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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산학연 협력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이해당사자별로 산학연 협

력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방법은 각 문항별로 한 번에 2개 요소를 9점 척

도로 상호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활용하였다.

산학연관 이해당사자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는 260부였으며, Microsoft Excel 2003을

사용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관성 비율이 0.1보다 높은 162명을 제외한 유효

응답자는 98명이었다.

AHP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연 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산학연 협력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확대, 쌍방향 교류(인력, 시

설, 장비, 정보) 체계 구축, 기업의 산학연 협력에 대한 참여확대와 책임의식 강화이

다. 둘째, 참여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원 인프라의 정비는 세부과제가 다소 변경되더라

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이다. 셋째, 전체 8개 전략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산학연 협력 사업의 특성화,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

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 되는 말 : 산학연 협력, AH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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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산학연 협력은 연구․기술개발․인력양성․기술이전 등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대학․연구소․정부 간의 상호작용 현상으로 그 자

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구․기술개발의 촉진, 현장 적합성이 높은 인력양성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및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김현수 외, 2012).

그동안 정부주도의 다양한 산학연 협력 정책과 사업들이 운영되어 왔지만 교육기관

이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성취하는 인력양성의 효과,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의 발달 등은 투자에 비하여 가시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

이다(김선태 외, 2010; 정태화, 2006; 박태준 외, 2005; 김환식․나승일, 2001).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산학연 공

동수행 방식도 증가하고 있으며3), 관련 정책방안과 연구성과도 많이 제시되고 있어

산학연 협력 진흥을 위한 기본 토대는 마련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선취업 후진학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개발․운영․현장실습 등에 많은 산업체와 지자체

가 참여하고 있고(장명희 외, 2011),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1

사1교 협약의 확대(홍선이 외, 2010)와 같이 형식상 산학협력은 양호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산학연 네트워킹 등 질적 고도화는 아직

미흡하다(박용규, 2008; 홍성민, 2010).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하여 참여주체별로 중복적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산업인력 양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

다. 교육기관에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인력 양성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산학연 협력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더불어 합리적인 지원정책

과 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연구는 산학연 협력 주체별 문제나 추진체계의 효율성,

정부 지원정책에 관한 문제를 인력양성 또는 연구․개발(R&D)의 관점에서 각각 바라

보고 산발적인 접근을 주로 시도하였다. 과학기술 분야는 R&D 체계의 문제를, 교육

분야는 인력양성과 직업교육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어, 산학연 협력의 유형과 분야

를 모두 아우르는 전반적인 접근이 부족하였다.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학연 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계와 밀착된 직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산학연 협력

을 촉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산학연 협력 종합계획 및 시책, 산업기술

인력 양성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

해서는 산학연 협력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3) 2010년 기준 국가 R&D 사업에서 산학연 공동연구 비중이 약 80%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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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산학연 협력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요구분

석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

석적 의사결정)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학연 협력 참여주체별로 산학연 협

력 진흥을 위한 과제별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산학연 협력의 개념 및 특성

산학연 협력은 산학연관이 주체가 되어 둘 이상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 협동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법에 따라 산학협력4) 또는 산학협동5)으로 불리

고 있다. 산학연 협력과 관련된 최초의 본격적인 정부계획은 2002년 산학연 협력 활

성화 종합대책 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전면개정, 공포됨으로써, 산학협력에 원활히 참여하기 위한 최소

한의 제도적 바탕이 마련되었다. 2011년에는 법률 명칭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법률 로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외에 산학연 협력을 규

정하고 있는 법령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및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정

보통신산업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원특별법 시행령 등이 있다. 법률은 아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

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의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 협력을 할 수 있

도록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5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산학연 협력을 산업교육

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① 인력양

성, ② 지식․기술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화6), ③ 산업체 등으로의 기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진법 등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이전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밖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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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전, 산업자문, ④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5호). 산학연 협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

함하고 있어 ‘산학연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산학협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

발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①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②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③ 직업교육훈련의 위

탁 실시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5호). 직업교육훈련, 즉 인력양성의 관점이라는 점

이 동법에서의 산학연 협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에서는 산학연 협력을 협동연구개발로 정의하고, 대학․기

업․연구소가 다른 대학․기업․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

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

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 1호).

산학연 협력은 이미 그 용어에서 ‘산학연’과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협력 추진 주체에 따라, 목적에

따라, 또는 형식과 내용에 따라 산학연 협력은 구분되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산학

협력 개념의 다양한 접근은 획일성을 피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참여주

체의 입장에서 보면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정태화, 2007)도 지니고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산학연 협력의 유형을 인력

양성(맞춤형 교육, 현장실습 및 인턴십, 산업체 직원 교육훈련, 산업체의 장학금 지원,

공동학술세미나), 연구․개발․사업화(공동연구, 위탁연구),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기

술이전, 기술지도, 기술지원), 자원공동활용(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으로 구분

하고 있다.

박석희 외(2007)는 산학연 연계체계의 분석틀을 ① 투입(연구개발투자, 연구원), ②

산학연 주체(연구소, 대학, 산업체), ③ 협력 메커니즘(공식: 공동실험식, 스핀오프, 라

이센싱, 연구계약/비공식: 연구자 교류 및 이동, 공동논문 발표, 컨퍼런스 및 전문매체,

네트워크 내 비공식 접촉, 졸업생의 산업체 유입), ④ 사업(공동연구개발사업, 고급인

력양성사업, 기술이전 및 창업보육사업), ⑤ 결과물(과학논문, 배타적 특허, 인프라 기

술, 프로토타입, 노하우와 전문지식), ⑥ 성과(기술혁신, 부가가치창출, 경제성장)로 구

분하여 산학연 협력의 한 사이클을 분석하고 있다. 이병욱 외(2010)는 인력양성을 위

주로 하는 직업교육기관에서의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정보의 교류로 분류하고 있고, 기능․기술수준(기능

으로 정의(제2조 2호). 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

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제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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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술인, 엔지니어)과 인력의 수요처〔개별기업, 지역(광역)산업, 국가기간산업〕,

인력양성목표〔현장근로자, 장인(명인), CTO․CEO〕로 구분하여 인력양성형 산학협

력사업의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정보망(NTIS)에서는 2인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참여과제를

산학협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7)에서는 ‘공동연구’로 규

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에는 모든 기초

과학 등 전 분야의 과학기술이 망라되어 있으며, 산학연 협력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

사업에 녹아들어 있다8). 예컨대, 2012년도 주요 추진내용 중 ‘성과확산 역량강화’와 관

련하여 ‘공공기관의 보유기술 공동활용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성과확산 역량제고’ 사업에는 의약바이오컨버전스원천기술 개발에 산학연 공동연구

10건, 다차원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원천기술 개발에 산학연 협업도 2점 등이 제시되

어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는 학교기업지원사업, 지역과학기술인력 유입․활용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 산학연 협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정부의 예산과목 분류에서 산학협력으로 분류되는 사업9)도 있고, 한국공학한림원지원

사업과 같은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성격의 사업에는 사업내용 중 ‘공학기술 산학연 네

트워크 형성’이라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산학연 협력과 관련이 있는

지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어느 범위까지를 분석

하는가에 따라 산학연 협력과 관련한 사업 및 과제가 파악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박석희 외(2007)는 산학연 협력의 초기 1세대는 공동연구, 위탁연구 등의 형태로 나

타난 R&D 과제 중심의 협력, 2세대는 연구주체 간 물리적 결합이 강조되어 클러스터

형태의 산학연 협력이 진행, 3세대는 화학적 결합방식인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연구소

기업 등 산학연이 참여하여 제3의 조직을 만들 것을 강조하고 있다. 3세대로 갈수록

주체 간 연계가 강화되고, 수요자인 기업이 중심이 되며, 정부지원방식이 출연, 융자

보다는 투자방식으로 진행되고, 성과의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R&D 협력의 틀로 진화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7) 제8조의2(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 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연구

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8) R&D 전문인력 확충 및 첨단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와 관련

한 대부분의 사업과 하위과제.

9)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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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연 협력 관련 연구동향

산학연 협력은 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인력양성과 기초연구가 추진되며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기술연구와 사업화, 기술지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 협력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로 선행연구들을 검색하여 분석하는 작

업을 수행하였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엄밀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한 분야로만 한

정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표 1>과 같이 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화, 자원의

공동활용 및 기술이전․산업자문,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1> 산학연 협력 유형별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첫째, 인력양성과 관련한 연구의 주요 주제는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우수인력 양

성․지원, 교육개편 지원, 유망분야 기술인력 양성, 지역선도 분야 기술인력 양성, 기

술인력 재교육, 중소기업 기술인력 공급, 여성 기술인력 양성․취업촉진, 장학금․국

가보조금, 취업알선,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개발․교재발행, 교육과정 평가․인증 등

으로 대부분 교육훈련 분야를 다루고 있다.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도 대

부분 인력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전문대학 이하의 인력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효율적인 인력양성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한 중

장기적 산학연 협력 정책추진을 강조한 연구(민철구, 2011) 외에도, 정지선 외(2007)는

인력양성사업을 취업연계 맞춤 교육형, 현장적응력 제고형, 지역혁신 및 특성화형, 위

탁교육형 등 4개 범주로 구분하고, 인력양성 중심의 산학협력 9개 운영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인력양성형 산학협력 지원정책 개선방안으로서 우선 국가 차원의 grand

plan에 해당하는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분 내용

인력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구축(15), 지역선도 분야 기술인력 양성(12), 교육과정개

발․교재발행(12), 중소기업 기술인력 공급(10), 우수인력 양성․지원(9), 교육계

획 수립(5), 유망분야 기술인력 양성(4), 교과과정 평가․인증(3), 교육개편 지

원(2), 기술인력 재교육(2), 장학금․국가보조금(1), 여성 기술인력 양성․여성 

취업촉진(0), 취업알선(0)

연구ㆍ개발ㆍ

사업화

사업화․상품화․브랜드화(9), 실험․실습비․운영비 지원(6), 실험․실습시설 확보

(6), 연수계획․시행(1)

자원의 공동 

활용 및 기술 

이전ㆍ산업자문

협력연구 활성화(31), 정보교류(12), 연구시설․장비․인력 공동활용(10), 인력

유동성 촉진(4), 기술이전․산업자문(14), 지식재산권취득․관리(8), 신기기․신기

술 공급(4), 발명․기술 관련자 보상(1)

기타
산학협력 통계작성(5), 신기기․신기술공급(4), 민간․자립자금 지원(3), 발명․기
술관련자 보상(1)

*( )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건수를 나타내며, 중복 

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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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역별 선도산업 육성과 대학의 산학협력 특성화 분석에 대한 박병무

(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동연구 활동의 수준과 내용은 권역별 소재 대학들

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대체로 권역별 선도산업의 기술적 분야와 부합하고 있음을

다루고 있다.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체계구축 시 주안점으로는 BT산업의 경우 기

술개발의 교류증진을, IT산업의 경우 고급인력 양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오동욱,

2006).

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기관별 산학연 협력 프

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이병욱 외, 2010)에서는 전문대학의 산학연 협력 유형 가운데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 전공별 특성화 교육, 교육과정 및 교

재개발, 산업체 위탁교육, 주문식 교육, 계약형학과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전공심

화 교육, 협약학과 산학연 협력 취업약정제 등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연구․개발․사업화 관련 연구에서는 사업화․상품화․브랜드화, 실험․실습

비․운영비 지원, 실험․실습시설 확보, 연수계획․시행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연구(엄미정 외, 2011), 산학공동개발

시 기업과 대학의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사항, 성공요인, 산학협력 수요요인을 실증

조사를 통하여 중소기업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10)을 제시한 연구(홍지승 외, 2006), 중

소 벤처기업과 대학 간의 기술협력이 가지는 실효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기술협력 방안 및 기술협력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한 연구(송건호 외,

2009), 출연연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미․일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와

한국 TIC 비교를 통해 살펴본 연구(이병헌, 2005)가 있다.

셋째, 자원의 공동활용과 기술이전․산업자문과 관련해서는 기술이전․산업자문, 신

기기․신기술 공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발명․기술 관련자 보상, 협력연구 활성

화, 연구시설․장비․인력 공동활용, 정보교류, 인력유동성 촉진에 관한 내용을 다룬

연구물들이 주를 이룬다. 지식 및 연구자원을 공유하고 우수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

결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대학은 기본적으로 상호협력의 충분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기

업 측면에서의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박용규, 2008; 홍지승 외, 2006), 산

학연 협력의 저해요인을 혁신주체들의 역량부족 및 협력구조 미흡, 자발적 협력을 유

인하는 실질적 인센티브 시스템 미약, 산학연 협력 연계 시스템 취약으로 분석한 연

구(박석희 외, 2007)가 있다.

10) ① 중소기업 수요특성별 맞춤식 산학정책 추진, ② 정책수요에 근거한 지원조건

의 현실 부합성 제고, ③ 산학협력 성과 중심의 선택과 집중 지원, ④ 기술혁신 

전주기의 원활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⑤ 산학협력 촉진정책 간 상호 연계성 

강화, ⑥ 산학협력의 수요자, 공급자 간 최적 연계시스템 구축, ⑦ 중소기업의 산

학협력 마인드 제고, ⑧ 대학교수의 산학협력 참여유인책 강화, ⑨ 산학 간 양방

향 교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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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산학연 협력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지원, 민간․

자립자금 지원, 산학협력 통계작성, 산학연 실적평가․피드백 등을 다루고 있다. 산학

연 협력 가운데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지원 및 산학협력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엄미정

외(2011)는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을 ① 직접적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술사업화, 인프라), ② 간접적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교육=인력양성 역량, 연

구역량), ③ 산학연 협력과 무관한 지원사업(국제협력, 구조개편 등)으로 분류하였다.

정부 또는 대학이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협력 방식에서 기업의 요구가 먼

저 구체화되고 정부와 대학이 이를 수렴․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연구(박용규, 2008), 산학협력의 장애요인을 ① 조직 내 요인(조직목표 및 문화차

이, 산학협력 참여목표 및 동기차이), ② 조직 간 요인〔정보부족, 역량부족(대학과 기

업 간 기술격차, 기술이전 기관의 사업화 역량부족), 인식부족, 신뢰부족〕, ③ 외부

환경적 요인〔인프라부족(연계, 장비 및 시설, 유인기제)〕으로 분석한 연구(임찬영

외, 2007), 한국 산학협력의 특성을 정부주도(top-down)․형식적․연구와 정책 측면에

서 산학협력 경로의 강조로 구분한 연구(김형주 외, 2011)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 산

학협력단장의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연구(서정하 외, 2005), 산학협력 체결 기업과

미체결 기업 간 비교에서는 기술개선, 신제품 개발건수, 공정개선 건수 등의 성과가

산학협력 체결 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산학연 협력의 성과에 관한 연구도

있다(송건호 외, 2009). 기업 차원에서의 산학협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KOITA) 조사치(2008년)와 한국산업연구원(KIET) 조사치(2006년)를 정리하

고, 정부관점에서 본 산학연 협력사업의 사업영역별 문제를 제시한 연구도 있다(조영

임 외, 2010).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의 문제점, 개

선방안, 정책제언을 종합분석하여 예비 조사도구 문항(안)을 개발하였다.

<표 2>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장애요인

키워드 관련 문헌

기업의 적극적 참여부족, 이해당사자의 적극적 참여미흡
13, 20, 22, 51, 53, 72, 

7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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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관련 문헌

인센티브 부족
13, 21, 38, 42, 43, 51, 

78, 해외4

산학연연계 시스템 취약, 조직구조/규범의 비체계성 13, 38, 42, 43, 53,78, 81 

참여주체들의 역량부족 25, 38, 42, 43, 81

기업 니즈(needs) 반영부족 21, 24, 51, 53

대학/기업 산학협력 인프라 부족(장비, 설비, 유인기제) 24, 29, 72

대학교육의 실무능력/현장성 부족, 현장적응 못하는 교육시스템 29, 72, 75

이공계에 집중된 지원 18, 51, 72

대학의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실적저조, 대학의 기술부족으로 

상용화 미흡 
24, 51, 75

정부의 획일화된 산업협력 정책, 관련 정책의 조정 메커니즘 

미흡
12, 30, 53, 78

정부사업의 중복성 및 편중성(부처별 사업추진으로 인한 낭비, 

부처별 사업편중 등) 
18, 51, 53, 78

대학과 기업 간 신뢰 부족(믿을만한 파트너 부재) 53, 70, 75

대학/기업/연구소의 산학협력 전담인력 부족 25, 51, 72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부재 29, 30

산학협력단 운영 부실 30, 51

정부주도의 산학협력 18, 78

특정 대학/기업에 편중된 지원 18, 21

공급자(교수) 중심의 산학협력 20, 70

대학이나 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산학협력 정책 29, 70

관련 법령의 부재(미흡) 30, 78

인력교류 미흡, 인력시장 경직 72, 78

참여주체에 대한 지원(정책, 자금) 부족 25, 30

지역별 불균형 심각, 지역연계미약, 산업단지와의 연계부족 13, 43

대학협력 지원사업의 제한 18

장기적 종합계획 부재 20

산업보안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미흡 21

대학/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29

교육과정에 산업체 수요반영 미흡 29

산학연 협력 사업 간 차별성 및 총괄조정 기능미흡 42

현실과 괴리된 대학의 연구 및 교육 51

정부지원 부족 53

기업지원 부족 25

대학 및 전문대학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미흡 13

공급자/대학 위주의 평가관리 13

*　문헌리스트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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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검토과정에서 산학연 협력과 관련한 주요 키워드별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맥락에서 문제점, 개선방안, 정책제언을 제시한 선행연구물을 <표 2>, <표

3>, <표 4>로 분류하였다.

<표 3>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산학연 협력의 개선방안/활용화 방안

키워드 관련 문헌 

특성화된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산업기술교육 단지화 사업, 

맞춤형 인력양성,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육성사업, 

HRD 중심 산학협력, 석박 통합과정, 방과후 교육, 전일제/

다학기제/계약교육제도, 집합적 연계교육, 신진학자 육성사

업, 국제연구원 육성학교, 순환형 산학협력교육, 모듈화, 커

리큘럼 개선, 공학인증제, 교과과정 혁신 등)

20, 21, 26, 29, 30, 36, 37, 

38, 39, 43, 51, 53, 71, 74, 

75, 76, 79, 81 

산-학 연계/협력 강화, 파트너십 강화체계 구축, 수요자-공

급자 간 연계 강화

25, 29, 30, 34, 35, 36, 38, 

39, 42, 43, 50, 51, 59, 62, 

67, 71, 76

대학 및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참여에 대한 보상, 유인

위한 제도적 기반(전담교원제 등) 조성

20, 21, 25, 30, 37, 38, 42, 

43, 50, 67, 78, 79, 81

지역중심의 협력체계 및 사업구축, 지역 클러스터 구축
21, 29, 34, 37, 38, 43, 46, 

75, 78, 80, 81, 해외21

정부의 지원(정책수단, 조직, 체계, 예산 등에 대한 발굴 및 

지원)

18, 20, 21, 25, 30, 38, 43, 

46, 53, 75, 77, 79

기업(수요자)중심 사업/모델/교육과정 추진 및 강화
13, 21, 25, 42. 43, 53, 59, 

72, 77, 81, 82

성과관리체계, 성과관리 기법개선, 성과중심체계, 성과평가 

모니터링

13, 25, 29, 38, 42, 61, 75, 

76

현장중심 인력양성 강화(현장실습, 인턴십, 취업연계, 직업교

육 등)

13, 21, 29, 30, 39, 59, 77, 

79

법, 제도적 기반구축(관련법 정비, 세제해택 등) 
36, 46, 67, 71, 76, 78, 79, 

81

산학협력 메커니즘의 다양화, 다양한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13, 18, 29, 30, 67, 71, 82 

기술거래/이전/사업화, 기술협력 강화 29, 34, 43, 51, 59, 72

기업-대학 간 쌍방향 인력체계 구축, 양방향 교류촉진, 인력

교류, 인력공동활용
20, 25, 29, 71, 76, 78

특별기구 및 프로그램 신설(산업별 HRD협의체, 산학협력형 

기구, 단일기구, 산학협력 중재기구, 연구연합체, 거점연구

소, 공동연구기관, 산업별 협의체, 민간전문기업 등)

67, 74, 76, 79, 81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13, 30, 43, 71, 77

주체별 역량강화 18, 24, 38, 42, 62, 80

기업 및 대학의 참여 활성화 21, 38, 43, 77

전담인력, 지원인력 확충 30, 67, 71, 81

전문가 활용(컨설팅, 전문가풀, 전문교수, 겸임교수 영입 등) 13, 34, 7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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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석과정에서 산학연 협력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연구진이 필요로 하는 의미

있는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토과정에서 제외하였고11), 동일한 연구물이

여러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산정하였다. 빈도가 높게 언급되는

키워드는 AHP 설문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문항에 포함하고자 하였고, 비록

빈도는 낮으나 전문가자문회의 및 연구진 협의과정을 통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키워드는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1) 예를 들어, 정부지원 정책연구포털인 프리즘(www.prisom.go.kr)에서 2007년부터 

‘산학연 협력’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673건의 결과물이 검색되고 있음.

키워드 관련 문헌 

국가(정부)차원의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 필요, 종합정보시

스템, 로드맵 구축
20, 30, 36

인프라 확충 20, 21, 24

부처별 성격에 적합한 정부지원 18, 29, 82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연구 13, 51, 76

중앙부처-지자체 간 연계강화 29, 71, 75

국제협력 확대 38, 80, 81

시설/장비/정보의 공동활용 76, 78, 79

애로기술 지원활동 지원 13, 21

대학특성별 산학협력단 운영모델 개발, 특성화를 위한 투자 

및 지원
20, 21, 46

기술혁신 강화 21, 38

기업의 협력 마인드 제고 25, 30

표준화된 지침, 가이드라인, 사업매뉴얼, 컨설팅 필요 20, 79

연구공동체 형성, 연구경쟁력 확보 36, 76

중간조직/중재기구/TLO 등 30, 82 

공공기관-연구소-전문계고-4년제 대학-지자체 간 연계 강화 13

명확한 산학연 체계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18

대학-지역 간 자율성 강화 13

기업 니즈(needs) 발굴 위한 환경조성 21

협력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조성 59

지적재산권 획득지원, 사업화, 창업지원, 실용화 시스템 구축 76

출연연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80

외부 지원시스템 확충 82

*　문헌리스트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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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산학연 협력의 시사점/정책제언

키워드 관련 문헌 

자발적 참여 유인책 필요(인센티브, 기금, 연구자 및 연구성과 공

유 등)

64, 해외1, 해외2, 해외

3, 해외8, 해외11, 해외

23, 해외25, 해외30

주체 간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파트너십의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1, 7, 9, 25, 64, 해외2, 

해외9, 해외11, 해외13, 

해외16, 해외22

권역별, 지역별 산학협력 활성화(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 파

트너십 형성, 지역주민 참여/클러스터 형성) 필요

1, 6, 10, 11, 22, 23, 

29, 32, 52, 58, 73

정부지원, 정부정책(장기적 기업지원 체계, 정부제재 감소방안 마

련,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에 의한 지지

1, 8, 25, 28, 54, 해외

3, 해외4, 해외30

현장중심 전문인재양성 활성화(테크노파크를 인재양성기관화/창업

사관학교/직업교육기관/co-op교육/산학협력 선도형 교육프로그램/

직업교육모델 재검토 등) 방안 필요

7, 8, 9, 11, 27, 31, 

56, 73, 해외12

글로벌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1, 2, 7, 64

기업(수요자)이 주도하는 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학협력, 기업

중심 평가체계 도입
25, 31, 54, 해외11

기업참여 확대방안(세미나식 시뮬레이션 교육)/기업의 적극적 참여 

마인드 등 필요
7, 25, 56

재정지원/재정관리시스템 확보 7, 8, 해외23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 활성화 7, 9, 10

연구성과물의 상업화/브랜드화/실용화 전략구축 8, 9, 25

비즈니스 환경조성, 인재유인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1, 7, 해외25

법, 제도적 지원(관련법 통일, 배타적 재산권, 사전 자동화 라이선

스, 특허 제한, 합법적 인프라구조 등)
27, 해외1, 해외24

기술역량 강화(기술혁신, 기술모니터링 등) 6, 7

국가 차원에서의 산학협력 관리체계 구축 27, 73 

관련 기구 신설(중재기구/산업별 HRD협의체 등) 28, 52

기술이전 이외의 대안에 대한 고민 필요 해외29, 해외32

제품생산의 분업화 8

지자체와의 협력 6

다양한 성과평가 시스템 마련 7

과거의 산학협력 경험 및 인식의 중요성 25

지적재산권/기술이전 관련 전담조직 구성 47

시설/자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해외1

주체별역량 강화방안 마련 해외12

기업의 책임의식 강화방안 필요 해외30

*　문헌리스트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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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개발하였다. 1970년대 초반

T. Saaty에 의해 개발된 AHP는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쌍

대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판단을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

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방법론이다(조근태․조용근․강현수, 2003). AHP법의 장점은

첫째,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상이한 레벨로 분류, 각 레벨에 있는 유사요소끼리 그룹핑

하는 인간의 자연스런 사고과정을 반영하는 계층적 구조를 갖는다. 둘째, 무형의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와 우선순위 설정방법을 제공한다. 셋째, 우선순위 결정에 이용되

는 판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 검증이 가능하다. 넷째,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의 변

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이 가능하다. 다섯째, 문제의 정의를 수정할 수 있게 해 주며,

반복을 통해 판단과 이해를 수정할 수 있다. 여섯째, 다양한 판단으로부터 대표적인

결과를 종합할 수 있도록 한다(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3).

AHP의 적용절차는 7단계로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면 ① 1단계: 데이터들의 변

수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 ② 2단계: 변수들에 대한 계층구조를 만듦, ③ 각 변수에

대한 비교 행렬을 만듦, ④ 3단계에서 만들어진 행렬들에 주관적으로 n개의 변수를

갖는다고 할 때, 대각 행렬을 기준으로 n(n-1)/2회의 비교를 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평

가함, ⑤ 5단계: 상대적 중요도를 합성하고, 아이겐값(Eigenvalues), 일관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 비일관성 지수(I.I: Inconsistency Index),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e)를 구함, ⑥ 6단계: 3, 4, 5단계를 계층 구조로 최고 수준의 우선순

위 벡터를 구할 때까지 반복, ⑦ 7단계: 최종 수준의 행렬에서 ‘C.R=C.I/R.I ≤0.1’이면

이 분석을 인정, 그렇지 않으면 3단계에서부터 다시 반복 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7단계에서 일관성 비율이 0.1 미만인 응답에 대해서 3단계인 각 변수에 대한 비교행

렬을 다시 만들지 않고, 해당 응답자를 비일관적인 응답자로 분류하여 분석에서 제외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계층구조모형을 토대로 설문방법은 각 문항별로 한 번에 2개 요소를 9점 척도로 상

호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용 조사도구

는 대영역(계층 1)에 대한 설문 3개(참여주체의 역량강화, 지원인프라 정비, 분권화 및

특성화), 전략(계층 2)의 각 평가기준별 대안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 8개(주체별 산학

연 협력 참여 활성화,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법․제도적 기

반정비, 성과관리체계 강화,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분권화,

산학연 협력 사업의 특성화), 추진과제(계층 3) 각 평가기준별 대안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 20개〔기업의 산학연 협력에 대한 참여확대와 책임의식 강화, 기업의 수요를 반

영한 학교교육의 현장성 강화/산학연 협력(기술이전, 지적재산권 포함) 전담인력 확충,

외부전문가 활용확대,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쌍방향 교

류(인력, 시설, 장비, 정보) 체계구축, 산학연 협력 메커니즘의 다양화/산학연 협력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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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의 다양화, 산학연 협력 총괄․조정 기구 설립(국가산학연 협력위원회, 산학연

협력 중재기구 등), 국제협력 확대(글로벌네트워크)/국가차원의 산학연 협력 종합 관

리체계 구축,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한 DB 구축, 산학연 협력을 위한 표준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산학연 주체별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 산학연 협력에

따른 정부재정지원 확대, 외부 지원시스템 확충/중앙정부-지자체 간 연계강화, 권역

및 지역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기업(수요자) 주도의 협력체계 구축/산학연 협력 유형

별 특성화된 현장중심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연구성과물의 상업화, 실용화 확대를 위

한 시스템 구축, 부처별 성격에 적합한 산학연 협력 사업의 차별화〕로 구성하였다

([그림 1])

[그림 1] AHP 설문조사를 위한 계층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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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본 조사의 모집단은 지난 3년간(2010-2012년) 전국의 산학연 협력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산학연관 이해당사자들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업참여자를 종합적으

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확한 모집단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우

며, 제한적으로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거나, 대체로 산학연 협력이 주업무인 대학

의 산학협력단,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인 특성화고교, 국가의 산학연 협력 사업 예산

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전문연구관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에서 조사대상의 표집은 2012년 현재 개교하여 운영 중인 마이스터고교

(36개교)는 전수, 전문대학 산학협력단(101개교)과 대학교 산학협력단(195개교), 연구

기관(85개 기관)은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하였

고, 산업체는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담당자(510명) 및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의 포럼에 참여 중인 회원협의체(13개 기관) 전수, 정부(관)는 국가의 산학연 협력 사

업 예산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전문연구관리기관(20개)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표

5> 참조).

<표 5> 전문가조사를 위한 리스트 수집현황과 설문조사 유효분석 표본수

3.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산학연 협력 사업 개선방안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을 위해 산학연관 이

해당사자를 대상으로 2012년 8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리스트 수집현황 설문조사 유효분석 표본수

구   분
리스트 수

(개, 명)

설문

응답자수(명)

제외 

인원(명)*

분석 

대상(명)

산
산업체 510

99 65 34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13

학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6

113 64 49전문대학 101

대학교 195

연 연구기관 85 37 24 13

관 연구관리기관 20 11 9 2

계 960 260 162 98

* 제외 인원은 비일관성 비율이 0.1보다 높은 응답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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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60부였으며, Microsoft Excel 2003

을 사용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논리적 일관성 검증

쌍대비교를 통한 요소들의 평가결과를 통합하기 전에 각 의사결정 참여자의 판단에

대한 타당성의 검증이 필요하며, 타당성의 검증은 각 의사결정자의 판단의 논리적 일

관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 기초가 된다. 논리적 일관성은 특정 기준에 대한 비교대상

이 3개 이상일 경우 검증이 가능하며, 비일관성 비율이 0.1보다 높으면 응답자의 판단

이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 개인별 문항 간의 일관성을 확인하여 AHP 분석에 적합한 유효응답을 가려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계산하였다12).

  



 

m ax  

일반적으로 일관성 비율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

며, 일관성 비율이 0.1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한 것으

로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값이 0.1 이상 값이 나온 응답자 162명의 의견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일관성

비율이 0.1 미만인 98명의 의견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에 반영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AHP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다수이므로 각 문항별로 전체 사례 98개

의 기하평균값을 구해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13). 각 계층의 상대적

중요도는 상위 계층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곱하여, 각 계층별로는 합이 1이 된

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되는데, 첫 번째는 대영역(3개), 전략(3개/3개/2

개), 추진과제(2개/3개/2개/3개/3개/3개/3개/3개) 등 12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는 방

식으로 12개 변수별 상대적 중요도의 합은 1이 되게 계산된다. 두 번째는 대영역(3

개), 전략(8개), 추진과제(22개)의 3개 변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식으

로, 첫 번째가 대영역 및 전략별로 하위과제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두 번째는 전체 전략 및 과제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2) 여기서 n=3, RI(무작위 지수)는 n=3일 때의 0.58을 사용하였다.

13) 상대적인 가중치 추정방법에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최소자승법, 조화평균, 평균

치 변환, 고유치방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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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산출하였으나 주된 해석은 첫 번째 방식으로

하여 대영역, 전략, 추진과제의 위계별 상대적 중요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두

번째 방식은 전체적인 계층구조모형에서 각 전략 및 추진과제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분석 이후에 전략과 추진과제에

부가적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14).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현황

설문조사결과 총 26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일관성 비율이 0.1보다 높은 162명

을 제외한 유효응답자는 98명이었다. 유효응답자를 기준으로 기관의 소속유형으로는

학교 49명(50.0%), 산업계 34명(34.7%), 연구소 13명(13.3%), 연구관리기관인 관은 2명

(2.0%)에 불과하였다15). 산업체 소속 응답자는 대다수가 제조업과 관련 있고(22명,

64.7%), 산업체 종사자의 규모는 10-50인 미만이 21명(61.8%)으로 많았다.

<표 6> 응답자 특성

단위: 명(%)

14) 대영역은 첫 번째 위계이므로 첫 번째 분석과 두 번째 분석이 동일한 결과를 가

진다.

15)‘관’으로 분류한 연구관리기관의 유효응답자 수가 지나치게 적어 분석과정에서 

응답결과는 표에 제시하였으나 별도의 해석을 하거나 집단 간 비교는 무의미하여 

실시하지 않음.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유효사례수

(백분율)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유효사례수

(백분율)

연령

20대 23(8.8) 8(8.2) 교육

기관의 

경우 소속

고등학교 29(25.7) 15(30.6)

30대 91(35.0) 34(34.7) 전문대학 29(25.7) 10(20.4)

40대 86(33.1) 31(31.6) 대학교 55(48.7) 24(49.0)

50대 53(20.4) 22(22.4)

산업계

(협회․단
체)의 

경우 업종

C 제조업 68(68.7) 22(64.7)

60대이상 7(2.7) 3(3.1)
E 폐기물, 

환경복원
2(2.0) -

성별
남자 192(73.8) 69(70.4) F 건설업 8(8.1) 3(8.8)

여자 68(26.2) 29(29.6) J 출판,영상,정보 등 6(6.1) 2(5.9)

소속
관  11(4.2) 2(2.0) M 전문, 과학, 기술 10(10.1) 6(17.6)

산 99(38.1) 34(34.7) P 교육서비스 2(2.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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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대학교(24명, 49.0%), 고등학교(15명, 30.6%), 전문대학(10명,

20.4%)의 순이었다. 현 업무담당기간은 5~10년 이하가 29명(29.6%)로 가장 많았고,

2~5년 이하 22명(22.4%), 2년 이하 18명(18.4%)의 순이었다. 연령은 30대가 34명

(34.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31.6%), 50대 22명(22.4%)의 순이었다(<표 6> 참

조).

2. 대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논리적 일관성의 검증을 거친 유효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산학연 협력 개선방

안의 최종 상대적 중요도는 참여주체의 역량강화(0.39), 지원인프라 정비(0.37), 분권화

및 특성화(0.24)의 순이었다(<표 7> 참조). 학교와 연구소가 참여주체의 역량강화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에 비해 산업계에서는 지원인프라 정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대영역별 가중치

구분 참여주체의 역량강화 지원인프라 정비 분권화 및 특성화

전체 0.39 0.37 0.24

소속

관 0.49 0.20 0.31

산 0.31 0.43 0.26

학 0.43 0.33 0.24

연 0.43 0.39 0.18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유효사례수

(백분율)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유효사례수

(백분율)

학 113(43.5) 49(50.0) Q 보건 및 사회복지 1(1.0) -

연 37(14.2) 13(13.3) S 협회, 수리, 개인 2(2.0) -

산업

체 

종사

자 

규모

10인미만 26(26.3) 8(23.5)

현업무

담당

기간

2년 이하 42(16.2) 18(18.4)

10~50인

미만
60(60.6) 21(61.8) 2~5년 이하 65(25.0) 22(22.4)

50~100

인미만
6(6.1) 2(5.9) 5~10년 이하 69(26.5) 29(29.6)

100인 

이상
2(2.0) 1(2.9) 10~20년 이하 53(20.4) 17(17.3)

모름/무응답 5(5.1) 2(5.9) 20년 이상 31(11.9) 12(12.2)

전체 260(100.0) 98(100.0)

주: 유효 사례 수는 비일관성 비율이 0.1보다 높은 162명을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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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별 상대적 중요도

전략별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표 8> 참조), 참여주체의 역량강화에서는 담당인력

의 전문성 강화(0.36)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고, 주체별 산학연 협력 참여 활성화(0.33),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0.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서 응답자의 소속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주체별 산학연 협력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산업계 응답자가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학교와 연구소 소속 응답자가 높

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지원인프라 정비에서는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0.45의 가중치로 가장 높았고,

법․제도적 기반정비가 0.29, 성과관리체계 강화가 0.26의 가중치 순으로 나타났다. 응

답자의 소속집단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법․제도적 기반정비 전략에

대해서 연구소 소속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대영역인 분권화 및 특성화에서는 산학연 협력 사업의 특성화가 0.70으로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분권화(0.30)보다 더 중요도가 높았다. 응답자의 소속 집단별로 응답경

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전략별 상대적 중요도의 가중치

구분
소속

전체 관 산 학 연

참여주체의 

역량강화의 

가중치

주체별 산학연 협력 참여 활성화 0.33 0.39 0.36 0.32 0.28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0.36 0.22 0.33 0.38 0.42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0.31 0.39 0.31 0.30 0.30

지원인프라 

정비의 

가중치

법ㆍ제도적 기반정비 0.29 0.22 0.28 0.28 0.37

성과관리체계 강화 0.26 0.39 0.26 0.26 0.23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0.45 0.39 0.46 0.46 0.40

분권화 및 

특성화

산학연 협력 체계 분권화 0.30 0.54 0.32 0.29 0.30

산학연 협력 사업의 특성화 0.70 0.46 0.68 0.71 0.70

전체 8개 전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표 9>와 같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산학연 협력 사업의 특성화가 0.17로 가장 높았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0.14), 주체별 산학연 협력 참여 활성화(0.13),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0.12)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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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체 전략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구분

주체별 

산학연 

협력 참여 

활성화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법 ․
제도적 

기반 정비

성과

관리체계 

강화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산학연 

협력 

체계의 

분권화

산학연 

협력 

사업의 

특성화

전체 0.13 0.14 0.12 0.11 0.10 0.17 0.07 0.17

소속

관 0.19 0.11 0.19 0.04 0.08 0.08 0.17 0.14

산 0.11 0.10 0.09 0.12 0.11 0.20 0.08 0.18

학 0.14 0.16 0.13 0.09 0.09 0.15 0.07 0.17

연 0.12 0.18 0.13 0.14 0.09 0.15 0.06 0.13

응답자의 소속집단별로는 연구소 소속 응답자들이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상대

적으로 높은 중요도(0.18)를 가지는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산업계와 교육기관 소

속 응답자들은 산학연 협력 사업의 특성화를 각각 0.18, 0.17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전

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 추진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추진과제별 상대적 중요도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주체별 산학연 협력

참여 활성화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인 기업의 산학연 협력에 대한 참여확대 책임의식

강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교육의 현장성 강화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두 과제의 가중치는 각각 0.51과 0.49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소속집

단별로 보면 산업계 인사들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교육의 현장성 강화(0.66)를,

교육기관 인사들은 기업의 산학연 협력에 대한 참여확대와 책임의식 강화(0.63)를 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전략과 관련한 추진과제인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지

적재산권 포함) 전담인력 확충, 외부전문가 활용확대,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

램 개발․보급이 0.39로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지적재산권 포함) 전담인력 확충 0.38

보다 다소 높았고, 외부전문가 활용확대가 0.23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소속집단별로

응답경향에 큰 차이는 없었다.

<표 10> 추진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구분
소속

전체 관 산 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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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전략과 관련한 추진과제인 쌍방향 교류(인력, 시설, 장

비, 정보) 체계구축과 산학연 협력 메커니즘의 다양화에 대한 우선순위에서는 쌍방향

교류(인력, 시설, 장비, 정보) 체계구축이 0.57로 산학연 협력 메커니즘의 다양화 0.43

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집단별로 응답경향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구소 소속 응답자들이 산업계나 교육기관 응답자들에 비해 산학연 협력

메커니즘의 다양화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응답하였다(0.52).

넷째, 법․제도적 기반정비 전략과 관련한 추진과제인 산학연 협력 관련 법령의 정

비 및 장기 종합계획 수립, 산학연 협력 총괄․조정 기구 설립(국가산학연 협력위원

주체별 산학연 

협력 

참여활성화의 

가중치

기업의 산학연 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와 책임의식 

강화
0.51 0.54 0.34 0.63 0.50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교육의 현장성 강화 0.49 0.46 0.66 0.37 0.50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의 

가중치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지적재산권 포함) 전담인력 

확충
0.38 0.62 0.38 0.38 0.37

외부전문가 활용확대 0.23 0.20 0.26 0.21 0.20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

보급
0.39 0.18 0.36 0.41 0.43

주체 간 파트너

십 강화 가중치

쌍방향 교류(인력, 시설, 장비, 정보) 체계구축 0.57 0.56 0.56 0.59 0.48

산학연 협력 메커니즘의 다양화 0.43 0.44 0.44 0.41 0.52

법ㆍ제도적 

기반정비의 

가중치

산학연 협력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장기 종합계획 

수립
0.48 0.72 0.46 0.47 0.50

산학연 협력 총괄ㆍ조정 기구설립(국가산학연 협

력위원회, 산학연 협력 중재기구 등)
0.32 0.11 0.35 0.34 0.22

국제협력 확대(글로벌네트워크) 0.20 0.17 0.19 0.19 0.28

성과관리체계 

강화의 가중치

국가차원의 산학연 협력 종합 관리체계 구축 0.35 0.16 0.36 0.33 0.41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한 DB 구축 0.28 0.60 0.34 0.25 0.22

산학연 협력을 위한 표준지침 및 매뉴얼 개발ㆍ보

급
0.37 0.24 0.30 0.42 0.37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가중치

산학연 주체별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 0.33 0.39 0.22 0.38 0.45

산학연 협력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확대 0.45 0.47 0.49 0.44 0.38

외부 지원체계 확충 0.22 0.14 0.29 0.18 0.17

산학연 협력 

체계 분권화의 

가중치

중앙정부-지자체간 연계강화 0.27 0.18 0.22 0.29 0.34

권역 및 지역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0.34 0.41 0.30 0.37 0.30

기업(수요자) 주도의 협력체계 구축 0.39 0.41 0.48 0.34 0.36

산학연 협력 

사업의 

특성화의 

가중치

산학연 협력 유형별 특성화된 현장중심의 인력양

성 체계구축
0.36 0.15 0.31 0.42 0.29

연구성과물의 상업화ㆍ실용화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0.38 0.36 0.45 0.33 0.39

부처별 성격에 적합한 산학연 협력 사업의 차별화 0.26 0.49 0.24 0.25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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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산학연 협력 중재기구 등), 국제협력 확대(글로벌 네트워크)의 상대적 중요도는 산

학연 협력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0.4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

로 산학연 협력 총괄․조정 기구설립(국가산학연 협력위원회, 산학연 협력 중재기구

등) 0.32, 국제협력 확대(글로벌 네트워크) 0.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집단

별로는 전체 경향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연구기관 종사자 집단이 국제협력 확대(글로

벌 네트워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0.28)를 보였다.

다섯째, 성과관리체계 강화전략과 관련한 추진과제인 국가차원의 산학연 협력 종합

관리체계 구축,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한 DB 구축, 산학연 협력을 위한 표준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산학연 협력을 위

한 표준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이 0.37로 가장 높았다. 국가차원의 산학연 협력 종

합 관리체계 구축이 0.3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집단별로는 산업계와 연구기관 종

사자들이 국가차원의 산학연 협력 종합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도(0.36, 0.41)를 높게 인

식하고 있는 반면, 교육기관 응답자들은 산학연 협력을 위한 표준지침 및 매뉴얼 개

발․보급의 중요도(0.42)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여섯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전략과 관련한 추진과제인 산학연 주체별 자발

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 산학연 협력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확대, 외부 지원체계

확충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산학연 협력에 따른 정부 재정지

원 확대에 대한 중요도가 0.45로 가장 높았고, 산학연 주체별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

인책 마련이 0.33이었다. 응답자 소속집단별로는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산학연 주

체별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의 중요도(0.45)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

었고, 산업계는 외부 지원체계 확충(0.29)을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

다.

일곱째, 산학연 협력 체계의 분권화 전략과 관련한 추진과제인 중앙정부-지자체 간

연계강화, 권역 및 지역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기업(수요자) 주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는 기업(수요자) 주도의 협력체계 구축(0.39), 권역 및 지역중심

의 협력체계 구축(0.34), 중앙정부-지자체 간 연계강화(0.27)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

단에 비하여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권역 및 지역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도

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고(0.37), 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중앙정부-지자체 간 연계강화에

대한 중요도도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0.34).

여덟째, 산학연 협력 사업의 특성화 전략과 관련한 추진과제인 산학연 협력 유형별

특성화된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체계 구축, 연구성과물의 상업화․실용화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부처별 성격에 적합한 산학연 협력 사업의 차별화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

도에서는 연구성과물의 상업화․실용화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이 0.38로 가장 높았고,

산학연 협력 유형별 특성화된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0.36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집단별로는 산업계와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상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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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육기관 종

사자들은 산학연 협력 유형별 특성화된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

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20개 추진과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해보면 <표 11>에서와 같이 산학연 협

력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확대(0.8), 기업의 산학연 협력에 대한 참여확대와 책임의식

강화(0.7), 쌍방향 교류(인력, 시설, 장비, 정보) 체계구축(0.7)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

도를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소속집단별로는 산업계의 경우 산학연 협력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확대

(10.0)와 연구성과물의 상업화․실용화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0.08)을 상대적으로 중

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기관 응답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산학연 협력에 대

한 참여확대와 책임의식 강화(0.09)와 쌍방향 교류(인력, 시설, 장비, 정보) 체계구축

(0.08)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기관 응답자의 경우에는 담

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0.08)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응답자의 소속별로 추진과제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응답경향에는 다소 차이

가 있었다.

<표 11> 추진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종합

구분 관 산 학 연 전체

산학연 협력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확대 0.04 0.1 0.07 0.06 0.08

기업의 산학연 협력에 대한 참여확대와 책임의식 강화 0.1 0.04 0.09 0.06 0.07

쌍방향 교류(인력,시설,장비,정보) 체계구축 0.11 0.05 0.08 0.06 0.07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교육의 현장성 강화 0.09 0.07 0.05 0.06 0.06

산학연 협력 유형별 특성화된 현장중심 인력양성 체계 구축 0.02 0.06 0.07 0.04 0.06

연구성과물의 상업화․실용화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0.05 0.08 0.06 0.05 0.06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지적재산권 포함) 전담인력 확충 0.07 0.04 0.06 0.07 0.05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보급 0.02 0.04 0.07 0.08 0.05

산학연 협력 메커니즘의 다양화 0.08 0.04 0.05 0.07 0.05

산학연 협력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장기 종합계획 수립 0.03 0.06 0.04 0.07 0.05

산학연 주체별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 0.03 0.04 0.06 0.07 0.05

산학연 협력을 위한 표준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0.02 0.03 0.04 0.03 0.04

외부 지원체계 확충 0.01 0.06 0.03 0.03 0.04

부처별 성격에 적합한 산학연 협력 사업의 차별화 0.07 0.04 0.04 0.04 0.04

외부전문가 활용 확대 0.02 0.03 0.03 0.04 0.03

산학연 협력 총괄․조정 기구 설립(국가산학연 협력위원회, 산학연 협력중

재기구 등)
0 0.04 0.03 0.03 0.03

국가차원의 산학연 협력 종합 관리체계 구축 0.01 0.04 0.03 0.04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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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산학연 협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의 과정에

서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추진방향과 철학으로서의 기능이 크다. 따라

서 산학연 협력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가로지르는 공통 요소로 인력양성과 연구개

발은 연계 및 융합되어야 하고, 산업정책, 지역정책, 경제정책과도 연계 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산재한 통계․

정보 체계의 연계도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산학연 협력은 법적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직업교육과 산업교육, 직업교육기관과 산업교육기관 등 혼동되는 용어도 적지

않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과 직업교육의 추진방식도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

들다. 이는 산학연 협력이 별도의 사업이나 과제라기보다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인

력양성, 연구개발․사업화 등에서 공통적인 추진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관련 법

령 간에도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소관 부처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의 산학협력 정책수립 및 집행에서 일관된 법적 체계가

부족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산학연 협력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주체별로 산학연 협

력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AHP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요구분석을 실시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연 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산학연 협력에 따른 정

부 재정지원 확대, 쌍방향 교류(인력, 시설, 장비, 정보) 체계 구축, 기업의 산학연 협

력에 대한 참여확대와 책임의식 강화이다.

둘째, 산학연 협력에 대한 참여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원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하다.

계층구조모형의 대영역 3개 가운데 이 두 영역의 상대적인 중요도 뿐만 아니라, 하위

전략 및 추진과제의 상대적 중요도도 높았다. 전반적으로 참여주체의 역량강화와 지

원인프라의 정비는 세부과제가 다소 변경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으로

판단된다.

구분 관 산 학 연 전체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를 위한 DB 구축 0.05 0.04 0.02 0.02 0.03

권역 및 지역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0.07 0.02 0.03 0.02 0.03

기업(수요자) 주도의 협력체계 구축 0.07 0.04 0.02 0.02 0.03

국제협력 확대(글로벌 네트워크) 0.01 0.02 0.02 0.04 0.02

중앙정부-지자체간 연계강화 0.03 0.02 0.02 0.0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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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체 8개 전략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산학연 협력 사업의 특성화

(0.17),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0.17),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0.14)의 순으로 나타

났다. 3개 대영역별로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이들 3개 전략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

인 항목들이기에 이와 관련한 하위 추진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응답자의 집단별로 산학연 협력 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과제에 대하여 우선

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가 속한 기관의

특성과 그동안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

를 통하여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

한 참여주체의 의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산업체 종사자들은 외부 지원체계 확충, 연

구성과물의 상업화․실용화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에, 교육기관 종사자들은 산학연

협력을 위한 표준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권역 및 지역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산

학연 협력 유형별 특성화된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체계 구축에, 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산학연 협력 메커니즘의 다양화, 국제협력 확대(글로벌 네트워크), 국가차원의 산학연

협력 종합 관리체계 구축, 산학연 주체별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 중앙정부-

지자체 간 연계강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현재는 산학연 협력이 과학기술 분야 및 이공계 연구개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

어 교육기관에서도 산학연 협력을 자연계열, 이공계열의 영역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정책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위주로 산학연 협력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

지만, 서비스, 인문사회, 경상․경영 분야의 산학연 협력에 관한 관심도 점차 요구되

고 있다. 산업과 직업의 융․복합 현상이 확대되면서 계열별 구분보다는 모든 학문분

야, 산업 및 직업세계에서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만이 새

로운 일자리 창출도, 산업의 경쟁력확보도 가능하도록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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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ed Analysis for the Improvement plan of Cooperation System

between Industry, Education, and Research

Hyun-Soo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of relative important and priority

of industry-education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industry-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demand. Applied research method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AHP survey. Retrieved questionnaire were 260, valid

questionnaire(consistency rate < 0.1) were 98. I used Microsoft Excel 2003 for

AHP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relatively important initiatives in the AHP

hierarchy model ar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expansion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y-education cooperation, interactive exchanges system(personnel,

facilities, equipment, and information), the company's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industry-education cooperation. Second,

the empowerment of participants and renovation of the infrastructure are urgently

needed. Third, the characterization of industry-education cooperation projects,

strengthening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and enhancing the expertise of the staff

showed relatively high importance.

Key words : Industry-education cooperation, AHP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