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매진컵(Imagine cup)2013: 
대한민국의 루모스(Lumos) 팀,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다
마법을 소재로 한 베스트셀러 판타지 소설 『해리 포터』
에서 ‘루모스’는 마법사의 지팡이 끝에 불을 켜는 주문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이 주문에서 영감을 얻은 
대한민국의 루모스 팀은 프로젝션 매핑 기법(projection 
mapping techniques)을 이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Windows 8 앱을 개발했습니다.

루모스 팀의 이근욱, 최낙권, 박화진, 오정민 학생은 
MSP(Microsoft Student Partners)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공통점을 가진 네 명의 학생들은 음악에 아름다운 시각적 
효과를 부여해 사람들이 음악을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앱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최낙권 학생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네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것과 깊이 관련된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사람라면 누구나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개발한 루모스 앱을 통해 자신만의 미디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앱이 음악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많은 음악가들이  좋은 무대 연출을 선보이기 위해 
음악과 그에 맞는 영상을 함께 연출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모스 팀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Windows 8 기기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이매진컵 월드 파이널에 참가하기 위해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루모스 팀원들은 대회에 참가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균형 있는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다른 팀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에 큰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루모스 앱이 큰 환영을 받자 루모스 팀은 더 
동기부여되었고, 이매진컵을 진정한 아이디어 현실화의 
장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루모스 팀은 이매진컵 월드 
파이널에서 AFT(App Fast Track) Excellence 상을 수상했습니다.

최낙권 학생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매진컵은 여타의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학생들의 축제입니다. 전 세계의 
학생들이 모여 각자의 꿈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대회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에 처음으로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작업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장애물을 함께 극복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인사이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의 NGO들과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스마트 워크를 논하다

더 나은 노인 전문 
서비스를 위한 I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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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표해 이매진컵 월드 파이널에 참가한 루모스 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시민활동(Corporate citizenship)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찾고자 노력하며, 
동시에 비슷한 어려움을 격었거나 극복했던 기존의 전문 
사회공헌활동가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펼치는 청년들 중 한 명인  숙명여자대학교 
김혜진 학생은 방학동안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진 학생은 “한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한국에 기반을 다진 다국적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김혜진 학생을 비롯하여 28명의 
청년들을 회사로 초대하여, 한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사회공헌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IT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소외 계층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해왔던 활동들을 청년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하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드림투게더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도 인권, 환경, 기업 
지배 구조라는 3가지 주요 분야에서 한국마이크소프트의 
사회기여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국마이크소프트의 임직원들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겪었던 생생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국SR전략연구소(KOSRI)의 김환이 연구원은 이러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여타의 한국 
기업들에게 선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소외계층에 
공평한 IT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추구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핵심 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이라는 저희 연구소의 목적과 일맹 상통하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드림투게더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의 촉매제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법무정책실 배진희 과장은 “저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입사했지만, 관련 교육과 멘토십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회사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해당 업무에 관한 
심도있는 통찰력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시민기업활동(Citizenship)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사회공헌(CSR)팀은 직접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을 갖는 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합니다. 그러한 
활동의 예로,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고위급 회담 참여, 지역 
내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 한국 청소년의 IT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기업시민활동의 일환인 
유스스파크(YouthSpark)를 통해, 한국사회의 청년 실업과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둔 청년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핵생들의 IT 역량을 
강화를 위한 SW지원 프로그램인 드림스파크(Dream Spark)
과 한국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앱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이매진컵(Imagine Cup) 대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간의 기회격차해소를 위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IT 교육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사회공헌(CSR)팀은 직접적인 
사회적`환경적 영향력을 갖는 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합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법무정책실 배진희 과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초대된 청년들과 IT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소외 계층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논의 



스마트 워크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오피스 365가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으로 활동해야 하는 비영리 기관에서 오피스 365를 
사용하게 된다면, 운영 비용 감소는 물론 업무효율 상승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임직원들은 세션 중간에 직접 오피스 
365의 주요 기능들을 직접 실행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원노트(OneNote)에 대한 세션을 따로 
준비하여 NGO 실무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참가자들도 이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며,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의 이기영 소장님이 
한국 비영리 단체의 IT 사용 및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지식 
수준과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해당 주제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써, 비영리 기관의 
자원과 NGO 활동가들의 IT 지식수준이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비영리 부문에 체계적인 IT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행사장 내 “클라우드 전문가와의 만남” 
부스에서 Microsoft MVP들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 
부문의 IT 동향과 한국의 사회복지에 관한 퀴즈는 QR코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SkyDrive에 접근하여 풀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퀴즈를 통해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클라우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오 클라우드 데이에는 YMCA, 서울시복지재단, JA코리아, 
한국어린이재단을 비롯한 214개 비영리 기관에서 실무자들이 
참석할 만큼, 오피스 365에 대한 깊은 호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비영리 단체가 IT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를 
더욱 스마트하고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덕분에 사회에 대한 기여도 역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제임스 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0월 1일  “오! 365일 스마트한 
NGO”라는 주제를 가지고 엔지오 클라우드 데이(NGO Cloud 
Day)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주최한 이 행사는 NGO 
실무자들이 실제 업무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IT 정보와 팁을 제공하고, 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오피스365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비영리 기관에서 협업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비영리 기관 실무자 및 관계자 242명이 
참석한 이번 엔지오 클라우드 데이는 2008년 처음 개최된 
이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시작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영리 기관용 오피스365 글로벌 기증 
프로그램을 한국 내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NGO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김 제임스 한국지사장은 환영사에서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기술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비영리 기관에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스마트 오피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덕분에 그들의 사회적 기여도 역시 더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전하며, 기술을 통해 비영리 기관의 
기관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뒤이어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IT 기술은 매우 필요하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영사에 이어 본 세션에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전문 
비영리 기관에서 오신 연사들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임직원과 Microsoft MVP(Most Valuable 
Professional)의 유익한 IT 교육도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세션은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서 비영리 기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 플랫폼 전도 그룹의 백승주 
부장은 스마트 워크를 위한 IT 트렌드를 소개하고, 이를 
비영리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의 NGO들과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스마트 워크를 
논하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 플랫폼 전도 그룹의 백승주 부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IT 트렌드를 언급하며, 비영리 기관이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3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 Microsoft로고, Windows 로고, Encarta, PowerPoint, Excel, 
Windows 및 Windows Server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상표는 해당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Microsoft는 이 문서에서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언급된 실제 기업, 제품 및 솔루션 명칭은 각 소유사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본 발행물은 재생용지로 인쇄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Microsoft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microsoft.com/citizenship

새롭게 발간된 온라인 발행물을 
통해, Microsoft Asia Pacific이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미래의 기술 정책 및 시민 사회 
문제에 대응해나가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Asia Citizenship Blog는	아시아의 
각 지역	사회에서	Microsoft 
직원의 노력과 기술 혁신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blogs.technet.
com/b/microsoft_citizenship_
asia_pacific

•		 Tech4Good에는	NGO	파트너들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IT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관련 
기사와	온라인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s.technet.com/b/
tech4good_asia_pacific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Futures 
매거진은	정부,	기업,	학계에	
무료로	제공되는	분기별	발행물로서	
Microsoft의	기술	정책을	소개하는	
웹진입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asiafuturesmag.com

이매진컵(IMAGINE CUP) 2014
이매진	컵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게임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매진컵	게임	
분야에	도전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있다고요?	그렇가면	기업시민
(Citizenship)분야가	적합하겠네요!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aka.ms/imaginecupkr	
(한국어)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microsoft.com/localimpactmap

더 나은 노인 전문 서비스를 위한 IT 지원

서울에서 한 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인천 성남동 ‘가족사랑케어센터’는 간호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총 두 명의 전문가와 10명의 비전문 직원이 24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부양 노인 숫자에 비해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고령화 중인 현대 사회에서 노인 요양 서비스와 보호 시설은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대한민국이 선정되었고, 이는 노인들이 
품위있는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케어센터에 머무는 노인들은 마땅한 소득도, 돌봐줄 가족도 없고, 만성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겪는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직원 한명당 24시간 쉬지 않고 대여섯 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진료 기록의 관리와 그 밖의 행정 업무는 수기로 진행되다 보니, 센터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직원들 모두 센터 운영에 IT 기술을 접목하면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관리가 
가능하고 업무 효율이 높아지며, 궁극적으로는 센터의 노인들에게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사랑케어센터의 이동현 
사회복지사 겸 팀장은 센터에 필요한 자료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었으나, 그에 대한 
투자자금과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법무정책실 배진희 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계획서를 본 순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IT 인프라가 가장 열악했지만, 적은 
투자로도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가족사랑케어센터는 Windows, 웹 및 모바일 기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통합 개발 도구 세트인 Visual Studio가 이 센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해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Visual Studio를 기증 받아, 가족사랑케어센터의 이동현 
팀장은 노인 장기 요양 관리 솔루션(Elderly Long-term Care Management Solution, 
ELCMS)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ELCMS는 IT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도 쉽게 활용이 
가능하고, 그들의 업무 생산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환자 진료 기록과 정보를 쉽게 기록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역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른 직원들에게 지침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센터의 모든 
직원들은 노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icrosoft MVP(Most Valuable Professional)를 포함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들도 
이동현 팀장에게 필요한 기술 지원과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ELCMS의 이런 성공에 힘입어 가족사랑케어센터에서는 이 솔루션을 더 정교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동현 팀장은 현재 클라우드 전문가로 구성된 Microsoft MVP와 
함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나아가 다른 비영리 단체에 
이 솔로션을 공유하고, 자신의 솔루션 개발 과정과 사용 경험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진희 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SW 기증과 기술 지원을 
통하여 비영리단체 들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ELCMS이 가진 보안 문제 및 
데이터 과부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걱정하는 노인문제를 위해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세요!	

	 www.facebook.com/   
 citizenshipmicrosoftasia

트위터에서	팔로우하세요!	

 @MSFTctzAPAC,
	 @MSFTFutures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