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송대학교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 요약

1.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2030+ 개요 및 체계

1)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2030+의 체계 및 대학중장기발전계획VISION2030++와의 연계성

2)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2030+의 비전 및 목표 기반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 모델

3)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2030+의 3단계 추진세부계획



2. 전략별 실행계획(SEED strategies)

2.1. S-산학일체형 교육 및 기술지원 체계 강화

2.1.1. 산학협력 기반 교육과정 및 융복합 교육 역량 강화 모듈형 교육과정 체계 및 수요연계형 교육 확대

1)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확산 계획: 기반-정착-확산단계 통해 지속적 발전

2)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의견수렴을 통한 과정의 설계, 협업 기반의 공동운영 통한 결과창출

3) 산학연 연계 교육방법 모델: 교수역량 강화, 교육환경 인프라 확충, 혁신교수법 적용으로 교육환경제공

4) 산학연 연계 비대면 교육모델: 하이브리드 교육체계 및 미래형 DT 기반 실감형 교육/학습 시스템 구축



5)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마이크로디그리 모듈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을 구성

2.1.2. 산학협력 기반 교육환경 개선 

1) 신기술 기반 온라인 하이브리드 교육 환경: 메타버스 기반 ‘실감-연결-지능-융합’

2) 산학협력 기반 공유 협업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 기업과 대학간 교육 콘텐츠 협력개발, 공동운영 환경 

구분 주요�내용� (디지털융합�하이브리드�교육환경�인프라)

증강�

현실

&�

가상

현실

·가상의�디지털정보�시각적,�입체적�제공

·학습�몰입,�상호작용�가능한�현실감�제공

·전면�대형�스크린,� 5G급�네트워크

·홀로렌즈2�디바이스,�미러링�스크린

·3D�가상세계�기반의�플랫폼�기반

·오큘러스퀘스트2,�미러링�스크린

홀로렌즈

오큘러스

혼합

현실

·해부학실습실/MR체험실�구축(142.5㎡)�

� -�해부학실습실:�아나토마지,�홀로렌즈�이용

� -�MR체험교육실:� AR/VR�실습�공간

홀로

그램

·대면강의와�유사한�효과로�집중도�강화

·원격,�멀티�동시�교육�효율�극대화

·텔레프레즌스�홀로그램�디스플레이,�스튜디오

·온라인-대면�혼합�강의

메타

버스

·아바타와�대면�동시참여�하이브리드�공간

·교육참여도,�프레즌스�등�교육태도�관리

·대/중/소형강의실,�토론실,�그룹스터디실,�상담실�등�

대외

지원�

공간

·산업체/기관/지자체/가족회사�등�대외기관용�공간�

·유관� ICC�연계한�목적에�맞는�다양한�맞춤�공간�지원

·창업공간�지원� (공간�및�창업아이템�관련�기자재)�

초고속

네트

워크

·XR/홀로그램/메티버스�강의실/실습실�네트워크

·4.0IR�기반�인프라� (초연결,�초지연,�초고속,�기술융합)

-�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티터,� IOT,� 5G�네트워크

-�보안�및�안정적�네트워크�운영,�관리



2.2. E-융합기술분야 취창업 생태계 구축

1) 산학협력 기반 단계별 창업역량 지원체계 구축: 3단계로 구분 및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2) 창업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체계 구축: 역량단계별 모델 기반 창업교육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3) 역량단계별 창업 프로그램 로드맵 구성 및 운영 고도화

4) 창업교육프로그램 확산 및 지역 상생발전 계획



2.3. E-산학간 공유·협력 문화 확산

2.3.1. 산학협력 기반 인력양성 및 협력체계 강화

1) 산학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 체계 구축: 기업요구형 인재양성 및 수요기반 교육환경 구축

2)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유협업 플랫폼 구축

2.3.2. 공유 협업 플랫폼 기반 지역사회 상생 협력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1) 산학연협력 종합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2) 산학간 공유․협업 확산 및 자립화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과 지속가능한 공유․협업체계 구축

지역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공유․협업 확산

Ÿ 대전시와 충남대, 우송대 등 대전 소재 대학 12개 대학이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ETRI, 대전테

크노파크 등과 대전지역의 지역 산업 육성과 공유․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약 체결

Ÿ 지자체-대학협력기반 RIS 지역혁신 플랫폼(DSC공유대학)과 SW중심대학 플랫폼구축 경험을 바탕으

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모델과 접목하여 대전-세종-충청 산학협력 특화 공유대학 플랫폼

으로 확산

대학 특화 분야의 전국차원 네트워크 강화 및 확산

Ÿ 우송대, 한밭대 등 전국권 6개 대학이 인적자원, 기술, 인프라를 공유하여 대학 간 공유․협업 생태

계를 조성하기 위해 협약 체결 

Ÿ 대학의 특화 분야인 철도, IT, 서비스산업의 ICC(기업협력센터) 기반으로 공유․협업 플랫폼을 구축하

고 대학 간 ICC 연계 활동 진행

3) 산학간 공유․협업 확산 및 자립화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과 지속가능한 공유․협업체계 구축



2.4. D-기업친화형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2.4.1. 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1) 산학협력 부총장제 도입 기반 산학협력 거버넌스 강화 및 조직간 연계성 강화

2) 산학협력 부총장제 도입 기반 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조직간 협업체계 강화

3) 산학협력 플랫폼 강화를 위한 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기존 산학협력 관련 조직에서 분산되어 운영

하는 정보를 ‘산학협력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



2.4.2. 특화분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1) 지역발전 요구 및 대학 역량 진단 기반 특화분야 선정 및 상생발전 

2) 산학협력 플랫폼 기반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브랜드화 계획 

2.4.3. 산학협력 공동 기술개발 및 성과 창출 위한 플랫폼 구축

1) 산학협력 기반 공동기술 개발 및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추진 계획 



2) 산학협력 기반 공동 기술개발 과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리 

3) 산학공동연구 활성화 및 성과 창출, 확산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기반 기업연구소 유치 및 맞춤형 지원

4) 고급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체와 대학 간의 공동연구 활동 강화 노력 및 전략

5) 산학 간 공동연구 활동 강화 전략: 기존 미니클러스터를 활용한 ICC구축 및 가족기업(연구소)의 캠퍼스 

유치를 통해 상시 연구협력 체제 유도, ICC 특성에 따른 R&D 계획 수립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1)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전략

2) 산학협력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산학협력친화형 교원인사제도 개선

구분 내용

업적평가
·교원의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비참여 교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항목 신설 및 항목별 평가 점수 상향 

인사제도 ·특화 사업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중점 교수 채용 확대

지원제도
·교원 지원제도 확대-산학협력 우수 교원 인센티브 지급 확대 및 교수업적평가 반영(책임시수 감경 등)
·산업체 경력 교원 채용으로 산업체 연계 확대  

3)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직, 산업현장 지원 체제 개선

구분 내용

대학의
공간 지원

·LINC사업단, 기업협업센터(ICC) 및 산학협력 정보담당관 공간 구축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연 총괄 기업지원 센터, 창업자원종합관리센터, 취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간 재배치

대학의 
인적 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 채용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의무적 참여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자원 종합관리센터, 산학연 총괄 기업협업센터 등 인력 지원
·산학협력단과 LINC 사업단 유기적 연계

산업현장
밀착지원

·지자체 지역사회 산업체 연계 강화
·산학협력 교육 산학협력활동 및 산업체 지원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4)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자립화 계획

구분 내용

가족회사와의
지속적 협력

·가족회사 지속적인 확대 
  가족회사 등급 구분에 따른 산학협력프로그램 차별화 및 고도화
  유료가족회사 연회비 수입 전액을 산학협력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적 안전화에 기여
·가족회사 협력 기반 인력양성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추진
·산학마일리지 적립 확대
  가족회사의 산학협력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산학마일리지 적립하고 서비스 제공
  산학마일리지 혜택 강화 및 정부 R&D 과제 선정시 가산점 부여
  산학공동기술 개발 과제 참여 동기 부여

인프라 활용 
자립화

·공용장비 활용 수익활동 다각화 및 재원 활용방안 구체화
·기업보육 및 창업지원 인프라를 통한 수익사업
·산업체 재직자 교육 품질 고도화를 통한 참여기업 수 증대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추진

·기술이전센터 및 기술지주회사 중심 공동 기술 개발 및 기술지도·이전, 기술사업화 활동 강화
·협력플랫폼을 통한 기술 지원 서비스 실시
·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술 상용화 적극 추진: 대학보유 우수기술 발굴 및 사업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