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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K 국립대학에서 수행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설문 분석하고, 산학
협력 프로그램의 선정, 지원, 성과분석의 순환적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중요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와 참여 프로그램 수도 회귀모델에 의하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학협력 확산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단계에서는 산학
협력 협의회 등 네트워크 형성 활동을 통해 지원정책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단계로 참여기업의 요
구활동인 기술지도 및 기술개발과제 등의 기술교류 활동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해당기업
에 전개해 나감으로써 산학협력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후 기업-대학 간의 고유의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산
학협력의 성과를 달성한다. 

주제어 : 산학공동프로그램, 융복합, 중요도 및 수행도 평가, 기술개발과제, 산학협력협의회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industry-university 
co-program with the view of evaluating performance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he importance rank 
and satisfaction of university-industry co-programs have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 In regression model, the 
number of participating co-programs affects  the general satisfaction positively. These results implement that the 
companies have interest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rum' in initial stage of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and take part in 'technology co-development program' and gradually enhance availability of other 
co-programs. 

Key Words : Industry-University Co-programs, Convergence,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technology 
co-development program,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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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기업과 학의 상호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력하는 상호작용으로 이해되던 기존의 산학 력의 개

념이 기술수요자인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이라는 기업 심의 패러다임으로 환되고 있

다[1,2].

소기업은 기업에 비해 보유한 기술이나 지식, 인

력 등이 부족하고 내부 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기 들과의 극 인 연구개발

력이 요구되고[3], 소기업은 지리  근 성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학과의 유기  력 계를 발 시키면서 

지역 신에 기여하기 때문에[4] 지역 경제발 을 해 

산학 력 정책이 매우 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산학

력을 한 시스템이 제 로 구축되지 않았을 때 효율

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5]. 우리나라 산학 력은 소

기업이 내부  필요에 의해 자발 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공 자인 학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학과 수요자인 

소기업의 상호 이해 계 상충으로 인해 효과 인 산학

력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5]. 한 학과 기업 간

의 산학 력에 한 인식에 괴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기업과 학 상호간의 자발  필요에 의한 실질  력

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산학 력 로그램의 소비자

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악하고, 핵심

가치를 정의하기 한 노력이 부족하며 이에 한 연구

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듯 산학 력의 개념이 수요자

인 기업의 으로 속히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산학 력 로그램은 고객인 기업의 

세부 인 특성을 일일이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지는 못 

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  요구에 의해 정부는 학의 산학 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K 학은  2009년부터 ‘산학

력 심 학’ 사업을 수행하 으며[6], 이후 2012년부터 

‘산학 력선도 학 육성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에 선정되어 기업이 요

구하는 인력양성  실제  연구개발 그리고 기술이 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학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해 산학 력 선도모델의 창출  확산을 꾀하고 있다.

K 학이 속해 있는 서부경남 지역은 경남은 기계·

속·조선·항공우주·부품 심으로 통 주력산업이 주요 

산업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산학 력 로그램에 

하여 가장 큰 요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소기업이

며, 그 업종, 규모, 매출 등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산학 력 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회사의 특성이 다

양한 만큼, 로그램의 참여목 , 참여형태, 만족도 등에

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며 이에 산학

력 로그램에 참여했던 가족기업을 상으로 참여했던 

로그램과 해당 로그램에 한 만족도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산학 력 로

그램의 효과를 검하는 것을 본 연구의 일차  목 으

로 한다. 이차 으로는 가족회사의 특성에 따른 산학

력 로그램의 참여형태의 특징을 악하고 로그램 만

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함으로써 가족회사의 특

성에 맞는 맞춤형 산학 력 로그램을 설계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학이 제공

하는 산학 력 로그램이 기업의 요구를 반 하는 수요

자 심의 로그램이 되기 한 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최종 으로 산학 력 로그램의 

선정, 지원, 성과분석의 순환  평가 모형(Cyclic 

Evaluation Model)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학의 산학

력 로그램의 설계, 리, 운 에 한  ‘성과 지향  산

학 력 로그램 모형’의 개발에 연구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업을 상으로 2009~2011년 동

안 K 학에서 수행된 산학 력 심 학 사업의 산학

력 로그램의 내용에 한 설문 분석 방법론을 선택하

다.

평가항목은 크게 산학 력 로그램의 참여도, 우선순

  만족도를 선정하 으며, 이와 더불어 산학 력 

로그램의 운 에 따른 애로사항  산학 력 내실화를 

한 학의 역할 등도 설문항목에 포함시켰다.

일반 으로 산학 력 로그램의 수요자인 참여기업

들은  만족할 수 있는 력 시스템 구성에 심을 가진다. 

참여기업의 참여도와 만족도간에는 높은 상 계가 존

재하기 때문에  참여기업들은 상 으로 만족도가 높은 

산학 력 로그램을 선정한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참여기업의 산학 력 로그램 한 요도 만족도

의 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 지향  산

학 력 로그램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회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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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로그램을 설계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궁극 으로 본 연구의 목 은 산

학 력 로그램의 선정, 지원, 성과분석의 순환  평가 

모형(Cyclic Evaluation Model)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학의 산학 력 로그램의 설계, 리, 운 에 한 ‘성과 

지향  산학 력 로그램 모형’의 개발에 있다.

2. 연구 배경

산학 력 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하여 다양한 

에서 실증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  박윤구 외

(2008)는  기술개발의 에서 기업이 산학 력 로그

램의 참여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1]. 이 연구는 산

학 력 참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으며, 산학 력 참여

요인과 련한 변수로는 기업일반 황, 연구개발기반, 연

구개발투자  용도,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 등 4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 다.  업종은 정보기술, 바

이오기술, 나노기술, 우주항공기술, 환경기술, 문화콘텐

츠기술과 기타 기술분야로 구분하여 조 변수로 설정하

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의 차이를 분석

하 다. 분석결과, 기업규모, 연구소설립연수, 연구원 비

율, 공동연구 개발비율, 신제품 개발비율, 신제품 개발비

율, 연구원당 산업재산권 수 등 6개의 요인이 유의한 기

술개발을 한 산학 력 참여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업

종에 따라 참여요인이 산학 력 참여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우주항공기술, 환경

기술, 문화콘텐츠기술의 경우, 공동연구 개발비율, 연구

원당 산업재산권 수, 신제품 개발비율이 산학 력 참여

유무 별에 큰 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류되었으며, 나

머지 분양의 경우는 기업규모, 공동연구 개발비율, 연구

원당 산업재산권 수, 연구원비율 등이 산학 력 참여유

무 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김흥수는 산학 력선도 학 육성사업에서 요구하는 

장 착형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한 장 착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 다[8]. 이를 해 공학과(부)별로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 력을 확산하기 한 장

착형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연차별, 역별 추진방안을 

제안하 다.

김주미 외(2009)는 소기업의 산학 력 사업의 문제

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한 연구[9]에서  

실증분석과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된 지 까지의 

산학 력 사업의 문제 에 한 기술과, 이를 해결하기 

한 안을 제시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산학

력의 구조  문제를 산학 력 주체간의 업의지 부족, 

기술공 자 주의 정책, 학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 가

능성 하, 산학 력 주체  연계조직의 역량 미흡, 산학

력 사업주체간 사업의 참여 동기  목 의 상이함으

로 정의하고 설문분석을 실시 한 결과 참여 소기업들

은 산학 력에 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산학

력을 계속 추진할 의사는 비교  높음을 확인하 다. 

한 소기업의 기술 신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산학

력을 통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높음을 확인하 으나, 

참여자를 한 실질  인센티 시스템부족과 지식재산

권소유 그리고 기업의 기술 신 역량부족이 연구개발 산

학 력에 장애물로 악되었다. 특히 인력양성을 한 

산학 력 사업의 경우, 소기업 재직자에 한 평생교

육시스템 미흡과 소기업 연구 인력의 숙련향상 로그

램의 부족, 부처 간 사업조   연계체계의 미흡 그리고 

사업의 단기성이 문제 으로 나타났다. 기반구축 사업은 

공 자 주의 지원시스템, 장비활용  구입, 센터운 , 

학과 기업 간 상호 신뢰부족, 사업지원 시스템의 미흡, 

사업의 다양성 부족 등이 문제 으로 분류 되었으며, 기

술이   사업화 사업의 경우는 소기업의 문인력 

부족, 연구기 에서 개발된 지식재산의 낮은 사업화 가

능성, 지원정책의 세분화와 복잡화, 지속 인 평가  추

가지원 미흡, 낮은 기술료 수입, 기술거래 인 라의 내부

인력의 문성 미흡, 문 인 기술이  개기  육성

을 한 지원방안 미약 등이 문제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학 력 활성화를 해, 산

학 력 주체 간 신뢰구축  마인드 고취, 기업의 자발  

참여를 한 유인체계 수립, 산학 력 사업의 효과  추

진체계 수립, 수요자 심의 산학 력 체계 수립, 산학

력 주체의 역량강화, 산학 력 인 라  환경개선, 개

조직 설립을 통한 산학 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제안하

다. 

김철회, 이상돈은 산학 력성과와 학의 역량요인의 

계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10]. 분석결과 기술이

료수입에 해서는 SCI  논문 수  국제특허등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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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이 건수에 해서는 SCI  논문수  국내특허

등록건수가, 스핀오 기업수에 해서는 담조직규모 

 기술이 문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송건호 외(2009)는 산학 력 네트워크 활동이 소 벤

처기업의 기술 신 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11]에서 

산학 력을 통한 공동장비활용 력, 기술인력지원  교

류 력, 공동기술개발  기술지도라는 요인이 기업가 

역량과 지식흡수능력의 내부역량을 매개효과로 하여 최

종 으로 기술 신성과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산학 력 요인  공동장비활용 력, 기술인력지원  

교류 력, 공동기술개발  기술지도라는 요인은 기업가 

역량을 매개로 하여 기술 신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산학 력 요인  기술인력지원  교류

력, 공동기술개발  기술지도라는 요인은 지식흡수능

력에는 향을 미치지만 기술 신성과에 까지 향을 미

치는 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로는 개발기에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안정기로 갈수록 그 효과가 미미해지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산학 력 체결기업과 미체결기업 간

에는 기술개선, 품질향상, 원가 감, 산업재산권, 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인건비 감 등의 항목에서 기술 신성과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화(2011)는 각 학에서 산학 력 활성화를 해 

운  인 교육과정을 수집, 분석하여 산학 력 활성화

를 한 교육과정 개발을 한 처방안을 제시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는데 기존의 산학 력모형과 새로운 

산학 력모형의 비교를 통하여 산학 력 활성화를 한 

방향성을 제시하 다[12].

기존의 학에서 제공하는 산학 력 교육과정을 분석

함으로써 <Table 1>과 같은 결과, 재 학의 산학 력 

교육과정은 사회와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교육과정, 

학습자 심의 교육과정  진로 심의 교육과정을 운

함으로써 학과 산업체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있는 상

황에 있으며, 사회와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한 직무분석 기법인 DACUM기법을 활용하여 

체계 인 과정을 활용하여 실무형  장형 인재양성을 

해 학년별로 기 -핵심-심화과정을 운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학에서 산학 력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기업

의 수요조사 뿐만 아니라 특성화 공과목을 도출하는 과

정에서 산업체와 논의하거나 산학 력 의회를 통하여 

공동으로 교육 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장실습을 

정규교과목으로 개설하여 학 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학교-학생간의 장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학과 기업 간의 괴리

감을 극복하는 산학 력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서는 

기업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조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 로 학과 혹은 학제 간 융합  기 -핵

심-심화 연계과정을 통한 체계 인 개발을 제안하 다.

AS/IS TO/BE

Concept
Supplier Oriented/ 

Government Leading

Customer Oriented/ 

Networking by 

Subjects

Purpose R&D 
Utilization/Commerci

alization 

Education Theory/Research Field Training

Range of 

Support

Department or Major 

Level

College or University 

Level

Range of 

Participation

Individual(Project/Pro

fessor)

Team(Student/Profes

sor)

<Table 1> New Paradigm Model of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이 만, 신성훈은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멘토링 사업

에 참여하는 멘토의 역량과 충실성, 학생의 참여도, 지도

교수의 심도에 따라 산학 력 만족도에 어떠한 향이 

있는지 검증하 다[13]. 이 연구에서 멘토의 역량과 충실

성이 높을수록 로그램 만족도가 높았고, SW나 HW에 

계없이 모두 IT 멘토링 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범, 장은 은 산업체와 연계하여 캡스톤 

디자인 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 다[14]. 기존

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방안을 제시하 다.

박상 , 김창완(2011)은 수도권에 비하여 IT인 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IT기업과 지방 학의 산학 력 로그

램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를 이

룩한 요인을 분석한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15]. 이 연구

에서 산학 력은 벤처기업의 부족한 정보와 인력을 련 

학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함과 동시에 산학 력을 통

해 학이 심이 된 지역의 기업생태계와 산업생태계의 

극 연계를 가능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

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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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협력 프로그램

K 학이 수행한  ‘산학 력 심 학사업’은 동남권 기

반 산학 력으로 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

업목표로 2009~2012년  3년 동안 진행되었다. 사업목표

의 효율  달성을 해 산학 력 친화형 학체제를 구

축하여 산학 력이 학 내에서 지속 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의 산학 력 활동에 한 동

기 부여, 략산업 의회 심의 가족회사-학과간 긴

연계 체계를 통한 산학 착 업체계(컨버 스) 실 , 

략기업군 상 집 화연계 로그램을 통한 기술집약  

산학 착 성과 도출, 산학 력 련 교내외 기 들과 산

학 착 허  운 시스템 구축 운 의 4  추진 략을 수

립하 다.  추진 략과 련된 사업 내용은 다음 <Table 

2> 와 같다.

Task Contents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Oriented 

University System 

Renovation Project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Oriented Professor/

Professor Evaluation f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Job Matching Oriented 

Education Project 

Specialized Department/Field Training 

Course/

Capstone Design/Internship.

Corporation Support 

Project

Family Companies/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rum/ 

Employee Job Training/

Technology Co-Development/ 

Technology Guidance/

Co-Utilization of Facility

Brand Program

project

Co-Op Lab/ 

Technology Planning Report/  

Systech-114/ MOE 114

<Table 2> Contents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ject in K University

기업 지원, 인력 양성분야의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해 집 화 연계 략을 선택하 으며 집 화 연계 유형

에 따라 산학 력 로그램을 연계 설계하 다. 산학 력

로그램은 주로 산학 연계형 기업지원사업의 세부 사업

으로 설계되었으며 주요유형은 <Table 3>과 같다.

Type Cooperation Program(Abbreviation)

Networking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rum(IU Forum)

Human 

Resources

Field Training Course-Internship(FT-Intern)

/Capstone Design(CD)

Education
Specialized Department(Special Dept.)

/Employee Job Training( Employee JT)

Technology 

Exchange

Technology Co-Development(Tech Co-Develop)

/Technology Guidance(Tech Guide)

/Co-Utilization of Facility(Facil Co-Use) 

Brand 

Program
SysTech 114/MOE114

<Table 3> Types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gram

4.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산학 력 로그램의 만족도 분석에 한 연구는 산학

력 로그램에 참여한 참여기업을 상으로 설문연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Table 4> 참고).

List of Questionnaire Contents Measure

Participation
-Participation by Cooperation 

Program

Binary

(O/X)

Importance -Priority of Cooperation Program Ordinal

Satisfaction
-Satisfaction by Cooperation 

Program
5-point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for 

Cooperation Project 
5-point

Obstacle 

factors of 

Cooperati

on

-Lack of Technology Level or 

Information of  Participant

-Purpose Gap Between University 

and Company

-Lack of Time

-Lack of Money Investment 

-Lack of Contents for Field 

Training

-Lack of Participant's Competence

Ordinal

Roles of 

University

-Information Provision for 

Cooperation Support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Support of Research Competence

-Customized Employee training 

Course

-Employment Oriented Program

Ordinal

Company 

Information

-Types of Business/ Foundation 

Year

-Employees/Sales

-

<Table 4> Design of Questionnaire

K 학 산학 력단에서 리하고 있는 총 295개의 기

업  200개의 가족기업 표본으로 선택하고 가족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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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가족회사의 

산학 력 로그램 참여 형태  만족도 조사를 한 설

문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 다. 먼  설문항목은 산

학 력 로그램 평가, 산학 력 사업 평가, 기업일반 

황으로 분류 하 다. 산학 력 로그램 평가에서는 측

정항목으로 운 한 산학 력 로그램을 상으로 참여

도, 요도, 만족도를 측정하 다. 산학 력사업의 평가

에서는 학의 산학 력사업에 한 반  만족도, 향

후 사업의 참여의향, 그리고 장애요인  학의 역할 등

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 다. 기업 일반사항 평가에서는 

기업의 업종, 설립연도, 매출액, 종업원 수를 측정 변수로 

설계하 다.

5. 분석 결과

5.1 표본 기업의 특성

200개의 표본 기업의 기업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Fig. 1]과 같다. 업종별로는 동남경제권의 산업분포 특

성에 따라 기계업종이 체의 34.0.%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 자(13.5%), 정보통신

(13.0%), 소재(20.5%)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연도는 

2005년 이후 설립한 업령 10년 이내의 기업이 체의 

33.5%로 가장 큰 비 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매출액 기 으로는 10억 미

만과 10억에서 100억 미만인 기업이 각각 38.0%, 36.0%

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 기 으로는10명 

미만의 기업이 체의 37.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Fig. 2] 참고). 즉 K 학의 산학 력단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기업의 표  특성은 기계 산업 심의 매출

액 100억 미만의 소기업으로 이는 서부 경남권의 산업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1] Characteristics of Sample Company
(business type, foundation year)

[Fig. 2] Characteristics of Sample Company
(sales, # of employees)

5.2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도, 중요도, 만족

도 분석

참여기업의 산학 력 로그램 참여도를 살펴보면 ‘산

학 력 의회’의 참여율이 5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기술지도(47.0%)’, ‘ 장 실습  인턴쉽 참여

(37.0%)’, ‘기술개발 과제(36.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Fig. 3 참고). 네트워크 형성, 기술교류, 인  다원 활

용 분야의 참여도는 높았지만 랜드 로그램(‘Systech 

114’, ‘MOE 114’)등의 참여도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기업의 산학 력에의 수요는 제품기

술개발 활동  인력 지원 그리고 장 애로 기술과 련

된 지도 등 직  산학 력 로그램이 재무 경  리 

컨설 을 포함하는 랜드 로그램 활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한 랜드 로그램과 기술지도등 

로그램의 내용의 복에도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Fig. 3] Participation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gram

[Fig.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 상 가족기업의 

참여 산학 력 로그램의 수는 가족 기업 당 평균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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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의 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의 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이 체의 20.5%인 41개

로 가족기업의 산학 력 로그램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Fig. 4] Number of Participating Programs Per 
Family Company (Mean:2.79 Stdev.:2.29)

가족기업은 일반 으로 기 하나의 산학 력 로그

램에 참여하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산학 력 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

러한 에서 다양한 산학 력 로그램에 참여하게 하

는 핵심 산학 력 로그램을 살펴보기 해 참여도 상

 4개의 로그램을 기 으로 산학 력 로그램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Cooperation 

Program

IU

Forum

(5)

Tech

Guide

(4)

FT-

Intern

(5)

Tech Co-

Develop

(6)

IU Forum - 0.175* 0.195** 0.249**

FT-Intern 0.195** 0.171* - 0.193**

CD 0.189
**

0.102 0.312
**

0.249
**

Special Dep. 0.128 0.207** 0.291** 0.167*

Employee JT 0.106 0.161* 0.150* 0.039

Tech Co-Develop 0.249
**

0.410
**

0.193
**

-

Tech Guide 0.175* - 0.171* 0.410**

Facil Co-Use 0.246** 0.394** 0.329** 0.476**

Sys Tech 114 0.254
**

0.237
**

0.153
*

0.212
**

MOE 114 0.131 0.173* 0.176* 0.144*

* level of significance 5%, ** level of significance 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Matrix between
Program Participation

참여도 상   4개 로그램  ‘기술개발과제’가 유의

수  1%에서 유의한 상 계를 갖는 산학 력 로그

램수가 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학 력 의회’, ‘

장 실습  인턴쉽 참여’ 등이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가족기업은 ‘기술개발과제’는  다른 산학 력 로그램

에 참여하게 하는 동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

미하며, 소기업의 특성상 직  기술지원  문제해

결에 가장 심이 높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가족회사를 상으로 산학 력 로그램의 요도를 

평가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요도는 산학 력 로

그램  우선순 1개, 3개의 산학 력 로그램을 선정

하고 이에 한 비율로 정의하 다. 

최상  우선순 를 기 으로 평가하면 가족회사들은 

‘기술개발과제’, ‘산학 력 의회’, ‘기술지도’ 등을 요

하다고 평가한 반면 ‘학과별 특성화 교육’, ‘캡스톤 디자

인’, ‘MOE114 ’등은 상 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우선순  3개를 기 으로 보면 ‘기술개발 과

제’(60.0%), 다음으로 ‘산학 력 의회’(49.5%), ‘기술지

도’(48.5%), ‘ 장 실습  인턴쉽 참여’(4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도 분석결과  가족기업의 부분

을 차지하는 소기업의 특성으로부터 설명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Fig. 5] Importance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gram

요도가 상 으로 높게 평가한 4개 로그램 활동

을 기업 특성 별로 살펴보면 먼   업령이 짧은 기업일수

록 ‘기술개발과제’의 요도를 높게 평가하 으며 업령이 

20년 이상인 기업은 ‘기술지도’를 높게 평가하 다. 이는 

신생기업일수록 기술개발이 실하여 이에 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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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종

업수가 은 기업은 ‘기술개발과제’, ‘기술지도’를 높게 평

가한 반면 많은 기업은 ‘기술지도’, ‘ 장실습  인턴쉽’

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 력 로그램의 만족도는 로그램을 수행한 기

업을 상으로 5  척도(매우불만족(1), 불만족(2), 보통

(3), 만족(4), 매우만족(5))로 측정하 으며 이를 정리하

면 [Fig. 6]과 같다.

[Fig. 6] Satisfaction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gram

산학 력 로그램의 만족도는 체 으로 만족(4.0)

수 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율이 상 으로 낮은 ‘학과별 

특성화 교육’, ‘MOE 114’를 제외하면 로그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 력 로그램의 요도와 만족도의 계를 살펴

보기 해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을 실시하 다. 분석에서 만족도 지표는 5  척도  만

족(4)과 매우만족(5) 의 비율로 정의하 다.

[Fig. 7] IPA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gram

[Fig. 7]과 같이 IPA 분석 결과, 산학 력 로그램의 

만족도와 요도는 양의 상 계(상 계수: 0.54)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지도’, ‘기술개발과제’, ‘ 장

실습  인턴쉽 참여’ 활동 등 참여율이 높은 활동들이 

IPA 분석 차트에서 유지강화 역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5.3 산학협력사업 평가

표본 가족기업을 상으로 산학 력사업의 반  만

족도를 평가한 결과 만족도는 46.0%수 (5 척도기 : 

평균 3,54)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학 력 로그램에 

한 만족도 평균인 76.0%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여 주었

다(Fig. 8 참고). 가족회사의 특성에 따른 반  참여도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참여 로그램수

가 많은 기업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Fig. 8] Overall satisfaction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ject

Variable

Regression

Coefficient

Std

Coefficient p-value
Fitness

B Std Error Beta  p-value

Constant 3.227 .083 　 .000

.327 .000

# of 

participat

ing 

Program

.113 .023 .327 .000

<Table. 6> Regression Analysis Table
(Overall satisfaction vs. Number of Participating Program) 

참여 로그램수와 반  만족도(5 척도 기 )간의 

회귀분석결과 참여 로그램수가 증가할수록 반  만

족도는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업들은 산학

력 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의 산학 력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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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이에 한 만족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학 력활동 로그램의 효율  운

이 산학 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필수 요건이라

는 사실을 알 수 있다(<Table 6> 참고).

가족 회사들의 산학 력 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에 

한 설문 분석 결과는 [Fig. 9]와 같다. 장애요인의 척도

는 6개의 측정항목  상  3개 항목을 측정하고 이에 

한 비율로 정의하 다. 가족회사 산학 력 로그램의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산학 력 참여자의 보유 기술/인

력에 한 정보 부족’, ‘ 학과 기업 간 목  차이’, ‘물리

인 시간 투자 부담’ 등이 주로 지 되었다. 최근에 설립

된 신생기업일수록 ‘참여자에 한 정보 부족’에 한 응

답 비율이 높은 반면, 종업원 수 ‘50명 이상’ 규모의 기업

은 ‘ 학과 기업 간 목  차이’  ‘물리 인 시간 투자 부

담’을 장애요인으로 주로 응답하 다.

[Fig. 9] Obstacle factors to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articipation 

향후 인근 가족회사와의 산학 력 활성화  내실화

를 한 학의 역할과 련한 내용으로는 [Fig. 10]에 나

타난 바와 같이 1 순  기 으로는 ‘기업 맞춤형 재교육 

로그램 운 ’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 으며 3순  기

으로는 기술개발/이 , 자 , 교육  인재 등에 한 

‘지원정책 정보지원’, 기술교류회, 가족회사, 비즈링크 

로그램 제공 등의 ‘산학연계 강화’, 연구지원시설, 기업부

설 연구소 설립 등과 련한 ‘연구역량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업령이 짧은 신생

기업에서는 ‘지원정책 정보지원’을 학의 역할로 응답하

다.  종업원 수가 작은 기업은 ‘지원정책 정보지원’

을,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에서는 ‘연구역량지원’을 가장 

필요한 학의 역할로 응답하 다.

[Fig. 10] Roles of University f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Enrichment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9~2011년 동안 K 국립 학에서 수

행된 산학 력 심 학 사업의 산학 력 로그램의 내

용을 심으로 가족기업을 상으로 설문분석을 통해  

산학 력 로그램의 선정, 지원, 성과분석의 순환  평

가 모형(Cyclic Evaluation Model)의 제시를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참여기업의 산학 력 로그램 한 

요도 만족도의 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 지향  산학 력 로그램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기 

한 실증 분석결과들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가족기업의 산학 력 로그램 참여도는 ‘산학

력 의회’의 참여율이 5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기술지도(47.0%)’, ‘ 장 실습  인턴쉽 참여(37.0%)’, 

‘기술개발 과제(36.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기업의 특성상 직  기술지원  문제해결에 가장 

심이 높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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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의 참여 산학 력 로그램의 수는 가족 기

업 당 평균 2.79개 의 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의 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이 체

의 20.5%인 41개로 가족기업의 산학 력 로그램의 활

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도 상   4개 로그램  유의수  1%에서 유의

한 상 계를 갖는 산학 력 로그램수는 ‘기술개발 

과제’가 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과

제’는 다른 산학 력 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동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산학 력 로그램의 요도 순 는 참여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로그램 만족도는 4.0수 의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상 분석(IPA) 결과, 산학 력 로그

램의 만족도와 요도는 양의 상 계(상 계수: 0.54)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지도’, ‘기술개발과제’, 

‘ 장실습  인턴쉽 참여’ 등 참여율이 높은 활동들이 

IPA 분석 차트에서 유지강화 역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산학 력사업의 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만족도

는 46.0%수 (5 척도기 : 평균 3,54)으로 나타났다. 이

는 산학 력 로그램에 한 만족도 평균인 76.0%에 비

해 낮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참여 로그램수와 반  

만족도(5 척도 기 )간의 회귀분석결과 참여 로그램

수가 증가할수록 반  만족도는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족기업들은 산학 력 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의 산학 력사업에 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이에 

한 만족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학 력활동 

로그램의 효율  운 이 산학 력사업의 효율성을 높

이기 한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족회사 산학 력 로그램의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는 ‘산학 력 참여자의 보유 기술/인력에 한 정보 부

족’, ‘ 학과 기업간 목  차이’, ‘물리 인 시간 투자 부

담’ 등이 주로 지 되었다. 향후 인근 가족회사와의 산학

력 활성화  내실화를 한 학의 역할과 련한 내

용으로는‘기술개발/이 , 자 , 교육  인재 등에 한 ’

지원정책 정보지원’, 기술교류회, 가족회사, 비즈링크 

로그램 제공 등의 ‘산학 연계 강화’, 연구지원시설,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등과 련한 ‘연구역량지원’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소기업을 상으로 한 산

학 력 확산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단계에

서는 산학 력 의회 등 네트워크 형성 활동을 통해 지

원정책  활동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단계로 참

여기업의 요구활동인 기술지도  기술개발 과제 등의 

기술교류 활동 진행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로그램 활동을 해당기업에 개해 나감으로써 산학

력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후  기업- 학 간의 고유의 

활동 로그램( 랜드 로그램)을 개하여 산학 력의 

성과를 달성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표본으로부터 분석된 실증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성과지향형 산학 력 로

그램 설계 모형에 있어 수요자인 가족기업의 의 주

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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