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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추진배경

◦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양적 성장 대비 질 제고가 미흡하고, 지역 내 협력

체제 및 범부처 인력양성 정책의 전략적 연계·협력 부족

☞ 산학협력 효과성 제고를 통한 미래사회 대비 인재양성 체계구축 필요

 2. 추진과제

  산학연계 인력양성 품질 제고

◦ 표준 현장실습제 도입, 계약학과 평가·인증제를 통해 질을 제고하고

정보공시 및 정부 재정지원 연계 등 대학 및 기업의 책무성 강화

◦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적적립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활성화

◦ 신기술분야 교육과정 및 컨텐츠를 공동 개발·활용*하는 공유대학 모델을

도입하고현장실습 대학 간 공동 운영을 통해 희망하는 기업, 직무로 실습 지원

* 각 부처 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한 교육 컨텐츠 발굴 및 활용

◦ 재직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의 비학위 단기과정 확대, 학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신중년 대상 전환교육 모델 발굴 및 관계부처 연계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지역별 중장기 발전전략 및 기반산업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취업 및 정착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수요(지역산업경제 활성화 지원) ↔ 공급(공유대학 – 계약학과 – 학사구조 개편)

◦ 선취업–후학습*, 지역 특화산업** 중심 전문기술인재 양성체계 구축

* 취업 준비(직업계고) → 취업 및 재직(지역기업) → 후학습(지역대학)

** 현장실습, 기업 R&BD(전문대학 특화분야 – 기초지자체 – 중소기업)

  국가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의 공동 기획·운영 등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기적 조사·분석 및 연계·협력 강화*

* 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기능강화, ② 산업교육센터 운영 및 통합정보망 구축 추진

 3. 향후 추진일정

◦ 세부과제별 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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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비대면‧디지털 미래사회 인재양성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untact) 디지털 사회로 본격진입함에 따라 ICT,

바이오헬스, 자동화 등 융합기술기반 첨단산업분야 중요성 증대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2020.5.10.)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 산업지도를 바꿀 것”

◦ 산업구조 및 요구직무능력의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며, 이를 충족할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의 보다 긴밀한 협력 요구

◦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그린경제로 이행을 

촉구하면서, 일자리 충격에 대비한 교육 훈련 등 사람투자 확대 표명

   * 총 160조원 투자 : (디지털) 13.4조 + (그린) 12.9조 + (사회안전망) 5조
일자리 190.1만개 창출 : (디지털) 33만 + (그린) 15.4만 + (사회안전망) 9.2만 (~’25년)

□ 대학 산학협력 인력양성의 질적 고도화 

◦ 코로나19 이전에도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지속 확대

    * 산학연협력 교육 및 인재양성 재원(국고) 투입은 ’17년～’19년 연평균 7.4% 증가

(’19. 재정사업심층평가 결과)

- 정부 및 대학의 적극적 노력으로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대

《 산학연계 주요 교육과정 운영 현황 (2019 대학 산학협력실태조사) 》

구  분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주문식 교육과정 계약학과

’12년 ’19년 ’12년 ’19년 ’15년 ’19년 ’12년 ’19년

이수학생 수(명) 110,961 127,566 86,107 260,062 8,097 37,233 11,781 16,679

운영대학 수(개) 273 300 147 265 107 143 121 150

참여 산업체 수(개) 63,566 76,911 - - 3,093 10,370 7,735 6,137

◦ 그러나, 양적성장에도 불구, 산업체와 대학 간 상호 적극적 협력에 

기반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의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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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혁신전략에 따른 지역 인재 양성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점차 가시화

    * 지역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취업비율 : [세종] 73% > [충남] 67% > [강원] 59% > 

[충북] 55% > [대전] 42% > ••• [부산, 제주] 27% 順 (2018.2월 대졸자 기준, 교육부)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 

결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국정기조로 채택

 ‣ 【국정과제】 78번 – 전(全)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 지역대학이 인재양성의 허브(hub)로서 지역이 필요로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혁신의 선도 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나아가, 지역대학이 양성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취업→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 미래사회 인력양성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기술의 융 복합 등 최근의 경제 사회 

환경 변화는 미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심화

- 분야별 주체별 독립적 정책추진만으로 효과적 대응에 한계

◦ 따라서, 범부처 차원의 산 학 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력양성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주요 추진 경과 >

□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제14차 일자리위원회, ’20.3.9)

    ※ ‘대학 연계 산업맞춤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수립(’20.下) 반영

□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수립계획」

보고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20.5.19)

□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정책연구 (’20.4.~11.)

    ※ 계약학과 설치‧운영 중인 전국 206개 고등교육기관 전수조사 병행 (’20.7월)

□ 정부 산학협력 인력양성 추진 실태 관련 현장 의견수렴

    ※ 전국대학 산학협력단장 추계세미나 / 전국 공과대학장 ‘공학교육 혁신포럼’ (’2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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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현황 및 문제점

□ 산학협력 인력양성의 질적 내실화 필요

◦ 대학 내 산학협력 인력양성 교육과정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체계적 품질 관리 미흡*

    * 【예시】 ‘계약학과’ 설치(단순 신고) 후 주기적 운영 실태 점검 등 관리 근거‧규정 미비

- 대학 및 연계기업의 프로그램 운영 환경에 따라 품질격차가 존재

하며, 이는 참여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문제 등 초래할 우려

    ※ 【참고】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지원비 미수령(2020. 10월)

“현장실습에 참여한 10명 중 4명(40.4%)은 여전히 실습지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만933명 실습지원비 미수령..수령률도 감소세...열정 페이 여전”

(2020년 교육부 국정감사)

◦ 산학협력 인력양성 활동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는 

산학협력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참여 저조

    ※ 대학(산학협력단) 교육수익(약 210억) 中 산업체 교육수익은 16%(35억)에 불과
(출처 :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 2019 결산)

- 산업체가 협력적 파트너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규제 완화로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 새로운 산업 수요에 대응, 대학의 인력양성 기능 확대 필요

◦ 개별 대학의 신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부족으로 

효과적인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인력수요 대응에 한계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분야는 교육콘텐츠 전문교수인력 교육장비

등이 부족하여 개별 대학 수준에서 교육체계 구축이 어려움

◦ 기존 학령인구 중심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으로, 산업 변화에 따른

전환교육 등 새로운 직업교육 훈련 수요에 충분한 대응 한계

- 성인학습자 단기 학위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과정 등이 있으나,

최근의 기술혁신 및 신산업 등장에 대비한 전문기술교육은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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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위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기반 미약

◦ 지역대학 졸업생의 타지역 취업(지역이탈) 경향성이 높아,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에 애로

     《 지역 인재의 역외 이탈률 (2018.2월 대졸자 기준, 교육부) 》

구분 수도권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강 원

이탈율(%) 11 .7 52 .6 57 .7 58 .0 66 .6 61 .6 94 .2 71

구분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이탈율(%) 73 .4 79 .5 58 .7 60 .7 71 .4 49 .3 35 .4

◦ 지역경제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인력양성 전략 및 지역대학, 지자체,

연구소 등 지역주체 간 협력체제가 미흡

- 이로 인해 지역혁신역량이 분산되며, 지역발전전략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및 사업 추진으로 사업 간 시너지효과 미비

현장의 목소리 (’20.4월,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혁신주체들이 연계를 넘어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공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협업시스템이 구축 운영되어야 함”

□ 전략적 산학연계 인력양성 체계 부족 

◦ 부처별 인력양성 재원 투입은 증가하나 각 부처의 목적 필요에 

따라 칸막이 방식으로 추진하여, 투자 효율성 저하

※ (예)
(교육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
) 육성사업’과

(중기부)
‘대학연계 중소

기업 인력양성사업’ 간 사업목적 취지의 유사성 지적 (’19년 재정사업심층평가) 

- 산학협력 인력양성 분야별 수준별 지역별 인력수요-공급분석 등에

기반한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인 사업 정책 추진 체계 미흡

현장의 목소리 (’20.10월, 전국대학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추계세미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많은 정책과 사업이 쏟아지고 있으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등

총괄기구를 통한 보다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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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인력양성 재원투입 현황 》

◦ 대표적 산학연협력 지원 사업* 중 ‘교육 및 인재양성’ 투입 재원은

70% 이상을 차지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7.4% 증가

  * 「산학협력법」제2조의6에 따라 세부사업 기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으로 분류

할 수 있는 세부사업(30개) 대상 (’19. 재정사업심층평가)

구분
’17년(결산) ’18년(예산) ’19년(예산) 연평균 

증가율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육 및 인재양성 902,585 68.9 932,374 71.0 1,040,995 77.2 7.4

고용부 24,917 (2.8) 35,000 (3.8) 28,140 (2.7) 6.3

과기부 86,746 (9.6) 133,236 (14.3) 135,699 (13.0) 25.1

교육부 623,491 (69.1) 575,688 (61.7) 677,436 (65.1) 4.2

산업부 94,325 (10.5) 109,379 (11.7) 118,213 (11.4) 11.9

중기부 65,697 (7.3) 72,586 (7.8) 73,997 (7.1) 6.1

특허청 7,409 (0.8) 6,485 (0.7) 7,510 (0.7) 0.7

연구개발 및 사업화 272,336 20.8 266,265 20.3 186,086 13.8 △17.3

인프라 지원 135,003 10.3 115,160 8.8 120,739 9.0 △5.4

합계 1,309,924 100 1,313,799 100 1,347,820 100 1.4

< 산학연협력 유형별 재원 투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27.2%)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며,

동남권(21.9%), 충청권(18.7%), 대경강원권(18.1%), 호남제주권(14.2%) 順

구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비중(%) 11 .1 12 .9 4 .4 3 .8 5 .1 6 .7 1 .2 0 .9

구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비중(%) 12 .3 6 .3 4 .6 6 .5 3 .4 4 .8 7 .4 7 .8 0 .9

※ 사업별로 실제 지역에 배분된 예산을 비중으로 조사하여 31개 내역사업 예산과 연계한 가중평균임(’19. 재정사업심층평가)

《 ’18년 지역별 교육 및 인재양성 재원 투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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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

1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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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안)  

1  산학연계 인력양성 품질 제고

❖ 대학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내실화‧정상화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
❖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해 인력양성에 산업체 참여 확보

□ 산학연계 인력양성 교육제도 운영 내실화

◦ (운영기준 정비) 산업체 연계 인력양성 교육제도의 운영 내실화

정상화를 위해 표준 운영기준(모델) 마련 및 법 규정 정비 등 추진

- (대학생 현장실습) 다양한 대학생 현장실습 형태를 ‘표준현장

실습학기제*
’로 표준화하고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예시】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주요내용

▪ 표준 운영절차 : 실습기관 발굴, 참여학생 선정·매칭, 실습 운영과정 등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하고, 각 단계별 구비서류 양식 표준화

▪ 의무 교육시간 : 사전교육, 중간·결과 점검 등 학생의 실습을 위한 필수 교육
시수를 실습기간의 10%~25% 이내로 배정하도록 의무화

▪ 학생 권익보호 : 참여학생 실습지원비 지급, 근로계약, 보험가입 등 보장, 부적정 
운영 사례 적발 시 대학의 실습중단 및 복교 요청 의무화

     **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운영 절차‧기준 등 마련을 위해 「산학협력법」(’20.12월)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21.上) 개정 예정

- (계약학과) 권역제한 완화,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 등 운영상 경직성

해소* 및  교육과정 운영관리 강화** 등 계약학과 제도 내실화

     * ① 권역제한 완화 : (現) 동일 광역행정권 내에 한하여 인정

→ (완화) 광역도 내 위치한 광역시는 동일 권역으로 간주

     * ② 원격수업 기준 : (現) 졸업학점 총 수의 20% → (완화)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

     ** ‘신고제’로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도입 검토 (~’21.下)

◦ (책무성 확보) 주기적 실태점검, 정보공시 및 정부 재정지원 사업

연계 검토* 등 참여대학 및 기업의 책무성 강화 유도

     * 대학정보공시, 산학협력 실태조사 및 각 부처 인력양성사업 평가 시 표준운영

기준에 따른 실적만을 반영하는 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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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연계) 장기적으로는 표준 운영기준 미 준수 시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사업비 감액 권고 등 검토

     * 【예시】 교육부(LINC+ 등), 고용부(IPP일학습병행사업), 과기부(ICT학점연계 프로

젝트 인턴십, SW중심대학), 중기부(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등

    ** 【예시】 미인증 계약학과 운영 대학의 경우,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사업 

등 참여제한 및 신규 계약학과 신설 제한

□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 확보

◦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마일리지*’가 산업체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 확대 개편

     * (개념)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실적에 따라 산업체가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기업대상 R&D 사업 등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마일리지 적립 활용) 인력양성을 포함한 산학협력활동 전반으로 

적립분야를 확대하고, 지원사업 가점 확대 등 활용도 제고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방안(안)

현 행 개 선

대상 산업체 대학 + 산업체

분야
 현장실습 운영

(4주 이상)

산학협력 교육과정, 산학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공유 실적 등
산학협력활동 전반으로 확대

방식 학생 당 100 마일리지 부여
산업체의 직접적인 투입이 있는 

산학협력활동에 대해 수준별 차등 적립

활용 정부사업 참여 가점
▪(산업체) 기업지원 정책 참여 우대,

대학 자산 구입‧활용 등
▪(대학) 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 가점 등

- (추가지원) 마일리지 누적적립 우수기업을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예시】 공공입찰 가점(조달청), 근로감독 면제(고용부),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등

◦ (규제개선) 산업체의 대학협력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하여 산-학 간 연계·협력 활성화 도모

     ※ 【예시】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인정 기준(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등) 완화,

‘재교육형’ 계약학과 권역제한 규정 완화로 기업의 접근성 제고 (’21.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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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활성화

❖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전통적 학문구조와 교육수요를 탈피하여, 

대학 간 자원공유 활성화 및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대상 확대

□ 공유 ‧ 협력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

◦ (‘공유대학’ 도입) 범부처 연계 협력 + 대학 간 공유 기반의 추진

체계로 신기술 신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모델 도입

- (콘텐츠 공동개발) 대학-기업-부처 등 연계, 각 부처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개발한 교육 콘텐츠 발굴, 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 실시

     * 14개 부처에서 62개 사업 추진 중(’20.1기준, 4,947억원)  

- (대학 간 공유) 범부처, 각 대학이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개발한 

콘텐츠 및 교육과정을 모든 참여대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21~’26) 》

▪ 규모 : 8개 분야, 48개 내외 대학 대상 832억 원 지원
▪ 목표 : 8개 신기술분야 수준별 (실무/융합/고급) 핵심인재 10만명 양성(~’26.) 
▪ 운영체계(예시)

훈련기관

참여

모듈형 공동교육과정 개발

A+E+F 대학

A+B+D+E 대학

B+C+D 대학

고급인재

융합전문인재

실무인재

공동 콘텐츠 개발

교원, 시설・기자재, 
데이터 등 공유

공동 학사운영 등

+

연구기관

A대 C대

D대E대

산업체

주관

B대
F대

교육 인프라 공유 등

◦ (자원 공동활용) 대학 간 기술·교원·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AI·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 융합 학과 신․증설*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개정(’20.下)

    ** ’21학년도 첨단 분야(AI, 빅데이터등)별 학과 정원 조정(45교 4,761명, ’20.4.16.)

   ※ 해외대학 교원을 국내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여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겸직 허용(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 

◦ (공동 현장실습) 대학 공동 현장실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속대학 

및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희망하는 기업, 직무로 현장실습 참여 지원 

     *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22~)」 참여 대상 시범 적용 추진 (교육부)

     ※ 과기특성화대학 공동운영 체험형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CUop) 지원 확대(과기부)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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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 대응

◦ (전문기술인재) (가칭)‘마이스터대’ 등 전문기술인력 집중 육성

교육과정을 도입 확산하여, 신산업분야 기초~숙련 기술인재 양성

◦ (재직자 교육) 직무환경 변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재직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자원을 활용한 재직자 교육 활성화 지원

- (전문대학 역할확대) 전문대학이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로서 

재직자․소상공인 등의 재교육을 위한 비학위 단기과정 등 지원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 후진학 선도형(Ⅲ유형)

- (학사제도 개선) 재직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 학사제도 개선 유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 Ⅱ유형, ’21~)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시 별도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 법령 적용 일부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 【예시】 재직자 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 산업체 재직경력 기준 입학전형 등 재직자 대상 편입학 경로 다양화
▪ 직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활용으로 수업연한 단축
▪ 재학연한 유연화 및 학교 밖에서의 수업 확대 허용

- (디지털 역량 제고) 재직자 대상 산학협력 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강화

◦ (新 직업교육 수요) 신중년, 취업준비생 및 직업전환자 등 대상

신산업 신직업 수요에 대응하는 직무역량 함양 지원 

- (신중년)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신중년 대상 전환교육* 모델 

지속 발굴하고, 고용 장려금 등 다(多)부처 연계지원 방안 모색

 * 40대 실직자 대상 DㆍNㆍA리터러시 교육과정 운영(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21년, 5교 60억원) 

    ※ 【예시】 신중년 대상 전환교육 - 한국기술교육대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 고숙련 은퇴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사로의 전직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운영(연간 500명 참여) ⇒ 신중년 적합직무 채용 장려금* 연계

  * 50세 이상 실직자를 고령자 적합직무에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 (취업준비생) 신기술 신산업분야 숙련도별 교육과정 확대하고,

K-MOOC, 비학위과정 개설 등 직무교육 접근성 제고

- 11 -

3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대학의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주체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혁신전략과 산학협력 교육모델 구축

□ 지역혁신 플랫폼 기반 지역산업 특화 인력양성

◦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 대학-지자체-연구기관-산업계 등이 연계

협력하여 인재양성-일자리 창출-지역혁신 등 뒷받침

     * (’20) 3개 지역(경남, 충북, 광주‧전남) → (’24) 비수도권 전역으로 연차별 확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12)

◦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 지역대학들이 대학별 강점 결합 및 역할

분담 통해 교육과정·학위 공동추진 등으로 인재 양성 지원

    ※ (경남) ‘USG’ 공유대학을 구축하여 소속대학 학위와 USG 학위 공동 수여, 도내 
주요기업(LG전자 등)이 채용 시 USG 인증을 고려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

◦ (지역인재 수요-공급 매칭) 지역 중장기 발전전략·기반산업 등 

고려한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구축, 지역 내 취업·정주 지원

- (지역 산업클러스터 연계) 이전 공공기관, 산업클러스터 기업,

연구개발 특구 등과 연계,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핵심 인력 육성

- (일자리 연계) 지역대학이 양성한 인재는 지역 산업분야에 취 창업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내 인재 수요 공급 연계 체계 완성

< 지역 산업 및 클러스터 연계 모델 >

△ (충북 사례) 지역 바이오산업 기반에 맞추어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 지역인재 육성 → 지역 내 취‧창업 → 지역 정착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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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반 전문기술인재 양성 체계 구축   

◦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자체-교육청 협력을 기반으로 직업계고-

지역기업(취업)-지역대학(심화·후학습)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고졸인재

성장 플랫폼 조성

- 지역기업·대학·유관기관이 참여, 지역전략·특화 산업분야 인재 

양성 비전 제시, 직무·핵심 역량 발굴 및 혁신지구 교육과정 구성

     ※ (’21) 5개 지구 선정 예정, 1개 지구 당 최대 3년까지 지원

<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모델 >

◦ (지역-전문대 연계 직업교육거점 조성) (기초)지자체-전문대 협업을

토대로 전문대-지자체-지역산업 연계 기반 평생직업교육 거점 조성(’22~)

- 기초지자체와 전문대, 지역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생기반의

지역발전방향 모색 및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발전과 연계

- (기초)지자체-전문대 간 연계를 토대로 지역산업체에서의 대학생 

현장실습, 기업 R&BD 등 다양한 차원의 연계·협력 추진

     ※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실시 중(’20.12.∼)

<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기본방향(안) >

▶(운영모델) 대학생 현장실습, 기업 R&BD 등 다양한 차원의 연계·협력

▶(운영체계) 전문대학, 기초지자체, 지역 내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방향 
및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모색

    ※ 제조업, 서비스업, 보건·의료 등 전문대학 특화분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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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산학협력 인력양성 정책의 전략적‧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기능 강화 및 전문 인프라 구축   

《 산학협력 인력양성 통합 추진 체계도(예시) 》

□ 산학협력 인력양성 추진 거버넌스 강화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기능강화) 산학협력 인력양성 정책 방향 

제시,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의 주기적 조사 분석*을 통한 연계

협업 방안 모색 등 정부 정책의 전략적 추진 지원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 사항 (산학협력법 제14조제2항제5호) 

- 각 부처 산학협력 인력양성 주요 사업의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재정지원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 투입 지원

      ※ 산학협력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 산학연협력위원회 기능 강화 기본 방향(예시) > 

· (의제 발굴) 정책의제 발굴 및 장기전략 수립, 이행사항 점검 및 피드백 강화 등

· (사업분석 및 평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 사업 심층 분석, 사업 
유형별·주기적 분석 및 성과점검, 연계‧협업과제 발굴, 신규사업 제안 등

· (타 기구와의 관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등 타 기구와의 연계 방안 등  

   ☞ 산학협력 인력양성 정책 추진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기능강화 세부계획 별도 수립 및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보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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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간 연계 활성화) 부처별 특성에 따른 역할분담 및 협력*을 통해

사업 공동 기획 운영, 기업-대학 매칭 등 체계적 지원

     * 【사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 (국토부) 기반시설 구축+ (교육부) 대학-입주기업 

협력 지원 + (중기부) 기업지원 / (’20) 3개 지역 지정→ (’21) 2개 지역 신규 지정 예정

◦ (중앙-지방 간 연계)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와 인력양성 유관 협의

기구*, 지방정부(협의체) 등을 연계하는 통합 협력 체계 구축

     *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 지역혁신플랫폼 등 

- 지자체 수립 시행 계획 검토 및 환류 기능 강화 등 중앙-지방 간 

산학협력 인력양성 정책 추진의 정합성 제고

□ 산학협력 인력양성 지원 전문 인프라 구축 

◦ (산업교육센터) 산업교육 활성화 및 산학협력 인력양성 지원 등을

위한 산업교육센터 신규 지정 운영(’21)

    ※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21년 신규 예산확보(16억원) 및 「산학협력법」 시행

규칙 개정 추진(’20.9∼)

- 전문연구 수행, 정책기획 조정 지원, 관련 통계분석 관리 등 산학협력

인력양성 전문지원 기관으로 산업교육센터 기능 확대* 추진

    * 현행 산학협력법(제13조의2) 上 산업교육센터 주요기능 : 산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산업교원 교육‧연수, 산업교육기관 간 협력망 구축‧운영 등  

  ◦ (통합정보망) 부처별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 및 재정 지원 현황,

성과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망 구축 추진 

    ※ (가칭) 산학협력 인력양성 통합정보망’ 구축·운영 계획 마련 및 관련 예산 확보 추진(’21)  

   - 학생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정보* 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ㆍ운영 

    * 사업 세부 내용, 참여대학 및 산업체 현황, 대학별‧지역별‧산업분야별 산업교육 

관련 통계 및 실적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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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향후 추진일정

□ 개별과제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21~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수립 : ’21.

   ※ 정책연구 추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의결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 ~ ‘20.12

   ※ 국회 본회의 통과(’20.12.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개정 : ~ ‘21.下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기능강화, 산업교육센터 기능 확대 등에 대한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21~

   ※ 대학 재정지원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장치 마련 등  

□ 기타 관련 규제 발굴 개선 등 : 계속 



- 16 -

추진과제 추진계획 담당부처 일정

1. 산학연계 인력양성 품질 제고

  산학연계 인력양성 제도 정비

 산학연계 인력양성 제도정비

운영기준 정비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관련 법령 개정

 ※ 「산학협력법 시행령」 및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교육부고시) 개정

교육부 ’21.상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기준 규제 완화 및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ㆍ인증 도입 추진

 ※ 「산학협력법 시행령」 및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교육부고시) 개정

교육부 ’21.하

책무성 확보
산학연계 교육과정 표준운영기준안 마련
 ※ 대학정보공시 지침 등 개정

교육부 ’21.하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 확보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마일리지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교육부 ’21.상

규제 개선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기준 완화
 ※ 매뉴얼 개정

교육부 ‘21.상

재교육형 계약학과 권역제한 완화
 ※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개정

교육부 ‘21.상

2. 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활성화

  공유ㆍ협력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

공유대학 도입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21.상

자원 공동활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첨단 신기술 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개정

교육부 ‘20.하

공동 현장실습

「3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참여 대상 시범적용

교육부 ’22.~

과기특성화대학 공동운영 체험형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CUop) 지원 확대

과기부 ’22.~

붙임 1 과제별․부처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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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추진계획 담당부처 일정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 대응

전문기술 인재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 교육부 ‘21.상

재직자 교육

전문대학의 재직자ㆍ소상공인 대상 비학위 
재교육과정 운영 지원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후진학 선도형(Ⅲ유형)

교육부 ‘21.상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 교육부 ‘21.~

재직자 친화적 학사제도 개선(「고등교육법」 개정) 교육부 ‘21.상

신 직업교육 수요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사업 추진 교육부 ’21.상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운영 고용부 ’21.상

3.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지역혁신 플랫폼 기반 지역산업 특화 인력양성

지역혁신 플랫폼

비수도권 전역으로 연차별 확대 교육부 ～‘24.

인재양성-일자리 창출-지역혁신 연계 추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교육부 ‘20.하

  지역기반 전문기술인재 양성 체계 구축

직업교육 혁신지구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정ㆍ운영 교육부 ‘21.상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교육부 ‘22.~

4. 국가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산학연계 인력양성 추진 거버넌스 강화

국가산학연위원회 기능 강화
「산학협력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 산학협력 인력양성 정책 추진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기능강화 세부계획 별도 수립 보고

교육부 ‘21.상

부처 간 연계 활성화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부처별 연계 추진  관계부처 지속추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신규 추가 지정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 등
‘21.상

중앙-지방 간 연계
국가산학연위와 인력양성 유관 협의기구 

및 지방정부 간 통합 협력체제 구축
관계부처, 지자체 

등 지속추진

  산학협력 인력양성 지원 전문 인프라 구축

산업교육센터 산업교육센터 신규 지정ㆍ운영 교육부 ‘21.상

통합정보망
산학협력 인력양성 통합 정보망 구축ㆍ
운영 계획 수립

교육부 ‘21.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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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처 사업명(세부 및 내역사업명) 2017 
결산

2018 
예산

2019 
예산 비고

교육 

및 

인재

양성

교육부

산학협력 
고 도 화 
지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 238,272 202,531 253,18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
대학 육성 - 8,000 6,000 
지역선도대학 육성 13,500 16,020 10,000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14,700 12,520 16,500 

전문대학 혁신지원 267,515 250,764 290,786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80,831 78,680 93,787 
학교기업 지원사업 8,673 7,173 7,182 

과기부

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 8,807 7,552 3,490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양성 4,650 20,344 22,327 
인공지능 핵심고급인재 양성 - - 3,044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50,728 54,714 48,059 
ICT글로벌인재재 양성 - - 1,026 
SW전문인력 역량 강화 22,561 26,626 29,753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24,000 28,000 

산업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63,620 80,110 85,138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 15,100 14,549 14,549 
항공우주전문인력양성 - - 1,500 
혁신성장글로벌인재양성 - - 5,000 
에너지인력양성사업 15,605 14,720 12,026 

중기부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 양성 36,800 39,406 39,554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28,897 33,180 34,443 

특허청

수 요 자 
중 심 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5,539 5,055 6,080 
취업연계 IP 지역인재 양성 696 696 696 
기업 등의 지식재산 교육 1,174 734 734 

고용부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업
지원

산학일체형도제학교 24,917 35,000 28,140 

소계 902,585 932,374 1,040,995 

연구

개발 

및 

사업화

과기부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19,977 22,021 19,289 
연구산업육성(R&D) 30,545 24,509 24,145 
ICT 융합 산업원천기술 개발 91,000 80,257 62,199 

중기부
산학연협력 신사업R&D바우처 - - 25,00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130,814 139,478 42,614 
산학연Collabo R&D - - 12,839 

소계 272,336 266,265 186,086 

인프라 

지원

교육부 산학협력
고도화지원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4,165 3,540 5,540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910 773 1,258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육성 83,000 76,300 73,377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29,953 24,494 25,564 

산업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6,975 10,053 15,000 
소계 135,003 115,160 120,739 

합계 1,309,924 1,313,799 1,347,820 

붙임 2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예산 현황  (출처 : 2019 재정사업심층평가)

(단위: 백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