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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융·복합 영향요인 연구

여석호
영산대학교 창조문화대학

A study on converged influence factors with regard to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to support enterprises proceeding with 

LINC project

Seok-Ho Yeo
Dept. college of creative & culture industries of Youngsan University

요  약  LINC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업의 만족도와 효과성 인식에 관한 유
의성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설문 방법을 활용 하였으며 설문 변수를 가설에 따라 연구모
형을 정리한 다음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
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기업과 대학의 행정체계가 우수할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로 기업지원 프로그램
에 대한 참여도와 대학의 행정체계는 만족도와 효과성에 융복합 영향요인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
서는 효과성 측정을 설문에만 의존하였는데 이후에는 참여기업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보다 발전된 연구가 계속 되
기를 바란다.

주제어 : 기업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효과성, 참여도, 행정체계

Abstract  in order to measure business performance against the programs supporting enterprises proceeding with 
LINC project, we have evaluated and checked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supporting programs to the 
extent that how well people recognize its significance and the related influence factors. For doing this, we have 
utilized questionnaire method and analyzed the research models and hypothesis in accordance with the variables 
and then verified the hypothesis. Based on the analysis, the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supporting 
programs was significant, resulting that the better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colleges and the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s, the highe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is study,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 supporting program and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colleges are the 
key converged influence factors to its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However, so far, we have only focused on 
the questionnaire measuring the effectiveness. From next time on, we insist that we have to continually conduct 
more precise research which analyzes revenues of the participating enterprises.

Key Words : The business-supporting program, Satisfactio, Effectiveness, Participation, Administ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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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는 산학 력의 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부터 

학이 심이 되어 다양한 산학 력 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한 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하

여 학에 산학 력단이 출범되어 학과 산업체간 산학

력이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정부 교육정책과 취업

률 제고를 해 산학 력 선도모델 창출과 확산을 목표

로 하여, 2012년부터 산학 력선도 학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을 시작한 

이래 재는 국 57개 4년제 학과 30개 문 학이 산

학 력선도 학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

는 많은 성과[1]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4년째 진행 인 재, 산학 력에 

한 산업체의 자발 인 참여가 상보다 조[2]하다. 이

는 LINC 사업  기업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지

원 로그램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의문 을 가질 수 있

다.

양 희(2015)는 근원 인 문제 들에 한 비  고

찰[3]에서 공개 으로 제공되는 무료 학습에 “왜 강좌를 

수료하지 못했는가?”에 해 강의 상에 맞는 맞품형 

강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산학 력선도 학 육성사업(LINC) 4가지의 꼭

지(VISION/ SYSTEM / COMPONENT/ LINK)  산

업체와 직 으로 연계활동을 하는 LINK분야의 기업

지원 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산업체를 상으로 

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각각의 만족도 분석의 평가 

모형(Evaluation Model)을 제시함으로서 산학 력선도

학 육성사업  기업지원 로그램을 심으로 만족도

와 효과성에 한 기업의 인식을 측정해보고자 하고 이

를 통하여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융·복합 인 향

요인에 한 실증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하여 LINC사업에 참여한 산업체  산학

력 활동 실 이 있는 기업들에 하여 LINK 분야의 

기업지원 로그램 항목인 가족회사 정, 산학 력 의

체, 산학공동 기술개발, 애로기술(경 )지원, 재직자교육, 

패키지지원, 공용장비 활용의 질 (質的)분석과 양 (量

的)분석과 더불어 각 각의 로그램에 한 만족 정도의 

측정으로 기업지원 로그램이 산학 력 기업지원 만족

도와 효과성에 복수의 요인에 의한 융·복합 으로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  연구와 경험  연구를 병행하 다. 

조직 효과성과 정책 효과성에 하여 이론을 논하고 

LINC사업 기업지원 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한 이

론  근거와 용 방법을 연구 하 다. 먼 , 이론  틀을 

구성하기 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 다. 조직 효과성과 

정책 효과성에 한 이론 서 과 연구기 의 보고서. 

문 학술지를 참고 하 다. 이후, 설문지를 사용한 실증 연

구 즉, 경험  연구를 하여 기업지원 로그램에 참여

한 기업에 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 다.

2. 이론적 배경

2003년에 개정된 산학 력 진에 한 법률의 개념규

정은 산학 력의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산학 력의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의미가 있다. 산학 력이 활성화된 선진국도 그 목 에 

있어서는 체로 사회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한, 각 

학마다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산학 력의 다양성이 증가

하면서 산학 력의 유형은 계속 진화해가고 있다. 따라

서 산학 력 개념도 당분간 유동 인 상태가 지속되며 

창조  확 가 이어질 것으로 단된다[4]. 그러나 최근

에 개정된 법령에는 산업교육기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정부출연연구소와 상호 력을 통해 행하는 인

력양성, 연구개발, 기술이   산업자문 등의 활동을 모

두 “산학 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엄 한 의미에서 산

학 력은 산업체와 학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력을 의미한다. 이는 “ 의의 산학 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은 학 등 학교의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력 연구, 용역 연구, 산업체 자문, 기술 이 , 

창업 지원, 학원생의 로젝트 참여  련 업체 채용 

등 행 와 련되는 주체들에 해 반드시 학교와 산업

체만의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리고 공공연구기  등이 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

용  력의 행태를 “산학 력”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 이는 “ 의의 산학 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지

근, 2008)[5].

20세기 말부터 세계 경제가 제조업 심에서 지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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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산업 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여 학에 축 된 지식과 

기술의 산업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여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

도 지원, 융합R&D 지원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

출하 다”(곽동기 외,2015)[6].

산학 력을 통하여 학의 입장에서는 귀 한 연구자

이 조달[7] 될 수 있고, 학 연구 성과가 상업 으로 

응용될 수 있으며, 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 가 도래 하 다. 

학 구조조정으로 생기는 잉여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산학 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

과 공정 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방안을 획득할 

수 있고, 미래의 시장 창출을 도울 수 있는 획기 인 원

천기술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한국

연구재단,2010 학산학 력백서)

LINC사업에 있어서 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만족

도와 효과성 측정은 매우 요 하다. 이창원(2005)은 조

직효과성에 한 근 방법[8]은 크게 통  근방법

과  근방법으로 나  수 있는데, 통  근방

법은 주로 조직 활동의 특정 측면을 기 으로 조직효과

성을 단하는 것이고,  근방법은 복수의 효과

성 지표를 기 으로 조직효과성에 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책사업의 비 이 높으므로 

정책 효과성으로의 근도 필요하다. 정책 효과성은 정

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하므로 LINC사업의 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정책목표인 기업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를 통하여 고용 확  즉, 취업률 

제고가 목표이므로 조직효과성의 지표와 정책효과성의 

정책목표인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에 한 지표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경원·김희선(1998)은 Campbell (1977) 재인용하여 

조직효과성의 측정기  30가지를 제시 하 다  본 연구

에서는 박경원 외(1998) 30가지의 지표[9]  직무만족도

와 이해 계자 집단에 한평가 항목  산학 력 기업지

원 로그램의 목표가 될 수 있는 항목인 기업 만족도와 

참가자 평가가 효과성과의 유의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연구개발 정책 효과성은 산출(output) 다음 단계에 발

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outcome), 효과

(effect), 향(impact), (spill over) 등의 다양한 용어

로 사용되고 있다. 효과성의 차원은 산출과 효과간 계

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이 상 으로 

결정되고 있다. 황용수 외(2004)는 산출과 향을 분리하

고, 향의 범  내에서 과학기술, 경제 , 사회 , 정책 

역별로 효과성 차원을 규정[10]하고 있다.

LINC사업에 한 선행연구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학 산학 력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 문형

진 (2015)[11]외에 LINC 사업성과에 한 연구는 없어 

보이고 더구나 LNC 사업  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직 인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본 사업의 사업기

간이 5년간 단기 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 게 기업지원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선행연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필요 한 것은 본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LINC사업은 참

여 학이 장실습과 맞춤형 취업교육..지역산업과 맞춤

형 로그램 운 ..등을 통해 취업 미스매치 해소와 지역

산업 성장 견인에 크게 이바지”[12]하고 있다. “앞으로 차

세  LINC(post-LINC)사업 기획을 본격 으로 추진해 

기술 신과 비이공계 분야 산학 력 확 , 로벌 산학

력 등 고도화하고 다양한 산학 력 모델이 지속 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상돈 교육부 산학 력정

책과장 2015.12.8. 자신문) 이에 따라 LINC 사업이 끝

나는 2017.2월에 이어서 바로 post LINC가 계속될 것으

로 상[13]되므로 기업지원 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로그램별 산지원 정도나 우선순 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밭 학교(2014)의 산학 력 기업지원 로그램 만

족도 조사[14]에서 로그램 참여 횟수(양 ,量的)와 

로그램을 제공한 학의 수행성과 행정체계 우수성(질

,質的 )과 유의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이상

천 외(2015) 가족회사의 산학 력 로그램 만족도 평가

를 통한 성과 지향  융·복합 산학 력지원 로그램 모

형 연구에서 ‘산학 력 로그램의 수요자인 참여기업의 

참여도와 만족도간에는 높은 상 계가 존재하기 때문

에 참여기업들은 상 으로 만족도가 높은 산학 력 

로그램을 선정 한다’라고 참여도(참여 횟수)와 만족도가 

유의성이 있음을 연구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제인 

기업지원 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요인인 만족도를 알아

보기 하여 로그램 양  우수성과 질  우수성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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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와 유의성 여부를 측정하고 앞서 효과성 측정기 에 

의하여 로그램에 한 기업 만족도와 후속 로젝트 

참여와 기업지원 로그램 효과성의 유의성을 살펴보고

자 하는데 이론  배경으로 들 수 있겠다. 

3. LINC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LINC사업  한 분야인 기업지원 로그램은 소기

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기업을 육성하기 한 다

양한 정책  노력을 말하는데 이는 기업에 비하여 

소기업이 상 으로 자 력과 기술력 등 경쟁력에서 차

이로 인하여 경제 양극화 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

복하기 한 정책의 수단을 기업지원 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 소기업지원정책을 기능별로 분류 하면 1) 자 , 2) 

창업 지원, 3) 기술 지원, 4) 업  마  지원, 5) 생산

성 향상  구조조정, 6) 정보화 사업, 7) 인력 지원, 8) 외

부연계  기업 간 력 분야로 나 수 있다” 이병헌

(2006)[15].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기업 지원에 한 상 법 즉, 

소기업지원법,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등으로 법  근

거가 명확하나 “ 소기업 지원 로그램의 기획  실행, 

목표 리 등이 천자 만별하고 체계화된 기업지원모델이 

부족하여 정책 목 에 맞게 로그램이 기획되고 리되

는 지에 한 근이 필요하다” 경종수 외(2013)[16]. 이

와 같이 기업지원 로그램은 실행 단계에서는 특정된 

로그램을 지칭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 력선도 학 육성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의 4가지 분야  

LINK분야인 기업과 학이 가장 하게 산학활동을 

하는 기업지원 로그램인  가족회사 정, 산학 력

의체, 산학공동 기술개발, 애로기술(경 )지원, 재직자교

육, 패키지지원, 공용장비 활용에 국한하여 기업지원 

로그램으로 분류 한다. 산학 력선도 학(LINC) 육성사

업의 Component 분야의 일부인 이지만, 학생취업, 장

실습, Capstone Design 항목은 기업과 학생과 련이 있

는 로그램으로 직 인 기업지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본 연구의 기업지원 로그램에서 제외 하 다.

기업지원 로그램은 산학 력선도 학육성사업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의 

사업 내용  Link에 해당되며 기업에 직 인 향을 

주는 사업을 말한다. 산학 력 가족회사 정과 산학

력 의체 운 은 기업지원을 하 기 한 연계체계이며 

직 인 기업 활동을 하는 로그램<Table 1>은 산학

력 가족회사 정, 산학 력 의체, 산학공동 기술개

발, 애로기술 지원, 경 ·디자인 지원, 패키지지원, 재직

자지원, 공용장비 활용 등이 있다.

Name of Program Contents of Program

Family Company 

Agreement

To establish the system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rging the organic relationships, 

including the joint researches between 

university and company and field practice

Panel on 

industry-universi

ty cooperation

To support the various information exchanges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etwork between industries regarding the 

family company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by 

industry and 

universit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y by 

strengthening the support for the companies 

based on the technology development 

customized for the companies in need of 

technology

Support to 

overcome 

technical 

difficulties 

(management)

To support to overcome the issues of the 

specific technical difficulties of the local 

industrial settings and to give the short-term 

consulting and the onsite support service

Education for the 

incumbents

To support the professional theory and new 

technologies needed for the industrial sites 

targeting the incumbents in the industries

Package Support

To provide the integral support services tailored 

to the two or more company needs targeting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Utilizing the 

equipments for 

common use

To provide the equipments and subsidiary 

equipments which the university has in order 

for the company to use them

<Table 1> Types of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grams for supporting 

the  businesses

4. 연구의 가설설정과 조사설계

4.1 연구의 가설설정

앞서 살펴본 효과성 이론 등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볼 

때 LINC와 같은 정책 사업의 경우, 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만족도와 기업의 효과성은 유의성이 있을수 있으며 

로그램에 한 만족도 향상과 효과성 제고에는 복수의 



A study on converged influence factors with regard to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to support enterprises proceeding with LINC proje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

요인이 융·복합 으로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기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에는 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양  참여 외에 기업 지원 조직과 방식 등 질  요인

도 융·복합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토

로 구성한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 [Fig. 1]와 같다. 이 연

구모형에 따르면 기업지원 로그램의 양  요인인 로

그램 참여횟수와 질  요인인 학행정체제의 우수성이 

기업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이는 기업의 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순차  과정을 거치게 된다.

Number

of

participat

ions

in the

pro

gram

Hypot

he

sis

1-1

Satisfa

ction

Hypot

he

sis

2

Effe

ctive

ness

Hypothe

sis

1-1

Number

of

participat

ions

in the

pro

gram

Excellence

of the

administr

ation

system

of the

univer

sity

Hypot

he

sis

1-2

Hypothe

sis

1-2

Excellence

of the

administr

ation

system

of the

univer

sity

[Fig. 1] Research model: Influential factors on 
effectiveness and result factors  

LINC 사업  기업지원 로그램은 산학 력 가족회

사 정, 산학 력 의체, 산학공동 기술개발, 애로기술 

지원, 경 ·디자인 지원, 패키지지원, 재직자지원, 공용장

비 활용이 있다. 이  간 인 기업지원 연계 로그램

인 산학 력 가족회사 정과 산학 력 의체와 직

인 기업지원 로그램인 산학공동 기술개발, 애로기술 

지원, 경 ·디자인 지원, 패키지지원, 재직자지원, 공용장

비 활용이 있다.

이상천 외(2015)의 연구에서 조사 상 기업의 참여 기

업지원 로그램의 수는 가족 기업 당 평균 2.79개의 

로그램에 참여하고, 기업지원 로그램 간에 참여율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다는 실증 분석결과들을 나타냈다. 

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하여 여러 분야에 지원을 받기

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이 필요에 의하여 

복수의 로그램에 참여 하는 것 이므로 단수의 로그

램에 참여하는 기업보다 만족도가 상 으로 높을 것이

다. 이와 같이 기업지원 로그램에 많이 참여 할수록 기

업이 받는 지원 액과 혜택이 늘어나고 따라서 기업의 

산학 력에 한 만족도는 높아지게 되리라 상할 수 

있다. 

<가설1-1> 기업지원 로그램 참여횟수가 많을수

록 로그램에 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산학 력 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트 인 학의 업무처리, 사업기간, 추진 차의 체계, 

산 지원 규모, 산업체 요구의 수용정도, 산업체의 이해

력 정도, 산학 련 시설. 장비 등 인 라, 학 계자의 

태도 등이 매우 요하다. 학의 행정 차가 무 복잡

하고 업무처리 속도가 늦으면 기업은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 학의 시설  장비 등 산학 련 시설

이 부족하거나 산지원 규모가 작으면 기업의 요구사항

을 수렴하기 어려운 결과를 래하여 기업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박은  외(2015) 융합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의 연구

[17]에서 “국내 소기업들은 융합신제품  신기술의 확

보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해 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

만, 오히려 품질, 안  등 련 규격, 인증제도 부재, 부처 

간의 칸막이로 제품의 상용화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양질의 기업지원 로그

램 제공과 더불어 제공 학의 질 높은 행정체계를 갖추

는 것도 요하다.

한 한밭 학교(2014) 산학 력만족도  수요조사 

학술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산학 력 로그램을 진행하

는 학의 문성 부족, 수행 차 복잡화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 하 다.

따라서 학은 기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악하고 

기업의 세부 인 특성을 일일이 고려하여 기업지원 로

그램을 제공하는 등 기업지원과 련하여 우수한 행정체

계를 갖추어야만 기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설1-2> 기업지원 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의 

행정체계가 우수할수록 로그램에 

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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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학 력에서 기업지원 로그램은 소기업

이 필요에 의해 자발 인 참여보다는 공 자인 교육부나 

학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지원의 개념을 가진 

로그램에 하여 만족도를 조사하면 기업은 체 으

로 ‘만족하다’라고 답을 한다. 이는 정부지원 으로 기업

지원 로그램을 수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면, 기업

은 로그램에 하여 만족한다고 효과성에 한 인식도 

높다고만 볼 수 없을 것이고 다만, ‘높을 것이다’라고 

측만 될 것이다.

이상천·배성문·박종훈(2015)은 한국 디지털 정책학회

의 디지털 융·복합연구에 의하면 가족회사의 특성에 따

른 기업지원 로그램의 참여형태의 특징을 악하고 

로그램 만족도의 만족도가 높으면 효과성도 높다는 실증 

분석결과들을 나타내었는데 기업지원 로그램에 참여하

는 기업들은 업종, 규모, 매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로

그램별로 만족도와 효과성에 한 인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인력 부

족을 보완하기 하여 기업지원 로그램에 참여하는 경

우는 체로 로그램에 만족하면 효과성에 한 인식도 

높을 것이나, 기본 으로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하지 않

은 기업은 로그램에 한 만족도와 효과성에 한 인

식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앞의 효과성 측정기  이론의 직무만족과 효과

성과의 상 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으로 기업이 

동 로그램에 한 만족도가 높으면 효과성에 한 인

식도 높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LINC 사업을 주 하는 교육부에서 매년 LINC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상으로 만족도만 조사를 하고 효과성에 

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수행 학 평가에 

반  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 만족도가 높으면 당연히 기

업이 효과성에 한 높은 인식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제한다고 본다.

<가설2> 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기업의 만족도

가 높은 로그램이 효과성도 높을 것이다.

4.2 연구의 조사 설계

본 연구는 LINC사업 기업지원 로그램의 만족도가 

기업이 효과성을 인식하는 향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하여 7개 항목 로그램(가족회사 정, 산학 력 의

체, 산학공동 기술개발, 애로기술(경 )지원, 재직자교육, 

패키지지원, 공용장비활용) 각 각의 유의성을 알아보고 

한, 로그램 합계의 만족도가 기업이 효과성을 느끼

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조사 자료는 산학 력을 체결한 기업들을 상으

로 2016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방법은 FAX, E-mail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산학

력의 기여도와 산학 력 로그램별 만족도 문항으로 구

성된 정형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 다. 168개의 가족

회사(산학 력 체결기업)들을 심으로 산학 력 기여도

와 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 으며, 1개 기업기 으로 

산학 력담당자 는 리자  이상이 응답하도록 하여 

표본을 수집하 다. 이는 학과 기업 간 실질  산학

력의 기여도  만족도의 결과가 표집 될 수 있도록 고려

하 다.

168개 기업을 상으로 산학 력 기여도  만족도 조

사를 실시하여 회수한 결과, 설문지 110부를 유효 표본으

로 선정하 다. 설문문항은 4개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타입 5  척도를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로그램으로 산처리[Fig. 2]하 으

며, 통계는 5%유의한 수 에서 결정하고, 빈도분석, 상

계분석,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 다. 산학 력 참

여 기업과의 산학 력 기여도에 한 만족도 문항들 간

의 계에 한 향력을 알아보기 해 가설에 따라서 

t검증,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18].

Editing ⇨ Coding ⇨
Data 

Cleaning
⇨

Data 

Processing

Verification 

on the 

fallacies 

and the 

omissions 

on the 

record

Content 

coding 

and data 

input

Detection 

of the 

errors of 

the input 

data

SPSS

[Fig. 2] Order of analysis

설문 1-1의 로그램별 참여 경험 즉, 참여횟수와 만

족도의 유의성(가설1-1)을 알아보기 하여 1개 기업 당 

로그램 참여 횟수의 평균수를 산출 하 으며 평균 미

만 기업과 평균 이상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참여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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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만족도와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하여 표본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모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는가를 검증하는 통계방법인 t검증으로 <가설1-1> ‘기

업지원 로그램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

질 것이다’를 분석 하 다.

설문 2의 행정 체계의 우수성과 만족도의 유의성을 알

아보기 하여 행정체계 11개 항목의 평균 우수성과 평

균 만족도와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하여 행정체계 평균

우수성의 1개의 독립변수가 평균만족도의 종속변수와 어

떤 인과 계가 있는지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

1-2> ‘ 기업지원 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의 행정체

계가 우수할수록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를 분석 하 다. 

설문 1-2의 만족 정도와 설문 3의 효과성과의 유의성

을 살펴보기 하여 7개 로그램별로 효과 정도와 만족 

정도를 분석하기 하여 로그램별로 교차분석에 유의

성을 알아보기 하여 χ²검증을 실시하 고 7개 로그

램 합계와 만족도를 분석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통

하여 <가설 2> ‘기업지원 로그램  기업에 만족도

가 높은 로그램이 효과성도 높을 것이다’를 분석 하

다.

5. 분석결과 및 요약

5.1 분석결과

5.1.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해 조사된 110개 기업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2>과 같다. 업종별 분류에서 기계의 빈도가 높은 

것은 소기업이 기계 심의 제조업이 다수인 향으로 

보여 지고 학에 디자인, , 게임컨텐츠 등 지식기반 

학과의 수가 상 으로 많아 자연스럽게 지식서비스 업

종에 산학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매출액 10억원 미만(40.9%), 10억∼50억 미만(29.1%)

으로 매출액 50억 미만이 체의 70%을 차지하고  종사

원 10명 미만(46.4%), 10명∼49명(33.6%)으로 종사원 수 

50명 미만이 체의 80%로 산학 력 가족회사 정을 

맺은 부부의 기업이 매출액 50억 미만과 종사원 수 50

명 미만의 규모가 작은 기업군이다. 이는 산학 력이 필

요한 기업은 자체 기술개발연구소나 연구 문 직원을 두

지 못하여 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이나 기술(경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근 학의 지식과 기술

을 활용 하려는 소기업 에서도 작은 기업이 산학

력이 더욱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ivi

sion
Contents F %

Divisi

on
Contents F %

Sect

ors

Machine 23 20.9 

Sales

Less than 

1billion
45 40.9 

Electronic 7 6.4 
1billion∼ 

5billion
32 29.1 

Information 

Tel
8 7.3 

5billion∼

10billion
9 8.2 

Bio/Med 2 1.8 
10billion∼

30billion
13 11.8 

Chemistry 4 3.6 
More than 

30billion
11 10.0 

Energy 7 6.4 Total 110 100 

Knowledge 

Service
40 36.4 

Numb

er of 

works

Less than 10 

people
51 46.4 

Logistics 2 1.8 10∼49 people 37 33.6 

Training 

Service
7 6.4 

50∼99

people
9 8.2 

Etc 10 9.1 
100∼299

people
9 8.2 

Total 110 100 

More than 

300people
4 3.6 

Total 110 1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5.1.2 가설 검증

<Table 3> Verifying average difference of the 
satisfaction degree among the 
participating groups

variable division N S χ t df P value

Family Company 

Agreement

high 53 0.784 3.96
2.179 105 0.032

low 54 1.039 3.57

Panel o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high 53 0.844 3.57

2.270 104 0.025
low 54 0.892 3.19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high 53 0.723 3.53
2.618 100 0.010

low 49 0.764 3.14

Support  technical 

difficulties 

(management) 

high 52 0.750 3.58

2.267 85 0.026 
low 41 0.759 3.22

Education for the 

incumbents 

high 52 0.754 3.50
2.393 71 0.019  

low 21 0.669 3.05

Package Support 
high 50 0.823 3.34

2.349 69 0.022
low 21 0.301 2.90

Utilizing the 

equipments for 

common use 

high 52 0.789 3.35

2.102 75 0.039
low 25 0.676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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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로그램 참여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검증 결과 독립변수인 로그램 참여 경험의 

평균 1.65 을 기 으로 하여 1.65 보다 높은 집단을 ‘만

족도가 높은 집단’, 1.65  이하를 ‘만족도가 낮은 집단’으

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에 독립변수들의 평균차이 검증

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모든 산학 력 로그램에서 

집단 간의 로그램 만족도 평균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Table 3>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p<0.05). 기업지원 로그램 모든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

를 나나내어 ‘<가설1-1> 산학 력 기업지원 로그램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만족도도 높을 것이다.’는 유의미한 

가설로 채택되었다.

행정체계의 우수성과 로그램 만족도간의 계를 분

석을 해 행정체계 우수성 평균값을 생성하 다. 행정

체계의 우수성 11가지 항목 업무처리 신속, 사업기간의 

, 업무 추진 차의 체계성, 산 지원 규모의 , 

산업체 요구 수용, 지역산업 특성반 , 산학 력에 한 

문성 부족, 기업보다 학교 심  근, 산업체 이해 부

족, 산학 련 시설  장비 등 인 라 미흡, 학참여자 

태도의 산술 평균값과 7가지 로그램 만족도는 기업지

원 로그램의 상이한 특성으로 인하여 먼  유사한 

로그램별로 산술평균을 낸 후, 참여기업수가 낮은 패키

지 지원과 공용장비활용을 제거한 후 기업지원 로그램 

만족도로 측정하 고 연 성을 검증하는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값 = 68.377, 유의확

률 p=0.000). 독립변수인 ‘행정체계 우수성’은 종속변수인 

‘ 로그램 만족도’에 의미 있는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따라서 <가설1-2> 산학 력 기업

지원 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정체계가 우수할수록 만족

도가 높을 것이다.’는 유의미한 가설로 채택되었다.

<Table 4> Excellence for the administration system 
and regression analysis for satisfaction 
degree of the program

division
B

beta P value
B SEM

constant 0.638 0.359 - 0.078

Excellency 0.893 0.108 0.634 0.000

R-square 0.401 -

F 68.377 0.000

로그램 만족도와 산학 력 효과성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리커트 타입 5  척도를 3등 (낮은 집단, 

간 집단, 높은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카이자승검증을 

실시하 다.

가족회사 정 만족도와 로그램 효과성간의 카이자

승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족회사 정 만족도에 따라 

로그램 효과성이 유의수  0.01 이하에서 의미 있는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Table 5>과 같이 나타났다(p=0.004).

따라서 가족회사 정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로그

램 효과성도 체로 높게 나왔다.

<Table 5> Effectiveness of Family Company 
            Agreement

Division
Effectiveness χ2

(ρ)Low.G Mid.G HighG

Satisf

action

Low.G 2(18.2) 9(81.8) 0(0.0)
15.284

(0.004)
Mid.G 1(4.5) 19(86.4) 2(9.1)

HighG 2(3.1) 37(57.8) 25(39.1)

체 5(5.2) 65(67.0) 27(27.8) -

산학 력 의체 만족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산학

력 의체 만족도에 따라 로그램 효과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p=0.012).

따라서 산학 력 의체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로

그램 효과성도 체로 높게 나왔다.

<Table 6> Effectiveness of Panel on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Division
Effectiveness χ2

(ρ)Low.G Mid.G HighG

Satisfac

tion

Low.G 2(12.5) 13(81.3) 1(6.3)
12.838

(0.012)
Mid.G 3(8.3) 26(72.2) 7(19.4)

HighG 0(0.0) 26(57.8) 19(42.2)

체 5(5.2) 65(67.0) 27(27.8) -

산학공동 기술개발 만족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산

학공동 기술개발 만족도에 따라 로그램 효과성이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Table 7>와 같이 나타났다(p=0.000). 

따라서 산학공동 기술개발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로그

램 효과성도 체로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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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iveness of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Effectiveness χ2

(ρ)Low.G Mid.G HighG

Satisfaction

Low.G 2(28.6) 4(57.1) 1(14.3)
21.924

(0.000)
Mid.G 2(3.9) 41(80.4 8(15.7)

HighG 1(2.9) 15(44.1 18(52.9

체 5(5.4) 60(65.2 27(29.3 -

애로기술 지원 만족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애로기

술 지원 만족도에 따라 로그램 효과성이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p=0.000).

따라서 애로기술(경 ) 지원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로그램 효과성도 체로 높게 나왔다.

<Table 8> Effectiveness of Support  technical 
difficulties (management)

Division
Effectiveness χ2

(ρ)Low.G Mid.G HighG

Satisfaction

Low.G 2(25.0) 5(62.5) 1(12.5)
27.933

(0.000)
Mid.G 3(7.9) 32(84.2 3(7.9)

HighG 0(0.0) 16(43.2 21(56.8

체 5(6.0) 53(63.9 25(30.1 -

재직자교육 만족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재직자 교

육 만족도에 따라 로그램 효과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Table 9>과 같이 나타났다(p=0.000). 따라서 재직

자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로그램 효과성도 체로 

높게 나왔다.

<Table 9> Effectiveness of Education for the 
incumbents

Division
Effectiveness χ2

(ρ)Low.G Mid.G HighG

Satisfaction

Low.G 2(66.7) 1(33.3) 0(0.0)
23.729

(0.000)
Mid.G 2(5.7) 26(74.3 7(20.0)

HighG 1(4.0) 10(40.0 14(56.0

체 5(7.9) 37(58.7 21(33.3 -

패키지지원 만족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패키지지원 

만족도에 따라 로그램 효과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Table 10>와 같이 나타났다(p=0.000). 따라서 패키지지

원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로그램 효과성도 체로 높

게 나왔다.

<Table 10> Effectiveness of Package Support

Division
Effectiveness χ2

(ρ)Low.G Mid.G HighG

Satisfaction

Low.G 2(40.0) 2(40.0) 1(20.0)
28.426

(0.000)
Mid.G 2(4.9) 32(78.0 7(17.1)

HighG 1(6.7) 2(13.3) 12(80.0

체 5(8.2) 36(59.0 20(32.8 -

공용장비활용 만족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공용장비

활용 만족도에 따라 로그램 효과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Table 11>과 같이 나타났다(p=0.001).

<Table 11> Effectiveness of Utilizing the equipments 
for common use

Division
Effectiveness χ2

(ρ)Low.G Mid.G HighG

Satisfaction

Low.G 3(25.0) 8(66.7) 1(8.3)
18.473

(0.001)
Mid.G 1(3.7) 21(77.8 5(18.5)

HighG 1(3.6) 11(39.3 16(57.1

체 5(7.5) 40(59.7 22(32.8 -

따라서 공용장비활용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로그램 

효과성도 체로 높게 나왔다.

로그램별 개별 항목에 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기업의 만족도는 효과성을 인

식하는 향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2> 

산학 력 기업지원 로그램  기업에 만족도가 높은 

로그램이 효과성도 높을 것이다.’는 유의미한 가설로 

채택되었다.

로그램별 개별 항목에 한 분석에 이어서 로그

램 체 평균값의 만족도와 로그램 효과성의 계를 

분석하기 해 각각의 산술 평균값을 생성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 고 결과는 <Table 12>과 같이 나타났다. 종

속변수인 ‘ 로그램 효과성’와 독립변수인 ‘ 로그램 만

족도’간의 연 성을 검증하는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값 = 47.320, 유의확률 p=0.000). 

독립변수인 ‘ 로그램 만족도’은 종속변수인 ‘ 로그램 

효과성’에 0.554의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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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000) 다만 R²= 0.300으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

다. 이는 로그램의 개별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되며, 로그램 참여기업의 수가 편차가 많은 

결과이지만, 본 연구 분석에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단에서 그 결과를 제시하 다. 

다소 낮은 설명력이지만 <가설2> 산학 력 기업지원 

로그램  기업에 만족도가 높은 로그램이 효과성도 

높을 것이다.’는 유의미한 가설로 채택되었다.

<Table 12>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atisfaction
degre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Division
B

beta P value
B SEM

Constant 2.067 0.186 - 0.000

satisfaction 0.371 0.054 0.554 0.000

R-square 0.300 -

F 47.320 0.000

5.2 분석요약

연구결과는 <Table 13>과 같이 나타났으며 구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rder 

of 

installation

Contents of installation
Whether adopted or 

not

1-1

The number of the participations in 

the program for supporting the 

businesses will be proportional to 

the satisfaction with it.

Adopted

1-2

The excellent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university providing the program 

for supporting the businesses will be 

proportional to the satisfaction with it.

Adopted

2

The program which is satisfactory 

to the company among the programs 

for supporting the businesses will be 

proportional to the satisfaction with it

Adopted

3

The company which has been 

satisfied with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for supporting the 

businesses will be proportional to 

the participations in the program for 

supporting the businesses

All are adopeted except 

for the family company 

agreement, the support 

to overcome the technical 

difficulties and the 

education for the incumbents

<Table 13>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5.2.1 프로그램 참여횟수, 대학 행정체계의 우수

성과 기업 만족도 관계의 연구결과

산학 력 가족기업은 평균 1.65개 산학 력 기업지원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학 력 로그램 참여도

와 만족도의 차이검증 결과 모든 산학 력 로그램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가설1-1> 기업지

원 로그램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학 행정체계의 우수성의 빈도분석에서

‘산업체 요구를 잘 수용 한다.’,‘업무 추진 차가 체계 이

다.’,‘업무처리가 신속하다.’,‘사업 기간이 하다.’항목

이 높은 우수성을 보 다. 행정체계의 우수성과 로그

램 만족도간 상 분석을 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독립변

수인 ‘행정체계 우수성’은 종속변수인 ‘ 로그램 만족도’

에 의미 있는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 <가설

1-2> 기업지원 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의 행정체계가 

우수할수록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는 유의미한 가설로 

채택되었다.

본 조사에서 7개 변수의 평균 만족도가 5  만 에 3.5 

이상으로 책정 되었다. 신문주 외(2013) 국민건강보험공

단 건강검진에 한 만족도 연구[19]“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한 검진서비스는 5  만 에 평균 3.31 이 

나왔고, 검진기  만족도는 평균 3.22 이 나왔으며, 건

강검진 태도에서는 3.73 이 나왔다”.와 최경호 외(2015) 

오 스트라 동아리 참여 학생의 성취도  만족도 조

사[20]“동아리 활동에 한 반 인 만족도 평균 수는 

5  척도로 4.20의 비교  높은 수를 보 다” 이는 사

례별로 직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기업지원 로그램의 

만족도는 평균이상으로 보여 진다.

결과 으로 로그램의 참여횟수와 학행정체계의 

우수성은 로그램에 한 기업의 만족도에 향요인으

로 확인 되었다. 한 요인을 강화시키는 것 보다는 기업은 

참여횟수를 늘이고 학은 행정개선을 연구하는 융·복합

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기업이 참여횟수를 산학 력 분야에 참여횟수를 늘리

는 것은 기업에 이익이 되거나 변해원(2015) 인공신경망 

분석과 결정트리 융합에 의한 연 로그램 참여 결정 

요인[21] “ 연 로그램 참여의 유의미한 경로를 이득 

율이 높은 순서 로 제시한 CART 알고리즘 기반 측

모형의 이익 도표이다”와 기업이 본 로그램을 잘 수행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 하다. 노희목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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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IT 이 성과시스템 성과에 미치는 향[22] 

“도 으로 지각되는 경우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인지

하여 문제 심  처 행동을 취하게 된다”.

5.2.2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만족도와 기업의 효과 

성관계의 연구결과

로그램 만족도와 로그램 효과성의 계를 분석하

기 해 산술 평균값을 생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독립변수인 ‘ 로그램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 로그

램 효과성’을 비교  잘 설명 한다고 나타나 ‘<가설2> 기

업지원 로그램  기업에 만족도가 높은 로그램이 

효과성도 높을 것이다.’는 개별 로그램별 분석과 유사

하게 로그램 산술 평균값에서도 유의미한 가설로 채택

되었다.

6.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정부의 LINC(Leaders in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로젝트에 한 기업이 느끼

는 효과성의 인식에 하여 조사를 하고자 한다. LINC는 

2012년부터 교육부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이의 목 은 

산학 친화형으로 학체제를 개편하고, 지역산업과 력

을 통하여 인재학생을 길러내며,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

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생의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로젝트가 성공하고 있다고  발

표 함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는 기업의 참여도가 활

발하지 않고 있어. 본 로젝트에 하여 기업의 효과성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본 로젝트에 한 기업의 효과성을 측정하

기 하여, LINC사업  산학 력 기업지원 로그램 항

목인 가족회사 정, 산학 력 의체, 산학공동 기술개

발, 애로기술(경 )지원, 재직자교육, 패키지지원, 공용장

비 활용 로그램 7가지 항목에 한 효과성에 한 향

요인으로 기업의 만족도를 측정지표로 하 다. 분석에 

따르면 산학 력 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매출액 10

억 미만 45%, 10억∼50억 32%로 체 조사기업의 77%

가 매출액이 50억 미만이며 종사원 수가 10명 미만 51%, 

10명∼49명 37%로 88%가 50명 미만의 종사원을 가진 

소기업이다. 이는, 자체 으로 연구소를 가질 수 없는 규

모의 기업이 학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로 하여 산학

력 참여가 더욱 극 임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참여기업 당 평균 1.65개의 로그램에 참여 하 다.

분석결과 7개 기업지원 로그램 항목  만족도가 높

은 상  항목인‘가족회사 정’,‘애로기술(경 )지원’,‘산학

력 의체’은 기업의 효과성 인지도가 높을 것이다. 그

리고 로그램  효과성이 높은 상  항목인 ‘산학 력

의체’,‘애로기술(경 )지원’,‘산학공동기술 개발’  복

을 제외하면 ‘가족회사 정’,‘애로기술(경 )지원’,‘산학

력 의체’,‘산학공동기술 개발’4개 항목이 된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산학 력 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산지원 규모와 지원에 한 우선순 를 제시하면 가족회

사 정’,‘애로기술(경 )지원’,‘산학 력 의체’,‘산학공동

기술 개발’4개 항목이다.

본 연구로 기업지원 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

은 효과성에 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각의 로그램별 조사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

니라 만족도와 효과성의 산술 평균값 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 동안 산학 력 련 결과물에 하여 

만족도 조사에만 그치고 효과성 검증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만족도 조사만 하여도 기업이 느끼는 도

움의 정도인 효과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 다고 

본다. 한, 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만족도와 효과성

에는 복수의 요인 즉, 기업의 참여도와 학의 행정체계

가 융·복합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에서 산학 력 확산 모델의 좋은 결과를 내었

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닌다. 첫째, 기업지

원 로그램에 한 기업의 효과성을 단순히 리커트 타

입 5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에만 의존 하 는데 효과성

에 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해서는 기업이 산학

력에 참여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 추이를 함께 분석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LINC사업

의 기업지원 로그램에 한 기업의 효과성에 한 인

식이 높음이 검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참여도는 

활발하지 않은 이유에 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향후에‘기업지원 로그램과 학생취

업, 장실습, Capstone Design을 포함하여 효과성에 

한 연구’와 ‘효과성을 측정하는 항목에 참여기업의 매출

추이 분석을 추가하는 연구’  ‘LINC사업에 기업이 능

동 인 참여가 은 이유에 한 연구’등의 과제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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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져 산학 력 사업에 한 기업이 느끼는 

효과성에 한 실증 인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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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설문지>
업체명 업종

지역 직원 수

매출액 화번호

1. 귀사는 2012년부터 시행된 LINC 사업의 산학 력 

로그램에 참여 하 습니다. 

   1-1. 참여한 로그램에 모두 (√ )해 주십시오  

   1-2.  만족하는 정도를 (√ )해 주십시오. 

로그램

1-1

참여 경험

1-2

만족 정도

아니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가족회사 정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산학 력 의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산학공동 기술개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애로기술(경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재직자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패키지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공용장비활용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LINC사업 추진방식과 련된 설문입니다. 

문항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행정 체계의 우수성>
문 항

동의하는 정도

매우 정 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1) 업무처리가 신속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사업기간이 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업무 추진 차가 체계 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산 지원 규모가 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산업체 요구를 잘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산업의 특성을 잘 반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산학 력에 한 문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8) 기업보다 학교 심 으로 

   근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산업체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산학 련 시설, 장비 등 

    인 라가 미흡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 참여자의 태도가 

    소극 이다
① ② ③ ④ ⑤



LINC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융·복합 영향요인 연구

2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Nov; 14(11): 13-26

3. 다음 각각에 해 산학 력 사업이 귀사의 발 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로그램

효과(기여도) 정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1) 가족회사 정 ① ② ③ ④ ⑤

2) 산학 력 의체 ① ② ③ ④ ⑤

3) 산학공동 기술개발 ① ② ③ ④ ⑤

4) 애로기술(경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재직자교육 ① ② ③ ④ ⑤

6) 패키지지원 ① ② ③ ④ ⑤

7) 공용장비활용 ① ② ③ ④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