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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회 사 오늘 한국고등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산학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15회 대학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
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산학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전국의 각 대
학 및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조발표를 맡아주신 이용태 삼보컴퓨터 명예회장님과 주제발표를
통해 바람직한 산학협력 방안을 제시해주실 이계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님, 손승요 아주대학교 부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홍국선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장님, 김도태 경일대 산학연구처장님,
박종완 한양대 산학협력단장님, 한기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상무님
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급격히 편입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분야에서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생성되고 있으
며,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대규모로 유통시켜 지식의 선
순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고, 지식경영이나 지식
혁명과 같은 용어에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
느냐에 따라 개인과 사회,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
는 것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무엇보다도 첨단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대
학의 능력과 역할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대학이 만들어 낸 지식과 정보를 산
업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전
통적으로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 옴에 따라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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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첨단과학기술문명이 발달
함에 따라 대학은 지식을 생산하는 역할 외에 지식을 효과적으로 산업체와
연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나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과 산업체간 교육과 연구
의 협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산학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구
체적인 산학협력방안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불만은 점차 불거지고 있
고, 대학은 대학들대로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행․재정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한데 대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바람직한 산학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개
최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지
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대학과 산업체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지금까지의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
다. 바라기는 이번 정책포럼 개최를 계기로 대학과 산업체간 협력이 한층 활
산학협력을 한 차원 진전시킬 수 있는
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포럼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여러
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1 2 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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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 환 영 사 오늘 산학협력에 조예가 깊고 많은 관심을 가지신 산업계, 학계, 정부의 관

란 주제로 정

계관을 모시고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산학협력 방안’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산학협력을 강조하여 실시해오고 있지만
산학협력이 이루어진 배경과 특성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대학이 먼저 필요에 의해 산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주도하였고, 독일은 산업
혁명 이후 일시에 많은 우수 기술 인력의 필요성과 노사문제가 대두되면서
산업체가 먼저 학교 및 정부와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제를 주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체나 대학이나 학계가 아닌 정부 즉 관이 주축이
되어 산학협력체제가 주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63년에 제정 공포된 ‘산업교
육진흥법’을 효시로 하여 ’60년대 말과 ’70년대 중반까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책포럼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산학협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산학협

73년에는 모든 공대, 농대, 수해양대학 등의 실업계대학의
학생들은 일정기간 현장 실습을 의무화함을 산업교육진흥법에 규정하였고,
’70년대 중반에는 문교부에 ‘산학협동과’가 신설될 정도로 산학 협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정부로부터의 관심이 적어지면서 학교와 산업체간의 산학협
력은 산업교육진흥법에 명시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산학협력은 산업계와 학계 또는 교육기관 간에 공동 목표, 공동 투자,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joint venture적 성격을 띠는 partnership 관계에 있어야 합
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연구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은 ’90년대 이후 협동
연구개발촉진법, 기술이전촉진법, Tehcno-park, ERC, RIC, TIC 등을 통하여
산업체와 대학간에 산학협력이 partnership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오고
동이 활성화되었고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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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기업은 이
윤 추구가 주목적인데 인력 양성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라면서 현장실습
을 위시한 산학협동교육은 학교측의 짝 사랑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여도 과언
이 아닙니다.
다행히 지식과 정보가 개인이나 사회 및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지식 근로자가 어느 때 보다도 필
요하고 중요한 때를 즈음하여 정부, 산업계, 학계가 연구뿐만 아니라 인적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의

원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함
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참여정부는 지방자치 단체, 지역의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
역혁신체제구축을 통한 ‘누리'(NURI)사업과 같은 산학협력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국내에 ‘산학협력과’를 다시 신설하였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함으로써 대학이 ‘산
학협력단’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와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계는 최근 들어 대학이 산업
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대학 교육을 비
판도 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으로 일부 산업체는 최근에 몇 몇 대학과 협력하여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
성하기 위하여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내실 있는 산학협력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때에 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오늘 훌륭한 기조 발표
를 해 주실 이용태 전경련 부회장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이계형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국장님과 송승요 아주대 부총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실 홍
국선, 김도태, 박종완 교수님과 한기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님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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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록 오늘의 발표와 토론 내용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한국적 특성이
있는 산학협력 모형을 개발하고 산학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내실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정책토론에 발표, 토론, 사회, 준
비를 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2004년 3월 1 2 일
한국고등교육학회장/경일대 총장 이 무 근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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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조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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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의 전망과 방향
이

용

태

(전경련 부회장/ 삼보컴퓨터 명예회장)

힘찬 經濟
반듯한 市民

最高의 競爭力
敎育熱

- 이것이 浪費되고 있다.

상식 등
기초지식

전공관련
이론적 지식

기타
3%

5%

4%

기본적인
인성 및 태도

13%
32%

17%
26%

(자료 : 전경련,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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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
대

학
학

기
기

업
업

• 산학협력에 대한 이해
부족

•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

• 업무번잡 및 비용부담
으로 기업 임직원의
소극적 자세

반영 미흡
• 학사행정 유연성

• 최고 경영자의
의지 미약

부족

COOP 프로그램
추진 방식
기업과 대학간 상호 협력계약 체결을 통해 실시

특

성

• 기업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 이수
• 기업에서 6개월간 현장학습 및 학점 인정
• 졸업 후 즉시 활용 가능한 산업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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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프로그램
40학점

전공필수
40학점

선택과목
60학점

COOP 프로그램의

例-1

電子會社의 營業 社員의 경우
大學 旣存 科目 중에서

1. 마케팅

6학점

2. 컴퓨터 槪論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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例-2

COOP 프로그램의

電子會社의 營業 社員의 경우
新設 科目
1. 電子製品의 原理와 機能

4학점

2. 職場人의 姿勢

4학점

3. 成功的인 Salesman의 事例 硏究
4. Leadership 訓鍊

4학점

5. 市場經濟 System의 理解
6. 創意性 訓鍊

4학점
2학점

7. Business Plan 作成法

2학점

8. 自己管理와 精神修養

대상 기관

희망 기업
및 대학

6학점

2학점

대상 학생

연수 기간

학점 인정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1학기 과정

6개월

8-15학점
5학점

2월말 ~
8월 하순,
하순,
8월 말
~ 2월
2월 하순

주요 대기업
과 10여개
10여개
대학 시범
실시 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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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
결정

대학
우수산업
인력양성

• 수요자 중심 교육,
국제경쟁력 강화
- 워터루 대학은 인턴쉽
실시 후, 최우수 대학
으로 도약

구인/구직
정보의
불일치 해소

현장 실습능력

기업 :
우수인재 발굴 및 인력
양성 비용 절감

및 전문능력 함양

범 정부
차원의
협력 필요
대학생 인턴쉽
중개 시스템
구축

경제단체 및
산업계

기업인의
소명의식과
임직원의
인식전환이
성패 좌우

대학의
교수평가
제도 개선
대학 특성에
맞는 교수평가
다양화

장기 인턴쉽
적극참여

-

대학생 :
취업준비
용이

7-

◐ 주 제 발 표

-

9-

Ⅰ◑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과 과제:
21세기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
이

계

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Ⅰ. 참여정부 산학협력의 비전과 목표

비전

목표

과제

지향

산학협력을 통한 2만불 시대 개막

대학·기업간 상생발전

기업성장 및 창업을

및 혁신주도형 경제도약

통한 적극적 고용확대

인재양성

기술개발

기술지도

창업지원

수요자

혁신

기술+경영

첨단기술

중심교육

창출

지도․지원

사업화

개방형/통합형/혁신지향형
항상적․항구적인 혁신창출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상호 자극하는 상생형․상승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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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여정부 산학협력 정책의 의의
1. 그간의 산학협력 정책
□ 1960년대～1980년대: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의 産·硏 협력

◦ 취약한 대학연구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특별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산업
기술 개발을 리드하는 전략 추진
- 1960～1970년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육성
- 1980년대: 출연연구소를 책임기관으로 연구개발사업 시작
□ 1990년대 이후: 대학중심의 産·學 협력 주도

◦ 다양한 정부-민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대학이 새로운 협력주체
로 부상

비 투입 본격화
- 정부연구사업이 과기부 중심에서 10여개 부처로 증가함에 따라 출연연
구기관이 모든 협력사업 수요를 충당하기 곤란
- 대학 자체에 대한 연구

⇒ 기업이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특정연구 주체에 집중 투
자후 산업계 확산을 유도하는 전략 채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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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산학협력 정책에 대한 반성
□ 그간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전체 R&D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산학 연계 정도는 아직 미흡

◦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R&D 투자결과가 산업계로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는 실정

* R&D 투자규모: 세계 8위, GDP 대비 연구비 비중: 세계 7위
* 산학협력: 세계 17위, 기업간 협력: 세계 27위

□ 필요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개별 사업을 통해 해결하는 단편적·분산적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
인 플랜하에 이루어지지 못함

□ 기술협력 중심의 단순한 접근방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지역
의 혁신역량 강화에는 미흡

□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공급자 중심의 산학협력 추진

◦ 대학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연구사업의 필
요에 따라 적정 기업을 선택하는 경우 다수
□ 교수 중심의 공동 연구과제 개발에 주력

◦ 산학협력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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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정부 산학협력 정책 방향
□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산학협력을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인식
◦ 지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지방문화
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
□ 지역기업이 대학의 연구역량 및 성과를 보다 효율적이고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생산현장과 연구현장이 긴밀히 연계되는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대학 주변의 기업 집적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 촉진
□ 대학과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상생 발전전략을 스스로 수립하여 시행
하는 혁신창출형 산학협력 기반 조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산학협력 관계구축 방향 >
공급자 중심 대학 중심
→ 수요자 중심 기업 중심
단편적·일회성 협력
지속적 장기성 협력
→
기술개발 과제중심
인재양성 등 종합적 접근
개별적 협력
기관간 협력
→
교수 학생 기업
대학 시스템의 산학협력형 전환
(

)

(

)

·

(

(

)

,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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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산학협력 정책과제
1.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
□ 산업 집적지와 주변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
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

□ 정책과제: 지역내 산업 집적지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갈 산학협력 중
심대학을 선정·육성

◦ 현재 단순 집적지 상태의 산업단지 등에 대학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기
능을 대폭 강화
◦ 대학내 공동 연구시설 및 공동 연구장비 공급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
기 위한 제반 인프라 확충
□ 추진방향

◦ 특정 사업 또는 개별 프로젝트 방식이 아닌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부족
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 처방방식 채택
-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담당할 산업단지를 정하고, 지역 특성 및 산업 여
건 등을 고려하여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
◦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대학교육 및 산학협력 체제를 산업집적지의 R&D
센터 역할 수행에 맞게 개선
- 교수 및 학생평가, 교과목 개편, 교수 임용, 행정지원 등 대학 시스템을
산학협력 중심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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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지원규모: 400억원

□ 산학협력 중심대학의 기능: 산업 집적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재(public goods) 생산

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R&D 센터 역할
②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경영지도
③ 공동장비 지원센터 설치·운영
④ 대학·기업간, 기업·기업간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제공
⑤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공급
□ 주요 특징

◦ 개별 교수 또는 학생 중심이 아닌 대학 전체가 산학협력에 관심을 가지
고 전체 운용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노력
◦ 산학협력 중심대학의 연구개발 및 장비구입은 주변기업의 수요조사 결
과에 따라 지원 (수요자 선택권 강화)
◦ 구입된 장비는 공용장비 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나 주변기업들에게 개방
토록 의무화
◦ 대학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기업의 필요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을 진
행하는 주문형 R&D 방식 도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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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자 중심형 대학교육 강화
가. 현황 및 과제
□ 문제점

◦ 대학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전문교육 보다는 이론 위주의 공급자 중
심형 교육에 안주하여, 산업계의 불만 고조

◦ 청년실업은 악화되는 반면,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구하기 힘든 인력수급
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

□ 정책과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교육 확대

◦ 기업체 대표 또는 업종별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이 원하
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도입
◦ 기업 현장을 이해하고 실무를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생의 장기간
(6개월) 기업연수를 지원하는 산학협동 교육 프로그램 확산
* 금년부터 산학협력민관협의기구를 통해 시행 (1학기 시범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여, 다양화된 전문교육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지방대 기피현상 해소

◦ 기업의 요구수준에 맞는 대학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실업 해결의 단초 제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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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사례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은 시계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서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계 관련학과 개설

◦ 협동조합 등 산업계가 장학금을 제공하고, 업계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양성 성공
◦ 2003년 배출된 1회 졸업생은 로만손, 로가디스, 타임클럽 등 회원기업에
대부분 채용
◦ 재학중에는 산학연계를 통해 음성번역 기능, GPS 등 시계관련 첨단 신
제품 개발 및 전시회까지 수행
 경북대는 만도와 ‘신산학협력 협약’을 통해 주문형 교육 프로그램인 ｢
만도트랙｣ 시행 (2004.2.16)

◦

운
구성하여 실무중심의 5개 과목 교육

기업과 대학이 함께 산학 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 학생들은 계절학기 동안 기업에서 합숙하며 현장실습을 받게 되며, 졸업
후 전원 취업
◦ 기업은 학비 전액과 생활비 등 1인당 연간 1천만원씩 지원
◦ 기업은 ‘기계’와 ‘전자제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맞춤형 우수 인재 확보
가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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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협력 지향형 대학 운영시스템 개편
□ 교수임용 및 평가시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담
담
에 대해서는 책임강의시수를 감면
◦ 교수 임용시 산학협력 참여 실적·성과 및 경력 우대
◦ 산업계 출신의 교수임용 비율 확대
◦ 산학협력 실적·성과를 교육 및 연구실적과 대등하게 교수 업적 평가·승
진·보수 등 인사에 반영
◦ 대학교수의 기업체 파견 등 대학과 산업체간 인력교류 확대
산학협력 전 교수제 를 도입하고, 일정 이상의 업체를 전 하는 교수

□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학부의 교육과정 개편

◦ 특성학과(학부)의 교과목 개편 및 정원·교수 증원
◦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도입·확대
◦ 지역 기업들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과정 설치·운영
공동으로 대학 교육과정 개발

⇒ 산학협력 중심대학에 우선 도입하고, 전국으로 확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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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산업체와

4. 협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통합 DB 구축
□ 현재 산학간 기술협력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다수의 DB가 운영되
고 있으나,

◦ 대학의 인식 부족 및 시스템 미비 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가장비
및 연구 성과의 공유가 미흡하여 기업의 실제 활용은 미미
□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가지고 있는 혁신자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
가적 차원의 기술정보망 구축

◦ 각 DB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정보제공 및 중개기능을 강화함으로
써, 한정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 추진방향: DB는 분산 구축하되, 통합 서비스 체제를 지향

◦ 각 담당기관이 해당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토록 하여, 컨
텐츠의 실효성 및 전문성은 확보하되,
◦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중복 방지 및 코드 표준화 등을 통해 통합
검색이 가능한 종합DB 구축
□ 제도 개선방안 강구

◦ 국가의 지원으로 취득·생산된 장비 및 성과물의 공유를 의무화하고, 공
동활용 시스템 구축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
◦ 연구장비 등 정보등록 및 DB 구축에 비협조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중지
등 제재조항 마련 등
-

20 -

토론 1

산학협력 정책과 과제에 대한 토론
홍

국

선

((재)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장)

민 득 2만불 시대를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 목표는 맞춤형의 인력양성과
첨단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꾀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대학을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인력을
공급할 뿐 아니라 기업을 선도하는 중․장기적 첨단미래기술을 개발하여야한
국 소

다. 이를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고 인력양성과 기술개

운영시스템을 바뀌어야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출된
3가지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구상하여 보았
발을 위한 대학의
다.
과제 1.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

① 중심대학 선정
- 선정기준에 행정구역과 산업단지 감안 여부
- 혁신 클러스터를 지역별로 단독 또는 복수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
- 교육대학, 연구중심대학, 복합대학, 그리고 산업대학 등 대학의 발전방
향과 지향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게 유도 후 클러스터 추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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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혁신 클러스터 운영
- 지역 내 대학과 연합할 경우 대학간 학점교환, 연구성과 배분방식, 기
능과 역할분담 등 학사제도 및 연구 체계 공유 (산학 플렛폼)
- 대학교육 및 연구의 보편성과 기업의 전문성간의 조화 (특성화)
- 다른 지역 클러스터와의 협력방안
- 도서관, 회의실 등 시설과 공정, 측정 장비 개방
- 수도권 종합대학의 역할과 협력방안
과제 2. 수요자 중심형 대학 교육 강좌와 과제 3. 산학협력 지향형 대학
운영시스템 개편

①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교육

준 다양(high tech, mid

- 첨단기업, 전통기업 등 기업의 규모 및 기술수

tech, low tech)

- 교수에 대한 재교육 및 직업안정성 보장

견

련 전문인력의 부재 극복

- 기업의 의 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학관

② 정책의 지속성

뀜
- 학부․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에 보통 6～10년 소요
- 수시로 정책 변화 및 예산지원이 바

과제 4. 협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통합 DB 구축

①

( )
( )
( )
체계 구축
- 기술분류체계 마련후 기술(인력)정리하여 검색시스템 구축
- 통일된 언어 및 분류 통일(표준화 된 물류 코드)

기술 인력 공급자인 대학과 기술 인력 수요자인 기업의 기술 인력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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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 농대, 공대, 자연대, 의대 등등 분야별 분류체계 및 학제간 연계
분야

- 학문적, 기술적,

② DB 의 검색 수준

또는 기업제품을 기준으로 한 분류
준

- 기술개요, 전문기술, 상세기술 등 기술수 에 따라 차별된

update 방안
- 검색․창구 운영 및 전문 도우미 육성

검색 및 지

속적

⇨ 산학협력대학연합과 같은 전국산학관련 컨소시엄의 활성화 및 지원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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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21세기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에 관한 토론
김

도

태

(경일대학교 산학연구처장)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
으나 8년째 국민소득 1만불 수준에서 답보상태로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
에서는 기업이나 대학중심의 R&D범주에서 벗어나 핵심역량 결집을 통
한 국가혁신시스템(NIS) 구축을 통하여 국가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새
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
전략산업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국가 정책의 변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산업구조의 전환, 대학의
특성화 및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과 연계하여 산학협력에 대

IT 분야의 급속한 발전, 지식기반경제
로의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기존 국가 주도형 성장전략 및 전통적 추진
전략은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형,
기술집약형 산업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
다. 따라서 지식과 기술의 효율적인 창출․공유․확산을 위한 국가혁신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것은 産 學 硏 官 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촉진
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경제체제로 개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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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박사급 고급인력의 76%가 집중되어 있는 대학이 지식을 창출
전달 확산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대학의 경쟁력이 국
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지역내 산업
체, 공단 등 산업 집적지와 연계하여 혁신 클러스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전략산업, 지역 산업구조 및 경제적 여건 등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4가지 산학협력 정책과제에 관한 내용을 지방대학
차원에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의 육성

◦ 산학협력중심대학의 선정에서는 지역 산업현황, 대학과 지역 산업체간의
지리적 특성, 지역전략산업 및 대학의 특성화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지
역 산업체의 산학협력 추진현황, 졸업생의 지역 산업체 취업현황 및 대
학의 추진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혁신클러스터의 대
학 구성은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축으로 하여 몇 개의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이 용
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산학협력중심대학은 연구중심형 대학보다
는 현장실무교육형, 지역산업체와 산학협력사업 주도형, 대학의 지역사

◦

려
운영 측면에서는

판단된다.
컨소시엄 구성

회 기여도 등을 고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클 스

혁신 러 터의

중심대학과

대학간의

추진사업별 운영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지역적, 산업적 연계성을 고려
한 사업별 특성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183개 대학과 21개 연
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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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개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설치 운영중인 창업보육센
터, 테크노파크, RRC, ERC, 지역공단 사무소, 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지원하는 사업 ,

□ 수요자 중심형 대학교육 강화 및 산학협력 지향형 대학 운영시스템 개편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을 위한 연구인
력 양성, 지식기반형 기술집약형 산업수요에 적합한 기술인력 양성 등
에 대한 대학 교육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경련의 설문조사에서 기
업의 대학교육 만족도가 26%로 나타났으며, 기업에 부합되는 인력을 양
성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수업방법, 교육과정, 교육제도 등에 대한 종합
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즉 기업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운영 및 지역 산업체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유연한 교육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제도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대학에서는 지역 산업체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R&D 기술
인력 양성과 공급 및 지역산업 적합형 현장실무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

근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항목 중에 전문기술인력(88.74점)이 가장 높았고, 향후 가장 시
급하게 필요한 인력분야는 기술개발 인력이 88.0%로 다른 인력분야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식기반형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중
소기업에서도 R&D 인력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R&D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R&D 전문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개발 및 R&D 관련 재교육을 상시 수행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 마련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다.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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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산학협력 관련 교과목 강화, 현장실습 등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현장실습 등에 대한 필요성은 모
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학생들의 현장 접근
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292개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설치 운영중인 창
업보육센터를 학생들이 현장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장소로도 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수요자 중심형 대학교육의 한 사례로서, 경일대학교는 “가마밸리 교육프
로그램”을 전기전자통신공학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타 대학
과 차별화되는 산학일체형 교육모형으로써, 대학은 산업계에서 요구하
는 교육과정을 최대한 정규 교과목과 비정규 계절학기 교과목으로 개설
운영하여 평가하고, 기업은 방학기간 중 해당 재학생의 실무능력을 평
가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예약형 교육프로그램이다. 학생은 2학년
부터 자기 적성에 맞는 취업분야나 기술분야를 선택하고, 자기 관심분
야와 관련된 해당 기업체와 매칭(matching)되어 취업준비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에 대한 수업을 받게 된다. 학생은 매 학기마다 대학에
서 개설된 관련교과목과 기업체의 실무적응교육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받게 되며, 4학년이 되면 취업을 전제로 한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방
학 중 현장실습을 통해 마지막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대학은 취
업률 향상으로 청년실업난 해소, 현장 적합형 IT 인력교육과 취업 연계
형 새로운 교육모형개발 가능, 학습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학습목적
동기부여, 이공계기피 현상과 지방대학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으
며, 산업체는 취업예약제를 통한 검증된 기술인력 확보, 입사 후 교육경
비 및 시간절약을 통한 경쟁력 강화, 체계적 고용계획을 통한 사업규모
의 정량화 가능, 사업계획에 따른 분야별 기술인력 고용의 정량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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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절감을 통한 기업내 기술축적 효과가 있다.
◦ 대학운영 시스템 개편에서는 대학내 산학협력 조직의 통합화를 통한
One-Stop 행정지원서비스 구축, 산학협력 활동이 우수한 교수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강화(교원업적평가 등), 산학 협력 네트워크 강화,
이직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연계 등이 필요하다.

□ 협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통합 DB 구축

◦ 지역 산업체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이 신기술, 전문기술인력, 대학과 연구
기관 보유 시험설비 활용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기관별, 사업별 많은 DB가 구축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주 사용자가 지역 산업
체인 점을 고려하여 DB 구축시 산업분류, 기술분류 등 표준화가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구축된 다양한 DB를 통합 운영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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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발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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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연계강화 방안
손 승 요
(아주대학교 부총장)

Ⅰ. 서언

2

짧은 기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고 계속적으로 더욱 국가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산학협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산학협동을 통하여 고부
가가치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선도하여 국제
적 경쟁을 뚫고 국가의 부와 발전으로 이끌어가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이 체계적,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학협동의 인프라
와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90년대에는 협동연구 개발촉진법, 기술이전촉진법 등이 제정되고 우수연구
센터(ERC), 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테크노파크, 대학산
업기술지원단(UNITEF)의 운영 등 대학의 연구 인프라 확충과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수행되어왔다. 2000년대 들어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산학협동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산, 관,
학계의 집중적 관심과 논의는 RIS, NIS란 주제로 널리 논의되고 또 여러 가
지로 정부의 정책에 속속 반영되어 오고 있다. 2003년도에 이루어진 산업교
육진흥 및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를
두어 산학협동의 새로운 인식과 시스템의 도출을 가능하도록 한 법적 장치의
우리나라가 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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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 법에 근거를 둔 산학협력단 운영모델(1)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이니시어티브를 갖고 그 대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궁국적으로 대학이 연구개발한 최신, 최고의 결과를 신속
히 산업화, 제품화, 판매화로 이끌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부
수적으로 연구인력, 산업인력도 양성하고 개발이익이 다시 대학으로 피드백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더욱 지속적,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
형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하여는 각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기업과 지자체가 대
학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거점을 대학에 두고 신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산업화
를 통한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사업[2]도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제안 및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도 제시되었다[3.4].
하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창

응

출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적절히 대 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

[ 6 7]

하고 교육과정의 개발과 산학연계교육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

좋은 외국과의 경쟁을 이기기 위하여는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연계와 지원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고,
도 동시공학적 연계성과 신속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과 대학은 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협동을 통하여 더욱 향상시키고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산학연계를 장려하고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대학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시설, 정보
가 집적되어있으며 지역산업의 발전은 그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함으로
써 지역의 부와 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관점은 산학협동의
당위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정책의 초점이 모여져야 함도 명백하
제한된 자원과 환경 속에서 여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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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중앙의 일간지가 벌린 대학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결론적으로 인재양성이라 맺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Ⅱ. 산학협력의 방향

(

산학협력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대학, 산업계 상공회의소등 경제인단체조직

)

(

)
량
통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당해기관의 발전
을 도모하면서 국가발전을 이끌어간다는 궁국적 목표는 명백하다 해도 실제
로 각 기관의 특성과 장단기적 전개효과에 따라 관심의 집중도가 다를 수 있

포함 그리고 지자체 중앙정부 포함 가 갖고 있는 역 과 관심의 차이점과 공

기 때문이다.
산업계가 갖고 있는 것은 자원, 문제, 데이터, 상업화를 위한 전문성, 시장

" "

에 관한 지식, 현실 세계 중심,

응용에 대한 관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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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학이 갖고 있는 것은 아이 어, 교직원, 연구실 및 학생, 분석적 및 과학적인

끌

전문성,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의 창출에 대한 관심, 미래사회를 이

갈 인재를 양성하려는 의지 등을 들수 있다. 또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으
로는 자원, 행정력, 정책의 입안과 집행, 제도화 등의 광범위한 관심사를 들
수 있다. 이들 능력과 관심사들은 상호 공통적 보완적일수도 있고 갈등적 측
면도 있으므로 산학협동의 관점에서 잘 조정하고 엮어서 큰 힘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와 대학은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방
향으로 존중하는 바탕으로 협동이 이루어질 때 힘을 발휘하게 된다. 관은 이
러한 방향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면서 국가적 또는 지역적 경제발전, 사회발
전이 도출되도록 해가야 할 것이다.
어

Ⅲ.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량

대학의 자체적 역 과 지역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대부분의 대학
에 산학협력단이 구성되어 있다.

겠

측

대학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 으나 연구중심 대학형 산학협력단에 예
되는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는 산학을 연계한 인재의 양성으로 첨단기술연구

개발능력을 지닌 연구원이나 지역산업기술자를 양성하고 산학협력 연구개발

융합적 첨단 신기술분야에 중점을 두며,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활동과 더
불어 실험실 벤쳐기업 육성등 창업보육사업, 산학협력단이 직접 투자한 학교
기업의 운영 그리고 과학기술도시의 건설, 산학연 연구개발클러스터의 추진
은

등 지역협력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지역의 거점대학형 및
기술교육대학형 산학협력단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공동연구개발, 지역산업

더불어 창업보육사업, 기술이전사업, 공동장
비 및 정보유통사업, 교육 및 인력교류사업 등이 제안되고 있다.
체경영세미나 및 기술지도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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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본래

대학이 갖고 있는 신기술의 연구개발능력을 다양하고

면
한다는 것이므로

신속하게 산업화로 연계하 서 대학의 발전은 물론 지역산업발전에도 대학이

핵심적

역할을

뿐

이의 성공여부는 대학

만 아니라 지역의

련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적 지원시스템
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산학과 해당지역 관의 공동
노력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개발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의 등장은 산학간의 유연한 협동과 지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지난해 각 대학에 새로 구성된 산학협력단은 아직은 출범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그 운영주체인 대학 스스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지식기반사회, 2만불 시대를 활
짝 꽃피게 할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는 대학의 구성원이 혼연일체
로 참여하여야 할 일이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집요한 마인드가 우선하여
야 한다. 물론 마찬가지로 산업계의 참여와 정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함께 하여야 함은 당연한 결론이다.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관

Ⅳ. 인력의 양성이란 관점에서

널리 지적되는 대학에서의 배출인력과 산업현장에
서의 인력수요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산학연
계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의 주요 대기업이 원
하는 인재상으로서 개인역량, 글로벌 능력, 조직역량, 태도 및 가치관의 범주
로 전경련이 제시한 조사결과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대부분 많은 논의
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기는 하나 그 반영도는 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클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로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과는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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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규모, 장래성, 지역적 특성, 국제경쟁성 등 산업의 구성이 다
양한 만큼 요구되는 인재의 능력수준이나 역량의 범위도 다양할 수밖에 없
산업의

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의 요구를 만족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는 현장

밀착형 산학연계교육의 활성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관점에서 현재 대학과 기업 간 산학연계채널이 일부 가동되고는 있으
나 그 기능이 효과적으로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련

괄

여기서는 산학연계교육과 관 한 포 적 논의보다는

견

몇 가지 사례를 중심

으로 의 을 제시한다.
□ 인턴쉽

뿐만 아니라 경영, 관리, 교원교육 등 인문 사회분야에
서도 현장감을 향상하고 실무에 대한 초기접근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로서 오
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방법이다. 이를 더욱 확대하고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턴쉽을 수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
요하다. 대학은 인턴쉽의 내용과 기간을 더욱 다양화하고 특성화함과 더불어
운영의 유연성을 갖도록 하면서도 질적 표준이 달성되도록 정규 학위취득을
위한 기본요건의 일부로서 학점화는 물론 산학협동에 의한 공동책임지도가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참여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도 확실해
지고 인턴쉽에 의한 교육효과도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의욕적으로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인턴쉽 제도가 더욱 광범위하게 활성화
되도록 학계, 산업계 그리고 지자체가 힘을 모아 협력함이 바람직하다.
인턴쉽 제도는 인턴쉽의 내용 충실화에 의한 질의 향상과 더불어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취업 시 실무감각과 체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로의 양적
확대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인턴쉽을 외국대학과 연계하거나 해외
산업으로 확대함으로서 국제적 역량을 함께 배양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과학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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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수요에 일치하는 집중식 교육과 주문식 교육 :

면 급변하는 IT산업에 대응하는 인력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교육과목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으로, 이
론에서부터 설계, 구현까지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교육은
한 학기(18주) 동안 합숙하면서 집중적으로 수업과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따라서 각 과목은 3주 혹은 6주에 해당된 시간을 수업 받아 진행할 수도 있
다. 수업시간은 주 5일, 하루에 8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 인원는 한 반에 IT
교육은 30명, 영어 교육은 20명으로 진행하며 교육장소는 산업체의 기숙사에
입사하여 훈련하는 것으로 한다. 교육대상은 학부 2～3학년생 중 희망자로
하며 산업계의 수요와 주문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2개 반의 교육과정
을 개설한다. 교수는 본 특수과정의 취지에 따라 산업체 및 외국인 전문가들
로 구성하고 본교의 교수는 최소한의 운영보조로 참여한다. 참고로 A대학에
서 A, B 2개 반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아래에 예로 들었다.
예를 들

■ A반(30명)
객체지향 프로그램(3학점: 40시간 강의 50시간 실습): Java프로그래밍 (미국인 강사A)
시스템 사례실습 5(3학점: 40시간 강의 50시간 실습): Java를 이용한 응용 (미국인 강사A)
데이터베이스 설계(3학점: 40시간 강의 50시간 실습): 데이터베이스 설계 (미국인 강사A)
시스템 사례실습 3(3학점: 40시간 강의 50시간 실습): 데이터베이스 응용 (미국인 강사A)
분산 응용프로그램 개발 사례 실습(6학점: 80시간 강의 100시간 실습): .net 환경, XML 등
L, R, H교수 (실습 15명씩 2반)
■ B반(30명)
객체지향 프로그램(3학점: 40시간 강의 50시간 실습): Java프로그래밍 (미국인 강사B)
미디어 현장실습 1(3학점: 40시간 강의 50시간 실습): Java를 이용한 미디어 응용(미국인 강사B)
산학프로젝트 2 (3학점: 40시간 강의 50시간 실습): 미디어 응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미국인 강사B)
미디어 현장실습 2(3학점: 40시간 강의 50시간 실습): 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응용(미국인 강사B)
모바일 응용 프로그래밍(6학점: 80시간 강의 100시간 실습): PDA 응용 프로그래밍
C 교수(실습 15명씩 2반)
■ 영어(20명씩 3반) (공통)
실용영어연습(3학점: 80시간) 원어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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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밀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향

응

산업체별로 직원들의 직무능력 상이나 재교육, 전직자를 위한 적 교육 등

맞추어 산학연계 협동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정부나 지
자체에서 이를 권장하고 지원한다.
산업의 수요에

□ 대학과 기업간의 인적교류확대

류

여기서 인적교 라 함은 산업의 연구개발

당

담당요원이 대학의 연구팀에 조

파견되거나 이의 역과정으로 대학의
교수나 대학원생이 산업체의 연구소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수행하는 공동연구
교류나 교수와 학생이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현장경험을 진행하는 연수 또는
현장실습교류 그리고 학․석․박사 학위과정 또는 특별과정에 산업체직원을
등록시켜 수학하게 하거나 특정직무나 기술업무(예: 리더십향상 등)를 개설하
여 교육시키는 교육교류를 모두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대학과 산업체가 대형
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워크샵, 학술발표회, 전
시회 등도 이 범주에서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다룰 수 있다.
인하여 해 연구과제가 완성될 때까지

□ 대학평가요소

내용에 대한 질적 그리고 양적 성과를 대학종합평가나
산업체 지원을 위한 주요 평가요소로 개발하여 적용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산학협동의 결과에 따라 대학이나 산업체에 실질적 혜택이나 불이
익이 발생토록 함으로서 산학협동의 의지를 강도도 높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산학협동의 구체적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 역할이 될 수 있다.
□ 업적평가

련 교과개발, 과정개발, 교류개발, 기술개발, 제품개발, 공정개발

산학협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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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에 준하는 수준으로 업
적에 산입하며 그리고 산업체에서는 고유직무수행 수준으로 평가하여 인사
및 보수책정자료로의 활용을 제도화할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등등의 실적을 대학에서는 연구논문 발표나 강의

Ⅴ. 결언

킴

얻는 산학관 협동
사업의 효과로서는 대학의 발전은 물론 지역과 지역산업의 발전이 획기적으
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
육인적자원부를 위시하여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여러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산학관 협동사업 형태로 실시 또는 추진 중이지만 앞으로도 지
방 및 중앙정부에서 단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정책실
현의 의지가 변화된 시대적 패러다임이 실현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지역혁신사업의 주역으로 대학의 역할을 연계시 으로서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하건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하건 산학협동을 잘 하

당 국민소득 2만

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1인

질을 가늠하는 관건이라는 인식이
굳건해지고 폭넓게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 학,
관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주체들이 산학협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공감대
와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 이 결집된 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더욱 분
발해가도록 지원하고 평가해주는 시스템의 구축이 뒤따라주어야 한다. 유사
한 맥락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국가차원의
원천적 해결책 마련은 산학협동의 기치아래 국가벌전으로 가는 길을 촉진하
고 이의 성공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불시대의 도래와 같은 국가발전의 속도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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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한양대학교 산학협력 운영방안
박

종

완

(한양대학교 학술연구처장)

Ⅰ. 한양대학교 연구관리비 체계
1.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연구정보- 연구비
재무정보-회계처리
사무정보-교직원 인사업무
관리정보 - 기자재

한양대학교 행정종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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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연구처 연구비 관리체계
가. 연구비 관리체계 흐름도
연구지원과
•
•
•
•
•
•

연구비 지급요청

연구정보 안내
과제신청 및 계약체결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에 대한 관리
연구업적 관리
연구비 중앙 관리

구매결과 통보

기자재구매요청

구매대급지급

회계과

연구비 지급
인건비 매월 자동 지급

구매과
연구과제 신청
연구비 지급 신청
기자재 구매요청
연구결과제출
특허출원요청
연구비 정산

기자재 인도

연구과제 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청구시 영수증만 연구지원과에 제출 (연구비카드제 및 학교전산망에 입력 안함)
※ 연구비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2회 연구책임자 통장으로 이체

나. 한양대학교 연구비 관리체계 특징

구분 연구비관리시스템
장점
단점
2000. 3. 1 부분중앙관리 ․본부의 연구관리 부서에서 ․기관별, 사업별로
이전
(학교/연구소) 행정업무 경감
관리가 어렵다
2000. 3. 1
이후～현재

집

중앙 중관리

임

담
른

․연구책 자들의 행정부
경감
․지원기관별로 관리에 따
정산관리 저
․행정직원 전문화
․공간 및 인력 감소 효과
명 5명

철

(62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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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려움

․연구소 인력관리의 어
․많은 인력과 공간 필요
․연구지원과의 책 과 업무
가중

임

Ⅱ.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 산학협력단 추진경과

◦ 2003. 03
산학협력 관련 내용 업무보고
◦ 2003. 06. 27
교육부 관련인사 초청 세미나
◦ 2003. 06. 30
산학협력조직 설립방안 1차 보고서
◦ 2003. 5월～7월중 총 13회 실무위원 회의
◦ 2003. 07. 14
업무조정회의 발표.(총장보고)
◦ 2003. 11. 17.
기획운영위원회 상정
◦ 2003. 11. 17.
교무위원회 승인
◦ 2003. 11. 24.
재단이사회 승인
◦ 2003. 12. 05.
산학협력단 법인설립등기
◦ 2003. 12. 17.
산학협력단 출범식
◦ 2003. 12.～2004. 02. 전산 및 타 부서 업무협의
◦ 2004. 03. 01～ 산학협력과제 협약체결 예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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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협력단 추진배경
Paradaigm Shift
• 경제환경
: 전통적 산업사회
• 경쟁력의 가반 : 자본 / 노동력

지식기반경제사회
신지식/기술의 창출, 공유, 확산을 통한
새로운 부의 창출

è
è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가혁신체제(NIS) 확립

대외적 환경변화

내적변화요인

•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인 è 대학, 인재
• 정부 및 산업계의 산학협력활성화 요구
-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정부부처
- 경제 5단체 및 중소벤처기업 유관기관 등
- 산업 및 경제 관련 정부, 민간 연구소 등

• 대학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절실히 대두
- 정원역전현상
- 교육시장개방
• 대학의 중장기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재정적 자립화를 위한 노력
- 전략목표의 실현을 위한 핵심역량 선정 및 강화

•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틀의 법제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 혁신적인 조직 및 시스템 변화 요구
-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시스템è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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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협력단 설립의 필요성
관리중심
학술연구
취약한 재정자립도

성과확산중심
실용연구
적극적수익창출

정부 및 유관부처

대학내부

1. 지식, 인력 교류 인프라 확대의 거점化
Key –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인증제]
2. 산학연 협력 사업간 연계, 집적화 촉진
Key – [협력연구소제도], [학교기업제도]
3. 산학연 참여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Key - 연구성과에 따른 수익의 공정분배

1. 현행 대학조직에서 산학협력업무 수행의
효율성 한계 도출(차별화된 Client – 기업, 정부)
è 연구중심, 산학협력에 경영마인드 접목
è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 평가, 개선
è 책임경영과 성과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2. 산학관련 각 부문의 상위 법률과 대학의 규정,
관행들과의 상충
è 주식 및 특허의 소유권(상법, 특허법)
è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세무(세법, 기업회계)
3. 현행 사립학교법의 한계
è 효율적 산학협력사업 및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근거 확보 필요 – 정부 先추진

4. 산학협력단 설립모델
가. 산학협력단의 像
지향
수
익
성

현재

-.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창출
-. 연구진흥 및 기술이전 활성화
(기업경영의 장점도입, 마케팅 강화)
-. 신속한 의사결정, 사업수행, 성과분석,
Feedback등을 통한경영효율성 극대화
-. Client(기업, 정부)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è Client Oriented Marketing 가능

-. 수익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한계
-. 연구진흥 및 기술이전의 제고의 한계
-. 비독립적, 불필요한 조직적 제약 등
유기적이지 못한 조직의 운영으로
경영효율성 취약
-. Client와의 Relationship 형성의 취약성

운영의 독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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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학협력단 운영 Model 구축이미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산학협력의 Mecca

H/W

S/W

-. 산학연디지털파크
-. 연구정보시스템
-. 특허관리시스템
-. 창업정보시스템

-. 연구, 기술, 창업 관련
컨텐츠, 컨설팅 및
기타 행정서비스

운영시스템

운영조직

운영스킬과 인력

-. 산학협력조직
-. R&D지원조직
-. 경영지원조직

-. 책임경영
-. 적절한 성과분배
-. 신속한 의사결정
-. 투명회계

운영
전략

-. 연구력의 극대화
-. 고객중심의 연구(성과)마케팅의 핵심역량化
-. 대학을 통한 수익의 사회환원구조 실현

운영
이념

-. 연구성과의 사회적가치실현 및 실용학풍구현에 기여
-. 산학연의 사회 유기체적 네트워크 추구

-

-. 연구자중심의 전문화된 서비스
-. 전문화된 마케팅 매뉴얼 및 인력
-. 특성화된 연구인력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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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
정부
정부

기존

기술
이전

?

기업
기업

창업
보육

대학
연구처

BK21
산학연

유관
유관
기관
기관

정부
정부

현행
산학
협력단

기업
기업

유관
유관
기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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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5. 산학협력단 구조
가. 산학협력단 조직구성

한양대학교총장

- 운영위원회
- 학술연구위원회
- 특허심의위원회
- 창업보육운영위원회

산학협력단
사무국

부속기관
(서울/안산)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기획팀
사무관리팀

안산 산학협력실

기술이전센터
국가지정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연구소

BK21사업단

산학협력지원팀

창업보육센터
인터넷창업보육센터
산학연기술협력센터

한양연구특성화
사업단(5T)
한양종합기술연구원
산학연기술협력센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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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학협력단 업무구성

기획팀
- 총괄,조정,운영
- 예산, 회계
- 교육,훈련

한양대학교 총장

산학협력단장

겸직
학술연구처장

사무관리팀
- 총무,시설,인력관리
- 구매,기자재관리
- 입주기업,계약학과 지원

안산 산학협력실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연구진흥과

산학협력지원팀
- 각종 통계 (업적 등)

- 연구진흥업무
: 연구기획홍보, 계약,
통계, 연구예산, 산학
협력관련제규정,
BK21, 평가기획 등
(특허)기술이전업무
: 특허관련업무전반,
기술이전 마케팅,
계약 등
- 창업보육업무
: 입주기업, 실험실창업,
관련 대외사업 등

- 연구비관리업무
: 연구비집행 및 정산,
외부감사 등
- R&D 지원업무
: 연구소•센터 지원,
공동기기 활용,
학술활동지원,
산업교육 수행 등

- 연구비관리업무
: 연구비집행 및 정산,
외부감사 등
- R&D 지원업무
: 연구소•센터 지원,
공동기기 활용,
학술활동지원,
산업교육 수행 등
- 창업보육업무
: 입주기업, 실험실창업,
관련 대외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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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연구비 관리
- 시상관리업무
- 연구소 관리업무
- 한양특성화사업단
관리업무
- 기타관리업무

다. 산학협력단 타부서 업무 협조 내용
산
학
협
력
단

산학협력팀

인사팀 – 산학협력단 인사 처리

연구지원팀

예산팀 – 산학협력단 예산 처리

안산 산학협력지원팀

회계과 – 기타소득세금 신고
세금계산서 신고
법인세 결산보고

연구비 – 인건비(기타수당)
연구기자재
세금계산서 발행분

구매과 – 연구기자재구매

간접비 – 인센티브(기타소득/기타수당)
간접비 예.결산

교육기술지원과 – 연구기자재 자산등재

기술이전 - 특허출원 명의문제
행정정보팀 – 연구정보/
재무정보/
사무정보/
관리정보/ è 개편작업

창업지원 - 주식소유권문제

6. 향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Vision

1단계

• 연구비관리체계시스템 재정비
• 연구기자재 공동 운영실 체계 구축
• 산학협력촉진을 통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2단계

• 산-학-연 협력사업의 시너지 효과 증대
• 산업계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대학보유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3단계

•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에 따라 연구성과 증대
• 산학협력촉진에 따른 적극적인 수익창출로 재정자립도 확립
(간접비, 기술이전수입, 창업지원수입 등 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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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연계 강화 방안
한

기

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상무)

【 현황 및 문제점 】
□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기술이전촉진법 제정(‘00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개정
(’03년) 등을 통해 산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정비
- 기술이전촉진법 : 대학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대학내 산학협력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 설치 근거 마련
․ 산학협력 계약 체결, 독립 회계관리, 지적재산권 취득 등 산학협력사
업 및 자원의 통합 관리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 제조․판매 및 용역 제공
이 가능한 “학교기업제도” 시행(’04. 3)
․ 대학내에 지자체․출연연구소․기업 등이 소유하는 협력연구소를 유
치하여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의 공동 활용 등
․ 특정 학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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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과 산업체간 기술혁신자원의 비대칭적 존재

◦ 대학이 박사급 연구인력의 72.3%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전체 연구개발
비의 10.4% 사용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비 사용 현황(’02년 기준)>
구 분

박사연구인력
구성 ,

(

비 %)
연구개발비(억원)
(구성비, %)

․

대 학
35,917명
(72.3%)
17,971
(10.4%)

기 업
7,324명
(14.8%)
129,754
(74.9%)

연구기관
6,426명
(12.9%)
25,526
(14.7%)

합 계
49,667명
(100%)
173,251
(100%)

* 전체 연구인력(학 석사 포함)은 대학(30.4%), 기업(62.2%), 연구기관(7.4%)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혁신,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기술자문, 기술
이전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수요는 큰데 비해 정보, 인력, 재원 부족으
로 기술혁신 추진에 한계
□ 취업난속 산업인력수급의 불균형

◦ 2004년 1월중 실업률은 3.7%(실업자 85만 4천명)로, 이 가운데 15～29세
의 청년층 실업률은 8.8%(실업자 44만 9천명)로 전체 실업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함
<최근 실업률 추이>

구 분
ㅇ전체 실업자수(천명)
- 청년 실업자수(천명)
ㅇ전체 실업률(%)
- 청년 실업률(%)

’03.9월 ’03.10월 ’03.11월 ’03.12월 ’04.1월
730
765
792
825
854
320
356
394
432
449
3. 2
3.3
3. 4
3.6
3. 7
6. 6
7.3
8. 0
8.6
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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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공계 대졸자들을 포함한 청년층의 실업률은 악화하는 가운데서
도 산업계, 특히 중소제조업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인력수급의 왜
곡현상 발생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03. 12월) : 연구직(9.5%), 생산직(7.1%)
□ 산업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는 인력양성 체계를 통해 배출된 인력에 대
한 산업계의 불만 상존

◦

내용과 수준이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은 기업 요구수준의 26%에
불과(전경련, 2002.12월)
* 공대교육내용의 산업현장 유용성이 미국 UCLA 87%인 반면 서울공
대는 40%에 불과
대학교육의

◦ 기업에서 이공계 인력 채용 후 숙련된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약 2년 정
도가 소요되며, 비용도 1천만원 이상 소요되어 산업계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 비용을 초래
- 기업들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신규
인력보다는 경력자 채용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숙련인력의
대기업 유출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약화 초래
<주요기업(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채용 추이>
구 분
경력자 채용비중(%)
신규 채용비중(%)

’97

40.7
59.3

’98
54.9
45.1

* 자료: 청년실업 현황과 전망(노동부, 2003. 9)

- 55 -

’99
73.3
26.7

’00
78.1
21.9

’01
78.7
21.3

’02

81.8
18.2

□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부족

◦ 대학, 연구소 등의 기초 연구를 위한 기반에 비해 수요자인 산업계 지원
을 위한 인프라 부족
- 기존의 대학, 연구소에 대한 지원 상당부분이 수요자인 산업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수 또는 연구원의 기초연구 및 실험에 필요한 장비
나 기술개발 위주의 지원

움

- 대학이나 연구소의 도 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 축

장 구 이나 기술개발 지원은 태부족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주체 현황(‘02년 기준)>

및 국공립 대 학 기타(연구조합,
구 분 출연연구소
중소기업
협회 등)
금 액
24,022억원 10,609억원 4,764억원 6,126억원
(비 중) (51.1 %) (22.6 %) (10.2 %)
(13.0 %)

대기업
1,463억원
(3.1 %)

□ 대학과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산학협력 부족

◦ 산업대와 일부 일반대학을 제외한 많은 대학과 교수들이 산학협력에 소
극적인 자세
- 대학들은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교육체계 답습과 더불어 기초학문 연구
에 치중
- 교수의 업적평가에 산학협력 활동성과가 반영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논문 위주의 평가 관행이 지속
◦ 기업들은 대학과의 산학협력 성과에 회의적인 태도
- 신제품개발 등에 직접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불신
하며 회사기밀 누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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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산학협력 의지가 취약하고 대학의 우수인력 확
보를 위한 노력 미흡

- 자발적 필요성에 따

【 개 선 방 안 】
□ 우수한 산학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

◦ 한국산업기술대, 포항공대, 두원공과대학 등 현재 산학협력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범사례를 확산․보급
- 한국산업기술대 : “가족회사 제도” 및 “프로젝트실습” 교육과정 등을
통해 2001년 개교 이래 3년연속 졸업생 100% 취업을 달성하고 있으며
각종 산학협력, 교육개혁, 교육투자 관련부문에서 우수한 평가 획득
* 대학측은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의 약 70%를 기업에 프로젝트 수
업료로 지급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음
- 포항공대: 교수들의 산학협력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 절차 및 비율을
규정한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을 구비함으로써, 연구
의욕을 고취하여 최근 5년 간 37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8억여원의 기
술료 수입을 획득
- 두원공과대학: 산업체 요구를 기반으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
과정을 개발(교수체계 설계로 국내 최초로 ISO-9001 획득) 운영
□ 산학간 상호 산학협력 투자촉진을 위한 Incentive 확대

◦ 기업의 대학에 대한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 기부금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50%한도) 또는 손금산입(소득금액의 50%한도) 확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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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인력개발, 기술이전 등 산․학 협력관련 세제 지원 확대
◦ 교수업적 평가시 “연구영역”보다는 “산학협력영역”을 보다 중요한 사항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각 항목에 대한 평가치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화
하고 산학협력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보장
□ 지역별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센터 설치

◦ 개별 중소기업에서 추진하기 힘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역
별로 산학협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술개발, 인력알선 등의 업무 수행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03. 9월부터 대
학내에 산학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카운터파트너로서의 역할 수행
- 컨소시엄사업, 기술이전․교육사업 등 산학협력사업 총괄 관리․운영
- 중소기업 경영․기술력향상 상담․자문 및 지원업체 사후관리 강화
- 전문인력 및 시험장비,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등 구체적인 관련
정보제공,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대학과 지역중소기업간 교류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 지역에 따라 특화된 산학협력사업에 대해 산학협력 지원센터를 중심으
로 업종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사업 수행
- 대구(염색, 섬유), 전북(자동차), 부산(신발), 제주(관광) 등 지역별 특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산학협력 사업 실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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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로의 전환

◦ 현장경험이 풍부한 산업체 교수요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교수 안식년제
도를 활용한 민간기업에서의 연구활동이나 산업체 프로젝트의 수행 등
을 통하여 대학교수의 현장성 제고 필요

◦ 산업체 임직원의 대학출강 등 대학과 기업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대학과
산업현장간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급선무
- 대학이 기업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자리하여 자연스럽게 산학연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例 : 시화공단에 위치한 한국
산업기술대학교)
◦ 대학은 교과과정 개편시 산업계의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반영
하는 맞춤식 산학연계교육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대학(원)의 학부(과) 개
설은 국가의 산업 분야별 필요인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산학협력 종합 조정 기능 강화 및 선택적 재정지원 확대

◦ 현재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시행
되고 있는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분석 및 조정기능 강화

◦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산학협력지원사업에 있어 추진실적과 사업 참여
당사자들의 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현장수요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
정지원을 확대하고 중복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 또는 폐지
검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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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가 전국 대학 및 기업 관계자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02.
12월)한 결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재정지원 확대
요구」(66.0%)
□ 이공계 대학생들의 학기중 산업체 현장실습 내실화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및 “대학생 산학협동교
육”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학기중(학기제) 또는 방학중(계절제)에
「현장실습과목」을 개설하고, 이수 학생에게 학점 부여 제도화
-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대학교육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
을 양성하여, 이공계 대졸자들의 취업률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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