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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수립배경 및 목적

◦ 산학연협력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제1차 ‘5개년(’19~’23)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 수립(’18.10.) ⇒ 「기본계획」 수정‧보완(’20.12.)

 2. 2020년도 실적 및 개선사항

▪(정책과제) ‘기본계획’ 달성을 위한 총 80개 세부 정책과제 도출‧추진

  * 전략별 과제 수(개) : ➊인재양성 23 = ➌창업 23 > ➋기술사업화 20 > ➍인프라 조성 14 順

▪(성과달성도) ’20년 시행계획 상 총 490개 성과지표 중 86.1%(422개) 달성

  * (중앙부처) 42개 지표 중 38개(90.5%) 달성 / (지자체) 448개 지표 중 384(85.7%) 달성

▪(예산) 총 1조 741.6억 원의 시행계획 추진예산 확보(전년대비 30.3% 증액)

【전략1】산업교육 다양화 ‧ 내실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 산학연계 교육과정 다양화, 채용과 연계된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산업계 
인력수요 분석에 기반한 고등교육 체질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 인재양성

⇒개선점 첨단산업의 급속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양성 체계 혁신 필요

【전략2】잠재기술의 이전 ‧ 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유망기술의 R&BD 및 적극적 사업화를 지원
하고, 공공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 추진

   * 국유특허 전용실시 확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비율 완화(20→10%) 등

⇒개선점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기술 수요 - 공급 간 매칭 활성화 필요

【전략3】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기업가정신 및 창업 인식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확대하고,
대학‧출연연 구성원의 창업도전을 위한 지원*확대 및 문화 조성

   * 대학창업펀드 누적규모 확대(’19년 649.7억 → ’20년 850.1억), 창업 장학금(445명 3.2억) 지원 등

⇒개선점 기술기반 창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고,
아이템 발굴부터 사업화 까지 全 주기 지원을 통해 성공가능성 제고 필요

【전략4】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플랫폼과 연계하여 지역별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및 대학 유휴부지 활용 산학연협력 공간 조성

⇒개선점 산학연협력에 산업체 참여 제고 및 각 부처, 분야별 정책연계 필요



 3. 2021년도 주요 추진계획

《 기본 방향 》
➊ 코로나19 장기화, 지역 소멸 등 국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산학연협력 활성화

➋ 신기술‧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 강화

➌ 산업계 참여 증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 양방향 산학연협력으로 전환

➍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완화 및 지원체계 보강

【전략1】산업교육 다양화 ‧ 내실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방법 혁신

   * (교육부)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고용부) ‘K-digital Training‘ 사업 신규 추진 등

◦ 산업‧일자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산업인력의
전환교육(재교육) 및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 (산업부) AI-주력산업 융합인재 양성, (교육부) 후학습 선도 전문대학, K-MOOC 고도화 등

◦ 비대면, 감염병 등 국가 전략분야 연구인력 양성 및 박사 후 연수 지원

【전략2】잠재기술의 이전 ‧ 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공공연구성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중대형(1억 이상) 사업화 추진, 대학‧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추진체계 고도화 등 기술사업화 성과 증대 노력

   * (교육부) 대학의 창의적자산 실용화 사업, (과기부) 공공연구성과 기반 BIG 선도모델 등

◦ 산-학-연 컨소시엄 등을 통한 공동R&D 선정‧지원, 기술 수요기업과 
연구기관(대학‧출연연) 간 매칭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 활용 만족도 제고

   * (중기부) 개방형 기술협력 네트워크(i-CON), (산업부) 기술상담회, (과기부) 수요발굴지원단 등

【전략3】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의료, 온라인콘텐츠, 유통 등 코로나19로 부각된 비대면 분야 창업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학‧연구소 등의 인프라(시설‧

장비 등)를 창업 시범대로 활용하여 구성원의 적극적 창업 지원

◦ 초등~대학까지 성장단계별 창업교육과정 운영하고, 학생의 창업도전 지원

【전략4】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 RIS 플랫폼(’20년 3개→ ’21년 4개)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산학연협력 기반 강화

◦ 대학‧출연연의 산학연협력 전문성 강화, 통합 DB 구축 및 정책 간
연계를 위한 연구 추진 등 효과적 산학연협력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

 4. 향후 추진일정

◦ ’21년 시행계획 추진(~12월) → ’21년 실적점검 및 ’22년 시행계획 수립 안내(’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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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행계획 수립 개요

1  수립배경 및 목적

◦ 국가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산학연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비전 수립‧달성을 위해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개정(’17.11.) :
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설치(제14~15조), ② 5개년 기본계획 수립(제5조) 근거 마련

- 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1차(’19~’23)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

계획」 수립(’18.12.)하여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 제시

- 코로나19 장기화, 첨단‧신기술 발전 가속화 등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 추진과제를 수정‧보완한 「수정 기본계획」 수립(’20.12.)

     ※ 제1차(’19~’23)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수정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4대 전략 12대 중점 추진과제

 산업교육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1) 성장단계별 사회맞춤형 교육 고도화

(2) 신기술 분야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

(3) 다양한 진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잠재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4) 공공기술 R&D 및 활용 촉진

(5) 대학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6) 수요 -공급 간 기술교류 및 매칭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7) 창업준비를 위한 성장단계별 창업교육 지원

(8) 창업 동기가 실현되는 실전창업 환경 구축

(9) 대학 ‧출연연에 창업친화적 문화 조성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 고도화

(10) 지역단위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11) 산-학-연 간 연계 ‧협력 강화

(1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제1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매년 직전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각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는 연차 시행계획을 

수립‧제출(교육부장관=위원회 간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범부처 종합 시행계획 수립

- 전년도 정책추진 성과 및 보완점, 사회적 현안 등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국가 산학연협력 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추진과제 종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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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 방향

◦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이하, ‘수정 기본계획’)으로

보완된 추진과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사업, 제도 등) 도출

    * 4대 전략, 12대 중점 추진과제 틀은 유지하되 세부 달성과제 보완(23개) 및 신규추가(21개)

- 수정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비전 및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항은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책 시너지효과 제고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등 정책 

현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2021년도 국가산학연협력 정책 방향 설정

- 비대면‧디지털 등 전략분야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역

단위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등 정책 방향에 따른 중점내용 도출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개선점 모색

- 특히, 지역단위의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산학연협력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점검·분석 추진

3  수립 절차 및 경과

￭ 2020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교육부 → 관계부처, 지자체)

'20.12월*

￭ 각 부처 및 지자체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제출
(관계부처, 지자체 → 교육부)

'21.2월

￭ 각 부처 및 지자체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분석 (산학협력중점연구소)

'21.3월￭ 범부처 시행계획(안) 수립 (교육부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간사)

￭ 범부처 시행계획(안) 협의 (교육부 ↔ 관계부처, 지자체)

￭ 범부처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21.4월
￭ 심의 결과 통보 (교육부 → 관계부처, 지자체)

* 「수정 기본계획」 수립(’20.12.17., 제5차 위원회 의결)으로, 당초 계획(’20.10월~) 대비 추진일정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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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1  추진실적 총괄

◦ ‘제1차 기본계획’의 4대 전략, 12대 중점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총 80여개 세부 추진과제* 도출하여 충실히 이행

    * 전략별 과제(개) : ➊인재양성 23 = ➌창업 23 > ➋기술사업화 20 > ➍인프라 조성 14 順

-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과제(총 267개*)를 

설정‧추진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도모

    * 지자체별 과제(개) : 전북 41 > 대구 28 > 제주 27 > 대전, 울산 23 > 광주 18 > 기타 順

◦ 총 490개(중앙부처 42개, 지자체 448개)의 ’20년도 시행계획 성과지표 中

422개(86.1%) 지표 목표달성(중앙부처 38개, 90.5% / 지자체 384개, 85.7%)

◦ ’20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예산을 전년(’19년)대비 2,498.2억 원

증액(30.3%↑)된 1조 741.6억 원* 확보하여 ‘기본계획’ 이행 동력 확대

    * 전략별 예산비율(%) : ➊인재양성 60.7 > ➌창업 16.3 > ➍인프라 조성 12.1 > ➋기술사업화 10.8 順

- 지자체의 경우, 총 7,209.1억 원의 ’20년 시행계획 추진예산 편성‧집행

2  전략별 주요 추진실적 및 개선사항

전략 1  산업교육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 산학연계 교육과정 고도화 ‧ 내실화

◦ 산업구조 변화 및 인력수요 전망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대학 교육과정 평가‧컨설팅** 추진

   * 직업계고 학과개편 : 총 101개교 153개학과 재구조화를 위해 711.5억 지원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 6개 분야 산업계 요구분석 실시, 그 중 2개 분야 (건축‧시공 / 

기계‧자동차) 분야 대학 교육과정 평가(총 25개 최우수대학 선정) 및 컨설팅 추진

◦ 캡스톤 디자인 등 PBL 기반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전략산업 

분야 융‧복합학과** 신설‧운영 지원 등 미래인재 양성기반 확충 

   * 산학연계 교육과정(LINC+고도화형 - 일반대) : (’19) 2,350건 → (’20) 2,424건(3%↑)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 (’19) 20개교 200억 → (’20 확대) 40개교 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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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수립(’20.10월) 및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도입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 내실화 및 학습권 보장

□ 신산업 특화분야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신산업분야 특화 교육

과정, 유관분야 학과 간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운영 등

   * ‘산업계 수요기반 공학인재 양성’ 특화교육과정 수(개) : (’18) 25 → (’19) 120 → (’20) 225

   ** 주력·신산업 분야 석·박사 인재양성(명) : (‘18) 2,926 → (’19) 3,063 → (‘20) 3,602

◦ ‘4단계 두뇌한국21’ 출범을 통해 혁신성장 산업분야를 선도할 대학(원)
및 교육연구단 지원 (※ BK21–혁신인재양성사업 : 56개교 205개 연구단)

◦ 기존 산업인력(재직자 등)의 신산업분야 재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기업 R&D혁신연구와 연계한 석사과정** 등 운영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훈련 : (’19) 1,261명 → (’20) 103개 과정 2,299명

  ** 지역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 ’20년 충북대 등 5개 Grand ICT 연구센터 선정, 센터 

당 연 20명 수준의 신입생(산업계 재직자) 선발 → 등록금의 90%(중견기업 80%) 지원

□ 다양한 진로 ‧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연계 지원

◦ 분야별‧직무별 신산업 인력수요 전망, 산업‧규모‧지역별 산업기술

인력 수급 현황 등 산학연계 취업지원 정책 기초자료 수집‧제공

   ※ (신산업 인력수요전망) ’28년까지 5대 신산업 분야 산업기술인력 25만 7천명 필요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 ’19.末 기준 167만 3천명으로, 수요대비 37,924명 부족

◦ 일자리구조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대학생의 진로탐색활동(10교,

762명) 및 군복무 중* 학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자기개발 지원

   * 원격강좌 수강 시 학점취득(161개교, 21,595명) / 군복무 중 경험 학점인정(35개교) / 

81개 국가기술자격 종목 군부대 내 취득 지원(17,920명) / 자기개발비용 지원 등

◦ 대학과 산업체 간 채용협약에 따른 주문식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선발하고, 맞춤형 인력 공급

   * LINC+ 사회맞춤형학과 및 채용약정학생 수 : (’19) 457개/8,539명 → (’20) 495개/8,280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19) 5개교, 427명 신입학 → (’20) 총 8개교(+3), 327명 신입학

❖ 개선‧보완 필요사항 ❖
▸ 신산업 특화 산학연계 교육과정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급격히 팽창하는

신기술‧첨단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 체계의 혁신 시급

▸ 최근 산업 및 일자리구조 변화로 기존 산업인력의 재교육이 필요하나,
학령기 인구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으로 다양한 수요충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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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잠재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공공기술의 R&D 및 민간 활용 지원

◦ 사업화 유망 공공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컨설팅 및 추가 R&D를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으로 총 227건의 공공기술 이전 달성

◦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허용기준*을 완화(「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제10조 

제1항 2~3호 신설)하여 전용실시 계약건수 대폭상승(’16년 1건 → ’20년 14건)

   * (기존)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완화) 기술특성에 따른 추가

연구 및 안정성 시험 등 사업화 과정 고려하여 구체화‧다양화

□ 대학 ‧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 대학‧연구소의 유망기술 발굴‧고도화 및 사업화 전반을 지원

   ※ BRIDGE+(대학) : 24교 / 기술사업화 1,935건 / 기술 수입료 480억

TMC(대학) : 15개 대학 컨소시엄 / 기술사업화 2,086건 / 기술 수입료 461.3억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대학-공공연 협력) : 2개 컨소시엄 / 기술발굴 67건, 사업화 4건

◦ 대학기술지주회사 신규설립 인가(’20년 5개) 및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 완화 등 규제개선*(’20.12월)을 통해 대학 기술사업화 기반 확대

    * (주식보유 의무비율) 20% → 10% / (의무비율 초과보유 예외기간) 5년 → 10년

◦ 잠재력 있는 공공기술의 사업화 지원 후, 그 중 혁신성이 인정

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시장진출(구매‧계약 등) 지원

   ※ (산업부) 산업기술 혁신제품 7건, (과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6건 지정

□ 기술 수요-공급 간 교류 ‧ 매칭 활성화 지원

◦ 산학협력 EXPO(교육부), 산‧학‧연 기술상담회(산업부),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i-CON)(중기부) 등을 통해 기술수요(기업) -공급(대학‧출연연) 간 매칭 지원

◦ 중소기업 - 대학‧연구기관 협력R&D* 지원하여 기업수요를 충족하고,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장비***를 활용해 기업의 사업화 창출 기반 강화

   * 산학연 Collabo R&D 총 295건 지원 / **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5개)

*** 장비제공기관 198개, 등록시설‧장비 10,435대, 활용기업 2,435개(25,516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 개별대학, 연구소의 단위기술 중심 사업화 추진으로, 산업계 이전 시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사장되는 문제 존재 ⇒ 기술간 융‧복합 필요

▸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 정보공유가 저조하여 적재적소 기술활용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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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단계별 실전창업교육 활성화

◦ 청소년 창업가정신 개발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하고, 청소년 창업 체험교육** 인프라 확충

   * 청소년 창업교육 플랫폼(YEEP) 활성화, 비즈쿨(Bizcool) 운영학교 지정(487개교) 등

  ** 중앙 ‘스타트업 캠퍼스’, 지역창업체험센터(’20년 27개소), 메이커스페이스 연계체험 등

◦ 창업교육 우수강좌 발굴‧확산(14건), K-MOOC 창업강좌 개발(6건),

학교기업을 활용한 창업실습 교육 등 대학 창업교육 다양화‧내실화

◦ 대학원생‧연구원 대상 실전창업교육을 운영하여 시장친화적 연구개발 도모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한국형 i-Corps) : 94개 실험실창업탐색팀 선정하여, 

20개팀 창업성공, 44개 일자리 창출, 550백만원 투자유치 달성

□ 창업도전 및 전(全)주기 지원

◦ 대학창업펀드*, 창업장학금** 등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마중물 제공

   * 대학창업펀드(’20.末 누적) : (조성) 24개 조합 850.1억 / (투자) 198건 356.5억 원

  ** 희망사다리 Ⅰ유형(’20년 기준) : 445명에게 총 3.2억 원의 등록금 및 창업장려금 지원

◦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팀(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각종 후속 

지원을 연계하여 성공가능성 제고 → 전국민의 창업도전의식 고취

   * 부처별 예선(학생(교육‧과기), 국방, 혁신(중기), 관광(문체) 등) → 통합본선(도전! K-스타트업)

◦ 대학원 실험실의 기술기반 창업 유도를 위해 (교육부)창업친화적 제도 구축,
(과기부)기술R&BD 및 사업화, (중기부)창업 후 후속지원까지 全주기 지원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0.末 누적) : 15개교 157개 실험실 지원 → 46개 창업 성공

□ 대학 ‧ 출연연 내 창업문화 조성

◦ 창업교육 거점대학(2교)을 통한 후발대학 컨설팅, 출연연(6개) 기관

운영계획에 창업지원체계 반영 등 대학‧출연연에 창업문화 조성

◦ 전국민 누구나 창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K-스타

트업) 운영 및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조성(’19년 126개 → ’20년 192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음에도,

대학‧연구소의 경직적 문화로 여전히 청년, 연구원의 창업도전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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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 지역단위 산학연협력 기반구축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플랫폼’(’20 신규, 3개 플랫폼*)과

연계하여 광역별 산학연협력 역량 강화 지원

   * 경남(제조엔지니어링, ICT분야) / 충북(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 광주‧전남(에너지 등)

◦ 지역 산‧학‧연‧금이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지식클러스터)을 구성하여 

지역의 신산업 전략 모델 발굴→우수모델의 후속R&D, 사업화 지원

   * 공공연구성과기반 BIG 선도모델 : 6개 지식클러스터 구성 → 3개 BIG 선도모델 발굴‧지원

□ 산 ‧ 학 ‧ 연 간 공간적 융합환경 조성 및 활성화

◦ ‘산학융합지구* 혁신방안’ 수립(’20.7월, 균형위)하여 산융지구(17개 지구,

32개 대학, 31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역량 결집‧강화 도모

   *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기업연구소를 조성하여 산학융합형 교육 및 R&D과제 추진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확대조성(2→ 4개), 부처협업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출범 등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한 협력 기반 확대

   * 캠퍼스 혁신파크(’20년 3개 선정) :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산학협력, 기업지원 사업 등 역량 집중 ⇒ 교육부-국토부-중기부 협업사업

□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 대학 내 기업협업센터(’20년 228개)를 통해 산업분야별 기술동향 공유,

인력양성 - 기술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지속성 높은 지원체계 확충

   ※ (우수사례) 한양대 AR‧VR 기업협업센터(ICC), 전남대 신재생에너지 기업협업센터(ICC)

◦ 산학연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 포럼‧엑스포(산학협력EXPO, 12월) 등을 통해 산학연협력 성과 확산

   *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기준,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인정기준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 산학연협력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 산업체의 관심 및 참여유인 저조,

대학‧연구소 내 전담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이 효과적인 협력 저해

▸ 각 부처, 분야별 분절적인 정책추진으로 산학연협력 정책 간 연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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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지방자치단체별 2020년도 산학연협력 추진실적

전략 추진실적

【전략 1】
산업교육

다양화 ‧ 내실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서울) 유망 신성장 분야 인재양성 강화(3,376명)
       ※ IT, SW, 바이오, AI, 핀테크·블록체인, VR/AR 분야

(대구·경북) 8대 미래신성장산업 지역기업맞춤형 인재양성(연 400명)
       ※ 로봇, 물, 미래형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의료, AI·SW, ICT 산업

(부산) 스마트공장, 산업용 드론, 로봇기반 등 전문인력 양성(383명)

(충남) 충남지역 인력양성 로드맵(5개년) 구축
       ※ 현장맞춤형 교육,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육성

(제주)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 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165명)

【전략 2】
잠재기술의

이전 ‧ 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울산) 게놈서비스 산업 규제자유특수 사업 추진
       ※ 바이오데이터 수집, 특허출원 3건, 기업기술 상장 1건 등

(세종) 자율차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BRT 실증)
       ※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남) 지역기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산학연관 연합형 기술지주회사 설립

(광주) 대학 ICT개발센터 지원
       ※ ICT융합기술 기반 도시재난재해대응시스템 연구개발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개방형 오픈랩 구축)

(전북) 기술사업화 원스톱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전북 시제품 제작소, 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등 지원

【전략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서울) G밸리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으로 IoT 인재양성(440명)

(대전) 대학(청년) 혁신창업 스타트업 파크 조성 및 운영
       ※ 대학(청년)혁신 창업공간 조성, 대전TIPS타운 건립공사 완공‧개소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창업지원 정보 제공)

(경북)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창업 27건)

(경남) 청년창업 네트워크 허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창업지원 39팀)

【전략 4】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서울) 캠퍼스타운 조성
       ※ ’17~’20년 간, 총 47개소 조성‧운영(종합형 11, 단위형 36)

(인천) 대학 내 산학연협력 단지 조성(연세대 국제캠퍼스)

(울산) 울산VR/AR제작거점센터 구축(3개 과정, 80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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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1년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안)

1  2021년도 국가 산학연협력정책 중점 방향

 국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산학연협력 활성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경영 악화, 경제‧사회적 침체 대응을

위해 대학‧연구소의 긴급 R&D지원, 비대면 산학연계 교육, 전략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사업화 등 산학연협력 활동 다변화

◦ 청년인구 유출, 지역산업 소멸 등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산‧학‧연이 자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을 추구

 신기술 ‧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

◦ 전 세계적인 첨단기술 분야 투자확대 추세 고려, 신기술‧신산업 

인재 양성 및 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확보 노력

◦ 특히,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기술이 급속 성장할 전망으로,

기존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응용산업 확대 지원

 수요자 중심, 양방향 산학연협력으로 전환

◦ 인력, 기술의 공급자(대학‧연구소 등)가 아닌, 수요자(산업계)의 핵심 

요구를 분석‧진단하여 효과적인 인력양성, 기술이전‧사업화 등 추진

◦ 산학연협력에 산업계의 참여를 증진하는 한편, 산‧학‧연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과제를 지원하여 수요-공급의 매칭 유도

 산학연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보강

◦ 산학연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관련 통계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 기회 확대 등 교류‧협력 활동 지원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통해 각 기관별 산학연협력 정책사업 간 

‘이어달리기’ 등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추진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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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별 주요 추진계획

전략 1  산업교육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 최근의 신기술‧첨단산업 트렌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학연계 교육과정‧방법‧환경을 혁신하고, 미래 사회대비 신기술 인재양성

❖ 산업‧일자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청년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하고, 기존 
산업인력(재직자 등)의 재교육 및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도모

 성장단계별 사회맞춤형 교육 고도화  

□ 초‧중‧고 진로‧직업교육 강화

◦ (신산업교육 강화)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역량개발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교육부)

- 고교 진로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적용

하고(’21. 2학기~), AI교육 지원 영재학교 선정‧지원(’21. 3월~)

- 신산업분야 다양한 직업의 가상체험이 가능한 진로교육 실감형 

콘텐츠* 8종 및 교안‧워크북 개발‧보급**

     * VR 기기(HMD) 없이도 체험 가능한 3D 시선인식 방식으로 개발

    **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콘텐츠 앱 ‘미래직업체험 실감형 콘텐츠’ 및 ‘흥’ 등에 탑재

◦ (직업계고 체질개선) 산업구조 변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학과

개편을 지속 지원하고, 선정학교 집중컨설팅 실시 (교육부)

- 직업계고-지역기업(취업)-지역대학(심화‧후학습) 등이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조성

     ※ ’21년 5개 지구 신규 선정 : 부산 / 인천 / 대구 / 사천‧진주‧고성 / 천안

□ 사회‧산업수요 반영 고등교육 고도화

◦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산업수요를 반영한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전문대학(5교) 선정‧지원 (교육부)

     * 고숙련(upskilled) 전문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 교육과정은 [단기직무] ~ [전문학사] ~ [전공심화(학사)] ~ 

[전문기술석사] 등으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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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석사 설치근거 및 요건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21.上)

◦ (산학연계교육 확산) 사회맞춤형교육, 캡스톤디자인 등 다양한 산학

연계 교육과정 확산으로 현장적응력 높은 인재 양성 추진 (교육부)

- 산학연계교육을 제조업뿐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 서비스산업 등

全 분야로 확대하고, 특화분야 유관학과 공동 융합교육과정* 운영

    * 대학별 유망 신산업분야 중심으로 구성, 혁신적 교수법 도입,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학사제도 개편 등을 통해 특화인재 양성(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 ’21년 40개교)

    ※ (LINC+) 일반대학 55교(2,254억 원), 전문대학 15교(158억 원) 지원 중

- 3단계 LINC사업 기획을 통해 산업체의 교육 참여 확대, 인재양성-기술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융합 등 산업수요 인재양성 고도화 방안 마련

    ※ 심층 사업설계 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21.10월) → 3단계 LINC사업 기본계획(안) 수립(’21.12월)

◦ (차세대 공학인재 양성) 공과대학 교육역량 및 기업협업 활동을 강화

하여 산업혁신을 견인할 공학인재 양성 (산업부‧중기부‧교육부‧과기부 등)

- 미래신산업 특화 공대교육과정 개발 확대(’20년 225개 → ’21년 250개)

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공과대학생의 R&D 인턴십 지원

- “(가칭)이공계대학 혁신방안” 마련하여 첨단연구와 신기술 개발을 

주도할 미래형 공학인재 양성기반 강화 모색(’21.下)

     ※ 이공학 분야 전문가, 기업대표 등 민간자문단 구성하여 정책연구, 부처협업 등 추진

◦ (실습교육 내실화)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20.10월)의 

현장안착을 위해 법령 제‧개정* 및 설명회 등 추진 (교육부)

     *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 등(’21.上)

-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습교육 결손이 없도록 디지털 기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대체 현장실습 추진

     ※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캡스톤 디자인, AR‧VR 기반 실습교육 등 교육방법 혁신

◦ (대학원 혁신) 혁신성장 선도 신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및 산업

문제를 해결할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교육‧연구 혁신

     * 4단계 BK21 : 8개 핵심선도사업,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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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분야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첨단분야 인재양성 기반 구축

◦ (요구분석‧수요전망) 신산업분야 산업계 요구분석* 실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통해 인재양성체계 체질개선 유도 (산업부‧교육부)

     * 6대 신산업분야(소프트웨어,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정유석유화학,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산업계 요구분석을 토대로 대학 교육과정 평가 및 컨설팅 실시 (’20.~’21.)

    ** 5대 신산업분야(차세대반도체, 신금속, 차세대세라믹, 첨단화학, 하이테크섬유) 산업기술인력 

수요전망 : ’29년까지 15만 5천명 필요, ’19.末 기준 부족인력 2,845명(부족률 2.5%)

◦ (신기술‧첨단학과 증설) 결손인원, 편입학여석을 활용한 대학 내 

첨단분야 정원 조정‧증원 및 학과신설 지원(~’21.3월) (교육부)

     ※ 대학별 정원조정 신청(1월) → 정원조정 심사(2월) → 조정승인 및 학칙개정(3월~)

- 전문대학의 신산업분야 기술인력 양성기반 확보를 위해 대학별 

특화 신산업분야 학과(전공) 신설‧운영을 지원(’21년 신규)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 수도권 4~5개교, 지방 7~8개교, 교당 10억 지원

□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한국형 뉴딜」추진과제

◦ (혁신공유대학 도입) 디지털 신기술분야 교육역량을 보유한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여 ’26년까지 신기술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 (교육부)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21년 신규) : 8개 분야, 총 832억 원 지원

- 인재양성이 시급한 8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우선 선정‧지원(’21년~)

     * ①인공지능, ②빅데이터, ③차세대 반도체, ④미래자동차, ⑤바이오헬스(맞춤형 헬스케어 포함), 

⑥실감미디어‧콘텐츠(AR/VR 포함), ⑦지능형 로봇, ⑧에너지 신산업(신재생 에너지)

- 분야별 컨소시엄(주관대학 1교 + 참여대학 3~6교)을 통해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 관련 제도마련 :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개정(’21.3.19.)을 

통해 대학 간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18만 명 

양성을 위한 K-Digital Training 사업 신규 추진 (고용부)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21년 신규) : 목표인원 17,015명, 총 1,39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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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과 연계한 민간 혁신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청년층에게 디지털 신기술**(기반‧응용) 습득을 위한 훈련과정*** 제공

     * 주요 훈련기관 : 앨리스(SK네트웍스), CONNECT(네이버), 우아한 테크코스(카카오페이) 등

    ** (기반기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 (응용기술) 핀테크, 클라우드, 스마트제조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참가자(마지막학년 1학기)의 훈련비 전액 지원(자부담 0%)

□ 첨단분야 연구기반 강화 및 R&D 전문인력 양성

◦ (전략분야 연구기반 강화)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외 연수지원 (교육부)

- 국가 전략분야(비대면, AI, 감염병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의 

장기(1년→ 3년) 연수과정 신설(’21년~, 연 100명 지원)

- 국내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비대면 분야 연구지원’ 트랙을 

신설(’21년~)하여, 관련 학문의 기초‧융합연구 추진

◦ (고급 R&D 인력양성) 민간수요 및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미래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고급 R&D 인력양성 (산업부)

     ※ BIG3(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 산업지능화(AI로봇, 데이터분석, 임베디드SW, 스마트야드), 

신소재(유‧무기복합소재, 세라믹소재, 탄소복합소재)분야 등 11개 사업 발굴

- 산업별 고급연구 전문인력양성 확대*하고 융합교육(산학프로젝트) 활성화

     * 지원예산 / 분야 : (’19) 747억, 30개 → (’20) 802억, 34개 → (’21) 963억, 41개

신산업 비중 : (’19) 151억, 6개 → (’20) 221억, 10개 → (’21) 297억, 12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청년의 진로탐색 및 취업연계 교육 지원

◦ (진로개발 지원)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고,

개인별 진로‧취업정보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교육부)

     * 대학진로탐색학점제 운영 확대 : (’20) 10교 → (’21) 20교

    ** 청년 진로정보시스템 구축 : 개인별 특성‧역량 정보를 입력하면 진로를 추천하거나 

희망진로 실현을 위해 보완점을 제안하는 맞춤형 추천(curation) 서비스 개발‧구축

☞ ’21년 예측모델 설계(~6월) → 모델구축(~11월) → 테스트/시범운영(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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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

수강 및 학점취득* 기회 제공, 자기개발비용** 지원 등 확대 (국방부)

     * 원격강좌 제공 대학(’20년 161교 → ’21년 165교) 및 군복무 중 교육참여실적  학점 

인정 대학(’20년 35교 → ’21년 40교) 확대

    ** 자기개발비용지원 규모 확대 : ’20년 8만 명, 80억 → ’21년 23만 4천 명, 235억

◦ (취업연계 교육과정 확대) 산업체와 채용협약을 통한 주문식 교육

과정 운영확대 및 대학현장에 안착‧내재화 도모 (교육부)

- LINC+ 사회맞춤형학과* 교육모델 내재화를 위해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5교)

     * ’21년은 LINC+ 최종연도로,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지속을 위해 대학별 내재화 유도

    ** 선도대학(8교)에서 효과성을 입증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모델을 전문대학으로 확대

【1학년】 학업/ 기업맞춤형 전공교육 → 【취업】 → 【2학년】 일‧학습병행/ 현장실무교육

□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 (재직자 융합교육) 첨단‧신기술의 산업현장 도입을 위해 현장

이해도가 높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지원하여 경쟁력 제고

- 제조현장 중심 AI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주력산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산업부)

     ※ AI-주력산업 융합인재 양성 : ’21년 5개 AI융합 산업별 250명(총 1,250명) 목표

- 지역기업 재직자 대상 석사 학위과정(’21년 140명)을 운영하여 기업의

지능화혁신을 지원하는 R&D수행 및 연구인력 양성 (과기부)

◦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성인학습의 평생‧직업교육 및 후학습 

수요를 충족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하여 접근성 제고 (교육부)

- 지역사회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대학의

학사제도 유연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진학선도 전문대학 25교)

- K-MOOC 플랫폼 고도화* 및 다양한 강좌 제공으로 성인학습자의

후학습을 지원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 및 이력관리가 가능한 

‘(가칭)온국민 평생배움터’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추진

     * 차세대 K-MOOC(~’21.6월) : AI분석기반 강좌추천 및 학습자 지원, 가상실습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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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잠재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공공기술 및 연구개발 자원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고,
공급자(연구기관) 관점보다는 수요자(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

❖ 융‧복합 기술 발굴‧개발을 통한 중대형 사업화 추진, 기술사업화 추진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 및 효과성 제고

 공공기술 R&D 및 활용 촉진  

□ 코로나19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

◦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긴급 R&D 수요, 기업 경영악화로 인한 연구개발 

축소 문제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 국가R&D 절차 간소화 등 (과기부 등)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제정(’20.7월) 및 각 부처 

협력 확보를 통해 민간, 연구기관 등의 국가R&D 추진 부담 완화

     ※ 「지원지침」 주요내용 : 연구개발과제 신청 절차 간소화, 협약변경 적극 허용,

기업의 연구비 부담 완화 및 인건비 지급 허용, 연구개발비 선집행 허용 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원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감염병 등 위기상황 시 예외규정 명문화

□ 후속R&D 고도화로 민간 활용도 제고

◦ (공공연구성과 후속R&D)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컨설팅, 추가 R&D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술이전 촉진 (과기부)

      * 대학‧출연(연) 및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등이 보유하는 공공연구성과

     ※ 연구산업육성사업 : ’21년 총 85개 내외 연구과제, 44억 원 지원

◦ (산학연 공동R&D 지원)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R&D

과제를 선정‧지원하여, R&D 全과정에 기업의 참여를 확보함

으로써 기업 활용도 및 만족도가 높은 기술연구 추진 (중기부)

     ※ (중소기업 R&D수요) 기획 29%, 기술개발 39.9%, 사업화 24.0% 판로개척 7.0%

↔ (출연연 실제 지원 비중) 기획 3.9%, 기술개발 54.5%, 시제품제작 1.9%

- 선도연구기관, 거점대학 등의 첨단 연구장비‧시설 제공, 기술

R&D 이후 맞춤형 종합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기술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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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공공연구개발성과와 국유특허의 양도 및 전용실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 개발 촉진 (산업부‧특허청)

     ※ ‘제7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20.9월, 관계부처합동)에 반영

- (공공연구성과) 국가기술은행(NTB) 등록 기술의 전용실시 허용 확대*를 

위한 「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및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 (현행) NTB 등록 후 1년간 전용실시 유보 → (확대안) NTB 등록 후 전용실시권 

수요 발생 시, 제3차 공고를 거쳐 최적 기업에게 전용실시권 부여

     ** 출연연‧대학 등 공공연구기관 TLO 및 민간 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국유특허) 전용실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전용실시 갱신

제한 완화**(「발명진흥법」 개정) 및 국유특허 관리체계 개선*** 검토

      * (기존)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완화) 사업화 과정 고려하여 다양화

     ** (기존) 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 (완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 초과 가능

    *** (기존) 특허청 일괄관리 → (개선) 각 국유특허 발명자의 소속기관이 관리

◦ 대학‧공공연이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제16조의2 신설) 연내 시행(’21.10.) (특허청)

 대학 ‧ 출연연의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  

□ 기술 발굴 ‧ 사업화 체계 고도화

◦ (기술경영촉진) 대학 역량(도약형→성숙형→리더형)에 따른 기술사업화

자립기반 확보를 유도하고, R&BD 및 실험실창업 지원 등 (과기부)

     ※ 대학기술경영촉진(TMC) : ’21년 총 26개(계속15, 신규11) 과제, 119.8억 원 지원

◦ (융‧복합 기술 실용화) 대학 내 유망 단위기술 뿐 아니라, 분야 간 

융‧복합 기술 발굴‧사업화로 중대형(1억 이상) 기술이전 활성화 (교육부)

     ※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사업(BRIDGE+) : ’21년 24개 대학 총 250억 원 지원

- BRIDGE+ 수행대학의 융‧복합 협력기관을 출연연, 대학병원 등

으로 확대하여 다(多)분야 연계 기술 발굴 및 고도화 촉진

     ※ 「BRIDGE+ 사업관리운영규정」에 기술 융‧복합 협력기관 확대 근거 기 마련(’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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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형 기술사업화 모델) 산학연 지식클러스터, 공공연 - 대학

컨소시엄 구성 등 네트워크 기반 기술사업화 모델 구축 (과기부)

- 산‧학‧연‧금, VC, 특구 등 혁신주체들이 지식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지역 전략분야 사업화모델(BM)을 도출하고, 우수모델 후속지원*

     * 연구법인 설립, R&D, 사업화 및 엑셀러레이팅 활동 지원 등

     ※ 공공연구성과 기반 BIG 선도모델 : ’21년 7개 클러스터, 6개(계속3, 신규3) 우수모델 지원

- 대학-공공연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형‧전략 사업화 과제

(기술융합 포트폴리오 구축, BM개발, R&BD등) 추진 및 신산업 창출 

     ※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 ’21년 2개 컨소시엄(G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각 10억 원 지원

□ 공공기술기반 사업화 촉진

◦ (혁신제품 지정‧지원) 공공기술을 사업화 한 우수제품을 ‘혁신제품*’

으로 지정하고, 시장진출(공공기관 조달 등) 지원 (산업부‧과기부 등)

     * (산업부‧과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원

- 저탄소‧친환경 분야 우수기업 공공조달 연계를 위해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가점 제공 등 검토

◦ (투자지원)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전용 투자펀드 

조성하여 잠재력 있는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의 성장지원 (과기부)

     ※ (조성기간) ’21~’24 / (조성규모) 연간 200억 원 (정부 100억 원 + 민간 100억 원 매칭)

□ 기술이전 ‧ 사업화 기반 강화

◦ (전담조직 역량강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속 직원 대상 연수, 조직체계 개선 등 추진 (교육부‧과기부)

     ※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연 2회), CTO 중심으로 조직개편 유도 등

(출연연) 출연연 TLO 전문가 교육 실시, 출연연 TLO 성장도약지원사업 운영 등

◦ (기술개발 유인체계) 대학‧출연연의 교수, 연구원이 사업화 유망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유인체계 마련 (교육부‧과기부)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22조 개정을 통해 대학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신속한 발명자 보상제도* 마련(~’21.下) 등

     * 교원이 직무발명 기술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시, 기술지주회사가 발명자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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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공급 간 기술교류 및 중개 활성화  

□ 기술교류 ‧ 중개 활성화

◦ (기술교류) 산-학-연 주체 간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교육부‧중기부)

- ‘산학협력EXPO(’08년~)’를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주체 간 기술 

정보 및 사업화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場) 으로 운영

- BIG3 등 중점분야별 개방형 기술협력 네트워크(i-CON)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우수과제는 중소기업 R&D 사업 연계 지원

     ※ i-CON(innovation-Communication Open Network) : 개방형 혁신을 위해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네트워크

◦ (기술중개) 테크노파크 중심 컨소시엄*이 지역기업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대학·공공연 등의 보유기술 매칭 지원 (산업부)

     * 18개 테크노파크 및 15개 기술거래기관이 참여하여 9개 컨소시엄 구성

- 분기별 1회 ‘기술상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수요) - 대학‧출연연(공급)

간 기술정보 공유 및 기술이전 협상 중개

◦ (수요기반 지원) 기업의 공공기술사업화 수요에 기반한 매칭기술 발굴

및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과기부)

     * 수요발굴지원단(’21기준 17개)의 약 30%를 2021년에 신규 지원단으로 구성

- 기술 수요자(기업) - 공급자(연구자)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기업 

수요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원 활동의 디지털化 추진(’21년 연중)

□ 정보의 통합제공 및 활용도 제고

◦ (공공기술 DB 활용) NTIS(공공기술 DB 통합연계서비스)를 통해 부처별,

기관별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보* 연계 → 통합서비스 제공 (과기부)

     * 기술거래 정보, 기술‧서비스 제공기관,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부처별 정책정보 등

◦ (정보공유)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산업계 및 R&D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개발에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 등에 제공 (교육부)

     ※ 산업교육센터(’21년 신규지정) : 산학연협력분야 전문연구 수행, 통계수집‧분석‧
관리, 정책기획‧조정 등을 지원한 전문기관 (법적근거 : 「산학협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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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창업 인식제고, 준비 지원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창업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및 문화‧환경 조성

❖ 비대면(Untact)기술 기반 창업, 다양한 분야의 청년창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아이템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를 지원하는 패키지형 지원 확대

 창업준비를 위한 성장단계별 창업교육 지원  

□ 초 ‧ 중 ‧ 고 기업가(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 온라인 플랫폼(YEEP*), ‘비즈쿨**’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지원하고, 창업체험교육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 (교육부‧중기부)

      * YEEP(교육부) : 청소년 창업체험교육,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 비즈쿨(중기부)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지원을 위한 선도학교 (’21년 430여개)

- (콘텐츠 개발) 온라인 기반 학생주도형* 프로그램, AI‧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창업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확산

     * 교육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창업가정신 함양, 참여제고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 개시

- (핵심역량 진단도구)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창업가(기업가)정신 핵심 

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온라인 탑재(’20.5월)

- (인프라‧생태계 조성) 창업유관기관(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등)과 학교‧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 창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해 찾아가는 창업교육* 운영 등

     * (중기부)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등 대상 방문형 비즈쿨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중앙 창업체험센터(‘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 학교 방문형 프로그램 운영

□ 대학 창업교육 및 대학생 창업준비 지원

◦ (대학 창업교육 질제고) Startup Class 100*을 통해 우수 창업강좌

및 교육모델을 발굴‧확산하여 대학 창업교육 질제고 (교육부)

     * 창업교육 우수 대학이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창업강좌 100개를 발굴(~’22년)하여, 

전국 대학 및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안 또는 교육자료 확산

- 창업강좌 전담 교원, 창업지원조직 직원 등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별 역량강화 연수 실시(’21년 동‧하계 연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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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준비 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창업 준비 및 초기 

성장을 위한 장학금* 및 전용 투자펀드 조성 등 마중물 제공 (교육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 : ’21년 총 6,200명(취업지원 + 창업지원)에게 465억 원 지급 예정

- 대학창업펀드 조성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투자 촉진 및 대학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운용사 선정지표 등 제도 개선**

      * ’21년 160억(정부 120억 + 대학 등 40억) 신규조성 ⇒ ’17~’21년 누적 1,000억 원 돌파

     ** 투자 촉진계획 있을 시 우대 선정, 학생기업 투자비율 50% 초과 시 성과보수 확대 등

□ 군 복무 중 창업교육 및 준비여건 조성

◦ (군복무 중 창업교육) 군 복무 중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하고, 전역 후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군부대 단위로 창업교육 및 준비 지원 (국방부)

- 710개 창업동아리 대상 교육‧컨설팅* 실시, 범부처 통합 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와 연계한 국방창업경진대회 추진 등

     * 코로나19 확산 고려,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창업교육 및 아이템 컨설팅 실시

◦ (국방기술창업 지원) 과학기술전문사관* 창업팀 육성, 실전형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이공계 인재의 국방과학기술 기반 창업 지원 (과기부)

     * 교육(이공계 대학) – 병역– 취‧창업 연계를 통한 국방 분야 R&D 및 창업인재 양성 제도

□ 석‧박사 고급인력의 실험실창업 지원

◦ (석‧박사생 창업탐색) 석‧박사생 또는 연구원이 기술기반 창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장탐색 중심 기술창업교육* 지원 (과기부)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한국형 i-Corps) : ’21년 125개팀, 총 122.8억 지원

     * 미국과학재단(NSF)의 i-Corps 방법론으로, 아이템의 잠재고객을 발굴하는 교육 기법

◦ (실험실 창업지원) 대학원(실험실)의 기술기반 창업을 다각도로 

지원하여 연구성과의 적극적 사업화 유도 (교육부‧과기부‧중기부 협업)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21년 20개교(기존10+신규10), 3개 부처 총 300.91억

☞ (교육부) 창업교육 등 인프라 구축 + (과기부) 기술 R&BD → (중기부) 후속지원

- 지원대학(15교→20교) 및 창업유망기술(131개→200개), 창업 성공기업 

후속지원(75억→90억) 확대하여 실험실창업기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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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동기가 실현되는 실전창업 환경 구축  

□ 유망 창업팀 발굴 ‧ 육성

◦ (창업인재 발굴‧육성) 경진대회를 통해 300개의 대학(원)생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멘토링, 컨설팅 등 단계적 지원 (교육부‧과기부)

     ※ 창업유망팀300 ‘창업도전형’ : ‘아이디어 창업’, ‘기술창업’ 으로 참가트랙 구분

⇒ 300팀 중 우수한 35개 팀은 통합본선(도전!K-스타트업) 진출 지원

- 창업(준비)경험이 없더라도, 혁신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학생의 아이템 현실화, 창업팀 구성 등 창업도전 全과정을 지원

     ※ 창업유망팀300 ‘창업교육형’ : (’20) 60명 선발‧교육 → (’21확대) 150명 교육 예정

◦ (도전! K-스타트업)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로 분야별 (예비)창업가 

선발 → 후속지원 연계하여 성공가능성 제고 (중기부 총괄, 다부처 협업)

- ’21년 참여부처(예선) 확대(7→10)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업팀 발굴

     ※ (’20년 7개) 중기, 교육, 과기, 국방, 문체, 여성, 특허 → (’21년 10개) 산업, 환경, 산림 추가

□ 분야별 ‧ 수준별 창업기업 지원

◦ (비대면 분야 창업지원) 의료, 온라인 콘텐츠, 물류‧유통 등 코로나19로 

부각된 주요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발굴‧지원 (중기부 총괄, 다부처 협업)

     ※ (지원대상)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규모) 400개 기업, 총 600억(본예산 300억, 추경 300억) 

- 부처 협업*으로 매년 200개의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5억),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 ①의료(복지부, 식약처), ②교육(교육부, 산업부), ③온라인 농‧식품(농식품부), ④물류‧스
마트도시(국토부), ⑤해운‧수산(해수부), ⑥친환경(환경부), ⑦지역·융합 미디어(과기부), 

⑧비대면 스포츠(문체부), ⑨기반기술(특허청), ⑩유레카(그 외 혁신적 아이디어)(중기부)

◦ (청년창업 지원) 식품, 전통문화, 실용기술 등 다양한 분야 청년

창업 수요에 대응해 부처별 창업지원 확대 (농식품부‧문체부‧교육부 등)

- (식품창업)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내 식품벤처센터를 통해 

청년식품창업팀(‘청년식품창업Lab’) 선발 및 사업화 지원 (’21년 46팀)

- (전통문화창업)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전통문화 기반 청년

창업기업(예비50팀, 초기50팀)의 창업보육 및 사업화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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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기술 창업) 전문대생의 실용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과정 개발, 학내 학사‧인사제도 

개선, 창업실습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가칭)전문대학 실용기술 창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의견수렴 등 추진

□ 창업지원 인프라 ‧ 환경 조성

◦ (연구개발특구 활용) 특구 거점대학을 활용하여 연구기관 및 

투자자가 매칭된 특화분야(AI 등) 기술창업 전방위 지원 (과기부)

-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밀착 멘토링 제공 및 직‧간접 투자확보

◦ (학교기업 창업실습) 학교기업 인프라를 초기 창업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학교기업 간 연계를 통해 사업화 전략모델 개발 (교육부)

     ※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 ’21년 30개 학교기업(단독형 26, 연합형 4), 총 74.8억 지원

     * 학교기업에서 [아이디어 현실화] ~ [시제품제작] ~ [고객탐색] ~ [판매] 까지 全 과정 실습

◦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조성하여 제조창업 

저변확대하고, 지원기능을 강화 (중기부)

◦ (창업정보 공유) 창업지원포털(K-스타트업)을 통해 전 부처의 창업

지원 정보를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여 수요자 편의 제고 (중기부)

- 회원정보(사업자 정보)를 활용‧분석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천

하는 ‘창업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구축(’21년~)

 대학 ‧ 출연연에 창업친화적 문화 조성  (교육부‧과기부)

◦ (대학) 대학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창업지원조직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창업친화적 환경 조성

     * (학사) 창업학기제, 창업휴학제 등 / (인사) 교원창업 휴‧겸직제도, 창업연구년제 등

◦ (출연연) 기관운영계획서에 창업지원체계 수립계획 반영* 의무화 

및 기관평가에 반영, 연구원 대상 실무중심 창업교육 추진 등

     * (’19) ETRI → (’20) 생기원, 기계연 → (’21) 재료연, 전기연 (※ 신임기관장 취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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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 지역단위 산학연협력 활성화 및 산-학-연 간 실체적 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산학연협력 각 참여주체의 전문성 확보, 정보 공유 및 정책연계 기반 마련 
등 국가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10  지역단위 산학연협력 활성화  

◦ (지역혁신 플랫폼)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혁신 플랫폼(RIS)과 연계하여 지역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고, 핵심 분야

(전략 및 주력산업, 지역현안 등) 맞춤형 인력양성‧공급 (교육부, 지자체 등)

     ※ RIS 플랫폼 구축 현황 : ①경남(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공동체),

②충북(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③광주‧전남(에너지산업, 미래형운송기기)

- ’21년 신규 복수형(1개), 전환형(1개) 추가 선정하여 기존 3개 플랫폼

(4개 지자체)에서 4개 플랫폼(8개 내외 지자체)으로 참여지역 확대

- 플랫폼 구축 지역 중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각종 고등교육 규제 유예제도 도입하여 지역혁신을 적극 지원

◦ (지역 산학연협력 역량 강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통해 지방공무원

대상 산학연협력 및 지역협업 관련 온라인 교육* 제공 (행안부)

     * 지방행정 환경 변화 및 교육수요 조사하여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보완 예정(’21년)

《 지자체별 산학연협력 사례 》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지역대학과 광역·기초지자체 협력을 통해 대학 캠퍼스
기반 일자리·환경·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대학의 인적·물적·지적자산 등을 활용하여 대학가 주변 ‘캠퍼스타운’ 조성

-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구성(총 50명, 시장+총장 49) 및 운영(9회), 서울시 전담조직 신설(’19년)

- 총 47개소 조성‧운영(’17∼’20년), 상시 육성 가능한 창업인프라 구축(’20년 646개 팀) 등

【대구‧경북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양성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대구·경북의 8대 미래신성장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

-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기업,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혁신인재 양성, 지역협의회 운영

- 혁신대학(대학 3～4학년 대상) 5대 분야 6개 사업단 선정, 혁신아카데미(대학(원) 졸업생‧졸업
예정자 대상) 8대 분야 9개 사업단 운영(1기 취업률 79%) 등 지역인재 연 400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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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 ‐ 학 ‐ 연 간 연계 ‧ 협력 강화  

□ 공간적 융합을 통한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

◦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 및 기업연구소를 조성하여

R&D - 인력양성 - 취업이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 (산업부)

     ※ 산학융합지구 조성 : ’21년 17개 지구(기반시설조성 4개 + 산학협력 촉진 13개), 총 117.5억 지원

- BIG3 등 미래 융합신산업분야 문제해결형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 애로해결 및 혁신인재 양성 → 지역일자리 창출 도모

◦ (대학 유휴부지 활용) 대학 내 유휴 공간 및 부지에 기업, 연구소 

입주공간을 조성하여 상시적 산학연협력 기반 구축 (교육부 등)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4개교) 내 입주기업 지원 및 운영성과 공유

- ‘캠퍼스 혁신파크’ 추가 조성(3개→ 5개)하고, 산학연협력활동 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추진 (교육부‧국토부‧중기부 협업)

     ※ (교육부) 산학연협력활동 지원 +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 (중기부) 기업지원

□ 대학·출연연의 기업애로 지원 노력 유도

◦ (산업분야별 협력 강화) 분야별 기업협업센터(ICC) 운영 내실화 및 

특화기업 지원 확대로 산학연협력체계 지속가능성 제고 (교육부)

     ※ LINC+(고도화형) 사업을 통해 산업분야별 특화 ICC 구축 → 관련 기업 및 기관에서 

애로과제 해결, 재직자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모델 고도화 지원

◦ (코로나19 긴급애로 지원)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통해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 등 R&D관련 산-학-연의 애로사항 신속해결 지원 (과기부)

     * (참여기관) 생명(연), 화학(연), 한의학(연), 안전성(연), 한국파스퇴르(연), 원자력의학원, 

KMPC, KAIST, GIST, DGIST, UNIST, KISTI 등 과학기술 연구기관

- 기업, 연구기관의 긴급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R&D자원(전문가,

기술, 인프라 등)공유, 관련 재정사업 매칭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산학협력에 산업체 참여유인 제고

◦ (우수기업 인센티브)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21.上)

하여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인센티브 확대 도모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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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① 마일리지 적립대상 확대 (기업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② 마일리지 적립분야 확대 (현장실습 한정 → 산학연협력 전 분야)

③ 마일리지 활용 가능 재정사업 범위 확대 및 가점제 명확화

- 마일리지 적립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공공입찰 가점,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제공 검토

□1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대학 ‧ 출연연 내 전담조직 역량 강화

◦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전담조직(TLO 등)의 산학연협력활동

전문성 확보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지속 모색 (교육부)

- ‘(가칭)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및 질제고 방안’ 마련을 통해 산학협력단

조직‧기능 재편을 유도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도출(~’21.下)

- 정책연구를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모색 (~’21.下)

- TLO 전담인력, 산학협력단 교‧직원 대상 직무역량강화 연수 실시

◦ (출연연) 조직체계를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전문성 강화 연수 등 추진 (과기부)

□ 통합DB 구축 및 정책 간 연계 지원

◦ (조사체계 개선) 대학의 다양한 산학연협력활동 투입 - 산출 -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대학 산학연협력활동 실태조사’ 개선 (교육부)

     ※ 각 분야 전문기관(창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과 협업하여 각 기관의 보유DB 

연계를 통한 자료수집, 분석,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사방식 개선 모색

◦ (통합DB 구축) 각 부처가 보유하는 통계DB를 연계하여 원스톱 정보

제공이 가능한 ‘(가칭)산학연협력 통합정보망’ 구축방안 검토 (교육부)

◦ (정책연계)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각 부처 

정책사업 간 ‘이어달리기’ 방안 모색 위한 연구 추진 (범 부처)

- 연구추진 과정에서 ‘(가칭)관계분야 민간위원 합동간담회’를 구성‧

운영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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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0년도 시행계획 성과지표 달성현황

 중앙부처 성과지표 달성 현황

<표1> 중앙부처 전략별 2020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

구분 성과지표 합계
전략

인재양성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인프라 
전반

합 계

달성률(%) 90.5 85.7 90.0 93.8 100.0

달성지표(개) 38 12 9 15 2

전체지표(개) 42 14 10 16 2

교육부

달성률(%) 86.6 66.6 100.0 100.0 -

달성지표(개) 13 4 3 6 -

전체지표(개) 15 6 3 6 -

과기부

달성률(%) 100.0 - 100.0 100.0 -

달성지표(개) 10 - 5 5 -

전체지표(개) 10 - 5 5 -

중기부

달성율(%) 83.3 100.0 0.0 100.0 -

달성지표(개) 5 1 0 4 -

전체지표(개) 6 1 1 4 -

산업부

달성률(%) 100.0 100.0 - - 100.0

달성지표(개) 6 5 - - 1

전체지표(개) 6 5 - - 1

국방부

달성률(%) 50.0 100.0 - 0.0 -

달성지표(개) 1 1 - 0 -

전체지표(개) 2 1 - 1 -

고용부

달성률(%) 100.0 100.0 - - -

달성지표(개) 1 1 - - -

전체지표(개) 1 1 - - -

행안부

달성률(%) 100.0 - - - 100.0

달성지표(개) 1 - - - 1

전체지표(개) 1 - - - 1

특허청

달성률(%) 100.0 - 100.0 - -

달성지표(개) 1 - 1 - -

전체지표(개) 1 - 1 - -

주 1 : 부처명 기입순서는 부처별 세부추진과제 수가 많은 순

   2 :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성과지표(’20년 신규지표 4개, 목표 미설정 지표 2개, 실적 측정예정 

지표 2개) 8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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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중앙부처 전략별 2020년도 달성지표 구성 현황

전략 소관부처
성과지표 단위 목표 실적

(달성지표 수)

Ⅰ.
인재
양성
(12개)

교육부
(4개)

LINC+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건수(4년제)

건수 2,415 2,424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참여대학 수

개 40 40

4단계 BK21 지원 대학원생 
취업률

%
75.0~75.9
구간 유지

71.5

진로탐색학점제 참여학생 수 명 신규 762
전문대학 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채용약정 학생 수
명 7,964 8,280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생 수 명 827 784
K-MOOC 수강신청 누적 건수 만 건 125.6 169

중기부
(1개)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수료율 % 90.3 99.4

산업부
(5개)

미래신산업 특화교육 과정 수 건 200 225
(수급통계) 조사대상 표본 사업체 수 개 11,000 이상 12,752

(수요전망) 추진 신산업 개 5 5
신규 (인력양성)사업 반영 수 개 5 11

산학프로젝트 수 개 71 71
국방부
(1개)

자기개발 학습 참여율 % 40 54.6

고용부
(1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 참여자수

명 2,260 2,300

Ⅱ.
기술 
이전‧

사업화
(9개)

교육부
(3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기술이전 수입료

백만 원 41,337 48,037

연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수 개 87 172
산학협력 EXPO 참가자 만족도 점 95 97.8

과기부
(5개)

지원금 1억 원당 기술이전 건수 건 1.6 2.18
과학기술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 명 937 1,123

공공연구성과 BIG선도모델
일자리 창출(창업기업당 평균)

명 2 2

(학연연계)융합기술발굴 건 62 67
수요발굴지원단 평균 

기술이전지원
건 20 30

중기부
(-)

협력R&D 기술지원 효과 - 76.9
실적 측정 

예정
정부지원금 1억 원당 과제관련 

신규고용
명 1.38

실적 측정 
예정

기술교류 협업 건수 건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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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소관부처
성과지표 단위 목표 실적

(달성지표 수)

특허청
(1개)

제도개선 추진 -
국유특허 
전용실시 

대상 명확화

국유특허 
전용실시 

대상 명확화

Ⅲ.
창업
(15개)

교육부
(6개)

중앙창업 체험센터 이용 학생 
만족도

점 4.0 4.19

대학 온라인 창업 교육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점 75 79.2

모태펀드 출자 약정률 % 100 100

실험실 창업 누적 성공률 % 25 29.3

창업유망팀 300 참가팀 수 개 800 886

학교기업 실습교육 만족도 점 77.5 79.4

과기부
(5개)

과학기술전문사관
창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점 4.2 4.46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기술창업률 % 25 29.3

실험실 창업 탐색팀 지원 대상 팀 98 99

(연구개발특구)창업 건수 건 204 224

출연(연) 연구원 대상 창업교육 수 회 1 1

중기부
(4개)

교육생 수(온라인)(창업에듀) 명 181,000 694,154
실험형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개사 신규 18

도전! K-스타트업 참가팀 수 개 4,300 7,112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개 64 66
K-STARTUP 접속자 수 만 명 700 730

국방부
(-)

창업컨설팅 실적 팀 1,000 545

Ⅳ.
인프라 
전반
(2개)

교육부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수 개 신규 4

과기부
(-)

산학연 지원 완료 건수 건 신규
1,775

(263개사)
(출연연)중소기업 전담인력 교육 회 - 2
(출연연)기술사업화 전담인력 교육 회 - 2

산업부
(1개)

산학융합지구 참여기업 취업자 수 명 331 331

행안부
(1개)

산학연 관리역량 강화 
사이버교육 수요 조사

-
교육과정 

운영
270여개 

과정 운영
주 1 : 부처명 기입순서는 부처별 세부추진과제 수가 많은 순

   2 :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성과지표(’20년 신규지표 4개, 목표 미설정 지표 2개, 실적 측정예정 

지표 2개) 8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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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달성 현황

<표1> 지자체 전략별 2020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

구분 성과지표 합계
전략

인재양성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인프라 
전반

합 계

달성률(%) 85.7 84.7 89.4 87.0 82.9

달성지표(개) 384 160 76 80 68

전체지표(개) 448 189 85 92 82

서 울
달성률(%) 93.8 100.0 - - 83.3

달성지표(개) 15 9 - - 5
전체지표(개) 16 9 - - 6

부 산
달성률(%) 90.2 89.5 90.0 85.7 100.0

달성지표(개) 37 17 9 6 5
전체지표(개) 41 19 10 7 5

대 구
달성율(%) 85.5 76.5 84.6 86.7 100.0

달성지표(개) 47 13 11 13 10
전체지표(개) 55 17 13 15 10

인 천
달성률(%) 85.7 100.0 - 71.4 100.0

달성지표(개) 12 2 - 5 5
전체지표(개) 14 2 - 7 5

광 주
달성률(%) 82.6 70.0 100.0 85.7 100.0

달성지표(개) 19 7 3 6 3
전체지표(개) 23 10 3 7 3

대 전
달성률(%) 93.2 85.7 94.7 100.0 100.0

달성지표(개) 41 12 18 8 3
전체지표(개) 44 14 19 8 3

울 산
달성률(%) 94.1 97.1 80.0 100.0 100.0

달성지표(개) 48 33 8 3 4
전체지표(개) 51 34 10 3 4

세 종
달성률(%) 77.8 100.0 66.7 100.0 0.0

달성지표(개) 7 3 2 2 0
전체지표(개) 9 3 3 2 1

경 기
달성비율(%) 76.9 0.0 - 100.0 100.0
달성지표(개) 10 0 - 6 4
전체지표(개) 13 3 - 6 4

강 원
달성률(%) 62.5 100.0 - 0.0 55.6

달성지표(개) 10 5 - 0 5
전체지표(개) 16 5 -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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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지표 합계
전략

인재양성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인프라 
전반

충 북
달성률(%) 85.0 87.5 100.0 80.0 66.7

달성지표(개) 17 7 4 4 2
전체지표(개) 20 8 4 5 3

충 남
달성률(%) 85.7 100.0 100.0 - 80.0

달성지표(개) 12 3 1 - 8
전체지표(개) 14 3 1 - 10

전 북
달성률(%) 85.7 83.3 75.0 90.9 88.9

달성지표(개) 36 15 3 10 8
전체지표(개) 42 18 4 11 9

전 남

달성률(%) 87.5 100.0 100.0 85.7 66.7

달성지표(개) 21 6 5 6 4
전체지표(개) 24 6 5 7 6

경 북
달성률(%) 81.0 71.4 85.7 80.0 100.0

달성지표(개) 17 5 6 4 2
전체지표(개) 21 7 7 5 2

경 남
달성률(%) 62.5 66.7 - 100.0 0.0

달성지표(개) 5 2 - 3 0
전체지표(개) 8 3 - 3 2

제 주
달성률(%) 81.6 75.0 100.0 100.0 -

달성지표(개) 31 21 6 4 -
전체지표(개) 38 28 6 4 -

주 :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성과지표(목표 미설정 지표 13개, 실적 측정예정 지표 10개) 23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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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1년도 시행계획 세부추진과제 및 예산

전략과제
세부
과제

추진 내용
추진
수단

세부 추진과제명
소관
부처

예산(백만원)
’19년 
결산

’20년
예산

’21년
예산

전략Ⅰ. 산업교육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과제1. 성장단계별 사회맞춤형 교육 고도화 　 　 　

(1) 초‧중‧고 진로‧직업교육 강화 　

a 초‧중등 신산업교육 강화

정책 인공지능 기초(고교 선택과목) 등 신설 교육부 ’20년 신규 비예산

사업 영재학교 AI교육 지원 교육부 ’21년 신규 200

정책, 사업 진로교육 실감형 콘텐츠 개발·보급 교육부 300 480 580

b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체질개선 
정책, 사업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 교육부 45,300 55,600 71,150

정책, 사업 직업계고 혁신지구 조성 교육부 ’21년 신규 2,000

(2) 사회‧산업 수요 반영 고등교육 고도화 　 　 　

a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고숙련 전문 직업인 양성 정책, 사업 마이스터대학 시범사업 교육부 ’21년 신규 10,000

b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산

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LINC+)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교육부 217,556 250,751 241,125

사업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육성 사업 교육부 20,000 40,000 4,000

c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차세대 공학인재 양성

사업 산업계 수요 기반 공학인재 양성 사업 산업부 14,549 15,200 15,200

사업 R&D 실무인력 양성 사업 중기부 1,830 1,830 1,830

정책 이공계대학 혁신방안 마련 교육부
과기부 ’21년 신규 비예산

d 산학연계 실습교육 내실화
정책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교육부 비예산

정책 비대면 산학연계 교육 강화 교육부 비예산

e 혁신성장선도 신산업분야 융‧복합 연구인력양성 사업 4단계 BK21 사업 교육부 ’20년 사업 시작 118,778

과제2. 신기술 분야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 　

(1) 첨단분야 인재양성 기반 구축 　

a
산업교육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신산업분야 
산업계 요구분석 및 인력수요 전망

조사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산업부
1,267 1,267 1,267

조사 신산업 중장기 인력 수요전망 산업부
정책, 사업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교육부 465 455 455

b 신기술분야 첨단학과 증설
정책 첨단분야 학과 정원조정 등 교육부 비예산
사업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사업 교육부 ’21년 신규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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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세부
과제

추진 내용
추진
수단

세부 추진과제명
소관
부처

예산(백만원)
’19년 
결산

’20년
예산

’21년
예산

(2)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 「한국형 뉴딜」 추진과제)　　
a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 도입 정책, 사업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교육부 ’21년 신규 81,600

b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 사업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고용부
13,879 29,370 ’20년 종료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
(K-Digital Training)

’20년 신규 3,400 139,032

(3) 첨단분야 연구기반 강화 및 R&D 전문인력 양성 　

a 전략분야 연구기반 강화
사업 전략분야 박사 후 국외연수 지원 교육부 ’21년 신규 4,500
사업 비대면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교육부 ’21년 신규 770

b
민간수요 및 정부정책 반영 고급 연구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주력·신산업 분야 고급R&D인력 양성 사업 산업부 81,765 80,213 96,300

과제3.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1) 청년의 진로탐색 및 취업연계 교육 지원

a 청년(대학생) 진로 탐색‧개발 및 경력개발 지원

정책, 사업 진로탐색 학점제 지원 교육부 ’20년 신규 409 809
사업 청년 진로정보시스템 구축 교육부 ’20년 신규 522 676

정책, 사업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및 

경력개발 지원
국방부 ’21년 신규 31,288

b 취업연계 교육과정 확대 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LINC+)사업(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교육부 102,787 114,287 109,113

c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및 전문대형 신설 정책, 사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

교육부 6,000 9,600 9,600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21년 신설)

(2)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a 재직자 대상 신기술·신산업 분야 융합교육 실시
사업 AI-주력산업 융합인재 양성 사업 산업부 ’21년 신규 5,000
사업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사업 과기부 4,000 9,000 14,000

b
전문대학을 통한 후학습 지원, 온라인 교육플랫폼 
고도화 및 관련 규제완화 등 교육 접근성 제고

사업
후진학선도 전문대학 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 Ⅲ유형)

교육부 14,607 25,000 25,000

정책, 사업 K-MOOC 활성화 및 차세대 플랫폼 구축 교육부 9,734 14,852 23,690
정책 ‘온국민 평생배움터’ 구축 교육부 ’22년 신규

전략Ⅱ. 잠재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과제4. 공공기술 R&D 및 활용 촉진

(1) 코로나19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 　

a
코로나19 대응 긴급 연구개발 수요 발생 시, 
참여기업 부담 완화

정책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마련 등
과기부 등 ’20년 신규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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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세부
과제

추진 내용
추진
수단

세부 추진과제명
소관
부처

예산(백만원)
’19년 
결산

’20년
예산

’21년
예산

(2) 후속 R&D 고도화로 민간 활용도 제고

a 공공기술 활용 후속 R&D 지원 강화 정책, 사업 연구산업 육성사업 과기부 6,950 5,734 4,400

b 산학연 간 공동 R&D 지원 강화

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 중기부

104,653 70,312 78,965
사업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사업

중기부

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 중기부

사업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사업 중기부

(3) 공공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a
공공기술의 산업계 도입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정책 공공기술 전용실시권 활성화 모색 산업부 ’20년 신규 비예산

정책 국유특허 전용실시 활성화 모색 특허청 비예산

정책
대학·공공연이 포기한 특허 양도

근거 마련
특허청 ’21년 신규 비예산

과제5.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1) 기술 발굴·사업화 체계 고도화

a 대학의 기술경영 촉진 사업 대학기술경영촉진(TMC) 사업 과기부 7,774 8,054 12,468

b 분야 간 융‧복합 기술 발굴‧사업화 정책, 사업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BRIDGE+) 사업 교육부 16,536 26,467 25,040

c
산학연 지식 클러스터 및 공공연-대학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 모델 고도화

사업 공공연구성과 기반 BIG 선도모델 사업 과기부 ’20년 신규 600 4,660

사업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사업 과기부 3,174 2,116 2,116

(2) 공공기술기반 사업화 촉진

a 혁신제품 지정 및 지원
정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산업부 ’21년 신규 비예산

정책, 사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과기부 ’21년 신규 4,558
b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 사업 공공기술사업화펀드 운영 과기부 ’21년 신규 10,000

(3) 기술 이전·사업화 기반 강화

a 전담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정책, 사업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교육 및 개편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BRIDGE+)사업)

교육부 전략Ⅱ-5-1

정책 출연(연) 조직 지원체계 강화 과기부 비예산

b
교수, 연구원 대상 사업화 유망 기술 개발
유인체계 마련

정책 발명자 보상제도 마련 등 제도개선 교육부 비예산

정책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기준 등 연구 성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기부 ’21년 신규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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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세부
과제

추진 내용
추진
수단

세부 추진과제명
소관
부처

예산(백만원)
’19년 
결산

’20년
예산

’21년
예산

과제6. 수요-공급 간 기술교류 및 매칭 활성화

(1) 기술교류·중개 활성화

a 산학연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사업

산학협력 EXPO 활용한 기술교류 
네트워크 형성

교육부 270 270 243

사업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 구축 중기부 ’20년 신규 800 704

b 기술 수요 발굴 및 매칭 지원 정책
대학-기업-출연연 간 기술교류·중개 
활성화(산·학·연 공동 기술상담회 등)

산업부 비예산

c
수요발굴지원단 운영을 통한 수요기반
매칭기술 발굴 및 지원

사업 수요대응형 기업애로 해결 과기부 2,000 2,000 2,200

(2) 정보의 통합제공 및 활용도 제고

a
NTIS를 통한 공공기술 DB 활용 및 기술이전·
사업화 통합 창구 역할 강화

사업 공공기술DB 통합연계서비스(NTIS) 과기부 비예산

b
산업계, 연구계(R&D) 변화를 파악하여 대학‧
출연연 등에 주기적 정보 제공

사업 산업교육센터 운영 교육부 ’21년 신규 1,600

전략Ⅲ.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과제7. 창업준비를 위한 성장단계별 창업교육 지원 　 　

(1) 초·중·고 창업가(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a
온라인 플랫폼(YEEP) 활용 및 비즈쿨 운영을 
통한 창업교육 지원 및 창업체험 인프라 조성

정책, 사업 초·중·고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교육부 4,200 2,930 2,150
정책, 사업 기업가정신 활성화 중기부 7,665 6,250 6,165

(2) 대학 창업교육 및 대학생 창업준비 지원 　 　

a 대학 창업교육 질 제고 정책, 사업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
교육부 1,225 622 622

b 대학생 창업준비 및 대학창업기업 지원
정책, 사업 희망사다리 장학금(Ⅰ유형) 지원 교육부 28,080 50,860 45,880
정책, 사업 파란사다리 지원 교육부 4,820 6,360 4,820
정책, 사업 대학창업펀드 조성·운영 교육부 15,000 15,000 12,000

(3) 군 복무 중 창업교육 및 준비여건 조성 　 　

a 군내 창업 지원체계 강화 정책, 사업
군부대별 창업동아리 편성하고 

우수동아리 지원
국방부 ’20년 신규 1,007 1,007

b 국방과학기술 기반 창업 인재양성 사업 과학기술전문사관 창업 지원 과기부 167 323 323
(4) 석·박사 고급인력의 실험실창업 지원 　

a
대학원생·연구원의 공공연구성과 활용
창업탐색 교육지원

사업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한국형 I-Corps)사업
과기부 6,580 9,212 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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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세부
과제

추진 내용
추진
수단

세부 추진과제명
소관
부처

예산(백만원)
’19년 
결산

’20년
예산

’21년
예산

b
부처 간 협력하여 대학원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창업 유도

사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연계)
협업

교육부 989 2,565 3,591
과기부 2,126 10,000 17,590

중기부 ’20년 신규
7,500

(114,500)
9,000

(102,260)
과제8. 창업 동기가 실현되는 실전창업 환경 구축 　

(1) 유망 창업팀 발굴·육성 　 　 　

a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대학창업팀 발굴‧지원 사업 학생 창업유망팀 300(학생리그) 추진
협
업

교육부 ’20년 신규 1,600 1,600
과기부 - - -

b
전국 규모의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예비)창업자 발굴 및 후속연계 추진

정책, 사업 도전-K 스타트업
중기부 총괄,
다부처 협업

2,702 2,350 2,115

(2) 분야별·수준별 창업기업 지원 　 　 　

a 의료, 교육 등 비대면 분야별 창업기업 집중 육성 사업 비대면 분야 창업지원 사업
중기부 총괄,
다부처 협업

’21년 신규 60,000

b 청년창업 수요대응 부처별 특화 창업지원
사업 청년식품창업Lab 운영 사업 농식품부 448 450 598
사업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체부 - 2,000 2,550
사업 전문대학 실용기술 창업지원 사업 교육부 ’22년 신규사업 기획

(3) 창업지원 인프라·환경 조성

a 연구개발특구 내 거점대학 활용 기술창업 유도 사업 연구개발특구 운영 과기부 5,200 8,910 11,900

b 학교기업을 초기 창업보육공간으로 활용 사업 학교기업 지원사업 교육부 6,814 7,480 7,480

c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일반랩) 조성·운영 정책, 사업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조성 중기부 34,707 37,624 34,470

d 창업지원 전반의 다양한 정보 통합 제공 정책, 사업 창업관리시스템(K-스타트업) 중기부 1,678 2,346 2,709

과제9. 대학·출연연에 창업친화적 문화 조성 　 　 　

a
창업 선도형 학사·인사제도 및 문화 확산 등 
대학 내 창업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사업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
교육부 전략Ⅲ-7-2

b
기관평가 반영, 연구원 창업교육 등 출연연 
창업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출연(연) 창업친화적 문화 조성 과기부 비예산

전략Ⅳ.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과제10. 지역단위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a
지역혁신 플랫폼(RIS)을 통해 지역 산학연협력 
활성화 및 맞춤형 인력양성 

정책,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교육부 ’20년 신규 108,000 171,000

b 지방공무원 대상 산학연협력 온라인 교육 정책 지역별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행안부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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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세부
과제

추진 내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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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명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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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백만원)
’19년 
결산

’20년
예산

’21년
예산

과제11. 산-학-연 간 연계·협력 강화 　 　 　
(1) 공간적 융합을 통한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 　 　 　

a 산업단지 내 산학협력 촉진 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업부 21,000 11,088 11,748

b
대학 내 유휴 공간 및 부지를 활용한 상시 
협력기반 구축

사업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교육부 5,540 8,770 8,000

정책, 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 협업
’20년 신규 2,220 31,400

(2) 대학‧출연연의 기업애로 지원 노력 유도 　

a
산업분야별 특화 기업협업센터(ICC) 중심으로 
대학-기업 협력 강화

사업
대학 기업협업센터(ICC) 운영

(LINC+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교육부 전략Ⅰ-1-2

b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관련 긴급애로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

정책 연구개발지원협의체 운영 과기부 ’20년 신규 비예산

(3) 산학협력에 산업체 참여유인 제고

a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마일리제 제도 활성화 정책, 사업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교육부 ’20년 신규 100 100

과제1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1) 대학·출연연 내 전담조직 역량 강화

a
대학 내 산학협력 전담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지원 및 관련 제도개선

정책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교육부 비예산
정책 대학기술지주회사 관련 법‧제도 개선 교육부 비예산

정책, 사업
TLO 및 산학협력단 직무연수 실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BRIDGE+)사업)
교육부 전략Ⅱ-5-1

b
출연(연) 기술사업화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정책 출연(연) 조직 지원체계 강화 과기부 비예산

(2) 통합DB 구축 및 정책 간 연계 지원

a
분야별 전문기관 보유DB 연계를 통한 산학연
협력활동 실태조사 개선

정책 대학 산학연협력 활동 실태조사 체계 개선 교육부 ’21년 신규 비예산

b 부처별 산학연협력 분야 관련 통계DB 연계 정책 산학연협력 통합정보망 구축 교육부 ’20년 신규 비예산

c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와 관련분야 위원회 간 
‘민간위원 합동 간담회’ 통해 연계 과제 발굴

정책 각 부처 정책 간 연계 범 부처 ’21년 신규 비예산

합계(백만 원)
'19년 결산 : 824,337

'20년 예산 : 1,074,156
'21년 예산 : 1,628,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