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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민대학(civic university)으로서 대학의 공공재적 역할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대학 산

학협력 사업도 대학-기업-정부(지자체)의 3 주체에서 지역사회가 추가된, 이른바 쿼드러플 힐릭스 주체 간 상호 작

용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형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에 참여하고 있는 55개 대학의 54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의 발전

단계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을 네트워크의 참여도와 네트워크 강도의 2가지 핵

심 지표에 준거하여 4가지 유형과 발전단계로 구분하고, FGI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아직은 발전

단계 초기인 사업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일부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학협

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추구하면서 고도화된 산학협력 단계로 이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간 정책적 실효성에 비판을 받아온 LINC사업이 지역연계형 사업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

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주요어 :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쿼드러플 힐릭스 상호작용, 지역발전

Abstract : As the role of universities as a civic university contributing to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emphasize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are increasingly focused on quadruple helix interac-
tions of university, government, business and civic society. Drawing upon focus group interviews, we 
divided place-base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into four different types and stages of devel-
opment, according to two indicators of network participation and network strength. Although the pro-

http://dx.doi.org/10.23841/egsk.2019.22.1.96



97대학-지역 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의 발전단계와 특성: LINC+사업 참여대학을 중심으로

1. 서론

지역발전 패러다임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

적 혁신을 아우르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이 요청되

고 있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대학은 지식의 원천, 

혁신의 씨앗, 성장의 원동력으로, 지역의 혁신과 발

전의 주요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은 단지 지역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과 동반 상생하는 시민대학(civic 

university)으로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God-

dard et al., 2016).

국내에서도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에 있어서 지역

과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그 역할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김세나, 2013; 장후은·이종호·

허선영, 2015; 김창호·이승철, 2016; 신진영·이종

호, 2017; 장후은·이종호, 2017; 안영진, 2017; 장

은하·강현주, 2018; 김대중, 2018). 지역 내 문제

와 제반 요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학과 지역 간

의 산학협력은 지역혁신 창출의 주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대학 산학협력을 이공계분야와 

기업에만 적용해오던 관점에서, 이제는 지역의 각

종 문제 해결에 활용하여 산학협력 분야와 영역이 

확대·발전되고 있다. 이에 대학 산학협력 사업 추

진에 있어서 기존의 대학-기업-정부(지자체)의 트

리플 힐릭스(triple helix)에서 지역사회가 추가된, 

이른바 쿼드러플 힐릭스(quadruple helix) 주체 

간 상호 작용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형 산학협력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Arnkil et al., 2010 ; 

Kolehmainen et al., 2015; 신진영·이종호, 2017). 

최근에는 정책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

력 사업들이 교육부를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활발히 추진되

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지역균

형발전 및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역발전 거점

으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사회

혁신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관

련 사업들은 더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비전으로 하

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의 일환으로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이 지역에 실질

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지역 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연계

형 산학협력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사업들은 이제 

시작단계로, 산학협력이 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지

역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을 검토하고 새로운 산학협력모델 제시가 필요하

다. 이에 대학이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 연계·협력

portion of projects that were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was overwhelmingly high, some universi-
ties developed a clos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local communit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and to implement them in an advanced stage. These findings sug-
gest that the LINC+ project,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its policy effectiveness, will not only contribute 
to enhancing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place-based projects but also enhance the role of universities as 
the main body of regional innovation.

Key Words :  place-base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Leaders in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rojects(LINC+), quadruple-helix interactions,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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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사업 추진 실태를 파

악하여 이를 활성화하고 정착화하기 위한 지원 정

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의 질적 

고도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자, 먼저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강조하

는 시민대학, 쿼드러플 힐릭스 등에 대한 이론적 검

토 및 최신의 산학협력정책 동향을 파악한다. FGI 

방법론을 토대로 하여,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

의 유형과 발전 단계를 구분하고, LINC+사업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의 발전 특성을 도출하

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시민대학으로서 대학의 산학협력

대학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발전해 왔

다.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

은 1998년 미국 사회학자 Robert Burton Clark

이 제시한 이후, 전 세계의 정부 및 대학들이 추구

하고 있는 모델이다. 기업가적 대학은 기업가적 마

인드를 기반으로 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연구 성과

를 사업화해서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교수

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 방향을 정하여 연구

실 운영도 자율적으로 하면서 기업 활동에도 직

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Etzkowitz 

& Leyesdorff, 2000; Etzkowitz, 2004; 조성의, 

2014; 이종호·장후은, 2017a).

기업가적 대학으로서의 역할 강화는 기업과의 각

종 산학협력 활동만이 강조되어, 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학이 지역

과 유리된 상아탑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지역사

회 수요에 부응하는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의 대학

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학은 기업가적 대학으로서의 경제적 기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제3의 임무가 강

조되고 있다(장후은·이종호, 2017). 대학 산학협력 

활동이 구체화되고 구현되어야 할 지역사회와의 협

력을 통해, 대학 산학협력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추

진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사

회적 책임을 다하는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하며 지

역사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학 산학협력 성과를 

발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

협력이 강조되면서 ‘시민대학(civic university)’ 모

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Goddard, 2009). 1990년

대 이후 경제저성장이 지속된 유럽에서는 공적자

금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들이 지역 발전에 직접적

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생겨났으며, 이에 지

역과 지역민(시민)을 위한 시민대학으로서의 역할

이 강조되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하

여 다시금 대학이 지역 및 국가 발전에 대한 가치와 

기여를 입증하도록 요청되었으며,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학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부

각되었다(Goddard et al., 2016)

시민대학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

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대학을 말한다

(Goddard, 2012). 이에 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의 각종 주체들과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들을 추구

하며, 지역 혁신 및 발전에 핵심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2) 쿼드러플 힐릭스에 의한 산학협력

트리플 힐릭스(triple helix)는 지식기반사회에

서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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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 주체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며, 특

히 대학의 역할을 강조한다(Etzkowitz & Leydes-

dorff, 2010). 이른바 기업가적 대학의 관점에서 대

학이 지역의 트리플 힐릭스 공간 창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다(이철우·이

종호, 2014). 

쿼드러플 힐릭스(quadruple helix)는 트리플 힐

릭스 모델에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추가된 것

이다(Arnkil et al., 2010). 즉, 혁신 창출에 있어서 

지역 내 기업- 대학- 정부- 시민사회의 4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제 시민사회는 단순히 지

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로 한정되

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지역혁신의 주요 주체로서 강

조되고 있다(Ivanova, 2014; Park, 2014; Martinez 

& Palazuelos-Martínez, 2014).

최근 대학이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산학협력, 즉 지역연계형 산학협

력은 대학, 기업, 지자체, 지역(시민)사회의 지역 내 

다양한 혁신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발전

된다(European Commission, 2011). 이에 쿼드러

플 힐릭스 분석을 통해 산학협력 사업의 지역 내 4

개 혁신주체들의 역할과 거버넌스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3)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정책 동향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적 노력은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

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화되었다. 정부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사업은 2012

년부터 기존 산학협력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을 통

합하여 추진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이다. LINC사업은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강

화하는 등 대학에 산학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목표로 하였다(교육부, 2012). LINC사

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산학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내 대학들은 LINC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

종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술이전 

및 상업화를 추진하는 기업가적 대학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응하여 지

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하

고자 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LINC+사업에

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비전으로 하

여, 참여대학들이 대학별·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기

반으로 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추진

하고 있다. 특히,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산

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역량 강

화 및 중소기업 혁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

표로 총 55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였다(교육부, 

2017). 이 때, 사업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산업선도

형 대학’은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신산업분

야 창출, 우수인력 양성, 핵심아이디어 제공 등 산

업발전 및 혁신을 선도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대학이 지역 혁신 및 발전을 주도하는 

주요 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대학의 자구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역발전 패러다임에 맞추어 지

역의 경제적·사회적 혁신을 아우르는 대학의 새로

운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사회적 책임

을 다하는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과 동반 발전해 나

가는 대학이 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학의 산학협력은 기업과 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으나, 이제는 다양한 산

학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혁신 및 발전에도 기여해야 할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장후은·이종호, 2017).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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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정책에서는 대학과 지역과의 상생발전하

기 위해 대학과 각종 지역주체들이 연계하여 각종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대학-지역연계형 산학

협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지역이라는 공

간적 범위에서 산학협력의 성과를 구현하고자, 대

학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기업, 지자체, 시민단

체, 지역주민 등과 연계·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산

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와 

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3. 선행연구 동향 및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동향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LINC사업에 관

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은 크게 LINC사업 성과와 관련된 

연구(김동철·김정원, 2015; 배상훈 외, 2016; 이상

미 외, 2016; 김대중, 2018; 문광민, 2018; 최창원 

외, 2018)와 LINC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연구(김봉문, 2013; 김한기, 2015; 김창호 

외, 2016; 여석호, 2016)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지역을 고려한 LINC사업 관련 연구로

서, 김동철·김정원(2015)과 김대중(2018)이 있다. 

김동철·김정원(2015)은 강원대학교 LINC사업이 

강원지역의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시키는 직

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다소 한계

가 있으나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 산업체의 참

여 확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대중(2018)은 LINC사업을 통한 산학협력 성과

가 지역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LINC사업 핵심 성과 지표를 사용하

여 산학협력지수(ICI) 등을 개발하고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산학협력 성과가 급격히 증가하여 산학협

력 정책효과가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

해 지방대학이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지역별 대학 

간 산학협력 성과의 격차는 대체로 해소되면서 균

형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밖에도 대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이 지역

에 미치는 각종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다(최영

훈·백종윤, 2012; 장후은·이종호·허선영, 2015; 

이기종, 2016; 백철우 외, 2016; 안영진, 2005, 

2015, 2017; 이종호·장후은, 2017b; 장후은·이종

호, 2017; 신진영·이종호, 2017; 장후은·이종호, 

2018; 장은하·강현주, 2018). 

특히, 이종호·장후은(2017b)과 장후은·이종호

(2018)는 각각 지역대학과 지자체 연계를 중심으

로 하여 산학협력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거버넌

스 구축 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주

체 가운데 지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장은하·강현주

(2018) 또한 지자체가 지역대학과 자체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산학협력 지원사업 가운데, 전라북도 J대

학교의 산학관 커플링사업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연

계 기반 산학협력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있다. 신

진영·이종호(2017)의 경우는 대학이 지역에 미치

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영국 대학 및 기관의 적

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

하였다. 

그러나 안영진(2017)의 연구에 의하면, 전남대학

교의 사례연구를 통해 대학의 지식이전, 즉 산학협

력이 지역과 지역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우위

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

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검토해 보면, 대학

과 지역의 주체들과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

학협력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맹아기 수

준에 머물고 있어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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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LINC+사업을 통해 지역

연계형 산학협력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산

학협력 패러다임에 대응한 국내 대학과 관련된 연

구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기존 산학협력 사업들에 대한 연구들이 정

량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

고 있어, 산학협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미

흡한 편이다(김태운·김태영, 2016). 아직 산학협

력 사업의 질적 고도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본 연구를 통해 

분석틀을 구축하고 적용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지역 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부 LINC+사업 산학협력고도

화형 55개교의 『2018 우수성과 사례집: 지역사회 

및 산업체 공헌』에 수록된 지역사회공헌 산학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집에는 

LINC+사업 시작년도인 2017년도에 추진된 지역사

회 및 산업체 공헌 산학협력의 추진 사례가 110개

가 수록되어 있으며, 지역사회공헌 산학협력 사례

는 61개다. 61개 사례 가운데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례에 해당되는 7개가 제외되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사례는 총 54개다.

이들 54개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연계형 산학협

력 사업의 유형 및 발전단계 특성을 분석하고자, 

LINC+사업 참여대학 관계자 및 대학 산학협력정책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

view)를 실시하였다. 

FGI에 의한 분석은 연구 주제에 대한 전문가 또

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

을 하고 참여자들이 관련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토론함으로써, 연구자와 참여자들이 해

당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FGI 연구방법의 강점은 짧은 시간에 많은 자

료를 모을 수 있고,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분야에 대

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집단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구체화되는 창의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송요셉 외, 2009).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LINC+사업의 지역사회공헌 산학협력 사례들

은, 2017년 4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LINC+사업

에 새롭게 도입되고 강조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이

에 대학과 지역 간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이라는 새로운 산학협력의 패러다임에 따라 시행되

고 있는 각종 지역연계형 사업들이 아직까지 널리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참여자 및 전

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질적 분석이 요구

되며, 이를 위해서는 FGI 연구 방법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FGI는 2018년 5월에서 6월에 걸쳐 2차

례 이루어 졌으며, 참여자별로 별도의 전화 또는 이

메일 설문도 실시하였다. FGI 실시에 앞서, 실시 목

적과 54개 사업 사례에 대한 안내와 함께 주요 질문 

목록을 참여자에게 배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FGI를 위한 주요 질문은 크게 

LINC+사업 지역사회공헌 사례에 대한 추진 실태 

표 1. 본 연구의 FGI 주요 질문

연번 질문 항목

1

2

3

4

5

6

7

8

9

10

주도적 사업 추진 주체

지역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여부

대학 내 주요 참여 전공 계열

학생 참여도 및 교육과정 운영 여부

프로그램 운영 체계 특징

대학 내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 여부

참여 주체의 다양성

대학과 지역 간 네트워크 강도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 및 지속가능성

지역 문제 해결 및 정책 반영 여부

자료: 필자 작성



이종호·장후은102

및 특징, 발전 수준의 2가지 주제로 나누었으며, 주

제에 따른 10개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면담

은 주요 질문에 대한 의견 제시로부터 시작하여 반

응에 따른 연계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구조화

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전 과정은 녹취 후, 

전사하여 내용 분석하였다.

4. 대학-지역 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의 

발전단계 및 평가

1) 유형 및 발전단계 구분

본 연구에서는 FGI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지역 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을 4가지 유형과 

발전단계로 구분하였다(그림 1). 지역연계형 산학

협력은 대학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지원만하고 끝났

던 기존의 ‘일방향 산학협력’ 방식에서 탈피하고, 대

학과 지역의 각종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하여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쌍방향 산학협력’을 지향한다. 필

자들은 이러한 쌍방향 산학협력 활동들을 대학과 

지역 주체 간의 네트워크의 참여도와 네트워크 강

도의 2가지 핵심 지표에 준거하여, ① 교류형 산학

협력, ② 가치발견형 산학협력, ③ 문제해결형 산학

협력, ④ 지식공유형 산학협력의 4가지 유형과 발전

단계로 구분하였다. 

지역연계형 산학협력의 유형 및 발전단계에 따라 

LINC+사업 참여대학의 54개 지역사회공헌 산학협

력 사례를 구분하였다. 그 결과, ① 교류형 산학협

력에 24개, 44.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② 가치발견형 산학협력이 29.6%(16개)로 비중이 

높으며, ③ 문제해결형 산학협력과 ④ 지식공유형 

산학협력이 각각 13.0%(7개)를 차지하고 있다(그

림 2).

① 교류형 산학협력은 대학에서 지역 주체들과 

함께 각종 산학협력 강의 및 행사를 개최하거나 봉

사 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발

전단계 가운데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참여도 및 강

도가 가장 낮다. 

LINC+사업 시작과 함께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

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기 시작한 경우의 대학들이 

많아, 기존의 일방적인 산학협력 제공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의 각종 주체들과의 단순한 상호 교류 

그림 1. 지역연계형 산학협력의 유형 및 발전단계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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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해 쌍방향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하고자 하

는 교류형 산학협력이 전체의 44.4%를 차지하며 가

장 많다.

교류형 산학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A대학교의 ‘지

역사회 재생활력을 위한 「아파트 공동체 생활자치 

학교」 개설’은, 대학 사업단이 시청, 시의회에서의 

사전 수요조사 간담회를 통해 아파트 공동체 문제

를 인지하고, A대학교 강사진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공동체 생활자치 학교를 개설하였다. 5주 동안 매

주 수요일 10강좌가 개설되었으며 30명의 주민이 

수강하여 아파트 층간소음 등의 공동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다.

② 가치발견형 산학협력은 대학과 지역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

고 그 결과로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가치발견형 산학협력 사례도 전체의 26.5%를 차

지하며 비중이 높은 편이다. B대학교의 ‘쓰레기종

량제봉투 디자인개선, 지역시민 환경의식 함양과 

지역 이미지 제고’ 사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각

디자인과 교수와 학생이 공공용 종량제 쓰레기봉투 

디자인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환경문제 및 자연보

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국제디자인 공모

전 출품 등으로 이어져 학생 교육성과도 올렸다.

③ 문제해결형 산학협력은 지역 주체들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발

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실천하고자 한다.

문제해결형 산학협력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

로, C대학교의 ‘KM-I ACICS(인문예술 지역사회문

제해결 교육과정) 개발’이 있다(표 2). C대학교는 지

역의 기초지자체, 각종 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

회 수요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과제를 발굴하고, 인

문예술분야의 학생 역량을 활용하여 각종 지역문제

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④ 지식공유형 산학협력은 대학과 지역 주체들 

간의 긴밀한 산학협력 체계를 통해, 상호 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발전단

계 가운데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참여도 및 강도가 

가장 높다.

지식공유형 산학협력에 해당되는 7개의 사례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제시된 사례

들은 여타 사례들과 비교하였을 때, 쿼드러플 힐릭

스의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

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적극적

그림 2. LINC+사업 참여대학의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 발전단계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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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산

학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 혁신 창출을 도모하고 있

다는 게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G대학교의 ‘미래가치 창출형 캠

퍼스리빙랩 및 협업센터 구축’ 사업을 살펴보면, 도

시환경, 안전, 치안 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와 기관

의 다양한 난제 해결을 위한 협업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를 위한 융합지식인

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전문 센터를 운영하기 위

해 추진되었다. 대학 특성화 3대 분야에 따라 캠퍼

스리빙랩 8개, Pre-리빙랩 2개 프로그램이 구축되

었으며, 각종 특화센터들도 운영 중에 있다. G대학

표 2. C대학교의 지역사회 수요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과제 추진 현황

구분 연번 연계기관 제목(내용) 전공

지자체

1 ○○군 ○○군 문화관광 홍보지도 심리학과

2 ○○군 20대와 함께하는 젊은 ○○군 언론영상학전공

3 ○○군 오늘 하루, ○○ 문예창작학과

4 ○○청 남구일주(南區一周) 패션디자인과

지역

경찰서

5 ○○지방경찰청 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영상 제작 영상애니메이션학과

6 ○○경찰서 아동학대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지역

복지

7 ○○서부지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인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심리학과

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홍보용 app 개발 ‘도근도근’ 심리학과

9 다문화청소년 함께하는 뉴스포츠 스포츠마케팅과

10 청소년사교육 가족갈등 단편영화 세 가지 소원 사진미디어과

자료: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18)

표 3. LINC+사업 참여대학의 대학-지역 연계 지식공유형 산학협력 사례

연번 대학명 사례명 추진 내용

1 D대학교
지속적 투자로 지역 원도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 재생 특성화 사업

지역의 도시재생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학 자원의 

활용

2 E대학교 ○○동 캠퍼스타운 프로젝트
4차 산업 중심의 청년창업 활성화, 대학문화 활성화, 

캠퍼스타운 조성 

3 F대학교 지역사회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산학협력
인문사회계열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4 G대학교 미래가치 창출형 캠퍼스 리빙랩 및 협업센터 구축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주도의 리빙랩 교과과정 

운영

5 H대학교
LINC+문화예술융복합(C+형) 프로젝트 확산을 

통한 RCC특화 혁신 모델 구축

테크페어 및 커넥트유페어를 통해 문화예술융복합(C+

형) 성과물을 공연·전시함으로써 프로젝트 참여자 만족

도 제고 및 지역민 호응 유도

6 I대학교
대학생이 해결하는 지역문제 그리고 사회공헌, 

“지역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한다”

학생 주도의 지역 사회문제 발굴 및 캡스톤디자인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

7 J대학교
사회혁신형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모델 

창출

지역의 사회혁신에 기여 하는 新산학협력 모델을 전학적

으로 구축

자료: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18)을 토대로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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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지역단

체, 관할구청 등 참여 주체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

성하여 지속적 협업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각종 센

터 운영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

진의 애로요인을 극복하였다. 

2) 사업의 특성 및 평가

이상과 같이, LINC+사업 참여대학을 중심으로 

국내 대학들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

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의 유형 및 발전단계를 구

분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과 평가가 도출되었다.

첫째, 2017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LINC+사업

이 마중물이 되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체

들과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여, 

현재 국내 대학에서는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프로그

램이 초기 발전단계이지만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LINC+사업은 대학 중심의 일방향적인 산학협력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각종 

지역사회주체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쌍

방향적인 지역연계형 산학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

가 되었다. 여전히 다수의 사례들이 지역연계형 산

학협력 발전단계 가운데 지역 주체간의 네트워크의 

참여도 및 강도가 가장 낮은 교류형 산학협력에 그

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지식공유형 산학협력으

로 발전하고 있는 우수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지

식공유형 산학협력 사례들은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

가 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구현되고 있

으며 지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산학협력으

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산학협력의 고도

화 및 내실화를 위한 모델 사례로 발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다양한 산학협력 기반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역과의 협력 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지역연계형 산학협력의 가장 큰 특징 

중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교원 중심의 산학협력에

서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학협력 활성화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다. 지역연계형 산학협력은 대학 리빙랩(living 

lab), 지역연계형 PBL(Problem/Project-Based 

Learning),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

tion) 등의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사회적경제기

업 창업교육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대

학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학협력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연계형 산학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은 

참여 학생의 각종 역량강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

신이 살고 있는 또는 자신의 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매력 증대로 인해 지역인재로

서 육성되는 다양한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이공계 분야는 

물론, 인문사회계열 및 융·복합 분야 산학협력으

로 활동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 활

동은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뿐만 아니

라 사회혁신 창출에 있어서도 중요해지고 있다. 즉, 

지역연계형 산학협력은 기존의 이공계 분야와 제조

업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의 각종 현안과 문제 해결을 위해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및 융·복합 분야로 산학협력의 분야와 영역을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대학 산학협력의 활성

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문사회·예체능분야 학생

들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대학 내 별도의 조직을 설립

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도 지

역연계형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

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연

계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추진은 지역사회의 각종 

주체들과의 협력과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어, 지역사회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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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구축되어야만 그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있으며 각종 

대학재정지원 사업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요청된다. 

다섯째, 대학은 지역연계형 산학협력을 통해 다

양한 지역 주체들과 협력 관계에 있으며, 특히 지자

체와의 긴밀한 연계는 즉각적으로 지역 문제해결 

및 정책 반영으로 나타난다.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은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콘텐츠기업, 비즈니스서비

스기업,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의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시민단

체, 협의회,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관계를 통

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지역연계형 산

학협력은 기존의 산-학-관의 트리플 힐릭스(triple 

helix)에 지역사회가 추가된 산-학-관-지(地)의 

쿼드러플 힐릭스(quadruple helix) 상호작용에 의

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연계형 

산학협력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

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물이 지역사회

에 실제적으로 반영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은 특히 지자체와의 긴

밀한 연계 체계가 구축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

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최근 대학의 산학협력은, 지금까지

의 기업과의 기술혁신 중심의 산학협력이나 대학 

중심의 일방향 산학협력에서 벗어나 대학과 지역의 

각종 주체들이 상호 역량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통

해 지역에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에 공헌하는 

쌍방향의 대학-지역 연계형 산학협력으로 전환되

고 있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산학협력 동향과 관련하여, 대학과 지역과

의 상생발전하기 위해 대학이 각종 지역주체들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산학협력, 즉 대학-

지역 연계형 산학협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비전으로 하여 시작된 LINC+사업이 마

중물이 되어,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이 본격적

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연계형 산학협력은 지역문제 발굴에서 해결

방안 모색, 개선 및 정책 활용 등 산학협력의 전 과

정에서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다

양한 지역 주체들과 연계·협력하여 각종 활동을 쌍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수요를 반영하

고 지역현장에 기반한 산학협력을 추구하며,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을 네트

워크의 참여도와 네트워크 강도의 2가지 핵심 지표

에 준거하여 ① 교류형 산학협력, ② 가치발견형 산

학협력, ③ 문제해결형 산학협력, ④ 지식공유형 산

학협력의과 발전단계로 구분하고, FGI 방법론을 토

대로 LINC+사업 참여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사회공헌 산학협력 사업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아직은 발전단계 초기인 사업들의 비중이 압도

적으로 높았으나, 일부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긴밀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학협력 사업의 실효성

을 높이고 내실화를 추구하면서 고도화된 산학협

력 단계로 이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간 정책적 실효

성에 비판을 받아온 LINC사업이 지역연계형 사업

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대학들은 

외형적 실적 추구에만 치중하고 있으므로, 지역연

계형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 체계적으

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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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계 산학협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대학 교육과

정 운영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지역연계형 산학

협력은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한 산학협력교육

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전

공실무 및 문제해결 능력 등 역량 강화의 교육적 성

과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지역연계

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각종 사

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대되고 주인의식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우수한 지역 인재 유

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대학생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으로 

증대되고 취·창업으로 연계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수요 조사 및 지역주체 간 지역연계

형 산학협력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 대학

과 지자체 주도로 지역사회 산학협력 네트워크 및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

요하다. 지역에서의 산학협력 거버넌스가 지금까지

의 단순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회의 개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

한 형태로 전개하여, 지역에서의 실제적인 협력 성

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 네트워크, 운영 체계

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지역주체들과의 실질적이고 지속가

능한 연계·협력을 위해 대학 내 전담 조직 및 인력 

지원이 요청된다. LINC+사업 참여대학들을 중심으

로 지역협업센터 등이 관련 전담 조직으로 운영되

고 있으나, 전국 대학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특히, 관련 행정 업무 담당의 인력 지원

도 필요로 하나, 무엇보다 대학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이 시

급하다. 현재 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

역사회 활동가들을 대학 교육과정에 참여시켜 ‘지

역사회 매니저’, ‘지역사회 멘토’ 등으로 지원함으로

써 실질적인 지역사회 연계·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지역 연계형 산학협력은 각종 위

기상황에 봉착한 대학과 지역의 돌파구가 되어 대

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특히, 대학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연

계·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연계

형 산학협력 추진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도모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

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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