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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소기업 간 지식ㆍ기술 융합의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는 요즘,이를 실천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

체적인 방안이 부재하고 고품질의 융합 실천 교육 콘텐츠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임

직원의 융합과제 발굴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중심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3단계로 연구목표를 세분화하여 

제시한다.1차로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융합 동향 및 현황파악 및 융합성공사례 분석을 위한 표준분석 방안을 마련하

고,2차로 중소기업 융합 성공사례 발굴 및 자료수집과 융합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한 융합 모형을 개발하며,3차로 

중소기업 임직원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이를 통해 융합 교육

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신제품ㆍ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신시장 창출,중소기업 기술과 성장의 한계

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식ㆍ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트랜드 부합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를 이루고자 한다.

주제어 : 중소기업,융합,수업설계,수업전략,교수·학습모형,창조경제

Abstract The need for integration of knowledge and technology among SMEs has been acknowledged, and 

lacks ways of convergence in practical education. Therefore contents of convergence in practical education of 
high quality are needed. In this study, a case-oriented curriculum and contents were developed to enhance 
employee's skills of SM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3 steps. The first step is analysis of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convergence of SM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areas. Thus drawing up measures of standards to 
analyze a successful case. The second step is collection of materials, and development of models through 
successful cases of convergence. The third step is the analysis of a curriculum to enhance employees’ of SMEs 
and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 program. This study may lead to strengthening competition of SMEs 
through knowledge and technology convergence based on develop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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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고도화되는 요즘,기존에 없는

완 히새로운제품과서비스의창출보다는검증된기술,

아이디어등을창조 으로재조합하여새로운가치를창

출하는융합이효과 인 신의방안으로제시되고있다.

국제융합컨퍼런스에서 DanielPink(2010)는 21세기는

Hightech,Highconcept,Hightouch로이어지는시 라

고 주장하 으며[1],융합은 향후 미래 산업사회의 변화

를 주도할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망이다.이를

해서는 기업인들의 자발 참여가 필수 이나 구체

인 추진 방법에 한 제시가 부족하고,내실있는 가치를

실 하기 한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 보강이 시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 임직원의 융합 역량 강화

를 한사례 심교육과정발굴 콘텐츠개발을 해

소기업의 국내ㆍ외 융합 동향 황 악,융합성공

사례 분석을 한 표 분석 방안을 마련하여 소기업

융합성공사례발굴을 한융합교수ㆍ학습모형을개발

하고, 소기업 임직원 융합 역량 강화를 한 교육과정

분석(ISD,CBC,DACUM)과 교육 로그램을 최종 으

로 개발하여 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 도움이 되

고자 한다.

2. 중소기업 융합 역량교육의 이론적 고찰 

2.1 국내·외 중소기업 융합 및 정책동향 분석

국내의융합동향을분야별로살펴보면,‘자동차’분야

는 인간친화 인 지능형 자동차개발을 목 으로 안 하

고 편리하며 친환경 고효율의 ITS(IntelligentTransport

System)산업으로 발 하고 있으며,‘조선’융합분야는

고부가가치High-end선박건조를목 으로운항시스템

을최 화하여고부가가치국가경쟁력산업제고에앞장

서고 있다.‘의료’분야는 개인 맞춤형 스마트 어 서비

스를 목 으로 IT,BT,NT기술을 이용한 융합 칩,로

,헬스 원격 서비스까지 망라하는 미래형 생명의료 산

업으로 발 하고 있으며,‘의류’분야는 심신(心身)을 지

켜주는 스마트 의류를 목 으로 소재 기반기술,디자인

요소,IT신기술이융합된최 화형의류산업으로발

하고 있다.‘인쇄,출 ’분야는 새로운 미디어와 결합된

창조산업으로 인쇄공정의 디지털화로 신속하고 지능화

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건설’분야는 삶의 질 향

상을 한 스마트 시티 구 을 목 으로 IT기술을 목

하여 시간 비용을 감한 기술과 리시스템을 개발

하고 있다.

국외의 융합동향을 살펴보면,미국은 2002년 ‘인간수

행능력 향상을 한 융합기술 략’을 수립하여 NBIC

(NanoBioInfoCogno)틀을도출하고정부,교육계,민간

기업,개인등에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EU는 2004년

‘지식사회를 한융합기술발 략’을수립하고미국의

NBIC 략에 환경과학,사회과학,인문학,윤리 규제

장치를추가하여추진하고있으며,일본은‘제4기과학기

술기본계획(‘11~‘15)을 수립하여 첨단융합 역 신 창

출거 을형성하여인문사회과학과자연과학의융합연

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은 ‘과학기술 발 제12차

5개년계획(‘11~‘15)을수립하고방송,통신,인터넷의3망

융합을 극추진하며과학기술과문화의융합을강화하

고 있다.

2.2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찰

기업이 신 성과를 나타내기 한 가장 요한 과

제 하나는 우수한 인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나 소

기업의경우우수한인력확보의어려움과인력개발

육성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실이다. 기업과 달리 기

업의 환경과 경 상태,업무특성에 따라 인 자원 개발

을 한 독자 인 학습 형태를 구축하고 있는 소기업

은자신들의환경에 합한인 자원개발방법 모델

을 용해야 하며,단기 차원이 아닌 장기 인 에

서 조직을 변화하고 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실질

계획이 필요하다[2][3][4].

인 자원 개발을 해서는 최고경 자(CEO) 간

리자인리더의역할이매우 요한데,리더의역량은6

가지의 일반 역량(사업이해, 로젝트 리,피드백, 계

형성,진단 평가)과 5가지의 주요 역량(변화 리,소

통,비 설계,갈등 리,인 자원개발 련 문성)으로

구분된다.리더는 와 같은 역량을 기본으로 하여 변화

하는환경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며기업가치극 화

에노력해야하며, 기극복 새로운기회창출을 한

략 사고(Strategicthinking)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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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중심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3.1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소기업은 고용의 진,소득의재분배,투자활성화

를 진함으로써우리경제에차지하는비 이나기여도

가매우높다.그럼에도불구하고,생산성 수익성이하

락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기업과 격차가 차 확 되

고 있는 것이 실이다. 소기업들이 기술 융합화 추세

에 응하고 창조경제 확산을 이루기 해서는 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으로 비교경쟁

력 강화 속히 성장하는 융합시장의 선 이 필요하

다. 소기업을 상으로 융합실태를 조사한 결과,신시

장 창출 고부가가치화를 한 융합 추진의 필요성은

높으나,융합추진여건 지원제도등이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8]. 소기업 임직원의 경 방식 능력은 기

업의 성패와 매우 한 련이 있으며, 향력은 기

업에 비해 크고 이들의 경 능력이 미흡하면 쉽게 경쟁

력을 잃는다.그 기 때문에 소기업 임직원을 상으

로한체계 인교육모형 콘텐츠를발굴하여실제

인사항들 심으로 장에서직 수행할수있는실무

인사례 심교육이필요하며실제 인교육 로그램

을 제시한다.

3.1.1 역량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

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로그램은 사례

심 이고실제 인사항들을 심으로 장에서직 수

행할 수 있는 실무 인 내용으로 구성한다.교육내용은

소기업 임직원의 융합역량 강화를 한 배경,내 가

치창출,융합활동 사업추진을기반으로 주제에

한 세부 교육주제로 구성하 다.세부 교육주제는 ‘융합

의필요성’,‘기업핵심역량분석’,‘시장기회분석’,‘융합

기술과제발굴’,‘융합기술과제기획’,‘융합기술R&D

사업화’로구성하 으며,세부주제에 한교육추진

략으로 각 세부 주제에 한 정의,필요성,방법 사

례를구성하고,교육추진 략에따른사례 심의교육

콘텐츠를제공한다.종합과정은총8시간동안 소기업

융합에 련된 반 인 이해와 융합기술 개발 추진을

해필요한단계 요소로구성되며,본연구에서제시

하는교수학습모형수행을 한교육콘텐츠는 소기업

융합의 성공 사례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보다 실성

있고 실제 인 교육이 가능하다.

[Fig. 1] Teaching·Learning Model

3.1.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례 심의이론교육 실습을통한실무역량강화

증진을목표로각교육의주제에따라2가지형태로진행

한다.첫번째,교수자가이론 개념에 해학습자에게

지식 달을 해이론 설명의정보 달 주의 강의

형태로 진행한다(동기유발▶내용 달▶사례 심▶내용

정리).두번째,교수자가학습자에게학습과제를제시하

고,학습자는 제시된 과제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

른학습자들과 의 토론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실

습형태로 진행한다(과제제시▶이론설명▶과제실습▶결

과발표 피드백).세부교육주제 첫번째,‘융합의필

요성’에서학습자는 소기업융합기술 황과패러다임

을이해한다.두번째,‘기업핵심역량분석’에서학습자

는 기업 핵심역량에 한 이해와 다양한 분석방법을 바

탕으로 융합 성공사례를 살펴본다.세 번째,‘시장 기회

분석’에서는사례를 심으로기술환경,법제도 정책,

고객수요,이해 계자 분석 방법을 통해 시장 기회를 분

석한다.네번째,‘융합기술과제발굴 기획’에서학습

자들은서로 업활동을통해융합기술과제를도출하

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획방법을 학습한다.다섯

번째,‘융합기술R&D 사업화’에서학습자는융합기

술R&D에 한기본 인개념 방법에 해이해하고

사업화 방안에 해 학습한다.

다섯단계의심도있는사례 심교육을통해 실성

있고, 용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 할 수 있으며,

문가의지도와피드백을통해실제 이고효율 인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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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활동을 기 할 수 있다.

3.2 사례기반 역량강화 교육 콘텐츠

3.2.1 융합의 필요성 및 현황 관련 교육

최근‘정보화시 ’를넘어‘융합시 ’로의 속한진화

와함께 로벌 기이후우리산업·경제의새로운돌

구로 융합이 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차세 기술

명은 신기술간 는 이들과 타 분야의 상승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이 주도할 것으로 측된다.융합기술은

단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이종 기술의 효용성을 융

합하는기술들이다양한형태로발 하면서새로운제품

서비스 시장의 창출 역(BlueOcean)으로 인식되고

있다[9][10][11].미래창조과학부는 ‘08년 11월 국가 차원

에서 융합 기술을 종합 ,체계 으로 육성하기 해 국

가융합기술 발 기본계획(‘09~‘13)수립하여 장기 6

추진 략 16개 실천과제를 도출하 다.산업통상자원부

는‘11.4월산업융합 진법을제정하고제1차산업융합발

기본계획(‘13~‘17)수립하여 3 추진과제와 10 세

부과제를 도출하 다[12].

<Table 1> Classification of Industry Convergence 

[13]

Division TechnologyDriven MarketDemand

Valueadded
Technological

evolution
Advancedmarket

Valuecreated
Creationofnew

technologies

Creationofnew

industries

소기업청에서는기술주체간수평 력을통한경

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소기업 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융합 상,융합목 효과,융합연구 수행

방법에따라 소기업융합을7개의하 유형으로분류

하 다. 소기업 역시 최근 융합이 기업경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두되는가운데기업간융합추진필요성

이87.9%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14].이와 련한기

업 사례를 살펴보면,밸 제조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던

A기업[15]은산업용특수고무,라이닝기술을보유한참

여기업과 융합을 통하여 ‘Pilotvalve에 의한 서지제거용

스마트밸 시스템’이완성되었다.압력감지 자가진

단으로차별화되어개발된제품은기존수입제품을 체

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 할 수 있게 되었다[16].

<Table 2> Classification of SMEs Convergence[1]

Division Type Smallclassification

Target

Technology-driven

Technology+Technology,

Technology+Industry,

Technology+product

Market-driven

Product+Product,

Industry+Industry,

Service+Service

Purpose

&

Effect

Tech

nology

driven

improvements
Enhanced,Expansion,

Advancement

Creationof

new

technologies

Development,Creation,

Technology/products

collapsibility

Market

driven

Marketvalue

enhancement

Expansion,Exploitation,

Creation

Methods
Performedalone E,U,I

collaboration E-E,E-U,E-I,E-U-I

※ E:Enterprise,U:University,I:Institute

3.2.2 기업 핵심역량 이해 및 분석 관련 교육

기업의핵심역량은경쟁기업에상 으로차별 경

쟁우 를 바탕으로 지속 인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독특한 자원과 역량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

으로시장에서구입가능,재생산,복제 는 체가불가

능한 유무형의 자산으로,기업 내부에 공유되어 있는 기

업특유의총체 인능력,기술,지식의통합된기능이나

기술을의미한다[17].핵심역량은기업의경 리, 략

산업 인 라 구축, 략 제휴 네트워크 구축을

해 요하며,기업은 자사의 핵심역량이 없이는 경쟁

우 를유지할수없다[18][19].이를 해오 이노베

이션을실행하는기업은연구,개발,상업화의일련의과

정에서 자사의 필요 역량을 획득하기 해 다른 기업들

과 력하게 된다.궁극 으로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해

서 트 십을형성하고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여 신

을달성하게되는것이다.기업핵심역량분석[20]을

해서는3가지의핵심역량으로구분하는데,첫째,기술역

량(Technologicalcapability)수 이 높을수록 매출액과

부가가치창출에유리할뿐만아니라지속 인성장 략

의 추구에서도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둘째 자

원역량(Resourcecapability)은 기술과 지식의 집합이며

기업의 략 산업인 라구축,제휴,네트워크구축,경

쟁력을얻기 해자원의 요성이강조되고있다.셋째,

기업의마 역량(Marketingcapability)은연구개발성

과를 내는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 시장의 특성

마 에 한기술의시장성분석,수익성분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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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석능력이요구되고있다.이와 련한B기업[21]의

사례를 살펴보면,기술역량은 수익의 10%씩 R&D에 투

자하여얻은최첨단정 학,정 기계,첨단 자기술이

있다.지속 인 기술개발을 통해 모방할 수 없는 독자

기술력과 지 재산을 극 보호함으로써 다량의 특허를

획득하고 있다.자원역량을 강화하기 해 ‘연구개발 재

고 조사’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하여 연구개발 부

문의 극 인 개 으로 한정된 자원을 유망한 분야에

집 하여이익기여도를극 화하고물류의효율화를추

진하는 공장 배닝(vanning)시스템을 도입해서 비용을

감했다. 한셀생산방식(다품종소량생산가능)을도

입하여 사람 심의 완결형 생산 신으로 주문형 생산에

응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생산성 제고에 성공할 수 있

었다.마 역량을강화하기 해 세계 매네트워

크를 활용하고 신흥시장 매 강화를 한 지속 인 노

력으로 로확 에 노력하고 있다[16].

3.2.3 핵심역량 이해 및 시장 기회 분석 관련 교육

융합기술 개발을 해 외부환경 분석과 함께 목표고

객을 설정하고,시장을 세분화하여 시장 기회를 분석하

는 단계로,새로운 융합기술의 도입이 고객의 니즈에서

출발하여이해 계자들간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지

여부를분석하는것이다.이를 해거시 인메가트랜드

황분석,기술환경 정책분석,고객수요분석,이해

계자분석이 필요하다.이와 련한 C기업[22]의 사례를

살펴보면,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이 마요네즈를 러시아로

가져가는입소문이퍼지면서우연을기회로만들기 하

여 러시아 장조사를 통해 거시 ·미시 환경 분석을

통해C기업의제품이맛있다는구 (口傳)마 으로매

출의 가속화를 높일 수 있었다.여기에는 한국제품의

랜드 이미지가 상승되는 경제 환경 분석,외국인 투자

우 조치,세제혜택 등의법률 환경분석,추운날씨로

기름기있는 음식을 선호하는문화 환경 분석 등의 철

한 사 분석과 략으로 이 진 사례이다.

3.2.4 융합 활동을 통한 과제 도출 관련 교육

융합기술 과제발굴은 새로운 기술 간에 는 기존 산

업,학문간의결합을통해새로운창조 가치를창출하

여미래경제와사회,문화의변화를주도하는기술을기

반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거나,많이 활용되지 않은

유무형의 아이템 과제를 찾아서 밝 내는 것이다.성공

인 과제발굴을 해서는 과제를 기획하는 ,실제 과

제를 개발하는 ,과제개발을 지원하는 과 이를 심사

하고평가하는발굴과제심사평가 으로구성할수있

다.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기 해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유망산업분야를 발굴하고,공공연구기 의 기술을

활용해유망사업화 로벌신규아이템을제시함으로써,

기업에 사업화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23]

Excavationofstrategic
promisingitems

Promisingitem
selection·evaluation

Internal
resources
analysis

Promising
item
list-up

▶
Screen
ing

▶

Depth
analysis
of
feasib
ility

▶

Busi
ness
strategy
support

Industrytrend
analysis

International
comparable
company
analysis

[Fig. 2] Excavation step-by-step process of a 

promising future items

이와 련한 D기업[24]의 사례를 살펴보면,3D 상

서비스의 심이높아지는요즘안경을착용하지않고3D

시청을 요구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무안경식 디스 이

기술을 분석하여 독자 인 개발기획을 통해 lenticular

lens방식의3D 용 즈를기획하여자체개발한다각형

의 Polygonlenticularlens개발하여 소비 원가를 감하

다.D기업만의 핵심역량을 분석하고 융합 활동을 통한

신규 융합과제 도출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

3.2.5 융합 기술 R&D 전략 수립 관련 교육

고객 니즈,환경 분석을 통해서 목표시장이 정해지면

연구개발(R&D)을통해서제품을생산해야한다.연구개

발은 고객니즈 기반의 SWOT분석을 통해서 제품 컨셉

을결정하고목표제품개발을 한아이디어도출,문제

해결 한다양한도구 기술의융합을고려해야한다.

Leverage
strengthsas

opportunity

Deletestrengths

significantthreat

Seriousweakness
thatpreventsthe
growthof

business

[Fig. 3] SWO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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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니즈를 찾아내는 것이 제품개발에서 가장

요한데,환경·시장분석을통해고객니즈를분석한다.

<Table 3> Analytical methods of customer needs

Analysissheetexample Segmentationneeds

*Why

·Whydoyouneedtheproduct?

*When/Where

·Whenitisrequired,andwhere

doyouuse?

*How

·Howdoyouusetheproduct?

*Who

·Whowillusetheproduct?

*Weakness

·ConsumerdissatisfactionWhat?

Needstodiversify
▼

Importanceofproduct

attributes

▼

Simplificationofproduct

concept(or)

▼

CustomerLifeStyletrend

analysis

▼

Observationresearch

제품개발에앞서서어디에팔아야하는지를보다정

교하게분석하는시장세분화를통해실패확률을낮춘다.

고객,경쟁사,자사역량을 분석하여 타겟 마켓을 설정하

는 것이 목표로 고객 행동변수를 이용하여 시장을 세분

화한 다음,고객 특성변수를 이용해 세분시장 각각의

반 인 특성을 악한다.

DataCollection

▶

Checkdetails

Market

▶

Detailedmarket

characterization

Customer

Behavior

variables&

Customer

specific

variables

Customer

Behavior

variables

Customer

specific

variables

[Fig. 4] How Market segmentation

이와 련한 E기업[25]의 음성인식 R&D사례를 살

펴보면,자체 인 연구 개발을 해 독립 인 연구소를

설립하여꾸 히신기술에투자하여비교 단기간에우

수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며,독립 인 연구개

발이가능하도록양산 랫폼개발자들의노력으로수익

의 부분을 다시 R&D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속 인 경

쟁력 강화를 해 노력하고 있다.

3.2.6 융합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관련 교육

기술 신의 과정에서개발된기술의이 ,거래,확

산과 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과 그

과정을사업화하기 해기술과제품을상업화하는로드

맵을 제공하여 체의 과정을 세분화하고 일련의 주요

단계와결정 인활동들을 악하여성공의가능성을높

인다[26].

<Table 4> Technology business model

Technology Marketing Business

Con

cept

Step1

Research

Technical

analysis

Measuring

market

needs

Potential

Venture

Dev

elop

ment

Step2

Feasibility

Technical

feasibility

Market

analysis

research

Economic

feasibility

Step3

Develop

ment

Engineering

underlying

model

Marketing

strategy

Business

Strategy

Step4

Intro

duction

Pre-producti

onphase

underlying

model

Market

feasibility

analysis

Business

start

Com

mer

ciali

zation

Step5

Growth
Production

Sale,

distributed

Business

growth

Step6

Maturity

Product

support

Market

diversifica

tion

Market

maturity

신제품이성공 으로시장에진출하기 해서는도입

단계,성장단계,성숙단계,쇠퇴단계의 제품생애주기

(Productlifecycle)과정을 거친다.제품에 한 소비자

의 인지도,새로운 고객의 확산속도,유통조직,경쟁자의

참여등이각각다르기때문에각단계별마 략도

다르게 된다[27].

<Table 5> Marketing strategy corresponding to 

the product life cycle

Introduction Growth Maturity Decline

Product
Basic

product

Add

properties

Model

diversificati

on

Stop

selling

Sale

price

Added

benefitto

manufact

uringcost

Price

correspond

ingtothe

market

demand

Thesame

priceasthe

competitor

Pricecut

Distri

bution

organi

zation

Selectively

adopted

Strong

Distribution

organization

Distribution

organization

expansion

Retail

shop

close

Advert

ising

Retailers

to

promote

To

promote

public

Product

usefulness

emphasis

Ad.

cut



Capacity Building Measures of SMEs Employee for Spreading the Creative Economy: For focus on Excavation of Convergence Proje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613

이와 련한 F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23년의 노하

우가 축 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문 연

구 을 구성하여 지속 인 투자와 노력으로 국내·외 지

재산권획득,미국과일본에지사설립등해외기술수

출 력에 노력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소기업 임직원의 융합과제 발굴 역량강

화를 한사례 심교육과정 콘텐츠개발을 해3단

계로 연구목표를 세분화하여 제시했다.첫 번째로 소

기업의국내·외융합동향 황 악 융합성공사례

분석을 한 표 분석 방안을 마련하 다.둘째로 소

기업융합성공사례발굴 자료수집과융합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융합 모형을 개발하 다.세 번째로 소기

업임직원융합역량강화를 한교육과정분석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이를 통해, 소기업인의 융합

필요성이 증 되고 융합을 한 방향성 실질 인 방

법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지식·기술 융합 교육을 통해

신기술·신제품개발의활성화를 해 소기업임직원의

융합에 한 인식확 추진방법에 한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으며, 소기업 융합 교육의 양 성과를 이룬

시 에서보다 실성있고가치있는융합성공사례

기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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