian Inc.
Sheri Dodd
- Vice President, New Product
유럽
Evidence
and
Reimbursement,

(나) Global Biodesign: Medical Technology in an International Context
m 2011년 처음 개설되어 공학, 인문과학, 법, 의학, 생물 공학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5/9

의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
고, 의학 기술에 경영적인 마인드를 심어 주게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
- 의료 기기 시장에서의 영업, 마케팅, 유통에 대해 배우고 실질적인 기술에 대한 임
상실험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규제를 공부하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볼

Medtronic
돈에 대한 가치 : 유럽에서 헬스 케어에 대한 의사 결정과 혁신이 미치는 영향
Lars Hofmann, M.D.
- Director Global Marketing, Ultrasound

5/16

기회를 제공

Premium Markets, Siemens

-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인도,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환경

유럽 의료 시스템과 시장

에서 의료 기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Karun Naga

연구

- Director, Corporate Development,
Medtronic ; former legal counsel of

- 교수진에 의한 수업도 있지만, 현장의 실무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정부기관의

5/23

Ardian
Geoffrey Lin,

지식재산권

행정담당자 등의 특강을 통해 업계의 동향과 실무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게 진행
- 각 지역에 따른 고유한 의료 기술의 필요성과 차이점 등을 배워 의료기술 분야에
서의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한 인재를 키워 나갈 수 있음
신 시장 & 수업 요약 정리

5/30

- Partner, Ropes&Grey
David Levine
- Partner, Levine Bagade Han LLP
David Hite
- CEO, Alandra Medical

라틴 아메리카
Igor Pivovarov
- CEO, Hemacore: Russia

q 시간표6)
날짜

주제

강사

러시아

Michael Gropp
4/4

4/11

4/18

4/25
5/2

글로벌 상황과 개요

Peter Wyles

- Vice President, Global Regulatory

Strategy, Medtronic Inc.
글로벌 시장에서의 의료 기기 - 동향, 과제 및 기회
Ajit Singh, Ph.D. Partner,
인도
- Artiman Ventures
인도에서의 의료 기기 발달 과정
Krista Donaldson CEO
인도
- D-Rev
대중을 위한 제품 디자인
Yashdeep Kumar
인도
- Stryker
인도에서의 의료기기 - 다국적 관점에서
Yoh-Chie Lu Founder and Chairman
아시아 태평양
- Biosensors International Group
바이오센서를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방법
아시아 태평양
Jeffrey Parker (Vision in Practice)
중국에서의 의료기기 사업의 서비스 방안

- CEO, Ventus Medical: Canada and
Japan
캐나다
Moshe Pinto
- CEO, Home Dialysis Plus
이스라엘
프리젠테이션

6/6

(다) Biodesign Capstone
m 본 수업은 가을학기와 겨울학기로 나뉘어 있는데, 각 학기마다 팀에 의한 프로젝
트를 진행
- 생물학과 생명의료기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술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통해 프로토타입을 작성
*

6) 본 시간표는 2012년 봄학기에 실제로 사용한 시간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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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전공자

만

강

이 수

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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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문에 다른 수업

들 달 생물
과

리

공학

- 특히 혈관 관련 저렴한 의료기구 보급이 긴요함
(라) Biodesign for Mobile Health
m 본 수업은 의학과 공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

m 연구개발 과정7)

로 모바일에 대한 헬스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
- 주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헬스 산업*에 대한 연구
* 모

바일 헬 또
스(

선 강검진
말

는 무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건

바일 또

)는 모

는 입는

컴퓨

터 등을 이용하여 의료서

함

- 고령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자가 건강검진 등 저렴한 방법으로 집에서 스스로 치료
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하는 것
- 주요 관심 주제: 주요 어플리케이션, 소비자에 대한 혁신과 기업화, 정책 및 규제,
금융, 비즈니스 모델, 글로벌 전략과 기업가 정신 등
- 새로운 모바일 헬스 산업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어플리케이션과 기술을 체험하
여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이해와 동향을 파악
- 주주와의 상호 의존 빛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를 통
한 재원 확보 가능성 타진
- 모바일 헬스의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가 정신을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
델을 개발
- 수업은 UC Berkeley 대학과의 결연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으
로 운영
<

- 각 분야의 전문가의 특강과 기타 교육 기관의 강사들을 초빙, 실무적인 내용을 들

골 내 혈관 접

근을 위하여

뼈

에 구

멍 뚫
을

는 드

릴

감

개발 조

도>

- 환자의 뼈 속 혈관이 손상된 경우, 드릴로 60초 안에 뼈를 뚫고 혈관에 접근할 수

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업계동향과 실무적 정보에 입각하여 현장에 맞는 혁신적인

있어야 함

개발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 낼 수 있음
m 개발 결과
(2) 스탠포드대학교 Biodesign 프로그램 구체적 결과물 예시

- 디자인 팀에 따르면, 제조비용은 약 $20로 추산되고, 이는 미국 응급실에서 사용되는

q 골 내부 혈관용 기구 (Intraosseous device (IO))

비용의 80%에 불과한 수준

m 스탠포드 India Biodesign 팀의 저렴한 의료기구 개발
- 인도의 경우 독특한 사회적 필요 때문에 저렴한 의료기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큼
- 복잡하지만 조악한 도로 상황 때문에 사고가 많으나 병원이 수시간 거리 이상인 경
우가 많아서, 사고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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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처:
http://www.fastcodesign.com/1664799/stanford-finds-hints-for-the-future-of-us-medical-design-in-in
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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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완 된
료

시제품8)>

<인도

거

리에서의

응급

치료 장면>

바. Northwestern University의 NUvention 프로그램
(1) 개요
q 핵심 개념
-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고 팀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 로 부터 자신이 이때 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지식 과 정보를
얻어서 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팀 내에서 협동을 통하여 창출한 아이디어
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개발이

완 된
료

습

제품9)의 모

>

8) 출처:
http://www.fastcodesign.com/1664799/stanford-finds-hints-for-the-future-of-us-medical-design-in-in
dia
9) 출처: http://www.designdirectory.com/lunar/Stanford-India-Bio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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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자원 설정 하에서 시장을 기반으로 한 벤처 기업을 설계 및 실행해보는 학제
m Nuvention의 핵심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 실제로 이 대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약 2주정도의 시간
을 한 팀의 구성원들이 팀의 프로젝트와 연관된 기업체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간 체험 학습 프로그램 Impact
- 모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기술 또는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료
후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 실습형 수업을 추구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의하는 과정이 있음
m 교제에 의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하여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프로
젝트를 기획하여 실질적인 상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q 운영방식
- Nuvention은 크게 3분야로 나뉘어져 운영
- 첫 번째로 학생들 간의 협동을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분야, 교수진과 이사진으로 나뉘
어져 운영

을 통한 인재 양성
- 다양한 분야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힘을 합쳐 서로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여 보
다 혁신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용이하게 함
- 수업을 관장하는 교수진은 수업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
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다양한 분야의 실무 강사진을 구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실무적인 감각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함
- 재정과 교육을 지원해줄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유지, 협력업체들은 교수진에게 실무
적인 도움과 교과 과정에 관한 조언을 주고, 혁신적인 개발을 하는 학생들에게 피
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생과 교수진 그리고 기업의 공동 노력으로 학습효과를 창출
- 자문위원회는 본 프로그램의 파트너들로 구성되어, 최종 사업 계획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하여 교과과정의 개발을 지원,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이 필요한 담당 교수진과 학

m 의학과 경영, 기술 등의 서로 다른 분야에 있어서 각각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

생들에게 조언

니라 융합된 사고를 가지고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융합형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 의학 기술 분야에 경영과 지식 재산권을 접목하여 사업화를 추구하는 Medical
Innovation

m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직원 및 학교는 ①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② 재정적인 문
제를 해결하며, ③ 지식 재산에 대한 관리를 맡게 됨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생들을 융합형 인재로 가르치기 위해 교수진, 자문위

- 소프트웨어 회사의 제품과 사업 개발 주기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사업화 할 수

원회 및 외부 강사 그리고 교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조력하는 것이 핵심

있도록 구성된 Web
- 클린 테크(clean tech)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
이디어를 연구하는 Energy

(2) Med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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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q 현장형 융합 교육

q 의학교육 이외 경영과 혁신을 통하여 비즈니스에 대한 체험학습을 하고, 실질적인 사
업화를 하기 위한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m 창의적인 융합형 교육을 하기 위하여, 닫힌 교육(교실 안에서 교수진에 의한 주입식
학습법)이 아닌 학생 스스로 그리고 교실 밖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형 실무교육
을 받을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추구

m 목표
- 기본적으로 의료 임상실험과 함께 기업에서의 혁신시스템을 도입하여 의학적인 관점
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도 고찰하여 혁신적인 의료 시스
템을 이룰 수 있게 하고, 학제 간 융합된 시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술 등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

- 약 60명 정도를 한반으로 하여, 매주 학생과 교수진이 의료 혁신에 관한 주제로 논의
- 교수님의 지도아래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가를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을 전수 받
고 활용할 수 있게 수업이 진행
- 모든 수업은 팀 과제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고 그들 중 해당 주제에 보다

- 한 학기 과정으로 구성되어 의료 제품, 지식 재산권, 사업적 측면 등을 팀제로 나누
어서 수업과정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단기간에 완성하는 형식으로 이루

전문적인 학생이 주도하여 역할을 분담, 각자 주된 전문 지식을 서로 공유하여 다양
한 관점으로 의학 기술에 대해 분석하고 접근

어짐
- 이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중심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팀별로 나누어 배
정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주도하여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여 한 학기 동안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의학기술을 창안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

(라) 기대성과
① 특허 검색 및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이 비즈니스 전략에 어떻게 이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
② 의료 기술 규제에 대한 탐색

(나) Medical Innovation 과정 설계의 목표
q 과정 설계 목표

③ 구체적인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도모
④ 수업 중에 구상한 프로젝트에서 창출된 혁신적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사업 개발을

m 6가지의 단계적 목표를 설정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배양

① 먼저, 의료 기술 분야에서 어떠한 혁신적인 기술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설정
② 그러한 의료 기술을 사업의 기회로 이용

→ 궁극적으로 수업에서 표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또는 기존의 기업들
에게 상품화하여 제공하는 방법 등 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결과를 활용

③ 지식재산권 보호 및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포함
④ 자본금의 조달 등 기업을 어떻게 창업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어, 본 과정 수강 후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지게 할 것
⑤ 기존의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발전 설계하고 이를 상용화하기위해 노력하도록 설계
⑥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팀을 나누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융합적 사고를 기
를 수 있도록

(마) 능력 평가방식
m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 즉, 개인적인 평가와 팀 평가
로 나뉨
- 개인 평가는 수업에서의 수업 참여도와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지를 평가하고 자신
이 맡은 부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여 개인 능력을 판단
- 팀 평가는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시장에서의 가
치는 어느 정도가 되며 사업화는 가능한지에 대해 평가

(다) 학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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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능력
팀 능력

기준
수업에서의 참여율, 성실도, 맡은 부분에 대한 성과
팀으로서의 전체 역할 및 주제의 혁신성과 사업성
예심 및 최종 설계
사업 계획 프리젠테이션
사업 계획 (법인 설립, 지식 자본과 규제 문서 작성 포함)

점수
400
150
150
600
100
200
1000

총점

- 완성된 프로젝트에 대해 완성도의 정도를 평가하며, 사업화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
션 및 구체적인 계획 방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

지식 재산권
: Prof. Francis
4주차

Team Briefings
with Faculty
Class Lecture

지식 재산권의 이슈
에 관한 팀 프레젠

2.5

테이션 작성
Team Briefings
with Faculty

1.3

규제/FDA 소개

5주차

- 최종성적은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진에 의해 판단되며, 학생들은 교수진에게 자신들의
장․단점 등 능력에 대해 피드백을 받음

: Susan Alpert,
MD, PhD, former

Team Break Out

head of Global

시장의 조망에 관한

Regulatory

팀 프레젠테이션 작

Affairs, Medtronic

성

P
P
Presentation

4.1

시장분석
: Prof. Sutter
Class Lecture

(바) 시간표10)

Date

Session I

6주차

Seddion II

Team
Deliverable

Presentaion

Prioritization

Rehearsal

Matrix

4.2

계

School
Deliverable

Opportunity

Reading
Course
Text

7주차

Biodesign:
T
h
e
Overview

관념화와 개념 설

T

e

a

m

Presentation

P i t c h
Presentation

Reception

&

Slide

Deck

Process of

Team Briefings
with Faculty

Team Briefings
with Faculty

Needs Selection

Needs Selection &

& Opportunity
Pitch Feedback
Prototyping

Opportunity Pitch
Feedback
Prototyping

3.1

Workshop
M o c k - U p

Workshop

3.2

Innovating
1주차

코스 개관
초청 강사

Team Break Out

: Jacob Babock,

팀 구성

Medical
Technologie

8주차

s

President,

Cambridge

NuCurrent

University
Press

9주차

Presentation

Available in
hard cover
Class Lecture
2주차

3주차

or eBook
1.1

Team Break Out
P

기업가 정신소개

임상 분야에 대한

: Prof. Sutter
Class Lecture

소개
Team Break Out

P

1.2

Presentation

2.1

P
P
Presentation

2.2
2.3
2.4

10주차

설계 계획 및 예
비 프로토타입 제
시
Class Lecture

M o c k - U p
Presentation
설계 계획 및 예비

4.5

Prototype

4.6

프로토타입 제시
Team Break Out
P

11주차

사업 모델 & 사업

법인 설립서류에 관

화 전략
: Prof. Sutter

한 프레젠테이션 작
성

10) 본 시간표는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반기에 사용되고 있는 시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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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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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4

Presentation

6.2
6.4

Preliminary

Class Lecture

12주차

마케팅 계획
초청강사
:
Prof.
Tim
Calkins, Kellogg

13주차

FDA
&
Regulatory Panel

Team Break Out

o

사업 계획 준비

Incorporation
&

f

Business
Plan Outline

Panel
토론
Class Lecture

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m 실제로 사업화될 수 있는 혁신을 가지고 요구 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

Team

Briefings

5.7
5.1-5.9

Bill

Sutter,

guest speakers
Prototype Studio
Session
16주차

프로토타입 및 프
레젠테이션 마무
리
Class Lecture

17주차

특허 멘토링

Teams:

2

Final

Draft

minute pitch

o

f

to panel

Incorporation

6.1
6.3

사업 모델 멘토링

- 팀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6개월 동안 실제 기업의 팀과 같이 수많은 비즈니스 모
델,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개발에 관하여 연구

정도의 기술력을 요구
- 프로그램 수료생들과 소프트웨어 및 벤처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 학생들이 과
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연계

Prototype Studio

- 학생들의 응용 프로그램은 Web 자문위원회에서 분기말에 프리젠테이션으로 평가,

Session

학생들은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업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
프로토타입 및 프레
젠테이션 마무리

m 겨울과 봄 학기로 나누어져 구성, 각 학기마다 학생들은 서로 협업하여 자신들의

Team Break Out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함
사업 계획 준비

술
Final Prototype

특허 멘토링

18주차
팀 프로토타입 제
시
Presentation Dry
Run

Final

- 프로젝트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 태블릿

Prototype

Presentation

F i n a l
Prototype

팀 프로토타입 제시

Evaluation

Run

Provisional

T

Presentation

Presentations

e

a

m

우드, 빅 데이터 등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모든 분야가 가능
- 겨울학기는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주제 선정과

Business
Plan

들과도 미팅을 통하여 사업화 방향을 구상
- 봄학기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제작 및 사업화를 시행, 보다

팀 제출

Proto typ e

앱, 모바일 앱, 뉴 미디어, 소셜 게임, 트위터나 페이스 북 앱, 전자 상거래, 클라
Business
Plan Draft

설계 및 재정 그리고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각 팀원들과 상의하고 교수진

Presentation Dry
patent

팀 제출
20주차

5.1-5.9

- 최종적으로 수업 중 만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수료 후 신생 회사를 창설할 수 있을

프레젠테이션 기

Presentation

19주차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구조로 형성
- 목표: 사람들이 사용하기 원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구조화

Team Break Out

재정 & 가치
:

q 학제간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회사의 제품과 사업 개발 주기에 대해 학

Agreements

Team Break Ou
15주차

(가) 개요
4.3

Shareholder

with Faculty
토론
Reimbursement

14주차

(3) Web

Draft Articles

and

Presentation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 실무가에 의한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정과 보완을 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을 시장에 제공

(나) Web 과정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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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

m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수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외부 활동에 있어서도 적
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① 웹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 프로토 타입 및 초기 제품 제공하고 구현
② 웹 서비스 또는 새로운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계획을 개발

* 출석이 평가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

며

감

과제는 마

기한 전에 제출

- Web 과정에서의 학생 평가 방법은 크게 겨울학기와 봄학기로 나누어서 판단

③ 웹 서비스에 대한 초기 시장 반응을 실행하고 측정
* 겨울학기
(다) 학습 방법
m 한반에 약 55명의 학생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교실 밖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
- 매주 소프트웨어의 혁신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학생과 교수진이 함께 토론, 교수
진은 주제 선정과 토론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외부 초청 강
사를 초대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각 수업의 후반부에 학생들은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교수진들과 미팅, 이때 팀 프
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잘된 점과 부족한 부분 등 프로젝트가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제시
- 혁신과 기업가정신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없으며 팀 단위로 많은 과제들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 다양한 시각으로부터 혁신 유발
- 각자 전문 영역에서 지식을 갖춘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팀을 이루고, 주
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무에서 팀을 이끌고 타인과 융합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
- 팀은 약 8명 정도로 구성, 리더와 프로그램 관리자, 재정담당자, 마케팅 및 판매자,
개발자 등으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팀

내주 역
요

할 분

역할
팀 리더
프로그램 관리 및 상호작용 디자인
재정 담당자
개발자 및 설계자
마케팅 및 판매자

담

기간
2주차
3, 5주차
7주차
5, 7주차
7주차
7주차
10주차
10주차
10주차

인원수

* 봄학기
과제
팀
팀
팀
팀

Check-In
Check-In
제품 출시
Check-In
Check-In

기간

#1
#2
계획
#3
#4

- 소프트웨어 제품 출시 (실행하는 방법, 계획의 변화)
최종 프리젠테이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계획
- 소프트웨어 사후 분석/ 실천 계획
팀/ 학급 수업 참여도

점수

3주차

50

4주차

50

5주차

50

8주차

50

9주차

100

10주차

150

기간 전체

50

기에는 전 학기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평가

(마) 시간표11)

11) 2011년에 Web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시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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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50
50
50
50
50
50
50
50
100

- 겨울학기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봄 학

>

1
1-2
1/2
2+
2

(라) 능력 평가 방법

과제
역할/ 책임/ 프로젝트 영역
프로젝트 내용
UI 개념과 MVP 정의
시장조사/ 콘텐츠 디자인
초기 사업 홍보
개발 환경 작업 계획
건축 개요 문서
팀/ 학급 수업 참여도
사업 홍보

- 59 -

m 목적: 시장에서 필요로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 또는 서비스 중심의 사

* 겨울학기

업에 대한 도전과 기업가 정신의 실질적인 능력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
날짜

강의

1/4

팀 주제
팀 구성 및 프로젝트 아이디어

강의 소개

공유

시장 규모/ 기회 또는 기업가 정신에 의한 사업화

1/11

개념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논의
샘플로서의 보도 자료 초안 작

1/18

가치 제안

1/25
2/1
2/8
2/15

Blank Discussion 및 사업 가설
콘텐츠 디자인/ 사용자 인터뷰/ 초기 UI
사업 홍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2/22

개발 소개

3/1
3/8

사업 홍보 연습(Dry Run)
컨셉트와 프로토 타입 설명

성
사업 가설 및 수요층 설정
가설 확립 및 CD Plan
CD consolidation
가설 및 CD Presentations
프로토 타입 작업 및 사업 계
획 논의
총 연습
컨셉트와 프로토 타입 설명

- 공학, 비즈니스, 예술과 과학과 법학 등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학생
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또는 클린 테크 산업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사업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팀을 이루고 서로의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면서 혁신적
인 에너지 자원의 창출을 위해 연구
-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개발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
- 짧은 학기 동안 학생들은 비즈니스 모델 탄생, 고객 개발과 편리한 디자인에 초점
을 맞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팀제도로 수업을 진행
-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
는 비즈니스 경연장을 완성하는데 주안점
- 학생들은 학교나 회사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팀 비

* 봄학기

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

날짜
3/29
4/12
4/19
4/26
5/3
5/10
5/17

강의
Agile 개발 방법론 출시 계획 - 기술 및 사업
사업 모델/ 캔버스 계획 개요
LUXR-Lean 사용자 경험
유능한 기업가의 준비과정 조언
출시 초기에 대한 Studio Session
사업 계획에 관한 재무
마케팅 및 최종 프리젠테이션의 개요

5/24

기업가들의 조언

5/31
6/7

프리젠테이션 연습(Dry Run)
최종 프리젠테이션

팀 주제
스토리 개발 및 기능 논의
사업 모델 캔버스 포스터 논의
비공식적인 확인
비공식적인 확인
비공식적인 확인
Term Sheets, 비용 재정
통계/ 주요 성공 요인
다음 수업 주제에 대한 팀 토
론
프리젠테이션과 계획 검토

- 고객 및 비즈니스 개발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학생들이 대인관계 능력,
창의적인 비즈니스 기술 능력 등을 개발하는데 도움

(나) Energy과정의 목표
m 목표: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에 의거한 도전적이고 청의적인 학습을 촉진
-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과 배경을 자지고 있는 학생들을 팀제도로 운영하여 다각적
인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운영
-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Lean Start-Up 방법론*을 익혀 사용․평가하며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장의 진입 가능성과 기회를 판단, 기술과 재정 자립도에 대

(4) Energy

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개념을 연구하여 학생들이 잠재적인 금융과 환경의 수익을

(가) 개요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목적

q 불확실한 에너지 자원*을 클린 테크(clean tech) 관점에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의
거하여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

후

* 현재 기

너 확
지

두

변화, 자원 제약 조건 및 기타 환경 문제가 대

보가

중

슈

요한 이

임

속

되면서 지

생
방 론

* 공

게 볍 빠르게

의 협업구조는 자연스럽

가

고

법

가능한 에

(다) 학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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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내
어

는

q 전송기술 또는 저장기술 등을 통하여 에너지 시스템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 하나를 주제로 선정, 프로젝트*를 수행

h

* Clean tec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업가 정신을 이

델

비즈니스 모
한

종

너

, 자금 및 금융을 포함한 에

찰

합적인 고

루

기 위해서는 디자인, 고

객

대해 창조적 아이디어 생산
②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 아이디어로 발전

개발,

지 정책 분석과 법률 및 규제 문제에 대

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

③ 에너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과 정책적 불확실성 및 문제점을 탐색하고 방안을 수
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④ 잠재적인 자금 제공자에게 비즈니스 적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관계를 유지하고 물색

m 본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이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실무적인

하는 등 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능력을 취득

감각을 배울 수 있도록 진행
- 수업은 비즈니스 모델, 고객 개발, 디자인과 관련된 에너지 상품에 대하여 배울 수
있게 구성

(마) 평가 방법
m 크게 두 가지, 즉 참여도와 프로젝트 성과로 판단

- 이러한 에너지 상품들을 만들어 봄으로서, 학생들은 경제학적이고 생태학적으로 가
능한 지속적인 에너지 벤처 형성에 중요한 핵심 기술과 통찰력을 습득
-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개인 스스로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업은 다른
NUvention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팀에 의한 프로젝트 형식으로 수행
- 교수진과 자문위원회는 분기마다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프로젝트 팀들에게 자문
- 수업은 학생들이 주도하여 이끌어가고 교수진은 주가적인 조언과 방향만 제시

- 참여도는 학생이 수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임했는지에 대하여 팀에
서의 성실도와 기여도로 판단
-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정도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제시를 어느 정도 했는지 판단,
중간․최종 프리젠테이션으로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든 생들

* 모

학

의 성적은 공개, 학기

중간

백

에 한번 성적에 대한 피드

- 프로젝트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그 분야에 좀 더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학
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프로젝트를 이끌어 감

* 참여도

총 300점

-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맡게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모든 결과물에 대한 책임

수업
팀
AB 상호관련 피드백

을 팀원들 전원이 공유
- 기업가 정신 또는 혁신 및 개발과 같은 주제에 대해 교수진과 토론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실무가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외부 강사들의 특강으로 창의적이고 혁
신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수업 진행

* 프로젝트 성과

- 팀은 적어도 한 달에 한번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피드백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의문점 들을 수정, 보다 완성된 결과물

100
100
100

총 700점

시장 조사/ 고객 개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제출
중간 보고
최종 프리젠테이션
비즈니스 캔버스 & 문서 제출

50
100
100
150
300

최종 점수
900-1000 점
800-899 점

등급
A
B

을 창출
* 최종 등급
(라) 기대 성과
① 제품 및 사업 개발의 모든 단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속개발가능한 에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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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99 점
600-699 점
600 점 미만

C
D
F

- 현장 경험을 중점에 두고, 모든 수업은 2주간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국내 여행을
떠나게 되며 이는 필수 구성요소로 설정
- 이때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실습업무 분야를 파악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현장의

(바) 시간표12)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현장 학습에 대한 비용은 각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지만, 2주간의 여행을 위해 교

날짜

주제

1/6
1/13
1/20
1/27

과제
수업 전 과제

에너지에 대한 개론
디자인
고객 개발
비즈니스 모델 컨버스

수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학교에서의 재정적 지원 및 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시장 조사/ 고객 개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2/3

팀 아이디어 보고

#1 &
관련 문서 제출

2/10

법률적 이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2/17

정책 & 규제

2/24

자금 & 재정

#2 &
관련 문서 제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3/2

관련 데이터 수집 & 포괄적인 관련 내용 정리

#3 &

프리젠테이션 연습(Dry Run)
최종 프리젠테이션

m 본 과정은 크게 봄방학 1주를 포함하여 겨울학기와 봄학기로 구성, 각 학기의 수업
은 총 15주의 수업시간과 2주의 현장 수업으로 이루어 짐
- 먼저 10주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구하고, 2주간 자국내 여행을
통해 현장학습을 하여 10주간 배운 내용에 대해 실무상의 적용 방법과 실해 시의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등 실무 경험
- 이후 4주간 디자인 개념 및 지속 가능한 사업 계획의 구성과 실행 방법 등에 대해

관련 문서 제출
3/5
3/9

(나) 학습 방법

최종 프리젠테이션

구체적으로 연구
- 마지막에는 최대 10페이지의 벤처 사업을 구상한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투자자 및
자문위원회에게 보고

(5) Impact

(다) 기대성과

(가) 개요

m 비즈니스에서의 제품 및 사업 개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

q 최근에 새로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제한된 자원* 설정 하에서 시장을 기반으로 한 벤
처 기업을 설계 및 실행해보는 학제간 체험 학습 프로그램
*

빈곤
각 접 방
방
색

들
너 급

, 기아의 환경 등 국제적인 과제

한

근

안을 모

속

식으로, 지

가능한 에

- 경험에 입각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창조하여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고 정책

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입

지 공

렴

및 저

강 험

한 건

보

고 실무적인 경험 축적

체

등 구

적인 해결

하는 과정으로 구성

m 사업화에 있어서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벤처를 구성 및 설립하는데 필요한 사
항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수강이후 개인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
- 학생들은 수료 후 자신의 프로젝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신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 연구소와 긴밀히 협력

- 사회적 관점에서 이익과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
회적 벤처 기업을 설립하는데 많은 노력

(라) 능력 평가 방법

12) 본 시간표는 2012년 Energy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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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비중

프로토 타입 작성
캔버스: 벤처 과제 (개인 평가)
벤처 보고
사업 계획
수업 참여도
개인의 팀 기여도

25%
10%
30%
20%
5%
10%

m 수업 참여도 (5%)
- 모든 수업은 사례와 교재를 기본으로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되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른 학생이 제시한 이슈에 대해 논의 할 수 있게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 교수진과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사업화로 진행할 수 있도록

m 프로토 타입 작성 (25%)
- 반 전체는 각자 선정한 주제에 대해 연구, 7주차 때 준비한 프로토 타입을 제시해

도움

야 하며, 이 때 작성된 프로토 타입의 결과물에 대해 평가
(마) 시간표
m 벤처 평가 (10%)
기간

- 개인 과제로서, 각 학생은 기존의 벤처 기업을 선택하고, 수업시간에 제공하는 비
즈니스 모델 캔버스 구조 및 구성 요소에 의하여 그 벤처회사를 분석, 얼마나 창
의력 있게 그리고 창조적인 분석을 가지고 회사를 분석하였는지에 대해 평가
- 모델을 설명함에 있어 자신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하여 1장 이내로
정리하여야

1주차

주제
수업 개요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팀 구성 & 팀
콘텐츠의 이해와 기회
인간 중심 디자인 : 듣기
인간 중심 디자인 : 창조
인간 중심 디자인 : 인계
워크샵
노동시장 외 고려사항과 소셜 네트워크 매핑 분석

8주차

운영 모델 및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주차

성공을 위한 파트너십

10주차

긍정적 심리학

11-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국내 실무 실습
벤처를 위한 법률 구조
벤처의 재무
논리 모델
자신의 영향력 측정 및 확인

17주차

프리젠테이션

m 벤처 보고 (30%)
- 마지막 수업시간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약 15분 정도 진행되고 약 10분간 Q&A
- 평가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벤처에 의해 창출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로 판단

m 사업 계획 (25%)

팀 구성
팀 구성
현장 실습과 인터뷰
개념 개발
프로토 타입 작성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
한 기존 네트워크 지도
정리
캔버스 : 벤처 평가
국내 업무 계획 및 인
터뷰 가이드
5분 동안 개요 발표

10페이지 벤처 계획
15분의 벤처 발표

- 10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하여 제출
- 그 중 그래프, 참조 및 뒷받침 자료는 최대 4페이지를 넘지 않게 포함하여야
- 평가는 벤처를 어떻게 발전 시키고 기술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 등 다양한 항
목에서 수업시간에 논의가 된 부분을 얼마만큼 적용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하였는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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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그램 운용 결과물 예시
(가) NEUVEL

<

NU

vention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업한

N

euvel사>

m NUvention 클래스에 의해 이루어진 프로젝트로, 법률, 비즈니스, 의료, 공학 등의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 Geoff Woo라는 엔
지니어가 주축이 된 팀이 회사 Neuvel를 설립

< 프로

토

s

타입 Sonogra p 제품 개발 과정 >

- 개선에 대한 Needs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미로와 같은 과정을 거침

m 이른 바, ‘척추 진단’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허리에 바늘로 구멍을 내서 다양한 조건
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절차*의 개선에 대한 Needs 발굴

뇌 척 샘플 추
각 찾
험

* 기본적으로 의사가 대
는

데 확
, 정

한 위치와

수의

도를

을

출하는

는 과정은 경

두 척추 뼈

사이에

려

에 의하여야 하는 어

바늘 삽
을

입하

운 가술

- 뇌 수술 과정을 지켜보고 의사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더미인형에 대한 연
습 절차를 지켜 보는 등 과정을 거침
- 최종적으로 개발 Needs 발굴
- 허리에 바늘로 구멍을 뚫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 이러한 방법을 무
수히 수행 한 후, 바늘을 삽입하는 동안 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
- 시장의 크기와 기존의 특허를 평가하는 등 다방면에 대하여 충분히 판단하는 과정을

친완

< 개발을 마

거침

- 68 -

s

제품 Sonogra p >

- 69 -

(나) 그 외 사례

q Sweetperk
- Sweetperk는 사용자가 원하는 물품을 살 때, 사용자가 있는 지역근처에 있는 상점들

1) NuCurrent

을 찾아 사용자가 찾기 쉽게 도와주는 핸드폰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
- 전원 변환기, 원격 통신 같은 무선 어플리케이션에 쓰이는 고효율의 전자 부품을 디
자인 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상점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거의 출시 동시에 온라인에 게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더 빠른 시간에 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2009년에 설립된 NuCurrent는 공공기관 및 산업기구에서 다양한 수상경력이 있음
q Waddle
2) BriteSeed

- Waddle은 사진 저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 BriteSeed는 2011년에 만들어졌으며 건강관리의 향상에 관한 혁신적인 기술에 목적을
두어 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음

- Waddle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개인의 공간을 개설하여 사진에 메시지 등을 남길 수
있음

3) Citrics Biomedical
- 정형외과 및 치과에 필요한 뼈와 피부조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음

4) NUvention Web 과정을 통한 사례
- NUvention Web의 대표적인 사례는 Groovebug, Sweetperk, Waddle등이 있으며 이

5) NUvention Energy 과정을 통한 연구사례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음
q Nuvention Energy에서 소개된 대표적인 연구주제
- ‘Behavior Change for Residential Energy Efficiency’
q Groovebug

- ‘Addressing the gap between Smart Grid technology and end consumers’

- Groovebug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벤드를 찾는 노력을 덜어주고, 새로운 음악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이며 어떤 음악 장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자신이 선호
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

- ‘Computational Materials Innovation’, ‘Urban Sustainability Scans’
- ‘Information Systems for Designing the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 Infrastructure’
- ‘Next-Generation Lithium-Ion Batteries’, ‘Printed Polymer Photovolta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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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미국 Brown 대학교 PRIME (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and

: 많은 학생들이 PRIME 과정 수료 후 박사과정으로 진학

Entrepreneurship) 과정
q PRIME 과정 소개

m 수업

m PRIME (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과정은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상업적 가치와 새로운 벤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화
과정

-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6시에 있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 봄 학기에 10~14일 동안 미국의 기업 방문 및 다른 나라의 대학 및 기업을 방문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 환경을 체험

- 경쟁적인 시장에서 비즈니스에 기반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배움
- 8개의 통합 과정 : 이 과정은 비즈니스와 기술을 통합한 과정으로서 다양한 배경지
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융합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음
- 기술 벤처 프로젝트 : 학생들은 자교에서 개발된 신흥 기술의 사용화를 계획하고 직
접 추진

m 졸업 후 취업 분야
- 졸업생은 자신의 기업을 창업하거나 건강/의료 기업, 정보 기술,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회사 등 기술을 요구하는 회사로 취업
- 컨설팅, 투자 은행에서도 PRIME 졸업생들을 선호

- 글로벌 단기 집중과정 : 경제 구조와 비즈니스 문화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영 전략 등을 이해
- 교과 과정은 일반적으로 8개의 통합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
에서의 과학기술 영역에 관한 과목을 전체 이수과목 외에 따로 연간 두 과목씩 선
택하여 수강할 수도 있다.

q 과목 설명
m 비즈니스 공학 기초 I (ENGN 2110)
- ① 지식 재산권 및 비즈니스 법률, ② 기술 마케팅, ③ 금융 등 세 가지 교과목 단위

- 이 과정에서는 MBA와 다르게 비즈니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지는 않는다.
오히려, 엔지니어링 또는 과학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프로세스와 기술에 관련된 기업
설립의 과정 등을 학습

를 통해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핵심 개념을 배우고, 지식 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학
습
* 학기 - 가을학기 (수요일, 3 - 6pm)
강사 - Eric Suuberg

q 프로그램의 특징
m Class

m 비즈니스 공학 기초 II (ENGN 2120)

- 학생들은 대부분 미국 기관의 졸업생이며, 수업 당 15~20명으로 구성

- 이 과목은 ① 기본적인 재무 관리, ② 신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법률과 팀 빌딩
같은 심도 있는 주제, ③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의 협상 과정 등 의 핵심 개
념을 배움

m 교육과정
- 1년 과정으로,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과학 석사 학위(ScM)를 수여
: PRIME 과정은 비 논문 석사 학위 과정
- 다른 대학원과 연계 가능

- 조직을 구성하여 리더십을 설정하고 인재를 찾는 것을 배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러
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
- 좋은 새로운 기술을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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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 봄 학기 (수요일, 3 - 6pm)
강사 - Eric Suuberg

m 기술 기업가 정신 및 상용화 II (ENGN 2160)
- 이 과정은 ENGN 2150의 필수 코스를 수강한 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 정신에

m 혁신과 기술 관리 I (ENGN 2130)
- ① 기술혁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② 현재 실행되고 있는 기술 혁신 전략, ③ 새로
운 기술 혁신 전략 작성, ④ 조기 상용화와 배포 등에 관한 핵심 개념을 배움
* 학기 - 봄 학기 (수요일, 3 - 6pm)

대한 기능 및 지식의 개발에 대해 학습
- 수강생들은 과학과 기술의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새로운 벤처의 높은 성장 가능성의
창출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조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직접 작성
* 학기 - 봄 학기 (월요일, 3 - 6pm)
강사 - Angus Kingon

강사 - Eric Suuberg

m 혁신과 기술 관리 II (ENGN 2140)
- ① Capacity Planning, ② 산업 공학, ③ 자원 공학과 재료 공학 등을 기본 교과목
단위로 하여 산업 중심에서 기술지향형 기업의 운영 관리에 대해 공부
- 'Capacity Planning'에서는 제조 및 서비스 기관의 시설 및 위치, 기타 고려 사항 등
에 관한 능력에 초점을 맞춰 의사 결정 방법을 배우고, '산업 공학' 교과목 단위에서

m 신흥 기술과 최첨단 기술에 관한 연구 (ENGN 2911F)
- 이 과정은 사회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를 창조하는데 사용되어진 신흥 과학과 기술의
활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술 동향을 분석
* 학기 - 봄 학기 (목요일, 3 - 6pm)
강사 - Angus Kingon

는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최적의 공정 및 레이아웃에 관한 계획을 검토
- ‘자원 및 재료 공학’에서는 자원, 노동, 작업 센터를 계획하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
용 방안을 모색

m 세계화의 집중 훈련과 기업가 정신 연구 (ENGN 2180)
- 학생들은 기업가 정신을 담고 있는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세계 각 지역

* 학기 - 봄학기 (화요일, 3 - 6pm)
강사 - Robert Petteruti

의 정치, 사회, 문화적 역학에 대해 공부
- 투자 전문가, 첨단 기술 기업, 법률 전문가, 정부 관료, 대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토론 및 프레젠테이션 등을 하여 세계화 속에서 역동적인 기업가 정

m 기술 기업가 정신 및 상용화 I (ENGN 2150)
- 이 과정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는 것을 배우는 ENGN 2160의
총론(필수 코스)에 해당

신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학기 - 가을 학기 (목요일, 3 - 6pm)
강사 - Patrick McHugh

- 신흥 과학 기술로부터 새로운 벤처를 창업하고 창업한 벤처가 높은 성장 가능성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정
- 강의, 토론, 그리고 두 학기 과정의 '체험 학습'으로 구성
* 학기 - 가을 학기 (월요일, 3 - 6pm)
강사 - Angus Kin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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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University of Maryland의 EIP (Enter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1) 개요
q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연계하여 학생들
이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m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주된 학습 주제
- 학생들은 체험학습, 세미나, 워크샵과 자체적인 경연대회 및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
가 정신과 혁신을 배움
- 이 과정에서 어느 한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학제간 융합형 인재를 육성
- 교수진과 벤처 기업으로 성공한 멘토들이 공동으로 학생들을 이끌고, 학생들은 이
들의 가르침을 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상품을 계획
< EIP 프로그램 건

q 과정의 특징

물내 탁 설
세

시

>

m 코칭과 멘토링

m 체험학습

- 본 프로그램의 전용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최신 벤처 동향을 알려주

- 학생들은 세미나, 워크샵 및 경연대회나 자원봉사 등의 체험학습 형태로 직접 수업

거나,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에 참여
- 연례행사인 Start-Up Boot Camp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창의적이
고 혁신적인 사고를 연습
- 한편, 학생들은 벤처사업으로 성공한 멘토들과 교수진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사업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팀제도로 운영하는 프로젝트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계획
까지 이루어지도록 연습

m 커뮤니티 활동
- 원하는 학생들은 세탁시설 등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갖춘 EIP 프로그램
건물 내에서 같이 생활하며 아이디어와 team-building 그리고 기업 활동에 관한 정
보를 공유하여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물 내 생들 게

< EIP 프로그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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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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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제공되는 사무공

>

- 또한 수업 또는 벤처 창업과 관련된 법률, 금융,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
움을 주는 제도를 운영

(2) 프로그램의 구성
m 기본적인 수업은 총 9학점, 4 과목으로 구성
- 기업가 정신과 혁신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세미나*가 매년 개최, 학생들에게 실
무적인 부분과 업계의 동향 등을 제공

목
험 폭 넓혀 줌

* 세미나는 전공과
경

의

으로서 필수 이수과

목

생들 게

으로 지정되어 있어 학

에

많은

참

여와

을

- 졸업이수학점으로는 기본적인 수업 9학점 외에 추가적으로 6학점의 세미나 또는 I시리즈* 코스를 포함하여 총 16학점 이상의 학점이 필요

y

일
극
방

* Mar land 대학교의

물 내 생들 게

< EIP 프로그램 건

학

에

제공되는

논 간
의공

그리고
>

혁

신을 자

전제를 해결하는

-

반 교육 프로그램인 I 시리즈 과정은

슈들

하는 이

상상

력과 지식에 대한

열망

로 구성, 특정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

법을 연구

- 연 2회, 봄과 가을에 시행되는 세미나는 각각 3학점으로서 한 학기에 약 80회 정
도 개최
-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아이디어 공유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을 조성하
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세미나당 참석인원을 20명으로 제한
- 이를 통해 학생들은 토론의 기술과 듣고, 쓰고, 비판하는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습
득하며 윤리와 리더십을 함양
- 학제 간 융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제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3) EIP 교과과정
- EIP의 교육과정은 봄학기와 가을학기로 나뉘어 2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선택적으로
수강

1학년

물 내 생들 게

< EIP 프로그램 건

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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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휴 간
식공

>

2학년

가을학기
HEIP
143:
Foundations
of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1학점)
HEIP 240: Exploring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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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학기
HEIP 144: Contemporary Issues in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3학점)
HEIP 241: EIP Capstone: Creating
Enterprise with Social Impact addresses
(2학점)

(http://www.kauffman.org/entrepreneurship/all-areSocial Value

(가) HEIP 143: Foundations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1 Credit)

5

10/4
Thur.

Whiting Turner
Kim Bldg 5-6pm
Gumball

10/8

Challenge

본적인 개념과 용어 등을 소개하고 기술 혁신의 동향을 배우는 과정
10/12

- 기업가 정신을 개발, 다양한 글로벌 환경에서의 사업 육성 능력, 경쟁 세계에서의

Fri.

협업과 리더십 등을 키우는 것을 목표
6

10/15

Presentations
Mtech Start-up
Boot Camp
(Stamp Union)
What Makes a
Great Business

- 본 수업은 기본과정이기에 강의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

어떻게 실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평가
평가 방식
출석 및 수업 참여
EIP Connect & Mtech Startup Boot Camp
Gumball Challenge
Reflection Journal and Summary
개인 보고서 (각 10% * 2회)
기업가 이력서 연습
기업가 인터뷰

비율
15%
5%
10%
20%
20%
15%
15%

3) 스케줄13)

1
2

3

4

9/10
9/17

9/24

10/1

Read: 100 Great Businesses pp 1-20

Whiting Turner

•

Kim Bldg 5-6pm

http://www.mddionline.com/blog/devicetalk/how-us-stack
s-terms-medtech-according-dr-thomas-fogarty
• www.fogartywinery.com

Sustainability,
7

10/22

Innovation &

8

10/29

Entrepreneurship
From Terp to
Entrepreneur
Building a

9

11/5

Business and

10

11/12

a Life
(GEW) Global
Entrepreneurship
Creativity,

11

11/19

Entrepreneurship

12

11/26

13

12/3

수업 진행
and

Expectation
Entrepreneuria
Mindset
Team Building &
Teamwork

Pre-Register @ bootcamp.umd.edu

Thur.

- 수업 중 실무를 담당하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기업가 정신은 무엇이며

주제
Overview

Prepare 3-minute team presentation.
Uploa
ELMS.
(see assignment sheet for details)

10/18

- 팀 제도를 기본으로 하지만 팀과 개인 과제가 동시에 진행

날짜

Visit Zoosk.com

Visit:
• http://www.mddionline.com/article/lifetime-fogarty

2) 수업 방식 및 평가

차수

Watch embedded video.

Individual Paper 1 due

1) 개요
m 다양한 글로벌 환경에서의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기

entrepreneurs.aspx)

Read and bring syllabus
Bring Laptops to Class

14

12/10

Bring Completed Waivers
Read

Individual Paper 2 Due

Your Entrepreneurial Resume Due

& Innovation
From Terp to
Entrepreneur
Technology,
Innovation &

Interview with an Entrepreneur Due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Event

preview: “Why Teams Don’t Work”

Creating

(http://hbr.org/2009/05/why-teams-dont-work/ar/1)
Read: All Human Beings are Entrepreneurs.

Economic and

by Muhammad Yunus, Nobel Laureate

13) 본 프로그램에서의 각 수업 시간표는 2012년 하반기 및 1013년 상반기에 사용되고 있는 시간표로서 예시사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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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EIP 144: Contemporary Issues in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3 Credit)
1) 개요
m 기업 혁신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토론식 강의로서 에너지, 생명 과학, 의료 및 기

- 81 -

술에 관한 이슈를 사례별로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
- 학생들은 기업 혁신 방법과 구조 및 역학관계 등에 대한 인식을 배우게 됨
- 팀과 개인 과제로 나누어,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와 현재의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

2) 수업 방식 및 평가
m 본 수업은 강의 형식을 기본으로, 토론식 수업을 지향

20
4/7
Design Thinking
MODULE 3: Applying entrepreneurial innovation to contemporary issues and problems
21
4/12
Innovation for Growth and Sustainability
22
4/14
Creativity Project 2 (Group) - Product/Service Innovation
23
4/19
Case Study 3: United Beverages
24
4/21
Changing Nature of the Music and Publishing Industries
25
4/26
Guest Speaker/Martha Connolly PhD, Dir. MIPS, Biotech
26
4/28
Alternative Energy
27
5/3
Social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28
5/5
Final Team Presentations (all presentations submitted)
29
5/10
Final Team Presentations
Final Reports Due by 5pm in Dropbox and print version delivered
5/16
Peer Evaluations Due by 5pm via Email

- 교수진과 학생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루는 방식
- 개념을 확실히 하면서 에너지, 생명 과학, 의료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이슈들을

(다) HEIP 240: Exploring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3 Credit)

공부하는 사례 연구 과정으로 구성되어, 아래와 같이 평가
1) 개요
평가 방식

비율

수업참여
사례 연구 (3)
창의적인 프로젝트 (2)
최종 프로젝트 발표 및 보고서

10%
30%
20%
40%

m 국제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외부강사가 국제적인 시각에서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에 대한 역할과 도전에 대해 자신들의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
- 초경쟁사회에서의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혁신과 기업가에게 필요한 것에
관한 주제에 중점

3) 스케줄

- 학생들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설계하

차수
날짜
주제
1
1/25
Course Introduction and Overview
Module 1: Entrepreneurial innovation sources, structures and dynamics
2
1/27
The Innovation Imperative
3
2/1
Systematic Entrepreneurship, Purposeful Innovation
4
2/3
Sources of Innovation: The Unexpected or Incongruous
5
2/8
Sources of Innovation: Process Needs, Industry Change
6
2/10
Exploiting Discontinuous Innovation
7
2/15
Guest Speaker – Dean Chang, PhD, Director TAP
8
2/17
Case Study 1: Intel 1968-1997
9
2/22
Sources of Innovation: Demographics & Perceptions
10
2/24
Sources of Innovation: New Knowledge
11
3/1
Guest Speaker – Craig Dye, Director Venture Accelerator
MODULE 2: Develop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12
3/3
Organizing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13
3/8
Case Study 2: Dell Online
14
3/10
Creative Thinking and Innovation
15
3/15
Marketing and Creativity
16
3/17
Marketing and Creativity (Continued)
17
3/29
New Product and Service Development
18
3/31
Creativity Project 1 - (Group) - Marketing Innovation
19
4/5
IDEO - New Produc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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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해 배우고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을 개발하여 스스로 배우는 계기를 제공
받음

m 수업의 목표: 학생들이 식별력, 창조성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배워서 국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갖추는 것
① 세계적인 기본적인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이해
② 국제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탐색
③ 국제 비즈니스 기회, 전략 및 시장 진입에 대한 확인 및 선택
④ 국제 사업 계획 작성 등

2) 수업 방식 및 평가
m 사례중심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 국제 비즈니스 및 문화 활동을 하게 되어 교
수진과 학생사이에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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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ment for Following Class
채점 방식

비율

수업참여
사례 연구 (2)
팀 과제 1
팀 과제 2
최종 팀 프로젝트 발표
동료들의 검토 및 평가

15%
20%
10%
10%
35%
10%

15

Team Assignment 1: Business Opportunity and International Market Selection
Workshop Paired Team Consulting: Business Opportunity and International Market
Selection.

(라) HEIP 241 - EIP Capstone: Creating Enterprise with Social Impact (2 Credit)
1) 개요

3) 스케줄

m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사회와 환경의 문제에

차수
주제
1
Course Overview
2
International Business/Cultural Understanding Activity
PART I.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대해 해결책을 구하는 것을 목표
- 팀별 활동, 외부 초청 강사, 토론 그리고 체험학습 활동 등을 통해 수익성과 사회
ENTREPRENEURSHIP

OPPORTUNITIES
Lectur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3
Reading before this class: Importance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Hisrich Chapter 1, pp. 3-24)
Lecture: Globalization &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4

Reading before this class: Globalization &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Hisrich
Chpt. 2, pp. 25 -40)
Lecture: Cultures and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5

Reading before this class: Cultures and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Hisrich

6

Chapter 3, pp.41-57)
Lecture: Developing the Global Business Plan
Reading before this class: Developing the Global Business Plan (Hisrich Chapter 4,

7

8

적 이윤 모두를 추구하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능력을 개발
-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개념화하고 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의미를 이해

2) 수업 방식 및 평가
m 토론형식의 강의를 지향,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실무적인 이야기를 듣는 등 체험
학습 활동을 중점
- 학생들은 팀제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습해 보기도 하고, 사례 연구
및 기사를 통해 예제를 연구하고 혁신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개발을 추진

pp.58-78)
Guest speaker
Reading before this class: To be announced
Case Study 1 (written report to be handed in at the beginning of class)
Assignment for this Class

채점 방식
개인과제

Case Study - Parsek LLC (Hisrich pp. 94-108)
PART II. ENTERING THE GLOBAL MARKET
Lecture: Selecting International Business Opportunities
9
10
11

Reading before this class: Selecting International Business Opportunities (Hisrich
Chpt.5, pp.143-169)
Lecture: Selecting Your Opportunity and Forming a Team
Lecture: Alternative Entry Strategies

팀 과제

비율

수업 참여
의견 보고서 (3)
요약 보고서 (5)
사업 아이디어 요약
대상 시장 분석
사업 강령
비즈니스 모델
재무 계획
최종 프레젠테이션
최종 사업 계획

5%
15%
10%
5%
10%
5%
15%
15%
10%
10%

Reading before this class: Alternative Entry Strategies (Hisrich Chapter 7, pp.
192-212)
Lecture: International Legal Concerns

12

Reading before this class: International Legal Concerns (Hisrich Chapter 6, pp.

13
14

170-191)
Guest Speaker
Lecture: Start-Up Workshop -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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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케줄
차수
주제
1
Course Overview
What is Social Entrepreneurship?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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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at is a social
enterprise?

3

Business Structure
(non-profit v. for-profit)

Mission - Intro.
definition (online)
Mission chpt. 3
Tech. Note - B-Corporations, Making the

4

(4) PRIME과정을 통한 성과 예시

Social entrepreneurship: the case for

B List (online);

B Corporations

(가) NuLabel Technology
q PRIME과정 졸업생이 창업14)
- 배출물 없는 라벨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

Opinion Paper: Is it worthwhile to seek
B-Corp Status?

Defining your Mission
Business Plan
5
Overview & Basics
6
Defining your stakeholders
7
Determining your target market's needs
8

9

Defining your company's mission

Confronting conflicting motivations

Getting Buy-In
Getting others on
10
board
11
Building your team
12

16

Sustainable design

m 문제점 발굴

(B)

- 매년 수많은 라벨을 소비하는데, 소비되는 상당수 라벨의 절반이상은 사용조차 되지

Opinion Paper: Is Walmart a social
enterprise?

NLb

h

s

< u a el Tec nologie

로고>

않고 버려지고 재활용조차 불가능하다는 데에서 착안
m 해결책 도출

13
Pitching your value proposition
14
Developing networks
Sustainable Design & Business Practices
"Greening" your business

Business Idea Summary
Project Preferences
Target Market Analysis
Mission chpt. 2
Case: Walmart's Sustainability Strategy

Mission chpt. 6

Selling your Story

15

Mission chpt. 4

Case: White Dog Café
Mission chpt. 7
Mission Statement
Case: Specialisterne
Case: Rohner Textiles

- 쓰레기 배출없는 하드웨어 솔루션 플랫폼을 저렴하게 개발
-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라이너(Liner)가 없는 라벨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

Mission chpt. 8
Tech. Note: Biomimicry
Case: Project Frog

<연구개발과정 및 제품 사

진

>

14)
http://www.brown.edu/academics/engineering/sites/brown.edu.academics.engineering/files/PRIME%20Alu
mni%20careers%208_18_11_0.pdf

- 86 -

- 87 -

(나) Accelereach
q PRIME과정을 통하여 창업
- 모바일 헬스 서비스 제공

<Accelereac

h

로고>

m Accelereach사는 브라운 대학교의 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PRIME)에 재학중 Adam Emrich와 Hamzah Ansari가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세운 뒤 설립
- 높은 품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IT에 기반한
솔루션을 통하여서 이를 해결
<Accelereac

m 고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건강정보를 취합

h

제공 서비스

• 걸음걸이 수(Steps)
• 운동시간(Minutes of exercise)
• 혈압(Blood pressure)
• 몸무게(Weight)
• 혈당(Blood glucose)

m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문자로 제공
• 운동요법(Follow an exercise regimen)
• 적절한 약물치료법(Take the right medication)
• 식단(Maintain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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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의 화면>

자. 유럽의 지식재산 교수 네트워크 - EIPTN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Teachers'

- "Copyright taught through technologies: constructing a Wiki-entry18)"

Network)
q 개 요

m 교육과정

m 유럽 지역 지식재산 교수들 간의 ‘지식’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모임

- 사법과 컴퓨터 과학(Private Law and Computer Science)

m 특히, 지식재산 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제적

- 지식재산권법 비교법학

교수법을 보급하고자 함

- 저작권법과 음악
m Wiki-entry19) 구성

q 연 혁

- 학생들을 혼합하여 그룹 만들기

m 2000년 : 영국 지역 IP 교수들 첫 번째 모임

- 각 그룹에게 항목을 할당

m 2001년 : UKIPTN(*UK Intellectual Property Teachers' Network) 출범(European

- Wiki-entry의 사용법을 가르침

Patent Academy 후원)

- 학생들에게 작업할 시간을 줌

m 2007년 : EIPTN(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Teachers' Network)으로 확대
- Claire Howell15), Alison Firth16), Duncan Matthews17) 세사람이 주축이 되어 EIPTN
발족

- 생산물의 가치에 대하여 평가
m Wiki-entry의 예20)

m 2007부터 매년 Annual Workshop 운영 중
일정

장소

주요주제

제1회

‘07.6.25

Aston Business School

제2회

‘08.6.29~30

Newcastle University

제3회

‘09.6.20~21

Queen Mary University

제4회

‘10.6.24~25

University of Alcala

제5회

‘11.6.27~28

제6회

‘12.7.12~13

Prague,

Czech

학제적 IP 교육, 저작권법, 문제기반 학습법 등
IP 교육의 실제 교육 사례 및 방법,
법대생 및 경영대생을 위한 IP 교육법
학제적 IP 교육, 온라인 IP 교육,
유럽(독일, 폴란드, 스페인 등)의 특허교육 사례
IP 교육의 미래, 대학 내 IP 교육 문화 정착, 학제적
(법대·공대·디자인대) IP 교육
학제적 IP 교육, 비법대생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방

Republic

법, IP 교육법의 새로운 시도, 대학 IP교육사례

Bocconi University

학제적 IP 교육, IP 교육법의 새로운 시도

(1) 프라하 Charles 대학교의 융합교육 사례
15) Lecturer in Law, University of Aston
16)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Newcastle
17) Professor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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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o Caso, Frederica Giovanella and Thomas Margoni (University of Trento, Italy)
http://www.eiptn.org/Prague/index.html

18)

발표, 출처:

19) 위키(Wiki)는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한 가지, 또는 그런 문서를 작성하는 협력 소프트웨어로, 형태적으로는
누구라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인터넷 포럼, 토론장, 레포지토리, 메일 시스템, 공동 작업장 등의 복합 시스
템을 지칭. Wiki-Entry는 Charles 대학교가 융합교육프로그램 중 사용하는 교육 툴
20) 출처: http://wikipresidio.jus.unitn.it/drm/index.php/Digital_Rights_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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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경제 보호
- 특허 시스템 : 규정, 특허 작성, 소송, 케이스 작성

m 목표 및 결과
- 직접 실행하여 저작권에 대해 배움

- 특정 주제의 깊은 통찰력 습득

- 짧은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움

- 그룹에서의 종합적인 사고 능력 배양

- 특정 주제의 깊은 통찰력 습득

- 과학기술의 원천으로서의 특허 시스템 : 특허, 데이터베이스, 특허 검색 방법에 대
한 정보 제공

- 팀 활동을 통한 종합적인 사고 능력 배양

- 특허와 대학의 분리설립 : 특허와 첨단 기술 기업
m 토론과 세미나

(2) 독일 프랑크프르트 괴테 대학교의 융합교육 사례

- 소프트웨어 특허와 오픈 소스 라이센스
q Challenges and chances of interdisciplinary IP teaching21) 프로그램 과정을 아래와

- 저작권 : 음악, 영화, 문학, 과학 등

같이 운영

- 대학과 저작권
프로그램 과정 (CP: Credit Point)
인문과학 학사 학위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회과학 학사 학위가 있는 학생 들을 위한
고급 언어 코스 (12CP)
초급 코스 (12CP)
법률, 경제, 사회과학, 인문과학 학사와 학생 사회과학 학사 학위가 있는 학생 들을 위한
들을 위한 소개 (12CP)

초급 코스 (12CP)

핵심 강의 (18CP)
젊은 학자 포럼 (12CP)
선택과목 : 동아시아의 법적 측면 (12CP)
선택과목 : 동아시아의 경제적 측면 (12CP)
선택과목 : 동아시아의 사회 및 정책적 측면 (12CP)
기술과 능숙도 (6CP)
석사 논문 (24CP)

(3) 스페인 del País Vasco 대학교의 융합교육 사례

- 대학과 특허

(4) 체코 프라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융합교육 사례
q Approaches to industrial property studies at the Metropolitan University Prague23)
m 학사 학위 프로그램 (3년-6학기)
* 1년차
- IP 권리 소개
- 국가의 역사
- 법률의 이론

q Teach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patents in an engineering physics Masters22)
m 프로그램

- 헌법과 민법
- 기초 경제

- 소개 : 기본 개념; 윤리와 IP

- 국제 관계의 이론 및 역사

- 산업재산권 :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 비밀 예제 및 토론
- 지적재산권 : 저작권, 라이센싱, 오픈 소스 등

- 컴퓨터 기술
- 외국어

- 지식 경제에서의 지식 재산과 산업 지식 : 지식과 경쟁력, 미국과 유럽, 위조 및
21)
22)

Peter Ganea (Goethe University Frankfurt, Germany)
Maria Inés Torres, J. M. Tarela and F. Legarda (Universidad del País Vasco (UPV/EHU),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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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Ladislav Jakl (Metropolitan University, Prague, Czec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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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관계 이론
* 2년차

- 유럽 통합의 기관 체계

- 행정법

- 유럽 사법 제도

- 상법

- 유럽과 유라시아의 특허 제도

- 불공정 거래법

- 영미 IPR 시스템

- 저작권 보호 및 관련 권리

- 부정 경쟁 및 IP법 간의 관계

- 특허 법률

- 전문 영어

- 특허 절차
- 상표 권리 및 등록 절차

* 2년차

- 디자인 보호

- 국제 경제 관계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상표권

- IP 소송

- IPR에서의 국제 협약

- 국제 IP 정보 시스템
- 사업 계약

* 3년차

- IP 평가

- 해외 발명의 보호 및 설계

- 광고법

- 산업 법률의 전략적 라이센스와 기술 이전

- 공동체 상표 및 디자인의 판례

- 형법

- 디자인 보호

- IP 소송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상표권

- 특허 및 디자인 보호

- IPR에서의 국제 협약

- 상표 및 해외 설계 전차
- 특허 및 상표 조사

m 박사 학위 프로그램 (5년)

- IP 시행

* 1년차
- IP 보호 이론

m 석사 학위 프로그램 (2년-4학기)
* 1년차

- 검색 및 연구 방법론
- 국제 관계 이론

- 국제 관계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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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미국 특허청(USPTO)과 로스쿨 임상 인증 실험프로그램(pilot

* 2년차

Law School Clinical

Certification Program)

- 국제 경제 관계
- 국제 경제 관계에서의 부정 경쟁
- 유럽과 미국의 IP 비교

(1) 로스쿨 임상 인증 실험프로그램 개요
q 미국 특허청(USPTO)은 로스쿨 임상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하에 법학도들이
USPTO에서 지식재산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2년간의 “로스쿨 임상 인증 실험

- 유럽법에서의 부정 경쟁

프로그램(pilot Law School Clinical Certification Program)”을 2008년 가을학기부터
시작

* 3-5년차
- 대학 연구의 과학 및 연구 활동 참여

m 학생들은 로스쿨 임상 인증 실험프로그램(pilot Law School Clinical Certification
Program)에 따라, 로스쿨 임상 인증 실험프로그램의 고객에 대한 특허 출원 또는

- IP의 공표

상표 등록신청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고객과 함께 직접 서류를 작성하며 특
허청에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현장경험을 쌓는 교육프로그램
m 2008년 위 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섯 개의 로스쿨을 선정
- American University
- Washington College of Law
-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 University of Maine School of Law
- Vanderbilt Law School; William Mitchell College of Law
m 2012년 현재 아래 28개 로스쿨로 확대됨

U

< 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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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h

f

aw Sc ool Clinic Certi ication Pilot Program에

참

참여 로스쿨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Arizon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Howard University School of Law
Michigan State University School of Law
North Carolina Central University School of Law
Rutgers Law School – Newark
South Texas College Of Law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The John Marshall School of Law
Thomas Jefferson School of Law
University of Akron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olorado Law School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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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는 로스

쿨

및 실무분야>

IP 실무 분야
Trademarks
Patents and Trademarks
Trademarks
Patents
Patents and Trademarks
Trademarks
Trademarks
Patents and Trademarks
Trademarks
Trademarks
Trademarks
Patents
Patents and Trademarks
Trademarks
Patents
Patents and Trademarks

University of Main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University of New Hampshir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Notre Dame Law School
University of Puerto Rico School of Law
University of Richmond School of Law
University of San Francisco School of Law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anderbilt College of Law
Wayne State University Law School
West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
William Mitchell College of Law

Patents and Trademarks
Patents and Trademarks
Trademarks
Patents and Trademarks
Patents and Trademarks
Trademarks
Trademarks
Patents and Trademarks
Trademarks
Patents
Trademarks
Patents and Trademarks

m 이 클리닉 프로그램은 로스쿨 학생들이 지도교수(faculty clinic supervisor)의 지도에
따라 USPTO에서의 특허법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것으
로, 현장형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m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특허법이나 상표법 중 하나를 실습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해당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헌신을 해야 하고, ③ 종합적인 무료 서비스
들을 제공해야 하며, ④ 훌륭한 사례 관리 체계들(case management systems)을 보
유해야 함

q 로스쿨 임상 인증 실험 프로그램(pilot Law School Clinical Certification Program)의
취지와 향후 계획
m 미국 특허청장에 따르면, 학생들에 현장 경험을 제공하여, 그들이 오늘날 경제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복잡성을 잘 다룰 준비가 될 것을 기
대한다고 함
m 2012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당해 학년도에 실질적인 출원 심사
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봉사한 출원에 대하여 더욱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는 특별 신청절차(Petition to Make Special component)가 마련될 계획

- 특허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은 특허신청서, 청(廳)의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최종
거절에 근거하여 특허항고 및 저촉심판소에 항고할 소송사건 적요서 및 재답변이유
(2) 미국특허청의 로스쿨 임상 인증 실험프로그램 예시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서 초안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음

Law의 경우

- 상표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은 상표신청서, 특허청의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최종
거절에 근거하여 상표심판 및 항고소에 항고할 소송사건 적요서 및 재답변이유서
초안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음

q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클리닉 프로그램
m 프로그램의 운영

m 특허 및 상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필수적인 법률 자격 요건을 소지
해야 하고 로스쿨은 미국특허청의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해야 함
- 특허 프로그램을 실습하려면, 각 학생은 프로그램 신청시시 관련 기술 및 기능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학생들은 2~3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클리닉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클리닉 프로그
램의 고객들을 대리
- 각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클리닉 프로그램의 인스트럭터를 주 1회 만나서 해당하는
법률, 실무에 필요한 절차적 지식,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등에 대하여 지도를 받음

- USPTO는 자격을 갖춘 모든 학생들에게 법학도 변리사 특별 허가증을 수여할 예정
- 로스쿨의 학생 변호사들이 USPTO에서의 특허법 실무를 실습하려면 해당 로스쿨의
상담 프로그램이 USPTO의 공인 요건들을 충족ㆍ유지해야 함
- 시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로스쿨 상담 프로그램은 독립 발명가 및 중소기업에 무
료로 특허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그 상담 고객들은 그들의 지식재산에 대
한 수요, 특허출원서의 기안 및 제출 등에 관하여 법학도들로부터 의견이나 권고 등
을 받을 수 있음

-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팀별로 고객들과 상담을 하
고 그들에게 조언을 제공
-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서의 대리인 (Student attorney)은 서면 초안
등 법률문서와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
- Student attorney는 그들 고객의 모든 문서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매주의 마지막
에는 그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시간표(timesheet)를 제출하여야 함
m 프로그램의 종류

- 이 시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로스쿨들은 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체험학

- 지식재산권 클리닉 프로그램 이외에도 소비자보호 클리닉 프로그램 등 29가지*의 클

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견실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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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닉 프로그램이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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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가짐
- 이러한 강의에는 학생들이 클리닉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고객과 업무하는 도중 마주
치게 되는 도덕적 문제에 관하여서도 조언을 듣게 됨
- “Intellectual Property Law Survey” 강좌를 미리 이수하거나, 클리닉 프로그램 신청
과 동시에 이수하여야 함. 마찬가지로, 매 학기 초반에 개설되는 “Law Practice
Orientation Program”에도 참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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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 클리닉 프로그램
m 지식재산 클리닉 프로그램은 Maryland Intellectual Property Legal Resource Center
(MIPLRC)를 통하여 운영됨
- 학생들은 University of Maryland의 College Park 캠퍼스에 있는 Maryland
Intellectual Property Legal Resource Center (MIPLRC)에서 주당 정해진 시간 이상
머물면서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이슈들과 마주친 기술기업의 설립 등 다양한 업무
를 돕게 됨
- 머물러야 하는 정확한 시간은 학생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면서 신청한 credit에 따라
결정 됨
- 과거에는 학생들이 선행기술 검색이나 특허출원 또는 영업비밀 보호 전략 등에 대
하여 상담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술기업들이 IP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을 돕는 역할까
지 수행
- 저작권이나 상표 및 서비스표 관련한 상담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까지 돕는 역할
m 클리닉 프로그램은 강의를 포함하여 운영됨
- 주당 2시간으로 구성된 로스쿨 수업에서의 미팅이 포함되어, 학생들은 그 미팅에서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그들의 추후 전략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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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ford 대학교의 Biodesign, Northwestern대학교의 NUvention, Maryland대학교의

제3장 정책적 시사점

EIP 프로그램과 유럽 지식재산 교수네트워크의 사례 및 미국특허청의 로스쿨 임상

q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m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소 도출
m 이러한 요소를 포함한 한국형 프로그램 실시방안 수립시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

인증 실험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을 때에, 공통적으로 학제간 융합, 문제해결 중심,
팀 기반 학습 그리고 전문가 코오디네이터 활용이라는 요소를 갖추고 있음
- 이러한 네가지 요소를 한국형 교육프로그램 실시방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요소
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그 의의와 기대효과를 고찰

방향
m 지식재산 관리 및 이익충돌 방지규정

1.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필수요소 도출
q (필수요소 4가지)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및 교육방법론 검토를 통하여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 도출

가. “학제간 융합” 요소
(1) 의의
m 오늘날을 첨단과학기술시대라고 부르는 까닭은 과학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
하여 과거에는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류의 생활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
m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문제들 역시 그동안 학문별로 또는 분야별로 탐구해왔
던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움
- 학문의 분야를 따져서 전문가를 찾는 근대적 사고방식으로는 유지하기 힘들고, 융합
적인 사고로의 인식 변환이 필요
- 결국 오늘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바로 융합
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
- 창의성 교육을 위한 융합교육 접근법의 하나인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24)이 그 대표적인 예
- 우리나라도 창의성 증신 혹은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정책25)을 추진
m 최근,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기존 이론 및 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현재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창의성 이론이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틀(framework)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26)

m 앞서 살펴본 PSM 프로그램과 STEAM 교육방법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병원의
I_SIP 프로그램, 유럽특허청 지식재산 교육과정, 미국 Brown대학교의 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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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소는 물론 정의적,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상호작용해
야 한다는 창의성에 대한 통합적(confluence) 이론가들의 주장(Amabile, 1996; Sternberg & Lubart, 1995;
Urban, 1995)이 강하게 제기
25) 최근, 2009 개정교육과정 고시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는 창의적 인재 교육과 관련된 다각적인 정책들을 추
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특히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는 ‘창의 인재와 선진 과학 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창
의적 인재 육성을 강조
26) Tardif, T. Z. & Sternberg. R. J. (1988). What do we know about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s.),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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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영역에 제한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다른 여러 영역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필
요한 정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계발이 필요
- 미래 사회는 복잡다양해지면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전통적 분과
학문 중심의 접근방식보다 학문분야 간 경계를 넘어 지식을 상호 융합하는 접근방
식을 요구27)

(2) 기대효과
q 글로벌 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현상이 복잡 다양한 형태로 변화함에 따
라 단일 학문분야의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점 도출
m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방안으로 서로 다른 학문분야의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상

q 융합의 의미

호 지식을 공유하며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학제간

m 두 가지 이상의 학문이나 기술 등을 연구하고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융합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
- 주요 선진국의 정부와 기업, 대학들은 복잡다양한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지식의 창

- 단순한 학문의 융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사회, 문화, 예술 등 우리가 생활
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지식 및 학문을 포함

출,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견 등을 목적으로 학제 간 융합연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
고,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임

- 학제적 융합연구란 단일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학문적 배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 코페르니쿠스 시대 이후 세분화되어온 학문분야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문화적･관념

복잡 다양한 연구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전문지식 또는 학문분야의 배경을 갖고 있

적･철학적 관점이 상이하게 발전해 오면서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

는 둘 이상의 연구자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론과 개념, 방법론 등을 융합한 새

간에 상호 지식을 공유하기 어려운 많은 장애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학제 간

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융합연구의 수행과정에는 연구자들 간의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의 시간을 별도로 구
성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도 제기30)
- 이와 같은 장애요인은 이슈와 아젠다의 발굴에서부터 연구결과의 출판에 이르기까지

m 통섭과 구별
- 통섭이란 인간 행동과 문화를 다룰 때 다양한 수준의 시공간과 복잡성을 넘나들어
여러 분과들의 흩어진 사실들을 한 가지 설명으로 통일하는 방법

연구수행과정의 전체 범위에 걸치고 있어,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연구
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31)

- 학제 간 융합연구의 개념적 정의를 제시해 보면 “단일분야의 전문지식이나 학문적
배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 다양한 연구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전문지식 또는
학문분야의 배경을 갖고 있는 둘 이상의 연구자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론과 개
념, 방법론 등을 융합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28)

q ‘학제간 융합’ 요소 적용의 구체적 사례
m 미국 국가과학재단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ERE(Environment Research
and Education)
- 미국 국가과학재단의 ERE(Environment Research and Education)는 환경오염의 예

-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학제 간 융합연구를 위한 전 학문분야
간의 상호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
고, 정부기관에서는 과학보다도 시장성과 직결되는 기술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29)

방·관리·개선에 관한 환경연구와 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초기에는 환경분야의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
- 현존하는 학문분야들 간의 학제 간 융합연구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환경과 교

Press.
27) Canadian Academy of Health Sciences, 2005
28) Marts, 2002; Shinn, 2006; Bruhn, 2000; Lattuca, 2001; Thompson, 2007
29) 조주연(2008), 인문정책과 경제사회․예술․과학기술정책의 상호연계 증대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
구총서 2008-03

30) Levinson, B., Thornton. K. W.(2003), Manag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Lessons learned from the
EPA-STAR/NSF/USDA Water and Watersheds Research Program, In Renard, K., McElroy, S., Gvurek,
W., Canfield, H. & Scott, R.(Eds.), First Interagency Conference on Research in the Watershed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31) Savile, D. B. O. (1984). Communication problems in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c. Indian Acad.
Sci.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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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역을 갖는 모든 학문분야를 지원대상으로 확대
- 2001년에는 NSF 전체예산의 약 20%를 투자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

- 학제간 융합연구 및 이론과 실용의 통합이라는 2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국제적 공동
연구를 권장

- 미국 NSF는 초기에는 환경오염의 예방·관리·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분야의 한정된

- NRP의 연구지원 분야는 다양한 과학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1975년 연방의회의

대상에서 환경과 관련성 있는 학문분야로 확대하며 학제 간 융합연구의 지원을 강

승인을 받아 추진하기 시작한 NRP1부터 현재까지 최종 승인된 NRP65의 과제를 대

화32)

상으로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크게 교육, 환경, 신기술, 사회정책, 문화, 지질학, 정치
학, 보건의학분야로 구분

m 영국 공학자연과학연구회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의 PES(Process,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 영국 공학자연과학연구회(EPSRC)의 PES는 공학분야의 건전한 학문의 발전(the
health of the discipline)과 미래 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스킬(skill)의 확보
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
-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환경공학, 도시공학 기반분
야, 수공학·폐기물공학·해안공학(water·waste and coastal engineering), 운송관
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효과와 적용, 에너지 발생·분배·전기공학, 연소분야
등의 분야에 지원하며, 연구지원방식은 상향식(Respositive Mode)과 하향식 방식 병
행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준비 중인 11개 과제들을 대상으로 생명복합성 분야의 학
제 간 융합연구를 살펴보면 NRP 54, 61, 62, 65의 4개 과제가 있으며, 주요 연구분
야는 신도시 환경, 신소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지속개발 가능한 환경 등이 해
당
- 스위스 SNSF의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복잡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학
문분야를 지원대상으로 학제 간 융합연구와 이론과 실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미국
과 영국에 비해 폭 넒은 범위의 목적과 지원대상을 두고 있음
m 한국연구재단(NRF)의 학제간 융합연구사업
-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연구역량의 세부사업으로 1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학제 간 융합연구사업을 추진

- 영국 공학자연과학연구회(EPSRC)의 경우, 공정·환경·지속가능성의 연구활성화와

- 학제 간 융합연구사업의 주요목적은 ① 복잡․다양해지는 사회적 문제를 과학적 합리

미래 요구 기술과 지식창출을 목적으로 환경공학, 도시공학, 수공학, 폐기물공학, 해

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예술적 창의성을 융합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② 주요 이

안공학, 에너지·전기분야, 연소분야, 지속가능한 개발분야 등 한정된 분야들을 대

슈를 도출․분석․해결하며, ③ 연구와 교육을 연계한 융합연구의 전문인력 양성

상으로 융합연구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과 마찬가지로 환경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 인문사회분야(복합, 예술, 체육 등)와 이공계분야(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에 주요 목적을 둠

간의 학제 간 융합연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m 스위스 국립과학재단 SNSF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NRP(National

나 “문제해결 중심” 요소

Research Program)
- 스위스 국립과학재단은 환경, 사회, 정치, 경제분야의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주요 목적을 둠

(1) 의의
q ‘문제해결 중심’ 요소의 의의
m 문제해결 과정의 의미

32) ERE 프로그램에서 생명복합성연구의 지원은 1999년~2005년까지 BE(Biocomplexity in the Environment)
세부프로그램을 통해 생명복합성연구를 중점 지원하였으나, BE 사업의 종료이후 CNH(Dynamics of Coupled
Natural and Human System), MUSES(Materials Use: Science, Engineering, and Society),
En-Gen(Environmental Genomics), Carbon and Water in the Earth System, CEO:P(Cyberinfrastructure
for Environmental Observatories: Prototype System to Address Cross-Cutting Needs)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확대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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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특정한 문제해결 모형에 대한 습득이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떤 정보와 지식을 어디서 찾아 활
용할 것인지, 특정 정보와 지식은 어떤 식으로 특정 상황에 적용되어 지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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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결안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와 같은 전반적인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가
주도해 가는 것33)

- 문제 해결과정은 탐구 모형이나 수행평가, 문제중심학습(PBL), 창의적 사고의 육성
등 다양한 교육설계 모형의 기저에 깔려 있는 주제로 다루어짐

-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결정하고 학습한 결과를 통해 문제해결 전
략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위해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 추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주도학습 형태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결과

- 일상적 문제해결상황은 학교학습의 상황과는 그 속성상 동일하지는 않은 측면이 있
음37)
- 현실세계에서 실제적인 문제해결과정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상황

- 자기주도학습은 개인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열정을 느끼고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우선되는 개념34)

의존적38)이며, 문제해결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관념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동기 등 자지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와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요인을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

(2) 기대효과
q '문제해결 중심' 요소의 기대 효과
m ‘문제’의 의미
- ‘문제’란 질문*이나 연습**과 달리 학습자가 처음으로 문제에 당면하여 문제해결을 위
한 깊은 사고(thinking)를 동반할 때 문제(problem)35)라고 함
*

질 q s :질 란 거
문( ue tion)

문이

과

수 있는 것으로서 Recall(다시

습 x s : 떤내
게 착 키

** 연

(e erci e)

정

시

어

들 습 내 곧 습 험 살려 답
생각
관 깊음
습 후
얻
확
습
때 물음
우리

용을 학

의 학

한

하는 것)과

한

용,

여기에서

기 위하여 Drill과 Practice를 가할

학

경

을 되

대

할

계가

은 지식을 보다

실히 학

자에

의

- 따라서 문제는 개인이나 집단이 해결하려 하나 구체적인 확실한 해결의 방법을 쉽
게 얻을 수 없는 어떤 상황(situation)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된 일련의 행동
(sequence of action)으로 정의36)
- ‘문제해결’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process), 즉,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문제를 주어진 조건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사용된
일련의 사고와 행동으로 산출된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문제 해결의 과정에 대한 연구를 많은 학자와 관련 학회 등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실행해 왔는데 문제 해결 지도의 초점이 그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어져야 함을 강조
33) 강인애(1998).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34) 김교식(2004). 조직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W 그룹을 중심으로-. 고려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35) Krulik, S. & Rudnick, J. A.(1987). Problem Solving: A Handbook For Teachers 2nd., M. A.:Allyn &
Bacon, Inc.
36) 왕경수, 송희숙(2008). Polya의 문제해결 전략의 적용을 통한 문제해결력 신장. 사고개발 제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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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Resnick, L.(1987). Learning in and out of school. Educational Researcher, 13-20.
38) 문성숙, 손민호(2012).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상황적 요인에 대한 이해 제고. 교육문화연구 제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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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여부가 달려있음

다. ‘팀 기반 학습’ 요소
(1) 의의

(2) 기대효과
q '팀 기반 학습' 요소의 의의
m 팀 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 TBL)은 1970년대 Oklahoma 대학의 Michaelsen
교수에 의해 처음 시도된 교수방법

q '팀 기반 학습' 요소의 기대 효과
m 이공계 글쓰기 교육의 팀티칭 사례 연구43)

-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참여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비전을

- 대학에서 이공계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에서 그들에게

공유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갖추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성과를 달성하는 팀

적합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찾아보고자

체계에 바탕을 둔 학습방법

하는 시도에서 출발

- 팀의 형성과 운영, 학생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팀별 학습과제를 통한 팀의 발전과
학습 촉진, 즉각적인 피드백의 네 가지 주요원리를 포함하며, 사전 자가학습
(Preparation), 준비도 확인학습(Reading assurance)과 학습 내용 적용(Application
of course concepts)의 3단계로 구성39)
- TBL에서 성취도는 개인성적, 팀성적 그리고 팀의 성공을 위한 각 팀원들의 공헌도
등의 합산에 기반

- 이공계 학문 특성에 맞추어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문계 전공자와 이
공계 전공자의 협력을 통한 팀티칭 방식이 효율적
- 이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로 다른 전공자의 물리적 시간 배분에 의
한 팀티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학기 동안의 전체 강좌에서 다루게 될 글쓰기
교육의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별 팀티칭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 보다 효율적으로 이공계 글쓰기 강좌의 팀티칭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

- 학습자 인식과 만족도 측면에서 일부 의학교육에 TBL을 적용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 증진40)과 긍정적인 수업만족도41) 등의 효과가 보고됨
- TBL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
하여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평가, 적용, 종합하는 성숙된 사고과정을 경험한다
는 교육학적 장점42)

공계 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교수․학습 내용 선정에 중심을 두고 전체 팀티칭 수업의
설계 과정을 제시
가) 개강 전 준비
(1) 팀티칭 형식적 운영 방안
- 수업 시간 배분 : 한 주 150분 수업을 75분씩 두 번으로 나누어 인문학 교수자와 공학 교
수자가 담당

- 자기주도적 학습과 능동적 교수학습전략으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수학습법
이라고 할 수 있음

(2) 팀티칭 내용적 운영 방안(교수․학습 내용 선정)
- 이공계 학문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제 선정
- 각 주제별로 교수자별 교육 내용을 선정한 후, 이론적 내용과 실제적 실습이 상호 관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m '팀 기반 학습'의 성공을 위한 요소
- 구체적인 TBL을 도입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팀원들간의 팀웍뿐만아니라 각
개인의 역량과 역할분담 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그 프로그램의
39) 이영민, 전도근(2009). 팀 기반 학습. 서울: 학지사.
40) Grady, S. E.(2011). Team-based learning in pharmacotherapeutics.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75(7).
41) Nieder, G. L., Parmelee, D. X., Stolfi, A., & Hudes, P. D.(2005). Team-based learning in a medical
gross anatomy and embryology course. Clinical Anatomy, 18(1).
42) 조아라, 한상익, 윤상헌, 박주현, 유남진, 김 선(2010). 의학교육에서의 효과적인 팀 바탕학습 운영방안 및 기
대효과. 한국의학교육학회지,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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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의 중 협의
(1) 팀티칭 교수․학습 방법 모색 및 실행
- 교수자별 강의 자료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개발
- 공학 분야 교수와 글쓰기 분야 교수가 교대로 강의하여 효과적인 과제 부과와 평가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이 때 효과적인 교수 간 의사소통 절차 및 내용, 과제 제시방법 및 그 적절한 시기 등에 대
한 내용을 검토
(2) 팀티칭 과제 및 평가 내용 협의
- 순서는 과제부과, 과제수행, 과제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학기 중 3회 실시

43) 남경우, 조철우(2012),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5,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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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10개 팀을 편성한 후 팀별 과제 수행
- 기술적 분야의 문서작성 과정에서 효과적인 글쓰기 지도의 과정과 절차를 연구
다) 종강 후 평가

-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상태를 코디네이터가 충분히 숙지하고 프로그램을 진
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

(1) 팀티칭 평가 방법 모색 및 실행
- 최종 평가 시 공동 출제 및 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검토
- 현행 교육체계에서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제안
(2) 문제점 평가 및 보완 계획 수립
- 교수․학습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 교수․학습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

라. ‘전문가 코오디네이터 활용' 요소
(1) 의의

(2) 기대효과
q 전문가 코오디네이터 활용 요소의 중요성
m 미국 영재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현황과 역할
- 미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많은 영재들에게 꾸준히 기회
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영재학생만을 전담하여 가르치는 영재전담교사의 역
할과 함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업무담당자인 코디네이터

q 전문가 코오디네이터 활용 요소의 의의

(Coordinator)가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
- 영재프로그램의 경우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임무들

m 코오디네이터의 의미
-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무 혹은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일반적으로 수퍼바이저
(supervisor)와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 구분
- 수퍼비전은 자문, 컨설팅, 강의와는 차별되는 전문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일회적인

영재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 기획 및 집행
영재교육관련 행정적 업무처리
영재의 판별과 영재아의 적절한 배치

수퍼비전이 아닌 멘토링의 전 기간에 걸쳐 사례 중심의 지속적인 수퍼비전이 가능

영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학습자료 및 학습방법 고려하기

한 전문가일 것을 요함

영재학생과 영재프로그램에 대한 검사와 평가실시

- 수퍼바이저의 경우, 초보의 멘토뿐아니라 경험이 많고 전문가 수준의 멘토 조차도
반드시 수퍼바이저가 필요

영재프로그램 내의 특별 프로젝트와 행사 진행하기
영재 프로그램의 문서화

- 코디네이터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무 혹은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 코디네이터는 멘토 및 멘티 모집, 결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평가 등의 실제적
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멘토와 멘티의 양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
- 민간단체 혹은 대학 기반의 멘토링의 경우 멘토링 프로그램만을 전담하는 코디네이

교직원 연수 실시하기
학급 담임, 학교 상담교사, 행정가 혹은 관련 인사들과 협력하기
교사, 행정가, 학부모와 협력하여 지역 내 영재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

터의 존재 여부가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핵심적 요소
- 코디네이터는 보통 민간기관, 종교단체, 대학, 기업 등 멘토 모집 및 양성을 담당하
는 기관에 배치되고 멘토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의 기획, 운영, 관리, 평가를 담당하는 전담관리자와 구분하여 멘티, 멘토의 관리 역
할만을 담당할 수도 있음

m 영국 영재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현황과 역할
- 영국정부는 1997년에 능력있는 영재학생들의 증가된 요구와 다양한 정책문서, 성명
서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을 제공
- 영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미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인적

- 코디네이터와의 team-teaching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역
량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자원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영재교사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
는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는 바, 이들은 영재교육의 성공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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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하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 코디네이터들은 학교의 행정책임자들과 행정팀과 협력하여 최대한의 지원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수행44)

영재학생들을 위해 학교 정책을 개발, 실행, 조정, 평가하며 학생들을 위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이끌고

해결책들이 위 도출된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 문제의 상황적 요인과 학습자 및 교수자의 역량 등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모형을 구성함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이상과 같이 해외 우수 교육프로그램 사례와 교육방법론 등을 검토하여 도출한 4가

소외된 영재들의 요구를 찾고, 학습 멘토를 활용하여 도와줌

지 요소들이 문제유형별로 적절히 잘 적용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학교의 영재 지원 정책이 효과적이도록 준비하고 업데이트하고 실행하며, 평가, 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할 것

발, 숙제, 학교-가정 간의 동의, 학부모 참여와 같은 정책을 준비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여러 융합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영재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학문적, 사회적,

도출된 요소들을 적용하여 개발함으로써 향후 여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

정서적 요구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조성하고, 영재들을 위한 도전과 지원환경을

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데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함

적절히 조성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 학교 예산을 확보하고 할당하며, 필요에 따라 여러 자원들
을 효율적으로 사용
코디네이터는 학교 행정 책임팀의 구성원이거나 그 팀원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주
로 학생의 평가, 입학시험, 숙제, 학교-가정 간 연락망, 학부모의 참여 유도 등을
담당

마. 소결
-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로 학제 간 융합, 문제해결중심, 팀
기반 학습 그리고 전문가 코오디네이터 활용의 네가지 요소를 도출하여 각각의 요
소들의 의의, 필요성 및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음
- 앞에서 제시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모형 중 ISD 모델을 선정,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및 교육방법론 등을 통해 결국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개발하는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실시방안의 성공 여부는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
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귀결되어진다고 할 수 있음
-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내적·외적 조건들
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제 간 융합, 문제해결 중심, 팀 기
반 학습 그리고 전문가 코오디네이터 활용의 요소들이 요구 될 것
44) Mazzoli, L., Campbell, R. J., & Hewston, R. (2006). The second annual survey of the workloads and
support needs of gifted and talented coordinators in secondary schools in England. Occasional Paper
No. 15. The National Academy for Gifted and Talented Youth. Coventry, UK: University of Warw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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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프로그램 실시방안 수립시 문제점과 해결방향 45)
가. 한국 대학교육 현장의 반영에 대한 고찰 46)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징 및 그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응용한 결과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기업과 대학교간의 협력관계 하에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
하여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것을 구현하고 그 과정에서 교수진과 전문가들의
조언과 의견까지 수렴하여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최대의 강점은 우리나라 대학교육 과정에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
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만 보고 무작정 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적용 시키려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제간 융합(interdisciplinary) 요소 부분에서는 마케팅, 회계, 법률, 기술 등으로 구성
되어지며 한 분야에 다른 분야를 접목시키는 개념으로 이 융합을 통하여 우리는 현실세

우선 첫 번째로, 해외에서의 성공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먼

계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으로부터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

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 대학교의 교육의 시스템과 우리나라 대학교의 교

이다. 하지만, 각 분야가 접목되는 요소인 만큼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고

육 시스템은 확연한 차이가 있고 해외의 기업이 협력관계를 맺은 대학교에 대한 인식

각 분야에 분담되는 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해외 기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제간 융합을 구체화 하려면 기존학과의 “틀”은 유지하면

업이 운영되어지는 시스템은 현장형 교육프로그램과 궁합이 잘 맞을 수는 있어도 우리

서 융합 할 수 있는 학제개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교과과정개발이 필요하다. 교과과정

나라 기업의 운영 시스템에서도 잘 맞을 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해외 대학

개발은 팀 기반 교육에 요소이므로 이 부분 논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학제개편은

교의 학생들과 우리나라 대학교 학생들과의 인식 차이이다. 현장형 교육프로그램이라는

단과대학내에서의 융합을 진행하는 방법과, 단과대별로 공통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것이 해외 대학교 학생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같

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학문 “틀”을 깨는 것은 범국가적인 교육개혁논의법이라

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매우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시행방법이 여러모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며, 학제간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좀 더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

융합협동과정을 개설을 통한 점진적인 확대를 모색하는 방안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학교와 기업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구현하여 적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거대

생각한다. 단과대 융합의 예를 들면, 자연계열의 경우 IT융합(IT), 바이오융합(BT), 나노

한 프로그램을 한 번에 구체적으로 대학교육에 적용시키기에 앞서 프로그램을 몇 가지

융합(NT), 우주항공융합(ST), 에너지환경융합(ET)등을 들수 있으며 단과대별 융합은 문학

큰 부분으로 나누고 후에 각 부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용해 나가면 효과적으

과 예술과 기술이 접목하는 창조적 디자인 및 공연영상 협동과정, 기술과 마케팅, 회계,

로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법률 협동과정 등 이러한 융합협동과정 개설을 통한 복수전공의 확대가 가장 유력한 방

우리는 한국 대학교육 현장에 현장형 프로그램을 어떻게 반영 할 것인가에 대해 4가

안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 요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학제간 융합(interdisciplinary), 두 번째로

팀 기반 교육(team-based) 요소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함께 한 팀으로

는 팀 기반 교육(team-based) 그리고 문제해결 중심(problem-solving)과 마지막으로 전

구성되어지며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 외에 다른 전공분야

문가(professional-coordinated)로 나눌 수 있다.

를 접할 수 있고 그로인해 더욱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팀 기반 교육은 이미 해외의 성공 사례에서도 소개가 된 만큼

45)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한 해결방향 제시
46) 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학부장 표성규 교수 자문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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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구성하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현장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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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성공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

나. 새로운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해결방향 47)

한 팀기반교육 및 문제해결중심의 교과과정 개설을 통해서 점진적 확대가 융합인력양성
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것으로 본다.
문제해결 중심(problem-solving)은 학습이 아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중점적

‣ 새로운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으로 다루는 요소이고, 이는 대학교 학생들이 한 팀으로써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일어날

과학기술 내부적으로는 기술간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중앙대학교 융합공학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교수진 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부를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그 융합의 성과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

서는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창출한 아이디어를

형 교육 역시 다양한 시도가 있으며, 그러한 시도는 다양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공학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조언이나 의견 등을 제시해주어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좀 더 나은

인증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시를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학문적 연구 이외의 현장형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위한 노력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의 필요성과 학제간 융합의 필요성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형 융합교

전문가(professional-coordinated)는 경영자 와 변리사,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지며 학생들이 창출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검토하게 되

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자생적으로 현장형 융합교육이 이루어지
긴 어렵고, 외부의 자극 내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코디네이터로 학생들의 수업에 참가하
여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는 역할 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요소들은 어디까지나 현장형 프로그램을 한국의 대학교육에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
획을 구상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과 기업의 경영 시스템에 얼
마나 잘 녹아들어서 대학교와 기업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보다 더 구체
적이고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의 성공사례를 보듯이 이 프로그램이 적용
된 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효과가

‣ 새로운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업가정신과 혁신 등에 초점을 맞춘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프로
그램이 많고 일정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연구자가 도출한 4가지 요소 (학제
간 융합, 문제해결중심, Team-based learning, Coordinator와 Professor advisor의
team-teaching)는 적절하다고 본다.

나타났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해외의 성공사례들도 그 긴 시간동안

다만, 한 가지 추가하자면, 외부 기업 또는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일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것이다. ‘문제해결중심’이라는 요소와도 관련이 있는데, 현장형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서

을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는 교육현장에서 사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난이도와 필요한

바꾸어서 적용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한 과정 중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계획들이

인력,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교육대상자의 수준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

세워지고 한국의 대학교육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

다. 게다가 해결하여야 할 ‘교육적합성 있는 문제’의 풀(pool), 이른 바 데이터베이스가

사례를 축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데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줄 외부의 기업 또는 기관과의 연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

‣ 위 요소를 포함하여 실시방안 수립시 예상되는 문제
교육적합성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현장형 교육이
유지되기 어렵고 기존의 사례를 숙지하게 되는 case study의 형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
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team-teaching하는 것은 지금도 초청강연 형태로 이
루어지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조언하는 것이 아닌 상주인원으로서의 전문가가
47) 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김수길 교수 자문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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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단발성 조언에 그치고 말 것이 우려된다. 학제간 융합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 리걸클리닉과 연계한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48)

교육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한 평가방법에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 방식대로 평가하는 경
우, 각자 연구에 바쁜 교수들이 정열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 새로운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령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실습과정, 즉 임상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때문만이 아니고 교과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 방향

사건에서 적용해보면서 법 이론에 대하여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외부 기업 또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적합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려면, 이러한 문

더욱 크다. 그렇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문제를 푸는 것처럼 답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

제 해결을 위한 해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은 아니다. 최근 법무법인의 대형화 등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학생들 자체만 놓고 볼 때

이른 바 준조세처럼 외부 기업에 부담만 주어서는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힘들 것

에도 팀 기반 활동 및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이공계 학생들이

이다. 연구자가 소개한 외국 대학의 예처럼, 기숙사와 전문가 상주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술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활용하는 등에 있어서 권리화하기 위하여서는 법률

내부인력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현장형 프로그램의 운영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

을 전공한 학생들과 협업하거나 스스로 융합학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에, 융합교육

한 예산확보는 물론, 외부 전문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외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해결 자체, 즉 리걸클리닉에 의

부 전문가가 경력만 쌓고 지나가는 자리에 머무르고 말게 될 것이다.

뢰들어오는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되고, 교육 본연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법률 임상교육의 역할을 맞고 있는 리걸클리닉과 연계하여 현장
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더욱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새로운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평가
리걸클리닉의 관점에서 학제간 융합교육을 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외국
대학의 경우,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서 로스쿨의 리걸클리닉과 연계하여
특허출원하는 등 방법으로 학제간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변호사 배출을 위한 우
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은 특허출원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와 다른 교육과정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미국의 요소를 바로 가져오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학제간 융합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팀 기반 학습과 문제해결 중심이라는
요소는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에도 꼭 필요한 요소이다. 새로운 융합교육 프로그램 역시도
이러한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전문가 코디네이터 활용이라는 요소는
리걸클리닉의 경우 너무 당연하다고 본다. 실무 출신 교수를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위 요소를 포함하여 실시방안 수립시 예상되는 문제 및 해결 방향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리걸클리닉과 연계하여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48) 인하대학교 원혜욱 교수 자문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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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더욱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나 더불어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학제간 융합 뿐만이 아

라. 정반합 과정을 통한 프로그램의 정착 49)

니라,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조화롭게 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리걸클리닉의 숙제이다.
미국 리걸클리닉의 경우, 클리닉 교수기법 개발 등에 주력해왔으므로 교육방법의 하나로

‣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실시방안의 필요성

정착이 되어 왔으나, 한국에서 리걸클리닉을 활용한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

가천대학교의 경우,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IT, BT 및 NT(Nano Technology)를 중심으

기 위하여서는 교육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각 분야 전문가가 팀티칭

로 학제간 융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융합의 상호작용으로 대대적인 새로운 변

하는 것 만으로는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로스쿨 평가 요소중 하나

곡점의 출현이 기대된다. 즉, 나노기술, 박막형태양전지, 실리콘태양전지, 연료전지 및

인 교수당 과목 수 상한 문제로 인하여 교원확보가 어려운 문제는 최근 선택과목 폐강

청정환경에너지기술 들이 융합되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융합

등으로 오히려 풀기 쉬울 수 있다. 상설기구화된 리걸클리닉 문제와 더불어 외부변호사

교육이 교과서를 통한 학습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현장형 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와 연계가 없으면 리걸클리닉의 ‘문제해결 중심’이라는 요소를 도입하기기 쉽지 않을 것

다. 연구자가 말하는 광의의 학제간 융합도 이러한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

으로 보이는데, 인하대의 경우 리걸클리닉을 위하여 외부에서 6명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간 융합은 또 하나의 기술일 뿐이며, 인문, 사회, 기술 및 법학 등 광범위한 학제간 융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현재 실무 변호사 단체와 학교가 MOU 체결하

합을 통하여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 나아갈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적합성 있는 사례의 장기적 발굴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 연구자가 제시한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필수요소에 대한 평가
연구자가 제시한 4가지 필수요소의 적절정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한다. 특히, ‘문
제해결 중심’이라는 요소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국내 전문분야 실무가양성을 위한 일
부 프로그램의 경우, 실무가를 양성하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론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지양하여야 함이 분명하나, 치밀한 준비 없이는 실현이 어
렵기도 하다. 해결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기업 등 외부 협력기관이 필요하나, 이
러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 필수 요소 포함한 실시방안 수립시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 방향
해외 대학교의 교육의 시스템과 우리나라 대학교의 교육 시스템의 차이와, 기업이 협
력관계를 맺은 대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혁신과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나, 해외의 창업환경 또는
창업된 기업이 운영되어지는 시스템은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과 잘 맞을 수 있어도
우리나라 기업의 그것과도 잘 맞을 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경우, 해외 학생들과 우리나라 대학교 학생들과의 인식에도 차이
가 있을 것이다. 현장형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해외 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창업을 위
한 디딤돌로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같은 호응을 얻을 수

49) 가천대학교 이상화 교수 자문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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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시간투자 대비 학점취득이 어렵고 취업에 도움이 되

마. 퍼실리테이터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50)

지는 않을 경우,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
다. 이를 위하여, 공학인증프로그램이 그러한 것처럼, 새로이 실시될 현장형 융합교육

‣ 새로운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프로그램 역시 인증제 등 방법을 동원하여 기업체 취업시 가산점 등의 방법을 강구해

최근에는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취업률이다. 이러한 상황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프로그램을 큰 부분으로 쪼개서 일부분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에서 기업 내부 업무의 최소단위인 팀의 업무형태를 참고하여 보면, 특정한 목표를 갖고

후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필요한 교원의 확보 측면이나, 교원 및 교육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여 팀 단위로 일을

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의 확보 측면에서도 효육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간의 긍정적인 목표를 추구

이다.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참고할 때에,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하여 공생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후 즉각적인 효과를 얻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가 현장형 융합교육 프

융합형, 현장형 그리고 문제해결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수

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도 초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오류가 있을 것이고,

립은 꼭 필요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점차 수정해 가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새로운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소
필요성에서 자연스레 도출되는 바, 학제간 융합,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형 교육의 요소
는 잘 도출이 된 것 같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요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팀 기반 학습 및 외부전문가의 코디네이터 활용이라는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필수요소는 국내에 도입될 때 빠져서는 안될 요소라고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요소 중 몇가지는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기존 교육체제와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 위 요소를 포함하여 실시방안 수립시 예상되는 문제 및 해결 방향
‘학제간 융합’ 관점에서, 기존 학문의 틀을 깨는 방식의 새로운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적인 교육개혁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매우 많은 시
간이 필요한 것이다. 단기간에 시행방법을 찾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며,
인하대의 경우 연구중심 대학 또는 교육중심 대학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 있는 바,
교육중심 대학으로 설정된다면 점차 교수의 연구실적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이러한
학제간 융합협동과정을 개설을 통한 점진적인 협력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문제해결 중심’ 관점에서는 과제 중심의 학습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요소이고, ‘팀 기반 학습’ 관점과 엮어서 시행이 어려움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이 한 팀으로써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문제해결하기 위하여 협
50) 인하대학교 전태준 교수 자문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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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기존의 팀 기반 학습의 경우, 마치 스터디

바. 외부 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한 프로그램 정착51)

그룹처럼 특정 분야를 나누어서 맡아 학습하고 이를 전파교육시키는 방식의 진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에서는 이러한 전파교육을 ‘대체할 그 무엇’에 대

‣ 새로운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한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단순히 모아두었다고 하여 팀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이

미국 로스쿨에서의 교육과정 중 실습과정에 해당하는 리걸클리닉의 경우, 체험을 통한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마지막 요소인 ‘전문

학습, 즉 임상교육을 통한 학습 이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

가 코디네이터 활용’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른 바, ‘퍼실리테이

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목적이 뚜렷하게 구현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가나 지역사

터’ 교육을 받은 외부 전문가가 교수진과 더불어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촉진해주는

회와 교감하는 현장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창업가정신과 혁신을

것이다. 단순히 외부의 특정 학문분야 전문가가 아닌 ‘퍼실리테이터’의 활용이 마지막 세

강조하는 외국의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놓고 볼 때에, 한국에서도 성장이

가지 요소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데에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재, 혁신과 창업가정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에 헌신하는

교원의 확보 역시 풀어야 할 숙제인데, 예산증액 등 교원을 충원하더라도, 확보한 교

것이 필요하다. 기존 사법시험을 통한 법률가 배출로부터 벗어나서 교육을 통한 법률가

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기존 연구중심 평가와 달리 가져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논문기

배출로 패러다임이 변경되었다면, 사회에 대한 봉사 및 헌신도 그러한 교육과정을 통하

재를 기준으로 한 업적평가가 아닌 수업을 중심으로 한 업적평가가 그것이다.

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은 물론 새로운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새로운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평가
해외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임상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학내 클리닉센터에서 제
공하는 클리닉으로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있으며,
지역의 영세민을 위한 소송을 그 지역 변호사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있고, 이론 담당
교수가 지도하는 클리닉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턴쉽이 있다.
이러한 클리닉의 경우, 문제해결 중심 및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학생 스스로의 문제해결
의 요소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학생들이 함께 협업하는 것으로부터 팀 기
반 학습의 요소를 찾아볼 수 도 있으므로, 필수요소를 잘 도출해 낸 것으로 보인다. 리
걸클리닉과 학제간 융합의 요소가 쉽게 어울리지는 않으나, 단순한 리걸클리닉 실시방안
이 아닌 새로운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학제간 융합이 필요함에 동의한다.
다만, 리걸클리닉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면, 리걸클리닉의 경우에는 참여를 원
하는 학생의 열의가 중요하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리걸클리닉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민사법은 물론 형사법 등 법
률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학제간 융합보다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학습이 전제되어야 한다.

‣ 위 요소를 포함하여 실시방안 수립시 예상되는 문제 및 해결 방향
51) 인하대학교 정영진 교수 자문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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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클리닉은 실무교육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리걸클리닉은 실무 자
체가 아닌 교육이다. 따라서 참가 학생들의 학점부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다
방면 법률교과목의 깊이있는 지식의 필요성 때문에 3학년 1학기 과정에 개설한다면, 변

사. 학제간 연계성 확보를 통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완성도 향상52)
‣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3학년 2학기에 가서는 시험에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과학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수준

크다. 한학기 1학점 1시간의 투자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실제 투입되는

이상으로 인류의 생활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현상과 문제들 역

시간을 고려한 학점부여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기에, 1학점만 이수할 수 있음에도

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학문별

불구하고 여러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학생의 열의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열의를

로 또는 분야별로 탐구해왔던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쏟아지고 있

요구하기 위하여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리걸클리닉

기에, 과거 의학, 공학 등이 독립적인 기술 분야로 경제학, 심리학 등이 독립적인 지식

에서 조금 벗어나 생각해본다면, 학기 중 Pass/Fail로 운영을 하고, 방학 중 연결하여 실

분야로 인정받고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학문의 분야를

습수업으로 인정하는 등 방법을 통하여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수 있

따져서 전문가를 찾는 근대적 사고방식으로는 유지하기 힘든 사회이고, 현대적인 융합적

을 것이다. 리걸클리닉 센터 운영할 교수님과 전담직원 역시 필요한 데, 현장형 융합교

인 사고로의 인식 변환이 필요한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프

육 프로그램의 해외 우수사례에서 보다시피, 전문가를 상주시킬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로그램이 필요하다.

것이다.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를 타개할 방법은 예컨대 실무자로 구성된 협회와의
MOU 체결을 통하여 교육적합성 있는 사례를 확보하고, 상주전문가 없이도 일정 시간에
학생들이 상담하거나 지도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다.

‣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소와 그 요소의 의의
조금 전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나, 이러
한 교육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잘 도출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책임자가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여 도출
한 다음 요소들은 적절하다고 본다.
① 학제 간 융합 ② 문제해결중심 ③ 팀 기반 학습 ④ 전문가 코오디네이터 활용

특히, 학제간 융합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융합과 통섭이 화두이
다.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융합이 시도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학문 전 분야에 걸쳐 크
게 확산되고 있으나, 부족한 면이 있다. 기존의 분야들이 합쳐져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
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분야들이 또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더 빨리 산업 및 학문의 방벽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문
화, 학문,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과 소통의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갖가지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제간 융합 프로그램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
다.

‣ 위 요소를 포함하여 실시방안 수립시 예상되는 문제
52)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 조우제 교수 자문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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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살펴 본 바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실
시하려면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 다학문적 연구 또는 교육은 필연적으로 복잡한 문제
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둘 이상의 연구자 또는 교육자들에

3.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관리 규정
가. 지식재산 관리 및 이익충돌 방지 규정 제정의 필요성

게 각자의 학문적 배경과 스킬, 전문지식의 기준에 따라 일부분의 주제를 할당하고, 교

q 현장형 융합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식재산이 창출될 것이며 이에 대한

육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자신에게 할당된 부분을 수행하여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을

활용과 보호 방안이 문제되고, 창출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충돌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통합적으로 운용되기 보다는 파편화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이 문제될 수 있음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통합운용만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대학

m 해외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이러한 관리규정을 제정해 둠

교육 현장에서 이를 운용할 담당자는 실무급으로는 부족하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는 관련된 당사자 사이에
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거나, 교육 또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
하여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q (특허, 발명 및 수익금 배분 등에 관한 정책) 인재를 양성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인
재양성 과정 중 발생하는 발명과 이에 대한 특허획득 등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도 일
정한 정책을 사전*에 수립
*

‣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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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보를 연구주제와 관련된 학문분야에서 빌려서 활용하기 때문에 학문분야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컨대, 시제품 제작을 하기 위
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경우, 경영학에서는 마

나. Northwestern 대학교 지식재산 관리규정 및 이익충돌 방지규정
(1) 개요

케팅, 법학에서는 특허등록절차 등 연계성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이 연계성 있는 부분
에 대한 강의를 담당할 적임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또는 산출된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규정과 세부지침을 마련해놓아야 장기적으
로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m 대학으로부터 정상적인 고용에 의한 범위 내의 활동에서 발명 또는 발견 하였거나
Northwestern 대학 자원을 사용한 개인에 의한 발명이나 발견은 대학 특허 발명 정
책이 적용
m 목적 : 어떠한 발명이나 발견이 이러한 정책에 적용되는지, 이러한 발명이나 발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발명이나 발견을 적시에 공개할 것을 장려하고 특
허와 기술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명하며 라이센스된 발명에 대한 수익금이 어떻
게 배분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데에 있음

(2) 특허와 발명에 관한 정책
m 적용분야: 대학과 함께 개인의 업무 분야에서 발명, 발견하거나 Northwestern 대학
의 자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Northwestern 대학의 특허 발명 정책의 약관이 적용
- Innovation and New Ventures Office (INVO)에 발명과 발견을 공개할 수 있게 장
려하고, INVO에 특허를 위임하고 기술 이전하는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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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발명, 발견 그리고 Tangible Research Property (TRP)의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을 설명

- 연구과정에서 발명자에 의해 생성된 TRP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 대학이 소유

- 발명이나 발견은 학계의 구성원에 의해 수행 연구 또는 교육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학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Northwestern 대
학은 정보를 공개하고 후원 프로그램의 재원을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라) 발명 또는 발견의 개발, 마케팅 및 라이센싱
- 대학의 기술 이전 활동의 주요 목표는 본 정책에 의해 안전하고 공공의 이익이 되

아이디어와 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는 발명과 발견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라이센스와 상용화를 하는 것
- 대학은 발명과 발견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에이전트와 계약을

(가) 발명 또는 발견의 소유권

체결할 수 있음
- 본 정책이 적용되는 모든 발명이나 발견은 Northwestern 대학이 소유
- 대학의 자원(예를 들어, 자금, 공간, 재료, 또는 시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발명자
스스로 얻은 결과물인 발명과 발견에 대해서는 발명자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

러
범 밖

* 그
동

명

기 위해서는 발
위

견

과 발

된

이 대학에 고용

것에 대한 책무와 그 직무에 대한 활

에 있는 것이어야

(마) 발명과 발견의 수입
- 한명 이상의 발명자가 있는 경우, 해당 로열티 비율은 발명자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분배
- 발명자들이 속한 부서 및 학교 또는 센터에서 그 비율을 정함

(나) 특허의 획득과 지식재산권의 양도
- 발명가에 의해 발명 또는 발견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면, 대학은 이것을 통해 사

* 분

배

명또 견
명 된 들

에 대해서는 발

허 출원 시 그에

시

는 발

자

을 공개할 시에

로 한정하여 판단

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상업적 사용 방법에 대해 검토
- 대학이 발명 또는 발견에 대한 사업성을 판단하여 추진할 시 그에 대한 비용은 대
학 측에서 전부 지원
- 대학은 발명을 통한 특허를 소유하고 그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
- 발명가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에 대한 비용과 부담은 모두 개인
이 지게 됨

(다) 후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발명이나 발견
- 발명가는 스폰서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결과물과 그 계약 내용
을 공개하여야
- 대학은 후원받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것과 Northwestern 직원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발명과 발견을 보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발명, 발견 또는 후원 프로젝
트에서 발생하는 특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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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된 명
시

발

자를 기준으로 하고 특

<

분배방식>

(3) 이익충돌에 관한 정책

q 분배 방식은 로열티 및 라이센스에서 다양한 요금을 포함한 현금 지불의 모든 형식을 포함한
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발명가, 그의 부서 및 학교 또는 센터에 지급된다. 기본적으로

q 연구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연구에
있어서의 역할을 분리

INVO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위해 20%를 선공제한다.
누적 순이익(즉, 모든 년의 순이익은)보다 작거나 5천만 달러와 동일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분배
비율은 발명가에게 33%, 발명가가 제공하는 부서에게17%, 발명가가 제공하는 학교에 17%, The
Central Administration에 33%의 비율로 분배하게 된다. 반면, 누적 순이익은 5천만 달러를 초과하
지만 5억 달러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발명가에게 33%, 발명가가 제공하는 부서에 10%, 발명가가
제공하는 학교에게 10%, The Central Administration에는 47%의 비율로 분배한다. 누적 순이익이
5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발명가에 33%, 발명자가 제공하는 학교에 5%, The Central
Administration에게 나머지 62%의 비율로 분배한다.

m 외부 컨설팅이나 개인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Northwestern University가 아닌 다른 대학 또는 업체의 자원과 업적을 사용한 것
을 제한하기 위해 외부 업체와 본 대학의 연구 결과를 엄격히 분리
- 교수진은 연구를 지원하는 자금에 대한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할 의무
- 대학은 교수진 또는 학생들 개인적으로 연구 자금을 내․외부 스폰서로부터 마련하
기를 권장
- 외부 연구 스폰서 및 대학, 교부금, 협력 계약 및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등의 연구

q 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정책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개된 모든 발명에서의 로열티 분배는 다음의 특허 및 발명 정책에
따른다. 먼저, 발명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률 비용은 당기 순익의 분배에 앞서 총 수입에서 공제한
다. 1974년 정책에 따라, 인터넷 수익금의 25%는 발명자에게 지급된다. 만약, 발명자가 자신의 연
구에 사용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경우에는 INVO가 로열티 수익금의 일부분에서 대학 연구 계
좌에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분배한다. 그리고 모든 기금은 비 순환 연구 비용(non-recurring
research expenses)으로 사용한다.

의 설계, 수행 및 보고는, 합리적인 기준을 확립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
해 필요한 과정
- 외부의 후원으로 연구가 진행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며, 이익 충
돌시 스폰서가 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해결
- 다양한 외부 후원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시 그들의 요
구사항 등에 대해 처음부터 인지, 관리

한편, 1999년 1월 1일 이후 INVO에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특허 발명 정
책에 따라 로열티를 분배한다. 특허 출원 비용, 법적인 문제에 대한 법률 비용 그리고 새로운 기술

- 정보를 공개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

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총 라이센스 수익에서 20%를 공제한다. 이러한 공
제 후 남은 수익은 당기 순익이 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배당
발명가
대학
발명가가 복무하는 부서
발명가가 복무하는 센터
The Central Administration
1. 발명가에게 30%

< 정보 공개시

당기 순익
30%
20%
10%
5%
35%

작

성할 보고서 예시 >

1. 귀하는 지난 회계 년도 동안 전문적인 또는 상업적인 활동(외부 컨설팅 활동 등)
에 있어서 주당 하루 이상을 사용하셨습니까?
Yes_____ No_____
(만약 그렇다면, 회사 또는 외부 단체 활동의 유형 및 그 활동을 위해 사용한 지출
일 수를 적어주십시오.)

2. 발명가의 연구를 지원하는 발명가를 위해 대학 계좌에 20% (발명가가 학교를 떠날 경우, 이 금
액은 INVO에 남게 된다.)

2. 귀하의 전문적인 또는 상업적인 활동에 있어서 Northwestern 학생들 또는 직원들

3. 발명가가 복무하는 부서에 10%

을 참여시켜 활동하였습니까?

4. 발명가가 복무하는 센터에 5%
5. INVO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새로운 특허 발명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그리고 발명에 필요한 시

Yes_____ No_____

설 및 관련 자료 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The Central Administration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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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는 전문적인 또는 상업적인 외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 자원(시설, 장비

7. 귀하 또는 귀하의 연구원들이 제출한 제안이 귀하가 가지는 고용, 컨설팅, 기타

및 기밀 정보 등)을 사용하였습니까?

금융 이익 등에서

Yes_____ No_____

그룹의 사람이에 제안을 제출하거나 고용을 보유하고있는 외부 기관에 도움이 수있
는 자금 기관에서 상을받을 컨설팅, 기타 금융 이익나요?

4. 귀하는 학술, 연방 또는 사업적 기관을 통해 관리하고 후원하는 프로젝트에서 대

Yes_____ No_____

표하거나 공동 조사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Yes_____ No_____

8. 대학에서 지원하지 않는 귀하의 창작, 발견, 발명 등에 대학의 자원을 사용하셨나
요? (이 질문은 책, 저널 기사 나 예술 작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귀하의 전문 분야에서 외부 비즈니스 활동의 관리자 역할을 하십니까?

Yes_____ No_____

Yes______ No______
9. 귀하의 일에 있어서 그 외 잠재적인 이익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6. 귀하 또는 귀하의 직계 가족 및 구성원은 고용, 컨설팅, 또는 기타 금융 이익 또

Yes_____ No_____

는 소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관련 있으십니까?
가. 귀하가 참여한 회사 또는 사업이 Northwestern 대학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10. 귀하는 대학에 정보 공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Yes_____ No_____

Yes_____ No_____

나. 귀하의 대학 교육이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와 관련이 있으십니까?
Yes_____ No_____

다. Northwestern에서의 귀하의 교육과 연구의 직접적인 이익물이 귀하의 관리하
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Yes_____ No_____

라. 귀하가 발명한 지식재산권을 Northwestern을 통하여 라이센스를 받기 원하십
니까?
Yes_____ No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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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예시

q 강의시간표

1. 의공학과의 경우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예시
1주차

가. 강의목표 및 내용
q 팀기반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형 교육

주제
과정 개관

내용
-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설

최종목표 설명

- 팀 구성 방법 설명
- 발명과 혁신

2주차

혁신과 기업가 정신

3주차

지식재산권

4주차

팀 기반 학습

5주차

경영학

6주차

기술개발

- 관찰 및 문제점 발굴

강의 및 토론

7주차

브레인스토밍

토론

8주차

발표 및 피드백

- 케이스 스터디
- 문제해결 아이디어 발굴
- 팀 별 브리핑

9주차

경영학

10주차

설계

11주차

경영학

12주차
13주차
14주차

초청강연
규제 및 지원
멘토링

15주차

경영학

16주차

발표

m 의료현장에서 문제점을 도출, 기술과 경영, 법률 등 학제간 융합교육과정 안에서 전
문가의 도움을 받되 학생들 스스로 팀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최종적으로 시
제품 개발 및 상용화
m 학부 3, 4학년의 선택과목으로 적합
m 단계별 외부 변리사, 회계사 및 경영학 전공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하여 전 과정을
문제점 도출 및 연구개발과 접목하여 현장형 수업으로 진행

나. 강의 계획서
q 강좌 개요
m 교과목 명칭: 의료기기 디자인과 혁신 (Medical Device Design and Innovation)
m 학점: 3학점
m 선수과목: 지식재산 개론, 경영학 개론
q 강의목표: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의공학 기기가 활용되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창업을 준비하기

- 기업가 정신
-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전략
-

연구개발전략
팀 배정
팀 공동의 목표 수립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 시장분석
- Needs 분석

- 전문가로부터 피드백
- 비즈니스 모델
-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설계 계획 및 예비 프로토타입 제시
- 사업화 전략 수립
-

창업과정 케이스 스터디 및 벤치마크
사업 계획 준비 관련 전문가 초청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및 공적 규제
전문가 멘토링 및 사업계획안 피드백
회사 운영

- 조직관리
- 사업 모델 멘토링
- 팀별 프로토타입 제품 발표

위한 절차를 교과과정 내에서 경험함
q 교재
m 교과서
- "Biodesign: The Process of Innovating Medical Technologies", Cambridge 대학 출
판부
m 참고서
- “지식재산경영”, 특허청/발명진흥회
- 지식재산경영사례연구“, 특허청/발명진흥회

- 138 -

비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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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강의
토론
강의

토론
강의
토론
토론
초청강연
초청강연
멘토링
강의 및 멘토링
발표

2. 산업디자인학과의 경우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예시

q 강의시간표

가. 강의목표 및 내용

주제
과정 개관

내용
-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설

최종목표 설명

q 디자인 관련 권리 창출과 지식재산권 활용 포함한 디자인 이론과 실습의 기회 제시

1주차

m 디자인 관련 업무 현장인 기업실무 측면에서 실습과 현장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문

2주차

창의성

-

3주차

지식재산권

- 디자인 보호 전략

제해결 프로그램
m 학부 3, 4학년의 선택과목으로 적합
m 단계별 외부 디자인 전문가와 사전 기업 섭외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형
수업으로 진행

나. 강의 계획서
q 강좌 개요

4주차

지식재산권

5주차

팀 기반 학습

6주차

디자인경영

m 선수과목: 지식재산 개론, 디자인 개론

대한 현장형 교육을 제공
q 교재
m 교과서
- 강의내용에 따른 유인물
m 참고서

- 영업 비밀 및 기밀 정보
- 팀 배정
- 팀 공동의 목표 수립
- 창의적인 작품을 관리하고 활용
- IP의 상업화

토론
강의

강의 및 토론

- 라이센스
- 문제해결 아이디어 발굴
- 팀 별 브리핑

토론

-

강의

8주차

발표 및 피드백

9주차

워크샵과 실전연습

10주차

지식재산권

11주차

경영학

12주차

초청강연

13주차

경영학

14주차

멘토링

15주차

경영학

- 조직관리

강의 및 멘토링

발표

- 사업 모델 멘토링
- 팀별 디자인경영 사업계획서 발표

발표

16주차

전문가로부터 피드백
디자인 경영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디자인 보호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 디자인에 대한 보호 관련 유럽 등 해외사례
분석
- 보호 범위
- 시장진출 전략
-

창업과정 케이스 스터디 및 벤치마크
사업 계획 준비 관련 전문가 초청
시장 분석 및 시장진출
지식재산권 상용화 및 공동 작업
전문가 멘토링 및 사업계획안 피드백
회사 운영

- “지식재산경영”, 특허청/발명진흥회
- 지식재산경영사례연구“, 특허청/발명진흥회
- “정경원의 디자인 경영 이야기”, 브랜드아큐멘
- “디자이너의 디자인경영”, 비쥬얼스토리공장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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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브레인스토밍

q 강의목표: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 관련 이
론과 실습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부 학생들이 디자인 분야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에

- 디자인권 침해의 요건과 유형
- 상표권 보호

강의

7주차

m 교과목 명칭: 지식재산 전략을 고려한 디자인의 이론과 실습
m 학점: 3학점

팀 구성 방법 설명
디자인과 창의성
디자인 산업의 범위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전략

비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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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토론

토론
초청강연
토론
멘토링

제5장 결론
q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기술의 전달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의 습득
을 목표로 하는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m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이 마련되어 있음

q 교육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현장형 교육프로그램 해외 우수사례
및 교육방법론 및 그 성과 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를 제시,
한국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실시방안을 지식재산 교육과정 디자인 매뉴얼 형식으로
수립하였음
m 연구의 목적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내포한 해외 우수사례를 선정, 체계적으로 분
석하여 이를 토대로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필수 4요소를 제시
- 학제간 융합
- 문제해결 중심
- 팀 기반 학습
- 전문가 코오디네이터 활용

m ‘지식재산 교육과정 디자인 매뉴얼’ 형식에 따라, 필수 4요소를 포함한 현장형 융합
교육 프로그램 실시방안을 예시함

q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대학교육 현장에서 실시할 경우 단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 혁신과 기업가정신 및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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