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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본 연구는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와 지역산학협력사업 개편
과정 분석을 통하여 산업인력양성정책에서 지역대학의 산학협
력을 통한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힘.
- 청년층 숙련의 미스매치, 일자리 미스매치 등을 완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1)
◦ 우선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를 정부의 대졸 범용인력 과잉공
급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관점에서 분석
- 인력양성체제 변화를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였음. 첫째, 마이
스터고제도 도입 등 직업훈련제도의 개편을 통한 대졸 범용인
력의 과잉공급 해소와 고졸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 둘째, 신
성장산업 및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선제적 인력양성 효과의 감

1) 현재의 청년층 세대를 “일자리 없는 세대 (Generation jobless)”라고 지칭하는 것에서 보듯
이 최근 전 세계 청년층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편임. 「이코노미스트」, 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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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임.
- 대졸 범용인력 과잉공급체계를 해소하기 위한 마이스터고제도
도입 등 직업교육제도 개편 정책은 최근의 대학진학률 하락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 반면, 선제적 인력양성정책의 효과는
감소하고 있음.
◦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지면서 선제적 인력양성정책의 효과가 감
소하고 있음.
- 한국경제가 기술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고 융·복합산업이 발
전함에 따라 고급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인력수요 예측이
어려워져서 산업인력정책에서 선제적 인력양성정책의 중요성
이 감소
-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IT 인력의 선제적 양성공급은 IT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었지만 현재 범용인력의 과잉공급은 고급인력
부족을 초래하여 도리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최희
선·김주영·조진환, 2012).
-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에서 지역중심 산업인력정책의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 차원의 인력수급 조정이 이슈가 되
고 있음.
◦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지역거점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동
안 대학 특성화 진행과정에 지역대학 일반의 전형으로 제시된 교
육중심대학 혹은 현장밀착형 대학 모형의 재검토가 필요
- 지역대학과 관련한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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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중심대학 vs 교육중심대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논의
- 대학 특성화 진행과정에서 연구중심대학 vs 교육중심대학 패러
다임이 쇠퇴하고 있으며, 교육중심대학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
다고 할 수 있음. 단, 지역의 중소기업에 현장인력을 공급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기술협력, 기술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중심 혹은 LINC사업의 현장밀착형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지역중심의 산업인력양성정책은 산업인력양성정책이 구체적으
로 작동하는 장으로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됨을 의미
- 지역산업 발전 차원에서의 목표는 부과하는 한편, 산업 전체 차
원에서의 조정은 필요
- 현재 상당수 지역대학은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 부재, 기업의
부족,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산학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임.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는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
으며, 산업정책을 통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
◦ 산학협력 유형이 대학 특성화에 미치는 영향의 확대로 지역산학
협력 지원사업은 지역대학의 특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2011
년 이후 재편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등 지역산학협력
지원사업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대학 특성화를 촉진하
고 있음.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제2장에서는 최근의 인력양성체
제 변화를 숙련의 미스매치와 지역대학의 역할 관점에서 개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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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지역 산학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 제4
장에서는 최근 시작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의 추진 방
향을 제시함. 제5장에서는 지역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례
를 살펴봄. 제6장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학협력
인력양성 전략을 제시함.

제2장
숙련 미스매치와 지역대학

1. 숙련 미스매치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
◦ 본 절은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를 정부의 대졸 범용인력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선제적 인력양성정책의 위
상 변화의 관점에서 정리.

(1) 숙련 미스매치와 일자리 미스매치

◦ 본 절은 숙련의 미스매치를 정책적 관점에서 두 측면으로 나누
어 검토함.
- 숙련의 일반적인 지표는 학력이므로, 본 연구에서 숙련 미스매
치(skill mismatch) 는 학력 미스매치로 간주함.
◦ 첫째, 대졸 범용인력의 과잉과 기능인력의 부족 현상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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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인력 수준별 숙련의 미스매치 현상을 보여주는 <그림
2-1>의 [1]의 영역에 해당함.
- 대졸 범용인력의 과잉공급과 기능인력의 부족 현상은 정책적으
로 볼 때 동전의 양면의 성격을 갖고 있음. 대졸 범용인력의 과
잉공급을 해소하고 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정책
은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직업교육제도 개편을 통하여 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것임.
◦ 정부는 대졸 범용인력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동 조치는 대학진학률 하락에 일정한 역할을 하
고 있음.2)

<그림 2-1> 숙련의 미스매치와 인력정책의 두 측면

[1]
규모

[2]

수요

초과공급
초과수요

공급
숙련수준
생산인력^기능인력

대졸 범용인력

고급R&D인력

2) 물론 대학 진학률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난 10여 년간 대학등록금의 급
증과 최근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취업난 등을 지적할 수 있음. OECD 대학 등록금 순
위에서 한국은 2011년 2위, 2013년 4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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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마이스터고제도 도입 등 직업교육제도 개편, 고졸
자의 정부기관 및 대기업 채용 확대 등 어퍼머티브 액션 타입 조
치 등이 그 예임.
◦ 둘째,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선제적 인력양성의 영역 즉, <그림
2-1>의 [2]의 영역임.
◦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실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중
견기업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남.
- 일자리 미스매치는 학력 미스매치를 비롯하여 지역 일자리 미스
매치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개념임.3) 4) 5)
◦ 성장이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R&D 인력,
마케팅 인력 등 전문인력 부족이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산업연구원이 201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월
드 클래스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고급 R&D 인
력 55%,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31%, 숙련 기능인력 13.5%, 대기
업 퇴직인력 0.5% 등임.

3) 일자리 미스매치는 숙련(학력) 미스매치, 보상 미스매치, 정보 미스매치 등을 어우르는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대졸자 공급은 넘쳐나지만 고학력자를 필요로 하는 일
자리는 많지 않은 경우에도 일자리 미스매치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학
력 미스매치가 정확한 표현임.
4) 일자리 미스매치도 학력 미스매치와 일정한 관련이 있음. 일자리 수준에 비추어 숙련(학
력)수준이 높은 고학력자의 과잉공급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임.
5) 최근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11년의 경우 취업자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을 보면, 전체는 41만 5,000명이 증가했지만,
20대 연령층의 경우에는 5만 8,000명이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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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보상의 미스매치 등으로 중소기
업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임.
- 청년층 선호 직장은 국가기관 28.7%, 대기업 21.6%, 공기업 15.6%,
벤처기업 3% 등이며, 중소기업은 2.3%에 불과함.

(2)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내에서의 평가
◦ <그림 2-1>의 [1] 영역 즉, 대졸 범용인력의 과잉공급과 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은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맞물려 효과적으
로 추진되고 있음.
- 최근 직업교육제도 개편은 OECD 2위 (2011년) 로 높은 수준의 대
학 등록금, 경제성장률 둔화 등과 맞물려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있음.
◦ <그림 2-1>의 [2] 영역 즉, 선제적 인력양성 영역의 부분은 과거와
달리 최근 그 효과가 감소하고 있음.
- 인력공급 확대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프레임은 과거 굴
뚝산업시대에는 잘 작동하였음. 압축성장 시대의 산업발전에는
<그림 2-2> 교육확대를 통한 산업발전 모델
인력부족
산업발전

교육확대

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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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인력이 많이 필요. 산업은 발전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여 정
부는 기술계 고등학교를 늘리고 전문대학을 늘려서 필요 인력
을 공급하였음(최희선·오정일, 2006).
- 그러나 한국이 기술 프론티어에 접근하면서 양적 미스매치보다
는 질적 미스매치가 이와 같은 모델의 유효성을 감소시킴.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연구개발인력 확보가 애로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해당 분야 우수 핵심인력 부족이
라는 질적 미스매치의 문제임.6)
◦ 선제적 인력양성정책은 최근 양적 공급확대를 유발하는 데 그쳐
해당 분야 인력 과잉공급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범용 디자인 인력이 과잉공급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
가 지난 10여 년간 디자인을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디
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을 선제적으로 공급하였기 때문임.7)
전국의 디자인학과에서 매년 3만 6,000명이 배출되는데, 정규직
취업률은 약 50%임.
- IT 인력양성정책도 기술선도시대에 선제적 인력양성정책의 어
려움의 한 예임.
- 정부는 1990년대부터 IT 산업발전을 견인할 충분한 인력공급을

6) 전체적인 인력공급 규모의 과잉 속에서도 세부 부문별로는 인력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데, 이는 첨단 기술개발 부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도 양적인 문제라기보
다는 질적인 문제임. 황규희 (2006).
7) 정주연, 「조선일보」, 2012.12.12. 디자인 분야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일본의 경우에도 고
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인원은 연간 2만 8,000명가량이며, 독일은 4,000명가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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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IT 인력을 양산하여 왔으며, 이것은 IT 산업발전을 이룬
중요한 요소임.
- 반면, IT 산업이 기술선도형으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석·박사급 신규인력 양성확대로는 충분
하지 않음. 산업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고급인력은 학력이 높
은 인력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오랜 경력을 유지한 인력과 소수
의 수재 등임.8) 9)
- 현 단계에서 IT 인력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의 신규인력 공급확대
의 효과는 제한적임. 신규인력의 지나친 공급확대는 현업에서
경력을 유지하는 인력의 수를 급속하게 줄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의 생애임금을 낮추고 어린 인재의 업계 진입을 저해할 수 있음.
◦ 선제적 인력양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력수급전
망에 기초한 적절한 수준의 인력공급이 필요한데, 기술 프론티어
에서는 쉽지 않음.
- 황규희(2006)는 성장동력산업의 인력양성정책 성공의 조건으로
정확한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한 적절한 인력공급계획 수립을 지
적하였음.
◦ 선제적 인력양성정책은 지역 차원의 조정 및 시장기능에의 조응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소프트웨어 인력수준별 부족인식률은 초급 3.3%, 중급 45.0%, 고급 51.7% 등임(지식경
제부, 2011).
9) 지식경제부(2011)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HW 개발설계, HW
유지 등 HW 분야의 경우 24,108명이 과잉이며, SW 분야의 경우에는 8,195명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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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선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산업정책이 시장기
능 중심, 지역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인
력정책도 시장기능 중심, 지역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위너 피킹형 산업정책이 현재의 산업발전단계에서도 유효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은 기술 프런티어
에 접근함에 따라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는
기업 및 산업을 선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즉, 시장이 위
너와 루저를 결정하고 정부는 시장의 실패 영역에 개입하는 것
이 효율적임(최희선 외, 2011)
- 인력공급의 경우에도 외부경제 효과 등의 시장실패가 존재하지
만, 인력의 경우에는 시장실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더 큰
폐해를 초래할 수 있음(황규희 2006). 가격 및 임금 변화에 의하
여 수요 공급이 조정되기 때문에 인력공급 계획과 실현은 시간
적 공간적 거리가 있음.
◦ 선제적 인력양성정책의 중심은 지역대학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
력양성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
- 지역선도산업 발전을 위한 선제적 인력양성 규모도 지역산업
의 수요에 기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인력양성 규모의 조정
은 쉽지 않은데, 제3장에서 언급한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
업이 한 예임. 지역산업 기반이 없는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산학협력 사업은 도리어 지역산학인력양성사업에서 배출된 인
력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초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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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특성화와 지역대학의 역할 변화
(1) 대학 유형 분류
◦ 대학 유형의 분류는 대체로 교육인적자원부(2005)의 분류에 따라
목적별로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대학으로 분
류하거나, 지역적 위치에 따라 수도권대학, 지방대학 등으로 분류
- 교육인적자원부(2005)는 카네기재단의 대학분류방식을 참조하
여, 전국의 대학을 시범적으로 8개 카테고리 (연구중심 1, 연구중
심 2,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의 분류와 특화 및 종합의 분류를
교차시킨 것)에 따라 분류한 바 있음.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에서는 참여대학을 기술혁신형, 현
장밀착형으로 분류함.
- 서울대, KAIST 등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은 LINC 사업에는 참여하
지 않음. LINC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혁신형 대학은 대체로 교육/
연구병행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LINC 사업의 현장밀착형
대학은 주로 지역의 교육중심대학이 포함되어 있음(<그림 2-3>
참조).
◦ 교육중심대학은 학부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실무위주 교
육이 목적이고 특히 지역의 교육중심대학은 지역 특화분야의 전
문가 양성이 목적임.
- 한편 교육중심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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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LINC 사업의 대학 유형 분류

연구중심
대학

교육/연구
연계대학

교육중심
대학

LINC 사업의 대학 유형 분류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연구수준 높음

는 대학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음. 카네기재단의 분류기준으
로 연구중심대학을 정의하면, 15개 이상 분야에서 대학원 과정
을 운영하고 1,0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사용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임.
- 정우성(2012)은 한국연구재단(2008)의 대학분야 간접경비비율
산출 기준에 따라 연구부문 간접경비비율이 국립대학교 40%, 사
립대학교 30%를 상회하는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규정하고,
이보다 낮은 비율의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으로 분류

(2) 교육중심대학과 지역대학
◦ 지역의 특화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역의 교육중심 지역대학
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교육중심대학의 모
형은 쉽게 설정하기 어려움.
◦ 우선 교육중심대학 선정 기준 설정이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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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2012년 대학평가가 선정한 교육중심대학은 서울지역
의 경우 덕성여대, 상명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등 주로 여대이
며, 이공계 학부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학임.
- 반면, 교육여건 부문 평가에서는 KAIST, 포스텍, 서울대 등이 톱 3
대학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세 대학은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임.
교육여건 부문 평가는 교수당 학생 수, 교수확보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등이 포함됨.
- 즉, 연구중심대학, 교육/연구연계대학, 교육중심대학 모두 유형
별 특징 있는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중심대학
이 ‘교육’중심대학의 전형이라는 것은 맞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연구중심대학 vs 교육중심대학의 역할
모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등교육체제를 참고하고 있으며,
교육중심대학의 모형으로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예도 들고 있으
나, 이 두 예는 적절하지 않음.
- 캘리포니아주는 1960년대 이후 고등교육 발전전략을 세우면서
대학체제를 연구중심대학 체제인 8개의 캘리포니아 대학 (UC,
University of California) 체제, 실무 중심의 교육중심대학인 22개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CSU,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al State’) 체
제,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
(CCC, Calfifornia Community College) 체제로 구분하였음(산업연구
원, 2009).
- 당시 캘리포니아는 30여 개 대학이 역할분담 없이 치열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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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면서, 신설 대학도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
의 발전전략을 추진 중이었음. 캘리포니아주는 고등교육발전전
략을 통하여 교육중심대학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석사과정
까지는 설치할 수 있지만, 박사과정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즉,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교육 특성화 사례는 연구-교육평생교육의 기능적 분리에 앞서 하드웨어적인 분리가 가능했
기 때문에 성공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원중심-대학중
심 등 하드웨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중심-교육중심
등 기능적 분리에 기초하여 대학특성화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음.
◦ 교육중심대학 모형으로 흔히 인용되는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
리지’는 주로 기초학문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학부중심대학으로
‘잘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대학임.
-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대부분 규모가 매우 작아 학생 개인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며, 기숙사 시스템이 잘 발달한 기숙사 대학
으로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통해 강의실뿐만 아니라 캠퍼스
어느 곳에서든 동료 학생들과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노동집약
적’이라는 점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따라서 등록금이 매우 높
음. 특히 높은 등록금의 문제는 이 시스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
고 동 교육에 대한 수요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Durden

22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와 지역대학의 역할

2008).10)
- 전반적으로 볼 때 ‘리버럴 아츠 칼리지’ 교육은 높은 등록금과 규
모가 작은 데 기인한 규모의 불경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시대착오적 유물’로 전락할 위기가 있다는 점에서 학부중심
교육 혹은 교육중심대학 모형이 될 수 없음.
◦ 특히 이공계 대학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경우라도 ‘교육중심
대학’의 용어가 부적절할 수 있음.
- 정부가 “잘 가르치고”, “지역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이공계 학
부중심대학 모형의 전형을 만들고자 했던 노력은 산업기술대학
의 설립에도 잘 나타남. 산업기술대학은 설립취지상 연구 vs 교
육의 패러다임에서는 교육중심대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산업
단지에 위치하는 공과대학의 특성상 연구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야 하기 때문임.
- 이공계 대학의 성격상 학부중심 대학의 경우에도 연구와 밀접
한 관련이 있음. 교과과정이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가
족회사제도 등 도입과 관련하여 공동연구 혹은 기술자문과 관
련하여 연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더욱이 향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기존의 사업단 중심에서 개인단위 지원으로 전환할 경
우 이공계 학부중심대학에 종사하는 교수의 연구는 더욱 증가

10) 톱 10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2012년 등록금 평균은 41,686달러임. 2012년 공립대학(2,127
개 대학 평균)의 인스테이트 등록금은 4,133달러, 아웃오브스테이트 등록금은 9,660
달러, 사립대학(5,520개 대학 평균)의 등록금은 17,649달러임. www.collegetuition.com,
http://blog.collegetuitioncomp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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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11)
◦ 지역 차원에서 지역의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중심대학은
LINC 사업에서 사용하는 현장밀착형 대학이란 용어가 적당
- 교육중심대학의 개념은 모호하지만, 지역산업에 공간적 접근성
이 뛰어난 교육중심 혹은 학부중심대학의 역할은 지대

(3) 지역대학의 역할 변화
◦ 지방에 소재한 대부분의 지역대학은 지역인재 양성의 역할이 기
대되어 왔으며, 교육중심대학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음.
- 지난 10여 년간 지역대학의 역할 유형화로 교육/연구연계대학,
교육중심대학 혹은 현장밀착형 대학으로의 육성이 강조되어 왔
음.12)
- 최근 지방에 소재한 사립대 가운데 교육중심대학을 발전전략으
로 제시하는 대학이 늘고 있음. 예전의 교육중심대학이 정부의

11) 김진영(2006)은 BK2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등 기존 사업단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연구증진 및 교육인프라 확충 등에 기여했지만 사업에 참여하
는 대학 및 개개인의 경쟁환경 조성이나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지원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단 중심 지원을 개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2006.
12) 지역에 소재한 대학은 연구중심대학-교육/연구연계대학-교육중심대학 특성화 선상에
서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지만, KAIST, 포스텍, 광주과기원 등을 제외하면 초일류 연구중
심대학은 주로 수도권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대학은 교육/연구연계대학교육중심대학이 많다고 볼 수 있음(민철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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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차원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대학 발전전략 차원에서 스스
로 제시하고 있음(「교수신문」, 2009. 7. 4).
-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잘 가르치는 대학” 전략은 지역대학의
경우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전략임.13)
◦ 그러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대학 육성전략에서 지역거
점 대학의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육성정책이 필요한
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볼 때 광역경제권별로 연구중심대학으
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형 1의 대학이나 유형 2의 대학이
하나 이상 있어, 지역산업 발전 동력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음
(민철구 외, 2011).
-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은 2000년대 이후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유수 연구중심대학을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육
성에 전력을 기울여 성공하였음.14) 반면 지역거점 국공립대학의
대학원은 낙후되어 유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음.

13) “잘 가르치는 대학”의 전략은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며, “잘 가르치는 대
학”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연두업무보고자료).
14) 한국의 유수 연구중심대학은 세계대학평가(QS) 순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 한국 대학
이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00위 안에 든 대학은 2007년에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2개 대학
이었지만, 2010년에 5개 대학, 2012년에는 6개 대학으로 증가. 2012년에는 서울대(37위),
카이스트(63위), 포스텍(97위), 연세대(112위), 고려대(137위), 성균관대(179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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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산학협력사업의 성과
(1)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 지역산학협력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
성사업의 경우, 1단계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2,155억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였으며, 2단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목
표로 5년간 지원하였으나, 2011년에 LINC 사업으로 재편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지역기업의 균형발전과 혁신을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체계 구축사업, 지역산업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지역기업과의 기술개발 및 지도, 기술이전사업 공용장비
구축사업 등을 추진
◦ 1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1만 43개 기
업과 가족회사 협약체결을 중심으로 산학 간의 교류를 촉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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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1단계) 주요 실적
성과지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산학협력체제 구축
특성화학과(학생 수)
계약형학과(학생 수)

13,843

18,713

17,552

21,397

23,835

95,340

443

528

633

1,078

899

3,581

현장실습(학생 수)

7,353

7,713

6,699

7,108

6,801

35,674

산업체위탁과정(학생 수)

2,274

1,170

1,159

682

485

5,770

교수임용 및 평가제도 개선(항목)

153

208

134

149

115

759

산업계 출신 교수임용(인원 수)

102

102

149

274

201

828

산학협력전담교수(신규 임용)

65

25

37

12

25

164

2,072

1,947

1,949

1,608

2,488

10,064

938

985

1,258

2,018

1,898

7,097

34

102

144

147

155

-

4,745

6,420

8,143

9,557

10,043

-

162

190

197

197

229

-

214

217

193

180

168

972

기술이전(수)

66

98

73

143

156

536

기술지도(수)

3,652

2,639

3,814

4,642

4,564

19,311

특허출원(수)

121

367

268

305

355

1,416

1,005

1,544

1,449

1,548

2,632

8,178

11,156

11,677

9,615

15,222

16,563

64,233

대학전체 취업률(%)

71.6

74.5

74.6

75.3

73.1

73.8

참여학과 취업률(%)

73.6

74.5

76.9

77.5

77.3

76

장비구축(건수)

133

90

79

54

66

422

장비활용(건수)

7,575

9,590

21,552

40,368

장비활용시간(h)

20,220

47,895

76,993

78,832 128,835 352,775

산학인력교류(인원 수)
Capstone Design 과제(수)
공학교육 인증제 프로그램(수, 누적)
가족회사(수, 누적)
산학협력협의회(수, 누적)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이전
기술개발과제(수)

지역혁신을 위한 인력양성
산업계기부장학금 수혜인원(수)
산업계인력 양성(인원 수)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공용장비 구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대학산학협력백서」.

42,236 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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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공동기술개발 972건, 기술이전 536건, 특허출원 1,416건의 성
과를 창출
- 지역기업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기술인력 공급을 위하여 35,674
명의 학생이 가족회사 현장실습 참여, 7,097개의 Capstone Design
과정 수행, 155개 공학교육인증제 프로그램 촉진 등을 통해 공학
교육의 현장성 및 전문성 함양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의 성과15)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과거 시·도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이 안고 있던 시·도 간 유사·중복 및 분산 지원의 문제를
해소하고 광역 단위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이
명박 정부가 새로이 도입한 지역발전전략임.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충청권의 New IT와 의약바이
오,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 동남권의 수송
기계와 융합부품소재, 대경권의 그린에너지와 IT 융·복합 등 광
역경제권에 총 12개의 선도산업을 선정하여 2009.4~2011.4 간 기
술개발, 인력양성 및 마케팅 활동에 민·관 총 1조 3,000억원을
투자
^ 국비 9,000억원, 민자 3,852억원, 지방비 845억원

15)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2011.5.18.),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백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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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광역경제권의 12개 선도산업 및 20개 프로젝트 현황
권역

선도산업
NEW IT

충청권
의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호남권
친환경부품소재
수송기계
동남권
융합부품소재

프로젝트
무선통신
그린반도체
신약 실용화
허브 연계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카
광기반부품
그린카
해양플랜트
기계기반
안전편의

권역

선도산업
그린에너지

대경권
IT융^복합

프로젝트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의료기기
실용로봇

의료융합

의료융^복합

의료관광

의료관광

물산업

물산업

관광레저

MICE

강원권

제주권

자료 : 지식경제부(2011).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선도산업 발전을 위해 필
요한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과부 사업임.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는 2011년 현재 703개 지역기
업, 407개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구소 등)을 비롯한 1,110개의
기관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기반 확충에 참여. 기업 중 대기업
은 86개사이며, 중견기업 35개사, 중소기업 582개사임(지식경제
부, 2011).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지난 2년간 지역의 일자리 창
출, 매출, 수출 등 성과 창출
- 지역 일자리 창출의 경우, 호남권 1,837명, 충청권 1,205명, 동남권

제3장 지역산학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29

1,110명, 대경권 1,021명 등 광역경제권별로 지난 2년간 총 5,682명
의 고용을 창출함.16)
- 중소·중견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한편, 20~30대 청년
인력을 주로 채용하고 있어 선도기업들이 지역의 청년실업 완
화에 기여
* 기업규모별 고용 창출 : 중소기업 3,902명(70.2%), 중견기업 322명
(5.0%), 대기업1,198명(21.4%), 비영리기관 등 140명(2.6%)
* 연령별 고용 : 20대 3,063명(54.0%), 30대1,880명(33.0%), 40대 443명
(7.7%), 50대177명(3.0%) 등
- 석·박사 전문인력 777명 채용, R&D 분야 고용비율이 38.9%에 달
하고 있어 광역 선도산업 육성사업이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에
기여
* 학력별 고용 : 석사 663명(12.2%), 박사 114명(2.1%), 학사 2,865명
(50.3%), 전문학사 861명(15.3%), 고졸 1,109명(20.2%)
* 기능별 고용 : 연구개발 2,273명(38.9%), 생산관리 1,934명(34.8%),
생산 814명(14.3%), 경영관리 335명(5.9%), 영업 287명(5.1%)
- 12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거둔 매출과 수출 실적의 경우, New
IT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등 63개 유망상품의 사업
화를 추진하여 총 3조 258억원의 매출, 10억 8,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함. 충청권 153개 선도기업이 수출 3억 6,000만 달러, 호남권

16) 호남권(1,837명),충청권(1,205명),동남권(1,110명), 대경권(1,021명), 강원권(416명), 제주
권(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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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선도기업이 수출 1억 2,000만 달러, 동남권 175개 선도기업
이 3억 1,000만 달러, 대경권 135개 선도기업이 1억 6,000만 달러
를 기록하여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데 광역경제권 선도기
업이 기여

2. 지역산학협력사업의 문제점
(1) 지역산학협력 재정지원 비중 감소
◦ 이명박 정부의 경우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 재정지원을 추진하
여 수도권 대규모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산학협
력 등 지역대학 중심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이 감소
- 2009년도의 경우 교과부 대학재정지원액 중 수도권 대학의 비
율은 52.4%로 2007년의 47.6%에 비해 4.8% 증가. 반면 지역대학은
2009년 47.6%로, 2007년 52.4%에 비해 4.8%감소
◦ 대학당 지원액도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09년의 경우 137억원으로
지역대학의 77억원 대비 1.8배로 2007년의 1.5배보다 대학당 지원
액의 격차가 확대

(2)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지역산학산업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인
력양성과 수급의 미스매치 발생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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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학연협력사업은 선도산업, 전략산업 등 특정산업을 지역
별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임.
- 지역선정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학연협력을 유도하여 선정된
미래·전략 산업의 성장을 다른 부문으로 확산하여 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확산하고자 하는 정책임.
◦ 지역산학협력사업 대상 육성 업종은 대부분 미래성장동력산업
으로 지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산업부문들의 경쟁력 제고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지역산학협력 대상 선도산업은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산학협력중
심대학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대학에서 미래신성장 부문만 중점
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
업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움.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과 최근 실시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의 경우 미래기술
<표 3-3> 단계별 지방인재 유출
^1단계 → 지방의 고교졸업 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2010년 기준 지방고교졸업생의 수도권 대학 진학 비율은 평균 13.0%)
^2단계 → 지역대학 대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
(2010년 기준 2,652명으로 전체 편입생 중 46.8% 점유)
^3단계 → 지역대학 졸업 후 수도권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2008년 대졸자 조사결과 서울소재 직장인 중 지역대학 출신비율 강원
41.6%, 경남 11.1%로 나타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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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미래기술 중심의 관련 기업은 주로 수도권 대기업으로 지역산학
협력인력양성사업에서 배출된 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
로 유출되는 3단계 지역대학인력 유출 현상 발생(<표 3-3> 참조)
- 지역의 중소기업은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지역에
사람이 거의 없는 구인난에 직면
^ 지역대학 배출인력 중 해당 지역에 취업하는 비중은 수도권
(97.0%), 동남권(89.1%), 제주권(87.4%)로 높은 편이나 충청권
(60.5%), 대경권(70.2%), 호남권(72.0%)등은 역외유출이 높음.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의 경우, 선도산업 분야의 인
력수요 예측이 어렵고, 일부 광역권에서는 선도산업 분야의 지역
산업체 기반이 취약
<표 3-4> LINC 사업의 인력양성지원의 특징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지원방식

분야

프로그램 중심 지원

체제개편 + 프로그램 패키지형 지원

단편적, 분절적 산학협력

총체적, 체계적 산학협력
- 교수평가, 산학협력단 제도 개선 등

선도산업

선도 + 전략 + 신성장동력 분야



학부
대상

LINC

학부, 대학원

특정 학부, 학과 중심

대학 전체
-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전공 운영

내용

인력양성

인력양성 + 기술개발 및 이전

유형

단일 유형

다양한 유형(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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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분야 기업으로의 취업 및 공동연구 등 원활한 산학협력이
어려워 각 대학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선도산업 관련 특정 학과 중심 지원으로 지역 전략산업 등 광역
권 내 전반적 산업수요가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한계 노출

(3) 지역산학협력 거버넌스의 복잡성 및 사업선정 소수대학 중심의
추진에 따른 성과 확산의 한계
◦ 지역산학협력사업의 경우 일부 선정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
역대학은 산학 간 협력추진체계가 취약한 실정임.
- 지역산학협력사업의 경우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기업도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기업이 중복적, 연속
적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대다수 지역중소기업은 소외되고 있
는 실정
- 지역사업협력대상 대학의 경우 기선정대학을 중심으로 이미 기
반을 갖추고 있는 소수의 대학(25% 수준)에 대한 중복지원, 사업
제외대학의 경우 산학협력체계 구축이 미흡
◦ 지역산학협력사업의 경우 지원기관이 너무 많고 추진체계가 복잡
- 정부사업을 중심으로 산학 간 연계를 추진하는 관계로 정부사업
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역혁신 주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바,
선도산업지원단,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연구개발특구
본부, 산단클러스터추진단 등 사업유형별 지원기관이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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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존재하여 지역산학협력 추진체계상 혼선 초래
- 대학의 경우 대부분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업추진단
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거점대학의 경우 유사한 사업을
다양한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대학 내에서 예산 중심의
체계운영에 따른 혼선 초래

(4) 지역별 산업생태계 및 산업구조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균등재원
배분에 따른 한계
◦ 지역별 산업구조 특성과 지역대학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균등
재원배분 구조에 따라 산업구조와 산업집적정도, 거리적, 지형
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차별적 성장전략의 한계 노정
◦ 특정산업 중심의 접근에 따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산업생태계 관
점의 지원방안 개발의 한계 노정
-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지역산학연계 방안은 기존 산업마케팅에
기반한 지역별 특화전략에서 벗어나 전후방 연관관계 산업, 소
재+부품-시스템-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군의 다양화 전략전환
이 부족
- 개방형 혁신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산학연관 주체 간 연계성을 강
화하고 외부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계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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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도산업 육성방향의 변경에 따른 지속적, 체계적 지역산업
육성의 한계
◦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의 경우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
표적인 지역산학협력 지원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특화산업내역
변경에 따른 지역 선도산업의 불일치 초래
- 계명대의 경우 누리사업에서 ‘문화콘텐츠산업’으로 5년간 지원
을 받았으나, 광역경제권사업에서 ‘IT융·복합 의료기기산업’으
로 변경, 목포대도 ‘조선산업’에서 ‘해상풍력산업’분야로 변경
◦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의 경우 경북권의 경우 2004년 계획상
‘생명공학, 신약분야’에서 2008년 ‘그린에너지분야’로 선도산업
변경17)
- 전남권의 경우 ‘바이오하우징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변경
◦ 지역거점의 선도산업 육성은 국가의 장기산업플랜에 의거 육성,
추진되어야 하며 이 경우 관련된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이 중요함.
◦ 정부 변경 시마다 지역거점의 선도산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구
조와 내용이 개편되며 이에 따른 정책수행의 일관성과 지속성 결
여로 지역산학협력사업 재정지원의 비효율성 노정

17)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은 2004년 신설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의거 지방 우수
이공계대학과 산업계가 연계된 지역연구개발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임. 선정대학에
는 10년에 25억원씩 지원, 2010년 8월 말 현재 강원대, 충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충
북대등 6개교가 지원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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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의 경우 2009년 3월 26일
사업내역을 확정·공고하고 4월 24일까지 한 달여 만에 사업계획
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사전검토 등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
족. 이는 예산투입규모 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

(6) 지역 강점의 비이공계분야 지역산학협력사업 추진 미흡
◦ 최근 시행되고 있는 LINC사업의 경우 비이공계분야의 산학협력
이 강조되고 있음.
- 지금까지는 이공계 중심의 지역산학협력사업이 추진되었음. 지
역대학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비이공계분야 산학협력 활성화의
필요성 인식.
- LINC 사업 등 최근 비이공계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산규모에서는 이공계중심사업이 중심(산중사업 참여
학과 중 공과대학/비공과대학 비율은 80:20)
- 지역대학에서 상당 부문을 점유하는 비이공계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산학협력사업 활성화 필요

(7) 지역산학협력사업의 영역별 문제점
◦ 지역인력양성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취약한 지역산업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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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의 어려움’에 있음
- 대학졸업생들의 중소제조기업 취업 기피, 산학연협력사업을 통
해 양성된 인력이 수도권 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 등으로 지역기
업 대상 취업연계형 맞춤교육의 경우, 산·학 간 상이한 눈높이
로 인해 사업추진에 장애
- 지역기업 현장실습 및 인턴십의 경우, 산·학 간 교육에 대한 기
대 수준의 미스매치로 교육의 질적 저하. 기업에서 실습기간 동
안 학생들에게 단순업무만 할당하고 있으며, 기업의 인력난으
로 인해 기업전문가의 교수기능 확보 곤란
- 중소기업 인력난 및 교육에 대한 투자의지 부족으로 교육 참여
율 저조
◦ 지역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지역기업 및 대학의 근본적인
혁신역량 취약으로 ‘지역혁신형 기술개발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표 3-5> 인력양성 영역의 문제점
인력양성 영역의 근본적 제약점

수요자 중심형 인력양성의 문제점
○산학연협력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

○대학졸업자의 생산형 중소기업 취업 기피

력이 대기업이나 (지방의 경우) 수도권기업
취업 선호
○ 대학생들의 제조업분야 실습교육 부적응
○기업의 교육 참여율 저조
- 중소기업의 교육시간에 대한 투자 부족
- 인력난으로 인해 중소기업 전문가의 산학
연협력사업에 대한 참여 미흡
○현장실무 및 실습교육에 대한산학 간 시각 차이
○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OJT는 불가피



(특히, 생산직)
○중소기업의 인력난
○대학졸업자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
○지방중소기업의 비전 부재
○지역의 전문인력 부족
(예 : 기업지원서비스 분야)
○지방대학의 소수 석·박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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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기술혁신형 기술개발 영역의 문제점
근본적인 제약점

기술혁신형 기술개발의 구체적 문제점
○기업과 대학교수 간 기술개발역량의 미스매

○대학에서

이론중심→상용화/사업화중심 기
술개발로 전환 지연

○기업과 대학교수 간 기술개발역량의 미스매치

○지역에서 석^박사 인력 부족



○연구원의 인력부족^업무과중^높은 진입장벽

○산학연 주체 간 기술개발을 둘러싼 불신풍토

만연
○대기업의 하청계열화

치로 인한 과제수행의 지속성 단절
인력부족, 업무과중, 높은 진입장
벽으로 인한 기술개발 지연
○지역의 석^박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기술개
발-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계 효과 미흡
○산학연 간 불신풍토로 인한 협력 마인드 미약
- 결과적으로 자체 이익만을 집착하는 형식
적 협력 만연
※ 학 : 실적달성 위주, 자체 연구 충족
※ 산 : 부족한 자금조달 위주, 개인적 친분
으로 인한 수동적 참여
○대기업 협력, 하청업체의 모기업에 대한 높
은 의존도로 인한 산학연협력에 대한 필요
성 인식 부족
○연구원의

- 지역선도산업육성 및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산·학 간 기술상
용화 사업화의 경우, 대학의 기술상용화, 사업화로의 전환이 지
연, 기업-대학교수 간 기술개발 역량의 미스매치 및 산·학 간 불
신풍조 만연으로 인해 공동기술개발 활성화에 지장 초래
* 산·학 간 기술개발역량의 미스매치로 인한 기업-대학 간 과제
수행의 지속성 단절
* 산·학·연 간 불신풍토로 인한 협력 마인드 취약과 이로 인해
상호자체 이익만을 집착하는 형식적 협력 만연
- 산·연 간 기술상용화, 사업화의 경우, 연구원의 인력부족, 업무
과중 및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기술개발 지연
- 기술개발-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계의 경우, 지역의 석·박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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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창업지원 영역의 문제점
창업지원의 근본적 문제점

구체적 문제점
○창업보육센터의

○창업지원의 기본 기능 상실



○정부의 창업보육센터사업의 중복성 문제

저렴한 입주비용으로 기술
혁신을 지향하는기업입주 희소
- 낮은 임대료를 겨냥한 비혁신형 기업들이
대부분(이는 창업보육센터의 자립화에 대
한 압박도 원인)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운영 미흡으로 인한
혁신형 창업지원 활성화 저해
- 예산 확보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
- 대학의 무관심
- 임대 위주의 운영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 부족

력의 부족으로 프로그램 연계 효과가 미흡
○ 지역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창업마인드 부족 등 지역혁신형 창업기
업육성에 대한 지원에 한계
- 대학 내 창업기반 확충사업의 경우 최근 다양한 지원유형이 개
발되고 있으나 임대 위주의 사업유형에 치중하고 비혁신형 기
업들이 입주함에 따른 기술혁신형 성과창출에 한계. 또한 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 확보 등이 부족하고 대학본부에서는 창업
지원에 대해 무관심

제4장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의 추진

1. LINC 사업 배경 및 추진전략18)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대학 역량강화사업
- 2012년 최종 선정대학 51개 대학 중 수도권 7개 대학을 제외한 44
개 대학은 지역대학으로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특성화
유도
◦ LINC 사업은 대학 산학협력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사업
- LINC 사업은 2012년 기존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
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거점연구단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합

18) 교육과학기술부(2012),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2012 종합업무 현황」; 교육과학기
술부(2012), 「산학협력선도대학 51개교 선정 보도자료」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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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2012년 1,700억원으로 2011년 3개 사업의 지원예산 1,455억
원보다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2,169억원으로 크게 증가
- 교육부는 2011년 산학협력국을 신설하고 시스템 차원에서 산학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

(1) 배경 및 추진경과
◦ 지역대학의 인재유출 방지 및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학협
력을 통한 교육시스템 개선과 지역산업 성장 견인
◦ 이공계 일부 학과 중심의 산학협력사업을 대학 전체로 확대하
여 산학협력을 교육, 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주류 활동으로 정착
시킬 필요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개편(지경부)과 연계 추진

□ 기존의 산학협력 지원사업들이 LINC 사업 중심으로 통합, 개편된
이유19)
◦ 기존의 산학협력 지원사업들은 사업 간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추
진되어 사업 간 칸막이식 운영과 유사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 제
기가 지속되어 왔음.
- 칸막이식 운영의 문제점은 학부와 대학원 간 단절, 공과대학과

19) 교육과학기술부(2011),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Q&A」,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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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과대학 간 단절, 개별 프로그램 간 단절 등의 문제임. 2010년
중복 지원 대학은 2개 사업 중복 지원이 7개교, 3개 사업 중복 지
원이 1개교 등임.
◦ 또한 단절적, 분절적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과 특정 학부(과) 중심
의 사업 추진으로 대학 체질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공과대학 중심의 지원으로 산학협력을 대학 전반으로 확산하기
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음.
※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 참여학과 중 공과대학/비공과대학 비
율은 80 : 20
◦ 이에 교과부는 기존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통합·확대·개편하
여, 특정학과 중심의 단편적 프로그램 지원방식을 탈피, 산학협
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종합적 체계적 패키지형으로 지원
- 대학 역량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산학협력 모
델을 창출하기 위한 LINC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함.
◦ 2011년 4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시안을 마련하고, 2012년
3월 LINC 사업 51개교를 선정, 발표함.

□ LINC 사업과 교과부 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의 차별성
◦ LINC 사업은 산업체와의 연계(Link)를 통해 산학협력 중심으로 대
학 체질을 개편하여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 대학 내부 학사조직 개편(예 : WCU 융합학과 개설) 및 대학 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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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12년도 이후 교과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구조(안)
사업목적

지원대학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연구중심
대학
(10% 내외)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확산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25% 내외)

학부교육
선진모델 창출, 확산

학부교육
선진화 대학
(10% 내외)

교육역량기반 확충,
대학 구조조정 지원

기초역량을
갖춘 대학
(40% 내외)

재정지원사업

지원범위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대학+지역,기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K

대학 내부
(교육혁신)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대학 내부
(기반 확충)

교육역량 강화 사업

교육특성화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 내부
(연구혁신)

연구특성화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육의 질관리 시스템 혁신(예 : ACE 교수-학습 지원센터 구축) 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과는 사업목적 및 지원범위 등이 차별화됨.

□ 산학협력의 지원범위 확대
◦ (산학협력 목표)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게 교육 연구의 혁신에 기
반한 창업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적극적 산학협력 추구
- 대학 및 사회 전반의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창업교육체제 구축
◦ (산학협력 범위) 디자인, 경영, 물류 등 공학 이외의 분야로도 산
학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학협력을 대학 사회의 주류 문화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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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기초예술 등 인문사회 분야로도 확산(예 : 콘텐츠 사
업화 등)
◦ (산학협력 지원) 대학을 통한 일방향적 산학협력 지원을 지역(또
는 기업)의 참여경로와 유인 확대를 통해 쌍방향적 지원으로 전환
◦ (다양화) 산학협력 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모듈화, 입체화된
지원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
- 다양한 선도모델의 창출로 획일적인 대학 서열구도 완화에도
기여
◦ (특성화)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 및 핵심 역량, 지역 여건 등을 고
려하여 지역선도(전략)산업, 신성장동력 분야 등에 산학협력 역
량 특성화
◦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개편) 교수임용 및 승진과 승급, 교수 업적
평가제도와 학사제도, 조직 등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편
◦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자
원과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허브(Hub)로 구축

□ 사업 추진방향
◦ (기본방향)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 특성화, 현장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 내실화, 취·창업 교육 및 지원, 후진학 지원 등을 중
점적으로 추진하되,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효
과성 제고
◦ (특성화) 대학 역량 및 지역 여건을 고려,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
화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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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 강화 방안
< 대학 >
대학 자율 프로그램
특성화 분야
지역 (지역 산업, 기존 기업
기반 사업과의 연계) 맞춤형
프로
프로
그램
그램

기술이전·사업화

< 지역산업 >

취업·재직자 교육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산학협력
협의체

·지역 특화산업

산업인력 수급전망

·지역 기반산업/
뿌리산업

기업체 연계

주 : MB정부 2단계 광역권 선도산업 22개 분야, 40개 프로젝트와 연계.

◦ (현장교육 강화)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운영을 확대하고, “현장
실습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현장실습 내실화
◦ (창업교육 강화) 대학 및 학생의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사회
전반의 창업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창업교육체제 구축 지원
- 대학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창업교육을 총괄하고, 창업강
좌 동아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원 강화
◦ (후진학 체제 마련) 특성화고 졸업자 등이 취업 후에도 계속 공부
할 수 있도록 학과 개설, 교육과정 개선 등 후진학 지원 강화
-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주말반 야간반 확대, 산업체 현장 경력
의 학점 인정,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5년제) 등 학사 운영

□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지역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현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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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지역산학협력지원사업의 LINC 사업으로의 개편
2011

2012
사업비

지원규모

1,000억원

20개교

산학협력중심대학

310억원*

17개교

지역거점연구단

145억원

7개교

1,455억원*

44개교**

계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지원규모

1,700억원

50개교
내외

주 : * 지경부 예산 130억원 포함, ** 대학 중복 고려 시 36개교.

<표 4-2> LINC 사업의 개요
목표

지원 대상

지원예산

수행 내용

^교수 임용, 승진제도 개선
학부+대학원
기
^창의적 기술 인재 및
술 혁신적 연구인력 양성 ※학부를 사업 참여 중심 30억~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혁
조직으로 하며, 대학원은
^특성화 분야 지원
신 ^원천혁신기술 개발 및 학부와 연계된 학사조직으 50억원 ^현장실습학점제, 현장실
기술사업화 지원
형
로 참여
습지원센터 운영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
^현장 맞춤형, 창의적
학부 중심
20억~
^취^창업 교육
장 기술인력 양성
※학부를
사업
참여
중심
40억원 ※창업교육센터 설치·운영
밀
착 ^현장 애로기술 개발 조직으로 하며, 대학원생
^산학협의체, 산학협력가족
및 기술이전 지원
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
형
회사 운영

습, 캡스톤 디자인 등) 및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
제 개편(교원 임용 및 승진제도 등), 산학협의체 및 기술개발 협
력 등 기업 지원
* 특성화 분야는 광역권 선도(전략)산업, 신성장동력 등 중점 분
야 등과 연계
◦ (지원 규모) 50개교 내외, 대학당 34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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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LINC 사업의 대학별 사업수행 내용
사업 내용(예시)
■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질 개선

대학체제
개편

S
y
s
t
e
m

산학협력단
역할 및 위상
강화

- 교수 평가, 승진^승급 산학협력 반영 확대
필수 -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확대
- 대학 역량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대학 특성화, 구조조정
- 융^복합 분야 교육 활성화, - 교수 산학협력 휴직제도
특화 - 학^연 협력 교수제 도입, - 교수 연구년 활용기업 등 파견근무
-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 등
■ 산학협력단을 대학 내 산학협력 자원과 네트워크의 허브로 구축
필수

- 대학 내 산학협력 및 취^창업 총괄 기획
- 산학협력 전문인력(변리사 등) 채용 및 운영

특화 - 기술이전센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

창업교육센터, ■ 창업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현장실습지원
센터 설치 필수 -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 산학협력 내실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필수 - 대학 내 공용장비의 연계 및 집적화
특화

- 산학연계 실험실 연구소, - 기술개발 공용장비 구축
- 공동 연구실 및 실험장비 등, - 산업체 재직자 교육시설 등

■ 지역산업(선도^전략)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C
o
m
p
o
n
e
n
t

L
i
n
k

교육과정 개편 필수 - 특성화 분야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특성화 트랙 등) 운영
- 연구소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 맞춤형 학과 및 계약학과
및 운영
특화 - 문제해결형 교수법 개발, -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개설
- 현장중심 교수학습 지원 등
■ 지역산업 및 산학협력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취^창업 교육 및 지원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등
인력양성 및
- 산학연계 공동 논문지도, 산학연계 공동 과제 수행
취업^창업지원
- 특허^지식재산권 교육 및 경영^회계소양 교육
특화
- 후진학 지원(재직자 특별전형, 온라인, 주말^야간반 운영)
- 실험실 창업 등 기술 사업화 지원 등
필수

■ 지역 및 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기업 지원 강화

기업연계 강화 필수 - 산학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
특화

- 선도기술 개발 지원, - 기술지도 및 에로기술 지원
- 경영컨설팅, 디자인^마케팅 지원 등 기업맞춤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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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유형별 선정 대학 및 특성화 분야 매칭
◦ 권역별 및 유형별 대학 선정은 수도권 7개 대학, 충청권 11개 대학,
호남·제주권 11개 대학, 대경·강원권 11개 대학, 동남권 11개 대
학 등 권역별 총 51개 대학 선정. 기술혁신형 대학은 14개 대학, 현
장밀착형 대학 37개 대학 선정
◦ LINC 사업은 광역권 선도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충청권
의 경우 의약바이오, 차세대에너지 New IT 등의 분야와 연계강
화 추진
- 또한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 선도산업 및 프로
젝트와의 연계성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 연계전략 강화

2. LINC 사업의 1차연도 성과평가 및 향후 운영 시사점

(1) LINC 사업의 1차연도 성과평가20)
◦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체계 변화 유도
-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는 1만 9,616명으로 68.7% 증가,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는 2,808명으로 사업 개시 전 2,052명에 비해 37% 증가
하는 등 전체적으로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체계 변화 유도.

20) 교육부(2013.5.20),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중
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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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LINC 사업의 성과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실적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산학협력단 전문인력 현황
가족회사 수(개)
기술이전 계약 건수 및 수입료

2012.2.(사업 개시 전)
11,630명
42,170명

2013.2.
19,616명
42,744명

비고
68.7% 증가
1.4% 증가

670건

872건

30.1% 증가

2,052명
168명
23,620개
603건/10,384백만원

2,808명
307명
31,135개
992건/15,144백만원

36.8% 증가
82.7% 증가
31.8% 증가
64.5% 증가

자료 : 교육부 내부자료.

◦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실습의 체계적 총괄 관리 유도 및
창업교육센터 기능 강화
- 기존 학과별로 운영되던 현장실습을 현장실습센터를 통하여 체
계적으로 총괄관리 수행, 가족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실습성과
를 취업으로 연계 강화.
- 대학마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한 창업교육
센터 설치, 지원인력 배치하는 등 활성화 기반 구축.

◦ LINC 사업 연차평가결과(2013.5.21) 발표를 통하여 우수 대학 인센
티브제공 등 사업단 간 경쟁촉진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 추진
- 기술혁신형(14개교) 중 경북대, 성균관대, 전북대, 한양대(ERICA)
가 “매우 우수” 평가.
- 현장밀착형(37개교) 중 서울과기대, 한국산기대, 단국대(천안),
호서대, 동명대, 창원대, 금오공대, 대구대, 연세대(원주), 우석

50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와 지역대학의 역할

<표 4-5> LINC 사업 참여대학 연차평가 결과
(평가결과 내 가나다순)

유형

기술혁신형
대학명

지원금

경북대, 성균관대,
전북대, 한양대(ERICA)

57억~
55억원

평가결과

매우 우수

우수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52억~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48억원

보통

부경대, 영남대
조선대, 충남대

45억~
43억원

현장밀착형
대학명
지원금
금오공과대, 단국대(천안),
대구대, 동명대, 서울과기대,
48억~
연세대(원주), 우석대,
43억원
제주대, 창원대, 한국산기대,
호남대, 호서대
강릉원주대, 건양대, 경운대,
계명대, 광주대, 군산대,
40억~
동신대, 동의대, 영산대,
36억원
인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밭대, 한국해양대
가톨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서대, 동아대,
34억~
목포대, 순천대, 순천향대,
23억원
안동대, 우송대, 울산대,
한국교통대

자료 : 교육부(2013).

대, 제주대, 호남대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음.

(2) LINC 사업의 향후 운영 시사점
◦ 대학역량별 차별화 프로그램 마련
- LINC 사업 추진 대학별 우수사례를 분석하면 지역거점대학인 경
북대학교의 경우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트랙을 중심으
로 한 계약학과 도입, 이를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역할 강화 등
의 차별적 프로그램 도입.
- 산업기술대의 경우 단계별 체계인 취업지원체계인 “Job Esca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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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을 도입하여 학생 대상 취업지원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취업관리를 강화
◦ LINC 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대학역량별 차별화 프
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LINC 사업 핵심 주체인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 확산 및 내실화
- A대의 경우 전국 최초로 LINC 사업운영의 주체인 산학협력중점
교수제도 도입을 위하여 기업 CEO 출신 현장전문가를 전임교수
로 임용하고 평가기준 등을 기존 교원들과 차별화하는 등 산학
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도입
- B대의 경우 산학협력전담교수 임용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
고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경영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산업
체 경력자 대상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도입
◦ 지역의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현장실습센터 및 창업교육센
터 구축
- 열악한 지역의 창업환경을 극복하고 특성화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창업교육센터 운영
- 현장실습센터 및 창업교육센터 우수사례로는 ① C대: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학기 중 4개월을 인턴십
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대학과 가족회사 간 공생발전 추진, ② D
대: 창업교육센터를 통하여 지식창업, 기술창업, 일반창업 등 차
별적 창업교육과정 운영 등이 있음.
◦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지원 및 연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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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 및 연계활성화 우수사례로는 P대의 경우 산학연계센
터를 통하여 기업과 대학간 의 연계강화를 위한 포스코 기술연계
프로그램 사업 등이 있음.

제5장
지역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례

1. 경북대학교의 트랙 교육과정21)
□ 경북대학교의 ‘기술혁신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의 발전계획
과 LINC 사업
◦ 경북대학교는 지역거점대학형 지역산학협력모델로 ‘기술혁신
형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설정하고, 연구기반의 순환형 산학협
력체제를 구축해 대학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을 지역 기업과의 공
생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설정함.
- 경북대는 중·단기(2010~2014) 발전계획 ‘VISION 2014 KNU 글로
벌 지식선도대학’ 추진을 위하여 3대 전략 8대 과제를 추진 중이
며, 연구역량과 산학협력 강화, 교육 경쟁력 강화, 글로벌 KNU,

21) 본 절에서 소개하는 경북대학교는 3절의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와 함께 교육/연구 연
계 유형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LINC사업의 1차 연도 평가에서 기술혁신형 대학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에 속함. 2절의 산기대는 현장밀착형 대학 중 최우수 등급을 받
은 대학 중의 하나임(<표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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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화 등 LINC사업과 연관한 4개 과제를 추진 중
◦ 경북대 글로벌 지식선도대학 추진에 LINC 사업이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음.
- 연구역량과 산학협력 강화는 총 1,238억원의 재정투자계획에서
54%(668억원)를 투입
-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LINC 관련 세부 과제는 국내외 현장실습
인턴십 교육 내실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확충, 대학원 융·
복합 학문을 위한 개방형 교육과정 운영 등
- 대학의 특성화는 전체 세부 과제가 LINC 사업과 관련이 있음.
기술지주회사(기술사업화 전담기구) 설립, 기술이전 활성화로
연구비 지원예산 확충, 테크노폴리스 내 특성화 캠퍼스 조성 등
임.22)

□ 트랙제도 현황
◦ 트랙제도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며, LINC 관련 주요 추진 과제임.
- 경북대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사전에 트랙
제도로 선택한 기업에 취업하고, 바로 현장 실무에 적응하는 체
계 구축을 위해 노력

22) LINC 사업의 특성화 분야 실현을 위하여 대학원 및 학부에 로봇공학과 등 12개 학과를 신
설하고, 삼성전자와 연구협력과 인력양성을 위한 10개 연구과제 수탁(20억원), LG 전문
실험실의 학내 RAC inverter Lab 개설 등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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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산업체 맞춤형 트랙 교육과정 및 계약학과 운영 현황
(2011년 11월 현재)

학과명

업체명

전자전기
컴퓨터학부

하이닉스반도체
(주)만도
삼성전자

물리 및
에너지학부
기계공학부
화학공학과
컴퓨터학부

선발 학생 수
취업생 수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8
4
8
8
0
5
7
1
10
8 9 11
4 0 12 3 32 14

2

1

(주)만도
10
하이닉스반도체 2
삼성전자
2
하이닉스반도체
4
(전자재료공학)
신소재공학부
고려아연(주)
(금속신소재공학)
화학과
하이닉스반도체 0
소계
42
대학원
(주)LG전자
제어시스템전공
계약
대학
학과
(주)삼성전자
모바일공학전공
소계
합계
42

6

트랙
과정

하이닉스반도체

1

0

1

3
3

1
1

2

3

-

-

2

1

5
4
2

5
0
1

2
3

6

-

4

2

2

-

-

-

1 3 1 0 2
15 33 22 51 42

0
26

2
3

26

3

5

9

12

-

-

18

5
20

9
42

30
52

51

42

자료: 경북대학교 내부자료(2012).

◦ 경북대학교는 만도트랙을 비롯하여 각종 트랙제도를 운영하였
거나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의 트랙제도는 참여학과, 참여학생,
참여기업 등의 규모 면에서 전국 최고임.
- 경북대학교의 트랙제도는 ‘신산학 트랙 제도의 운영에 의한 계
약형 학과제의 완성’으로 3차연도 산학협력중심대학 우수 사례
로 선정되었음.
- 특히 만도트랙은 경북대를 포함한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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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제도 중 프로그램의 기획 및 기업의 참여 수준에서 모범적
인 모델임.
◦ 계약학과, 맞춤형 트랙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은 기업과 학생, 대
학 등에게 다음과 같은 이득을 줄 수 있음.23)
- 기업은 동 과정에 비용을 지원하며, 동 과정을 졸업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현장실무에 쉽게 적응함으로써 채용 및 재교육 비
용을 줄일 수 있음.
- 대학은 최근 대학평가 지표 중 취업률 지표의 중요도가 매우 높
기 때문에, 대부분의 졸업생이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 사전에 트
랙을 개설한 기업에 취업하는 동 제도를 높이 평가
- 학생은 졸업 후 취업을 보장받으며 학비를 줄일 수 있음. 예를 들
어, 경북대 모바일공학과는 삼성전자 취업을 보장하며 4년간 등
록금 전액을 지원
- 단점으로는 규모가 작은 대학은 설치하기 쉽지 않으며 특히 계
약학과의 경우에는 지속성의 문제가 있음.

□ 경북대학교 주요 트랙의 특징 및 성과
◦ 만도트랙은 경북대를 포함한 각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트랙제
도 중 프로그램의 기획 및 기업의 참여 수준에서 모범적인 모델임.

23) 참여기업의 만족도 및 참여학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HUNIC3
차년도 성과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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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만도트랙의 운영과정

기획

가
협약체결

학생
모집공고

·주요 Frame 작성
·참여학과 및 참여
기업조사
·시행가능성 검토

·참여기업 및 참여
학부 협의
·학생선발방법 및
지원규모 결정

·홍보(장학금 등
구체적인 지원 내
역 홍보로 참여
동기 유발)

취업 및
사후관리

학생관리

보완

·취업 후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자
료분석

·대학 및 기업 상호
방문 관리

학생 선발
·기업의 사원 조기
선발 개념으로 기
업에 선발권 부여

프로그램
운영
·교육: 기업과 학교
공동 담당
·운영위원회 운영

본
협약체결
·이행협약

교육
과정
개발
·기업과 대학 공동
개발

Feedback

자료 : 경북대학교 내부자료(2012).

- (주) 만도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완충장치, 현가장치
등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고급기술인
력 양성을 위하여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2004~2009년의 5년간
트랙제를 구축·운영한 바 있음.
- 기계공학부, 전자전기컴퓨터학부의 3학년 학부생 중에서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쳐서 선발하며, 전공과
정 및 만도에서 제시한 교과목으로 역학개론, 신뢰성공학, 자동
차 섀시 및 차량 동역학, 만도 프로젝트 실습 1,2를 포함한 62학
점 이상을 이수함.
- 방학기간에 계절학기 과목으로 만도에서 생산기술 실무, 섀시
및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현장실습학점을 실시하고 조향, 현가
의 3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함. 산학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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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등록금과 학습장려금을 포함해서 연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취업이 보장됨.
- (주) 만도는 만도엔지니어 필요역량 조사, 커리큘럼 제안 및 검토
등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만도에서 추천
한 전문가를 경북대학교 겸임교수로 임명하여 강의를 담당함.
- 또한 경북대 및 만도에서 각각 3명씩 총 6명(위원장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장학금 등 지원규모,
대상학생 선발,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등을 결정
- 단, 만도의 경우 전체 사원에서 경북대 출신 엔지니어가 차지하
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져 인사관리상의 어려움으로 5년 계약기
간 종료 후에는 만도트랙 운영을 중지함.
◦ 삼성전자 트랙
- 지역에 소재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휴대폰, 정보통신기기,
홈네트워킹 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이동통신 분야의 고급
기술인력 필요
- 전자전기컴퓨학부의 3, 4학년 학부생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대상
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며, 전공과정 및 삼성전
자에서 권장한 정보통신 개발분야, 품질경영, 경영관리, 비즈니
스 어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함.
- 산학장학생은 성적에 따라서 월 50만~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기업이 원하면 전원 취업이 보장되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연계해서 진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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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트랙
- LG전자 디지털디스플레이사업부도 지역에 소재하는 가전제품,
영상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디지털 디스플레이 분야의 고급기
술인력 필요
- 전자전기컴퓨터학부의 학부생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며, 전공과정 및 LG전자에서
추가로 제시한 디지털 TV, PDP/LCD 관련 교과목을 이수함. 산학
장학생은 월 30만원의 학습장려금을 받음.
◦ 산업체 맞춤형 트랙 교육과정 및 계약학과는 학생 선발이 취업
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이 입학전형에 관여하거나 학생선발권
을 가짐.
- 위의 만도트랙, 삼성전자트랙, LG전자트랙 등은 3학년 과정부터
시작하는 트랙이며, 사원의 조기 선발 개념으로 기업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
- 삼성모바일공학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입학 전형에 최저학
력기준을 부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2011년의 경우 초기정원은 30
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최저학력기준을 넘는 18명만 선발
- 단, 만도트랙 이외에는 기업규모에 비해 대상 학생 수가 매우 적
기 때문에 기업이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며,
교육과정 개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은 없음.
◦ 경북대는 계약형 학과제의 내실화를 위해서 학부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트랙제도를 대학원과정으로 확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사전에 트랙제도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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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기업에 취업하도록 노력 중
- 학부의 실트론 트랙은 재직자를 위한 학산협동 대학원 석사과
정으로 발전했음.
- 계약형 학과제의 다양화를 위해서 지역거점기업(현재 매출액 1
조원 이상, 2009년 매출액 10조원 예상)을 중심으로 업종별 계약
형 학과제를 추진함.

2. 한
 국산업기술대학교의 엔지니어링하우스제도
□ 산기대의 성격
◦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정부가 1998년 반월시화단지 내에 산업
대학의 형태로 설립하였으며, 이후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발전
하고 있음.
- 정부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의 양적 및 질적 불일치를 해소
하기 위하여 대학특성화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재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
학을 설립
- 반월시화단지는 기계, 금속, 화학분야, 특히 환경공해 유발성 업
종인 금형, 주조,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등의 생산기반 관련 업
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체에 대한 현장중심적 생산기
반기술에 대한 지원 필요. 산업단지 내 기업의 약 90%가 종업원
50인 이하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상품·기술
개발, 우수인력 확보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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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기대의 예는 이공계 공과대학의 경우 교육중심대학의 개념보
다는 LINC 사업의 현장밀착형이 적절한 용어임을 보여줌.
- 산기대는 공단 중소기업 중심의 애로기술분야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집중지원
- 또한 대학의 산업체 지원체계를 단일화하고 기업과 공동연구
를 수행하며, 가족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사업 발
굴 및 추진
◦ 산기대의 산학협력 특성화제도의 특징
- 교수채용인사제도로 교수채용 시 산업현장 5년 이상 근무자 우
대, 산업현장 근무경력 산정 등의 제도를 갖고 있으며, 교수 승진
등 업적평가 시 산학협력실적 50% 이상 의무화
- 교육제도는 가족회사 등을 통한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한 수요
자 맞춤형 교과편성, 산업현장실습학점 의무화, 프로젝트연구
참여 학점제, 졸업작품제출 의무화, 산업체위탁교육반 운영 등
실시
- 산학협력의 차별적 인프라제도로 엔지니어링하우스 개념을
도입

□ 엔지니어링하우스 제도
◦ 엔지니어링하우스 제도는 2003년부터 학부교육의 현장체험교육
강화를 위하여 도입
-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원활하게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에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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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EH 운영체계 및 EH 교육의 특징
엔지니어링하우스의 운영체계
참여교수(Di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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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기대 내부자료(2010).

을 두고 기술지원과 교육을 혼합한 산학일체형 교육을 위하여
도입24)
-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장맞춤형 인력양성과 연구개
발을 동시 수행하는 연구·교육 일체형 모델
◦ 엔지니어링하우스제도는 가족회사제도와 함께 산기대의 산학
협력 인력양성 모형의 양대 특징임.
- 엔지니어링하우스는 2~3명의 대학교수와, 10명 내외의 3, 4학년
학생, 다수의 가족회사 간에 교육센터, 협동연구소, 기업지원센
터 등으로 연계되어 함께 생활하며 교육, 연구 등을 수행하는 물

24) 동 제도는 2003년 2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지원사업의 공식명칭은 ‘산학협
동 기술교육 프라자’ 사업임. 2003년 당시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 5조
(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제 6조(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 등에 근거하는 지원사업임. 산
업연구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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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공간. 동 제도는 학부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공간 내에
기업을 유치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중심대학의 대학원생 중심의
교수 연구실과는 다름.
- EH는 산학 연구과제에 3~5명의 학부학생이 참여하여 특정 업
종 기업의 연구과제 지원 및 실용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전공을
심화하는 교육제도. 대체로 2학점 과정임. 참여학생은 기존의
대학원과정과 유사하게 지도교수의 연구 및 지도공간에서 항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가족회사제도
◦ 가족회사제도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최초로 창안한 산학협
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국의 각급 대학으로 확산
- 가족회사제도는 상시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산업체와 대
학의 유기적인 정보교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협력사
업을 추진. 가족회사제도는 대학과 기업 간 맞춤형 교육·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
- 가족회사제도는 부천 산학협력연계센터의 비즈니스 링크 프로
그램 운영 및 구로 산학협력연계센터 설립을 통하여 2010년에는
가족회사 가입 업체 수가 3,465개로 증가
◦ 가족회사제도의 단계별 협력 시스템
- 첫째, 가족회사 모집단계로 대학의 가족회사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의 기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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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가족회사 가동단계로, 업종별 가족회사 모임을 통한 교수
와 기업 간 유대 관계 강화
- 셋째, 가족회사 활용단계로 가족회사 가동 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대학-기업 간 쌍방향 협력의 구체적인 단계임. 현장실습 제
공, 가족회사 장학금 지원 등 기업의 본격적 인력양성 참여
- 넷째, 성과제고로 EH상생협력단계로 발전. 또한 기술이전, 사업
화 및 투자유치를 비롯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수익창출 가능
◦ 산기대-가족회사 산학협력 유형 중 인력교류형이 중요함.
- 산기대-가족회사 산학협력 프로그램 유형을 기술교류형, 인력교
류형, 교류협력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9년의 경우 각각의
비중은 24.8%, 45.8%, 29.3% 등임.
- 즉,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가족회사 간 산학유형은 인력교류형
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산기대가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인턴제, 실습제 등을 잘 갖추었기 때문임.

□ 산학융합본부
◦ 산기대는 2012년 반월시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평생교육을 제
공하도록 산학융합본부를 개소
-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정부산업단지를 일하며 배우는 복
합 산업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2011년 반월·시화, 구미, 군산 등
3개 산학융합지구를 선정한 데 이어 2012년 3개의 산학융합지구
를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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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노후 산업단지를 스웨덴
시스타와 같은 첨단 산업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함.25)
- 산학융합단지의 산학융합 교육의 개념은 3~4학년 학부생을 LAB
에 참여하게 한다는 점에서 산기대의 엔지니어링하우스 모형을
참고로 하고 있음.
-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선진 산학협력 모델 도입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 시스템 혁신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
◦ 산학융합단지의 기본 모형은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 지역에 대
학, 기업연구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운영기관은 대학, 산단
공, 산업계 등이 참여한 산학 컨소시엄을 지정

3. 한
 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의 창업교육 활성화26)
◦ 교육/연구연계 대학의 융·복합 교과과정은 창조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인프라이며, 특히 융·복합 교과과정을 통한 창업 활성화
는 창조경제의 중요한 토대임.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 위치한 인문-사회-공학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대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25)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에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을 대
폭 확충해 청년층에 매력적인 복합 산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26)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내부자료 (201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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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서는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 LINC사업단이 개발한
인문-공학-디자인 융·복합 교육과정을 통한 창업교육의 예를
제시

□ 지적 재산의 새로운 생태계 등장
◦ 애플은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으로 큰 시너지를 창출하였으며, 사
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 등 인문학적 영역에서
자기 기술의 정체성을 확립
- 삼성전자와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기
술 ‘표준특허’와 애플의 ‘소프트웨어, 디자인특허’ 의 전쟁
- 새롭게 융합된 지식 중심의 생태계에서는 아이디어 경쟁시대이
기 때문에 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경쟁력이 큼. 또한 스마
트폰, TV 등의 보급과 발전으로 젊은 감각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
- 기술과 디자인, 인문학이 서로 어울리는 새로운 생태계의 탄생
으로 개념특허, 즉 감성적인 비지니스를 선점하려는 아이디어
특허가 중요

□ 기술과 디자인, 인문학의 융합
◦ “COPE”는 대학의 학생 창업 지원을 위한 융합과 특허라는 아이
템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실무·융합 교육을 담
당하는 LINC사업단 학연산클러스터팀에서 “특허와 협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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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과개발을 통하여 추진27)
◦ 아이디어(디자인 1인), 솔루션(공학 2인), 고객/마켓(인문 1인)의
4명을 한 팀으로 하여 총 10팀이 융합과 소통으로 특허를 전개

□ 대학과 산업의 융합
◦ 학생들의 학제 간 융합 외에도 대학, 변리사, 기술마케팅(글로벌
테크링크)의 참여를 통해 아이디어(대학)와 특허(산업), 판매 라
이선싱(자본)의 융합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5-3> 한양대학교“특허와 협상”융합교과 구성
에리카캠퍼스 학연산클러스터 교육과정 Creative/Venture 영역 교과; 융합 / 특허개발 사업 추진
● 과목명 : 특허와 협상

1st Convergence

교수

산학 간 공동
기획/교육

2nd Convergence
학생

변리사 [겸임교수]

■
■
■
■
■

학제 간 융합 및 기술적 소통
^디자인계열 : Idea &Creation
^공학계열 : Solution & Basic Technique
^인문계열 : Customer &Marketing

미래 상황의 시나리오 예측을 통한 기술가치 판단, 특허출원
가까운 미래 구현 필요 기술에 대한 경우의 수를 도출, 포트폴리오화하여 선점
특허 판매 및 라이선싱을 통한 재학생 창업
도출된 특허를 기조로 SEED 기술을 만들어 대학에서 학생 창업 지원
융합+특허 를 토대로 학생이 기술사업화 추진

자료 : 한양대학교 내부자료 (2013).

27) “COPE”(Convergence, Originality, Patent, Enterprise의 약자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의 융합과 특허를 통한 대학생 창업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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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상황의 시나리오 예측을 통한 기술가치 판단 및 특허출원
은 향후 스마트 TV 및 영상광고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특허확
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지식재산전문기업인 (주)글로벌테
크링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술이전에 착수. 한양대
학교 에리카 캠퍼스와 (주)글로벌테크링크는 먼저 해외기술 마
케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에
게 우선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융합+특허’를 토대로 학생들이 기술사업화를 추진
◦ “COPE”의 특허 판매 및 라이선싱을 통한 재학생 창업을 추진
- 이는 도출된 특허를 기초로 SEED 기술을 만들어 대학이 학생
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융합+
특허’를 토대로 학생들이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융합과 특허를 통해 창업 성공사례를 만들고 개인의 성공을 넘
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 스타트업의 롤 모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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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방향 및 세부 정책과제
(1) 지역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기본방향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정책 발굴
◦ 단기적이고 정부보조금사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지속가
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정책 발굴
◦ 지역산업육성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선도산업 등 신성장산업 중심에서 지역고용친화형 산업 육성 중
심의 지역산학협력 및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 지역전통산업인 뿌리산업, 지역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산학협력
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선도R&D 중심에서 실용R&D와 인력 중심의 지역산학협력 체계
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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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R&D 중심의 산학협력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
성 중심의 산학협력사업으로 전환. R&D사업도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실용성 기술 분야 개발 및 관련 인력양성 지원을 고려

□ 지역대학의 특성에 부합한 산학연협력사업 도출
◦ 지역대학 육성정책에서 일부 지역거점대학의 연구중심대학으
로의 발전 지원 및 지역 연구중심대학 지원
- LINC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혁신형 대학, 현장밀착형 대학
의 두가지 분류 외에 추가로 신산업 및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중심형 대학 모형을 추가하여 산학연협력사업을 발굴할 필
요가 있음. 2012년 성과확산형 산학협력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
역의 연구중심대학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하여 논의된 바 있으
나 LINC 사업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음.
- 연구중심형 지역산학협력 모델 개발은 신산업 창조, 고부가가치
영역 신규 산업 진출 등 미래선도형 일자리 창출
- 현재 LINC 사업으로 일부 지역거점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발
전하도록 유도하기에는 미흡
◦ 미래선도산업 발전 관련 지역의 연구중심대학과 신성장·미래
창조산업 관련 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
- 지역의 연구중심대학은 지역의 5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KAIST,
포스텍, 울산과기대, 광주과기원, DGIST)과 지역거점의 국공립
대학이 해당되며, 특히 지역거점 국공립대학의 명실상부한 연
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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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지역대학 산학협력 인력양성 방향
양질의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특성화 + 지역대학 특성화
미래선도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대학 : 연구중심대학
^산업 : 신성장, 미래 창조산업
^핵심과제 : 고급연구 일자리 창출

^대학 : 교육/연구연계대학
^산업 : 지역전략산업
^핵심과제 : 지역전략산업연계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대학 : 교육중심대학
^산업 : 숙련집약형 산업, 뿌리산업
^핵심과제 : 숙련집약형산업
일자리 연계 강화

- 미래선도산업 일자리 창출 관련 핵심과제는 미래선도산업 관련
고급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기반 창업 등에 따른 고급연구 일자
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지역대학에서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비이공계 부문의 산학협력
사업(디자인, 마케팅, 회계, 통역 등)을 발굴하여 지역산업과 연
계 강화

□ 지역대학 유형별 산학협력 확대
◦ 지역의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고급연구인력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한 산학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 연
구중심대학의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할 필
요가 있음. 다음 절에서는 특히 학연협력 연구개발법인 창업활
성화 방안을 분석
◦ 지역거점대학이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교육을 확대함으
로써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트랙(계약형 학과)제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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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4장 참조)
- 지역 일자리 창출에서 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대학이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 및 문화산업 관련 일자
리 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산학협력방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
음. 또한 다학제 간 교육이 가능한 지역거점대학의 융·복합 교
육을 통한 창업 활성화 필요
◦ 현장밀착형 대학은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어야 하며, 현장인턴십 강화를 통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산
학협력으로 인력공급, 상품·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의 역할 담당
- 산학융합단지의 현장밀착형 대학이 필요하며,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산학캠퍼스(교육연구센터) 설치도 하나의 대안

(2) 세부 정책과제
1) 학연협력연구개발법인 창업 활성화
◦ 지역의 미래선도산업 기업이 부족하여 지역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에서 배출된 고급인력이 유출되고 있음.
◦ 지역의 연구중심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에 미래선도산업 기업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학연협력 연구개발 법인의 개념
◦ 미래 시장의 수요에 따른 과학기반형 연구개발, 융합, 고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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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적 사업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까지를 담당하
는 학연협력 패키지형 한시적 회사

<표 6-1>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두 가지 유형
연구개발용역 전문기업

연구개발 합작기업

(Contract R&D Company)

(R&D Joint Venture)

설립
목적

민간기업 간 또는 민간기업과 공공
생산기업들의 신제품/기술개발 업무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특정 기술/제
중 일부에 대한 용역 서비스를 제공
품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 위한 연
함
구개발을 수행

기업
형태

영속적인 주식회사

주주
구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 중심(기술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의 합작
공급자 중심)
(민간기업과 정부 및 출연기관의 합작)

사업
영역

-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분석
- 신제품/기술의 설계 용역
- 개발된 제품의 성능실험 용역

수익
모델

- 특정 분야에서 전문화된 기술과 R&D
설비 제공, 생산기업에 대한 R&D 용역
매출

주요
사례

- 생명공학 및 제약산업에서 영업하는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과 개발
회사 등이 다수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
는 대기업의 연구소가 Spin-off 된 경우
가 많음

한시적인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컨소
시엄 형태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특정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
한 개발 연구
-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설계 및 공정 표
준화
- 투자기업들의 출자금
-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 개발된 제품/기술에 대한 라이선싱 로
열티
- 연구개발주식회사(일본) : 대학, 지역기
술혁신 센터,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상용
기술 개발
- Aspla(일본) : 반도체 공정기술 개발을
위해 11개 업체에서 800만 달러를 출자
하여 설립. 통산성 산하 국립연구소가
참여하고, 정부는 총 265백만 달러 지원
예정
- PCB Research JV(미국) : 연방정부의
ATP 프로그램의 지원하에 Sandia Lab.과
AT&T, TI 등이 참여하여 5년간 운영됨,
정부 투자는 총 18백만 달러, 민간 투자
는 총 14백만 달러가 투자됨.
- EUV LLC(미국) : 유한회사 형태

자료 : 이병헌(2002), 「연구개발기업 육성방안 연구기획」,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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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기업의 형태는 “연구개발용역 전문기업
(Contract R&D Company)”과 “연구개발 합작기업(R&D Joint Venture)”
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학연협력 연구개발법인 운영 유형은
연구개발 합작기업의 유형으로 운영

□ 학연협력 연구개발 법인 설립의 필요성
◦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과 기초과학연
구원, 출연(연) 간 보유한 우수 기초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첨단기술기반형 기업과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 창출이 필요
◦ 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창조경
제선도형 학연 모델을 확산할 필요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으로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
- 기존 R&D 과제기반 공동연구로는 기업수요 반영이 미흡하고 참
여주체들의 책무성 부족 및 지재권 소유권 분쟁 등의 문제
- R&D 투자에 비해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 성과가 미흡하므로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필요
- 기업은 차세대 주력제품 개발 시 ‘산학연 협력’유형 중 기술이전
보다는 공동연구법인 형태의 융합형 연구협력 방식을 가장 선
호 (KISTEP, 2006)
◦ 선진국의 경우 4세대 R&D 이후 공동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전주
기적 연계 모델 개발

제6장 정책과제 및 결론

75

<표 6-2> IBS-5개 과기대 연계 연구개발법인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안)
① 지원절차
◦ (1단계) 학연공동에 의한 수요기술 발굴 및 기획연구 후보기업 선정(1년 지원 : 최
종 지원기업의 2~3배수 선정)
◦ (2단계) 사업화 기획 단계로 구체적인 미래선도형 신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3단계) 공동연구법인 설립 운영(2015년, 5개) 및 연구개발 성과관리
② 선정기준
◦ 1단계 기획연구 대상 선정기준
- 학연협력 연구법인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의 원천성(산업체 독자개발이 힘든 기술)
- 개발기술의 파급효과(미래시장 수요, 경제적 효과 등)
- 기업의 투자 여력 및 의지 및 IBS 5개 과기대의 참여 의지
◦ 2단계 최종 사업 선정기준
- 연구개발 계획 내용의 타당성 및 목표 실현가능성 (feasibility)
- 합연협력연구법인 설립 운영 방식의 적절성(법인 형태, 출자방식, 인센티브 지급,
성과 배분 및 청산방식 등)
-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또는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참여 대학 IBS의 기술역량과 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등
③ 평가기준
◦ 학연협력연구법인에 대한 정부 연구비 지원. 3년 후 1단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 정부가 지원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한 개발된 기술(특허 등)의 가치평가로 추진
- 연구성과 이외에 IBS와 대학 간 연계를 통한 R&D 전문인력 양성 성과도 포함하여
평가
- 1단계 평가 후 정부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분출자도 검토
◦ 연구종료 후(5년)에는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과제는 정부의 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후속지원 검토
- 정부가 지원한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
자료 : 송완흡(2012).

- 선진국의 경우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창출을 제고하
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개발, 시장개발을 동시에 통합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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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과 사업화 전주기 모델 추진28)

□ 학연협력 연구개발 법인의 창업 활성화 방안
◦ 1단계는 IBS(기초과학연구원)와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중심
으로 5개 분야별 시범사업 실시
- KAIST, 포스텍, 광주과기원, DGIST, UN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
학과 IBS 간의 협력을 통한 학연협력연구개발법인 기획연구 후
보기업 선정
- 기획연구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 2단계는 1단계의 성과를 기반으로 출연(연), 지역연구중심대학
간 협력연구개발법인사업으로 확대
- 지역의 연구중심대학과 출연(연) 간 협력을 통한 학·연 간 협력
으로 기술사업화 확산 추진

2) 현장인턴십을 통한 일자리 연계 강화
□ 현장인턴십 강화를 위한 지원 인센티브 강화
◦ 현장인턴십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
여 지역대학들이 숙련집약형산업, 뿌리산업에서 현장인턴으로
참여할 경우 재정지원 실시

28) 미국의 경우 공동연구법인인 연구개발조인트벤처 등을 통해 산학연이 초기단계부터 회
사 형태로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연구개발부터 사업화를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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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어려운 산업여건을 감안하여 계절제(방학 중 4~8주)를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참여학생에 대한 보조금의 비중을 일정
수준 분담.
- 학기제(학기 중 8~16주 이상)의 경우 지역참여기업의 비중을 높
이도록 하여 참여학생의 지역 뿌리산업 정착을 지원.
◦ 이와 유사한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을 다니다 기업에 취
업해 1년간 근무하면, 3년만 다녀도 학업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29)

‘3+1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

◦ 지역산업인 뿌리산업의 경우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적 현
장인턴사업을 실시하며 사업의 성과를 감안하여 지역 4년제 대
학으로 확대
◦ 지역 뿌리산업, 숙련집약형산업에 대한 현장인턴십 참여 대학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기존 LINC사업 및 지역산학협력사업 중 지역기반형 숙련집약형
산업, 뿌리산업 관련 현장인턴십 참여 산·학 주체에 대하여 성
과평가 시 가점 부여
- 현장인턴십 전체 대상사업 중에서도 지역숙련집약형산업, 뿌리
산업 현장인턴십 비중 상향 조정 유도
◦ 지역 뿌리산업, 숙련집약형산업 현장인턴십 이수자에 대한 채용
시 채용 인센티브 부여

29) 「국민일보」, 201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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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지역 뿌리산업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① 개요
◦ 운영대상 : 지역 뿌리산업, 숙련집약형산업 소속 중소기업
◦ 지원기관 : 지역 산학협력 거점지원기관(TP 등)
◦ 목적
- 지역 뿌리산업 관련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관련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 기업 측 예상효과 : 지역 학생의 역량 활용, 프로젝트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 대학졸업
생 채용 가능성 탐색, 지역의 대학과 학교와 네트워크 형성, 사업발전에 긍정적 효과,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인식 확장, 장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법 발전 등
- 학생 측 예상 효과 : 기업에서의 경험, 이론의 실제 적용에 대한 통찰, 자신의 기술이
기업 환경으로 확장,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 취업기회의 제고, 금전적 기여 등

② 사업내용
◦ 지원 대상 및 방법
- 주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학부생들에게 특정 지역 뿌리산업, 숙련집약형산업 기반
비즈니스 수요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
공하는 국가 차원의 사업
- 원칙적으로 지역 이공계 학부생 대상으로 주로 마지막 학년도를 앞둔 학생들이 지원
하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
- 학생에게 대학이나 기업 지원 정부기관에서 5일 간의 훈련과 기능 평가를 위한 패키
지 지원
- 대상은 종업원 300명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수행하는 비용절감 프로젝트
◦ 주요 지원내용
- 지역 뿌리산업 및 숙련집약형산업 프로젝트 유형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음.
- 주로 방학 동안 8주 정도의 기간,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1년 정도의 프로젝트도 도입
- 지역 기업이 기획하는 특정 사업이나 기술적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 인력 등의 제
약요인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인력을 기업에 제공
- 이 프로그램의 지역산학협력지원기관 직원들은 프로그램의 DB에서 학생들을 면접하
고 선발 업무부터 학생과 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업
무 진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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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부 연구프로젝트 추진 영역
- 참여 학생들이 주로 집중하는 영역
· 전산이나 회계시스템 구축
·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구축
· 마케팅 계획
· ISO 9000 등 시스템 구축
· 회사문서의 디자인
· 생산방법의 분석
· 환경감사 관련 업무
· 새로운 제품 컨셉 디자인 등
- 참여 뿌리산업, 숙련집약형 기업의 지원 세부 분야
·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 세부적으로 지역 센터와 상의한 뒤 학생들과의 연계 결정
· 프로젝트에 맞는 학생 DB를 매칭시키는 작업 진행
· 기업에 맞는 적절한 학생 리스트 제공 및 지원자 면접
· 선발된 학생은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소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프로젝트 수행 과정 동안 중간 평가를 실시, 성공을 위한 추가적 지원 제공
자료 : 송완흡(2012).

- 지역 뿌리산업, 숙련집약형산업 대상 인턴십 이수자에 대하여
지역기업 취업 시 취업에 가점 부여

□ 지역 뿌리산업 연계형 프로젝트 기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연계, 우수 인력 확보 등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 뿌리산업, 숙
련집약형산업 관련 중소기업에서의 인턴 활성화가 필요. 그러나
질 높은 인턴십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은 많지 않고, 이
들은 인턴십으로부터 이익이 없어 제공에 부정적
◦ 학부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지역 뿌리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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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현장연구 인턴십을 수행하도
록함
- 기업이 기획하는 특정 사업이나 기술적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 적절한 인력을 기업
에 제공하는 기능 수행
- 지원분야의 경우 기술개발 과제 외 시제품 개발, 마케팅, 환경
관리, 제품 컨셉 디자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 다양하게 하여, 지
역 기업의 업무 전반에 대한 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
록 추진

3) 산학융합단지의 대학 간 연계 방안 모색
◦ 산학융합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의 성격을 생산시설 중심으로
부터 생산·교육·연구 융합으로 변화시킴.
- 한국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오래된 공장이 밀집한 산업집적지인
데, 산학융합단지의 조성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R&D 장비센터,
기업연구시설 등을 입주시켜 산업단지를 산학학습지구 수준으
로 높이는 것이 목표(최윤기 외, 2011)
- 선진국의 혁신지역들은 대부분 대학과 기업이 융합되어 있는 반
면,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경우에는 산·학 간 공간적 접근성이
낮은 것이 산학협력 효과 제고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
며, 산학융합단지의 조성으로 문제를 해결
◦ 재교육 훈련 및 평생교육을 위해 공간적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는 점에서 단지 내 혹은 근접 지역에 대학도 필요하지만 지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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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연구중심대학과 연계의 필요성이 증대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이 기술과 융합하여
창업이 되고,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비즈니스, 문화 등 다양
한 영역의 교육이 필요

□ 산학융합단지 산학협력 모형 업그레이드 필요
◦ 산업단지가 현재 필요한 인력의 대부분은 학사급이지만, 기술력
있는 세계 중견기업 육성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수준 높은
연구개발인력 필요
- 산학융합단지에 필요한 학사급 인력은 현장밀착형 대학에서 공
급하고, 고급인력은 인근의 현장밀착형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
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는 모델 개발 필요
- 최근 이공계 박사 공급 급증과 맞물려 중견기업의 박사급 연구
원 수 증가는 괄목할 만한 수준. 2005년 이후 이학, 공학 전공 국
내박사 배출은 매년 약 4,000명 수준이며, 2003~2008년간 기업의
박사급 연구원 수 증가율은 10.6%
◦ 예를 들어,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 산기대, 부
천대 등의 일부 캠퍼스가 산업단지에 이주하여 연합캠퍼스 산학
융합모형을 형성하고 있음.
-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의 금천캠퍼스(2011년),
산기대의 G 밸리 산학협력연계센터(2009년), 부천대의 공동연구
지원센터(2006년) 등이 설치. 산기대는 IT 융합학과 학부 및 대학
원 과정, 부천대학은 맞춤형 재직자 IT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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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현재 대학 간 협력은 거의 없음(박동 외, 2011).
- 서울디지털단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학 간 협력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의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등
의 주관대학과 협력대학의 관계도 재원을 분배하고 추후에 결
과물을 합산하는 정도
◦ 서울디지털단지 등과 같이 입주업체 중 첨단업종이 차지하는 비
중이 증가할 경우 대학 간 역할분담 및 유수 연구중심대학과의
협력 등이 필요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산업입지와 업종구성이 크게 변화하여
IT, 정보통신,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생산자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 새롭게 형성되었지만, 과거 구로공단 시대부터 존재해 왔던
전자산업 등 오래된 공장도 공존하는 매우 복합적인 형태의 단
지임.30)
- 20~30대의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아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
육 및 경력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 산학융합단지 대학 간 연계 모형 개발
◦ 우리나라의 산학융합단지에서 대학 간의 협력은 국립대학과 사
립대학이 혼재되어 있는 고등교육체제의 특성상 쉽지 않은 과제
임.

30) 정부의 2002년 이후 적극적인 구조고도화 정책을 배경으로 각종 금융 및 세제혜택을 수
반한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의 활성화로 첨단제조업, IT 및 지식서비스업 비
중이 높아졌음(박동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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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산학융합단지 모형은 스웨덴 시스타 과학단지를 참
고하고 있으며, 시스타 지역 IT 대학의 산학협력을 많이 언급하
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체제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

<표 6-4> 말레이시아 항공산업의 영국 셰필드 대학교와의 산학협력 사례

○ 셰필드 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진은 보잉사와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2002년부터 AMRC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 셰필드 대학교 기계공학과는 기계공학 부문 UK 3위 대학교이며, 120여 개 국가와 산학
협력관계에 있음.
- 세필드 대학교와 보잉사와의 산학협력 모델은 기업주도의 산학협력 모델이라고 볼 수
있으며, AMRC는 보잉사와의 협력 초기에 설립되었고 우주항공재료 가공 분야임. 최근
에는 항공기 제조, 복합물질, 조립, 핵엔지니어링, 구조테스트 등에 관련된 연구센터가
추가로 설립되었음.
- 2002년에는 교수 1명과 셰필드 지역 중소기업 기술자 1명이 구성원이었으나, 현재에는
200여 명의 스태프 및 6,000만 달러 이상을 집행하는 연구소. 연구소는 도제제도 및 박
사과정생의 교육훈련 등도 담당
◦ The Aerospace Malaysia Innovation Center (AMIC) 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기획한 기업 주
도 산학관협력 사례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 주도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말레이시아 산업발전 및 대
학 연구 업그레이드를 시도하였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 산학협력의 선도 대학교로 셰필드 대학교 AMRC를 선택. 말레이
시아의 선택은 셰필드 대학교 동 연구소가 10여 년 전부터 보잉과 산학협력 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이오 연료 부분에 대한 연구
및 공급을 통해 항공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와 관련된 말
레이시아 대학 및 산업의 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 유럽 및 미국의 대학을 찾
고 있었으며, 이에 셰필드 대학교 AMRC센터를 선택.
◦ AMIC의 목적은 지역산업 발전 및 말레이시아 항공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시키
는 것 등.
- 이를 위해 동 센터는 R&T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력양성, 대학 등 아카데믹 파트너에
대하여 연구개발 방향 조언, 산업 및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매칭 소개 등을 수행
- AMIC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R&D 프로젝트 스타트업 펀드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글로벌 항공산업 기업인 프랑스 EADS 등이 투자함으로써, 산학 연구개발 및 인
력양성 결과가 세계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구상 (주요 기업은 EADS, 롤스로이스,
CTRM 등)
자료: Tomlinson, G.(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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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IT 대학은 정부가 2001년 스웨덴 왕립공대(KTH)와 스톡홀름대
학 IT 관련 학과를 통합하여 설립한 연합대학임. 유럽 최대의 IT
클러스터인 스웨덴 시스타 과학단지에서 IT 대학의 역할은 지대
한 것으로, 단지의 중·고급 연구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갖고 창업하는 인큐
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음 (박동 외, 2011).
- 지역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시키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산학협력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음(<표 6-4> 참조).

□ 산학융합단지 내 산학캠퍼스에서의 대학 간 연계
◦ 산학융합단지 내 산학캠퍼스(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간 역할분담 유수 연구중심대학과의 협력 등이 필요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이 기술과 융합하여
창업이 되고,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비즈니스, 문화 등 다양
한 영역의 교육이 필요. 단, 중소기업 재교육 훈련 및 평생교육
에 공간적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지 내 현장밀착
형 대학 혹은 교육연구센터(산학캠퍼스) 설치 필요
- 창조경제 활성화에 따라 인력양성공급뿐만 아니라 창업의 중요
성이 증가하고, 단지 공학분야의 교육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문
화가 융합된 교육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높아짐.
- 산학융합단지의 기존 기업에 기초한 연구 및 교육협력의 중요성
은 OECD 지역 분과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 (Maguir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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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융합단지 내 산학캠퍼스(교육연구센터)에 현장밀착형 대학
의 기능을 유치하여, 재직자 재교육훈련, 야간 학위과정, 현장기
술지도 등을 운영
- 또한 주 업종 관련 산학공동연구, 기술이전, 고급 기술분야 재교
육훈련 및 학위과정 설치를 위하여 유수 연구중심대학과의 연
계 필요

2. 결론
◦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
되는 과정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지속적인 변화과정을 겪
고 있음.
- 교육은 파트너십에 기초한 오랜 시간의 막대한 투자, 불확실성,
시장 부재 등이 그 특징이었지만 교육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모델은 교육에 기초한 모델이 아닌 교육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모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학이 교육서비스산업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이 성장하
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이 필요. 고등교육기관
모델의 변화는 IT 교육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1) 모델 1 : 고등교육기관은 주로 교육을 통해 IT 엔지니어 배출
(2) 모델 2 : 고등교육기관이 IT 엔지니어 배출하는 데 그치지 않
고 IT 사업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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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이상으로 커넥션과 파트너십이 필요

- 교육서비스산업은 더욱 많은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이 필요
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창조적 일(업무)이 증가하는
한편, 일부의 업무는 루틴화하고 정형화하며, 또한 모듈 형태로
전환되어 외부에서 조달 가능하게 됨.
- 제6장에서 정책과제로 제시한 학연협력 연구개발 법인, 대학
간 연계모델, 제5장에서 제시한 트랙 교육과정, 가족회사제도,
융·복합 교과과정을 통한 창업 활성화 등은 각 유형의 고등교
육기관이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려는 노력
을 보여줌.
◦ 제2장에서는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를 정부의 범용 대졸인력
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의 변화과정
으로 설명하였음.
- 과거 신성장동력육성과 같은 위너 피킹형 산업정책의 비중이 줄
어들고, 시장이 위너와 루저를 결정하고 정부는 시장의 실패에
개입하는 형태의 산업정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산업정책에서
산업인력정책의 위상이 제고되었음.
- 산업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며 인프라인 산업인력정책 또한 산업
정책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음. 위너 피킹형 산업육
성정책과 연계된 선제적 인력양성보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지역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잘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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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 인력양성의 어려움은 제4장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결과 동 사업에서 양성된 지역인재는 일자리를 찾
아 다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높아졌다는 점에 잘 나타
나 있음.
◦ 지역대학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어, 제3장에서 지역산학협력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함.
- 과거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등 지역산학협력사업의 문제점은
재정지원의 부족현상 심화, 미래전략산업중심 추진으로 인한
지역과 산업의 불균형, 지역 거버넌스의 복잡성, 지역산업생태
계 미반영, 지속적 지역산업육성의 한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제4장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은 과거의 산학협력중심
대학 사업과는 달리 지역거점대학과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창업
환경 조성, 비공과계열 학과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창조경제 인
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비공과계열 학과 지원 확대
는 문화산업, 지역서비스업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5장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학의 산학협력 인
력양성체제를 대학 유형별로 특징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함.
- 지역거점대학인 경북대학교의 만도트랙은 기업이 교과과정 개
발에 관여하는 ‘적극적’ 트랙제도의 전형으로 알려짐. 경북대학
교는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각종 트랙제도를 운영
- 트랙제도는 현재 산학협력 인력양성의 주요 모형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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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단, ‘느슨한’ 트랙제도의 경우는 학생선발에 관여하고 수
강과목을 지정해 주는 등 대체로 장학금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정부가 산업단지의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
산업기술대학교는 가족회사제도를 창안하여 전파함으로써 산
학협력제도의 새로운 모델 제시. 또한 엔지니어링하우스제도는
2011년 이후 정부가 5년간 1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
는 산학융합지구 산학협력 인력양성 모델의 참고가 되고 있음.
-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의 융·복합 교과과정을 통한 창업교
육의 예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에 위치한 인문-사
회-공학 전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대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을 시사
◦ 제6장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각 유형별 지역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 전략을 제시함.
- 첫째, 학연협력 연구개발 법인 설립을 통한 창업 활성화는, 지역
에 소재한 연구중심대학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임.
- 둘째, 현장인턴십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
상으로 지역대학들이 현장인턴사업에 참여할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산학융합단지의 산학협력모형 다변화 및 대학 간 연계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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