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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창출하는 지 /인 자원에 한 기업연계 
랫폼: 인문사회계열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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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및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을 주

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적 자원은 비단 교수들이 생산하는 논문에 국한되지 않으며, 학생들로부터 창출되는 창의

적인 아이디어, 독창적 문제인식 및 솔루션을 포괄하고 있다. 대학에서 창출되는 주요한 지적자원은 학술적인 지식인 ‘논
문’, 교육적 용도의 ‘강의자료’, 텀프로젝트, 공모전 등을 통해 창출되는 창의적 형태의 ‘아이디어’, 그리고 법적인 지적재

산권이 확보된 ‘특허’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지적 자원은 대부분 강의실 이외의 공간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

으며, 대학 내에서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자원을 기업에 유통시키고, 이를 통하여 대학의 인적자원이 기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플랫폼

을 제안한다. 즉, 대학의 지적자원을 실제로 이를 활용할 기업에게 시스템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재들의 정보를 기업에 함께 전달하여, 산학연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주요 사용자인 학생 및 교수, 그리고 기업의 실무담당자 총 

100명에 대한 사용자 요구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지적/인적자원에 대한 유통플랫폼 및 이에 대한 그래픽 사

용자 인터페이스 (Graphic User Interface) 프로토타입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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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생산해

내는 학문적 영역의 전문지식과 더불어,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학생들로부터 창출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문제인식 및 솔루션, 
독창적인 비즈니스모델 등 가치 있는 지적자원

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

부분 강의실 이외의 공간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 대학의 지적자원

에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인지도 있는 몇몇 교수의 지식에 의존하

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의 핵심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늘날, 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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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로 작용

할 수 있다. 실제로 21세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Facebook, Dell, Fedex와 같은 많은 회사

들이 대학교 수업시간의 텀프로젝트 결과로 제

출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거나,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다는 점

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적자원의 관

리 및 유통방안과 이를 창출한 인적자원을 기업

에 연계시키는 지적/인적자원 유통시스템의 플

랫폼을 제안한다. 특히, 구조적인 형태로 표현하

기 어려운 인문사회분야의 지적자원을 보다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주요한 지적

자원 창출자인 교수와 학생, 그리고 수요자인 기

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요구도를 조사하였

다. 우선, 인문사회계열의 3,4학년 대학생 40명과 

동계열의 교수 30명을 대상으로, 현재 창출하는 

지적 자원의 형태 및 분량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

고, 이를 기업에 시스템적으로 공유할 의사가 있

는지, 그리고 기대하는 보상의 형태 및 수준은 

어떠한 지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업태와 규모로 구성된 과장급 이상의 기업인 30
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대학의 지식 형태는 무

엇인지, 이를 실제로 기업의 업무에 활용할 의사

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제공 가능한 보상

의 형태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

어, 기업인들이 지적자원 탐색 시 중요하게 고려

하는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수요자 

측면에서 지적 자원 검색 효율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서 창출

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자원 및 이를 생산한 

인력이 기업에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의 플랫폼

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 (Graphic User Interface)에 대한 프로토타

입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다. 우선, 2장에서는 기존의 관련연구를 조사하

였다. 3장에서는 사용자 요구도 조사항목 및 분

석 결과를 제시하고, 4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지적/인적자원 유통플랫폼의 구성 요소 및 전

체적인 구조를 제안한다. 5장에서는 제안된 플랫

폼에 대한 사용자인터페이스의 프로토타입을 제

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

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향후 연구방향

을 기술한다.

II. 련연구 

기존의 지적자원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

구는 주로 기업의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s)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업

의 지식관리시스템은 직원이 업무 수행 시 축적

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출한 ‘경험지’와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여 생성된 지식인 ‘분석지’ 등을 

사내에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여, 지식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가치 있는 지식을 사내에 전파

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Kim, 2003; Laudon and 
Laudon, 2011; Nonaka, 1991). 이러한 회사의 지

식관리시스템은, 지식의 창출자 및 활용자가 모

두 사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외부로 유통시

킬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의 사용자는 대

부분 대학 내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대학에서 창

출하는 지식의 형태도 회사와는 상이하기 때문

에, 이를 반영한 차별화 된 연구가 요구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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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지식자원 관리방

안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

고 있다. 국외의 경우, 대학에서 창출된 지적자

원을 기업에 이전시키려는 기존 연구들이 있으

나 (Pavitt, 1991; Rosenberg & Nelson, 1994; 
Salter & Martin, 2001, Schartinger et al., 2001),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의 지적자원을 ‘기술이전 

기구’를 통하여 기업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안

하고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지적자원을 유통하

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상이하다. 그 외, 
Xueyuan(2010)은 대학의 교수 및 강사들을 위한 

지식관리 시스템의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Maher
와 Kourik (2008)도 대학 교수들의 경험을 기반

으로 한 비구조적인 경험지를 다른 대학들로 전

파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하
지만, 위의 연구들은 대학의 인력들 간의 지식 

공유방안을 제안하고 있어서, 대학 외부로의 지

적자원 유통을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 
국내연구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기존연구

는 더욱 제한적이어서, 학술자료를 검색하는 

‘NDSL’에 ‘대학’, ‘지식관리’또는 ‘지식경영’의 

키워드로 학술자료를 검색했을 때, 일치하는 연

구는 2~3 편에 한정되었다. Choe 는 2004 년 대학

의 인적. 지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원활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 지식관리시스템의 개발방법

과 설계를 연구하였다(Choe, 2004). 이 연구는 교

수가 생산하는 지식 및 교수 인력정보 공유에 중

점을 두고 수행된 연구로, 교수만이 아닌 학생이 

창출하는 창의적인 지적자원을 기업에 유통시키

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 인력을 기업과 연결시키

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다. 그 

외에도, 2003 년 Kim 이 수행한 지식포털기반 대

학지식경영시스템구축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Kim, 2003). 이 연구는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 

교수, 직원을 중심으로 한 지식그룹을 커뮤니티

로 통합하여 지식 창출, 이전, 공유할 수 있는 대

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식 포털기반의 대학 지

식경영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도 대학 내의 지식 창출 및 공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학의 지적자원을 기업으로 전파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본 연구를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에 국한하

지 않고 좀 더 광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반

적인 지적자원을 기업에 기술이전 하는 연구들

을 관련연구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지적재산

권이 확보된 특허의 기술이전에 대한 기존 연구

가 정부와 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주로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Lee (2008)는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Lee, 2008), 
Lee (2002)도 공공연구개발성과 상용화의 주요

요인 및 구조를 분석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

다 (Lee, 2002). 그러나, 시스템적 관점에서 특허

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통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일부 연구들이 특

허의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검색효율성 

개선방안 및 추천방안을 제안하였다. Kwon외 5
인 (2006)및 Chae외 2인(2013)은 논문이나 특허 

등의 문서들의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중요한 특허를 추천하고, 유통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문서 간의 연관성 

지표인 공통 피인용 횟수와 중요도 지표인 HITS
를 결합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미국 등록 특허 

400만 건에 대한 실증적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

다 (Kwon et al, 2006; Chae et al, 2013). 그 외, 
Baik 외 2인(2009)은 특허 정보 검색 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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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로 검색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대체어

를 활용하여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

구가 있다 (Baik et al. 2009). 

III. 사용자 요구도 조사 

대학의 지적/인적자원 유통시스템은 사용자의 

지식 공유의사 및 기업의 지적자원 활용의사가 

시스템 성패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대학의 지적자원 제공자인 교수와 

학생, 그리고 창출된 지식을 활용하게 될 기업의 

실무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본 시스

템의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요구도를 조사하

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3년 11월부터~2014년 4월

까지 인문사회계열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30명 

및 동계열의 3,4학년 대학생 40명, 그리고 다양

한 업태와 규모로 구성된 과장급 이상의 기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형태의 지

적자원을 창출한다. 첫째,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주로 창출하는 학술적인 지식인 ‘논문’이 있으

며, 둘째, 교육적 목적으로 교수에 의해 생산되

는 ‘강의자료’를 생각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텀프로젝트, 공모전 등을 통해 창출하는 창의적

인 지적자원인 ‘아이디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인 지적재산권

이 확보된 ‘특허’가 있다. 본 절은 이러한 지적자

원을 생산자인 교수 또는 학생이 잠재적 수요자

인 기업에 이를 공유할 의사가 있는지, 수요자는 

어떠한 형태의 지적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또한 

상호 호혜적인 보상의 형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학의 인적자원을 기업에 연계하는 

것이 타당한 지 등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수

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대학의 주요한 지적자원 생산자인 대학

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지적자원을 기업에 제공

할 의사가 있는지, 기대하는 보상의 형태 및 정

도는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구성

하였다. 특히, 본 설문에서는 대학생들이 취업기

회 획득이나 인턴쉽 참여 등을 위하여, 자신이 

생산한 지적자원을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할 의

사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자신의 인적정보

를 기업에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지
적자원과 인적정보를 연계한 유통 가능성을 파

악하였다. 그 외에도, 지적자원에 대한 기업의 

정량평가에 대한 수용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본 설문을 수행한 결과, 전체 응답학생의 88%

가 자신이 생산한 지적자원을 기업에 공개할 의

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 보상’을 기대한다는 대학생들이 전체 응

답자의 40%, 비금전적 보상을 희망하는 학생이 

52%, 보상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8%로 도출

되어,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지적자원

을 금전적 보상 없이도 기업에 제공할 의사가 있

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비금전적 보상

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대학생들 중 약 40%가 자

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단기 프로

젝트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8%가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20%가 ‘정식 취

업 인터뷰 기회’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직접적

인 취업기회를 얻기보다는 현장학습 경험을 희

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1]은 대학생

들이 기대하는 지적자원 제공에 따른 보상형태

에 대한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지적자원에 관심 있는 기업에 개인

정보(이메일, 핸드폰 번호 등)를 공개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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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로 매우 높게 나타나

서,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 외, 지식에 대한 기업의 평가가 수

행된다고 해도, 지식의 등록의사에 변화가 없다

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

인 96%에 달하여, 지식의 정량평가에 대한 거부

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1] Types of compensation that 
university students want to be received

  
대학의 전문지식을 생산하는 교수들의 경우, 

지식 창출목적, 기업에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

지 및 기대하는 보상의 형태가 대학생들과는 상

이하기 때문에, 문항을 일부 차별화하였다. 교수

들의 경우, 자신의 지적자원을 기업에 공개하겠

다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대학생에 비해서 낮

게 도출되었으며, 기대하는 보상의 형태로는 대

다수인 83%가 금전적 보상을 희망한다고 응답

하였다.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약 82%의 응

답자가 공개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학생이 창출한 양질의 지적자원을 기업에 추천

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91%가 추

천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수들이 자

신의 지적자원을 기업에 공개하겠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학생들의 지적자원 추천에 더

욱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학의 지적자원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자인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설문은 기업이 대학의 지적자원을 활용할 의

사가 있는지, 특별히 선호하는 지적자원의 형태

는 무엇이며, 지적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 제공의

사 및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연계된 인

적자원 활용의사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우선, 대학에서 생산하는 네 가지 형태의 지적

자원(논문, 강의/발표 자료, 특허, 아이디어)에 대

한 관심정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

과, [Figur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인들은 

대학에서 창출하는‘아이디어’형태의 지적자원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설문결과, 기업인들은 학생이 생산한 지적자원

보다는 교수가 생산한 지적자원에 전체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으나, 학생과 교수가 생

산한 ‘아이디어’형태의 지적자원에 대한 관심도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ure 2] The level of interest for 
intellectual resources in university

(1: very low ~ 5: 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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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willingness to use the intellectual resources in university according to a 
creator’s position

그러나, ‘대학의 지적자원을 기업업무에 활용

하겠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Figur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인의 79%가 교수의 지적

자원을 업무에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

면, 대학생의 지적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46%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는 대학생의 지적자원에 대한 기업인의 신뢰도

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기업인들이 희망하는 지적 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의 형태를 조사하였다. 기업인

들에게 금전적 보상, 취업인터뷰 기회제공, 인턴

쉽 기회제공, 단기 프로젝트 참여, 기타 자유기

재 등으로 구성된 보상의 형태들 중에서, 대학생

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을 복수 선택하도

록 한 결과, 기업인들의 37%가 대학생들에게‘취
업인터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겠다’가 

33%, 그리고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라는 응답

이 30%로 뒤를 이어서, 금전적 형태 이외의 보상

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앞서 조사한 학생이 기대하는 보상의 

형태와 부합되는 결과로, 학생과 기업 모두 ‘취

업 인터뷰’나 ‘인턴쉽 프로그램’참여를 ‘금전적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한 보상형태로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교수에 대해서

는 ‘금전적 보상’을 가장 주요한 형태의 보상으

로 인식하였으며, 그 외 ‘지적자원과 관련한 특

강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Figure 
4]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4] The types of compensation the 
corporates are willing to pay to university members

또한, 양질의 지적자원을 창출한 교수/학생의 

인적자원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인들

도 전체 응답자의 약 66%를 차지하여, 과반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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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기업인이 지적자원과 더불어 이를 창출한 

인적정보를 제공받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지적자원 유통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인 

정보 검색에 대한 사용자 요구도을 파악하기 위

하여, 기업인들이 지적자원 검색 시 중요하게 고

려하는 요소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Figure 5]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인들은 ‘지식형태의 

일치도’, ‘지식분야의 일치도’, ‘과거 사용자 평

점’ 등을 정보검색 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반면, ‘지식의 최신성’이나 ‘지식 창출자의 직위’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

었다. 또한, ‘대학의 지식이 어떠한 형태로 분류

되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

자의 53%가 직무형태에 따른 분류, 27%는 산업

체 기능적 업무분류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학술연구분야 분류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학술연구

분야에 기반한 대학의 지식 분류가 기업인의 지

식 탐색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5] The factors that businessman considers 
importantly for searching the intellectual resources

(1: very low ~ 5: very high)

본 설문조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적자원을 활용하고

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논문이나 교육용 강의자

료 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특허에 대한 수

요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취업인

터뷰 기회’ 또는 ‘인턴쉽 참여’등은 대학생들에

게, 금전적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한 보상

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보상 형태가 보다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현
재 대학의 ‘학술연구분야’ 중심의 지식분류가 기

업의 정보검색에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
식 유통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직
무분야 중심’의 지식분류 등 수요자의 검색 편의

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지적자원과 연계된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 학생 및 

기업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향후 

지적자원을 통한 인력유통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자원의 생산자가 기업

의 정량 평가에 대해 높은 수용도를 보여, 지적

자원에 대한 수요자의 피드백(feedback)이 원활

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학의 지 /인 자원에 한 기업

연계 랫폼  

본 절에서는 대학의 지적/인적자원의 기업연

계 플랫폼에 대한 구성요소 및 시스템 아키텍춰

를 설명한다. 지적자원유통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지식을 저장. 관리하는 지식베이스에 

대한 스키마, 저장된 지식에 접근하는데 활용되

는 지식 맵, 조직 내외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정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사용자에 대한 그

래픽 인터페이스(GUI)등이 포함된다. 본 절에서

는, 대학 지적자원 유통시스템을 위한 지식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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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형태 및 지식맵의 구조를 제안하고, 전체적

인 시스템 구조 를 소개한다. 
우선, 지식스키마는 대학에서 생산하는 다양

한 지적자원의 분야 및 형태, 생산자의 직위, 지
적/인적정보 공개 희망여부, 희망하는 보상의 형

태 등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속성들로 

구성된다. 

- 지식 스키마의 기본속성

- 지식 ID: 등록된 지적자원에 대한 고유번호

- 등록일: 지적자원이 등록된 날짜

- 지식유형: 교육자료, 논문, 특허, 아이디어 

- 지식분야: 인문사회계열의 학술분류표

- 활용분야: 지식이 활용될 수 있는 직무분야

에 따른 분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 활용.
- 요약설명: 지적자원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정보

- 상세설명: 생산된 지적자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기술된 세부정보

- 키워드: 지적자원에 대한 5개 이하의 핵심용어. 
- 지적정보 공개 여부: 등록된 지식을 검색한

기업에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희망 보상의 형태: 금전적 보상 또는 비금전

적 보상 중 선택. 금전적 보상은 액수, 비금

전적 보상은 취업관련, 현장실습, 멘토링 등 

선택. 
- 파생정보: 지식에 대한 기업의 접근기록,
구매기록, 사용자 평점 과 같은 지적자원 유

통에 따른 파생정보.

등록된 지식은 지식베이스에 저장되며, 저장

된 지식은 기업이 즉시 접근할 수 있다. 즉, 지식 

심사자가 지식의 질(quality)를 검사(screening)하
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지식을 선(先) 유

통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평가결과 및 활용도를 

반영하여 지식의 정렬 및 검색순위가 조정되도

록 하는 후(後) 여과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실질

적으로 소수의 지식심사자가 지식의 질을 평가

하기 어렵고,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질 평가의 

절대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다. 지식이 유통되면, 위의 지식스키마의 기본

속성 외에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기록 및 조회 

수, 사용자가 부여한 평점 등이 추가적으로 생

성된다.
지식 맵(map)은 지식의 내용 및 유형을 쉽게 

파악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지식 분류체계

로, 대학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을 분

류하기 위해서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이 주로 생산하는 지식에는  ‘교육자료’, ‘논
문’, ‘특허’, ‘아이디어’가 존재하는데, 이중, ‘교육

자료’와 ‘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분류

표로 지식분야의 분류가 가능하다. ‘특허’의 경우, 
통상적으로 국제특허분류코드인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코드로 분류되지만, 이는 기

술분야에 따른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어 사용자 

측면의 활용성을 파악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3 절의 사용자의 검색 요구도를 반영하

여 특허가 활용될 수 있는 직무분야 중심으로의 

분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한
국표준직업분류표’를 활용할 수 있다.  ‘아이디

어’역시 직무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렇게 상이한 지적자원을 특정한 하

나의 분류체계로 한정하여 지식을 매핑(mapping)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가 하나의 정형화된 체계로 분류하기 어렵

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키워드 맵(map)'
을 활용하여 분류를 수행하도록 제안한다. 키워

드 맵은 여러 키워드들 간의 동시출연빈도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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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이들 간의 연관성 정도를 가중치로 표현

하는 그래프의 일종으로 (Borner et al., 2003; 
Courtial et al., 1989), 키워드 기반 검색 시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A가 

자신이 생성한 지식에 ‘매칭시스템 (matchmaking 
system)’과 ‘온라인 데이트(online date)’라는 키워

드를 동시에 붙였다면, 두 단어사이의 연결강도

는 1만큼 상승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식 DB안
에 새로운 지식이 추가될 때마다, 키워드 맵이 

업데이트되도록 하여 [Figure 6]과 같은 형태의 

지도를 완성한다. 이후, 사용자가 검색할 키워드

를 입력하면, ‘키워드 맵’에서 검색어와 정확한 

일치하는 지식과 더불어, 연결 강도가 높은 연관

키워드가 태그(tag)된 지식들이 함께 추출된다. 
예를 들어, [Figure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사
용자가 ‘매칭시스템(matchmaking system)’ 이라

는 키워드로 검색을 수행하면, 이와 정확히 일치

하는 지식과 더불어, 동시 출연빈도가 높은 ‘온
라인 데이트(online date)’및 ‘매칭기준(matching 
criterion) ' 등의 연관 키워드가 함께 검색되는 것

이다. 

[Figure 6] The keywords map based on 
the number of co-appearance

지적자원 검색에는, 이와 더불어, [Figure 7]과 

같이 각 지적자원의 형태, 분야, 키워드, 등록일, 
그리고 유통에 따른 파생정보인 조회 수, 판매지

수, 평점이 활용된다. 

[Figure 7] The factors used for searching 
the intellectual resources

 
마지막으로, 지적자원 유통 플랫폼에 대한 전

체적인 구조는 [Figure 8]과 같이 구성된다. 지식 

생산자의 인적자원 정보는 기존의 대학 인사정

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하고, 지적자원 정보는 

업적관리시스템과 연동된다. 업적관리 시스템에 

미등록 된 지식을 사용자가 추가 시에는 지적자

원 DB 에 직접 저장된다. 등록된 지식은 바로 기

업에 유통되며, 유통된 지식들에 대해서는 기업

의 접근기록, 구매기록, 사용자 평점 등과 같은 

파생정보가 생성되고, 지식 생산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기관은 대학의 산학협력 담당자의 

가입 승인을 거쳐 접근권한을 부여 받는다. 가입

승인 된 기업은 대학의 공개된 모든 지적자원의 

요약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상세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금전

적 보상’은 사전보상, ‘비금전적 보상’은 사후보

상으로 수행한다. 이때,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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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적 보상’의 경우, 기업이 실제로 보상을 

이행하였는지를 지식제공자가 평가하도록 하여 

추적 관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추후 

시스템 접근을 제한한다. 그 외, 기업은 원하는 

지식을 검색하고, 지식활용도를 평가하며, 지식 

창출자의 인물정보를 요청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Figure 8] The architecture of the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distribution systems

V. 로토타입 제안 

본 절에서는 대학의 지적/인적자원의 기업연

계 플랫폼에 대한 주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

스 프로토타입(GUI Prototype)을 소개한다. 우선 

지식 제공자가 로그인을 요청하면, 대학의 인적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신원확인을 수행한다. 
로그인 후, 지식 제공자는 [Figure 9]와 같이 시스

템에 지적자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때, 지식

이 기업에 유통되었을 때 희망하는 보상의 형태 

및 수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인적정보를 기업에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기입한다. 입력된 지식은 

기업에 유통되며, 이에 대한 기업의 활용 현황을 

지식제공자가 [Figure 10]과 같이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각 지적자원 별로, 이에 접근한 기업들

에 대한 세부정보를 [Figure 11]과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 제공자와 활용자간에 상호 

정보 투명성을 지원한다. 이때, 사후적으로 제공

하는 비금전적 보상을 수행하기로 한 기업이 실

제로 해당 보상을 이행하였는지, 지식 제공자가 

피드백(feedback)하도록 하여, 사후적 형태의 보

상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Figure 9] The GUI for the knowledge creators to 
upload their intellectual resources

[Figure 10] The GUI for the knowledge creators 
to check the use state of their intellectu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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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GUI for the company to search
the intellectual resources in a university’s database

[Figure 14] The GUI for the company to check the 
knowledge creator’s information

[Figure 13] The GUI for the company to require 
detail information about the intellectual resources

[Figure 11] The GUI for the knowledge creators 
to check the corporate’s log records

기업은 가입승인 후, 시스템의 지적자원을 

[Figure 12]과 같이 검색할 수 있다. 지식 검색에

는  지식의 형태, 분야, 키워드, 지식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이 활용되며, 키워드 검색 시에는 4 절에

서 소개한 ‘키워드 맵’에서 검색 키워드와의 연

관성이 높은 다른 키워드가 함께 검색될 수 있

다. 검색된 결과에서 상세정보를 희망할 경우, 
[Figure 12]의 ‘상세정보’ 버튼을 통해 보다 세부

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Figure 13]과 같

이 이에 따른 보상의 이행 및 정보 제공자에 대

한 인물정보 확인, 그리고 구입한 지적자원에 대

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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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지적자원 검색 후, 이를 창출한 학생 

및 교수의 인물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정

보제공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만 공개되며, 
대학의 인사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신원이 확인

된 정확한 정보가 기업에 제공된다. 기업의 모든 

접근기록은 관리되며, 인물정보 제공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Ⅵ. 결론  향후 연구방안

본 연구는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적자원을 유

통하고, 이를 창출한 인적자원을 기업에 연계시

키는 지적/인적자원 유통시스템의 플랫폼을 제

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본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요구도를 정보제공자 및 수용자 측면에

서 수행하여, 지적자원 및 인적자원에 대한 유통

타당성과 적절한 보상형태, 그리고 효율적인 지

적자원의 검색방법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

으로 대학의 지적/인적자원의 기업연계 플랫폼

을 구성하는 지식 스키마의 형태 및 지식 맵, 조
직 내외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정보를 연결하

는 인터페이스와 사용자그래픽 인터페이스(GUI)
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
째,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이 대학 내부에서 머

물지 않고,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사회의 필요한 

분야에 유통되어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지적자원을 

이를 창출한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유통함으로

써, 대학 내부의 인력들이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지적자원 제공에 따른 보상의 형태를 다변화하

였다는 점도 본 플랫폼의 의의로 생각할 수 있

다. 이를 통하여 금전적 보상 이외에 현장실습 

기회, 취업 인터뷰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보상

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인적자원 유통시스템이 

실질적인 가치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학력이

나 스펙(specification)중심으로 인력을 평가하지 

않고, 양질의 지적자원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인

재를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 및 문화의 정착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대학이 별도

의 지적자원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보다는, 
여러 대학과 기업들이 단일 유통플랫폼을 공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공유 플랫폼을 공

신력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대학 및 

기업들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역할을 수행

할 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뿐만 아니라, 본 플랫폼에서 개인의 인적 정

보를 유통할 때에는, 2차적인 정보 유출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안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기업 

연계를 위해서 불가피하지만, 이렇게 일차적으

로 유통된 개인정보가 기업에 보관되다가, 추후 

2차적인 정보유출로 이어질 경우, 급격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적으로 개인의 인적정보를 ‘저장’, ‘인쇄’하거

나 ‘캡쳐(capture)’하여 배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능적. 제도적인 보안성 강화가 반드시 요

구된다. 
향후, 이러한 연구를 발전시켜, 지식 유통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적자원의 추천방안, 
지식의 품질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

법, 보상 방식에 대한 지식 생산자와 수요자간 

상호 호혜성 평가 등을 비롯한 다양한 파생연구

들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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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distribution system for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1)

Yoon-Joo Park*

One of the main purposes of universities is to create new intellectual resources that will 
increase social values. These intellectual resources include academic research papers, lecture 
notes, patents, and creative ideas produced by both professors and students. However, intellectual 
resources in universities are often not distributed to the actual users or companies; and moreover, 
they are not even systematically being managed inside of the universities. Therefore, it is almost 
impossible for companies to access the knowledge creat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professors 
to utilize them. Thus, the current level of knowledge sharing between universities and industries 
are very low. 

This causes a great extravagant with high-quality intellectual and human resources, and it 
leads to quite an amount of social loss in the moder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the creative 
ideas are the key growth powers for many industries. Many of the globally leading companies 
such as Fedex, Dell, and Facebook have established their business models based on the innovative 
ideas created by university students in undergraduate courses. This indicates that the 
unconventional ideas from young generations can create new growth power for companies and 
immensely increase social valu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of a new platform for intellectual properties distribution with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The suggested platform distributes intellectual resources of 
universities to industries. This platform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it distributes not only 
the intellectual resources, but also the human resources associated with the knowledge. Second, 
it diversifies the types of compensation for utilizing the intellectual properties, which are 
beneficial for both the university students and companies. For example, it exten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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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32 Geongneung-ro, Nowon-gu, Seoul, Korea
  Tel: +82-2-970-6438, Fax: +82-2-973-1349, E-mail: yjpark@seoultech.ac.kr



박 윤 주

148  Bibliographic info: J Intell Inform Syst 2014 September: 20(3): 133~149

conventional monetary rewards to non-monetary rewards such as influencing on the participating 
internship programs or job interviews. Third, it suggests of a new knowledge map ba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key words, so that the various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ies can be 
searched efficiently. 

In order to design the system platform, we surveyed 120 potential users to obtain the 
system requirements. First, 50 university students and 30 professor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epartments were surveyed. We sent queries on what types of intellectual resources they 
produce per year, how many intellectual resources they produce, if they are willing to distribute 
their intellectual properties to the industries, and what types of compensations they expect in 
returns. Secondly, 40 entrepreneurs were surveyed, who are potential consum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ies of universities. We sent queries on what types of intellectual resources they want, what 
types of compensations they are willing to provide in returns, and what are the main factors they 
considered to be important when searching for the intellectual properties.      

The implication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First, entrepreneurs are willing to utilize 
intellectual properties created by both professors and students. They are more interested in 
creative ideas in universities rather than the academic papers or educational class materials. 
Second, non-monetary rewards, such as participating internship program or job interview, can be 
the appropriate types of compensations to replace monetary reward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majority of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willing to provide their intellectual properties 
without any monetary rewards to earn the industrial networks with companies. Also, the 
entrepreneurs were willing to provide non-monetary compensation and hoped to have networks 
with university students for recruiting. Thus, the non-monetary rewards are mutually beneficial 
for both sides. Thirdly, classifying intellectual resources of universities based on the academic 
areas are inappropriate for efficient searching. Also, the various types of intellectual resources 
cannot be categorized into one standard. 

This paper suggests of a new platform for the distribution of intellectual materials and 
human resources, with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based on these survey results. The 
suggested platform contains the four major components such as knowledge schema, knowledge 
map, system interface, and GUI (Graphic User Interface), and it presents the overall system 
architecture.

Key Words : intellectual resources, university,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knowledge distribution 
systems, human resources

Received: June 18, 2014   Revised: July 26, 2014   Accepted: August 3, 2014



대학에서 창출하는 지적/인적자원에 대한 기업연계 플랫폼: 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149

 자 소 개

박윤주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서 학부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6년 한국과학기술원
에서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후, New York University의 Stern Business School
에서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삼성생명 정보기획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글로벌경영학과에서 조교
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질병 예측, 추천시스템, 그
리고 온라인 매칭시스템 등이며, 기존 연구는 IEEE Transaction of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등의 논문
지에 게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