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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방안에 한 연구

Ⅱ. 연구의 필요성  목  

 가. 연구의 필요성

 ○ 21세기 연구소는 원천기술 신역량 강화와 함께 기술의 사업화라는 두 

가지 미션을 보유하고 있다.

 ○ 원자력은 발 과 함께 비발 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화의 

기회가 다양함을 의미한다.

 나. 연구의 목

 

 ○ 원자력연구원 기술이 사업화로 성공 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원자력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해서 필요한 요인을 리더십, 

연구원들의 사업화역량, 창의성 문화, 그리고 외부와의 활발한 네트워킹 

등 네 가지 요소로 악한다. 이 가운데 리더십은 사업화역량, 창의  

문화, 력을 구축하는데 가장 요한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을 제외한 세 가지 요인을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내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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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역량 강화 : TEC

 ○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 사이에 소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화에 한 개별 주체

의 명확한 이해  지원이 요구된다. 먼  기업가의 입장을 보면 다음 

두 가지 을 기억해야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 첫째, “고객들은 기술

을 사지 않고, 그 신 제품을 구입한다. 투자가들은 제품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 신 우수한 경 진이 갖는 비즈니스 컨셉에 투자한다. 최고

의 경 자들은 강력한 비즈니스 컨셉을 보여주어야 타인에게 매력 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화의 성공은 기술보다 뛰어난 사업 이스를 구

축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둘째,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망한 

기술들은 투자가나 장 리자가 심을 갖기 에 요한 사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제품 아이디어를 개발하

고, 시장조사나 사업계획서를 만들 스킬, 자원, 시간이 없는 편이다”. 

 ○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죽음의 계곡을 ‘기회의 계곡’으로 바꿀 수 있다. 죽

음의 계곡을 넘기 해 제공되는 사업화 교육  미국의 표  연구단지

인 리서치트라이앵 의 TEC 교육과정과 포르트갈의 사업화 교육  

에서 진행한 사업화 교육과정을 통해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술사

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 이하 TEC) 교육 로그램은 미국 노

스캐롤라이나 리서치트라이앵 크(이하 RTP)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NCSU) 경 학내 HITEC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TEC 로그램은 기

술을 찾고, 평가하며 사업화하는 방법론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

 ○ TEC 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분석도구 세트, 교수진, 그리고 참여경

진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분석도구 세트이다. 각 주제별로 

설문지, 수 표, 합계 차트, 워크시트 등이 있는데 이를 원들이 함께 

모여  활동을 통해 기술사업화의 과정을 실제 학습한다. 둘째, 교수진

은 벤처기업 경험이 있는 이공계 교수와 경 학 교수로 구성한다. 셋째, 

'Executives in Residence'라는 장경험의 경 진이 코치로서 함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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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다.

□ 창의문화 구축

 ○ 연구개발 창의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그 기 개념으로서 창의성

의 개념  수 을 논의한다. 그간 다양한 에서 연구되어 온 창의성 

련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창의성(creativity)은 인지 ․성격  측면, 과정

과 결과의 측면을 모두 포 한 개념으로 새롭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 로 창의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창의성 제고방안을 연구하기 해서는 개인수  창

의성 연구, 집단수  창의성 연구, 조직수  창의성 연구가 필요하다.

 ○ 창의성의 궁극 인 행  주체는 개인이지만, 조직 차원의 창의성이 높아

지기 해서는 개인특성을 넘어선 집단특성과 조직특성에 한 심과 

체계 인 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각도에서 창의성 경 이란 조직이 새

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성공 인 실행을 달성하기 해 

진요소와 해요소를 리하는 것으로, 개인은 물론 집단과 조직이 창

의  행 를 하도록 유인하고, 집단과 조직 차원에서 창의 인 문제해결

이 이루어지도록 경 시스템 내 제반 특성과 조건을 리하는 것이다. 

창의성 경 을 실천해 나가기 해서는 그 구성차원인 다양성(diversity), 

자율성(autonomy), 잉여성(redundancy), 연결성(connectivity), 유연성

(flexibility) 등을 체계 으로 리해 나가야 한다.

 ○ CoP(Community of Practices)란 구성원 간 새로운 정보  지식의 상호

학습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기 해 활동하는 공동체(community)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 학습공동체, 실천공동체 등으로 지칭된다. 최근 

CoP는 학습조직의 실천  도구로 활용됨은 물론 다양하게 개되는 집단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진하는 실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 원자력연의 CoP는 2003년 지식경 의 일환으로 출발해 2004년 지식경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지식경 의 원내 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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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든 2006년 이후 CoP 활동은 다소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다른 연구원이나 공공기 이 포함된 설문조사(기 단  9개, 개인단  

307명) 결과, 원자력연구원의 CoP 활동은 타 기 에 비해 다소 비활성

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보듯 CoP를 

통해 신규아이디어 창출, 변화 응능력 향상, 환경변화 신속 측, 새로

운 정보  지식 확충 등의 창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향후 창의성을 진하는 방향으로 CoP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 CoP를 통해 연구개발 창의성을 제고해 나가기 해서는 ① CoP의 정

 참여효과가 클 것으로 상되는 외부 개방  CoP 참여활동을 진할 

필요가 있다. ② 구성원들의 자발  참여를 제로 기존의 TF나 로젝

트 과 구분되는 학습공동체 원리에 입각한 CoP 운 을 권장해 나가야 

한다. ③ 내부지향 CoP 운 시 Off-line형을, 개방형 CoP를 운 하려고 

할 경우 On-line형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CoP 활성화 방안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창의성을 제고해 나가기 해서

는 조직의 반 인 운 풍토를 좀 더 창의성을 진하는 방향으로 

환해 나가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내외 력 네트워킹 활성화

 ○ 원자력연구원 기술사업화의 주요 력 상은 기업이다. 다른 기업들과 

력하여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그들을 만족시켜  수 있는 방안

을 고려해야한다. 기업은 비용 감, 험분산, 신속성, 유연성, 학습, 규

모의 경제, 그리고 표 공유 등을 원하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때 타 기 과 력한다. 

 ○ 력 략 분석모형을 력 상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기업과 소기

업으로 나 고, 력 상 제품의 종류를 소비재와 산업재로 나 어 4개 

략으로 볼 수 있다. 사업화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온 헤모힘과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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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개발사례를 II와 IV 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소기업의 경

우는 II와 IV 략에 해당된다. 연구소기업은 력 상으로 소기업이 

당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과의 력은 소비재이든 산업재이든 연구

소기업의 형태로 하기 보다는 라이센스, 하청, 공동연구, 컨소시움 등의 

략으로 하고, 이는 연구소기업과는 잘 맞지 않는다.

 ○ 원자력연구원은 기술사업화 역량  성과제고를 해 내외 력체계

를 구축해 활용해 왔다. 원자력연구원의 국내 력기 은 부분 학교

와 연구소이며, 산업체를 보면 그 부분이 기업이다. 국제 력 역시 

해외 학과 연구소와 하고 있다. 미국, 국, 러시아, 국, 호주 등의 

다양한 학과 연구소 등과 력한다. 한국은 1950년 원자력 기술을 도

입하여 연구하고 활용한 이래, 많은 국가와 기업들과 력해 왔다. 기

에는 미국과 국제기 과, 1970년 이후 부터는 캐나다와 랑스 등 서유

럽국가 등과 력했으며, 1990년 이후엔 국과 그 외 국가들과 력하

기 시작하 다. 

 ○ 하이킹 략과 know-why 략이라는 말로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요약할 수 있다. 두 가지 기술학습 략은 어떻게 력 트 로부터 선

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다. 히치하이킹 략과 

know-why 략은 후발자들이 선진 기술을 학습하기 한 구체  략

을 보여 다. 기술 후발국은 선진 기술을 따라 잡기 해서는 기술표

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 력 략을 선택하는 많은 기업들의 력 동기

와도 같기에 하치하이킹 략을 택한다. 선진국의 길을 따라 가는 략

이다.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표 을 개발할 수 있지만, 기술개발 

기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히치하이킹 해야 한다.

 ○ 원자력연구원에서 기술 력을 통한 성공사례는 연구자들과 원자력연구

원 내외부의 연구 련 커뮤니티를 통해서 창의성을 발 해 가는 과정을 

탐색한 것이다. 원자력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외부학습을 통해

서 내부 연구원들이 지식을 획득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 과정 탐색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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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이 사례의 성공요인은, 첫째 외부 리를 통한 보완자와의 력

이다. 둘째는 내부 연구인력의 역량이다. 셋째는 장기 기술 생명주기에 

따른 안정  기술개발지원이다. 넷째는 기술신뢰성 획득과 수율 향상을 

통한 상용화이다. 

 ○ 향후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사업화를 진하기 해 국내외 소기업  

기업과의 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소기업과의 

력 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재를 심으로 한 소기업

과의 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헤모힘 개발을 통해서 성공

으로 연구소기업 사례가 탄생했다는 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산업재를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해 기업과의 력 계를 활성화할 필

요가 있다. 이는 기술을 공동연구개발을 하여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력 략이다. 핵연료피복  개발과 사업화가 표 인 성공사례이다. 

Ⅳ. 연구결과  기 효과

□ 연구원내 기술사업화의 성공요인 공유가능

 ○ 원자력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해서 필요한 요인을 리더십, 

연구원들의 사업화역량, 창의성 문화, 그리고 외부와의 활발한 네트워킹 

등 네 가지 요소로 악하며, 이를 연구원내 구성원들이 공유하도록 함. 

□ 기술사업화(TEC) 교육을 통해 흡수능력 강화 

 ○ 연구원내 교육 에 기술사업화 컨텐츠와 강사진을 제공, 교육과정에 포

함 가능

 ○ 정읍센터에 실제  사업화 교육과정도 설계 가능함. 

□ 연구원내 창의성 제고의 방법론 습득 

 ○ CoP의 활성화 방향/과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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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력의 경로를 통해 지식창출과 확산 가능 

 ○ 소기업과의 력경로, 기업과의 력경로 제공

 ○ 외국기 과의 력을 통한 역량강화 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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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KAERI 

  The research institutions of the 21st century have the missions of not only 

building core competencies but also commercializing technologies. As a 

government research institution,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as to follow the line along with searching for the factors to 

promot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 main purposes of the research are 

to investigate how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research institutions is 

accelerated, and to suggest the strategie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order to that, we deploy to analyze documents and conduct survey and case 

study. 

  We have underlined three strategies for promo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KAERI in terms of innovation strategy and processes; 

i.e., strategy of the TE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raining, strategy of 

building creative organization culture, and strategy of enhancing technology 

capabilities through collaboration. 

  Firstly, the TEC training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for researchers 

who want to commercialize their own technologies. The TEC program is 

developed by the HITEC of the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NCSU) at 

the Research Triangle Park (RTP), North Carolina, USA. The TEC program 

provides a training methodology by which researchers can search for, 

evaluate, and commercialize technologies. 

  Secondly, to build creative organization culture is essential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Generally, creativity is belie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not organizational features. However, it is significant to identify and manage 

promoting and inhibiting factors in building creative organization cultu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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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manage creative organization culture, there are five dimensions to be 

considered, i.e., diversity, autonomy, redundancy, connectivity, and flexibility. 

In this regard, the notion of CoP (Communities of Practices) is worth being 

employed in perceiving creative organization culture. CoP encourages 

organization members to work together and to share information and 

knowledge enthusiastically so as to form creative organization culture. Thus 

we suggest KAERI makes use of CoP in building creative organization. 

  Thirdly, collaboration strategy is related to analyze how KAERI is catching 

up their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nuclear technology, and what the success 

factors of KAERI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re. We propose ‘external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strategy with key suppliers, customers and 

complementors of KAERI. External management with collaboration strategy is 

played as a critical facet of R&D in atomic energy research due to its safety 

and credibility issues as well as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in the Korean 

peninsular where geopolitics have mattered even in pure commercial R&D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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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목   연구모형 

제 1   연구목

21세기 연구소는 원천기술 신역량 강화와 함께 기술의 사업화라는 두 

가지 미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연구원 기술이 사업화로 성공 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본 과제의 

주 연구 목표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해서 필요한 요인

을 리더십, 연구원들의 사업화역량, 창의성 문화, 그리고 외부와의 활발한 네

트워킹 등 네가지 요소로 악하 으며,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이 가운데 리더십은 사업화역량, 창의  문화, 력을 구축하는데 가장 

요한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을 제외한 세 가지 요인을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첫째,  기술사업화  연구소기업 활성화 방안

둘째, 연구소 창의성 제고를 한 실천공동체(CoP: communities of 

practice) 구축방안

셋째, 기술사업화 역량  성과 제고를 한 내외 업체계 구축 략  



- 2 -

<그림 2> 기술 신 패턴 : 공정 신과 제품 신1)

조직수 에서 기술습득과정은 매우 역동 이고 복잡하지만, 기술습득의 

과정이 모방에서 신에 이르는 동태  과정에서 따르고 있다. 즉 범세계  

기술환경, 제도  환경, 조직의 동태  학습과정  기술이  등이 서로 

한 연계 계를 갖고 있다(Kim, 1997).

범세계  기술환경분석의 틀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간에 상이한 기술

궤도(Technological Trajectories)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여기서 

기술궤도란  산업부문에 걸쳐서 볼 수 있는 기술의 진화 인 발 방향으

로 정의한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외국기술의 획득(Acquisition), 소화

(Assimilation), 개선(Improvement)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변화가 일어

난다. 외국 기업과 기 들은 로벌 사업 략의 하나로서 이러한 기술들을 

이 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 이 외국기술

공 자의 로벌 략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발도상

1) Kim, Linsu (1997), Imitation to Innov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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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업은 선진국의 기술궤도와 개발도상국의 기술궤도 간의 상호작용

에 의해 창출된 동태 인 기술환경에 직면하게 되어 이러한 환경요인에 의

해 기업 략이 부분 결정된다.

선진국에서의 기술궤도를 보면 Abernathy & Utterback의 주장처럼 유동

기(Fluid), 과도기(Transition), 경화기(Specific)의 3단계를 거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유동기에 신기술을 가진 기업의 신패턴은 유동 이다. 제품 신의 

정도는 매우 높으며 진 인 것이며 이때의 신제품기술은 아직은 개선할 

여지가 많으며 비싸고 신뢰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기술과 제품은 빈번히 변

화하고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생산시스템은 유동 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며, 조직은 이러한 시장과 기술변화에 하여 빠르고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필요로 한다. 이런 특징들은 부분의 기존

산업 기에 형 으로 나타난 상이다.

시장수요가 늘고 다양한 제품기술들이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지배제품이 

등장하고, 량생산에 의한 가격경쟁이 제품의 성능만큼 요한 요소가 되는 

과도기에 이른다. 가격경쟁은 제조공정에 있어서 격한 변화를 가져와 원가

를 빠르게 떨어뜨린다. 생산능력과 생산량은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는데 요

한 요소가 된다. 기업은 연구개발능력뿐만 아니라 생산, 마   경

리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래 기술 신을 통

해 시장을 창출한 기업이 이런 능력을 차로 갖추어 가면서 성장해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본과 리능력이 월등한 기업에 의해 흡수되기도 한다.

시장이 성숙해지고 가격경쟁이  더 심해짐에 따라 제품은 상당히 표

화되고 생산공정은 더욱 자동화, 통합화, 시스템화된다. 신의 은 효

율성 증진을 한 진 인 공정개선을 추구하는 경화기에 이르게 된다. 산

업이 이 단계에 이르면 기업들은 진 인 신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을 

기피하게 되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산업의 역동성은 새로 진입하

는 진 인 신자들에 의하여 새로이 만들어지며, 이러한 신은 타 산업

에서 야기, 이 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산업에서는 이 단계에

서도 그들의 기존제품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진 인 신을 계속

함으로써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데 성공하기도 한다. 개의 경우 이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산업은 제조원가가 낮은 개발도상국가로 이 된다. 부분 

선진국의 통 인 제조부문은 이 단계에서 개발도상국가와의 경쟁에서 경

쟁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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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듯 격한 제품 신의 발생비율은 유동기에 높게 나타났다가 

과도기에 이르면 빠르게 사라지고 반면에 진 인 공정 신이 높게 나타난

다. 경화기에서는 제품 신과 공정 신이 모두 낮아진다. 한 새로운 진

인 아이디어의 도입이 기술궤도의 방향을 반 로 바꾸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기술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바뀔 

수도 있다. Abernathy와 Utterback의 모델은 과거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습득 

과정을 설명하는 데도 역시 유용하다. 

개발 도상국가에서의 기술개발의 과정은 선진국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에 한 연구를 토 로 Kim(1997)은 Abernathy와 Utterback의 모델

을 확장하여 획득기, 소화기, 개선기의 3단계모델을 개발하 다. 첫째, 개발도

상국가에서는 산업화 기단계에 선진국으로부터 경화기에 도달한 외국기술

을 습득한다. 하지만 국내의 기술능력으로는 생산설비를 완벽하게 운 하기 

어려우므로 조립공정, 제품명세서, 제조노하우, 기술인력  원자재와 부품 등 

모두를 일 포함하는 방식으로 외국기술을 획득함으로써 생산공정을 개발한

다. 이때 생산은 외국에서 들여온 부품으로 매우 표 화되고 차별화되지 않은 

제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작업수 에 불과하다. 싼 인건비와 시장보호정책에 

의해 원가에 한 부담이 으며 설비운 은 경험미숙으로 상 으로 비능

률 이 된다. 당면한 기술과제는 다른 나라에서 시험되고 가동이 되었던 외국

기술이지만 이를 이 받은 후에 어떻게 제품생산에 즉시 이용하도록 하게 하

게 하는 것이 요하므로 기술개발은 오직 엔지니어링 노력에만 집 되어진

다. 외국의 기술지원은 기의 생산설비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하는데 거의 필수 이지만 차로 국내의 기술자들이 생산  제품설계에 

한 경험을 쌓아갈수록 그 효용성이 격히 떨어지게 된다.

일단 생산설비의 운 체계가 확립되면 생산과 제품설계 기술은 국에 

빠르게 확산된다. 나 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먼  기술을 획득한 회사의 경

험 있는 기술자를 확보, 입함으로써 기술능력을 얻게 된다. 새로 진입하는 

자체 기술개발 노력에 몰두함으로써 차별화된 품목들을 생산하게 된다. 하지

만 기술개발에 한 노력은 연구보다는 엔지니어링과 제한된 개발이 주를 

이룬다. 외국의 도입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달하면서 국내기업들은 직

인 외국기술의 도입 없이 모방 인 역행  엔지니어링을 통하여 련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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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 제조기술이 비교  성공 으로 토착화되고 수출 진에 한 

심이 증가되면서 국내 과학기술자들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차츰 기술수

이 개선된다.  도입된 기술들은 자체 인 연구개발과 엔지니어링 노력을 

통하여 다른 제품라인에 응용된다. 즉,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은 선진국의 기

술을 도입하는 획득기, 습득된 기술에 한 소화기  이를 발 시키는 개선

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진국과는 역방향의 기술궤도를 따르게 되며, 이를 

역행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이상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신의 두 궤도를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Kim, 1997). 이진주 등의 연구에서도 선진국으로부터의 개발도상국에 

한 기술이 은 경화기에 있는 성숙된 기술뿐 아니라 과도기와 유동기의 

새로운 기술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외국으로부터 도입

된 경화기 단계의 기술을 성공 으로 소화․발 시킨 기업에서는 선진국의 과

도기 단계에 있는 더 높은 수 의 기술에 해서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1990년  개발도상국가들 에서도 기술수 이 앞서 있는 만과 우리

나라는 이 단계를 거친바 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결과 으로 기업

내의 고유 기술능력이 축척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동기에 있는 새로

운 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국의 기업과도 경쟁하게 된다. 그리고 상당수의 산

업에서 이러한 수 에 도달하게 되면 바로 그 국가의 기술수 은 선진국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Kim, 1997). 

<표 1> 원자력 연구소와 련된 기

원자력 련 규제기 원자력 교육/훈련 기 원자력 련 산업체2)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KINS)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 원

자력연수원, 한수원(한국수

력원자력(주)) 산하에 교육

원이 있음.

한국방사선동 원소 회

(서울)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양자공학과 등

한국수력원자력(주)(KHNP), 한

국 력공사(KEPCO), 한국 력

기술(주)(KOPEC), 한 기공

(주)(KPS), 한 원자력연료(주) 

(KNFC), 한국 력공사 력연

구원(KEPRI), 공업(주), 

두산 공업(주), 삼창기업(주)

2) 원자력 련 기업에는 원 건설과 련하여 국내 기업 건설업체는 모두 련이 

되어 있음. ( 건설, 동아건설, 우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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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원자력연구원의 비 과 기술사업화

원자력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로․핵연료주기 연구

개발  원자력이용 신에 지기술 연구개발, 둘째, 원자력 련 형연구시설 

개발․운 , 방사선 응용과학 연구개발, 마지막으로 원자력 기 ․기반기술 연

구, 원자력설비  환경 안 성연구․개발 등이다.

그 주요 임무  역할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KAERI 력사업자 소유권과 시장 경쟁 수 에 따른 국가 분류

원자력연구원은 세계 원자력을 선도하는 연구소를 이루기 해 "R&D 

Global Leader“라는 비 을 수립하 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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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KAERI 비  분류

장기 목표는 원자력 핵심기술을 확보, 안 성 종합 평가/검증 랫폼

을 구축, 방사선 융복합 신산업 클러스터 창출, 신성장동력 원자력 고유 랜

드  원자력 기 과학, 원천기술 개발에 있다. 

<그림 5> ․장기목표를 한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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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재 조직도는 6본부, 1연구소, 4부, 1센터, 1사업단이며, 정읍에 

방사선과학연구소를 두어 비발  분야에 을 두고 있다.

<그림 6> KAERI 조직도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는 방사선이용기술을 연구하는 방사선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하는 기술을 국제  수 으로 연구․개발하고 이를 의료, 농

업, 식품, 생명공학, 공업, 우주항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목시켜 신기술

과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련 산업을 육성/발 시키고 지방과학기술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조직도를 보면 다음 <그

림 7>과 같다. 

<그림 7>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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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연구분야를 보면 기술사업화에 보다 용이한 분

야임을 알 수 있다. 국내 1호연구소기업(선바이오텍)의 제품인 헤모힘도 여기

서 탄생한 것처럼 향후 많은 기술이 제품  시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2>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연구분야

분야 세부내용

공업

분야

방사선 가교/경화기술, 그라 트기술, 분해기술  이온빔 활용기술

들을 의공학, 우주항공, 정보통신, 환경․에 지 분야 등에 목하여 

핵심 성능 개선  신기능 소재 개발

환경

분야

방사선(RT)을 기반으로 환경(ET), 생명공학(BT)기술을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청정환경 보 기술 개발

농업생물

자원분야

다양한 방사선원을 이용, 첨단 RT-BT융합기술을 개발하여 고부가가

치 농업생물자원 보

생물공학

분야

방사선(RT)/생명공학(BT)/나노(NT) 기술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식

품과 바이오 신제품 개발

방사성

동 원소

이용분야

의료/산업용 RI 생산, 생명과학/의료용 표지화합물  바이오칩/키

트 등의 개발

공 보건

산업분야

의료기구, 의약품, 화장품, 생약재, 개인 생용품 등의 생성과 안

성 확보를 한 방사선 살균/멸균 공정기술 개발

기 기반 

연구분야

방사선 선원  에 지 수 별 물질에 한 반응특성 규명을 기반으

로 타 기술과의 융합 타당성 검토, 이론정립, 활용성 평가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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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제 1   기술사업화  연구소기업 활성화 방안

2008년 5월 재 덕특구내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연구소 기업의 

수 6개에 불과하며, 이는 특구육성계획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조한 편이다. 

<표 3> 연구소 기업의 황                        

 (단  : 백만원)

No 출자기 연구소기업 승인시기 사업 분야
출자

액

설립

지분율

1 원자력(연) (주)선바이오텍 2006.03.30 식․의약품  화장품 378 37.8%

2 기계(연) (주)템스 2006.12.19
 매연 감장치, 천연가스 

 (CNG․LNG) 차량부품
252 20.0%

3 표 (연)
(주)재원티앤에스

(구,재원세라텍)
2007.05.29

세라믹 부품소재

(세라믹 베어링 등)
1,895 38.7%

4 자통신(연) (주)오투스 2007.07.23
텔 매틱스 분야

(자동차 진단모듈 등)
25 20.0%

5 자통신(연) (주)매크로그래 2007.07.23 CG 등 상 특수효과 150 20.0%

6 생명공학(연) (주)메디셀 2007.12.28
바이오신약개발

(항암면역 세포치료제)
400 44.4%

7 KAIST ㈜엠피 즈 2008.7.17
음성인식  음색변환

기술
33 32.7%

8 기계(연) ㈜제이피이 2008.10.16 학필름  성형용 롤 128 21.2%

9 자통신(연) ㈜비티웍스 2008.10.16 인터넷 ID 리 128 20.0%

10 자통신(연) ㈜테스트마이다스 2008.10.16 SW 테스 25 20.0%

11 자통신(연) ㈜지토피아 2008.12.17 GIS 시스템, 솔루션 개발 227 22.7%

12 자통신(연) ㈜넥스 라임 2008.12.17 홈 네트워크 200 20.0%

자료: 덕특구지원본부, 2008. 12 재

   

이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소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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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한 것이다. 연구소기업 설립을 

한 출자 련 규정에서 지 재산권 는 노하우, , 부동산, 연구시설  

기자재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시행령 제13조), 기술이 수반되지 않

고 기타 자산만이 출자되어 설립된 경우는 연구소기업의 정의에서 정한 설립

목 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단, 연구기 의 기술을 기술라이센스

(기술이 ) 형태로 이 받아 이를 사업화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타 자산의 

출자행 가 수반된다.

둘째, 직  사업화하기 한 것이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기 의 기술을 활

용하여 직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사업화의 정의를 

기술이 진법 제2조제3호에 근거하여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

발․ 생산  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련기술의 향상에 용하는 것”으

로 하여 생산활동을 수반한다.

셋째, 자본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이다.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해서는 정부출연(연) 등 연구기 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  가운

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출자자산은 지 재산권, , 부동산, 연

구시설  기자재의 출자로 가능하다(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넷째,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공장 는 연구소 등의 소재

지에 상 없이 덕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의 설립등기가 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설립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기 이 출자하여 신

규로 설립되는 기업, 즉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립된 기업 가운데에

서도 연구소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거나 새로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차를 거쳐 설립승인 가능하다(법제처 유권해

석, 2006. 3. 23).

연구소 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 을 

리할 수 있다( 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2008).

첫째, 연구소기업의 정의를 직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술

지주회사와 같이 연구소기업을 문 으로 리하고 지원하는 기업에 해서

는 연구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하는 기

업 한 연구소기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즉,  제도의 틀에서는 연

구소기업 창업이 차 활성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기업 리의 효율성 요구에 

히 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벤처특별법에 의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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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  덕R&D 특구 안의 공공연구기 들은 제외되어 있어, 특구

내 연구기 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둘째, 연구소기업의 설립에 한 지분율 규정만 있을 뿐, 그 존속과 유지

에 한 조항은 없는바 추가 인 자 조달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소기업 설립 후 자본 증자 등으로 인하여 공공연구기 의 지분율이 낮아 

질 경우, 연구소기업 유지가 어렵다.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해서는 지분율

( 행 20% 이상)과 함께 매출액 기  등 다양한 기 을 용하는 방안 검토

해야 한다.

셋째,  제도는 연구소기업의 소재지를 덕연구개발특구 내로 형식 으

로 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번거로운 행정 차와 비

용문제 등으로 인해 연구소기업 설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출연연구원의 사업화 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연구기  기술이 담조직(TLO)의 양  확 에도 불구하고 

산  담인력 부족으로 활성화는 미흡한 편이다. 기  당 평균 담인력

(명)은 한국 3.2, 미국 7.8, 캐나다 7.7, 국 6.0 으로 원자력의 경우도 2008년 

재 원자력기술사업부의 신규사업개발 은 5명으로 낮은 편이며, 이는 2007

년에 비해 조직개편으로 오히려 사업화 인력이 축소된 형편이다. 

둘째, 기술이 담조직  인력을 확보하여 운 하기보다 연구 리부서

에서 기술이 업무를 순환보직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부분의 출연(연) 기술

이 담조직이 구조 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술이 담조

직은 기본 으로 특허 리, 기술평가, 기술마 , 계약 상, 사후지원 기능을 

보유해야 하나, 매우 세한 규모로 운 되고 있다.

셋째, 재의 기술이 담조직은 연구성과물을 단순히 후처리하는 방식

의 일차원 인 수 이다. 다양한 기술사업화 략을 가능  할 기술발굴  

가치평가시스템 미흡, 기술가치증  방법론 부재, 기술마 과 같은 소 트

웨어  지원체제 미흡한 편이다. 

넷째, 공공기 의 기술사업화 실 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기

술이 율(%)은 한국 18.5%(‘04), 미국 29.1(’03), 캐나다 35(‘03), 국 29(’03)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실 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출연연의 일반 인 사업화 련 문제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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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출연(연) 등 연구기 의 사업화 공감 가 부족하다.  이는 조직  

연구원의 기술사업화에 한 공감  부족과 심 조에서 비롯된다. 

둘째, 반 인 연구인력의 사업화 문성 부족이다.  

셋째, 기술사업화 련 출연(연) 자체 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TRI 등 일부 출연(연)을 제외하면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수 이 미미하여 

기술사업화 련 기반(조직  리)마련에 어려움이 따른다. 

넷째, 공공R&D의 기술상용화 시스템에 따른 문제이다. 라이센싱 주의 

획일 인 기술상용화 방식, 기술사업화에 한 일 되고 종합 인 로그램의 

미비, 부문간의 장벽, 외부에 한 폐쇄성 등을 들 수 있다.

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특구육성에 한 특별법  연구소기업을 활

성화하기 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2008. 10 입법 고). 정부출연(연)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하여 연구소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행

정 차를 완화하는 등 기술사업화를 진하는 한편, 특구지정 요청시 공청회

를 열도록 하는 등 그 동안 법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을 개선하기 

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술지주회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의 정의

를 명확히 하는 한편 출연(연)  국립연구기 이 기술지주회사를 통

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5호의2)

② 정부의 원회 정비계획(‘08.5.17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원회 당연직 원의 직 을 행 장 에서 차 으로 조정(안 제7조)

③ 연구소기업의 설립 차를 승인에서등록으로 완화하고, 설립요

건 등을 구체화(안 제9조의3)

④ 특구육성사업 반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해 

“특구연구개발사업“ 련조항을 ”특구육성사업“으로 변경․보완(안 제

12조 제1항 내제 제3항)

⑤ 특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을 보완하기 해   특구지

정 요청시 미리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여 사 에 이해 계자의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4항)

⑥ 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 행을 정 에 따르도록 임(안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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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출연연 기술사업화 방식 : 기술이 , 연구원 창업, 연구소기업의 구분 

구 분 기술 이 연구원 창업 연구소 기업

목 
o 민간 기업에게 기술이 을 

통한 사업화

o 연구자가 직  창업을 

통한 사업화 

o 연구기 이 직  참여하여 사

업화 

운 방식
o 연구기 과는 별개의 민

간기업이 사업화

o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

원실험실기업 등의 창업

자로 직  사업화

o 연구기 과 개인이 공동으로 참

여하여 설립한 연구소 기업이 

사업화

기술사업화 

수단
o 기술실시계약 o 기술실시계약

o 기술 출자(기타 자산 출자)

 - 기술 양도/실시 계약

 - , 부동산, 시설, 장비

o 인력 지원( 견, 겸직)

기술사용 

가

o 기술료 지불( )

 - 착수  : 투입연구비10%

 - 경상기술료 : 순매출액의 

3%～5% 수

 *공동연구시 1/2 범  감

면, 소기업 추가 1/2 

감면

o 기술료 감면 지불( )

 - 착수  : 면제

 - 경상기술료 : 순매출액

의 1.25% 이내 수

 - 일정요건(기술이 진법 

해당사항)의 경우 무상 

양여

o 출자 약정 부분(주식)

 -   물 출자분 

 - 수익 에 한 배당

 - 주식의 처분 으로 회수

o 기술료 약정 부분( )

수익  

사용

o 정부 납부분(20%-30%)

o 연구원 인센티 (50%)

o 기타 : 연구개발등 기 사용

o 정부 납부분(20%-30%)

o 연구원 인센티 (50%)

o 기타 : 연구개발등 기 사용

o 기 별로 결정․운

o 연구소기업 재출자, 연구개발에 

투자, 사업화 필요 경비, 기여 

인력  부서에 한 보상 , 

기 운 경비사용(시행령13조)

특성

(장단 )

o 기술이  차가 단순․간편

o 이 상 기술에 한 

사업타당성분석 등 사업

화를 한 사 계획이 

미흡(소극 , 수동 )

o 기술개발자가 이  기술

에 한 개량기술을 계속 

개발, 지원하는데 한계

o 기술을 개발한 연구인력이 

직  기업을 경 하므로 

후속개발, 사업화에 유리

o 연구자 입장에서는 거의 

무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 (기술이 진

법, 내부 규정 등으로 

발명자에게 우 )

o 창업자 입장에서 기술출자, 기

술가치평가, 승인 차 복잡 

등으로 연구원 창업에 비해 

불리하나, 연구원 겸직,  

출자/장비, 시설 활용 이

o 연구기 이 사업화에 직  참여

(겸직, 기술 지원 등)함으로써 

이  기술의 지속 인 개발과 

개량화 가능, 사업 화 성공으로 

고수익 실  

연구기

지원

o 연구원 견근무, 기술지도

o 연구원 겸직

* 동연구개발 진법

o 연구원 휴직, 겸직

o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

* 벤처 특별법

o 연구원 견근무, 기술지도

o 연구원 휴직, 겸직

 * 벤처 특별법 등 좌동

정부의 

육성지원
-

o 벤처기업 육성에 한 

특별조치법

- 인력, 기업설립,자 지원

o 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한 특별법

- 세제지원, 국유재산 사용

- 자 지원(정책 )

자료 : 김선근, 이기종(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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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라 함은 국립연구기  는 정부출연연구기 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 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

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로서 다음 각목의 회사를 말한다.

①「산업교육진흥  산학 력 진에 한 법률」제36조의2의 규정에 따

라 설립된 산학 력기술지주회사

②「벤처기업육성에 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창업 문회사로서 통령령이 정한 기 을 갖춘 회사

③「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통령령이 정한 기 을 갖춘 회사

공공연구기관 

정부

수탁

연구비

민간

수탁

연구비

R&D

수행

기타 자산

IP포트폴리오

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1

연구소

기업 2

기술출자

경영지원

현금

I P

창출

기타

자산

자산출자

자산출자

벤처

캐피탈

공공펀드

민간펀드

출자

투자

배당금

배당

 자료: KISTEP, 덕특구지원본부(2008)

<그림 8> 연구소기업  지주회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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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구조 1 - 단일 출연(연)의 단독설립]

투 자 전 문 회 사투 자 전 문 회 사

출 자 (설 립 )

출 연 연 구 기 관출 연 연 구 기 관

R&D R&D 성과물성과물

신 기 술 사 업신 기 술 사 업
전 문 회 사전 문 회 사

출자기업출자기업 11

출자기업출자기업 22

출자기업출자기업 33

회 수

출 자 배 분

출 자

배 분

투 자

회 수

공 동 출 자 기 업공 동 출 자 기 업

투 자 배 분

소 극 적
라 이 센 스

적 극 적
라 이 센 스

컨 설 팅

경 영

Spin-out

후속후속
기술기술
개발개발

사내사내
벤처벤처

투 자

배 분

공 공 기 관공 공 기 관
((연 구 회연 구 회 , , 특 구 지 원 본 부특 구 지 원 본 부 등등 ))

출 자

회 수

투 자 전 문 회 사투 자 전 문 회 사

출 자 (설 립 )

출 연 연 구 기 관출 연 연 구 기 관

R&D R&D 성과물성과물

신 기 술 사 업신 기 술 사 업
전 문 회 사전 문 회 사

출자기업출자기업 11

출자기업출자기업 22

출자기업출자기업 33

회 수

출 자 배 분

출 자

배 분

투 자

회 수

공 동 출 자 기 업공 동 출 자 기 업

투 자 배 분

소 극 적
라 이 센 스

적 극 적
라 이 센 스

컨 설 팅

경 영

Spin-out

후속후속
기술기술
개발개발

사내사내
벤처벤처

투 자

배 분

공 공 기 관공 공 기 관
((연 구 회연 구 회 , , 특 구 지 원 본 부특 구 지 원 본 부 등등 ))

출 자

회 수

 

 [설립구조 2 - 유 분야 출연(연)의 공동설립]

투자전문회사투자전문회사
공동 출 자(설 립)`

신기술사업신기술사업
전문회사전문회사

출자기업출자기업 11

출자기업출자기업 22

출자기업출자기업 33

출자 배분

출자

배분

회 수

공동출자기업공동출자기업

투 자 배 분

컨 설 팅

경영

투 자

배 분

공공기관공공기관
((연구회연구회 , , 특구지원본부특구지원본부 등등 ))

A A 출연연구기관출연연구기관

B B 출연연구기관출연연구기관

C C 출연연구기관출연연구기관

출 자

회 수 투자전문회사투자전문회사
공동 출 자(설 립)`

신기술사업신기술사업
전문회사전문회사

출자기업출자기업 11

출자기업출자기업 22

출자기업출자기업 33

출자 배분

출자

배분

회 수

공동출자기업공동출자기업

투 자 배 분

컨 설 팅

경영

투 자

배 분

공공기관공공기관
((연구회연구회 , , 특구지원본부특구지원본부 등등 ))

A A 출연연구기관출연연구기관

B B 출연연구기관출연연구기관

C C 출연연구기관출연연구기관

출 자

회 수

<그림 9> 기술지주회사 설립안 유형



- 18 -

ETRI 기술지주회사

1. 목

 □ 수요 심   시장지향  기술사업화 기회의 발굴

 □ 국제경쟁력을 갖춘 성공 인 스핀오  기업의 육성

 □ 소벤처기업의 선도기술 사업화를 한 가교역할  사업화지원

 □ 극 인 기술마 을 통한 사업화 기회의 발굴  사업화 진

2. 업무 역

 □ 연구소기업 육성

  ○ 연구소기업 설립을 한 유망 사업화 아이템의 발굴

  ○ 연구소기업 인큐베이션  투자 리

  ○ 기사업화를 한 Seed Money 공   자 조달 지원

 □ 기술마

  ○ 기존 기술의 사업화 기회 발굴  라이센싱 진

  ○ 신규 기술의 목표고객 발굴  극  마

3. 목표(기술사업화 2020비 )

 □ 70개의 연구소기업 설립 (기업 공동창업, 연구실창업 등)

 □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10개 육성

 □ 기술사업화 수익 연간 1000억원 달성 (ETRI + 기술지주회사 합계)

 □ 연구개발투자의 ROI 15% 달성

4. 기 효과

 □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

 □ 국가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  성과 확산 진

 □ 연구기 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시장  고용창출

 □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재투자 재원의 확충

5. 근거법

 □ 벤처기업육성에 한특별조치법 상 신기술창업 문회사(법 제11조2~7)

 : 입법 고 완료  개정 추진 

 □ 덕연구개발특구등육성에 한특별법 상 출연(연) 기술지주회사 

: 특구법에 기술지주회사 련 조항 신설을 통한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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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일정 계획(안) ]

2008년 10월 ○ 설립추진단 발족

2009년  2월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화 분야  사업화 략 기획

○ 2009년도 사업회 아이템 발굴

2009년  3월 ○ 설립승인 신청  창립행사 기획

2009년  4월 ○ 기술지주회사 설립 완료  창립 행상

 ※ 추진일정은 설립 근거 법률 개정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ETRI 기술지주회사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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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로그램: TEC 심으로3)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특히 정부출연

연구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지 까지의 문화로 보아 매우 어려운 과제이

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림과 같은 소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Markham, 2002). 따라서 사업화에 한 개별 주체의 명확한 이해  지원이 

요구된다. 먼  기업가의 입장을 보면 다음 두 가지 을 기억해야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 첫째, “고객들은 기술을 사지 않고, 그 신 제품을 구입한

다. 투자가들은 제품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 신 우수한 경 진이 갖는 비즈

니스 컨셉에 투자한다. 최고의 경 자들은 강력한 비즈니스 컨셉을 보여주어

야 타인에게 매력 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화의 성공은 기술보다 뛰어난 

사업 이스를 구축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둘째,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

면, “유망한 기술들은 투자가나 장 리자가 심을 갖기 에 요한 사업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제품 아이디어를 개발

하고, 시장조사나 사업계획서를 만들 스킬, 자원, 시간이 없는 편이다”. 따라

서 그림의 선과 같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죽음의 계곡을 ‘기회의 계곡’으

로 바꿀 수 있다. 이 분야가 바로 기술사업화 교육의 이다. 

     자료: Markham(2002)

<그림 10> 죽음의 계곡: 사업화의 요구 공간

3) 최종인(2008), “실천 심의 기술경  교육:  테크노 크의 기술사업화 교육사

례를 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1권 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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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계곡을 넘기 한 방법들에 해 Markham(2002)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가 사업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기, 

제품을 통해 발견을 증명하기, 강력한 이스를 통한 가능성 달하기, 가능

성 만들기 한 자원 찾기, 험을 이기 해 자원 사용하기, 정식 개발을 

한 로젝트의 승인 구하기, 로젝트 승인을 한 기 으로 해석하기, 

로젝트를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제품 개발, 착수하기 등이다. 

다음은 죽음의 계곡을 넘기 해 제공되는 사업화 교육  미국의 표  

연구단지인 리서치트라이앵 의 TEC 교육과정과 포르트갈의 사업화 교육  

에서 진행한 사업화 교육과정을 통해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미국 RTP의 기술사업화(TEC) 교육

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 이하 TEC) 교육 로그램은 미

국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트라이앵 크(이하 RTP)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경 학내 HITEC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TEC 로그램은 기술을 찾고, 평

가하며 사업화하는 방법론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하이테크놀로지 

벤처기업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비 교육과정이다. 통합 인 방법론을 사용하

여 공학분야와 경 분야의 학생들에게 실제 여러 학문분야의 로젝트를 통해 

근하는 것이다. 3개 학기 과정으로 구성된 과정을 통해 개인 스스로 벤처기

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 이 있다. 동시에 학생들이 

벤처기업에 입사하거나 개인별 챔피언 로젝트를 만드는데 응용되기도 한다. 

TEC 로그램은 미국 과학재단(NSF)의 연구비를 받아 1990년  반 노

스캐롤라이나주립 학교(NCSU)의 공 와 경 학이 공동으로 만들었다4). 

그 이름은 '기술, 교육, 사업화' 는 '지름길로 가는  TEC 로그램' 이라고

도 불린다. 여기에는 ‘TEC 알고리듬’이라는 로세스 심의 방법론이 존재한

다(Markham, Baumer, Aiman-Smith, Kingon & Zapata, III, 2000). 이 TEC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공학부와 경 학부 학원생들은 경 진과 을 이루어 

요한 사업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술을 발견하고, 평가하며, 실제 사업화

를 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역량을 배양하고 있다.

4) http://hitec.ncs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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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 주요 학의 기술사업화  창업 련 로그램 비교

창업(Entrepreneurship)               Colorado  Wisconsin Georgia  Texas   California    Purdue    North    

                                                            Tech   Austine                        Carolina

핵심기술에 진입함으로써 학생들에
게 창업과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공대생만 
가능

두 학기 이상의 프로그램

경영대와 공대간의 연결 프로그램

 - 경영대학만

 - 공대만
프로세스 기반 커리큘럼으로 학생
들에게 완성된 로드맵 제공
주제(topic) 기반 커리큘럼, 시장잠
재력을 갖은 기술부터 제품개념까
지 확장. 

공대생만 
가능

팀 구성은 경영과 공대 학생들을 
포함.
구조화된 모니터링 프로그램, 전문
가와 기업가정신을 활용함
혁신리뷰 패널들이 연구인력과 지
역 창업가로 이루어진 사업계획서 
검토 
신규 하이테크 착수를 포함하는 기
회 
신규 하이테크 달성

자료: Kingon, A. et al.(2001), "An integrated approach to teaching high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t the graduate level",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진한 부분은 각 학에서 제공함)

하이테크 벤처기업들은 사원들이 기술  능력과 경 능력이 통합 이면

서, 동시에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하이테크 기업은 별도로 마 , 

기술, 법률, 융 등의 문가를 선발할 만큼 재정이 좋지 않으므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통 인 기능을 뛰어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 비

즈니스 조직들은  계층의 수가 어들고 작은 수로 나뉘게 되면서( , 

트 십, 자회사, 조인트벤처, 독립계약 등을 통해) 하이테크 벤처기업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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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리하는데 유능한 인재를 찾는다. 바로 이 TEC 로그램은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발명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과정을 부드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을 제공해 다.

TEC 로그램은 학생들이 3개 과목을 연속해서 듣는 것을 기본 가정 하

에 설계되었다. 이 로그램의 기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미국 

과학재단(NSF)에서 지원 받아 수립된 TEC 로그램은 1996년 수강생이 22명, 

1997년 26명, 1998년 33명, 1999년 47명이 등록하 다. 4년간 52%의 증가를 

보 다. 2003년 수강생은 68명으로 늘었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듀크(Duke) 

학교의 학생들도 수강할 정도로 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1995-1998년까

지 수강한 학생의 반이 공학 분야이고, 18%는 자연과학 분야, 14%는 경

학분야이다. 그리고 나머지 16%는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 다. 

TEC 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분석도구 세트, 교수진, 그리고 참여경

진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분석도구 세트이다. 각 주제별로 설문지, 

수 표, 합계 차트, 워크시트 등이 있는데 이를 원들이 함께 모여 활동을 

통해 기술사업화의 과정을 실제 학습한다. 둘째, 교수진은 벤처기업 경험이 있

는 이공계 교수와 경 학 교수로 구성한다. 셋째, 'Executives in Residence'라

는 장경험의 경 진이 코치로서 함께 수업에 참여한다. 이들은 TEC 겸임교

수진으로 벤처 캐피털리스트, 포춘 500의 마  임원, 은퇴한 기업 연구개

발 부사장 등으로 구성되며, 인원은 무려 20명에 이른다. 매주 수요일 녁 6

시부터 9시까지 리서치 트라이앵 의 업체에 근무하는 벤처기업가, 연구 리

자, 마  문가, 은퇴한 경 자들이 함께 수업에 참가한다. 이들은 학생들

의 로젝트를 도와주며 실제 일어나는 문제 을 함께 토론한다. 아이디어 도

출부터, 사업화의 략뿐만 아니라 실행에 이르기까지 조언을 한다. 여기서 이

론과 실제, 그리고 이의 통합과 실천이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을 기 으로 

NCSU에서 진행 인 TEC 과정은 3명의 교수진과 16명의 경 진, 45명의 

학원생이 7개 을 구성하여 로젝트 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같은 로세스 심의 근이 요함에도 모든 학들이 로세스 심

의 교육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표 5>는 미국내 MOT를 개설하고 기술사업

화, 기업가정신 등의 과목을 개설한 학들을 강의주최, 로세스 심여부, 

구성의 다양성  성과 지표를 심으로 비교한 것이다. 부분 공 와 경

간의 합동 로그램이 주를 이루지만, 단과 학 단독의 로그램도 존재한다.



- 24 -

TEC 알고리듬의 체계를 자세히 보면 <그림 11>과 같이 탐색조사/아이디

어 도출 단계, 정보수집 I, II 단계, 사업화 략, 사업화 실행 등 5단계로 구

성된다. 이 과정들을 통해 기회의 발견이 가능해진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데

이터 베이스를 만들며, 피드백 과정과 반복과정을 통해 내용의 깊이를 더해 

좋은 사업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 5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자료: Markham et al.(2000)

<그림 11>  TEC 알고리듬의 체계

1) 탐색/아이디어 도출 단계

탐색/아이디어 단계가 요한 것은 사업화의 매력도가 이 단계를 거쳐 신

기술의 질 인 면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탐색 차란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기술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이 탐색 차는 여러 순차  요

인으로 구성된다. 즉 기술 역의 확인,  조직과 비, 기술가들과의 구조화

된 인터뷰,  발표, 제품명세서, 기술비교  선택, 기술가들에게 피드백, 

TPM, 가치제안서 등으로 구성된다. 

2) 단계 1: 평가단계의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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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 로그램의 단계 1 평가는 사업화의 매력도를 사업이나 기술조사가 

이루어지기 에 기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 수행되면 기 치

명  결 (fatal flaw)을 찾을 수 있다. 단계 1의 목 은 제품아이디어에 한 

로세스와 경 의 도구를 용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제품 아이디어가 

얻어지면, 계속된 기능분석을 통해 략  분석을 도출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의사결정의 핵심은 보다 나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아이디어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그 결과 기능  략 분석은 반복된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

진다. 이런 반복과정에서 정보는 충실히 수집되고 제품 아이디어는 더욱 발

한다. 

3) 단계 2: 분석단계의 정보수집

단계 2분석은 단계 1에서 선택된 것을 심으로 보다 구체 인 제품 아이

디어와 기능 분석, 략 분석, 제품 재정의,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 결

정은 3가지 가능한 선택을 한다. 1) 아이디어들의 재정의, 2) 아이디어의 탈락, 

3) 로세스를 따라 진행 등이다. 단계1에서 들이 여러 선택 안들  선발

한 것과는 달리, 단계 2는 최 의 기회를 선택하는데 을 두고, 그 기술을 

한 사례를 구축한다. 기단계에 질문은 은 편이거나 보편 이라면, 2단계

의 분석단계에서는 매우 다양한 질문이 있으며, 매우 구체 이다. 단계 1에서

는 제품아이디어에 한 지 재산권을 보호할 잠재력에 한 질문이 별로 없

는데 반해, 단계2에서는 10개 이상의 특허 련 질문, 외국특허, 발명의 주  

문제, 특허의 산업내 효율성 등이 지 된다. 만일 특허가 여의치 않으면, 사업 

비 과 작권 등이 신기술 보호의 수단으로 논의된다. 단계1에선 기능평가 

질문이 서로 독립 인데 반해, 단계2에선 기능 역들이 각 질문들에 답을 하

면서 서로 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4) 사업화 략

기술의 사업화 략은 몇 가지 세부 단계로 나뉜다. ① 기술우 와 보호 

능력, ② 사업화 경로의 세분화, ③ 신제품을 향한 진입 략과 확 략의 구

축, ④ 보완재의 평가, ⑤ 략 랫폼의 결과, ⑥ 사업화를 한 합한 서류

작성( , 개념보고서나 사업계획) 등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창의성이 요구되

며, 종합 술 성격을 띠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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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화 략의 실천

마지막 알고리듬이 사업화의 실천이다. 이 단계의 목 은 실제로 사업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 과정은 사업 인 모습을 보이며 교육  면

보다 실제 사업에 용해보는 단계이다. 

이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TEC는 <그림 12>와 같은 우수 사업계획서를 만

들고 이를 통해 신사업창출의 기반을 구축하고, 벤처캐피털(VC)로부터 자 을 

지원받고, 해당분야의 경 진을 모집, 필요 조직을 구축하게 된다. 

<그림 12> TEC의 목표와 구조

이처럼 사업화 교육 로그램인 TEC 알고리듬의 목 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시장요구에 맞는 용어로 제품들을 정의하여, 아직 미개발된 기술가치를 높이

는 것이다. 둘째, 기술경 에 한 개념과 로세스의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다. 이런 장지향  근을 통해 학생들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찾

고, 평가하며 개발하고 리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기 성과로 1999년까지 TEC 로그램에서는 수강생들의 여러 들이 150

개의 기술을 조사, 평가하 고, 이들은 다양한 기술-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마이

크로일 트로닉스, 식물유 자, 재료공학 등으로 비롯된다. 학원생 들은 26

개의 아이디어를 개발했고, 5개의 사업계획을 만들었다. 4개 로젝트가 외부로

부터 자 을 받았고, 3개가 창업  학의 라이센스를 받았다. 그 성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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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의 경력경로에 큰 기여, 지역 기업들이 1억 1천만달러($119 

million)의 벤처캐피털을 유인하는데 기여하 다. 한 350여 개의 새로운 직업 

창출, 190명 이상의 졸업생 배출, 네트워크와 문화 측면의 향력, 포춘 500  

기업에 한 컨설 과 교육, 기업 신 로세스 개선 등에 활용되었다. 

최근 이 로그램의 주요 고객기업과 기 으로는 Nortel Networks, 

BP-Amoco, Becton-Dickinson, Reedy Creek Technologies, CED 등으로 확 되

었다. 2003년부터 미국내 오하이오주립  외에 국, 포르트갈, 남아 리카 등

의 연구단지에서 이 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 이다. 포르트갈의 경우 4명의 

교수가 지를 방문하여 16주 학습(8주는 강의형태, 나머지 8주는 코치로서 

지과제 로젝트)을 수행한다. 5년간 수행하여 가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포

르트갈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포르트갈의 기술사업화 교육 로그램(CoHitec)

유럽의 기술정책 연구기 인 COTEC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만들어져 

확 되면서, 포르트갈도 2004년 COTEC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102개의 기업

이 참여하여 안정  재원을 마련하고, 인력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 하 조직

으로 여러 기 들이 있는데, 그  고성장의 하이테크 벤처를 창출하기 해 

COHiTEC을 만들고, 미국 TEC 로그램과 연계운 하고 있다. CoHiTEC 소

장으로 Pedro Manuel Vilarinho 교수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기술기반

의 기업가정신과 기술사업화를 가르치는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이 로

그램은 로젝트 기반의 근법으로, 실제 기술을 모집하여 신제품을 개발, 새

로운 벤처 창출을 지속화하도록 하는데 목 을 갖고 있다.

로그램은 미국과 달리 <그림 13>처럼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노스

캐롤라이나의  기술사업화 방법론인 TEC 알고리듬을 따라 진행한다.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5년째 진행 인 이 과정은 포르트갈의 수도인 리스본

(Lisbone)과 제2의 도시인 포르토(Porto) 두 도시에서 학과 연구소를 심으

로 진행되고 있다. 강의는 처음 NCSU 교수진이 진행하다가 최근 TEC를 이해

하는 지 포르트갈 교수들이 진행하며, NCSU 교수들은 별 코칭활동을 수

행한다. 2단계는 첫 단계에서 선택된 사업 로젝트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보고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 목 은 가상기업(virtual company)을 만들어, 여

기에 운 자 (working capital)으로 각 로젝트마다 75,000 유로달러(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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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를 제공한다. 3단계로 가상기업은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정교화해서 

투자가들에게 보이며, 벤처기업을 만들기 해 투자 을 유치해야 한다. 여기

에 COTEC의 련 문가들(102개 기업들)이 지원을 해주어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림 13> CoHiTEC의 목표와 구조

지 까지 성과를 보면 리스본과 포르토에서 매년 약 80명의 기술사업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연구자 50명, MBA 학생 30명). 매년 분석되는 기술 수

는 약 30여개이며, 1년에 만드는 사업계획서가 약 12개, 그리고 사업 로젝트

가 벤처기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2개정도이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COHiTEC은 스탠포드 학의 Stanford Ventures Technology Program이 주는 

상인 ‘Price Institute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ducators Award’를 지난 

2006년 수상하 다. 이 상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기 에 주는 상으로 해외기 이 받은 것은 최 다.5)

포르트갈의 다양한 련 조직이 이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102개의 

COTEC 멤버 기업들의 CEO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지원은 기업 당 

약1만 5천 유로), 이들 기업들로부터 경 진, 스탭진이 활용되고 있다. 교수진

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  교수진(TEC)과 포르트갈의 포르토 경 학원

5) www.cotec.pt



- 29 -

(Porto Business School, EGP)과 리스본 경 학원(Universidade Nova de 

Lisboa business school)의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다. 한 두 도시에 소재한 연

구소들과 투자펀드 등도 참여하고 있다.

3. 덕의 기술사업화 교육

35년의 역사를 지닌 덕연구단지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이를 사업화 하

는 것이 가장 큰 취약 으로 지 받고 있다. 2005년부터 덕연구개발특구

(Daedeok Innopolis)가 만들어진 배경도 바로 연구소의 축 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목 에서 비롯된다. IMF를 후하여 덕연구단지에 많은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졌지만, 최근 그 숫자가 격히 어들고 있어 정부와 시, 

학, 연구소 등 각 기 마다 기술의 사업화에 을 두고 벤처창출을 유도

하는 분 기가 높다.

기술사업화 교육에 한 국내의 심에 비해 그 논리  개는 비교  취

약한 편이었다. 따라서 많은 기 들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술사업화 로그

램 도입을 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배경하에 미국, 국, 포르트갈 

등 여러 지역에서 그 타당성이 검증된 TEC 로그램이 지역에 도입되었

다. TEC 도입을 통해 연구소, 학 등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 을 두었고, 장기 으로 이를 소화, 흡수하

여 의 사업화 학습 로그램에 목하는 계획을 가졌다. 4년여 비기간을 

거쳐 테크노 크(Techno Park)의 지원하에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월간 연구원, 교수, TLO 문가, 학원생 등을 상으로 TEC 교육을 실시하

다. 한 2008년 상반기 자체 강사진을 양성하고, 7월부터12월까지 국내 벤

처기업, 지원기  등을 상으로 4회에 걸친 강좌를 개설한 바 있다. 

교육진행은 다음 <표 6>과 같다. TEC의 교수진은 매 강좌 당 1주일씩 

에 머물며 강의와 세미나를 진행하 고, 과제는 별로 수행되었다. 1주일간

의 시간을 갖고 별 비를 하며, 세 번 째 주에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된다. 

즉, 격주로 강의가 이루어지며, 그 사이에 별 과제가 진행되는 방식이었다. 

강의는 어로 진행되었고 어로 커뮤니 이션하는 능력이 요구되었고 이

이 교육생 모집에 제약조건으로 두되었다. 이는 2008년도 자체 강사 양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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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진행경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EC 교육이 성과를 거두려면 

철 한 사  교육 비(최소 1년), 강의 후의 소화/변환기간(최소 1년)이 필요

하다. 따라서 TEC 로그램의 체  교육과정은 최소 2년여의 기간이 요구된

다. 덕에서 TEC 로그램 교육일정은 약 4개월이었으며 총비용은 약 2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교육과정은 <표 6>과 같이 7주차로 구성되며, 사 비로

서 0주차에 실제기술을 발굴하기 해 연구소, 벤처기업 등을 하 다. 그

래서 4개 으로 구성된 각 은 마이크로웨이  기술, 3D 기술, 의료진단기

술, 이  마킹 기술을 선택하여 사업화를 한 실행학습을 할 수 있었다. 

지식의 유형은 습득된 지식, 독특한 지식, 창의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본 교육을 통해 얻은 TEC 지식은 외부로부터 습득된 지식으로서 이를 소

화, 변환, 활용하는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우 로서의 창의  지식으로 

변환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사업화 교육의 성과는 반복 이며, 축 된 지식을 

통해 독특한 지식과 창의  지식으로 환될 때 비로소 나타난다.

<표 6>  TEC 과정

단계 주차 세션 내용 비고

사  기술 

탐색/확보

0 

(beauty 

parade)

각 기 방문 설명  참여기술 확보 
태스크포스  심으

로 사  기획

탐색/아이

디어 도출
1-2

기술의 묘사, 문제기술서 

기 TPM, 가치제안서 도출, PAMM

 구성  별 활동

1일 강의와 3일 코칭

정보수집 

1단계
2-3

시장평가 워크시트, 제품특성 워크시트.

1단계 기능별 분석

치명  결함 발견

1일 강의와 3일 코칭

정보수집 

2단계
4 1단계 기능별 분석, VOC 분석

장 조사 강화

1일 강의와 3일 코칭

사업화 

략
5

략분석  평가, 사업모델(BM) 개발

핵심자산, 보완자산 워크시트

사업모델의 실화

1일 강의와 3일 코칭

사업화 

실행
6 사업계획서 안 비  발표 비

일 된 발표 지도

1일 강의와 3일 코칭

사업계획서 

발표
7 최종 발표

1일 강의와 2일 코칭

후 최종발표

TEC 교육의 기 효과를 개인과 경제  효과로 나 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에 한 기여도로 ‘기업가 정신의 자신감’ (Entrepreneurial 

Confidence)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방법론 제시, 한 개의 제품이 아닌 후속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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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 제시, 사업화를 한 로드맵과 체크리스트의 이해를 통해 치명  

문제  발견, 기술 심의 사고에서 사업개발과 정보수집을 한 로세스 

악, 종합  의사결정의 임웍 제공, 공통된 언어 사용과 공유된 목 을 제

공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  효과 측면이다. 이는 바텀 업(bottom-up) 시

장 근으로 기존의 탑다운(top down) 기술 심  방식의 시장 근에서 오는 

오류를 사 에 막을 수 있고, 벤처캐피탈에 한 근 가능성 제고하며, 사업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지원기 들이 올바로 벤처지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로부터 성과도 기 효과와 유사했다. 먼  교

육생들이 느낀 성과로는 사업화의 통합 로세스 악, 상향식, 하향식 시장

근 악, 체계  TPM 알고리듬, 문제기술서/가치제안서/사업모델의 연계 악, 

실제  활동 등이었다. 한편 제한   개선 으로는 재직자이기에 학습시간

의  부족, 보다 많은  로젝트 실시, 기술의 발굴확 , 다양한 구성, 

어 소통상의 문제  등이 지 되었다. 

<그림 14> 출연연에서 기술사업화 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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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원자력 교육과정에 반

1. 원자력 교육센터 황

원자력 교육센터의 주요임무는 창조 인 원자력인력양성에 있다. 주요 교

육은 다음과 같다.  

 ○ IAEA 지역간훈련 : 원 개도국요원 상 훈련(동남아, 동, 아 리카 등)

 ○ 원자력 기술 력에 의한 국제과정교육

 ○ 원자력 문교육 : 원자력 산업요원 교육, 원자력 련 면허 등 자격소

지자 보수교육, 학․연 동교육

 ○ 직원교육 : 경 리 교육, 자기계발 교육, 이슈  법정교육, 사이버 

어학교육

교육센터는 1960년에 개설되어 재까지 다양한 과정들이 지속 으로 개

설되어 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원자력 학(WNU) 여름학교 유치(2007

년) 등 세계 인 인력양성을 한 로그램들이 발굴되어 진행되고 있다.

<표 7> 주요 교육과정개발 연

1960

≀

1980

○ 1960 : 방사성동 원소 의학  이용 과정 개설

○ 1963 : 방사선 장애방어 과정 개설

○ 1964 : 방사선 취 기  과정 개설

○ 1968 : 원자력발 소 운  기  과정 개설

○ 1977 : 비 괴검사 기술 분야 과정 개설

○ 1979 : 원자력안 성 분석 과정 개설

1981

≀

2000

○ 1983 : 원자로조종 면허자 보수교육 과정 개설

○ 1984 : 방사선 련 면허자 보수교육 과정 개설

○ 1985 : 원자력기사, 비 괴기사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자 보수교육과정개설

○ 1988 : IAEA 범 지역간 훈련과정 개설, 핵연료물질 취 면허자 보수교육과정 개설

2001

≀

2007

○ 2001 : 사이버 원자력교육과정 개설

○ 2004 : 석/박사 교육 로그램 개설(가속기  나노빔공학, 이   라즈마 

응용공학, 양자에 지 화학공학)

자료: 원자력 교육센터, 2008

교육센터를 운 하는 주요조직은 2개 으로 교육 리 과 외교육 이 

있다. 각 별 주요 업무는 <그림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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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원자력 교육센터 조직별 업무

그동안의 발 과 향후 발 방향을 보면 처음 국내 교육훈련에서 국제 교

육훈련으로 발 하 으며, 궁극 으로 G-5에 상응하는 선진교육훈련제도를 갖

추고자 하고 있다.

<그림 16> 원자력 교육센터 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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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는 국제과정, 산업과정, 직원교육, 사이버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있

으며, 분야별 세부교육과정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교육분야별 세부교육과정

분야 세부교육과정

국제과정

○ 개발도상국 상 기술공여 과정

○ 국가 간 력에 의한 훈련과정

○ IAEA/RCA 훈련과정

○ KAERI 원자력아카데미

○ 외국 문가 청 고 과정

산업과정

○ 원자력발   핵연료 기술분야

○ 방사성동 원소이용 기술

○ 비 괴검사 기술

○ 법정보수교육

○ 학연 동

직원교육

○ 공동교육 : 부패방지, 성희롱 방, 법정교육, 직장교육, 소양교육 등

○ 경 리(직 별 리더십) : 원 /선임/책임리더십, 리/ 간/최고경 자과정

○ 기 직무교육 : 경 리기법, 로젝트리더과정, 문제해결의사결정과정 등

○ 문직무교육

 - 원자력 문과정 : 원자력공학, 핵연료주기  핵물질 취 , 시설안 리 등

 - R&D pro : R&D기획 략, R&D성과 리, 과제평가, 특허  논문, 연구노트기법 등

 - 부문별 문가 양성과정 : 연구 리, 경 기획, 인사/재무, 구매/자산, 시설/안 , 

홍보 력, 국제 력, 기술사업화 기타직무 등

○ 자기계발 교육 : 어학, 워드 로그램, 재테크, 노후설계 등

사이버교육 ○ 어학과정 : 어, 일어, 국어 ․ ․고

연수교재는 과정별로 개발되어 있으며, 원자력 문기술교육 교재, 연구역

량함양교육 교재, 국내외 과정, 사이버과정 등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여 연수교

육에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표 9> 원자력 문기술교육  연구역량함양교육 교재

분야 세부교육과정

원자력발

(4종)

감마핵종분석 과정, 알 선방출핵종분석기기술교육, 방사성폐

기물핵종분석기술, KOLAS 보수교육

방사선  

RI 이용(5종)

원자력품질보증, 방사능방재교육, 군방사선안 리자보수교육, 방사선안

리(작업종사 교육훈련용), 방사선안 리(정기 교육훈련용)

연구역량

함양(9종)

로젝트리더과정, 리자리더십개발과정, 통합 기획력향상과정, 시간

리과정, 어 리젠테이션과정, 리젠테이션과정, 연구윤리과정, 연구직을 

한 실용 triZ, 기획력향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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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내과정(218종), 국제과정(46종)

과정 분야(종류)

국내과정

원자력기 분야(26), 원자력발 분야(53), 핵연료 련분야(18),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이용분야(56), 비 괴검사분야(30), 원자력 련 용 기술분

야(18), 기타교육과정(17)

국제과정
원자력발 소 안 성 분석, 품질보증분야(IAEA)(21), CANDU 기술분야

(9), PWR 기술분야(미국, 랑스)(16)

<표 11> 사이버교육자료(30종)

구분 분야(종류)

사이버 

연수과정
방사선안 리 등(13종)

멀티미디어 

교재
원자력과 에 지 등(17종)

2008년 교육체계를 보면 5개 트랙, 경 직무, 문직무, 기 직무, 공통, 자

기개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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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08년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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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08년도 교육일정

한편 기술사업화 련 교육은 거의 없었으나, 최근 (사)한국기업․기술가치

평가 회가 주 이 되어 2008년 10월 21일부터 매주 화요일 5회에 걸쳐 40시

간 교육을 실시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수원 계단식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기술이 련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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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강좌별 강사진

강좌명(시간) 강사

기술가치평가 개론(2.5) 정도철 이사(알엔투테크놀로지)

기술가치평가 기 (2) 성웅  교수(한신 )

기술가치평가 요소(3) 성웅  교수(한신 )

회계와 가치평가(3) 김진호 교수(한남 )

기술성 분석(2) 고병렬 연구원(KISTI) 

시장성 분석(3) 서상  교수(호서 )

비용 근법/시장사례 분석법(2) 유선희 박사(알엔투테크놀로지)

소득 근법(2.5) 정도철 이사(알엔투테크놀로지)

사례 분석  보고서작성 실습(2.5) 이 학 부장(한국산업은행)

기술사업화개론(3) 이 덕 교수(충남 )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로그램(2) 안성일 과장(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사업화 과제도출과 사업화 과정(3) 손종구 박사(KISTI)

기술사업화 성패요인 분석(3) 서상  교수(호서 )

기술사업화와 기술마 (3) 서상  교수(호서 )

기술사업화 우수사례(2) 이형복 장(한국 자통신연구원)

2. 원자력 교육센터의 기술사업화 교육 과정(안)

원자력 교육센터에 제안하는 교육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사진이 사

에 해당 기술을 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먼  갖고 9주에 걸쳐 강의와 실

습을 진행하여 개념 인 이해와 함께 실천  방법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

된다. 이는 개별  강의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과는 달리 체의 논리  개

와 함께 사업화의 자신감을 제공하며, 실행학습을 통해 업에 용도를 높일 

수 있다. 강사는 HITEC 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에서 양성된 강사진이 참여하여 

진행하며, 강의와 함께 코칭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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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원자력 기술사업화 강좌(안)

기간 과목명 강의시간

2주 사  기술 조사 40H

1주 기술사업화 교육 개요 4H

2주 탐색, 아이디어 도출 4H

3주 평가: 기 TPM 4H

4주 제품-시장 매트릭스 4H

5주 기능분석 4H

6주 략분석 4H

7주 사업모델 수립 4H

8주 사업 략 실천 4H

9주 종합 평가 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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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창의 문화 : CoP를 통한 연구개발 

창의성 제고방안

제 1   창의성의 개념  수 6)

1. 창의성 개념의 다양성 

창의성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연구와 에서 정의되고 연구되어 왔다. 이

러한 창의성의 개념을 규정짓기 해서는 인지능력과 성격특성 차원, 과정-결

과 차원에서 창의성의 본질과 련된 문제들을 검토해야 한다(최종인․김인수, 

1996).

1) 지  능력-성격 차원의 창의성 개념

창의성은 지  인지능력 뿐 아니라 창의 인 성격까지도 포함하는 인간의 

지 ․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측면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특

성이라기보다는 창의성을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 강조 을 달리 두는 것이다. 

창의성을 지  인지능력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창의성을 인지능력의  한 

측면, 즉 사고유형이나 사고 략의 하나로 악한다. 이런 의 표 인 

연구자  하나인 Guilford(1987)가 제시한 창의력의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풍요성: 아이디어의 양 인 풍부성을 말한다.

② 독창성: 평범하지 않은 독특한 반응을 말한다.

③ 유연성: 사고의 방향이 얼마나 포 인가 혹은 다양한가와 련된다.

④ 정교성: 심이 되는 생각을 정교화하거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능력이다.

⑤ 민감성: 문제사태에 하여 민감하게 지각하는 능력이다.

⑥ 재구성: 새로운 차나 구상을 꾸미는 능력이다. 

한편 창의성의 기원을 개인의 성격(personality) 특성에서 찾는 연구들도 

있었다. 70년  말까지 창의성과 련된 성격  특성에 한 연구를 개 한 

결과, 창의성의 발 을 해 필요한 비교  안정 이고 핵심 인 성격 특성

6) 본 연구진 일원이 참여한 손태원․정명호․홍길표․김 수(2002) 연구를 활용해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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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심미성에 한 심, 범 한 흥미, 어려운 문제에 한 집착, 넘치는 활

동 에 지, 독립성, 자율성, 통찰력, 자신감, 개방성 등으로 요약되었다

(Barron & Harrington, 1981). 그러나 다수의 성격 심연구가 부딪치는 

한계와 유사하게 이 분야의 주장 역시 창의성 역시 성격 특성 이상의 요인

들이 개인의 창의  행동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2) 과정-결과 차원의 창의성 개념

창의성을 과정과 결과 어느 쪽을 기 으로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는, 과정

과 결과가 별개의 측면이 아니라는 에서 창의성은 이 두 측면을 동시에 

단의 기 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인

간을 창의 으로 기르기 해서는 결과 인 측면뿐 아니라, 과정  측면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먼  창의성을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창의성을 어떤 문제나 

자극을 당면한 상황에서 시작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는 인지 인 과정으로 

보려는 입장이다. 표 인 연구의 하나인 Wallas(1926)는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하는 능력으로 규정된 개인의 창의성에 을 두고 창의  과정의 4 단

계를 제시하고 있다.

① 비단계(preparation) : 비단계는 문제의 인식  확인단계이다. 

비단계에서는 가능한 문제의 모든 측면을 조사하게 된다.

② 부화단계(incubation) : 이 단계는 문제를 의식 으로 사고하기 직 의 

단계를 말한다. 주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의 단계

를 지칭하며, 이 단계는 과거에 학습한 정보(지식)와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키는 무의식 인 정신  과정이 작용하는 시기이다.

③ 통찰단계(illumination) : 통찰단계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머리에 반짝 

떠오르는 단계를 말한다. 감단계는 문제의 해결책을 떠올리고 개념

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Wallas의 표 에 따르면 ‘행복한 아이디어’

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④ 검증단계(verification) : 검증 는 확인단계는 획득한 아이디어의 타

당성  가능성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완 한 아이디어’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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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창의성을 결과로 설명하는 입장은 개인 혹은 집단이 산출해 낸 결

과(반응, 산물, 아이디어)를 직  찰함으로써 그의 창의성 수 을 

Mackinnon(1978)은 새롭거나 독창 이며, 실에 용 가능하고 그 산물이나 

반응이 심미 이며 인간의 새로운 조건을 생산해 낼 수 있을 때, 그것은 창

의 이라고 보았다.

3) 창의성의 일반  개념

창의성은 어느 한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무나 다면 인 성질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창의성을 인지 ․성격  측면, 과정과 결과의 측면을 모두 

포 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  것이다(최인

수, 1998). 이런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창의성(creativity)이란 

새롭고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 로 창의  결과

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창의성과 련 개념

1) 창의성에 한 잘못된 믿음

Leonard & Swap(1999)는 그간 창의성에 해 잘못된 믿음들이 존재해 

왔음을 지 하고 있다.

  ① 잘못된 믿음 1 : 창의 인 성과는 참으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② 잘못된 믿음 2 : 창의성은 혼자서 해내는 고독한 작업과정의 결과물

이다

  ③ 잘못된 믿음 3 : 지능지수(IQ)가 창의성을 결정한다 

  ④ 잘못된 믿음 4 : 창의성은 리나 경 의 상이 아니다 

  ⑤ 잘못된 믿음 5 : 창의  집단은 술가 는 첨단기업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⑥ 잘못된 믿음 6 : 창의성은 거창한 아이디어에나 어울리는 것이다

  ⑦ 잘못된 믿음 7 : 창의성은 오로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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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들은 창의성에 해 잘못된 믿음들을 바로잡기 해 창의성은 로세

스이며, 이 로세스는 규모나 산업  치와는 무 하다는 , 창의  개인

이 요하지만, 이들이 창의성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 창의성

은 집단이나 조직에 의해 학습될 수 있다는 , 창의성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Leonard & Swap, 1999).

2) 창의성과 신

창의성은 신과 매우 한 련성을 지니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통상 

창의성과 신을 개념 으로 구분하고 있다. 를 들어 King(1995)은 창의성

과 신의 차이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창의성이 개인차원에서 새로움을 주는 생산물과 계된 것이라면, 

신은 조직 상황에서 새로움을 주는 생산물과 계된 것이다. 

둘째, 신의 최  주도자보다 다른 사람들에 한 향을 강조한다는 측

면에서 신은 창의성보다 공공성을 지닌다. 

셋째, 창의성은 문제해결에 활용되는 정신  활동의 특수 형태로서의 인

지  과정을 강조함에 비해, 신은 조직내 상호작용과 조직특성이 개입되는 

사회  과정을 시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창의성과 신간 개념  첩 상이 종종 나

타나 양자간의 련성을 명확하게 규정짓기는 어렵다.

최종인과 김인수(1996)는 창의성과 신의 개념을 구분한 기존의 연구들

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창의성이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이며, 신은 유용한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채택  아이디어의 실천에 한 것을 지칭한다.

둘째, 창의성은 최 로 어떤 곳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 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인 반면, 신은 조직 외부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것도 포함한다.

셋째, 신 연구에서는 창의성 연구가 시하는 아이디어의 도출과정을 

다단계 과정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넷째, 창의성은 완 히 새로운 것을, 신은 상 으로 새로운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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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한편 창의성은 로세스이며, 그것의 결과는 신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Leonard & Swap, 1999). 이들에 따르면 신이란 기발하고 

타당하며 가치 있는 신제품, 로세스, 혹은 서비스 속에 지식이 구체화되고 

결합되고 종합된 것이다.  Robinson & Stern(1997) 역시 창의성의 결과로 조

직의 장기 인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개선(improvement)과 신(innovation)

이 나타난다는 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3) 창의성과 조직학습

조직학습의 개념과 창의성과는 한 련성이 있다. 가장 표 인 것

의 하나가 노나까의 지식창조 경 이다. 노나까는 기업들의 성공과 지속 인 

신이 조직 인 지식창조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지식창조의 일반이론’

을 제시하려 하 다. 그는 과거 부분의 이론들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어

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심이 있었고, 개인 차원의 지식창조에 국한되었던데 

반해 기업수 의 조직  지식창조에 주목함으로써(Nonaka & Takeuchi, 

1995) 기업 수 의 창의성 연구의 가능성을 열었다. 

조직학습 이론에서는 창의성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습의 

주체, 조직학습의 내용, 조직학습의 과정, 조직학습의 수  등의 이론  체계

(권석균, 1996) 측면에서 조직창의성 연구에 용가능한 개념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수 (level)에 따른 개인학습, 집단학습, 그리고 조직학습의 

개념  체계는 창의성 측면에서 개인 창의성, 집단 창의성, 그리고 조직 창

의성의 개념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많은 시사 을 제공한다.  

3. 개인 창의성-집단 창의성-조직 창의성

속히 변화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복잡해지는 경 환경 속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해서는 개인의 속성에 을 둔 창의성보다는 사회 이고 집단

인 창의  로세스가 강조되는 조직 창의성이 요해 진다

(Csikeszentmihalyi & Sawyer, 1995).  

창의성을 기업경 의 심과제로 삼기 해서는 개인 차원에서 창의  

문제해결 과 지식창조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집단 수 에서 체화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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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며, 나아가서 조직 체 으로 확산시키는 제도나 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시스템  근(systematic approach)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여기서는 최근의 창의성 연구들을 수 에 따라 개인 창의성 연구, 집단 

창의성 연구, 조직 창의성 연구로 나 어 살펴본다.

1) 개인 수 의 창의성 

본래 창의성 연구는 개인 특성의 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성격

특성과 언어능력, 표 능력, 지능, 수렴 ․확산  사고 등 인지  기술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개발된 창의성 증진  활

용기법이 경  분야에도 활발히 도입되어 경 자 선발이나 교육에 활용되었

다. 를 들어 창의  문제해결 기법(Creative Problem Solving: CPS), 마인

드 맵 기법, TRIZ 등이 활용되고 있다.   

개인수  창의성 연구의 은 창의성이 높은 개인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을 두고 있다. 창의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인지  특성을 밝히려

는 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한 개인 창의성의 선행조건에 한 연구들로 

꾸 히 제기되고 있다(최종인․김인수, 1996).

Amabile(1997)은 개인 창의성의 핵심이 구성원의 문성, 창조  사고, 

내재  과업 모티베이션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① 문성(expertise)은 구성원이 보유한 특정 역의 지식과 기술을 의미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참고하는 거가 된다. 

② 창조  사고(creative thinking)란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탐색하는 

사고의 유형으로, 직무를 새롭게 인식하고 수행하도록 기능한다. 

③ 내재  과업 모티베이션(intrinsic task motivation)이란 호기심이나 즐

거움 는 보상을 획득하기 해서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정도로, 

창의  성과를 획득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2) 집단 수 의 창의성

창의성을 사회심리  수 과 조직  수 으로 확장시킨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특히 Leonard & Swap(1999)은 집단 창의성 연구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정립하고 있다. 그들은 창의성을 유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기발한 아이디어

를 개발하고 표 하는 로세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집단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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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 되는 창의성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① 창의성은 친숙하고 확립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벗어나 기발한 아

이디어를 창출하는 발산 로세스를 갖는다. 

② 기발한 아이디어는 표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교환을 통

해 달되어야 한다.

③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수렴 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④ 합의된 안은 잠재  유용성을 지녀야 한다.

Leonard & Swap(1999)은 집단 창의성을 진하기 해 집단내 창의  

마찰과정의 설계와 리, 의견 수렴기법을 활용한 최선의 안 수렴하기, 집

단의 창의  로세스를 진하기 한 물리  환경의 설계, 집단창의성을 

발하는 심리  환경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조직 수 의 창의성 연구

그간 창의성에 한 연구들은 개 창의 인 개인들에 한 연구에 치

하여 왔다. 그러나 Amabile(1988)은 개인수 을 넘어, 집단과 사회심리  조

직 수 으로 확장하 다. Amabile은 기존의 창의성에 한 특성

(dispositional) 근과 과정 (process) 근 신에 결과(product) 심  

근을 취함으로써 경  분야에 용가능성을 넓혔다. Amabile은 여러 기업의 

실무자와 R&D 인력에 한 범 한 면담을 기 로 창의성을 진  해

하는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을 종합 으로 제시함으로써 창의성 연구의 

수 과 역을 심화시켰다(Amabile, 1988). 

A. G. Robinson & S. Stern (1997)은 조직창의성을 조직의 구성원들이 지

시나 교육 없이도 새롭고 잠재 으로 유용한 행동을 함으로써, 기업의 장기

인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개선(improvement)과 신(innovation)을 가져오

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기업 창의성의 6가지 필수요인을 제시하

고 있다. 

① 방향일치(alignment) : 모든 직원들의 심과 행동이 회사의 주요 목

표를 향하도록 하고, 모든 직원들이 잠재 으로 유용한 아이디어를 

찾아내 목표에 정 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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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발  활동(self-initiated activity) : 종업원들로 하여  어떤 이유에서

건 자신들이 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해주는 요인으로, 내재  동기와 연 됨 

③ 비공식 활동(unofficial activity) : 직 인 공식지원 없이 단지 무엇

인가 새롭고 유용한 일을 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나는 활동을 지칭함 

④ 민한 발견(serendipity) : 리한 통찰이 동반된 운 좋은 뜻밖의 사

건에 의해 만들어지는 발견을 지칭함. 통상 으로 창의성은 우연한 

발견과 결부되는 경향이 나타남 

⑤ 다양한 자극(diverse stimuli) : 사람들이 시작한 일에 해 신선한 통

찰을 제공하거나,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시도하도록 만드는 것 

⑥ 사내 커뮤니 이션(within-company communication) : 계획된 활동을 

수행하며 그것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커뮤니 이션 라인을 확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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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창의성 경 의 의의7)

1. 창의성 경 의 의의

디지털 경제와 지식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유일한 경쟁우 는 지식창조 능

력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창조해내는 창의성(creativity)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시 에 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을 기

업경 의 심과제로 삼기 해서는 개인 차원의 창의성 배양만으로는 부족

하고, 이를 집단 수 에서 체화하고, 나아가서 조직 체로 확산시키는 창의

성 경 이 실히 요구된다. 

창의성의 궁극 인 행  주체는 개인이지만, 조직 차원의 창의성이 높아

지기 해서는 개인특성을 넘어선 집단특성과 조직특성, 더 나아가 사회제도

 특성에 한 심과 체계 인 리가 필요하다. 조직이 창의 으로 되려

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을 선발하고,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를 명확

하게 규명하며, 집단구성원간의 효과 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안이 제

시되어야 한다.

조직 창의성은 ‘직원들이 지시나 교육 없이 무엇인가 새롭고 잠재 으로 

유용한 것을 행하는 것’이고, 가시 인 결과는 개선(improvement)과 신

(innovation)이다 (Robinson & Stern, 1997). 창의성 경 은 기업과 구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를 향

상시키고, 기업을 신하는 경 방식을 지칭한다( 성용, 1999). 이러한 창의

성 경 은 기업과 구성원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도록 지원함으

로써 기업의 성장과 신을 진한다.

창의성 경 이란 조직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성공

인 실행을 달성하기 해 진요소와 해요소를 리하는 것으로, 개인은 

물론 집단과 조직이 창의  행 를 하도록 유인하고, 집단과 조직 차원에서 

창의 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경 시스템 내 제반 특성과 조건을 리

하는 것이다. 이를 해 개인, 집단, 조직의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생산

과 그 성공 인 실행을 달성하기 해 진요소(facilitator)와 해요소

(inhibitor)를 리해야 한다. 

7) 본 연구진 일원이 참여한 손태원․정명호․홍길표․김 수(2002) 연구를 활용해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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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성 경 의 주요 이슈

기존의 창의성 연구에 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Ford & 

Gioia, 1995). 첫째, 그간 창의성에 한 연구들은 조직에 해 극히 제한

인 용만이 가능했다. 둘째, 최근 실무계에서는 창의성에 해 상당한 심

을 기울이고 있음에 비해 학계에서는 다소 무 심한 편이다. 셋째, 다수 

창의성 경 의 지침들이 실상은 비조직 역( 술, 교육, 유아개발 등)의 연

구에 기 해 있다. 개인이나 교육 차원의 창의성 개발을 넘어선 조직 차원의 

경 원리로서 창의성 경 을 연구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검

토해야 한다.

1) 창의성의 주체

그간 창의성에 한 연구는 주로 개인 특성의 에서 심리학이나 교육

학 분야를 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와 개인 차원을 넘어선 

집단과 조직 차원의 창의성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창의성의 궁극 인 행  주체는 개인이지

만, 조직 차원의 창의성이 높아지기 해서는 개인특성을 넘어선 집단특성과 

조직특성, 더 나아가 사회제도  특성에 한 심과 체계 인 리가 필요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창의성의 의도  경  가능성

Robinson & Stern (1997)은 조직 창의성의 본질을 의외성

(unexpectedness)에서 찾고 있다. 이는 조직 창의성을 의도 으로 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M이나 교세라와 같

은 기업의 창의성은 다른 기업의 창의성에 비해 항상 높게 나타난다. 이는 

조직 창의성을 어떤 의외성이나 창의  개인에만 의존해 설명할 수 없는 조

직 내 인 경 특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조직 창의성은 제품을 만들 듯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토양과 수질을 

리하듯이 창의성의 조건을 리해야 하는 것이다. 창의성 경 은 기 하지 

않은 개선과 신을 극 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창

의성의 진요소와 해요소를 리하는 것이다. 결론 으로 창의성 경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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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인 사람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창조 인 행 를 하도록 유인하고, 

집단과 조직 차원에서 창조 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경 활동과 

시스템을 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의성 경 은 본래 창의 인 사람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창의 인 행

를 하도록 유인하고, 집단과 조직 차원에서 창의 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

도록 경 시스템 내 제반 특성과 조건을 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창의성과 조직성과와의 련성

새로움은 항상 실패의 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창의 인 기업이 반드시 

경 성과 면에서 성공 이라고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기 때문에 조직 

창의성을 체계 으로 리하고 경 할 필요성이 오히려 커진다. 창의성 경

이란 창의성을 진하는 것에만 매달리기보다 개인, 집단, 조직이 새롭고 유

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성공 인 실행을 달성하기 해 진요소와 

해요소를 리하는 것이다. 

오늘날 창의 인 기업이 시되는 이유는 디지털 경제라는 시  상황

과도 히 연 되어 있다. 수확체증, 네트워크 외부성, 선 효과 등을 기본 

특성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제조원가나 생산성보다는 가 먼  새로

운 무엇인가를 창조해 시장을 선도할 것인가가 시된다(Arthur, 1996; 

Kelly, 2000).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창의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

3. 창의성 경 의 원칙

창의성 경 의 원칙을 형성하는 하  차원에 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연구들을 상당히 많다.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 으로 지 되는 요인들을 종합

해 보면 창의성 경 의 하  차원으로 다양성(diversity), 자율성(autonomy), 

잉여성(redundancy), 연결성(connectivity), 유연성(flexibility)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다양성(diversity)은 다양한 자극, 성과 연령, 인종 등 측면에서의 

구성다양성, 다양성에 따른 창조  마찰(creative abrasion) 등을 포 한다. 획

일 이고 순 주의를 강조하는 풍토에서는 창의성이 꽃필 수 없다. 이종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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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한 변이를 낳듯이 다양성은 창의성을 낳는다. 조직운  면에서도 생

산, 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인력이 혼합된 기능횡단 을 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성(autonomy)은 자기주도성과 자발성, 상향식(bottom-up) 의사

달의 가능성, 비공식성 등을 포함한다. 창의성은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자발  활동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발  활동을 

극 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은 물론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직 내에서 자율성을 고취시키기 해서는 구성

원 스스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시키며, 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 활동이 요구된다. 

셋째, 잉여성(redundancy)은 시간  자원, 인력의 여유(slackness), 복

성 허용 등의 요소를 지닌다. 잉여성이란 일종의 여유와 복을 의미한다. 

자원과 인력, 시간상의 여유는 창의성의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 창조  결

과를 얻으려면 문제를 창의 으로 생각해보고, 기존에 결정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을 탐구해 볼만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복을 낭비나 비효율로 볼 것이 아니라 창의성의 토양으로 보는 발상의 

환이 필요하다. 

넷째, 연결성(connectivity)은 커뮤니 이션의 활성화, 내외  네트워킹 

 제휴 활성화 정도 등을 포함한다. 창의성을 높이기 해서는 우선 조직 

내 구성원들의 교류가 활발하도록 제도 , 물리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조

직 외부와의 연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최근 주목을 끄는 

CoP(실천공동체) 지원이나 부서간 공동작업 등도 조직 창의성을 높이는 효

과 인 방법이 될 것이다.    

다섯째, 유연성(flexibility)은 료제  경직성과 반 되는 개념으로서 변

경가능성, 개방성 등을 포함한다. 경직성과 형식주의는 창의성을 억압한다. 

제도  유연성과 함께 구성원들이 새로운 일에 도 하거나 실패를 문책 없

이 허용하는 유연성 있는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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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창의  CoP의 의의

최근 CoP는 학습조직의 실천  도구로 활용됨은 물론 다양하게 개되

는 집단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진하는 실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1. CoP의 개념  특징

CoP(Community of Practices)란 구성원간 새로운 정보  지식의 상호학

습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기 해 활동하는 공동체(community)를 지칭하

는 것으로, 통상 학습공동체, 실천공동체 등으로 지칭된다. CoP는 일부 학자

들에 의해 실천공동체(최종인․권상순, 2007)나 실행공동체 등으로 소개되기도 

했지만, 교육학 분야를 심으로 이를 학습공동체(박선형, 2004 ; 김수원․주용

국, 2004)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CoP로 약

칭하거나 는 학습공동체로 번역해 활용하고자 한다. 

CoP란 공통된 심을 갖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깊게 고들어 아

이디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 신을 구축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사회 

학습과정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컨설턴트인 Lave와 Wenger(1991)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들은 CoP를 도제시스템에서 상황속의 학습으로 변화하

고, 다시 합법 인 주변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개념을 악하 다. 

“ 문가가 심자에게 시범을 보이고, 심자는 문가가 하는 일을 따라 일

을 배운다”는 통 인 도제시스템으로부터 제자가 스승의 삶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통해 커뮤니티의 가장자리에서 심부로 옮겨가는 과정

이 ‘합법 인 주변 참여’(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이다. 

Wenger(2004)는 다시 이 개념을 확 하여, 조직을 포함한 다른 상황에 용

하 다. 최근에는 지식경 과 연계시키면서 이를 조직내 사회  자본을 개발

하는 방식, 신지식 육성, 신 유발, 기존의 암묵지 공유 방식으로, 더 나아

가 조직개발(OD)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최종인․ 권상순, 2007). 

당  CoP 개념은 지식경 에 련된 조직구조라기 보다 학습이 발생하

는 상황 는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뒤에 “공통의 직무나 

심사에 해 열정에 의해 비공식 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되

면서(Wenger Snyder, 2000), 비공식 조직구조로서 인정되었다. 이후 Co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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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 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과거와 다른 공식 인 조직형태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CoP가 시 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본질 으로 CoP는 조

직형태보다는 조직원리로서 ‘지식과 앎의 장 학습  성격과 실천 지향성’

(박성형, 2004)이 시되는 개념이다. 한 CoP는 역동  과정으로서 학습과 

련하여 공식 인 교육 장 뿐만 아니라 비공식 인 실제 삶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습행 에 한 개인 ㆍ집단  상호작용으로 규정 할 수 

있다(윤창국, 2002).

2. CoP의 도입  활성화 배경8)

21세기 지식시 를 맞아 인 자원이 보유한 무형 지식이 조직의 요한 

경쟁우  원천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인수, 1999; 이을터, 이진규, 2005; 이홍, 

2001, Drucker, 1993). 지식의 여러 유형 가운데 Polanyi(1966)의 암묵지와 형

식지의 구분은 여러 학자들의 변환과 활용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둔바 있

다(Nonaka & Takeuchi, 1995; Ernst & Kim, 2002). 1990년  반 지식경

에 한 문헌이 다수 등장하면서 이는 기업의 미래 생존 략으로 각 을 받

았고, 많은 기업들이 형식지로의 변환을 심으로 ‘지식경 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한 바 있다. 

개인들이 체험한 암묵지를 형식지로 변환하고 이를 시스템 속에 등록하

고 활용, 확산하는 노력으로 지식 리는 조직에 큰 기여를 하 다. 1990년  

반부터 약 10년 가까이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경 시스템은 많은 조직들

에게 유용한 경쟁력 강화 방법이고 개인들에게도 지식을 검색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개인 심의 형식지화를 통한 지식경 은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 이 드

러나고 있다. 즉 지식생산의 한계와 참여의 한계 때문이다. 기 암묵지를 

형식지화 하려는 노력이 많았지만, 차 개인경험의 한계, 지식의 복성, 참

신성 결여가 나타났다. 한 참여 측면에서 지식이용자의 증가에 비해 생산

자는 늘지 않았고, 조직의 심이 하되면서 개인 활동도 축되었다. 결국 

8) 이 부분은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최종인․권상순(2007) 논문의 내용을 활

용해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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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이 창출되지 못하고 다른 곳의 자료를 옮겨오는 수 에 머무는 

상이 늘면서 조직내 지식경 의 한계를 감하는 분 기도 팽배하 다. 이

처럼 개인과 시스템 심의 지식경 은 근본 인 지식창출이나 성과 달성은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그 결과 오히려 비효과 인 자료더미만을 구축했으며, 

구성원들의 암묵지의 활용이 부족했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수환, 김정

수, 2005; Wenger, 2004). 그 안으로 이미 지식 리시스템과 암묵지 심의 

지식활동의 조화를 통한 방안이 제기된 바 있었다(최종인, 장승권, 홍길표, 

2003; 노나카, 가츠미, 2007) 

이런 상황에서 지식경 의 성공을 해 주변인들이 보다 극 으로 참

여하여 지식과 스킬을 익히는 연구회, 학습조직 등의 CoP(Communities of 

Practice, 이하 CoP)가 등장하 다(Lave & Wenger, 1991; Wenger 등, 2002). 

최근 우리나라에도 CoP를 도입하여 지식경 의 핵심  도구로 사용하는 기

들이 늘어나고 있다(한국지식경 학회, 2007). 이들은 과거 모방 등 외부기

술과 지식을 통해 비약  성장을 거둔 이후,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기 

해 창조경 을 시도하는 시 에서, CoP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창조경 이 과거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들의 자발  아이디

어와 다양성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 으로 할 때, 

바로 CoP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 에서 다른 곳을 벤치마킹을 할 

수 없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지속 으로 

개발해야 하는 경우(Kim, 1998; 노나카 등, 2007; 최종인, 2002), CoP는 새로

운 지식창출과 인 자원개발의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3. CoP의 유형 구분

당  CoP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비공식  학습공동체를 강조하는 개념으

로 이용되다. 이로 인해 기존 조직운 에서 활용되던 로젝트 이나 동호회 

등의 유사 개념과 혼동하는 문제 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형성과정에 따라 자발 인 CoP와 후원을 통해 만든 조직이 있다

(Nickols, 2003). 우선 자발 인 CoP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심에서 비롯된

다. 자발성으로 인한 비공식  특성과 자기조직화라는 특성으로 쉽게 만드는 

만큼 깨지기도 쉽지만, 매우 탄탄한 면도 지닌다. 이들이 발 하면  후

원을 받는 CoP로 진화하지만, 구성원들이 더 이상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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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후원을 통해 생성된 CoP는 경

진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며 지원받는 구조이다. 이들은 조직에 도움

을 주는 측정 가능한 결과를 만들고자 하기에 필요한 자원을 받고 보다 공

식 인 역할과 책임감을 부여받는다. 통 인 횡단형 로젝트 에 비해서

는 보다 자기지배와 자율성을 지닌다(최종인․권상순, 2007).

<표 15> CoP와 유사 개념 비교

개념 목 구성원 범 결합 원천 지속기간

CoP

(communities 

of practices)

지식 창출, 

확산, 교환  

개인 역량 

개발

주제에 한 

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자기선택

불분명

그룹과 그 

문성에 한 

열정, 헌신, 

자기동일성 

유기 으로 진화하고 

종결(주제가 

연 되고, 함께 

배우는데 가치와 

흥미를 갖고 있는 한 지속)

공식부서

(formal 

department)

제품  

서비스 달

리자에게 

보고해야하는 

모든 구성원

분명
직무요구와 

공통 목

속 유지 

의도(다음번 

조직개편까지 지속)

운

(operational 

teams)

운  혹은 

로세스 리

경 자가 

구성원 선택
분명

운 에 한 

책무 공유

지속의도(운  요구 

시 까지 지속)

로젝트

(project teams)

구체  과업 

완수

과업 수행할 

직 역할을 

하는 사람

분명
로젝트의 

목 과 목표

종결시  

정( 로젝트 

완료시 )

심공동체/

동호회

(communities 

of interest)

정보 습득
심이 같은 

모든 사람
불분명

정보 근과 

공통  인식

유기 으로 진화하고 

종결

비공식네트워크

(informal 

networks)

정보 수집  

달

구성원 알기

친구, 사업상 

지인, 친구의 

친구

미정의
상호간 요구와 

계

시작과 종결 없음(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기억하는 

한 지속)

자료: Wenger, McDermott and Snyder (2002) p. 42

한편 CoP의 활동방식 측면에서 Online을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 있느냐

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통 으로 CoP는 오 라인에서 직  만나 암

묵지를 공유하는 활동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이 발 하고 

인터넷이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CoP 활동을 하는 새로운 변

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지식경 시스템이 상당수의 기 에서 일반

인 지식경  도구로 활용되면서, Online에서 주로 활동하는 CoP가 늘어나고 

있다. On-line과 Off-line에서 각각 의사소통 방식  지식창출  공유 방식

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에 합한 운 방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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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창의  CoP 운  황 

1. 원자력(연)의 CoP 도입  운  황

원자력(연)의 CoP는 2003년 12월 지식경 의 일환으로 본격 출발했다. 특

히 원자력(연)의 지식경 은 2004년 8월 새롭게 구축된 지식경 시스템을 통

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입 기 CoP 로그램을 지식경  마일

리지와 연계해 운 함에 따라 원내 CoP가 활성화되었다. 당시에는 연말 

CoP 포상으로 5만 마일리지를 부여함에 따라 이후 많은 CoP가 자발 으로 

결성되어 활동하 다.

그러나 2006년 3월 지식경 담 이 해체되고, 지식경  업무가 업무

신 으로 이 됨에 따라 CoP 활동이 크게 축되는 상황이 발생하 다. 당

시 원장은 공공기 은 물론 국가출연연구소까지 신평가를 받음에 따라 지

식경 보다 신업무에 집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지식경 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CoP에 한 심이 어들었다. 특히 원장의 CoP에 한 심과 

후원이 어들면서 원내 CoP 활동이 크게 축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5월 CoP를 포함한 지식경  업무는 다시 기술정보 으로 이 되어 

재정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표 16> 원자력(연)의 CoP 운 황  변화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등록 CoP 34개 89개 155개 184개 123개

변동 55개 신설 66개 신설 41개 신설 61개 폐지

자료 : 내부자료 ‘지식경  운 개선(’08.2)

2007년 12월 외형 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던 원내 CoP에 한 

인 정비를 단행하 다. 2004년 이후 원내 등록 CoP는 34개에서 184개로 증

하 지만, CoP를 통한 지식등록  지식조회 활동 등이 크게 어들고 있

었기 때문이다. 를 들어 06년 CoP 지식경  조회건수가 월 9,649회에 이르

던 것이 07년 월 6,388회로 어들었다. 그 이유는 등록된 CoP  상당수가 

사실상 활동하지 않는 휴먼 CoP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07년 12월 



- 58 -

184개 CoP  82%에 이르는 150개 CoP에 해 당시 담당부서인 기술정보

에서 경고(활동 미진 시 등록 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후 활동이 부진한 61

개를 폐지함에 따라 2008년 6월 기  123개가 등록 운  으로 나타났다.

2008년 들어 기술정보 을 심으로 CoP를 포함해 지식경  반에 

한 개선노력이 취해졌다. 개선방안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지식활동을 활성

화하기 한 방안과 CoP를 활성화하기 한 방안이다.

우선 원자력(연)은 지식활동을 활성화하기 해 지식마스터의 자격을 조

정하고, 지식마스터의 검증을 강화하고, 지식등록을 확   보완하기 한 

다각 인 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특히 CoP 활동의 결과물을 지식등록

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기술정보 은 CoP 활동을 활성

화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 우수 CoP on/off 모임 지원 : CoP 운   활동 지원, 우수 CoP 

활동사례  등

  ○ 부서( 과제/부 는 과제/ ) 1 CoP 이상 개설 유도 : CoP의 연

구  업무 극 활용(자료검토, 토의, 검토 등)

  ○ CoP 체제 정비 : 분기별 활동이 조한 CoP 폐지, CoP 당 최소 회

원 5명이상 유지 권장

2. 원자력(연)의 CoP 운 상의 문제      

원자력(연)의 CoP는 지식경 이 연구원 차원에서 부각되던 시기에는 활

성화되다, 지식경 의 원내 요성이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이 에서 지식의 학습은 물론 실천 인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본연

의 CoP 모습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 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식경 의 일환으로 추진됨에 따라 CoP를 통한 지식의 등록과 조

회 활동에만 을 두는 CoP 활동이 부각되었다는 이다. 물론 CoP 활동

이 조직학습 차원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 공유를 시하지만,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제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단계로까지 발 시키지 못했다

는 이다.  

둘째, 원자력(연)의 경우, 업무에 기반을 둔 CoP 활동이 주축을 이룸에 

따라 업무개선을 떠나 창의성을 추구하는 본연의 CoP 활동이 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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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다. 즉 업무에 기반을 둔 CoP가 강조되다 보니, 주로 업무를 공유하

는 부서단 의 CoP가 주축을 이루게 되어, 업무의 연장선에서 CoP 활동이 

개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셋째, 원자력(연)의 CoP가 지식경 시스템이라는 온라인 기반 활동에 강

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은 강 이면서 동시에 약 으로 작동한다. 즉 CoP 

활동을 통해 산출된 새로운 지식이 온라인 기반 지식경 시스템을 통해 연

구원 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강 을 지님에 비해, 온라인에 등록할 수 

있는 형식지가 강조됨에 따라 상 으로 암묵지 형태의 지식창출  문제

해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다. 이로 인해 원자력(연)에서는 CoP를 

통한 창의  문제해결 사례가 잘 나타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

3. 창의  CoP 설문조사 설계

1) CoP 련 설문조사의 목

CoP(Community of Practices)에 한 개념  연구나 사례연구는 상

으로 많으나, 이를 상으로 실증연구를 행한 경우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연)의 CoP 활동 황을 타 기  운 황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해보

고, 향후 성공 인 CoP 운 방안을 모색하기 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창의  조직풍토 조성과 련된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다.

2) 설문조사 진행  응답 황

CoP 운 황  운 성과 조사를 한 설문조사는 2008년 9월부터 10

월까지 진행되었다. 상기 은 지역에 있는 국가출연연구원(원자력(연) 

포함) 4개, 정부조직인 청단  조직 2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  3개 으

며, 설문에 참여한 개인은 총 30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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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설문조사 응답기   응답자 성별 황

빈도수 원자력
A연구

원

B연구

원

C연구

원

A공공

기

B공공기 C공공

기

D공공

기

E공공기
체

남성 68 25 17 16 16 30 27 18 43 260

여성 10 5 6 4 4 3 6 3 6 47

합계 78 30 23 20 20 33 33 21 49 307

<표 18> 설문조사 응답자 담당업무 황

빈도수 원자력
A연구

원

B연구

원

C연구

원

A공공

기

B공공기 C공공

기

D공공

기

E공공기
체

지원부서 20 5 19 17 5 23 15 21 7 132

사업부서 56 25 4 3 15 10 18 - 41 172

계 76 30 23 20 20 33 33 21 48 304

4. 설문조사 분석결과

1) 내외 CoP 참여 황  참여 효과 

① 개인별 내외 CoP 참여 황 

응답자를 기 으로 개인별 CoP에의 참여 황을 살펴보면 1개에 가입한 

비율이 49.3%로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2개에 참여한 경우가 26%, 3개 이상 

최  10개까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CoP에의 참여 황 평균을 기 별로 살펴보면 원자력(연)이 평균 

3.6개로 타 기 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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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응답자 CoP 참여 황

CoP 참여 개수 응답자수 비율(%)

1 150 49.3 

2 79 26.0 

3 29 9.5 

4 20 6.6 

5 12 3.9 

6 1 0.3 

7 5 1.6 

8 3 1.0 

10 5 1.6 

합계 304 100

문제는 참여 CoP 수는 많지만, 이것이 주로 부서 심형(평균 1.4개)과 조

직내 부서횡단형(평균 2.0)에 집 되어 있다는 이다. 체 참여수는 원자력

(연)보다 높지 않지만, 내부-외부형 는 외부 심형에 참여한 비 이 높은 

기 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내부지향 으로 운 되는 원자력(연)의 CoP 참여 한계 극복 필요 

<표 20> 기 별 응답자 평균 CoP 참여 수

기 원자력
A

연구원

B

연구원

C

연구원

A공공

기

B공공

기

C공공

기

D공공

기

E공공

기
체

체 3.6 2.0 1.2 1.4 1.3 1.8 2.4 1.2 1.5 2.1 

부서
심형

1.4 0.7 0.1 0.2 0.2 0.8 1.4 0.6 0.5 0.8 

부서
횡단형

2.0 0.5 1.1 1.0 0.6 0.8 0.8 0.3 0.4 1.0 

내부-
외부형

0.2 0.3 0.0 0.2 0.5 0.1 0.1 0.0 0.6 0.2 

외부
심형

0.0 0.4 0.0 0.1 0.0 0.0 0.1 0.2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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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별 내외 CoP 참여 효과

원자력(연)의 경우 개인 으로 참여하는 CoP 수는 타 기 에 비해 많지

만, CoP를 통해 얻는 정  이득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기 별 응답자 CoP 참여 효과

문  항 원자력
A

연구원

B

연구원

C

연구원

A공공

기

B공공

기

C공공

기

D공공

기

E공공

기
체

(1)CoP를 통한 신규

아이디어 창출
3.21 4.00 3.82 3.40 3.45 3.63 3.36 3.48 3.49 3.49

(2)CoP를 통한 변화 

응능력 향상
3.49 3.72 3.78 3.55 3.65 3.94 3.39 3.52 3.49 3.59

(3)CoP를 통한 환경

변화 신속 측
3.22 3.76 3.47 3.40 3.32 3.76 3.21 3.14 3.53 3.41

(4)CoP를 통한 새로운 

정보/지식 확충
3.80 3.97 4.04 3.70 3.95 3.91 3.52 3.71 3.75 3.81

(5)개인 이득 심

(조직 향 미흡)
2.57 2.43 2.34 2.85 2.50 2.66 2.94 2.86 2.57 2.62

각 항목별 최고수 과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CoP를 통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확충하는 면은 그 격차가 은 반면, CoP를 통한 신규아이디

어 창출이나 환경변화 신속 측과 같은 부가가치나 높은 효과는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 CoP를 통한 신규아이디어 창출 : 4.00 비 3.21, 격차 0.79

  ○ CoP를 통한 변화 응능력 향상 : 3.78 비 3.49, 격차 0.29

  ○ CoP를 통한 환경변화 신속 측 : 3.76 비 3.22, 격차 0.54

  ○ CoP를 통한 새로운 정보/지식 확충 : 4.04 비 3.80, 격차 0.24

  ○ 개인 이득 심(조직 향 미흡) : Reverse 항목 2.34 비 2.57

▶ 원자력(연)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CoP 참여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

로 환 필요

③ 개인별 내외 CoP 참여 황과 참여효과와의 계

어떤 유형의 CoP에 참여하는 것이 좀 더 정 인 기 효과를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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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이 문제에 한 기 인 답을 얻고자 유형별 참여 황과 참여효과

와의 상 계를 분석해 보았다.

<표 22> 유형 CoP 참여 수와 참여효과(종합)와의 상 계

 상 계수 유의수 응답수

참여 CoP 수 -0.06 0.303 301

부서 심형 -0.13 0.029 304

부서 횡단형 -0.08 0.189 304

내부-외부형 0.14 0.012 304

외부 주형 0.14 0.017 304

 상 계 분석표를 통해 보듯 체 참여 수는 참여효과와 유의 이지

는 않지만 (-) 방향에서의 상 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CoP에 단순히 많이 

참여한다고 그 참여효과가 쉽게 커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부서 심형 

CoP에의 참여 수와 참여 효과와의 계는 p=0.05 수 에서 유의한 (-) 방향

에서의 상 성이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 반면 내부지향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에 개방 인 내부-외부형이나 외부 심형의 참여 수와 참여효과와의 

계는 p=0.05 수 에서 유의한 (+) 방향에서의 상 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는 개방 인 CoP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수록 참여효

과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원자력(연)의 경우 향후 CoP의 정  참여효과가 클 것으로 상되

는 외부 개방  CoP 참여활동을 진할 필요가 있음.

2) CoP를 통해 본 창의  학습풍토

CoP는 창의성을 발 시키기 좋은 조직형태이다. 창의성(creativity)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그것을 제품  서비스 는 공정에 유용하도

록 변환시키는 신과정을 지칭한다(Scott & Bruce, 1994). 통상 창의성은 개

인수 에서 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집단  조직수 에서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증 하고 있다. 

그간 집단  조직 수 의 창의성 연구에서는 각종 집단  사회심리  

변수들과 창의성의 계가 다양하게 다루어졌는데, 표 으로는 기회와 보

상이 주어지고, 제약이 없는 상황이 창의성을 높인다는 Oldham & 

Cummings의 연구(1996), 창의성을 한 업무환경(Amabile et al., 1996),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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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스타일, 응집성, 집단 존속기간, 력정도와 창의성의 계(King & 

Anderson, 1990), 조직의 정책, 구조, 분 기와 창의성(Burkhardt & Brass, 

1990; Tushman & Nelson, 1990) 등 미시  거시 수 의 변수들이 골고루 

연구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창의성 경 이란 조직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성공 인 실행을 달성하기 해 진요소와 해요

소를 리하는 것으로, 개인은 물론 집단과 조직이 창의  행 를 하도록 유

인하고, 집단과 조직 차원에서 창의 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경 시스

템내 제반 특성과 조건을 리하는 것이다(손태원 외, 2002).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손태원 외(2002) 연구를 참조해 다음과 같이 5가지 

구성차원을 갖는 창의성 조직풍토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측정항목을 설계했다.

<표 23> 창의성 조직풍토 항목 설계

항목 조직 단 구성원 단

다양성
CoP 내에서 구성원들간 서로 다른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있다

구성원들의 개인 인 배경(소속회사, 
공, 경력 등)이 다양하다

자기
주도성

CoP 내에서 구성원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
한다

CoP 구성원들의 자율 인 성향이 강
하다

개방성
이 CoP에서는 새로운 주제를 논의
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CoP 구성원들은 다소 생소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논의하는 것을 좋아한다. 

연결성
다른 조직이나 다른 CoP들과의 교
류나 정보교환이 활발하다

풍부한 인 네트워크를 가진 구성원
들이 많다

도 성
이 CoP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도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고 있
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
어를 제기하는 구성원들 많다.

① 창의 다양성

창의  조직운  측면에서 Cop가 어느 정도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를 조

사한 결과, 원자력(연)은 타 기 에 비해 표 CoP의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CoP 내에서 구성원들간 서로 다른 의견이 자유롭게 제

시되고 있다’ 측면에서의 수 은 타 기 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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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창의 다양성 측면의 조사결과 

문  항 원자력
A연구

원

B연구

원

C연구

원

A공공

기

B공공

기

C공공

기

D공공

기

E공공

기
체

(1) CoP 내에서 구성원들간 서로 다

른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있다. 
3.38 3.97 3.96 3.90 4.20 4.27 3.85 3.90 3.80 3.82

(2) 구성원들의 개인 인 배경(소속회

사, 공, 경력 등)이 다양하다.
3.23 3.700 3.52 3.50 3.50 3.42 3.15 3.38 3.37 3.38

② 창의 자기주도성

창의  조직운  측면에서 Cop가 어느 정도 자기주도성 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원자력(연)은 타 기 에 비해 표 CoP의 자기

주도성 는 자율성 허용수 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창의 자기주도성 측면의 조사결과 

문  항
원자

력

A

연구원

B연구

원

C연구

원

A공공

기

B공공

기

C공공

기

D공공

기

E공공

기
체

(1) CoP 내에서 구성원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3.46 3.70 3.43 3.35 3.55 3.64 3.24 3.90 3.48 3.51

(2) CoP 구성원들의 자율 인 성향이 강

하다.
3.50 3.73 3.30 3.70 3.55 3.79 3.64 3.67 3.43 3.57

③ 창의 개방성

창의  조직운  측면에서 Cop가 어느 정도 개방성을 보여주는 지를 조

사한 결과, 원자력(연)은 타 기 에 비해 표 CoP의 개방성이 다소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CoP 구성원들은 다소 생소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논의하는 것을 좋아한다’ 측면에서 타 기 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나 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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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창의개방성 측면의 조사결과 

문  항 원자력
A연구

원

B연구

원

C연구

원

A공공

기

B공공

기

C공공

기

D공공

기

E공공

기
체

(1) 이 CoP에서는 새로운 주제를 논

의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3.58 3.87 3.74 3.65 3.85 4.03 3.67 3.81 3.80 3.75

(2) CoP 구성원들은 다소 생소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논의하는 것을 좋아한다.
3.12 3.83 3.64 3.65 3.50 3.55 3.03 3.62 3.47 3.44

④ 창의 연결성

창의  조직운  측면에서 Cop가 어느 정도 외부와 연결성을 보여주는 

지를 조사한 결과, 원자력(연)은 타 기 에 비해 표 CoP의 연결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른 조직이나 다른 CoP들과의 교류나 정

보교환이 활발하다.’ 측면에서 타 기 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운 개선이 필요하다.  

<표 27> 창의 연결성 측면의 조사결과 

문  항 원자력
A연구

원

B연구

원

C연구

원

A공공

기

B공공

기

C공공

기

D공공

기

E공공

기
체

(1) 다른 조직이나 다른 CoP들과의 

교류나 정보교환이 활발하다.
2.42 2.77 3.13 2.55 3.15 2.91 2.85 2.33 2.98 2.75

(2) 풍부한 인 네트워크를 가진 구

성원들이 많다.
3.40 3.30 3.43 3.15 3.70 3.48 4.64 3.38 3.55 3.43

⑤ 창의 도 성

창의  조직운  측면에서 Cop가 어느 정도 도 성을 보여주는 지를 조

사한 결과, 원자력(연)은 타 기 에 비해 표 CoP의 도 성이 다소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CoP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도  목표를 세

우고 활동하고 있다’ 측면에서 타 기 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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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창의 도 성 측면의 조사결과 

문  항 원자력
A연구

원

B연구

원

C연구

원

A공공

기

B공공

기

C공공

기

D공공

기

E공공

기
체

(1) 이 CoP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도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고 있다.
2.75 2.73 2.87 2.65 3.25 3.06 3.00 3.10 3.16 2.93

(2)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

이디어를 제기하는 구성원들 많다.
2.88 3.23 3.65 3.15 3.55 3.48 3.00 3.29 3.20 3.19

▶ 원자력(연)의 경우 CoP의 창의  조직운  측면에서 타 기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향후 CoP의 운 방식에 한 교육 등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다 근본 으로 조직의 반 인 운 풍토

를 좀 더 창의성을 진하는 방향으로 환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야 할 것으로 단됨.

  3) CoP의 창출 성과 평가

CoP는 창의성을 발 시키기 좋은 조직형태이며, 동시에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습득을 통해 구성원의 문성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김

수용․조용국(2004)은 이러한 CoP의 기 효과를 다음의 표처럼 제시하고 있다.

<표 29> CoP의 기  성과

구분 단기  가치 창출 장기  가치 창출

조직에의

이익

사업 산출물의 향상 조직능력의 개발

○ 문제해결

○ 의문사항에 한 신속한 답변

○ 시간과 경비의 감

○ 의사결정의 질 개선

○ 문제에 한 의 다양화

○ 부서간 조정, 표 화, 시 지의 제고

○ 강화된 품질인증

○ 공동체의 후원을 받은 리스크 테이킹

○ 략  계획의 실행 능력개발
○ 고객에 한 권
○ 핵심인재의 유지
○ 지식개발 로젝트 수행능력 보유
○ 지식에 기 한 력
○ 타사에 한 벤치마킹 포럼
○ 계획되지 않은 능력의 증가
○ 새 략안의 개발 능력
○ 새로운 시장에 한 경쟁력 확보

학습공동체 

구성원에게의 

이익

업무 능력 향상 문성 개발 강화

○ 도 에 한 지원
○ 문성의 근과 활용
○ 에의 공헌
○ 문제 해결에 한 자신의 능력에 한 자신감
○ 동료의식
○ 의미있는 참여의 증가
○ 소속감

○ 기술과 문성 개발을 한 장 제공

○ 폭넓은 분야와의 네트워크 유지

○ 문가로서의 증가된 명성

○ 증가된 시장성과 고용가능성

○ 문가 집단으로서의 강한 의식

자료 : 김수원, 주용국(2004), 기업의 학습공동체 구축을 한 국내 사례분석, 기업교육연구, 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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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김수용․조용국(2004)이 제시한 기 효과 외에 Wenger et. 

al.(2002)의 분석 틀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성과측정 모형을 설계

했다. 

<표 30> 성과측정 모형

단기  가치 창출 장기  가치 창출

개인 수 (업무능력 향상) ( 문성 개발 강화)

조직 수 (사업 산출물 향상) (조직능력 개발)

조사결과, 원자력(연)의 표 CoP 창출 성과는 타 기 의 창출 성과 수

에 비해 상 으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CoP의 창출 성과 평가

문  항 원자력
A연구

원

B연구

원

C연구

원

A공공

기

B공공

기

C공공

기

D공공

기

E공공

기
체

(1) 해당 CoP는 당  기 치 않은 창

의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2.91 3.23 3.55 3.15 3.20 3.29 2.94 3.19 3.22 3.13

(2) 해당 CoP는 다른 조직이 보유하

지 못한 독창 인 지식과 노하우

를 산출하고 있다.

2.96 3.13 3.59 3.30 3.45 3.42 3.12 3.24 3.37 3.23

(3) 해당 CoP는 참여한 구성원의 

문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3.21 3.50 3.18 3.30 3.60 3.48 3.09 3.29 3.59 3.35

(4) 해달 CoP는 참여한 구성원의 문

제해결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3.15 3.43 3.50 3.20 3.50 3.73 3.16 3.57 3.47 3.35

(5) 해당 CoP는 외 으로 인정할만

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3.08 3.23 3.59 3.50 3.25 3.19 2.94 3.86 3.35 3.22

(6) 해당 CoP는 당  세웠던 자체 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
3.46 3.67 3.82 3.65 3.75 3.65 3.06 3.90 3.59 3.54

○ 창의  성과 창출 측면에서 원자력(연)은 타 기 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독창  지식  노하우 산출 측면에서 원자력(연)은 타 기 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 구성원의 문성 향상 측면에서 원자력(연)은 타 기 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타 기 과의 격차는 크지 않음. 

○ 참여 구성원의 문제해결능력 향상 측면에서 원자력(연)은 타 기 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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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 으로 인정할만한 성과 창출 측면에서 원자력(연)은 타 기 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당  세웠던 자체 운 목표 달성 측면에서 원자력(연)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  자체는 낮지 않음.

  



- 70 -

제 5   CoP를 통한 연구개발 창의성 제고방안

여기서는 주로 CoP를 통해 연구개발 조직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CoP의 활성화 조건

CoP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세 가지 구성요소, 즉 역(domain), 커뮤니

티(community), 실천(practice)이 필요하다(Wenger, 2004). 

첫째, ' 역'이란 커뮤니티가 함께 필요로 하는 지식의 범 로서 이는 왜 

CoP가 필요한 가의 아이덴티티를 제공하며,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이

슈이기도 하다. CoP란 개인의 네트워크 일뿐 아니라 어떤 것에 한 것이다. 

즉 아이덴티티는 과업에 의해 정의되기도 하며, 탐험과 개발이 필요한 지식

의 범 (area)이기도 하다. 

둘째, '커뮤니티'는 역이 정해진 사람들의 모임이며, 이들 간에 계의 

질(quality)을 나타내고, 내부와 외부간에 경계를 나타낸다. CoP는 단순히 웹

사이트나 도서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이런 계를 개발하여 이들이 문제를 서로 말하고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도

록 만든다. 

셋째, ‘실천’이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함께 개발한 지식체계, 방법들, 도

구, 이야기, 사례, 문서 등을 말한다. CoP는 단순히 흥미있는 공동체는 아니

다. 이는 어떤 것을 수행하는데 참여하는 실천가들을 수반한다. 시간이 지나 

이들은 자신들의 역 속에 실질 인 지식을 축 하여 개인 으로나 집단

으로 행동하는 자신만의 차별된 능력을 만들게 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세 가지, 역, 커뮤니티, 실천이라는 것이 종합될 때, CoP가 활

성화되며, 그 성과는 커진다.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보면 역은 공통된 

(common focus)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는 집단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계를 

만들며, 실천은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학습을 뿌리내려 경험이 유익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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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사례 벤치마킹 : 특허청

CoP의 활성화 조건 측면에서 성공사례로 꼽히는 우리나라 특허청의 CoP 

운 사례를 살펴본다(최종인․권상순, 2007).

특허청내 CoP는 연구회 는 학습조직의 이름으로 불리며, 그 수는 2007

년 1월 재 총 56개가 활동 이며, 참가자는 모두 5천 3백여 명으로, 특허

청내 회원 2,428명과 외부회원 2,87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은 청 

내부인원보다 외부인원의수가 더 많으며, 직원들 한 많지는 않지만 2개 이

상의 모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차 늘고 있다는 이다. 특허청 CoP가 성

과를 거두기 한 노력을 역, 참여, 지원활동, 개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의 설정  재설정이 매우 요하다. 한 로 자동차 심사사례 

연구회는 2004년 8월에 출범하여 자동차 심사 련 연구주제만을 다루었다. 

하지만 심사 련 연구주제가 제한 이 되면서, 2005년에는 산업 련 사례를 

25%로 늘렸으며, 그 다음해인 2006년에는 산업계와 연계방안을 추구하면서 

산업 련 연구주제를 95%로 폭 늘리고, 심사 련 사례는 5%만 다룰 정도

로 연구주제를 바꾸었다. 이는 특허청의 가치사슬이 과거에 출원, 심사, 등록

/심 에서 창출, 보호, 활용으로 변화해가면서 심사 의 임무도 변화했기 때

문이다. 즉 CoP 스스로 역을 확 , 변화시키면서 구성원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김우순, 2007).

둘째, 구성원들의 극 인 참여와 열정이 필요하며, 추상 인 문제를 구

체화하는 노력이 매우 요하다(Wenger, 2004). 특허청의 사례를 보면, 

Bottom-Up 방식의 자발  조직, 심사 효율성 향상, 제도 개선 등 업무 련 

과제해결 심, 최신 첨단기술, 특허 문지식 등 고 지식 창출  공유, 민

간 문가(학계, 산업계, 연구소 등)의 참여 활성화로 민-  방향의 지식교

류가 가능해졌다.

셋째, CoP 시스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한 개선 노력도 시도하 다. 

를 들어 CoP 내실화를 해 1-2부 리그제(메이 , 마이 )를 도입하고 퇴

출제도를 실시하 다(2006. 5월부터-2006년 말까지). 학습조직 소속 각 국.본

부는 학습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역량강화를 하여 학습조직별 년도 실

을 자체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평가내역  기 에 의하여 소속 학습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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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선에서 1-2부 리그로 리하며, 년도 활용내역이 기 에 미달하는 학습

조직은 퇴출시켜 내 기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퇴출제도로 인

해 연구회 등록 수는 2005년 말 기  67개에서 2006년 말 기 으로 56개로 

축소되어 내실 인 운 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내부 경쟁이 

자발  CoP 창출 의지를 억제하는 부정 인 면도 나타나기도 했다.

넷째, 특허청 지식경 은 외부와의 연계도 매우 활발하다. 오  이노베이

션 측면에서 외부와의 연계를 통해 지식창출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를 

들어 민간포털을 활용한 특허 문 지식을 제공하며, 연구기   정부지식

리시스템과 연계하고 있다. 네이버를 통해 2005년 12월부터 특허정보 서비스

를 제공, 국민들이 구나 쉽게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

게 만들었다. 이같은 시스템을 토 로 연구회 모임에 외부회원들이 극 으

로 참여하고 있다. 한 로 특허청 내부 ‘나노기술연구회’의 경우 청내 회원

은 50명이지만, 외부회원은 1,839명이나 될 정도로 외부인력이 활발하게 참

여하고 있다(2006. 9월 기 ). 한 사단법인 한국지식경 학회와 연계하여 

학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학회의 연구결과를 극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CoP는 특허청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개선하는데 기

여하고 있다. 2006년 특허청 연구모임의 연구 성과  업무에 반 된 건수가 

108건이며, 특허청 정책 이행과제에 반 된 건수는 68건으로 나타났다. 외

활동 실 을 보면 직무발명연구회는 2차 례분석 통해 발명진흥법 홍보에 

활용하 다. 한 국제특허분쟁연구회의 ‘국제특허분쟁 보시스템 구축’ 등

을 하 다. 한 선진국과의 PDP 분쟁시 특허청의 ‘디스 이 학습조직’이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물이 분쟁의 해결에 결정 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더

구나 바이오특허 학습조직의 회원인 심사 의 연구논문이 세계 인 학술지 

‘Nature Genetics'에 게재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김정균, 2006 지식재

산백서).

3. CoP의 활성화 실행방안

CoP의 활성화 조건  성공사례 연구 등에 비추어 한국  상황에서의 

CoP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최종인․권상순, 2007).

첫째, 민간, 공공 는 비 리 조직 등 어떤 조직이든 목 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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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존재하며 이 목표를 구체화할 고유의 역이 있어야 한다. CoP가 성공

하려면 먼  수립한 략을 일련의 지식의 역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한

다. 제약회사인 엘리릴리에서 생물학자들은 새로운 역을 정의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를 들어 계량  생물학(quantitative biology)라 불리는 새로운 

역이 필요하면, 사 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매력 인 역으로 필요한 사

람들을 모이게 만든다. 우리 기업들도 기술이 융합되면서 융합기술을 이해하

고 활용하기 해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도록 연구주제를 만들

어야 한다. 신생 CoP의 경우 역을 제 로 설정하지 못할 경우 그 CoP는 

오래 존속하기 어려워진다.

둘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각각의 역에서 지식을 제공하기 

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아야 한다. 지식을 리하기 

해 상호작용하는 실천가들의 공동체는 매일 일상 으로 생활하는 모임과는 

다르다. 때로는 실천가들이 고립된 느낌을 종종 갖게 되므로 올바른 계형

성이 요하다.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도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커뮤니티 구성이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리드할 명성 있는 실천가를 하

거나 외부에 나가 미래의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사회네트워크의 공식  

과정에 투자해 나가야 한다. 한 로 신한은행은 신입사원에게 자신들의 

CoP를 극 홍보하여 새로운 구성원들을 충원해 CoP들을 재구축하고 계

를 두텁게 해나가고 있다.

셋째, 실천가들이 실천을 통해 개발에 참여하고 유용한 경험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일단 실천가들이 자신의 역내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나면, 

이들이 실천개발 과정에서 상호 참여하여 유용한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만드

는 것이 요하다. 부분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도 잘 안되는 이유는 심

시간에 도시락을 들고 참석하는 라운백 런치(brown-bag lunch)와 같은 방

식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청인사로부터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

는데 필요하지만, 주요 행동 면에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빠진 부문은 바로 실천가들이 서로 직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직면한 문

제를 어떻게 근해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천가들이 시간 비 가치

를 극 화하는 것, 이들의 노력이 인정되고 보상받도록 만드는 것이 요하

다. 를 들어 CoP들이 자그마한 성과물을 만들어 개인과 조직의 목  달성

에 기여하고, 경진 회 등을 통해 그 성과를 거두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넷째, 세 가지 구성요소의 크기와 공통된 을 만들기 해 후원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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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행방안

역(공통 )

활동 역의 재구축 노력

학습주제의 지속  변화를 통해 역의 재설정

역의 유형(업무개선형, 략형, 학습형)

융합을 통해 신규 니즈 발굴 노력.

공동체( 계)

신입직원 유입과 기존인력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외부 문가의 유치

조직의 학습문화와 결합

구성원간 친 감과 흥미부여

실천(유용한 경험)

일과 학습을 일치(學業不二)

작은 성과 발굴과 심유발

학습활동 결과 확산  공유

후원 조직

CEO의 의지와 참여

조직의 변화 리

성과보상 등 인사제도와 연계.

필요하다. 후원(sponsorship)이란 업 근무자의 시간을 통제하는 리자의 

후원만이 아니라 최고경 층의 후원을 포함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후원의 역

할로는 략을 지식 심의 비 으로 바꾸는 것, 략 우선순 에 따른 커뮤

니티에 한 합법화, 한 자원의 지원으로 지속  성공을 확보하기, 커뮤

니티의 제안과 주장에 한 권한부여, 베스트 랙티스를 채용할 결정을 가

진 업 근무자와 커뮤니티간에 책임의 상 등이다.

<표 32> 성공  CoP 실행방안

자료 : 최종인․권상순(2007)

4. 원자력(연) CoP 운  개선방안 제언

원자력(연) CoP가 본래 의도한 창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내부지향 으로 운 되는 원자력(연)의 CoP 참여 한계 극복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해 원자력(연)의 경우 향후 CoP의 정  참여효과가 클 

것으로 상되는 외부 개방  CoP 참여활동을 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외부 개방  CoP 참여활동을 진하기 해 조직차원에서 CoP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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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둘째, 행 자발  참여를 기 로 한 부서 심형, 부서횡단형 CoP 활동

은 좀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재 형 인 

CoP도 아니면서 그 다고 기존의 TF나 로젝트 도 아닌 간조직 형태의 

CoP를 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구성원들의 자발  참여를 

제로 기존의 TF나 로젝트 와 구분되는 학습공동체 원리에 입각한 CoP 

운 을 권장해 나가야 한다. 

셋째, 원자력(연)의 경우 향후 내부지향 CoP 운 시 Off-line형을 권장하

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인의 참여유인이나 시

간 ․공간  한계를 극복하기 한 목 에서 개방형 CoP를 운 하려고 할 

경우 순수 Off-line형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원자력(연)의 경우 CoP의 창의  조직운  측면에서 타 기 에 비

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 한 개선이 요청된다. 이를 해 

CoP의 운 방식에 한 교육 등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다 근본 으

로 조직의 반 인 운 풍토를 좀 더 창의성을 진하는 방향으로 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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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력: 기술사업화 활성화 략

본 장에서는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한 략  력 략을 다룰 

것이다. 이를 하여 기술사업화를 한 력 략에 한 일반론과 원자력

연구원의 상황을 고려한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원자력연구원의 

기술 력에 한  실태를 정리하고, 성공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제 1  기술사업화를 한 력

1. 력 동기

기술사업화를 하는데, 왜 력이 필요하고, 구와 력해야 하는가? 기

술사업화를 할 때 원자력연구원이 독자 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기업 등과 

력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독자 으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일

반 으로 다음과 같다(Schilling, 2008).

○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내부에 충분히 갖고 있다.

○ 자신의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싶다.

○ 기술개발 과정과 사용을 직  통제하고 싶다.

○ 새로운 기술개발 역량을 구축하고 기존의 역량은 새롭게 만들고 싶다.

만약 원자력연구원이 이상과 같은 동기가 아주 큰 경우라면, 외부 기업과 

력을 통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직  기업을 창업하여 독자 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이 이상과 같은 독자 사업화 추진 동기가 없거나 부

족하다면, 타 조직, 특히 기업과 사업화를 한 력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원자력연구원은 트 가 될 기업의 력 략 추구 동기를 알아야

하고, 그들과 력 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추진 할 때 어떤 장단 이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하는데 있어 요한 력 상은 기업이다. 

따라서 왜 기업의 력을 하려고 하는지에 한 유인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원자력연구원이 다른 기업들과 력하여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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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만족시켜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일반 으로 기업은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기술개발을 해 외부 조

직과 력한다(Tidd, Bessant and Pavitt, 2001). 

○ 기술개발 비용  시장 진입 비용 감을 하여 력한다.

○ 개발  시장 진입 험을 이기 하여 력한다.

○ 생산 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하여 력한다.

○ 개발 시간과 신상품 상업화 시간을 이기 하여 력한다.

조  더 추가하여, 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때 력 략의 장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chilling, 2008, pp. 157-158).

○ 력을 하면 기업은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자체 개발할 때 보다 빨리 

조달 할 수 있다(신속성). 

○ 트 로부터 필요 역량과 자원을 얻을 수 있어 기업이 직  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감하고, 자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

( 비용, 유연성). 

○ 트 와 력하는 것은 기업을 한 요한 학습의 원천이 된다(학

습). 

○ 기업이 개발 로젝트 할 때, 력하는 주요 이유는 로젝트의 비용

과 험을 분산하려는 것이다( 험 분산). 

○ 기업은 력을 통해서 기술표 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될 때 개발 

로젝트를 다른 조직과 력하여 수행한다(기술표  공유). 

이상을 요약하면 기업은 비용 감, 험분산, 신속성, 유연성, 학습, 규모

의 경제, 그리고 표 공유 등을 원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때 타 기 과 력한다. 

2. 력 방법과 략 선택

원자력연구원과 력하여 기술사업화를 하려는 기업은 비용 감, 험분

산, 신속성, 유연성, 학습, 규모의 경제, 그리고 표 공유 등을 추구한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은 개별 기업들이 원하는 바에 부합

하는 력 략을 찾아서 각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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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기 해 력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 략은 어떤 장단 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아래 표는 일반 으로 기업이 기술 신을 한 

력 략으로 택하는 몇 가지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표 33> 기술 신을 한 력 형태 비교

력 형태 기간 장 단

하청/공 자 계
subcontract/supplier relations

단기
비용  험 감소

리드타임 감소 
탐색비용

제품성능과 품질

라이센스
Licensing

고정기간 기술 획득 계약비용과 제약

연구 컨소시엄
Consortia

기 문성, 표 , 자  공유
지식 유출

차별화

략  제휴
strategic alliance

유동
투입 낮음
시장 근

잠재  고착(lock-in)
지식 유출

합작투자
joint venture

장기
노하우 보완
경  헌신

략 표류
문화 부조화

네트워크
network

장기 다이내믹, 학습 잠재력 정태  비효율성

자료: Tidd, Bessant and Pavitt (2001), p. 202

이상과 같은 력 략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가는 개별 기업이나 조

직이 처한 상황, 문화, 그리고 기업 통 등과 련이 깊다. 아래 표는 의 

정리와는 조  상세하게 분류하여 장단 을 설명하고 있다.

<표 34> 상이한 개발 력방법 간의 장단  비교

방법 속도 비용 통제 기존 역량 
활용 잠재력

신 역량 개발 
잠재력

타 기업 잠재력 
평가 잠재력

단독 내부개발
solo internal development

고 고 가능 가능 불가능

략  제휴
strategic alliance 변동 변동 가능 가능 때로 가능

합작투자
joint venture 공유 공유 가능 가능 가능

라이센스 도입
licensing in

고 때로 가능 때로 가능 때로 가능

라이센스 제공
licensing out 고 가능 불가능 때로 가능

아웃소싱
outsourcing /고 때로 가능 불가능 가능

공동 연구조직
collective research 

organizations
변동 변동 가능 가능 가능

자료: Schilling(2008),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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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트 와 어떤 방법으로 력하는 가를 검토했으니, 어떤 트 와 

력하는 지를 생각해 보자. 일반 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주 다양한 력 

트 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재 원자력연구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비교  단순하다. 

해외 기업과의 력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이라는 특수한 분야

에서 기술사업화를 하는 경우, 경제  요소보다는 정치  요소가 더 많은 걸

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으로만 국한하여 력 트 를 생각하

는 것이 실 이다.

기업 규모로 분류한다면, 기업과 소기업으로 나  수 있다. 이 경우

는 분명 의미 있는 분류가 될 것이다. 재 산업재를 생산한다고 할 수 있는 

원자력 발 의 경우, 운 , 설계, 제조 등은 모두 기업에서 사업을 주도하

고 있다. 거  자본, 정보, 기술 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문 요소

기술에 기반한 소기업도 있으나, 요한 트 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요한 기술은 기업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기업이 보다 요한 부분도 있다. 주로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우이다. 

한국의 경우엔 식품산업이나 의약산업 등이 될 것이다. 실제로 원자력연구원 

기술사업화의 성공사례이며, 제1호 연구소기업인 선바이오텍의 헤모힘 개발

이 여기 해당한다. 소기업과 소비재를 사업화 한 사례이다. 

이를 종합하여 력 략을 검토해 보자. 앞서 언 한 력 략의 장단

을 모두 고려하여, 재 원자력연구원이 채택해 왔고 채택할 수 있는 략

을 비해 볼 수 있다. 력 상인 기업을 규모에 따라서 기업과 소기

업으로 나 고, 력 상 제품의 종류를 소비재와 산업재로 나 어 4개 분

면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

이 게 나 어 보면, 재까지 원자력연구원의 사업화 성공사례로 평가되

어 온 헤모힘과 핵연료피복  개발사례를 II와 IV 략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거나, 성공사례로 진행된 연구소

기업의 경우는 II와 IV 략에 해당될 것이다. 연구소기업은 그 력 상으

로 소기업이 당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과의 력은 소비재이든 산업

재이든 연구소기업의 형태로 하기 보다는 라이센스, 하청, 공동연구, 컨소시

움 등의 략을 통하여 하고, 이는 연구소기업과는 잘 맞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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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제품
기업 소기업

소비재

I

라이센스, 하청, 공동연구

II
공동연구, 합작투자

연구소기업

약품, 식품 련 기업

헤모힘

산업재

III
공동연구, 컨소시움, 라이센스

KEPCO, KPS, KOPEC, KNFC

두산 공업

핵연료피복

IV
공동연구, 략  제휴

연구소기업

원  련 기업

<그림 18> 상과 제품별 력 략

3. 기술사업화와 력 략

력 기업의 유형과 력 상이 되는 제품 유형으로 나 어 력 략

을 구분한 결과는 실제 기술사업화 유형과 방식으로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김용환, 2005). 원자력연구원 같은 공공기술 연구의 경우, 기술사업

화는 다섯 가지로 나  수 있다. 

<표 35> 기술사업화 유형

기술사업화 유형 내용

공공기술의 민간 이   상용화

정부 R&D 자 이 투입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 하여 

상업화하는 것으로 정부 R&D 사업의 경제  효과를 높

이기 한 방안

공공 기술 스핀오 (spin-off)

학, 정부출연연구소가 주 이 되어 개발한 기술을 기

술개발에 참여한 교수, 연구원으로 하여  창업  사업

화 하도록 하는 방안

민간기술 자체 사업화
개인 는 민간 기업이 자체 개발하 거나 공동으로 개

발한 기술을 직  제품화하여 매하는 방안

기업간 기술거래  사업화

기술의 매희망자와 기술의 구매, 도입 희망자가 연결

되어 민간부문에서 해당기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를 

사업화 하는 방안

자료: 김용환(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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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기술사업화 방식은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김용환, 

2005). 이것은 에서 언 한 기술개발 력 방식과 유사하다.

<표 36> 가술사업화 방식

분류 특징

공동연구 비용 공동분담, 자사 기술 보완

계약연구 기업이 탁자이며, 연구기   학이 수탁자

라이센싱 기술도입자의 경우 실시사용료 지불  일정기간 기술실시권리 획득

략  제휴  이상의 기업이 이익  험 공유, 력

분사 한 사업부문을 분리시켜 효율성 증

합작벤처 R&D 부문 포함한  사업 역 포

인수합병 기술, 설비, 인원, 자산 등 체를 거래, 인수합병(M&A)

인력교류 기술자 청  외부 견, 기술자 고용

기술 력 기술조사, 기술 력으로 공동연구  제작, 기술 력 기   기업 신설

기술 신
기술기획, 정보확산, 기술탐색 로그램, 신  R&D와 R&BD, 기술 신  
성과 확산, 클러스터를 통한 기술네트워킹, R&BD 허 , 기술 력, 로벌 네
트워크, 로벌 아웃소싱  인수합병

자료: 김용환(2005)

일반 인 기술사업화 분류를 한국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박종복, 2008).

<표 37> 기술사업화 유형와 주요내용

유형 주요 내용 구분

양도
기술보유자(공공연구기   민간기업)가 기술도입자(민간기

업 등)에게 기술 소유권 이

기술이

기술거래

실시권 허락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 실시권(license) 허락
기술이

기술거래

기술지도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 용 한 교육훈련 제공

양도 혹은 실시권 허락과 병행하여 이루어짐

기술이

기술거래

공동연구
기술보유자(공공연구기  등)가 기술도입자에게로 기술이

을 목 으로 공동연구 수행
기술이

기술창업
기술보유자의 연구자 등 소속직원의 직무발명 등을 이 받아 

창업하거나 창업에 참여
기술이

합작투자

기술보유자와 기술도입자가 합작하여 제3의 기업 설립하고 

사업화 추진

기술보유자가 공공연구 인 경우는 주로 보유기술을 물 출

자하여 참여함

기술(출자) 

이

기술지주회사
기술보유자(공공연구기  등)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보유기술을 

자본  형식으로 출자하여 기술사업화를 목 으로 하는 자회사 운

기술(출자)

이

인수합병
기술도입자(민간기업 등)가 사업화 추진을 해 필요한 기술과 

경  인 라를 보유한 기술보유자(민간기업 등)를 인수합병

기술(기업)

거래

자료: 박종복(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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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기술사업화 유형 분류는 모두 앞서 언 한 기술개발을 한 

력 략과 유사하다. 이는 실제로 기술사업화를 하여 선택할 수 있는 구

체  략이 부분 외부 트 와의 력을 통한 략이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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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술사업화 역량  성과제고를 한 내외 

력체계 구축

1. 기술 력 계 황  분석

기술사업화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력 략이 요하다. 그리

고 력 략을 실행하기 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수 있는 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에서는 내외 으로 어떠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를 검토해 보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을 기술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을 학습

하는 과정에서 력이 얼마나 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정리해 보자. 

그래서 그동안 원자력 분야에서 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하여 한국이 언제, 구

와, 즉 어느 국가와 기업 등과 력을 하 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에

서 그동안 구한 자료를 심으로 분석하면 아래 <표 38>과 같다.

<표 38> 기 별 산학 력 정체결 통계 (1990년부터 2008년 3월까지)

기 분류 수 기 명

학교 41 한남 학교 외

연구소 13 세종연구소 외

산업체 8
우엔지니어링, 한국 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두산 공업, 

삼창기업, 삼성SDI, 한국 력, 우건설

군 3 육군종합군수학교 외

정부 1 특허청

지자체 3 평택시 외

언론사 2 덕넷 외

병원 1 둔산한방병원

구조 1 앙119구조

박물 1 계룡산자연사박물

회 1 한국가속기  라즈마연구 회

자료 : 원자력연구원 내부자료(2008)

  1) 국내 력

재 력 정을 맺고 있는 조직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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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력기 은 학교와 연구소이다. 소수의 산업체, 즉 기업을 보면, 

원자력 기술 련 견기업인 삼창기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진 모두 기

업이다. 

  2) 국제 력

국제 력 역시 주로 해외 학과 연구소와 력하고 있다. 미국, 국, 러

시아, 국, 호주 등의 다양한 학과 연구소 등과 력한다. 다음 그림을 보

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1950년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여 연구하고 활용한 

이래, 많은 국가와 기업들과 력해 왔다. 기에는 미국과 국제기 과, 1970

년 이후 부터는 캐나다와 랑스 등 서유럽국가 등과 력했으며, 1990년 이

후엔 국과 그 외 국가들과 력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력 계는  

세계 원자력 기술발 과 맥이 통한다. 원자력 기술의 상업  활용은 기 미

국의 주도로 시작되어, 국, 랑스 등 서유럽 국가가 뒤를 이었고, 이후 일

본이 원자력 발  부문에서 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이정훈, 2008).

원자력연구원의 국제 력 역사를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국제 력에서 

요한 사항은 공여기 (donor)인지 혹은 수원기 (recipient) 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한국원자력연구원, 2001, p. 405). 이 기록에 의하면, 원자력연구 분야

의 기술은 1960년 부터 1980년  반까지는 국제기구와 선진국가로부터 

기술을 수 받는 수원기 에 머물 으나, 1980년 반이후 개도국에 한 

기술공여기 으로 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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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한국과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기술 력: 연도별 력국가  기업 

국가 력  기업 력 

연도 국제원자력기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벨기에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일
본

중국 북한 베트남 호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년 원자력연감에 의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세계 인 수 의 기술

을 바탕으로 다자간  양자간 기술 력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한국원자력

산업회의(편), 2007). 기술 자립을 이룩한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 기

술 수도 극 이다. 그리고 2006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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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국제 력 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지거  개설을 통해서 기술 력을 강화했다. 2005년도에 미

국과 한국에 각각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둘째, 해외기술  

연구용역을 수탁했다. 구체  내용으로는 스 스와 일본, 미국으로부터 과제

를 수탁 받았다. 셋째, 신  기술개발을 한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했다. 

표  사례로 I-NERI(한미 원자력공동연구), INPRO, GEN IV, SMART,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 표는 원자력연

구원의 내부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지난 9년간 모두 9개국에서 

45건의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표 40> 년도 별 공동연구 수

 년도 국가  공동연구 수

2000 4개국 14건

2001 5개국 7건

2002 0건

2003 1개국 6건

2004 3개국  3건

2005 2개국 3건

2006 3개국 5건

2007 4개국 6건

2008 1개국 1건

합계 9개국 45건

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자료(2008)

재 국제기구 등과 력 체결 황을 보면, 3개 국제기구, 25개국(61개 

기 ) 총 91개 약을 체결했다. 그 , 력약정은 39, 부속약정은 25, 양해각

서는 26, 그리고 의향서 교환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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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지역별‧국가별 체결 황 비교

지 역 비 고

미 주 3개국 14개 기  22개 약

구 주 12개국 25개 기  42개 약

아 주 8개국 20개 기  22개 약

아‧ 동 2개국 2개 기  2개 약

국제기구 3개 국제기구 3개 약

합 계 3개 국제기구 3개 약, 25개국 61개 기  88개 약

자료: 원자력연구원 내부자료(2008) 2008. 4. 24 재

<표 42> 2004~07년도 신규 체결  내용변경 추진실   계획

연  도 구  분 체결 기 (국가)

2004년 실 (6건)
신규 체결(2건) 2개 기 (2개국)

내용변경/기간연장 4개 기 (3개국)

2005년 실 (13건)
신규 체결(10건) 10개 기 (6개국)

내용변경/기간연장 3개 기 (3개국)

2006년 실 (11건) 신규 체결(11건) 10개 기 (8개국)

2007년 실 (14건)
신규 체결(13건) 13개 기 (10개국)

개정, 기간연장(1건) 1개 기 (1개국)

2008년 실 (14건), 계획(9건)

신규 체결(12건) 5개 기 (5개국)

개정, 기간연장(2건) 1개 기 (1개국)

신규 체결(7건), 개정(2건) 9개 기 (9건)

2. 원자력기술 개발을 한 히치하이킹 략과 know-why 략

원자력연구원 창설이후, 한국 원자력 분야의 기술개발 특징을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해서  원자력연구원 원장이었던 

장인순 박사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그는 하이킹 략(hitchhiking strategy)

과 노화이 략(know-why strategy)이라는 말로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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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리했다(장인순 원장 면담 내용9)).

“연구개발하면서 했던 략 가운데 하나는 히치하이킹 략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앞서 갈수 없으니까 남이 가는 길에 편승해서 따라가는 것, 그러면

서 기술을 배운 것이다.”

“한국 표 형 원자로 기술 개발할 때 미국에서 기술을 수할 때,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네거티 해서 공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으

로부터 철수하려고 할 때 새로운 략을 모색했다. 그 략은 know-why 

략이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미국 문가들은 주로 엔지니어이었기 때문에 

경험은 많아도 이론 으로는 우리보다 약하다. 우리는 반 다. 미국 엔지니

어들은 우리에게 know-how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know-why를 

물어보면 답을 못했다. 그래서 미국 문가들이 답을 못하는 망신을 당

하니까 이때부터 자기들의 know-how를 다 털어내었다. 우리는 이론 으로 

근하 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에게 이론 으로 당할 

재주가 없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내놓기 시작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기술학습 략은 어떻게 력 트 로부터 선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다. 히치하이킹 략과 

know-why 략은 후발자들이 선진 기술을 학습하기 한 구체  략을 잘 

보여  용어라 할 수 있다. 

한국 기술 후발국이기에 선진 기술을 따라 잡기 해서는 그들이 먼  

만들어 낸, 기술표 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앞서 언 한 력 략을 

선택하는 많은 기업들의 력 동기와도 같다. 그래서 하치하이킹 략을 택

한 것이다. 선진국의 길을 따라 가는 략이다. 그리고 무엇을 학습할 것인

가를 선택하는 략의 문제이다. 이제는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표 을 

개발할 수 있지만, 기술개발 기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히치하이킹 

해야 한다.

그 길을 쉽게 따라 갈 수 있는가? 그럴 능력은 있는가? 그리고 선진국은 

우리에 쉽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가? 아니다. 쉽지 않다. 가르쳐 주지도 않는

다. 그 기에 이번에 우리의 학습역량이 요구된다. 그 역량은 know-why 

략을 통해서 구축되어 갔다. 이것 역시 력 트 와 어떻게 력하고 학습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9) 장인순  소장 면담, 2008년 7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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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력 성공 사례: 핵연료피복  개발

원자력연구원에서 기술 력을 통한 성공사례를 정리해 본다10). 이 사례는 

연구자들과 원자력연구원 내외부의 연구 련 커뮤니티를 통해서 창의성을 

발 해 가는 과정을 탐색한 것이다. 원자력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기반한 외

부학습을 통해서 내부 연구원들이 지식을 획득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 과정 

탐색한 과정이다. 

  1) 외부 리

원자력 분야의 기술은 연구 이 외부 리11)(external management)를 통

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개발 기술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안 성을 인

정받기 하여 기술 인증 등을 받는 과정이 요하다. 

일반 으로 연구 은 서로 경쟁하고 동시에 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

습하게 된다. 그리고 보완자를 악하고 이들의 역할과 힘을 검토하는 것이 

략 으로 요하다.

Brandenburger와 Nalebuff(1997)의 가치네트(value net) 분석을 따르면, 

보완자(complementor)가 요한 요소이다. M. Porter의 경쟁 략 모델처럼 

경쟁 환경과 경쟁자를 분석의 에 두는 모델과는 다른 이다. 가치네

트 모델은 경쟁자와 보완자의 개념을 비하여 설명한다. 경쟁자 개념을 이

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어떤 제품을 하나만 쓰는 것보다 다른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어떤 제품과  

다른 어떤 제품을 함께 사용할 때 가치가 상승한다면 이는 보완자이다. 

를 들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가치창출의 환경을 분석한다면, 의사는 

경쟁자가 아니라 보완자이다. 의사는 제약회사에서 직  약을 구매하는 고객

도 아니고, 경쟁자도 아니지만,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추천하기 때문에 제

약회사와 의사는 함께 하면서 가치를 높여 주는 계이다. 그 기 때문에 보

10) 본 사례는 자들이 2007년도에 수행하여 발표한 ‘원자력연구원 기술 신 사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11) 본 사례연구에서 사용하는 외부 리(external management)란 용어는 외부에 있

는 여러 요인, 세력, 자원 등을 리, 혹은 경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일반 으

로 리(management) 라는 개념이 조직 내부 지향이 강하다는 생각한다. 그

기 때문에 리의 외부지향성을 강조하기 하여 새롭게 사용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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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자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조직이 원자력연구원 연구 성과의 

가치를 높여주는지 알 수 있다면 보완자를 분명히 별할 수 있다.

자료: Brandenburger and Nalebuff (1997)   

<그림 19> 가치네트(value net) 분석

고객과 공 자를 보면, 본 사례 연구개발자의 고객은 KNFC(한 원자력

연료주식회사, Korea Nuclear Fuel Co. Ltd.)이다. 그리고 KNFC의 모기업인 

KEPCO(한국 력공사(한 ),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와 최종 으

로 사용하는 고객은 KHNP(한국수력원자력(주),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이다. 그 외에 잠재 으로 해외의 핵발 소 운  기업과 핵

연료 련 기업도 있을 것이다. 핵연료피복 을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지

르코늄 등 소재를 제공하는 철강기업이 공 자가 될 수 있다. 

경쟁자 혹은 체자의 경우는 유럽, 미국과 일본의 련 기업이 요하

다. 특히, 핵연료 개발 부문에서는 유럽의 아 바가 선도하고 있다. 그 외에

도, 미국의 웨스 하우스,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등 3개사가 주요한 경쟁

자이다. 

보완자로는 몇몇 기 을 들 수 있지만, 그 에서 기술신뢰도 향상 시켜 

주는 역할을 한 노르웨이 Halden 조사시험검증 기 을 요한 것으로 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 한 고객인 KNFC 역시 요한 보완자이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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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할 연구개발 과정과 상용화 과정을 보면, Halden과 KNFC 두 기

이 계속 요한 역할을 담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 자 역할을 

한 합 제조업체가 핵연료피복 의 시제품을 만들고 검증하는 때에는 보완

자의 역할도 하 다.

성공요인  요한 것은 외부 리(external management)를 통한 기술 

습득과 보완자(혹은 외부 력자) 리라고 할 수 있다. 외부 리를 통한 기술

학습은 특히 연구원 개인의 학습 경험이 요하다. 과제 참여 연구원 에는 

1980년  독일 지멘스에 견되어 기술연수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 그는 원

자력 련 기술 개발에 당시의 학습 경험이 의미 있었다고 말한다. 재는 

경쟁자이지만 이 에는 기술 인 보완자이었던 해외 선진기업의 기술연수를 

통하여 연구원 개인에 체화된 지식과 기술이 이후 기술개발과정에서 학습 

요인으로 작용하 다. 

기술개발 수요자인 KNFC 등의 업체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 하 다. 고

객이며 보완자인 KNFC가 기술개발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기술개발 

기 단계부터 다. 피복 은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수입 체효

과가 크기 때문에 KNFC는 원래부터 심이 많았다. 그 기 때문에 기획 단

계부터 산업체의 의사를 반 하 고, 과제구성에 있어서 연구 등 장 이 있

는 분야는 원자력연구원이 주 이 되어 진행했다. 그리고 산업체가 장 이 

있는 것은 산업체에서 진행하 다. KNFC의 경우 각 기술별로 탁과제 등

으로 참여하 다.

피복 은 국내 시설이 없어 노르웨이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았다. 노르웨

이 Halden 등 국제 으로 인정을 받는 곳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주요선진국

의 제품보다 좋게 나왔다. 결과를 보고 KNFC에서 장기 랜에 계획을 포함

하여 추진하 다. 

  2) 외부활동과 성공  

MIT의 경 학 교수인 Ancona와 공동연구자들은(2002) 성공 인 을 연

구하여, 그 들에게 X-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특징을 설명하 다. 그들

은 X- 을 성공 으로 만드는 다섯 가지 요소를 지 한다. X- 은 다섯 가지 

면에서 통 인 과 다르다. 그것은 외부 활동(External Activity), 폭넓은 

연결(Extensive Ties), 확  가능한 층 (Expandable Tiers), 유연한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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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Membership), 실행 기제(Mechanisms for Execution) 등이다. 

다섯 요인  본 사례에 직  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부 활동

(External Activity)이다. 일반 으로  리더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경 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에서도 외부 활동이 요하다. 높은 수 의 외부 활

동의 효과성은 외교활동(ambassadorial activity), 정보수집(scouting), 과제조

정(task coordination)과 같은 활동에 의존한다. 

첫째, 외교활동(ambassadorial activity)은 조직의 방에 치한 고객  

유통망 상의 이해 계자를 리하는 것이 목 이다. 이 활동은 의 명성을 

유지하고, 자원에 한 로비 활동을 하고, 동맹이나 경쟁을 유지하는 것 등

을 포함한다. 의 경 을 주요 기 략과 연결 짓고,  구성원들이 변화

하는 조직의 략과 정치  변화에 기민하게 응하도록 만든다. 이는 추후

에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  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것이다. 

본 사례에서도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연구책임자가 고객이며 보완자인 

KNFC와 Halden 등과 서로 력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 고, 이를 통해서 

외부의 자원은 물론이고 외부의 명성을 활용 할 수 있는 토 를 다졌다. 이

를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개발이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정보수집(scouting) 활동은 으로 하여  조직 내부와 체 산업 

환경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즉, 련 분야의 지식과 문

성을 지닌 사람을 알기 내기 하여 범 한 탐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새로운 기술, 경쟁  활동 조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본 사례의 경우에

는 기획단계에서부터 KNFC 등 외부의 문가와 수요자들로부터 정보를 검

색하여 찾아내고, 이를 기 로 하여 실 인 연구개발 기획을 할 수 있게 

된 이 성공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과제조정(task coordination) 활동은 업무의 기능에 따라 력을 유

지하고, 다른 부서와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 이다. 이를 하여  

구성원들은 다른 의 구성원들과 상하고 자신들의 역량과 자원을 다른 

과 함께 나 며,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리고 과제 마감시간 수

를 통해 업무 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력을 이루어 내기 해

서는 빠르고 신속한 새로운 로세스의 개발이 필수 이다. 본 사례의 경우

에도 과제조정이 아주 요한 문제이었다. 모두 다섯 개의 세부과제 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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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력하여 체 과제를 성공 으로 완수한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세부과

제를 히 조정하는 일이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3) 성공요인

첫째는 외부 리를 통한 보완자와의 력이다. 앞서 본 기술개발 사례의 

성공을 외부 리를 통한 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외부

력이 경쟁자로부터의 직 인 기술도입을 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보완자 등 직 인 경쟁자가 아닌 고객과 보완자들과의 력이 요하다. 

실제로 상업 이고 기술 인 경쟁자가 자신의 기술을 그 로 수해  조

직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주목할  하나는 일본기업의 력을 들 수 있다. 핵연료 련 경쟁자  

일본 기업은 당시 한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한국시장은 유

럽과 미국 기업이 독  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일본기업이 지원해 주

었다는 이다. 즉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잠재  경쟁자가 재의 경쟁

자와 경쟁하기 하여 자신의 기술을 지원해 주는 후원자가 된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한국시장을 독 하고 있어서 조에 회의 이었지만, 일

본은 한국시장에 진출한 이 없어서 조 이었으며 일본의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 일본은 한국을 잠재  유 로 생각하 기 때문이다. 우리

가 못 갖추고 없는 기술은 일본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다. 

둘째는 내부 연구인력의 역량이다. 연구 이 자체개발하고 동연구를 하

면서 새로운 기술을 단계별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기술

인 문제 들을 해결하는 핵심 인 기술습득의 방식, 즉 문제해결방법론은 알

고 있었다. 다만 한국의 원자력 연구 인력은 었기 때문에 경험은 부족했

다.

“(선진국의 기술 선도기업과는) 서로간의 경쟁이 있었기에 배울 이 별

로 없었다. 즉, 쉽게 가져오거나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자체 기술

개발을 한 방법론은 알고 있었지만, 선진국의 기술을 받지 않았다. 외부와 

비슷한 수 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력의 차이인 것 같다. 외국은 원자

력계의 유능한 인력이 떠나서 인력의 수 이 떨어진 반면, 한국은 시작할 당

시 수  높은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왔다. 한 외국은 노하우가 있는 고령의 

인력이 있었고, 한국은 노하우는 지만 고 유능한 인력이 있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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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력 수 이 높아서 기술 도입 필요성이 별로 없었다.”  

원자력연구원 자체 능력으로 핵연료피복  기술개발에 성공한 요인은 기

술 인력 수 이 반 으로 수 이 높았고 연구진들이 지속 으로 한 분야

를 연구할 수 있는 제도  환경도 요한 요인이다.

“운이 좋았다. 지멘스와 공동연구를 하면서 으로 보면서 많은 것을 배

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다. 20년 동안 핵연료 분야만 지속 으로 연

구할 수 있었다.”

셋째는 장기 기술 생명주기에 따른 안정  기술개발지원이다. 외부와의 

력 그리고 내부 연구인력의 우수성과 함께, 연구개발 상의 특성도 요

한 요인이었다. 즉, 핵연료는 다른 소비재나 산업재와 달리, 기술 생명주기

(life cycle)가 아주 길다. 이 이 다른 산업의 연구개발과의 큰 차이 이다.

“핵연료 체로 보았을 때 발 소를 지으면 최소 60년은 간다. 발 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의 사이즈가 결정된다. 핵연료는 60년  말에 

처음 나왔고, 재 4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피복  소재는 딱 두 번 바

었다. 20년 에 1번 바 었다. 외부형상은 많이 바 었다. 기술마다 재는 

약 10년 정도로 측된다. 에는 10~15년으로 단된다.”

이 게 10년 이상의 기술 생명주기 때문에 기술 자 을 한 장기 인 

투자가 가능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기술자립을 한 장기  기술개발 노

력을 지속 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넷째는 기술신뢰성 획득과 수율 향상을 통한 상용화이다. 기술개발의 마

지막 단계에서 어려웠던 은 고객인 기업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

는가의 문제 다.  

“기술 상용화단계까지 갈 때 산업체가 알아주지 않을 경우가 가장 어렵

다. 산업체는 처음에 심을 보이며 참여했다가 나 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원자력계의 기술은 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든 것을 잘 알아주지 않는 것이 

실이다. 안 성 등에 한 신뢰성을 보여줘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KNFC 

등 산업체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데, 기술의 신뢰성을 이해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신에 성공했다고 하여도 이를 상업화 과정

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화 단계의 문제 을 해

결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다. 그 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객들이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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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한 노력이 요구되고, 이를 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 진 것도 성공의 요소  하나 다. 

그러나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실제로 양산을 해서는 생산수율이 높

아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부 리를 통한 기술습득 

학습과 외부의 보완자 등과 력이 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원자력 기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안 과 신뢰성 등에서 많은 문을 거쳐야만 최종 으로 

상용화가 가능하고 이 모든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실용화를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하기 

까지 우리기술에 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때 애로

장벽이라고 하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인허가를 받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렸

다. 규제기 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에 해 인허가를 해주는데 어려움이 있

다. 다행인 것은 규제기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기술 인 이해가 

빨라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기술개발한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 실험실에서 

시험 제조를 하고 량생산 과정으로 넘어가면 수율이 50%로 떨어지는 문제

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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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소 결

본 장에서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한 략으로 력을 제시했다. 첫 번

째 에서는 기술개발이나 기술사업화를 할 때 력 동기는 무엇이고, 구체

으로 어떤 방법이나 략이 있는지를 정리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

력연구원이 실제로 추진했거나 할 수 있는 력 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에서는 기술사업화 역량  성과제고를 한 내외 력체계 

구축을 다루었다. 특히 기술 력 계의 황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원자력

기술 개발을 한 히치하이킹 략(hitchhiking strategy)과 노화이 략

(know-why strategy)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술 력 성공 사례인 핵연료

피복  개발사례를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본 장의 내용을 심으로 원자력연구원 기술사업화데 한 

구체  제안을 해본다. 첫째, 소기업과 력 계를 더 많이 맺고 더 많은 

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원자력연구원은 한  등 원자력 련 기업과는 

깊은 력 계를 맺고 있다. 이제부터는 소기업 등과의 력을 더욱 깊이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재를 심으로 한 소기업과의 력이 실효를 거

둘 수 있을 것이다. 헤모힘 개발을 통해서 성공 으로 연구소기업 사례가 탄

생했다는 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략은 1 의 그림을 심으로 

보면, II 략, 즉 소비재를 소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것이다. 이

는 연구소기업 등을 통한 기술사업화 략으로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III 략인 기업과 산업재를 개발하고 사업화이다. 이는 기술

을 공동연구개발을 하여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력 략이다. 핵연료피복

 개발과 사업화가 표 인 성공사례이다. 이러한 공동연구개발 이외에도 

이미 개발된 기술을 기업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제공 하는 

등의 력 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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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시사

본 연구원들이 참여한 2007년 연구는 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신 성공사례

를 집  연구하 다. 이를 통해 경수로형 핵연료피복  기술개발 사례와 천

연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 개발사례를 집  탐구하 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두편의 학회 논문발표와 한편의 학회지 논문게재를 행하는 연구성과를 창출

했다12). 

본 연구원들이 참여한 2008년 연구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한 TEC를 심으로 한 사업화역량 강화방안, CoP를 심으로 

한 창의문화 구축방안, 내외 력 네트워킹 활성화방안에 을 두었다. 

2008년의 연구 성과 역시 련 학회 발표와 논문 게재를 극 추진할 정

이다. 

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신을 진하는 실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회발표  논문게재 등 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신 련 연구성과

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 해서는 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진할 수 있는 보다 구체 인 실천방안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진하는 구체

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과제에 수행될 필요

가 있다.

첫째, 원자력연구원의 Open Innovation 활성화방안 연구이다. 최근 들어

와 Open Innovation, 즉 개방형 신이 새로운 R&D 패러다임으로 두하고 

있다.

12) 최종인, 홍길표, 장승권 (2008), 연구소 기업의 기술사업화: 원자력연구원의 

헤모임을 심으로, 기술경 경제학회 2008년 하계학술 회 발표논문집. 

장승권, 홍길표, 최종인 (2008),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연료피복  기술 신사례: 

역진형 기술 신의 성공요인 탐색, 한국기술 신학회 2008년 춘계학술 회 

논문발표집.

장승권, 홍길표, 최종인 (2008), 역진형 기술학습을 통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연료피복  기술개발 사례,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1권 6호 (2008. 

12. 31 발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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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들어 기술 신 과정에서 내ㆍ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형 신(open innovation)’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극 으로 활용하여 신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내부

의 신을 가속화하고, 내부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도 으로 외부로 내보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의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3년 버클리 학의 체스 로우(Chesbrough) 교수는 이러한 연구개발의 

흐름을 ‘개방형 신(open innovation)’으로 명명한바 있다. 

개방형 기술 신은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에서 채택해 자신의 기술 신 역

량을 강화함은 물론 개방  력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의 기술사업화를 

진할 수 있는 기술개발 략이 될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개방형 기술 신

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기술 략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보유

하고 있다. 문제는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 인 기술 신 략 

Mix를 찾아내는 일이다.  

개방형 신을 추구할 때 주의할 으로는 기회의 추구, 시장 잠재력과 

기회 창조에 한 평가, 잠재력 높은 트 의 모집, 상용화를 통해 가치를 

추구, 신 제공을 확  하는 것이다(Fetterhoff & Voelkel, 2006). 

후속연구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이 이미 보유한 기술자산의 가치를 극 화

할 수 있는 기술자산 활용방안과 함께 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신  기술사

업화 역량 제고를 한 개방형 신 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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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Chesbrough(2003)

 <그림 20> 폐쇄형 신과 개방형 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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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자력연구원의 Strategic Network 구축방안 연구이다. 략  네

트워크(Strategic Network)란 통상 기업이 략  의도 하에 가치사슬 기능

의 일부를 외부 기 과의 력 하에 가치창출(value-added partnership) 활동

을 수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략  네트워크란 상이한 이해 계자 집단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략  의도 하에 장기  계

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행 로 받아들여진다. 트 십(partnership) 구축 략

의 일환으로, 주요 수단으로 략  제휴, 략  아웃소싱, 장기  계약 등

을 활용한다. 

략  네트워크에서는 가치사슬 기능과 자원의 외부 버리지(leverage) 

효과를 시한다. 효과 인 략  네트워크를 구추하기 해서는 가치사슬 

기능과 자원의 외부 버리지 효과를 분석해 기능과 자원의 최  포트폴리

오를 구성하는 것이 요하다. 략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앞서 제기한 개

방형 신(Open Innovation) 략과 일맥상통하는 외 력방안이다. 원자

력연구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술 신  기술사업화 역량을 최 화할 수 

있는 략  기술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연구원 입장에서 필요한 략  기술네트워크 구축방안은 R&D 네

트워킹을 시한다. 통상 R&D 네트워킹이란 한 기업이 자체 인 연구개발 

활동 이외에 련분야의 경쟁 는 보완 계에 있는 기업과 략  제휴나 

M&A를 통해 부족한 R& D 역량을 보완하는 활동을 말한다. R&D 네트워킹

의 개념 역시 앞서 제기한 개방형 신 략과 일맥상통하는 기술 신 략

이다.

셋째, 원자력연구원 구성원의 Entrepreneurship 강화방안 연구이다. 원자

력연구원의 기술사업화를 진하기 해서는 2008년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

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TEC) 교육 로그램과 함께 원자력

연구원에 속한 구성원들의 Entrepreneurship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ntrepreneurship은 기업가정신 는 창업정신으로 번역된다. 

Entrepreneurship을 강화하기 해서는 단순한 지식 달(knowledge transfer)

이 아닌 태도변화(attitude change)와 역량구축(skill building)이 동시에 이루

어져야 한다.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사업화를 진하기 한 구성원의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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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기 해서는 우선 원자력연구원의 구성원의 Entrepreneurship 수

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 을 구체 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기반

으로 강 과 약 , 제도  지원 황과 장애요인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R&D 문기 의 기술사업화 역량  성과 비교연구이다. 원자력연

구원의 기술사업화를 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해서는 원자력연구원이 

지닌 기술사업화 역량  그 성과를 객 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

야 한다. 이를 해 원자력연구원과 다른 출연연구기  등 유사기 들과 비

교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연구기 과 비교연구를 해 다음과 같은 개

념  연구모형을 구상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 련 비교연구를 행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 기술사업화 진요인 황, 기술사업화 장애요인  애로

사항, 연구원 기업가정신  연구원 창의성 경 , 연구원의 기술 력 실태 

 활동성, R&D 성과  기술사업화 성과 등이다. 이상과 같은 기술사업화 

비교연구를 해서는 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해 국가출연연구기 , 기업 연구

소 등에 한 황조사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료 수입
Spin-off

상용화 실적

영향요인 또는
제약요인

기술범위
(기초-응용)
(좁은-넓은)
(소비-산업) 

기술특성
(수명주기)

(산업내 위치)

연구소 형태
(국가-민간)

R&D 연구
성과

특허/논문
외부수탁

문화특성

창의성 경영
기업가정신

학습특성

적응-창의
흡수능력

역량특성

연구역량
임파워먼트

BI
Intra-

Venture

평가
및

보상

조직
방침

(CEO)

조직단위 특성

부문단위 특성

외부관계 특성

Market Demand 기술협력관계

 <그림 21> 기술사업화 역량  성과 비교연구의 개념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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