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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의 혁신 및 창업 정책 변화

요 약
미국 대학 혁신 및 창업 정책 변화 분석을 위한 상무성 보고서(2013)를 요약
정리
The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University: High Education,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in Focus
학생 혁신 및 기업가정신 촉진
모든 대학 및 대학 시스템의 최우선 순위는 교육이며, 많은 대학들이 혁신
및 기업가정신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확대 중

- 학부, 대학원 및 박사 후 과정 창업 및 관련 분야의 과정과 프로그램 제공
- 신규 커리큘럼, 부전공, 전공 및 자격증 프로그램과 실습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다차원적인 기업가정신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생 동아리 활동 증가
- 다양한 비즈니스 계획 및 벤처 공모전 등 다양한 경진대회 운영

교수 혁신 및 기업가정신 장려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

- 교육기회, 기술개발 인식, 이전 및 사업화 성과 향상, 공동작업 촉진을 통해 교수진
기업가정신을 육성
- 교수가 혁신 및 기업가정신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자원을 식별하고
채용하도록 유도
- 공인된 기업가 및 산업계 파트너 네트워크에 교수진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학제
간 협력을 촉진
- 교수 테뉴어 및 기타 보상이 인정되고 혁신 및 기술이전 노력에 교수진이 기여하는
한편, R&D,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창업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기술이전 지원
연구 및 아이디어를 시장성이 있는 제품 및 서비스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프로세스임
대학시스템은 국가 R&D 산출물 중 가장 중요한 출처로서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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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기술이전사무소(TTO)의 목표는 사업화 및 특허를 통해 교수 및
학생이 개발한 연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연구가 보호되고 기술 및
정보가 공개되어 사회 경제적 이점 제공
산․학 협력 촉진
대학-산업계 파트너십은 상업적 가능성이 높은 연구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개발
및 마케팅 단계의 자금부족을 해결하는 데 중요
산업계는 과학적 전문 지식, 지식재산권 및 사업화 기회에 혜택을 받는 반면,
대학은 교수 및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성공적 라이센싱 계약, 벤처기업 및
지역 개발로 인한 수익 효과 증대 주거 및 여가의 활동기회를 제공
지역 경제개발 연계
고용기회와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하며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역수요에 기여

- 대학과 학부는 주변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가 해당기관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높은 생활수준을 갖춘 지역사회는 다양한 경제적
- 교수진, 학생 및 숙련된 인력을 대학에 유치하고 건강한 지역경제를 유지시키며,
대학은 지역 및 지방정부, 기업 및 근로자와의 관계를 넓히고 대학 기반 자원에 대한
액세스를 향상

대학은 주정부, 지역 및 지방경제 개발 및 성장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음

- 지역기업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대학 참여를 장려
- 지방정부, 산업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역혁신 및 경제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법 개발
- 연방 및 주정부, 산업계, 벤처 자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지원 네트워크와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

주, 지역 및 지방정부는 또한 책임 있는 혁신과 경제개발 목표를 촉진하는 규정,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것과 같이 대학 및 비즈니스 상호 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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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 본 보고서*는 미국 대학 혁신 및 창업 정책 변화 분석을 위한 상무성 보고서
(2013)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요약 정리한 자료임
* The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University: High Education,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in Focus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대학 창업교육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음
(LINC), 창업선도대학 육성

대표적 정부 재정지원사업인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 등을 추진 중임

, 2013년 3개 부처(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가
공동으로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창업문화를 개선함(최종인,
2013)
2016년 9개 부처·청(교육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안)(2016∼2020)” 발표함
- 중소기업청(2016)은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 : 대학의 청년 ·기술창업 전진
기지化 촉진”을 발표하면서 대학의 창업문화를 정착,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함
한국연구재단 연구결과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비지니스벨트 등의 정부사업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하여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원철 최종인

(

,

, 2016)

혁신은 전 세계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인이라는 점에서 미국 상무성도
산하기구들과 미국 내 혁신을 견인하고 선진 제조업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NACIE )’

* 와
미국 상무성의 혁신창업국과 경제개발국이 국가혁신창업자문위원회
공동으로 만든 보고서**
에서 대학의 창업과 혁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들을 정리

(2013)

*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 The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University : High Education,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in Focus

- 혁신이 미국의 산업,

,

대학 연구기관에서의 기술개발을 이끌며 많은 고성장
스타트업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혁신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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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및 주요 산업계 인사들과 포럼 등을 통해 혁신 및 창업 촉진 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대학기반의 혁신과 창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전반적인 단계를 다루고
있음

※ 미시간대학 총장, 아리조나 주립대 총장, Jumpstart의 CEO, Battell의 CEO, 조지아공과
대학 총장 등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학생 및 교수 혁신 기업가 정신 촉진 등을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창업 교육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학생 혁신 및 기업가정신 촉진
- 교수 혁신 및 기업가정신 장려
- 기술이전 적극 지원
- 대학-산업계 협력 촉진
- 대학-지역 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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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혁신·기업가정신

가 혁신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과과정 및 학위 프로그램
많은 대학에서 혁신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
.

,

·

,

,

,

기업가정신 과정 및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계획 개발 마케팅 네트워킹 엘리베이터
피치1) 만들기 자금 조달 종자 자금 등 지역 비즈니스 리더와의 연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 있는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

,

(

),

(B.A.)

(B.S.)

일부 대학교는 전통적인 학사
및 과학 학사
등 학위를 확대하여 혁신
및 기업가정신 관련 학사 석사 학위프로그램을 집중 제공

·

(Box 2.1)

많은 비즈니스 스쿨은 전통적인 장벽을 허물고 모든 학문 분야의 학생들에게
다학제적 과정 및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장려

[Box 2.1] 콜로라도 대학의 혁신 및 기업가 학위 프로그램
콜로라도 스프링스 캠퍼스에 위치한 이 프로그램은 독창적인 다학제적 팀 접근방법을 제공하는
‘혁신(Innovation) 학사학위’(B.I.)를 제공
- 컴퓨터과학 학사학위의 경우, 컴퓨터 과학 수업 수강 외에도, 강력한 팀 기술 개발, 혁신
연구, 기업가정신 연마, 가치제안서 작성 연습, 비즈니스 및 지식재산권법 학습 등을 요구

현재 많은 학교가 기업가정신 코스를 제공하지만 인증문제는 학계에
중요한 이슈로 존재
,

,

많은 사람들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적절한 지침 및 기준 없이 인증서 프로그램
및 학위를 개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

,

,

향후 주정부 교육기관 노동부 교육부와 함께 주요 인증기관이 적절한 기업가정신
교육 지침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며 정식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

,

1)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단체, 혹은 특정 사안을 투자자와의 첫 대변에서 소개하는 간략한 연설을 의미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순간까지의 약 60초 이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elevator speech), 엘리베이터 스테이트먼트(elevator statement)라
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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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험 학습
경험을 통한 응용된 학습은 수년 동안 대학과 학부에서 인지도 및
호응도 제고
.

,

,

,

(Box 2.2)를 통해

체험 교육은 워크숍 컨퍼런스 인턴십 실습경험 및 실제 프로젝트

·

혁신적 기업가적 활동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강의 및 사실 기반
암기 위주의 전통적 강의를 개선

,

,

혁신 및 기업가정신 체험학습은 경영대학 외부로 확대되어 미술 과학 및 공학
프로그램으로 이동

,

,

대학은 창업 프로젝트 기술이전사무소 벤처캐피탈 회사 및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및 기술혁신 중심 전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현장중심 교육환경에서 실제 과제 해결 가능

[Box 2.2] 체험학습 기회의 사례
일리노이 대학의 특허 클리닉은 법대 학생에게 학생발명가를 위한 특허 신청서 작성 기회를
제공
- 잠재적으로 특허가 가능한 발명품을 가진 학생 혁신가는 공대의 기술기업가센터(TEC)에서
특허 클리닉에 회부
- 특허 클리닉은 혁신을 검토하고 관련 선행기술을 검색하며 각 법대 학생을 위한 하나의
혁신을 선택하고, 각 법대 학생은 강사와 상의한 그들의 혁신에 대해 발명가와 협력하여
특허 출원서를 작성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Entrepreneurial Deli”는 학생들이 경험 많은 젊은 사업가들과
만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푸드 코트’로 비유
- “Grab ‘n Go Entrepreneurship” 태그라인과 스피드데이트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는 워크숍은
학생들이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의 벤처기업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학습하도록 권장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여름학기에 25번의 유급
인턴십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일주일에 4일을 신생회사에서 근무하고 일주일에 한 번의
체험학습 워크숍에 참석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Rady School of Business는 경영학과 학생들이 “Lab
to Market”이라는 강좌를 수강하도록 요구
- Lab to Market 수업에서 MBA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고 교수 및 비즈니스 멘토의
조언을 받아 사업화 과정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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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의 기회
공모전은 학습 과정에서 교수진과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좋은 방법
.

(Competitive opportunities)

,

비즈니스 플랜 경연대회를 통해 교실 외부의 사고 방법을 배우고 분야 간 협업을
촉진시켜 학생들의 비즈니스 접근성 제고

,

공모전은 학생들이 비즈니스 플랜 수립 벤처 자금 조달 및 피칭 아이디어와 같은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흥미로운 플랫폼을 제공

- 공모전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 아이디어 기반의 사업계획을 완성하고 투자자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높임

(Box

대학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서 벗어나 인큐베이터 공간 및 멘토십

2.3)과 같은 비 금전적 자원을 포함한 보상을 통한 성과를 점차 인식

일부 대학은 교수진 및 동문을 포함하여 학생 팀 경합을 확대하고 산업계
및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풀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

[Box 2.3] 비즈니스 플랜 공모전(Business Plan
Competitions) 사례
라이스 대학은 수상자에게 기업 착수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현금, 경품 및 현물 자원으로
120만 달러 이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기금은 다수의 우승팀에게 제공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FAU)은 비즈니스 플랜 공모전의 우승자에게 인큐베이터 공간을
반년 간 제공
미시간 기술 대학은 비즈니스 플랜 공모전 우승자에게 개인이 아닌 비즈니스에 직접
상금을 지급하며, 다음해에 수상자는 기금으로 인한 비즈니스 마일스톤을 강조
워싱턴 대학은 세미나, 코스 및 멘토링과 함께 비즈니스 플랜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다음단계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줌
오레곤 대학의 Venture Launch Pathway 프로그램에서 학생 팀은 다른 국가의 연구소, 기업,
대학 및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출처의 기술을 선택하며, 가장 유망해 보이는 기술은 법,
비즈니스 및 과학에 대한 배경을 가진 학생 팀에서 국제 비즈니스 공모전으로 진출
위스콘신 대학은 제품을 구입하여 변경하고 홍보활동을 위한 공개 URL을 만들기 위한 100
시간의 도전과제를 수행한 후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
루이지아나 대학-Lafayette는 Innov8 Lafayette 프로그램을 주최하며, 이 8일간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는 혁신의 중요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활동이 포함되는데, 일부 활동은 환경,
기업가정신 및 예술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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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 공간에서 연방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때 많은 대학이
오바마 행정부의 최근 두 가지 행동에 대해 언급
,

미국 에너지부의 혁신적 프로그램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논의

- 국가 비즈니스 플랜 공모전은 대학 및 지역사회의 지역 비즈니스 플랜 공모전에
종자 기금과 기술지원을 제공

-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가 및 혁신가 그룹과 에너지 부처를
연계하여 후원

- 여타 여러 대학과 기관 역시 이 모델을 시장 인텔리전스, 최첨단 기술 솔루션
접근 방법으로 보고 기업가 및 신생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 방법으로 생각함

‘

’

많은 대학은 미국 재무부가 최근 제공한 프로그램 관련 투자 관련 지침을
통해 학생에 대한 기업가의 자선투자 금액이 확대되기를 희망

라 창업 및 혁신 협력 공간
창업 및 혁신의 생활 공간
은 교실 밖 외부환경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독특한 트렌드
.

(collaboration spaces)

“

”(living space)

생활 공간은 근접성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에 학생 참여를

(Box 2.4)

촉진

(entrepreneurial dorm) 구축, 기업 클러스터 촉진, 대학-지역

대학은 창업 기숙사

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해 생활 공간 개념을 확장

창업 공간은 현지 기업가 및 혁신가와 함께 학습 및 네트워킹 기회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의 용이성 제고

,

이 공간은 기업가를 꿈꾸는 학생에게 최고의 자원으로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다양한 학생기업가 동아리가 존재

- 이 동아리는 재정능력 및 지도력 개발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사업화 기회를 추구하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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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4]

생활 및 학습 공간(Living
Spaces) 의

and

Learning

사례

플로리다 대학의 Inspiration Hall은 혁신스퀘어 내에 위치한 새롭고 최첨단의 경험학습
커뮤니티로 플로리다 대학과 플로리다 혁신허브에서 두 블록 거리
- 혁신스퀘어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함으로써 학부생은 동료 학생, 연구원, 교수, 비즈니스
전문가 및 기업가와 같은 다른 유사한 사람들과 학업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작용 용이함
퍼듀 대학은 Harrison Hall에서 함께 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기업가정신 및 혁신 학습 커뮤니티(ELC)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

마 전문대학 기업가정신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미국 전역의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이 창업 프로그램을 시작
.

(

170

개 전문

)

이 프로그램은 대형 연구대학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

Lorain 커뮤니티 대학은 학생 및 지역 기업가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및 공동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Middlesex 커뮤니티 대학은 기업가적 벤처 설립을 위한 종자 기
금을 학생에게 제공

커뮤니티 대학은 연구대학과 동일한 이유로 기업가정신을 수용

- 학생들의 욕구, 지역경제의 특성변화, 대기업과의 인력 교육에서의 역할 변화를
반영

학생의 진로에 있어 기업가정신이 중요 요인이 되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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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혁신·기업가정신

3

가 변화하는 혁신문화
대학 내 채용 문화
.

(hiring and retention culture)

의 변화

오늘날 교육기관은 학문영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기술 상업화 및 학문 유관 기업
활동에 관심을 가진 교수진을 채용

- 새로운 교수진 오리엔테이션에는 교수가 기술이전사무소를 탐색하고 캠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워크숍 및 교육이 종종 포함

,

,

(Box

대학에서는 전문멘토링 프로토타입 개발 비즈니스 플랜 및 시장 테스트
와 같은 영역에서 교수진 교육을 제공

3.1)

진화하는 대학혁신 문화는 협소한 전통적 학문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혁신 프로세스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인센티브를 제공

[Box 3.1] 피츠버그 대학이 제공하는 혁신 비즈니스 사업화 과정
기술관리사무소와 학장 사무실은 혁신개발, 사업화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생 및 교수
연구자 교육과 동기부여를 목표로 매년 7주 과정을 개최
- 이 과정은 아이디어 개념에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 및 라이센스에 이르는 혁신 및 사업화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수행
- 개별로 구분되는 워크숍은 또한 학생들이 팀 환경에서 자신의 혁신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

나 교수 혁신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보상
.

(Rewarding

facult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교수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성취도에 따라 보상 제공
학문분야에서 동료의 업적을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캠퍼스 차원의 수상
및 시상식 시행

(Box 3.2)
- “올해의 혁신가” 및 “올해의 교수기업가”와 같은 상은 전통적인 연구 및 교육성과를
뛰어넘는 업적에 대해 교수진에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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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2] 서부 캘리포니아 대학
대학은 교수진의 업적을 지원하고, 보람을 주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교수진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촉진
기업가 연구를 위한 Lloyd Grief 센터는 연례 Faculty Research Awards의 일환으로 총
11,000달러의 연구보조금으로 3명의 교수진을 선발
센터는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작성한 교수에게 주어지는
연례 Greif Research Impact Award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갖춘 교수에게도 보상을 제공

(Box 3.3) 등 기업가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재직 및 안식년

교수의 신생기업 설립
휴가지침을 개선

- 일부 프로그램은 재임기간과 승진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고 교수진이 혁신과
기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Box 2.3] 버지니아 대학
2010년, UVA 의과대학은 혁신 및 기업가정신 활동을 승진 및 테뉴어 기준 (promotion
and tenure criteria)으로 최초로 포함
승진 및 테뉴어 기간에 대한 후보자는 그들의 발명품 및 특허 상태에 관한 다음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된 저작권 자료, 기술 관련 라이센스 계약, 기업가정신 및 경제개발 영향을 포함한
기술이전 관련 활동에 대한 기타 기여도

,

기업 활동을 위한 휴가 제공으로 성공적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교수의 사업화 과정 이해도를 높여 학생 지도에 새롭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이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 사업화를 장려함으로써 교수의 공적
참여를 활성화

교수 혁신 촉진을 위한 적절한 보상 및 정책 구축
교수의 혁신성과를 위한 내부 정책은 일반적으로 개발부서 재량에 따라 평가

- 고등교육 시스템을 통한 혁신 촉진이 성공하려면 대학은 교수 신분보장, 규정
탈퇴, 그리고 혁신 및 기업가정신 촉진 정책의 유연성 강화 필요

다 협업 지원
교수진은 사업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기 때문에 대학은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협력 장려를 위해 추가 자원 제공
.

(Supporting collaboration)

일부 대학에서는 개인을 고용하거나 팀을 만들어 유사한 학과 및 연구목표를
가진 교수진을 연결하여 신생기업 창출 기술 라이센싱 및 산업계와의 협력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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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분야의 노력은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효과적

[Box 3.4] 신시내티 대학 연구기관
대학의 비영리단체는 지역, 국가 및 국제 산업이 후원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 및
교수진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파트너십은 대학 전문가와 산업계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 사업화를 촉진하고
협력적인 체험학습 경험과 기회를 향상
대학 외부에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교수 및 주정부 직원은 주식 및 수입 흐름에 대한
주정부 규제를 준수하면서 라이센스 매출 및 기타 주식으로 인한 수입을 통해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노련한 기업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대학에서 기업가
거주 멘토
프로그램 구축
‘

’(EIR)

EIR*은 대학 연구자, 학생, 교수, 교직원이 협력하여 안내 및 조언을 제공해
초기 창업회사 개발에 기여

* entrepreneur in-residence

EIR은

,

교수진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라이센스 기술 평가
및 자원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사업화 프로세스 방법을 지원

,

(Box 3.5)

- 교수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점 영역, 지식재산권 법 지식을 보유
- 교수가 사업화 가치가 있는 연구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찾는데 도움을 주며, 캠퍼스
전체에서 혁신적이고 기업가정신을 자극하는 멘토십 기회 제공

[Box 3.5] 네브래스카 대학 의학센터 – 기업가 거주 멘토(EIR)
EIR은 UNMC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계획 및 신생기업을 창출하고, 평가하고,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네브래스카 의학센터의 허가된 직원 및 연구원과
협력
EIR은 UNeMed의 기술라이센스 계약을 기반으로 신생기업의 개발을 확인, 평가 및 지원
하기 위해 UNMC 과학자와 함께 일하는 과학, 기업가, 경영 및 재무 경험이 있는 산업계
전문가

라 산업계와의 교류협력
교수진은 연구 및 기술개발 아이디어 자본 및 기타 지원을 얻기 위해
산업계와 관계 확대
.

(Engaging with industry)
,

,
(Box 3.6)

,

많은 대학이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수진 산업계 엔젤투자자 및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모으기 위한 행사를 주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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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진에게 네트워킹 및 자금지원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산업계에게 캠퍼스
R&D 활동에 대한 초기 검토 제공
- 네트워킹 기회 제공 행사로 학습시리즈,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숍 활용

[Box 3.6]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은 교수진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기술 검토”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칼텍 연구원은 엔젤
투자자, 벤처 캐피탈리스트 및 기업가 동문들에게 사업화를 위한 새롭고 유망한 기술에
대해 짧은 프리젠테이션을 제공
원탁 토론은 투자자가 기술개발 잠재력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에서 진행

교수와 외부 산업계 사이의 연계를 공통적으로 중시
학외 연수 및 휴직 정책은 교수진에게 그들의 과학 분야에서 산업계의 최신 경향
및 기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
예산문제와 교수 관심 분야 다양성으로 인해 예상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함

교수의 교육기회 제공 기업가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기업가정신을 개발
,

,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교수진의 교육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교수 간 협력 지역사회 및 기업가와의 협력이 증대되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창업회사 창출 가능

,

,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학습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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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지원

4

가 기술이전 장벽 낮추기
대학 최우선 과제로 기술이전 프로세스 간소화 및 시장 잠재력을 지닌 연구
중심으로 시장화로 제시
.

(Reducing technology transfer barriers)

서비스 요구의 증가에 따라 연구 서비스 사업화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최
소화하면서 기술이전 기능 확대

(TTO)* 시설 확장, 숙련된 인력 채용, 연구자 자본 접근성 향상을

기술이전사무소
통해 목표 달성

* Technology Transfer Office

라이센싱 및 스타트업 활동 증가
(AUTM)
2010
14%

2011

대학기술관리자협회
의 라이센스 조사에 따르면
년에 실행된 라이
센스 수는
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동 기간에 형성된 신생기업 수는

3% 증가

,

사회적 이익과 영향력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장벽을 줄이는
동시에 공통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오늘날 기업가는

‘Triple Bottom Line’(기업이익, 환경지속성, 사회적 책임) 중시

- 저비용 및 환경 친화적 혁신 특허출원 프로세스와 소액금융모델 활용 자금
조달과 관련 요구 증가 추세

- 기존 업무 모델에 관련 내용을 통합하는 프로세스 개발

나 기술이전사무소의 지원수준 향상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대학 산업계 파트너십 개발 관리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전문 인력 고용
.

,

,

-

·

·

법학 경영학 대학원생 및 교수 등의 기관 자원을 활용

마케팅 회계 및 규제순응 등 기술을 추구
,

(Box 4.1)

숙련된 직원 및 교내 지원은 내부자원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및 기술
라이센스 협상과 관련된 비용과 시간을 절감

14

미국 대학의 혁신 및 창업 정책 변화

학생 및 교수진과 성공한 기업가 간 연계를 통해 기술 육성을 위해 신생기업
설립을 지원

[Box 4.1] 유타주립대학(Utah State University)
Commercial Enterprises 내의 대학 지식재산(IP) 서비스 부서는 USU 교수진과 직원이 지식
재산을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IP 서비스 관리자는 USU 및 USURF 연구원이 USU 지적재산을 식별, 공개, 보호 및
사업화 지원
IP 서비스는 두 명의 IP 변호사, 등록된 특허대리인 한명, 법률 보조원 한명, 관리인
한명을 포함

새로운 기술이전 경향으로

“one- stop-shops"

의 설립

“one-stop-shops”은 교수와 학생에게 특허·라이센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기술
공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멘토링·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이전 기능을 하나의
시설에 통합

이를 통해 교수진과 학생들은 발명품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기술개발 및 마케팅
과정에서 지원 확보

다양한 분야로 사업화 기회 확대
,

,

,

,

,

교육 범죄학 조직구조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영역에서 혁신적인 작업을 위한
라이센스 프로세스 및 사업화 기회를 탐색하는 지침 제공

기술혁신을 위한
센터와 센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센터와 같은 개념증명센터
가 급부상
M IT

D eshpande

V on L iebig

‘

’(Proof of C oncept

C enters)

이 센터들은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

- ① 캠퍼스 기업가정신의 양과 다양성을 높이고, ② 캠퍼스의 신생기업 및 기업가의
질을 향상시키며, ③ 지역 투자자 및 기업가들과의 연계를 점차 강화하여 대학
신생기업이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

[Box 4.2] 톨레도 대학(University of Toledo)
“Lab-to-Launch” 이니셔티브는 UT의 기술이전 팀과 Rocket Ventures LLC와의 공동연구로
시장 이전을 가속화
이 팀은 연구능력과 긴밀히 협력하여 잠재력이 높은 플랫폼 기술을 확인 및 홍보하고 대학
연구를 사업화 제품 및 서비스로 신속하게 이전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특히 중점을 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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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채용

(Box 4.3)

학생 대상의 사업화 프로젝트와 특허 및 라이센스 프로세스와 같은 관련 과제
및 엑세스 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경험 축적
일부 학생들은 교수 연구개발 제출물을 분류하고 기술 생존력 및 상업적 가치로
대학연구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법률 및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은
특허 신청을 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내부전략에 대해 자문하고

,

비즈니스 개발 코칭을 제공

TTO

일부
는 기술이전 주제에 대한 교수 및 학생에게 강의 시리즈를 제공하여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상업적 생존능력을 교육

[Box 4.3] 학습 및 워크숍에 관한 밀착 교육 사례의 예
(Examples of Educational Hands on Learning and Workshops)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플힐(UNC-CH)의 기술개발사무소(OTD)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식
재산권 보호 및 기술사업화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과정 동료를
위한 8개월간의 과정운영
- 인턴십은 학년간 운영되며 일주일에 8시간에서 12시간이 소요되고, 인턴은 기술이전,
시장평가 및 일부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마케팅을 다루는 공식교육 시리즈에 참여
- 인턴은 또한 OTD와 산업계 파트너 간의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보고 배움
로체스터 대학의 F.I.R.E. 시리즈는 기술이전의 여러 측면에서 발명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잠재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연구원이 알아야 하는 것
- 비즈니스 시작의 복잡성에 대해 대학 커뮤니티를 교육하기 위해 고안된 정규 강의
시리즈이며, 이 강의시리즈는 로체스터 의료센터 기술이전사무소에서 실행
코넬 대학의 IP&Pizza™와 IP&Pasta™는 코넬 대학 교수진, 연구원 및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을 제공
-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대학 연구결과를 사회에 유용하게 만드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적재산 문제에 대한 기본지식과 이해를 제공하며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을 포착
및 보호하고 잠재적 산업을 유인하는 데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 이 프로그램과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은 코넬의 기술과 기업 그리고 사업화 센터에서
운영

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으로 관련 전문 직원 수요
증대
.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

대부분 기술이전사무소에서 공개적 결과 발표 전 특허신청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연구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교수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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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기관들은 대학 연구자들이 제출한 모든 발명공개에 대한 잠정적 특허출원을
제출하거나 가장 큰 라이센스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기술에 대해 임시적
이고 실용적인(또는 규칙적인) 특허출원을 선택하여 제출(Box 4.4)
대학은 교수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연구 사업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라이센싱 로열티 및 기타 사업화 소득 일부를 제공

[Box 4.4] 캘리포니아 공대(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칼텍은 TTO를 통한 모든 단일 발명공개에 대해 잠정적 특허출원을 제출
TTO는 잠정적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동안 본 발명에 대한 정규 특허출원을 제출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발명의 기술 및 사업화 이점을 평가

라 자금 격차 줄이기
기술이전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여 죽음의
계곡 이라 불리는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간의 전환을 지원
.

(Shrinking the funding gap)

“

”

(Box 4.5)

(valley of death)
’
(

‘

죽음의 계곡
란 일반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시간이 지나면
서 사라져 가는 곳 을 의미함 최종인

, 2016)

죽음의 계곡을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메카니즘을 사용
‘

,

,

’

많은 대학들이 벤처기금 개념증명 기금 성장기금 을 창출하여 대학연구로 인한
기술 및 신생기업의 발전을 지원

TTO가 벤처기금 및 종자기금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및 동문 지원을 모색

,

전환사채 대출은 일부 대학에서 사업화를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되며 교수진은
초기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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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5] 자금격차 해소
위스콘신 대학의 위스콘신 동문 연구재단(WARF)은 동문 기부금으로 자금지원센터를 시작한
비영리단체
- 오늘날 WARF는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 및 기술 라이센스를 통한 기금을 모금하며,
생성된 기금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건설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교수진과 학생
펠로우십을 지원하는 데 사용
오클라호마 대학의 성장기금은 각 캠퍼스의 연구자에게 시제품을 개발하고 연구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죽음의 계곡을 통해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을
제공
템플 대학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사무소는 대학에서 첨단연구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
콜로라도 대학 시스템의 TTO 개념증명(POC) 프로그램은 콜로라도 대학 지적재산의
사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지원
- CU TTO는 대학연구 및 사업개발을 위한 POC 기금 기회를 창출하고 지원하며, 현재까지
TTO의 POC 프로그램은 총 110건이 넘는 프로젝트와 1,3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
미시간 대학의 Gap Fund 프로그램은 주정부로부터의 자금조달과 함께 UM 기술이전 중앙
관리 수익금으로 개발
미네소타 대학의 ‘내부비즈니스 단위’(IBU) 프로그램은 성숙을 돕고 초기단계 기술을
시작하는 창업보육센터 공간을 개발
- IBU는 거의 시장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스타트업 기회로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
약간의 투자와 조기판매가 필요한 소수의 기술을 다룸
- IBU는 종자기금과 자원을 통해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 환경에서 이러한 기술을
부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광범위한 “죽음의 계곡”을 연결하거나 오랜 기간의 개발이나
중요한 종자자금이 필요한 기술을 보육하기 위한 매카니즘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대표
에모리 대학의 에모리 약물 혁신(DRIVE)은 비영리 약물개발회사로서 대학과는 별도이지만
대학이 전적으로 소유
- DRIVE는 에모리 과학자의 전문지식과 산업계의 약물개발전문가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학술적 약물 발견의 역량을 확대
아크론 대학의 ‘아크론 지역변화 엔젤’(ARCHAngel) 네트워크는 시장중심의 기술기반 투자
기회에 투자자를 소개하기 위한 지역 포럼
- 의료, 정보기술, 폴리머 및 기타 고급 소재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는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고 유망한 기술회사와 엔젤 투자자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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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기술이전센터
국가의 여러 지역에서 대학 및 비영리 연구소가 이미 연구 사업화에
협력하기 위해 파트너로 활동 중
.

(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s)

(APLU)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요

공공 토지 무상임대 대학협회

공립대학의 상당부분은 별도의 기술이전 사무소가 부재

또한 소규모 대학의 학생 및 졸업생은 캠퍼스 내 기술이전사무소가 없으며 해당
지역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원이 필요

지역기술이전센터는 대규모 대학 지역 주립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및 지역 내 소규모 대학에 기술이전기능을 제공
,

,

(Box 4.6)

유타 및 텍사스 대학 시스템과 같은 대학은 해당 지역파트너와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센터를 개발 리더로서 활동

,

[Box 4.6] 텍사스 대학 텍사스 남부 기술경영센터
(South Texas Technology Management (STTM)
텍사스 남부 기술경영센터(STTM)는 샌 안토니오에 있는 텍사스 대학 보건과학센터
(UTHSCSA)와 제휴한 지역기술이전사무소이며, 텍사스 대학 샌 안토니오 연구부서
(UTSA), 텍사스 대학 팬 아메리카(UTPA), 텍사스 주립대학(TXState), 브라운스빌에 있는
텍사스 대학(UTB), 그리고 Stephen F. Austin 대학(SFA)과 함께 협력
교부금 신청, 특허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과 같은 지역기관을 위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
STTM은 협력 노력을 통해 아이디어를 한 차원 높여주는 기술 및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구축
Horizon 기금은 텍사스 대학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회사를 스핀오프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제공

일부 대학은 이 분야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경험
,

,

,

특히 혁신 인프라에 대한 자금조달원은 거의 없는 바 연구원 기업가 투자자
및 전문서비스를 모아 시장에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을 지원
종종 민간자선단체 및 기업후원자는 광범위한 기반 시설 지원보다 특정 분야
자금지원에 관심이 있음

- 연방정부는 혁신 인프라 지원 기금 제공을 위해 EDA의 i6 과제 및 NSF의 아이
콥스(EDA’s i6 Challenge and NSF’s Innovation Corps)와 같은 보조금 과제를
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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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방 연구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에 대한 대통령 교서
.

(Presidential

Memorandum

on

Accelera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Federal Research)

년 오바마 대통령은 고성장 사업지원을 위한 연방 연구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이라는 대통령 교서를 게시
2011

“

*

”

* Accelera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Federal Research in Support
of High-Growth Businesses

R&D

이 교서에는 향후 몇 년 동안 연방 기금의
사업화를 크게 늘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및 기업가정신에 깊이 관여하는 연방기관을 요구

R&D

연방정부에서 기술이전 노력을 안내하는 몇 가지 제안된 프로그램이 있지만
기관의 결정사항 중 상당수가 대학에 영향을 미침

미국기술표준원
이 관리하는 기술이전 부처 간 실무그룹은
대통령 각서 이행에 관한 예비보고서를 발표
(NIST)

R&D 기관과의 협력, 연구 사업화에 대한 자금
지원,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연방기관 간의 고유 프로그램, 신흥 우수사례 포함
연방기관은 기술지원의 성공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R&D의 사업화를 측정하기
보고서에는 대학 및 민간의 외부

위한 보다 강력한 측정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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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협력 촉진

5

가 자원 및 지식 공유
연방정부의 자원이 제한되면서 대학들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노력
특히 비즈니스 공동체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채널을 모색
.

몇몇 대학은 민간산업에 쉽게 개입하기 위한
구축 중

“프론트

,

”(front-door

도어 정책

policies)
- 대학은 인적자원 및 지적자본, R&D 인프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 도어 정책, 웹 포털 및 라이센스 정책 탐색이 용이
- 민간기업 및 신생기업이 상업적 잠재력을 지닌 대학 R&D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기업들이 대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

,

모든 연혁 규모 및 지리적 근접성을 가진 기업은 대학 내 자원과 활발한 지원을
통해 혜택을 확보
산업분야의 실험실 공간 활용과 같은 대학의 물리적 기반시설을 보다 잘 활용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연구기회 제공 가능

,

- 대학 및 학부와 협력함으로써 기업은 잘 갖추어진 실험실과 다양한 기술을 활용

제조 에너지 연구 분야에 강점이 있는 대학과 대기업간 장기간
파트너십 구축
·

BMW®, FedEx®, Johnson Controls®, IBM®, Cisco®, Proctor &
Gamble®, Minova®(Box 5.1)와 같은 대기업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 학생과 교
대학과

수진은 산업계의 문제 해결 및 최첨단 연구 참여

일부 대학에서는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학의 연구 옵션이 산업계에 관심
있는 분야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예를 들어 Tulane 대학은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 기업들과 파트너십 구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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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1] 클렘슨 대학의 국제자동차연구센터(CU-ICAR)
Clemson University’s International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CU-ICAR은 대학, 산업 및 정부기관이 협력하는 첨단기술연구 캠퍼스로서, 대학의 실험실
및 테스트 시설에서 자동차, 모터 스포츠, 우주항공 및 이동성 전문가가 함께 R&D에 협력
센터의 응용교육 및 산업계 리더와의 직접적인 참여는 첨안 커리큘럼 개발 및 자동차
업계의 현재 동향과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역량을 포함
BMW®, Michelin®, 그리고 Koyo®와 같은 파트너는 학생 및 교수진과 함께 자동차 R&D를
통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중점을 둠

대학은 시설 연구소 공간 및 인프라를 민간 기업에 제공
,

,

제공 형태는 계약조사 및 라이센스 계약 기업가 거주 프로그램 등 다양함

대학과 민간부문 간의 협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수행 가능
대학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과
민간부문 간의 협업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 가능

- 기업들은 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의 지적자본을 하나로 모으는 실험실 및 인큐
베이터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이익 확보 가능(Box 5.2)
-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후기 단계에서 대학은 시장조사와 홍보 같은 분야에서
산업계 경험을 활용하며, 산학협력은 직업배치 및 인재채용을 용이하게 하는
다이렉트 연결을 창출

[Box 5.2] 산학협력의 예
미네소타 대학의 IPrime(계면 및 소재공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산업 파트너십, (Industrial
Partnership for Research in Interfacial and Materials Engineering))은 2000년도에 만들어
졌으며 ‘양방향 지식이전’에 기반 한 대학/산업계 파트너십.
- 파트너십은 소재에 대한 근본적인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40개 이상의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 IPrime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은 광범위한 과학기술 발전 상황을 조사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과학을 탐구할 수 있음
- IPrime의 주요 목표는 IPrime 교수진, 학생 및 박사 후 연구원과 함께 산업 과학자를
방문하여 실습참여를 촉진하는 사전 경쟁적이고 비 독점적이며 협업적인 환경에서 산업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참여
노스이스턴 대학은 전 세계의 스타트업 및 대기업의 연구실에서 시장으로의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여된 연구혁신 및 비즈니스 스쿨 센터뿐만
아니라 협력 교육 및 업무 프로그램을 통해 3,600개의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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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지역 허브인 대학은 산업계 파트너를 캠퍼스로
끌어들이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
(Box 5.3)

[Box 5.3] 델라웨어 대학의 경제혁신 & 파트너십 사무소(OEIP)
OEIP는 Spin In™이라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공과대학 및 Lerner 경영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기술, 특허 또는 제품개발을 필요로 하는 현지
기업가와 협력
OEIP는 비즈니스 및 엔지니어링 대학의 학부생으로 구성된 학제 간 팀을 모집하여
제품을 더욱 발전
사전에 결정된 기간이 끝나면 잠재적인 사업화를 위해 제품을 기업에 돌려보내야 하며,
OEIP는 또한 기술이전 및 비즈니스 개발 분야의 학부 및 대학원 인턴과정을 제공
캠퍼스에서 산업계의 입지를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트렌드 부상

- 산업계 대상 대학자원에 접근성을 높인 웹 포털, 조찬 포럼 및 캐주얼 원탁
토론과 같은 네트워킹 이벤트, 산업계 강연 시리즈 등
- 일부 캠퍼스에서는 학생과 교수가 함께 과학기술개발 과제를 배우고 해결하기
위한 학기 중 장기 인턴십 참여(Box 5.4)

[Box 5.4] 미네소타 대학의 의료기기 센터의 혁신 펠로우
프로그램(Innovation Fellow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의료기기 제작을 위한 완벽한 교육 및 제품개발 프로그램을 제공
연례 다기능 팀은 혁신, 제품개발에 대한 입증된 증거와 함께 공학, 의학 및/또는 생물
과학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참가자들로 구성
팀 구성원 또는 동료는 캠퍼스 전역에서 공학 및 의학연구의 일류실험 시설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강렬한 교육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으며, 펠로우들은 매일 전 세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수, 의료전문가, 산업계 협력자 및 대학의 기술이전
사무소와 협력하여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 테스트, 특허 및 라이센싱 진행

“

”

,

,

,

대학 연구원을 위한 경험적 학습기회는 의학 천연가스 시추 녹색에너지 의약품
및 항공우주공학과 같은 분야에서 산업계의 관심사에 맞춰지는 반면 기술지원 인력
교육 및 현재 시장동향에 대한 교육을 제공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현재 연구 프로젝트와 과거 캠퍼스 연구 정보
파트너십 네트워크 은행 정보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사용
,

,

·

일부 대학에서는 자가등록 사용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혁신 사업화 프로세스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 대면 포털 또는 개방형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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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리 대학에서는 기업이 대학 관련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캠퍼스에서
교육자료를 강조하는 온라인 도구인 Source Link 도구 개발
- 모든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므로 검색시간이 줄어들고 잠재적인 사업화
기회를 식별하는 데 효율성을 높임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업계는 여러 대학 기록을 검색하지 않고도
대학 자원과 정보에 쉽게 액세스 가능

[Box 5.5] 미시간 대학의 비즈니스 참여 센터(BEC) ; Business
Engagement Center
BEC는 연구담당 부국장 및 대학개발사무국과 협력하여 UM의 다양한 연구, 기술, 교육,
시설 및 인적자원에 대한 원 스톱 게이트웨이를 기업에 제공
BEC는 2007년에 설립되어 1,000개 이상의 회사와 관계를 유지하며 매년 약 200개의 신생
회사와 접촉
BEC 촉진 관계는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개별연구 프로젝트에서 광범위한 계약에 이르기
까지 다양
BEC의 기능 중 하나는 UM에서 산업계 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 및 부서와 협력하는
것이며, 또 다른 BEC 이니셔티브는 특히 산업 및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예를 들어, Boeing은 UM과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7개의 다른 UM 프로그램을 모집하며,
50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학생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4개의 다른 부서와 연구를
수행

나 엑셀러레이터
대학 캠퍼스 내외에 위치한 엑셀러레이터 및 관련 이니셔티브의
개발
.

(Accelerators)

“

”

(Box 5.6)

※ 엑셀러레이터는 많은 신생기업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시설, 기술
인력, 테스트 및 진단장비 리소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혁신 및 사업화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고안된 대학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
일부 엑셀러레이터는 신생기업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금 부족을 연결
하는 등 사후 인큐베이션 기간 동안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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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6] 조지아 공대 - Flashpoint
Flashpoint는 경험이 많은 멘토, 전문가 및 투자자에게 기업가적 교육 및 액세스를 제공
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 Dr. Merrick Furst(Georgia Tech)가 개발한 창업 엔지니어링(Startup Engineering).
- 이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대학, 민간부문 및
벤처기업의 자원을 모아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
아틀랜타 엔젤 투자자와 함께 일하는 투자회사가 창설한 백만 달러의 펀드는 스타트업
자금에 만 5천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를 투자
2011년 1월 Flashpoint는 조지아 공대의 교수진과 학생들을 포함한 초기 Flashpoint 그룹
으로부터의 15개의 스타트업과 함께 첫 번째 “데모 데이 (demo day)”를 개최

다 지식재산권 및 로열티에 대한 지침 제공
.

(Providing guidanc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oyalties)

대학 파트너십은 종종 산업계와 협력하여 개발된 기술의 지식재산
소유권을 탐색하는 문제에 직면
IP(

)

대부분의 대학과 기업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 소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R&D

많은 대학 연구자들이 재정
지원을 위해 산업계와 파트너가 됨에 따라
정책 협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IP

-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일부 대학은 모든 산업 협력자와 함께 사용하는 표준
정책 및 계약을 개발

- 일부 대학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모델을 따랐는데, 이 모델은 간단하고 유연한
계약을 사용하여 종종 산업계 파트너에게 독점적인 지식재산권을 부여

- 미네소타 대학은 후원하는 회사가 수수료를 선불로 지물하고 독점적인 전 세계
라이센스 및 모든 관련 로열티를 받음으로써 IP를 통한 오래 지속되는 협상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독특한 접근법을 보유

대학은 유연한 협상 접근방식을 취하며 더 많은 사업계 파트너십을 장려

대학은 투명성 제고 및 산업계 협력 장려를 위해 통일되고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정책을 수립
해당 정책을 통해 지식재산권 및 로열티 분할과 같은 문제에 대한 결정을 안내

- 예를 들어, 일부 대형 대학은 후원 업종에 대한 공개에 대해 로열티의 상당 부분
(일부의 경우 25~35%)을 면제하는 정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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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IP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보호보다 중요해지는 세계경제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발생

많은 대학들이 대학 및 산업계의 책임과 이익 공유를 설명하는 표준양식을 구축

- 새로운 IP 전략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학-산업계 파트너십을 둘러싼 재정문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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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 경제개발 연계

가 지역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와의 직접적인 협력
.

(Working directly

with local businesses and communities)

대학은 지역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 필요성을 다루는 학생
및 교수진 교육 혁신 및 기업 추구를 장려
,

(Box 6.1)

,

학생과 교수진은 지역 비즈니스 및 지역사회와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대학은
자발적인 요구사항을 커리큘럼에 통합하고 학생들이 지역 비즈니스 및 비영리
단체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장려

,

일부 대학은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학생의 실무경험을 장려하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하고 학생들의 직업시장 경쟁력을 증대

[Box 6.1] 지역사회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학생 참여 사례
툴레인 대학(Tulane University)의 사회적 혁신 및 사회적 기업가정신 이니셔티브는 학교
전체를 경제 및 사회 생태계와 통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AB Freeman 경영학과, 건축학과, 과학 및 공학부를 포함한 모든 학과와 제휴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교실에서 뉴 올리언스 커뮤니티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학생주도 단체 및 사회적 벤처를 창출
- 툴레인 대학은 툴레인 비즈니스 플랜 공모전, 도시혁신챌린지, PitchNOLA, NewDay
사회적 혁신 챌린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공모전도 개최하여 학생 및 지역사회
파트너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및 기술지원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
-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매년 10만 달러가 넘는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퍼듀 대학의 기술지원프로젝트는 교수진과 대학원생을 모아 비즈니스 및 기술문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는 컨설팅과 지역 그룹 지원을 제공
조지아 대학(University of Georgia)의 서비스학습프로그램은 모든 대학의 학과 및 학부에서
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강화된 과정을 제공
캔자스 대학의 RedTire 이니셔티브는 대학원생과 졸업생을 고군분투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연결하여 커뮤니티 서비스 및 과세기준의 상실로 인한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 이 협업노력을 통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캔자스로부터 더 많은 펠로우를 고용 가능
Merrimack Valley Sandbox의 Campus Catalyst 프로그램은 메사추세츠 대학 로웰캠퍼스,
Merrimack 대학, Middlesex 커뮤니티 대학, 그리고 Northern Essex 커뮤니티 대학의 학생
들에게 캠퍼스 외부 및 지역사회에서 기업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 500달러의
소규모 보조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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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은 또한 교육 멘토링 혁신 및 경제개발 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사회를 지원
,

,

다수의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교수진과 지역사회
간의 대화 활성화

R&D 참여로 지역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교수의

현지

시장기회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나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적 접근
.

(Collaborative approaches for

achiev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대학은 지역 및 지방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장기적인 혁신 및 기업가
정신 향상
,

대학 기반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혁신 및 경제 전략 실행을 위해 정부
기업 벤처자본가 기업가 및 근로자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

,

,
대학은 연구단지, 대학회랑,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공유실험실 공간, 인큐베이터,
혁신 및 제조 클러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 모델을 사용

- 이를 통해 혁신과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
시설과 지적자본을 함께 제공

- 연구 수행 기술을 개발하며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비용 효율성과
생산적인 수단을 제공

‘

’

대학은 연구단지 를 건설하여 도심 및 지역 사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수행

- 노스캐롤라이나는 듀크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 세 개의 대학이 주정부와
함께 리서치트라이앵글(RTP)를 1959년부터 조성하여 많은 새로운 기업의 창출
(SAS 등),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최종인, 2013)
연구단지에는 기술이전 및 전략적 제휴 사무소,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공간이
있으며, 기업가 거주 및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유사한 연구 관심사를 가진 개인을
연결하고 라에센스 및 사업화 프로세스를 지원

대학 주최 창업보육센터와 엑셀러레이터는 지역 및 국가의 혁신과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

창업보육센터는 멘토십 및 기술지원 지역 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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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연구 회랑

(research corridors)

,
,

,

건설을 통해 경제발전을 장려
,

연구 회랑은 종종 생명공학 나노기술 건강 에너지 및 첨단소개와 같은 특정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슷한 연구 관심과 도전이 있는 지역사회 대학
및 학부를 위한 자원 파이프라인을 제공

,

,

기술지원 자본에 대한 접근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을 유치

,

일부는 녹색기술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창출과 같이 지역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 경계를 넘는 커뮤니티를 구축

,

(state)

또한 일자리 증가 주 정부
수입 및 각 주 지역 창업과 같은 지역경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

- 일자리 창출은 많은 연구 회랑의 중요한 초점
대학은 다른 지역대학과 연계를 활용해 모든 유관 기관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Box 6.2] 지역적 회랑의 예(Regional Corridors)
UC버클리 대학의 East BayGreen 회랑은 새로운 청정기술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역 협력체로서, 신흥녹색기술, 혁신 및 기업가정신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의 기존 강점을
기반으로 함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I-99 회랑 지역은 혁신프로그램을 위한 NSF 파트너십과 코먼웰스로부터
Bedford, Blair, 그리고 Centre 근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펜실베니아 주 연구 및 교육강점을
활용하는 기금을 지원 받음
미시간 대학의 대학연구 회랑(URC)은 주의 경제를 변화시키고 강화하며 다양화하기 위한
미시간 주립대학, 미시간 대학 및 웨인 주립대학 간의 동맹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연구 회랑은 Ames에서 De Moines까지 이어지며, 농업, 금속 및
기타 분야의 연구 및 제조에 중점을 두며, ISU와 DuPont®과 Syngenta®와 같은 기술
기업들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

대학은 지역경제 개발 및 성장 추적부터 연방정부 및 기타 자원 데이터
제공까지 경제적 지역적 사업개발 데이터 분석의 훌륭한 원천임
·

·

,

,

많은 대학들이 교수진 교직원 학생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찾아 강조하고 해결
미국경제개발청의 대학센터 프로그램은 모든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를 창출

50개 주에 있는 센터를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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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기술이전센터
타 대학과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기술이전센터 설립
.

,

대학에서 혁신을 사업화할 때 서로 돕고 지역의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

- 메사추세츠 기술이전센터는 연구중심이 아닌 여러 지역의 여러 대학에 기술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니셔티브이며, 지역 혁신가와 기업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라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커뮤니티 연결
지역경제 전략 실행 및 지역 기업 및 지역 사회 지도자간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가용 자원풀 확장에 핵심 역할 수행
.

,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 자본의 좋은 원천

,

,

,

,
(Box 6.3)

연구자 벤처자본가 기업 기업가 컨설턴트 및 지역 당국과 조직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보조금 및 기타 자금조달 기회를 찾는 것과 같은 중요한 지역
문제 해결 장소를 제공 가능

[Box 6.3] 미주리 주 KC – 칠판으로부터 중역회의실로(Missouri
KC - Whiteboard to Boardroom)
지역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 비즈니스 및 비영리 단체의 양쪽 주(미주리 및 캔자스)의
파트너십은 교육기관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개발경로를 따라 적극적으로 이동시켜 기술을
발견하고 개발하고자 함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교수진 및 지역사회는 멘토링, 직업훈련, 학습기회 제공 및
자본기금 사용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라이센싱 기회 창출, 일자리 창출 및
경제개발 촉진에 힘쓰고 있음
협력노력을 통한 파트너십은 지역경제를 위한 기술성장 및 사업계획 개발을 형성하고
장려하기 위해 확대

지역 내 경제개발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성과 소수 기업가를 지원
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목표 수립
(Box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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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4]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준 사례
(Examples of Reaching Underserved Communities)
UC 버클리 대학은 Haas의 젊은 기업가 센터(YEAH)에서 온 학생들에게 소외계층의
이스트 베이와 베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기업가정신, 교육
열의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이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도록 지원
텍사스 주립대학의 RampCorp 프로그램은 텍사스에서 여성 기업가의 경제적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 여성 기업가는 숙련된 투자자, 기업가, 발명가 및 비즈니스 리더의 코칭을 통해 자원과
기회에 대해 학습
- RampCorp 프로그램에는 확장 가능한 기업의 시작, 성장 및 자금조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술과 지식교육이 모두 포함

마 혁신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타 노력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혁신 및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
및 설계 법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제공
.

,

,

최근 추세에 따르면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연구 및 사업투자 노동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대학과 제휴

-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주 정부 및 지방정부는 대학이 기여하는 기금에 맞춰
지원하는 지역보조금을 제공

- 추가 자원을 통한 녹색기술, 보건과학, 제조 및 인프라의 발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과제를 해결

- 자원 및 지원이 주·지역의 요구와 강점에 부합하도록 노력

많은 주에서는 세금감면 및 기타 혜택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혁신 및 경제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주정부가 후원하는 엔젤 네트워크와 벤처 펀드는 기술사업화와 벤처기업 창출에
더 큰 역할을 수행
일부 주에서는 세금공제를 경매하여 벤처캐피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혁신 세제 혜택은 지역 투자가 초기단계의
기술 및 지역 내 기업 발전을 유지하도록 장려

대부분 대학은 스타트업 창출 육성 대학 프로그램에 직접 투자가
가능한 재단 및 자선 신탁 유치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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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7

본 보고서는 미래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학 기반 혁신 및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을 강조
주요 연구대학이 혁신 및 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 방법을 프로그램 방식으로 정리

,

,

대학은 비즈니스 플래닝 공모전 및 데이터베이스 매핑 연구 특허 신청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

- 미국 대부분의 주요 연구대학과 학부에서 아직까지 혁신 지원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상황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길러줄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전국 대학 및 학부를 위한
로드맵 활용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미국 전역에 있는 고등 교육
기관의 접근방식의 다양성 필요
,

정부 투자자 및 기업가와 같은 외부 관련자들의 참여가 혁신 대학을 창출에
필수적 요건임
유사한 목표를 가진 동료 간 연계가 중요

- 대학이 차세대 혁신 프로그램에 대해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동료기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연방정부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
,

R&D

대학이
및 아이디어를 더 많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및 연방기금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
연방기관과 대학 간의 기회를 조정하기 위한 시너지 및 도전에 대한 논의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혁신과 기업가정신은 미국대학과 학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제품
서비스 가치 창출을 높이는 기업가 양성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대학이 더 나은 혁신과 창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많은 사례를 포함하고 상무성 혁신창업국
은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향후
보고서에서 이러한 관행을 확인하고 촉진해 나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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