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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e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intangible asset. It is especially
true for thos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at do not possess significant resources. In order to
innovate or enhance the enterprise's technology, open innovation could be an answer. Open Innovation,
an opposite of closed innovation, is often used as a tool in gaining useful resources.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regionally operated so called, Technopark is most commonly used in industry,
academic, and R&D cooperation.
This Study reviews and compare two different evaluation models of government supported R&D
organizations: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Technopark. This Study is necessary to obtain overall
insights of organizations and their performances. By comparing two different yet, similar in operations
could provide the managerial implications to enhance the performances.
This Study propos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nd indexes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it suggests the
comparative review of such base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Technopark.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s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when it is compared to the Technopark,
lacks in leadership, strategy, and process related evaluation method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nalyze
one's performance accurately and should adapt or apply additional ind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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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의 기업경쟁 구도가 기업 스스로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경쟁이였다면, 오늘
날의 기업경쟁은 기술경쟁, 지식경쟁, 인적자원경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화 되었다. 오늘날 많
은 기업들은 전사적 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업경쟁자원을 유지관리하
고 있으며, 더욱 차별화된 기업경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입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가 등장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의 핵심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기업경쟁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것보다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 무국적 경영이라는 초경쟁
시대를 맞아 경쟁우위 확보를 통한 기업생존전략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정된 시장과 경쟁구도의 틀에서 추구했던 경영기법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
었고, 기업들은 내부자원과 역량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을 선도하거나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영환경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기
업들은 과거 내부 중심적인 경쟁력 확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활용된 혁신방법론인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내부적 한계로부터
벗어나 기술, 인재, 시장 등 경쟁자원 확보를 가능케 하는 혁신방법으로 개별 기업에 있어
제한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수단이다. 특히, 지적역량과 인적자원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인재의 확보와 활용은 기업의 존립을 결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산학협력단 운영은 대학, 기업 간 교류증진의 주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방형 혁신과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3년 기존의 『산업교육진흥법』을 발전시켜 개정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
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산학협력
은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민간연구소,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역의 산업인프라 발전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에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및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대학·기업 간의 기술협력체는 사회적, 학술적 관심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산학협력단은 전국(2012년 4월 기준)에서 6,291명의 종사인력과 변리사, 기술사, 기술거

래사 등 산학협력 전문인력 576명이 종사하고 있는 초대형 공동협력체로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있는 대학,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전반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산학협력단 대부분은 자체적인 수익만으로는 지속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정부

루

지원금을 통해 운영수익을 보존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산학협력이 전국 단위로 이 어지고

평가요소로 적용되고 있는 지금 산학협력제도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단의 경영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핵심평가지표를 테크노파크
의 평가기준을 통해서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찾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경영성과 평가기준을 말콤볼드리지 모델로 변경하여 평가결과
를 제시한 기존연구를 확대하여 말콤볼드리지 변경모델을 산학협력단 평가모델에 적용하여
있고, 산학협력단 운영이 대학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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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찾고자

조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에서
조차도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산학협력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
제점들의 인식은 향후 개선과제 도출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기술사업화의 활성
시사 을

한다. 수 원의 정부지원금이

화, 대학과 기업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루 졌
율
이나 활성화, 산학협력 정책의 성과평가(염동기·신현대, 2013; 김인배, 2010; 임창빈·정철영,
2009; 이상돈, 2006; 김경환·현선해, 2006), 산학협력단 개선방안(최기혁, 2013; 이진호, 2012;
김민성, 2010, 추성엽, 2009) 중심에 치우쳐 있었다. 이에 산학협력단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은 산학협력단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산학협력단 효율성, 정책평가, 개선방안 중심의 연구와는 달리, 산
학협력단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있는 영향요인을 테크노파크의 경영성과 평가기준을 통
해서 분석했다.
그 동안 산학협력과 산학협력단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 어 으나 산학협력단의 효 성

Ⅱ. 이론적 배경
1. 기술경영과 개방형 혁신
1.1 기술경영의 정의
탠포드대학교 명예교수인 윌리엄 밀러 교수가 발전시킨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MOT)은 기업경영의 혁신전략 일환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기술혁신, 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기술조직을 모두 아우르는 기술 중심의 경영 즉, 경영의 큰 틀에서 기술
축의 경영으로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기술 또는 기술관련 쟁점사항들이 핵심적
으로 다루어지는 모든 공정과 관련 업무로 볼 수 있다.
White와 Bruton(2007), Thamhain(2005)는 기술경영에 대해 미국국립연구회의(National
Research Council)의 1987년 정의를 예로 들었다. 미국국립연구학회는 기술경영은 “기술적
역량의 기획, 개발, 실행을 위해 공학, 과학, 그리고 경영학을 연계하여 조직의 운영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달성하게 한다.”고 했다. 기술경영은 또한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관리
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기술의 기획, 의사결정, 개발, 실행단계에서는 행정학을 수반
한다고 하였다. <그림 1>은 미국국립연구회의가 정의한 기술경영의 범위이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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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술경영의 범위
출처: Hans Thamhain(2005), pp. 6
www.tta.or.kr)는 기술경영을 “과학기술과 경영원리를 결합하여 실
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기술경영의 목표를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과 경영능력을 연결하여 엔지니
어링, 경영학, 과학 등에서 도출된 지식을 결합하여 기술경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
는 것이라고 했다. 조형래·유정상·안연식(2013)은 기술경영에 대한 정의를 “기술을 효과적으
로 획득·관리·활용하기 위한 제반 경영지원활동” 이라고 정의했고, 여기에는 기술의 전략적
기획, 개발, 확보, 활용, 그리고 축적 및 내재화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도 포함된
다고 하였다. 윤재홍(2010)은 기술경영을 “조직의 경쟁우위 및 부의 창출의 핵심 요소로서
기술의 창출·획득·활용에 대한 시스템의 경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상기된 기술경영에 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 정의들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기술경영은 기술을 경영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도입관리
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철
경영층의

규모 제조기업의 기술경영과 신제품개발 성과간의 관계분석에서 최고
의지, 개방형 연구개발시스템, 연구개발 인력관리, 제품수명주기 관리시스템의 개
발과 적용 등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신제품개발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CTO를 비
롯한 최고경영층의 기술경영에 대한 의지가 신제품개발 성과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
내었고, 신제품개발의 일정관리, 개방형 연구개발 시스템의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경
박 민(2012)은 중소

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경영능력에 대한 기술사
업화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기술전략, 기술프로세스, 기술자산, 기술인력, 기술조직, 기술리
더십, 기술R&D기획, 기술흡수능력 등 기술경영의 주요 요소가 자체개발기술과 공동개발기
술의 사업화 성공에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체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에
는 기술R&D기획과 기술흡수능력, 공동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에는 기술리더십과 기술
R&D기획, 외부획득 기술사업화 성공률에는 기술리더십, 기술R&D기획 및 기술흡수능력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White와 Bruton(2007)은 기업들의 기술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
언했다. 먼저, 기업들은 기술경영 도입 초기에 전략적 입지에 중점을 둔 의사결정이 요구된
신용세·하 수(2012)는 중소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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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다. 다 으로는 기업 스스로가 속한 산업에서의 위치

즉,

추종자인지 선구자인지를 명확히

또한 기업은 기술을 직접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구매할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제품의 생산범위와 규모, 가격, 시장에 대해서도 의
인지해야 한다.

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1.2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정의
즉, 폐쇄형 혁신만으로는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의 충
족을 위해 개방형 혁신을 선택한다. UC 버클리 교수인 헨리 체스브로에 의해 시작된 개방
형 혁신에 대해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는 기업들이 기술개선을 추구한다면 외부아
이디어를 내부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활용해야 하며, 시장에 있어서도 내·외부 경로를 활용
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한 패러다임이라고 하였다. 또한, 개방형 혁신은 자기만이 아닌 파트
너와의 혁신으로 위험부담과 성과를 분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형래·유정상·안연식(2013)은 개방형 혁신을 연구개발에서 사업화 과정 등 전 과정에 우
수한 외부 기술을 활용하거나 외부에 전파하는 혁신활동으로 정의하면서, 혁신과정의 아웃
소싱(Outsourcing)만이 아닌 외부 기업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이나 제품기술 등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등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경제성 측면에서 검
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외부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수하는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
였다. 김소현(2013)은 개방형 혁신이 기업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중소기업의 협력
파트너와 기술혁신성과 분석을 통해 대학과의 기술협력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기술혁신을 위해 기업은 자체적으로

2.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산학협력단의 개념
조 6항에서는 산학연협력에 대한 정
의를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해당하는 산학연 활동으로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산업체 등으로의

설 비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인력, 시 ·장 ,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으

철

8

“

호

로 구분하고 있다. 산학협력의 정의로 정 영(19 6)은 산업계와 학계가 상 발전과 국가발

호 교류하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정의하고, 어윤배(1980)
는 산학협력을 “협력연구의 관점에서 참여하는 연구주체 상호간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형성하는 협동관계”라 하였다.
산학협력의 개념에 대해 Coursey와 Bozeman(1989)은 “하나 이상의 대학과 하나 이상의
민간기업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협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거나 획득
하는 것(정지선 외, 2007)”이라고 하였고, Berman(1990)과 Lopez-Martines(1994) 등은 “대학
과 기업이 서로의 목표를 위해 공동으로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강조되는데, 우선 대학활동의 경제적 관점이다.
전을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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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멀티버시티(Kerr, C., 2001) 삼중나선 개념(Etxkowitz &
Leydesdorff, 1997) 등으로 경제적 관점이 강화되는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
학활동의 친시장성을 강조하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Academic Capitalism)의 개념이다. 민
철구 외(2003b)는 “시장의 힘에 의해 대학의 모든 자원배분이 결정되며, 연구자원을 획득하
기 위해 기울이는 대학의 총체적 노력”과 “대학과 교수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쟁적인 외부
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 경제적인 노력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임
기업가적 대학( 성욱

외,

2002),

의주, 2013).

김 홍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기업은 기술혁신동기에 맞는 기술협력방법의 선택과 실행으로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혁신동기(기술개발, 기회탐색, 혁신프로세스개선 및 개발)와 혁신성
과가 개방형 혁신(내향형, 외향형, 혼합형) 협력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
과 기회탐색 혁신동기가 개방형혁신 협력방법에 정(+)의 영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혁신성과
도 마찬가지로 개방형 혁신 협력방법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내었다.
Schilling(2012)은 협력 체제 구축의 장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협력
은 기업에게 있어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고, 두 번째는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자원 집중도를 낮출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유연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학습기회의 제
공이다. 타 기업과 협력을 하는 경우, 타 기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러한 지식의
교환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비용과 위험의 분산을 협력의 장
점으로 들었다. 프로젝트 규모가 클수록 비용과 위험의 부담은 높아진다는 것으로 특히, 결
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협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고 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유 가능한 표준의 확립이다. 기술개발 단계에서의 협력 관계 구축은 기술 상업화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협동 체제 구축에 확신을 심어 줄 수 있고 특히, 제품의 호환성이나
보완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기업의 외부협력과 그 유형에 대해서는 다양하면서도 유사한 해석과 정의가 존재한다. 먼
저, Schilling은 기술혁신에 이용되는 협력 체제의 유형에 대해서는 전략적 제휴, 조인트 벤
처, 라이센싱, 아웃소싱, 공동연구 조직을 예를 들었으나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고 했다. 기업에서 일어나는 기술혁신과 기술협력은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
부이다.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술의 확보를 뛰어 넘어 기업이익의 개선내지 새
로운 이익의 창출일 것이다. 물론 기술혁신이나 기술협력 모두가 이익의 창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이나 협력 비용이 예상이익을 초과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여전히 기술혁신이나 협력을 통한 이익창출내지 경쟁력
반재인· 성 (2012)은 기술혁신동기가 기술협력방법 및 혁신성과에

개선을 기대할 것이다.

2.2 산학협력 성과의 정의
R. W. Smilor(1993) 등은 과거의 대학과 비교할 때, 기업과 훨씬 다양한 연계성을 가지게
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가적 대학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업가적 대학은 과거의 대학과 달
리 활발한 기업과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기업과의 산학협력 시에 새로운 자원구조 즉, 지식
재산 등의 기업지원, 교수진 자문, 실험실 등의 기술적 지원, 창업지원 등으로 새롭게 구조
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임의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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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리 나타나게 되는데 최근의
대학 산학협력활동의 경제성 강조와 친시장성을 강조한 관점에서 산학협력의 성과를 살펴보
면 산학협력과정에서의 연구비 확보와 창업지원, 연구비 규모 및 수주실적(OECD, 1993) 등
을 성과로 볼 수 있다. Powers(2003)는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대학의 기술이전 수행성과로
특허, 기술이전 실적 및 수입으로 정의하였다.
일본 산업구조심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이 산학협력을 중점시행하기 위해 산학협력
에 대한 평가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학협력활동의 결과물로 공동 연구
과제 건수, 기술이전계약건수, 대학 벤처기업수로 제시하였고, 성과물로 대학기업 매출액, 해
외특허출원건수, 외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건수, 기술이전건수, 공동연구 반복건수 등을 설정
산학협력의 성과는 산학협력의 과정, 유형과 특성에

하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조현정 외(2011)는 산학협력성과로 특허건수, 기술이전건수, 교수창업, 산학협력 수익을 정
의하고 있으며, 김철회 외(2007)는 기술료 수입, 기술이전건수, 스핀오프(spin-off) 기업수를
성과로 정의하였다.

산학협력 성과정의
비 확보

대학의 연구

산학협력단 운영수입
(기술이전료 등)

건

기술이전 수
학교기업 및 창업기업

허

특

출

연구자
R. W. Smilor et al(1993), E. Geisler(1995), Blumenthal et al(1996),
Foltz et al(2000), Di Gregorio & Shane(2003), Gulbrandsen &
Smeby(2005), Powers(2003), 한승환 외 (2009)
Powers(2003), 이상돈(2007), 조현정 외(2011), 한국연구재단(2012)
Powers(2003), 이상돈(2007), 조현정 외(2011), 한국연구재단(2012)
Gulbandsen & Smeby(2005), Buenstorf(2006), 이상돈(2007), 조현정
외(2011), 한국연구재단(2012)
Powers(2003), Agrawal et al(2002), Van Looy et al(2006),
Carayol(2007), Meyer(2006), Buenstorf(2006), Franzoni et al(2007),
조현정 외(2011)

<표 1> 산학협력성과 정의 선행연구 현황
처: 임의주(2013), “대학 산학협력단 직무별 인력규모와 산학협력 성과의 관계”, pp. 14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석
과정운영, 인재양성 프로그램운영,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그 중요도
와 활용도는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은
이미 전국 433개 대학 중 369개 대학에서 운영될 정도로 대학교는 물론 해당 지역의 기업,

단의 주요 경영성과를 분 하면, 산학협력단은 공동연구, 기술사업화 등 지식재산창출, 교육

공공·민간연구소 등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매개체이며, 전국 6,291명의 종사인력과 576명의
전문인력이 종사하고 있어 고용창출 및 유지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임용직원과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실업률 개선 및
인력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은 전국 대
학 참여도, 재정규모, 인력규모 둥을 감안할 때 산업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기여하고 있다고
특히, 산학협력단 자체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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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크노파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3.1 테크노파크의 개념
테크노파크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특정지역의 기술혁신과
첨단산업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기능, 창업, 보육기능, 교육 및 훈련기능,
지원서비스 기능, 시범생산 수준의 생산기능을 한 지역에 집적시킨 것이다(이성근 외, 1995).
테크노파크의 유사개념으로 Science Park(영국), Research Park(미국), Technology
Innovation Center(독일), Science & Technology Park(일본), Technopolis(일본) 등이 있으
며, 국가별로 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이성근 외, 1995).
테크노파크는 기업, 연구소 등 입주기관을 지역의 전통 및 특화기술과 연관성 있는 전문
분야로 집적시켜서 지역의 전통 및 특화산업의 기술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테크노파크의 주요기능은
연구개발기능, 창업 및 보육기능, 교육 및 훈련기능, 정보 및 교류기능, 기업지원서비스기능,
그리고 생산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한국 테크노파크의 공통적인 기능이
라고 볼 수 있다(정호영, 2007) .
1)

3.2 국내 테크노파크의 발전
조성은 중앙정부 주도의 연구개발단지 조성의 산물인 대덕연구단지가 초
기형태이다. 국내에서는 선진국 대비 테크노파크에 대한 필요성이 뒤늦게 검토되기 시작했
고, 대표적인 과학기술단지인 대덕연구단지도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효과가 미흡한 순수과학
단지에 머물러 왔다(정호영, 2007).
정부는 1996년부터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주도역할의 필요성을 인식
하여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의결에 따라 기술하부구조 5개년 계획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포함시키고 199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6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여
온 테크노파크 사업은 1997년 12월에 6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역기술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테크노파크는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으로 과거 물량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효율성위주로 운영되기 위한 기술혁신의 기반
국내의 연구단지

을 마련하고 있다.

조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1997년 4월 시범 테크노파크계획(2개소
에 5년간 50억원씩 250억 지원)을 발표하고 동년 6월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3개 사
업계획을 접수하였다.
1997년 12월 국자지원 시범테크노파크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경기(안산), 대구, 경북(경
산), 인천(송도), 광주․전남, 충남(천안)의 6곳이 국가지원 시범테크노파크 사업자로 지정을
받게 되었다. 국가지원 시범테크노파크는 조성 주체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형과 대학주도
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주도형 테크노파크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을 갖춘 지역사회가 추진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1996년 4월 기술하부구

호

1) 정 영(2007),

“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서비스가 입주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
석사학위논문 pp. 6

남대학교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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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받아 조성하는 경우로 대규모 단지개발보다 지역중소기업의 기술혁신지
원, 기술창업촉진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의 소규모 단지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정호영, 2007).
중 정부의 지원을

3.3 시범테크노파크의 경영성과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각각의 테크노파
크마다 목표가 다르고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없으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자와 이해관계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 또한 테크노
파크가 초기에 설정한 목표들이 취약하게 설정되었을 수도 있고, 방향이 다르게 설정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과측정의 어려움이 있다.
시범테크노파크의 일반적인 목표를 도출하면 시범테크노파크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반적인 성과는 테크노파크 사업이 기업과 산업,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제도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하여 얻을 수 있다. 기업발전에 미친 영향으로
는 매출액과 고용, 그리고 기술혁신의 증대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산업발전에 미친 영향으로는 혁신 네트워킹에의 기여, 높은 혁신창출 및 계획 등으로 측
경영성과는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산업발전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

네트워킹이 혁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테크노파크가 대학 및 연구
기관과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촉진하여 혁신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것은 혁신에 가장 많이 기
여를 한 기관조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으로는 고용 및 매출액 증대, 기업 및 기관유치, 단지조성 등이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다. 테크노파크들은 사업초기부터 임시공간에서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고, 현재 단지조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지역에 기업체 증가, 고용창출 및 매
출액 증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권영섭 외(2003)는 테크노파크의 성공을 측정하는 단기적인 성과는 단지조성, 기업 및 기
관유치 육성, 고용창출, 매출액 증대 그리고 기술혁신증대 지표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중기적 효과는 성장극 효과, 산업지구 형성, 혁신환경, 그리고 군집형성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요하며, 이 기관과의

2)

Ⅲ. 테크노파크와 산학협렵단의 성과지표 비교
1.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테크노파크와 산합협력단 현황
석

권

<표 2>는 영남권역의
테크노파크와 대학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대학을 제시하고 있다. 테크노파크의 경
우,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학산학협력단의
경우, 교육부에서 산합협력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 대상은 영남 역의

2)

테크노파크와

산학협력단이며,

권영섭, 변세일(2003),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테크노파크 성과분석
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pp. 193
29

經營論叢 (第 34輯 2013)
우리나라 전체

총 18개

테크노파크의 수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18개의 기관이 있고, 2011년도부터

평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포함하여 총 433개(2012년 4월기준)의 대학이 있고,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수는 369곳에 달한다. 전체 대학수 대비하여 산학협력단의 설립비율
이 85.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
구재단에서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구분
소속

앙

중

정부

기관에 대해서 면밀한 경영 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테크노파크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지방자치단체

산학협력단

안전행정부

교육부

http://www.mospa.go.kr/

http://www.moe.go.kr/
동아대 산학협력단
동의대 산학협력단
부경대 산학협력단
부산대 산학협력단
신라대 산학협력단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가
대학교 산학협력단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 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정보대학 산학협력단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성대 산학협력단
동부산대학 산학협력단
동서대 산학협력단
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해보 대학 산학협력단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진주산업대 산학협력단

부산

테크노파크
http://www.btp.or.kr/

광 청
http://www.busan.go.kr/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http://www.utp.or.kr/

울
울산광역시청
http://www.ulsan.go.kr/ 울
춘

경상

경남테크노파크
http://www.gntp.or.kr/

남도

부산

부산 역시

경상남도청
http://www.gsnd.net/

톨릭

외

건

<표 2> 영남권 테크노파크와 산학협력단 현황

2.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기준
외(2012)에 의하면 테크노파크(TP, Technopark)는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
역혁신거점으로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기업,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기관으로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테크노파크의 경영실적 평가기준은 경영전략, 주요사업, 종합성과 등 크게 3개의 범주로
구분되고, 경영전략에는 테크노파크 발전전략, 전략적 리더쉽, 사업관리시스템, 조직-인사재무관리시스템이 있다. 테크노파크 발전전략에는 테크노파크 발전전략의 타당성, 지역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있고, 전략적 리더십에는 리더십 활성화, 산학연관협력파트너십 등으로
하위범주를 구분하였고, 사업관리시스템에는 기획-집행-통제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투명성
황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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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정성 등이 있고,

조직인사 재무관리에는 조직 및 인사관리 합리성, 재무관리 적정성으

평가기준을 구성한다.

로

비

네트워킹사업, 기타
고유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세부적으로 인프라구축사업은 입주공간 활용 및 관리, 장비활용
및 시설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기술개발지원사업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기술개발지
원 사업화 성과로 구성되었고, 기업지원서비스사업에는 기업지원실적, 마케팅 및 인력양성
지원실적으로 구성되며, 네트워킹사업은 혁신자원 DB구축 및 운영실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실적으로 구성, 기타고유사업은 기관별 해당 지역의 특화사업으로서 기타고유사업의 적
정성과 성과를 평가한다.
종합성과에는 테크노파크 종합성과로 하위범주가 구성되며, 테크노파크 성장성, 테크노파
크 지역발전기여도, 수요자만족도조사 등 3가지로 하위범주가 구성된다(황성택 외, 2012) .
<표 3>은 테크노파크의 경영성과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사업에는 인프라구축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업지원서 스사업,

3)

P growth strategy

T

Strategic
Management

Core

s ss

bu ine

Strategic leadership
Business management
system
Human resource
and Finance
Infra structure business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Corporate support business
Networking business
Remaining business

Total

s

re ult

P total result

T

Validity TP growth strategy
Relationship with local growth
Activate leadership
Partnership with Industry and Education
Adequacy on Plan and Control
Fair Business Operations
Adequacy on Employment and Organization
Adequacy on Accounting
Managing and Using Working Space
Managing Infra and Equipments
Technology and business performance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and performance
Corporate support result
Marketing and Human resource result
Implementing innovative DB and Operating result
Implementing network and Operating result
Remaining business index 1
Remaining business index 2
TP Potential Growth
TP impact on local community
Demander Satisfaction

<표 3> Qualifications for Technopark Analysis
출처: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pp62~470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10

<표 4>는 기존의 테크노파크 평가모델을 미국기준의 말콤볼드리지 평가모델을 활용할 경
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의 분류와 항목별 배점, 전체 총점을 나타내는 모델이다.
“국가별 국가품질상 평가기준에 따른 테크노파크
JKSQM 2012. Vol 40, No. 4, pp497~512

3) 황성택, 박종우(2012),

경영실적

비교

”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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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120

Strategy

85

Human based

85

Measurement, Analysis
and knowledge management

90

Process management
s

Cu tomer an

sd

ba e

85

d Market

Result

85

450

Activate leadership
Partnership with Industry and Education
Validity TP growth strategy
Relationship with local growth
Adequacy on Employment and Organization
Marketing and Human resource result
Adequacy on Accounting
Managing and Using Working Space
Managing Infra and Equipments
Adequacy on Plan and Control
Fair Business Operations
Corporate support result
Technology and business performance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and performance
Demander Satisfaction
TP impact on local community
Implementing innovative DB and Operating result
Implementing network and Operating result
Remaining business index 1
Remaining business index 2
TP Potential Growth

60
60
42.5
42.5
42.5
42.5
30
30
30
42.5
42.5
17
17
17
34
112.5
112.5
112.5
0
0
112.5

<표 4> Reclassification for technopark analysis based on United States criteria
출처: 국가별 국가품질상 평가기준에 따른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비교연구. pp. 507

3. 산학협력단 경영실적 평가기준
테크노파크의 경영성과 평가기준을 토대로 산학협력단
의 성과평가 변수를 항목에 맞게 조정하여 두 기관의 평가지표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大

中

대

중

분류

분류
T

경영
전략

테크노파크 평가기준

P 발전전략
십

전략적 리더

사업관리시스템

조

인사 직 재무관리

주요
사업

32

인프라구축사업

小

소

분류

T

P 발전전략 타당성

배
점
5

지역발전전략과의 연계

5

리더

5

산학연관협력

5

십 활성화
파트너십
기획-집행-통제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투명성과 공정성
인사조직관리의 합리성

5
5
5

재무관리의 적정성

5

입주공간 활용 및 관리

5
5

비

설

장 활용 및 시 관리

산학협력단 성과평가
소小
배
분류
점

비 운영

공동활용 연구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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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지원사업

비

기업지원서 스사업

네트워킹사업
타

기 고유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10

기술개발지원 사업화 성과

5

기술개발지원 사업화 성과

10

기업지원실적

5

마케

5

학생 창업교육 지원

10

-

교원 및 학생창업

5

운영수익과 연구개발

10
10
10
10

5

산학협력기반교육

10

10

특 출원 및 등

10

팅 및 인력양성 지원실적
혁신자원 DB구축 및 운영실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실적
기타고유사업 1
기타고유사업 2
P 성장성
TP 지역발전기여도
수요자만족도조사

합 TP 종합성과
성과

T

종

합점수

항목

종

획

19개 소

5
5

점

학교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현

비

허

100

록

항목

10개 소

점

100

모델을 기준으로 분석
<표 5> 테크노파크와 대학산학협력단의 평가기준 비교결과 1
<표 6>은 테크노파크의 평가기준 모델<표 5>을 미국기준의 말콤볼드리지 모델에 접목하
여 항목별로 배점을 조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모델이며, 이 모델을 기준으로 산학협력단의
성과평가항목을 분류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산학협력단의 성과평가를 위한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리더십', '전략', '프로세스 관리'부
분의 항목이 부재하여 테크노파크의 평가기준 보다 9개의 항목이 적음을 알 수가 있다.
* 기 재정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테크노파크 평가기준

中

배점

중
분류

십

리더

120

전략

85

인적자원기반

85

측정, 분석 및
지식관리

프로세스관리

객

고 과
시장기반

90

小

소
분류

십 활성화
파트너십
TP 발전전략 타당성

85

배점

小

소
분류

지역발전전략과의 연계

42.5

인사 직관리의

42.5

-

42.5

학생 창업교육 지원

리더

60

산학연관협력

60

조
합리성
마케팅 및 인력양성 지원실적

42.5

재무관리의 적정성

30

입주공간 활용 및 관리

30

-

30

공동활용 연구장

비
설
기획-집행-통제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투명성과 공정성
장 활용 및 시 관리

85

산학협력단 성과평가

비 운영

배점
85
90

기업지원실적

17

-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1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42.5

기술개발지원 사업화 성과

17

기술개발지원 사업화 성과

42.5

수요자만 도 사

34

족 조

42.5
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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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역발전기여도
혁신자원 DB구축 및 운영실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실적
기타고유사업 1
기타고유사업 2
TP 성장성
T

결과

450

항목

7개 중

1,000

점

항목

19개 소

비

112.5

운영수익과 연구개발

75

112.5

산학협력기반교육

75

112.5

특 출원 및 등

75

0
0
0
112.5

교원 및 학생창업
학교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점

1,000

허

현
-

록

항목

10개 소

75
75
75

-

점

710

<표 6> 테크노파크와 대학산학협력단의 평가기준 비교결과 2
(말콤볼드리지 모델에 의한 가중치 부여)

Ⅳ. 결 론
테크노파크(Technopark)가 시범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도부터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기술의 진흥이라는 목표아래, 지역사회에 기술혁
신의 거점을 만들고, 과학기술의 성과물을 지역산업계에 전수하여 산업을 부흥시키고, 고용
창출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테크
노파크는 그 역사가 15년에 가깝고, 따라서 기관의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도 겪었고, 성과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고 있다. 테크노파크의 기관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한
국산업기술진흥원은 평가지표를 만들어 1년에 1회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연구개발능력
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계와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개발하고 협력하는 모델
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테크노파크와 산학협력단은 기술개발의 아웃소싱 역할을 하
고, 지역사회에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향하며,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를 강
우리나라에서

화하는 등의 기능이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율
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영성과에 대한 핵심지표
가 산학협력단에는 비교적 단순하여 경영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에 착안하여
비슷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술협력조직으로 경영성과에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있는 테크노파크의 사례를 활용하여, 대학산학협력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비교연구를 위해서 활용한 평가지표는 테크노파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
용하고 있는 핵심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산학협력단의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지만 경영성과의 창출과 효 적인 피

분류하였다.

막
평가모델에서 개량된 모델로써 말콤볼드
리지 모델을 활용하여, 지표별로 평가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핵심평가지표를 가공하였으
며, 가공된 모델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의 사업성과 영역을 다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비교연구를 수행한 결과 <표 5> 테크노파크와 대학산학협력단의 평가기준 비교
결과 1(기획재정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모델)을 살펴보면, 테크노파크와 대학산학협력단의
경영성과 평가기준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대분류의 '경영전략'에 대한
파트가 대학산학협력단의 평가에 있어서는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경영전략'은 'TP
마지 으로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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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 '사업관리시스템', '인사조직 및 재무관리'를 측정하는 지표가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중분류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2가지 항목의 소분류의 지표가 생
성되어 총 8가지 항목에 대한 '경영전략'을 측정할 수가 없고, 각각의 소항목 배점은 5점씩
으로 총 40점(전체 10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이나 조직의 운영에
서 중요한 'Plan-Do-See' 싸이클에서 Plan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학협력단
이 대학의 소속기관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독자적인 기능으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 리더십의 역할, 운영방향의 설정이 중요하게 판단
되어야 할 부분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므로 없
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 비교연구를 수행한 결과 <표 6> 테크노파크와 대학산학협력단의 평가기준 비교
결과 2(말콤볼드리지 모델에 의한 가중치 부여)를 분석하면, 경영성과의 평가모델이 변경됨
으로 인해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지표 중에서 대분류가 없어지고, 중분
류가 7항목으로 변경되고, 소분류는 19항목으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각각의 소항목에 부여
되는 배점과 전체 성과점수가 100점에서 1,000점으로 조정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말콤볼드리지 모델에서 중항목의 '결과'기준에는 450점의 배점을 나머지 6개의 중항목에
는 550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19개의 소항목은 각각의 점수배점에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또한 말콤볼드리지 평가기준으로 산학협력단의 경영성과지표를 분류할 경우, '결과'항목
에 6가지 소항목이 분류되고, 각각 75점의 배점을 배분하여, '결과'항목 전체점수를 450점으
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결과'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중분류 항목에 나머지 소항목을 배분한 결과, '
인적자원기반'에는 '학생창업교육지원'이 85점의 배점을, '측정, 분석 및 지식관리'에는 '공
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이 90점의 배점을, '고객과 시장기반'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가 42.5점, '기술개발지원 사업화 성과'가 42.5점을 각각 부여받는다.
본 연구결과에서 말콤볼드리지 모델을 활용할 경우에, 산학협력단의 성과지표는 '리더십',
'전략', '프로세스관리'항목을 측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리더십
과 전략은 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기획과 통제의 적정성과 공
정한 사업운영이라는 '프로세스관리' 또한 결과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발전전략 , 전략적 리더

수가 있다.

작용하여, 자체적인 발전전략과 운영전략,
산학협력단장의 리더십과 능력이 부각되지 못하는 점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변수에 대한
실증연구나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주로 산학협력단의 경영성
과는 연구개발의 성과변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원인을 제공하는 독립변수로는
주로 인력과 대학의 규모, 보상시스템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산학협력단의 발전방향과 기관운영성과 제고를 위해서 핵심성과지표의 변
경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전략'변수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산학협력단은 대학소속의 부속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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