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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학협력은 단기적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구체
화하고 실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산학협력 진흥을 위해 각종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에서는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 창의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 국제교류 지
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창의형 산학융합사례 및 IT 기반 국내외 융합 기술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연계형 대학의 산학 협력 지원책 강구 및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최신 IT 기
술을 활용한 산업계, 학계, 근로자간 협업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창의형, 융합기술, 산학협력, ICT, 클러스터, 통합기구

Abstract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is indispensable for a short-term problem solving, as well as 
sustainable growth in the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embody and implement that, the 
government has run a variety of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and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the cooperation 
for the last 10 years, and Korea Sanhak Foundation has made progress in academic and research development 
support, creative personnel training and scholarships, International Support and other projects. In this paper, 
window-type university-industry convergence and practices, and analyzing the best practic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IT-based fusion technology , corporate cooperation were established to support measures taken in 
conjunction type and model of the university. Industry utilizing the latest IT technology based on this model, 
academia, proposed a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workers build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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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는 지난 10년간 산학 력 진흥을 해 산학 력

기반 구축 사업인 지방 학 신역량강화사업 (2004-20 

08), 산학 력 심 학 육성사업(2004-2011), 역경제권

선도산업인재양성사업(2009-2011), 산학 력 교육  연

구 사업인 선도 력선도 학(LINK)육성사업(2011-2016)

과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부흥이 국정 기조로 채택되어 국가경제에 새로운 활력소

를 제공하는 산학 력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

산학 동은 앞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이를 구

체화하고 실행하기 해 재단법인 산학 동재단이 련 

사업(학술  연구개발 지원, 창의인재 육성  장학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1].

최근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실 을 해 IT, 과학기술

의 융합과 신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IT, BT, 

NT 등 기술간 융합뿐만 아니라 타산업과 IT 산업의 융

합, 사회 인 라에 IT 목 등 사회 반으로 IT 융합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모바일 기술을 심으로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업이 

모바일 기술과 최신 IT기술(빅데이터, IoT등)을 산업

장에 용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이를 해 속히 성장하고 있는 IT융합시장에

서 산학 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한 략  추

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산학 업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여 미래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한 안을 제안하 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내 산학융합

사례 황  실태 분석을 하 으며, 3장에서는 IT 기술

을 활용한 창의형 융합사례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IT 

기반 융합기술분야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IT

기반 창의형 융합기술 산학 력  지원 방안을 제안하

고, 6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2. 국내 산학융합사례 현황 및 실태분석

2.1 지역별 산학융합 관련기관 현황분석

우리나라는 지역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산업

단지 내에 학 캠퍼스와 기업연구 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해 학교와 기업, 학생과 재직자가 참여하는 장과 

기업 수요 심의 새로운 인력양성  산학 력 모델을 

구 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와 학을 

공간 으로 통합하고, 장 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

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

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2].

정부는 2011년도부터 총 8개 융합지구를 선정하 으

며, 2015년까지 5개 지구의 조성을 완료하 다[3]. 본 연

구에서는 올해 조성이 완료되는 경기(시화), 경북(구미), 

충북(오송) 지역의 사례를 조사․분석하 다.

경기산학융합본부는 경기산업기술 학교(경기도 시

흥시 소재)에 치하여 IT기계 특화 산학융합 신클러

스터를 실 하고 있으며 참여기 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흥상공회의소, 인티컨트롤수(주), 한국산업기술 , 경

기과학기술  등이 있다[4]. 충북산학융합본부는 오송첨

단의료복합단지(충북 청원군 소재)에서 일하고 싶은 3터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어우러진 공간창출을 목표로 

충북 , 청주 , 충북도립 , 충북도청, 청주시청, 넥스바

이오 등 2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5]. 경북산학융합본

부는 경북 구미시에 치하여 지역내 취업률 50% 이상

과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연간 1,600명, 기업부설연구소 

1,000개 이상을 목표로 오공 , 경운 , 경북경 지총

회, 구기계부품연구원, 삼성, LG, 다수 소기업이 

참여하여 운 하고 있다[6].

2.2 기업지원 현황 분석

지역별 기업지원 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산학융합본

부는 수도권 학이 보유한 우수 원천기술이 지역 소

기업으로 이 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으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학과의 공동 R&D를 통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맞춤형 장비활용  

시험분석을 한 기계장비센터를 운 하고 있으며, 마

 략 컨설 , 시제품  홍보물 제작지원, 디자인 개

발, SW  장비 지원 등을 통해 디자인 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해 디자인 솔루션 센터를 운 하고 있다.

충북산학융합본부 한 산학융합R&D 추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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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장비 지원시스템 구축, 기업경 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에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를 구축․운 하고 있다. 경북산학융합본부

는 학의 교수  학생, 기업체가 R&D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학의 장비를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

하여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  입주기업  R&D기업

이 장비를 공동활용하고 있다.

2.3 산학 R&D연계 현황분석

국내 지역별 산학 R&D연계 황은  기업이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기업연구원, 교수와 학생이 함께 수행하면서 

학 이수  졸업 후, 기업연구소 취업과 연계하는 로

젝트 Lab과 로젝트Lab의 한단계 진화된 과정으로 

R&D와 연계하여 개발된 과제의 결과물을 통해 공간, 자

,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으로 발 시키는 비즈니스 

Lab, 기업체에 인턴십을 통해 장 R&D를 수행하고 직

무 응 능력을 향상시켜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R&D 인턴십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2.4 시사점

국내 지역별 산학융합사례를 분석하여 시사 을 종합

해 보면, 연구개발(R&D) 분야 산학 력 부문에 있어 산

업체는 수행역량이 아직 미흡하고 학은 연구개발을 

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학 간 실질  력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7]. 한,  산학간 고용연계

에 있어서 지역내 인력채용  졸업생들의 장성 정도

에 해 산업체들은 부정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시  산학 력을 통해 실질  효과를 발휘

하기 해서는 학의 부 는 일부를 산업체 인근으

로 이 하거나 산업체 스스로가 학 내 부설연구소 등

으로 이 하는 방안을 극 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IT기술을 활용한 창의형 융합사례 분석

3.1 모바일 융합기술 제품 및 서비스 현황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는 모바일 융합제품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 다.

㈜인바디에서 출시한 스마트 밴드형 임피던스 체성분 

측정기로써 기존의 체성분 분석기에서만 가능하던 근육

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 검사기능을 스마트 밴드에 

구 하여 실시간 활동량 측정(걸음수, 활동시간, 소모 칼

로리, 활동거리), 수면 모니터링, 심박수 검사, 문자‧ 화 

알림, 시계 기능 등을 구 하 다[Fig. 1][8].

[Fig. 1] Inbody Band

린나이코리아(주)는 스마트 와이 이 보일러를 개발

하여 보일러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려  

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온수 온도조 , 난방 약 등 보

일러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하여  외출  귀가 미

리 알림, 기상모드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Fig. 2][9].

[Fig. 2] Smart Wifi Boiler

재까지의 모바일 융합기술개발은 기술유출과 보안 

우려 등으로 인해 기업 자체 R&D 주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학 력 모바일 융합제품과 

서비스는 미미한 수 이다.

3.2 IoT 시장동향 및 융합사례 분석

해외 사물인터넷 시장은 도입기 는 성장 기에 

치한 것으로 평가되며, 2022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하여 

1조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되며, 네트워크망, 

단말기 등의 하드웨어, 특히 IoT 련 서비스분야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크게 확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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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 

기단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반 인 사물

인터넷 기술수 은 선진국과 비교해 1, 2년 정도의 격차

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사물인터넷 사례를 살펴보면, SKT 스마트홈 서

비스 랫폼은 개방형 IOT 랫폼인 '뫼비우스'를 기반

으로 SKT 자사 기술력을 합한 것으로 스마트폰, 무선공

유기, 스마트홈 로고가 부착된 홈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Fig. 3][10].

 

[Fig. 3] SKT Smart Home Service

삼성 자는 타이젠 운 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스

마트TV를 심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각종 가 ‧조명 

기기들을 연동한 삼성 스마트홈 랫폼을 개발하 다

[Fig. 4][11].

 

[Fig. 4] SAMSUNG Smart Home Service

3.3 IT와 타산업간 융합정책 및 사례 분석

IT와 교육, 보건․의료, 재난․안 , 농림식품, 소상

공․창업, 주력․ 통산업, 문화․  분야 융합정책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한 결과, ICT‧신기술 융합‧확산으

로 정보화 패러다임이 환됨에 따라, 신개념의 정책‧서

비스 추진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

따라서 학과 기업은 력체계(펀딩조성, 솔루션․

서비스 개발, 시범사업) 구축을 통해 IT와 타산업간의 신

수요 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하

고 학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기업에 기술이   인재

를 양성하여 지원해 나가야 한다.

4. 해외 IT기반 융합기술 선진사례 분석

4.1 해외 융합기술관련 법․제도 및 정책 분석

해외 주요 선진국의 융합기술 련 제도를 분석한 결

과, 미국은 2009년/2011년 「국가 신 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하고 교육, 기 연구, 기

반시설, 정보기술 생태계 등 신요소에 한 투자 증

와 산학 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학은 우수한 인

자원과 기술을 기업에 공 하고 기업은 연구비 제공과 

공동연구, 겸임교수, 연구부서 캠퍼스 구축을 통한 산학 

력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 다.

국은 2013년 6월 국 정부는 장기 인 ICT 산업 

발 을 진하기 한 '정보 경제 략'을 추진하고 있으

며, 학과 사회기 과의 활발한 교류· 력을 지원하여 

지식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기술을 이 하여 산학 력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13].

핀란드는 헬싱키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크,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등 20개 이상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하

여 공, 학교, 국 에 계없이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산학 융합 로젝트를 수행하고 

학  이수와 학  취득, 학비 지원 등 석·박사 학생들에

게 산학 연계 로젝트의 실질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14].

4.2 IT기반 융합기술 제품개발 성공사례 분석

해외 융합기술 제품개발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구  

래스는 '스마트 안경'으로 자연 언어 음성 명령을 통해 

상호 작용하며 HD 상 녹화  사진 촬 , 상통화, 인

터넷 검색 등의 기능 제공하고 있으며 인디애나 학 병

에서는, 암 환자 수술에 구  래스 활용하여 음성 명령

을 사용해 환자 기록, X- 이 정보 등 수술에 필요한 정

보를 불러와 구  래스를 통해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

고 있다[15].

   

[Fig. 5] Google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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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트센서는 헬멧이나 머리띠, 고  등 다양한 신체장

착이 가능한 형태로 뇌 류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스마

트 폰에 송함으로써 운동선수의 안 을 보장하고 머리

의 충격을 감지하여 코치나 지인 등에게 송하여 험

상황을 환기시키고 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16].

 

[Fig. 6] JOLT Sensor

이처럼, IT 융합 기술은 자동차, 의료, 건설 분야 등 다

양한 통산업과 IT가 목되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들은 자국이 보유한 강  기술을 기

반으로 새로운 융합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IT 융합 기술 서

비스는 지역 , 국가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시장

을 확 하여 그 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미디

어 채 과 결합하여 효과는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4.3 산학협력을 통한 선진융합기술 개발사례

    분석

미국의 코넬 학교 기술이  사례를 살펴보면,  학

이 기술이 과 기술사업화에 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으며, 기술이  조직과 문가가 

담하여 발명가의 지식재산권(IP) 자유 사용  기술이 ·

창업 혜택 부여, 기술 사업화 이윤의 분배 정책 등 발명

자의 극 인 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

고 있다.

스웨덴의 시스타(KISTA) 산학 력단지 조성은 특정 

기 의 인 이고 선도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학과 기업의 서로의 필요와 공생이 가능한 여건

을 조성하고 공익재단인 Electrum의 립  운 을 통해 

 주도 형식의 산학 력 정책보다는 민간의 수요와 필

요에 의한 자연 인 산학 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

속 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4.4 시사점 종합

해외 IT기반 융합기술분야 선진사례 분석의 시사 을 

종합해 보면, 학에는 국가 산 R&D의 지식재산권(IP)

의 자유 사용 권리 부여하고 기업이 석·박사 인력의 연구

비와 학비를 지원하는 매칭 펀드에 의한 산학 력 로

젝트를 강화하고 학의 기술사업화 이익분배 제도의 개

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는 사업의 기 리스크를 일 수 있도록 사업 

실패 시 패 티 미부과와 사업화 성공 시 극 인 마

 지원  조세감면을 지원하고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당장 활용 가능한 신기술 개발 로젝트와 장기 기반기

술 개발의 차별화된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융합기술분

야 산학 력 동기부여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한, 학 자체의 산과 인력만으로는 문화된 융

합기술분야 기술사업화 담조직을 운 하는 것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산학 력의 이해 계자와 문가로 구성

된 민간 통합 조직의 신설이 요구되며, 학과 기업의 

Gap과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창의형 융합기술분야 산학 

력을 주도해 나갈 비 리 민간 단체( 학/기업/정부/

지자체/ 문가 공동기구 등)의 설립하여 국가 인 차원

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IT기반 창의형 융합기술 산학협력 및 

지원방안

창의형 융합기술분야 산학 력은 IT기반 창의형 융합

기술 산학 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산학

력 융합기술개발 강국 실 을 해 6  추진과제를 제

시한다.

5.1 ICT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

 ICT 산학융합 클러스터 구축은 국내 ICT 련 학 

 연구소, 기업 집 지역에 ICT 융합 기술 업을 한 

‘융합기술 산학 력 시범단지’를 구축하여 학과 기업, 

연구소가 근 거리에 치해 있는 물리  인 성을 최

한 활용하고 련 축 된 인 라와 노하우를 시스템화하

고 국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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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of
         Convergence Technology Cluster

융합기술 산학 력 시범단지의 지원내용은 융합기술 

개발 략 등 사  비지원  시장검증, 호응도 평가, 멘

토링 등 비지원과 수요기업과 학간 융합기술 이  

 연구소와 연계한 기술정보  멘토링 지원, 학과 연

구소와 연계한 융합기술 개발 공동연구개발  로젝트 

지원, 학과 연구소와 연계한 문인력 매칭, 장비  시

설 공동활용 등 인 라 지원, 마 , 유통, 자 지원 등

을 추진한다[Fig. 7].

5.2 산학협력 융합프로젝트 추진

산학 력 융합 로젝트 추진은 기업  시장수요에 

기반한 학과 기업간 산학융합 로젝트를 발굴하고 공

동개발을 추진하기 해 IT 련학과 뿐만아니라, 경

학, 공과 학, 디자인 학, 인문 학 등 다양한 공의 학

생들을 상으로 각 공별 학생을 선발하여 기업의 수

요에 기반한 산학 융합 공동 로젝트 수행한다[Fig. 8].

[Fig. 8] Convergence Project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5.3 산학간 GAP 및 미스매칭 해소책 강구

산학간 GAP  미스매칭 해소책 강구는 미래 아이디

어와 요소 기술 심의 학과 기술의 상용화 심인 기

업 요구의 GAP와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다.

산학간 GAP  미스매칭 요소는 학의 기술과 기업

의 생산 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비도간의 GAP, 기

업이 요구하는 활용 가능한 인력 비 학의 공  인력

간 미스매칭, 학의 기술, 지식재산권(IP)을 기업의 생산

장에서 즉시 활용하는데 어려움 있다.

학과 기업의 GAP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해 

담조직을 구성하고 GAP 해소  기술사업화 지원을 

한 기술  사업 인큐베이  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Fig 9].

[Fig. 9] Strategies for Solving Gap and mismatching 
elements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ies

5.4 융합기술 산학협력 규제발굴 및 법․제도

    개선

융합기술 산학 력 규제발굴  법․제도 개선은 융

합기술 산학 력 문기  인증, 문인력 인증 제도와 

융합기술 산학 력 담기 을 설치·운 하여 제반사항

을 지원하는 것이다.

융합기술 산학 력 문기  인증제도의 추진은 융합

기술 분야 연구개발 실   지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

는 산학 력 실 이 우수한 학  기업을 상으로 공

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국가 산학 력R&D 지원시 

가 부여, 인력지원, 융  세제 지원, 로지원, 특허 

출원 우선심사 등을 지원한다.

융합기술 산학 력 문가 자격증 제도는 융합기술 

산학 력 통합기구의 문교육과정 이수자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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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 을 마련하여 필기  실기 평가 과정을 통해 

문 자격을 부여한다.

5.5 산학협력 융합기술 포털 구축

산학 력 융합기술 포털 구축은 개별 으로 제공되고 

있는 융합기술 산학 력 련 정보(기술, 인력, 인 라, 

교육 등)를 통합 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산학 력 융합기술 포털은 학 우수기술 평가 리시

스템, 기술  문인력 정보시스템, 융합기술 분야 기업

정보 리시스템, 산학 력 매칭시스템, 연구개발 인 라 

통합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한 국민 구나 융합기술 제품과 련된 창의  아

이디어를 불편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시스

템과 융합기술분야 문가 Pool  멘토링 시스템을 구

축한다.

5.6 창의형 융합기술분야 산학협력 통합기구 

설립 및 운영

창의형 융합기술분야 산학 력 통합기구 설립․운

은 기업과 학간 기술이 , 공동기술 연구, 기술사업화 

매칭을 지원하고 공공기 ·지자체 참여  인력지원, 투

자 지원 등 융합기술 산학 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한 

통합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를 해 국가(정부/지자체)는 융합기술 산학 력 기

술개발 정책  자  지원, 마   로를 극지원하

고 산학 력 통합기구는 기술수요 기업과 학간 매칭, 

기술개발 지원, 인 라(시설, 장비/기자재,인력) 연계지원 

등 융합기술분야 산학 력의 구심  역할을 수행한다

[Fig. 10].

[Fig. 10] The Integrated Organization for University 
-Industry cooperation of Convergence 
Technology Development

6. 결론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융합산학분야 산학 

방안 연구를 통해 미래 선도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산학 동 융합기술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를 해 IT기반 창의형 융합기술 산학

력  지원방안을 강화하기 다음과 같은 정책지원을 제

안하 다. 

첫째, ICT 련 학, 연구소, 기업의 집지역에 산학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을 통한 산학 력 기반을 강화하여

야 한다. 둘째, 산학간 미스매칭 해소를 한 지원조직  

다양한 로그램(기술/사업 인큐베이 ), 문교육지원, 

산학 력매칭센터 개설  운  등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산학 융합기술개발 활성화를 한 지속 인 

규제발굴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넷째, 산학

력 융합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통한 로

벌 무역강소기업 육성정책을 극 추진해야 한다.

와 같은 제안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실 , 융합기술 분야 산학 력 문기   문

가 육성, 세계 최고의 산학 력 융합제품  서비스 개발

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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