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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IT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개선과 산학협력
최근 I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간접지원사업 위주로 편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I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사업이 갖는 정책적 한계로 인해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
서 정책목표를 달성해 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또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외국으로부터 한국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자제 촉구가 가시화되면서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직접지원의 확대를 조심스러워

고경일 교수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하는 상황이 전개된 데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금융지원은 사업성과의
측정가능성이 높고 하향식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IT산업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전략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산업육성정책이 되어오고 있

향후에도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서의 역할

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인력양성, 기술지원,

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

정보화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사업들은 대내외적 타당성

면 작년(2014년)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3.3%를 기록

이 높고 시장경쟁원리에 부합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 가운데 IT산업의 성장률은 3.9%를 보였으며, IT산업

반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전략적 선택에

의 GDP 비중도 10.1%로 증가하여 나타나는 등 IT산업의

의한 중점지원이 어렵다는 단점이 공존하고 있어 간접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지원사업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얘기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자금지원정책별 장단점

IT산업은 주로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

을 잘 고려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함으로써 정부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노력에 의해 성장한 산업

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IT중소기업들은

현안과제를 잘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과의 연구협력 및 인력 고용 차원에서 불가분의

정부의 IT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정책 중 출연

관계를 형성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고로 IT중소

(funding)은 R&D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업 성장과 그로 인한 원활한 산학협력 지속을 위해서

후속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라도 IT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무상지원의 개념인 데 비해서 융자 및 투자 방식은 원리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연성을 지닌다고 할

금 및 자본이익의 환원을 염두에 둔 지원이라는 측면에

수 있다.

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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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융자금융 중 IT기업의 R&D

의 지원한도는 1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반면, 중견 IT

기술개발을 목표로 지원되고 있는 유일한 융자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선도적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고위험-고비

인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응용기술개발지원

용 기술개발에 대한 일반담보대출은 과제당 또는 업체당

융자사업을 예로 들어 사업의 존속필요성 인지 하에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검토가

융자사업을 유지․발전시키고 제도적인 안정화를 앞당기

필요하다. 또한, 융자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선착순 수시

기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정리하고

접수에 의한 지원경향 등으로 인해 다양한 기업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높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업체당

이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융자잔액 총 한도제 설정’ 또는 ‘3년내 수혜기업의 추가

첫째, 융자금 규모의 확대, 무담보 신용대출제도의 도입,

지원 제한’ 등의 제도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수과제 및 성공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개선

넷째, 융자수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요구 사항이 매년 IT중소기업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융자지원사업 선정이 융자금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개선이

라 기술개발, 인력확보, 마케팅, 판로개척, 투자기회제공,

요망된다. 예산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

사업화 등 다양한 간접지원책과 연계하여 Total Care

과학부 등 정부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적 지원의 필요가 높은 분야에

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즉, 기업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성장발전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금 확보,

그 외 무담보 신용대출제도는 신용평가 및 기술평가의

인력 확보, 판로 확보 등의 필요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엄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확대·시행되어야 하며, 우수

있는 제도적 체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과제 및 성공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타 정책금융

다섯째, 정부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효율성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기금 내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해

제고를 위해 NIPA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들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의 연계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기술개발단계의 융자

둘째, 기술 등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고 물적 담보능력이

지원만으로 수혜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R&D 중심의 IT초기기업들은 매출실적 저조 등으

역부족이므로 성과 우수기업 및 성공기업에 대한 인센

로 인해 금융기관이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기술

티브 차원에서의 타 융자지원사업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보증기금과 연계한 기술담보대출 위주의 지원시스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여섯째, 융자지원사업을 I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IT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의 경우 기술담보기업의

및 IT산업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성향의

기술적·경제적 성과 및 고용창출효과 등에서 일반담보

중장기사업으로 인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원조달 확대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등 기술담보비율의

를 유도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IT분야의 급속한 발전 속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 및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연구

도로 인해 새로운 트렌드의 기술사업분야(빅데이타, IoT,

결과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주장은 더욱 힘을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홈

얻고 있다.

가전/서비스, 소셜미디어, 태블릿 등)가 속출하고 있어,

셋째, IT중소기업의 성장단계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이러한 기술발전과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정책자금 지원 규모 차등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T산업․연구개발․사회경제에 미

IT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공적 시장진입에 초점을

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과 기술개발 리스크가 큰 과

두고있는 저위험-저비용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담보대출

제의 경우 민간기관만으로 리스크를 부담하기에는 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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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인 경우들이 많다는 점 등도 정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외국 융자사업 벤치마킹을 통해 조사된
독일 온렌딩방식 등의 도입 및 복합형의 융자지원방식들
은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향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들이라 사료된다. 특히, 메자닌 금융이나 투융자
복합금융과 같이 투자방식을 혼합한 지원정책 또한 도입

또는 확대를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IT 핵심기술의 내부화와 IT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막대한 R&D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2015년도 국가 R&D 예산의 경우 18조 9천억 원으로 꾸
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중소․중견기업
예산이 1조 3,398억 원을 차지하면서 2014년(1조 2,256
억 원) 대비 9.3%나 증액된 것으로만 보아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간접적인 방식이나 출연방식도 함께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렇듯 융자방식이나 투자방식의
금융지원 정책자금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자금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여기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앞으로 부단히
탐색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아울러 이러한 IT산업 정책금융지원의 이면에는 담보력
은 부족하나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IT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IT산업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기술
개발 측면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협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을 지닌 공학분야 인재들의 신규고용
또는 창업을 유발함으로써 취업을 앞둔 공학도들의 진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은 정부의 IT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노력에 걸맞도록 IT중소기업과의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 IT업계가 필요로 하는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구가함으로써 나름 IT산업
기반조성의 조력자로서의 제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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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
김인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본 재단의 김인호 이사장은 지난 5월 27일, 무역회관

○ 2011년 이후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51층에서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기업가형 국가

2014년 우리나라의 수출순위는 세계 7위를 기록

의 실현”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기업가 정신 확산은
최근 교육부가 현장적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본 강연에서 김인호

□ 선진국의 문턱에서 경제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이 느끼는 미래의 불안은 증대되고 있음

이사장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기업
가형 국가의 실현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와 기업의 미래가

○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2~3%대로 정체된 상황
에서 2015년에는 3%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커짐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물류 최고경영자 과정
총 동창회 CEO포럼 특강

○ 일인당 GNI는 2014년 기준 28,180달러로, 2006년

처음 2만 달러 대 진입 후 9년째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음

Ⅰ. 한국경제 어디에 와있나
1. 선진국의 문턱에서 정체된 한국경제

○ 향후에도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총요소생산성 향상

□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 간 대기업과 수출중심의

저하로 인해 낮은 잠재성장률과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짐

빠른 성장 덕택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
○ 2012년 20-50클럽(인구5천만, 일인당 GDP 2만달러)

-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8~2013년

에 가입한 7번째 국가가 되었고, 2014년 기준 GDP

3.7%에서 2014~2030년 2.9%, 2031~2060년 1.6%

는 1조 4,495억 달러로 세계 13위로 성장

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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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3. 한국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환경

□ 한국경제의 성장 정체는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가. 거시경제적 환경
□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이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장기간
지속될 전망

(1) 경제전반의 생산성 정체 심화 및 고용창출력 약화
○ 201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주요경제권의
회복 징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구조개혁

34개국 중 28위로 미국의 46.7%, OECD 평균의

노력에 부분적으로라도 성공한 나라는 미국을

64.8%에 불과

제외하면 거의 없음

○ 2015년 4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4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이러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상존하는 불안요소로 작용

- 특히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20~30대 청년 실업자
수는 9만5천명으로 2003년 1월(9만7천명) 이후
최고

□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권력이 재편되는 상황

에서 한국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인 포지셔닝
이 필요

(2)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은
미국, 일본 중심 국제금융질서 개편의 신호탄임

○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 산업적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자동차를 제외한

46.0%(’12년 기준) 수준이며, 생산성 격차는 매년

대부분의 주력산업(IT, 석유화학, 철강, 기계)에서

확대되고 있음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국을 추월

○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의
29.9%(’12년 기준) 수준으로 격차가 심각

○ 반면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중국과의 상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큰 위기요인이 될 수 있음

(3)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글로벌 경제영토

○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23명으로 OECD평균
(2.52명)을 크게 하회한 반면 기대수명연장으로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확장
○ 2015.4월 현재 우리나라는 49개국과 11건의 FTA
가 발효 중이며, 양자간 FTA를 넘어 한중일 FTA,

-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일본은
24년, 미국은 73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18년 소요
될 전망이며, 초고령 사회로는 8년 만에 진입예상

TPP, RCEP 등 다자간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국,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등 기타결 4개
국과의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주택 및 금융자산 등의
자산수요 감소는 재정수지 악화와 성장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영토는 세계 GDP의 73.5%
○ 이는 내수시장이 협소한 한국의 해외시장 확대
및 성장동력 창출에 또 다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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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 환경의 변화

Ⅱ.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본과제

□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그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는 더 이상 예측과
계산이 아닌 창조와 선택의 대상이 됨

1.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비전
□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국가달성을 위해서는 중장
기적으로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경제

□ 구체적인 환경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Sustainable, Inclusive Growth Economy)가 되어
야함

(1) 글로벌 아웃소싱 진전

○ 경제주체 모두가 각 부문에서 공히 성장에 기여

○ 부품, 공장이전, R&D, 인력 등 전 부문에 걸쳐
글로벌 아웃소싱 강화

하고, 그 과실을 공유하는 보편성장(Inclusive
Growth) 기반이 구축

○ 품질경쟁력 있는 한국산 부품을 활용한 아웃소싱도

○ 재정건전성과 복지효율성의 균형을 달성하여,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계(Sustainable Welfare

위기이자 기회

Economy)가 정립
○ 한국의 기업과 산업이 세계경제의 추격자에서

(2) 제품수명주기의 급속한 축소

선도자로의 위상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업·산업

○ 고객 니즈의 격심한 변화로 인해 신속하게

인프라 구축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 대내외 위기요인에 대처하여 경제안정을 확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기업은 신제품출시와

하기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적

가격인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대외충격 관리

(3) ‘디지털 컨버전스’의 급속한 진전

□ 상기 중장기 비전은 한국경제가 현재의 추세대로

○ 과거에는 한 분야의 기술에만 정통하면 관련시장
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창조적 조합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

가거나 기존 경제시스템 및 운용방식을 유지한다면
달성 불가능함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뛰어넘고 국제경쟁력의

지속적 유지·배양·발전이 이루어질 경우 가능하나,

○ 승자독점(winner-take-all)의 경향 심화

이를 실현해 나갈 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

(4) 완제품에서 부품시장으로 세계시장 중점 이동
○ 완제품 조립생산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되고,
부품소재산업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2. 비전 실현의 전제 :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시장경제
□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구축은 「경쟁

○ 선진국은 경쟁력 확보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에 총력

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라는 명제에
기반을 두어야하며, 시장경제의 확립 외에는 대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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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장경제 시스템의 재인식
1. 사마천 – 2,100년 전에 쓰인 司馬遷의 <史記> 중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
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

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
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 추격자 경제에서 선도자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은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하에서는

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불가능함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

○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은 시장원리
에 입각한 경제운영 정착을 통해서만 가능

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역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273 중

○ 또한 유연한 경제는 자율적인 환경 하에서 각 경제
주체가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휘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책임의식이 고양될 때
가능, 이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며 창조경제도 이
원리 하에서 달성가능

에서)
○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명
-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 정부의 역할과 한계
- 수요공급의 법칙 ⇒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근래에 와서 경제의 모든 문제가 기업의 문제로 귀결
되고 있으나, 정부와 국민 모두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업관련 정책 및 제도의 종합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실정

- 물 흐르듯 하는 경제의 흐름과 운영의 중요성
○ 시장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것
⇒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선 시장경제 사상
의 원류
2.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마태복음 25장 14~30절)

□ 결국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 정부는 시장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기업활성화를
통한 성장을 기조로 경제운영시스템을 재정비하고
○ 기업은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대에 부응
하는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함

○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서야만
제대로 작동, 경계해야 할 「平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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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조성, 분석, 감시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조

Ⅲ. 정부의 역할 : 경제 시스템의 재정비

되어야 함

1. 시장과의 관계에서 정부 역할의 재정립

○ 경쟁 제한자로서의 정부에서 경쟁 주창자로서의
정부로 역할을 전환하고, 정책의 관심을 생산자

가. 정부의 역할 및 기능상 문제점
□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혼동하고 있음
○ 시장에서 시장원리의 작동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일과 해결될 수 없는 일을 혼동
○ 시장에서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를
혼동
□ 또한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발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에 빠져있음
○ 특히 정부 관료의 시장과 경쟁원리에 대한 인식이
낮음
○ 그 결과 문제가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정책성과를 시급히 달성하려는 소명
의식이 강함
□ 이로 인해 정부의 경제운영방식은 거시경제 지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산업정책적 수단과 시장개입
으로 달성하려는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각종 경쟁제한 행위, 사업자 단체를

(공급자)에서 소비자(수요자)로 이전
○ 정부주도 경제운영 때보다 더 정교하고 치밀한
정책수행이 요구되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 역할과
기능은 과거와 달라질 뿐 오히려 더 증대될
필요성이 있음
○ 의료, 교육, 사회복지, 노사관계 등 비경제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쟁요소 도입과 민간참여 유도를 통해 정부개입
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함
□ 정부 역할 수행을 위한 정부조직 원리도 산업별
품목별 조직원리에서 기능별 조직원리로 전환
○ 정부는 경제의 장기적, 구조적,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 총괄기능에 집중하고, 중립적인
조정을 위해 특정 산업과 품목에 직접 관여하는
기능을 배제해야 함
○ 규제의 관점에서도 정부의 조직을 기능위주로
편성할 경우 보호 또는 규제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규제의 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2. 종합적인 기업정책 체계의 정립

통한 공동행위(가격, 진입제한 등), 법적근거(행정절

가. 현황 및 문제점

차법 등) 없는 행정지도가 만연하고 이를 정부의

□ 국가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이 기업의 문제로 귀결됨

당연한 기능으로 인식

○ 대기업은 성장주도·고용창출 기능이 퇴화되고

나. 재정립의 방향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 부문의

제기되고 있으나, 근원적 개선의 징후가 없음.

잠재력 실현 억제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경제운영의

이는 문제의 잘못된 설정, 또는 기존제도의 효율성

목표로 하고

한계를 의미함

○ 시장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시장에서
시장원리의 작동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일,

○ 중소기업의 문제는 다양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화

시장에서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에 정책을 집중

- 대·중소기업의 불균형 심화 및 협력구조 문제, 기업
성장 사다리 붕괴, 자영업 과잉 등의 문제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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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이 결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로 인해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

(2) 시장원리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 재검토
○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한계기업의 온존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대상을
‘기업’에서 ‘기업인’으로 전환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
1) 정부가 중소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나?
- 정부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 바람직한가?

- 정책방향은 보호와 지원에서 경쟁구조 보완, 경쟁력
향상에 초점
○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2) 중소기업인의 ‘기업가정신’을 떠나서 중소기업 문제
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동반성장 제도, 대형유통점 영업시간 제한, 점포설립
규제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중소기업 정책금융 체계를 시장 친화적 체계로 개편

3) 문제의 이해와 해결에 있어 보다 시장적 접근방법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가?
-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나? 시장의 힘이 왜 작동하지
않나?
- 직접 지원이 아닌 시장기능을 활용한 지원은 불가능
한가?
- 공급자에 대한 지원보다 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
능한가?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 방지
(3) 경쟁정책의 테두리에서 대기업 정책의 일관성 도모
○ 대기업 정책의 골간을 국제경쟁력 제고, 국내외
경쟁조건의 확대, 투명한 경영, 권한과 책임의 일치

에 두고 지배구조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원칙
고수
- 정부와 대기업 간에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다.’는
원칙 정립

4) 중소기업(특히 내수기업)은 국제화의 흐름, 글로벌
경쟁환경의 예외가 될 수 있나?

○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부 정책과 태도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

Ⅳ. 기업의 역할 :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발현

나. 바람직한 기업정책의 방향
□ 「기업에 좋은 것은 나라에도 좋다, 나라에 좋은 것은
기업에도 좋다」는 인식의 보편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1. 왜 기업가정신 인가?
□ 기업가정신만이 기업이 살길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방향으로 기업정책과 제도의
개선

□ 기업가정신에 대해선 다양한 이론과 정의가 있으나

(1)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융합

여기서는 기업가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

○ 지원과 규제, 가격기구 관여, 사업자 단체를 통한
정부의지 관철이라는 종전의 산업정책 틀에서

시장경제 하에서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믿으며

완전히 벗어나야 함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 있음을 인지하고

○ 경쟁정책은 경쟁 촉진적 수단을 통해 추구하고,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기업(起業)을 하고

산업정책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측면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인드(의식)와 이를 실현할 수

에서 접근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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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 오늘날의 기업가 정신은 기본적으로 기업스스로의

않는 것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 만

몫이며, 세계시장 변화의 본질 및 그 변화가 기업

나 온 다 」 는 명 제 뿐이 며 , 이 에 대한 깊 은 인 식 이

경영에 주는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야 함
○ 기업경영의 전 가치사슬을 글로벌한 시각에서

기업가정신의 출발점
○ 변화하는 환경이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여부는

재조명하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경쟁기업보다
동적인 혁신을 선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

기업가 정신에 의해 좌우됨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
⇒ 내수 중소기업도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없이는

□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의 인식과 행동의 기준
○ 기업가정신은 의존적 경영에서 탈피하여 기업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려워질 것임

경쟁력에 기반을 둔 자구적 독립경영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과 능력

3.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

○ 기업가의 행동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 즉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임을 강조함

□ 보다 치열한 경쟁구조의 조성
○ 기업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발휘하는 데

○ 정부의 「지원 또는 보호」와 「규제」는 표리(表裏)의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도 기업가정신의 핵심

있어 기업환경과 경제운용 방식 등 경제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며, 경제시스템의 유지관리
는 정부의 몫

□ 정책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동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기업가정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

□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의 보편화 추구
○ 사회적 분위기를 “기업가정신에 가치를 두는 것
(A society that values entrepreneurship)”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고

2.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의

○ 전 사회가 기업가정신의 학습장으로 만드는 노력

필요

필요성
□ 경쟁격화, 위험과 불확실성의 증대, 혁신과 창의성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는
종래와 다른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함

□ 기업가정신의 체계적 배양을 위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구상
○ 각 급 학교에서의 경제, 경영 교육 강화
○ 중소기업 CEO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이 시대에 요구되는 소위 글로벌 기업가정신 (Global

- CEO가 시간의 기회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Entrepreneurship)은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임

정도로 고품질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며, 파격적

○ 지식기반경제와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쟁구조, 특히
98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질적 변화를 전제해야 함

발상에 기초한 투자가 있어야 함
-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직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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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가형 국가는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명제가 동시에

CSR) 강화
○ 기업이 이윤창출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넘어, 지역
사회와 소비자 등이 제기하는 사회·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책임 있는 기업가정신 발현이 중요
○ 미국이 시장자본주의가 확고한 이유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국민이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하는 문화
가 자리 잡고 있어서임

Ⅴ. 마치는 말 :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
□ 가열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와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하기 위하여 산업과
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
○ 중국 등 신흥공업국에 대한 비교우위의 유지가
관건이며, 산업과 기업의 SOFT화(지식집약화,
고부가가치화)가 해답
□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전체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보다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
□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논의와 반성이 있어야
하고 기업가의 능력과 기업가 정신의 배양이 그 바탕
에 깔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과 합의도 필수적임
○ 정부는 정책의 주 대상을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기업가 또는 기업가정신 ’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체계적 배양을 위한 사회
전반의 시스템화, 교육시스템에 대한 구상이 필요
□ 이를 통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실현여부에 한국경제와 기업의 미래가 결정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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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는 국가이며
○ 기업이 시장경제 시스템 내에서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 및 제도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임

사업공고

2015년도『이공계 대학생 경진대회 지원사업』
선정결과
본 재단은 5월 18일(월) 2015년도 『이공계 대학생 경진대회 지원사업』으로 전국 규모의 10개
경진대회를 선정하고, 주최기관에 총 1억8천만원의 개최경비를 지원키로 하였다.
재단과 주관기관인 대학산업기술지원단(단장: 안성훈 서울대 교수)은 미래성장을 이끄는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도 부터 전국의 이공계 대학생이 참여 하는
우수 경진대회를 지원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총 32개 대회가 신청하여, 3.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뿌리산업, 주력산업, 미래전략산업 등 총 10개 경진대회를 선정하였다.

<선정결과>
분야
뿌리기술
주력산업
기술

미래전략
산업기술

대회명

주최기관

금형

전국 대학생 금형 3차원 CAD기술
경진대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전기/전자

I.E(Intelligent Electronics) 경진대회

전력전자학회

자동차

2015 국제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영남대학교

조선

휴먼-솔라보트 축제 2015

대한조선학회

재난관리

구조물 내진설계 경진대회

지진방재연구센터

자동차/로봇

2015 지능형 모형차 경진대회

한양대학교

ICT/신재생

제7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

(사)나눔과 기술

산업공학

제11회 한국 대학생 산업공학
프로젝트 경진대회

대한산업공학회

지능형 로봇

2015 미니드론 자율비행 경진대회

대한전기학회

미디어
콘텐츠

K-컬쳐 미디어 콘텐츠 기획∙디자인
제작 공모대회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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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5년도『이공계 대학생 경진대회 지원사업』소식
▶ 미래전략산업기술 분야
대회명

주최기관

대회장소

개최일

제7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

(사)나눔과 기술

서울대학교

5. 22

“제7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가
5월 22일 서울대학교에서 전국 대학에서 총 75팀
3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대회는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 설계, 제작한 시작품으로 복지, 재해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정기술
아이디어를 겨루는 대회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KAIST의 KAIDEA팀이
2년 연속 산학재단 이사장상을 수여 받아
이채를 띄었다. KAIDEA팀은 전년도 대회
에서 환자들을 위한 “스마트 링거걸이”로
대상을, 이번 대회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급형 점자프린터”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대회 수상팀은 상금과
함께 개도국 현지에서 출품작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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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5년도
『기초산업 분야 기능인력 양성 지원사업』시행
- 용접 기능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목포대 선정
- 미취업자 대상, 산업체 맞춤형 실무교육
- 대불산업단지 내 22개 산업체와 채용협약하여
교육수료시 취업연계 지원
본 재단은 지난 6월 1일(월) 『2015년도 기초 산업
분야 기능인력 양성 지원사업』으로 목포대학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키로 하였다.
재단은 산업현장의 실무역량을 갖춘 용접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목포대 산업기술교육센터
(센터장 : 이상찬)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취업자
- 입교식 사진 (2015. 6. 16. 목포대 산업기술교육센터)

20여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용접 실습교육과 산업
체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원한다.
교육은 목포대학교 대불산업단지캠퍼스에서 진행
되며, 교육생에게는 교육비(교재비, 체제비, 자격증
취득비 등)와 채용협약을 체결한 22개 업체와의

취업연계도 지원한다.
사업을 주관한 김무한 사무총장은 “뿌리기업의
인력수요는 꾸준하나,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
채용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중소기업 맞춤
형 교육과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의 뿌리기업 인력난
-교육장소 : 목포대 대불산학융합캠퍼스-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위치, 2015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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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의 편지

장학생의 편지
산학협동재단에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나수빈이라고 합니다. 이번 산학협동재단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
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속해있는 금융경제학과는 선취업 후진학의 길을 걷는
재직자들을 위한 학과로 저 또한 증권회사에 근무하며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배움의 즐거움과 업무를 통한 보람을 느끼며 열심
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좋은 기회가 생겨 산학협동재단 장학생으로 지원 신청
하게 되었는데 선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해 주신만큼 앞으로도 일과 학업 두마

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한해동안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올해로 창립 41주년을 맞은 산학협동재단도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더욱 번창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숭실대 나수빈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민대학교에 재학중인 김지연 입니다. 저는 현재 4학년 1학기에 다니
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말에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게에 부담이 안 가도록 노력을 했습
니다. 그러다보니 학업에 미흡해지고, 하고 싶던 공부도 시간상 편히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고 장학금을 받아와
부모님 얼굴에 걱정을 덜어드린 것 같아 행복합니다. (중략)
저는 지금 교생으로 대학교에서 벗어나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론과 실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산학협력 등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잘 알고 있었는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민을 고등학교에서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이론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 공부 의욕이 생기지 않는
학생들이 절반을 넘어, 이 고민은 꼭 필요한 고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와는 관련 인력을 공유하여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면, 고등학교와는 해당 인력을 키우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만 편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대 김지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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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FTA 체제하에서의 한∙중∙일 산학협력 사례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산학협력은 산업체와 대학이 일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와 개발의 협력 활동을 의미한다.
즉,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의 주요기능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업도 원하는 인재를 대학으로부터
원활히 공급받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과의 협력관계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인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연구자원과 기술개발 능력이 대학에

김진수 교수 ┃ 남서울대 경영학과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산기업체와 대학과의 연계
협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목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차-

특히, 최근에는 한ㆍ중ㆍ일간 국제산학협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산학협력
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검토

Ⅰ. 서 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부족,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
국제간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국제산학협력 관련

Ⅱ. 선행연구

지적재산권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Ⅲ. 한·중·일 산학협력 현황

국제산학협력 연계는 기업 또는 대학의 라이선스
계약,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산학협력 결과물인

Ⅳ. 한·중·일 특허제도와
지적재산권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 결과, 국제산학협력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Ⅴ. 국제산학협력 저해요인 분석

위하여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시 상대국의 특허법 및
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정부는 해당 국가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과

Ⅵ. 시사점과 결론

규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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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더불어 정부는 지적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외국의 기업ㆍ대학

겪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학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 상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추진

산학협력은 산업체와 대학이 일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시 국제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

연계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학협력의 유형은 산학

할 필요성이 있다.

협력을 광의로 정의하여 학계와 산업계 사이의 교육 및

본 연구는 국제산학협력 관련 앙케트 조사 결과를

연구와 개발의 협력 활동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상대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대한

즉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의 3대 주요기능인 교육ㆍ

정보 가 매 우 부 족하 며 , 국제 간 산 학협 력 시 언 어 와

ㆍ연구ㆍ사회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의

문화의 이해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며, 국제 산학협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인식이다.

추진에 필요한 연구자금의 부족 등의 애로가 있다는

기업도 원하는 인재를 대학으로부터의 원활한 지원과

응담의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한ㆍ중ㆍ일간 국제산학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협력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함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한 방안인 것이다.

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제산학협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자원과 기술개발 능력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체와 대학의 연계와
협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Ⅰ. 서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한ㆍ중ㆍ일간 FTA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의 결과물인 국가간 지적재산권 관련

이러한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문제로 NPE(Non-Performing Entity)에 의해 특허 관련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

소송이 제기된 상위 17개 회사 중 53%(2008년 기준)가

즉 국가와 국가간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아시아 기업이라는 사실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매우 중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산학협력의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결과물인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가간 해결해야할 문제로

기준 16개국과 5건의 FTA 발효, 29개국과 3건의 FTA

인식되고 있다.

체결,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 진행중, 16개국과 9건의

본 연구는 FTA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산학협력의

FTA 협상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FTA는 시장이 크게

현황과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산학협력에 따른

확장되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는 촉진

각국의 특허제도를 검토한다. 그리고 국제산학협력관련

되고, 무역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앙케트 조사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및

그러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국제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FTA를

본 연구의 구성은 제Ⅰ장 서론, 제Ⅱ장 선행연구, 제Ⅲ장

통한 경제 영토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한ㆍ중ㆍ일 산학협력 현황, 제Ⅳ장 Ⅳ. 한ㆍ중ㆍ일 특허

최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FTA

제도와 지적재산권 보호, 제Ⅴ장 국제산학협력 저해요인

체결 국가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복잡성과 FTA 활용의

분석, Ⅵ. 시사점과 결론으로 구성한다.

정보 미흡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애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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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Ⅱ. 선행연구

하였다.

신승춘(2008)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지식ㆍ정보

Dierdonck, R Van.(1990)은 경제적 기술적 환경의 급속

ㆍ기술 등 무한자원의 창출과 활용을 통한 협력을 지향

한 변화는 정부나 기업에게 기술혁신 능력을 최대한

하며, 지식 집약적이고 창의적인 혁신활동을 강조해야

효율적으로 동원 및 배분하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산학협력은 협력주체와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기술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접근

지역산업 및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구조가

방법의 하나로 기초이론 연구와 이를 산업에 적용하기

기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학협력의 구조를 통해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이 산학협력의 등장

산학협력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경이라고 하였다.

산학협력의 추진과정 문제점으로 여섯 가지를

Beman, Evan M.(1990)은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과

제시하였다. 즉 지나친 정부주도의 사업추진과 중복투자, 위험부담의 증대는 독자적이고 개별적으로 기술개발을
대학의 연구역량 취약, 기업의 협력기반 취약, 협력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상호 보완적으로

주체별 자원의 편중, 협력 주체의 폐쇄적 조직문화, 기술

자원과 능력을 가진 기업과 산학협력의 연구 형태로

확산 체제 및 마인드의 미흡 등 이며, 산학협력의 활성화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방안으로 대학의 선도적 역할 강화, 기업의 적극적

Charles, D. and Howells, J.(1992)는 대학과 정부출연

산학협력의 인식 제고,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 강화를

연구소의 경우 교육과 연구 이외의 활동에 관심이 낮은

제시하였다.

것이 산학협력의 저해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지연(2010)은 NPE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과

최 영 훈 외 1.(2002) 은 산 학 협 력 의 기 능 측 면 에 서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제시 하였 다 . 그 는 대 학 의 연 구 활 동은 기초 연 구에

산학 협력 , 기술 이전 및 창업 보육 을 통 한 산 학 협 력

집중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초연구에 대한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투자는 기업 투자액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재민(2002)은 우리나라의 경우 박사급 인력 중에서

반면 대학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기초 연구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금력이 부족한

연구소 및 산업체로부터 대학으로 이동하는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은 독립적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기초연구에 투자할

송완흡(2006)은 창업보육을 통한 산학협력 사업에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연구사업을 통해서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거래 및 사업화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기술이전의 촉진 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분야별로

보호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세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하였다.

있다고 주장하였다.

OECD(2002)는 사회ㆍ환경적 변화에 따라 대학의 역할

이재오 외1(2000)은 산학협력의 목적은 거시적 차원

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이는 산학협력에 대한 기대와

에서 국가나 공공의 연구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력활동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선도 기술 개발 사업

보고서는 설명하였다.

또는 특정 연구 개발사업의 경우 중장기적 측면에서

대학산학협력백서(2007)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나라의 대학 명의 또는 산학협력 명의 특허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산학협력을 확대하여

14,752건으로 파악되었다. 이 수치는 2006년 10,7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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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37% 증가한 수치로 국제산학협력 활성화시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규수대학의 지적재산권 본부 (2007)는 국제산학협력

것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 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아시아지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애요인을

대 기 업 뿐 만 아 니 라 중 소 기 업 과 벤 처 기 업 (venture

조사하였다. 조사 목적은 앙케트 및 탐문 조사를 통해

business)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교류 상대국 및 교류 희망국으로서 보고가 많았던

있다. 즉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나라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때문이다.

외국과의 산학 제휴의 상황 그리고 지적 재산의 관리 및

특히 한ㆍ중ㆍ일 FTA 협상 움직임은 산학협력으로 인한

상황, 외국과의 산학 제휴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벤처기업 역할은 중국과 일본 기업과의 경쟁 우위를

고려가 필요한 법제도의 대응에 대해 사례의 추출

유지하기 위한 기술혁신 (innovation)은 매우 중요한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일본의 대학＇연구기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관련 대학의

국제간(아시아)에 있어서의 산학 제휴 사례를 비교한

역할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조사연구보고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하고 있고 대학의 위치도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부분이

강조하였다.

성장ㆍ발전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산학협력
구축 기반을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Ⅲ. 한ㆍ중ㆍ일 산학협력 현황

선진국인 미ㆍ일의 대학은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1. 한국의 산학협력 현황

이러한 대학의 역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3년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

대학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각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이

역할은 창업으로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인 신기술을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 교육 과학

어떻게 상품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정부

기술의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각국과의 산학협력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는 첫째, 산업계로의 기술 이전 및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산학협력 관련 정책은 대학 활동의 지침이 되는 법률의

산업계의 자문 기관의 역할, 둘째, 산업계의 수요와

제정과 연구 기관 및 대학에 산학협력 규정을 명확히

미래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 셋째, 신지식

하여 산학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이다. 한국의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산학협력 투자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 개발

특히 산학협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학 간

사업은 공동연구 또는 협력연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

경쟁을 촉진하고 연구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 28,636건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산학협력과 관련 정책은

과제 중에서 산학협력 과제가 16.6%인 4,741건 이었다.

산학협력의 내용 분석과 실행의 신속성 특징으로 정부

금액으로는 9,356억 원이다. <표1>과 같이 한국의

의도와 대학의 존재 의의와 존재 이유 등에 있어서

산학협력 연구투자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2>는 연구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은 경제와

단계별 연구개발비로 한국ㆍ중국ㆍ일본의 기초연구는

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 교육

11.5%, 5.25%, 13.9%로 일본이 높다. 응용연구의 경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국ㆍ중국ㆍ일본이 각각 19.8%, 16.8%, 22.2%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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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 높 다 . 그 러나 개 발연 구의 경우 한국 ㆍ 중 국

<표4> 한국대학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일본이 각각 64.4%, 78%, 63.9%로 중국이 높다.

국내특허

한국ㆍ중국ㆍ일본의 국제 산학협력 현황을 보면 일본을
기준으로 한국과의 건수는 16건 중국과는 12건이었다.
<표4>에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국내외 특허 보유
현황을 제시하였다.

<표1> 한국의 산학협력 연구투자 비중
구분
전체연구
투자비(억원)
산학협력
연구투자비(억원)
산학협력
투자비율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3,399

71,835

76,385

88,633

7,482

7,967

9,671

9,356

11.8%

11,1%

12.7%

10.6%

대학명

건수

한국과학기술원

1,780

서울대학교

1,430

연세대학교

1,103

고려대학교

914

포항공과대학교

866

한양대학교

704

인하대학교

569

광주과학기술원

488

성균관대학교

427

부산대학교

403

해외특허

<표2>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한ㆍ중ㆍ일 비교
대학명

건수

구분

한국(2007)

중국(2006)

일본(2006)

한국과학기술원

558

기초연구

11.5%

5.2%

13.9%

연세대학교

266

응용연구

19.8%

16.8%

22.2%

포항공과대학교

170

개발연구

64.4%

78.0%

63.9%

서울대학교

110

서강대학교

96

광주과학기술원

74

고려대학교

60

한국정보통신대학교

28

한양대학교

26

성균관대학교

22

- 자료출처: 김지영, 대학ㆍ공공연의 우수기술 보호를
위한 산학협력 방안, 2010
<표3> 한ㆍ중ㆍ일 국제산학협력 현황
한국

중국

일본

16건

12건

28건

주) 일본을 기준으로(2006년) 국제 산학협력 건수를 제시
하였음.

주) 상위10개교, 2007년 기준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자료출처: 규수대학 지적재산권본부 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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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연구자 스스로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벤처 기업(대학이

2. 한국 충남대학교의 사례

관리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와 중국내 시장 진출을

본 연구에서는 대전의 충남대학교의 사례를 간략히

목표로 하는 서양 외자 기업과의 제휴하는 형태의 공동

제시한다. 대전의 충남대학교는 2002년 산업 교육 진흥

연구가 중심이었다. 즉 중국은 대학과 기업과의 산학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 법에 의하여

협력 (공동 연구 등)은 증가하고 있고 중국내 유명

대학의 기술 이전 시스템의 구축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기업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기술

산학 협력단을 설치되었다. 산학 협력단의 주요 활동

컨설팅 중심의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내용은 충남대R&D 연구 프로젝트의 관리, 충남대학교

최근의 경향은 중국내에서는 중국내 자본의 기술 기업이

의 보유 기술의 권리화, 중부권지역의 기술 이전 정보의

증가하고 있어,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수집, 관련 기관과의 종합적인 연구 체계의 구축, 기술

중국 대학의 벤처 기업은 북경 대학의 북경 방정,

이전 평가, 기술 이전을 위한 인재육성, 벤처기업의 육성

청화대학의 청화 동방, 동북대학의 동연 집단 등은 매출

등 이다. 본 대학의 국내 특허 및 외국 특허 출원의

이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기업이 되었으며, 그 숫자

현황을 보면, 2003년에는 한국 국내 특허 출원 130건,

는 6∼7 천개 회사에 이른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1985년

외국 특허 출원 7건이다.

“과학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과 “교육 체제 개혁에

특허 출원 비용은 연구 예산의 비목의 하나로 계상하여

관한 결정"이라는 정책 문서에서 처음으로 산학 협력에

지출하기 때문에 대학이 직접 부담하지는 않는다. 특히

대해 규정하였고, 연구 성과의 산업화 중요성을 제시

외국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을

하였다. 그 후 2006년 “국가 중장기 과학 기술 발전 계획

받아 2005년까지 12건의 특허 출원이 있었다.

요강 (2006~2020)”에서는 혁신형 국가의 목표를 세워
그 주체를 회사로 규정하고 자주적 개발 능력 향상을

3. 중국의 산학협력 현황

위한 산학협력과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2008년도

중국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모택동 정권인 사회주의

에는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진보법)에 산학관 협력을

정권하에서 대학은 고등 교육 기관으로 역할을 자리

주요 국가 정책으로 위치를 견고히 하였다. 산학관

매김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과학 기술은 큰 관심을

협력은 개혁 · 개방 이후 처음 시작되어 대학이 주도하고

끌지 못하였다. 그 후 등소평정권이 1970년 말부터 시작

있는 산학관 연계, 특히 대학의 벤처 기업의 성장으로 전

된 개혁 개방노선은 “과학과 교육은 국가를 발전시킨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경제혁신과 대학의

(敎科興國)의 모토아래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역할을 보면,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전에는 연구기능

인식변화로 중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이 기본적으로 중국 과학원 각 부처 직할 한 연구소가

대학도 인재육성뿐만 아니라 연구능력을 활용한 산학

담당하였다. 따라서 대학의 역할은 교육에만 머물러

협력으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있었다. 1985년도 “과학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과

중국은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은 첨단 기술, 외자와

“'교육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이 공포되어 대학은 교육

기업 유치, 첨단 산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인프라

이외의 연구 기능도 강화 될 것이며, 동시에 연구 성과의

정비와 외국 유학 인재의 귀국 유도, 산학협력의 활성화

산업화 등 사회 공헌에도 강하게 요구되고 경제 발전을

로 산학관 연계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위해 대학은 지적 지원을 제공해야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계는 장기간 사회주의제도 이었기

동시에 교원의 겸업 규정의 완화와 산학 간의 공동 연구

때문에 혁신 능력은 미미하였으며, 산학협력은 대학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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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연구개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4. 중국 상하이교통대학의 사례

경우는 대학과 외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과의 산학협력

본 연구에서는 상하이 교통대학 사례를 간략히

연계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시 한 다 . 상 하 이 교 통 대 학 은 1896 년 에 설 립 되 어

일본은 산학 협력을 포함한 연구 개발은 대학 외부와의

중국에서 오래 역사를 가지는 있는 이공계의 명문

연계가 일반적이다. 즉,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대학이다. 본 대학은 1995년에 법인화되어 운영 자금의

중 약 70%가 어떤 형태로든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그중

50%는 산학 제휴를 통해 외부 자금과 수입으로 조달

에서 대학과의 연계 (산학 협력)는 40%기업이 공동연구

하며, 정부 교부금은 35%, 나머지 15%는 수업료로 조달

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한다. 본 대학의 국제 기술 이전 센터는 상하이 교통대학

산학협력의 내용은 공동 연구, 위탁 연구, 기술 상담,

국가 기술이전 센터에 소속이며, 주로 국제 공동 연구

인재 파견과 연수 그리고 기술 이전, 특허 및 노하우

개발 프로그램의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술 필요

라이선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산학협력

정보의 수집, 마케팅 조사, 특허 출원의 컨설팅 업무를

연구는 공동 연구가 가장 높다. 즉, 대학과의 산학협력은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대학과 기업간의 가교

특허처럼 이미 기술이 확정된 것을 기업이 도입하는 것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의 선진 기술의

이 아니라, 산학협력을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도입하여 현지 산업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며,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 산학협력의 형태이다.

중국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본 대학의 국내외
특 허 출 원 현 황 은 2004 년 의 특 허 출 원 건 수 는

6. 일본 큐슈대학의 사례

865건이며, 기계, 전기, 재료 분야의 특허 출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큐슈대학 사례를 간략히 제시한다. 일본

학내 연구자의 평가 기준으로서 논문 발표 외에 발명자

큐슈대학은 국제 산학협력 제휴 센터 UNIC를 두고 있다.

의 실적으로서 특허 출원수도 포함하고 있다.

본 대학은 「대학 지적 재산 본부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대학 등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산학협력 제휴 활

5. 일본의 산학협력 현황

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부과학성에 의해 실시된 「국제

일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 과학 기술 정책의

적 산학협력 제휴의 추진 체제 정비 사업」의 선정을

기본 방향을 나타내는 “제2차 과학 기본 계획”에 기업의

받아 「큐슈 대학 지적 재산 본부 국제 산학협력 제휴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시스템 개혁의 방향성

센터」를 설립하였다.

을 제시하고 있다. 산학협력의 추진은 제2차 과학 기본

본 센터는 공동 연구의 촉진, 인적(학생이나 연구자)

계획의 중심 과제이며, 대학 및 공공 연구 기관과 기업의

교류의 추진, 연구 기술 교류 촉진의 공동 산학협력 심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TLO법 및 산업 기술 강화법 등의

지엄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수대학은 특히

제도 개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기초 연구는 자신 있지만, 응용 개발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2004년부터 이루어진 국립대학

약하고, 기술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큐슈 대학은,

법인화로 인하여 산학 협력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 기초 연구 성과를 ITRI가 자랑으로 여기는 응용 개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일본 경제 산업 연구소
(RIETI)에서 산학협력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입안에 도움

을 주고 있다. RIETI의 산학협력 실태 조사(2010)에 의하
면 조사대상 약 3만 기업 중 약7,400개사가 대학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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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력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업화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논단

회사에서 지적재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업무내용

7. 국제 산학협력의 사례

은 지적재산권의 취급 문제ㆍ권리의 귀속, 법률, 관할권

(1) 한국기업과 가나자와 대학(金沢大学)의 산학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제 산학협력 시 교섭이나

한국기업과 2006년부터 가나자와 대학은 생명과학

외국과의 계약 시 어학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며, 법률이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가나자와 대학은

나 제도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과의 공동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를 구성 하고 있다.

연구 시 학내의 지적재산권법률 전문가와 중국, 대만,
타이, 영국 등 외국의 특허 사무소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국제
산학협력 시 계약ㆍ교섭ㆍ권리의 귀속(공유 혹은

Ⅳ. 한ㆍ중ㆍ일 특허제도와 지적재산권보호
1. 한ㆍ중ㆍ일 특허제도

독점)에 대해 영어를 사용하며, 특허 출원은 대학이

(1) 한국의 특허관련 규정 및 제도

단독으로 보유해야할 것은 단독으로 출원해주고, 공동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ㆍ일 산학관련 특허 제도를 검토

연구 성과의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출원해주고

한다. 즉, 국제 산학협력에 의한 대학 등의 지적 재산

있다.

활동은 국가의 정책 및 법정 민간 기업과의 협력 하에
공동 연구ㆍ수탁 연구에 의한 특허 취득 관련 제도를

(2) 한국기업과 동경이과대학(東京理科大学)의 산학협력

살펴본다. 최근 국제화ㆍ세계화에 따른 국제 공동연구가

한국기업과 동경이과대학은 기계분야의 국제 산학협력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웃나라인 한ㆍ중ㆍ일은

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제 산학협력 시 법률에 대한 세밀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 산학협력

한 검토를 하며, 계약서는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하고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있다. 담당은 연구 기술 교류 센터의 코디네이터가 업무

한ㆍ중ㆍ일 국가의 대학 및 연구 기관, 민간 기업과의

를 담당한다. 외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 성과의 특허출원

공동 연구 또는 기술 이전에 대한 지적재산권 취득은

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ㆍ공유 특허의 경우,

국가의 정책, 제도, 문화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할 많은 문

기업이 외국 출원을 희망하는 경우로 나누어 추진하고

제가 있다. 국제적 산학협력 연계는 기업 또는 대학의 라

있으며, 특히, 특허는 법률 및 제도에 전문적인 지식이

이선스 계약,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

있는 변호사나 실무자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리스크를

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시 유의해야

관리하고 있다. 연구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할 문제점으로 특허법 및 경쟁법상의 규제 등을 살펴보

성이 있는 어학이나 외국의 상습관등에 대한 전문지식

아야 한다. 그리고 문제발생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을 보유한 인재를 할용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 문제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산업계 및 대학 그리고 정부에 의한

전문가를 할용하고 있다.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기업 등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정부 지원에 의한 대학 교수와 기업이

(3) 한국기업과 나라 첨단 과학기술 대학원대학

함께 연구 개발한 제품 생산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산학

(奈良先端科学技術大学院大学)의 산학협력

관의 연계에 대한 관련 법규는 특허법상의 산학관 연계

한국 기업은 본 대학 연구자에게 계측기 분야 수탁

제도, 발명 진흥법에 산학관 연계 제도, 기술 이전 촉진

연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탁 연구에 따른

법의 산학관 연계 제도, 산학 협력단 법률상의 산학관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하며, 교섭 등에 대해서는 제약

연계 제도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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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허법상의 산학관 연계 제도는 다음과 같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한국 기술 거래소가 기술 이전 및

특허법에는 산학관 제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발명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은 기술 이전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 실시

또한 발명 평가 기관과 함께 특허 기술 사업화 알선

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의해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

센터를 마련하고 있다.

권이 있다. 통상 실시권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허가 실
시권, 법정 실시권 및 강제 실시권으로 나누어 있다.

셋째, 기술 이전 촉진법의 산학관 연계 제도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둘째, 발명 진흥법에 산학관 연계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이하 "기술 이전 촉진법)이 있다. 해당법률 제2장에는

특허법 이외에 발명 진흥법이 있다. 이 법은 발명을 장려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의 수립, 제3장에는 기술

하고, 효율적인 발명 권리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이전 사업화 기반 확충, 제4장에는 기술 이전 사업화의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촉진, 제5장에는 기술 이전 사업화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있다. 또한 해당 법률 제3조는 발명 진흥 종합 시책으로

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해당 법률은 국내 산학관 기술

발명 활동의 진흥과 발명 성과의 권리 화를 촉진하고

이전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 및 사업화를 촉진 시킨다고 규정

하기 위한 규정도 두고 있다.

하고 있다. 한국의 특허법은 일본의 특허법상의 직무

즉,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발명 규정과 유사한 규정 있었다. 그러나 2006년 3월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3일자로 개정 특허법은 직무 발명에 대한 관련 규정을

등과의 상호 기술 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 협력을

삭제하고 해당법률 34조에 직무 발명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새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2006년 12월 28일자로

있고, 해당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사업화에

개정 된 2007년 6월 29일자 시행되는 개정 발명 진흥법

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의 기술 이전 사업

에서는 국립대학의 교직원 직무 발명의 권리 승계에

화 지원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 할 수 있다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 규정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등 일반 기업 및

즉, 발명 진흥법 제8조 1항에는 고등 교육법 제3조의

벤처 기업, 그리고 사립대학이 소유 하고 있는 특허권을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학교 (이하 "국ㆍ공립학교"라고 한

기술 이전하여 사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다) 교직 직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한국 기술 거래소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또한, 정부는 기술을 이전 하려고 하는 국내외 특허권자

의한 전담 조직 (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고

와 기술 수
요
 자간의 특허 라이선스를 통한 기술 시장을

전담 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 발명에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기술 거래소를 설립하고, 상기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 조직의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한국 기술거래소에 등록 된 특허권자와 특허로부터 해당

있다.

특허권의 기술 이전을 받아 발명의 사업화를 하려는

따라서 산학관 제휴에 의한 공동 연구의 결과물 대한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기업 등 제3자

넷째, 산학 협력단 법률상의 산학관 연계 제도는 다음과

에게 기술 이전 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학의 전담 조직이

같다. 산업 교육을 진흥하고 산학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법률 제4장에는 특허 발명의

산업 사회의 요청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창의력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발명이

있는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 25 -

논단

하는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즉 한국과 일본의 특허법, 실용 신안법, 의장법은 중국에

(이하 "산학 협력 촉진법"이라 한다)이 있다. 해당 법률에

서는 특허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포함되어있다. 한국과

규정하고 있는 “산학 협력”은 대학 등의 고등 교육 기관

일본에 해당하는 발명, 실용 신안, 의장을 중국에서는

및 정부 출연 등의 연구 기관이 산업체 수요와 미래의

발명 , 실용 신 안, 외관 디자인 으로 규 정하고 있 다.

산업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지적 재산 인력 양성과

이러한 지적재산권이 등록 되면 각각 발명 전리, 실용

새로운 지식ㆍ기술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그리

신안 전리, 외관 설계 전리라고 하며, 권리화 된다.

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산업 자문 등을 실시

중국에서는 특허를 중국 전리법의 발명 전리와 같은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ㆍ공립 대학은 특허 기술의

용어로 사용한다.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동법 제27조 제1항 제

중국은 2002년 이전에 한국과 일본 기업을 포함한 중국

5호)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 이전 촉진법에 전담 조직

이외의 나라와 지역의 기업의 중국 기업에 기술 이전

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산학 협력

또는 라이선스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인가제를 도입하고

단을 기반으로 마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기술 수입

해당 법률에 의해 산학 협력단을 조직하여 대학이 소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은 중국

하고 있는 특허권을 기업 등에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

특허법 및 그 실시 세칙인 "계약법" (1999년 10월 1일
시행)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및 "중국 대외 무역법”

(2) 중국의 특허 관련 규정 및 제도

"등의 법률에 따라 규제 하고 있다.

중국의 산학관 협력 연계 발전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법

중국 대외무역법은 2004년 4월 6일 개정ㆍ공포하고

률이나 정책으로 지적 재산 관련 법률의 정비가 2001년

같은 해 7월 1일 시행 된 제14조 는 원칙적으로 화물 및

WTO가입 이후 이루어졌다. 중국의 경우 산학관 협력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국가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 정비가

안전, 사회 공공 이익 등을 유지ㆍ보호 등의 목적으로

우선적 이었지만, 중국은 2000년 이후에 선진국에 준하

특정 기술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고

는 법률 및 제도 정비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의 수많은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법률적 범위 내에서

관련 조항은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를 포함 기술 수입을

산학관 연계에 대한 환경 정비는 진척되고 있다.

규제 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 수출입 관련 규정의 변경에

특히 2007년 12월 “과학 기술 진보법”이 제정되어 정부

대한 규정을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 “기술

자금에 지원에 의한 과학 기술 프로젝트를 얻을 기회가

수출입 관리 조례”의 시행을 계기로 중국 기술 수입

주어져 대학의 산학관 협력 연구는 더욱 활성화 되고 있

제도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기술

다.

수출입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다. 즉 기술의 수입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제도에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노하우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WTO,

상당히 자유화되었고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에 계약
기간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파리 조약, 특허 협력 조약에 가입 하고 있어 선출원주의,
출원 공개 및 심사 청구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

(3) 일본의 특허 관련 규정 및 제도

서 원칙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특허 제도에는 큰 차이가

일본의 특허제도는 전매특허 조례가 시행된 1885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법 규정과 구체적인

(메이지 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다만, 그 이전의

운용면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

1871년(메이지 4년)에 전매 약어 규칙이 공포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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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폐지되었다. 일본의 특허

최근에는 컴퓨터나 또는 통신 기술에서 소프트웨어의

제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발명」이다.

비중이 커지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도 보호

「발명」에 대한 정의는 어려운 면이 있어 여러 나라의 법

도 중요시되고 있다. 유엔에서는 세계 지적재산권을

제에서 이루어지는 「발명」의 정의를 판례 또는 학설에

관장하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를 전문기구로

맡기는 사례가 많다. 일본의 특허법은 2조 1항에 대해

두고 있다.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

오늘날 글로 벌 시대 에 는 하루가 다르게 세 계 화가

서 고도의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속화되고 지식과 정보가 자원이 되는 지식과 정보의

일본의 경우 양질의 지적 재산을 창출 하고 이를 활용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식

하여 경제ㆍ사회 발전을 목표로 지적 재산 입국의 실현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원료로 하여 새로운

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 관련 지적재산권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과

제도는 대학 TLO 등 연구 성과의 권리 화를 추진하기

정보가 곧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 외국 특허 취득을 위해 출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 산학협력의

하고 있다.

결과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권은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일본은 2011년 8월 “제4기 과학 기술 기본 계획의 추진

그러나 상대국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지적 재산권을

을 근거로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혁신, 나노 테크놀로

둘러싼 소송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 정보 통신 기술, 사회 기술 및 사회 기반 등 5개 분야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지적재산권은

국제 산학협력의 경우 특허권이 유출될 위험에 처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을 "산업 재산

있는 경우가 있다. 즉,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고

권"이라 하며, 특허청이 주관 하고 있다.

하는 다국적 특허 전문 회사들은 상품을 제조 또는

산업 재산권 제도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자인, 상호

판매는 하지 않고 특허만 보유해 놓고 전 세계를 돌아다

등에 대해 독점권을 주고 모방 방지를 위해 보호하고

니며 그 권리를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곳을 찾아

연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있으며, 거래상

소송을 걸어 거액의 특허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 신용을 유지하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다국적 특허 괴물 기업 들은 파격적으로 연구비 를

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산학협력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대신 연구 결과로 나타날 미래의 특허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표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익을 분배하거나, 대학이나 중소기업의 미완성 아이

서 기업과 대학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도 적극적으

디어까지 매수하고 있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로 참여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을 세계 시장

최근에는 한ㆍ중ㆍ일의 경우 경제적인 상호의존 관계가

에 보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이러한 역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산학협력에 따른 특허

TLO가 중심이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지적재산권 보호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 개선

지적재산권은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의

및 침해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즉, 지적재산권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크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는 증가해도 법적장치나

공업소유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제재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분류한다.

침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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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와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제간 분쟁

따라서 한ㆍ중ㆍ일 등 아시아 지역과의 국제 산학협력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

시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하며, 지적재산을 둘러싼

에서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정책을 추진해

법률이나 제도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야 한다.

강조하였다. 또한, 외국의 지적재산 관련 법률제도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과학기술력 강화와 문화산업 등 경

능숙한 인재 및 외국어로의 계약이나 교섭 등이 가능한

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각종 지적재산 전략을 모색해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나가고 있다. 지적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창조와 활용,

특히 국제산학협력의 장애요인으로는 외국의 지적재산

그리고 인적 인프라 보강 등 지적재산 추진을 위한 전략

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계약 경험의 부족, 언어의 차이,

적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정보의 부족, 자금과 인재의 부족, 네트워크의 부족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적재산 보호 정책을 시행한다면

5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규수대학, 지적재산본부

그에 병행해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수 있다.

조사보고서(2007)와 박종무의 연구(2000)를 토대로 국제
산학협력에 대한 저해요인을 분석 하고자 국내대학

Ⅴ. 국제산학협력 저해요인 분석

산학협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앙케트를 실시하였다.

1. 분석방법

2. 자료의 수집과 측정 변수

본 연구와 관련 앙케트 조사 및 탐문 조사를 실시한

본 연구의 문헌 연구와 앙케트로 이루어졌다. 문헌은

결과(규수대학, 지적재산본부 조사보고서, 2007)를 보면,

대학산학협력백서, 규수대학 지적재산본부의 보고서를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아시아 지역과의 산학협력에 대해

참조하였다. 앙케트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국제담당과

서 법률 및 제도의 차이가 국제산학협력에 장애 요인으

전화 면담으로 실시하였다. 앙케트 기간은 2013.7.1.-

로 지적된 사례는 없었다.

7.31 1개월간 실시되었고 응답 건수는 25개를 자료로

그러나 공동 연구 계약 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귀속이나

하여 희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쟁과 관련되는 조항에 대하여 교섭 시 어려움을 겪는

즉, 회귀분석을 적용한 이유는 실증분석을 통해 가설의

다고 하는 사례는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제도 뿐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며, 회귀식

이 아니라 운용이나 관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 타당 시 되는 상황일 경우 독립변수의 값을 기초로

지적하였다.

종속변수의 값을 추정 또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5> 산학협동의 장애요인
인적 요인

기술적 요인

전문

경영자

구성원

기술

인력

관심

인식

능력

부족

부족

부족

부족

기업

101

95

63

131

(%)

(39.0)

(36.7)

(24.3)

(51.2)

구분

총계

249(100)

기술

조직적 요인

외무기관 요인

기밀

전담

시설·

의사

누설

조직

기자재

소통

우려

미비

부족

부족

98

27

154

102

(38.3)

(10.5)

(60.2)

(39.8)

개발
비용
과다

256(100)

256(100)

역할

신뢰도

분담

결여

125

74

59

(48.4)

(28.7)

(22.9)

258(100)

- 자료출처: 신승춘, 산학협력의 구조와 활성화 방안, p.93에서 박종무외(2000) 연구를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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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무 외1(2000)의 조사와 규수대학 지적재산권본부의

<표7> 분산분석

보고서(2007)를 참조로 앙케트 항목을 구성하였고, 질문
방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별로 그렇게 생각

평균
제곱

모형

제곱합

자유도

한다”, “그렇게 생각 한다”, 등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

회귀모형

27.569

9

3.063

였다. 그리고 앙케트를 대상으로 신뢰성분석과 회귀분석

잔차

7.186

18

.488

을 실시하여 설문결과를 검정하였다. 끝으로 앙케트

합계

35.385

25

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라도 좋다”, “약간 그렇게 생각

F

유의
확률

6.271

.001a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산학협력 관련 저애요인을
분석한 후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과 산학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회귀분석의 결과
<표8> 회귀분석의 결과

3.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비표준화계수

설명변수로 언어의 차이, 문화 관습의 차이, 외국네트
워크의 부족, 기술등 연구성과의 유출가능성, 상대국

구분
B

법률과 규정에 대한 정보부족, 대학의 지원부족, 정부의

표준
오차

지원부족, 보조연구원의 수준, 연구자금의 부족 등 9개를

(상수)

-.917

1.231

선정하였다.(지적재산권본부의 보고서,2007).

언어의
차이

.262

.114

문화
습관
차이

-.023

외국네트
워크부족

또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통계학의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로 독립 분석간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0.6보다 크지
않아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표6>와 같이 수정된 R제곱의 값이 0.655로 나타
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표7>와
같이 분산분석의 유의 확률이 0.001로 나타나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종속

변수에 대한 유의한 변수는 하나 이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6> 모형요약
모형

R

비율

.883a

R제곱
.779

수정된
R제곱
.655

추정값의
표준오차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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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계수
t
베타

유의
확률

-.745

.467

.302

2.297

.035

.120

-.025

-.188

.853

-.449

.294

-.465

.1525

.147

기술등
연구성과
유출
가능성

-.090

.128

-.096

-.709

.489

상대국법
률
규정의
정보부족

.773

.183

.886

4.219

.001

대학지원
부족

.017

.129

.020

.133

.896

국가지원
부족

.100

.126

.119

.794

.439

보조연구
원 수준

.086

.141

.084

.609

.551

연구자금
부족

.600

.257

.638

2.334

.033

논단

라이선스 계약 시 상대국의 특허법 및 경쟁법상의 규제

Ⅵ. 시사점과 결론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FTA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의 산학협력

정부는 해당 국가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과 규정에

추진 현황과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한 정보를 정부는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는

경우 연구자원과 기술개발 능력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기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때문에 산업체와 대학의 연계와 협력은 산업기술의 발전

외국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과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학협력

기술 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ㆍ중ㆍ일 간 국제산학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협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간 이해관계로 인하여 국제
산학협력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국제 산학협력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상대국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전문가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언어의 차이 극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의사전달 수준의 인력이 아닌
상대국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 하며,
또한 상대국의 문화와 습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대국간 오해 없는 원활한 산학협력 추진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자금의 부족으로 국제 산학협력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는 확실한 성과 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가나 기업 또는 대학당국이 충분한 자금
지원이 성공의 열쇠라고 사료되며, 국제산학협력 성공을
위해서 국가 나 기업의 연구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날 FTA 체제하에서의 국제산학협력 활용은 대학과
기업이 Win-Win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이며, 기업의 비용 부담과 대학의 연구 개발

활동 결과물인 지적재산권 결과물 보호 와 활용은 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국제 산학협력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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