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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LINC사업의 성과평가지표 중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과 관련된 SYSTEM분

야의 정성적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성과측정에서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과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업 관계자와 전문가 대상의 인터뷰와 대학

별 LINC사업 실적보고서를 통해 SYSTEM분야 정성적 평가지표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성･

설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에서는 대학 내 산학

협력 친화형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과도한 확산 방지, 학사제도 개편의 소프트웨어적 개선 사항 평가, 

산중교수들의 중개기능 활성화 유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에서는 산

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창구형 채널 강화 방안, 산학협력단 내에 선도 및 기획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팀) 

구성 유도, 대학의 산학협력 자체 모델 개발 유도 등을 위한 지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

학협력 인프라 확충에서는 창업교육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인력 확충, 타 지역에 있는 대학 간의 인턴십 

수요 교환, 공동활용장비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오퍼레이터 확보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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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qualitative evaluation indicators of the SYSTEM sector of the LINC 

program, which aimed at strengthening ability of regional universities through the activities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AC). By using interview data and the program reports of 

universities, this research explored the problems of the indicator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which could lead to performance creativity.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in university system reform for activating IAC, some improvements 

are required as follows: limiting excessive expansion of IAC-friendly faculty evaluation; and 

evaluating soft aspects in the reform of academic affairs. In relation to strengthening of ability 

of the IAC organization, the indicators need to be amended as follows: enhancing the role of 

channel of IAC Foundation;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lanning team of the IAC Foundation; 

and inducing development of own model of universities for IAC. As regards expansion of IAC 

infrastructure, it is necessary to enlarge the manpower who can develop programs of the 

support center in the foundation and to secure of operators for effective operation of joint-using 

equipments. Therefore, the indicators are required to be upgraded, considering these 

improvement direction.

Key Words :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the LINC program,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SYSTEM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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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대학 역량강화사업이다. 지역대학의 

인재유출 방지 및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시스템 개선과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산학협력사업을 대학 전체로 확대하여 산학협력을 교육, 연구와 더불어 대학

의 주류 활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최희선･송완흡, 2013). 2012년 3월에 1단계

로 51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14년 5월에 기존 학교에 대한 단계평가와 함께 신규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사업(2012～2013년)은 주로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2단계 사업(2014～2016년)의 정책방향은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 창출 및 확산’으로 제시되고 있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4). 즉 

2단계는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산학협력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의 성과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INC사업은 2012년에 대학당 평균 34억원이 투자(2012년 전체 사업예산 1,700억원)될 정도

의 대규모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는 성과를 제대로 달성했는가는 중요한 관심사항

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성과 측정과 평가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영역의 경우 다양한 환경적 요소와 가치체계로 인해 사업의 목표가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전주상･조문석, 2014). 또한, 실제 LINC사업에는 대학 구성원(교

수, 직원, 학생), 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복잡성에 따른 

비구조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성과지표를 통해 LINC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대학체제가 산학협

력 친화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현장중심 교육 및 기업지원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4). 하지만, 성과지표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

질 수밖에 없다. 특히, LINC사업이 2단계에서는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과평가지표가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에

서 본 연구에서는 LINC사업의 성과평가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과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LINC사업의 성과평가지표는 크게 정량평가

와 정성평가로 구분되는데, 지표의 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성평가를 중심

으로 살펴본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측정 패러다임이 양적 성과 중심에서 

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성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기 때문

이기도 하다. 

공공영역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술적 연구(임정빈･이성춘, 2014; 전주상･조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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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조희진･장용석, 2014; 송건섭･이윤식･제갈돈, 2006; 장덕희･강길모, 2014; 김태룡･안희

정, 2007)가 진행되었으나, LINC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다만, 

LINC사업의 주요 구성요소나 성과와 관련된 내용인 대학교원 인사제도(장승권･최종인･홍길

표, 2013),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 모형 개발(손충기･박정환･김영태, 2013), 대학 산학협

력단의 기술사업화(임의주･김창완･조근태, 2013), 창업교육센터의 운영방향(최종인･김기영･

송충한, 2013)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LINC사업의 

분야별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나, LINC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관련 연구들과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현재의 성과지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성과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성과평가의 개념과 특징

1990년대 이후 예산개혁과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공공영역에서 성과평가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임정빈･이성춘, 2014). Hatry(1999)에 따르면, 정부사업의 성과평

가는 예산과 자원 활용을 통해 달성되는 사업의 질과 결과에 초점을 두면서 실제로 성취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 공공부문의 성과평가는 대상에 따라 조직에 

대한 평가와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는 구성원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조희진･장용석, 2014). 

즉, 이러한 성과평가제도는 조직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의 임무, 창출하

고자 하는 가치와 전략적 목표, 수행한 전략들에 의해 산출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평가하

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문승권･김순자, 2005). 성과평가결과는 보수나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이규범･유

병주, 1999).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책결정과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Griesemer, 1995).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평가대상이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의 목표 달성

도에 대한 평가인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정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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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책이 집행 과정에서 의도한 대로 능률적으로 집행되었는

지 점검하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이종수 외, 2012). 따라

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를 측정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를 통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김신, 2000; 윤상오, 2004). 일반적인 정책평가에서는 사업관리자에게 사업의 

질이나 효과성에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성 목적, 사업의 운영 효율성이나 효과성 증진 혹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 목적,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증거를 확립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의 

목적이 있다(이종수 외, 2012). 하지만, 이 중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 수행과정에 도출되

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정책결정자들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함으

로써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장덕희･강길모, 2014).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책

사업에서의 성과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목표 대비 달성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전주상･노문석, 2014). 또한, 평가는 성과를 진단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

는 사전･사후적 분석 및 판단 작업을 의미한다(송건섭･이윤식･제갈돈, 2006). 

성과평가는 본질적으로 물적･인적자원의 투입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정보로 만들어 가는 과정

이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적합한 선정은 중요한 과제이다(장덕희･강길모, 2014). 성과지표에 

대해 박경귀(2008)는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등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투입지표는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예산집행과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과정지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업 진도 등 사업 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산출지

표는 사업 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로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결과지표는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

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업이 의도한 최종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이태성, 2013). 이러한 성과지표는 자료가 측정되거나 수집되어 평가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성과관리혁신포럼, 2005). 이에 따라 임정빈･이성춘(2014: 357)은 성과지표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핵심성과지표가 지나치

게 많아서도 안 되며, 주로 결과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결과지표 중 정량적 지표

를 중심으로 하고, 정량지표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정성적 지표로 보완해야 한다. 셋째, 신규 

설정 지표는 관련 임무나 목표 상태를 내용면에서 잘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적절한 성과

지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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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포괄범위

영역 세부 영역

과학기술개발
과학기술기획, 과학기술영향평가, 성장동력 발굴, 핵심부품･소재산업 육성, 미래 핵

심･원천기술 확보

과학기술기반조성

혁신주체 지원(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공동연구기반 조성, 지역혁신기반 조

성, 국제협력, 과학기술제도 개선, 과학기술통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화 확충, 과학기

술문화 확산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촉진, 공학교육 혁신

혁신성과물의 표준 및

디자인 설정
국가표준 설정, 인증제도 확립, 품질경영 확대, 디자인 설정, 브랜드화 추진

혁신과정의 원활화

촉진장치 구축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이전 촉진, 지적재산권 확대, 신기술 구매, 기술금융

자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6)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합한 평가지표의 선정이나 그에 따른 측정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전주상･조문석(2014)에 따르면, 성과측정과정에서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신뢰성과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말하는 타당성은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Smith(1995)는 성과측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요소로 조직 목표와 측정계획 간의 차이, 복잡한 조직에 대한 정확

한 측정 불능, 성과 자료의 정확한 처리 불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불능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는 무시하고 측정하기 용이한 지표에만 집중

하는 행위, 장기 목적을 훼손하는 대신에 단기 목표에 집중하는 행위, 바람직한 산출보다는 

지표에 집중하는 행위, 환경 변화로 부적절한 지표를 유지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Bohte & Meier(2000)는 성과평가가 적절한 정보를 산출하지 못하거

나, 부적합한 성과지표 달성에 집중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2. 과학기술정책 성과평가의 이해

LINC사업은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종

의 과학기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과학기술정책은 주로 연구개발사업에 중점을 둔 

정책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정책, 경제정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

로 발전하고 있다(박기영, 200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6)도 과학기술정책을 과학기술개

발, 과학기술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화, 기술확산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

서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정책, 경제정책 등과 중첩되면서 기술개발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인력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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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네트워크, 사업화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후방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범위와 영역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의 과학기술정책 성과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연구개발사업에 초점을 두고 논의

가 진행되어 왔다.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배정회･정선

양･성지은, 2014; 이재근, 2006; 공병천, 2004), 국가 간의 제도를 비교하는 연구(김종운･하규

수, 2013; 주혜정, 2009). 성과평가를 예산과정과 연계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이준･김

재수･국윤규, 2010; 박병무･이기종, 2009). 특정 사업유형의 평가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유영철, 2012; 박재민 외, 2006)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효과성을 제

고하기 위한 목적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과평가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평가방법의 유연성 확보, 성과측정의 어려움에 대한 보완, 

질적 평가지표의 보완 등의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첫째, 사업의 목적과 

대상 등에 따라 평가방법의 유연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 연구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평가가 대표적인 문제점

으로 제기되어 왔다(성지은･박인용, 2013)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방법은 크게 정량적 평가와 정

성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량적 평가는 주로 비용편익분석, 논문통계, 계량경제학적 방

법 등을 통한 접근으로 진행되는 반면, 정성적 평가는 동료들에 의한 평가(peer review)나 인

터뷰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평가를 의미한다. 평가방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부 

사업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구개발지원 없이 유사한 결과물이 

획득될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Ormala, 1989; OECD, 1995). 이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목적(경제개발, 삶의 질, 

공공안전, 국방 등), 유형(기술개발, 연구기반 조성, 연구기관 지원 등), 단계(기초, 응용, 개발 

등) 등에 따라 적합한 평가방법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특히, LINC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사업수행 방식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박재민 외, 2006).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프로그램 논리모형(박재민 외, 2006;, 신준우･설

정선, 2009), AHP모형(이해춘･안경애, 2012), BSC 기법(양영석, 2013)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는 불확실성, 비구조화, 불규칙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포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이도형, 2011). 또한, 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추가적 연구

개발지출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부분(additionality)을 측정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 개별적인 프로젝트별 평가가 아닌 기업의 R&D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등을 판단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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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의 초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Georghiou, 1998). 국내에서도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체제를 분화하고 있

으며, 평가결과를 예산조정뿐만 아니라 사업연계, 정책반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연구성과 창출

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고 있다(배정회･정선양･성지은, 2014)

셋째, 최근 국내에서는 질적 평가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과학

기술위원회(2012)에서는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된 이후 연구개발 성과가 양적인 측면에

서는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인 수준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논문 건수, 특허 건수 

등 ‘건수’ 위주로 평가함에 따라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이 저조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유승준, 

2011). 물론, R&D정책의 직간접적 경제효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이상 양적접근은 평가과정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Capron and van Pottelsberghe, 1997). 양적 

평가는 조작이 용이한 추상적인 내용에서 어떤 현상의 특징적인 면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숫자는 실제 세상의 단면만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Roessner, 2000). 특히 연구

개발의 R&D의 결과물이 중장기적 파급효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양적평가에 집중할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의 평가보다는 단기적 성과 창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유승준, 2011). 이러

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정성평가의 비중이 정량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LINC사업의 평가체

제는 기존 과학기술정책 성과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 성과평가에서 성과는 양적이고 가시적인 산출(output)와 함께 비가시적이며 

질적인 결과(outcome)･효과(effect)를 내포하는 개념인데, 이러한 산출, 결과 등은 사업의 목

표와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박재민 외, 2006). 과학기술정책 중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성과는 1차 성과와 2차 성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이도형, 2011). 1차 성과는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목적 달성도, 개발제품 및 공정기술 우수성, 연구개발투자기간 및 비용 등 주로 연구개

발 투자활동과 관련 된 것으로 학술논문, 특허, 제품, 공정, 인력, 과학적 지식 등이 해당된다. 

2차 성과는 1차 성과의 활용 결과로 확보되는 실적과 연구성과를 포함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포함하는 간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료, 시장점유율, 매출액, 실용화 및 상용화, 고용

창출, 기술이전 등이 해당된다(이길우, 2009; 이도형, 2011). 연구개발활동의 성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과학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학기술적 영역은 기

술, 생산성 등과 관련되고, 경제적 영역은 신제품, 매출, 시장개척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 영역

은 고용창출,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다(PREST, 2001). 이러한 다양한 성과들 가운데에서도 최

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는 기존에 양적 접근에서 강조되었던 1차 성과 

혹은 과학기술적･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혁신의 목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윤리적 

관점을 통합 반영하여 연구혁신활동의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강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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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송위진 외, 2013). 아울러 인력양성 사업이나 네트워크 사업 등에서는 간접적으로 연구 

참여자에 대한 학습에 대한 목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들 사업에서는 학습에 대한 효과도 

성과 평가에서는 고려될 필요가 있다. Georghiou and Meyer-Krahmer(1992)도 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는 경쟁력과 시장성과(판매, 비용절감 등)뿐만 아니라, 규범, 기준, 

외부효과, 그리고 역량과 연구인력에 대한 기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조직의 학습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LINC사업의 경우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시스템

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내의 학습효과 등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LINC사업의 평가 개요 및 연구대상

1. LINC사업의 현황 및 성과평가

1) LINC사업의 현황 및 사업내용

LINC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및 산학협력 체계로 전환하

고, 지역 및 기업을 연계한 현장적합성이 높은 대학교육으로 인재양성과 혁신적 기술개발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여 대학과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교육

부･한국연구재단, 2013). LINC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년(2+3년) 중기

사업이며, 사업비는 2014년 2단계 1차년도 사업비가 2,388억원이며, 5년 동안 1조원이 넘게 

대학에 지원되는 대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이다. 1단계(2년)는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 중심의 사업으로, 2단계(3년)는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 창출 및 확산 중심의 사업으

로 기획되었다. 12년 1월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1단계 51개 대학이 사업선정평가를 통해 진입

하였으며, 2014년 2단계 단계평가를 통해 1단계 51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탈락하였고, 2단계 

신규선정평가를 통해 15개 대학이 추가 선정되어 현재 56개 대학이 사업을 수행 중이다. 

LINC사업을 지원받는 대학은 지역(광역경제권) 및 산학협력 유형 등을 고려하여 5대 권역별

로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으로 구분하여 선정되고 있다. 기술혁신형 대학은 학부와 대학원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창의적 기술인재 및 혁신적 연구인력 양성, 원천･혁신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장밀착형은 학부 중심의 지원을 하며, 

현장맞춤형 기술인력양성, 현장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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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INC사업 평가방법별 구성비율

평가방법 평가내용
비율

단계평가 신규평가

정량평가
▪ (핵심성과지표 점검) 대학이 제출한 LINC사업 13개 핵심성과지표 

실적(’13년도 사업)에 대한 점검 실시
35% 10%

정성평가
▪ (실적･계획 보고서 심사) 대학이 제출한 산학협력 실적,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역량, 2단계 사업계획 등 심사
60% 80%

수요자 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학생 및 산업체에 대해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종합 만족도 조사 
5% 10%

가･감점
▪ (가점)창조경제 실적･계획/구조개혁 실적･계획

▪ (감점)사업비 집행 투명성, 대학책무성 위반사항 등
±10% ±10～7%

사업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연구 성과 제고, 취･창업 역량강

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평가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산학협력

단 역량 강화,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 분야 지원 등은 필수이며, 사업 영역별로 

지역 산업 및 대학의 특성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LINC사업은 크게 SYSTEM, COMPONENT, LINK분야로 나누어진다. SYSTEM 분야는 교원

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산학협력단 역량 및 위상강화,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교

육센터 및 공용연구장비센터 등 산학협력인프라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학이 

산학협력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에 집중한다. COMPONENT 분야는 지역 산업(선

도･전략)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지역 산업 및 산학협력 유형에 따른 특성화

된 취업･창업 교육 및 지원 등 대학이 산업체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LINK분야는 기술개발, 경영컨설팅,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 문제 해결 등 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모든 대학의 활동을 의미한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14)은 1단계 사업을 통해 교원업적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물의 연구 

실적물 대체율이 81%까지 상승하는 등 교원인사제도를 포함한 대학체제가 산학협력 친화형으

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기업과 가족회사 협약을 맺고 현장중심 

교육 및 기업지원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2) LINC사업의 평가지표 개요

LINC사업의 평가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 대한 평가인 단계평가와 새로 진입하는 대학에 

대한 평가인 신규평가로 구분된다. 단계평가와 신규평가는 평가방법과 평가내용은 차이가 없으

나, 평가방법(정량, 정성, 수요자 만족도 등)의 비중에서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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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량평가는 대학에서 제출한 13개 핵심성과 지표에 대해 정량평가위원단을 6개 분과로 구성하

여 검증절차를 거친다. 정량평가위원단은 대학이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통해 대학이 제출한 

점수에서 가･감점이 이루어진다. 정성평가는 기술혁신형 대학과 5개 권역 현장밀착형 대학 분

과로 나뉘어 평가하게 되며, 사업실적 및 계획보고서와 LINC사업 대학 책임자(사업단장) 발표

평가를 점수화하여 그 순위가 결정된다. 

평가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량평가는 13개 지표에 대해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의 양적인 부분을 평가하며, 사업유형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고 

있다(<표 3> 참조). 기술혁신형 대학은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특성화분야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실적(건) 지표를 현장밀착형 대학보다 높게 배점하여, 기술

혁신형 LINC사업의 목표인 창의적 기술 인재 및 혁신적 연구인력 양성, 원천･혁신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 지원 등 대학의 기술기반한 산학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현장밀착형 대학은 취업

률(%), 교수업적평가 시 산학협력실적 반영비율을 기술혁신형 대학보다 강조하는 배점을 하고 

있으며, 현장밀착형 LINC사업 목표인 현장맞춤형 기술인력양성, 현장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이

전 지원 등 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유도하고 있다.

정성평가지표는 VISION, SYSTEM(대학의 산학협력체제 개편), COMPONENT(산학협력 친

화형 교육), LINK(기업지원)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평가영역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성과와 차년

도 계획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표 4> 참조).

VISION 분야 지표는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LINC사업과의 적합성, 참여학사조직의 적정

성, LINC사업단의 위상, 대학 총장 및 구성원의 의지 등 대학 전체 관점에서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 추진의지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SYSTEM 지표는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교원인사제도 개편, 참여학사조직 개편,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센터 등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등 대학의 제도와 산학협력 실행조직

의 구축 및 운영정도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COMPONENT 지표는 크게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인력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등 SYSTEM 분야에서 구축된 제도

와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체 수요

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Capstone design, 현장실습 교과목 등 정규교과목 운영 및 대학의 

특성에 맞는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등 비정규교과목 운영에 대해 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대학

이 제시한 특성화 분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다. LINK 지표는 크게 산학협력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기업지원으로 구분되며 대학의 기업지원 정도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학협

력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는 가족회사 지원시스템 및 운영성과, 산학협력협의체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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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INC 정량평가 지표 및 항목별 배점

연번

핵심 성과지표 항목별 배점

지표명(단위) 세부 항목

단계평가 신규 

선정

평가
기  술

혁신형

현  장

밀착형

1 취업률(%) 25 40 10

2 산학협력 가족회사 수(개) 15 15 5

3
교수업적평가 시 

산학협력실적 반영비율

교수 업적평가 시 SCI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 배점 평균(점)
15 20 8

재임용 승진/승급심사 시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 실적물 대체 가능 비율(%)
15 20 7

4 공동 연구장비 운영수익(천원) 20 20 5

5 산학협력중점 교수 현황(점) 30 30 5

6
산학협력단 내 정규직 및 

전문인력비율

산학협력단 내 정규직 비율(%) 15 15 5

산학협력단 내 전문인력 인원 비율(%) 15 15 -

7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20 20 8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20 20 7

8 창업지원 현황

창업 강좌 시수(시간) 10 10 3

창업 재정 지원(천원) 10 10 3

창업 공간 지원(m
2
) 5 5 2

창업 지원인력(명) 5 5 2

9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 및 연구비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건) 10 10 3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천원) 15 15 2

10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계약건수(건) 15 10 3

교수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15 10 2

11
특성화분야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특성화 분야 인력양성 실적(명) 20 15 5

특성화 분야 기술개발 실적(건)  20 15 5

12 산학연계 교육 과정 운영 실적(건) 15 15 5

13 기술사업화 실적(건) 20 15 5

합계 350 350 100

기업지원을 위한 대학의 인프라를 평가하고, 기업지원에서는 대학의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LINC사업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성과창출을 유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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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LINC사업 정성평가 지표 및 항목별 배점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단계

평가

신규

평가

V

I

S

I

O

N

당해

연도 

사업

성과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사업 유형과 특성화영역과의 연계성 

강화 및 실현 정도

‣ 사업 참여학사조직의 적정성과 성과 창출 노력 및 실현 정도

‣ LINC사업단의 조직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LINC단장 위상 

포함)

‣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창출 및 추진 성과

40 60

확산 및 

지속가능성

‣ 총장 및 대학 구성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도 및 의지 실현 

정도

‣ 사업 성과의 확산 및 지속 가능성 노력 및 실현 정도

30 40

2단계 계획
‣ 1단계 현황분석 및 2단계 계획 반영

‣ 2단계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30 50

S

Y

S

T

E

M

당해

연도 

사업

성과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원 임용 및 평가제도 개선과 실현 정도

‣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조직 개편 및 운영 정도

‣ 산학협력 중점교원 운영 제도 구축 및 활용 성과

90 120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 산학협력단 조직 강화 및 전문 인력 운영의 우수성

‣ 산학협력단과 LINC 사업단과의 연계성 강화 및 지원 실적
50 100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 창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과 

‣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과 

‣ 공동활용 장비 운영 체제의 적정성 및 기업지원 실적 성과 

60 80

2단계 계획
‣ 1단계 현황분석 및 2단계 계획 반영

‣ 2단계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0 100

C

O

M

P

O

N

E

N

T

당해

연도 

사업

성과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기술혁신적)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의 운영 성과

‣ 현장실습 교과목 관리, 운영의 적정성

‣ Capstone Design 교과목 관리･운영의 적정성

40 100

인력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 대학의 특성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성과 

‣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성과
20 60

특성화 분야

‣ 특성화 분야 조직 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 (기술혁신적) 특성화 분야 교육, 인력양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성과

50 60

2단계 계획
‣ 1단계 현황분석 및 2단계 계획 반영

‣ 2단계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40 80

L

I

N

K

당해

연도

사업

성과

산학협력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 가족회사(기업지원)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

‣ 산학협력협의체 구축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25 60

기업지원
‣ 기술개발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실적

‣ All-set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45 40

2단계 계획
‣ 1단계 현황분석 및 2단계 계획 반영

‣ 2단계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30 50

합 계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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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양적 성과지표만 모두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

기술진흥원(2013)의 LINC육성사업 1차년도 성과분석에 따르면, 이미 LINC사업을 수행하고 있

는 대학은 정부에서 제시한 양적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LINC

사업에서 정성평가는 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중요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표 4>의 

LINC사업 평가방법별 구성에서도 정성평가는 단계평가에서는 60%, 신규평가에서는 80%를 차

지하는 등 정량평가에 비해 훨씬 비중이 높다. 또한, 앞서 과학기술정책 성과평가에서 살펴본 

겻처럼 질적평가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종합대책(국가과

학기술심의회, 2013)에서도 논문 수, 특허 수 등의 양적 성과 중심 평가에서 연구개발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기준을 적용한 질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LINC사업의 평가지표 중 정성평가에 집중하

여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본 연구는 LINC사업의 정성적 평가지표 중 SYSTEM분야 지표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SYSTEM분야는 일률적인 연구 및 논문 중심의 대학체제에서 산학협력 등 다양성이 존재하는 

대학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대학조직의 변화, 산학협력

중점교수제도 도입 등 대학 내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지표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학 구성원들이 산학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 내의 산학협력

의 인프라를 개편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로서 LINC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이에 따라 

정성평가의 4개 영역에서 배점 비중도 가장 높다. SYSTEM분야 평가지표는 크게 산학협력 친

화형 대학체제 개편,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으로 구분되어 있다(<표 5> 

참조). 

SYSTEM분야의 중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성과평가 및 지표 선

정에서의 문제점, 과학기술 성과평가의 이슈 등에 기초하여 SYSTEM분야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SYSTEM분야 지표들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임무나 목표설정을 지표의 내용면에서 충족하고 

있는지, 바람직한 산출이 아닌 지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실제적인 대학 구조 변화

와 지속적인 학습효과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

는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보하였다. 정성지표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점과 개선방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경험이나 사업 주변의 상세한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질적 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LINC사업을 집행

하고 있는 국립대의 산학협력중점교수 1명, 국립대의 산학협력 관련 연구소 참여 교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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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YSTEM분야 정성지표 내용

평가 항목 평가방향 핵심요소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원 임용 및 평가제도 

개선과 실현 정도

･ 교원인사제도에 산학협력 실적 반영과 관련된 학칙 반영 여부

･ 산학협력 실적 반영요소의 임용, 승진･승급 업적평가 시 활용 실적

･ 산학협력 실적 반영 요소의 다양성

･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자연 및 공학계열 이외로의 

확산 정도

･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지원제도 및 운영 실적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조직 

개편 및 운영 정도
･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학사 제도 개편 및 운영 실적

산학협력 중점교원 운영 

제도 구축 및 활용 성과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제도, 절차 및 운영 실적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역할/평가/지원제도 및 운영 적정성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활동 및 성과의 우수성

산학

협력단 

역량 

강화

산학협력단 조직 강화 및 

전문 인력 운영의 우수성

･ 산학협력단의 위상 및 대학 본부와의 협력 강화 정도 

･ 산학협력 관련 기관들의 산학협력단내의 집적화 정도

･ 산학협력단내 정규직원, 전문인력의 확보 및 지원 정도 

산학협력단과 LINC 

사업단과의 연계성 강화 

및 지원 실적

･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정도

･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의 협력 및 지원 실적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창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과 

･ 대학 내 창업교육을 총괄하기 위한 센터 관련 규정 및 매뉴얼 정비

･ 창업교육센터장 및 전담인력 배치와 활용 성과 

･ 창업교육의 중장기적 프로그램 보유 및 체계적 운영의 성과

･ 창업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성과 창출 정도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과 

･ 대학 내 현장실습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센터 관련 규정 및 매뉴얼 

정비

･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및 전담인력 배치 및 활용 성과 

･ 현장실습지원의 중장기적 프로그램 보유 및 체계적 운영의 성과

･ 현장실습지원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성과 창출 정도 

공동활용 장비 운영 

체제의 적정성 및 

기업지원 실적 성과 

･ 공용장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관련 규정 및 체계 구축 실적  

･ 산업체 수요기반 우수 공동장비의 구축 정도 및 장비 활용성 증진 정도

･ 공동활용 연구장비 보유 및 활용 성과(기업 활용을 위한 연계성 포함)

사립대의 LINC사업단 부단장 1명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1명, LINC사업 종합컨설팅 참여 위원 

1명, 교육부 담당 공무원 2명, 산학협력 분야 전공 교수 3명 등 11명이었다. 인터뷰 질문은 

주로 성과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이었으며, 인터뷰의 유연성을 위해 반구조화 인터뷰를 

활용하여 2014년 10～11월 간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인터뷰 자료의 편중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이슈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위해 51개 대학별 LINC사업 실적보고서(한국연구재단 내부자료)의 SYSTEM분야의 현

황 및 우수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인터뷰 자료와 연계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SYSTEM지표의 개선방안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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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심층 인터뷰

(LINC사업 관련 교수 및 

교육부 담당자)

⇨

LINC사업 대학별 

보고서(SYSTEM분야) 전수 조사

(51개 대학 LINC사업 보고서)

⇨ 개선방안 도출

(그림 1) 연구의 절차 및 방법

IV. System분야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산학협력 친화형 대화체제 개편

1)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원 임용 및 평가제도 개선과 실현 정도

‘교원 임용 및 평가제도 개선과 실현’에서는 교수업적평가 제도 적용상의 문제점, 영역 확산

의 문제점, 교원업적평가표의 불명확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교수업적평가 제도 적용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교원인사제도에의 산학협력 실

적 반영과 관련된 규정 및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 활용도에 대한 

평가는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차년도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보고서(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에서도 1차년도 실적에서는 LINC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

이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을 하지 않은 대학도 다수 있으

며, 1차년도 제도마련 후 확산 및 적용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산학협력 실적 

반영요소의 임용, 승진･승급 업적평가 시 활용 실적’이 정성평가에 제시되어 있으나, 전체 적용

받은 실적만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한국연

구재단(2013)의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산학협력친화형 

교수평가제도에 대해 LINC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제도 구축은 정착화 단계라고 본

다면 활용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제도구축에 

대한 평가지표가 아니라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평가제도의 활용성 지표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별 LINC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표 6>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대학들은 산학

협력 실적점수 상한선 삭제, 산학협력연구, 지식재산권 업적 100% 반영, 교원신규임용시 산학

협력경력 100% 인정 등 다양한 제도를 학교의 여건에 맞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반영되어 활용된 산학협력교원업적평가 우수사례는 

현실적으로 발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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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LINC대학의 교원업적평가 제도 개선사례

- 교원신규임용시 산학협력 경력 100% 인정 (5개 대학)

- 정교수를 산학협력 실적만으로 승급 가능 (1개 대학)

- 산학협력 영역을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으로 조정 (2개 대학)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 유형으로 평가 의무화 (2개 대학)

자료 : 2013년 대학별 LINC사업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정리

이런 평가지표의 의도는 친화형 교원인사제도의 대학 내 확산을 위한 것이므로 현재 평가기

준 이외에 학교별로 산학협력 실적을 통한 연봉 상승 혹은 승진 우수 사례를 제출하게 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학교 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유도함으로써 산학협력

의 중요성 및 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교수업적평가에서 산학협력 실적 평가

는 학교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립대의 경우 법령과 교육부의 규정에 

구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점 국립대 등 연구기능이 강한 경우 현실적으로 교수들이 연구영

역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밀착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SCI급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 반영 비율 등이 낮을 수밖에 없다(국립대 A 산중교수 인터뷰 자료). 따라서 

현장밀착형이 아닌 기술혁신형의 대학에도 산학협력 실적을 연봉상승과 승진으로 연결시키는 

사례를 요구할 경우 실제적으로 현장밀착형과 같은 사례가 제시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산학협력 실적으로 연봉 상승 혹은 승진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교수들의 산학협력 참여 

확산이라는 효과를 제고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실제 SCI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 

배점 평균(점)에서 현장 밀착형보다 기술혁신형의 경우 1차 실적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둘째, 영역확산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인문사회계로의 

확산이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디자인, 마케팅, 무역 등에 한정되고 

있고, 확산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산학협력이 실용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인문사회계열은 실용성보다는 학문성에 초점

을 두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

분의 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에서의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사립대 B LINC사업부단장 인

터뷰 자료). 현재 실적 반영 요소의 경우에도 대부분 자연 및 공학계열 교수의 활동에 적합하게 

산정되어 있어 상당 부분 교원업적평가에서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항목이

나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을 유인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인문사회

계열은 재직자 교육이나, 계약학과 등에 한정되는 산학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평가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쥐어짜기식 평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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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3년 LINC사업 공학계열 이외로의 산학협력 확산지표 개선 사례

- 전체 대학교원 동일하게 적용 (16개 대학)

- 공학계열과 비공학계열을 구분하여 배점(예 : 자연공학계열보다 인문사회계열 배점이 2배 높음) (3개대학)

- 예술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에 적용 (4개 대학)

자료 : 2013년 대학별 LINC사업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정리

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사립대 C 산중교수 인터뷰 자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표에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자연 및 공학계

열 이외로의 확산 정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거나, 

예술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으로 확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표 7> 참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의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

으며,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요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산학협력 중요성의 인식확대와 

활성화라는 방향성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러한 측면과 문제점을 고려할 때 현재처

럼 지나치게 광범위한 확산 요구보다는 실제적으로 산학협력이 가능한 영역(경영학 등)에서의 

강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업적

평가 제도의 자연 및 공학계열 이외로의 확산 정도’는 자연 및 공학계열 이외에 실제적으로 

산학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열 영역(경영학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LINC사업의 평가자료 작성에 최소 두 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전자신문, 2014

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산학협력의 현실성이 높은 계열 영역으로 지표를 구체화하는 것

은 평가 부담의 축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원업적평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표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원업적평가 기준이 간소화되지 않을 경우 구성원들의 평가 기준

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원들이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교원평가에 

반영되는 내용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산학협력 참여도도 저하될 수 있다(사립대 C 산중교수 

인터뷰 자료). 특히 현재에는 ‘교원인사제도에 산학협력 평가 요소가 반영되고 있는가’만을 평가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산학협력 평가 요소가 연구, 교육, 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 분산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 평가 요소를 학내 구성원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원업적평가기준의 간소화와 명확화(경우에 

따라서는 산재해 있는 산학협력 평가 요소를 통합하는 방안 등)를 도모하고, 구성원들에게 충분

하게 전달･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교원업적평가표에서의 산

학협력 평가 요소의 명확화’를 포함시켜 기존의 연구, 교육, 봉사 등 다양한 교원업적 평가 요소에

서 산학협력 평가 요소가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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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조직 개편 및 운영 정도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조직 개편 및 운영 정도’에서는 지표의 개념에 대한 불확실성, 수요 

반영에 따른 학사제도 개편의 문제점, 학사제도 개편의 하드웨어적 접근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평가 요소에 제시되어 있는 계약학과, 맞춤형 학과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있어 학교별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표

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공통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의 유리를 위해 확대해석

과 함께 평가자료에 다양한 활동들을 제시하게 되어 학교 간의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국립대 A 산중교수 인터뷰 자료). 실제로 산업체와 단기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도 

학사제도 개편에 포함시켜 수십 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제시하는 등 학교 간의 통일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평가에 대한 예시뿐만 아니라 분명한 정의를 요구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계약학과, 맞춤형 학과 등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조직개편에서 제시

되고 있는 예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요 반영에 따른 학사 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학사 제도 개편의 하드웨어적 접근의 

문제점이다. 실제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수요조사는 매년 시행하고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성과를 창출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산업구조 및 기업규모 등의 

여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학사 제도 개편이 

실제로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서울, 경기는 대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학사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그런 기업체로 졸업 후 취업이 되지만, 중소기업 위주

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학사 제도 개편의 수요 반영과 성과 창출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학사 

제도 개편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절차가 복잡(특히, 국립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용이하지 않아 개편 시작에서 판단되는 수요와 개편 이후의 수요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평가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운영하면서 실적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연계전공에 대한 배출 실적이 거의 없으면서도 평가 지표

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신설하는 사례가 있다(사립대 B LINC사업부단장 인터뷰 자료). 

이와 함께. 학사조직이 제대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적합한 수준으로 개편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평가에는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는 지표도 없는 

상황이다. 학사 제도 개편이 산업체의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면, 맞춤형 학문을 전공한 교수도 

채용하고, 커리큘럼도 개편되어야 하나 교수진과 학업내용은 큰 변화가 없이 전공만 신설되는 

경우가 많다(사립대 C 산중교수 인터뷰 자료). 평가지표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반드시 신

설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어서 사업꼭지를 만들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낮고 하드웨어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사제도 개편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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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혼합되어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개편의 과정, 교수 

채용 내용, 학생 배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별 사례를 제출하게 해서 평가하

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한 학사조직 개편 및 운영 실적만이 아닌 개편의 필요

성, 산업체 수요 반영, 개편 과정, 개편에 따른 교수 채용 및 기존 교수 활용, 정원 조정, 학생 

졸업 실적 등을 단일 사례별로 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

3)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 구축 및 활용 성과

우선, 산학협력중점교원(이하 ‘산중교수’)은 채용 등의 측면에서 현재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

데, 이는 신분상의 불안감과 과다한 업무 부담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산중

교수들의 채용 목적은 산학협력 확산과 교수들의 실무 경험을 학교에 접목시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학교의 재정지원사업의 지표를 강화시키는데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취

업률을 높이는데 업무적 비중이 높고, 업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도 많아 교수라는 직함을 부여

받고는 있으나, 직원이나 다름없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사립대 B LINC사업 

부단장). 일부 학교에서는 LINC사업을 통해 간접비만 받는 것이 목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기 위해 산중교수들을 채용하기는 하지만, 평가보고서만 작성하고 실제적으로 산학협

력과 관련된 업무는 거의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산학협력 분야 전문가 D 인터뷰 자료). 

평가 시에 산중교수들의 활동(협의회 운영, 기술지도, 컨설팅, 재직자 교육 등)에 대한 정성보

고서는 제출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정성보고서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산중교수에 대한 운영상의 보다 치밀한 정의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산중교수들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산중교수들의 전문 분야 별로 업무를 배정

(예, 재직자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 기업체 방문 전담 교수 등)하고 학과에 있는 교수들을 전문 

분야별로 지원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과에 배정되는 

산중교수는 대부분 취업지원에 집중하거나 학과교수처럼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려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고리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국립대 

A 산중교수 인터뷰 자료). 따라서, 산중교수들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과 소

속 산중교수들을 가능하면 산학협력단에 배치하여 기업과의 접촉점을 확대하고 중개기능을 활

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평가해볼 필요도 있다. 산중교수를 산학협력단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게 

되면 업무적 효과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산학협력단의 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산학협력 전문가 E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산중교수들도 사업보고서 작성 등 산학협력단의 행정적인 업무에 집중하면서 학과에 배치되어 

있는 산중교수들보다 기업체와의 연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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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오히려 학과에 배치해서 학과의 특성화에 따른 산업체와의 연계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산중교수들의 기능과 업무상의 문제는 제도

상의 미흡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에서 산중교수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활용하는가라

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중교수들의 산학협력단 배치 문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만, 산중교수들의 중개 및 연계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산중교수 제도 도입을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산업체 수탁과

제 실적 상승 등 중개기능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산중교수들의 평가 방향 정립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산중교수들이 기업을 방문하

면서 연구과제를 확보해서 관련 교수에게 연결시켜주더라도 산중 교수의 평가 업적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사립대 B LINC사업 부단장). 산중교

수 역할의 핵심은 중개자(coordinator)이기 때문에 그들의 업적 평가에 학교 내의 교수와 기업

을 연계시키는 실적이 반영되면 산중교수들의 산학협력 촉진 역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 즉 산학협력 활동의 중개를 위해 산중교수를 채용했는데, 중개하는 역할에 대한 업적

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서 과제가 제안되어도 적극적으로 중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한 교수에게 업적을 인정해주는 시스템과 평가 기준을 만들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보다 활성화될 수도 있다. 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3)은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주로 활동하고 있는 2～3개의 트랙을 지정하고 그 트랙에서의 활동성과를 주요 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 평가모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교수들 간의 공동연구과제를 연계했을 경우에 산중교수의 

업적으로 인정하고 <표 8>과 같이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산중교수의 능력이 뛰어나도 보수 상한

선을 넘지 못하는 구조(전자신문, 2014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는 산중교수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원제도 우수사례

- 기업방문, 애로기술 지도 등 산학협력 활동에 따른 활동비지원 명문화, 산학협력 활동 강화 

- 산중교수 개인별 성과목표제 실시

- 모든 산중교수에게 애로기술지원 지원금

-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혜범위 확대(지재권 및 논문게재 대학연구비 지원확대)

자료 : 2013년 대학별 LINC사업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정리

1) 산중교수들이 LINC사업단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참여율이 100%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나 과제에 참여할 수 없

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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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산중교수들의 연착륙 문제도 중요한 이슈이다. 현재 LINC사업에 탈락되면 소속 대학

의 산중교수들이 이직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신분상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산중교수들의 전문성이 학교 내에 축적되는데 한계가 있다(산학협

력 분야 전문가 D 인터뷰 자료). 일부 학교에서는 산중교수의 인건비를 교비로 지원하는 경우

도 있는데, 이는 산중교수들의 신분 안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LINC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산중교수의 인건비를 교비로 상당부분 지원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

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산학협력 활동에서 산중교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

(산중교수들은 기업 간의 연계고리로 산업체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학과나 트랙 등의 과정 

개설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음)하기 때문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전문성과 역량이 갖추어진 인력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신분상의 불안정성과 낮은 

인건비 수준으로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황이다(국립대 A 산중교수 인터뷰 자료). 

이러한 여건에서는 기업과의 접촉점에 있는 산중교수들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산학협력의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중교수의 전임화 비율 등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산중교

수들의 산업체에서 축적된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대

학 간의 연계고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신분과 인건비 재원의 안정성을 제고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에 대한 교비 지원비율 혹은 전임화 비율 등을 평가 지표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2.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1) 산학협력단 조직 강화 및 전문인력 운영의 우수성

산학협력단의 역량과 관련해서는 우선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채널의 일원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산학협력 관련 기관들의 산학협력단 내의 집적화는 산학협력의 관련 인프라가 산

학협력단 내에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산학협력단의 위상과 통할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로서는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학협력단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의 대외적 채널을 산학협력단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연구관리업무에 집중하고 있어 대

학의 R&D활동과 기업과의 협력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교육과

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2010). 현재에도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장비목록의 일원화 등을 통

해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처럼 기업이 산학협력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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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산학협력단을 접촉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창구형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단의 외부와의 채널 강화를 위해선 산학협력단의 중개기

능(coordinating)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비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 자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LINC사업단이 우선적으로 중개기능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므로 양 조직 간의 연계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획기능 및 직원들의 순환보직 문제이다. 산학협력단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규직원, 

전문인력의 확보 및 지원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산학협력단의 전문성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미흡한 수준이다(국립대 A 산중교수 인터뷰 자료). 일부 학교에서는 산학협

력단의 중개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단의 기획 관련 부서를 두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예산 상의 문제로 조직의 

규모가 작은 것이 현실이다. 산학협력은 인적교류와 유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연결고리의 구

축과 여건조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획운영, 실행 등 모든 단계에서 기획 측면

과 기능이 보다 강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임의주･김창완･조근태, 2013). 산학협력단에 기획

기능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실제로는 기획기능이 강하지 않고, 산학협력의 중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체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선도 기능과 

기획 기능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산학협력단 내에 이런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팀)을 구성

하거나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단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에 의한 인사로 직원들의 전문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상

황이며, 비인기 부서로 인식되면서 우수 인력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사립대 C 산중교수 

인터뷰). 따라서 산학협력단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산학협력단에서의 근

속연수를 평가할 필요도 있으며, 산학협력단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교내에서 인

사 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 직원들이 예전의 순환보

직에서 한 분야에서 오래 머물며 전문가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인사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16)

2) 산학협력단과 LINC 사업단과의 연계성 강화 및 지원 실적

먼저,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 간의 관계에 대한 이슈이다. 산학협력단은 대학 전체의 산

학협력을 선도하고 활성화하는 기구인 반면, LINC사업단은 13개 사업분야에서 정부의 사업비

를 지원받아 기획･집행하는 것으로 LINC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의 체질 개선과 산학협력단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산학협력에 대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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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능을 산학협력단이 확실하게 보유하고, 정책을 LINC사업단이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효과적인 산학협력이 될 수 있으며, 양 조직 간의 연계성과 협력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사업 및 기능상의 연계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

단의 협력은 위원회, 워크숍, 세미나 등의 공동 참여 등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LINC사업 종합컨설팅 참여 위원 인터뷰 자료). 어떤 측면에서는 양 조직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학교의 특성에서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도 <표 9>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51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조직의 장을 겸직하고 있어 어느 한 유형으로 편중되지 

않고 있다.

<표 9> 2013년 LINC사업 대학의 사업단장 겸직여부

LINC사업단장 LINC사업단장과 산학협력단장 겸직 LINC사업단장과 보직겸직

31 14 6

자료 : 2013년 대학별 LINC사업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정리

둘째, LINC사업 우수사례의 학교 내 확산 사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양 조직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LINC사업단은 산학협력을 선도해볼 수 있는 일을 정부 사업비를 

통해 시험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단의 사업 중에 대학 전체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기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후에 산학협력단과 연계시켜 대학 전체

의 산학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킨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사립대 C 산중교수 인

터뷰 자료). 사실 국내 대학의 재정여건에서 자체적으로 교비를 통해 산학협력을 추진하기는 

힘들고, 실험적으로 시도하기도 힘든 상황이므로 LINC사업단의 정부예산을 통해 대학이 장기

적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자체적인 모형을 만들어가는 것은 LINC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을 바탕으로 LINC사업단의 선 사

업 추진 → 대학의 브랜드화 모델 창출 → 지속적인 자체 산학협력 사업 추진’의 선순환 사례를 

만들고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도 있다. 즉 LINC사업단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해 보고, 교수 

및 기업들의 호응이 좋고, 성과도 창출될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보내서 업적화 모델과 과정으로 

발전시키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수사례를 제출하게 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수들의 산학협력 활동을 업적화로 연결시

키는 것이기 때문에 LINC사업단에서 산학협력의 안정화와 지속화를 위한 사업 개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양 조직이 이러한 형태의 일을 통해 성과가 나온 사례가 있는가에 대한 

사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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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1) 창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과

창업교육센터의 운영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LINC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창업교육센터 내 평균직원이 8.5명이지만, 겸직교수, 참여교수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의 창업교

육센터는 현재 산중교수 1명, 행정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창업교육센터는 창업전문가보다는 창업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

력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커리큘럼을 잘 만들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취업의 필요성, 기업가 정신 등을 고취시켜 나가야 하지만, 현재에는 대부분 동아

리 운영 등 창업지원단이 하는 교과목을 공유하는 수준이다(LINC사업 종합컨설팅 참여 위원 

인터뷰 자료). 창업교육센터들은 새로운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

대하여 대학 내 학생, 교수, 인근 지역에 창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교육 

커리귤럼 개발이 센터의 주요 기능이다(최종인･김기영･송충한, 2013).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

육과정 개발은 취약한 실정이며, 센터는 창업동아리, 해외 창업 마케팅 등의 창업 활동에 집중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국립대 A 산중교수 인터뷰 자료). 교육과정을 개설하

는 것은 고난도의 작업인데, 현재의 인적구성으로는 이런 작업이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표 

10>에 나타난 것처럼 51개 대학의 창업교육센터에 창업교육 전문인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창

업교육센터는 창업전문가보다는 창업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커

리큘럼을 잘 만들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창업교육센터 인적구성으로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표 10> LINC대학 창업교육센터 평균 소속인원 수 및 전문인력 수

창업교육센터 평균 소속인원 수 창업교육 전문인력(교수 제외) 수

8.5 0명(51개 대학 전체)

자료 : 2013년 대학별 LINC사업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정리

센터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창업동아리, 해외 창업 마케팅 등의 행사에 

사용할 경우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곤란하므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즉,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

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의 연구원들이 체계적으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최종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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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송충한(2013)은 지역 내 산업체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창업교육에 참여토록 할 

경우 보다 실제적인 교육내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산업

체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창업교육에 참여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과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기업 수요에 따른 인턴십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장(기업)과의 중개업무

를 가장 효과적으로 중개하는 조직으로 산학협력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지역에 따라 인턴십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LINC사업단 간의 

다소 간의 충돌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립대 B LINC사업 부단장). 즉 기업 인턴십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타 지역에 

있는 대학 간의 인턴십 수요 교환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타 지역에 있는 대학 

간에 인턴십의 수요를 교환할 수 있으면, 대학 간의 협력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장실습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장실습에서의 타 지역 간의 교류 사례를 

평가기준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간 정보

에 대한 공유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3) 공동활용장비 운영 체계의 적정성 및 기업지원 실적 성과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으나, 구축된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순 관리 인력의 유무가 아니라 유능한 오퍼레이터의 존재가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예산 문제 등으로 오퍼레이터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실정이다(사립대 C 산중교수 인터

뷰 자료). 따라서 공동활용장비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오퍼레이터 확보를 점증적으로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구축된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오퍼레이터의 존재가 중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 문제 등으로 오퍼레이터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으로 이럴 

경우 장비에 투자된 국가 예산의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오퍼레이터의 존재는 기업에게 

대학 장비의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평가 요소로 포함할 수도 있다.

다만, 오퍼레이터를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학교 재정을 고려할 때 오퍼레이터 확보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국

립대 A 산중교수 인터뷰 자료). 또한 대학이 장비를 구축할 때 특성화 분야와 연결되는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가도 평가할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장비를 평가하기는 용이하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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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에 중복되는 장비가 많이 있다는 것은 국가 및 지방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장비를 구축할 경우 

지역 내에서의 중복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장비 

중복성 문제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차원에서도 해결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게 그런 

노력을 요구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LINC사업의 SYSTEM분야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성과창

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SYSTEM분야의 정성지표는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교원임용 및 평가제도, 대학조직개편, 산중교수 등), 산학협력

단 역량 강화(산학협력단 조직 강화,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과의 연계성),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공동활용 장비 운영)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에서는 대학 내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과도한 확산 방지, 학사제도 개편의 소프트웨어적 개선 사항 등을 평가, 산중교수들의 중개기능 

활성화 유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산학

협력 창구형 채널 강화 방안, 산학협력단 내에 선도 및 기획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팀) 구성 

및 강화 유도, 대학의 산학협력 자체 모델 개발 유도 등을 위한 지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에서는 창업교육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인력 확충, 타 지역에 

있는 대학 간의 인턴십 수요 교환, 공동활용장비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오퍼레이터 확보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개선방향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LINC사업이 2단계로 넘어가면서 1단계를 통해 구축된 체계를 바탕으로 산학협력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LINC사업의 정책적 목표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의 변화 등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사업의 평가지표에 대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선 대학의 현장에서는 사업평

가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평가지표의 개선은 사업 참여자의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것처럼 성과평가과

정에서 평가를 위한 평가, 쥐어짜기식 평가, 평가지표에 대한 다의적 해석, 환경변화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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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SYSTEM분야 정성지표 개선방향

지표명 기존 개선지표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원 임용 

및 평가제도 

개선과 실현 정도

▪산학협력 실적 반영요소

의 임용, 승진･승급 업

적평가 시 활용 실적 

▪산학협력 실적 반영요소의 임용, 승진･승급 업적평가 

시 활용 실적

 - 산학협력 실적을 통한 연봉 상승 혹은 승진･승급 우수 

사례로 평가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업

적평가 제도의 자연 및 

공학계열 이외로의 확

산 정도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자연 및 공학계

열 이외 경영학 및 예술계열 등으로의 확산 정도 

▪평가지표 없음 ▪교원업적평가표에서의 산학협력 평가 요소의 명확화 정도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조직 개편 

및 운영 정도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학사 제도 개편 및 운

영 성과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학사 제도 개편 및 운영 성과

 - 맞춤형학과, 계약학과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따라 

학사제도 개편성과를 측정

 -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프로그램 별로 학사제도 개편의 

필요성, 산업체 수요 반영, 개편 과정, 개편에 따른 교

수 채용 및 기존 교수 활용, 정원 조정, 학생 졸업 실적 

등을 종합적 사례로 제출하고 평가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 구축 및 

활용 성과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

무/역할/평가/지원제도 

및 운영 적정성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역할/평가/지원제도 및 운영 

적정성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중개역할 실적의 평가 반영 및 인

센티브 부여 정도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에서의 교비 지원비율 및 전

임화 비율

산학

협력단 

역량강화

산학협력단 조직 

강화 및 전문인력 

운영의 우수성

▪산학협력 관련 기관들의 

산학협력단내의 집적화 

정도

▪산학협력단내 정규직원, 

전문인력의 확보 및 지

원 정도 

▪산학협력 관련 기관들의 산학협력단내의 집적화 정도

 - 산학협력단 내에 산학협력 선도･기획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운영

▪산학협력단내 정규직원, 전문인력의 확보 및 지원 정도 

 - 직원들의 산학협력단에서의 근속연수 및 장기 근무자

에 대한 교내 인사 혜택 정도

산학협력단과 

LINC 사업단과의 

연계성 강화 및 

지원 실적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

단의 협력 및 지원 실적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의 협력 및 지원 실적

 - LINC사업단 사업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후 산학협력단

을 통해 학교 전체로 파급한 우수 사례 평가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창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과

▪창업교육센터장 및 전담

인력의 배치와 활용 성과

▪창업교육의 중장기적 프

로그램 보유 및 체계적 

운영의 성과

▪창업교육센터장 및 전담인력의 배치와 활용 성과 

 - 전담인력 이외에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

이 배치되었는지 여부

▪창업교육의 중장기적 프로그램 보유 및 체계적 운영 성과

 - 프로그램 개발 시 지역 내 경험 많은 창업가 또는 산업

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과

▪현장실습지원의 중장기

적 프로그램 보유 및 체

계적 운영의 성과

▪현장실습지원의 중장기적 프로그램 보유 및 체계적 운

영의 성과

 - 타 대학 간에 인턴십의 수요 교환 정도

공동활용장비 운영 

체계의 적정성 및 

기업지원 실적 

성과

▪공용장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관련 규정 

및 체계 구축 실적 

▪공용장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관련 규정 및 체

계 구축 실적 

 - 오퍼레이터 확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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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지표 등은 사업 참여자의 행위를 정책의도대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에 대한 저항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장의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기업과 대학이 상호 만족하거나 성과달성이 가능하도록 

평가지표의 수정방향을 설정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준으로 세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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