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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융합(Convergence)은 2개 이상의 상이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융
합 영역은 이종기술간 결합이라는 개념에서 산업, 교육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융합의 가장 중요한 핵
심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진행되는 아이디어 도출은 기획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을 채용하여 신제품 기획 및 기업 혁신을 이끌어 낸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융합 산출물을 기대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의 아이디어 창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모델은 1)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 사고 능력, 2) 수요자에 맞는 교육과정, 3) 융합 기술에 대한 이해, 4) 아이디어 창작 
및 기획 능력 4가지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제안된 교육 모델을 융합 교육에 적용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
는 융합 인력이 양성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주제어 : 융합 교육, 아이디어 창작, 융합 교과 과정, 교수 학습 모형

Abstract  Convergence refers to create a new one by combining the different elements of two or more. 
Currently convergence has expanded academy, industry and education from the concept of combining 
heterogeneous inter-technology. The most important key to the convergence in success is to derive ideas for 
problem solving. However, the idea derivation is done in companies to hire professional people for letting the 
innovation of corporate planning and new product in most cases. It is hard to get the expected results of 
convergence’s variety. In this research, the creation of the general public for their ideas is main focus on 
developing a curriculum. Development models are: 1) strengthening the internal capacity for creative thinking, 
2) curriculum meets the consumer 3) an understanding of convergence technology 4) creative ideas and 
planning ability is composed of four concepts. It is expected that convergence man power having the creative 
idea is trained in case of applying the proposed education model to the converg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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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표 화된 상품과 서비스의 량

생산이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 다. 지식사회

는 물  자원 기반의 량 생산보다는 지식, 특허, 아이디

어 등 신 인 기술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장에서의 경

쟁력은 각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양 ·

질  수 에 의존한다.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기

술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서 필요한 신 역량을 해서 필요하다.

융합(Convergence)[1-2]은 “2개 이상의 상이한 요소

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하나의 요소로 수렴되

는 상”을 말한다. 이종기술간 화학  결함이라는 개념

에서 차 기술 융합화 추세에 따라 학문과 산업의 결함

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재 융합은 기술 

심의 융합에서 가치·시장·산업 심으로 재정의[3] 되

고 있다. 2008년도의 과학 기술 원회에서는 융합을 

NT·BT·IT 등의 신기술간 는 기존 산업과 학문 간의 

상승 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

다. 2009년 지식 경제부에서는 “기존 산업의 기술, 제

품  서비스를 재조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

하는 활동”으로 기술하 다. 이 융합은 문화, 기술 등의 

다양한 산업 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IT 분야에서의 융합은 자동차, 기계 로 , 조선, 

의료, 항공, 국방 등 다양한 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산업분야에서의 융합 발  속도와 다르게 재 국

내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융합 교육에 한 모델은 찾

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융합 교육을 한 연구에는 등학교 수학 교육

에서의 창의 융합 교육을 한 근[4], 도덕 교육에서의 

창의 융합 교육[5], 융합 교육을 한 디자인 사고 발상 

방법론 연구[6], 문화 의 진단과 지역문화 정보서

비스 융합모형에 한 연구[7], 등학교 과학 교육에서 

융합 교육 연구[8] 등이 있다. IT 분야에서 융합 교육 모

델에 한 연구는 IT융합 서비스 환경을 한 컴퓨터 아

키텍쳐 교육 임워크[9]에 한 연구가 있다. 기존 융

합 연구들[4-9]에서는 IT 융합 교육에 한 연구와 융합 

핵심 요소인 창의 인 아이디어 도출에 한 언 이 부

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IT 분야에서 아이디어 창작을 한 융

합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하여 첫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먼  IT를 심

으로 한 산업 융합 모델을 살펴본다. 둘째, 융합 교육을 

한 한 교육 모델을 선정한다. 셋째, 선정된 교육 모

델을 요소로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IT와 융합

된 산업 동합 동향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학습 이론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융합 교육을 한 교수 학습 모형을 

제한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결론  추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2. IT와 융합된 산업 동향

본장에서는 IT 분야가 융합된 자동차, 기계 로 , 조

선, 의료, 의류 분야에 해 기술한다.

2.1 자동차 분야

자동차 분야는 인간 친화 인 지능형 자동차를 개발

하는 목 으로 IT분야와 융합되고 있다. 즉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동차를 넘어, 융합을 통해 안 하고 편

리하며, 친환경 고효율의 ITS 산업으로 발 하기 한 

것이다. 이 융합에 사용되는 기술은 음  센서로 근거

리 물체 감지, 경고하는 시스템인 UWS, 이더, 카메라 

융합으로 충돌가능성 제어하는 시스템인 PCS, 내연기

과 기배터리를 조합한 공해 자동차인 HEV, 수소, 산

소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에 지로 구동되는 수소연료 자

동차인 FCV 기술이 결합되고 있다[10].

개발 황은 해외  국내 기업과의 력  합작을 

통해 안 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한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을 개발 에 있다. 국내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낮고 부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

아 주요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차량 안  서비

스와 ITS 서비스 핵심기술인 VMC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DMB 지원 단말을 통해 방송, 교통정보, 길안내 심

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2.2 기계로봇 분야

스스로 생각하고 동작하는 인공지능 로 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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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 으로 한다. 노동 체하는 수단에서 인간과 공

존하며 삶의 질 향상을 한 서비스를 실 하는 지능형 

로 으로 발 되고 있다.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단하여 

자율 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 이 되기 해서는 지능

형 로 과 네트워크 융합 기술이 요구된다[11]. 

재, 차세  로  시장을 선 하기 해 범정부 차원

에서 련 제도를 구축하고 유망로  제품을 선정하고 

집 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능형 감시로  시스템을 구

축하여 출입 추 을 감시하거나 험물 실시간 감시기능 

로 이 있다. 교육용 로 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도도 확 되고 있다.

2.3 조선 분야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목 으로 SW 기술을 활용하

여 선박을 건조하고, 운항 시스템을 최 화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사용되는 기술은 선체 내부를 통합 으

로 모니터링하며, 인공 성을 통해 육상에서 선박 원격

제어하는 SAN (Ship Area Network), 조선소 내부의 물

체와 이동체를 실시간 추 하여 생산 효율성 증 하고 

물류비용 최소화하는 YAN (Yard Area Network), 항구

출발부터 도착까지의 과정을 수집 분석하여 안 , 보

안 체계 구축하는 e-Navigation 기술들이 있다[11].

재 선박/조선용 IT 기반 융합 기술, 시뮬 이션  

통신 기술, 생산 라이 사이클 리 시스템 기술 확보 추

진 에 있으며 디지털 선박개발, e-Navigation 항해시스

템등 표 화 기술을 활용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공업이 KT와 력하여 생산 장에 와이 로를 

용하여 디지털 조선소를 구축하고 있다.

2.4 의료 분야

개인 맞춤형 스마트 어 서비스를 목 으로 IT, BT, 

NT 기술을 이용하여 융합 칩, 로 , 헬스 원격 서비스까

지 망라하는 미래형 생명의료 산업으로 발 하고 있다. 

사용되는 기술은 인체내 물질로 생체 연료 지를 만들고 

지속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노 지를 생산하는 융합형 

원 시스템이 있다. 이외에도 작은 개부를 통해 단일 

통로 수술로 을 삽입하여 수술을 수행하는 최소 침습 

수술로 , 질병의 방 진단 등 모든 의료 활동에 자가의

료나 원격의료를 가능  하는 헬스 어 센서 기술등이 

있다[11].

재 IT를 심으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의 간의 융

향을 통해 의료산업에 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

하고 있다. 지능형 운동기구, 체력 운동량 체지방 측정기 

등 건강정보 수집 기기를 통한 건강 운동정보를 네트워

크를 통해 수집 리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 에 

있다.

2.5 의류 분야

심신을 지켜주는 스마트 의류를 목 으로 소재 기술, 

패션 디자인 요소, IT 신기술이 융합된 심신 최 화형 의

류 산업으로 발 되고 있다. 

유 자, 암세포 등 특정 물질을 감지하는 자 바이오 

센서와 착용자의 여건 기분에 따라 변하는 웨어러블 기

술 등이 있다. 고기능 섬유, 나노섬유, 슈퍼섬유, IT 융합

섬유 등과 같은 국내 섬유기술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 수

으로 발 되어 있다. 국내 IT 섬유 융합 기술개발은 

학이나 연구기 을 심으로 하여 로젝트 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체온유지, 습도조  

같은 기능성 의류를 매하고, IT 융합형 디지털 의류를 

개발하 다[11].

이외에도 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무인 항공기

를 목표로 기반 항공기술과 자제어, 인공센서 등의 I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안 성 자율성을 가진 국가기반 산

업으로 발 하고 있는 항공 분야, 네트워크 기반의 쟁 

환경 변화에 능동  처하는 것을 목 으로 장 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기 해 감시․정찰, 정

타격 등에서 IT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 해외 시장 확

로 발 하고 있는 국방 분야, 인쇄공정의 디지털화로 신

속하게 인쇄하는 지능화된 인쇄시스템을 구축하는 인쇄 

출  분야 등이 있다.

3. 학습이론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지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

는지에 한 인식론  입장을 의미하는데 1980년  이후 

교육 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안  

교수 학습 체계로 제기된 학습이론이다[12]. 구성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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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교육은 실제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심으로 사

회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상하고 지식을 검증해 

볼수 있도록 진행된다. 표 인 로 문제기반학습

(Problem-Based Learning, PBL),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 CBL), 로젝트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이 있다. 구성주의는 단순한 지식의 수나 많은 양의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비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과 수행능력 증진을 목표로 학습자를 수동

인 수용자가 아닌 능동 인 지식의 구성자로 인식하고 

학습자 심의 교육활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융합 교육에 

합한 교육 방법이다.

1) 문제기반학습

문제기반학습이란 실제 사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같은 복잡성과 비구조화된 특성을 가진 문제를 심으로 

동학습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련 

내용 지식, 동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율  학습능력을 학습해 가는 학습자 심의 학습 방

법이다.

2) 사례기반학습

사례기반학습은 이미 발생했던 사건이나 사례를 활용

하여 교과목이나 주제에 합하도록 내용에 변화를 주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사례기반학습은 실생활

의 상황과 사건에 기 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되며, 

학생들은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과 문

제해결의 교육  경험을 갖게 된다.

3) 프로젝트기반학습

로젝트기반학습이란 학습자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

거나 주어진 주제 하에서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해 

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

로젝트기반학습에서는 동학습활동과 문제해결활

동,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 학습

자 심의 자율 인 활동, 고차원  사고능력 개발을 

한 학습자 ‘성찰과정’ 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 창작 방법과 응용에 한 교육은 모

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필요하고 이들의 아이디어를 종합

하고 필터링 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 구 , 페이

스북 등의 회사가 표 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

문가를 상으로 머리 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어떻

게 표 하고 정리하고 달하는가에 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복잡한 수학 , 경

학  지식을 갖춘 문가만이 아닌 비 문가도 활용 

방법을 숙지하면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

서 여러 가지 교육 모델 에서 비 문가들이 쉽게 응용

할 수 있는 사례 기반의 학습 모델을 본 연구에서는 아이

디어 창착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한 모델로 설정한다.

4. 아이디어 창작 핵심 역량 강화를 위

   한 교수-학습 모형

[Fig. 1]은 아이디어 창작 핵심 역량강화를 한 교수 

학습 모델이다. 이 모델 설계에는 4가지 컨셉이 설정되어 

있다. 

첫 번째 컨셉은 내  역량을 한 창의  사고 능력 

배양이다. 융합에서는 문제 해결을 한 아이디어 도출 

 기획이 핵심이다. 지식 기반의 사회는 이미 충족된 하

드웨어 인 라에서 보다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야 하는 소 트웨어 산업 시 가 도래 하 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지식 기반 사회에서 기업 역량을 강화하기 

해서는 외형 인 로세스 개선이 아니라 사람에 촛 을 

맞춘 내형 인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을 맞추어야 

한다. 

두 번째 컨셉은 교육 수요자를 그룹화 하고 이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식 기반의 사회로 옮겨

가고 있는  사회에서 소 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개개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

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컨셉은 융합 기술에 한 이해이다. 아이디어 

창작  개가 신제품 는 신 시장을 개척하기 한 용

도로 사용되기 해서는 재의 융합 기술에 한 반

인 이해와 앞으로의 동향에 해서 알아야 한다.

네 번째 컨셉은 사례 기반의 도구를 이용한 기획 방법

으로 아이디어 기획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비 문가들

을 한 융합 교육과정 개설을 해서 본 연구에서는 쉽

게 이해할 수 있고, 용성이 높은 사례 기반 학습 모델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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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oposed Teaching and Learning Model

교육 과정은 융합에 한 배경 이해, 창의  사고 능력 

배양, 아이디어 기획 개, 그리고 아이디어 융합 로젝

트 단계로 구성된다.

융합 배경 이해 과정에서는 융합 기술과 동향에 해 

학습한다. 이후에 창의  사고 방법을 학습하고 어떤 방법

으로 만들것인지에 한 아이디어 창작 과정과 달 과정

을 학습한다. 달은 과제 기획 는 필요성을 구성원들에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효과 인 달(Communication)을 

해서는 What, Why, Who 세 가지 구성 요소가 갖추어

져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한다. 이후에 시

장  수요 분석, 연구개발  매 략으로 학습 과정

이 구성된다. 

아이디어 융합 단계에서는 어떻게 융합되어 성공했는

지 사례 기반 융합 로젝트 과정을 통해 학습한다. 이후

에 자유 주제로 융합 로젝트를 실습한다.

5. 결론

재 국내에서는 융합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융합 연구의 결과물은 여러 분야에서 제작되고 있

지만 아직도 교육 과정에서는 융합 교육 과정에 한 이

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융합 교육 과정에서의 

핵심인 아이디어 창작에 을 둔 융합 교육 과정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창작 핵심 역량 강화를 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한다. 제안된 교수-학습 모형은 

교육 과정은 융합에 한 배경 이해, 창의  사고 능력 

배양, 아이디어 기획 개, 그리고 아이디어 융합 로젝

트 단계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과정에 합한 교육 주제

를 기술하 다. 제안된 교수-학습 모형은 융합에 합한 

핵심 아이디어 도출을 한 모델로서 새로운 융합 교육

의 역을 제시한 의미 있는 모델이다. 

추후에는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 분석을 통

해 융합 교육의 문제 을 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연구

를 진행할 정이고 학습 효과에 한 설문을 통한 검증

을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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