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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혁신기반 지역발전의 필요성 증가 등에 따라 대학을 지역경제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
우리나라에서도 학령인구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대학을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대학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주체간 협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활성화는 미진
대학캠퍼스를 지역혁신생태계의 거점공간이자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2019년 3개 부처 협업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제도를 도입하고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3개 대학을 선정
선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의 역량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개발
방식과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캠퍼스 중심의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활성화할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단기적으로는 대학별 공모방식을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모든 대학이 그 캠퍼스를 기업혁신과 성장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유형의 대학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보급
대상 부지의 확보 기준 유연화, 계획 기준의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국토교통부의 입지지원과 더불어 교육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조기
가시화하여, 대학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실효성 제고
대학 캠퍼스 활용 경험이 부족한 대학의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선정 대학의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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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산업발전에서 융‧복합적 혁신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학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경제발전에서 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지식기반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
발전에서 대학의 중요성이 재강조
- 연구에 기초한 지식의 교류, 특히 중소기업과의 기술교류, 교육훈련을 통한 지식의
이전, 문화 활동이나 커뮤니티 관련 사업 등을 통한 사회적 혁신의 촉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혁신 창출에 기여(Goddard, 2009,11쪽)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지식의 생산자로서 대학의 역할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할,
특히 경제성장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 재정립을 사회적으로 요구
- 대학은 전통적인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과학적 연구의 촉진, 창업과 혁
신 창출 등과 더불어 다른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의 촉진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당면(Reichert, 2019, 12쪽)

∙ 대학이 산업 연계나 기업육성에 대해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은 다양한 요인의
결과인데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Schaeffer와 Matt(2016, 724~725쪽)는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
- 첫째, 대학은 그 특허나 라이선스 및 스타트업 창출 활동에 기반을 둔 경쟁에 당면
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의 전략적 지향점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

제1장 연구의 개요 ･ 3

- 비록 기업정책이 높은 비용을 요구하긴 하나 대학에 기초한 분리신설(spin-offs)은
지역경제에 동태적 성장에 기여
- 직접적 경제효과를 넘어 대학에 기반을 둔 창업은 과학적 지식을 현실의 지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

□ 대학은 지역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지역혁신생태계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 미국 실리콘밸리와 영국 캠브리지가 스탠포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산업‧과학단지 개발에서 출발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례가 도출
- 핀란드 Espoo 지역혁신생태계의 성공은 지역에 축적된 인적자원이나 연구 인프라,
지역의 비전과 협력적 문화 등과 더불어 다양한 주체의 상승효과를 이끌 수 있는
Aalto University 등과 같은 강력한 조정자(조율자)의 존재 및 대학 경영진의 리더
십과 전략적이고 학제적인 접근 등에 기인(Rissola et al,2017, 4쪽)
- 미국 Boston-Cambridge 혁신지구의 혁신생태계에 대한 연구에서 Rissola 등(Rissola
et al, 2019, 8∼9쪽)은 이 지역은 정부와 대학, 기업 및 지역사회의 협력체계가 도시
의 물리적 구조 내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에서 고등교육기관은 기업환경의
개선을 선도한다고 지적

∙ 최근 혁신주체간의 지리적 근접이 혁신 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 지적됨에 따라 지리적 근접의 기초로서 대학과 연계된 물리적 공간이나 혁
신지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글로벌 경제하에서 대학주도 과학‧연구단지가 중요해지는 것은 경제의 세계화 속에
서도 혁신은 국지적 현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으로,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경제적 성
공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노하우와 기업가적 문화, 인력의 숙련과 산업의 역량은
점차 국지화되는 경향(Battelle Technology Partnership Practice, 2013,1쪽)

□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기업육성에 활용하거나 지식‧혁신기반경제 성장
의 중추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전
∙ 이미 우리나라의 대학도 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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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결성, 대학내 창업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산학
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지원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대학의 평가에서 산학협력 실적을 주요한 지표의 하나로 활용
∙ 최근에는 단순한 산학협력이나 지적재산의 이전을 넘어 대학을 기업입지와 성
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
- 기존 산업집적지역이나 산업단지 내에 대학시설을 유치하여 대학과 기업의 직접 교
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이나 산학융합지구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대구과학기술원의 입지나 경북
대 연구시험시설 유치 등을 다각적으로 노력
- 이에서 나아가 신기술창업촉진지역 등 대학공간을 활용한 창업촉진 사업에 대한 관
심도 점차적으로 확대

□ 그러나 지역의 혁신성장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학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
도는 대부분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소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친다는 한계
∙ 대학의 기업육성은 학교기업이나 연구소, 창업보육 등 극히 일부에 한정적으로 적용
∙ 대학이 가지는 본원적 강점인 창조적 인재의 집결에 의한 활력, 다양한 인재간
아이디어의 교류 및 학제적 연구의 용이, 다양한 연구‧시험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을 살리기에는 미흡
∙ 이외에도 대학은 기업이 선호하는 다양한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도 미진
- 대학은 연구‧시험시설이나 지적 재산 외에도 창조산업이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
양한 시설과 기능을 보유
- 가령, 대학의 명성은 기업의 인지도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대학도서관을
통한 정보획득, 회의공간 및 편의시설, 대학 주변에 입지한 각종 도시적 서비스 이
용에 있어 장점을 지니나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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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캠퍼스나 산학융합지구는 보다 적극적 관점에서 대학시설을 활용하
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기업이나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
- 대학시설의 산업단지 내 이전은 기존 제조업을 위한 맞춤형 인력제공에는 유리하나
대학이 보유한 본원적 강점을 살려 창조적 인재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는 한계
- 산업단지 내에 신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다수의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도 한계

□ 대학을 통해 산업집적지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학 그 자체를 혁신생태계
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도로 캠퍼스혁신파크 제도 도입
∙ 대학이 가진 본연의 장점, 대학의 양호한 입지조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대학 내 혁신형 기업의 집적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 캠퍼스 부
지를 활용한 기업입지 공급수단으로 캠퍼스 혁신파크제도가 도입
- 캠퍼스혁신파크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사업으로 도입되었
으며, 2019년 선도사업 대상지 3개소(국립강원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한밭대)
를 선정

□ 캠퍼스혁신파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체계화는 물론 선도사업 추진 과정
에서 나타난 다양한 제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캠퍼스혁신파크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
반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및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
도 설계 필요
∙ 특히 선도사업 추진과정을 바탕으로 캠퍼스혁신파크 지정기준과 개발방안 및
지원기준 등을 보다 정교화하고 효율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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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 지역혁신생태계의 핵심주체로서 대학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
으로 기업입지‧성장공간으로서 대학캠퍼스에 대한 인식 제고에 궁극적 목적
∙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업입지 및 성장공간으로서 대학캠퍼스가 가지는 잠재력,
특히 창업과 기업성장 기반이 취약한 지방에서 대학 캠퍼스가 가지는 잠재
역량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
∙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 연구는 산학관 협력의 가장 적극적 방식의 하나
로서 대학캠퍼스를 지역혁신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혁신기반의 지역산
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데 궁극적인 목적
□ 구체적으로는 2019년 정부에 의해 도입된 「캠퍼스 혁신파크」의 제도화를 지원하고 그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
∙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캠퍼스 혁신파크」 의 지정과 개발 및 지원과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추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생태계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
∙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첫째 기업입지 및 성장공간으로서 대학캠퍼스의 역할 변화
에 대한 이론적ᐧ실증적 논의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둘째,
캠퍼스 혁신파크 제도의 중장기 운영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대학과 산업생태계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이론적 논의 종합
-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발달 사례의 종합 및 유형화
- 캠퍼스 내 입주기업의 현황 및 잠재력에 대한 실증분석
- 선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이슈 분석
- 캠퍼스에서의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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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시 소재 대학은 분석의 틀에서 제외
- 선도사업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하였는데, 이는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의 추진수단이
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이 서울시내에서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
- 즉, 캠퍼스를 활용한 기업육성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서울시를 분석 대상에서 배제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나, 서울시를 대상으로 신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
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은 수도권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는 장
기적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의 공간 범위에서 서울시를 제외

□ 내용적 범위
∙ 산업생태계에서 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론 및 사례 연구
∙ 대학 내 입주기업 현황 및 산업 네트워크 분석
∙ 대학부지를 활용한 기존 산업입지 관련정책 현황 및 문제점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쟁점 검토 및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

2) 연구 방법
□ 문헌 및 이론 고찰
∙ 산업생태계에서 대학의 역할을 논의한 국내외 이론ᐧ실증문헌 탐구
∙ 2019년도 캠퍼스혁신파크 공모사업에 제출한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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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분석
∙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기업DB를 활용해 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의 파악
∙ 「대학 알리미」에 수록된 대학별 통계 분석,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의 전국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 목록 분석 등을 통해 대학 내 기업육성 현황 등 조사
□ 포커스그룹 인터뷰
∙ 국토교통부 등 실무담당자 및 대학의 관련 담당자 인터뷰

3. 연구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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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선행연구 현황
∙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서 일부 유사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지역
혁신에 있어서 “조직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해외의 사례를 제시하
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기업육성 방안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
- 이는 대학시설이나 교지이용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캠퍼스를 활용한 개발이 어렵
다는 기존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 손수정과 양은순(2012)은 현재 대학의 기술창업과 사업화 현황 및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위험) 및 성공요인(기회)을 도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 이 연구(손수정‧양은순, 2012)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학 창업시스템 조사, 국내
대학의 기술창업 현황 분석 및 사례조사 등을 통해 단계별 창업인큐베이터 건립 등
창업하드웨어 확대. 창업펀드 조성이나 창업교육 등 창업소프트웨어 확대를 정책
대안을 제시

∙ 민철구 등(2011)은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역혁신체계의 관점에서 급속한 환경변화에 당면하고 있는
지역대학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연구
- 이 연구(민철구 외, 2011)는 선진국의 주요대학과 지역혁신사업과의 관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혁신사업과 지역대학의 참여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지역대학 역할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역할 수행 역량을 평가한 후 역량이 미진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정책방안을 도출

∙ 김정홍 등(2009)은 대학 주도의 과학단지 운영사례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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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국내‧외의 과학단지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단지 활
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특히 이들은 과학단지의 개발 및 관리 운영방안, 과학단지의 공간‧시설 구성 및 재
원조달 방안,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

∙ 김형주 등(2016)은 지역 기반의 지식트라이앵글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
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과 대학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지역혁신을 위해
대학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새롭게 진단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이들은 지식트라이앵글(Knowledge Triangle) 관점에서 대학의 새로운 역할
을 보여주는 선도 사례들의 유형을 검토함과 더불어 한국 대학들이 지역혁신에 참
여하는 새로운 시도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역할강
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

□ 본 연구의 차별성
∙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그 각각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발전이나
지역산업생태계에서 대학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거시적으로 제시
- 예외적으로 김정홍 등(2009)은 대학 주도 과학단지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제도
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대학이 지닌 역량에 대한 검토 없이 서
구의 사례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연장선에서 과
학단지를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 또한 기존 연구들은 해외사례의 소개나 대학과 지역기업의 산학연계 활성화
등에 주안점
- 대학에 대한 기존 연구의 관심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의 주체이자 산학협력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 즉 대학이라는 조직에 대해 주 관심을 두고, 이들의 조
직역량을 활용한 혁신생태계구축 및 지역발전방안에 대해 연구
∙ 이 연구는 혁신공간으로서 대학캠퍼스의 잠재역량에 주목하고,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기업입지 제공 방안 및 그 활성화방안에 주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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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지역혁신체계나 지역산업생태계에 있어 대학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가
수행되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조직으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 관심
∙ 이 연구는 기업입지와 성장 공간으로서 대학 캠퍼스가 가지는 잠재력에 기초
하여 지역혁신생태계의 거점이자 기업입지공간으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 연
구함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에 있어 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기여
- 특히 이 연구는 창업 및 기업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서 기업육성을
위한 대표적 공간으로서 대학캠퍼스에 관심을 둠으로서 향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추상적 수준이나 기술이전 등 단편적 논의에 머물고 있
는 대학과 지역혁신생태계에 관한 기존 연구에 혁신거점이자 기업입지공간으
로서 대학 캠퍼스에 대해 검토함으로서 대학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정책적 기대효과
∙ 이 연구는 대학 캠퍼스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부처 간 협업사업인
캠퍼스혁신파크 제도의 체계화 및 효율적 추진을 지원함으로서 새로운 지역산
업육성 정책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캠퍼스혁신파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등을 통해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도 유연한 기업입지공급체계 확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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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지역혁신생태계에서 대학의 역할 : 이론과 사례

1. 산업생태계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역혁신에서 대학의 역할
□ 전통적인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에서 대학의 역할은
기초지식을 생산하고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되었음
∙ Stuck et al.(2016)은 지역혁신체계에서 대학의 역할이 지식을 응용·실행하
는 산업생태계보다는 지식을 생산·전수하는 지식생태계에 위치한다고 묘사하
였음(그림 2-1 참조)
∙ 전통적인 지역혁신체계 이론은 대학이 생산하는 기초지식의 유출(spillover)
이 산업생태계에 파급하는 효과를 오래도록 강조해왔으나, 대학 자체를 산업
생태계의 중요한 행위자로 묘사하지는 않음
∙ 즉, 대학에서 생산되어 산업생태계를 향하는 지식전파의 과정을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경로로 파악하는 것이 전통적인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관점임
□ 지역혁신에서 대학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관점은 트리플헬릭스(Triple Helix)
론에서 발견됨
∙ 트리플헬릭스 이론은 정부대학산업의 상호관계가 혁신체계를 구성한다고 전
제하는데, 특히 산업정부의 전통적인 이원구조를 변화시키는 대학 및 연구기
관의 역할에 주목하는 입장임(Ebersberger et al., 2013)

제2장 지역혁신생태계에서 대학의 역할 : 이론과 사례 ･ 15

그림 2-1 |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산업생태계와 지식생태계

출처: Stuck et al., 2016

∙ Ebersberger 등(2013, 317쪽)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지역혁신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지식생태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지적
- 대학은 인재양성과 인력이동 네트워크, 연구개발 등을 통해 지역혁신체계 내 모든
유형의 다른 주체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혁신체계에서의 핵심주체
- 고등교육기관은 혁신체계 내의 다른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서
중심적 역할
- 고등교육기관은 개방적 혁신과정을 통해 기업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주요 원천의 하나

∙ 트리플헬릭스 이론의 강조점은 정부대학산업의 교집합에 위치하는 공간
(Leydesdorff and Etzkowitz, 1996; Ranga and Etzkowitz,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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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헬릭스 이론은 기존의 혁신체계 이론과 유사하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
- Etzkowitz와 Zhou(2018, 6쪽)는 기존 혁신체계 이론은 자연과학의 일반체계이론
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주요한 원리로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를 통한 혁신
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혁신 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이 실행되기 위해서
는 조직화(의도적인)된 촉진과정과 혁신의 조직자가 필요하다고 지적

∙ 트리플헬릭스 모델은 대학과 산업과 정부 간의 조직적 관계에 주관심을 두며,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대학의 기업가적 행동을 강조함으로서 지역발
전과 혁신네트워크 형성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기여
∙ 지역에서 산학관 협력(트리플헬릭스)은 지리적, 문화적 접근성을 최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공동의 네트워크와 구조 및 공간을 개발(Reichert, 2019, 74쪽)
- 산학관 협력은 각 관련주체들이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공동의 목적과 사업을 개발하
며, 지역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산학관
의 협력은 조직적, 사회적, 공간적 연계를 촉진함으로서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

∙ 그러나 그 성과 못지않게 이들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 이는 주로 트리플 헬릭스
접근이 담론적이고 관념적 접근을 지향하고 있어 실제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Cooke(2005, 1130쪽)는 MIT의 사례에 바탕으로 둔 (트리플 헬릭스)모델은
평균적인 대학이나 지역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우며, 현실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지식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혁신의 방향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
∙ 이에서 나아가 Cooke(2005, 1147쪽)는 국지적-지역적 혁신에 대한 트리플
헬릭스 접근은 과도하게 거시(macro) 사회학적이고 기능론적이며, 공감대 형
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구체적인 지식역량(형성)의 세부 구조를 파악할 수 없
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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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트리플 헬릭스는 거시적인 제도를 강조함으로서 미시경제적 수준에서의 논제를
모호하게 하는데, 현실에서 연구자와 기업인간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권력(power)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한계(Cooke, 2005, 1147쪽)

∙ Schaeffer와 Matt(2016, 729쪽)는 Cooke(2005)와 동일한 맥락에서 트리플
헬릭스론은 조직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시스템 내에서 권한을 재분배하며 대
학의 기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MIT의 사례에나 적합할 뿐 아직 성숙(안정화)되지 않
은 기업생태계에서 대학을 역할을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비판
∙ 현실적 설명 도구로서 트리플 헬릭스의 유효성에 대한 이슈는 이 모델을 주창
한 Etzkowitz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 트리플 헬릭스 모델이 실리콘밸리나 루트 128과 같은 성공사례에서 도출된 모델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혁신모델로 일반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
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을
거둔 사례들은 그 자체가 상황의존적이라는 점임(Etzkowitz와 Zhou,2018,13쪽)

∙ 엄밀히 말하자면 트리플 핼릭스에 대한 Cooke(2005)의 비판은 기존 지역발
전이론이나 모델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그 한계가 명확
∙ 트리플 헬릭스 모델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Etzkowitz와 Zhou(2018,14쪽)는
다음과 같이 지적
- 비록 각각의 지역발전사업이 고유한 특수성을 지니기는 하나 트리플 헬릭스나 기업
가형 대학과 같은 몇몇 보편적 요소 또한 확인할 수 있음
- 심지어 스웨덴 스톡홀름 교외에 건설된 시스타(Kista)과학단지나 프랑스 니스의 원
교에 건설된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와 같은 상대적으로 고립된 환경
에 입지한 과학단지와 같이 원래의 계획에 대학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경우에도
현실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그러한 보편적 요소들이 사후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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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Reichert(2006, 17-18쪽)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대학의 역할변화
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산‧학‧관이라는 기존 트리플 헬릭스
의 3자 구조가 산‧학‧관 및 시민이라는 4자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
- 새로운 기술과 지식기반 사화의 도래로 정치인이나 일반 대중은 대학이 여건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대안을 찾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
식기반지역일수록 산학관의 3자관계보다는 산학관과 시민의 4자 관계가 중요하다
고 지적

□ 최근에는 지식 트라이앵글(OECD, 2015)이나 지식허브의 관점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
조하고 있음
∙ 지식 트라이앵글 이론은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인 교육, 연구, 혁신의 기능이
상호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조율될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에 주목함
∙ 트리플헬릭스 이론이 대학과 정부·산업계의 관계를 분업의 관계로 이해했던
것과 달리, 지식 트라이앵글은 대학·산업·정부의 역할이 한데 엮여 있는 혼종
적인 거버넌스를 강조
- 대학의 교육기능은 단순히 연구·혁신활동을 위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
제 해결형 프로젝트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통해 그 자체로 혁신을 앞당기는 과정이
되어야 함
- 대학의 연구기능 역시 산업계의 제품·공정혁신과 괴리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
니라 현장적·참여적인 R&D 거버넌스를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구성해 지식을 공동
생산해 나가는 과정이 강조

∙ 지식트라이앵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 등을 강조하고 조정자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 사례연구 등을 통해서도 잘 제시
- Rissola 등(2017, 4쪽)은 핀란드 Espoo 혁신생태계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지역에
축적된 인적자원이나 연구 인프라, 지역의 비전과 협력적 문화 등과 더불어 다양한
주체의 상승효과를 이끌 수 있는 Aalto University 등과 같은 강력한 조정자(조율
자)의 존재 및 대학 경영진의 리더십과 전략적이고 학제적인 접근 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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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혁신과 연구와 교육의 기능적 조화를 강조하는 지식 트라이앵글의 개념 틀

출처 : OECD, 2015, 5쪽.

∙ 대학의 역할이 지식의 창출과 이전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정자이
자 조율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식의 창출-획득-확산-채택의 과정에서 대학
이 허브기능을 한다는 것으로 이는 Youtie와 Shapira(2008)의 연구가 제시한
지식허브(knowledge hub) 개념과도 유사
∙ Youtie와 Shapira(2008, 1201쪽)는 대학의 역할이 지식 창고에서 지식공장
(knowledge factory)을 거쳐 지식허브(knowledge hub)로 발전한다고 지적
- 대학은 지식의 창출과 획득, 확산 및 채택 과정은 이러한 기능의 핵심이 되며, 이를
지식허브(knowledge hub)로 표현
- 허브 대학은 대학과 기업, 금융기관, 지역개발기구와 지자체 등의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고 부가가치 지식의 교환을 지원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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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Schaeffer와 Matt(2016, 741-742쪽)는 Youtie와 Shapira(2008)의 지
식허브(knowledge hub)와 같은 맥락에서 성숙되지 않은, 성장단계의 혁신생
태계에서 대학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식허브로서 대학의 역할 정립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
- 프랑스 알자스(Alsace)의 기업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례에서 그들은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와 그 기술이전기관(TTO)이 기업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지속적인 업무영역
확대와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였다고 지적

∙ 이러한 기존 논의와 관련하여 김형주 등(2016, 25쪽)은 지역혁신시스템, 트
리플 헬릭스, 지식트라이앵글 개념이 공간범위나 대학의 역할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
∙ 그러나 이들 개개의 모델이 방법론이나 분석틀 측면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술적 논의와 현실적 검증이 축적됨에 따라 진화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모델
의 엄정성에 대한 논의는 적어도 이 연구에 관한한 큰 의미를 지니기 곤란
- 산‧학‧관이라는 3자의 관계 외에 최근에는 지역사회나 시민단체 또는 언론을 포함하는 4
자 관계나 5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는 지역 여
건에 따른 다양한 대안의 하나에 불과(Etzkowitz and Zhou,2018,13∼14쪽)
- 김형주 등(2016, 25쪽)은 지식트라이앵글 개념은 연구와 교육, 혁신 활동에 모두
참여하는 대학을 핵심주체로 파악하며, 연구활동을 통한 대학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식의 확산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기업가적 대학의 역할에 주목한다고 말하나
Etzkowitz와 Zhou(2018,14쪽)는 기업가적 대학이 트리플 헬릭스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지적

□ 혁신체계에서 대학의 역할 증대는 기업가형 대학의 증가와도 관련
∙ 서로 다른 학문적, 국가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부터 대학에서 나
타나는 공통된 특징의 하나는 기업가형 대학의 경향
- 기업가형 대학은 연구와 교육 등 기존의 목적 외에 경제발전을 3번째 목적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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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형 대학의 증가는 대학의 내부적 요인의 결과이자 지식기반 혁신의 출
현에 연계한 외부적 영향이 결합된 결과로 지역‧국가 경제적 성과 향상이나 대
학의 재정 수익 등 여러 가지 목적에서 출현(Etzkowitz et al, 2000, 313쪽).
- 기업가형 대학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데, 가령, 기업가형 대학이 대학의 전통적
인 통합성을 저해하고, 독립적인 사회비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비판 등이 이에 해당(Etzkowitz et al,2000, 314쪽)
- 그러나 EUA(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의 연구(Reichert, 2019)에서 지
적하듯이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다수를 차지

∙ EU와 OECD는 기존 대학이 기업가형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북을 출간하고,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웹 사이트(https://heinnovate.eu/en)를 설치
하여 운영하는 등 기업가형 대학에 대한 관심은 점차 강화
□ 혁신체계에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학의 역량 만으로 지역경제의 변화를
이끌기는 어려우며, 다른 관련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중요
∙ 기업생태계 구축에서 대학의 역할과 영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Schaeffer와 Matt(2016, 742쪽)는 대학의 지원 메커니즘을 보완할 수 있는 지
역의 지원체계와 사전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
- 대학 내부적으로 보면 대학이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의 성격이
나 질적 수준과 같은 대학의 자원, 대학의 고차 연구 수행 수요, 대학이 강점을 지
니는 분야에서 최소 임계규모(critical mass)의 확보 등도 중요한 역할(Schaeffer
and Matt, 2016, 742쪽)

∙ 혁신체계에서 대학이 주어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만의 자원이나 노력으
로는 부족하며, 다른 보완재가 필요하다는 점은 결국 대학에 기반을 둔 전략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Youtie and Shapira, 2008, 1202쪽)
- 대학의 연구개발이나 스타트업 및 지식이전 프로그램 등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나
그 자체로는 혁신체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모험자본이나 우수한 교육체계와
같은 보완재도 중요한데 이는 결국 대학에 기반을 둔 전략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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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지식허브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경우에 조차도 대학이 지역경제의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만약 대학이 지역의 인적자원과 지식, 리
더십과 다른 자원을 창출하고 공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면 지역
의 문제와 기회를 평가하는 역할이 우선적으로 중요

∙ 미국 보스턴-캠브리지 혁신지구에 대한 연구를 통해 Rissola 등(2019, 8~9쪽)
은 보스턴 혁신생태계 성공의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
- 정부와 대학, 기업 및 사회의 협업(quadruple helix model) 모델이 보스톤과 캠브
리지 2개 도시의 물리적 구조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에서 앵커 역할을 하는 고등
교육기관은 대학에서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혁신센터 건립, 스타트
업과 대기업의 교류 기반 구축 등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도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상향적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지방정부의
기업가적 접근
- 벤처카페 등 기업의 협력과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매개 조직 네트워크의 형성과 효
과적 작동
-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보행자 중심의 공공 공간을 강조하는 마스터 플랜의 수립 등
네트워크의 촉진자로서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역 당국의 인식
- 일반시민의 협력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 주도적 공간의 이용가능성

2) 혁신공간으로서 대학 캠퍼스의 잠재력
□ 대학캠퍼스를 기업입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일반화
∙ 세계 경제의 통합화 경향이 심화될수록 국지적 연구개발과 노하우 및 기업가
문화, 숙련 노동력 및 제조역량 등이 더욱 중요
∙ 대학캠퍼스 공간은 대학 조직과 기업이 단일의 공간내에서 상호교류할 수 있
도록 함으로서 혁신클러스터의 형성과 활성화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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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대학 인력과 기업간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고, 대학생 등의 기업가 정
신 함양을 간접적으로 지원

∙ 대학이 지닌 기업입지공간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대학의 재정 문제 해
결을 위해 이미 세계의 많은 대학은 그 캠퍼스나 인근 소유 부지 내에 과학단
지를 조성하여 기업입지를 지원
- 세계과학단지협회의 자료(IASP, 2015)에 의하면 세계과학단지의 19.5%는 대학 캠
퍼스 내 부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그 외 12%는 캠퍼스 외의 대학 소유 부지에 입지
그림 2-3 | 세계 과학기술단지 개발 부지의 보유 주체별 현황

자료: IASP, 2015

∙ 대학이 그 소유한 부지를 과학단지로 개발한 것이 반드시 앞서 지적한 산학협
력이나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초기의 과
학단지는 대학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된 경향
- 미국의 스탠포드산업단지(현 스탠포드연구단지)나 영국의 캠브리지과학단지도 최
초 개발 동기는 대학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게 작용
- 앞서 살펴본 혁신체계에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도 대학과 기술혁신,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해 주관심을 두었으나 그 속에서 구체화된 대학의 역할, 특히
공간적 관점에서 본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

∙ 이러한 점에서 Reichert(2019)는 혁신정책이 기술과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
의 의제(agenda) 창출에 오랜 관심을 둔 반면 협력적 네트워크의 공간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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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학이나 지역 당국의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와 이루어지기 시작하
고 있다고 지적
□ 기업과 대학의 협력공간으로서 대학 캠퍼스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
∙ Reichert(2019, 81쪽)는 오늘날에는 혁신과정에 미치는 공간적 요소가 산학
관의 공동 전략 수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중 여러 지역에서 가장 특
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학연구와 기업혁신 및 공공서비스를 대학캠퍼스나
과학단지 또는 혁신지구의 개발 등을 통해 하나의 공간에서 상호연계하기 위
한 캠퍼스 개발 사업이라고 지적
- Reichert(2019, 81쪽)에 의하면 공동캠퍼스나 과학단지는 대학연구집단과 스타트
업,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을 하나의 공간에 집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단지 내
에서의 근접을 통해 입주기관들은 기술설비나 연구시설 및 서비스의 공유, 커뮤니
티 내의 다양한 관심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행사 개최 등의 장점을 향유
- 대학캠퍼스 내에서 관련 기관이 집적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근접하기 보다는
서비스의 제공과 캠퍼스나 과학단지 구성원간의 연계를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행사
의 조정 등이 더욱 중요하며, 따라서 캠퍼스와 과학단지는 대학과 관련 기관들의 협
력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

∙ 대학에 근접함에 따라 기업은 다양한 발전 기회를 누리는데, 기업입지에서 대
학이 지난 장점은 인력이나 연구개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 네덜란드 기업을 대상으로 한 van Dinteren(2012)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이 대학이
나 그 인근에 입지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인재의 활용이며, 다음으
로는 대학 도서관이나 정보시스템의 이용, 실험실의 이용 등으로 나타남
- 다만, 이 조사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지식집약분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구개발 기능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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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대학에 입지함으로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

자료: van Dinteren, 2012

∙ 그러나 대학캠퍼스나 과학단지에 입주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우수인력을 채
용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Cadorin 등(2019, 10쪽)은 창업기업이나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은 다른 기업이나 대학 및 연구소에 근접하여 입지하기를 희망한다
고 지적하면서, 과학단지는 지역대학과 입주기업 간 연계의 형성을 촉진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 내 우수인력의 채용으로 연결된다고 지적
∙ 우수인재는 스스로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다른 우수인재들과 함께 일할 기
회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학단지가 대학의 우수인재
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경력을 쌓고 개인의 발전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환경이 기업이 대학의 우수인재를 유치하
는데 기여(Cadorin et al., 2019, 10쪽)
□ 기업이 대학에 입지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는 대학이라는 브랜드
∙ Cadorin 등(2019, 24쪽)은 과학단지가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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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입주기관의 수 측면에서)적정규모의 확보와 단지의 이미지, 즉 브
랜드가치를 지적
- 과학단지는 많은 기관이 입주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인재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으로, 매력 있
는 과학단지는 흥미롭고 도전적인 업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는 대개 다수의 기관
이 입지할 경우에 가능함. 이는 도시의 경쟁역량이나 도시의 규모 및 과학단지의 규
모 등과 연관됨(Cadorin et al., 2019, 24쪽)
- 장소의 브랜드 가치는 기업이 대학을 선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임. 인재들은 그
들의 지식세계와 생활양식에 있어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소의 브랜드 가치는 특히 젊고, 이동가능하며, 고숙련의 인재를 유치하는데 중요
한 자산이 된다고 지적. 즉 도시와 과학단지와 입주브랜드는 브랜드와 연관된 인재
를 견인하는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과학단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브랜드가치
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Cadorin et al., 2019, 24쪽)

∙ 과학단지의 브랜드와 주소지는 인재의 채용에 중요한 요건의 하나로 작용. 장
소의 브랜드화는 대학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양호한 공간적 이미지를 지닌 지역
이 인재의 채용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사실임. 이와 관련하
여 한국중소기업학회(2018)는 전문가 면담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
- “청년층이 중소기업 자체를 기피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공간적 이미지
(브랜드)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중소기업
이미지는 문화시설 접근도 용이하여 호감도가 높은 반면에,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
업은 임금과 복지수준이 더 높아도 청년들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한국중소기업학회, 2018,22쪽)

∙ 강원대학교(2017)에서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브랜드 가치 등을 지적
- 대학 브랜드 효과에 따른 기업 브랜드 가치 동반 상승
- 입주 임대료 및 관리비 저렴, 입주기업 간 정보교류 활발, 창업비용 절감
- 필요기술을 보유한 교수 자문 수월, 전공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취업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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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는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업
지원 노하우 축적
- 대학 인근에는 은행, 식당 등 정주환경 및 다양한 생활편리 기반시설 밀집
- 수도권과의 접근 및 교통의 편리성

□ 캠퍼스단지나 과학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이 소재한 도시의 환경도 중요
∙ 최근 도시 내 대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대학의 내부적 역량 못지않게
대학인근의 환경도 중요한 영향(Andes S., 2017)
∙ 혁신기업은 점차 도시 교외의 업무단지에서 물러나 연구기관과 첨단산업 및 기
업이 집적한 복합용도의 도심과 도시 내 친수구역 및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경향
- 이는 우수한 인재들이 대중교통접근성과 보행가능성 및 서비스와 어메니티 시설의
밀집 등을 선호함에 따라 도심과 다른 도시 내 지구들이 중요성이 재강조된다는 점
과 연관(Shearer et al.,2019,4쪽)
- 이에서 나아가 Shearer 등(2019, 33쪽)은 미국 대도시의 일자리, 특히 특정 부문
의 일자리는 점차 밀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밀도(density)는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며, 사회적‧환경적 결과를 개선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
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적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장소는 결국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포용적 커뮤니티로 발전한다고 지적

3) 혁신공간으로서 대학 캠퍼스 활용의 과제
□ 물리적 근접이 실질적 협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
∙ 대학에의 근접은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나 대학캠퍼스에 입지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촉진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
∙ Albahari 등(2017, 25쪽)은 단지의 유형, 가령 단지가 과학연구 지향적인지
또는 기술지향적인지에 따라 대학과 협력관계가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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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리하는 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다른 유형의 단지에 입지한 기업보다 더 잘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기업경영자도 단지 내에 입주할 것인가의 결정함에 있어서는 단지의 유형에 따라
그 입주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며, 정책결정자
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일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접근을 지양할 필요

∙ Vedovello(1997, 501쪽)는 대학과 기업의 지리적 근접이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공식적 연계와 비공식적 연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
- 기업과 대학 간 상호교류의 메커니즘으로서 과학단지는 비공식적이고, 인적 네트워
크의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물리적 접근성이 이러한 상호작용에 기여. 즉
대학과 기업의 지리적 근접은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동력의 하나로 작용
- 그러나 공식적 연계, 특히 대학에서 수행된 연구활동과 관련된 공식적 연계망 형성
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 Albahari 등(2017, 24~25쪽)은 기업 간 관계의 성격에 따라 대학과 근접 필
요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
- 기술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는 기업의 지리적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대학과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성은 감소

□ 대학은 다양한 유형의 협력을 촉진함과 더불어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틀을 마련할 필요
∙ Reichert(2019, 81쪽)는 제도와 지원서비스 및 기반시설이 적절히 결합된 공
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대학캠퍼스나 과학단지의 의사결정기구에
도시와 기업과 대학의 대표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캠퍼스 관리측면에서는 서
로 다른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접촉을 촉진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
∙ Ebersberger 등(2013, 333~334쪽)은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도
를 통해 대학과 기업의 접촉을 제약하는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
- 대학이 지식허브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경영진은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이나
전략적 제휴뿐만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고 스필오버(spillover)를 창출할 수 있는 비
공식적 상호교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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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캠퍼스단지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행
사나 연구의 수행 등을 통해 대학의 수용력을 제고할 필요
- 이와 더불어 외부에 개방된 기술지원창구 등과 같은 기술 자문 인프라의 설치를 통
해 기업이 보다 쉽게 대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응용과학이나 기업실무 등과
관련된 학술지 출간 등을 통해 대학연구가 혁신체계 내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
을 기업에게 확인시켜줄 필요

□ 지방정부나 기업은 캠퍼스단지의 효과가 단지의 성격이나 대학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전략을 마련할 필요
∙ 대학연구단지의 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McCarthy 등(2018, 116쪽)은 대학연구
단지의 서비스 수준과 전문화수준에 따라 대학연구단지의 발전전략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
그림 2-5 | 대학연구단지 발전 전략의 유형

출처 : McCarthy et al., 2018, 116쪽

∙ 대학 연구단지의 전략선택은 지역여건이나 대학의 목적, 관리역량 등에 따라 달
라지며, 이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연구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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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McCarthy et
al.,2018, 117~118쪽)
- 대학연구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
학연구단지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전략적
틀에 대해 사전에 이해할 필요

표 2-1 | 대학연구단지의 전략 선택 관련 요소
대학의 목적과 목표, 자원 및 역량
산업관련 창업육성
역량
역량

Matchmaker

●

Gardner

●

●

Landlord
Coach

지역

영리

●

●

●
●

●

세계

URP 관리팀의 역량

●
●

●

●

●

●

URP 지역환경

일반적
활발한
산업관련
비즈니스
특정산업
비즈니스
비즈니스
비영리
경험
육성경험
관련기반
경험
생태계

●
●

●

●
●

●
●

출처 : McCarthy et al., 2018, 119쪽

2. 캠퍼스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례
□ 싱가폴 난양공과대학교와 주롱혁신지구 사례1)
∙ 싱가폴은 대표적인 연구중심 대학인 난양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주변으로 주롱혁신지구(Jurong Innovation District)를 조성해
창업 및 기술사업화 성과를 확대하려는 구상을 추진
∙ 전체 6㎢ 규모로 조성되는 주롱혁신지구는 캠퍼스와 연접한 3개 섹터(Bulim,
Bahar, Tengah)를 구분해 특화된 창업ᐧ혁신 지원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1) 주롱혁신지구 사례는 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Jurong Town Corporation) 홈페이지의 자료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https://www.jtc.gov.sg /industrial-land-and-space/Pages/jurong-innovation-district.aspx,
2019년 12월 28일 접속)

제2장 지역혁신생태계에서 대학의 역할 : 이론과 사례 ･ 31

- 아래 그림에 표현된 바와 같이, 난양공과대학에 가장 가까운 Bahar 지구에는 첨단
제조업종 R&Dᐧ교육기능을 집적시킨 산학융합캠퍼스가 조성됨
- Bahar 지구와 난양공과대학 중간지대에는 에코산업단지 개념으로 조성된 Clean
Tech Park가 위치하는데, 이 공간은 친환경 미래기술 분야 첨단기업의 입주공간
이자 신기술을 단지 내에서 직접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 운영
- 이어서 Bulim 지구에는 4차 산업혁명 챔피언을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미래산업 첨
단제조업체를 위한 입주공간 및 네트워크 공간이 조성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Tengah 지구에는 향후 단지 활성화를 통해 증가할 산업입지 수요를 흡
수하기 위한 확장된 형태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됨

그림 2-6 | 주롱혁신지구의 혁신공간 구상

자료: 주롱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jtc.gov.sg/industrial-land-and-space/Pages/jurong-innovation
-district.aspx), 2019년 12월 28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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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한 3개 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주롱혁신지구는 난양공과대학에서 배출되는 혁
신기업들을 성장주기별로 지원하는 생태계 조성을 지향
- 3개 지구는 각각 예비창업 및 연구개발 단계(Bahar), 시제품제작 및 첨단업종의 초
기 사업화 단계(Bulim), 기술성숙기 진입 후 양산단계(Tengah)에 대응
- 각 단계의 지구마다 특화된 기능의 지원시설 및 지원기관을 위치시켜 혁신적인 스
타트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

∙ 주롱혁신지구에서는 단지 내 입주기관을 ‘R&D and Capability Development’,
‘Enablers’, ‘Adopters’의 세 개 범주로 크게 구분함
- ‘R&D and Capability Development’ 그룹의 기관들은 난양공과대학과 CleanTech
Park에 주로 입주하며 기초ᐧ응용과학 혁신활동에 집중
- ‘Enablers’ 그룹은 Bahar 지구에 주로 입주하며 기술상용화를 위한 R&D에 집중
- ‘Adopters’ 그룹은 Bulim 지구에 주로 입주하며 혁신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체 중
심으로 구성
- 2020년 현재 Bahar 지구에는 SIMTech, National Metrology Centre, Robotics
Automation Centre of Excellence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연
구기관이 입주한 상태
- Bulim 지구에는 YCH, Angel Playing Cards, Shimano 등 난양공과대학의 신기술
을 사업화하는 기술형 창업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태

∙ 주롱혁신지구의 사례에서 특기할 점은 스마트기술을 단지 내 적극적으로 도입
해 기업들의 편의와 종사자 생활편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임
- 친환경 산업단지를 지향하는 주롱혁신지구는 단지 내 물류망을 지하화해 통합물류
센터로 연결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물류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하고 있음
- 각 건물들을 옥상정원 및 11㎞ 길이의 하늘공원으로 연결해 구성원 간 교류 기회를
높이는 한편 입주기관 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나 전기킥보드 같
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단지 곳곳에 보급ᐧ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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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지구 중심부에는 5만㎡ 규모의 생태공원 및 복합적인 문화ᐧ편의시설이 위치해
입주기관 종사자 및 가족들의 생활편의에 기여

□ 미국 뉴욕 Applied Sciences Campus 사례2)
∙ 미국 뉴욕시 Applied Sciences Campus는 도시 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
기 위해 저활용부지였던 루즈벨트 섬을 대학의 R&D 역량과 연계된 혁신지구
로 조성한 사례임
- 2010년 12월 뉴욕시는 시내 중심에 위치한 루즈벨트 섬의 5만㎡ 부지를 99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조건으로 해당부지를 혁신ᐧ창업지구로 개발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참여를 국제 공모
- 뉴욕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에게 접근성이 우수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
할 뿐 아니라, 시 재정을 투입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인프라 설치
를 지원하겠다는 구상 발표
- 미국과 해외 8개국의 27개 대학이 참여한 국제공모의 결과, 미국 코넬대학교
(Cornell University)와 테크니온-이스라엘 공과대학(Technion-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공동제안서가 최종 선정
- 사업이 착수된 2012년 말 이후 양 대학은 Technion-Cornell Institute라는 공동 연
구개발 기관을 앵커시설로 조성하며 산학연계를 중시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뉴욕 Applied Sciences Campus 사례의 특이점은 기존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
용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창조인력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대도
시 중심부로 대학기관이 이전한 사례라는 점임
- 뉴욕시는 창조적인 고숙련 인력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가진 글로벌 도시이지만 첨단
업종의 산업기반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음
- 반면, 코넬대학교가 위치한 Ithaca 시는 인구가 3만 명 수준에 불과한 교육기관 중

2) 본 사례는 Applied Sciences Campus 홈페이지 자료를 요약한 것임(https://edc.nyc/project/applied-sciences-nyc),
2019년 12월 28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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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소도시이기 때문에, 대학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결합할 확장된 산업생태계를
유치하기에는 지역여건이 유리하지 못했던 상황
- 이처럼 뉴욕 Applied Sciences Campus 사례는 첨단기술에 대한 대도시 정부의 수
요와 도시화 경제에 대한 혁신대학의 수요가 결합되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는 형
태로 공동사업이 추진된 사례라 할 수 있음
- Applied Sciences Campus 내에서는 R&D와 창업 인큐베이팅 뿐 아니라 대학원 기
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그림 2-7 | 뉴욕시 Applied Sciences Campus의 조감도

자료: Applied Sciences Campus 홈페이지(https://edc.nyc/project/applied-sciences-nyc), 2019년 12월
28일 접속)

∙ Applied Sciences Campus는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성숙을 돕기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
- 핵심사업 중 하나는 Runway Startups 프로그램으로서 갓 박사학위를 마친 연구자
들이 자기가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 Applied Sciences Campus에는 다양한 융복합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인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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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엔젤ᐧ벤처캐피탈,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있어 기술적인 애
로사항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
- 더불어, 프로그램 참여자 간 네트워크 및 기술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스타
트업들의 커뮤니티 발달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이 성숙한 이후에도 뉴욕시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3. 이론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 대학을 지식창출이나 연구수행을 넘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동력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
∙ 최근에는 과거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과학단지 조성이
급격히 증가
- 과학단지 조성의 목적도 대학부지를 활용한 대학의 재정 확보 같은 부동산 사업에
서 벗어나 지역혁신생태계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
업이 증가

∙ 대학 캠퍼스 입지나 대학과 근접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양
- 대학의 지식습득이나 기술이전, 대학내 우수인력의 확보 등을 넘어 대학이 보유한
공동이용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이용, 대학이 지닌 브랜드 가치의 활용 등으로 확대

∙ 그러나 그러한 효과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여
러 노력이 필요
- 물리적 근접을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대학을 지역발전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및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
- 공간의 제공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
학의 노력, 조율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대학이 보유한 역량과 입지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발전 전략의 선정 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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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대학 내 기업입지 현황과 산업생태계 구축 사례

1. 대학의 창업 및 기업입지 일반 현황
□ 전통적으로 대학은 연구개발 등을 통한 지적 재산의 창출의 중심적 역할
∙ 전통적으로 대학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왔음
∙ 대학은 특허 등에서 전국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 연구개발 기관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실적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기준으로는 전국
특허출원 건수의 9.5%를 차지(특허청, 2019,422쪽)
표 3-1 |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과 대학의 비중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10,292
건 수
17,732
대학의 특허 출원
구성비
8.4%
출처 : 특허청, 2019, 422쪽 및 433쪽

213,694
19,649
9.2%

208,830
20,344
9.7%

204,775
19,555
9.5%

209,992
19,866
9.5%

전체 특허 출원 건수

∙ 특허 등의 지적재산과 더불어 대학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 장비도
대규모로 보유
-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별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전국 대학교와 전문대학이
보유한 공동활용장비는 9천건을 초과하며, 장비가격은 약 1조 7천 억원, 사용료 수
익은 약 811억원임
- 대학 유형별로 보면 4년제 대학(산업대학 포함)의 보유 장비액이 1조 6천6백 억원,
사용료 수익이 약 8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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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대학보유 공동이용 장비 현황(2018년 기준)
장비 수
구입가격(백만원)
사용료 수익(백만원)
대학교
8,506
1,661,447
80,034
전문대학
605
58,175
1,095
계
9,111
1,719,623
81,129
주: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교의 보유장비 제외
자료: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대학별 공시자료(2019년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기술이전 등과 더불어 대학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육성을 직접 지원
∙ 대학은 우리나라 창업보육사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2019년 12월 현재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는 총 277개소이며, 이중 대학이 운영하는
센터는 전체의 69.3%인 192개소에 달함(표 3-3)3)
- 대학유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보유여부를 보면 대학교의 보유율이 51.5%, 전문대
학이 48.0%로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창업진흥원, 2019, 43쪽)
표 3-3 | 운영주체별 창업보육센터 현황(2019년 11월 기준)

센터수

총합계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

연구소

재단·협회

정부·지자체

277

192

11

8

14

24

11

구성비
100.0%
69.3%
4.0%
2.9%
5.1%
8.7%
4.0%
자료: 창업보육네트워크(https://www.bi.go.kr/), 창업보육센터 현황(2019. 11월 기준), 2019년 12월 12일 접속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6,347개 기업 중 5,029개
업체가 대학이 운영하는 센터 내에 입주(2019년 11월 기준)
- 창업진흥원(2019)의 통계조사를 활용하여 전체 입주기업 중 졸업기업 비율을 추정
하면 약 20% 수준으로 나타남(창업보육센터 총 입주기업 수 2017년도 기준 5,118개,
신규입주기업 1,585개, 졸업 기업은 1,001개)

∙ 대학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가
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 바이오 및 환경산업의 순임
3) 창업진흥원에서 조사한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대학 중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은
210개소, 창업보육센터는 214개소로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의 자료와 차이를 보임. 이 연구에서는 다른 운영주체
와의 비교를 위해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의 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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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관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와 비교해 보면 구성비의 차이는 있으나 위의 3
업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운영 기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3-4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업종별 구성 현황 (단위: 개, %)
전체 센터
대학 보유 센터
기타 기관 운영 센터
합계
구성비
대학
구성비
소계
구성비
입주업체 합계
6347
100.0%
5029
100.0%
1318
100.0%
1차산업
232
3.7%
205
4.1%
27
2.0%
비금속/금속류제조업
169
2.7%
131
2.6%
38
2.9%
석유화학제품제조업
187
2.9%
148
2.9%
39
3.0%
기계/장비제조업
769
12.1%
654
13.0%
115
8.7%
의료/정밀등제조업
265
4.2%
224
4.5%
41
3.1%
생활용품제조업
603
9.5%
466
9.3%
137
10.4%
전기관련제조업
285
4.5%
209
4.2%
76
5.8%
컴퓨터/사무기기제조업
85
1.3%
68
1.4%
17
1.3%
전자부품등제조업
507
8.0%
409
8.1%
98
7.4%
운송장비제조업
52
0.8%
38
0.8%
14
1.1%
종이/출판/인쇄업
62
1.0%
29
0.6%
33
2.5%
디자인산업
183
2.9%
159
3.2%
24
1.8%
정보처리및컴퓨터관련업
756
11.9%
569
11.3%
187
14.2%
연구개발/과학서비스업
320
5.0%
258
5.1%
62
4.7%
바이오/환경산업
656
10.3%
490
9.7%
166
12.6%
자원/에너지산업
109
1.7%
89
1.8%
20
1.5%
오락/문화서비스업
120
1.9%
99
2.0%
21
1.6%
기타서비스업
987
15.6%
784
15.6%
203
15.4%
자료: 창업보육네트워크(https://www.bi.go.kr/), 창업보육센터 현황(2019. 11월 기준)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구분

업종

∙ 대학별로 보면 전국의 대학 운영 창업보육센터 중 21개소가 50개 이상의 창업
기업을 보육
∙ 지역별로는 서울시 소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보다는 그 외 지역 소재 대학 센
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창업기업을 보육
- 입주기업 수로는 동국대학교(경기 고양)의 보육센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남대
학교(대전 유성), 부경대학교(부산 남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경기 안산),
전주대학교(전북 전주)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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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주요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주력보육분야 및 입주업체 수 (단위 : 개소)
시도
경기
대전
부산
경기
전북
광주
대전
대전
대전
강원
경북
경북
경북
대전
전북
전북
강원
부산
경북
경남
경북

시군구
고양시
유성구
남구
안산시
전주시
동구
유성구
유성구
유성구
춘천시
영천시
경주시
경산시
서구
전주시
익산시
원주시
사하구
경산시
양산시
경산시

대학 및 센터 명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
충남대학교창업보육센터
부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양대학교 에리카 창업보육센터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조선대학교창업보육센터
배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KAIST 창업보육센터
한남대학교창업보육센터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동국대학교벤처창업보육센터
영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목원대학교창업진흥센터
전북대창업보육센터
원광대학교 IT·BT창업보육센터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동아대학교창업보육센터
경일대학교창업보육센터
영산대학교그린창업보육센터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창업보육센터

개소 년
2011
1999
1999
1999
1999
1999
2005
1994
1998
2000
2000
2000
2000
1999
1999
2001
2003
1999
2003
2000
2007

주력보육분야
바이오테크, u-Health기기, 기능성소재 등
첨단부품 및 신소재 분야
제조 및 정보통신 전기전자부품소재 분야
전자부품 제조업 등
IT, BT, CT
바이오, 광산업, 첨단부품 소재, 전자부품
IT NT BT CT
전체분야IT.BT.NT 등
바이오, 정밀화학소재
기계.환경 및 IT, 바이오 및 농업
정보통신,기계,바이오
신성장동력(신재생에너지, IT융복합)
전자부품소재
인터넷기반의 정보기술 디지털콘텐츠 등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식품생물 등
IT, BT
농식품, 바이오, 환경
환경ㆍ바이오, IT, 녹색기술, IOT 등
IT융복합(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재료 등
그린산업(친환경 수송기계부품 및 IT융복합)
한방바이오산업

입주업체
90
81
75
73
73
66
65
64
62
61
58
56
56
55
55
54
53
52
51
50
50

자료: 창업보육네트워크(https://www.bi.go.kr/), 창업보육센터 현황(2019. 11월 기준)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대학 캠퍼스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외의 기업입지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도 활발
∙ 창업진흥원의 대학창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지한 학교는 118개교(28.2%)이며,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646개에 달함
(창업진흥원, 2019, 41쪽)
- 조사대상 대학의 28.2%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646개의 대학내 입
지 기업부설연구소의 86.2%인 557개소가 대학교내에 입지
표 3-6 |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현황(단위: 개소, %)
학교유형
대학교
전문대학
합계

구분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출처 : 창업진흥원, 2019,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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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92
34.1
26
17.6
118
28.2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여부
미보유
178
65.9
122
82.4
300
71.8

전체
270
100
148
100
418
100

기업부설연구소 수
전체
학교당
557
6.1
89
3.4
646
5.5
-

∙ 기업부설연구소 및 창업보육센터를 제외한 대학 내부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을 보유한 학교는 2017년 기준 92개교(22.0%)이며, 입주기업 수는
1,207개, 그중 대학교내 입주기업이 1,1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창업진흥원,
2019, 42쪽)
- 대학교와 전문대학 간 기업입지 기준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비해 일반 기업의 경우 전문대학보다 대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 | 대학 내 입주기업 보유 현황(단위: 개소, %)
학교유형

구분

입주기업 보유여부
보유

미보유

입주기업 수
전체

전체

학교당

개소
79
191
270
1,145
14.5
대학교
비중
29.3
70.7
100
개소
13
135
148
62
4.8
전문대학
비중
8.8
91.2
100
개소
92
326
418
1,207
13.1
합계
비중
22
78
100
주: 대학 내 입주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창업보육센터를 제외한 대학 내부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임
출처 : 창업진흥원, 2019, 42쪽

□ 외부 기업의 유치 외에도 최근에는 대학 내에서 학생창업과 교원창업이 활성화
∙ 전국 대학교와 전문대학에서 학생 및 교원창업기업은 1,786개 기업이며,
참여한 창업자수는 1,993인, 창업기업의 고용자수는 928인임
- 학생은 총 1,728인의 창업자가 참여하여 1540개 기업을 창업하였으며, 창업기업의
고용자 수는 603인으로 교원창업에 비해 기업수는 크게 많으나 창업기업의 고용자
수로 볼 때 대부분 추가 고용이 없는 소규모 창업에 그침
- 창업기업의 입지를 기준으로 보면 교원창업의 72.3%가 교내에서 이루어졌음에 비
해 학생창업은 23.1%만이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76.9%는 교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교원의 경우 연구실을 활용한 창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현실을 반영
한 것으로 보임
- 대학유형으로 보면 대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교원창업의 경우 전문대학
의 창업기업은 11개소로 전체의 4.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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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 대학 내 학생 및 교원창업 현황 (2019년 공시자료 기준)

학생
창업
교원
창업

공시
대학 수

창업실적
보유대학

창업자수

합계

창업기업 수
교내창업 교외창업

창업기업
고용자 수

대학교

174

144

1448

1292

299

993

537

전문대학

115

59

280

248

57

191

66

총합계

289

203

1728

1540

356

1184

603

대학교

153

84

253

235

170

65

314

전문대학

79

8

12

11

8

3

11

총합계

232

92

265

246

178

68

325

주: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교의 실적 제외
자료: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대학별 공시자료(2019년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학생창업에 대해서는 대학은 자금과 창업전용공간을 지원
- 창업실적이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자금지원액을 보면 대학교가 학교당 약 10억원,
전문대학이 학교당 약 7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대학교의 자금지원이 10배 이상 많
은 것으로 나타남
- 창업실적이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학생창업 전용공간지원을 보면 대학교가 학교당
약 1,103㎡를 제공하여 전문대의 학교당 308㎡를 크게 초과
- 대학유형으로 보면 대학교가 전문대학보다 많은 자금과 공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

표 3-9 | 학생창업에 대한 대학의 공간 및 자금 지원 현황 (2019년 공시자료 기준)
자금지원 (백만원)
학생창업전용
학교당 자금
공간지원(㎡)
계
교비지원
정부지원 지원 (백만원)
대학교
174
165,155
148,290
22,377
125,913
852
없음
30
6,300
1,134
340
794
38
창업
실적
있음
144
158,855
147,156
22,037
125,119
1,022
전문대학
115
25,530
6,982
1,031
5,951
61
없음
56
7,350
2,442
373
2,069
44
창업
실적
있음
59
18,180
4,540
658
3,881
77
총합계
289
190,685
155,272
23,408
131,864
537
없음
86
13,650
3,576
713
2,863
42
창업
실적
있음
203
177,035
151,696
22,695
129,001
747
주: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교의 실적 제외
자료: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대학별 공시자료(2019년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대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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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내 기술적 제조창업기업 실증분석
1)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가공과정
□ 본 소절에서는 전국 대학 내 창업기업 현황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기업데이터의
CRETOP+ 기업DB를 활용해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을 정의하고 대학 내 입주기업 정
보를 분석하였음
∙ 캠퍼스혁신파크는 R&Dᐧ설계역량을 가진 혁신기업이나 Post-BI 단계에 진입
하는 성장형 창업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 소절
에서는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에 분석을 제한하였음
- 대학 내 창업기업의 대부분은 1인 사업장 형태의 영세한 규모를 갖고 있고 사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종사자 규모나 연구개발 지출규모, 매출액과
같은 정량적인 기업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함
- 캠퍼스혁신파크의 실제 입주대상 기업은 예비적인 창업단계의 사업체보다는 혁신
역량을 구비하며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착수한 기업이 대부분일 것을 감안할 때
본 소절에서는 대학 내 창업기업 전체보다는 기술형 창업기업에 분석을 집중함
- 아울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캠퍼스혁신파크의 특수성을 고려해 타 입지
유형에서는 유치되기 어려운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에 분석을 집중하였음

∙ 변수 조작화를 위해 창업기업은 기업체를 설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
생기업으로 정의하였음
∙ 이어서 기술기업(technology-based firms)은 기존 연구 사례를 참조해 매출
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중 및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중이 업종 평균을 상
회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음(조성철 외, 2018)
- 전체 사업체 중 90% 가량의 사업체가 재무제표상 연구개발비 지출이나 무형자산이
전혀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기업은 양 지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기록한 기업
들을 넒게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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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위해 활용된 ㈜한국기업데이터의 CRETOP+는 2018년 기준 전국 552만 개의
사업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기업DB임
∙ ㈜한국기업데이터는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
업신용조사ᐧ평가기관임
∙ 신용조사·평가활동과 외부기관 협약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상호교환(DB
Pooling), 신용보증기금ᐧ기술보증기금ᐧ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업DB 입력
대행, 외부기관 기업DB 구입, 자체 서베이를 통한 기업정보 수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DB를 보유
∙ 2018년 기준 ㈜한국기업데이터는 전국 법인기업 121만 여개와 개입사업자
300만 6천여개의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법인기업의 경우는 전수에 가
까운 수치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계청 기준 90%, 국세청 기준 47% 수준
의 표집률을 기록함
∙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기업DB에 수록된 기업 속성정보에는 표 3-10에
표현된 바와 같이 사업체 기본정보 및 업종정보, 기술혁신 관련정보, 주소지
정보, 최근 5개년의 재무제표 실적, 거래처 정보 등이 포함됨
표 3-10 |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DB 변수 목록
변수 유형

변수 목록

기본 정보

업체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업종명, 업종코드(세세분류), 주요제품명

기술혁신 지표

특허출원수, ISO 수, 연구실 보유여부, 실용신안건수, 지적재산권

주소지 정보

본사 주소, 주사업장 여부, 사업장 주소, 사업장 이전기록(법인등기부등본 추적), 입지유형,
대지/건물면적, 자가소유여부, 임차보증금규모, 월세금액규모

재무 실적

최근 5년 (매출액, 총자산, 무형자산, 유동자산, 유형자산, 자기자본, 순이익, 종업원 수,
영업이익, 부가가치액, 경상연구개발비, 인건비)

거래처 정보

거래처 구분(판매처/구매처), 거래처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간 거래액, 거래비중,
자산총계, 매출액, 순이익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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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TOP+ 기업DB를 활용해 앞 소절에서 소개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정제한 결과, 전
국에서 총 2,905개의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이 식별됨
∙ 이 중에서 전체의 약 12.68%에 해당하는 381개 창업기업이 대학 내 창업보육
센터에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제조업종 기술창업기업을 분석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전체 기술창업기업 중에서
12.7%가 대학 내 보유한다는 결과는 충분히 높은 비중이라 해석될 수 있음

∙ 대학 내 입지한 창업기업들은 대부분 주소지가 창업보육센터로 표기되어 있었
으며 산학협력센터, 연구소, R&D센터라 명명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도
소수 존재하였음

2) 대학 내 입주기업의 기초정보 및 사업장 특징 분석
□ 표 3-11은 대학 내 입지한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특징을 전체 및 산업단지ᐧ지식산업
센터에 입주한 기술창업기업과 비교한 결과임
∙ 이를 살펴보면, 대학 내 기술창업기업은 기업연한은 평균 3.66년을 기록해 전
체 집단이나 타 입지유형 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을 기록했으
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만큼 크지는 않았음
∙ 종사자 규모 측면에서는 평균적으로 4.57명을 기록하고 있어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았으며, 특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술 창업기업과 비교하면 약 37%
수준의 낮은 고용규모를 기록하였음
- 이는 대학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한 기업들이 소수의 창업가 중심으로 제품설계와 사
업화에 집중하는 지식집약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암시

∙ 총 자산 규모에서도 대학 내 기술창업기업은 전체 평균에 절반이 되지 않는 규
모를 평균적으로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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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총 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중은 42.24%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 평균을 2
배 상회하는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기업의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특허, 설계도면 등 물리적인 구
조를 갖고 있지 않은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함
∙ 이를 고려할 때, 대학 내 창업기업들의 무형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은 이들이
물리적인 제조활동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제품개발ᐧ디자인ᐧ소프트웨
어 개선 등과 같은 무형의 혁신활동에서 경쟁력을 찾는 지식기반 제조업체임
을 시사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자기자본 규모에서도 대학 내 입주한 창업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
억 3,576만 원의 자기자본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 창업기업에 비해 영세
한 규모를 나타냈음

표 3-11 | 대학 내 입지한 기술 창업기업의 기초특성
항목
기업연한
(년)
종사자 수
(인)
총 자산
(천원)
무형자산
(천원)
총 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중(%)
유형자산
(천원)
총 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
유동자산
(천원)
자기자본
(천원)

전체

대학교
(창업보육기관)

산업단지

지식산업 센터

3.71

3.66

3.68

3.82

10.17

4.57

12.24

7.48

1,610,051

650,511

2,053,359

1,129,436

349,665

274,756

413,852

280,476

21.72

42.24

20.15

24.83

459,481

131,307

647,508

266,211

28.54

20.19

31.53

23.57

772,584

258,978

974,128

570,638

473,209

135,766

642,129

300,035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DB를 이용해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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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표 3-12는 대학 내 입지한 기술 창업기업의 사업장 특징을 타 입지유형과
비교한 결과임
∙ 이를 살펴보면, 대학 내 기술창업기업들은 97.4%가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다
고 응답하고 있어 타 입지유형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대학 캠퍼스에서 제3자로서의 기업이 공간을 전유할 수 없는 제도적 조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전체의 창업기업이 공간을 임대 형태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와 달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창업기업임에도 22.45%(산업단지)
에서 31.25%(지식산업센터)의 기업들이 사업장 공간을 매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파악되었음

∙ 다음으로, 사업장 규모를 비교할 때 대지규모 측면에서 대학 내 입주기업들은
평균보다 큰 규모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점유하는 공간의 면
적이 아니라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을 의미
∙ 실제적인 사업장 규모를 의미하는 건물규모 측면에서 대학 내 기술창업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72㎡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파악되어 평균보다는 크게 낮았으
나 지식산업센터 등과 비교할 때에는 오히려 소폭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표 3-12 | 대학 내 입지한 기술 창업기업의 사업장 특징
항목

전체

대학교
(창업보육기관)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임대여부

81.61%

97.40%

77.55%

68.75%

대지규모

2,270

4,557

3,802

49

건물규모

538

272

766

223

보증금(천원)

13,485

5,860

15,667

16,203

월세(천원)

1,274

576

1,674

1,582

사업장
규모(㎡)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DB를 이용해 저자 계산

제3장 대학 내 기업입지 현황과 산업생태계 구축 사례 ･ 49

□ 건물 보증금이나 월세 측면에서도 대학 내 창업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주여건
을 갖고 있다고 파악됨
∙ 기업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대학 내 창업기업들은 평균적으로 586만 원의 보증
금을 부담했고 보증금의 10% 수준인 57만 6천 원의 임대료를 매달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는 지식산업센터 등 타 입지유형과 비교할 때 70% 가량 저렴한 수치임이 확
인되었음

3) 대학 내 입주기업의 업종 구조
□ 기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학 내 입주한 기술형 창업기업의 업종 구조를 분석한 결과,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한 기업들은 BIC(BT·IT·CT) 업종에 특화된 경향이 뚜렷함
∙ 의료·화학·전자·컴퓨터 등 R&D 집약도가 높은 고기술업종에서 전국대비 높
은 특화도가 기록된 반면, 섬유·의복·금속 등 노동집약·자원집약적인 특징을
가진 업종에서는 전국대비 낮은 특화도 기록
∙ 즉, 캠퍼스 입지를 선호하는 창업기업들은 대학과의 공동R&D를 통한 혁신성
과에 집중하는 고기술업종 기업으로 구성
□ 각 업종별 세부 생산품목을 분석해보면 지능형 디바이스, 로보틱스, 3D프린터 등 기존
산업분류로 포착하기 어려운 융복합 제품의 생산비중이 뚜렷하게 높음
∙ IT 관련 제조업종에서는 안드로이드보드, 미디어디스플레이, 스타일러스펜,
스마트기기 연동 보청기, 스마트공중전화, 스마트팩토리 센서 등 스마트디바
이스 품목의 생산빈도가 높았음
∙ BT 관련 제조업종에서는 VR디바이스, 시력교정용 고글, 레이저의료기기, 고
주파온열치료기, 고강도집속초음파, 웨어러블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U-Scan
장비 등 다양한 스마트헬스케어 등의 생산품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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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조업종에서는 자동화생산설비, 레이저 자동용접기, 노면청소로봇, 제
설로봇 등 자동화 관련기기 비중이 높았음
□ 이상의 추세를 고려할 때, 캠퍼스 산업단지 입주업종은 IT·BT·CT 등 기술업종을 중심
으로 계획하되 융합적인 신산업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 필요
∙ 사물인터넷, 드론, 3D프린터 등 기존 업종체계에 부합되지 않아 가구제조업,
완구제조업 등 기성업종에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 신산업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심사 등의 과정 보완 필요
표 3-13 | 창업보육기관과 전체집단을 비교한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업종분포 (KSIC 중분류 기준)
항목

전체

대학 내 창업보육기관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 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기타 제품
전체

184 (6.33%)
9 (0.31%)
55 (1.89%)
56 (1.93%)
30 (1.03%)
22 (0.76%)
33 (1.14%)
38 (1.31%)
5 (0.17%)
219 (7.54%)
37 (1.27%)
113 (3.89%)
48 (1.65%)
39 (1.34%)
174 (5.99%)
409 (14.08%)
303 (10.43%)
342 (11.77%)
477 (16.42%)
88 (3.03%)
53 (1.82%)
30 (1.03%)
129 (4.44%)
2,905 (100%)

24 (6.72%)
1 (0.28%)
2 (0.56%)
3 (0.84%)
4 (1.12%)
2 (0.56%)
3 (0.84%)
1 (0.28%)
0 (0.00%)
51 (14.29%)
9 (2.52%)
9 (2.52%)
7 (1.96%)
4 (1.12%)
4 (1.12%)
61 (17.09%)
51 (14.29%)
37 (10.36%)
46 (12.89%)
8 (2.24%)
5 (1.40%)
0 (0.00%)
25 (7.00%)
368 (100%)

주 : 괄호 안 비중은 각 입지유형 내 전수기업을 100%로 기준해 계산한 결과임
자료: 조성철 외, 2018,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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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형태는 양산형 제조업체보다는 R&D 및 핵심부품 제조에 집중하는 기술형 제
조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
∙ 기술창업기업 설문조사 결과(조성철 외, 2018),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은
제조공정을 전문공장에 아웃소싱하는 비중이 높았고 회로기판, 소프트웨어 등
핵심부문에 집중하는 경우가 다수
∙ 아울러, 기술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R&D전문기관, 창업지원기관, 시제품
제작전문업체 등의 입지가 함께 추진됨이 바람직함

4) 대학 내 입주기업의 성장률ᐧ혁신성 분석
□ 표 3-14는 대학 내 입지한 기술창업기업의 혁신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타 입지유형 창
업기업과 비교한 결과임
∙ 이를 살펴보면, 우선 대학 내 입주한 창업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R&D) 지출액의 비중이 87.81%를 기록하고 있어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이는 한편으로 대학 내 기술창업기업들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는 있겠으나, 대학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행위에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의 절대적인 규모에서 대학 내 창업기업들의 실적은 평균보다 크지
못했으나 사업체 규모를 고려한 비중 측면에서는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
내고 있음
∙ 즉, 대학 내 기술창업기업들은 안정적인 매출액 규모를 유지하기보다는 공격
적인 투자를 통해 자사의 기술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데 집
중하는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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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특허 등의 혁신성과 측면에서도 대학 내 창업보육기관들은 평균보다 우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특허 등록건수는 평균적으로 대학 내 창업기업당 2.55개의 성과를 기록
하고 있어 전체 평균인 1.85개를 상회하였음
- 특허의 출원건수에서도 대학 내 기술창업기업들은 비슷한 추이를 기록

∙ 반면, 실용신안 등록건수와 출원건수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소폭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결과는 대학 내 창업기업들의 혁신활동 주제가 특허로 대
변되는 기초ᐧ응용과학을 통한 무형의 기술자산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
- 「특허법」에 따라 정의되는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법」에 따라 정의되는 실용신안은
일정한 형태를 가진‘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디자인, 소
프트웨어 등 무형의 아이디어는 대상으로 하지 않음
표 3-14 | 대학 내 입지한 기술 창업기업의 혁신성 지표
항목

전체

대학교 (창업보육기관)

산업단지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

45.92%

87.81%

58.44%

연구개발비 규모(천원)

37,249

18,869

38,526

특허등록건수(개)

1.85

2.55

1.93

실용신안등록건수(개)

0.08

0.07

0.07

특허출원건수(개)

1.22

1.72

1.11

실용신안출원건수(개)

0.14

0.12

0.11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DB를 이용해 저자 계산

□ 표 3-15는 대학 내 입지한 기술 창업기업의 성장성 지표를 타 입지유형 창업기업과 비
교한 결과임
∙ 기술형 창업기업 중 상당수는 아직 사업화를 완성하지 못해 매출액을 기록하
지 못했으나, 매출액을 기록한 기업 중에서 대학 내 입주기업들은 타 입지유형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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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대학 내 창업기업 중에는 아직 매출액을 기록하지 못한 기업들이 타
입지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초기단계의 창업기업
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암시함
∙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측면에서도 대학 내 창업보육기관은 평균적으로 영업손
실을 기록하고 있어 전체 평균보다 열악한 형편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이는 대학 내 창업기업들의 사업 전망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의미라기보
다는 본격적인 매출액을 기록하지 못한 예비단계 창업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표 3-15 | 대학 내 입지한 기술 창업기업의 성장성 지표
항목

전체

대학교 (창업보육기관)

산업단지

연 매출액(천원)

1,744,826

449,649

1,987,489

부가가치액(천원)

491,192

116,291

637,671

영업이익(천원)

21,965

-51,625

50,733

순이익(천원)

-5,925

-31,451

14,701

매출액 증가율(%)

474.60%

351.78%

322.66%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DB를 이용해 저자 계산

∙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내 창업기업들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를 다시 공격적으로 연구개발 행위에 투자하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규모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
∙ 매출액 증가율의 측면에서 대학 내 기술창업기업들은 연평균 351.78%의 성
장을 기록하고 있어 고성장 단계의 기업들임을 시사했으나 전체 평균보다는
소폭 낮은 수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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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추진사례4)
1)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 Education-Research-Industry Cluster @ Ansan)
캠퍼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연·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실용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임
- 캠퍼스 내 조성된 34만㎡ 규모의 클러스터 용지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LG이노텍 R&D캠퍼스 등 다양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해 학·연·산 클러스터 형성
- 에리카 캠퍼스 내 조성된 창업보육센터 및 경기테크노파크에는 다양한 성장단계의
100여개 기업이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그림 3-1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전경

자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2019, 7쪽 (https://www.academyinfo.go.kr/)

∙ 1999년 설립된 에리카 캠퍼스 창업보육센터는 2019년 11월 현재 73개 창업기
업이 입주하고 있음(표 3-16)
- 73개 입주기업 중에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가 20개로 가장 많고 전자부품 제조업
체가 14개로 다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체가 입주
4) 이 절은 조성철 외(2018, 161-168쪽)의 내용을 수정‧보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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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모바일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분야 창업기업이 7개에 그치고, 기타 서비스업
또한 7개소에 그치는데 이는 에리카 캠퍼스가 타 대학 창업보육기관에 비해 제조업
종에 강하게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
표 3-16 |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및 부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현황
기관명

구분

업
종
별
기
업
수

창업보육센터 소재지
창업보육센터 개소 일
주력 창업보육분야
입주업체 개소 수
비금속/금속류 제조업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기계/장비제조업
의료/정밀기계 등 제조업
전기관련 제조업
전자부품 등 제조업
컴퓨터/사무기기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제조업
바이오/환경산업
자원/에너지산업
연구개발/과학서비스업
종이/출판/인쇄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오락/문화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한양대학교 에리카 창업보육센터

부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경기 안산시
1999-03-09
전자부품 제조업 등
73
2
3
20
1
6
14
3
1
3
3
2
1

부산 남구
1999-03-01
제조 및 정보통신, 전기전자부품 등
75
1
4
13
5
9
5

7
7

12
4
1
1
12
2
6

자료: 창업보육네트워크(https://www.bi.go.kr/), 창업보육센터 현황(2019. 11월 기준)

∙ 에리카 창업보육센터는 2014년 8월부터 안산시내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연수원과 창조경제 활성화 업무양해각서를 체결
- 이 때문에 입주기업 중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출신 기업인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음

∙ 에리카 캠퍼스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과 대학 연구인력 간 교류를 활성화하
기 위해 가족회사 지원제도 등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에리카 캠퍼스 가족회사에 등록되면 재학생·졸업생의 현장실습형 인력교류를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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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장비센터의 기술장비 이용이 지원될 뿐 아니라,
대학이 보유하지 못한 장비에 대해서도 장비위탁 운영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장비·
기술지원이 제공
-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대학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기술·경영·디자인 지도,
시제품제작, 재직자 교육이 매칭
- 산학협력협의회 참여를 통해 역내 기업 및 에리카 클러스터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활동 참여가 가능
- 가족회사 전용홍보관 및 온라인홍보관을 통해 입주기업이 생산한 제품·서비스에 대
한 대학기관 차원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음
그림 3-2 | 공동장비센터를 통한 에리카 가족기업 장비·기술지원 체계

자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홈페이지(http://book.hanyang.ac.kr/Viewer/2018_ERICA_K)

- 에리카 캠퍼스 내 입주기업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은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종사자에게 전면 개방된다는 것임
- 학술정보관(도서관)과 교내식당 이용이 지원될 뿐 아니라, 사회교육원 프로그램
(외국어, 체육,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적용됨
- 통학용 셔틀버스 이용 등 교내 구성원이 향유하는 대부분의 학내 인프라 접근이 입
주기업 종사자에게도 허용되기 때문에, 초기기업들의 인력유치나 사업운영에 중요
한 혜택이 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에리카 캠퍼스는 제조창업기업의 혁신과 기술고도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을 캠퍼스 내 보유
-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융합형 제조서비스 실증·확산 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7년 12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개방형 제조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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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FaaS)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시설을 ERICA 캠퍼스 내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이밖에도 에리카 캠퍼스 내 학·연·산 클러스터지원센터에는 제조혁신지원센터, 융
합소프트웨어센터, 과학기술융합센터 등이 신축되어 산업적인 혁신활동을 지원하
는 다양한 스마트장비 및 실험·실습환경을 제공
- 이 같은 스마트장비는 캠퍼스 내 창업기업들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산업적 용
도로 활용될 뿐 아니라, 캠퍼스 내 학부생·연구인력의 교육·실험 용도로도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음

∙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사례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지원 기능이
학내 창업 등에 국한되지 않은 개방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임
- 오히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나 뒤에서 서술할 부경대 용당캠퍼스의 경우 혁신클러
스터로서 그들의 명성에 비해 대학 내 학생이나 교원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은 상
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실은 대학알리미에 수록된 대학별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창업 현황을 분
석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들 두 대학의 학생창업 실적이나 이에
대한 지원은 전국 대학의 평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17)
- 즉, 에리카 캠퍼스가 축적한 클러스터로서의 명성은 다양한 기업지원시설과 공동이
용시설의 입주를 통해 대외적으로 개방된 접근을 지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17 |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및 부경대학교 학생창업 현황(2018년 기준)
학교

구분
창업기업 수

소계
교내창업기업
교외창업기업

학생창업자수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창업기업 매출액(원)
학생창업 전용공간지원(m2)
소계
자금 지원액 (원) 교비지원액(원)
정부지원액(원)

한양대학교(ERICA)

부경대학교

22 개소
4
18 개소
31 인
12 인
428,526,490
1,238 ㎡
239,092,277
1,000,000
238,092,277

11 개소
0
11 개소
11 인
14 인
161,042,428
1,225 ㎡
1,464,750,000
69,750,000
1,395,000,000

자료: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대학별 공시자료(2019년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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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 부경대학교의 제2캠퍼스인 용당캠퍼스는 ‘드래곤밸리’라는 명칭으로도 유명
한 부산 최대의 산학협력지구임
- 33만 605㎡ 규모의 용당캠퍼스 내에는 학생·교직원 외에도 250여개 기업체에 종사
하는 70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해 연 3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학
내 연구실과의 공동창업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음
- 2012년 용당캠퍼스 전체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 받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
고, 2014년에는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되어 창업선도대학사업, 지식재산
권선도사업, 부산창업지원센터 등 창업관련 국책사업을 다수 유치하였음
- 본래 부경대학교 공과대학이 위치했으나 대연캠퍼스로 모든 학과의 완전 이주가 진
행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용당캠퍼스는 산·학·연 혁신캠퍼스로 특성화한다는 것이
부경대학교의 구상임

∙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의 활용계획은 전체로서 부경대학교의 산학캠퍼스 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부경대학교, 2016, 66쪽)
- 부경대학교는 용당캠퍼스는 산학협력중점 단지, 녹산산업단지는 교육-R&D-고용
연계형 산학협력 캠퍼스 설립, 기장캠퍼스는 수산, 환경해양 융복합 R&D 전진기지
육성, 고성캠퍼스는 지역 산업간의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을 계획

∙ 이러한 계획 하에 부경대학교는 용당캠퍼스 특성화 방향을 산학연 및 국책연
구중심 사이언스 힐(Science Hill)로 정하고,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부경대학교,
2016, 116쪽)
- 단기적으로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 운영 활성화와 연구소 공간의 용
당캠퍼스 이전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한민족공동체대학설치, 국책연구소 및 유망 기업 유치, 해양플랜
트 클러스터 유치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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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현재, 부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는 75개의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다수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음(표 3-16)
- 일례로, 용당캠퍼스에 입주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코어무브먼트’는 미세전기로 운
동효과를 극대화하는 EMS(Electric Muscle Stimulator)를 생산하며, 2013년 초기
제품 출시 이후 급성장해 2018년에는 3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출계약을 체결
- 역시 용당캠퍼스 산학협력관 입주기업인 선진ERS는 사물인터넷 센서기술을 적용
해 LED조명으로 재난상황을 경보하는 시스템기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
제특허를 출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 용당캠퍼스로 기술형 제조창업 열기가 집중되면서 이 같은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관들의 입주 역시 활발해지고 있음
- 부산시는 용당캠퍼스 유휴공간에 ‘창업플러스센터’를 구축해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50개사에 제조공간과 사무공간을 제공할 계획임
- 장기적으로 부산시는 용당캠퍼스를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연구단
지(URP)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부산경제진흥원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용당캠
퍼스 내 ‘부산재창업성공캠프’를 조성하고 있음

4. 소결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대학도 창업촉진, 기업성장 지원 등을 통해 지역혁신생태계의 일
원으로 역할을 담당
∙ 대학은 창업보육의 중심지이자 혁신형 제조기업의 집적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수 대학이 괄목할 만한 성과
- 부경대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창업보육 및 기업육성의 중심지를 넘어 그 자체
로 혁신형 제조기업의 집적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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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고등교육기관으로 보면 대학유형에 관계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대학교
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 물론 이는 대학교와 전문대학, 대학원대학교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의 규
모를 반영한 결과일수 있기 때문에 대학유형을 창업이나 기업지원 허브로서 역할
과 연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서구 사례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례나 경험에 비해 아직까지 대학을 활
용한 사업은 부족하며 특히 대학캠퍼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에 있어 대학의 역할에
대해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
- 특히 첨단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학이 보유한 기술적 지식의 첨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함

∙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대학의 산학협력이나 혁신기반은 급격히 성장
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학의 역할을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
- 서구의 대학 중 다수는 20세기 후반에 교외지역으로 캠퍼스를 이전하였으며, 과학
단지의 다수는 그러한 교외캠퍼스 내에 입지
- 혁신지구에 대한 최근의 연구 중 일부가 과학단지를 대체하여 도심내에서의 혁신지
구 형성을 강조하는 것은 주요 과학단지가 입지한 대학캠퍼스가 교외에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한 융복합적 발전이 어렵다는 점과도 관계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학, 특히 지역거점대학은 대부분 도심내에서 캠퍼스를 유
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단지의 장점과 혁신지구의 장점을 결합한 개발이 용이

∙ 혁신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대학의 중요성 증가, 대학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산학협력을 넘어서 대학의 인력이나 시설과 대학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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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대학 중심의 기업성장 지원 제도 분석

1.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 현황과 과제
□ 서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과 기업입지를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한
관점에서 추진
∙ 대학과 기업입지를 연계하는 국내 제도는 산학융합지구와 산업단지 캠퍼스,
산학융합연구마을,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이 있으며, 이외에 지자체에서도
나름의 지원제도를 운영
∙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대학기업, 연구소기업 등의 대학부지내 입지를 허용하
고 있으나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상용화에 주목적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
으며, 대학내 산업체의 입지를 허용하는 경우 시설 및 인력의 공동이용, 기자
재나 기부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류승한, 2014)

1) 산학융합지구 및 산업단지 캠퍼스 제도현황과 한계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
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
적법)」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산업집적법 제2조 제8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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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구체적으로 산학융합지구는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구역(「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
영규정」 제3조 제4호)

∙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
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
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산업통상자원부, 2019)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
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

∙ 동 사업은 거점공간 조성과 산학융합촉진 사업으로 구성(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 거점공간 조성은 기업연구관 건축, 산업단지 내로 대학 캠퍼스 이전하는 사업을 의미
- 산학융합 촉진사업은 현장형 실습 및 先취업-後진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고교생이 산업단지 내 대학과 기업에서 현장실
습․인턴십에 참여하고 취업으로 연계되는 취업인턴제 시행,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
업단지 내 대학 캠퍼스에 근로자 특별전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학위취득 기회 확대 등을 추진

∙ 이외에도 쾌적한 환경의 기업연구관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소 유치, 산
학융합 R&D 등 연구개발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2019)
- 산학융합 R&D : 기업이 사업화 R&D 수요를 제시하면 대학 등이 연구진을 구성하
고 프로젝트 기반으로 연구과제 수행
- 산학융합형 산학협력을 추진할 교육시스템과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내 대
학 캠퍼스의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산학융합형으로 개편하는 사업 등을 추진

□ 산업단지 캠퍼스
∙ 산업단지캠퍼스는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기업의 연구활동 지원 등 산학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의 일부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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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제3호 및 동 조 제5호))
-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학설
립·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며,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8-155호)」에서 적시

∙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산업단지 안에 대학-기업의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
하여 교육-R&D-취업이 연계된 상시적·현장밀착형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
고, 산업단지 내 기업의 인력·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연
구 등을 수행하는데 목적(교육부, 2018)
∙ 산업단지 내에 대학 시설의 설치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산학융합지구와 유사
하나 중점 운영사항에서 다소 차이를 보임
∙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중점 운영사항은 다음과 같음(교육부, 2018)
- 교원 인사체제 개편(교수 임용 등에 산업체 경력 인정, 교수 업적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
- 필수교과 운영(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산학협력 석․박사과정, 선취업․후진학제
도(재직자특별전형,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 진로, 취․창업 등 학생 및 재직자를 비학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산학융합연구실, Information Center 운영을 통한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기업의 R&D 연구

□ 산학융합지구 사업 등의 운영상 문제점
∙ 산학융합지구사업은 기업, 연구소, 대학의 공간적 통합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
력 강화 및 구조고도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지구 지정지역을 산업단지 및 그
인접지역으로 한정함에 따라 도심의 활력을 활용한 대학-기업 연계체계 마련
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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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현재 법률 상 인근 지역에 대상 산업단지가 있을 경우 추진 가능하나 인근지역
에 대한 기준이 반경 2~4km 등으로 모호(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 또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은 5년이지만, 거점조성 기간이 길어
져 산학융합 촉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적 한계 노출
- 국비지원 기준 거점조성 2년, 산학융합 촉진사업 3년 사업이지만, 거점조성은 평균
2년 9개월 소요되고 있어 기반 구축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표 4-1 | 산학융합지구의 거점 조성 소요시간
선 정
2011.06(1차)

2012.05(2차)

지 구 명

준 공

소요기간

반월‧시화

΄12.11

1년 5개월

군 산

΄13.11

2년 5개월

구 미

΄14.11

3년 5개월

대 불

΄15.09

3년 4개월

오송생명

΄15.03

2년 10개월

평균 조성기간

2년 9개월

자료 : 최재경, 2016, 31쪽

∙ 산학융합 거점 중심의 장점을 활용한 유기적인 산학협력의 미흡 등 다수의 한
계를 노출(최재경, 2016, 30~32쪽)
- 대학과 기업 간 협업 방식은 기존 LINC사업이나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방
식과 유사
- 그 외 고도화사업이나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산업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 정책사
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고, 다수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의견 수렴 기
간이 길어지는 등 사업의 효율성 강화에 대한 보완 필요

∙ 산학융합지구로 이전한 학과와 대학 캠퍼스 간 교통 불편, 교육부 대학설립인
가 상의 문제, 학내 실험‧연구장비 이전 부담 등의 문제를 노출(최재경, 2016;
서울경제신문, 2017.7.9.)
- 필요한 단위시설만을 산업단지로 이전함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식당, 체육관
시설의 부족과 도서관 및 열람실 시설 부족 등의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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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최소 2회 ~ 최대 5회 셔틀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심 외각에 위치 있거나,
과도한 소요시간, 불규칙한 버스 시간 등으로 전공 외 교양 및 기타 수업은 제한
- 이전 학과는 교원 확보율이 100%가 되어야 가능하지만 교원 충원이 어렵고, 학과
이전에 대한 학생들의 100%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 학생들을 설득하기 어려움
- 사업비 지원에 실험 ‧ 연구장비 이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가 장비를 갖고 있는
대학에게는 큰 부담. 가령 A대학은 연구장비 이전비가 약 20억원 비용이 발생하여
학과이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B대학은 연구장비 이전비가 많이 들어 대
학 발전기금을 통해 추진하면서 대학 내 반발을 삼

∙ 보다 근본적으로는 산학융합지구에 참여하는 대학 간의 커뮤니티가 단절될 뿐 아
니라 서로 다른 대학과 학과가 입주하였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학
협력 사업 프로그램 부족으로 교류‧협력 미흡(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 이러한 결과 사업 종료한 일부 학과는 다시 대학 캠퍼스로 이전 고려하기도 하
는데, 특히 재원 확보 등 사업 수행이 어려운 대학은 사업 종료 후 다시 대학으
로 돌아갈 계획을 비추기도 함(서울경제신문, 2017.7.9.)
- 정부 지원 종료(5년) 이후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융합
본부들은 별도 조직으로 사업수행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기간이 끝나는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확보 방안의 부재로 향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5)

2) 기타 중앙정부 제도 현황과 한계
□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 제도의 취지
-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
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창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조)
5) 산학융합지구 참여 대학 및 학생 축소 문제는(서울경제신문, 학생 사라진 산학융합캠퍼스, 웹 출고 2019.5.2,
최종수정, 2019.5.10.)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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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은 도시형공장을 그 산
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
②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의2)
- 다만, 도시형 공장의 설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
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정(산업기술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 제도의 한계
- 대학과 분리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별도 재단 설치 필요
-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조치가 없으며, 단지형으로 개발 시에는 산업입지법의 산업단
지 개발절차를 준용토록 규정되어, 대학 내에서 단지형으로 개발해야 할 실익 미흡
- 도시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기업의 집적에는 한계(산업기술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 (산학융합) 연구마을(중소벤처기업부, 2018, 18-19쪽)
∙ 제도의 취지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
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은 주관기관과 운영기관으로 구분
- 주관기관은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
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운영기관은 연구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 운영기관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소 포함), 전문생
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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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제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대학이나 연구소의 2개 이내 건물에 입주공간 (전용면적 26㎡ 이상으로 대학 20면 이
상, 연구기관 10면 이상)을 확보 후 연구·편의시설 등의 서비스를 중소기업에게 제공

∙ 제도의 한계
- 본질적으로 대학보유 기술의 이전 및 상용화 등을 주관심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집적에는 한계
- 정부 지원이 연구개발비에 한정되고, 2년의 운영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
마을 갱신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기업입지 시책으로서는 한계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제도의 취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
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
공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
- 대학․연구기관 내 기술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에 목적을 둔 제도로 대학‧연구소의 일정지역을 ｢신기술창업집적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장설치를 허용하고, 각종 특례제도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을
촉진(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 자격제도의 운영
- 지정요건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법)」 제1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30%를 초과
하지 아니할 것
‧ 지정 면적이 3천㎡ 이상일 것
‧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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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입주 업종과 직접 관련되는 기업으로서 창업자, 창
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벤처기업 또는 입주기업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0조)
‧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벤처기업 이외의
기업도 허용
- 지원내용 : 벤처기업특별법 제17조의 4 및 제20조에 따라 지원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50%감면
‧ 신기술창업집적지역내 산업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
나 증축하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50%감면, 재산세 3년간 50%감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 허용
‧ 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의 설치 허용
‧ 임대기간 완료 후 기부체납이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집적지역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위한 임대 허용
‧ 각종 부담금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 의무 면제

∙ 제도의 한계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건물 신‧개축 등에 대한 지원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추진이 곤란
- 지구지정시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용도변경 등 행‧재정적 지원기준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집적지 개발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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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캠퍼스형 산업생태계 구축 제도
1) 서울특별시의 「캠퍼스타운」사업 현황과 한계
□ 캠퍼스타운 사업 현황
∙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
원과 공공의 지원을 결합해 서울의 대학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
성화의 거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도시재생모델에서 출발6)(서울특별시 보도
자료, 2016.9.29.)
- 캠퍼스타운이라는 용어는 2011년 고려대 앞을 아파트와 대학기숙사가 함께하는 도
시정비사업에서 시작(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1.4.21.)되었으나 지금은 산학협
력과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모습은 2017년 고려대를 시범사업으
로 선정하면서 시작(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9.3.26.)

∙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의 우수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창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과 청년의 문화 활력이 지역에 머무르게 함으로
써 지역활성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서울시경제정책실, 2019, 43쪽)
- 전체 사업기간은 2017년 ~ 2025년이며, 대학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협업해 계획수
립부터 시행까지 주도하고 시가 지원하는 방식을 띄고 있음

∙ 동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형과 지역창조형(종합형)으로 구분되
며(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6.6.27.), 현재까지 그 기본 골격을 유지
- 프로그램형(단위 사업형)은 사업형식에 따라 하드웨어형(시설조성 및 환경개선 등
물리적 개선, 창업 프로그램 운영), 융합형(임차 및 리모델링, 창업 및 주거 등 프로
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중심형(청년창업, 지역공동체 강화) 등으로 세분

6)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서울시 캠퍼스타운의 성격은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6.9.29.)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캠퍼스타운의 주요사업은 창업육성,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일종의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만들기의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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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창조형(종합형)은 통상적인 협의의 캠퍼스타운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1(창업
육성) + 4(주거안정화‧문화 특성화‧상권활성화‧지역협력)의 핵심 목표를 적용하여
주변지역의 종합적 재생을 도모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임

∙ 서울시는 2025년 까지 캠퍼스타운 10개소 조성 및 대학-지역 융합 프로그램
50개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서울시 경제정책실, 2019, 43쪽)
표 4-2 | 서울특별시의 캠퍼스타운 사업 프로그램 추진실적 및 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캠퍼스타운

1개(고려대)

3개(누계4)

6개(누계10)

융합프로그램

13개(경희대등)

15개(누계28)

22개(누계50)

자료 : 서울시경제정책실, 2019, 43쪽

그림 4-1 | 서울특별시의 캠퍼스타운 종합형 및 단위형 사업 추진 대학

자료: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8.10.24.)

∙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을 2020년 서울시내 48개 대학(누
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150여 팀을 수용하는 창업공간을 2020년까지 500팀
이상을 상시 육성할 수 있는 규모로 확충하는 등 창업촉진과 기업육성에 주안
점을 둘 계획을 제시7)
- 특히 직원 2~3명의 소규모 창업기업 단계를 통과한 직원 10명 이상의 성장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

7)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활성화 정책(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5524) (2019.11.05. 접속)

74

∙ 이를 위하여 2019년도에는 창업에 초점을 두는 캠퍼스 타운 조성 운영 및 대
학의 문화․활력이 지역 활성화로 확산되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2개의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세부사업을 추진(서울시경제정책실, 2019, 44쪽)
- 창업에 초점을 두는 캠퍼스타운 조성․운영은 다음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
‧ 청년 창업가가 활용할 수 있는 창업 공간 지속 확대 제공을 위하여 대학별 1개소 이
상 창업 지원시설 조성으로 창업 공간 100여개를 추가 확보하고, 창업을 희망하나
경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창업팀을 위한 공유사무실 제공하여 책상, 우편함, 사
업자등록 시 주된 사무실 소재지 등록 서비스 등을 제공
‧ 서울시 창업시설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마련을 통해 대학의 자산은 물
론, 창업 관련 기관 컨설팅,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IR,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예비창업가의 자금 조달 여건 확대
‧ 관련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내실화를 통한 대학 창업생태계 고도화(SH의 도전숙, 서
울교통공사의 지하철역사공간의 창업 테스트베드화, 교육부의 캠퍼스타운대학창업지
원과 대학평가 및 창업친화적 학사제 등,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등 연계)
- 대학의 문화․활력이 지역 활성화로 확산되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은 다음의 세부사업
으로 구성
‧ 기존 13개 사업, 6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지역상생 프로그램에 15개 사업, 47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28개 사업 111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취·창업, 치매 등 지역문제를 대학-지역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주니어·
청년·소상공인) 대상 창업 및 성공기법 제공, 지역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교육 프로
그램 운영 및 예방교육 강사 양성 등 추진
‧ 청년·대학·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형 상점, 팝업 스
토어 등 최신 유형 매장의 실험적 도입, 상인 대상 마케팅·중국어 교육, 어린이 상
인체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추진

∙ 이 연구의 주제인 캠퍼스혁신파크와 관련하여 볼 때 캠퍼스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거
점공간을 대학 내부가 아닌 대학 외부에 조성한다는 점에 있음(홍미영, 2018,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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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캠퍼스타운의 거점으로 조성 가능한 공간의 범위에는 대학이 입지한 자
치구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대학교명을 딴 지하철 역사 및 대학에 인근한 전통시
장 등이 포함(홍미영, 2018, 18쪽)
- 이러한 점은 대학을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자로 이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접근
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이나, 이 연구와 같이 대학이 가진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보면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임
그림 4-2 | 서울특별시의 캠퍼스타운 거점공간 조성가능 자원

자료 : 홍미영, 2018, 18쪽

□ 캠퍼스타운 사업의 한계
∙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주요한 동력으로 대학을 활용하고자 한다
는 점에서 보면 서울시의 캠퍼스타운은 분명한 특징과 장점을 지님
∙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기업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한계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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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서울시와 같이 다양한 자원이 집적하고, 상대적으로 넓은 시장이 형성된 공간
에서는 대학이 내부적으로 보유한 물리적 자원의 효용이 높지 않을 수 있으나 물리
적 기반이 약한 그 외 지역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즉,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과 지역을 연계하는 종합적 사업을 추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창업기반이나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확보가 용이
한 서울특별시라는 도시환경 하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접목 곤란
∙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Post-BI단계의 기업이나 창업보육 단계를 거친 성장
단계의 기업을 위한 입지의 계획적 공급에는 한계
- 서울시내 산업용지 지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조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접근이 어려우며, 지식산업센터 등
민간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

2) 부산광역시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8)
□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현황
∙ 부산광역시의 대학산학연연구단지는 대학이 부산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의
중심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유휴 공간에 산․학․연․관 연구단지를 조성
하고, 대학을 부산의 미래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한 지역 인재
육성과 고용촉진을 통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배경에서 출발
∙ 사업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대학의 연구개발 잠재력과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첨단연구 및 혁신을 촉진
-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통해 新제품, 서비스, 기업가적 벤처 등 新시장과 新산업을 창출
- 지역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거점 지구로써 대학의 역할을 강화

8) 부산시 대학산학연 연구단지에 관한 내용은 부산산업과학혁신원(https://www.bistep.re.kr/) 및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2017)의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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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은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며, 사업기간은 2015년 ~ 2020년이며 사업
선정후 4년간 지원 후 독자생존 모델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 이 사업은 부산시 소재 대학이나 대학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그 구
체적인 지원대상 대학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부산지역 내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고등교육
법」제24조에 의거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 포함)
- 융복합‧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대학 (총 사업기간 4년 내 4,000㎡
이상 확보가 가능한 대학)
- 융복합 혁신 공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대학 자체적으로 가능하며, 사
업종료 후 자립화 및 대학 자체지원 등으로 지속적 사업 운영이 가능한 대학
- 대학(원)생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창업관련 종합 서비스 프
로그램 제공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대학

∙ 지원 대상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2015년 부경대학교를 시작으로 2016년도
에는 동아대와 부산대컨소시엄이 선정
- 부산대 컨소시엄은 4개 대학 병원(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인제대)으로 구성
- 대학별 특화분야는 부경대(해양플랜트 특화분야), 동아대(의생명과학 특화분야),
부산대(의생명과학 특화분야)임

주요 사업내용은 혁신공간 조성, 기업 성장·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인재양
성 등이며, 이와 관련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담조직 구성 : 성공적 사업수행 및 성과창출에 적합한 권한, 책임, 인력, 예산,
독립성 등이 확보된 전담조직 구성(정규직 확보계획, 신규인력 채용 계획, 세부사
업별 책임자 배정 등 포함)
- 특화분야 산학연연구단지 조성 : 특화분야 클러스터 거점대학 역할과 대학 내 집적
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융복합-혁신 공간 조성
- 기업 성장 및 창업 지원 : 특화분야 교수·학생·기업을 연계한 산학융합 R&D 및 기
업 애로기술 해결지원, 대학 보유 인프라를 연계한 기업지원 체계 구축 및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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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특화분야 입주기업 인턴십 및 산학융합 R&D 연계 채용, 채용
장려금(대학 석·박사급 인력의 입주기업 취업 지원) 등
- 우수 연구인력 양성 : 특화분야별 대학(원)생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등
표 4-3 |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구분

기본
인프라
구축

세부내용

기 능

전담조직
융복합-혁신공간
대학 연구소 및 연구장비
대학 창업ㆍ보육센터
기술이전 조직
기숙사 및 주거시설
대학보유 특허 및 지재권

연구단지조성 지원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기업 및 연구소 유치공간, 연구기관 등 협업공간
학생, 기업 등이 활용가능 한 연구시설(장비) 등
창업지원 기반시스템
기술 사업화 지원 시스템
초기 창업, 1인 창업자 등 생활여건 지원
벤처기업 지원 기능
특화기술 개발, 기업 문제해결 기술 또는
기업 창업지원 기술 개발 등
시제품 생산 지원, 사업화 단계 지원 등
자금, 인력, 법률적 처리절차 등 전문
서비스 상담 및 제공, 교류․협력 구성
기업가 정신 교육, 학생 인턴쉽, 현장실습
지원 교육 등
연구자, 기업가 등 기본생활 정주여건
조성 및 제공

R&D 개발 및 지원
시험생산
전문
서비스지원
기능

멘토링ㆍ컨설팅ㆍ네트워크
현장 맞춤형 교육
주거 및 생활지원

자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9쪽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추진을 통해 산학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기업입
지 공간의 확보, 기업입지 및 고용창출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기록
표 4-4 | 부산시 대학산학연연구단지 조성사업 성과
구분
융복합 혁신공간 조성(m2)
기업 및 기관 유치(수)
입주기업 고용 창출(명)
연구개발(R&D) 과제 수(건)
국내·외 논문(건)
기술이전 수(건)
특허출원 수(건)
상품화 수(건)
기업지원(컨설팅, 지도 등)수(건)

부경대

동아대

부산대 컨소시엄

4,223
47
137
72
86
37
60
29
214

4,438
32
89
35
40
36
13
44

3,023
17
129
45
24
7
61
7
68

자료: 부산산업과학혁신원(https://www.bistep.re.kr/web/scontent/view.do?mId=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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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추진은 부산광역시 주관 하에 전문기관으로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과
학기술기획평가원이 참여하여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수행 평가 및 성과분
석 등을 담당하며, 각 사업 추진기관(대학)은 독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연구단
지 조성사업 추진 및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그림 4-3 | 부산광역시 대학산학연 연구단지 사업 추진체계

자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9쪽

□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사업의 한계
∙ 서울시의 캠퍼스타운과 같이 이 사업 또한 적정수준의 창업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타 지역 접목에는 한계
∙ 대학이 지닌 잠재력, 특히 대학캠퍼스가 지닌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특정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창업과 포괄적 의미의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 지정요건으로 4년내 4,000㎡ 이상의 공간 확보가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나 사업의 예산규모나 입주기업 규모 등을 볼 때 기업입지공간은 창업
보육센터의 성격이 강하여 Post-BI로서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
- 입주공간은 부지측면보다 건축물 내 공간확보를 중심으로 운영
- 입주기업의 규모도 종사자 3인 미만의 소규모 창업단계기업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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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제도의 한계와 과제
∙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혁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대학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단순한 산학협력을 넘어 공
간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로 발전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나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에 대학의 시설을 입주하
도록 하여 대학이 직접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며, 비록 규모면에
서는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가까우나 부산시의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사업 또한 이
와 유사한 접근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 나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이
가진 장점이나 대학의 역할에 대한 간과
∙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젊은 인재와의 접근성 및 연구개발에 있다고 볼 때 대
학시설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도 일정 효과 기대
∙ 그러나 대학의 본연적 장점, 특히 대학의 연구개발이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의
연구개발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학제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이 가진 장점의 다수는 캠퍼스 내에 입지함으로
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리된 대학시설 만으로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는데 한계
- 특히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경우 산업입지 여건이 취약하여 대학이 가진 각종 편의
시설이나 회의실, 도서관 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

∙ 다만, 서울 등 일부 대도시의 경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도시 내에서 확
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고려대 주변의 유흥가를 청년창업의 요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활
용하여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고자하는 고려대와 서울시의 '청년특별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김형주 등, 2016,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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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모델이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지
역에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
∙ 역설적이지만 김형주 등(2016)이 지식트라이앵글 관점에서 한국 대학과 지역
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전과 KAIST, 경기도 판교와 성균관
대학교, 울산시와 UNIST, 서울 동북지역과 고려대학교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것은 그러한 모델이 가지는 공간적 한계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신기술창업촉진지역 등과 같이 기존 대학캠퍼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은 입지 가능한 기업을 연구소기업 등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대학공간을 활용
하여, 대학을 지역혁신생태계의 주요 거점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
- 이는 대학이 지닌 교육기능과 학술적 연구기능을 강조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앞장
에서 살펴본 해외의 사례나 이론적 맥락에서 볼 때 보다 개방된 관점에서 대학공간
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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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캠퍼스혁신파크 제도의 도입과 선도사업 추진

1. 캠퍼스혁신파크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1)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에 있어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이론적 동향이나 해외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을 지역발전의 적극적
주체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
∙ 대학이 지닌 인적‧물적 역량과 대학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대학 스스로의 노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통해
이미 가시화
∙ 현실적으로는 대학과 지역이 당면한 현실적 한계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캠
퍼스 혁신파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대학의 관점에서 본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의 위기, 대학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처 필요
- 서구의 경우도 캠브리지과학단지나 스탠포드 연구단지 등은 대학의 재정위기에서
부터 그 개발의 필요성이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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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 학령 인구와 대학 입학 정원 (천인)

자료: 교육부, 2018, 대학입학정원 추이, 미간행 내부자료

∙ 당면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대학이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해 BI,
Post-BI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에 의한 일관성 있는 추진 곤란
□ 기업의 관점에서 본 필요성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절대 다수는 졸업 후에도 공간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
- 창업보육센터 졸업 후 독자적 사옥을 건립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
그림 5- 2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졸업 후 희망 지원 사항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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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희망하는 입지시설로는 테크노파크나 지식산업센터 등 집단입지시설
이 다수이며,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
-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에게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입지시
설은 산업단지가 대부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식산업센터 등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 특
히 광역시외의 도 지역에서는 그 공급규모가 미미
- 그림 5-3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차지하는 창업보육센
터와 산업단지의 공급 비중이 높은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은 극히 미미
그림 5-3 | 지역별 기업입지시설의 전국 대비 비중 비교

자료: 창업보육네트워크(창업보육센터 현황, 2019. 11월), 한국산업단지공단(지식산업센터 현황(2019년 9월),
산업입지정보시스템(산업용지분양대상면적, 2019년 10월말) 자료를 취합하여 저자 작성

∙ 서울시 등 소수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이 산업단
지에 입주할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 기업입지의 ‘죽음이 계곡’ 통
과가 불가피
- 이러한 결과 다수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에 뿌리내린 혁신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
의 상실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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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 기업입지의 Death Valley

자료: 저자 작성

∙ 대학, 특히 거점대학의 캠퍼스는 창업기업 등이 입지하기에 적정한 여건을 구
비한 대표적 공간이자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
- 지방에서 창업이후 Post-BI 단계의 기업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편의
시설, 회의시설 등 다양한 수요를 외부에 의존하여야 하나 지방도시에서 이러한 여
건을 구비한 것은 도심지역에 불과하며, 도시 내에 입지한 대학은 이러한 시설을 쉽
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장소

□ 지자체의 관점에서 본 필요성
∙ 수도권 소재 대규모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한계
-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수도권이나 외국에 소재한 대기업 또는 대
량생산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의 산업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토
지가격의 인하 등 다양한 비용절감 대책을 도입
- 분공장 중심의 경제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충격을 지역경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전이시킴으로서 외부충격에 대한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노출

∙ 한편 지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역이 유치를 희망하는 시설은 점차 고차시
설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을 기존 전략을 통해 유치하는 것은 어려움
- 특히 첨단기술산업이나 고차서비스업 입지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이러한 시설 유치가 극히 어려워지고 있음

88

∙ 심지어는 기존 생산시설의 지방이전 또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표 5-1)
- 수도권에서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이전 보조금 수혜기업은 지난 5년 7개월간 96개
소에 불과하며, 그 중 51개소는 충청권으로 이전 (최근 수년간의 연간 적용 기업은
10여개 수준)

∙ 이러한 결과 역외 기업의 지역 내 유치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에 뿌
리내린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
표 5-1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이전 보조금 수혜기업 현황

충
청
권

그
외
지
역

구분
합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계
부산
대구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합계
96
7
11
11
22
51
3
3
11
4
9
9
2
4
45

2013년
36
2
3
4
8
17
1
2
4
2
4
2
2
2
19

2014년
16
3
1
4
8
1

2015년
17
3
2
3
3
11

2
1
1
2

1
2

1
8

1
6

2016년
11
2
3
2
1
8

2
1
2

3

2017년
8

2018.7월
8

1
3
4
1

3
3

1

1
2

1
1

2

4

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지방이전 보조금 지급 현황, 미간행 내부자료

2) 기업입지 공간으로서 대학 캠퍼스의 활용 가능성
□ 캠퍼스 부지의 활용 가능성
∙ 우리나라의 대학은 공간적으로 연속된 단일의 부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어 대학의 교육기능과 연
구기능에 대한 침해 없이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
- 우리나라 국립대학 건축면적은 전북대가 14.4만㎡, 경북대 12.8만㎡, 충남대 12.7만㎡
수준이나 건폐율 10% 수준의 저밀도 이용으로 넓은 부지 소요 (김천일 외, 2016,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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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학의 교지 · 교사 확보율(2018년 입학정원 기준)을 보면 교지 216.4%, 교사
145.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김천일 외, 2016, 5~6쪽)
그림 5-5 | 주요 국립대의 캠퍼스 내 건축면적 현황 (단위: ㎡)

자료: 김천일 외, 2016, 6쪽

∙ 김천일 등(2016)이 국립대학(4년제) 대학 중 30개 대학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들 대학의 교사나 교지의 확보에서 뿐만 아니라 13개 대학(43%)이
도심접근성과 외부공간의 Open space 확보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5-2 | 국립대학교(4년제)의 입지여건에 따른 유형 구분 및 유형별 특성 비교
유형

대학 수

대학 명

대규모
혼합
입지형

13개 대학
(43%)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
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부경대, 부산대,
안동대, 전북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도심지로부터 원거리와 근거리가 혼합되어 입지하고 있지
만, 간선도로로부터 정문까지 짧은 거리로 인해 접근성
양호
교지면적과 건축면적이 큰 대형 캠퍼스이나 건폐율 및 용
적율은 비교적 낮아 외부공간의 Open space 확보 양호

중규모
외연
입지형

6개 대학
(20%)

금오기술대, 목포대, 제
주대, 전주대, 한밭대,
경인교대

도심지로부터 거리 및 도로에서 정문까지의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짐
교지면적 및 건축면적은 중규모의 캠퍼스이나 건폐율과
용적율이 낮아 Open space의 확보 양호

소규모
도심
입지형

11개 대학
(37%)

서울기술대, 순천대, 한
경대, 광주교대, 대구교
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 춘
천교대, 진주교대

도심지로부터 거리 및 도로에서 정문까지의 거리가 짧아
접근성 양호
교지면적이 작고 건축면적이 작은 소규모 캠퍼스로서 건폐
율 및 용적율이 높아 외부 공간 Open space의 확보 미미

출처: 김천일 외, 2016, 7쪽 및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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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특성

∙ 한편 이 연구에서 전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알리미에 수록한 공시자료를 분
석한 결과 개개 대학별로 볼 때도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교지 및 교사 확보율
이 100%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는 다수 대학이 교지확보율은 200% 이상을 기록하여 교지확보율뿐만 아니
라 교사확보율에서도 여유를 보이는데 이는 대학시설이 도시와 혼재된 유럽의 도시
형 대학보다 캠퍼스형 대학이 많은 결과
그림 5-6 | 대학의 교지확보율 및 교사확보율 현황(2019년 고시 기준)

자료: 대학일리미 공시자료(2019년도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캠퍼스 부지 활용에 대한 대학의 인식 변화
∙ 최근에는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벗어나 대학캠퍼스의 입지적 장점을 살린
기업육성 필요성에 대한 대학 구성원간의 공감대도 확산되는 경향
-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전환과 대학기반의 기업가형 생태계 구축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캠퍼스나 그 인근을 활용한 산
학협력 집적단지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한국공학학림원, 2017,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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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학학림원(2017)은 대학캠퍼스나 그 인근지역을 활용하여
공과대학을 산학클러스터 및 창업전진기지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
“기업가형 대학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대학기반의 기업가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중략) ∼ 대학 기반 기업가형 생태계란 대학 캠퍼스 안이나 대학 캠퍼스 인접 지역에 기업들이
입주하여 산학협력 집적단지를 이루고, 이 집적단지 내에서 사람과 정보 그리고 지식과 자본이
교류하는 시스템 을 말한다. ∼(중략)∼ 공과대학 캠퍼스 안이나 혹은 인접지역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공과대학이 창출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공과대학은
자연스럽게 산학 클러스터가 되고 창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대학기반의 기업가형
생태계가 구축되면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변신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한국공학한림원, 2017, 130쪽)

∙ 또 2017년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주최한 한 세미나9)에서도 거점국립대
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기업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
- 지역발전과 거점국립대학의 역할 강화 (김헌영, 2017)
‧ 지역고유의 발전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창출의
동력으로서 대학의 기능 재정립
‧ 대학의 전통적 가치(교육의 연구)와 더불어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서 의 역할(이노베이션 허브) 강화
‧ 지역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
인 가치창출 및 지역 사회로의 환원
‧ 산학연계형 연구, 인력양성 등 역량강화 중심의 성과 확산 체계 정립
‧ 대학-지자체 협업을 통한 캠퍼스산학협력지구, 상학단지, 캠퍼스타운 조성
‧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기능 확대 등 국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특성화 강화 (오덕성, 2017)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거점 국립대의 특성화가 필요
‧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역의 융합산업 육성, 창업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서는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와 산학협력 중계기지 마련이 필요

9)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 201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의 역
할과 발전방향 세미나(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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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캠퍼스혁신파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1) 관련 제도 개편 배경과 기본방향
□ 기존 제도를 활용한 캠퍼스혁신파크 개발의 한계
∙ 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를 기업입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하나 우
리나라의 기존제도 하에서는 많은 어려움
- 그러나 앞서 기존 제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는 대학캠퍼스를 기
업용도로 개발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기업입주를 허용할 경우에
도 연구시설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
-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나 부경대학교 등의 사례
에서 나타나듯이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이 기업입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건물 단위의 접근이 불가피하여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한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에는 한계

∙ 기존 법규에 의하면 대학이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주체가 되는 것도 제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학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대상에서 제외

□ 캠퍼스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제도개편 방향
∙ 캠퍼스혁신파크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대학부지를 산업단지로 지정·개
발할 수 있고, 대학이 그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이를 위하여 정부(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10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학이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산업단지 개발의 사업시행
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시행 2020년 3월 11일)
∙ 법률 개정은 대학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대학의 사업시행자 참여,
대학부지 이용의 규제완화를 위한 것으로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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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음10)
- 대학이 대학캠퍼스 내의 산업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학을 설립ㆍ경영하
는 학교법인,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추가
- 대학캠퍼스 내 산업단지 조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대상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를 추가
-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건물 등의 축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등이 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 등을 사용 또는 대부하
여 건물 등을 축조할 수 있도록 개발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

2) 캠퍼스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제도 개편 주요 내용
∙ 캠퍼스혁신파크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정부는 대학캠퍼스 내에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
- 캠퍼스혁신파크를 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는 것은 이 경우에만 계획에 의한 토지의 용
도변경 등이 비교적 자유롭고, 국가지원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대학 등을 포함함으로서 대학 주도의 캠
퍼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
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
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10)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243&efYd=20200311&ancYnChk=0#00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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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도를 신
설하여 캠퍼스혁신파크 개발을 지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46조의8)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이나 그 밖의 영
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 위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 교지가 아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
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
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
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사용 또
는 대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
는 경우 그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
위 내로 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
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
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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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경과
1) 캠퍼스혁신파크의 비전과 기본방향11)
□ 사업의 목적
∙ 캠퍼스혁신파크 관련 제도 개편과 더불어 대학 공간을 명실상부한 혁신성장
산업생태계로 조성한다는 비전하에 추진
∙ 캠퍼스혁신파크의 사업 목적은 대학의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의 충분한 공간 확보와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캠퍼스 혁신파크｣)하고, 관계 부처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음
□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대학캠퍼스를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경영까지 가능한 혁신생태계로 구축한
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건물 중심의 점(點)단위 개발로 추진
된 대학 주도의 산학협력사업을 종합계획 하에 각각의 시설물이 서로 연계된
단지형의 면(面)단위 개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그림 5-7 |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현재(As is)

향후 방향(To be)
창업부터 본격 기업경영까지 全산업 프로세스
지원

목표

창업보육 및 연구 지원

⇨

추진
방식

건물중심 點단위 개발
(단편적인 개별사업 중심)

⇨

단지형 面단위 개발
(종합계획하에 사업간 유기적 연결)

토지활용

저밀도 산학협력 공간
(용적률, 건폐율 유지)

⇨

고밀도 산학협력 생태계 (용적률, 건폐율 상향)

기타

복지·편의·주거시설 부족

⇨

복지·편의·주거시설 확충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a

11) 선도사업 추진배경과 목적은 관계부처 합동(2019a)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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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하여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도입하며, 청년의 일터, 삶터, 배움터
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그림 5-8 |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추진 방안
대학 부지에 도시첨단산단 조성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후 2020년 이후 본격 확산 추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지원

창업부터 성장까지 패키지 지원

◾임대형 기업 성장 · 활동 공간 공급
◾대학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지원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플랫폼화

청년의 일터, 삶터, 배움터로
구축

◾문화 · 복지 · 휴식이 함께하는 일터 조성
◾주거 지원으로 업무에 몰두 가능한 환경 조성
◾대학 보유 인프라 공동 활용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a

2)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원칙과 평가 기준12)
□ 선도사업 선정의 목적과 기본방향
∙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정부는 캠퍼스혁신파크의 실현가
능성 및 향후 추진체계 정비를 위하여 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선도사업 추진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성공모델 발굴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인지도 제고
- 캠퍼스 혁신파크 제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 선도사업은 제도의 중장기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목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 지구(대학)
선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
12) 선도사업 선정원칙과 평가기준은 2019년 6월 17일 대학교 및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관계부처 설명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관계부처 합동 2019a 및 2019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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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사업으로서의 상징성 및 위상 확보 가능성
-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의 조기 활성화 가능성
-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간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 제고 가능성

□ 선도사업 대상지의 자격요건
∙ 신청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과 산업대학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외 고등교육기관은 사업의 본격 추진단계에서 포함여부를 검토
- 과학기술부 산하의 과학기술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과 과학기술원 간 여건의 차이 등을 반영한 결과

∙ 신청조건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 캠퍼스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신청 교지면적을 제외하고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
5조에서 정한 기준 교지면적을 충족하되, 최소 1만㎡ 이상 부지를 신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시 내에 있는 캠퍼스
부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되, 서울시 내에 캠퍼스를 가진 대학이 서울시 외에 또
다른 캠퍼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외에 있는 캠퍼스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관련 인·허가 및 단지 조성 등을
공동으로 수행 가능한 대학

□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및 평가 기준
∙ 평가의 기본 방향
- 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는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검토,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광역지자별 1개소 이내 선정)
- 선도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간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평가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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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평가 방법
- (서면검토) 대학이 작성한 제안서 및 기초 데이터 검토, 대학 발표 등을 통해 선도
사업 선정개소의 3배수 이내에서 후보지(현장실사 대상지) 선정
- 각 세부평가지표를 평가는 5점 척도(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각 평가위원이 정성적으로 평가)
-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실사 계획에 따라 후보지별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서면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
- (종합평가) 서면검토,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평가 위원들의 종합 토론을 통해 후보
지별 최종 선정

∙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는 크게 4가지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관련 전
문가 설문 등을 통해 각 항목별 세부 지표와 지표별 점수를 부여
- 평가범주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 타당성, 대학의 사업추진역량과 의지,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 기타 등으로 구성
표 5-3 |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
대구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대학의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

기타

선도사업의 조기
활성화 가능성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

세부지표
개발계획의 합리성 (사업목표와 비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과의 연계가능성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및 도시서비스 확보 가능성
기존 캠퍼스와의 조화 및 학습여건 보호 가능성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과의 부합성
대학(캠퍼스 단위) 산학협력 및 기업육성 관련 역량과 기존 실적
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추진체계
대학의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방안
기업유치 가능성 및 기업입지 수요
창업·기업지원기관의 유치 및 운용 성과
창업·기업지원기관의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 계획 및 유치 가능성
혁신파크 입주기업‧기관과 인근지역 산업생태계와의 네트워크 가능성
대학 내 주체간의 합의
부지의 조기 확보 가능성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기여방안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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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도사업 선정결과
∙ 선도사업 공모에는 전국의 33개 대학이 신청하였으나, 정부의 재정지원대상
에서 배제된 1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중 9
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후 3개 대학 선정(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
업부 보도자료, 2019.8.29.)
-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국립 강원대학교(춘천), 한남대학교(대전), 한양대학
교 에리카 캠퍼스로 국립대학 1개소, 사립대학 2개소임

그림 5-9 |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의 개발 구상과 주요 계획내용
선도사업 구상안

강
원
대
학
교

주요 내용
ㅇ 부지 66,500㎡ / 건물 연면적 50,950㎡
- (1단계) 건물 연면적 19,500㎡
ㅇ 추진계획
-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 신산업 등 기업·지원
기관 공간, R&BD센터 조성(1단계: ∼2022)
·기업입주공간 : 115∼160실, 13,650㎡
- 사회혁신센터, 문화혁신센터, 생활혁신 센터
조성(2단계, ‘23∼’26)

ㅇ 부지 21,000㎡, 건물 연면적 23,820㎡
- 부지는 1단계 기준, 건물은 산학협력 HUB동
기준
한
ㅇ 추진 계획
남
- 기계·금속, 바이오·화학, 지식서비스, ICT
대
중심기업·지원기관 유치(1단계, ∼2022)
학
·기업입주공간 : 183실, 6,985㎡
교
- 기업유치 및 설계/엔지니어링 지원 확대(2단계,
∼2025)
ㅇ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기능적·입지적 연계 개발
ㅇ 부지 186,848㎡ / 건물 연면적 984,826㎡
한
- (1단계) 부지 79,219㎡ / 건물 연면적
456,446㎡
양
ㅇ 추진 계획
대
- IT연계 창업기업, 첨단부품소재·스마트제조혁신
에
기업 공간조성·유치(1단계, ∼2022)
리
- 주거·문화·복지시설 조성(2단계, ∼‘25)
카
- BT·CT창업, BIO·의료기업 유치(3단계,
∼2030)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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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의 개선과제
∙ 선도사업은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통해 캠퍼스혁신파크의 위상을 확립함과 더
불어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
함으로서 캠퍼스혁신파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함

1) 선도사업 선정 추진과정에서의 개선과제
□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대학의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
∙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1차적 과제는 캠퍼스혁신파크에 대한 대학의
이해도 제고 및 정책취지에 대한 홍보 강화로 확인됨
- 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취지에 대한 설명(관계부처 합동 2019a 및 2019b)이 있었
으나 사업모델에 대한 대학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대학이 그 보유 역량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 중심의 기존 사업 관행 지속 등의 문제점 노출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대학의 이해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부의 정책발표 또한
다수의 불명확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사전에 정부의 재정지원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고, 관계 부처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각 대학이 계획수립
에서 어려움을 경험

∙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기업입지 공간 제공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공감대 확대
- 캠퍼스 혁신파크는 역할이 서로 다른 정부 3개 부처 간 협업사업이라는 점, 대학 부
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일부나마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학의 교육기능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
었던 것도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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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신문(2019년 5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산업단지화가 자칫 대학교육의 본질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취업이나 산업에 맞추면 대학교육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도 포함(관계부처 합동, 2019b)되었듯이 대학내
구성원간의 합의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선정에서뿐만 아니라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
속가능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
- 따라서 정부는 대학 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구체화된 방향과 사업 추진방안
을 제시할 필요

□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 주체의 역할분담 구체화
∙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방안의 구체화
- 캠퍼스 혁신파크는 3개 부처의 협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교육부와 중기부의 역할
은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및 건축사업 완료 후 가능한 구조
- 교육부와 중기부의 역할이 미확정됨에 따라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대학이 도입할
수 있는 기능 설정 등이 어려우며, 이는 곧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저하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구체화
- 선도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국고 지원에 대한 대응자금의
지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의 지원 등에 국한
- 캠퍼스 혁신파크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지역에 기반을 둔 혁신형 기업의 육성에
있다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각종 기업지원시설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캠퍼
스 혁신파크 적용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

□ 선도사업 평가기준과 향후 평가기준의 차별화
∙ 선도사업의 경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조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시 하였으나 향후의 사업선정은 기대효과 등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 위의 표 5-3에서 나타나듯이 선도사업의 선정 기준에는 대학 내 주체간의 합의와
부지의 조기 확보 가능성이 중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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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확보 가능성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에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나, 캠
퍼스 혁신파크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지 활용에 필요한 1∼2년의
기간이 과연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20년부터 추진할 본 사업에서는 기존의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기업의 입지수요와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추진의 지역발전 효과 등을 강조할 필요

∙ 개개 평가지표에 대한 대학의 이해도 제고
-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개개 평가지표가 각기 고유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 일부 대학에서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함으로서 실제 대학이 보유한 역량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
· 가령, 선도사업에서는 교육공간으로서 대학의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권
보장을 주요 평가지표의 하나로 포함
· 일부 대학은 이를 강조한 결과 대학 캠퍼스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성
장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대학의 주요 시설과 물리적으로 이격된 사업지
구를 대상지로 제안
- 이러한 문제를 평가 기준에 대한 대학의 이해부족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캠퍼스
혁신파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역량
있는 대학이 사업선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
- 따라서 정부는 개개 평가기준의 취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대학에게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기타 :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선
- 각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방식으로 공모를 추진함에 따라 공모기준에 위배되지 않
는 한 중요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가 불가피
- 즉, 표 5-3의 평가지표를 5점 척도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표만을 최
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뿐 해당 사업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
- 평가 수행시 5점 척도의 평가와 더불어 캠퍼스 혁신파크로의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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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캠퍼스혁신파크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
□ 다양한 대학유형을 포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의 발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전문대학, 그 외의 대학(과학기술원 등)은 설립목
적이 상이하며,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성격 또한 상이
- 그러나 신학대학이나 예술대학, 보건대학 등 일견 창업 및 기업육성과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대학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
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창업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기록(표 5-4)
- 특히 한국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학생에 의한 교내 창업기업이 7개소(2019년 공시자료
기준)에 달하여 다른 대학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

표 5-4 | 대학 유형별 학생창업 지원 실적
학교종류

학교

창업기업수

자금지원 (원)
학생
학생창업 전용
창업자수 공간지원(㎡) 교비지원액 정부지원액

소계

교내

교외

전문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교

14

0

14

14

135

0.3

133

전문대학 계원예술대학교

13

0

13

16

345

24

231

대학교

가톨릭대학교

12

1

11

13

722

-

635

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8

7

1

8

75

30

37

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7

0

7

7

0

0

300

6

0

6

6

126

0

225

전문대학 대구보건대학교

자료: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대학별 공시자료(2019년 기준)

∙ 또한 대학의 성격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서 육성하는 기업 또한 다양
- 가령 전북에 소재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농수산업 생산 분야
(기능성 농수산물 생산,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등), 농수산물 유통 분야(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등), 농수산업 관련 분야(6차 산업, 가공, 생산 기계, 자재, 시설 등)을
중심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13), 동 분야 12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음(표 5-5)

13) 한국농수산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af.ac.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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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현황
기업명
(유)마이코팜
(유)보비텍
(주)담의
(주)씨앤제이인터내셔널
(주)인지시스템
(주)한국바이오차
HY더치콩
멀티플세이프티포레스트
영농조합법인 감농
이삭영농조합법인
풍미식품
학생창업공간

업종
1차산업
바이오/환경산업
1차산업
생활용품제조업
바이오/환경산업
바이오/환경산업
생활용품제조업
1차산업
1차산업
1차산업
1차산업
생활용품제조업

주생산품
버섯을 활용한 건강보조식품
한우 수정란 계량 사업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함유 쿠키 개발 및 제조
화장품 개발
농업용 ICT 설비
바이오차 생산
커피 더치 기구
ICT 기반의 조경수 Container Bank
표고버섯 톱밥폐배지 자원화 기술개발
농산가공, 식품제조 및 공동유통시스템개발
식품(김치류, 쌀가공제품) 개발 및 제조
화장품 (팩 관련 제품)

자료: 창업보육네트워크(https://www.bi.go.kr/), 창업보육센터 현황(2019. 6월 기준)

∙ 캠퍼스 혁신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여러 유형의 대학
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참여
하는 것이 가능해짐
- 그러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은 대학의 규모와 성격
등이 다르고, 이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대학 성격에 따라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
델의 출현을 저해할 우려
- 특히 전문대학과 같이 현장형 기술 관련 역량을 보유하였으나 산학협력 등은 4년제 대
학보다 취약한 대학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 등을 발굴할 필요

□ 대학이 입지한 지역과 부지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방안 마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대학의 참여확대 방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대학이 캠퍼스 혁신파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 물량을 확보한 후, 이를 대학에 배분하여야만 가능
-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여유 물량을 확
보하고 있기도 어렵지만 이를 대학에 우선 배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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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보임
-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캠퍼스
혁신파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대학이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캠퍼스혁신파크를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인구유발시설로
간주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규제되는 지역에 입지한 대학의 캠퍼스 혁
신파크 참여 가능성 검토 필요
- 수도권 규제 외에도 다수 대학은 개발제한구역 등에 입지하고 있어 그 역량이나 입
지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가 제약
- 한국대학신문(2019. 8. 19.)의 기사에 의하면 가천대·가톨릭대·농협대학·대전대·
부산대·삼육대·서울여대·안양대·영산대·호남대·한국항공대 등 40여 곳에 달하는
대학이 그린벨트에 입지
- 2020년부터 시작될 캠퍼스 혁신파크 본 사업에서는 그린벨트 등 개발에 대한 규제
가 해소되지 않을 지역을 사업 선정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

∙ 연구개발특구나 산업단지 내 입지한 대학의 캠퍼스혁신파크 참여방안 검토
- 과학기술원 등 우리나라 대학 중 다수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산
업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음
- 이들 대학이 캠퍼스 혁신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나 산업단지 개발
계획변경 등의 절차 수반이 불가피
- 가령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충남대 등 대학들은 캠퍼스 내 기업 생산공간 입주가
불가능하나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경우 그 취지상 생산공간 마련이 필요할 수 있
어, 연구개발특구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국대학신문, 2019.8.19.)
- 2020년부터 시작될 캠퍼스 혁신파크 본 사업에서는 그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투지이
용이 다른 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대학의 처리 방법에 대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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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방식의 다양화
∙ 부지확보 기준 등의 유연화
- 지역혁신생태계를 이끌고 나갈 역량은 충분하나 단일의 부지로 1만㎡ 이상 확보가
곤란한 대학이 존재
- 소규모 필지를 연계하여 개발하는 네트워크형 개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
한 기업입지공간 제공 사업 등에 대해서도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에서 검토 필요
- 이와 더불어 대학캠퍼스가 기업 집적지역과 접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입지여건
에 따라서는 대학 캠퍼스와 대학 주변지역(가령 대학가)을 연계한 개발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사업 추진주체의 다양화
-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관계부처 합동, 2019a)
- 대학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토지주
택공사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
- 대학의 기업입지 개발이 창업보육센터 등 건물 단위 개발이 대부분이고 면(面) 단위 개
발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관계부처 합동, 2019a)함과 더불어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효율화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참여 취지를 대학에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더불
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산업단지 조성 경험이 풍부한 다른 기관(가령 지방자치
단체 산하의 도시개발공사 등)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서 대학의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엑셀러
레이터 등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서 대학이 그 당면한 여
건에 따라 다양한 사업추진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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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캠퍼스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제도 개선방안
1) 캠퍼스혁신파크의 개념과 비전
□ 캠퍼스 혁신파크의 개념 : 대학이 사업을 주도 + 대학이 보유한 교지 일부를 활용
∙ 정부는 2019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학이 산업단지
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음
- 이는 대학이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단순히 대학이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대학이 그 캠퍼스를 활용
하여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대학이 ② 창업 및 기업성장을 지원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③ 대학 캠퍼스의 일부를 창업 및 혁신기업의 입지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
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 캠퍼스 혁신파크의 비전 : 대학 캠퍼스를 지역혁신 산업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
∙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이 지역혁신생태계의 형성과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나아가 국가적 혁신성장에 기여하는데 목적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캠퍼스 혁신파크는 창업생태계 중심의 대학공
간을 창업생태계와 혁신생태계가 복합된 공간(창업생태계 + 혁신생태계)으로
육성하는데 주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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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이 창업보육이라는 기존의 역할과 더불어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수단

2)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기준
□ 지정 대상 대학
∙ 대학알리미의 2019년도 공시대상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고등교육기
관은 417개소
- 대학유형별로 보면 대학 224개소, 전문대학 148개소, 대학원 대학 45개소
표 6-1 |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현황
대학구분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총합계

학교구분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대학교

191

34

1

156

소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2
10
1

0
10
1

0
0
0

2
0
0

사이버대학(대학)
기술대학
각종대학(대학)

17
1
2

0
0
1

0
0
0

17
1
1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137
2
9

2
0
0

7
0
0

128
2
9

148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1
38
6

1
1
0

0
0
0

0
37
6

45

417

50

8

359

417

224

자료: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대학별 공시자료(2019년 기준)

∙ 그중 서울에 소재하여 캠퍼스 혁신파크를 지정할 수 없는 대학 83개소를 제외
한 334개소가 캠퍼스 혁신파크의 지정을 검토할 수 있는 최대 범위
- 서울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 중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이 어려운 사이버대학 및 사
이버 전문대학은 9개소 (총 19개소 중 10개소는 서울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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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 설립 근거법률 별 고등교육기관 현황 및 지역 분포
구분

고등
교육법

설립근거법

전국

서울

그 외 지역

고등교육법(제2조) 소계
각종학교(대학)

학교 구분

357
2

61
1

296
1

교육대학
기술대학
대학교

10
1
186

1
1
38

9
148

고등교육법 방송통신대학
(제2조)
사이버대학(대학)
사이버대학(전문)

1
17
2

1
10

7
2

산업대학
전문대학(2년제)
전문대학(3년제)

2
68
64

4
4

2
64
60

4
42
36

1
21
16

3
21
20

6
1
1

5

1
1
1

기능대학(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39조)
대학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조)
전문 대학원(암관리법29조)

9
1
1

1

8
1
1

대학교(울산과학기술원법 제1조)
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
전문대학3년제(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1조)

1
1
1

1
1
1

대학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1조)
일반대학원(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6조)
총합계

1
1
417

1
1
334

전문대학(4년제)
고등교육법(제30조) 소계
고등교육법
전문대학원
(제30조)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과학기술분야 정출기관 등의 설립법 33조)
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법1조)

그 외의
다른
법률

83

자료: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대학별 공시자료(2019년 기준)

∙ 한편 현행 제도에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대학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며, 모든 대학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서는 산업단지 개
발사업시행자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 과학기술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모든 유형의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이
캠퍼스 혁신파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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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요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자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6조

- 일반적인 국·공립 대학의 경우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기
존의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이 가능

∙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그 기능과 특성화 분야에 따라 창업과 기업육성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다수도 기업지원 등에 있어 4년제 대학에 못지 않는 성
과를 거두고 있음
- 또한 종교대학이나 교육대학, 예술대학 등이 기업지원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이에 해당하
는 다수의 대학이 학생창업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이들 대학이 캠
퍼스 혁신파크 개발에 참여하는데 있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

∙ 그러나 이 연구의 제5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다양한 유형의 대학이 캠퍼스 혁신
파크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지정 기준이나 평가 기준 등을 현재보다 유
연화할 필요
- 대학과 전문대학, 일반 대학과 신학 및 예술대학 등은 기업육성에 있어 주관심을 두
는 분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
- 따라서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지정·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공통의 기준과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
유형별 기준을 동시에 적용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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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대상 지역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금지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 허용
- 일각에서 서울시 소재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14)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포함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요건의 변경 등과 같은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사회적 공감
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은 2019년도 선도사업의 기
준을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 물량 확보에 대
한 대안적 방안 마련을 검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캠퍼스 혁신파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물량 우선 배정 또는 기존 산업단지의 면적 축소 등을 통
한 물량 확보 등에 대한 확약을 조건으로 지정(일정기간 내에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
하지 못할 경우 지정해제를 조건으로 지정)
- 중장기적으로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성격(대규모 제조업 입지시설이 아니라는 점
등) 및 그 목적(지역혁신생태계의 거점 형성)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의 산업단지 물량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지정 대상 대학의 입지
∙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러한 대
학의 역량과 자원에는 캠퍼스 인근에 형성된 대학가도 중요한 역할
- 도시 내 다양한 기능과의 교류협력, 도시적 서비스의 활용 등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
에 소재한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필요

14) 조선일보(2019.5.16.)에 게재된 한 기사에서는 “우수한 인재와 기업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 혁신을 자극하는
것이 산학 협력의 목적인데,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가 가장 많은 대학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건 모순”이라며
서울시의 포함이 필요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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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에서는 교외지역이나 시가지 외에 입지한 대학의 캠퍼스 혁신파크를 지원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
-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대학캠퍼스와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시가지가 아닌 지
역에서 출발하였으나 지역산업과 도시의 성장결과 시가지내에 입지한 사례와 같이
교외지역에서 도시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단지의 육성 필요성도 제기
- 이와는 다소 다르나 영국 캠브리지 과학단지의 사례와 같이 대학캠퍼스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광역적 클러스터의 형성에서 거점 역할을 한 사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
다는 지적

∙ 교외지역에서 대학이 주도하여 그 보유한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의 거점을 형성하는 사업은 기존 캠퍼스 혁신파크와는
다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 방식이 필요
- 교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인근에서 정주여건 확보 및 기업에 대한 도시적 서비스 제공
을 위해서는 기업입지공간뿐만 아니라 주거, 서비스 등이 복합된 대규모 개발이 필요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아닌 기업공간과 생활공간이
결합된 첨단산업단지 개발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 인구의 감소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교외지역에 새로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입지수요와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는 기존의
산업단지 신규지정 절차에 따라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외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나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여 기업이 대학
과의 협업을 위한 입지공간을 필요로 할 경우 단순히 교외지역에 입지하여 도시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이 보유한 연구역량을 활용하고자 하
는 캠퍼스 혁신파크와 대학의 입지여건과 시설을 활용하고자하는 캠퍼스혁신
파크 사업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지정 및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
- 다만, 대학이 새로운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대규모 입지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존의 (첨단)산업단지 개발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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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지한 대학의 캠퍼스 혁신파크의 지정방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 부지
의 일부를 활용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는 것으로 간주
- 대학의 산업단지 개발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대학 캠퍼스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할 경우에 한하여 학교용지
내 영구 구조물 축조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지원이 가능

∙ 그러나 모든 캠퍼스 혁신파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 이미 산업단
지내에 입지하고 있는 기존 대학의 경우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을 위해서는 기
존 산업단지 일부 구역만을 지정해제 후 다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충남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창원대학교(일부 구역이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포함) 등
- 산업단지 내 학교시설인 충남대 등의 캠퍼스 일부만을 산업단지에서 지정해제한 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
다고 할 경우에도 관련 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산업
단지의 전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의 대학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가능
한지 모호할 뿐 아니라 가능할 경우에도 추가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이론적으로 본다면 기존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대학 캠퍼스의
경우 학교용지의 개발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면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재
지정 없이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만으로도 대학 캠퍼스 내에서 기업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 등 다른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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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의 산업단지 전환 규정
산업입지법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공 후 경과년도나 유치업종
변경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5조의2(산업단지 전환요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장증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자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후 개발하는 기존 제도를 적용
하되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을 위한 계획서 작성 시 계획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건을 정비
-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대학 캠퍼스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이나 연구개발특구계획의 변경은 불가피
-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획변경의 가능성 및 계획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토록 요건을 정비

∙ 장기적으로는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존 대학의 경우 기존 산업
단지의 유형을 유지하면서도 캠퍼스 혁신파크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
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산업입지법 내에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입지한 대학이 그 캠퍼스의 일부를 활용하여
캠퍼스 혁신파크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
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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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선정 방식
□ 지정·선정 규모
∙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대학이 도시첨단산
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사전에 지정 건수를 제한하
는 방식보다는 역량을 갖춘 모든 대학에 대해 지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캠퍼스 혁신파크의 지정 목적이 대학의 역량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혁신기반을
정비하는데 있다고 볼 때 캠퍼스 혁신파크의 지정 건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대학간 상대평가를 통해 제한된 개소만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
- 즉, 장기적으로 보면 전국의 모든 대학이 그 캠퍼스 내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기
업생태계의 거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지정 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명분이 약하고, 그 실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아직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기업입지 개발의 여건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으며, 모든 대학이 동시에 사업에 참여할 경우 혁신거점 형성이라는 본래
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
∙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창업기업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 적정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지정은 모든 대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그 기
준을 명확히 하여 한계상황에 처한 대학의 부동산 개발로 오용되지 않도록 조치
-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과 사업성, 기업의 입주 수요, 대학의 창업 및
기업지원 경험과 역량, 대학의 산학협력 여건 및 역량 등을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정
- 세부적인 지정 기준은 2019년 공모사업의 평가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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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국가적 지
원 필요성 등 특정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단지에 한정하는 방안이 필요
- 가령, 미래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거점으로서 성장, 광역적 혁신거점으로서의 성
장가능성, 기업의 입주수요, 대학의 역량과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
- 이 경우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은 단지 지정을 위한 평가와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선정은 전국적 경쟁과 지역
별 배분의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한 후 최적 대안을 설정

표 6-4 | 재정지원 대상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 시의 고려 사항
전국적 공모

지역별 배분

사업
방식

2019년 공모사업과 같이 전국에서 지정할
캠퍼스 혁신파크의 총량을 결정하고, 대학 간의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

사업목적이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혁신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
(선도사업 3개 지구 + 각 광역지자체별 1개소를
포함 총 20개소)

평가
방법

미래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거점으로서 성장
가능성, 광역적 혁신거점으로서의 성장가능성,
기업의 입주수요, 대학의 역량과 사업추진 의지
등을 전국 단위에서 평가

좌측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지역단위로 평가

장점

대학역량에 기초한 선정 가능

지역별 혁신거점 육성 가능

단점

발전지역이나 대도시 치중 가능성

대학의 역량에 관계없이 선정 우려

자료: 저자 작성

□ 지정절차 및 공모방식: 부처 간 합동 공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외에 과학기술원 등도 캠퍼스 혁신파크 대상에 포함
됨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에 과기부를 포함할 필요
∙ 과기부의 포함방식은 아래 2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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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안) 국토부, 교육부, 과기부, 중기벤처부 등의 4개 기관이 협업하는 방안
- (제2안) 대상 대학의 성격에 따라 국토부, 교육부, 중기부 또는 국토부, 과기
부, 중기부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 위의 2가지 대안 중 캠퍼스 혁신파크 내 입주기업지원을 위해서는 과기부 소
관사업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안을 우선 검토
- 입주 대상 기업 고시에도 과기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및 제2안 적용시 일반 대
학과 과학기술원의 지정 단지수를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난점을 고려

2.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 제도 개선방안
1)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대상 부지의 규모
∙ 현재 산업단지 지정은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선도사업에서의 캠퍼스
혁신파크의 지정 기준 또한 1만㎡ 이상의 나대지 확보를 조건으로 제시(관계
부처 합동 2019a)
∙ 그러나 캠퍼스 혁신파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철거 가능한 건축물뿐 아니라 기
업입지를 위해 활용가능한 건물이 있을 경우 해당 부지면적도 포함하여 최소
면적 기준을 적용할 필요
-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학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기업의 입주공
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방향이 선진국의 대학 캠퍼스
를 활용한 과학단지 개발 경향과도 일치
- 가용 건축물이 지구 내에 있을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오히
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
- 더욱이 현행 제도가 산업단지 신규 지정 시 지구 내에 기존 시설물의 존치를 허용하
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건물을 배제한 부지만을 대상으로 지구면적을 제한
하는 것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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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캠퍼스 혁신파크 예정부지 내에 기업입주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건
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부지를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의 최소면적인 1만㎡
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 캠퍼스 혁신파크가 주변의 기업집적지나 소공인집적지 등과 접하여 있을 경우
주변지역의 포함 허용 기준을 마련
- 캠퍼스가 도시재생뉴딜지구,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혁신도시, 소공인집적지구
등과 접할 경우 주변지역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는 찾기 곤란
- 다만 캠퍼스가 협소한 대학이 혁신파크 지정을 위해 주변을 비현실적으로 편입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 내 부지 1만㎡는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캠퍼스 외 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2) 캠퍼스 혁신파크 계획기준
∙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 내에 지정되며, 그 입주기업은 대량생산시설
을 보유하지 않은 창업보육기업이나 Post-BI 단계의 기업, 벤처기업 등등이
될 것으로 예상
∙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일부를 점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행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이 정한 계
획기준을 수용하는 것은 비현실적
- 가령 도로율이나 녹지율, 주차장 기준 등을 개별 캠퍼스 혁신파크 지구에 한정하여
적용할 경우 전체로서 대학 캠퍼스 내에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설치하게 될 우려
- 이는 창업기업이나 Post-BI 기업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성장공간을 제공한다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도 불합치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캠퍼스 혁신파크의 공공시설 및 토지이용 계획 시에는
해당 캠퍼스 전체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
인 조치를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신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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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주차공간이 기존 캠퍼스 내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경우 주차장 설치의무 배
제, 유치 업종이나 기능이 대학 캠퍼스의 특성과 밀접히 연관된 경우 완충 녹지 의
무 등 배제 등의 조항 설치를 검토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관리 지침으
로 그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되,
법률이 정한 완화조건을 최대한 활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부여한 각종 완
화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직된 계획기준의 적용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이 지
연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

3) 캠퍼스 혁신파크 유치 업종
□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제
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가 2016년 6월 30일제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업종 가이드라인」
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업종을 지식산업 해당업종, 문화산업해당업종,
정보통신산업 해당업종, 그 밖의 첨단산업 및 융합 신산업으로 규정
- 위에서 그 밖의 첨단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에 따른 첨단업종을, 융합신산업은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업종을 의미

∙ 다만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업종의 추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첨단산업․지식산업 등의 기술혁신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사업시행자, 산업 전문가 및 산업단지 관리권자 등과 협의하여
상기(예시) 분류코드 상 유치업종 외에도 별도의 유치업종을 계획할 수 있음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상기(예시) 분류코드 상 유치업종 외에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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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업 전문가 및 산업단지 관리권자 등과 협의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권장 유치
업종과 복합 입주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별도의 유치업종
을 계획할 수 있음

∙ 상기 가이드라인은 첨단산업 맞춤형 입지확대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산업간 융․복합이 가능한 적정 유치업종 선정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마
련된 것으로 일반적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
∙ 그러나 이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할 경우 대학이 육성중인 특성화 분야와의 불
일치 등이 우려
- 대학의 기업육성은 대학 내에 대량생산시설의 입주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 아니라 기술군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경향
- 이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가 제한되는 1차 산업 업종 등도 대학 창업보육
센터에서 육성 중. 특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에는 1차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음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

□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주가능업종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과 대학 공간이라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규모 생산설비를 구비한 대량생산기업 등에 대해서도 입주를 허용
- 반대로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 첨단산업 등에 중점을 둔 결과 각각의
대학이 특성화하고자 하는 분야는 제외 가능

∙ 이에 비해 각각의 대학은 그 학과 구성이나 발전역사, 입지지역의 성격 등에
따라 특성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창업이나 기업육성사업을 추진
∙ 캠퍼스 혁신파크의 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산업단지 유치업종 기준과 특정 기술군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특성화 사업 간의 괴리를 고려하여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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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의 3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토록 규정한 캠퍼스 혁신
파크의 유치업종을 보다 광범위하고 탄력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유치업종 고시 방안
∙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주가능 업종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규정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업종
- 대학의 특성화사업과 연관된 업종
그림 5-1 |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허용 기능 설정 방안

자료: 자자 작성

∙ 다만, 대학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도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
- 대량생산설비를 설치하여 대량생산에 종사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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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및 특정 폐기물 배출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기업
- 기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입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기업
참고 6-2 |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허용 업종 기준(예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의 제1항에서 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 지식산업 해당업종, 문화산업 해당업종, 정보통신산업 해당업종
② 그 밖의 첨단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에 따른 첨단업종
및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융합 신산업에 한함)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관련한 업종(대학이 수립한 특성화 계획에 반영된 업종에
한함)
② 첨단산업․지식산업 등의 기술혁신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사업시행자, 산업 전문가 및 산업단지
관리권자 등이 인정하는 업종
③ 권장 유치업종과 복합 입주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① 대량생산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기업으로 대학 내 입주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② 폐수 및 특정 폐기물 배출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기업 등 환경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기업
③ 기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입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기업
자료: 저자 작성

3. 캠퍼스 혁신파크 지원제도 개선 방안
□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지원 프로그램 조기 결정
∙ 캠퍼스 혁신파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단지와 달리 캠
퍼스 혁신파크는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나 혁신인프
라 지원이 필요
∙ 그러나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한 특례에 대해 규정한 산업입지법 제46조의8에
서는 제6항에서 기업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한 지원규정만 있을 뿐 다른 재정적 지원기준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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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듯이 구체화된 정부의 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대학이 실효성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
-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달리 용지분양 후 사업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육성
에 주목적이 있고, 기업의 입주 수요 또한 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
속적 지원 대책이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계획에 포함될 필요

∙ 따라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들은 캠퍼스 혁신파크 입
주기업을 위한 지원시설이나 지원프로그램을 사전에 구체화하여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하는 대학에게 제시할 필요
□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특례제도의 시범 적용 방안 검토
∙ 이와 더불어 정부는 산업입지법 제7조의3의 제5항에서 정한 도시첨단산업단
지의 지정특례 제도를 캠퍼스 혁신파크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 검토할 필요
∙ 산업입지법 제7조의3의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
-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사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
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
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
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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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의 사업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
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
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 한편 산업입지법 제7조의3의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
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러나 동 조항은 부처별로 관장하는 시설의 설치 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제 적용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

∙ 캠퍼스 혁신파크는 형식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모 과정 등 실질적 측면에
서도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서술은 도시첨단
산업단지 우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
-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가 캠퍼스 혁신파크의 활성
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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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내용 요약
□ 대학캠퍼스를 지역혁신생태계의 거점공간이자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2019년 3개 부처 공동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제도를 도입
∙ 대학 캠퍼스는 대부분 도시 내 요지에 있고 성장단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도서관, 회의실, 연구시설 등)을 잘 보유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그 활용도는 점차 감소
∙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캠퍼스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여 기업
에게 제공함으로서 지역 내 혁신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
∙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산업입지법을 개편하여 대학이 산업단지 개발의 사업시행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부지를 활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의 근거
를 마련
∙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공간조성과 기업입지를,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는 입주기업의 경영 및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
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
□ 정부의 공모를 통해 3개 대학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
∙ 2019년 추진된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정부는 강원대학교와 한남대학교 및 한
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선도사업 대상 대학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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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3개 대학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지정
을 위한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 및 기업입주 시설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선도사업
의 조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
∙ 그러나 캠퍼스 혁신파크 제도의 취지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설명회 개최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대학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이 결
과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역량과 시설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선도사업 추진 과정을 돌아볼 때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지방 대도시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소재한 대학은 우수한 역량과 산학협력 경
험에도 불구하고 적정 공간 확보가 어려워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
-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나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 수립함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 경험
- 관련 경험 부족으로 일부 대학은 산‧학‧관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애로

□ 기업입지 공간으로서 대학캠퍼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혁신형 기업성장을 촉진
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보다 유연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
∙ (선정방식 변경) 지역혁신거점 형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공
모에 의한 대학 간 비교평가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장기
적으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모든 대학이 그 캠퍼스를 기업혁신과
성장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변경
∙ (대상대학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의한 대학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
하고, 다양한 유형의 대학을 포괄 할 수 있는 선정·지정기준을 마련
∙ (지원제도 정비) 국토교통부의 입지지원 외에 교육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조기 가시화하여, 대학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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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확보 기준) 공간적으로 이격된 부지라도 기능적 연계에 제약이 없을 경
우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기준을 구체화
∙ (도시재생 연계) 대학 캠퍼스와 접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경우 도시재생
사업지구의 일부를 포함하여 캠퍼스 혁신파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계획기준 정비) 대학 캠퍼스의 일부를 활용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도시첨단산업단지와는 다른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
∙ (기타 검토과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대학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대학이
캠퍼스 혁신파크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규제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라면 이들 대학도 캠퍼스 혁신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적 장치 검토

2. 정책건의
□ 캠퍼스 혁신파크는 그 성격상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
∙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기존의 접근은 기업의 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캠퍼스 혁신
파크는 대학 내에서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혁신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
-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역산업생태계 구축 등 내생적 지역발전을 강조하는 다양한 개
념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사업은 대부분이 기업의 유치를 강조한 경향

∙ 기업의 육성은 기업의 유치와 달리 매우 긴 기간이 필요하며, 그 정책 수단도 비용
중심의 수단과 더불어 시장 확대 중심의 수단이 필요
∙ 따라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위해 정부는 단기적 입지수요나 사업의 경제성보다
는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 하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체계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정비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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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더불어 정책의 취지에 대
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 등과 접촉하고 홍보할 필요
∙ (중장기발전 전략 수립)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고, 대
학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정기준, 지정계획 및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전국의 대학과 지방자치
단체 등에 홍보
∙ (참여 정부부처 확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대학이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의 사업추진체계 참여 유도
∙ (대학에 대한 컨설팅)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사업 경험이 부족한 대학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선정 대학의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하
여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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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Vitalizing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Ryu Seung Han, Cho Sungchul

Key words: Universities, Campus Innovation Park, Innovatio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Universities have increasingly engaged in fostering the process of knowledge
transfer in collaboration with local firms. In regional innovation ecosystems,
universities equipped with high levels of R&D capabilities may play as both
innovation drivers developing cutting-edge products and services, and innovation
cultivators incubating tech-based startups and promising entrepreneurs. Yet,
despite their importance, the role of universities as major sources of knowledge
for firm innovation in industrial ecosystems has been under researched. Further,
debate among policy makers, academics, and practitioners as to effective policy
tools to activate potentials of universities in an innovation ecosystem has been
rare.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discusses a policy direction for vitalizing
university campuses as innovation districts. Specifically, the study develops a policy
model named ‘campus innovation parks’, which means a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 to attract innovative startups,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to the sites inside university campuses. This innovation park is
designed as composite youth-friendly workspace combined with residenti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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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facilities.
To realize the proposed policy model, this study examines institutional
preconditions in relation to the utilization of land properties within university
campuses. The study also analyzes the experiences of previous government
projects which were designed to foste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on existing
university sites. Previou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that employ
existing university sites were focused on nurturing early-stage start-ups and
supporting research institutes, mainly due to strict regulatory conditions for
utilizing existing land properties within university campuses. Considering this
limitation, the study suggests specific policy changes required for campus
innovation parks to support the entire process ranging from start-ups to
corporate management and growth. We conclude by suggesting long-term
directions for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ncluding different types of
innovation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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