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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첫째주>

< 2019.03.25. ~ 2019.03.31. >

부처

일자

제목

주요 내용
○ 제3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19.
03.29.,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 정부는「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대국민
보고를 통해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생애주기에 따른 5대
영역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교육부

’19.03.29.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
개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밝힘.
· 노후 영역에 있어서는 노인세대 부양을 가족과 정부가 함께
한다는 목표를 정하였으며, 특히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
-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와
올해 내 치매안심센터 완전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등 향후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
· 치매환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보다 내실 있게 치매
국가책임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 치매어르신 가족과
치매안심센터 종사자가 참석하였으며, 관계부처의 협력사항도
점검함.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를 개최(’19.03.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

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염한웅
부의장
주재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19.03.27.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분야 민간
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국가과학

기본계획,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기술자문

의결

회의

- (주요 내용)

제5회

1.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

심의회의
개최

· 향후 5년(’19~’23) 간 산업기술 R&D의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4대 전략, 10대 과제 제시
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성 강화
② 산업혁신 선도(leading innovation) 기술개발 체계 구축
③ 국가혁신체계를 고도화하는 산업기술 기반 구축
④ R&D 성과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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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일자

제목

주요 내용
2.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 향후 5년(’19~’23) 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① 전략적 인력 유입‧성장 촉진
② 혁신·글로벌 역량 제고
③ 경력개발·이음 확대
④ 젠더혁신 체계 구축
3.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
· 우리나라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4대 전략, 14대 추진과제 제시
① 전국 과학관 역할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② 창의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과학문화 콘텐츠 확충
③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 및 역할 고도화
④ 과학관의 기능·역할 강화를 위한 협력 및 법제도 개선
○ 2018년 연구개발특구 종합평가 실시(’19.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과학

연구개발특구의 ’18년 특구별 종합평가를 시범평가로 실행

기술

하고 결과를 최종 확정·통보

정보

- 특구별 종합평가를 통해 특구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통신부

평가된 우수사례를 발굴
① 광주특구는 지역 내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주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수요기업 중심
기술사업화 통합성과 플랫폼*을 구축
2018년
연구개발
’19.03.29.

특구
종합평가
실시

*

광주지역

30여개

기관과

공동주관하여

‘기술사업화·창업·투자

한마당’ 행사 개최

② 부산시는 특구 내 대학이 부산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유휴 공간에 산·학·연·관
연구단지*를 조성
* 부산시에서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기획, 부산특구 내
대학을 선정·사업수행

· 대학을 부산의 미래 산업 6대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한 지역 인재 육성과 고용촉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 6대 미래전략산업: 해양플랜트, 수산식품, 에너지, ICT메카트로닉스,
문화컨텐츠, 의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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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일자

제목

주요 내용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제2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개최(’19.03.28., 정부과천청사)
*「지식재산 기본법」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 (주요 내용)
1. ’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년도 재원배분방향(안)
·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의
3년차에 해당하는 ’19년도 세부 실천계획으로, 작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한 6대 중점
방향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전년 대비 신규
및 확대되는 사항 등을 반영
2. ’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한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실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
재산위원회,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2019년도
’19.03.29.

국가지식
재산
시행계획
등 확정

제10조에 의거 시행
3. 바이오산업 분야 IP 쟁점 및 개선방향(안)
· ’18년도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분야
IP 7개 쟁점*에 대한 개선방향(안)을 제시
* ①유전체 줄기세포, ②의료행위, ③맞춤형 정밀의료, ④의료용 AI,
⑤바이오산업 리서치 툴, ⑥개인의료정보, ⑦바이오 빅데이터

4.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효과적인 IP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사항
들을 발굴하고, 심층적인 논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5. ’19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
전문위원회에서 발굴한 ’19년도 주요 정책과제(총 10개)에
대한 관계 부처의 추진계획
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방안(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법령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융·복합 기술 분야 전담 특허심사
조직 보강 등을 추진
· 특허기술을 포함한 SW의 온라인 전송 보호를 위해 방법
발명의 실시 유형을 확대하는 등 국내 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
하도록 특허보호수준을 현실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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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일자

제목

주요 내용
○ 제17회「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19.03.28.)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관련 범부처 종합조정
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

(총 23명)

제17회

과학
기술
정보

혁신성장
’19.03.30.

동력
특별위원회

통신부

개최

- 혁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그간 지속되어 온
미래 먹거리 육성정책으로, 현재는 13대 분야*를 선정·지원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동력 주요동향 및 ’18년도 이행현황
점검결과(안),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19년도 추진계획 및
대상주제 현황(안) 등 성장동력 관련 정책 2건을 논의
한국고용
정보원,
고용
노동부

’19.03.28.

○ 「2019년 상반기 전국대학일자리센터 세미나」를 개최(’19.03.
27.~29.,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

상반기

- 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층의 진로 설계를 돕고, 취업과 창업

전국대학

관련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1개 대학에 설치·운영

일자리센터

- 이번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고용정보원 연구진, 강소

세미나

기업, 전국 101개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등 300명이 모여

개최

청년들의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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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ultirank의 대학순위평가와 산학협력 관련 지표
1. 개요
○ 전 세계의 대학 순위평가는 2003년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Jiao Tong University)에서 세계대학
학술순위(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를 처음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발전해 왔으며, 대학순위평가의 종류와 대상은 다양해지고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음.
○ U-multirank는 기존의 세계대학 순위평가에 대응하여 2014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에서 도입하여 종합 점수를 기반으로 한 세계 100대 대학의 리그 목록만
발표하는 세계대학평가시스템임.
- 2018년에는 생물학, 경영학, 화학공학 등 16개 학문(전공)영역에서 전 세계 95개국, 1,614개
대학이 평가 대상이 됨.
○ 특히, U-multirank는 5대 대학 평가 기준의 하나로서 ‘지역발전 기여도(contribution to regional
growth)’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9개 주요 지표 가운데에서는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기업과의 공동
연구에 의한 논문 지표’, ‘특허 지표’,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소득 지표’, ‘지역 산업계와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 지표’가 있음.
- EC에서 공개한 5대 대학평가 기준으로는, 대학 내 연구수준(reputation for research), 교육·
학습의 질(qua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국제화(international orientation), 지식이전 성취도
(success in knowledge transfer),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이 가운데 U-multirank의 9개 주요 지표는 ⅰ)연구 논문 지표, ⅱ)상위 피인용 논문 지표, ⅲ)
학제 간 연구 논문 지표, ⅳ)기업과의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 지표, ⅴ)특허 지표, ⅵ)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소득 지표, ⅶ)학생 유동성 지표, ⅷ)국제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 지표, ⅸ)지역 산업계와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 지표이며, 각각 상위 25위 대학이 Top Performing Universities로 발표됨.
○ 이에 본고에서는 U-multirank의 지역발전 기여도와 관련하여 ‘지역공헌(regional engagement)’
부문의 세부 지표 구성을 살펴보고, 9대 주요 지표 가운데 산학협력 관련 지표인 4개 지표별 상위
25위 대학을 소개하고자 함.

2. U-multirank의 산학협력 관련 지표
1) 지역공헌 부문의 세부 지표 구성
○ U-multirank의 지역공헌 부문의 세부 지표는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별 내용은
<표 1>과 같음.
○ 대학은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혁신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세부
지표 가운데 현장실습, 학위논문, 취업 등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이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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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U-multirank의 지역공헌 부문 세부 지표(2018년)
지표

내용

지역에서의 학생 인턴십

인턴십을 한 학생들 중에서, 지역에 위치한 기업 또는 단체에서 인턴십을 한 비율

지역기관 연계 학사학위 논문

해당 지역 기관(산업, 공공, 비영리 기관)과 협력하여 발표한 학사학위 논문

지역기관 연계 석사학위 논문

해당 지역 기관(산업, 공공, 비영리 기관)과 협력하여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

지역 공동 출판물
지역별 소득
지역에서 일하는 학사 졸업생
지역 학생 인턴십
지역 공동 출판물

동일한 지역(대학에서 50km 이내)에 주소를 가진 최소 1명의 공동 저자를
기재한 전공분야의 연구 간행물 비율
산업·민간 기관·자선 단체로부터 거두어들인 외부수익의 비율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첫 직장(졸업 후)을 구한 학사 졸업생의 비율
인턴십을 한 모든 대학의 학생들 중에서, 지역에 위치한 회사 또는 단체
에서 인턴십을 한 비율
동일한 지역(거리 50km 이내)에 주소를 가진 최소 1명의 공동 저자를 기재한
대학 연구 간행물 비율

지역에서 일하는 석사 졸업생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첫 직장(졸업 후)을 구한 석사 졸업생의 비율

졸업생의 지역 취업자 잔존율

졸업 후 18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졸업생 비율

지역 내 전략적 연구 파트너십

전체 전략적 연구 파트너십 대비 지역 파트너십의 수

2) 산학협력 관련 지표별 상위 대학
① 기업과의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 지표
- 기업과의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대학의 연구논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표는 산업계와 파트
너십을 통해 많은 공동연구를 진행 할수록 학계와 기업 및 산업 간의 기술․지식 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산학협력의 수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임.
- 상위 25위 대학을 국가별로 살펴보면(표 2), 일본은 6개교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으며, 이외는 모두
유럽의 대학으로 프랑스가 4개, 오스트리아 3개, 영국 3개, 독일 3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음.

표 2. U-multirank의 기업과의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 지표 상위대학(2018년)
‧
‧
‧
‧
‧
‧
‧
‧
‧
‧
‧
‧
‧

기업과의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 수(Co-Publications with Industrial Partners)
LUISS Guido Carli(이탈리아)
‧ 뉘른베르크 공학연구소(독일)
레오벤 공립대학교(오스트리아)
‧ 로이틀링겐 응용과학대학교(독일)
호쿠리쿠 첨단과학기술대학교(JAIST)(일본) ‧ 암 연구소(영국)
뮌헨 경영공학대학교(독일)
‧ 글린더 대학교(영국)
후쿠오카 여자대학교(일본)
‧ 아인트호벤 공과대학교(네덜란드)
룰레오 공학대학교(스웨덴)
‧ 요코하마 국립대학교(YNU)(일본)
Telecom SudParis(프랑스)
‧ 카린시아 응용과학대학교(오스트리아)
SRUC(영국)
‧ 나고야 공업대학교(일본)
에콜 상트랄 리옹(프랑스)
‧ IMT Atlantique(프랑스)
그라츠 공과대학교(오스트리아)
‧ 오사카 부립대학교(일본)
도쿄 농공대학교(일본)
‧ 찰머스 공과대학교(스웨덴)
탐페레 대학교(핀란드)
‧ 파블로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연방의과대학교(러시아)
ENSAT, National Institute of Agronomy(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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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 관련 지표
- 특허 수에 관한 지표는 대학의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확립된 지표로, 이는 대학에서 이루어진
발견 및 발명이 추가적으로 사업화되기 위해 경제행위자에게 이전되는 정도를 나타냄.
- 상위 25위 대학은(표 3) 미국이 15개, 아시아가 9개, 프랑스가 1개의 대학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2개, 이스라엘이 1개 기관이 선정됨.
- 우리나라 대학으로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상위 25위 대학에 속해 있음.

표 3. U-multirank의 특허 지표 상위대학(2018년)
‧
‧
‧
‧
‧
‧
‧
‧
‧
‧
‧
‧
‧

특허 수(Patents Awarded)
록펠러 대학교(미국)
‧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미국)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이스라엘)
‧ 캘리포니아 대학교-샌디에이고(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미국)
‧ 광주과학기술원(한국)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과대학교(미국)
‧ 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미국)
‧ 도호쿠 대학교(일본)
메릴랜드 대학교-볼티모어(미국)
‧ 킹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사우디 아라비아)
스탠퍼드 대학교(미국)
‧ 파드국왕 석유광물대학교(사우디 아라비아)
국립칭화 대학교(대만)
‧ 도요하시 공과대학교(일본)
하버드 대학교(미국)
‧ 국립자오퉁 대학교(대만)
케이스웨스턴리저브 대학교(미국)
‧ 베일러 의과대학교(미국)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미국)
‧ 라이스 대학교(미국)
École Polytechnique(프랑스)
‧ 코넬 대학교(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미국)

③ 재직자교육 프로그램 소득 지표
- 재직자교육 프로그램 소득은 대학의 세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며, 지식 전달 수준에
관한 지표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성 심화, 기술 향상, 노동력 성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직자교육 프로그램을 시민과 기업에 대한 대학의 지식 이전 활동으로 보고 있음.
- 상위 대학들은(표 4) 18개국에 걸쳐 있으며, 유럽에는 19개, 아시아는 3개, 중남미는 2개, 아프
리카의 1개 대학이 선정됨. 타 지표 상위대학과 비교하면, 다수의 경영대학원(8개)과 기타 전문
기관, 기술대학, 종합대학, 공립대학 등 다양한 대학이 포함됨.

표 4. U-multirank의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소득 지표 상위대학(2018년)
‧
‧
‧
‧
‧
‧
‧
‧
‧
‧
‧
‧
‧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소득(Income from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교(독일)
‧ 아시아 공학원(AIT)(태국)
예레반 국립대학교(아르메니아)
‧ 호치민 경제대학교(베트남)
런던 경영대학원(영국)
‧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학교(페루)
키프로스 국제경영연구소(키프로스)
‧ 콰줄루나탈 대학교(남아프리카)
장크트 갈렌 대학교(스위스)
‧ 마르닉스 아카데미(네덜란드)
Katholieke Pabo Zwolle(네덜란드)
‧ LUISS Guido Carli(이탈리아)
에섹 경영대학교(프랑스)
‧ 포르투갈 가톨릭대학교(포르투갈)
나바라 대학교(스페인)
‧ 인문 사회 과학(SWPS) 대학교(폴란드)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대학교(리투아니아)
‧ ESIC 경영대학원(스페인)
Madrid Open University(MOU)(스페인)
‧ 그레노블 경영대학교(프랑스)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러시아)
‧ 네브리하 대학교(스페인)
보코니 대학교(이탈리아)
‧ 라틴아메리카 과학기술대학교(코스타리카)
에덱 경영대학교(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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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 산업계와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 지표
- 지역 산업계와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 지표는, 그 지역 주체들 간의 지역적 연계를 반영함.
- 2018년의 본 지표와 관련된 조사에서는 99개국, 1500개 대학, 16개 전공 영역에서 3,284개
학부, 10,526개 학습프로그램이 평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U-multirank에서 역대 최대 규모임.
- 상위 대학을 살펴보면(표 5), 유럽 대학이 17개교, 아시아 대학이 8개교임. 상위 25위 대학의
대부분이 연구논문의 절대 수는 많지 않으며, 이 가운데 11개교가 의료계 대학임.

표 5. U-multirank의 지역 산업계와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 지표 상위대학(2018년)
‧
‧
‧
‧
‧
‧
‧
‧
‧
‧
‧

지역 산업계와의 공동연구에 의한
베이징종합 의과대학교(중국)
국립양밍 의학대학교(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교(대만)
가오슝 의과대학교(대만)
중국 의과대학교(대만)
창겅 대학교(대만)
테헤란 의료과학대학교(이란)
샤히드 베헤쉬티 의료과학대학교(이란)
Universidad Francisco de Vitoria(스페인)
마드리드 유럽대학교(스페인)
파블로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연방의과대학교(러시아)

‧ 산 비센테 마르티르 발렌시아 가톨릭대학교(스페인)

논문(Regional Joint Publications)
‧ 리스본 폴리테크닉 연구소(포르투갈)
‧ 페르난도 페소아 대학교(포르투갈)
‧ 루소포나 대학교(포르투갈)
‧ 한즈 실무중심대학교(네덜란드)
‧ University Alfonso X El Sabio(스페인)
‧ 티투 마이오레스쿠 부쿠레슈티 대학교(루마니아)
‧ 그리고레 T 포파 약학대학교(루마니아)
‧ 우랄 연방 의과대학교(러시아)
‧ 굴리엘모 마르코니 대학교(이탈리아)
‧ 파리 데카르트대학교(파리5대학교)(프랑스)
‧ Toulouse INP(프랑스)
‧ Iuliu Hatieganu 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Cluj-Napoca(루마니아)

‧ Belarusian State Medical University(벨라루스)

3. 시사점
○ 대학순위평가는 대학의 국제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척도로서 인식되면서, 전 세계 국가
및 대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자국 대학이 높은 순위에 랭크되도록 정책적으로 대학 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대학들 또한 대학순위평가 결과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중장기대학 발전 목표로 세계
대학순위평가 100위권 이내 진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최근에는 대학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순위를 평가하는 지표에도 반영되고 있어,
교육․연구․봉사의 대학 본연의 역할에 산학협력이 핵심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U-multirank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대학 순위평가 방식과는 달리 대학의 질적인 측면을 집중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설정되어
있어 각종 대학 산학협력 정책 및 사업 평가에 참고가 가능함.
- LINC+사업 참여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별로 산학협력 활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자료: 산학협력정책연구소(2018), 『정부의 산학협력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함.
U-multirank 홈페이지(https://www.umultir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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