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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	도전,	
‘아이디어발전소’

LG전자	CTO(Chief	Technology	Officer)	부문은	

구성원들에게	자율과	주도성,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기	위해	서초	R&D캠퍼스	내에	

‘살롱	드	서초(Salon	de	Seocho)’뿐만	아니라	

자발적	기술동아리인	‘컴온(CommON)’,

‘아이디어발전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과 구성원간 이해의 폭을 넓혀, 소신 있게 새

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말

한다. 실제로 LG전자 CTO(Chief Technology 

Officer) 부문은 서초 R&D캠퍼스 내에 ‘살롱 

드 서초’뿐만 아니라 자발적 기술동아리인 ‘컴온

(CommON)’ 등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

다. 여기에서는 그중 ‘아이디어발전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내 아이디어로 사업화에 도전한다

2014년 아이디어발전소의 출발은 ‘창의와 자율’

이라는 철학 하에 새로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연구개발 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되었

다. 먼저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아이디어발전소 

챌린지를 개최하여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내부 전

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에 한해서 1

천만 원의 예산 내에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별도의 실험실을 확보하여 업무시

간 외에 진행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내부 전문가는 

각 연구소의 기획팀장 및 신사업 개발 조직의 팀

장을 위원회로 구성하였고, 고객과 경쟁 관점

의 NABC(Needs, Approach, Benefit, Com-

petitor) 접근법으로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였

다. 이를 통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4개의 과제는 

약 5개월간의 기간 동안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

는 스태핑 및 전문가 코칭을 지원받게 된다. 

대체로 아이디어만 제안했기 때문에 과제를 구

체화하기 위해 인원확보 및 전문가 코칭이 필요한 

과제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위해 사무국에서는 아

이디어발전소 Job Posting을 마련하여 Function 

및 기술분야별 필요 멤버를 지원했다. 또한 내부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기술전문가 : 연구위원 및 

기술플랫폼 마스터, 사업전문가 : 사업담당) 매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단순히 

새로운 것보다는 유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

치를 제공함으로써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 고객

감동을 이끌어 내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이제 기

업들은 생존을 위해 더 이상 기존의 성공방식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자 변화를 추구하며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LG전자도 미래 100년을 준비

하기 위해 ‘고객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새로

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라

는 확고한 인식 하에 모든 역량과 일하는 방식의 

변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구성원들이 언제든

지 아이디어를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LG전자가 추구하는 역동적인 조

직문화란 지속적인 고객가치 혁신을 위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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