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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

1.

출장 목적

ㅇ 선진 교육 벤치마킹을 위한 조사 및 향후 협력 협의
· 스웨덴

,

·

덴마크 내 대학 기관 등

ㅇ KIST-유럽연구소 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 과학기술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계자 협의를 통한 협력 증진

ㅇ 잘란트 대학과의 복수학위 운영을 위한 협약서 체결 및 운영 관련
협력 방안 협의
2.

출장 기간

3.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2016.5.3.(

화)

~

화)

5.10.(

/

6

박 8일

ㅇ 스웨덴 : Electrum Foundation, Swedish ICT, Kungliga Tekniska
Högskolan(스웨덴 왕립공과대학 IT School, 시스타)

ㅇ 독일 : KIST Europe, Saarland University(자브뤼켄)
ㅇ 덴마크 : IT University of Copenhagen(코펜하겐)
4.

출장자 인적사항

:

문길주 총장, 송명철 홍보협력팀장, 교육지원팀
이인영, 교무팀 이상향(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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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1.

출장 내용
출장 세부일정
일시
5. 3.(화)

출발지

도착지

인천
스톡홀름
(대한민국) (스웨덴)

업무수행내용
◦인천發(13:05) → 프랑크푸르트經(17:40) →
스톡홀름着(21:50) / KE905(11h35’),
SK674(2h)

◦Electrum Foundation 방문 및 CEO 면담
◦Swedish ICT CEO 면담
5. 4.(수) Kista Science City
◦스웨덴 왕립공과대학(Kungliga Tekniska
Högskolan) IT School 학과장 면담

Kista Science City

5. 5.(목)

스톡홀름
(스웨덴)

자브뤼켄 ◦스톡홀름發(14:35) → 프랑크푸르트經(16:50)
(독일)
→ 자브뤼켄着(20:00) / SK637(2h15’)

Saarbrücken
(자브뤼켄)

5. 6.(금)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탐방
- IT 및 혁신 클러스터 관련 정보 수집

Saarbrücken
(자브뤼켄)

◦KIST-Europe 관계자 만찬 참석

◦KIST-Europe 20주년 창립기념식 참석
- 창립 20주년 기념사 및 기념품 전달
◦잘란트 대학 복수학위 운영 협약 체결식
◦학회 참석자 연구소 만찬 참석

Saarbrücken
(자브뤼켄)

◦국제 심포지움 참석 및 관련 연구소 탐방

5. 7.(토)
자브뤼켄
(독일)
5. 8.(일)

코펜하겐 ◦자브뤼켄發(12:00) → 프랑크푸르트經(16:30)
(덴마크)
→ 코펜하겐着(17:50) / LH830(1h20’)

면담자
CEO, Johan
Ödmark,
CEO, Hans
Hentzell,
Dr. Mikael
Östling
-

최귀원 소장,
이상천 nst
이사장 등
이병권 KIST
원장, 이경수
주독일대한민국대
사 등
President,
Volker
Linneweber
박원선
박사(재독한국과학
기술자협회장),
변재선 실장
-

Copenhagen
(코펜하겐)

◦코펜하겐 주요 교육기관 탐방
- 코펜하겐 대학 등

-

Copenhagen
(코펜하겐)

◦코펜하겐 IT 대학교 총장 접견
- 대학 운영 시스템 벤치마킹

Vice Chancellor,
Mads Tofte

5. 9.(월)
코펜하겐
(덴마크)
5. 10.(화)

-

-

◦코펜하겐發(14:55) → 프랑크푸르트經(16:25)
/ SK675(1h30’)

인천
◦인천着(12:55) / KE906(10h15’)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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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방문기관 개요
가. Electrum Foundation
1) 기관개요
ㅇ 위치 : 스웨덴 스톡홀름 북서쪽 15km 지역에 있으며,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내 위치하고 있음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Electrum 위치>

ㅇ 설립 : 1988년 3월 24일
ㅇ CEO : Johan Ödmark
ㅇ 일렉트룸 재단은 시스타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발전을 위하여 1980년대
중앙정부기관, 스톡홀름 시,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여 설립됨
ㅇ 1990년대, 2000년대 산학관 연계 관계를 확고히 구축하여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성장 및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함
ㅇ 역할 : 대학 학생들에 의해 설립된 소규모 벤처기업 창업지원 활동
-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KIG(Kista Innovation &Growth)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창업 촉진 및 장려
-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부지 제공, 벤처자금(Seed capital) 지원
- 멘토서비스(Mentor pool) 제공
- 변호사, 특허사무소, 경영컨설턴트 등 창업과 관련된 지원 제공
: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함
2) 주요 내용
ㅇ 일

시 : 2016. 5. 4.(수), 14:00~15:00

ㅇ 장

소 : 시스타 사이언스 타워 내 1층 회의실

ㅇ 면담자 : CEO, Johan Ö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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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 주요 내용
- Kista Science City 발전방향
1.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세팅
2. 과학적 환경 조성
3. 사이언스 시티의 브랜드화
- The Electrum Foundation의 역할
1. 교육과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체 간 수평적 협력 관계 유도
2. Kista Science City 브랜드 디자인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ㅇ 시사점 및 특이사항
- UST 본부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력하여 32개 국가연구소와
공공기관, 산업체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가교 역할 담당하는 방안
고민 필요
- UST 본부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ex) Kista Science City 같은 경우는 KSC 내 원활한 소통으로 위해
Black Fiber 구축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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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문길주 총장

(우) Johan Ödmark CEO

Electrum Foundation 기관 소개 프리젠테이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구역 시찰

시스타 내 기관 및 연구소 소개

<Electrum Foundation CEO 면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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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wedish ICT
1) 기관개요
ㅇ 위치 :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일렉투룸 건물 내
ㅇ CEO : Hans Hentzell
ㅇ Swedish ICT는 세부적인 전문성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연구기관
- 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혁신강화를 위해 연구 및 개발, 제품 출시
등을 단축하는 역할
- 500여개의 중소기업, 320여개의 대기업과 협력
2) 주요 내용
ㅇ 일

시 : 2016. 5. 4.(수), 15:00~15:30

ㅇ 장

소 : Electrum Foundation 회의실

ㅇ 면담자 : Hans Hentzell CEO, Johan Ödmark CEO
ㅇ 회의 주요 내용
- ‘Swedish ICT = IT School of KTH(스웨덴 왕립 공과대학)’라고 표현
1. 교육계, 산업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연구 & 혁신 프로젝트 진행
2. 지식 교류의 창구 역할 담당
3. 미션: Re-education, Re-teaching, Upgrading Knowledge

(좌) Hans Hentzell CEO

(우) 문길주 총장

Hans Hentzell CEO, 문길주 총장 외

<Swedish ICT CEO 면담 장면>

- 7 -

다. KTH(스웨덴 왕립공과대학) IT School
1) 기관개요
ㅇ 위치 :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일렉투룸 건물 내
ㅇ 학장 : Jens Zander, Head of School
ㅇ 직원 321명, 교수 41명, 부교수 30명
ㅇ IT School은 2002년 KTH와 스톡홀름 대학이 공동으로 시스타에 설립한
대학으로, 시스타의 우수한 인력 유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학부과정은 4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사과정은 4개의 과정 및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됨
- ICT 및 물리학 박사과정 실시 및 Single Course도 존재
2) 주요 내용
ㅇ 일

시 : 2016. 5. 4.(수), 15:30~16:00

ㅇ 장

소 : Mikael Östling 교수 연구실

ㅇ 면담자 : Dr. Mikael Östling (Integrated Devices and Circuits 학과장)
ㅇ 회의 주요 내용
- KTH(The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1. 10개의 School이 있으며 Kista KTH는 ICT 분야에 초점
2.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에 근거한 교육을 강조함
3. 학부 전공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각자의 분석틀에 담아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모듈로 교육과정 구성

Electrum 및 KTH 전경

(좌) Mikael Östling 학과장

<Dr. Mikael Östling 면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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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문길주 총장

라. KIST 유럽연구소
1) 기관개요
ㅇ 위치 : 독일 자브뤼켄 시 잘란트대학 캠퍼스 내 위치

<KIST Europe 위치>

ㅇ 소장 : 최귀원 박사
ㅇ 설립 : 1996년 5월 8일(1996년 2월 개소)
ㅇ 조직도(4개 연구그룹, 2개실)

<KIST Europe Organization>

- 연구직 38명, 기술직 2명, 행정직 10명 등
ㅇ KIST 유럽연구소는 독일 및 EU 현지의 첨단 원천기술 획득, EU
국과와의 기술 교율 및 공동연구를 위한 거점 확보와 한국 기업들의
중간진입 기술개발 활동의 전진기지로서 EU 진출 지원 역할을 수행함
ㅇ 유럽 중심부에 위치(독일-프랑스 국경지대)하여 유럽 내 주요 도시
접근성이 용이함
ㅇ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신소재연구소(INM), 헬름홀츠 등 잘란트대학 내
연구기관들과 클러스터를 형성함
- 9 -

ㅇ KIST 유럽연구소 소속 교원 및 학생 현황
- 교원 6명, 재학생 5명
전 공

교 원

학 생

과 정

입학년도

에너지환경융합공학

김종운

정혜리

통합

2016.03.

조지훈

박사

2016.03.

김지영

석사

2016.03.

이다은

석사

2014.09.

백승윤

-

-

-

김용준

정광헌

통합

2015.09.

-

-

-

-

-

-

김상헌

의공학

Andreas
Leon

Manz

Abelmann

2) 주요 활동 내용
ㅇ 일

시 : 2016. 5. 6.(금), 09:00~14:00

ㅇ 장

소 : KIST 유럽연구소

ㅇ KIST 유럽연구소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기념품 증정식

이데일리(2016. 5. 8.)

파이낸셜뉴스(201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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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유럽 20주년 기념 시그니쳐 보드 작성

(좌) 볼커 린네베버 잘란트 대학 총장 (중) 이병권
KIST 원장 (우) 문길주 UST 총장

KIST 유럽 20주년 기념 제막식

KIST 유럽 20주년 기념 도자기 증정식

<KIST 유럽연구소 20주년 기념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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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잘란트 대학(Saarland University)
1) 기관개요
ㅇ 위치 : 독일 잘란트주 자브뤼켄 시
ㅇ 설립 : 1948년
ㅇ 총장 : Volker Linneweber
ㅇ 프랑스 낭시대학 분교였던 잘란트대학은 독일 4대 연구회와 함께 구성한
산학 클러스터로 인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두며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
ㅇ 컴퓨터 과학, 언어학, 재료과학 연구 분야는 지속적으로 상위랭킹에
등록됨
2) UST-잘란트 대학 복수학위 학점교환 협약 체결식
ㅇ 일

시 : 2016. 5. 6.(금), 15:00~16:00

ㅇ 장

소 : 잘란트 대학본부

ㅇ 참석인원 : president, Volker Linneweber, Prof. Dr. Volkhard Helms
ㅇ 협약 체결식 주요 내용
구 분
관련전공

내 용

비 고

UST : 에너지환경융합공학
UdS : 생명정보학

1년씩 서로 다른 나라에서 수학

운영학기

2학기+2학기+1학기

운영규모

총 10명

한국 5명+독일 5명

지원가능

1. 환경과학/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 생물학/생명공학,
환경독성학

명시된 두 분야 중 한분야에 학사
수준, 나머지 한 분야의 학사 과정
1년~1년 반 수학

2. 수학, 컴퓨터 공학, 생명정보학

(지원 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로 증빙)

대상

후 마지막 논문지도학기 선택

iBT TOEFL 90
영어점수

CBT 233/PBT 577/
IELTS 6.5/TOEIC 810/TEPS 773

-

학생선발

양교 공동심사위원회에서 합격자 선정

-

UST 커리큘럼에서 18학점
졸업요건

UdS 커리큘럼에서 60학점

학점 환산 기준 마련

및 논문심사 통과
지원

등록금 면제, 연수장려금 지급

-

협약기간

협약 후 5년간

협약 해지 의사 없을 시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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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16. 5. 8.)

YTN(2016. 5.11.)

잘란트 대학본부 전경

복수학위 학점교환 협약 체결식

(좌) Volker Linneweber 총장

(우) 문길주 총장

UST 기념패 전달

UST-독일 잘란트 대학 복수학위 협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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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코펜하겐 IT 대학(IT University of Copenhagen)
1) 기관개요
ㅇ 위치 : 덴마크 코펜하겐, 코펜하겐 공항에서 북서쪽 7km 위치

<코펜하겐 IT 대학 위치>

ㅇ 설립 : 1999년
ㅇ 총장 : Vice Chancellor, Mads Tofte
ㅇ 2014년 기준 직원 550명, 재학생 2,730명
ㅇ 코펜하겐 IT 대학은 1999년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에서 설립됨
- 이후 2003년 7월 덴마크 대학 설치법에 따라 독립적인 대학이 되었고,
코펜하겐 IT 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됨
ㅇ 2004년 현재의 건물로 대학을 이전함
- 덴마크의 건축가 헤닝 라르센에 의하여 지어진 대학 건축물은 마크
어빙이 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 1001’에 소개되기도 함
ㅇ 정보기술의 본질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창조, 공유하고 정신적
개념까지 다루는 것의 교육모델을 제시함
- 이러한 개념은 자연과학과 기술, 비즈니스 커뮤티니에서의 예술과 IT
활용 등을 기반으로 하며, 코펜하겐 IT 대학의 삼각형 모형으로 표현됨

<코펜하겐 IT 대학의 교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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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ㅇ 일

시 : 2016. 5. 9.(월), 09:00~10:30

ㅇ 장

소 : 코펜하겐 IT 대학 내

ㅇ 면담자 : Vice Chancellor, Mads Tofte
ㅇ 회의 주요 내용
- Long-term(Core) 교육과정
·초보적이고 쉬운 내용이 아닌 최신 트렌트를 반영함과 동시에 변치
않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예: Programming, Software Development, Software Engineering
Methodology, Design Principle, Business Model 등
- Short-term 교육과정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
- 인재양성 부분에 IT 대학의 미션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진 학생들을 배출하고 그들이 노동시장에 성공적
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담당
- 인재선발기준
·최고 수준의 학업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용감하고 경력 관리에 있어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학
생 선발
- 학생선발방법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 전형과 학점으로 평가
·별도의 인터뷰 진행은 없음
ㅇ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성공적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3대 요소
·질 높은 학생 교육
·교수학습의 질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총장이 직접 교수를 만나 학교 교육철학과 인재상 소개
·학기(quater) 내에 달성해야 할 최저 Credit 기준 제시 후 충족하지
못하면 Shut it down
ex) Credit 계산방법 = 교과목 학점 수 × 교과목 이수 완료 학생 수
·교육과정 질 제고 위한 위원회 구성
- 목적: 교육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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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이 직접 교수와 만나 토의 진행
- 교수와 employer로 구성된 10~12명의 패널 구성하여 좌장을 선출하
고 일 년에 두 차례 회의와 한 차례 보고서 작성함을 통해 교과목
평가(Course Evaluation) 진행

(좌) Mads Tofte 총장

(우) 문길주 총장

UST 기념패 전달

코펜하겐 IT 대학 기숙사 전경

코펜하겐 IT 대학 건물 전경

<Dr. Mikael Östling 면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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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1.

첨부자료
숙소 및 현지 교통

가. 숙소
국가

호텔 이름
스칸딕 빅토리아 타워

스웨덴

호텔(Scandic Victoria

주소
Arne Beurlings Torg 3,164
40 Kista

Tower)
머큐어 호텔 자브뤼켄
독일

시티(Mercure Hotel
Saarbruecken City)

덴마크

연락처

+46 8 517 533 00

Hafenstr. 8,66111

+49 681 38900

Saarbruecken

스칸딕 코펜하겐 호텔

Vester Søgade 6,1601

(Scandic Copenhagen)

København

+45 33 14 35 35

나. 현지 교통(스웨덴, 덴마크 차량 및 기사 확보)
국가

업체명

국내 연락처

스웨덴

담당자: 이희주
㈜레드캡투어

연락처: 042-488-8626 (업무시간 평일09시~19시)
긴급콜센타 : 1544-8224 (업무 외 시간)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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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자 연락처

가. 국가별 방문기관 관계자 연락처
국가

소속

성명
Johan Ödmark,
CEO

연락처

이메일

+46 70 781 19 70

johan.odmark@kista.com

+46 76 945 02 99

Naod.Abera@kista.com

Naod Abera,
스웨덴

Electrum

Communication

Foundation

Manager
Growhouse, Isafjordsgatan 39 B
SE-164 40 Kista
Sweden
Hans Hentzell,

스웨덴

Swedish ICT

+46 70 528 12 47

CEO

hans.hentzell@swedishict.
se

Isafjordsgatan 22
Kistagången 16, Elevator B, 6th floor
Mikael Östling

스웨덴

KTH

Kistagången 16

IT School

SE-164 40 Kista

+46 8 790 43 01

ostling@kth.se

Sweden
Volker
Linneweber,

+49 681 302-2651

총장

prbuero@univw.uni-saarl
and.de

Thilo Offergeld
Building A2 3, Room 2.06
독일

Saarland
University

Dr. Volkhard
Helms,

+49 681 302-64165

교수

volkhard.helms@bioinfor
matik.uni-saarland.de

Universität des Saarlandes
Campus E2 1
66123 Saarbrücken Germany
박원선,
독일

재독한국과학
기술자협회

회장

+49 172 5100 443

wonsun.park@vekni.org

Holtenauer Str. 69 (II. Stock)
24105 Kiel Deutschland
Mads Tofte,

IT University
덴마크

Vice Chancellor

+45 40 109 802

of
Copenhagen

Rued Langgaards Vej 7
DK-2300 Copenhage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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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te@itu.dk

나. 명함 사본

<방문기관 관계자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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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담 회의록

가. 5월 4일(수) 오후 2시 : The Electrum Foundation CEO 미팅 회의록
(총장)
- UST 학교 소개
-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위치(100여개 Research Center가 있음)
- 학생 현황, 외국인 학생의 출신국(주요 출신국 위주), 100% 장학금 받고 있음
- 석사/박사 학위 수여, 출연연구소 중심 교육 운영
- 좋은 연구원 채용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함
(CEO)
- Kista Science City(Brand Name) 소개
- Science City 안에서 어떻게 협력을 이루어가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함
- 1986년 The Electrum Foundation 설립
- 4월 말에 30주년을 기념하여 세미나 진행하였음
- The Electrum Foundation은 Triple Helix(산학연 삼중나선구조)의 아이디어에 의해
설립됨
- 에릭손, IBM, KTH, 스톡홀름 대학 등이 주체가 되어 사이언스 시티 설립
- 교육과 연구를 통합하고자 함
- Kista Science City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 4~5명 상주
-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변화를 촉진하고, 기관(학교, 연구소, 산업체 등) 간
협력 유도하는 매개 역할 담당
- 독일, 미국 등과는 구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간 간 수직적인 위계관
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력을 유도한다는 면에서 우리만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총장)
누가 The Electrum Foundation을 설립하였는가?
(CEO)
- The Electrum Foundation의 의회는 다음 기관의 대표자(Triple Helix)로 구성
1. 산업체(에릭손, IBM, 그리고 사이언스 시티 부지 소유자)
2. 교육기관 혹은 연구기관(KTH, 스톡홀름 대학과 스웨덴 ICT)
3. 공공부문(스톡홀름 시, 스톡홀름 행정 위원회)
- Kista Science City는 산업체, 교육 혹은 연구기관, 공공부문 긴밀한 협조로 지속
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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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중추적인 역할은 에릭손이 담당
(총장)
Kista Science City는 하나의 지역구인가?
(CEO)
- Kista Science City는 스톡홀름 시의 일부분이며 특별구역임
- 사진과 지도를 보며 사이언스 시티 발전 과정 설명
- 에릭손은 지난 5년 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
고 있으며, 이를 5G Development라 칭하고 있음,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 5G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Kista Science City 내에 정확히 몇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1,200개 이상의 회사가 있으며, ICT 분야만 300개 이상의 회사가 존재하며, 이
중 에릭손, IBM 같이 규모가 큰 회사는 10개 정도임
- 약 25,000명이 사이언스 시티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ICT 분야에 15,000명이
종사하며, 정확하진 않지만 에릭손에만 약 9,000여명이 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함
약 6,500명의 학생이 있으며, 이 중 박사과정은 300여명임
- 교수진은 200여명, 약 50여개의 R&D 기관이 있음
- Kista Science City의 전체 면적은 약 100만 평방미터임
-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클러스터로 자
리매김하고 있음
- 에릭손이 본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총장)
- 4.0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1.0부터 3.0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CEO)
- 구조적인 변화가 있음
- 키워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5G, Big Data, Open Data 등
- Kista는 4.0 시대로 가고 있음
- 사이언스 시티가 일하는 공간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1.0 – 산업화시대
2.0 – 발전에 초점을 맞춘 산업화시대, 생산에 초점
3.0 – R&D 분야와 교육기관의 발전
- 현재의 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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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세팅
2. 과학적인 환경(교육 & 연구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
3. 사이언스 시티의 브랜드화 임
- Urban ICT Arena
- 사이언스 시티 내에 Black Fiber 설치
- 기관 간 교류와 협력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5G 연결망,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
- 7년 전에 부임하여 이런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프레젠테이션 종료
(총장)
- 고등교육시스템이 궁금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실무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
(CEO)
- 교육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무료 교육임
- 교육과정은 아카데미아에서 관할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육기관 소개와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음
기념품 증정

나. 5월 4일(수) 오후 3시 : Swedis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EO 미팅 회의록
(총장)
- UST 기관 소개
- Swedish ICT 재학생은 몇 명이며, 학생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가?
(ICT CEO)
- Swedish ICT는 ICT 분야에서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의 디지털
화뿐만 아니라 산업과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
- 산업,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하며, 연구를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내며, 경쟁에서의 우위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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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는 대학이 아니라 Research Institute이지만,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고 있
으며, 우리는 KTH(스웨덴 왕립 공과대학)의 IT School임
- 정보화 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분야에 관한 교육과 연구 기능 수행
- 2006~2013년 사이에 ICT는 스웨덴 생산성 향상에 42%정도 기여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요구, 새로운 사회 인프라 구축, 성장과 생산성의 새로운 정의 등의
개념이 새로이 등장함
- 디지털화와 산업과 사회에 디지털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Swedish ICT도 함께
성장함
- KTH의 Kista 캠퍼스는 ICT 분야를 담당
- 교육 프로그램과 캠퍼스 주변 공동체의 지식 교류의 창구 역할
- 연구를 지원함, 100%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 박사과정생이며, 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하지는 않고 연구 프로젝트
를 병행하고 있음
- Swedish ICT는 현재 500개 이상의 연구과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항
상 산업계, 연구계, 교육기관 그리고 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
- 교육은 KTH와 같은 대학이 담당하며, 연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생 교육하고
있음
(총장)
- KTH와 Swedish ICT 간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학생들의 교육 부분은 KTH의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ICT CEO)
- Dean for Education 담당이 있음
- ICT의 학생들은 KTH와 같은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한 학생들임
- ICT는 새로운 기술분야 연구를 주로 담당하며, re-education, re-teaching,
upgrade their Knowledge 역할 담당
(총장)
- UST의 주요 분야: BT, IT 등 5개 분야
- 학생들은 모두 국가출연연구소(National Lab)에 속해 있음
-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까?
-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은 무엇인가?
- 우리는 뛰어난 학생이 아닌 특별한(Unique)한 학생을 배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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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CEO)
- 교육과정 체계화는 KTH에서 담당
- 특별한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Kista Science City 교육기관 투어

다. 5월 4일(수) 오후 3시 30분 : KTH(The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교수 미팅 회의록
(총장)
- UST 소개 – 대학원생 교육기관, 재학생이 30개 국가연구소 연구원으로 소속
- 각 출연연구소의 중점 연구 분야가 있지만,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교육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생들이 졸업 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지가 나의 관심사이다.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더해진 특별한 교육과정
에는 무엇이 있을까?
(교수)
- 기업가 정신이 답임
- 대부분 박사과정 학생이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있음
-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분석틀(Tool Box)에 넣는 것이 중요함
- 사람마다 다양한 분석틀을 가지고 있음 ex) 마케팅, 재정, 제품 생산 분야 등
-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듈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각 모듈 위에 자신의 연구 관심사를 가미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는 것이 중요
(총장)
- 기업가 정신에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교수)
- 우리는 <기업가 정신> 중심의 2년 과정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있음
- KTH는 10개의 School로 이루어져 있으며, Kista에 있는 KTH는 ICT 분야에 초점
을 맞추고 있음
- 기업가 정신 관련 교육과정은 KTH의 다른 School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기업가 정신 교과목을 School 간에 공유하기도 함
(총장)
- KTH 학생들은 다양한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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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KTH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산업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산업체 직원들이 KTH에서
공개하는 강의를 듣기도 함
ex) 에릭손 직원들이 Radio Electronics, Radio Technology 강의를 수강함
- KTH는 산업체 구성원에게 관련 분야 교과목을 팔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현
상임
-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재교육의 의미로 산업체 교육도 진행
(총장)
- 산업체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강의는 언제 열리는가? 주간 혹은 야간?
(교수)
- 주로 주간 강의를 수강함
- 야간강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KTH는 야간 강의를 많이 제공하지 않음
-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간 강의를 선호하지 않음
- 외국인 학생들은 주로 과학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KTH에 입학함
ex) Nano Technology, Wireless Communication 등
- 학생들의 배경지식이 다양함
- 유학생들은 전 세계 약 80개국에서 왔음
(총장)
- 외국인 학생들에게 어떤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가?
- UST의 경우는 학생들의 연구원으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수업료와 약간
의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음
(교수)
- 외국인에도 무료 교육 제공함, 수업료 면제
- 우리는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총장)
- 나의 관심사는 학생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 것인가에 있음
(교수)
- 개인적으로 3명의 한국학생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음
- 3명 중 2명은 한국에 돌아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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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1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 중임
- 1년 반 전에 Summer School 강의를 위해 ETRI를 방문한 적이 있음
- KTH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볼 것을
권함
(총장)
- ETRI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 이름을 기억하는가?
(교수)
- 아마도 이형석 이었던 것 같음
- 구상무(서울 출신) 역시도 훌륭한 학생이었음

라. 5월 9일(월) 오전 9시 : IT University of Copenhagen 총장 미팅 회의록
(총장)
- UST 특징 소개 – 대학원 중심 대학, 학생 현황, 국가출연 연구기관과의 관계 등
-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함
- 좋은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Unique)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는가?
- 교육과정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 10년 혹은 20년 후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Professional)이고
차별성(Different)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교육과정 디자인에 관한 노하우를 알고 싶어 방문하였고, 주된 관심사임
- 처음 코펜하겐 대학을 설립할 때, 다른 대학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디자인하였
는가?
(코펜하겐 대학)
- 코펜하겐 대학 설립배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따라가기 위함이었음
- 덴마크 국가차원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역량과 발전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
고, 그 보고서에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음
- 대학 설립의 근본 동기는 경쟁력 있고 역량 있는 대학원 중심의 IT 분야 연구자
가 더 필요했기 때문임
- 당시 수직적(Vertical) 차원의 깊이와 수평적(Horizontal) 차원의 일반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음
- IT 대학을 세 가지 관점(Science, Arts, Business)에서 살펴볼 수 있음
- 각각의 관점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삼차원을 기본으로 두고 교육과정을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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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함
- 여기에서 3가지 종류의 T를 뽑아낼 수 있음
ex) 기본 관점은 Science에 두고 볼 수도 있음
- 2007년까지는 대학원 과정만 운영했었으나, 현재는 학부과정도 함께 운영
(총장)
-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분야(전공, 일반 등)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코펜하겐 대학)
- 우리 대학은 비율이 정확하게 나뉘어 있지는 않음
- 한 가지 중요한 것은 Arts와 Business 부분보다는 Science 분야를 강조하는 것임
- IT 분야 교육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mental construction을 공유하고
다루는 능력이라 생각함
- 인간의 가장 큰 진보는 reading과 writing의 발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아주 인간
적인 활동이라 생각함
- 읽고 쓰는 능력에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교육과정 디자인의 한 예임
- 교육과정 디자인에서 나온 또 다른 아이디어는 과학과 정보 분야가 빠르게 변화
하고 있는 중에 변하기 않는 핵심 내용을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것임
- IT 대학에서 생각하는 변하지 않는 기본이 되는 핵심 교육과정(Core Curriculum)
은 방법론(Methodology),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le),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이라고 생각함
- 사소하지 않은 기본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
음
- 기본(Foundation)이라고 해서 초보적(elementary)이고 쉬운(easy)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관심있고(hot) 어렵고(difficult)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 함
- 지난 30여 년간 변하지 않는 기본 개념 교육이 필요함
(총장)
- IT 대학의 졸업자들은 다른 대학 졸업생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코펜하겐 대학)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하지 않는 교육과정과 단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을 교육
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핵심임
-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진 학생을 배출하여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단기적인 관점을 employment ticket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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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 이 학교 건물은 누가 디자인하였는지? 회의실이 독특하다.
(코펜하겐 대학)
- 건축가가 디자인함
- 이런 건물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Professional한 생활
임
(총장)
- 학생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있는가?
- 좋은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나의 업무이기도 함
(코펜하겐 대학)
- 전통적인 A급 학생을 아니더라도 높은 학점(high grade)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용감하고(brave) 경력 관리에 있어 위험(risk taking)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
는 학생을 모집하려고 함
- 가능성 있는 학생과 교수진은 찾으려고 노력함
- 이런 생각은 본인이 직접 구성원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정기적인 인터뷰도 진행하
였음
- 20년 전 학교의 옮긴 후 변화가 있었고, 현재의 IT 대학의 본관 건물은 이러한
학교 컨셉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의 수준도 올라갔음
(총장)
- 특별한(Unique)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가?
- 최고 수준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게 아니며 특별한 학생을 어떻게 선별하는
가?
(코펜하겐 대학)
- 좋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음
-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전형(written application)과 성
적(grade)만으로 학생 선발
(총장)
- 우리도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음
-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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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아직까지는 명성이 높지 않으며, 상징적인 건물(fancy building)도 없
는 상태임
(코펜하겐 대학)
- 코펜하겐 대학교 학비 전액 지원하고 있음
(총장)
- 좋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홍보방법을 활용하는가?
- 코펜하겐 대학에 한국인 유학생이 있는가?
(코펜하겐 대학)
- 동문을 이용함
- 있을 것 같긴 하나 잘 모르겠음
- 새로운 컨셉을 시도하는 대학이었기에 이에 걸맞는 혁신적인 교수를 유치하는 것
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음
- 이런 관점으로 세 분야 전문교수진을 초빙하여 70여명의 Senior Professors가 있
음
(총장)
- 소수의 교수진이 있다는 것이 놀라움
-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코펜하겐 대학)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

IT Based Communication
Selection Platform
User Interfaces
Usability
Human Perspective
Technical Skills
General/Basic Human Communication
Consulting 등이 있음
우리는 100여개의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며 약 2,500여명의 전일제 학생이 있음

- 기본 교육과정에는 Programming, Software Development, Software Engineering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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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 2,500여명이 공부하는 교실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 대학원생 과목당 수강생 수는 어떤가?
(코펜하겐 대학)
- 본관 건물에 모든 수업이 이루어짐
- 학부생의 과목당 수강생 수는 22명에서 70명까지도 되며, 200여명이 되는 대형
강의도 강당에서 진행하고 있음
- 대학원생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서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음
1. 질 좋은 학생
2. 교수학습의 질
3.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 학생이 배워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함
- 교수는 학생을 위한 존재함
- 신임교수(한 학기에 2~3과목 운영)를 직접 만나 학교의 교육철학을 직접 설명함
-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
면 shut it down하거나 컨설팅을 진행함
- 세계 수준의 교육과정, 훌륭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Course Credit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모든 교수는 학기 중에 달성해야하는 Credit이 있음
- Credit 계산방법: 만약 3학점 과목을 교과목 수강생 10명이 패스했다면 30 Credit
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음
- 학기당 최소 100 credit을 달성해야 함
- Credit 달성 정도에 따라 교수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최소
충족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음
(총장)
- 교육과정 구성 체계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는가?
(코펜하겐 대학)
- 우리 대학은 10개의 Study Program이 있음
1. 4개의 기본 프로그램
2. 3개의 학부생 프로그램
3. 3개의 전문 석사 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 있음
- 7명의 employer 패널이 1~2개 정도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맡고 있음
- 1년에 두차례 employer 패널을 만나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토의를 진행하며
Study Program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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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 Study Program을 위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코펜하겐 대학)
-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컨텍하고
- 두 번째 단계는 교수들과 만나 토의하고
- 세 번째 단계에서 교수와 employer로 구성된 10~12명의 패널을 구성하여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좌장을 선출하여 교과목 평가(Course Evaluation)를 진행함
- 교과목에 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과정
을 세팅하는데 5년이 걸렸음
- 현재는 모든 구성원이 찬성하고 참여하고 있음
(총장)
- IT 대학에 부임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코펜하겐 대학)
- 처음 5년간 임용되었다가 6년 재계약 하였고, 6년 더 연장함, 2회 연임함
(총장)
- 학교 기숙사가 독특하던데 어떻게 건축하게 되었는지?
- 얼마나 많은 학생이 살고 있는가?
(코펜하겐 대학)
- 은행에서 기부하여 기숙사 빌딩을 짓게 되었음
-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음
- 기숙사에 특별한 공간(music room, bar 등)도 존재함
- UST의 취업률은 어떤가?
(총장)
- UST의 현재 취업률을 약 80%정도이나, 앞으로 100% 모든 학생이 다양하고 질
높은 직군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토대를 다지고자 함
- 10년 후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목표임
IT 대학 본관 건물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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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국가 개황

가. 스웨덴

ㅇ 국 명 : 스웨덴(Sweden)
ㅇ 위 치 : 스칸디나비아반도 동쪽
ㅇ 면 적 : 449,964k㎡

1) 일반사항
ㅇ 기 후 : 알래스카 남부 그린란드와 동일한 위도에 위치하나 이들 지역보다는
기후가 훨씬 따뜻함.
ㅇ 수 도 : 스톡홀름
ㅇ 인 구 : 9,851,017 (2015년 12월말 기준)
ㅇ 주요도시 : Stockholm, Goteborg, Malmo
ㅇ 민 족 : 북구 게르만족(스웨덴인 90%) Sami족(약 17,000명)
ㅇ 언 어 : 스웨덴어
ㅇ 종 교 : 루터교(국교, 88%)
ㅇ 건 국 일 : 1523년 6월 6일
ㅇ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ㅇ 국가 원수(실권자)
ㅇ 국왕 : 칼 구스타브 16세(Carl XVI Gustaf)
ㅇ 취임일 : 1973년, 임기: 종신
ㅇ 수상 :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2014년 10월 취임(임기 4년)
- 2014년 9월 총선에서 좌파연합이 승리함에 따라 사민당 당수 스테판 뢰벤이
수상으로 취임
2) 경제지표
ㅇ GDP 4,854억 달러
ㅇ 실질경제성장률 3.4%
ㅇ 1인당 GDP 47,024 달러
ㅇ 실업률 7.4%
ㅇ 물가 상승률 0.0%
ㅇ 화폐 단위 Swedish Krona (SEK)
ㅇ 환 율 1달러＝8.43 SEK(2015 연평균)
ㅇ 외 채 1,961억 달러(2015년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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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환 보유고 625억 3,300만 달러(2015년 12월말 기준)
ㅇ 산업구조
- 농림수산업(2.3%), 제조업(20%), 건축(10%), 무역업(18.6%)
금융업(11%), 보건의료업(19.4%), 교육연구업(8%), 기타(11.7%)
ㅇ 교역규모
- 수출(1,499억 달러), 수입(1,350억 달러) (E.I.U. 2015년 잠정치)
- 수출(1,283억 달러), 수입(1,266억 달러) (GTA/ 2015.1-11월 기준)
ㅇ 교역품
- 수출 : 목재, 종이 펄프(14%), 미네랄 제품 및 금속(9%), 석유 제품(3%),
엔지니어링 제품(54%), 기타 제품(20%)
- 수입 : 산림 제품(3%), 미네랄 제품 및 금속(8%), 화학제품(12%), 석유 제품
(8%), 엔지니어링 제품(49%), 기타 제품(20%)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ㅇ 한국전 당시인 1950년 스웨덴은 169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을 한국에 파견,
야전병원을 지원하였고 1959년 3월 11일 우리나라와 공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ㅇ 한-스웨덴 관계는 1959년 수교이래 꾸준히 발전, 2009년 양국 수교 50주년에
이어 2010년도에는 한국전 60주년을 계기로 그간 구축되어온 양국간 포괄적
협력 관계(comprehensive partnership)가 정무,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과학기술, 환경 및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확대 발전되었다.
ㅇ 한국은 1963년 7월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을 개설, 현재 남관표 대사가 재임
중이며 스웨덴은 1979년 4월 주한 스웨덴대사관을 설치한 이래 현재 Anne
Hőglund 대사가 재임 중이다. 스웨덴은 1953년 이래 스위스와 더불어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ㅇ 스웨덴은 북한과도 1973년 4월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주 북한 대사관은
1975년 3월 개설했다. 그 동안 주 중국 대사가 주 북한 대사를 겸임해 왔으나
2005년 가을부터 평양에 대사를 직접 파견하였다. 현재 Torkel Stiernlőf 대사가
주 북한대사로 재임 중이다.
ㅇ 스웨덴은 현재 남한과 북한 양측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남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4) 대학교육 제도
ㅇ 입시제도는 직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며, 정규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25세 이상, 직업경력 4년 이상이면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1988년도 대학
재학생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4세까지 45%, 25-34세가 32%, 그리고 35세
이상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해 야간 강의도 있다. 교양과정은
고등학교 때 수행되었다고 간주하고 대학에서는 바로 전공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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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복지 시스템
ㅇ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나이와 수학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열려있는 순환적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교육은 무상이며 교육을 위한 휴직과
복직은 의무적이다. 또 교육기간 중에는 국가로부터 대여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ㅇ 시민운동이 시민교육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시민단위의 학습 동아리에서
시민들은 꾸준히 재학습된다. 노동시장 교육은 기업과 노조가 합의하여 정부가
수행한다. 교육부가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한다.

나. 독일
ㅇ 국 명 :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ㅇ 위 치 : 서유럽
ㅇ 면 적 : 357,022km2(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1) 일반사항
ㅇ 기 후 : 온대성, 2014년 연평균 10.3도(전년 대비 +0.4도)
ㅇ 수 도 : 베를린(Berlin)
ㅇ 인 구 : 8,085만 명, (독일인 91.5%, 터키인 2.4%, 기타 6.1%) (‘15년 7월 기준)
ㅇ 주요 도시
- Berlin(346만 명), Hamburg(176만 명), Muenchen(142만 명), Koeln(103만 명),
Frankfurt(70만 명)
ㅇ 민족(인종) : 게르만족
ㅇ 언 어 : 독일어
ㅇ 종 교 : 카톨릭(34%), 개신교(34%), 이슬람(3.7%), 무교 및 기타(28.3%)
ㅇ 건국일(통일기념일) : 1871.10.3 (비스마르크 수상에 의해 독일 제2제국 탄생)
ㅇ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ㅇ 국가 원수(실권자)
ㅇ 대통령 : Joachim Gauck, 국가 원수/취임일: 2012.3.23., 임기: 5년
ㅇ 수상 : Angela Merkel
- 취임일 : 2005.11.22, 재선: 2009.10.28, 3 선: 2013.9.22 일(단독 과반수
득표 실패로, 연정파트너 필요)
- 9.22 일 총선 후 현 기민/기사 연합(CDU/CSU)-자민당(FDP)(최소 득표율 5%
미 달성) 연정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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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일 기민/기사 연합(CDU/CSU)-사민당(SPD) 대연정 공식 서명, 12.17 일
메르켈, 3 선 총리로 선출
2) 경제지표
ㅇ 명목 GDP : 29,039억 유로(’14년), 30,259억 유로(’15년)
ㅇ 1인당 명목 GDP : 35,230(’14년), 37,100(’15년)
ㅇ 실질 경제 성장률 : 1.6%(’14년), 1.7%(’15년)
ㅇ 실 업 률 : 6.4%(’14년 12월), 6.1%(’15년 12월), 6.6%(’16년 2월)
ㅇ 물가 상승률 : 0.5%(‘14년), 0.3%(’15년), 0.0%(’16년 2월)
ㅇ 화폐 단위 : 유로(Euro)
ㅇ 환율 : 1 유로 ≒ 1,3009.44원(’16년 3.18일 기준)
ㅇ 총 설비 투자 : 5,813억 유로(‘14년 4.6%), 6,062억 유로(’15년 2.2%)
ㅇ 국내 총 소비(민간, 정부) : 21,666억 유로(’14년, 2.6%), 22,201억 유로(’15년
2.1%)
ㅇ 교역 규모
- 2014년 : 수출: 11,335 억 유로(3.7%), 수입: 9,166 억 유로(2.0%)
- 2015년 : 수출: 11,958 억 유로(6.4%),

수입: 9,480 억 유로(4.2%)

ㅇ 주요 교역품
- 수출 (‘15년 11월 누계) :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기타 항공기ㆍ우주선,
인혈 및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 동물의 피ㆍ면역물품, 항공기 및 선박
엔진부분품, 기타 기계류, 석유 및 역청유(원유제외), 자동처리기계,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
- 수입 (‘15년 11월 누계) : 자동차, 석유 및 역청유(원유), 자동차부품, 의약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제외), 자동자료처리기계,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인혈 및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
동물의 피ㆍ면역물품, 기타의 항공기, 전자집적회로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ㅇ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해 메르켈 총리화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의 통일 준비 과정에서 통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다면적 통일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EU FTA 혜택의 균형확산을 위한 노력,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 프레임 구축, 독일 히든 챔피언의 원동력인 일학습
병행제의 한국 정착을 위한 협력 강화와 양국 정부간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의향서 채택 등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3.28일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 하에 대북 3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는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불리며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번영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의 의미를 가진다.

- 35 -

4) 대학교육 제도
ㅇ 고등교육기관은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으로 나누어진다. 종합대학은 4∼6개의
학부를 가지고 있다. 단과대학에는 과학대학·기술대학·예술대학의 3종류가
있다. 과학대학이란 신학(神學)과 철학, 농학과 임학, 의학, 경제학 등의
1∼2개의 학부를 가지는 단과대학이고, 기술대학은 3∼4개의 학부를 포함하는
공과대학으로서 공과종합대학이라 하기도 한다. 교원양성(敎員養成)은
원칙적으로 대학에서 행하고 있으나 실시방법은 대학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교원양성기관의 수업연한은 3∼5년이다.

다. 덴마크
ㅇ 국 명 : 덴마크(The Kingdom of Denmark)
ㅇ 위 치 : 북위 54°34’부터57°까지, 동경
8°5’부터 15°12’까지(북해와 발트해
사이에 위치, 반도 및 406개 섬으로 구성)
ㅇ 면 적 : 42,916㎢(한반도의 1/5)

1) 일반사항
ㅇ 기 후 :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 변화가 심함
- 평균 기온: 0.8℃(1월), 19.5℃(7월)
- 연평균 강우량은 765mm이며 강우가 있는 날은 연간 약 171일
ㅇ 수 도 : 코펜하겐(Copenhagen) 58만 명
- 수도권 포함(Greater Copenhagen) 인구 177만 명
ㅇ 인 구 : 564만 명
ㅇ 주요 도시 : 오오후스(Aarhus) 33만 명, 올보(Aalborg) 22만 명, 오덴세(Odense)
19만 명
ㅇ 민족(인종) : 전체 인구의 89%가 북게르만계의 데인족
ㅇ 언 어
- 공용어: 덴마크어
- 상용어: 영어(86%), 독일어(47%), 스웨덴어(13%)
ㅇ 종 교 : 78%가 덴마크 루터복음교(Danish National Lutheran Church),
이슬람교(4%), 기독교(3%) 이 외 개신교, 로마 가톨릭교, 침례교, 유대교 등(15%)
ㅇ 헌법제정일 : 1849년 6월 5일
ㅇ 정부 형태 :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ㅇ 국가 원수(실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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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원수: H.M.Queen Margrethe II
- 총리: Mr. Lars Løkke Rasmussen (자유당)
ㅇ 입 법 부 : 단원제(총 179석, 자치령 4석 포함: 그린란드 2석, 페로 제도 2석)
ㅇ 정 당
- 우파연합 : 덴마크국민당(The Danish People’s Party), 자유당(The Liberal
Party of Denmark), 자유동맹(The Liberal Alliance), 보수당(The Conservative
People’s Party), 기독민주당(The Christian Democrats)
- 좌파연합 : 사회민주당(The Social Democrats), 좌파연합당(The Red Greens),
대안당(The Alternative), 사회자유당(The Social Liberals), 사회국민당(The
Socialist People’s Party)
ㅇ 정부 성향 : 우파 연합 주도
2) 경제지표
ㅇ GDP : 19,215억 DKK(3410억 달러)(2014년)
ㅇ 실질경제 성장률 : 1.1%(2014년)
ㅇ 1인당 GDP(명목) : 60,563 달러(2014년 잠정치)
ㅇ 실업률 : 4.6% (2015년 7월)
ㅇ 물가 상승률 : 0.5% (2015년 8월)
ㅇ 화폐 단위 : 덴마크크로네, Danish Kroner(DKK)
ㅇ 환 율 : USD 1=DKK 6.89 (2015년 12월 18일 기준)
ㅇ 외 채 : 3,348억 DKK (2015년 2분기 말 기준)
ㅇ 외환 보유고 : 940억 달러 (2015년 6월, 금 제외)
ㅇ 산업 구조 : 무역 운송 (23.1%), 제조업(20.3%), 공공행정/교육/건강(16.2%),
건축(11.4%), 비즈니스서비스(8.8%), 농림/광업/수산업(3.5%)
ㅇ 교역 규모
- 2013년 1,101억 달러 수출, 966억 달러 수입
- 2014년 1,111억 달러 수출, 993억 달러 수입
ㅇ 주요 교역품
- 수출: 의약품, 발전기, 석유, 돼지고기, 치즈 등
- 수입: 기계류, 전자기기, 광물성연료, 자동차 및 의약품 등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ㅇ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과 큰 이슈 및 현안 사항은 없으나 전통적으로
한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전쟁 중에는 병원선(유틀란디아 호)과
600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한국을 지원해준 바 있으며, 당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도 있다. 또한 한국 전쟁 이후
한국으로부터 고아들을 꾸준히 입양하여 현재 덴마크 내 한국계 입양아가
8,7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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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5년 3월에 양 국간 해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한-덴마크
해운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양국 간 해운협력
MOU를 체결하고, 2013년 부산에서 제 1차 해운협력 회의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극항로 활용 및 크루즈산업 육성,
선박 금융기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5월 만료예정이었던 한-덴마크
해운협력 MOU를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4) 대학교육 제도
ㅇ 덴마크에는 전국에 5개의 종합대학이 있으며 대부분 학사과정(3년)이후
석사과정(2~3년)에 진학한다.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정부의 후원 아래 직장인이나 실업인구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덴마크 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ㅇ 덴마크 주요 대학으로는 코펜하겐 대학(University of Copenhagen), 오후스
대학(Aarhus University), 덴마크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덴마크 남부대학(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올보 대학(Aalborg
University), 스킬드 대학(Roskilde University), 코펜하겐
비즈니스대학(Copenhagen Business School), 코펜하겐 IT대학(IT University of
Copenhage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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