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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을 바꾸는 기술혁신

현재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 혁명 등으로 논의1973년 경 시
작한 Micro-processors,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biotechnologies(생명공학) 등이 누적적으로
발전해서 전면화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 기초 연구의 대부분을 제공한 것은 대학들
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전기자동차(자율주행 자동차 등), 산업용 사물인터넷, 제조업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산업로봇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changes or novelties of rites, techniques,

costumes, manners and mores” as innovation (H. Kallen 1949, p. 58

innovation cultures indicate moulds or processes of innovation that can be 
distinguished by a variety of stakeholders, procedures applied, intentions involved, and 
more such conditions which guide the emergence and diffusion of innovations

혁신과 혁신문화의 정의를 어떻게?



그림 ETUI(2018)



Eurofound(2018),



Eurofound(2018),



기술혁신의 직접적인 결과들

 ICT를 비롯한 새로운 숙련과 역량의 수요 증대

고도 기술 분야의 외주 기업화

 ICT 기업의 제조업 등 주 생산 기업에 대한 침식

대량맞춤 제품과 서비스(AIR/Ilot/AM)

경제의 서비스화(고용감소, 환경친화적)

자원효율성의 제고

기술들 간의 시너지 발생



일자리와 고용/숙련과 직업에 주는 영향

 생산성 향상-고용수요 증대-일자리 확충

 생산성 향상-고용수요 감소-일자리 감소

 새로운 제품과 생산-일자리 대체

 숙련과 직업경로의 변경-숙련 수요의 변화-보다 고도화된 새로운 숙
련과 기술

 기술훈련과 교육의 변화 요구-기술적 변화와 산업적 가치사슬의 변
화에 대응하는 교육제도-고등교육의 역할의 중대성

 기술적 숙련과 직업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음. 

 융합적 역량-ICT와 과학기술, 인간적 사회적 역량

 직업의 기술적 위험 제거, 통제 가능성, 

 노동장소, 시간의 유연성



사회적 결과

불평등-일자리의 전환과 소득의 불평등

불확실성과 불안정성-미래와 삶의 태생적 불확실성이 기술변
화와 사회적 결과에 의한 보다 증폭된 형태 불안한 미래

포스트 산업화와 새로운 경제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창조경제 지식경제

요구되는 역량의 변화



GDP compared to ISEW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the case of Austria

Source: Stockhammer et al., 1995

an innovation culture under economic dominance.



사회혁신의 목표 생태적 지속가능성
-Valenduc(2018)

기술의 진화론으로 사회적 선택과 혁신을 맡길 수 없다

사회적 포용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단순한 GDP에서 삶의 질과 행복으로 전환

Green tax 

기본소득 등 보편성과 조건화하지 않는 복지

과감한 국제 투자

정부의 하부구조 재투자

평생 교육 및 훈련 제도의 구축



2.대학의 역할과 임무의 지속성과 변화

계승된 전통과 지식과 정보와 자료의 보존

새로운 것에 관한 탐구의 결과로서의 연구

교육: 엘리트 교육과 대중교육/전문직업인 교육과 인문교양
교육

봉사: 전통적 산학협력/교육혁신/사회적 불평등/사회적 담론

공공영역(Public Sphere): 지역과 세계의 연계, 공적 담론

민주주의-지역의 시민사회 시장사회 국가

세계적 차원의 연계: 지구 환경, 오존층

전반적 사회혁신에 대한 기여



제품과 과정 혁신/공공조직 (그 중 대학)과
사조직의 혁신/사회혁신

사회 개혁: 법률, 정치, 행정, 협치 등의 개념에 의해 촉발되
는 사회개혁

사회 혁신: 시스템 영역에서 이루지는 가치 지향의 목표들

사회적 쟁점과 변화 주제: 인구 변화, 이민, 고령화, 고용, 노
동조건, 보건, 사회복지, 소득분배, 권력구조, 환경, 가치와
규범, 라이프 스타일



3. 대학 구성원의 변화

성별 구성

나이 구성

계층 구성

소수자 비율

이민자 비율

유학생 비율

언어의 다양성

교수의 다양성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



여성 교수의 비율



정책적 사회적 제도적 제약

 여성 교수 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프로그램의 개방과 국제화

 영어 전용 프로그램이 영어 사용비율보다 중요하다. 

 외국인 교수들과 학생들에 대한 기반시설의 제공

 공공재의 창출

 미네르바 대학과 일반 대학의 차이



4. 연구: 기술혁신··교육-사회혁신과 대학

기술의 상업화

기초연구와 장기적 연구

융합과제-기술과 과학의 융합, 예술과 기술의 융합, 사회와
과학의 융합적 과제들

대학 속에 산업, 대학 속의 사회

사회 속의 대학, 산업 속의 대학 교육과 연구

사회혁신과의 연계

인류와 국가적 과제



사회혁신과의 연계 , 

디지틀화: 디지털화를 통한 긍정적 변화의 예들-
Empowering with info/Teaching and engaging/Making 
matches/Crowdsourcing hot spots/Reaching the 
underserved/Raising cash for good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변화: 대학은 개방적이고 신축적이며 유
연한 조직으로서 폭넓은 문화적 수용성과 혁신문화를 창출해야
함. 



기술변화로 인한 사회적 전이(변혁)의 가능
성- 대학기술연구의 상업화 과정-사례

대학과 연구기관의 발명과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지역이 경제적 사회적 발
전에 기여하는 것

첨단의 과학영역의 산업적 활용의 결과 산출의 위험성 때문에 민간투자가
적다.  대학과 공공기관의 투자가 필요하다. 

 TTOs(technology transfer offices)

 investment in the creation of internal financial mechanism

예 “gap funding” instruments

 POC: the proof of concept program

 USFs: University seed funds

 Academic spin offs/Venture capital(VC)/  



첨단 기술연구의 상업화 지원

 POC(the proof of concept-개별적 연구자 프로젝트 in 
the pr-seed phase of development-재단이 생기기 이전
단계)

 USFs, instead, are early-stage VC funds that have the 
deliberate and explicit mission of investing in university 
and PRO start-ups to support TT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y and public research 
endeavors. USF는 ‘invest downstream in the newly 
created start-ups/기업의 투자하기 전까지



연구와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활용

 Maia and Claro (2013) present a framework to assess the role of POC 
programs in a university ecosystem with a specific application to the case 
of the University of Coimbra, in Portugal

 (i) proof-of-concept schemes, whose main aim is to reduce the 
technological uncertainty of university projects; 

 (ii) pre-seed schemes, with the goal of reducing organizational uncertainty 
and making the nascent venture more investor ready; and

 (iii) seed funding schemes for the provision of early-stage equity financing.

 While the first two schemes are more oriented towards the demand side of 
the financing gap, the latter is directed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supply of funding



Federico Munaria, Maurizio Sobreroa, Laura Toschib (2018)





 the size of the TTO and the research quality of the 
university. TTO의 성공요인

협력 조정경제의 중심인 북유럽 서유럽 국가들이 제3의 미션
에 보다 활동적이다. 

핵심적 요소: (1)산학 협력단의 규모

 (2) 대학의 연구 품질: 임계질량(critical mass)

대학의 기본적 역량의 중요성



OECD: 빨간색(한국), 검정색(OECD 평균), 파랑(싱가포르)

OECD (2018),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indicator). doi: 10.1787/d8b068b4-en (Accessed on 

10 June 2018)





The quality of the university research base guarantees a steady stream of high-potential 

companies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 diversified portfolio of high-quality 

companies in which to invest, which is particular relevant for USFs, given their proximity 

to the commercialization stage of the valorization of university research.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results – importance of TTO size and of

university research quality – suggests that universities with small-scale

TTOs and less prominent research levels, rather than directly activating

and autonomously running their own funding programs, should consider

collaborating with other universities or partnering with governments

and regional authorities to promote bridging structures, which

might create critical mass through bundled projects and technologies

across institutions, lower operation costs, and engage more professional

personnel. Collaborative or regional/national solutions should benefit

single institutions that are less prominent in terms of TTO size and/or

7 We would like to thank one of the Reviewers for pointing out this important issue. 

research quality.



대학에 대한 공공연구자금/대학 연구의 품
질

 공적 연구지원이 줄어들고 증대되는 민간 의존하는 연구자금은

 대중의 접근, 미래의 잠재적 혁신능력, 자원배분의 기준에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
에 장기적인 혁신과 경제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public access, potential for future technological innovations, criteria of 

resource allocation. This trend can have adverse implications for long-term 

innovation and economic welfare in our societies”

 Daniele Archibugia,b,⁎, Andrea Filippettic,d,e (2018)

 한국의 경우 자금이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연구의 품질임

 기획재정부가 사업자금을 늘리기 보다 연구인력의 임계질량 확보를 위한 기본투자

 즉 연구인력, 교수진 규모와 증원의 필요성



학부 및 대학원 교육

연구과제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현장 및 사회 밀착형으로

인문학적 소양, 사회적 책임, 전문적 숙련의 조화와 결합/의사
법률가, 교수 및 연구자

융합형 교육훈련

유연한 체제

사회에 대한 문호 개방

다양한 경험과 이력을 지닌 사회 구성원을 포용해야 함-평생
교육형 대학교육

균등하고 균형적인 대학체제로 용이한 접근 체제를



5. 심화되는 민주적 사회혁신과 대학

 민주주의 심화는 주로 작은 국가에서 지역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대학들이 자리잡은 도시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론 형성의 공간을 제공하고 팩트를 체크하며, 동시에 새로운 대안들을 혁신적으
로 탐색한다. 

 평창 올림픽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학과 그 구성원
들이 누구보다 관심을 깊게 가질 것이다. 

 세월호의 선령 연장 연구와 관련자들의 실체적 체험

 4대강 사업의 지역의 환경에 대한 영향

 대청호 수질에 관한 지역 대학들의 관심



개발독재와 대학 관계의 왜곡과 그 극복

정치적 관료적 권력을 통한 통제

-식민권력, 독재권력, 경제개발 계획의 귀속

시장의 경제적 유인을 통한 통제

-연구비와 연구과제의 수주

-평가와 사업비 중심 대학 연구 집행

-환경, 인권, 사회적 결과에 대한 책임의 방기

긍정적 역할-인적 자원 제공, 민주주의 보류, 대학의 지성



국가

- 헌법(삼권분리와 시민주권과
국가주권)

- 법체계
- 행정 및 관료체계
- 의회
- 사법

시장원리

- 재산권과 초기배분

- 기업과 개인의 선택

-존재와 목적

- 분업거래·교환의 협력

- 시장의 배분적·기술적 효율성

- 경쟁·적자생존

민주주의 원리

자유

소극적 자유 + 권리
적극적 자유 + 권리
조직 내부 자유 + 권리
조직 선택 자유 + 권리

평등

본질적 평등
정치적 평등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

공화정

시민사회 시장사회
대의제도
직접 참여제도
합의제와 다수결주의

시장원리와 민주주의원리
적용영역문제

(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위험대비, 식량)

민주적가치와
시민대표성실현문제

(정당, 이익단체와 가치조직)

사회

민중, 시민, 대중의 정서와 생활

개인 (가계)

시장
사회

-시장원리 지배
- 초기배분
- 자원과 힘
- 탈 인격적
- 경쟁
- 기업

시민
사회

- 민주주의 원리지배
- 공감과 연대
- 소통과 대화
- 시민조직

• 민주주의와 시장관계
• 영역별 적용원리

원리의제도화

원리의제도화
- 공정한 거래 시장 사회
- 불공정한 거래 시장 사회

- 연대 · 연결하는 시민사회
- 결속 · 통일하는 시민사회



공공영역에 조직된, 사적 영역과도 겹친 특
유한 시민사회로서의 대학의 역할

시장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사회적 생산성 향상

 자원의 효율화

 친환경적 기술의 응용

 시민들의 숙련과 지식의 공유

 자본의 시장 지배력의 민주주의 공적
공간 제공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혁신의 공
간

 개방적 시민교육과 공공영역의 창출

국가
 국가 통제력에 대한 자유로운 공적 공

간

 지역의 정부와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
성 확보

 정보와 지식에 기반한 강력하고 혁신
적이고 생산적 협치 파트너의 형성

 팩트 체크

 정치 과정의 민주주의 심화

 정치제도의 혁신에 기여

 국가의 공정한 역할 강화에 기여



대학 자체의 민주주의 심화

자율적 선출에서 담론 심화를 통한 대학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

대학 교수들의 대표성과 학생들의 대표성 등

학부 학생들, 대학원생들, 조교들도 학문공동체로 전환

 대학 직원들도 학문과 연구의 공동체 역할에 이해 필요

국가 통제를 벗어난 자율의 학문공동체로 전공, 학부, 단과대학, 

단위를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대학으로 탄생-지역의 시민사회, 

경제사회, 문화사회 등 제 집단과의 관계

민주주의 대한 인식 규범의 변화 필요성-잘 변화하지 않는 곳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



시장사회의 구성원: 기업 및 노조 등과의 건
강한 사회적 파트너십 관계 설정

연구비 수주와 연구결과의 공정성

 Peer Review의 투명한 절차의 확보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개-공공재로서의 누적

연구과정의 투명성: 기업만 아니라 노동자의 대표자과 소비자
들도 연구 과정에 관찰자로 참여 하도록 해야



6. 결론

사회와 현장과 더 가깝고 친밀하게: 현장 실습, 산학협력, 사회
적 파트너십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계로 향하는 대학

미래의 사회적 전망과 함께: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평화 등

자체의 민주적 혁신적 역량과 함께: 자체의 개방성 유연성을 확
대

기술혁신의 수용하되 사회적 함의를 잊지 않는 대학

사람들의 삶을 다양하게 수용하여 풍요하게 하고 자연과 생태
를 포용하는 대학

보전과 계승, 연구, 교육, 봉사, 공공영역의 확대로



도서관-
개방되고 유연한 학습과 활동의 공간

지식 저장소: 대학의 모든 지식과 계승된 문화 전통은 도서관과
연계

공유의 정보 센터:

-다양한 사회적 정보, 과학적 정보의 허브 구축

융합적 활동의 공간

-학생들이 전공을 넘어 다 학문간 문화와 학습이 융합되어 만나는
공간

사회적 파트너십-일반 시민 등 사회적 파트너들과 만남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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