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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추진배경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창조경제 대두

○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 봉착

-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를 잇는 새로운 산업 발굴 미흡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저성장 위기감 증대

<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추이 > < 잠재성장률 추이 >

○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ㆍ자본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이동하여 창조경제 생태계가 한 나라의 경쟁력 좌우

* 창의성이 높은 국가가 1인당 GDP와 국가경쟁력도 높음(’11년, Martin Prosperity Institute)

 청년 취업난과 취업 미스매치 공존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하락한 청년고용률은 최근까지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생 취업은 취약

* 20∼29세 고용률 : 61.3%('07.6) → 56.9%('09.2) → 57.2%('10.3) → 57.6%('13.6)

○ 최근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나 대학 졸업생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 지역기업의 대부분인 중소기업 기피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중소

기업 경쟁력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

* 중소기업의 7년 생존율 30%에 불과, 중소기업의 38.3%가 인력부족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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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화 단계 진입 등에 따른 고등교육 성격 변화 요구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50% 이상을 유지

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이고 고등교육 국제화와 경쟁 심화

- 학과 중심의 특정 기초학문 분야 교육으로 충분한 엘리트 단계와 달리

보편화 단계에서는 풍부한 교양교육과 전문지식을 동시에 요구

※ M. Trow의 고등교육 발전 단계(해당 연령인구의 고등교육기관 재학률) :

엘리트 단계(～15%) → 대중화 단계(15～50%) → 보편화 단계(50%～)

○ 창조와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조하는 숙련기반 혁신경제 심화로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숙련(specific skill) 교육 요구 증대

- 직업훈련은 기업의 직접적 영향력 증대, 고등교육은 산학협력 강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 우수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 지역에 정주하며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창업으로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이 발전하는 산학협력 생태계 필요

○ 고급 인재와 기술․특허 등 대학의 창의적 자산을 활용하는 산학

협력 활성화로 창조경제 실현

< 산학협력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 산학협력단 설립 10주년과 창조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삼아  

산학협력의 새 방향을 설정하여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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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난 10년간 산학협력 추진 성과

 산학협력 제도적 기반 확충

○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03)하여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계약에 의한 학과 등 제도 도입

○ 지난 10년간 산학협력 제도 개관

구분 근거법
(현행법 기준)

주요 내용

대학의 산학협력단

설립(2003)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대학이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여

산학협력과관련된제반업무(계약체결, 지재권관리,

기술이전등등)를수행할수있도록하는근거마련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200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제36조의2)

-대학이 보유기술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문조직인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학 내 협력연구소

설립(200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대학 교지 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운영하는협력연구소를축조하게할수

있는 근거 마련

산업단지 캠퍼스

제도 마련(201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 대학이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설치운영할 경우

교지․교사의 임대차 가능 및 확보면적 감축

산학협력 중점교수

제도 마련(2011)

고등교육법

(제15조)
-산학협력만을전담하는교원을둘수있는근거마련

 산학협력 인프라 확대 

○ 산학협력단, ’03년 25개에서 ’11년 369개(85.2%) 대학(전문대 포함)이 설치

- 산학협력단 종사자 수 4배 이상 증가 (’05년 1,558명→ ’11년 6,291명)

-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34배 이상 성장(’05년 1,610억원→ ’11년 55,760억원)

○ 대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12년 23개), 자회사(’12년 106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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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 및 기술개발․기획․생산 등 기업기능을 

수행하는 학교기업 운영(’12년 241개, 대학 88개, 전문대 81개, 특성화고 72개)

- 현장실습 116천명, 채용인력 2,867명, 매출액 1,434억원

○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고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과정)

- 취업과 연계된 ‘채용조건형’ 1,054명, 재직자를 위한‘재교육형’ 11,220명 재학(’12)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08년 7개학과 457명→ ’12년 41개학과 1,054명)

○ 산업계에서 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직무역량, 필수 교과목

등 현장수요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추진

-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반도체, 금속철강 등 22개 산업분야 실시
(’08~’12 누계 : 135개 대학, 274개 학과 참여)

○ 산업단지 캠퍼스 10개교(한밭대, 산기대 등) 설립 인가(’12.3.~’13.9.)

○ 산학협력 중점교수 1,425명(전임 1,061명, 비전임 364명 채용) 활동 중(’12.9.)

 산학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활용 확대

○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을 통해 특허 

등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확대

- ’03년 보다 국내특허 출원은 7배, 해외특허 출원은 2.7배 성장

※ 국내 특허출원 : ’03년 1,832건 → ’07년 7,326건 → ’11년 12,586건

※ 해외 특허출원 : ’03년 398건 → ’07년 787건 → ’11년 1,060건

(단위 : 건)

구분 대학수 국내특허 해외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합계

2007 140 14,752 1,561 538 685 440 1,790 - 19,766

2008 149 15,021 1,360 490 1,129 654 1,776 835 21,265

2009 145 18,298 1,911 527 1,050 812 2,366 1,151 26,115

2010 153 23,793 2,415 612 1,176 1,376 3,596 815 33,783

2011 291 32,388 3,131 647 1,592 1,782 5,324 1,576 46,440
주1. 대학변인 및 산학협력단 명의의 지식재산권만 포함함
주2. 국내특허 및 해외특허는 등록 건수만을 산출한 것이며, 출원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 대학과 기업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확대

- ‘03년 보다 기술이전 건수 10배, 기술이전 수입료 26배로 급증

※ 기술이전 체결 건수 : ’03년 210건 → ’07년 961건 → ’12년 2,029건

※ 기술이전 수익 : ’03년 19억원 → ’07년 164억원 → ’12년 5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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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 개편

○ ’04년부터 대학에 대해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현장

실습, 기자재 선정, 기업지원 활동 등을 위해 재정지원사업 본격 추진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NURI, '04~'08),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04~’11),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04~’08), 지역거점

연구단 육성사업(’09~’11),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09~

’1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 사업(’09~’11) 등

○ ’12년 분절․중복적으로 추진되던 3개의 산학협력 관련 사업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

-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체제 개편,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현장실습․캡스톤 디자인 활성화 등에 역량 집중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개편 >

’11년도 ’12년도

구 분 사업비 지원규모 구  분 사업비 지원규모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1,000억원 20개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1,700억원 51개교

산학협력중심대학 180억원 17개교

지역거점연구단 145억원 7개교

계 1,325억원 44개교

* ’13년 : 2,460억원(추경포함)

○ 기존의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도 ’12년부터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120억)

※ ’13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30개교 지원, 250억원(추경포함)

➡ 산학협력 진흥 10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일자리의 양적 질적 미스매치 해소 및

    창의성과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촉진으로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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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비전 창의적 인재 양성과 혁신적 가치 창출

목표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키우는 교육과정 혁신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정책

과제

1.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산업계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 양성

 인문사회․예체능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2. 산학협력

대상·수단

다양화

 산학협력 대상 확대

 인력교류 및 지식 공유 활성화 문화 조성

 글로벌 산학협력 정책교류 활성화

3. 창업 및 

취업 촉진

여건 조성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지역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4. 산학협력 

인프라 강화

 산학협력단 혁신역량 및 통합조정 기능 강화

 공과대학 등의 체질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



- 7 -

 Ⅳ.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 과제

1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산업계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 양성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으로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 강화

○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혁신기술 지원 등에 역량 집중

- 학생들의 현장 실무역량 향상 및 취업 연계, 창업교육,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지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확산

○ 지난 2년간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성과를 중간평가하여 

부진한 대학은 탈락시키고 신규 대학을 추가 선정 지원(’14)

- 기술혁신형에 우수한 연구중심대학이 참여하여 연구성과를 지역기업에

기술이전․사업화하고 산학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 다양한산학협력선도모델지원을위해대상대학확대(’12년 51개교→ ’14년 57개교)

○ 지역산업체와 적극 연계하고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 체질개선

- 교원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 반영,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등으로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 촉진

○ 전공 관련 실무능력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현장실습 활성화

- 4주제, 계절제, 학기제 등 다양한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선택형 4+1

학년제’ 등 장기 현장실습 교과목(Co-op : Co-operative Education) 도입 

○ 산업계가 요구하는 시제품 수준의 작품을 학생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게 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확대

- 전공학습 외 지역기업에서의 ‘현장실습’ 중 발견한 직무상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형 캡스톤 디자인 지원 활성화

* 한양대학교(ERICA), '특허와 협상' 교과목(’13)에 교수, 학생, 변리사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가치 판단, 기술 및 특허 출원 지원 및 학생 창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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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일자리중심 교육 강화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속한 도입 및 활용을 위해 ’14년까지 모든 

직무 분야의 NCS 개발, ’15년까지 NCS 학습모듈 개발 완료

※ NCS 개발(총 777개): (’13) 250개 → (’14) 신규 241개, 보완 286개

※ NCS 학습모듈 개발(총 777개): (’13) 55개 → (’14) 195개 → (’15) 527개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직무수행 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 양성

-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편은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시범학교를 통한 모범사례 창출·확산

- 4년제 대학은 NCS 기반으로 자율적인 교육과정 개편 유도

< NCS 개발 및 활용 체계 >

□ 선행경험학습 인정제(RPL : Recognition for Prior Learning) 도입

○ 근무경험이 있는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일반 성인이 ‘선취업 후진학’

으로 전문대학·산업대학에 진학한 경우 근무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

※「고등교육법」개정 후속조치로 「동법시행령」 개정 추진 및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수행한교육․연구․실습이나 현장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기준 마련

○ 일터에서 습득한 직무 및 다양한 학습경험이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평가인정체제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과정과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상호 인증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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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융합전공 및 현장형 학부교육 강화

○ 인문학에 기반한 상상력에 첨단기술을 겸비한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융합전공 개설 장려

- 공과대학‧대학원 대상 공학교육과 인문사회 융합과정 개설 유도

  

[운영 사례]

◦ 공과대학, 예술대학, 경영대학 교수들이 참여하여 문화콘텐츠 기획에서부터
촬영, 편집, 마케팅교육을연계한미디어융합 one-stop 교육과정 운영(동국대)

◦ 수행인문학부에서 입학전공(국어국문학 등) 외에 4개 융합전공 프로그램
(과학기술학, 공공수행인문학, 미디어문화, 외국어커뮤니케이션)중 1개 전공을
조합하여 이수(한양대)

○ 인문분야 대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지식과 숙달된 현장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인문사회 계열형 실습프로그램* 및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신설

* 예시) 영문학 전공 학생팀, 서울시 정책브로셔 영문판 번역
경영학 전공 학생팀, 전통시장 상권 분석 및 컨설팅 제공

○ 비이공계 분야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시범평가 실시

- 이공계 중심의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를 확대하여 산업디자인 

등 비이공계 분야 대상 시범평가 실시 및 확대 검토(’14∼)

□ 인문학 분야와 기업간 신뢰와 협력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인문 분야 교수들의 방문 특강, 인력 교류 등 상시적 연계채널 구축

- “인문주간” 행사 등을 활용한 인문분야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한 ‘인문

사회 산학협력 리더스 소망(疏網)
*
’ 개최 등을 통해 만남의 장 마련

* 소망(疏網) : 대학과 기업이 서로 소(疏)통하는 네트워크(網)

▪ 애플을 따라잡고 싶으면 인문학을 해라. (스티브 잡스, 애플사 CEO)

▪ 인문학이 없이는 나도, 컴퓨터도 있을 수 없다.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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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기반 실용화․사업화를 위한 인문사회 분야 산학협력 참여 확대

○ 기존 연구, 생산 중심에서 나아가 마케팅, 사업 기획에 인문사회

전공자가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학협력 활성화

- 학교기업, 계약학과를 통한 인문사회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 인문학적 상상력과 아이디어, 문화에 기반한 인간친화적, 감성적 제품개발

○ 기존 제조업․이공계 중심 산학협력 외에도 지식콘텐츠, 사회문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사회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 인문학적 지식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 추진

* 성균관대,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종합사회조사 공동실시 / 이화여대, 한국어

능력프로그램 및 국가지정 상담소 운영

-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학제간 융복합 등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 참고 사례

▹ (서울대) 의학, 건강, 인문학을 융합, 기업과 협력하여 브랜드 닥터유 개발

▹ (인제대) 인문의학연구소, 건강한삶을주제로의학․인문학을융합하고EBS와다큐제작

▹ (안티에이징병원 차움) 검진, 테라스파, 운동센터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동서양의학의 예방의학과 메디컬 스파 통합으로 의료뷰티문화공간

○ 영화, 방송, 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강화

- 과학기술·ICT와 문화가 융합된 선도적 콘텐츠 개발 등 추진

* 동서대 디지털 영상매스컴학부 : 프로젝트 중심 실무교육으로 수업에서 완제품 생산

(영화, 게임) / 중앙대첨단영상대학원 : 예술적감성과공학적감각갖춘전문인력양성

<그림> 문화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해 탄생한 창조경제 사례

영국 : 해리포터(‘97) 미국 : 아바타(‘09) 한국 : 카카오톡(‘10) 한국 : 강남스타일(‘12)

북유럽 신화(소설)
+

CG 기술

스토리텔링/메시지(영화)
+

3D 입체/CG기술

창의적 아이디어
+

ICT 기술

노래/퍼포먼스(K-팝)
+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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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산업 융복합 등 변화 트랜드에 맞춘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

○ BK21 플러스 사업의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융복합분야

대학원의 고급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 문화콘텐츠, 디자인, 관광, 건강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정보보호 등

국가발전전략 분야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연간 1,000여명 지원

※ ’13년 41개 대학 54개 사업단 선정 지원(86억원, 6개월분)

□ 지역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고용연계형 석박사급 인력양성 

○ 지역대학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해당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기업,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 기업 등을 사업

참여 요건화하여 대학원생의 해당 기업으로 취업 촉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인력 13,594명 양성,

취업률 88.7%, 지역내 취업률 51.4%(’11년 실적)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예산 (’11) 237억원 → (’13) 275억원

□ 특화전문대학원을 통한 융합형 핵심연구인력 양성 강화

○ 출연(연)의 전문R&D인프라와 대학의 고급인력양성을 접목시킨 

특화된 연구분야 대학원* 지원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출연(연) 학연교수와 대학 교수의 공동 지도교수 제도 및 공동 

교과과정 구성 등 학연협력 교육 실시

* 분석과학기술대학원(충남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그린스쿨 전문대학원

(고려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

※ (’09) 20억 → (’10, ’11) 30억 → (’12) 40억 → (’13)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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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내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 운영

○ 최신 직무지식 및 고숙련 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기술 기능 보유자를

산업기술명장으로 양성하는 산업기술명장대학원(특수대학원) 설립 운영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우수 기술

인력이 계속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무중심의 선순환적 

고등직업교육체제 마련

※ 산업기술명장은 EQF(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의 7수준에 해당하는

숙련기술인으로 학위수준으로는 석사학위 수준에 해당하도록 양성

○ 고숙련기술인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우

수 학위프로그램을 통해 최고 수준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 풍부한 산업경험과 기술을 가진 고숙련기술인의 우수한 기술을 후대로 

전수·계승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

- 교육과정은 공통교과목*과 해당 명장분야의 최고 지식·기술 향상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

* 명장 멘토링, 명장리더십, 명장기술서작성법, 기술기능 지도론 등

- 숙련기술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특성화고․전문대학 등에서  

실습교육 교원으로 활용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교육목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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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협력 대상·수단 다양화

 산학협력 대상 확대

□ 산학협력 범위를 농어업, 지역단위 협동조합까지 확대

○ 지역 연고자원에 기업과 시장 개념을 접목하여 1·2·3차 사업이 

복합된 6차 산업* 육성에 기여

* 6차 산업 : 1차(농어업) ✕ 2차(제조업) ✕ 3차(서비스업)이 복합되어 농촌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여성, 고령자에게도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 대학의 기술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융합·신산업(예 : 농어업과 IT,

BT, NT 등 협업) 육성 지원

※ 전주대 학교기업의 약고추장(지역 고추, 소고기, 꿀, 배즙을 재료로 개발)

김천대 학교기업의 자두와인(최초로 자두발효기술 개발, 자두농가의 소득증대)

- 지역축제*, 관광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LINC 사업단, 창업 기업 

등을 연계한 공동 마케팅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추진

* 공주 백제문화제, 강릉 단오제 등

< 6차 산업 육성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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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까지 산학협력 활성화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까지 산학협력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공헌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양성

- 대학이 지식과 인력 등을 제공하고 마을기업 등과 지역 주민, 지역

기업을 연계하여 지역수요에 기반한 나눔이 산업이 되는 환경 조성

▹ (여주대 ‘통(Tong) 프로젝트’) 결혼이주여성에게 바리스타교육 등을 제공

하고 마을기업 ‘통카페’ 운영, 재활용 자원을 판매하는 ‘통마켓’, 지역문화

센터 파견교사 운영,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 등 추진

▹ (가천대 ‘사회적 기업 발전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주)에이스푸드와 산학

업무협약, 학내 사회적기업 고용관계연구소 개원, 사회적기업 포럼 등 지원

* (주)에이스푸드 : 지적장애인 고용, 가금류를 가공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지역 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고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공급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 대학 인프라를 개방하여 산학협력 커뮤니티 확장

○ 대학의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회의실 등 인프라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전통문화, 예술 등과 관련된 지식과 재능이 생산․공유

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이천 도자클러스터와 명지대, 청강문화산업대학) 명지대(용인) 도자기연구

센터, 청강대의 도자실습관, 도예연구소가 이천 도자클러스터와 산학협력 커뮤

니티확장, 도자 기술, 원료, 디자인 연구를 추진하여 지역도자산업의 비전 제시

▹ (히로시마 시립대학) 학내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지역 시민교류 플라자에

개방하고 지역기업과 공동연구 추진

○ 대학의 유휴 공간 및 도심의 공동화 지역을 예술놀이터로 제공하고

문화창작 스튜디오로 활용 

※ 영국 쉐필드지역, 창작산업(문화, 미디어, 디자인)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도심재개발과 지역경제 부흥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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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교류 및 지식공유 활성화 문화 조성

□ 방학·연구년을 활용한 대학교수의 기업 지원 활성화

○ 파견·휴직에 비해 대학의 인력운영상 부담이 적은 방학·연구년을 활용

하여 교수의 산업체 파견 등을 허용하도록 대학별 내부규정 개선 권고

- 연구년중 산업체에 근무할 경우, 의무사항인 연구결과물을 논문
에서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조정

※ 대학별로연구년을학술연구목적으로제한하여민간기업파견이어려운대학 다수

< 방학·연구년을 활용한 산업체 활동 지원 사례 >

○ (단국대) ‘교원 기업지원 현장연구 학기제 도입’하여 산업체 활동 지원

- 산업체 연구년 신청시 일반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년제와 별도 비율 인정

○ (KAIST) ‘교원과외활동지침’ 개정으로 학기중 1주일간, 방학기간인 3개월간
기업파견 등 산학협력 활동 허용

□ LINC사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방학·연구년을 이용한 “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과제 신설

- 교수가 주 2∼3일 기업에 상주 근무하면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 기술지도, 산업체 재직자 교육, 애로기술해결 등 집중 지원 

※ 기술지도(1회 20만원 지급)와 달리 1개월 기준으로 2백만원 정도 과제비를 책정

하고, 주 2일 이상 근무하는 조건 부여(1일 8시간 근무 조건)

○ All-Set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산학 인력교류형 R&D과제 우선 지원

- 교수의 현장경험 부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효율화를

위해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행시 인력교류형의 경우 우선 선발·지원

※ 현재, LINC 사업비의 10%(지역거점연구단 육성 사업 수행대학은 30%)가
기업지원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의 재원임.

□ 출연(연)과 상호 인력교류 활성화

○ 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연구역량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 출연(연)과의 인력교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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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교수의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연구연가’와 출연(연) 연구원이

대학에서 근무하는 ‘강의연가’를 동시에 내는 교차 연구년 실시

※ 출연(연)-대학간 교차 연구연가 수요조사 및 인력 매칭 지원

- 출연(연) 센터장, 대학의 부설연구소장 등 일부 직위 공모 운영 권장

○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양 소속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학연교수제’ 활성화 유도

- 산학연 관련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가점 부여, 특화전문대학원, 학연

공동연구센터(DRC)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 검토

□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 산학인력교류 실적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 파견·연구년을 활용한 인력 교류, 학연교수, 산학협력 중점교수 운영

실적을 LINC사업, BK21 플러스 등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

○ LINC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 인력교류 우수사례 확산

- 산학공동포럼, 교류회 등을 통해 우수한 역할 모델을 확산하고 대학의

인력·자원과 기업 수요의 매칭, 연계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유도

□ 산학간 인력과 지식 등 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아이디어, 인력을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중개센터’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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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통해 창조되는 학생들의 아이디어, 지식재

산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아이디어 플랫폼 거래시장’ 조성

- 대학과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산학협력 관련 DB를 구축하고, 이

를 바탕으로 전문인력을 통한 중개·알선 서비스를 지원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등 산학일체형 대학운영 확대

○ 산업단지의 특성과 연관된 학과이전 등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 대학 교원들이 산업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기업 R&D 지원, 재직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현장밀착형 산학협력 체제 구축

  - 기업부설연구소, 산학융합연구실, 공용장비센터, Business 지원 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입주를 통해 전주기적 기업지원 강화

※ 한국산업기술대(시화․반월공단 내 입지), '엔지니어링 하우스'에서 교수

96명, 학생 332명이 185개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수행

○ 대학내 중소기업부설 연구소 등 집적화

- 대학 캠퍼스에 중소기업 lab, 기업부설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등의

입주 확대를 통해 대학 교수의 중소기업 R&D 및 제품개발 지원 강화

《 산학일체형 대학운영체제 》

구 분 As is (산학협력) To be (산학일체)

대학입지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으로 분리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으로 통합

교수임용 ▪SCI 중심의 교원임용 및 평가
▪산업체 경력자 교수임용 확대

▪교수평가 시 산학협력 반영 확대

학위유형
▪이론형 학위트랙 중심

▪학문중심의 학위
⇒
▪현장형 학위트랙(계약학과) 확산

▪학․석사 통합 학위

교육/R&D

▪기업수요와 동떨어진 교육·연구

▪인턴십의 고용연계 부족

▪학부생은 Lab 기반 R&D 미참여

▪산학협력연구실, Business Lab에서협업

▪학기제 인턴십으로 고용연계 강화

▪학부단계에서의 R&D 참여 확대

기업지원 ▪공학계열 위주의 기업지원
▪기획․경영․디자인․마케팅․회계 등

종합적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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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산학협력 정책교류 활성화

□ 글로벌 산학협력 포럼 운영

○ 세계 각국의 산학협력 정책 동향과 우수 사례 공유

- 각국의 경쟁력 있는 분야 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 산학협력 담당 

주체들간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 공유

- ASEM 산학협력 포럼, FEALAC 포럼 등 글로벌 포럼에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산학협력 전문가를 적극 파견하여 국제적 논의에 동참

※ ASEM(ASia Europe Meeting), FEALAC(Forum for Asia-Latin America Coopeation)

○ 해외 산학협력 실태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 각국의 산학협력 제도, 법령, 프로그램 등 현황 조사, 산학협력 우수

사례 모델 발굴 등을 통해 다양한 산학협력 운영 모델 확산

□ 글로벌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 확대

○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 성과를 기술이전․사업화하기 위해 분야

별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과 산학협력 추진

※ 단국대(천안), 스위스 Bṻrler기업과 곡물 가공․사료 제조 분야 산학공동연구(’13)

○ 해외 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 교수․학생 교류, 학점 교류 등 추진

- 해외 취업 맞춤형 교육 실시,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축적 등을 

위한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WEST),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활성화

○ 글로벌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 화상강의, 공동 지도교수제, 계절학기 등을 통해 해외 대학과 (가칭)

‘국경없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등 공동교육과정 개발․운영

- 학생 교류 등을 통한 (가칭) ‘국경없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학생창업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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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이슈에 대한 산학협력 확대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에너지, 환경, 물 등과 같은 지구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산학협력과 상호 유익한 정보 교류

□ 국가간 산학협력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국가간 1:1 산학협력 멘토링 실시 및 성공적 정착 지원

- ASEM, FEALAC 등 회원국 중 산학협력 운영 모델 적용을 위한 

멘토링 신청시 국가간 MOU 체결을 통한 1:1 멘토링 지원

- 성공적인 해외 산학협력 운영 모델 발굴 및 국내 시범 적용

○ 적정기술*을 통한 국가간 협력 확대

-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가에 나눔 실천 

*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 정치․문화․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때 당해

지역에서 지속적 생산과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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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 및 취업 활성화 여건 조성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활성화

○ ‘도전하는 학생을 위한 쉽고 열린 창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 창업

교육 5개년 계획」수립․발표(2013. 9. 6.)

※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 창업도전을 위한 환경조성,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인식 개선 등 3대 전략․8대 과제 추진

□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

○ 창업교육프로그램, 창업 관련 전공 학과 대학원 지원 확대 등 

대학 창업교육을 통해 준비된 예비창업자 양성

- 창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단계별 맞춤교육프로그램, 컨설팅 등 제공

- 융·복합전공으로 ‘창업 관련 전공’을 개설하여 복수·부전공 권장

○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을 통해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 최소화

- ‘창업 휴학제*’ 및 창업동아리 활동, 전공분야 창업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대체학점’ 도입 권장

* 휴학 사유가 창업인 경우 최대 2년(4학기) 연속 휴학 가능하도록 유도

- 대학별 특화된 창업강좌를 공유하도록 창업 학점 교류제 확대 

○ 창업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 대학별 특화된 온라인 창업강좌를 공용플랫폼을 KOCW*에 탑재,

창업학점 교류제 등과 연계․운영

- 군복무 중 취득학점 대상 강좌에 사이버 창업강좌를 포함하여 

군복무로 인한 창업교육의 단절성 해소

* KOCW(Korean Open CurseWare) : 온라인 대학공개강의서비스

※ 창업교육센터당 1개 강좌를 사이버로 개설, 공용 플랫폼 탑재(’15년 100개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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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전담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창업교육 질적 수준 제고

- 창업교육 전담교원 연수 확대, 창업교육 전문가 인증제 도입, 전문가

풀 확보 및 DB 구축을 통해 우수한 교원 확보

□ 대학생 창업 도전 지원 활성화

○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경진대회·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업가정신 함양 등 창업 친화적 대학 문화 조성

- 실전중심 창업동아리를 발굴하여 초기 활동비 지원, 지방 학생의

창업정보 및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연합창업동아리 지원

○ 산학협력단이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 지원

- 산학협력단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두어 분절적으로 수행(창업교육,

보육, 사업화 등)되던 창업지원 업무를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

* 산학법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개정을 통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근거마련

○ 학생창업 초기 창업도전자금(팀당 500만원 이내) 지원 및 대학적립금을

활용한 학생창업기업 투자* 유도

- 매년 우수한 대학생 창업팀(드림 CEO) 선발 및 사업화 자금(팀당 

500만원 한도) 지원 (중기청, ’14∼)

*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의 벤처기업’에 투자 가능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대학적립금 벤처기업 투자지침서 마련(’12.2)

○ 교수연구실 개방, 창업준비실 제공 등 학생창업에 필요한 공간 

및 장비 등 지원

<학생 창업교육 및 창업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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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 창업친화적 대학 생태계 구축

○ 지방 대학이 테크노파크, 지역기업 등과 연계하여 창업교육을 통해 

발굴된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창업교육센터별로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대한 창업교육 강화 및 차별화

-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센터, 지역의 자금(엔젤, 벤처캐피탈),

기술자원, 경험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연계하는 지원체제 구축

< 산학협력단의 단계별 창업지원 체계 >

○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의 아이디어 창업을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 창업교육센터의 사회적 경제 분야 창업강좌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지역

기관 등과 연계한 학생 창업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 설립․운영 

※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과 연계 추진(’14～)

□ 지역에서 양적․질적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생태계 구축

○ 광역 시․도 차원에서 지역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과 기술

지원을 총괄 관리하는 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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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의 양성, 배분, 활용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지역대학, 지자체, 시․도 발전연구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간 산학협력협의체 구축․운영

※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시․도평생교육 활성화 사업과 연계 강화 추진중(’11～)

○ 졸업 후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창업경험을 자산으로 인정받아 취업

할 수 있는 취업․창업 연계형 고용체제 구축  

※ 창업과 취업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창업경력 인정 매뉴얼 개발(’14～)

< 진학-창업-취업의 유기적 전환이 가능한 고용체제>



- 24 -

4  산학협력 인프라 강화 

 산학협력단 혁신역량 및 통합조정 기능 강화

□ 산학협력단 기능을 지원하는 인프라 강화

○ 대학별 간접비를 재원으로 기술창업(연구소기업, 학교기업․기술지주

회사)등에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간접비 총액의 5% 이내인 ‘기술

창업 출연ㆍ출자금’ 비중을 10%로 확대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자회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제완화

○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강화로 대학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촉진

- ‘대학 기술지주회사 성공 지원단’ 구성 운영으로 대학 기술지주

회사의 성공적 안착 지원

-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 자금 공급을 위한

대학의 ‘(가칭)사업화지원펀드(Lab to Market Fund)’ 조성 유도

* 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하는 간접비를 활용하여 일정금액을 매년 기술지주회

사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법적 기반 등) 마련

□ 산학협력 기획․조정 역량 제고 유도

○산학협력 코디네이션 조직*(Coordination team) 설계 및 역할 설정

* 산학협력단 기획담당자, 기술이전담당자, 산학협력중점교수, 학과교수등의참여로구성

< 산학협력 코디네이션 조직의 역할 >

 계약학과 개설, 현장실습, 산업체위탁교육, 산학공동연구 등의 기획, 지원
 대학 내 분야별 인재, 기술, 연구자원에 대한 조사와 분석

 기업의 니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대학자원과 기업수요의 매칭, 연계지원과 조정

* 기업수요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 산업자문 지원 등

 대학과 기업간 만남의 장(세미나, 포럼, 교류회)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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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코디네이션 조직 운영 활성화 유도

- ‘산학협력기획을 통한 Solution 창조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

여 산학연계교육과정 개발 등의 우수 산학협력사례 창출

➀ 기업의 인력 및 산업교육 수요, 애로기술 등을 조사 한 후

➁ 산단이 당면이슈를 해결하기위한 ‘산학협력기획’ 활동을 실제로 진행하여

➂ 현장 컨설팅 및 기획결과 발표를 통한 ➃ 우수 산학협력기획사례 창출

- 산학협력단의 코디네이션 조직 구성 및 운영성과 등을 반영한 

LINC사업 평가지표 구성

* ‘산학협력단의 역할 재정립과 조직 구성의 적절성’ 등의 항목 평가시 산학협력

코디네이션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등도 반영하여 판단

○ LINC사업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 채용 유도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 전문가 채용확대에 대해 평가시 우대하고 인건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산학협력단의 변호사(로스쿨졸업생)등 전문가 채용 유인

○ 산학협력단 직원 대상 교육기회 확대 및 연수강화

-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수요조사 후 , 업무

분야별 (민간)위탁 교육실시․

- 역량 모델링을 기반으로 직급-직렬별, 단계별 교육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역량강화 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예시>

 역량

교육 
구분

직렬별 역량
공통
과정산학협력

기획
연구
관리

기술
사업화

창업
보육

경영
지원 

교육대상 산학협력단 직렬별 실무자

교육형태 지식강화 및 실습중심 교육 

교육내용 기본내용(20%) + 선진사례(20%) + 대학사례(40%) + 대안/방법 탐색(20%)

교육단계 입문 → 기초 → 중급 →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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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다양한 산학협력 전략수립 촉진

○ 대학 산학협력의 전략적 포지션 맵 구성 및 보급

- 대학별 우수사례 조사 및 대학․산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의

핵심역량, 산학협력 대상 등을 고려한 전략적 포지션 맵 개발

* 산학협력 전략의 차별화 모델의 개발과 자율평가 기준 등으로 활용

○ 전략적 포지션별 산학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모델

교육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

목적

 산업 현장의 인력니즈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인재양성

 실업률 해소와 취업률 확대

 산업계의 연구니즈를 이해하고

있는 연구인력양성

 산업계의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수행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계약학과
 현장실습
 산업체위탁교육, 인턴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

 산학공동 연구 프로젝트

기업/산업

대상

 지역중소기업
 서비스산업체

 강소 및 중견 제조업

 혁신형 벤처기업

 대기업

○ 대학 산학협력활동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대학들이 상대적 산학협력 수준을 스스로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

- 산학협력 자가진단 모델을 통해 산학협력의 각 부문(인력․교육․지식재산․연구)별

분석의 입체적 접근과 대학 스스로의 자가진단 기회를 부여

○ 산학협력단장 대상 산학협력단 경영관련 교육프로그램 마련

- 우수사례 소개, 차별적 전략수립 방법론, 창의적 의사결정 기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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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등의 체질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

□ 공과대학 혁신으로 실용적인 기술과 인력 공급

○ 공학교육 강화를 통한 우수 학부인력 양성 추진

- 공과대학의 전공기초·전공심화 프로그램 강화 및 공학교육과 인문

사회 융합과정 개설 유도

- 공학교육의 산업·회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등 현장중심의 수업 비중 확대

- 공학교육인증제 확대를 통한 전공능력 배양 및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공학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강화

※ 인증기준 개선 등에 산업계 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인증결과를 기업에서

활용하도록 유도

○ 공과대학 평가 체제 개선을 통한 산학협력 참여 촉진

- 공과대학 교원의 산학공동연구 등 실제 산업현장에 도움이 되는 

산학협력 실적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교원인사제도 개선

-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산학협력 지표 반영비율*을 강화

* 예) 1단계 BK21에서 5% 수준이었던 산학협력 지표를 2단계 BK21에서

25%로 강화하고, BK21 플러스 사업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에서 30% 반영

□ 교원의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평가 및 보상 강화

○ 교원의 승진·재임용 심사시 연구실적물 이외에 산학협력 실적물을 

대체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

- 교원업적평가시 SCI 논문 대비 산학협력 실적 반영비율 확대

- 대학의 특성에 맞게 산업체 파견·연구년 활동, 산업체 재직자 교육,

학연교수제 참여 등 산학협력 실적 인정 항목 다양화 추진

※ LINC사업 평가지표의 산학협력 실적 점검항목(해외특허, 국내특허, 기술이전, 산업체

연구비수혜, 현장실습지도 등)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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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적물 대체가능 산학연협력 실적물 지표 변경 예시(안) >

○ 교수업적평가 제도개선 실적을 LINC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연계하여 적극 유도

※ 승진․재임용 시 연구실적물(SCI급 논문 등)을 산학협력 실적물(특허, 기술이전 등)로

대체 가능 비율 : (’11) 20.6% ⇒ (’12) 67.8% ⇒ (’17) 82% 예상(LINC 대학 기준)

□ 산학협력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및 인증 추진

○ 대학과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시장 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기업 포상

※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과 가족회사 협약을 맺고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한 10개

기업 포상(’13. 12., 산업부와 협업)

○ 대학과 기업간 모범적 산학협력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가칭) ‘베스트 가족회사’ 인증 추진

- 관련 부처 기업지원 사업시 인증받은 기업 우대 검토

□ 경제단체·산업별 협의체(SC) 협력 강화

○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및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매년 1∼2회 경제단체장 간담회 실시를 통해 대학-산업계간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호간 의견교류 및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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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또는 분기별로 경제단체* 실무책임자급 협의회를 통하여 산학

협력 정책에 대한 경제계 협력방안 및 공동추진계획 마련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중견기업연합회 등

○ 산업계 CEO와 대학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가칭)산학협력

리더스 포럼’ 개최

- 산학협력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 마련

- 산업별 트랜드 변화 예측 및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상 제시

□ 정책연계 및 교류의 장 활성화

○ 교육부와 산업체*가 함께하는 산학협력 창조 네트워크 조성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협회(산학협동재단) 등

- 지역별로 기업, 대학 등으로 구성된 산업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등을 위한 정기적 만남의 장을 마련, 산학협력 아이템 발굴 활성화

○ 산학협력 정책추진 점검 및 연계 강화

- 교육부, 미래부, 중기청 등 부처별 협업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부처별 산학협력 정책추진 상황 점검 및 사업간 연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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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과제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상 ’14 하 ’15∼

1.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산업계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 

양성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으로
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육 강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일자리중심 교육 강화

○

선행경험학습 인정제 도입 ○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융합 전공
및 현장형 학부교육 강화

○

인문학 분야와 기업간 신뢰와 
협력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인문분야 실용화·사업화를 위한
인문사회분야 산학협력 참여 확대

○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산업 융복합 등 변화 트랜드에 
맞춘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

○

지역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고용
연계형 석박사급 인력양성

○

특화전문대학원을 통한 융합형 
핵심연구인력 양성 강화

○

전문대학 내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운영

○

2.

산학협력

대상·

수단 

다양화

 산학협력 대상 

확대

산학협력 범위를 농어업, 지역
단위 협동조합까지 확대

○

대학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까지 산학협력 활성화

○

대학 인프라를 개방하여 산학
협력 커뮤니티 확장

○


인력교류 및 

지식공유 

활성화 문화 

조성

방학·연구년을 활용한 대학교수의
기업 지원 활성화

○

LINC사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출연(연)과 상호 인력교류 활성화 ○

 Ⅴ. 과제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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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과제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상 ’14 하 ’15∼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 산학연인력
교류 실적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

산학간 인력과 지식 등 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등 산학
일체형 대학운영 확대

○


글로벌 

산학협력 

정책교류 

활성화

글로벌 산학협력 포럼 운영 ○

글로벌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 확대

○

국가간 산학협력 멘토링 프로
그램 운영

○

3. 창업 

및 취업 

활성화 

여건 

조성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활성화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 ○

대학생 창업 도전 지원 활성화 ○

 지역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창업친화적 대학 생태계 구축 ○

지역에서 양적·질적 일자리 미스
매치를 해소하는 생태계 구축

○

4. 산학

협력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단 
혁신역량 및 
통합조정 기능 

강화

산학협력단 기능을 지원하는 
인프라 강화

○

산학협력 기획·조정 역량 제고 
유도 

○

대학별 다양한 산학협력 전략
수립 촉진

○


공과대학 등의 

체질개선 및 

협력체제 강화

공과대학 혁신으로 실용적인 
기술과 인력 공급

○

교원의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평가 및 보상 강화

○

산학협력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및 인증 추진

○

경제5단체·산업별 협의체(SC)

협력 강화
○

정책연계 및 교류의 장 활성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