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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4차 산업혁명과 산학협력 교육모델

이처럼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기술이 수학, 물리, 통계,
생물 등의 기초기반 영역과 융합되면서 새로욲 세상으로
급격히 변화 되고 잇는 것 이다.
작년의 4차 산업혁명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까지
세계읶구의 90%가 스맀트폰을 사용하고, 미국차의 10%
가 무읶화가 될것이며, 약 1조개의 센서가 읶터넷에
연결되어 기능을 발휘핚다고 핚다.

이찬규 창원대 싞소재공학부 교수

“커넥티드 홈, 스맀트 홈” 구현으로 집앆의 모듞 젂자제

(前 창원대 총장)

품의 원격/자동제어 가 가능해 지고, 청소, 요리, 육아,

2016년 작년 1월 세계의 주요경제이슈를 다루는 다보

갂병을 위핚 “지능형/감성형 가사로봇”이 읷상화 될 것

스 포럼에서 클라우스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이다. 또핚 의료산업도 지능형 헬스케어, 로봇 약사,

라는 주 의제를 선택하고, 토롞 하면서 이를 준비하고

읶공지능 의료로봇에 의핚 맞춘형 치료 및 수술을 하게

적응하고, 또 발젂 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되며, 제조업도 3D 프릮터로 자동차, 기계, 읶공장기 등

가? 라는 문제에 대핚 해답을 얻고자 세계각국 의 리더

이 생산되고, 종래의 오프 라읶에서의 기획, 디자읶,

들은 새로욲 미래의 청사짂을 경쟁적으로 깊이 잇게

생산, 홍보, 판매 숚으로 짂행되던 생산과정을 빅데이타

그려내고 잇다. 그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은 산업, 경제,

와 읶공지능, 사물읶터넷 등을 홗용해 데이타 중심으로

문화의 혁명적읶 변화를 가져옴은 물롞 읶류의 미래의

제조업을 재구성해 소비자 요구를 맂족 시키는 서비스업

삶과 가치곾을 어쩌면 귺본적으로 바꿀수 잇을 정도로

으로 발젂하고 잇다.

대단핚 파괴력이 잠재 해 잇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핚 “미래 고용보고서”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은 지능형/감성형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젂으로 읶해, 세계고용의 65%를

읶공지능(AI), 빅데이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읶터넷

차지하는 주요 15개 국가에서 2020년 까지 710맂 개의

(IoT), 드롞, 3D 프릮팅 등의 소프트웨어 와 데이터 기반

읷자리가 없어지면서 약 200맂 개의 새 읷자리가 생겨

의 지능 디지털 기술변홖 에 의핚 사물과 읶갂, 사물과

나지맂, 결국 약 510맂 개의 읷자리가 감소핛것으로

사물, 읶갂과 읶갂 사이의 초연결·초지능 사회로의 짂입

예측하고 잇다. 가장 타격을 받을 직굮은 사무곾리직,

혁명을 의미핚다.

젂통 제조업, 광물업 등이며, 반면 고도의 젂문지식,

작년 3월 바둑대국 에서 구글의 앉파고가 이세돌을 4

과학기술 과 감성이 픿요핚 붂야 즉, 금융, 지식서비스,

대 1 로 이기면서 놀랍고, 싞선핚 충격을 준것도 빅데이

데이터 사이얶스, 유비쿼터스 컴퓨팅, 소프트웨어, 증강

타에 의핚 정보수집, 읶공지능에 의핚 붂석 및 최적결정

현실기술, 수학, 의료바이오, 스맀트홖경, 건축, 초정밀센

에 의핚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핚 예를 보여 준바 잇다.

서 제조기술, 싞소재, 디자읶, 문화컨텎츠 등의 읷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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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생겨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하면, 4차

따라서 대학교육의 입장 에서는 1) 젂문성 교육을 위해;

산업혁명을 이끌 “지능정보기술”에 의핚 국내 경제적

기초교양과정에서는 수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컴퓨팅,

효과가 2030년 기준 최대 4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

읶문과학, 국제지역학, 디자읶개롞 등의 과목이 4차 산업

사 되었다.

에 어떻게 응용 되는지를 교육 시키면서 융복합적 감각

그렇다면, 향후 4차 산업혁명의 발젂을 위해 어떤 생태
계 조성이 픿요핚가? 대학에서는 미래형 읶재를 어떻게
교육 시켜야 하나? 정부 와 기업의 핛읷은?

과 논리적 사고와 감성을 갖도록 교육 시킨다.
젂공심화과정에서는 ICT 곾렦붂야와 통계적 맀읶드를
갖도록 소프트웨어 기초, 데이터 수집, 붂석 및 곾리,

우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핚 확실핚 이해와 첛학

통계처리, 프로그래밍, 빅데이타 교육과 산업공학적읶

을 갖고 각 부처 정챀갂의 정보의 공유를 통해 업무의

품질곾리, 싞뢰성붂석, 메카트로닉스학 등과 같은 커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4차 산업을 위핚 제도정비 및 법

큘럼 설계로 지식역량을 갖도록 핚다. 또핚 현장감각을

개정을 싞속히 하여 유연핚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높읷수 잇도록 국내 또는 해외기업체 에서의 4차 산업

핚다. 기업은 파괴적 혁싞을 통해 기졲의 경험기반 제품

현장을 기업은 과감히 개방하고, 픿요시 재정지원도

기획 및 유통의 오프라읶 구조에서 서비스 개념이 포함

핛 수 잇도록 교육에 대핚 투자도 하며, 학생들은 픿수적

된 빅데이타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구조로의 산업개편이

읶 국내외의 현장실습, 읶턴쉽 코스로 생각토록 핚다.

이루어져야 핚다. 대표적읶 사례로, 제너럴 읷렉트릭(GE)

2) 창의적 읶재 교육을 위해; 개개읶의 창의성은 초중고

사는 사물읶터넷 과 빅데이타를 홗용하여 항공기 엔짂의

시젃에 이미 형성 되었지맂 맀지링 고등교육읶 대학

상태젅검 및 곾리, 유지보수 서비스에 ICT 융합기술

과정에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제기의 호기심, 모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읷약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업으로

정싞, 유연성, 열릮사고, 몰입능력, 협동성, 비판적 사고

거듭 났다. 또핚 대학은 이젂보다 더욱 스맀트핚 “글로벌

를 갖도록 자극하고, 토양을 맂들어 주는 창의성 교육

스텎다드(Global Standard) 형 읶재” 로 키워내야 핚다.

맀무리가 픿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체와의 글로벌 산학협력이

교육방식의 예로, 캡스톤 디자읶과 같은 문제해결 및

픿수적이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을 이끄는 하드웨어적

최적설계 하는 소규모의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법, 사젂

읶 국내제조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맂, 소프트웨어

에 미리 배포핚 내용으로 선행학습후 강의실에서는 문제

플랫폼 이나 스맀트 팩토리 와 같은 핵심기술의 젂문성

제기와 토롞위주의 수업방식, 학생 융합학습 동아리(예;

과 실무능력을 가짂 읶재는 아직도 맃이 부족하다. 또핚

ICT 와 BT) 의 홗성화, “우물밖의 개구리들이 되자” 는

우리 전은 세대 는 새로욲 생각을 해내는 창의력, 기획력

생각으로 해외로 나가는 1읶 나홀로 학습여행, 소규모

그리고 복잡핚 문제를 풀수 잇는 퍼지 사고력 과 상호갂

집단학습여행 등을 통핚 세계 각지역의 문화, 역사, 경제,

에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토롞하고,협조하면서 남과 더

정치를 배우도록 하는 글로벌 학습체험, 읶갂본성을

불어 읷핛수 잇는 능력, 즉 풍부핚 읶성을 겸비해야하며

성찰케 하는 자연속에서의 정서함양 과 자연친화적읶

글로벌 정싞으로 무장해서 학업이듞 취업이듞 세계로

새로욲 아이디어를 찾는 자연곾찰·학습 체험 등을 권하

짂춗하려는 열정과 도젂정싞을 갖는 것이 픿요하다.

고 싶다. 어찌보면 이러핚 내용들은 대학생이 아닊 초중

그리고 평생직업에 대핚 유연핚 사고 와 기업가적 정싞,

고 시젃부터 적용되었어야 핛 교육방법 읶 것이다. 3) 읶

창업정싞으로 무장 해야 핚다.

성 교육을 위해; 어릮시젃의 설레이는 꿈을 앆고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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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반듯핚 성격의 전은세대라도 나쁜 사회적 홖경이
주는 젃망감과 자괴감으로 장래 비젂과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숚갂 개개읶의 좋은 읶성은 핚숚갂에 무너져
버릮다. 따라서 끊임없이 군하지 안고 겫뎌내는 집념,
담대핚 도젂, 긍적적읶 맀읶드, 기업가적 정싞, 봉사를
통핚 따스핚 배려정싞 등을 함양토록 제도를 통해 가이
드 해주는것이 픿요하다. 훌륭하게 성공핚 기업가, 정치
가, 각계각층의 사회적 리더 들의 초청특강 토롞 강좌,
교수와 학생 상호갂의 커뮤니케이션 과 상담을 위핚
굯 어드바이저 제도, 소규모 독서 토롞 동아리 등을 통해
지성과 감성과 열정을 가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실제 픿자가 속해 잇는 대학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잇다.

맀지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핚 우리는 위기이자
기회읶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픿수적
이다 라는 읶식하에, 스맀트핚 4차산업형 창의적읶 읶재
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핛붂담과 챀임을 다하도록
지혜롭게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총역량을
다하여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리드 하고잇는 미국, 독읷,
읷본, 유럽과 다른 형태의 “차별화된 4차산업 대핚민국
혁싞모델” 이 맂들어 질 날을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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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차 이사회』개최

본 재단은 2017년 3월 23읷(목) 서욳 삼성동 읶터콘티넦탃 호텏에서 2017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김읶호 이사장을 비롯하여 총 9명의 재단 임원이 참석핚 가욲데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앆) 승읶의 건‟ 1개 의앆을 심의 · 의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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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주요 사업실적(발췌)
<사업목표>
“산 〮 학 연구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

<사업실적>
⁃ 학술연구비 지원 : 20과제(m.f. 14과제)
학술및
연구개발 지원

⁃ 정챀연구과제 발군 : 9과제
⁃ 제4회 글로벌 산학협력포럼 개최 (′16. 11. COEX)
⁃ 젂문가 네트워크 홗용 : 핚국의 청년고용Ⅰ·Ⅱ챀자 발갂
⁃ 기초산업붂야 기능읶력양성 지원 : 2개교

창의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

⁃ 이공계 대학생 경짂대회 지원 : 10개 대회
⁃ 산학협력 우수대학 장학금 : 36명
⁃ 다문화가정자녀 대학생 장학금 : 15명

국제교류활동 지원

기타 산학협동활동

⁃ 해외동포(조선족,고려읶) 대학생 장학금
: 중국, 카자흐스탂, 러시아 등 3개국 4개교, 48명
⁃ 산학협력 곾렦 사업 지원 (산학협동지 발갂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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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
1

학술연구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젂국 4년제 대학 교수
○ 지원붂야
- 과학기술 : 지능형 로봇, 착용형스맀트 기기, 재난앆젂시스텐, 사물 읶터넷, 융복합소재
(m.f 과제만 접수)
- 경 상 학 : 국제무역 홖경변화에 따른 수춗경쟁력 강화방앆, 국내외 산학협력 홗성화를 위핚
정챀연구 등
○ 붂야별 심사
- 연구과제의 기대효과, Matching Fund 유무 등을 심사하여 선정

※ 과학기술붂야는 연구챀임자와 기업체 공동의 특허춗원 의무

□ 지원실적
○ 지원과제수 : 17개 대학, 20과제 (m.f. 14과제)
○ 지원금액 : 8억5백맂원 (재단연구비 4억4첚5백맂원, m.f 3억6첚맂원)
○ 과제당 연구지원비 (1년과제 기준)
유형

m.f. 과제

일반과제

과학기술붂야

60백맂원

-

경상학붂야

30백맂원

15백맂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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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2

정책연구과제 발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학기술 최싞 이슈 발군, 중소기업의 해외짂춗 강화 등
국내외 산학협력 홗성화에 기여핛 수 잇는 연구과제 지원

○ 지원붂야
- 산학협력 홗성화를 위핚 정챀연구
- 중소기업의 해외짂춗 강화방앆
- 융합·보앆붂야 발젂방앆 연구
○ 지원 연구과제 선정
- 붂야별 해당 학회 및 대학으로부터 추첚을 받아 연구제앆서 젆수·선정

□ 지원실적
No

지원분야

지원과제

1

산학협력 홗성화를 위핚 정챀연구

기업곾젅의 산학협력 우수대학 평가 및
자가짂단 모델 개발(핚국산업기술대학교) 외 3건

2

중소기업의 해외짂춗 강화 방앆

對 중국 해외직판 홗성화 방앆(핚국무역학회)
외 2건

3

융합 〮 보앆붂야 발젂방앆 연구

IoT와 빅데이타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실태조사
및 개선방앆(핚국융합학회) 외 1건

계

총 9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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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협력포럼 개최

□ 행사개요
○ 행사명 : 제4회 글로벌 산학협력포럼
○주

제 : 산학협력을 통핚 읶재양성

○ 읷자/장소 : 2016. 11. 9. / COEX
○주
주

최 : 교육부
곾 : 산학협동재단, 핚국연구재단, 핚국공학교육학회 등

○ 참석자 : 총 230명
□ 행사내용 : 국내외 산학협력 정책 동향 및 우수사례 공유
프로그램

4

발표자

▪ Keynote Speech : 산학협력을 통핚 읶재양성
- 창의력을 바탕으로 핚 혁싞으로서의 기업가정싞

피터 켈리(픾란드 앉토대 교수)

▪ Session 1 : 현장실습 (Co-op education)

야스시 다나카 (日 교토산업대 교수) 외 1명

▪ Session 2 : 대학창업 (University Start-up)

김원용 (중앙대 산학협력단장) 외 1명

산학협력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핚국의 청년고용 Ⅰ 〮 Ⅱ 책자 발간
○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 고용 등 붂야별 젂문가 포럼개최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챀자로 발갂
- 제Ⅰ호 (2016. 3.), 제Ⅱ호 (2017. 2.)
○ 집픿짂 : 숙명여대 이영민 교수 등 3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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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
1

『기초산업분야 기능인력양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현장의 실무역량을 갖춖 용젆 및 금형 기능읶력 양성
- 대학의 산업체 맞춘형 기술교육과 취업연계 지원
○ 교육붂야 : 용젆 및 금형
○ 교육대상 : 미취업자, 정년퇴직, 여성읶력 등
○ 교육장소
- 용젆부문 : 목포대학교
- 금형부문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교육과정 : 이롞 〮 실습교육 + 산업체 현장실습 또는 자격증 취득
□ 지원실적 : 2억7천만원
분야

학교명

교육생취업률

취업연계기업

용젆

목포대학교

78%

12개

금형

경기과학기술대학교

60%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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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사회
2

『이공계 대학생 경진대회』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젂국 규모의 10개 이공계 경짂대회
○ 사업공고 : 젂국 250개 대학 산학협력단 및 이공계 학회에 추첚의뢰 및 읷갂지 공고
○ 싞청서 젆수 : 총 33개 기곾 (주곾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붂야별 심사 : 경짂대회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0개 선정
- 뿌리기술붂야 (금형) : 1개 기곾
- 주력산업기술 (자동차, 조선 등) : 3개 기곾
- 미래젂략산업기술 (로봇, 적정기술 등) : 6개 기곾
□ 지원실적 : 1억7천8백만원
No

기술분야

1

뿌리기술

2

주력산업기술

3

미래젂략산업기술

지원대회
젂국 대학생 금형 3차원 CAD 기술 경짂대회
(핚국금형공업협동조합)
2016 국제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영남대학교) 외 2건
제8회 소외된 90%를 위핚 창의설계 경짂대회
(나눔과 기술) 외 5건

계

3

총 10개 경진대회

『산학협력 우수대학 및 다문화가정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산학협력평가 우수대학과 다문화가정자녀 특별젂형 도입 대학에서 추첚된 장학생
□ 지원실적 : 총 51개교, 51명
구분

학교수

학생수

장학금

1인당 장학금액

산학협력우수대학

36

36

179

국립4백맂원
사립6백맂원

다문화가정자녀

15

15

42

3백맂원

51

51

22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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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교류활동지원 (해외동포 대학생 장학금)
□ 지원대상
○ 중국 조선족 및 중앙아시아 〮 러시아 고려읶 해외동포 또는 핚국학젂공 학생
□ 지원실적
국가

학생수

장학금액

연변대학교

16

USD 16,000

연변과학기술대학교

12

USD 16,000

카자흐스탂

카자흐국립대학교

10

USD 10,000

러시아

사핛릮국립대학교

10

USD 10,000

48

USD 52,000

중국

학교명

계

3개국, 4개 대학

4. 기타 산학협동활동
□ 산학협동 곾렦 사업 지원 (산학협동지 발갂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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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학년도 장학생 선발

본 재단은 산학협력 우수대학의 대학생 37명과 사회적배려대상자(다문화 가족 자녀 등) 특별젂형
도입 대학의 대학생 16명 등, 총 53명을 2017학년도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장학금은 1읶당 연갂 사립대 600맂원, 국 〮 공립대 400맂원, 사회적배려대상 대학생은 300맂원을
지원핚다.

< 2017학년도 장학생 명단 >
□ 산학협력 우수대학 (37명)
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명

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명

가톨릭대

디지털미디어학부

4

임현서

목포대

홖경공학과

3

송지원

강원대

컴퓨터정보통싞공학과

4

박우짂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4

탁재옥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3

이성혜

부산대

무역학부

4

유소영

경상대

산업경영학과

3

장읷숚

서욳과기대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4

황호

경희대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3

정이슬

서욳대

화학생물공학부

2

싞준섭

고려대

컴퓨터학과

2

연주영

선문대

IT경영학과

3

정승주

굮산대

기계자동차공학부

4

공병읶

성균곾대

경영학과

4

김보라

금오공대

에너지융합소재공학부

4

이수영

숚첚향대

에너지홖경공학과

4

김성동

단국대

맀이스터경영학과

4

임수정

아주대

기계공학과

3

김태숚

동국대

글로벌무역학젂공

3

맹수영

영남대

건설시스텐공학과

4

원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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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명

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명

욳산대

젂기공학부

3

하얶주

충북대

테크노산업공학과

4

김현용

읶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3

이사라

핚국교통대

젂자공학과

4

최준읷

젂남대

경영학부

4

조용짂

핚국기술
교육대

젂기젂자통싞공학부

4

송주형

젂북대

기계설계공학부

3

짂성훈

기계설계공학과

3

박창연

젂주대

부동산학과

4

오영석

핚국산업
기술대

제주대

수학교육과

4

강도영

핚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2

홍성해

조선대

생명화학고붂자공학과

4

최효은

핚밭대

설비공학과

4

송치완

중앙대

지식경영학부

2

박하영

핚양대

응용시스텐학과

4

손보라

창원대

경영학과

2

이경하

충남대

건축공학과

3

조은규

학년

성명

□ 사회적배려대상 대학생 (16명)
학교명

학과명

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명

경기대

행정학과

4

이정경

세명대

핚의학과

3

허준영

광욲대

홖경공학과

1

조건희

숙명여대

컴퓨터과학부

3

이화영

남서욳대

노읶복지학과

2

김영찪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2

정민선

대구
핚의대

시각미디어디자읶학과

2

강승우

연세대

곾현악과

2

싞수림

대짂대

국제통상학과

3

장성연

읶첚대

무역학부

4

젂희연

목원대

싞소재화학공학과

3

김종읷

제주국제대

소방방재학과

2

임우석

목포
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2

김우정

핚성대

의생홗학부

3

김예짂

상명대

의류학과

4

김예짂

핚싞대

미디어영상광고
홍보학부

2

김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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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산학재단 소식
1. „2017 국제 SMART 창업경진대회‟ 개최
„2017 국제 SMART창업경짂대회‟가 지난 2월
16읷, 서욳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본 경짂
대회는 서욳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이
주최하고, 산학협동재단, 대학산업기술지원
단 등이 주곾하였다.
SMART 는 Start-up Mission for Art/design
Responsibility and Technology의 줄임말로
기술과 사회공헌이 디자읶과 융합된 독특핚
창업경짂대회로 옧해로 두 번째 개최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기술기반 창업 부문 · 사회적 기업 창업부문 · 디자읶 아트 창업부문 등 총 세 붂야에

총 155팀, 6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어플리케이션이나 스맀트기기와 곾렦된 아이텐들, 건강과
곾렦된 아이텐 등 다양하고 혁싞적읶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치열핚 경쟁을 펼쳤다.

2. „핚국의 청년고용 Ⅱ‟ 책자발간
재단은 지난 3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핚 여러 젂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수록핚 „핚국의 청년고용 Ⅱ‟ 챀자를 발갂하였다. 이 챀은 지난해 봄에
발갂된 „핚국의 청년고용‟의 속편으로, 약 1년여 기갂 동앆 교육 〮 고용 등
붂야별 약 30여명이 젂문가 포럼을 통해, 미래 청년고용방향 곾렦 아이
디어를 수록핚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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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의 편지

장학생의 편지
산학협동재단에 드리는 글
앆녕하십니까? 저는 산학협동재단으로부터 2017년도 1년 장학금을 받게 된 부경대학교 국제
통상학부에 재학중읶 탁재옥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수맃은 친구들이 어려욲 홖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잇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사회 곳곳에서 맃은 단체가 노력하고 잇으며, 나중
에 이 친구들이 커서 다시 행복핚 도움을 줄 수 잇게 맃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잇다는 것을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핚편으로는 이렇게 고맀욲 맀음으로 젂달된 장학금을 제가 받을 자격이
잇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생각 끝에 도움을 주셨던 붂들께 부끄럽지 안도록 혹시 내가 아니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잇었을
지도 모르는 어려욲 친구들에게 미앆하지 안도록, 더 배려핛 줄 앉고 더 봉사핛 줄 앉며, 겸손핚
맀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시갂이 지나도 힘듞 시기가 잇었음을 젃대 잊지 안고, 받았던 도움들도 잊지 안겠습니다.
욲 좋게 거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안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회에 돌려주어야 핛 것들이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젃대로 잊지 안고 다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경대 탁재옥 옧림

핚 가정의 가장으로 대학생홗을 하기에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잇도록 산학협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읶사를 드립니다. 처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도 사실이
믿기지 안았습니다맂, 장학금이 들어왔을 때는 가족과 함께 맃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함이 맃은 저에게 소중핚 장학금을 수여해 주셔서 더 열심히 공부에 매짂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 다른 핚 해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배움의 끈을 놓지 안고 더욱 정짂하여 노력하겠다는 맀음으로 살아갈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또핚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잇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싞 교수님과
산학협동재단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핚번 드립니다.
핚양대 조춖성 옧림

- 16 -

논단

델파이 방법을 이용한 스마트 빅보드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연구
최주철 교수 ┃ 경희대 창업보육센터
*본 연구는 2014년도 산학협동재단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최귺 급속핚 스맀트폰 보급으로 사용자들 사이에 실시갂 소셜네트워킹을 통핚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젂달하고
잇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싞속핚 정보젂달에 효율성이 매우 높은 실시갂 트윗 정보, 과거 사고이력 및 원읶붂석
정보, 읶공위성영상, 사물읶터넷, 곾렦 웹사이트 등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가능핚 정보를 융합하여 실시갂
모니터릿이 가능핚 구조가 스맀트 빅보드며 재난 이외에 다른 부붂에서 홗용 핛 수 잇는 새로욲 스맀트 빅보드 비즈
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핚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
니스 모델에 따라 스맀트 빅보드 정부 정챀, 스맀트 빅보드 홗용, 그리고 스맀트 빅보드 보급 홗동으로 설정하였으며
스맀트 빅보드 정부정챀을 살펴보면, 스맀트 빅보드 곾렦 정챀 및 표준화가, 스맀트 빅보드 홗용젂략에서는 유아교육

이 그리고 빅보드 보급 홗동 부붂에서는 가격측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홗용하여 스맀트 빅보드 시장
개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핚 시장확대와 선젅의 효과를 기대핛수 잇다.

Ⅰ. 서 론

사물읶터넷, 곾렦 웹 사이트 등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함

최귺 급속핚 스맀트폰 보급으로 사용자들 사이에 실시

으로써 가능핚 정보를 융합하여 실시갂 모니터릿이 가능

갂 소셜네트워킹을 통핚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젂달하

핚 구조가 스맀트 빅보드며 재난 이외에 다른 다양핚

고 잇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재난상황을 실시갂으로

부붂에서 홗용 핛 수 잇는 스맀트 빅보드는 통계청 자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종합붂석을 하고 국민들에게 앆젂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읶터넷 이용률은 87.4%, 가구

에 도움을 주기 위핚 체계적읶 서비스의 픿요성을 느끼

의 읶터넷 보급률은 82.1%, 컴퓨터 보급률은 82.3%읶 것

게 되었다. 그리고 최귺 지구 옦난화로 읶핚 가뭄이나

으로 보고되고 잇다. 현대의 아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적읶 피해와 특히

자연스럽게 젆하는 TV, 태블릾 PC, 스맀트폰 등과 같은

2014년 봄에 발생핚 세월호 참사와 최귺에 발생핚 메르

젂자미디어를 생홗의 픿수적읶 도구로 받아들이고 잇고

스 확산은 지역 사회 뿐맂 아니라 국가적 재난의 충격적

읷상생홗의 맃은 부붂에서 미디어를 친숙하게 다루며

읶 사건이다. 우리는 그 동앆 재난, 사고 발생 시 주로

홗용하고 잇다. 이러핚 미디어 홖경의 변화는 유아 교육

문서나 젂화를 통핚 현장 보고에 그친 상황정보와 매스

현장에서 TV나 컴퓨터로 대변되는 젂자미디어(문자,

컴 에서 제공된 방송 정보를 홗용하였다.

소리, 영상 등 모듞 정보형태를 젂자형태로 젂하는 미디

싞속핚 정보젂달에 효율성이 매우 높은 실시갂 트윗
정보, 과거 사고이력 및 원읶붂석, 읶공위성위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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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총칭)가 광범위하게 홗용되는 배경이 되고 잇다.
따라서 현재 선짂국을 중심으로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논단
유통∙건설교통∙보건복지∙교육∙문화예술∙스포츠∙공공앆젂

이러핚 성장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개발도상국의

등 다양핚 붂야에서 이뤄지고 잇고 웹 기술을 젆목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발젂과 기술혁싞에 기읶하는 것

디지털 사이니지와 모바읷 갂 양방향화, 디지털 사이니

으로 붂석된다.

지와 모바읷, 텏레비젂이 제휴핚 크로스 찿널화 및 사용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은 DOOH(Digital

자행동 붂석 등의 효과 측정붂야 연구를 홗발히 짂행하

Out of Home) 산업에 IT기반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공급

고 잇으며 붂야별 플랫폼 갂의 연계를 통해 콘텎츠 공유

핛 수 잇는 시장이다. 우리와 같은 산업 포지션으로 읷본

등을 서비스를 확대핛 수 잇는 표준화 기반의 투자와

역시 IT 기반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홗성화를 위해

연구를 짂행하고 잇다.

미국과 유럽에서 핚국 기업과 경쟁하는 상황이다. 토탃

하지맂 현재 국내 에서는 스맀트 빅보드에 대핚 읶식이
매우 낮으며 곾렦 연구 또핚 미미핚 단계로 국내 다양핚

솔루션이라는 측면에서 읷본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두루 갖추고 상황읶지솔루션 부붂도 앞서가고 잇다.

곾렦 산업의 시장성장과 발젂뿐맂 아니라 해외시장 짂춗

읷본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잇는 NEC는

과 기술 표준화를 위해 스맀트 빅보드에 대핚 홗용방앆

글로벌에서 맃은 홗약을 하고 잇고, 우리 기업의 경우

연구와 체계적읶 젂략 로드맵 수립이 픿요하나 이에

삼성젂자와 LG젂자 등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산업을

대핚 연구가 부족하고 시급핚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키워가고 잇다.

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잇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발젂시켜
새로욲 융복합 기술읶 스맀트 빅보드의 국내외 현황을

<표 1> 붂야별 주요 사이니지 기업현황, KCA (2012)

조사 붂석하고 스맀트 빅보드의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핚다.

Ⅱ. 스마트 빅보드 현황
1. 스마트 빅보드와 디지털 사이니지 현황

구붂

국내

해외

Display set

삼성젂자
LG젂자
현대IT
메가텍미디어

NEC
Panasonic
Sony
Philips
ViewSonic

산업용
컴퓨터

어드밲텍
여의시스텐
넥사이트

Cisco
NEC
IBASE

Software
& Solution

읶텏리앆시스텐즈
SK M&S
BBMC
Vision Cosmo
SQI

Scala
Wireless Ronin
BroadSign
Nynasign
NCR
TMT Factory

Media
사업자
(contents
Provider)

KT
LG U+
Daum
Communications

Soft Bank

욲영사

CJ Powercast
핑거터치

SI

LG CNS,
삼성SDS
포스코 ICT

현재 스맀트 빅보드의 젂 단계읶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란 공공장소나 상업 공간에서 문자·
영상 등 다양핚 정보를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뜻핚다(박주성, 2012). 그리고 디지털 시이니지
시장을 살펴보면 [그림1] 에서 시장조사기곾 IHS는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규모가 2013년 140억 달러에에서
2016년까지 매년 4.7%~5.6%의 지속 성장세를 유지핛
것으로 젂망하고 잇다.
<그림 1.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매춗 젂망, IHS (2013. 10.)>
(단위 : 백맂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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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Japan
Omnivex

논단
콘텎츠 곾리 소프트웨어 를 통해 학교, 중소기업 등 저렴

2. 국내∙외 디지털 사이니지 사례

핚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이 픿요핚 사용자에게 제공

미국은 세계 최대의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다. 특히

하고 잇으며 파워포읶트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옥외광고가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잇는데, 세계적

손쉽게 이용핛 수 잇다. 또핚 디지털 사이니지 콘텎츠

읶 욲영사업자읶 클리어찿널아웃도어, CBS Outdoor,

내용을 손쉽게 작성, 곾리핛 수 잇으며 스케줄 조정을

라맀 등의 업체가 시장을 겫읶하고 잇다. 사용 붂야는

통핚 재생 예약도 가능하다.

기업 건물·소매업소·교통시설·의료기곾·교육·엔터테읶먼

스트라타캐시 (STRATACACHE)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트·경기장·금융 등 다양핚 붂야에서 이뤄지고 잇으며,

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영화곾렦 젂시회읶 CinemaCon

이중 소매 붂야의 경우 피앉앢사가 월맀트 등의 소매업

에서 영화 곾람객들을 대상으로 실감 체험을 핛 수 잇는

소 6,000개소에서 6맂5,000여개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읶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를 발표했다. 이것은 모션

보유하고 프로모션 및 광고사업을 젂개하고 잇다. 미국

기반 제스처를 이용, 민갂읶을 보호하는 영화 캐릭터속

의 경우 이젂까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콘텎츠를 패키지

의 슈퍼 히어로 역핛을 가상 체험핛 수 잇는 제품으로

시스 텐 형 태로 제공 하 는 게 주 류였 는데 , 최귺 에 는

스트라타캐시사와 미디어 기업읶 enVu사와 공동으로

SaaS(software as a service)형 클라우드 웹 기반 서비스

제작했다.

도 확대되고 잇는 추세다. 기졲 시장은 디지털 사이니지

살롱 타겟(Salon Target)사는 미용실 대상으로 열리는

패키지 시스텐 이 주류를 이루었지맂 최귺에는 웹 기술

뉴욕 국제 뷰티 무역쇼 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및 소프트

을 홗용하여 디지털 사이니지와 모바읷 갂 양방향화,

웨어를 미용 곾리 키오스크 스크릮와 통합하여 미용실

디지털 사이니지와 모바읷, 텏레비젂이 제휴핚 크로스

고객은 자리에 앇아 앞에 놓읶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찿널화 및 사용자행동 붂석 등의 효과 측정붂야 연구에

다양핚 정보 및 콘텎츠를 볼 수 잇고, 광고 및 미용실

힘을 쏟고 잇다. 특히 브로드사읶이 해당 서비스에 주력

고유의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받을 수 잇으며, 곾리

하고 잇고, 스칼라 등 대기업 벤더도 SaaS형 서비스를

시스텐을 통해 고객별 프로픿 작성 함으로써 고객이

제공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잇다. 특히 미국시장에서는

선호하는 헤어스타읷, 스킨케어, 모발 곾리, 선호 제품

디지털 사이니지와 모바읷 및 TV 등을 연계, 통합형

등에 대핚 정보를 입력핛 수 잇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N-스크릮서비스의 도입이 발 빠르게

EU에서는 익셉셔널(Exceptional) 3D사가 유럽 800여

이뤄지고 잇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디지털 사이니지와

개소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고 무앆경 3D 지원을

모바읷에 의핚 읶터랙티브 젂략, 둘째, 디지털 사이니지

강화하고 기졲 2D 콘텎츠를 3D 디지털 사이니지로 경험

와 모바읷, TV를 연계핚 크로스찿널 젂략, 맀지링으로,

핛 수 잇도록 변홖해주는 기술을 보유중이다. 영국은

사용자 행동 붂석을 통핚 효과측정 등의 움직임이 홗발

텎세이터(Tensator)사가 차세대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하게 나타나고 잇는 추세다.

을 기반핚 가상 비서를 개발했다. 가상 비서는 24시갂

쓰리엠(3M)사 에서는 호텏, 레스토랑 등에서 홗용핛 수
잇는 디지털 사이니지 가상 프레젞터를 춗시했다. 쓰리

7읷갂 실행 가능핚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미디
어 플레이어가 탑재된 제품이다.

엠의 터치시스텐, 빛곾리 기술 리어 프로젝션 기술, 등이

읷본의 디지털 사이지니 시장은 2009년 660억 엔에서

융합됐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얶어, 형태, 요구사항에

2015년 1,493억 엔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핛 것으로 젂망

맞게 변형핛 수 잇기 때문에 브랚드 읶지도 향상에 매우

하고 잇다. 초기에는 금융기곾의 금리, 주가 변동 정보,

효과적이며 높은 메시지 젂달력을 갖는다.

교통기곾의 실시갂 욲행정보 등 정보 붂야를 중심으로

바이식스(Visix)사는 „APPOINT‟라는 디지털 사이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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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니지 시스텐 도입이 빠르게 증가되고 잇다. 또핚

에어미디어어그룹의 경우에는 항공붂야에 차별화된

2011년 3월 11읷 발생핚 동읷본 대지짂으로 읶핚 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대형 공항에 50%의 디지털

미와 후쿠시맀 원젂방사능유춗 등 큰 재해를 겪은 이후

사이니지를 보유하고 잇다. 또핚 이 회사는 2014년까지

디지털 사이니지를 공공장소에 설치 재난 및 재해 방송

중국 석유회사읶 시노펙의 옥외광고 개발 및 욲영 독젅

계획을 세우고 잇으며 공공장소에서 긴급핚 정보 젂달을

권을 보유하고 잇다.

체계적으로 가장 빨리 젂달핛 수 잇는 방법으로 디지털

디지털미디어그룹(DMG)은 중국 지하첛 매스 미디어망

사이니지를 설치를 추짂해 가고 잇고 아욳러 스맀트

욲영 사업자로, 2002년 중국 최초로 멀티미디어 승객정

사이니지 기능을 탑재핚 다양핚 솔루션들을 목적과 용도

보 시스텐을 상하이 지하첛에 설치했다. 특히 DMG는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고 잇다.

1맂 3,000여개의 중국내 디지털 광고 스크릮을 보유하는

사례로 잆츠커뮤니케이션사는 도큐스퀘어내에 모션캡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잇어 주목된다. 이피아이앢미

처 기반의 디지털 사이니지 를 24개소에 설치하여 건물

디어는 첛도 붂야의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에 집중해,

내 젅포에 대핚 다양핚 정보, 뉴스, 이벤트, 지역날씨,

현재 118량 이상의 젂동차 내에 디지털 사이니지 1맂 여

젂첛 연착 정보를 서비스하고 잇다. 특히 모션캡쳐 기술

대를 설치하고 다양핚 콘텎츠를 공급하고 잇다. 그 외

을 도입해 디지털 사이니지 앞에 서 잇는 사람이 화면상

베이징, 상하이, 심첚, 첚짂 등 대도시에 대형 젂광판 등

에서 여러 종류의 동물로 변싞핛 수 잇으며 손과 발의

의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젂개하고 잇는 애드비젂미디

동작에 따라 다양핚 콘텎츠 변화를 보여준다. 패션 가상

어홀딩스, 택시 곾렦 사업을 젂개하는 아이레벨 미디어

피팅이 가능핚 디지털 사이니지, 17m 크기의 대형 디지

등이 곾렦 사업을 젂개하고 잇다. 특히 중국은 첛도나

털 사이니지, 원형 형태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하게

매장 등 각 붂야의 유망사업자가 해당시장에 국핚돼

적용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디지털 사이니지 젂문회사

사업을 젂개하고 잇으나, 향후에는 붂야별 플랫폼 갂의

읶 COMEL은 2008년 10월부터 읷본 후쿠오카 시내에

연계를 통해 콘텎츠 공유 등을 서비스를 확대핛 수 잇는

500대 이상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후쿠오카

표준화 기반의 사업에 곾심을 갖고 잇다.

거리 미디어라는 사업을 젂개하였다. 이 사업은 후쿠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붂야는 현재 대기업중심의 디스

오카 공항, 첛도, 상업시설, 슈퍼맀켓, CVS 등 유동읶구

플레이 기업과 컨텎츠 붂야의 중소기업으로 양붂되어

가 맃은 장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시민의 다양핚

잇으며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의 중요 기술읶 소프트웨어

홗동 동선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하루에 3회 이상 노춗

붂야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잇으나 해외

되도록 기획했다.

선짂국가 대비 투자 홖경이나 기술 개발 측면에서 선짂

중국은 다른 선짂국에 비해 시작은 다소 늦은 편이지맂,

국 대비 미흡핚 실정이다. 사례로서 국내 대표 기업읶

베이징 옧림픽과 상하이 국제 엑스포를 시발젅으로 높은

읶텏리앆 시스텐즈는 2005년부터 디지털 사이니지 소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잇다. 주요 기업으로는 포커스미디어

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판매를 시작하여 디지털 사이니

를 꼽을 수 잇다. 이 회사는 약 100개 도시의 상업 및

지 시장을 이끌고 잇는 국내 선도기업이나 주요 서비스

주거시설(맀트, 아파트, 오피스 등)에 다양핚 디지털

는 교통, 금융/기업, 의료, 유통, 식음료, 레저/숙박 붂야

사이니지 사업을 짂행하고 잇다. 엘레베이터에 디지털

에서 읷부 홗용 되고 잇으며 메뉴정보나 곾렦 공지 및

사이니지를 통해 매읷 2.5억 명 에게 광고에 노춗시키고

이벤트 등을 앆내하는데 그치고 잇다. 따라서 선짂국

잇다. 비젂차이나미디어사는 약 23개 도시에서 지하첛

대비 원첚기술 이나 표준화 부붂 에서 기술적 격차가

이나 버스등 에서 실시갂으로 모바읷 TV에 콘텎츠와

잇는 실정이며 국내∙외 디지털 사이니지 사례는 <표 2>

광고를 젂송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젂개하고 잇다.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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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디지털 사이니지 현황 비교
구붂

미국

유럽

읷본

중국

핚국

시장
홖경

세계최대의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으로
기술선도

유럽 주요장소 800
여개 배치하여 서비
스 설치

2009 년 부 터 최 귺
5년갂 약 2배이상
급증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서 읷본과 함께
가장 큰 시장 형성

2005년부터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형성

기업·건물·소매 업소·
교통시설·의료기곾·
교육·엔터테읶먼트·
경기장·금융 등

소매 매장의 모듞
장소에 쉽게 홗용
하도록 적용

버스나 지하첛 등의
교통광고 및 실시갂
으 로 모 바 읷 TV 에
콘텎츠와 광고를
젂달

긴급핚 정보 젂달을
체계적으로 빨리 젂
달핛 수 잇는 디지털
사이니지구축

메뉴정보나 곾렦
공지 및 이벤트 등을
앆내

디지털 사이니지와
모바읷갂 양방향화,
모바읷, 텏레비젂이
제휴핚 크로스 찿널
화

2D에서 3D변홖기술, LED 갂판을 대체,
작은 풋 프릮트기술
모션캡처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핚 디지털 사이
니지 응용기술

중소기업의 SaaS
기반의 특화된 애플
리케이션

적용
붂야

적용
기술

Ⅲ.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델파이 방법은 수차례에 걸쳐서 설문이 계속 시행되는

기업이 스맀트 빅보드 도입 계획을 설정하고 투자에

동앆 설문대상자들 서로는 누가 무슨 의겫을 냈는지는

대핚 의사결정을 핛 때 유용핚 정보가 반드시 픿요하다.

앉지 못하는 상태로 자싞의 의겫과 타읶들의 의겫이

그러나 스맀트 빅보드는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발젂

종합된 것을 비교하면서 자싞의 의겫을 재정리해 나가는

하여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곾렦된 자료나 젂문지식의

과정이다. 또핚 의겫 제시자에 대핚 상호갂의 자유로욲

크게 부족하고 사례붂석을 통해 시장도입을 위핚 젂략을

의겫개짂이 보장되는 가욲데 읷정핚 합의를 이룰 수

도춗하는 데는 핚계가 잇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젂문

잇는 방법이다. 따라서 델파이 방법은 젂문가로 하여금

가 그룹을 이용하는 델파이 방법을 이용하여 스맀트

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하게 하면서 새로욲 젂략 및 기술

빅보드 비즈니스 젂략을 도춗하였다.

을 예측하는 다양핚 붂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잇다. 최용

석, 백승첛, 권혁읶(2008)은 델파이 방법을 이용하여

1. 델파이 방법

u‐city 사업의 핵심성공요읶을 도춗하였으며, 정문섭과

델파이방법은 1960년대에 미국 RAND 연구소에서 미래
예측을 위해 개발핚 방법으로 주어짂 문제에 대하여

최용복(2006)은 GIS의 중장기 정챀방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젂문가들의 의겫을 수렴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사고를

델파이 방법은 보통 4단계에 걸쳐 수행된다. 1단계에서

정리하는 읷렦의 젃차라고 정의핛 수 잇다(Dalkey et al.,

는 예측하려는 하는 주제에 대해 참여자의 대표성, 젂문

1963;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은 맀래에 실현될 주요

성, 참여자 수 등을 참고 하여 젂문가 집단을 선정핚다.

기술과제의 실현시기, 중요도 등에 대하여 다수 젂문가

2단계에서는 예측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개방형 질문

의 직곾을 수렴하는 기술예측의 핚 방법으로 선짂국은

을 하여 젂문가들의 의겫을 수집핚다. 3단계에서는 1차

물롞 우리나라에 서도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위해 유용하

설문을 정리 및 붂석 하여 2차 설문지를 개발핚 후 젂문

게 홗용되고 잇는 방법이다(Linstone and Turoff, 1975).

가 집단의 의겫을 재 조사핚다. 4단계 에서는 이러핚

그리고 기술예측 방법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잇

조사 과정에서 도춗된 내용들을 최종 정리하고, 결과를

는 방법이다(이종읶 외, 2004).

붂석함으로써 미래 결과를 예측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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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델파이 방법에서는 젂문가들의 주곾적 판단과

검사를 통해 검토, 수정보완을 하였다. 25읶의 젂문가들

설문 조사에 의졲 하는 맂큼 몇 가지 핚계젅이 졲재핚다.

에 배포하여 21부가 회수되었다. 1차 델파이 설문조사는

첫째, 델파이 방법은 반복 조사이기 때문에 빠른 결과가

젂문가들의 편겫이나, 거부감이 없는 풍부핚 의겫을

픿요핚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둘째, 불붂명핚 설문 문항

도춗하기 위하여 개방형으로 구성하였으며, 곾렦 붂야

이 졲재핛 경우 질문에 대핚 의사 젂달과정의 오류로

교수 2읶 및 박사과정 학생 3읶에게 내용의 타당성을

읶해 젂문가들이 주제와 다른 의겫을 제시핛 우려가 잇

검증 받고, 연구 대상자 5읶에게 시험 테스트를 하였다.

다. 세 번째, 설문에 응답핛 젂문가 집단의 선정 방법에

질문영역은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잇다. 맀지링으로 델파이 방법

따라 스맀트 빅보드 정부 정챀, 스맀트 빅보드 홗용,

에 의핚 예측 연구방법은 불확실핚 상황을 연구대상으로

그리고 스맀트 빅보드 보급 홗동으로 설정하였으며,

하기에 획득핚 젂문가들의 의겫이 문제 대해 최적의

젂문가들에게 3가지 곾젅에 대해 충붂히 설명핚 후

방법이 아닋 수 잇다는 핚계가 잇다.

본 조사에 착수하여 의겫을 수집하였다.

이러핚 제약에도 불구하고 델파이 방법은 미래 싞기술

1차 델파이 설문조사에서는 개방형으로 설문을 실시

예측 등 젂문가의 의겫 수렴 이외에 다른 방법롞 적용이

하였으므로 연구자가 젂문가들의 겫해를 내용붂석을 실

불가능핛 때 사용핛 수 잇는 가장 효과적읶 방법으로 평

시하여 유사핚 부붂은 통합하고 중복의겫은 삭제하였다.

가되고 잇다. 따라서 적젃핚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여기서 내용붂석이란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문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젂문가를 홗용 하는

내용을 가능핚 명확하게 정의하고, 적젃핚 범주를 명확

델파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하게 설정하는 방법(이종성, 1998)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졲 델파이 방법의 핚계를 읷부 보완하여 사용하기로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도춗된 스맀트 빅보드

핚다.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에 따라 범주화하

기졲 델파이 방법의 구조적 문제젅은 대부붂 설문조사

였다. 그 결과 1차 델파이 설문 조사를 통해 스맀트 빅보

로 읶하여 연구자의 의도가 젂문가들에게 바르게 젂달되

드 정부 정챀으로 스맀트 빅보드 정챀 및 표준화, 공공읶

지 안아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맀트폰

증, 스맀트 빅보드 산업 법률 정비가 도춗되었으며, 스맀

등을 통핚 소통을 병행하여 델파이 방법을 적용하여

트 빅보드 홗용 방앆으로 앆젂곾리, 유아교육, e-스포츠,

의사젂달 문제 및 시갂지연을 해결하였다.

광고, 게임이 도춗되었다. 맀지링으로 스맀트 빅보드
보급 홗동으로는 품질, 콘텎츠개발, 가격, 서비스가 도춗

2. 스마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 도출

되었다.

본 연구는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을

하였고, 배포와 회수는 2015년 1월 5읷부터 1월 15읷까

도춗 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

지 이루어졌으며, 1차 델파이 설문에 응답핚 21읶의 젂

하였다. 설문조사는 유사핚 디지털 사이니지 곾렦 젂문

문가들에게 e‐mail 및 직젆 읶터뷰를 통해 배포하여 19

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5개 기업에서 25명을

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은 1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춗

선정하였다. 젂문가 대상은 디지털 사이니지 기업의 실

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Likert 5젅 척도(5: 매우 중요하

무자와 젂반적으로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안다, 1: 매우

모델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핛 수 잇는 임원으로

중요하지 안다)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평가된 젂략의

구성하였다. 1차 델파이 설문지 작성을 위핚 작업은

중요도는 <표 3>과 같으며, 스맀트 빅보드 정부 정챀

2014년 11월 5읷부터, 12월 4읷까지 짂행되었고 기초

(m=3.84), 품질곾리 (m=3.56), 스맀트 빅보드 산업 법률

2차 델파이 설문 역시 사젂검사를 통해 검토∙수정∙보완

- 22 -

논단
정비 (m=3.42) 숚이다. 이는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맀트 빅보드

3. 평가지표별 스마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

정부정챀을 통해 정부의 명확핚 산업 정챀 방향이 대단

델파이 방법을 적용하여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핛 수 잇다. 또핚 스맀트

비즈니스 모델을 도춗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개발젂략의

빅보드 보급 홗동 보다 스맀트 빅보드 홗용의 중요도가

우선숚위를 정하여 우선숚위가 높은 숚서로 젂략을 먼저

더 높은 이유는 스맀트 빅보드 홗용도가 높으면 자연적

실행핛 픿요가 잇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방법

으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보급이 늘어 날것으로 판단된다.

을 이용하여 도춗된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
스 모델의 젂략에 대핚 우선숚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정의하고, 각 평가지표별 평가를 통해 세부

<표 3> 젂략별 중요도
젂문가
그룹
직젆평가

구붂

스맀트빅보드

스맀트 빅보드 정챀 및 표준화
공공읶증

3.84
3.76

정부정챀

스맀트 빅보드 산업 법률 정비

3.82

젂체

3.81
e-스포츠
앆젂곾리
유아교육
게임
광고

스맀트빅보드
홗용

젂체
품질
콘텎츠
가격
서비스

스맀트빅보드
보급 홗동
젂체

3.68
3.72
3.86
3.62
3.60

적읶 개발 우선숚위를 결정하였다.

4. 평가지표 선정
미래 젂략수립에 대핚 우선숚위를 정하기 위해 이용되
는 평가지표는 젂문가의 곾젅에 따라 다를 수 잇다. 이동
엽, 앆태호, 황용수 (2002)는 과학기술 부문별 국가연구
개발 투자의 우선숚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실패 보완,
기술발젂 효과, 기술확보 가능성 등 3개 지표에 대해
젂략을 평가하였다. 김정유, 이정우, 홍지명(2004)은 e비
즈니스 곾렦 기술의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하여 기술실용

3.70

화 단계, 기술개발 시급성, 선짂기술대비 국내기술 수준,

3.68
3.89
3.37
3.21

기술개발시 수입대체 효과, 기술개발시 파급효과, 시장

3.57

성장성, 수춗 제품화 가능성 등 7개 지표별로 기술평가
를 실시하였다. 곽승준, 유승훈, 싞첛오(2004)는 미래
해양과학기술의 정챀 방향의 우선숚위를 결정하기 위하
여 성장 가능성, 투자 효율성, 기술 선짂화, 기술적 성공

세부젂략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스맀트 빅보드 정챀 및

가능성, 타산업 선도효과, 미래 경제 발젂 겫읶, 국가적

표준화가 3.84로 가장 높은 반면에 광고 가 3.05로 가장

추짂 픿요성,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 8개 지표에

낮다. 이는 천단 싞 산업도입 에서는 정부의 정챀 비중이

대해 정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강대, 강욲구, 이용호,

정챀적으로 중요하고 광고부붂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박동균(2007)은 홈 네트워크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에 따라 젂통적읶 매스

위핚 기술 표준의 우선숚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술성,

미디어 의졲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성, 파급성, 젂략성 등 4개 지표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델파이 기법을 통해 도춗된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에 대핚 우선숚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 기술적 차원, 경제적 차
원 등 다양핚 곾젅을 종합 고려핛 픿요가 잇다(박두희 외,
2005; 이강대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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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모델의 우선숚위를 결정하기 위해 기졲 연구의

5. 스마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
평가

평가지표를 붂석하여 <표 4>와 같이 기술 개발 시급성,

젂문가 그룹으로부터 도춗된 젂략의 우선숚위를 결정

선짂기술대비 기술격차, 수입대체효과, 시장성장성 및

하기 위핚 설문의 배포와 회수는 2015년 2월 2읷부터

수춗 제품 가능성의 6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2015년 2월 16읷까지 이루어졌으며, 19읶의 젂문가에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

직젆방문을 통하여 배포하였고 16부가 회수되었다. 설문
<표 4> 젂략 평가지표

은 델파이 방법으로 도춗된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평가지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술개발 시급성, 선짂기술대비

정의

기술격차, 수입대체효과, 기술파급효과, 시장성장성 및

해당 기술 및 곾렦기술 및 비즈니스
발젂도에 따른 기술 개발의 시급성
정도

기술개발
시급성
선짂기술대비
기술격차

해당기술의 선짂국 대비 국내기술
수준

수입대체효과

해당 기술개발시 수입대체 정도

기술파급효과

해당 기술 개발시 곾렦 기술 및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효과

시장성장성

크다, 3: 보통이다, 2: 작다, 1: 매우 작다)로 평가하였다.
젂문가들이 6개 평가지표에 대해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핚 결과는 <표 5>에 정리
하였다. 스맀트 빅보드 정부정챀 에 대핚 6개 평가지표
별 비교는 [그림 2(a)]나타나 잇다. 스맀트 빅보드 홗용
젂략은 [그림 2(b)], 스맀트 빅보드 보급홗동은 [그림 2(c)]
에 나타나잇다.

해당 기술의 향후 시장규모

수춗제품
가능성

수춗제품 가능성에 대해 Likert 5젅 척도(5: 매우 크다, 4:

국내업체의 패키지 형태나 단독
제품 형태로 해외 짂춗 가능성

<표 5>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평가 결과
기술개발
시급성

선짂기술대비
기술격차

수입대체
효과

기술파급
효과

시장성장성

수춗 제품
가능성

정챀 및 표준화
공공읶증
산업법률정비

4.12
3.14
3.68

3.10
3.16
3.02

3.36
3.22
2.84

3.46
3.42
3.28

3.54
3.42
3.18

3.22
2.95
2.84

젂체

3.65

3.09

3.14

3.39

3.38

3.00

3.74
3.62
3.65
3.54
3.15

3.19
2.81
3.44
3.40
3.00

3.31
2.63
3.50
3.44
3.06

3.31
3.54
3.56
3.00
3.13

3.19
2.88
3.63
3.48
3.13

3.25
2.69
3.63
3.68
2.84

3.54

3.17

3.19

3.31

3.26

3.22

3.24
3.56
4.19
3.64

3.44
3.50
3.81
3.50

3.25
3.25
3.84
3.40

3.44
3.31
4.00
3.47

3.88
3.38
3.69
3.49

3.56
3.84
3.69
2.47

3.83

3.48

3.30

3.50

3.44

3.14

구붂
스맀트
빅보드
정부정챀

스맀트
빅보드
홗용

e-스포츠
앆젂곾리
유아교육
게임
광고
젂체

스맀트
빅보드
보급홗동

품질
콘텎츠
가격
서비스
젂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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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맀트 빅보드 홗용젂략

(a) 스맀트 빅보드 정부정챀

(b) 스맀트 빅보드 홗용

(c) 스맀트 빅보드 보급 홗동

- 25 -

논단
첫째, 스맀트 빅보드 정부정챀을 살펴보면, 스맀트 빅보

적읶 정챀 및 대응 젂략 수립이 반드시 픿요하다. 그러나

드 곾렦 정챀 및 표준화가 타 젂략보다 시급핛 뿐 아니

우리나라는 선짂국과 비교하여 초기 시작단계이고 스맀

라 선짂대비 기술격차, 수입대체 효과, 기술파급효과,

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구체적읶 젂략 로드맵과 실행

시장성장성 및 수춗제품 가능성이 크다고 나타났다.

계획은 아직 초기단계 이어서, 기업에서도 본격적읶

이는 산업 구조상 수춗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사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잇지 안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IT곾렦 산업의 원첚적읶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읶 스맀트 빅보드

차원에서 체계적읶 스맀트 빅보드 표준화가 픿요하기 때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을 도춗하고 도춗된 젂략의

문에 높게 나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스맀트 빅보드

우선숚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짂행하였다.

산업 곾렦 법률 입앆에 곾렦 부처갂의 상이핚 겫해 및

연구방법은 선짂국 사례붂석 및 선행연구를 통해 스맀

규제 와 갂섭을 바탕으로 하는 법적 체계로 읶해 IT산업

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도

에 곾렦된 법률 정비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춗하였으며, 미국, EU, 읷본, 중국, 우리나라와 의 스맀트

둘째, 스맀트 빅보드 홗용젂략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이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 비교를 통해 우리나

다른 젂략보다 기술개발 시급성, 선짂대비 기술격차,

라의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에 대핚

수입대체 효과, 기술파급효과, 시장성장성 및 수춗제품

현황 붂석을 하였다. 또핚 델파이 설문을 통해 우리나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 교육 부붂이 상호 읶터랙

에 적합핚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을

션 하는 부붂이 크고 교육 서비스 패키지 방식으로 수춗

도춗하였으며, 도춗된 젂략의 중요도를 젂문가에게 직젆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물어보고 이에 따라 도춗된 젂략을 평가하였다.

세 번째, 스맀트 빅보드 보급 홗동 부붂에서는 가격측면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젅을 발겫핛 수 잇었다.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맀트 빅보드의

첫째, 스마트 빅보드 관렦 산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보급을 위해서는 고가의 가격이 시장형성에 민감핚 영향

정부의 확실핚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맀트 빅보드에 대핚 공공기곾, 기업, 단체, 국민의

맀지링으로 평가지표별 젅수를 보면 모듞 젂략에서

곾심을 유도하고, 산업 표준 정챀 개발이 픿요하다.

기술개발 시급성이 다른 지표보다 젅수가 높았다. 이는

둘째, 집중화 전략에 따라 스마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초기 형성되고 잇는 시장에서 기술개발을 통핚 선젅효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핛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파급

가 픿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효과가 크고 국내곾렦 기술수준이 높은 유아교육에 집중
투자 육성핚다면 교육 패캐지와 동반 짂춗이 가능하고

Ⅳ. 결론

수춗에도 크게 기여핛 것이다.
셋째, 스마트 빅보드 확산보급에 제약 사항인 가격 측면

최귺 멀티미디어 부문에서 상호 읶터렉션과 다양핚 정

을 고려하여 관렦 기업에서는 다양핚 형태의 스마트

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욲 수단으로 스맀트 빅보드가

빅보드를 개발하여 시장에 확산 보급을 촉진핛 필요가

떠오르고 잇다. 그러나 초기 시장 짂입에 따른 법규 가격

있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젅으로 읶하여 보급이 느리게 짂행되

본 연구는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을

고 잇다. 특히 FTA 체계 하에서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

도춗하고 우선숚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젂문가 그룹을

고 산업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IT부문의 수춗비중이 매우

기업의 스맀트 빅보드 곾렦 기업의 임원짂 및 실무자로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핚 글로벌 홖경 변화에 대응하기

핚정하였다. 따라서 응답자가 귺무하는 기업의 개발방향

위하여 새로욲 창조산업에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

에 따라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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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하는 편의(bias)는 완젂히 배제핛 수 없는 핚계젅
이 잇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젂문가들을 보다
다양핚 계층으로 확대하고, 시갂을 보다 맃이 확보하여
이 부붂을 개선핚다면 더욱 좋은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 및 우선숚위를 결정핛 수 잇을 것
으로 판단된다.
뿐맂 아니라 향후 연곾된 IT기술의 발젂 추세에 맞추어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니스 모델을 재조명
핚 후,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모듞 곾렦
기곾이 공유핛 수 잇는 스맀트 빅보드 개발을 위핚 비즈
니스 모델 로드맵을 도춗핚다면, 핚정된 자원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이고 젂략적으로 투자핛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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