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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려면 기술혁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는 혁신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기술 및 제품개발

에 일련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기업들이 잘 시행하고, 기술혁신 및 제품개발

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개발된 원천기술과 상용화 간의 간극(gap)을 줄이고 기술개발의 연쇄적인 문

제점을 해소할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인프라를 구축하여 기

술/제품에 대한 지식을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 또는 사용자들과 공유하고 완성도

가 높은 시제품 제작으로 기업의 한정된 내부자원과 상품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환경과 자원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개발-

시장개발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 활용될 수 있는 신개념의 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위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셜기반 manufacturing platform과 제품

제작 인프라 및 기업지원, marketing 등을 지원하는 신 에코시스템인 CSP(Crowd 

Sourcing Platform) 구축 및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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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거의 연구개발 형태를 탈피하고 다른 혁신 

주체들과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

춘 시장주도형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

한 Open R&D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인력 등 연구개발 자원에 대한 역

량이 부족한 상태로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를 적기(time-to-market)에 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IT기술과 시장의 환경 변화 

등 기술동향이나 시장분석, 마케팅 등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

문에 외부역량을 활용하여 자체 보유역량을 결집시켜 

시장에서 차별성과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개

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 및 개발자, 전문가를 참여시켜 제

품의 품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개방형 혁신활동과 이

를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등 개방형 혁신

을 통한 Open R&D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

신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고자 산업융합기술 분야의 중

소·중견·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과제기획 및 제품 디

자인, 목업 제작, 시제품 생산, 시험, 인증, 표준화 등 

기업 생애 전주기를 한곳에서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one-stop), 원루프(one-roof)’ R&D 지원 체계를 구축, 

운용하여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인

프라 구축을 목표로 소셜기반 개방형 크라우드 소싱 플

랫폼 기술과 각종 기술지원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등 중

소기업의 융합제품개발을 위한 혁신인프라를 제시한다. 

Ⅱ. 기술동향 및 시장분석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 내 또는 정부 주도의 

R&D 투자의 한계성 극복을 위해 Outsourcing 개념의 

R&D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최고 수준의 산업융합 기술

개발 및 혁신제품 확보를 위한 기업의 R&D 유형이 진

화함에 따라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방식의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제품 혁

신형 R&D로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활동과 시

<표 1> 전세계 소셜/협업 어플리케이션 시장 규모 예측(2010-2016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 
Share(%) 

2011-2016 
CAGR(%) 

2016 
Share(%)

Email Applica-

tions 
3,188.0 3,463.0 3,669.4 3,884.0 4,147.0 4,447.6 4,754.9 40.7 6.5 29.9 

Instant 

Communications 

Applications 

1,148.4 1,168.6 1,205.6 1,250.8 1,304.4 1,368.6 1,433.0 13.8 4.2 9.0 

Team Collabora-

tive Applications 
1,036.4 1,236.2 1,367.8 1,514.9 1,693.6 1,907.9 2,150.9 14.5 11.7 13.5 

Conferencing 

Applications 
1,725.0 1,872.8 2,062.5 2,276.1 2,513.5 2,789.8 3,091.7 22.0 10.5 19.4 

Enterprise Social 

Software 
549.1 767.4 1,070.3 1,474.2 2,099.4 3,068.2 4,495.8 9.0 42.4 28.2 

Total 7,646.9 8,508.0 9,375.6 10,400.1 11,757.8 13,582.1 15,926.2 100.0 13.4 100.0 

Growth(%) 6.7 11.3 10.2 10.9 13.1 15.5 17.3

<자료>: IDC, Ju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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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간의 공동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셜/협업 시장 전망 

<표 1>과 같이 전세계 소셜/협업 어플리케이션 시장

에 대한 2016년까지 IDC 예측자료에 의하면 8.5(B$)에

서 15.9(B$)까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연평균 

13.4% 성장 예상)되며, 기술동향은 소셜 솔루션에서부

터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 시장으로 성장 가능하며, 모

바일 connectivity를 이용 사용자 중심의 최적의 융합 

툴을 이용한 seamless 서비스로 확장,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소셜커머스 시장 

2010년에 태동한 소셜커머스는 지역 상권을 온라인

으로 끌어들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2010년 5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1년 1조원을 돌파했고, 2012년에는 약 1조 2,000억

원, 2013년 1조 5,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1. 기술현황 

중소기업 신제품의 시장 성공률은 ‘1승 9무 90패’로 

100개의 신제품 중 소위 ‘대박’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

지는 실패 또는 낮은 수익 창출(본전)에 머무르는 현상

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다[3]. 즉,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

품개발에만 매달려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자원 및 내부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성공 확률이 낮은 아이디어를 초

기에 걸러내지 못해 실패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조기 

중단하지 못하고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과신한 나머지 

목표시장과 고객 니즈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무조건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다. 또한 비용과 개발기간 부족으로 한 두번의 시제품 

디자인 및 제작 후 양산에 돌입함으로써 제품의 기능 및 

(그림 1) 소셜매뉴팩처링 플랫폼을 이용한 연구개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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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완성도가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현

상이 발생되고 있다.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인프

라 구축 필요성 

- 개발된 원천기술과 상용화 간의 간극(gap)을 줄

이고 기술개발의 연쇄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

가 있음. 

- 기술/제품에 대한 지식을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 

또는 사용자들과 공유하고 완성도가 높은 시제품 

제작으로 기업의 한정된 내부자원과 상품성을 보

완하여야 함. 

- 모든 환경과 자원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개발-시장개발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 활

용될 수 있는 신개념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즉, 위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소셜 기

반의 Manufacturing Platform과 시제품 제작지원 및 

시험검증 인프라, 기업기술지원, Marketing 등을 지원

하는 신 에코시스템인 CSP(Crowd Sourcing Platform) 

구축, 운용이 필수적인 상태다((그림 1)참조). 

2.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R&BD 인프라 구축 필요성 

신제품 기획이나 연구개발, 사업화 등 기업 내부에서 

수행되던 R&D 프로세스를 외부에 개방하는 전략을 의

미하며, 외부 혁신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

고 개발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내부 유휴자원의 사업화

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4]-[6]. 개방형 혁신을 통해 

제품개발을 수행하는 Open R&D의 유형은 크게 

Local/Global Open R&D로 구분되어 국내외 기업들이 

이를 적용,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낳고 있음[7]. 

 대표사례 

대표적인 국내 적용사례로는 2015년 5월부터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셀프 제조 기반시설로 경기도 지방 중소

기업청에서 시행 중인 시제품 제작터[8]와 뿌리산업 육

성을 위해서 창업에서 제품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하는 시스템을 구비한 시화기술지원센터 등이 있다. 국

외 대표사례로는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R&D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도입한 중국의 

Zhangjiang Hi-tech Park의 VIC(벤처 캐피탈, 특허법

인, 연구조직) Model 등이 있음[9].  

<표 2>는 국내외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인 개방형 혁신사례의 주요 특징을 비교, 정리한 것이

며, 최근에는 제안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쟁을 거쳐 사

업화가 가능한 혁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

의 아이디어오디션 등이 있다[10]. 그 외에도 2012년 6

월 1일 분당 SK텔레콤 종합기술원 1층에 위치한 테스

<표 2> 국내외 개방형 혁신 사례 특징 비교 분석 

 Techshop(미국) 시제품 제작터(경기도 중기청) 셀프제작소(경기도 중기청)

운용특징 
아이디어 제공자 스스로 기계와 장

비 이용하여 아이디어 제품화 

전문엔지니어가 아이디어 제품화 

(디자인, 설계 개발 전과정 지원) 

아이디어 제공자 및 학생, 1인 창

업자 스스로 기계와 장비 활용 

장비 특징 

범용장비 중심으로 구성(자동차 장

비도 보유), 초보자가 교육 후 사용

할 수 있는 수준의 설비 및 공구로

보유 

자동화, 전문화 장비로 구성(일부

범용장비 운영), RP(쾌속 조형기)

등 전문가 운영이 필요한 장비 중

심 

범용장비 중심 

지원대상 
목공, 유리가공 등 개인도 활용 가

능 
산업분야의 제조기업 일반인(제한없음) 

가입 방식 월정액 멤버십 이용 시간 당 과금 무료(상해보험 및 가입 별도) 

관련 교육 제공 이용방법 및 제작방법 워크샵 이용방법 워크샵 이용방법 및 워크샵 

운영시간 9:00~24:00 9:00~20:00 9: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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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룸, 프로젝트룸 등 갖춘 총 660 m
2
 (200평) 규모의 열

린 R&D공간인 ‘T-Open Lap’이 있다. 이는 협력사, 개

인 개발자 등이 SK텔레콤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R&D 활동 및 소통을 통해서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

도록 배려한 것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점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열린 기술개발의 장으로 향후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개방형 플랫폼 

개방형 R&D 플랫폼은 인터넷 기반의 소셜 소프트웨

어나 툴 등을 활용하여 협업을 지원하는 추세로 다양한 

사용자의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제

공과 사용자의 행동 패턴 등을 예측, 이를 매칭해 줄 수 

있는 개방형 R&D 협업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11].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개방형 혁신을 통한 

Open R&D 사례 연구를 시도하였다[12]. 

가. 소셜 플랫폼 구축 필요성 

- 최근에 새로운 비즈니스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mobility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전개되

고 있는 추세임.  

- 특히, 모바일을 토대로 개방형 플랫폼을 이용하

여 집단지성을 활용, 개발하는 방안(Open R&D)

은 통신사업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창출 및 활성

화를 위해 적용되었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신

규 서비스에 도입되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신 비즈니스모델 창출로써 

공공서비스에 도입하는 시도는 이제 막 시작단계

에 들어섰으며, 이러한 시도는 열악한 환경의 중

소기업 제품개발 및 기술혁신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예상됨. 

나. 국내 플랫폼 현황 

 테크인.net 

중소기업청 산하 산학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으로 산업표준분류에 의거, 기술인정보시스템의 7개 분

야 전문포럼을 운영, 관련분야 전문인들 간에 지식을 교

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참여 회원들의 공동명의로 

집단지성 보고서를 출판 

 아이디어 크림(www.ideacream.com) 

매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제품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실시하여 우수 제출 작품은 실제 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판매 수익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방식

으로 운영, 2012년 9월 현재 27개 주제에 대해 5,400개의 

아이디어 제안이 이루어짐. 

 소셜펀딩의 원조 펀듀(www.fundu.co.kr) 

소셜 펀딩을 이용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및 시장성 등

을 평가하여 홍보수단 등으로 이용하며, 사전 홍보로 조

기 고객 확보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무형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만들고 홍보와 후원이 가능한 새로운 소셜 

웹 커뮤니티 플랫폼을 제공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함

[13]. 문화, 예술분야에만 치중되던 프로젝트 지원을 기

술 단위로 확대하여 전 분야 프로젝트로 진행 중에 있으

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박원순 펀드[14]와 펀듀에

서 수행한 독도사랑 프로젝트 등이 있음. 

다. 국외 플랫폼 현황 

일본의 Cuusoo.com과 미국의 Quirky.com와 Innoce 

ntive.com은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탐색과 협력에 기반 한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에 노

력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이미 소셜 매뉴팩쳐링 플랫

폼을 단독으로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제품혁신을 이루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2004년부터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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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인 KTN(Knowledge Transfer Network)를 설립하

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상시적 접

촉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자발적 파트너링 기회

를 제공하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구축하여 2008년 현

재 22개 산업 분야에서 4,000개 이상의 참여기업과 1만 

5천명의 전문가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

다. 

 Quirky[15] 

온라인 기반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으로 일반 대중들

이 등록한 제품 아이디어 중 투표를 통해 가장 시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제품기획 및 양산까지 지원

하는 서비스로써 양산된 제품의 판매 수익에 따라 참여 

대중들에게 개런티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그

림2)참조) 

 Innocentive.com[16] 

2001년 오픈한 이래로 현재까지 전 세계 200개국의 

285,000명 이상의 등록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600개 중 1,400개 이상의 기업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평균 해결율: 57%). 

 Shapeways (www.shapeways.com) 

온라인을 통해 3D 디자인 설계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선정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프로

토타입 및 제품을 제작하여 주는 서비스 

 Cuusoo[17] 

일본 거점의 Quirky와 동일한 사업 모델 기반의 온라

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Kickstarter.com[18] 

2009년 4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2013년 3월 기준으

로 300만 명이상이 펀딩에 참여(총 모집 금액: 5억 달러 

이상), 특정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목표 모집 금액을 제시하여 이때 펀

딩하는 금액별로 차등적인 혜택을 제시, 개발하는 제품

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

함. 목표 금액만큼의 모금이 달성되면 기업은 제시했던 

(그림 2) Quirky 모델 적용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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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이행하며, 현재까지 37,000개 이상의 프로젝트

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 중 100만 달러 이상 

모금된 프로젝트들도 22개나 존재 

Ⅲ. 기업지원 혁신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선점과 중소기업의 혁신제품개발을 위한 

New Eco-System 구축으로 기업의 기초 원천 연구개

발 및 애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소셜기반의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구축으로 시장기반의 핵심제품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즉, 

혁신인프라를 통해서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고경력 연

구인력 지원 및 전문기술 교육을 활용함으로써 혁신제

품개발 지원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제품 서

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반인프라를 통해서 One-Stop 

/One-Roof 현장 밀착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우수한 산업융합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혁신제품의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꾀한다[19].  

특히, 연구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경력 전문연

구인력 등을 통한 관련 분야의 기술지도(멘토링) 및 기

술이전을 통해서 신규 사업기획이나 제품 및 기술동향, 

시장분석, 특허, 인증지원, 혁신제품의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1. 크라우드 소싱기반 매뉴팩처링플랫폼 구축 

추진하고자 하는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들을 

참여시켜 새로운 제품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이를 토

대로 집단지성을 활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하며, 소셜 기반의 크라우드 

소싱 모델 중 중소기업 제품개발에 적합한 소셜 메뉴팩

처링에 동시공학기법(Concurrent Engineering Method) 

및 크라우드 소싱 개념을 도입하여 제조분야의 기술 및 

(그림 3) 혁신제품개발을 위한 뉴 에코시스템 구축  



 

이재기 외  / 중소기업 융합제품개발을 위한 개방형 혁신인프라 구축  139 

제품 생산성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플랫폼

이다. 이 혁신플랫폼을 이용하여 혁신제품 및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는데 이때 여러 

분야(multi-domain)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veteran 

researcher의 활용이 중요하다. 기업이 개발에 주력하

고 있는 시장이나 틈새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핵심 요소기술 분석 등과 함께 

기술동향이나 시장분석, 응용개발(Mature Product 

Reinvigoration)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선도자(technology 

scout) 역할을 담당하는 개방형 혁신팀의 구성 및 활동

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온라인 중심의 혁신플랫폼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혁신플랫폼의 주요기능은 외부환경과 연계하여 통신

채널을 유지하며,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고 제안/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한 보안을 

보장하고 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공통서비스 및 애

로 기술지원, 특허지원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다양한 기술정보 등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다((그림 4) 참조).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형 혁신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체 에코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은 (그림 

3)과 같이 시제품 제작, 제품디자인, 시험생산과 상품화 

기획, 시험검증 및 대량생산/판매를 위한 마케팅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제품디자인 

분야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반의 ‘크

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도입하고 비용 절감 및 시제품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동시공학 기법을 적용하

여 시제품 제작 및 수정을 smart하게 집중 지원함으로

써 제품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폭넓은 아이디어 소싱과 참여를 통한 시장기반 기술 

발굴 및 제품개발 전 시장검증으로 자원 및 비용을 절감

하고, 상용화를 위한 물적 인프라 지원을 통해 발 빠른 

제품 제작 및 완성도를 제고한다. 그리고 다양한 온라

인, 오프라인 유통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유통 네트

(그림4) 소셜기반 개방형 크라우드소싱 혁신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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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구축 및 제품판로를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제

조한 제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 

2.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의 비즈니스 제안모델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는 (그림 6)과 같이 대표적

인 3개 모델의 장점을 살려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시

장기반의 소셜기반 개방형 혁신플랫폼인 크라우드 매뉴

팩처링모델을 발굴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즈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여 이

를 토대로 소셜 플랫폼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기술혁신 및 매출액 증

대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6)에서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sourcing의 대상)에 근거

하여 아이디어, 디자인/의견, 자금의 3가지로 분류하였

다. 이 밖에도 순수인력, 지식, 실시간 정보 등 크라우드 

소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본 분류에서는 

제품 기획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에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먼저, 크라우드 소싱의 대상이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인 경우의 대표사례로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Innocentive 모델을 들 수 있다. 이를 지원하

는 플랫폼은 문제 해결을 의뢰한 기업의 의사에 따라 개

방성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개방적이라고 볼 

수 없다.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 문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유관분야 전문성을 보유

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참여자 수는 많을수

록 좋다.  

두 번째로 소싱의 대상이 추상적인 디자인이나 의견

인 경우의 대표사례로는 Quirky사를 들 수 있다. 이때 

참여자들은 본인의 재량에 따라 고도로 훈련된 디자인 

능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단순 선

호 표시만으로도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그림 5) 동시공학개념을 적용한 플랫폼의 기업지원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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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개방성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단, 이러한 

개방성 때문에 참여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유효하지 않은 의견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대부분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소싱의 대상이 자금인 경우의 대표사례

로는 KickStarter를 들 수 있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이

라고 불리며, 크라우드 소싱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하

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18].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 위해 

금융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도 하였으며,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개발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 크라

우드 펀딩을 적극적으로 차용할 것임을 공표하기도 하

였다. 일종의 선구매식 금전 거래인만큼, 본 플랫폼의 

참여자는 의뢰 기업들의 잠재 고객이며 전문성은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앞서 

(그림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 혁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원천기술개발에서 얻어진 특허기술을 상

용화하기 위한 marblar 플랫폼[20] 적용 및 여기서 얻어

진 결과를 소셜기반의 ‘크라우드 매뉴팩처링 플랫폼’에 

적용,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순환시스템 

(Eco-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2-track으

로 기술혁신과 더불어 Open R&D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의 반응을 고려한 제품기획 및 디자인을 통해서 중소기

업 융합제품의 품질향상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노리는 

것이다.  

3. 특허기술 상용화 추진 

연구원 기술의 기술이전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시장 맞

춤형 상용화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는 이종 산업 간 지식

을 융합하여 융합형 혁신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pool을 보유한 개방형 혁신 서비스 기업을 활

용, 혁신적 융합기술 및 제품 아이템 발굴 기회를 증대

하고 시장 맞춤형 혁신제품개발로 특허 활용도 제고 및 

기술료 수입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

을 충족하기 위해 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21]는 

글로벌 소셜 플랫폼 운영 노하우 및 플랫폼을 보유한 

Marbler와 공동연구를 수행, 특허기술을 상용화 기술로 

 

(그림 6) 소셜플랫폼의 비즈니스모델 별 주요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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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을 시도하고 있다[21]. 특히, Marblar Platform에서

는 (그림 7)의 Innovation Cycle 중 IP Protection에서 

Application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4. 서비스 디자인  

새로운 수요 고객 창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적 접근이 필요하며, activity 

process를 새롭게 혁신하는 경험서비스 전략이 필요하

다((그림 8) 참조). 즉,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의 소셜 메

뉴팩처링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의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서비스 요소를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유기

적으로 연계하는 서비스 도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술 공급자, 기술 수요자, 기술 중개자, 정부 등 고객의 

참여와 아이디어 소싱이 가능한 네트워킹 요소를 도출

해야 한다.  

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진화 방향은 (그림 9)와 같이 

초기에 기능 위주로 설계되었으나 점차 정보 제공의 효

율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는 추세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는 사용자의 경험(UI: User Interface/UX: 

User Experience)을 토대로 편리성을 추구하는 단계이

(그림 7) Marblar와 공동연구를 통한 특허기술 상용화 추진 전략  

(그림 8) 서비스 디자인 접근 방법 및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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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향후 서비스 디자인의 발전 방향은 기술, 비즈니스, 

사용자경험이 어우러져 사용자의 경험이 반영된 접근성

과 편리성이 고려된 공공 서비스가 디자인될 전망이다. 

5.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적용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의 기업지원 프로세스를 재정

비하고 소셜 메뉴팩쳐링 플랫폼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서

비즈 디자인을 주목적으로 서비스 디자인의 전체 프로

세스를 2단계로 구분하여 Investigate&Discover(조사발

견), Define(정의) 및 Idea 검증, 프로토타입 설계 검증

을 거쳐 전체 플랫폼을 완성, 제공한다.  

즉, 공공기관 서비스 중에서 IT 특화 시제품 제작 및 

제품혁신을 위한 소셜 메뉴팩쳐링 적용을 통해 신개념 

서비스 도입의 성공여부를 타진하고 융합기술연구생산

센터의 지원과 연결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조사하여, 기

술제공자-수요자-사용자-시장 등의 그룹유형을 도출, 

각 이해관계자 별 활동범위 및 업무 프로세스, 서비스 

상세 니즈 및 스펙을 정의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서비

스 사용 의도, 측정모델 개발, 이용의 지속적인 참여와 

서비스 전략을 도출하여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idea를 

검증, 프로토타입 검증 및 상세 스펙을 정의, 이를 토대

로 플랫폼을 구현, delivery함으로써 소셜 기반의 서비

즈 디자인과 플랫폼을 구축, 다양한 기술지원을 하게 된

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디자인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제 막 시작단계로 적용되고 있는

바 많은 연구와 추진방법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다. 

6. 서비스 디자인의 접근 방법 

(그림 10)과 같이 실 사용자 기반의 조사 및 정성적/

정량적 평가 방법(method)를 사용하여 다수의 사용자 

 

(그림 9) 서비스디자인 진화 방향 및 이해당사자간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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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으로부터 특정 사용자층의 행태 및 컨텐츠, 기능 니

즈를 고려한 서비스 프레임워크(Service Framework)를 

도출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타깃(Target)을 

정하고 사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서비스 시나리오 

및 아이디어를 도출,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검증하고 

전체 서비스 디자인의 프레임워크를 정해 이를 프로토

타입으로 구현, 검증함으로써 서비스 설계가 잘 이루어 

졌는가를 확인한다. 검증된 시제품을 좀 더 발전시켜 플

랫폼에 세부 서비스 모듈들을 구현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최종 검증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디자인 접

근 방법은 아래 (그림 11)과 같이 서비스 타깃을 위한 

퍼소나 정의 및 서비스 Ideation, Co-creation 워크숍을 

거쳐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정하고 이를 플랫폼에 구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Ⅳ. 결론 

시장이나 고객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서비스 타켓 

Persona 정의 
Service Ideation Co-creation

Workshop 
Service Frame 

MOT chart: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의 및 타켓 사용자층 정의 

Concept Development:
전체 서비스 시나리오 및 아이디
어를 도출하는 과정 

Co-Creation Workshop::
이해관계자가 함께 서비스아이디어
를 발전, 검증하는 필수적인 과정

Service Touchpoint(서비스 기능):
마이싱글의 전체 서비스 아이디어
를 전략을 실현하는 항목별로 작성  

(그림 11) 서비스디자인 접근 방법  

(그림 10) 서비스디자인 수행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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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 디자인에 소셜 기

반의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의 적용은 중소기업 혁신제

품개발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필수적이다. 또한 기

존의 시제품 제작이나 시험검증 인프라를 활용하고 중

소기업들이 어려워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품기획, 

디자인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혁신제품개발 및 기술혁

신을 달성할 수 있는 소셜 기반의 개방형 혁신플랫폼으

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New-Eco System의 구축, 운

영은 필연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지원을 위한 제반 고려사항과 서비스

를 디자인하고 이를 온라인 소셜 플랫폼으로 구축, 운영하

고자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혁신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은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개념의 생태계 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소셜기반의 개방형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더

욱 필요하다. 

약어 정리 

CSP Crowd Sourcing Platform 

R&B  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UI/UX  User Interface/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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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latform 이용자 간에 사회적 연결 (social networking) 
행위가 가능하도록 messaging, contents upload 등의 의사소
통 기능을 지원하는 플랫폼 

Crowd Sourcing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특정 과제
를 공개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는 협업 방식으로 최근 4세대 R&BD의 방법론으로 주목 
받고 있음. 

Concurrent Engineering ‘동시공학’을 지칭함. 과거의 순
차적 절차에 의한 제조방식의 한계(후기단계로 갈수록 오류 수
정 어려움)를 극복하고 전체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모되는 초기 기획 및 디자
인, 시제품 제작단계를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제조방식. 

용어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