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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작성 배경
○ 1990년도부터 시작된 국내 우수연구센터(SRC/ERC) 사업은 대학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대학 내 연구 구심점 형성에
미흡하고 최근 확대되는 개인기초연구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이에 호주의 ‘Engine of Innovation'으로 불릴 정도로 대학연구와 산업화
연계에 있어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CRC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집단연구지원사업 개선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 CRC(Cooperative Research Center) 개요
○ CRC는 1990년대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자발적 공동연구가 산업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학의 산학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등 4개 분야 42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20년간 약 33억
호주달러의 예산 투입
○ 14명으로 구성된 CRC위원회가 선정, 평가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걸친 의사
결정을 일관되게 관리

□ 운영 현황 및 특성
○ 대학 내 산학연구조직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
○ 철저히 시장 수요기반 연구를 수행하며 지원 종료 후의 자생력 확보가
최우선 목표
○ 선정 이후 6개월, 1년, 3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3년차 평가에서는
센터가 제출하는 장기 발전전략(Transition Plan)을 통해 자생력을 평가하여
향후 지원을 결정

□ 국내 시사점
○ 대학 연구 환경이 크게 변화한 상태에서 산학협력을 목표로 하는 ERC는
SRC, MRC, NCRC, 중점연구소 등 기초분야 타 집단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운영 및 관리 방식이 필요
- 논문, 특허 등 양적성과보다는 기업과의 협력 내용과 장기적 발전 전략에
관한 질적 평가가 중요하며 소장의 전폭적인 권한 강화가 요구됨
- 2 -

STEPI ISSUES & POLICY 2011

I. 작성배경
□ 대학의 집단연구 현황 및 문제점
○ 1990년도부터 시작된 국내 우수연구센터(SRC/ERC) 사업은 대학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최장 9년간 10억원대의 연구비 지급은 출범 당시 대학 연구개발비의
영세성과 대학 연구 활동 수준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수준
○ SCI 논문 등 양적성과, 대학 내에서 연구팀 문화의 정착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이후 다양한 센터지원사업의 제도적 파급효과를 가져옴
○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다수 센터가 정부 지원 종료 후 역량이 축적되지
못하고 해체되고 연구팀 중심의 공동연구보다는 참여연구원에게 1/n로
예산이 배분되는 등 대학 연구를 조직화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우수연구센터사업이 벤치마킹한 미국 NSF의 ERC 경우 종료센터 33개
중 27개가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생존
○ 공학연구센터(ERC)의 경우 산학협력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산업체가
센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며 기술이전 등
산업화 연계 실적이 기초연구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출범 당시와는 달리 개인기초연구과제의 규모나 지원기간이 대형․
장기화되어 우수연구센터 사업의 장점이 희석되어가고 있는 상황
에서 집단연구사업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
□ CRC(Cooperative Research Center) 사례 분석
○ CRC는 호주의 ‘Engine of Innovation'으로 불릴 정도로 대학연구와 산업화
연계에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이에 CRC 운영의 특징과 호주정부의 정책, 수요기업의 평가 등을 분석
하여 우리나라 집단연구사업 중장기 정책 재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본 사례는 2011년에는 5월 17 ~ 19일 동안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CRCA(CRC Association)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수집
- CRCA는 각 CRC 책임자와 참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센터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수요와 대학 연구를 매개하기 위해 연례 컨퍼
런스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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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호주 CRC 개요
□ 시행배경
○ 호주 대학의 집단연구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CRC와 호주 연구회
(Australian Research Council, ARC)의 CoE(Center of Excellence)로
구분됨
- CoE는 과거 SRC(Special Research Center)가 명칭을 바꾼 것으로
ARC가 지원하며 주로 기초연구 분야에 최장 9년까지 지원
○ CRC는 연구회가 아닌 정부(Ministry of Innovation, Industry, Science
and Research)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0년대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자발적 공동연구가 산업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학의 산학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함
- 주로 사업 공고와 함께 연구팀이 결성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존의
산학연 협력체제가 CRC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음
- 현재까지 20년 동안 약 33억 호주달러 예산 투입
□ 사업 개요
○ CRC는 호주의 “Engine of Innovation”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대학→산업체가 아니라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1990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14번 선정되었으며 7~10년 기간 지원
- 2011년 현재 42개의 CRC가 있으며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음
[그림 1] 분야별 CRC 지원 현황(종료센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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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현황 및 특성
○ CRC는 14명으로 구성된 CRC위원회가 선정, 평가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을 담당함
- 위원회는 장관이 지명하는 임기 5년의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되며 사업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3명의 전직 위원을 포함함
○ 선정 이후 6개월, 1년, 3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주안점은
센터의 자생력 확보 여부임
- 특히 3년차 평가가 추가 지원을 결정하며 장기적 자생계획서를 제출
하고 이를 CRC 위원회가 평가함
- 지원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장 10년까지 매우 다양하고 성공적인
CRC들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CRC for Polymers의 경우 1992년
처음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 중
○ CRC는 대학 내 산학연구조직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
성격이 매우 강함
- 소장의 공식 직함은 CEO이며 대학 교수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담당
하기도 함
- 현 42개 CRC 중 35개가 법적으로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 내 연구소 형태는 7개에 불과함
- 기업 형태 CRC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은 기업 활동에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의 일부로 연구를 대학교수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연구비 지원이 주가 되는 우리나라 센터지원방식과는 크게 다름
- ’07~’08 CRC 참여기업 1,237개 중 799개가 중소기업이며 448건의
국제교류 등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 수행
○ 정부의 재정지원은 CRC 예산 중 일부이며 참여기업들이 최소한
정부지원 수준의 매칭을 해야 함
- CRC for Polymers의 연간 예산은 1,900만 호주달러이나 이 중 정부
지원액은 4~500만 호주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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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RC 운영 현황
센터

선정연도

지원기간

지원예산
(M AUD)

운영형태

Service(22개소)
Antarctic Climate and

2009

4.5

18.7

연구소

Bushfire

2010

3

15

기업

Capital Markets

2007

7

26.3

기업

2009

4.5

23.9

연구소

Asthma and Airways

2005

7

26.4

기업

Biomarker Translation

2007

7

30.6

기업

2005

7

21.5

기업

2007

7

37.7

기업

2005

7

30

기업

2009

5

18.6

연구소

2010

3

12

연구소

2007

7

21

기업

2010

7

32.5

연구소

Spatial Information

2009

8.5

32.2

연구소

Energy Pipelines

2009

9.5

17.5

기업

Environmental Biotechnology

2010

2

4

기업

eWater

2005

7

40.3

기업

Oral Health

2009

8.5

30.3

기업

Smart Services

2007

7

29.6

기업

The HEARing

2007

7

32.6

기업

The Vision

2010

5

22

기업

Ecosystems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health

Biomedical Imaging
Development
Cancer Therapeutics
Contamination Assessment
and Remediation of the
Environment
Greenhouse Gas
Technologies
Infrastructure and
Engineering Asset
Management
Rail Innovation
Remote Economic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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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지원예산

선정연도

지원기간

2010

8

27.9

기업

2009

4.5

10.8

기업

2010

5

17.5

기업

2009

8.5

28

기업

2005

7

20

기업

Advanced Manufacturing

2007

7

35

기업

CAST

2005

7

33.5

기업

2005

7

38.7

기업

2010

5

14

기업

2005

7

32

기업

2007

7

35.5

기업

2005

7

26.5

기업

2005

7

25.8

기업

Beef Genetic Technologies

2005

7

30

기업

Forestry

2005

7

26.6

기업

National Plant Biosecurity

2005

7

33.5

기업

Sheep Industry Innovation

2007

7

35.5

기업

Dairy Futures

2009

6.5

27.7

기업

Future Farm Industry

2007

7

34.1

기업

Invasive Animals

2005

7

29.6

기업

Poultry

2009

7.5

27

연구소

Wound management
Innovation

(M AUD)

운영형태

광업(4개소)
CTCMining
Otimising Resource
Extraction
Deep Exploration
Technologies
Parker CRC for Integrated
Hydrometallurgy Solutions
제조업(5개소)

Advanced Automotive
Technology
Advanced Composite
Structures
Polymers
농림수산임업(11개소)
Australian Seafood
Cotton Catchment
Communities
Internationally Competitive
Pork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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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컨퍼런스 소개
○ 컨퍼런스는 3일간 기조발표와 세션별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정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 각 센터들의 주요 성과를 전시․발표함으로써 기업과 대학, 그리고
CRC를 매개하는 것이 주목표이며 CRC CEO들은 별도 세션을 통해
운영상 이슈와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도 함
○ 또한 Young Scientist 세션을 통해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연구에 대한 시상도 실시
○ 정부 측에서는 CRC에 대한 장기적 운영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자매
기관이라 할 수 있는 CSIRO1) 총장은 호주 전체 R&D 전략과 자매
프로그램인 CoE에 대해서도 소개

III. CRCA 미래 전략
□ CRC Transition 전략
○ CRC 프로그램의 정부 담당자는 2009년부터 의무화된 CRC Transition
평가 개요를 발표
- 평가는 지원 3년차 센터에 해당되며 정부 지원 종료 후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가 핵심 사항임
- 각 센터들은 장기적 목표와 전략, 재원 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라이센스를 통한 재원 조달, 연구계약 수주, 조인트 벤처나 스핀오프
등의 계획과 시장분석, IP 전략도 포함하여야 함
- 평가는 CRC 위원회가 담당하며 결과는 2차 지원 규모와 기간에
반영됨
□ CRC에 대한 자체 평가
○ 호주도 ’90년 프로그램 시행 시점에 비해 현재 R&D 투자가 크게 증가
하였는데 CRC가 큰 역할을 담당
- 자체적으로는 기업 R&D와 GDP 성장의 1%를 CRC가 담당한 것으로
평가
- 대학 연구의 실용적인 혁신으로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
1)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CSIRO) : 50여개 연구소로 구성된 호주의 국립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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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 프로그램이 주로 기초원천연구를 담당하는 것에 비해 CRC는
연구주제 또는 센터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실용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
- 또한 연구주제가 매우 구체적이고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음
○ 호주 경제는 2005년 이후 상승속도가 크게 떨어졌고 R&D에서는
기업부문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공공 10%, 대학 20% 수준)하였
으나 연구자 분포에서는 민간 비중이 작고 대학 소속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학 연구의 산업화 연계 필요성이 점정 증가하고 있어 CRC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함
□ CRC와 교육
○ 산업체와의 연결이 강조되는 CRC에서는 인력양성 측면에서도 산업
에서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도록 지원하는 부분에서 강점 부각
- CRC IF(Irrigation Future)의 조사에 따르면 CRC 프로그램이 대학원
생의 부가가치를 50~75%나 상승시킨다는 응답이 약 45%, 75~100%
상승시킨다는 응답도 30%나 나올 정도로 유익하다고 평가됨
※ CRC IF의 사례 연구
- 대학과 CRC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
- 그 결과 해외 경험에 강점을 가진 대학과 달리 CRC IF는 네트워크 및 캠퍼스 생활 이외에서의 지원에서
강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학원생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들은 ‘산업 멘토’의 존재 등 네트워킹과
다양한 관계(감독자 혹은 대학과의 분쟁 해소 등)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
- CRC IF를 대학원생들에게 인식시키는 힘도 자금지원의 수준이나 자금원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지원 및 컨퍼런스
등의 활동이었다고 나타남

- Seafood CRC의 경우 국가에서 인정받은 역량 기준(competency
standards) 평가 가이드라인과 연결되는 특화된 교육훈련 코스를
제공함으로서 산업수요에 맞춰진 인력을 양성
※ Seafood CRC 의 교육훈련 패키지
- 학부생뿐만 아니라 박사 및 신진연구자까지 포괄하며, 산업 종사자들이 ‘멘토’로서 6개의 교육훈련 코스에
대응하여 활동
- 교육훈련 패키지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한 학생의 유입 촉진과 미래 산업지도자 육성을 위해 ‘수산
커리어 프로그램’을 TV 방송을 통해 3,500여개 고등학교에 제공
- 3개 우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사례연구 등을 통해 가이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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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C와 산업체 매개 전략
○ CRC는 철저하게 실용적인 연구로 논문보다는 사업화 적용 가능
기술연구를 우선시하고 있음
○ 이는 대학교수가 소장을 맡는 타 국가 시스템과는 달리 경영마인드를
갖춘 기업출신인이 CEO를 맡아 자생력 확보를 우선시하는 CRC
전략으로부터 가능
- 연구는 다학제적 성격이 강하며 산학협력에 대한 의지가 높은 교수와
산업체 경력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생이 CRC에 참여함
- CRC 참여 학생의 대부분은 산업계에 진출

IV. 요약 및 시사점
□ 철저한 시장 중심 접근
○ CRC의 연구는 대학의 연구를 산업화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서부터 출발
- 대부분 연구주제는 기초나 SCI 논문과의 관련성이 적음
○ 이를 위해 대학 내에 위치한 연구센터가 아닌 하나의 별도 기업처럼
운영하며 CEO의 전폭적인 권한과 유연한 센터 운영을 허용
□ 자생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
○ 센터 지원의 최우선 목표는 센터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에
맞추어 관리와 평가가 진행
○ 논문, 특허 등 실적은 평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기적 비전과
자생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Transition 전략’
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이를 더욱 강화
○ 15인 내외의 CRC 위원회가 선정부터 중간평가, 사후관리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
□ 국내 시사점
○ 미 NSF ERC의 경우 대학 내 연구소이면서 활발한 산학협력과 자생력
확보를 추구하는 것에 비해 호주 CRC는 극단적인 산학협력을 추구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ERC는 이들에 비해 오히려 대학
내 기초연구센터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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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학의 산학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학
내 연구소 형태의 산학협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참여교원의
동기유발이 쉽지 않음
- 현재는 기초, 산학, 융합 등 각 센터의 목표가 차별성을 보이기보다는
비슷한 목표 하에 분야별로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여 운영상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음
○ 따라서 대학 연구 환경이 크게 변화한 상태에서 산학협력을 목표로
하는 ERC는 SRC, MRC, NCRC, 중점연구소 등 기초분야 타 집단지원
사업과는 차별화된 운영 및 관리 방식이 필요
- 논문, 특허 등 양적성과보다는 기업과의 협력 내용과 장기적 발전
전략에 관한 질적 평가가 중요하며 소장의 전폭적인 권한 강화가
요구됨
○ 우리나라 집단연구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커리어
개발 측면과 학생들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독자적인 수단 확보가
필요
- 호주 CRC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연계 등의 독보적인 강점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단지 연구 활동을 통해 교육하면서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 및 학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멘토 연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더불어 우수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인력의 커리어 패스와 연결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미래 비전을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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