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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본의 혁신생태계는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전통적인 폐쇄형 혁신체제를 벗어나서 외부의 혁신주체
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사업영역을 확보하려 노력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인 성공사례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
본기업들이 적어도 과거와 같은 ‘자사중심주의(自前主義)’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기업의 변화와 더불어 또 다른 혁신주체인 대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
다. 일본의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
려하면서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일본의 대학에 있
어서 이제 산학협력은 생존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 중에서 우선 대학의 산학협
력 현황,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 4개 국립대학법인의 산학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산학협력의 실태를 점검하였다.
문부과학성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 등의 산학연계 등 실시상황에 대하여’라
는 통계에 따르면, 2013년을 전후로 대학과 민간의 산학협력이 증가하는 추세
에 있음이 확인된다.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연구자금 등 수입액(공동연구, 수탁
연구, 지식재산활동 등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수입액)’은 2018년 약 1,075
억 엔으로, 2003년 조사 개시 이후 최초로 1,000억 엔을 돌파하였다. 201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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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0억 엔에 비해서도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공동연구가 683억
엔으로 63.5%를 차지하여 산학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증가추세
또한 공동연구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산학협력은 최근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
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이전 등도 증가추세가 확인된다. ‘지식재산권 등
수입액’ 추이를 보더라도 2012년 약 20억 엔 수준에서 2018년에 약 60억 엔
수준으로 3배 증가하였다. 주요 국립대학법인을 중심으로 대학발 벤처기업이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대학발
벤처기업이 2,278개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민간자금
을 획득하고 벤처 창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려 애쓰고 있다.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산학협력 촉진정책이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 산업계의 요구를 기초로 ‘산학관 연계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2016년 11월에 발표하였다. ① 대학 본
부기능 강화 ② 자금의 선순환 ③ 지식의 선순환 ④ 인재의 선순환이 핵심 내용
이다. 대학과 기업 간에 산학협력은 대학 및 기업이라는 조직간에 이른바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학 내부에
기업과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조직ㆍ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제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은 산학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예: 산학연계본부 혹은 이노베이션 추진본부)을 만들고, 공
동연구의 제안, 홍보, 기업 발굴, 매칭, 성과 관리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산학
협력 인재(예: 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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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산학협력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자금, 지식, 인재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쿄대학, 오사카대학,
교토대학, 큐슈대학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쿄대학은 히타치, 다이
킨 등 대기업과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
고, 특히 벤처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학이 혁신거점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소개하였다. 오사카대학은 공동연구강좌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공동연
구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제약회사와의 포괄
계약을 통한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토대학
은 오사카대학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에서 기업과의 제휴가 활발하게 전개
되었고, 대학에서의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큐슈대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시
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은 각각 강점을 가진 연구 분야
를 중심으로 기업과의 공동연구, 벤처 창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산학협력이 혁신의 성공사례를 다수 창출하기에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대기업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산학협력이 일부 우수한 대학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일본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다만 최근 일본 정
부 및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정책과 태도 변화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국문요약 • 5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
다. 정부는 가칭 ‘산학협력혁신추진단’을 가동하여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의 본
격적인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
력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 분야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하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과 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한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술지식과 경영지식을
가지고 기업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인재를 활용하여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역량이 산학협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채용을 확
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간기업과의 포괄적 계약 체결과 대형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민간자금을 획득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
한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를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
점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이다. 즉 기업
이 자금과 인력을 대학으로 들고 와서 대학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일정 기
간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접점들을 정비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면 오사카대학이 2006년부터 시작한 공동연구 강좌나 공동
연구 부문이 좋은 사례이다. 대학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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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점 공간을 대학 내에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좋은 성과가 축적되면 대학과 기업 간 포괄적 공동연구 계약이 체
결된다. 본 보고서의 사례연구에서 제시한 일본의 주요 대학들이 좋은 사례이
다. 도쿄대학은 히타치나 다이킨과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고, 교토대학은 바
이엘약품과, 오사카대학은 츄가이제약과 각각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러한 포괄적 계약은 대학에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난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다만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대학이 기업의 신뢰
를 얻어야 한다. 대학이 기업과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때 비로소 기업들이 아낌없이 대학에
투자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 생태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
하다.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 최근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
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첫째는 대학이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벤처 창업에 관여하는 경영인재를 공급하는 등 자금과 인재 방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연구 분야로 볼 때 바이오 분야에
서의 대학발 벤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공동연구 분야에서도 바
이오 분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생명과학
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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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요 국립대학의 산학협력
에 대해 고찰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존재했던 산학군 공동체제에 대한 부
정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일본에서는 전후에도 대학과 기업 간의 공동협력체제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1960년대 말 이후에는 산학협력
이 대학 내에서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그로 인하여 공과대학과 기업의 공동연
구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등 산학협력의 여건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의 대기업은 대학과의 협력보다는 자사 내에 중앙연구소
를 설립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응용연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업 내에서 완결
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일본경제가 선진국을 추격하는 시기
(전후~1980년)에 대기업의 중앙연구소는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개량하고 상품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일부
수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대학과의 산학협력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
다. 그래서 산학협력보다는 자사의 기술적 역량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지게 되었다. 이는 일본기업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이른바 ‘자사중심주의(自前
主義, NIH(Not Invented Here) 증후군)’를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 버블경제가 붕괴되는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고도성장기를 통해 경제력이 확대된 일본기업들은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시작
하였다. 이 시기는 기업들의 ‘기초연구 전성기’라고 일컬어지며, 선진국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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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형적인 이노베이션 모형인 ‘선형 이노베이션 모형’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시기이다. ‘선형 이노베이션 모형’이란 기업의 중앙연구소가 기초연구를 수행
하고, 이를 사업부문이 받아서 상품화를 위한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사업화하는
모형이다. 다만 기초연구를 중시하는 일본기업들의 연구 풍토는 일본경제의 거
품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에는 약화되었으며,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
로 관련되는 제품화 연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1) 이는 일본기업들
이 순수한 기초연구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며, 이 시기에도 산학협력은 그리 활발한 상황이 아니었다.
일본이 산학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 이후이다. 이
시기부터 일본경제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1990
년 주가폭락으로 시작된 일본경제 거품 붕괴의 심각성이 1990년대 후반에서
야 비로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이 필요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먼저 ｢과학기술 기본법｣(1995년)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
작하였다. 2001년에는 과학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종합과학기술
회의’를 설치하여 과학기술 전략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
였다.2)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도 바뀌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이 시기에 선진국의 과

1) 2019년 리튬이온전지 발명으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요시노아키라(吉野彰) 아사히카세이(旭化成) 명
예펠로는 1981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소재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긴 연구의 결과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002년 질량분석 기술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타나카코이치(田中耕一) 시마즈세이사쿠쇼(島津製作所) 시니어펠로는 1987년에 발표한 단백질 질량분
석기술의 개발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014년 청색발광다이오드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3인
중 하나인 아카사키이사무(赤崎勇) 씨는 1981년까지 마쓰시타덴키(松下電器, 현재의 パナソニック)에
재직하고 있었다. 이처럼 과거 1980년대에 기업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기초연구들이 2000년대 이후 노
벨상 수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기초연구가 왕성하던 시절, 기업연구소의 1인당 연구비는 2,000
만~3,000만 엔으로, 대학의 1인당 연구비 200만~300만 엔의 10배에 달했다. 「基礎研究離れで日本企
業停滞:ノーベル賞は過去の成果、遠い新産業創出」(2019. 12. 6), 유료 사이트(검색일: 2020. 2. 11).
2) 일본의 국가 이노베이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성춘(2005), pp. 49~61 참고.

14 •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학기술을 이미 추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추격형 이노베이션 시스템’만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었다. 특히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자사중심주의적 기업 이노베이션 시스템은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
하였다.3) 일본의 논문산출 구조를 보면, 거품이 붕괴된 후 장기불황에 진입하
기 시작한 1995년경부터 피인용 수가 많은 논문의 조직별 구성에서 기업부문
의 존재감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구성비 하락뿐만 아니라 논문의 절
대적 편수도 감소하여 기업부문의 기초연구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반면 대
학과 공적 연구기관의 논문산출 비율과 편수는 대체로 증가경향이 유지되어,
기초연구가 이들 부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 따라서
일본기업은 기초연구 성과를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
고, 사회적으로도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을 배경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도 산학협력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본격화되었다. 1998년에는 ｢대학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사업자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통상 ｢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이
라 칭함)이 시행되면서 산학협력을 담당할 대학의 중요 기관으로서 기술이전기
구(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가 등장하였다.5) 기술이전
기구는 대학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성과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
고 이를 기업 등에 이전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과 개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3) 文部科学省(2017), 『科学技術白書』, p. 38 참고. 연구개발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과거 5년간
(2004~08) 기업부문의 연구개발비 누적치 대비 향후 5년간(2009~13) 기업부문 영업이익 누적치 비
율이 있는데,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일본의 연구개발비 대비 영업이익은 그리 높지 않다는 특성
이 나타났다. 자세한 수치는 상기 문헌을 참고.
4) 文部科学省(2017), 『科学技術白書』, pp. 36~39 참고. 이 백서에 따르면, 피인용 횟수가 해당연도 해당
분야에서 상위 10%에 들어가는 논문을 추출한 후 실제 논문 수의 1/10이 되도록 보정한 논문 수인 Top
10% 보정논문 수를 보면, 기업부문은 1995년 559건에서 2012년 215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
면, 대학 등 부문은 같은 기간에 약 3,000건에서 3,220건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시점에서 보더라도
대학 등 부문의 산출논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당시 4개의 승인 TLO((株)東京大学TLO, 関西ティーㆍエルㆍオー(株), (株)東北テクノアーチ, 日本大学
産官学連携知財センター)가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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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승인 TLO와 정부나 독립 행정법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인정 TLO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2020년 1월 17일 기준 승인 TLO는 34개
기관, 인정 TLO는 1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6) 승인 TLO는 주식회사나 재단
법인과 같이 대학조직 밖에 설립된 형태와 대학 내에 대학조직으로서 설립된
형태의 두 종류가 있다. 이러한 기술이전기구의 설립을 통해 대학 등의 연구개
발 성과를 기업에 적극적으로 이전하여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자 했다.
2004년에는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이루어졌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산학협
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는 국립대학의 운영자금 문제와 관련이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 이전에는 용도
가 정해지지 않은 운영비교부금이 매년 지급되면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탱
해 주었는데, 2006년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운영비교부금의 비율을
낮추어간다는 방침을 명기하였고, 그 이후 이 비율이 점차 하락하였다. 반면 경
쟁적 자금의 비율을 높여 왔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대학은 경쟁적 자
금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산학협력의 유인이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는 지식재산권의 보유 및 관리와 관련되어 있다. 법인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대학 연구자의 발명에 의한 특허의 귀속이 매우 애매하였다. 즉 이 특
허가 국가에 귀속하는지 아니면 대학에 귀속하는지가 불분명하였는데, 법인화
이후에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권리가 기관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 또
한 산학협력을 촉발하는 커다란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이노베이션 시스템은 점차 기업의 독립적인 중
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자사중심주의적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 기업과 대
학 간의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형 이노베이션 시스템’으로 전환되
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지식재산제도이
다.7) 일본은 2002년에 지식재산입국을 선언하면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
6) 기술이전기구의 상세한 내역은 다음의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jpo.go.jp/to
ppage/links/tlo.html(검색일: 2020. 2. 28).
7) 이 시기에 나타난 지식재산제도의 변천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정성춘(2005)의 ‘제3장 일본의 국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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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라는 사이클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
여 2003년 3월에 시행하였고, 이 법률에 의거하여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내각
부 산하에 설치하고 매년 지적재산전략 추진계획을 책정하여 추진하기 시작하
였다.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이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원칙과 구체적
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대학에
지적재산본부 등의 조직을 정비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
력을 통하여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대학 등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동(특허권 취득, 특허권 실시 등)이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노베이션 시스템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이노베이션 시스
템이 여전히 대기업과 이에 연계된 소수의 기술력 있는 거래기업 간의 협력적
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 대학 및 공적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 나아가
벤처기업 등 새로운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과의 산산협력은 여전히 주변적인 요
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대학의 공동연구는 기업과 대학 간의 포괄적
협력에 의거한 대규모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라기보다는 기업의 연구부서와 대
학 내 개인 연구자 간의 개별적이고 소규모적인 공동연구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러한 공동연구는 건수가 증가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노베이션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또한 일본기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나 신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혁신전략이 바로
개방형 혁신전략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현황과 우리에게

시스템과 지적재산전략’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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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먼저 일본 국립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내용
위와 같은 배경에서 2013년경 이후부터 일본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에서는 이른바 개방형 혁신의 일본판 모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방형 혁신’ 개념은 2003년에 하버드대학의 체스브
로 교수가 주창한 것8)으로,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
술을 의도적으로 유통시키고 이를 활용하는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을 받고 있었다. 이 개념은 1990년대 미국기업이 처했던 상황, 즉 자사의 혁신
역량만으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대응할 수 없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인데, 이 개념이 제시된 2000년대 초반에도 일본기업들
은 여전히 자사중심주의적 혁신 모델, 즉 폐쇄형 혁신 모델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개념이 등장한 지 10년이 지난 이후 일본은 점차 개방형 혁신 모
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1990년대 미국기업들이
직면했던 위기, 즉 혁신능력의 한계에 일본기업들도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일본 대기업이 자사의 중앙연구소와 기술을 갖춘 일부 거래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실시하던 독자적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제도를 이용한
기술의 독점적 보호전략, 시장의 수요와는 별개로 추진된 대학과 공적 연구기
관 연구개발 성과의 단순한 기업에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등,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추진되어온 일본의 국가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한계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8) Chesbrough(2003), “Open Innovation –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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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10년대 이후에 변화된 일본의 혁신 모델을 이해하는 데 목
적이 있다. [그림 1-1]은 주요한 혁신주체들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혁신생태
계를 단순화한 모형이다. 주요 혁신주체들로는 대기업, 중소ㆍ벤처 기업, 대학ㆍ
공적 연구기관, VCㆍ투자자, 정부가 있으며, 이들 혁신주체들간에는 다양한
상호교류와 협력활동이 이루어진다.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고찰하면 다양한 산학협력
의 유형들이 확인된다. 산학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동연구ㆍ수탁연
구 등 연구활동, 특허 공동출원ㆍ실시 등 지식재산활동, 인적교류와 인재양성
활동, 대학의 벤처 창업과 육성활동,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 나아가 기업의 조직적 체제 정비활동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간의 산산협력도 혁신생태계에서 중요한 부
분을 형성한다. 일본기업 혁신생태계의 핵심을 이루어왔던 대기업과 중견ㆍ중
소 기업 간의 장기적 제휴,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와 M&A, 대기업의
벤처기업 스핀오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신규기업 공개(IPO) 등이 산산협

그림 1-1. 개방형 혁신생태계와 산학협력

자료: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ㆍベンチャー創造協議会、新エネルギーㆍ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2018),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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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은 혁신생태계의 기반을
형성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혁신생태계의 산학협력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10년대 이후에 추진된 이른바 개방형 혁신전
략의 정책적 측면과 성과적 측면을 간략하게 고찰한다. 일본정부는 일본의 국
가 이노베이션 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에 산학협력을 촉진
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는데, 제2장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력 추진
체제 정비를 위한 정부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정부통계를 바탕으로 논의한다.
다만 국립 연구개발법인 등 공적 연구기관에 대한 고찰은 하지 않고 대학에 대
해서만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두 기관의 역할과 성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주요 국립대학의 산학협력 모델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는 제2
장에서 고찰한 산학협력정책과 성과 및 과제를 개별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
을 목적으로 도쿄대학,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큐슈대학의 개별 사례를 살펴보
았다. 도쿄대학과 교토대학은 일본정부의 ‘지정국립대학법인’으로 지정된 대
학이다. 지정국립대학법인제도는 2017년 4월에 도입된 제도로, 일본 국내에
서의 경쟁보다는 국제무대에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학을 ‘지정국립대학법인’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정국립
대학법인이 되기 위한 여건으로 연구력, 사회와의 연계, 국제협력의 세 가지 기
준이 있는데, 그중 사회와의 연계 기준에서는 수탁ㆍ공동 연구수익의 비율, 기
부금수익의 비율, 특허권실시 등 수입의 비율과 같은 산학협력활동이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지정국립대학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활
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정국립대학법인인 도쿄대학과 교토
대학을 고찰하고자 했다. 오사카대학은 지정국립대학법인의 후보군에 포함되
어 있다가 2018년 10월 지정국립대학으로 지정되었다. 큐슈대학은 일본의 지
방에 소재하는 국립대학법인의 산학협력을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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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연구에 포함하였다.
제4장 결론에서는 2010년대 이후의 일본 산학협력정책과 실태에 대한 고찰
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혁신정책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이나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 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
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한 힌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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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본 산학협력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1. 산학협력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
가. 추진 배경
2010년대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2년 아베정부가 출범한 이후
본격화된 이른바 ‘개방형 혁신정책’의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 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격심한 기술 및 시장수요변화로
인하여 제품 수명이 크게 단축되고 기술개발의 속도경쟁이 가속화되었다는 점
을 들고 있다. 2015년에 실시된 경제산업성 기업조사에 의하면, 10년 전에 비
해 제품 수명이 짧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길어졌다고 응답한 기업보다
모든 업종에서 높게 나왔다.9) 전기기계의 경우 짧아졌다는 비율은 34.7%인 반
면, 길어졌다는 응답 비율은 6.4%에 불과하였다. 화학공업에서도 짧아졌다는
비율이 30.2%로 길어졌다는 응답 비율 1.2%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와 같이 모
든 업종에서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기업은 신제품 개발의 속도를 높
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AI, IoT,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반기
술의 급격한 발달은 경쟁의 규모와 속도를 가속도적으로 확대하였다. 이 분야
에서의 경쟁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플랫폼을 구축한 승자가 부가가치를 독식하는 승자독식의 시장경쟁이 전개되
고 있기 때문이다. 종신고용, 연공서열과 같은 노동관행과 폐쇄적인 자사중심

9) 文部科学省(2017), 『科学技術白書』, p. 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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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혁신 모델을 가지고는 이러한 새로운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10)이 일본기업에 크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구축
이 필요하게 되었다.11)

그림 2-1. 제품 수명의 변화(2015년, 10년 전 대비)
(단위: %)

자료: 文部科学省(2017), 『科学技術白書』, p. 33.

10) 예를 들어 소니의 사례를 살펴보자. 소니는 2014년에 독자적인 신규사업 육성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
였으나 획기적인 히트상품을 개발하는 데 실패하였다.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발굴한 신사업은 14
개이나 모두 성장세가 약했다. 소니는 2018년 독자적인 상품개발 전략을 버리고 타 기업이나 대학 등
외부자원과 연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연계대상은 쿄세라, 도쿄대
학, 벤처기업(미쓰고프로젝트, BYD, 랑그레스) 등이다. 소니의 사례는 일본 대기업의 독자적인 혁신
능력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ソニー, 新事業創出に苦戦; 「社内だけでは限界」外部の知恵に活
路」(2019. 2. 21), 조간 16면 참고.
소니의 오픈이노베이션 대상과 내용
분류

협업 대상 기업 및 기관

사업 내용

대기업

쿄세라

전자부품을 활용한 제품개발

미쓰고프로젝트

유아용 디지털 그림책

스타트업
대학

BYD

온라인 활용 커리어 교육

랑그레스

개의 마음작용을 센싱하는 기기

도쿄대학

학생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자료: 「ソニー, 新事業創出に苦戦; 「社内だけでは限界」外部の知恵に活路」(2019. 2. 21), 조간 16면.
11) 기업의 이노베이션 환경 변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文部科学省(2017), 『科学技術白書』, pp. 33~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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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기업의 연구개발이 단기적인 실용화
연구로 편향되면서 기초연구역량이 하락하였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단기적
인 연구개발이 증가했다는 기업의 응답이 43.8%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이 증
가했다는 기업의 응답률 12.7%를 크게 웃돌고 있다(그림 2-2 참고).12) 그 결
과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기업의 상위 10% 보정논문 수는 절대편수
가 2000년대 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부문별 비율에서도 가장 낮은
4%(2016년)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그림 2-3 참고).13) 상위 10% 보정논
문 수 전체에서 기업부문이 생산한 논문이 4%에 불과하다는 것은 일본기업들
이 얼마나 기초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일본기업 연구개발 내용의 변화

자료: 文部科学省(2017), 『科学技術白書』, p. 37.

12) 文部科学省(2017), 『科学技術白書』, p. 37에서 재인용.
13) 文部科学省(2017), 『科学技術白書』, p. 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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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일본의 논문산출 구조

자료: 文部科学省 科学技術ㆍ学術政策研究所, 「「科学技術指標2019(調査資料-283)」及び「科学研究のベンチマーキン
グ2019(調査資料-284)」の公表について」, https://www.nistep.go.jp/archives/41356(검색일: 2020. 1. 21),
재인용: 文部科学省(2017), 『科学技術白書』.

논문산출에서 기업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의 비중은
유지 또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약화된 기초연구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대학, 공적 연구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21세기 이후 선진국 경제는 이른바 ‘사이언스 경제’14)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
데, 기초과학적 연구와 시장수요를 접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노베이션의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으로서는 대학
과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혁신시스템을 재구축
14) ‘사이언스 경제’란 종래의 ‘공업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업경제에서는 개량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대량생산하는 경제 모델이라면, 사이언스 경제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과학적
연구를 시장의 다양한 수요와 접목시켜 경제적 가치화하는 경제 모델이다. IT, 바이오, 나노기술 등의
과학적 발견을 통해 각종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거나 시장 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
를 창조적으로 고안하고 이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고도화
된 경제성장 방식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공업경제 모델이 신흥국으로 이전되면서 선진국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사이언스 경제를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元橋一之(2003, 2005), 元橋
一之(2017), https://www.rieti.go.jp/jp/columns/a01_0482.html(검색일: 2020. 2. 28); 元橋
一之, 上田洋二, 三野元靖(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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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성이 높아졌던 것이다. 또한 혁신에서의 기업간 협력관계도 ‘수직적 협
력’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진화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일본의 전통적인 혁신
모델에서는 동일한 가치사슬상에서 상류에 있는 기업과 하류에 있는 (특정 소
수의 거래)기업들 간의, 또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이나 공적 연구기관 간
의 ‘수직적 협력’이 주류였다. 반면 동일업종에 있는 타 경쟁기업과의 기초적이
고 기반적인 연구영역에서의 ‘수평적 협력’은 일본기업들간의 격심한 경쟁으
로 인하여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사이언스 경제로 이행하면서 기초
적ㆍ기반적 연구에서의 수평적 협력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기초적ㆍ기반적 연
구를 협조영역으로 설정하면서, 이 영역에서의 기업과 대학, 공적 연구기관 간
적극적인 공동연구 등의 협력관계 형성이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15)
개방형 혁신전략으로의 이행이 필요하게 된 두 번째 배경은 바로 대학을 둘
러싼 경영환경 변화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18세 인구)
의 감소,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대학진학률로 인한 대학 경영여건 악화이다. 일
본의 18세 인구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대학 진학을 앞둔
1966년에 249만 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1977년에 약 150만 명까지 하락하다
가, 이후 단카이 세대의 자녀세대(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대학 진학을 앞둔
1992년에 205만 명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학령인구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2010년대에는 약 120만 명 수준에 머물렀으며, 2032년에는
98만 명으로 100만 명 수준을 밑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5) 혼다, 코니카미놀타, 온쿄 등 일본기업 10개 사의 공동창업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 기업은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의 연합체로서 각 사에서 파견된 30여 명의 사원들이 창업지원회사(스피리
트)의 도움을 받아 매년 로보틱스 관련 기업 등 3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원 파견
부터 창업까지는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 사원
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연합체를 형성함으로써 대기업 본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창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원래 2000년대부터 대기업 사내에 벤처 창업을 독려
하였으나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창업인재를 외부의 기업들과 연합하여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어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창업이 성공한 경우 파견된 사원들은 벤처기업으로 이적하도
록 하고 있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의 관행이 강한 일본에서 대기업 사원들이 해당 기업에 적을 둔 채
외부에서 창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형 수평적 협력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0社の出向者共
同起業; ホンダなど異業種連合」(2019. 11. 16), 조간 1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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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진학률은 1966년 11.8%에서 1992년 26.4%, 2018년 53.7%까
지 상승하였다.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 상승이 대학의 정원
확보와 재정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었다. 그런데 대학진학률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018년 53.7%의 대학진학률에 단기대학(4.4%), 전문
학교(23.6%), 고등전문학교 4년 차(0.9%)의 진학률을 합하면 80%를 넘는다.
2032년에는 학령인구가 약 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대학진학
률(53.7%)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대학진학자 수는 약 10만 명 감소할 전
망이다. 그럴 경우 입학정원 약 1,000명 정도의 사립대 약 100개 정도는 학생
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계산이 된다. 2018년 기준 일본의 대학은 모두 786개
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사립대학이고 이들 사립대학 중 입학정원이 1,000명에
도 이르지 못하는 학교가 거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 개의
사립대학이 존폐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16)

그림 2-4. 대학 진학률과 18세 인구 추이
(단위: 만 명(좌), %(우))

주: 2020년 이후 18세 인구는 추정치.
자료: 文部科学省(2019), 「学校基本調査」, https://www.mext.go.jp/b_menu/toukei/chousa01/kihon/1267995.
htm(검색일: 2020. 1. 20).

16) 週刊エコノミスト(2019), 「特集 勝ち残る消える大学」, pp. 16~18. 일본 대학의 경영 위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死にゆく大学 空洞化の衝撃｣(2017.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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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지방ㆍ중소규모 사립학교(340개) 중 절반 정도인 162개 사립
대학이 적자경영 상태에 있으며, 이 중 63개 사립대학은 사업활동수지 차액비
율 20%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도시ㆍ중소규모 사립대학(195개)의 경우
에도 약 40% 가까이가 적자경영 상태에 있다(그림 2-5 참고). 이러한 경영여건
은 18세 이상 인구가 감소하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립대학의 약 40%가 대학 입학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 대학 입학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립대학의 비율은 1990년대 말에
약 10%였으나 2000년대 전반기에는 약 30%, 2000년대 후반기 이후에는 약
40%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5. 사립대학 경영 현황(2017년)
(단위: 개)

자료: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8/
02/16/1401001_4.pdf(검색일: 2020. 1. 20).

한편 국립대학의 경영여건도 크게 변화하였다. 2004년에 그동안 문부과학
성의 일부로 있던 국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법인으
로 독립시켰다. 국립대학법인으로 독립되면서 경영의 자율성이 높아진 반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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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자기책임이 증가하였다. 국립대학의 수입구조(2017년)를 보면 전체 수
입의 약 33.3%는 운영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17) 운영비교부금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자금으로, 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정비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
한다. 그런데 국립대학법인 수입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는 운영비교부금은
2004년에 약 1조 2,412억 엔에서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1조
971억 엔까지 줄어들었다.18) 반면 문부과학성, 내각부, 총무성, 후생노동성
등 정부의 성청, 그리고 일본학술진흥회 등이 실시하는 과학연구비보조금(일
명 카켄히)과 같은 경쟁적 자금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4년 47.7%였던 운
영비교부금 비율은 2017년 33.3%로 낮아졌다. 반면 경쟁적 자금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14.3%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2-6. 국립대학 경상수익 구성의 비교(2004, 2017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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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国立大学協會(2019), 『データで見る国立大学』, p. 11, https://www.janu.jp/report/files/b17gou.pdf(검색
일: 2020. 1. 20).

17) 일본 사립대학의 수입구조(부속병원 등 수입 제외)는 국립대학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사립대학의
수입(2013년)은 학생납부금이 76.9%, 사업수입 2.2%, 자산운용수입 1.7%, 수수료 2.8%, 기부금 2.0%,
기타 3.5% 등 정부보조금 10.9% 이외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財務省, https://www.mof.go.jp/
zaisei/matome/zaiseia271124/kengi/02/04/img/2-4-13.pdf(검색일: 2020. 1. 20).
18) 国立大学協會(2019), 『データで見る国立大学』, p. 11, https://www.janu.jp/report/files/b17gou.
pdf(검색일: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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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자금은 우수한 연구자를 선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로, 해당 연구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회에 공헌도가 높다
고 판단되는 연구에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립대학의
연구풍토에 경쟁적 요소를 불어넣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낳은 결과이다. 다만
경쟁적 자금에 대해서는 연구가 단기적 성과를 지향하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
다는 점, 자금이 장기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단기적 성격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고용 안정성이나 연구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
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운영비교부금의 삭감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학법인은 산학협력
활동을 중시하게 되었다.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연구비 수입, 지식
재산권 수입, 각종 기부금 수입 등은 국립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국립대학 경상수입 구성에서 기타 항목에 산학협력연구 수
입과 기부금 수입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4년에 비해 2017년에 기타 항목의
구성 비율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일본정부는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정부
보조금 이외의 외부자금 수입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재흥
전략 2016』19)에서는 2025년까지 대학과 연구개발법인에 대한 민간투자를 3
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산학협력이다. 결국 대학의 경영환경이 변화되면서 외부자금의 확보가 필
요해진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립의 길을 강화해나갈 수밖에 없
게 되었다.

19) 日本経済再生本部(2016), 「日本再興戦略2016-第4次産業革命に向けて-」, https://www.kantei.go.
jp/jp/singi/keizaisaisei/pdf/zentaihombun_160602.pdf(검색일: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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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현황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대학, 공적 연구기
관, 대기업, 중소ㆍ벤처 기업 모두가 새로운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응하도록 변
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따라서 산학협력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혁신주체들을 고찰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대학 개혁에 초점을 맞추
어 논의한다. 그리고 고찰대상이 되는 시기는 가급적 아베 정부 이후의 시기에
한정하며, 필요에 따라 이전 시기의 상황을 언급한다.
아베 정부 이후 산학협력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문헌의 하나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가 발표한 ｢이노베이션 창출을 향한 국립대학 개
혁에 대하여｣20)이다. 이 보고서는 산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국립대학이 당면하
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
보고서는 서두에서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 제품과 생
산방법의 개량에 의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제품ㆍ서비스로 타사
와 차별화하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첨단적인 기초연구와 자유로운 발상, 이를 산업화로 발전시키는 세계적
수준의 인재육성이 불가결하다. 산업계는 이러한 역할을 대학에 크게 기대한
다”라고 쓰고 있다. 산업계가 대학에 보내는 사명으로 일본의 산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구와 인재육성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국립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21) 일본정부가 2006년에 ｢교육기본법｣을 개정
20)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13), 「イノベーション創出に向けた国立大学の改革について」, https://www.
keidanren.or.jp/policy/2013/112_honbun.pdf(검색일: 2020. 1. 20).
21) 상기 경단련 보고서는 일본 국립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 특히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류 대학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양성, 연구개발력 강화, 경영효율
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체제와 커리큘럼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
여 ‘기업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계적 일류 대학들의 이러한 행동양식은 ‘아카데
믹 캐피털리즘(academic capitalism)’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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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대학의 사명으로 교육과 연구에 더해 사회적 공헌을 포함하여 명문화한
이후 산업계로부터도 대학 개혁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국립대학 개혁은 6년 단위로 중기 목표기간이 설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제1기
중기 목표기간은 2004~09년이었으나, 이 기간에는 형식적인 개혁이 시도되
었다. 제2기 중기 목표기간인 2010~15년에도 대담한 개혁을 단행한 대학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아베 정부는 대학 개혁을 서두르
기 위해 2013~15년을 개혁 가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대학의 개혁에 박차
를 가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상기 경단련 보고서는 향후 일본 국립대학의 개
혁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산업계가 제시한 국립대학 개혁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학이
단순한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이노베이션 창출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의 역량에 따라 그 기능을 ‘연구 중점대학’, ‘교육 중점
대학’, 그리고 ‘지역공헌 중점대학’으로 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노
베이션 관점에서 보면 연구 중점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정부는
2015년부터 ‘연구대학 강화촉진사업’을 시행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을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대학별로 2억~4억 엔 규
모의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하락추세에
있는 일본 국립대학의 연구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또한 2016년부터는
｢국립대학법인법｣을 개정하여 ‘지정국립대학법인’ 제도를 창설하였다. 지정국
립대학법인은 우수한 연구자와 학생을 확보하고 분야융합과 새로운 학문분야
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력을 강화하며, 해외대학 등과의 협력, 본격적인 산학협
력 등의 성과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것이 가능한 대학들을 선별하여 지
정한다. 이들 대학에는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운영비교부금 등 정부보조금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는 대학경영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운영비교부금이 학생 수나 교직원 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분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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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하여 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운영비교부금을 학생 수나 교직원 수 등에 따라 배분하는 기
반적 경비와 경쟁적 경비로 구분하여 2015년까지 경쟁적 경비를 30~40%까
지 확대하고, 그 이후에도 경쟁적 경비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을 제
안하였다. 또한 대학 수업료도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에 따라 대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 인상이 운영비교부금 인하와 연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외부자금 획득으로 대학의 수입원을 다양화하여 대학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자금 획득과 연동하여 정부가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일본정부가 호송선단식의 국립대학 운영방식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일본의 국립대학은 자체적인 강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교육, 지역공
헌의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각 분야에서 타 국립대학과의 경
쟁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획득해야 한다. 지정국립대학제도는 연구 중심대학 중
에서도 탁월한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학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경쟁원
리를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대학 인사ㆍ급여 제도의 개혁으로 우수한 연구자를 국내외에서 확보
하기 위해 불가결한 제도 개혁이다. 급여제도상 연봉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현재의 인사급여제도는 매우 경직적이어서 청년, 여성, 외국인 연구자를 확보
하기가 어렵다. 정년연장으로 고령의 교수가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된다. 따라
서 엄격한 교수평가를 바탕으로 인사와 급여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의 이행이
매우 필요하고, 특히 교수평가 시 산학협력 등 사회공헌도를 중요한 평가요소
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는 대학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으로 국립대학 학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경영조직’으로서의 대학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 거버
넌스를 참고로 한 대학의 운영체제 강화, 기업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 강화, 사
회적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자체적인 강점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핵심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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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확한 설정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학 거버넌스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학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면 전통적으로 영향력
을 발휘해온 ‘교수회’의 권한을 법률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한할 필
요가 있다는 점, 학장의 선출방법 및 임기 연장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대
학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학 개혁의 방향성하에서 2016년부터는 산학협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단련에서 2016
년 2월에 발표한 ｢산학관 연계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향하여: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대학ㆍ연구개발법인에 대한 기대｣22)라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산업계의 입장에서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방
식으로 대학을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산학
협력 중에서도 ‘공동연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2016년 12월, 2025년까지 대학과 공적 연구
기관에 대한 민간투자를 2016년 수준(1,244억 엔)의 3배로 증가시킨다는 수
치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개혁방안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본정부는 2016년 11월에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23) ‘산학관 연계에 의
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24)은 대학에 대한 민
간투자를 3배 증가시킨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한
부분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의 구체적 개혁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대학의 가

22)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16), 「産学官連携による共同研究の強化に向けて：イノベーションを担う大学ㆍ
研究開発法人への期待」,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16/014.html(검색일: 2020. 1. 21).
23)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정성춘(2020)을 참고할 수 있다.
24) イノベーション促進産学官連携対話会議事務局(2016), 「産学官連携による共同研究強化のためのガイ
ドライン」, https://www.meti.go.jp/press/2016/11/20161130001/20161130001-2.pdf(검색
일: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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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라인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그 성과를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대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장의 제2절에
서 자세히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대학과 민간기업의 공동연구가 대학
에 대한 민간투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개별 연구자
와 기업의 특정 연구개발부서 간 소규모적이고 파편화된 공동연구에 머물러 있
어서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표 2-1]은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경단련이 제안한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내용은 네 가지 분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대학본부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
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이 개별 연구자들간의 소규모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
던 것을, 대학이라는 조직과 기업이라는 조직 간의 이른바 ‘조직 대 조직의 본
격적인 공동연구’로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학 내부에 기업과의 본
격적인 공동연구를 조직,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은 종래의 지적재산
본부 이외에 산학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예: 산학연계본부 혹은 이
노베이션 추진본부)을 만들고, 공동연구의 제안, 홍보, 기업 발굴, 매칭, 성과
관리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인재(예: 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등)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산학협력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대학의 연구능력에 대한 자기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외홍
보, 효율적 계약 체결 능력 구축, 각종 규정 정비 등 대학의 산학협력 기획ㆍ관
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점들
을 상세하게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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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조직적인
연계체제 구축
본
부
기
능
강
화

자
금











기획, 관리 기능

확립


대학 및
연구개발법인
재무기반 강화

산학연계의
선 비용부담 적정화
순
환 비용관리 업무의
고도화

산학연계본부 등 조직 정비
학장을 보좌하는 부학장(미국 Provost 참고)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와 권한 집중
산학협력의 장래비전, 목표, 계획 책정
산학협력을 교육, 연구와 대등한 수준의 대학사명으로 인식
산학연계본부가 공동연구 제안, 관리의 주체로 기능
대학의 연구능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대외홍보 및 기업과의 매칭기능 확대
산학협력 지원부서의 전문인력(URA,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등) 배치 확대
기업과의 장기관계 구축기능(리에종 기능) 조직 설치
효율적인 계약 체결 및 관리기능 구축
이를 위해 각종 계약과 규정 정비(비밀정보취급규정(학생규정, 학내통칙 등),
지식재산취급규정(직무발명규정, 학생발명규정, 불실시보상취급규정), 개인/
조직의 이익상반규정, 안전보장무역관리규정, 계약관리규정의 재정비)

 민간자금의 적극적 유치로 재원 다양화
 민간자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
 불투명한 공동연구 비용 산정방식 개선
 특히 간접경비 과소 산정문제 해소
 공동연구자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허용
 인건비 산정도 참여 연구자의 연구성과 등에 연계시켜 차별화
 ‘전략적 산학협력경비’ 설정

 ‘지적자산 관리체제 구축’
지적자산 관리의
 ‘연구경영’을 담당하는 인재 양성
고도화
 기업의 오픈&클로즈 혁신전략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구축
지
식



지식재산 활용

선 촉진을 위한 관리

순
강화

환

대학경영 관점에서 지식재산전략을 새롭게 책정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경영상 지위를 제고
활용을 의식한 지식재산 관리체제 구축
기술 분야의 선택과 집중
공동연구 성과의 권리귀속은 가급적 단독보유 권장(협조영역에서는 중핵기관
이 권리를 일원적으로 관리)

지식재산 관련  이익상반, 기술 유출, 직무발명, 계약 관리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강화
방침 책정
인
재

산학협력 촉진형
 인사평가에 산학협력 요소 강화
인사평가제도
 대형 공동연구 프로젝트 팀 단위 인사평가 도입
개혁

Cross
선
 대학과 기업의 우수 인재 상호활용을 촉진
순 Appointment  이를 위해 혼합급여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권장
환 (혼합급여) 제도
 이 제도를 통해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촉진
자료: 가이드라인 내용 저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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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본부기능 강화

자료: 「産学官連携による共同研究強化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https://www.meti.go.jp/press/2016/11/2016113
0001/20161130001-2.pdf(검색일: 2020. 1. 21), 재인용: 정성춘(2020).

둘째는 자금 선순환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학의 재정여건은 운영
비교부금과 같은 정부의 기반적 경비지원 삭감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악화일
로에 있기 때문에 대학 운영을 위한 재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따
라서 외부자금 획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획득한 민간자금의 운용수
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
다. 공동연구의 경우 간접경비가 과소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간
접경비는 직접경비의 30% 미만으로 설정해온 것이 관례였는데, 이러한 경비
산정방식으로는 대규모 공동연구에서 간접경비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높다. 따
라서 간접경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산정된 간접경비를 기업이 적
극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 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을 매개로 한 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동연구자금을 참여 연구진의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일본의 관례였으나, 이 제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 연구자들
의 산학협력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자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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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허용하고 연구자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이를 차등화하여 우수한 대학의
연구자들이 공동연구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략적 산
학협력경비’25)를 대학에 설치하여 산학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투자활동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지식의 선순환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학이 보유한 지식을 기업
에 이전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왔지만 아직 획기적인
이노베이션 성과는 미흡한 상태이다.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지적재산본부
설치, 정부자금을 활용한 연구성과 권리의 대학 귀속 등을 통해 지식재산이 축
적되고 이를 활용한 수입이 늘어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투입된 노력
에 비해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나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같은 획기적인
이노베이션이 없고, 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학이 축적한 연구성과가 보다 일본의 경제사회에
공헌하고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노베이션으로 이어지도록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중에
서도 특히 ‘활용을 의식한 지식재산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 경영의 관점’에서 ‘지식재산전략’
을 새롭게 책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은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역량과
우위 분야를 고려한 연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의 오픈&클로
즈 혁신전략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대응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협조영역과 경쟁영역을 구분하고 협조영역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경쟁영역에서는 클로즈 이노베이션 전략을 구사하는 이른
바 오픈&클로즈 이노베이션 전략을 활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대학도 기업
의 혁신전략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내의 공동연구 시설이
25) 공동연구의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이외에 산학협력의 전략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학장의 재량경비, 기부금, 공동연구 등의 간접경비에서 거출하여 조성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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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종 설비 및 장비의 도입, 공동연구자들의 연구 및 생활 공간의 제공 등과
같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학의 유연한 대응을 주도할 ‘연구경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참여 연구자들이 개인 혹은 조직의 입장에서 이익상반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개
인이나 소속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여 공동연구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
크에 대비한 규율의 정비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기술 유출, 직무발명의 권리귀
속, 계약 체결과 관리 등과 관련된 리스크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도로 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의 세세한 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비로소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인재의 선순환이다. 대학의 연구자가 기업의 정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의 연구자가 대학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특정 조직에 정직원으로 고용된 연구자가 타 조
직에서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그 때문에 대학의 연구자가 기업
의 연구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길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그
결과 양자간의 인적 교류는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자간의 인재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현행의 제도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그 하나의 방안이 바로 혼합급여제도(Cross Appointment)이다. 이 제도하에
서 연구자는 대학, 기업 등 복수의 기관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직원으
로서 신분을 가질 수 있다. 각 기관에서 일하는 시간에 따라 각 기관의 임금제
도에 의거하여 임금이 지급된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2017
년 기준 99개에 이르고 있다. 다만 대학에서 기업으로 나가는 형태의 혼합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대학 교직원은 2017년 현재 7명으로, 지극히 저조한 실적에
머물러 있다. 그만큼 대학의 연구자들이 기업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
타낸다. [그림 2-8]은 혼합급여제도의 기본구조를 보여준다. 대학의 연구자에

제2장 일본 산학협력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 39

대한 인사평가는 주로 연구성과, 교육성과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공헌을 평가기준의 중요한 요소로 삼
아야 한다는 제안도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었다.

그림 2-8. Cross Appointment 제도의 운용 사례

자료: 「産学官連携による共同研究強化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https://www.meti.go.jp/press/2016/11/2016113
0001/20161130001-2.pdf(검색일: 2020. 1. 21), 재인용: 정성춘(2020).

2. 산학협력의 발전 현황
가.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
본 절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를 간략히 정리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3년부터 산학협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등의 산학연계 등 실시상
황에 대하여｣를 매년 공표해왔다. 가장 최근에 공표된 것은 2018년도 실시상황
(2020년 1월 17일 공표)이며, 조사대상인 전국의 1,069개 기관(대학 1,008개,
고등전문학교 57개, 대학공동이용기관 4개) 중 1,062개 기관(대학 1,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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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86, 공립 104, 사립 811개), 고등전문학교 57개, 대학공동이용기관 4개)
이 응답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들 기관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대학’이라고 표
현한다. 본 절에서는 가장 최근 조사결과 및 과거에 공표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학협력의 실태를 추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는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활동, 지식재산활동, 혼합급
여제도 활용, URA 배치상황, 대학발 벤처, 간접경비, 전략적 산학협력경비 등,
제1절에서 제시한 주요한 대학 개혁의 요소들에 관한 것이다.26)
먼저 대학의 「연구자금 등 수입액」(공동연구, 수탁연구, 치험,27) 지적재산)
은 2018년에 약 3,432억 엔으로 전년대비 4.3%, 143억 엔 증가하였다. 연구
자금 등 수입액의 68.5%는 수탁연구가 차지하며, 23.3%는 공동연구가 차지하
여 대학이 획득하는 외부자금의 대부분이 수탁연구와 공동연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정부 및 공적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활동에 의한 수입
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를 제외한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연구자금 등 수입액」은
2018년에 약 1,075억 엔으로 전년대비 12.0%, 115억 엔이 증가하였다.
2003년 조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엔을 돌파하였다. 그 내역을 보
면 공동연구가 683억 엔으로 63.5%를 차지하여, 대학과 민간 간 산학협력의
약 2/3가 공동연구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민간기업과의 수탁연
구는 공동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137억 엔, 12.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그림 2-9]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기업 연구자금 수입액은 2012년 이
후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다. 그리고 상승추세를 견인하는 것은 바로 민간기
업과의 공동연구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26) 본 절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는 정성춘(2020)에 제시된 데이터에 2018년 데이터(文部科学省, 「大学等
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2018), https://www.mext.go.jp/a_manu/shinkou/san
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2))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가장 최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
게 해준다.
27) 치험(治驗)이란 ‘대학 등이 외부로부터의 위탁에 의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위탁자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불하는 것’, ‘제조판매 후 조사’, ‘병리조직검사’, ‘이에 유사한 시험,
조사’라고 정의된다.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2018), https://www.
mext.go.jp/a_manu/shin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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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민간기업으로부터의 대학 연구자금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엔)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各年号), https://www.mext.go.jp/a_menu/shi
n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1).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 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그림 2-10]은 공동연구
건수추이를 보여주는데, 2005년 1만 1,054건에서 2018년 2만 7,383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다만 대학의 공동연구는 주로 대기업과 이루어지며, 중

그림 2-10. 공동연구 건수의 추이(기업규모별)
(단위: 건)

주: 민간기업 = 대기업+중소기업+외국기업.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各年号), https://www.mext.go.jp/a_menu/shin
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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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이나 특히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그림 2-11]은 최근 5년간 대학형태별로 공동연구 실시건수와 수입액 추
이를 보이는데, 국립대학이 공동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 공동연구 건수의 추이(대학형태별)
(단위: 수입액(백만 엔), 실시건수(건))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各年号), https://www.mext.go.jp/a_menu/shi
n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1).

공동연구 1건당 규모를 보면 여전히 소규모 연구가 대부분이다. 2018년에
실시된 공동연구 2만 7,383건 중 1,000만 엔 미만의 연구가 2만 6,149건
(95.5%)으로 대부분인 반면, 1,000만 엔 이상의 대형 공동연구는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다만 대형 공동연구의 비율은 2012년 3.0%
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대
형 공동연구를 통한 공동연구비 수입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1.3%에서 2018년 48.3%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연구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연구 1건당 연구규모는 2018년 기준 249만 엔 수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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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공동연구 1건당 연구비 추이
(단위: 천 엔)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各年号), https://www.mext.go.jp/a_menu/shi
n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1).

그림 2-13. 대형 공동연구(1,000만 엔 이상) 실시 건수 및 비율 추이
(단위: 건, %)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各年号), https://www.mext.go.jp/a_menu/shi
n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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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재산활동
일본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8년 기준 9,529건으로, 전년의 9,427건
에 비해 102건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더라도 특허출원 건수의 증가
세가 지속되고 있다. 같은 해 국내 특허출원은 6,595건, 외국 특허출원은
2,934건으로 국내출원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국내출원은
약 6,500건을 전후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외국출원은 증가추세에 있다. 일본
대학의 특허보유 건수는 2018년 4만 6,038건으로 전년의 4만 2,573건에 비
해 3,465건(8.1%) 증가하였다. 일본 대학의 특허출원 및 특허보유 대부분이
국립대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출원의 경우 전체 9,529건 중 6,865건
(72.0%)을, 특허보유의 경우 전체 4만 6,038건 중 3만 5,940건(78.1%)을 국
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 대학의 지식재산활동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4. 특허출원 건수 및 보유 건수(합계)
특허출원 건수

특허보유 건수
(단위: 건)

(단위: 건)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各年号), https://www.mext.go.jp/a_menu/shin
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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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특허출원 건수 및 보유 건수(2018년, 대학형태별)
특허보유 건수

특허출원 건수
(단위: 건)

(단위: 건)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各年号), https://www.mext.go.jp/a_menu/shin
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2).

일본 대학의 ‘지식재산권 등 수입액’은 2018년 기준 59억 4,300만 엔으로
전년도의 42억 8,900만 엔에 비해 약 16억 5,000만 엔(38.6%) 증가하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매우 큰 폭의 증가세이다. ‘지식재산권 등 수입액’은 ‘특허권
실시 수입액’과 ‘기타 지식재산권 등 수입액’으로 구분하는데, 전자가 약 44억
1,100만 엔(74.2%), 후자가 약 15억 3,200만 엔(25.8%)을 차지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등 수입액’은 주로 특허권실시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약
59억 엔의 수입액 중 국립대학이 49억 엔, 공립대학이 2억 엔, 사립대학이 약
8억 엔을 달성하여 지식재산활동에 의한 대학의 수입에서도 국립대학이
83.2%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등 수입액’의 추이를 보면 2005년에는
10억 엔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2018년에는 60억 엔에 육박한다. 특히 2018
년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38.6%나 증가하여 상승추세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추세는 2012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서 아베 정부의 대학 개혁 및
산학협력정책과 ‘지식재산권 등 수입액’ 증가의 인과관계에 대해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지식재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특허권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추세가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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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실시 등 건수와 수입액은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6. 지적재산권 등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엔)

주: ‘지적재산권 등 수입액’이란 ‘특허권 실시 등 수입액’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
권 등의 수입액을 모두 포함한 수입액을 의미함.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各年号), https://www.mext.go.jp/a_menu/shi
n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2).

그림 2-17. 특허권실시 등 건수 및 수입액
(단위: 건, 백만 엔)

주: “특허권실시 등 건수”란 실시허락 또는 양도한 특허권(“특허를 받을 권리”의 단계의 것도 포함)의 수를 의미함.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各年号), https://www.mext.go.jp/a_menu/shi
n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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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의 산학협력체제 정비활동
본 장 제1절에서 소개한 산학협력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살
펴보자. 먼저 [표 2-2]는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혼합급여제도
가 얼마나 보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혼합급여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2018년
기준 총 124곳이며, 이 중 국립대학이 81개, 공립대학이 10개, 사립대학이 33
개로 국립대학에 많이 보급되었다. 조사에 응답한 국립대학이 86개인 점을 고
려하면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혼합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
면 조사에 응답한 공립대학이 107개, 사립대학이 814개인 점을 고려하면 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에는 이 제도가 아직 보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혼합
급여제도의 보급 추세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 2-2. 혼합급여제도 도입 기관 수
연도

국립대학

공립대학

사립대학

합계

2015

44

1

9

54

2016

60

5

13

78

2017

70

6

23

99

2018

81

10

33

124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各年号), https://www.mext.go.jp/a_menu/shink
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2).

혼합급여제도를 활용한 교직원 수를 보면 타 기관에서 대학으로의 인적교류
는 2018년에 총 636명으로 전년의 245명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
다(표 2-3 참고). 이 중 기업에서 대학으로의 인적교류가 81명, 기업 이외 기관
에서 대학으로의 인적교류가 555명으로, 기업과의 인적교류보다 기업 이외 기
관(타 대학 및 공적 연구기관 등)과의 인적교류가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서 타 기관으로의 인적교류는 2018년에 총 636명으로, 전년의 228명
에 비해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기업과의 인적교류는 17명, 기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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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기관(타 대학 및 공적 연구기관 등)과의 인적교류는 619명으로 대부분을 기
업 이외 기관과의 인적교류가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
한 제도로서의 혼합급여제도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
2018년에는 이 제도를 활용한 교직원 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대학과 기업 간
의 인적교류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대학에서 기
업으로의 인적교류(2018년 17명)는 여전히 극소수에 머물러 있어서 기업에 의
한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혼합급여제도를 활용한 기
관들 중에서 타 기관의 높은 급여수준을 반영하여 해당 교직원의 급여에 추가
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기관은 27개이며,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기관은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대학보다 임금이 높은 기업에서
혼합급여제도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전체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는 아
직 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의
보급을 통해 인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3. 혼합급여제도 관련 교직원 수
타 기관 → 자기 대학으로

자기 대학 → 타 기관으로

2017

2018

2017

2018

기업

51

81

7

17

기업 이외

194

555

221

619

합계

245

636

228

636

구분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2018), https://www.mext.go.jp
/a_menu/shin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2).

일본정부는 산학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URA(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28) 인력을 확충할 것을 대학에 제안하여 왔다. 2018년 조사
28)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에서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재로서, 단순한 행정직
업무가 아니라 연구자와 함께 연구활동을 기획 및 관리하고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활
동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종자의 발견으로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법률, 경영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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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하면 URA를 배치한 기관은 169개로 전년의 146개에 비해 23개 기
관이 증가하였다(표 2-4 참고). 169개 기관 중 국립대학이 79개로 가장 많고
공립대학 22개, 사립대학 68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에 응답한 국립대학이
86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URA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들 기관의 URA 인력 수는 2018년에 1,459명으로 전년의 1,225명에 비
해 234명이 증가하였다(그림 2-18 참고). 이는 전년의 309명 증가에 이은 큰
폭의 증가이다. 일본의 대학들이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증강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이들의 연령은 39세 미만이 17%, 40대 28%,
50대 23%, 60대 이상이 32%로,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9 참고). 또한 URA 인력의 전직 구성을 보면 42%가 민간기업, 40%
가 대학, 10%가 공적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업에서의 경험을 갖
춘 인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학들이 고용을 확
대하고 있는 URA 인력은 기업에서의 업무경험이 풍부한 50~60대의 인력이
주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들의 고용기간을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직 또는 정규직의 비율이 17% 정도로 낮은 반면, 5년 미만의 고
용기간 비중이 64%를 차지하는 등 고용의 질과 안정성 면에서는 여전히 과제
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URA 배치기관 현황
(단위: 건)

연도

국립대학

공립대학

사립대학

합계

2017

78

16

52

146

2018

79

22

68

169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2018), https://www.mext.go.jp/a_menu/shink
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2).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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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URA 배치자 수
(단위: 명)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各年号), https://www.mext.go.jp/a_menu/shi
n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2).

그림 2-19. URA 인력의 주요 특성
URA 연령 구성

URA 고용기간별 구성

URA 전직 구성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2018), https://www.mext.go.jp/a_menu/shin
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2).

개별 연구자간의 연구협력을 넘어서 대학과 기업 간 기관 차원에서의 본격
적인 대규모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산학협력정책의 중요한 목표였는데,
이러한 목표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는 산학연계본부 등
대학의 산학협력조직이 관여한 1,000만 엔 이상의 대형 공동연구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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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조직적인 공동연구 현황
(단위: 건)

구분

대학조직이 관여한

이 중 대학조직이 매칭 및

1,000만 엔 이상 공동연구

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건수

공동연구 건수

426

145

국내 민간기업
외국기업

12

0

합계

438

145

1,000만 엔 이상 공동연구
건수

1,234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2018), https://www.mext.go.jp/a_menu/shinko
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2).

표 2-6. 포괄연계계약을 체결한 기업 현황
(단위: 개 사)

이 중 1,000만 엔 이상 공동연구 실적이

구분

포괄연계계약 체결 기업 수

국내 민간기업

476

91

외국기업

5

1

합계

481

92

있는 기업 수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2018), https://www.mext.go.jp/a_menu/shinko
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2).

(2018년)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1,000만 엔 이상 공동연구 1,234건 중
438건이 산학연계본부 등 대학조직의 관여로 이루어졌고, 이 중 145건은 산학
연계본부 등이 기업과 대학의 연구자를 직접 매칭하고 계약을 체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포괄연계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2018년 기준 481개 사이며,
이 중 1,000만 엔 이상의 공동연구 실적이 있는 기업은 92개 사로 나타났다(표
2-6 참고).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1,000만 엔 이상의 대형 공동연구에
서도 여전히 약 3분의 2 정도는 개별 연구자간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포괄연계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있어서 본격적으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체제정비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2 •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라. 대학발 벤처기업29)
대학 산학협력의 중요한 분야로 벤처기업 창업활동이 있다. 대학의 벤처 창
업 실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의 조사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까지의 시기에 큰 붐
이 있었고, 2013년부터 최근에 이르는 시기에 2차적인 벤처 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20]에 의하면 정부기관별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인 수치는 상이하지만, 신규로 창업된 대학발 벤처기업 수는 상기 두 시기에 급
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대학발 벤처 붐
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발 벤처 붐으로 인하여 최근 일본의 대학발 벤
처기업 수는 2017년에 처음으로 2,000개 사를 넘어서서 2018년 현재 2,255
개 사에 이르고 있다.
대학발 벤처의 경영실태를 살펴보자.30) 테이코쿠 데이터뱅크사가 2018년
에 공표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2월 현재 대학발 벤처기업은 1,002개 사로
2013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00개 사를 돌파하였다. 벤처기업을 대학별로
29) 대학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정부기관에서 통계를 수집하여 발표하고 있
는데, 각 기관별로 정의가 상이하여 통계수치가 다르다. 각 기관별 대학발 벤처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산업성은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平成30年度⼤学発ベン
チャー 調査調査結果概要, https://www.meti.go.jp/policy/innovation_corp/start-ups/h30v
enturereport_gaiyou.pdf, 검색일: 2020. 1. 30 참고).
① 연구성과 벤처기업: 대학의 연구성과에 기초한 특허나 신기술, 신사업 방식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신
규로 설립된 벤처기업 ② 공동연구 벤처기업: 창업자가 설립 5년 이내에 대학과 공동연구를 하여 창업
자 보유의 기술 및 노하우를 사업화한 벤처기업 ③ 기술이전 벤처기업: 기존 사업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 설립 5년 이내에 대학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벤처기업 ④ 학생 벤처기업: 대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학생 벤처기업 ⑤ 관련 벤처기업: 대학이 출자한 경우 등, 대학과 여타 관련을 맺고 있는 벤처기업. 한편
문부과학성은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을 발명자로 하는 특허를 기초로 창업한 기업으로서, 관계하는
교직원 등이 설립자인 경우의 기업’으로 정의한다(平成29年度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
いて,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science/detail/__icsFiles/afieldfile/2019/
03/12/1413730_02.pdf, 검색일: 2020. 1. 30 참고).
30) 테이코쿠 데이터뱅크가 공표한 「대학발 벤처기업의 경영실태조사(2018)」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테
이코쿠 데이터뱅크사는 별도의 조사방법으로 대학발 벤처기업을 추출하고 있어서 정부가 발표한 통계
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발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경제산업성의 정의와 동일하다. 帝国
データバンク(2018), 「特別企画：大学発ベンチャー企業の経営実態調査(2018年)」, http://tz8.tdb.
ne.jp/report/watching/press/p180207.html(검색일: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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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신규 창업된 대학발 벤처기업 수 추이
(단위: 사)

주: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의 대학발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 유의.
자료: 経済産業省(2019), 「平成30年度産業技術調査事業(大学発ベンチャー実態等調査)」, https://www.meti.go.jp/
policy/innovation_corp/start-ups/h30venturereport.pdf(검색일: 2019. 6. 24) 및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
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各年号), https://www.mext.go.jp/a_menu/shinkou/sangaku/sangakub.
htm(검색일: 2019. 6. 17), 재인용: 정성춘(2020).

그림 2-21. 대학발 벤처기업 수 추이
(단위: 사)

주: 2009~13년 기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으나 원 보고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음.
자료: 経済産業省(2019), 「平成30年度産業技術調査事業(大学発ベンチャー実態等調査)」, https://www.meti.go.jp/
policy/innovation_corp/start-ups/h30venturereport.pdf(검색일: 2019. 6. 24), 재인용: 정성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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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도쿄대학이 108개 사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였고, 2위는 교토대
학(52개 사), 3위는 토호쿠대학(51개 사)이 차지하였다. 사립대학으로는 게이
오 대학(32개 사)과 와세다 대학(18개 사)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도쿄도
(260개 사, 25.9%)와 카나가와현(80개 사, 8.0%), 오사카부(63개 사, 6.3%),
후쿠오카현(58개 사, 5.8%) 등이 수위를 차지하였다. 대학발 벤처기업 4개 중
1개가 도쿄도에 소재하며, 카나가와현을 포함하면 3개 사 중 1개 사가 수도권
에 입지해 있어서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508개 사로 50.7%, 제조업이 319개 사로 31.8%,
도매업이 132개 사로 13.2%를 차지하여 이 세 개 업종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업종을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수탁개발소프트웨어, 기술제공, 패키
지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업종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에 부대하는 서비스업, 의학ㆍ약학연구소, 의약품제조업 등 바이오 헬스 관련
업종에서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31)

표 2-7. 대학별 벤처기업 수(2018년 2월)

1

순위
(1)

대학
東京大学

기업수
108

2
3
4

(4)
(2)
(3)

京都大学
東北大学
大阪大学

52
51
47

12
13

5
6

(5)
(6)
(6)

九州大学
筑波大学
東京工業大学

39
36
35

14

(8)
(9)
(10)

北海道大学
慶応義塾大学
九州工業大学

35
32
24

7
9
10

대학
広島大学

기업수
21

(16)
(12)
(19)

名古屋大学
早稲田大学
岡山大学

20
18
16

(13)
(16)
(13)

東海大学
東京農工大学
近畿大学

16
16
14

19

(16)
(13)

20

(20)

静岡大学
会津大学
三重大学

14
13
11

大阪府立大学

11

11

17

순위
(10)

주: ( ) 안의 순위는 2017년 4월 시점에서의 순위임.
자료: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特別企画：大学発ベンチャー企業の経営実態調査(2018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22).

31) 帝国データバンク(2018), 「特別企画：大学発ベンチャー企業の経営実態調査(2018年)」, http://tz8.
tdb.ne.jp/report/watching/press/p180207.html(검색일: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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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학발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
를 보여 2016년에는 2,327억 엔에 달하였다. 이는 2007년의 1,053억 엔의 2
배에 해당된다. 대학발 벤처를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하는 데 평균
5.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9개 사가 도산하였는데, 과거
5년간 벤처기업 도산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위가 마케팅 실패, 2위는
자금조달 악화, 3위는 연구성과의 제품화 및 사업화 실패 등이 작용하였다. 대
학발 벤처는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으며, 제품의 판
표 2-8. 대학발 벤처기업의 업종별 구성
업종 대분류
업종

기업수

업종 세분류

전년
구성비
구성비
(%)
(%)

순위

업종

기업수

전년
구성비
구성비
(%)
(%)

건설업

8

0.8

0.7

1

(1)

수탁개발소프트웨어

119

11.9

11.4

제조업

319

31.8

34.0

2

(2)

기술제공

69

6.9

6.6

도매업

132

13.2

14.0

3

(3)

패키지소프트웨어

38

3.8

3.8

소매업

15

1.5

1.4

4

(4)

의료에 부대하는 서비스

32

3.2

3.1
2.8

운수통신업

2

0.2

0.2

5

(5)

의학약학연구소

31

3.1

서비스업

508

50.7

47.9

6

(6)

의약품제제제조

21

2.1

1.9

경영컨설턴트

20

2.0

1.9

전기기계기구도매

20

2.0

1.9

정보제공서비스

16

1.6

1.6

부동산업

4

0.4

0.3

7

(6)

기타

14

1.4

1.4

9

(9)

합계

1,002

100

100

10
11
13
14

(13)

정밀기계기구도매

13

1.3

1.0

(10)

의료용기계기구제조

12

1.2

1.4

(11)

기계설계

12

1.2

1.3

(12)

시약제조

11

1.1

1.2

(16)

토목건축서비스

10

1.0

0.9

(13)

농학연구소

10

1.0

1.0

(13)

화학기계ㆍ동장치제조

10

1.0

1.0

주: ( ) 안의 순위는 2017년 4월 기준임.
자료: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特別企画：大学発ベンチャー企業の経営実態調査(2018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22); 帝国データバンク(2018), 「特別企画：大学発ベンチャー企業の経営実態調査(2018年)」, http://tz8.tdb.
ne.jp/report/watching/press/p180207.html(검색일: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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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도 애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금
융기관,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들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32)

3. 소결
201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개방형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실
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산학협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폐쇄적인
자사중심주의적 혁신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협조영역에서 개방적인 혁신
활동의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은 그 좋은 후보이다.
이와 같은 일본기업 혁신전략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본의 산업계는 대학과의 공
동연구를 포함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협력 파트너인
대학에 대해서도 산학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본정부는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대
학개혁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로 일본의 대학, 특히 국립대학에서는 공동연
구, 수탁연구, 기술이전, 벤처 창업 등 개방형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13년 이후부터 대학과 민간기업의 산학협력이 상당한 성과를 내
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의 제도적 기반 확충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산학협력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일본정부가 목
표로 하고 있는 대학과 기업 간 기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1건당 공동연구비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아직
300만 엔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엔 이상의 대형 공동연구에서 대
학의 산학협력조직이 실질적으로 매칭과 계약을 성사시킨 비율은 아직 10% 남

32) 帝国データバンク(2018), 「特別企画：大学発ベンチャー企業の経営実態調査(2018年)」, http://tz8.
tdb.ne.jp/report/watching/press/p180207.html(검색일: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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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에 머무르고 있다. 대학과 포괄연계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아직 500개에 이
르지 못했는데, 특히 포괄연계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은 5개에 불과하다. 일본
의 대학이 외국기업과의 산학협력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
학 내에서는 산학협력을 위한 개혁에 반발이 많다. 대학의 교육연구환경 정비
에 기반이 되는 운영비교부금을 감축하면서 산학협력 등을 통해 대학재정을 확
충하라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자칫하면 대학의 연구능력을 오히려 하락시킬 것
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직 산학협력의 뚜렷한 성공사례나 성공 모델이 확
립되지도 않았다. 대학과 기업 간 신뢰관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성공사례를 더욱 축적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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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학협력 모델 사례분석

1. 서론
제3장에서는 일본 산학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본의 주요 국립대
학인 도쿄대학,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그리고 큐슈대학의 산학협력 사례를 고
찰한다. 일본 산학협력의 성과는 상위 소수의 국립대학이 독점하고 있다.33) 공
동연구의 사례를 보면, 2018년에 1,062개 조사대상 대학 중 437개 대학이 민
간기업과의 공동연구 실적을 냈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전혀 실적이 없다. 동년
공동연구 수입액 약 683억 엔 중 상위 10개 대학이 377억 엔(55.2%), 상위 30
개 대학이 501억 엔(73.5%)을 차지할 정도이다.34) [표 3-1]은 산학협력의 대
표적 활동인 공동연구와 특허권실시 등 지식재산활동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대학을 정리한 것이다. 대체로 같은 10위권 그룹에 속하는 대학들(도쿄대학,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토호쿠대학, 나고야대학, 게이오대학, 도쿄공업대학,
큐슈대학, 홋카이도대학, 츠쿠바대학 등)이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위를 석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활동에서 일부 대학(신슈대학, 요코하마국립대
학, 요코하마시립대학, 미에대학 등)이 새롭게 등장하는 정도일 뿐, 민간기업의

33) 긍정적인 점은 지방 국립대학들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는 점이다. 벤처기업 수나 공동연구 성과를 보더라도 도쿄지역 이외에 칸사이지역(오사카대학, 교토대
학, 코베대학), 큐슈지역(큐슈대학), 토호쿠지역(토호쿠대학), 킨키지역(나고야대학), 홋카이도지역
(홋카이도대학) 등 주요 지역마다 거점 국립대학들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지역혁
신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 외 지방 국립대학들의 성과는 상위 국립대학들의 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
하고 있어서 중소 지방 국립대학을 거점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지방 국립대학을 산학협력
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4)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2018), https://www.mext.go.jp/a_m
enu/shink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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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투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연구에서는 상기 10개 대학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벤처기업 설립에 대해서도 동일한 10위권 대학 그룹이 상위를
석권하고 있다. [표 2-7]에서와 같이 2018년 2월 기준 대학발 벤처기업 1,002
개 중 도쿄대학이 108개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개 대학이
459개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 산학협력 지표별 상위 10개 대학(2018년)
(단위: 순위)

민간기업
민간기업
순위 연구자금 등
1)

수입액

민간기업

공동연구

외국기업과

공동연구

수입액

공동연구

수입액

(1,000만 엔

수입액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실시 등

수입액2)

수입액

도쿄대학

이상)
1

오사카대학

오사카대학

오사카대학

교토대학

도쿄대학

2

도쿄대학

도쿄대학

도쿄대학

토호쿠대학

교토대학

교토대학

3

교토대학

교토대학

교토대학

도쿄대학

오사카대학

오사카대학

4

토호쿠대학

토호쿠대학

토호쿠대학

도쿄공업대학

나고야대학

나고야대학

5

게이오대학

게이오대학

게이오대학

도쿄이과대학

도쿄공업대학

도쿄공업대학

6

나고야대학

나고야대학

나고야대학

오사카대학

큐슈대학

신슈대학

7

큐슈대학

츠쿠바대학

신슈대학

요코하마시립대학

신슈대학

토호쿠대학

큐슈대학

8 도쿄공업대학

도쿄공업대학 도쿄공업대학
큐슈대학

츠쿠바대학

9 홋카이도대학 홋카이도대학 홋카이도대학 요코하마국립대학 칸토학원대학
10

츠쿠바대학

츠쿠바대학

큐슈대학

큐슈대학

요코하마시립대학

미에대학
토호쿠대학

주: 1) 민간기업 연구자금 등 수입액은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수탁연구 수입액, 특허권실시 등 지식재산수입액 및 기타
지식재산수입액, 치험 등 수입액의 합계임.
2) 지식재산권 등 수입액은 특허권실시 등 수입액과 기타 지식재산권 수입액의 합계임.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2018), https://www.mext.go.jp/a_menu/shinko
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8).

본 장에서는 상위 10위권 그룹에 속하는 4개 국립대학의 산학협력활동에 대
한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도쿄대학, 교토대학, 그리고 오사카대학은 대부분
의 산학협력활동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큐슈대학은 최상위 국립대학은 아니지만 지방 국립
대학으로서 지역 이노베이션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어서 사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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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 수입액의 대학별 분포(2018년)
(단위: 천 엔)

주: 상기 자료의 개별 실적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횡축은 대학별 순위를 나타내며 1위는 오사카대학, 2위
도쿄대학, 3위 교토대학, 4위 토호쿠대학, 5위 게이오대학, 6위 나고야대학, 7위 도쿄공업대학, 8위 큐슈대학, 9위
홋카이도대학, 10위 츠쿠바대학임. 공동연구의 실적이 있는 대학 437개만을 표기하였으며, 실적이 없는 대학은 포함
하지 않음.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2018), https://www.mext.go.jp/a_menu/shink
ou/sangaku/sangakub.htm(검색일: 2020. 1. 23); https://www.mext.go.jp/a_menu/shinkou/sangaku/1
413730_00005.htm(검색일: 2020. 1. 23) 참고.

구의 대상으로 삼았다.35) 사례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기준은 제2장에서
기술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준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본부기능 강화, 자금ㆍ지식ㆍ인재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제도개혁(표 2-1 참
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개혁이 각 대학에서 얼마나 진전
되었는지 고찰한다. 벤처 창업에 대한 대학의 지원과 환경조성도 중요한 관찰
대상이다. 특히 대학의 벤처 창업에 대한 자금, 시설, 인재 지원이 얼마나 적극
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 대학발 벤처 창업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35) 지방 국립대학들의 산학협력을 통한 활로 모색에 관한 자료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야마가타대학(山形大学), 신슈대학(信州大学), 큐슈공업대학(九州工業大学) 등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
한 중견 지방 국립대학들이 어떻게 산학협력을 추진하였는지 잘 소개되어 있다. 登坂和洋(2019. 2~2020.
1), 「連載 地方国立大学は産学官連携でどう活路を見いだすか」(第1回~第12回), https://sangakuka
n.jst.go.jp/journal/journal_contents/2019/02/articles/1902-03/1902-03_article.html(제
1회 기사 웹사이트, 검색일: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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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쿄대학
도쿄대학의 산학협력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산학협력은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1998년 ｢기술이전촉진법(TLO법)｣ 제정 이후에 본격
화되었다. 도쿄대학은 1998년 ㈜첨단과학기술 인큐베이션센터(CASTI)를 설
립하고 승인 TLO 인가를 얻었다. 2001년 (재)생산기술연구장려회가 승인
TLO 인가를 얻었고, 2002년 산학연계추진실이 발족되었다. 2003년에는 산
학연계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대학지적재산본부를 정비하는 사업이 시작
되었다. 2004년에는 도쿄대학이 법인화되면서 문부과학성의 한 조직에서 분
리되었다. 같은 해 산학협력 추진의 기본조직인 산학연계본부가 발족되었고,
학내 기반시설로서 산학연계 플라자가 준공되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투자운용회사로서 ㈜도쿄대학 엣지캐피털(UTEC)이 발족되면서 제1호 벤처투
자펀드가 결성되었다. 2016년 산학연계본부는 산학協創추진본부로 개칭되었다.
도쿄대학의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핵심 조직은 산학협창추진본부36)이며, 다
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산학협창추진본부는 대학과 민간기업의 다
양한 산학협창에 의한 조직간 연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과의 공동연구 지원, 대학발 벤처 창출, 벤처 육성 지원체제 정비, 지식재산의
적절하고도 원활한 보호ㆍ관리ㆍ활용을 통해 최첨단의 학술연구 성과를 사회
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이노베이션 창출을 가속화하여 인류사회가 직면
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도록 산학관민이 똘똘 뭉쳐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우리들은 산학이 함께 협동하는 「지식 협창의 세계거점」으로서 이
노베이션 에코시스템의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37) 이 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본부의 역할은 공동연구 활성화, 벤처 창출과 성장지원, 지식재산

36) https://www.ducr.u-tokyo.ac.jp/(검색일: 2020. 1. 28) 참고. 일본의 대학에서는 協創 혹은 共創
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협력이라는 표현보다는 ‘협력해서’ 혹은 ‘함께’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이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이하에서는 이 표현을 그대로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한다.
37) https://www.ducr.u-tokyo.ac.jp/(검색일: 2020. 1. 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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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절한 관리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본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총장직속기구로
설치되었고, 비전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하 조직으로 ‘이노베이션
추진부’와 ‘지적재산부’를 두고 있다. 먼저 이노베이션추진부는 기업과의 공동
연구,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
면 먼저 기업들이 도쿄대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선호하는지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기업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학내 연구자 집단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며, 이들 연구자와 기업
간의 면담을 주선하고 공동연구계약 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Proprius
21플러스)38)한다. 또한 도쿄대학과 해외기업 간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
(Global Proprius21)하며, 산업계와 도쿄대학 내 연구자 간에 인적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교류 프로그램(각
종 컨소시엄,39) 과학기술교류포럼,40) 과학기술교류살롱)을 운영하는 등 리에
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벤처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활동으로서 창업/경영 상담, 인큐베이션 시설
제공, 앙뜨레프레나십 교육/프로젝트 지원, 관련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
금제공 등이 있다. 도쿄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학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법무 및 경영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외부의 창업 및 벤처 전문가로 구성된 ‘토다이 멘토즈’가 매주 개최하는
38) https://www.ducr.u-tokyo.ac.jp/activity/research/proprius21/index.html(검색일: 2020. 1.
31) 참고.
39) 대표적인 사례로 ‘희토류 개발추진 컨소시엄’이 있다. 첨단제품의 소재로 사용되는 희토류가 일본 영
해의 심해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됨에 따라, 이를 자원화하기 위해 도쿄대학과 해양연구개발기구를 중
심으로 산업계의 많은 기업이 참가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희토류의 자원화 연구를 추진해왔다. 이
컨소시엄의 구체적인 활동과 결과보고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ducr.
u-tokyo.ac.jp/activity/research/consortium/rare-conso/index.html(검색일: 2020. 1. 31).
40) 2005년 8월에 제1회 포럼을 개최한 이후 2020년 1월까지 총 제29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인간사회가
안고 있는 가까운 미래의 기술적 과제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가 융복합 팀을 구성하여 산학협력활동을
기획ㆍ실행하고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활동을 한다. 포럼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다음의 웹사
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ducr.u-tokyo.ac.jp/activity/research/forum/index.
html(검색일: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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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도쿄대학의 공동연구 관리 흐름도

자료: 東京大學, https://www.ducr.u-tokyo.ac.jp/activity/research/sponsored_research.html(검색일: 2020. 1. 28).

경영상담회에서는 학내 교직원과 학생의 개별적인 경영상담에 응하고 있다. 도
쿄대학은 각종 인큐베이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쿄대학 앙뜨레프레나플
라자, 도쿄대학 미나미연구동 앙뜨레프레나라보, 도쿄대학 코마바 연계연구동
인큐베이션 룸 등이 포함된다.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창업과 벤처에 관
한 강의도 제공한다. 초기 스타트업, 장래 스타트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의 개발 프로젝트도 지원하며,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
고 있다.
도쿄대학은 벤처 창업과 성장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투자펀드 운
용회사인 도쿄대학엣지캐피털(UTEC: University of Tokyo Edge Capital)
을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도쿄대학이 승인한 ‘기술이전관련사업자’로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회사이다. 2018년 제4
호 펀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모두 네 개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총 누적금액은
543억 엔이며 100개 사 이상에 투자하였고, 이 중 11개 사가 상장,41) 11개 사
41) 이 회사가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분야의 ‘펩티드림(Pepti Dream)’이 있다. 이 회사는 특수 아미
노산을 조합하여 특수 단백질이나 특수 펩티드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현재까지 치료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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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A되었다. 이처럼 UTEC은 도쿄대학, 나아가 이 외의 대학과 공적 연구
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법무, 경리, 계약과 같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학발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표 3-2. UTEC의 펀드 현황

구분

설립시기

규모(억 엔)

투자기업

UTEC1호

2004. 7. 1

83

34

투자기업 중
보유

상장

M&A

-

9

8

UTEC2호

2009. 7. 31

71.5

13

7

-

2

UTEC3호

2013. 10. 15

145.7

31

24

1

1

2018. 1. 17

243.1

29

28

1

-

543.3

107

59

11

11

UTEC4호
합계

자료: UTEC 홈페이지(https://www.ut-ec.co.jp/about_utec/firm_profile, 검색일: 2020. 1. 28)에서 저자 작성.

2016년에는 도쿄대학협창플랫폼개발주식회사(Innovation Platform for
The University of Tokyo)42)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도쿄대학의 100% 출
자 자회사로 ① 창업지원 ② 도쿄대학 관련 벤처기업에의 투자사업 ③ 벤처기
업과 대기업 간 매칭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창업지원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설정하고 있으며, 도쿄대학의 학생, 졸
업생, 직원, 나아가 도쿄대학과 함께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자 하는 창업자에
대해 주식지분을 대가로 받지 않는 이른바 Zero Equity 지원을 실시하고 있
다.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자나 창업을 앞둔 팀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경
우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채택하여 사업자금, 경영노하우 지원 등 각종 지
개발되지 않은 질병에 적합한 신약을 개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단백질이나 펩티드 공급 능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 분야에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제약 대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성장해
왔다. UTEC은 이 회사의 설립단계부터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여 2013년 6월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즈
에 상장하였고, 2015년 12월에 도쿄증권거래소 제1부에 변경 상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UTEC이 투자
한 가장 성공적인 벤처기업으로 유명하다. UTEC 홈페이지(검색일: 2020. 1. 28).
42)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utokyo-ipc.co.jp/(검색일: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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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실시한다. 이 회사는 2016년 12월에 250억 엔 규모로 투자펀드(IPC 1
호)를 설립하여 도쿄대학 관련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벤처캐피털에
펀드투자를 하고 있다.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수요를 연결(partnering)하여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사업을 통해 도쿄대학 관련 벤처기업은 대기업이 보유
한 마케팅 능력과 자금력을 활용하고, 대기업은 벤처기업이 보유한 새로운 비
즈니스 기회와 신제품 활용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이나 프
로젝트를 별도의 벤처기업으로 독립시킨 후 도쿄대학의 기술을 제공하여 성장
시키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2004년 산학연계플라자를 개설한 이후 2007년에는 도쿄대학앙뜨레프레나
플라자, 2009년에는 도쿄대학 코마바연계연구동 인큐베이션 룸, 2018년에는
도쿄대학 미나미연구동 앙뜨레프레나라보, 2019년에는 도쿄대학카시와Ⅱ앙
뜨레프레나허브를 개설하여 벤처 창업을 지망하는 학생과 직원, 창업초기의 벤
처기업에 사무실과 실험실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 이용은 1년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시설 이용뿐 아니라 창업 준비단계부터 회계, 세무, 법무 등
의 각종 전문가 소개, 각종 네트워킹 기회 제공, 투자자와 기업 소개 등의 서비
스도 제공한다. 2020년 1월 현재 32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고, 약 40개의
벤처기업이 이 시설에서 성장하여 독립하였다. 도쿄대학 벤처 창업의 산실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지적재산부는 도쿄대학TLO, 생산기술연구장려회와 더불어 학내 연구
자 발명의 시장가치 평가, 출원,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의 기능을 통해 지적 창
작물의 보호 및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학내 연구자는 소속 연구과 등의
지적재산실에 발명신고를 하고, 해당 지적재산실은 지적재산부에 발명신고를
한다. 지적재산부는 해당 발명의 시장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TLO에 평가를 의
뢰한 후 해당 발명을 지적재산부가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승계하는 경우
에는 TLO를 통하여 지적재산으로 출원하고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명자에
게 이를 반납한다. 이렇게 취득된 지식재산은 TLO에 의해서 라이선스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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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사업화된다. 도쿄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흐름은 [그림 3-3]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3-3. 도쿄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흐름도

자료: 東京大學, https://www.ducr.u-tokyo.ac.jp/organization/intellectual_property.html(검색일: 2020. 1. 29).

2017년 도쿄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보면43) 산학연계 담당 실무자는 57명
이고, 실무자 1인당 연구자 수는 118명이며, 전문가로는 변호사, 변리사가 포
함되어 있다. 상기 실무자들이 담당하는 산학협력 업무분야는 ① 공동연구 등
의 기획ㆍ제안 ② 계약서에 성과목표와 달성시기 명기 ③ 공동연구계약 체결에
대한 판단 등 계약권한의 집중 ④ 기업의 기술적 수요에 대응한 기술이전ㆍ사
업화 제안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동연구의 진척 관리와 피드백이라
는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p. 43~44. 이 문헌에서는 2017년까지의 현
황이 수치로 소개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2017년의 현황을 소개한다. 다만 최근의 상황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수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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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도쿄대학 산학협력 담당부서의 체제정비 현황
산학협력 담당부서
실무담당자수
전문가 배치

실무자당 연구자 수

57명
변호사

118명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주: 배치된 전문가에 음영 처리함.
자료: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 43.

운영비교부금은 약 834억 엔, 외부자금은 과학연구비보조금으로 245억 엔,
기타 정부계 자금 483억 엔, 민간자금 191억 엔이 있다. 공동연구를 통한 수입
이 95억 엔인데, 이 중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수입이 73억 엔(대기업 57억 엔,
중소기업 16억 엔)이었다. 수탁연구수입은 351억 엔으로, 이 중 민간기업과의
수탁연구수입이 약 2억 5,000만 엔(대기업 2억 엔, 중소기업 5천만 엔)이었다.
특허출원은 712건 있었으며, 특허보유는 3,342건이 있고, 3,523건의 특허권
실시와 이를 통한 8억 엔의 수입이 있었다. 313개의 도쿄대학 벤처기업44)이
있으며, 벤처 창업을 위한 대학 내의 상담창구를 보유하고 있고,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지원 펀드(250억 엔 규모)를 가지고 있다. URA 실무담당자는 69명,
URA 1인당 연구자 수는 97명이다. ‘산학협력정책’, ‘지적재산정책’ 등 정부가
요구하는 산학협력 관련 모든 규정은 완비된 상태이다. 다만 아직 기업과의 혼
합급여제도를 활용한 인적교류의 실적은 없으며, 산학협력을 장려하는 인센티
브 제도도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5)
위와 같은 산학협력체제 정비와 함께 대기업과의 포괄협약 체결을 통한 산
학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사례로 다이킨과의 산학협력이 있다. 다이킨은
공조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으로, 도쿄대학과는 2018년 12월에 포괄

44) 2019년 현재 시점에서 보면 350여 개의 벤처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30~40개 정도의 벤
처기업이 새롭게 창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쿄대학 신입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10%의 학생들
이 창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大型研究
が増加：産学連携はイノベーション起こせるか」(2019. 5. 28), 유료 사이트(검색일: 2020. 1. 11).
45) 이와 같은 상세한 통계는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p. 43~4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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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고 10년 동안 100억 엔을 도쿄대학에 투자할 것을 약속하였다.
도쿄대학은 다이킨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공기의 미래비전, ‘공기의 가치화’를
주제로 한 기술개발, 벤처기업 창출 등,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과 체결한 포괄계약의 또 다른 사례로 히타치와의 산학협력이 있
다.46) 히타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제품 생산에서 경쟁력을 상실
한 후 사회 인프라 사업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기업 단독의 이노베이션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의 연구개발체제를 개방형 혁신체제로 전환한 후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히타치는 이러한 기업의 연구개발체제 전환을 계기로
도쿄대학과 포괄적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정부의 Society 5.0 비전을 실현
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도쿄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
쿄대학 내에 ‘히타치도쿄대학 공동연구실(日立東大ラボ)’47)을 설치하였고, 도쿄
대학의 연구자와 히타치 연구자가 참가하는 라운드테이블을 2개월마다 개최한
다. 라운드테이블에는 도쿄대학과 히타치의 연구자 각 4~5인이 참가하여
Society 5.0 실현을 위한 비전을 먼저 설정하는 논의를 개시한다. 다소 추상적
인 논의로 시작하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를 설정하여
공동연구의 주제로 삼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거주지 이노베이션 프로
젝트’와 ‘차세대 에너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히타치의 연구원들은 도
쿄대학이 제공하는 시설에 사무실과 연구실을 마련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인 공동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48)

46) 이는 2016년 6월에 체결되었다.
47) http://www.ht-lab.ducr.u-tokyo.ac.jp/(검색일: 2020. 3. 2) 참고.
48) 도쿄대학은 2016년 9월 NEC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ㆍ교육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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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토대학
교토대학의 산학협력활동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벤처비즈
니스 라보라토리(VBL)’를 설립하여 첨단전자 디바이스와 재료 연구개발을 추진
하고 벤처기업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산학협력활동은 2003년부터
개시된다. 같은 해 ‘지적재산기획실(IPO)’을 설립하여 지적재산 관리체제를 확립
하였다. 2004년에는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따라 교토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5년에 ‘국제이노베이션기구(IIO)’를 설립하여 산학연계활동, 지적재산 취득
과 활용, 벤처 지원활동을 통합하여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산관학연계본부’
를 발족시켰고, 2012년에는 공동연구 등 산학연계뿐만 아니라 벤처지원과 지재
관리 등도 산관학연계본부로 일원화하였다. 2014년에는 교토대학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회사인 ‘교토대학 이노베이션 캐피털 주식회사’를 교토대학의
100% 자회사로 설립하였고, 2016년에는 ‘칸사이 TLO 주식회사’의 주식 68%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2018년에는 교토대학의 100% 자회사로 ‘교토대학 오리
지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컨설팅 및 연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49)
교토대학의 산학협력체제는 ‘산관학연계본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본부는 ① 산관학 연계 추진 ② 지식재산 확보와 활용 ③ 벤처기업 육성과 지
원이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기획과 전략을 입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
편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칸사이 TLO 주
식회사(2019년 10월 1일 ‘TLO교토’로 개칭)’, ‘교토대학 오리지널 주식회사’,
그리고 ‘교토대학 이노베이션 캐피털’이다. 이들 기관은 교토대학이 설립한 자
회사이며, 향후 ｢국립대학법인법｣이 개정되어 대학이 출자한 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면 교토대학은 이들 세 개 자회사를 관
리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체제를 정
비할 것으로 보인다.
49) SACI, https://www.saci.kyoto-u.ac.jp/(검색일: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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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교토대학의 산학협력 추진체제

자료: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 47.

산관학연계본부는 ① 산학협력과 관련된 시책의 기획, 입안 및 조사연구 ②
공동연구 및 수탁연구 추진 ③ 산관학연계본부 내 공동연구 프로젝트 실시 및
지원 ④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연계 ⑤ 자치단체나 지역 학교 등 지역사
회 연계 추진 및 지원 ⑥ 지식재산 확보와 활용에 관한 지원 및 지식재산전략의
기획, 입안 ⑦ 교토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도모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연구
자에 대한 지원을 핵심 업무로 삼고 있다. 이 본부는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① 사회연계부문 ② 법무부문 ③ 지적재산부문 ④ 출자사업지원
부문 ⑤ 기부연구부문을 두고 있다.
사회연계부문은 포괄적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도록 교토대학의 연구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과 학내 연구자로부터 산학협력에 관
한 상담을 받고 양자를 매칭시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며, 공동연구계
약이 조기에 성립되고 조속히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목표
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0년 1월 현재 교토대학은 NTT, 다이킨,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바이엘약품주식회사, 토에이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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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파나소닉, BASF SE, 교토경제동우회, 아오모리현립농업고등학교, 타다
노와 같은 기업, 경제단체, 학교와 포괄적 공동연구계약50)을 체결하였다.
독일의 바이엘약품주식회사와의 포괄적 계약은 교토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
구계약의 모범적 사례이다.51) 교토대학은 2014년에 바이엘사와 포괄연계계
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의 주제를 탐색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 3월에는 포
괄계약을 연장하고 구체적인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출범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
다. 바이엘사는 이전부터 교토대학에 기부강좌를 개설하는 등 교토대학 연구자
들과의 교류가 있었는데, 포괄연계계약을 통해 협력을 더욱 확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신약개발 분야에서 단순한 생물학적 지식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이엘은 자사가 보유한 생물학적 우위와 교토대학
의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포
괄적 협력 체결을 원했고, 교토대학도 일본의 제약회사가 원가절감을 위해 해
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바이엘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자금의 획득과 창약분
야의 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바이엘과의 협력을 원했다. 두 기관의
최고 경영자간 합의를 기초로 구체적인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시작하
였는데, 교토대학의 산관학연계본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포괄연계계약
에 따라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의료, 암, 폐, 화합물 합성, 디지털 등으로 설정된 8개 주제로부터 연계과제를 발굴
2. 교토대학 산관학연계본부가 학내 연구자로부터 적절한 후보를 선정하여 바이엘사의 담당자와 면
담을 주선
3. 후보연구자에게 공동연구 참가 여부를 타진하고 독일 바이엘사 연구자에게도 타진하여 쌍방의 후
보자 리스트를 작성
4. 독일 후보연구자가 일본을 방문하여 쌍방 연구자가 상호 연구내용을 발표, 교류를 도모
5. 쌍방 연구자가 동시에 흥미를 가지는 과제에 대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 실시

50) 포괄적 공동연구계약 체결기관 일람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 https://www.saci.kyoto-u.ac.jp/
about/Joint_Research/cooperation/(검색일: 2020. 1. 31).
51) 이 사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 https://www.meti.go.jp/policy/inn
ovation_corp/kouchiku_process_jitsureishu_r3.pdf(검색일: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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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현재, 이상의 과정을 통해 여러 건의 공동연구계약이 성립되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1월, 호흡기 질환의 특발성 폐선유증(IPF)의
새로운 창약표적을 특정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제휴에 합의하였다. 이 제휴를
통해 교토대학 호흡기내과 및 외과와 바이엘사의 독일연구소 호흡기질환연구
팀의 공동연구가 실현되었다. 공동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의 진척
상황에 대한 점검은 바이엘사가 담당하였다. 기업과 대학의 시간감각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시간감각에 맞추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교토대학의 경우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
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교토대학 오리지널 주식회사를 2018년 6월에 설립하
였고, 이 회사를 통해 산학협력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ㆍ양성하여 교토대학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교토대학은 현재 7명 정도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재의 활동으로 바이엘사와의 공동연구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법무부문은 산학협력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한 협력의 법률적 구조를 형성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공동연구계약서의 기본적 형태를 만들어서
계약 체결을 원활하게 하고, 산학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
하며, 라이선스나 창업과 관련한 법률적 과제에 대해서도 조언하거나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매우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상호 조정하는 역할
이 기대되고 있다.
지적재산부문은 교토대학의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을 확보하고
기술이전기구와 협력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교토대학에서도 교직원
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교토대학에 귀속되기 때문에,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있는 경우 또는 공동연구선 기업 등이 특허출원을 원
하는 경우 지적재산부문에 이를 신청하고 학내의 적절한 심사를 거쳐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한다. 교토대학의 특허 관리 및 기술이전 등은 교토대학 자회사인
㈜TLO교토에 위탁한다. 획득한 지식재산의 사업화, 라이선스, 벤처기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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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활용전략을 검토하고 기술이전전략을 수행한다.
출자사업지원부문은 교토대학에서 창출한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는데, 그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2014년 12월에 설립된 교토대학 이노베이션 캐피털 주식회사이다. 일본정부
는 ‘관민 이노베이션 프로그램(국립대학에 대한 출자사업)’52)을 통해 국립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위해 2013년 1월
네 개의 국립대학에 1,000억 엔을 출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도쿄대학에 437
억 엔, 교토대학 272억 엔, 오사카대학 166억 엔, 토호쿠대학 125억 엔이 각
각 출자되었는데, 교토대학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2014년에 교토대학 이노베
이션 캐피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2016년 1월 ‘이노베이션 교토
2016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이노베이션 펀드)을 설립하였는데, 교토대학은
이 펀드에 150억 엔을 출자하였다. 출자사업지원부문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갭편드 프로그램,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전
개한다.
갭펀드 프로그램은 시작품 작성, 시운전, 실용화를 위한 추가시험 등 연구성
과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교토대학은 실용화
검증을 거친 후 이의 사업화를 본격화하는 단계에서 벤처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장 3년간 최대 3,000만 엔/년을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토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면서 법인설
립이 완료되었거나 3년 이내 설립 예정으로 벤처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
고자 하는 경영자 또는 경영자 후보가 지원 대상이다. 인큐베이션 센터는 교토
대학 내에 벤처기업의 본사기능을 둘 수 있도록 사무실53)을 정비하여 제공하
고 있다.

52) 다음의 자료를 참고. https://www.cas.go.jp/jp/seisaku/fund/dai2/siryou2.pdf(검색일: 2020.
1. 31).
53) 인큐베이션 시설의 현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 http://www.venture.saci.kyoto-u.ac.jp/?pag
e_id=273(검색일: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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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대학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교토대학방식’이라 불리는 교토대학 특유
의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방식을 구축하였다. 이 자금지원 방식의 첫 번째 특징
은 펀드의 운용기간이 15년으로 민간펀드의 통상적 운용기간인 10년보다 훨
씬 길다는 점이다. 교토대학의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교토대학이 출자한 벤처캐피
털의 공적자금과 민간의 벤처캐피털이 상호 연계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는 점이다. 교토대학이 출자한 교토대학 이노베이션 캐피털 주식회사의 펀드
(이노베이션교토2016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2016년 1월 설립) 자금 150억
엔을 15년 기간 동안 운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민간 벤처캐피털이 설
립한 펀드 중 교토대학의 벤처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를 인정펀드
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교토대학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그림 3-5 참고). 2020년 1월 현재 교토대학은 일본벤처캐피털주식회사
가 운용하는 NVCC1호(2007. 8 설립)와 미야코캐피털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미
야코교토대학이노베이션펀드(2015. 11 설립)를 인정펀드로 지정하고 있다.

그림 3-5. 교토대학의 벤처기업 자금지원 구조

자료: 교토대학 홈페이지, http://www.venture.saci.kyoto-u.ac.jp/?page_id=91(검색일: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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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토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보면54) 산학연계 담당 실무자는 67명
이고, 실무자 1인당 연구자 수는 76명이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 실무자들이 담당하는 산학협력 업무분야는 ①
공동연구계약 체결/판단 등 계약권한의 집중 ② 기업의 기술적 수요에 대응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제안 업무이며, 대부분의 업무는 외부위탁을 동시에 수행하
고 있어서 산학협력에 필요한 역할이 모두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계약서에 성과목표와 달성시기를 명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교토대학 산학협력 담당부서의 체제정비 현황
산학협력 담당부서
실무담당자수
전문가 배치

실무자당 연구자 수

67명
변호사

76명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주: 배치된 전문가에 음영 처리함.
자료: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 47.

표 3-5. 교토대학 산학협력 업무의 분담 현황
구분

산관학연계본부

타 부서

위부위탁

공동연구 등의 기획/제안

-

-

○

계약서에 성과목표/달성시기 명기

-

-

-

공동연구계약 체결/판단(계약권한 집중)

○

○

○

공동연구 진척 관리와 피드백

-

○

○

기업수요에 대응한 기술이전/사업화 제안

○

-

○

자료: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 47.

교토대학의 운영비교부금은 약 554억 엔, 외부자금은 과학연구비보조금으
로 143억 엔, 기타 정부계 자금 276억 엔, 민간자금 158억 엔이 있다. 공동연
구를 통한 수입이 59억 엔인데, 이 중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수입이 49억 엔
54)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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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1억 엔, 중소기업 8억 엔)이었다. 수탁연구수입은 242억 엔으로, 이
중 민간기업과의 수탁연구수입이 약 4억 1,000만 엔(대기업 3억 엔, 중소기업
1억 1,000만 엔)이었다. 특허출원은 437건, 특허보유는 2,143건이 있고,
1,356건의 특허권 실시와 이를 통한 6억 4,000만 엔의 수입이 있었다. 142개
의 교토대학 벤처기업이 있으며, 벤처 창업을 위한 대학 내 상담창구를 보유하
고 있고 지원 펀드(지원규모 약 11억 엔)를 가지고 있다. URA 실무담당자는
47명이고 URA 1인당 연구자 수는 108명이다. ‘산학협력정책’, ‘지적재산정
책’ 등 정부가 요구하는 산학협력 관련 각종 규정은 완비되어 있지만,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다. 산학협력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혼합급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되어 있
다. 그 결과 타 대학에서 받아들인 연구자 9명, 타 대학으로 파견한 연구자는 5
명이다. 다만 기업의 연구자 수용이나 기업으로의 연구자 파견 등 기업과의 혼
합급여제도 활용실적은 아직 전무한 상태이다. 이처럼 대학과 기업 간의 인적
교류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55)

4. 오사카대학
오사카대학의 산학협력을 주도하는 핵심 조직은 ‘오사카대학 共創기구’이
다. 오사카대학은 2018년 1월, 사회와 대학이 새로운 가치를 함께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共創’(Co-Cre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 활동을 위한 대학
의 핵심 조직으로 ‘오사카대학공창기구’를 설립하였다. 현대사회가 당면한 다
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문영역의 벽을 허물고 기업, 자치단체, 지역사회,
타 대학, 나아가 시민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굴지의 혁신적 대
학’을 지향한다는 것이 기구 설립의 기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55)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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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개발 에코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 기구 산하에는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산학공창ㆍ섭외본부’(이하, 산학본
부)56)와 社學 협력을 추진하는 ‘사학공창본부’를 두고 있다. 산학본부는 대학
내에 산업창출 거점을 유치한다는 ‘Industry on Campus’ 구상(2006년)에 기
초하여 2017년 4월 설립된 산학共創본부와 오사카대학 미래기금 확충을 위한
활동해온 섭외본부가 통합되어 2019년 8월에 출범하였다. 이 본부는 오사카
대학의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 사업화에 유망한 연구성과 발굴, 지식재산 활
용, 대학발 벤처기업 창출, 이노베이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57)
한편 2019년 10월 1일에 설립된 ‘오사카대학 오픈이노베이션기구’는 산학
협력 분야에 있어 기업의 핵심 사업분야(경쟁영역)에서 기업과의 대형 공동연
구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의 비경쟁영역 내 공동연구의
매칭 등의 역할은 산학본부가 담당한다. 기업과의 대형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두고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사카 대학 내에 존
재하는 기술 종자를 조합하여 공동연구를 기획ㆍ입안하고, 이를 기업에 제안하
며, 연구계획의 진척을 관리하고, 기업과 원활한 계약체결, 리스크 관리, 법무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적 인재를 확보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 기구를
설치하였다. 오사카대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분야로는 의료
기기, 행동센싱, 신약개발, 재료(고분자, 의료재료 등), 환경/에너지 분야가 있
으며, 향후 연구분야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구는 2019년 문부과학
성의 ‘오픈이노베이션기구 정비사업’에 채택되었다.
산학본부는 인재육성부문, 이노베이션전략부문, 섭외부문의 세 개 부문으로
조직되어 있다. 인재육성부문은 이노베이션인재육성실, 산학리커런트지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이노베이션전략부문은 벤처/사업화지원실, 지재전략실, 산학관
연계지원실, COI58)플랫폼추진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구성에서 알 수
56) 산학공창‧섭외본부 홈페이지, https://www.uic.osaka-u.ac.jp(검색일: 2020. 2. 5) 참고.
57) https://www.oi.osaka-u.ac.jp(검색일: 2020. 2. 5).

78 •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있듯이 산학본부는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인재육성에서부터 벤처 창업, 지식
재산전략에 이르기까지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출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6. 오사카대학 산학共創ㆍ섭외본부 조직구성

자료: 오사카대학 홈페이지, https://www.uic.osaka-u.ac.jp/target/member/system/(검색일: 2020. 2. 5).

그림 3-7. 오사카대학 산학共創ㆍ섭외본부와 오픈이노베이션기구 간 협력관계

자료: 오사카대학 홈페이지, https://www.uic.osaka-u.ac.jp/target/member/system/(검색일: 2020. 2. 5).

58) Center of Innovation의 약자로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향후 10년 후의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도전적이고 리
스크가 높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최장 9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이 협
력하여 연구개발의 거점을 구축하면 거점당 연간 1억~10억 엔(간접경비 포함)을 지원한다. 일본의 과
학기술정책은 2013년을 전후로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대학 등에 지원
하는 경쟁적 자금 프로젝트도 대형화되기 시작하였는데, 2013년에 출범한 COI 프로그램은 경쟁적 자
금 대형화의 최초 사례이다. 오사카대학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COI플랫폼추진실을 설치하
였다. https://www.uic.osaka-u.ac.jp(검색일: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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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대학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국립대학 출자사업을 지
원하기 위해 ‘관민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일
본정부는 총액 1,000억 엔을 도쿄대학,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토호쿠대학에
지원하였고, 그중 오사카대학에는 166억 엔의 자금이 지원되었다. 오사카대학
은 이 자금을 활용하여 2015년에 제1호 펀드59)를 설립하였고, 2020년에 제2
호 펀드60)를 설립할 예정이다. 제1호 펀드의 경우 오사카대학 벤처캐피털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 민간회사의 사례
로는 도쿄대학엣지캐피털, 자프코, 미즈호캐피털, SMBC벤처캐피털 등이 있
다. 이렇게 마련된 벤처자금은 대학 내 벤처 창업 이후 단계에서의 자금투자에
활용된다.
한편 창업 이전 단계에 있는 다양한 기술종자에 대한 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오사카대학은 특별운영비교부금(목적적립금) 34억 엔을 활용
하여 2021년까지 벤처 창업의 초기단계 자금부족을 해소해줄 예정이다. 창업
이전 단계는 다시 실용성 검증단계와 창업준비단계로 구분된다. 실용성 검증단
계에서는 시제품 개발, 실증데이터 취득, 특허출원 및 유지, 특허조사, 시장조
사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起業시즈육성그랜트’ 제도는 이 단계에 있는
벤처 창업자에게 최장 1년간 최대 500만 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용성
이 검증된 후 구체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벤처 창업자를 최대 2
년간 최대 4,000만 엔/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起業프로젝트육성그랜트’
제도가 있다. 창업준비단계에서는 창업조직 정비, 사업전략 책정, 지식재산전
략 책정 등에 비용이 소요되나, 아직 창업 이전단계이기 때문에 벤처캐피털로
부터의 자금조달은 부족한 실정이다. ‘起業프로젝트육성그랜트’는 이 단계에
서의 자금부족을 해소해 준다.

59) 10년, 총액 125.1억 엔: 오사카대학 100억 엔 + 오사카대학 벤처캐피털 0.1억 엔 + 민간 25억 엔.
60) 10년, 총액 약 66억 엔: 오사카대학 66억 엔 + 민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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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오사카대학의 단계별 창업지원제도

자료: 오사카대학 홈페이지, https://www.uic.osaka-u.ac.jp/2427/(검색일: 2020. 2. 5).

오사카대학은 기업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동연구, 수탁연구,
수탁연구원제도, 공동연구강좌ㆍ공동연구부문, 협동연구소, 장학기부금, 기부
강좌, 조직연계, 학술상담, 오사카대학미래기금 등 다양한 창구를 갖고 있다.
공동연구와 수탁연구, 수탁연구원제도는 여러 대학에 존재하는 협력방식과 동
일하다. 공동연구강좌와 협동연구소는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오사카
대학 내에 설치하는 독립된 연구조직으로, 공동연구에 전념하도록 만든 조직이
다. 공동연구강좌제도는 2006년 일본 최초로 도입되었고, 기업과 오사카대학
간에 공동연구강좌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4월 현재 60개 강좌, 18개
부문이 설치되어 있다. 기업이 연구자를 파견하여 2~10년 간 설치하는데, 78
개 중 과반수는 2017년 이후에 설치된 것이다. 1강좌당 평균 연간연구비는
3,300만 엔 수준에 이른다. 공동연구강좌 수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타 대학도 오사카대학의 공동연구강좌제도를 모방하여 도입하고 있다.
한편 협동연구소는 공동연구강좌와 같이 기업의 자금을 바탕으로 오사카대
학 내에 설치하는 연구조직이나 기업의 연구조직을 대학 내에 유치하는 것으
로, 복수의 학과 등과 다면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대학원생 등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협동연구소의 설치기간은 3년 이상이
며, 평균 10명 이상의 기업연구자가 상주하여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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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행한다. 기업 등과 협동연구소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며, 2019년
4월 현재 19개의 협동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오사카대학은 기업 등
외부기관과 공동연구, 수탁연구, 공동연구강좌, 협동연구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방식
으로 기술이전, 벤처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사카대학은 신약개발 분야에서 제약회사와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연구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사카대학 면역학 프론티어 연구센
터와 츄가이제약(中外製薬)이 체결한 포괄계약이다. 이 센터는 오오츠카제약
(大塚製薬)과도 포괄계약을 체결하였다. 츄가이제약은 연간 10억 엔을 10년에
걸쳐 지불하는 한편, 센터의 연구성과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츄가이제약은 신약개발 비용의 증가로 자사의 연구개발 이외의 연구성과를 활
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센터는 논문 인용건수 기준으로 면역학 분야에
서 세계 6위이며, 약 160명의 연구자가 세계 최첨단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신약개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츄가이제약은 센터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15명의
연구자를 파견하여 신약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연구성과를 찾고 있
다.61)
오사카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바이오 벤처기업 및 제약회사와의 사업제
휴도 중요한 산학협력의 형태이다. 오사카대학의 바이오 분야 벤처기업 중 설
립한 지 5년 이내이면서 1억 엔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8개 사이다. 그중
5개 사가 제약회사와 사업제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2) 이처럼 제약

61) 오사카 대학의 포괄계약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大学に企業研究所続々産学連携
新時代へ」(2019. 5. 28), 유료 사이트(검색일: 2020. 2. 11).
62) 2019년 6월 현재 시점에서 설립 후 경과기간이 짧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이포아(9개월, 약 1.4억 엔
조달), C4U(16개월, 1.5억 엔 조달, 사업제휴), 루크사나바이오테크(18개월, 약 1억 엔 조달, 사업제
휴), 페리오세라피아(21개월, 약 5.4억 엔 조달), 바스큐리드(26개월, 약 3억 엔 조달), 쿠오리프스(27
개월, 약 11억 엔 조달, 사업제휴), PGV(34개월, 약 4.1억 엔 조달, 사업제휴), 마토리크소무(43개월,
약 2.9억 엔 조달, 사업제휴)와 같다. 「企業における産学連携戦略：ヘルスケア領域からの示唆」(2019.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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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기초연구단계에서 공동연구라는 형태로 산학협력을 추진하다가 일정
한 연구성과가 나타난 이후부터는 대학발 벤처기업과 사업제휴 형태로 산학협
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사카대학은 이와 같은 산학협력을 가장 왕성하게 구
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약회사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긴 연구개발 기간
과 200억~300억 엔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 비용으로 인하여 독자적으로 신
약을 개발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 분야에서 대학과의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은 제약회사의 공동연구 파트너를 넘어 사
업 파트너로 변화되고 있다. 오사카대학의 벤처기업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63)
2017년 오사카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보면64) 산학연계 담당 실무자는 69명
이고 실무자 1인당 연구자 수는 69명이다. 상기 실무자들이 담당하는 산학협
력 업무분야는 ①공동연구 등 기획/제안 ②공동연구계약 체결/판단 등 계약권
한의 집중 ③기업의 기술적 수요에 대응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제안 업무이다.
다만 계약서에 성과목표와 달성시기를 명기하지는 않으며, 공동연구의 진척 관
리와 피드백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업무는 일부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

표 3-6. 오사카대학 산학협력 담당부서의 체제정비 현황
산학협력 담당부서
실무담당자수
전문가 배치

실무자당 연구자 수

69명
변호사

69명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주: 배치된 전문가에 음영 처리함. 음영 처리된 전문가 그룹 없음.
자료: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 45.

63) 신약개발 분야는 연구개발 과정의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특성이 있어서 초기단계에서는 공동연
구, 일정 단계를 넘어선 이후부터는 연구성과 활용 벤처기업과의 사업제휴로 산학협력을 발전시켜갈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과의 사업제휴는 대학 연구자들에게 사업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유도할 수 있
다는 점, 벤처캐피털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훨씬 용이하다는 점 등 공동연구에 비해 더
많은 장점이 있어서 제약회사 입장에서 더욱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오사카대학의 신약 분야 벤처기
업들이 기업들과 왕성하게 사업제휴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企業における産学連携
戦略：ヘルスケア領域からの示唆」(2019. 12) 참고.
64)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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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오사카대학 산학협력 업무의 분담 현황
구분

산관학연계본부

타 부서

위부위탁

공동연구 등의 기획/제안

○

-

-

계약서에 성과목표/달성시기 명기

-

-

-

공동연구계약 체결/판단(계약권한 집중)

○

-

-

공동연구 진척관리와 피드백

-

-

-

기업수요에 대응한 기술이전/사업화 제안

○

-

○

자료: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 45.

오사카대학의 운영비교부금은 약 441억 엔, 외부자금은 과학연구비보조금
으로 117억 엔, 기타 정부계 자금 162억 엔, 민간자금 136억 엔이 있다. 공동
연구를 통한 수입이 73억 엔인데, 이 중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수입이 68억 엔
(대기업 60억 엔, 중소기업 8억 엔)이었다. 수탁연구수입은 168억 엔으로, 이
중 민간기업과의 수탁연구수입이 약 4억 2,000만 엔(대기업 3억 3,000만 엔,
중소기업 9,000만 엔)이었다. 특허출원은 612건, 특허보유는 1,966건이 있고,
806건의 특허권 실시와 이를 통한 9,000만 엔의 수입이 있었다. 101개의 오
사카대학 벤처기업이 있으며, 벤처 창업을 위한 대학 내의 상담창구를 보유하
고 있고, 지원 펀드(지원규모 약 8억 엔)를 가지고 있다. URA 실무담당자는 66
명이 있고, URA 1인당 연구자 수는 72명이다. ‘산학협력정책’, ‘지적재산정
책’ 등 정부가 요구하는 산학협력 관련 각종 규정이 완비되어 있고, 산학협력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혼합급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되어 있다. 그 결과 타 대학에서 받아들인 연구자는 169명, 타 대
학으로 파견한 오사카대학의 연구자는 10명이다. 기업에서 받아들인 연구자는
6명, 기업으로 파견한 오사카대학 연구자는 4명이 있다. 혼합급여제도를 활용
한 오사카대학의 인적교류는 도쿄대학이나 교토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
한 수준이나, 기업과의 인적교류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65)

65)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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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큐슈대학
큐슈대학에서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은 ‘학술연구ㆍ산학관연계본
부’(이하, 학술산학본부)이다. 이 본부는 2015년 4월에 ‘연구전략기획실’과
‘산학관연계본부’를 통합하여 설치되었다. 본부 산하에는 6개의 그룹(연구전
략그룹, 그랜트서포트그룹, 산학관연계추진그룹, 지적재산그룹, 벤처창출추진
그룹, 산학관연계섭외ㆍ조정그룹)과 1개의 연구ㆍ산학관연계추진부가 있고,
연구ㆍ산학관연계추진부 산하에는 3개의 과(연구기획과, 연구추진과, 산학관
연계추진과)가 설치되어 있다(표 3-8 참고). 각 그룹에서는 주로 산학협력의
분야별 기획과 전략입안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연구ㆍ산학관연계추진부에서
는 구체적인 사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큐슈대학이 이러한 산학협력 추진조직
을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URA(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 제도를 도입하면서 URA 인재를 조직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한
이후로 볼 수 있다. 특히 2016년 4월에는 벤처창출추진그룹을 새롭게 창설하
였고, 2016년 10월에는 국내외 산업계를 포함한 오픈 이노베이션과 벤처창출,
신산업창출, 이를 담당할 인재육성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관련 연구
ㆍ교육ㆍ지원조직을 재편하여 현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
직을 바탕으로 큐슈대학은 각종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표 3-8]에서 제시한 큐슈대학 산학협력조직의 조직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
이, 큐슈대학의 산학협력도 수탁연구, 공동연구, 지재활용 및 기술이전, 벤처
창업 등이 핵심적인 분야를 구성하고 있다. 수탁연구나 공동연구의 경우, 앞에
서 소개한 주요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큐슈대학의 연구자와 민간기업의 연구
자 간 개별적 협력관계를 공식적인 계약 체결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
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킨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큐슈대학도 ‘조직대
응형연계’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탁연구나 공동연구가 개별적인
연구개발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인 것에 반해 조직대응형 연계방식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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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큐슈대학 학술연구ㆍ산학관연계본부의 조직구성과 업무

학술연구ㆍ산학관연계본부
그룹
명칭

연구ㆍ산학관연계추진부
주요 업무

 정책정보 등 수집ㆍ분석
연구전략그룹  대학 현황 분석 및 타 대학 벤치마크
 연구전략책정 지원

명칭
연구기획과
총무기획계

주요 업무
 학술연구 관계 사무 전반

 연구자금 획득 및 학제적 연구추진
등 관련 업무
그랜트서포트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기획, 조정,
그룹

신청, 실시 지원

연구기획과
연구지원계

 학내 연구지원제도 전반

 창조적ㆍ선구적ㆍ혁신적 연구정보
수집 및 발굴
 국내산학관연계 추진
산학관연계
추진그룹

 국제산학관연계 추진

연구추진과

 조직대응형연계ㆍ공동연구부문

연구자금계

 과학연구비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무 전반

등 추진
 지재교육과 계몽
지적재산그룹  지재 발굴과 권리화
 지재 마케팅과 라이선스

연구추진과
프로젝트지원계

 학내 공동교육연구센터에 관
한 사무 등

산학관연계추진과

벤처창출

 대학발 벤처 창조ㆍ지원

추진그룹

 학내 창업인재 육성

산학관연계

 각 그룹 총괄ㆍ조정

섭외ㆍ조정

 학내외 상담창구

연계사업추진실  산학관연계 관계 사무 전반

 홍보 및 이벤트 기획ㆍ추진

(연계사업추진계)

그룹

연계기획실

 산학관연계 관계 사무 전반

(연계기획계)
산학관연계추진과

산학관연계추진과
연계기획실
(수탁공동계약계)

 수탁연구ㆍ공동연구

계약

체결

자료: 큐슈대학 홈페이지, https://airimaq.kyushu-u.ac.jp/upload_file/editor_files/AiRIMaQPamphlet.pdf(검색일:
2020. 2. 6)에서 저자 작성.

연구는 큐슈대학과 기업 간의 포괄적 계약을 바탕으로 각종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와 이를 융합하는 연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기술 및 서비스 개
발에 기여하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큐슈대학의 학술산학본부와 기업의 산학연계
담당조직 및 산학 연구자 그룹으로 구성되는 ‘연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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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을 통해 큐슈대학은 공동연구를
둘러싼 산학간 인식의 격차와 갈등요소를 제거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제2장에
서 고찰한 일본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요구하는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인 대
규모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체제 정비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며,
큐슈대학은 이를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조직대응형 연계방식에서는 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시도하
고 있다. 예를 들면, 공동연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밀유지, 성과공표, 연구의
진척속도 관리, 지식재산 관리, 연계에 의해 창출된 대학 보유분 지식재산을 기
업이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싶을 경우에 대한 대처, 연구개발 이외의 인재교류
나 공동사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기업수요에 대응한 합의 형성과 이
를 토대로 한 대규모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학의 시설,
연구성과,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조직대응형 연계방식
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2018년 현재 조직대응형 공동연구 건수는 121건,
공동연구수입액은 6억 8,700만 엔이었다. 2013년의 88건, 4억 3,400만 엔의
성과에 비해 상당한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9년 4월 현재 계약
그림 3-9. 큐슈대학 조직대응형 공동연구 실적

자료: 큐슈대학 홈페이지, https://airimaq.kyushu-u.ac.jp/ja/so/liaison01.php(검색일: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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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 등 외부기관은 모두 75개 기관이 있다.66)
기업과의 공동연구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제도는 ‘공동연구부
문’ 제도이다.67) 이 제도는 조직대응형연계 공동연구사업에서 민간기업과 큐
슈대학의 공동연구거점으로서 공동연구부문을 큐슈대학에 독립적인 조직으로
설치하는 협력방식이다. 공동연구부문은 약 2~5년 기간 동안 설치(갱신 가능)
되며, 공동연구를 전담하는 ‘공동연구부문 교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전담교원은 해당 기간 동안 공동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상적인
공동연구에서는 담당 연구자가 자신의 통상적인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면서 공
동연구를 수행하지만, 이 제도에서는 해당 분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
여 기업의 연구수요에 대응하고자 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연구
부문 설치를 위해 큐슈대학은 시설 제공, 연구협력자 파견, 첨단 기기 및 설비
제공 등의 역할을 하며, 민간기업 등은 자금, 연구자, 제조, 기술, 연구자료, 기
업수요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큐슈대학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학협력은 이 외에도 기술지도, 기술
상담, 특허활용, 기부강좌ㆍ기부연구부문, 수탁연구원 제도 등이 있다. 기부연
구부문은 앞에서 소개한 공동연구부문과 같이 공동연구거점을 독립된 조직으
로 큐슈대학에 설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자금원이 공동연구비가 아닌 기부
금이며 연구성과를 자금의 제공자(즉 기부자)에게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큐슈대학의 산학협력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중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큐슈대학은 자치단체의 행정적 과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큐슈대학의 연구자 및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검색하는 시스템68)을 제공하
여, 자치단체와 큐슈대학 연구자 간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66) 계약 체결기업 리스트는 큐슈대학 홈페이지를 참고. https://airimaq.kyushu-u.ac.jp/ja/so/liais
on01.php(검색일: 2020. 2. 6).
67) 오사카대학의 사례에도 공동연구강좌ㆍ공동연구부문 제도가 있으며,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
의 산학협력방식으로 볼 수 있다.
68)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 http://seeds.kyushu-u.ac.jp/sg/(검색일: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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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는 행정적 과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큐슈대학의 연구자를 매칭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
다. 이처럼 큐슈대학은 도쿄대학, 교토대학, 오사카대학과는 달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산학협력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자치단체와의 협력에서도 기업과의 산학협력과 마찬가지로 수탁연구,
공동연구, 조직대응형연계, 기부강좌ㆍ기부연구부문, 수탁연구원 제도가 마련
되어 있다.
큐슈대학에서는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상담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큐슈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하거나 큐슈대학이 창출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큐슈대학 소속 교직원, 학생, 혹은 소속 이외의 개인이나
큐슈대학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인은 창업상담제도를 활용할 수 있
다. 2017년에 도입된 큐슈대학 독자적 벤처창업지원제도로 ‘대학발 벤처사업
종자 육성지원 프로그램(큐슈대학 갭펀드)’이 있다. 큐슈대학과 고용관계에 있
는 자로서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는 제도
로, 최대 200만 엔/건을 최대 10건까지 4~10월까지 7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
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안건은 연구성과의 시제품 제작과 고객의 초기평가
ㆍ검증단계에 있는 안건이다. 큐슈대학은 도쿄대학, 교토대학, 오사카대학과
같이 벤처기업에 출자를 목적으로 한 일본정부의 대규모 출자를 받지 않고 있
다. 그 결과 큐슈대학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상기의 대학에 비해 규모
가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87개의 큐슈대학발 벤처기업
이 있다. 이는 오사카대학 101개, 교토대학 142개에 비하면 적은 수이지만, 대
규모적인 벤처캐피털 자금지원이 있는 이들 대학의 성과에 비하면 결코 뒤지지
않는 성과로 보인다.
2017년 큐슈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보면69) 산학연계 담당 실무자는 75명
이고, 실무자 1인당 연구자 수는 47명이다. 산학연계 담당 실무자에는 변리사
69)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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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어 있다. 상기 실무자들이 담당하는 산학협력 업무분야는 ① 공동연
구 등 기획/제안 ② 계약서에 성과목표, 달성시기 등 명기 ③ 공동연구계약 체
결/판단 등 계약권한의 집중 ④ 공동연구 진척 관리 및 피드백 ⑤ 기업의 기술
적 수요에 대응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제안 업무이다. 이 모든 업무는 학술산학
본부가 담당하며, 학내의 타 부서나 외부위탁은 행하지 않고 있다.

표 3-9. 큐슈대학 산학협력 담당부서의 체제정비 현황
산학협력 담당부서
실무담당자수
전문가 배치

실무자당 연구자 수

75명
변호사

47명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주: 배치된 전문가에 음영 처리함.
자료: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 53.

표 3-10. 큐슈대학 산학협력 업무의 분담 현황
산관학연계본부

타 부서

위부위탁

○

-

-

공동연구 등의 기획/제안
계약서에 성과목표/달성시기 명기

○

-

-

공동연구계약 체결/판단(계약권한 집중)

○

-

-

공동연구 진척 관리와 피드백

○

-

-

기업수요에 대응한 기술이전/사업화 제안

○

-

-

자료: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 53.

큐슈대학의 운영비교부금은 약 426억 엔, 외부자금은 과학연구비보조금으
로 71억 엔, 기타 정부계 자금 150억 엔, 민간자금 57억 엔이 있다. 공동연구
를 통한 수입은 26억 엔인데, 이 중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수입이 21억 엔(대
기업 17억 엔, 중소기업 4억 엔)이었다. 수탁연구수입은 98억 엔으로, 이 중 민
간기업과의 수탁연구수입이 약 4억 3,000만 엔(대기업 2억 엔, 중소기업 2억
3,000만 엔)이었다. 특허출원은 303건, 특허보유는 1,246건이 있고, 524건의
특허권 실시와 이를 통한 1억 엔의 수입이 있었다. 87개의 큐슈대학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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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벤처 창업을 위한 대학 내의 상담창구를 보유하고 있고 지원 펀드
(지원규모 약 5억 4,000만 엔)를 가지고 있다. URA 실무담당자는 28명이 있
고 URA 1인당 연구자 수는 125명이다. ‘산학협력정책’, ‘지적재산정책’ 등 정
부가 요구하는 산학협력 관련 각종 규정은 완비되어 있고, 산학협력을 장려하
는 인센티브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혼합급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 그 결과 타 대학에서 받아들인 연구자는 5명, 타 대학으
로 파견한 큐슈대학 연구자는 2명이 있다. 기업과의 인적교류는 아직 없다.70)

6. 소결
본 장에서 고찰한 대학들은 일본에서 산학협력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국립대
학의 사례이기 때문에 일본의 다른 대학들에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고찰로부터 일본 상위권 대학들의 산학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대학들은 일본의 산업계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상당한 정도의 산학협력을 위한 학내 체제를 정비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들 대학은 2010년대 후반부터 종래의 산학협력을 추진하던 조
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총장 직속의 산학협력 총괄조직을 새롭게 설립하였
다. 도쿄대학은 2016년에 ‘산학협창추진본부’를 설치하였고, 교토대학은
2012년에 ‘산관학연계본부’를, 오사카대학은 2019년에 ‘산학공창ㆍ섭외본
부’를, 큐슈대학은 2015년에 ‘학술연구ㆍ산학관연계본부’를 설립하였다. 이들
조직은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산업계와
정부가 대학에 요구한 본부기능 강화의 핵심적 사항이다.
각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 총괄조직은 대학별로 명칭과 세세한 조직구성은
상이하지만 그 기능적 측면은 대동소이하다. 일본정부가 대학에 제시한 가이드
70)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産業省, 文部科学省(2019),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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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 의거하여 이들 조직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총괄조직
의 핵심적 역할은 기업과의 공동연구 기획 및 실시, 사업적 가치가 있는 지식재
산의 생성과 활용 촉진, 그리고 벤처 창업 활성화이다. 본 장에서 상세하게 고
찰한 바와 같이 총괄조직을 중심으로 각 대학은 기업과의 포괄적 계약에 의거
한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사카대학과 제약회사들의 공동연
구, 나아가 오사카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바이오 분야 벤처기업과 제약회사
간의 사업제휴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오사카대학은 이러한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연구비 규모가 1,000만 엔을 넘는 대형 공동연구 분야
에서 도쿄대학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오사카대학
의 대형 공동연구비수입액은 약 50억 엔(공동연구비수입액 전체는 73억 엔)으
로, 도쿄대학의 46억 엔(95억 엔), 교토대학의 33억 엔(59억 엔), 큐슈대학의
9억 엔(26억 엔)을 상회하였다.
특히 오사카대학은 기업의 핵심 사업분야(경쟁영역)에서 기업과의 대형 공
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2019년 10월에 ‘오사카대학 오픈이노베
이션기구’를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하였다. 이 조직은 비경쟁영역에서 여러 기
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지는 기반적 연구와 달리 특정 기업의
핵심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연구라는 점이 다르다.
이처럼 오사카대학은 기업과의 대규모적인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오픈&클
로즈 이노베이션전략’을 구현해가고 있다. 2019년 4월 현재 오사카대학의 공
동연구강좌ㆍ공동연구부문은 78개인데, 과반수가 2017년 이후 설치되었다.
오사카대학과 민간기업의 공동연구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다.
한편 벤처 창업 분야에서는 도쿄대학이 매우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쿄대학이 창출한 대학발 벤처기업은 타 대학보
다 2배 이상 많다. 도쿄대학은 2019년에도 학내의 인큐베이션 시설을 대폭적
으로 확충하면서 도쿄대학에서 창출되는 벤처기업의 본사를 이들 시설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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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다. 2020년 1월 현재 32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고, 40개의 벤처
기업이 이 시설에서 성장하여 독립하였다. 외부의 창업 및 벤처 전문가로 구성
된 ‘토다이 멘토즈’는 매주 경영상담회를 개최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경영상담
에 응하는 등 벤처 창업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에 설립된 도쿄대학엣지캐피털은 현재까지 총 4개의 펀드를 조성하
여 누적금액 543억 엔을 100개 사 이상에 투자하였다. 이 중 11개 사가 상장
되었고 11개 사가 M&A되었다. 2016년에는 도쿄대학 100% 자회사로서 도쿄
대학협창플랫폼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투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국립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정책인 ‘관민 이
노베이션 프로그램(국립대학에 대한 출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437억 엔을
활용하여 대학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오사
카대학과 교토대학도 일본정부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도쿄대학과 유사한 벤
처캐피털 회사를 설립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쿄대학이 규모 면에서
훨씬 크다.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창업과 벤처에 대한 교육도 제공한다. 그 결과 학
생들의 창업 마인드가 높아졌다. 본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쿄대학 경제학
부 졸업생의 진로를 보더라도 벤처 창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
사적이다. 이처럼 도쿄대학의 벤처 창업을 위한 생태계는 상당히 성숙해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본부기능 강화, 민간자금을 활용한 자금의 선순환, 벤처기업을 활용
한 지식의 선순환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재의 선순환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과제이다. 특히 대학으로부터 기업으로의 인재의 흐름이 매우 미
약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주로 대학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대학이라는 공간과 시설을 활용하여 기업으로부터 대학으로
의 인재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재의 선순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학의 연구자들이 기업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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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고 있다. 혼합급여제도 등 인재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도입하고 있으나 이의 활용도는 아직 높지 않다. 원활한 인재교류는
일본 산학협력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또한 일본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역량은 국제적으로 볼 때 점차 하락하고 있
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영국 고등교육 전문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2019년 9월에 발표한 ‘THE 세계대학 랭
킹 2020’에 의하면, 세계 상위 200대 대학에 들어간 일본의 대학은 2개로 중
국 7개교, 한국 6개교, 홍콩 5개교에 크게 뒤지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일본의 대학들은 산업계로부터의 수입이나 피인용논문의 점
수는 높게 나오는 반면, 국제성이 매우 낮은 것이 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이다.
일본의 대학들은 우수한 연구자와 우수한 유학생을 더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급여제도, 연구환경, 생활환경 등의 국제화를
도모해야 한다.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유지하는 한 우수한 해외 연구자를 확
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확보한 자금을
연구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등 산학협력과 기초연구역량 강화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운영비교부금 등 기반적 연구비를
삭감하면서 일본 대학들의 기초연구역량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적 견해가 존재
하며, 산학협력이 단기적으로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초연
구역량을 오히려 훼손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산학협력을 통해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일본의 대학이 안고 있는 산학협
력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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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1. 일본 산학협력의 성과
위에서 고찰한 네 개 대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국립대학은 이제
더 이상 상아탑에 머물러 있지 않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에 더해 연구성과의 사
회적 환원과 이를 통한 일본의 사회경제적 과제 해결을 중요한 대학의 사명으
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대학은 나름대로의 변신을 도
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들의 변신은 일본정부가 추진한 산학협력정책
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3장의 대학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분명하다. 가장 두드러진 특
징은 산학협력을 위한 조직정비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각 대학마다 산
학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의 명칭은 다르다. 도쿄대학은 ‘協創’이라는 개념을 사
용하며, 오사카대학은 ‘共創’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만들었다. 용어는 다르지만
각 용어 속에는 ‘대학과 기업, 자치단체,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라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녹아 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산학협력조직은 제
2장에서 소개한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각종 요소가 잘 충족되어 있다고 평가
된다. 산학협력 담당인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동연
구 등의 기획/제안, 계약 체결, 성과의 진척 관리, 리스크 관리, 지식재산의 취
급, 나아가 벤처 창업을 위한 학내의 인프라 정비 및 자금지원 시스템까지 갖추
어 대학에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정비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대학 차원에서의 조직정비를 바탕으로
개별 연구자들간의 협력을 넘어서 대학 조직과 기업 조직 간의 대규모 협력관
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쿄대학의 사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히
제4장 결론 • 95

타치나 다이킨과의 포괄계약을 바탕으로 한 향후 10년간의 공동연구가 대표적
사례이다. 교토대학도 독일 제약회사인 바이엘약품주식회사와의 포괄계약을
바탕으로 한 공동연구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본 보고서에 소개하
지 못한 다수 기업들과의 포괄적인 공동연구 사례가 있다. 오사카대학은 공동
연구강좌나 공동연구부문의 설치를 통해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독자
적인 조직을 대학에 설치하기도 한다. 큐슈대학의 경우도 공동연구부문을 별도
조직으로 설치하여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전담연구자를 고용하여 기업과
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대표적인 국립대학들은
기업의 연구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종 산학협력 방식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괄적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과의 대규모 공동연구의 특징은 대학 차
원에서 연구성과나 진척도를 관리해 준다는 측면에서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연
구에 대한 잠재적 갈등요소를 제거한다는 특징이 있다. 큐슈대학의 사례가 대
표적인데, 큐슈대학의 학술산학본부와 기업의 산학연계담당조직 및 산학 연구
자 그룹으로 구성되는 ‘연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관리한다. ‘연계협
의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대학과 기업의 기관 차원에서 연구목적, 연구 내용과
범위, 연구 기간 및 기한, 연구체제, 연구자금, 연구관리 방법, 연구성과의 평가
방법, 지식재산의 관리 및 운용 방법, 공적자금의 도입, 연구성과물 등 구체적
인 사항에 대한 세세한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학과 기업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지원체제가 강화되었고
그 결과 대학의 벤처기업 창업이 상당한 붐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산업
성의 추계에 따르면 2018년 대학발 벤처기업은 2,278개 사에 이르고 있다. 무
엇보다도 대학이 벤처 창업을 자금, 인력, 시설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고찰한 바와 같
이 도쿄대학, 교토대학, 오사카대학은 일본정부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수백
억 엔 대의 벤처지원자금을 확보하고 이 자금의 운용회사로서 대학의 벤처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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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을 창설하고 있다.71) 대학의 벤처캐피털은 민간 벤처캐피털과의 연계를 통
해 자금의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경영인재를 확보하는 네트워
크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벤처 창업의 초기단계까지 사무기능, 실험기능 등을 제공하는 인큐베
이션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제공함으로써 대학에 벤처기업의 본사가 집
결하여 상호 시너지를 높이는 혁신센터로 발전하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다. 도
쿄대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찰하지 않았지만, 츠쿠바대
학은 교직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벤처기업의 CEO를 겸직할 수 있도
록 규제완화를 시행하였다. 최근 도쿄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이 벤처 창업에
나서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도쿄대학 경제학부장 와타나베 교수의 인
터뷰 기사72)에 따르면 도쿄대학 경제학부 졸업생의 최근 사회진출 동향에 많
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정부기관, 일
본은행, 금융기관에 많이 진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외국계 컨설팅회사의 인기가
높으며,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도 일정 수 이상 나
타나고 있고, 그것도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벤처 창업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71) 2013년 1월에 각의결정된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는 도쿄대학, 교
토대학, 오사카대학, 토호쿠대학의 4개 국립대학에 합계 1,000억 엔을 출자하였다. 이 자금을 바탕으
로 도쿄대학은 도쿄대학협창플랫폼개발(주)(2016. 1 설립)을, 교토대학은 교토대학이노베이션캐피
털(주)(2014. 12)을, 오사카대학은 오사카대학벤처캐피털(주)(2014. 12)을, 토호쿠대학은 토호쿠대
학벤처파트너즈(주)(2015. 2)를 각각 설립하여 대학발 벤처기업 투자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투자펀드
를 설립하였다. 이들이 설립한 1호 펀드의 합계액은 630억 엔 정도로 일본의 민간 최대 벤처캐피털 기
업인 자프코의 핵심 펀드인 ‘자프코 SV5’의 750억 엔에 필적할 규모이다. 이들 대학의 벤처캐피털들
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펀드를 설립하고 있어서 대학발 벤처에 대한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최근 대학발 벤처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中村洋介(2018), 「高まる大学発
ベンチャーへの期待」, https://www.nli-research.co.jp/files/topics/58545_ext_18_0.pdf?sit
e=nli(검색일: 2020. 2. 18).
72) 週刊エコノミスト(2020. 1. 21), 「日本を救う大学ベンチャー」, pp. 74~7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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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1. 히로사키대학(弘前大学)의 ‘초다항목 건강 빅데이터로 ‘수명혁명’을 실현하는
건강미래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최근 일본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시된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히로사키대학
의 건강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히로사키대학은 아오모리현(青森県)에 위치해 있는데, 이 현은 일본에
서 평균수명이 가장 낮은 현으로 알려져 있다. 히로사키대학은 아오모리현 주민의 수명 연장방안을 찾
기 위해 2005년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결과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
히로사키시(弘前市) 이와키지구(岩木地区)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이며 1,000명의 주
민과 500명의 초ㆍ중등 학생이 대상이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2019년 현재 ‘2,000개 항목 ×
1,000명 × 14년’이라는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로 축적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질병의 사전적
인 발견법 및 혁신적인 예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히로사키대학은 빅데이터를 더욱 확장하고 보다 정확
하게 해석하기 위해 이를 다수의 기업 및 대학에 공개하고 이들과 함께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 문부과학성과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가 추진하는 COI 프로젝트로 선정되
었고, 이후 대학과 기업들이 히로사키대학의 연구거점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산업계는 이 프로젝
트에 참여함으로써 빅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다. 히로사키대학은 2016년도에 ‘공동연구강좌’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이 인건비와
연구비를 부담하고 대학 내에 공동연구강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이 파견하는 연구자와 대학
의 연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통의 연구과제에 대해 일정 기간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
다. 2018년 시점에서 4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여 11개의 공동연구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참가 기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과의 데이터 연계뿐만 아니라 타 대학과의
데이터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토부립의과대학과 2017년부터 상호 보유하고 있는 데이
터의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교토부의 교탄고시(京丹後市)는 100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의
2.8배나 되는 장수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히로사키대학의 COI 데이터를 통합하여 보
다 강력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다. 상호 이질적인 두 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강력
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장수지역과 단명지역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연구는 유례를 찾
기 어렵다. 두 대학의 연계에 의한 비교연구를 통해 치매발병 후의 지원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 큐슈대학 등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방대한 빅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해석 팀을 구축하고 있다. 도쿄대학, 교토대학, 나고야대학과 연계하여 AI 연구자, 생물통계 전문가를
결집시켜 강력한 빅데이터 해석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히로사키대학의 프
로젝트는 2019년 내각부 등이 주최하는 ‘제1회 일본 오픈이노베이션 대상’(내각총리대신상)을 수상하
기에 이르렀다.
자료: 「連載 地方国立大学は産学官連携でどう活路を見いだすか: 第3回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で企業呼び込む」, https:
//sangakukan.jst.go.jp/journal/journal_contents/2019/04/articles/1904-07/1904-07_article.html(검색
일: 2020. 2. 21).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일본의 산업계는 대학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73) 첫째는 대학의 연구성과를 외부의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이
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 내에 대학
73) 칸사이경제동우회(関西経済同友会)의 후카노 히로유키(深野弘行) 씨의 인터뷰를 참고할 수 있다. 「超
高齢化社会対応へ、技術革新土台作りを」(2019. 9. 24), 조간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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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성과를 홍보하는 전시관을 두거나 연구성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연구성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이러
한 연구성과를 외부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이 영업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이 대학에 접근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활용을
제안하며, 이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한다. 셋째는 대학 캠퍼스를 벤처기업이나 기업연구소가 집적하는 공간으
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를 상
당히 실현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이를 더욱 확산ㆍ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 산학협력의 한계
이처럼 일본의 대학들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대대적인 산학협력체제 정비
와 대규모 공동연구 활성화, 나아가 벤처 창업 붐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여기
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이러한 산학협력 붐이 일부 대학과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상위 30개 정도의 대학
이 산학협력 성과의 대부분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산학
협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시설, 기업이 부족하며, 수도권이나 칸사이 지역
의 일부 대도시에 산학협력이 몰려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 성과배분을 둘러싼 분쟁도 여전히 발생하
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동연구의 성과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경우, 이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적절한 분배체계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노벨 생리학ㆍ의학상 수상자인 교토대학 혼조
타스쿠(本庶佑) 교수와 오노약품공업(小野薬品工業) 간의 암면역치료제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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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를 둘러싼 분쟁이다.74) 혼조 교수는 1992년에 암면역치료제인 오프지보
개발 기초가 되는 물질인 PD-1을 발표하였고, 이후 오노약품과 암치료법을 공
동으로 개발하여 2003년에 특허를 출원, 2006년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하
였다. 오노약품은 이 특허를 활용하여 오프지보를 개발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
는 한편, 제3자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를 통해 라이선스 수입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2006년에 체결된 혼조 교수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이익배분
은 혼조 교수 측에게 매출액과 라이선스 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혼조 교수는 공동연구 과정에서 오노약품이 기여한 것은 겨우 일
부의 자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익배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일본의 대기업들이 적정한 수준의 이익배분에 인색하다고 비
판하면서 산학협력을 통한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크게 반성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혼조 교수는 이를 기술착취라고 비판하면서 이러
한 기술착취가 횡행하는 한 오픈 이노베이션은 성공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반면 오노약품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투자를 한 기업에 이익이 배분되는 것
은 정당하며, 매출이 크게 증가할 때마다 계약에 없는 추가적인 이익배분을 요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자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
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 연구자와 대기업 간에 아직 불신이 남아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혼조 교수가 체결한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이 교토대학
의 지적재산부문 역량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2000년대 중반에 체결되었다는
점, 현재는 대학의 재적재산부문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재에는 이익의 합리적 배분방식이 상당히 정착되었을 것으로 기대되나, 리스크
가 큰 반면 성공했을 때의 수익이 막대하게 발생하는 생명과학 분야의 특성상
공동특허에 수반하는 이익의 합리적 배분방식을 둘러싸고 산학 간 갈등과 불신
이 여전히 남아 있다.75)76)
74) 상기 분쟁에 대한 혼조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Part3. ノーベル賞受賞者本庶佑氏が警
鐘：敬遠視される日本の大企業、必要なのは共に創る覚悟｣(2019. 7. 15), pp. 38~40.
75) 「成果配分 適切な仕組みを」(2019. 4. 11), 조간 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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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본 대학발 벤처기업이 양과 질 면에서 여전히 외국에 비해 뒤처져 있
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은 양적으로 보면 미국의 약 100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대학발 벤처기업으로서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도쿄대학의 대표적 벤
처기업인 펩티드림의 경우에도 상장한 이후 기업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대학발 벤처기업이 일본 국내시장
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벤처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하
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일본의 대학발 벤처기업은 일본 국
내시장 지향형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는 이것이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대학발 벤처는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성장
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
서 고찰한 대학의 사례에서는 도쿄대학, 오사카대학, 교토대학처럼 정부의 대
규모 벤처투자를 위한 자금지원을 받은 대학들은 벤처캐피털 설립 등 체제를
정비하고 있으나, 그 외의 대학들은 여전히 소규모의 갭펀드를 운용하는 수준
에 머물러 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 등 벤처기업으로서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76)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에도 많은 불신과 갈등이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
는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과 노하우가 부당하게 대기업에 의해 탈취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9년 12월
실태조사를 개시하였다. 대기업에 의한 벤처기업의 착취사례로 다음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일
본의 경제산업성은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연계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9년도 내에 작성할 예정이다. 일본의 대기업은 벤처기업을 활용하기 위
한 협업 경험이 부족하여 벤처기업을 하청기업 취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개방형 혁신을 촉
진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新興の知財横取り監視；大企業との取引、公
取委が調査」(2019. 12. 12), 조간 3면 참고.
부당거래의 형태

주요 내용
대기업이 신흥기업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계약 제시

지식재산의 독점

공동연구 성과가 모두 대기업에 귀속
무제한 무상 라이선스 요구

협업 제한
경직적인 협상

타 업계와의 협업을 장기간 금지
대기업이 주변특허를 획득하여 사업 성장이 불가능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장기간 소요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내용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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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한 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자금공급 생태계가 일본에는 여전
히 완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
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산학협력의 또 다른 주체인 대기업의 산학협력체제가 얼마나 잘 정비
되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초점을 맞추어 산학협력
체제를 고찰하였기 때문에 대기업의 산학협력체제 정비 현황은 자세히 논의하
지 않았다. 일본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 모델 도입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의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개방형 혁신 모델에 관심이 모아졌던 2012년 이후
이렇다 할 대표적인 대기업의 성공사례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의거해 볼 때, 일본 대기업은 여전히 과거의 폐쇄형 혁신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77)
대기업이 개방형 혁신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 경영층이
이를 기업경영의 중요 방침 중 하나로 천명하고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각오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 내에 이를 실행할 조직을
정비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외부의 신기술
도입으로 종래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업부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경영층의 적극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대기업은 ① 시
장에서 원하는 바를 바탕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
해 자사에 부족한 경영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② 부족한 경영자원을 보유한
외부조직(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며 ③ 외부조직과 적극적인 사
업적 협력관계를 협상하고 ④ 궁극적으로 이를 기업의 일부로 통합하는 과정을
77) 일본의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는 지적재산본부는 2019년 6월에 발표한 「나부터 시작하는 오픈 이노
베이션」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기업의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개방형 혁신이 상급자
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시작되고, 경영자는 담당자에게 일임한 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자체 사업영역을 침해받을 수 있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등 일본기업의 폐
쇄적 행태가 여전하여 개방형 혁신전략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
를 참고할 수 있다. 知的財産本部(2019. 6), 「ワタシから始める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 https://ww
w.kantei.go.jp/jp/singi/titeki2/190621/sankou.pdf(검색일: 2020. 2. 14); 「オープンイノベー
ションなぜ空回り; 上の指示で取り組み経営者は担当者任せ」(2019. 7. 1), 조간 13면; 西野和美(2018a,
2018b, 2018c, 2018d, 2018e, 2018f, 2018g, 2018h); 「もう失敗させない、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
ン」(2019. 7.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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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야만 비로소 외부 경영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해진다.78)
일본 대기업은 최근 벤처캐피털 회사(CVC: Coporate Venture Capital)를
설립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위에서 제시한 일련의 과정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 특히 일
본 대기업에 의한 벤처기업의 M&A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벤처기업의 투자자
금 회수에 매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벤처기업(대학발 벤처기업 포
함)이 설립 초기단계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
다.79)80)81) 그러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출구는 아직 정비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82) 2019년 1~10월 국내외 기업
이 일본 국내 벤처기업에 대해 실시한 M&A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한
48건이었고, 금액도 30% 감소한 335억 엔이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일본기업의 벤처기업 M&A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 배경에
는 일본경제와 세계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다.
리스크가 높은 벤처기업 M&A는 회피하면서 본업에서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83)

78) 伊藤智久, 木村康宏, 山本史門(2013), 「大企業によるベンチャー企業との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情報
通信ㆍエレクトロニクス分野の事例から紐解く突破口」(2013年10月号)를 참고할 수 있다.
79) 일본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확대를 위해 2020년도부터 이른바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세제’를 도
입한다. 대기업이 설립 10년 미만의 미상장기업에 1억 엔 이상 출자하면 출자액의 25%를 소득공제하
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타 업종의 벤처기업으로부터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도
록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 성장단계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한 제도는 점차 정
비되어 가고 있다. 다만 최종적인 출구전략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税制改正大綱; 新産業育成へ投資
減税、ベンチャーㆍ５G支援」(2019. 12. 13), 조간 1면 참고.
80) 벤처캐피털에 의한 일본 내 벤처기업 투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8년도 벤처캐피털의 국
내투자액(사업회사 CVC의 투자액 제외)은 1,640억 엔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세
는 6년 연속이다. 저금리하에서 리스크 머니가 벤처기업에 흘러들면서 벤처 창업 및 성장자금으로 활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国内VC投資20％増; 昨年度1640億円, 6年連続プラス」(2019. 8. 17), 조
간 10면 참고.
81) 벤처캐피털이 아닌 일본기업에 의한 벤처투자도 크게 증가해왔다. 2018년도 투자액은 약 3,500억 엔
으로 벤처캐피털 투자액 1,640억 엔의 2배 가까이에 이른다. 이러한 투자는 2013년에 비해 무려 8배
나 증가한 규모여서 최근 일본기업들이 벤처기업에 상당한 규모로 출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육성된 벤처기업을 M&A를 통해 자사의 조직과 통합하는 것에 일본기업은 상당히 신중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スタートアップ投資8倍; 新規公開上回る」(2019. 4. 30), 조간 1면 참고.
82) 「出口狭まるスタートアップ; 評価高騰, M&A3割減、IPO小型案件は敬遠」(2019. 12. 16), 조간 9면 참고.
83) 「大企業、新興買収足踏み; 本業回帰, 減損リスク警戒」(2019. 8. 24), 조간 7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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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 이외에 일본기업들의 고질적인 투자행
태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가 증가하고 이들 벤처기업의 평가가치가 크게 상승한 반면, 일본 대기업
의 벤처기업에 대한 M&A 투자의욕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자
금조달액 상위를 차지하는 미상장기업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평균
248억 엔으로 2015년에 비해 무려 4.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
본의 대기업은 벤처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가치를 보기보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 그리고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벤처
기업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본기업이 벤처기업
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는 약 50억 엔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84) 일본 대
기업이 벤처기업에 대한 M&A에 계속 소극적일 경우 벤처기업과의 개방형 혁
신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기업에 이어서 유럽 기업들까지도
개방형 혁신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기업도 이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에 일본 대기업들의 역할이 향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85)

3. 한국 산학협력에 주는 시사점
일본 국립대학의 산학협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한국의 대학
과 대기업이 당면한 현실이 일본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은 장
기에 걸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재정난이 가중
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획득하는 것이 대학의
84) 일본벤처캐피털협회(JVCA)의 조사에 의하면 CVC를 보유한 일본기업 97개 사 중 M&A 실적이 있는
기업은 25%에 불과하였고, M&A에 관한 연간 예산이 50억 엔 미만인 기업이 79%에 달하는 등 벤처기
업과의 협업에 적극적인 기업들조차 벤처기업의 M&A 예산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大企業、新興買収足踏み; 本業回帰、減損リスク警戒」(2019. 8. 24), 조간 7면 참고.
85) 岩崎薫里(2018), 「改善するわが国のスタートアップ事業環境ー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追求が後押しー」,
pp. 32~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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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일
본의 대기업들과 같이 신흥국 기업들의 기술추격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이노
베이션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 신서비스, 신기술을 개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
다. 일개 기업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경쟁 현실이 대학과
기업의 눈앞에 놓여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대학과 기업의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
수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과 기업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학에 대한 산업계의 불신이 매
우 높았다. 대학의 연구풍토와 기업의 연구개발풍토는 속도와 기간에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연구활동에 대한 대학과 기업의 인식 격차는 공동연구 등 산
학협력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양자
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경단련은 대학에 대한 산업계의 불신을 제
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변화가 불가결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대학에 산학협력
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요구하였다. 산업계의 이러한 요구는 일본정부에
의해 보다 구체화되어 제2장에서 소개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대학에 전달되
었다. 일본의 대학들은 재정난이 점차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의 산학
협력에 목말라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학들, 특히 상위권 대학
들은 산학협력체제를 정비하였고, 그 결과 대학과의 공동연구에 대한 산업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기업과 국립대학 간의 대규모
공동연구는 이러한 신뢰 회복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일본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국의 대학들도 ‘대학 전체 차원’에서
산학협력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학이 특정 학부나
특정 연구소 차원을 넘어 대학 전체 차원에서 산학협력의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전통적인 상아탑에 머무른다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시
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 역할에 머무르
지 말고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적극적으
로 소통하면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 즉 대학의 ‘사회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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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을 대학의 또 다른 사명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변화와 이로 인한 산업구조의 급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
화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부양 비용 급증, 환경파괴와 자원고갈로 인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파괴, 수도권 집중에 의한 지방사회의 침체 등 한국이
당면한 사회적 과제, 나아가 글로벌 사회가 당면한 국제적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우리 대학이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상아탑에만 안주한다면 조만
간 도태될 것이 너무도 명확하므로 대학은 서둘러 우리 사회, 나아가 글로벌 사
회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기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체제를 점검하고 변혁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본부 차원에서 대학의 최고 경영층 주도하에 산학협력
의 필요성과 가치를 천명하고 산학협력에 필요한 조직의 대대적인 재편과 관련
규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 총장 주도로 이른바 ‘연구경
영’을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학본부 차원의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쿄대학은 ‘산학협창추진본부’, 교
토대학은 ‘산관학연계본부’, 오사카대학은 ‘산학공창ㆍ섭외본부’, 큐슈대학은
‘학술연구ㆍ산학관연계본부’를 신설하여 이 조직들을 중심으로 공동연구, 기
술이전, 벤처지원, 지식재산 관리 등 산학협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도 총장이 주도하는 산학협력의 핵심 조직을 대학 본부 차원에서
설립하고 여기에 산학협력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집중시켜 전체적인 시스템 구
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력체제 정비의 통일성과 정합성을 유지
하기 위해 가칭 ‘산학협력혁신추진단’을 가동하여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의 본
격적인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및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체
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일
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주도로 ‘이노베이션 촉진 산학관 대화회의’를 2016년 7
월에 설치하고 같은 해에 각의에서 결정된 ‘일본재흥전략 2016’의 목표인 ‘조
직’ 대 ‘조직’의 산관학 협력 심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을 협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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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상세히 소개한
‘산관학연계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일본정부는 이 가
이드라인이 얼마나 대학에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조사하고 이를 대학
지원에 반영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
리 정부도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의 체제정비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대학
의 산학협력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대학
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본부기능 강화(조직적인 연계체제 구축, 기획
ㆍ관리 기능 강화), 자금의 선순환(민간자금 유치 확대를 통한 재무기반 강화,
산학연계 비용부담 적정화, 비용 관리의 고도화), 지식의 선순환(연구경영체제
정비, 지식재산 활용 촉진, 지식재산 관련 리스크 관리), 인재의 선순환(인사평
가제도 개혁, 기업과의 인적교류 촉진형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
다. 위와 같은 각각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산학협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이 무엇인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이 구현할 수 있
는 최적의 방안을 표준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이를 대학들에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을 위한 체제정비 중에서도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채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일본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다. 특히 대
학이 어떠한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기업이 어떠한 기술적
과제에 당면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한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
다. 기술지식과 경영지식을 가지고 기업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인재를 활용하여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역량이 산학협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매년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에 대한 객관
적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산학
협력 담당자의 수와 전문직 채용 여부이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동시에 기업에서의 경험도 보유한 인재들이 얼마나 활
동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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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채용을 확대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간기업과의 포괄적 계약 체결과 대형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민간자금을 획득하여 대학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점 공간으로 대
학 캠퍼스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다. 즉 기업이 자금
과 인력을 대학으로 들고 와서 대학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일정 기간 독립
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접점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면 오사카대학이 2006년부터 시작한 공동연구강좌나 공동연구부문이 좋
은 사례이다. 대학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대학 내에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좋은 성과가 축적되면 대학과 기업 간 포괄적 공동연구계약이 체
결된다. 본 보고서의 사례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대학들이 그 좋은 사례이다. 도
쿄대학은 히타치나 다이킨과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고, 교토대학은 바이엘약
품과, 오사카대학은 츄가이제약과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계약은 대학에 재정적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난 해결에 매우 유용하
다. 다만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대학이 기업의 신뢰를 얻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
다. 대학이 기업 및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노력을 지
속하고, 이 과정을 통해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기업들이 아낌없이 대학에 투자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이 먼저 기업에 다가가야 한다. 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대학
의 연구자와 학생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면 그 과정에
서 유용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제시되고, 나아가 문제해결 지향형(problem
solving) 인재가 양성될 수 있다. 이때 대학은 비로소 기업의 신뢰도 얻을 수 있
다. 이러한 문제해결 지향형 교육과 연구과정을 대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
입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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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연구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학사회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근본적 변화는 대학의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종래와는 다른 추가적인 땀과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86) 한양대학교는 4
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을 포함한 보다 광
범위한 의미에서의 사회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총장의 주도하에
서 대학의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첫째는 기업이 당면한 문제
를 수업과정에서 해결해나가는 수업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해당 과목의 교수진이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 기업이 제시한 문제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해결책을 찾아내고, 이 과
정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문제를 제시한 기
업 등이 참여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디자인, 건축재료, 면역학,
축제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얻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양대학교는 이러한 수업방식의 모든 강좌를 공개하
여 타 대학과 공유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단순한 수업방식의 개선을 넘어서
대학과 기업이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나름대로의 시도와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더
욱 확산하고 제도화하여 산학 공동연구 생태계가 우리나라 대학사회에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 생태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
하다.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 최근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
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째는 대학이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
보하고 벤처 창업에 관여하는 경영인재를 공급하는 등 자금과 인재 양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연구 분야로 볼 때 바이오 분야에
서의 대학발 벤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공동연구 분야에서도 바
86)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역할｣(김우승 한양대 총장)(2020.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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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 분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생명과학에 대
한 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벤
처 창업 생태계 형성에 있어서 자금 및 인재 공급의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언급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네 개 국립대학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대학은
모두 일본에서도 규모가 매우 큰 과거 제국대학에 해당하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연구중심형 대학이다. 일본에는 연구중심형 대학 이외에 교육중심형 대학, 그
리고 지역공헌형 대학이 있는데, 이들 대학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학보다는
규모가 작고 지역사회에 보다 밀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 연구중심형 대학이 추구하는 전략은 본 연구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
나, 또 다른 생존전략으로 교육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교육중심형 대학과
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 소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자 하는 지역공
헌형 대학의 전략이 존재한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두 가지 유형의 산학
협력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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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Open Innovation in Japan: Focusing on Cooperation
between Businesses and National Universities
Sung Chun Jung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conducted at Japan’s national universities and government
policies to support these cooperation programs, also analyzing cases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by major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the University of Tokyo, Osaka University, Kyoto University, and Kyushu
University). Cooperation between businesses and universities is on the rise
within Japan, centered on joint research projects and venture incubator
programs at universities.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 total of 2,278 new venture companies
were formed on university campuses in the year of 2018 alone. How can
we explain the recent rise in active cooperation between businesses and
universities in Japan? To formulate a comprehensive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study examines policy efforts by the Japanese government,
measures taken to reorganiz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ystems at
universities, and changes in innovative strategies adopted by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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