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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학 산학협럭단/LINC+사업단

Yeungjin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ystem

新산학협력 선도대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지역산업체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완벽한 지원!
영진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위한 유기적인 산학연 네트워크로
다양한 산업체 및 기관의 인적·물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학클러스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 및 글로벌 미래사회의 산학융합형 新 산학협력!
그 중심에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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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 History

Business

TTSS

| 설립목적 및 연혁 |

Object & History
전국 전문대학 최초 산학협력 특수법인 설립의 앞선 경험과 노하우로 가장 확실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설립목적
산학협력단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 지자체,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2003년 10월 1일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법인격을 보유한 특수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OPSC

LINC+

QWL

Energium

연혁
2019년 ▶ 04. 25
02. 19
01. 11
01. 0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단계평가‘매우우수’ 및 2단계 선정(교육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대학) 8년 연속 1위(KMAC)
취업률 3년 연속 전국 1위(전문대학 졸업자 2,000명 이상, 교육부/대학정보공시)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상 수상

2018년 ▶ 09. 03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교육부)
06. 01 교명을 영진전문대학교로 변경
01. 08 대한민국 전문대학 지속지수 전국 최우수 전문대학 선정(한국CSR연구소-KSRN 발표)
2017년 ▶ 11. 01 기술융합형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사업 선정(고용노동부)
04. 16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교육부)
2016년 ▶ 02. 24 청해진대학 사업 선정(고용노동부)

LINC+사업단 영진전문대학교 LINC+사업단은 정부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기업수요를 반영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한 산학융합을 실현하는 등 지역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산학협력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2017년 교육부,
대구광역시 주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과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조성사업

2015년 ▶ 08. 13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사업 선정(고용노동부, 교육부)
06. 08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매우우수’대학 선정(교육부)
05. 14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2년 연속‘매우우수’대학 선정(교육부)
2014년 ▶ 11. 05 WCC(World Class College) 2회 연속 선정(교육부)
08. 29 전문대학 취업률 4년 연속 전국 1위(교육부, 졸업자 3,000명 이상)
06. 27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동시 선정(교육부)
2013년 ▶ 07. 26 칠곡 글로벌캠퍼스 기업연구관(프론티어관) 준공
07. 02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최다 사업비 수주(교육부)
2012년 ▶ 12. 26 전문대학 ‘지속가능지수’ 3년 연속 종합 1위(ERISS, 현대리서치, YeSS)
10. 01 LINC사업단 총장 직속 기구로 신설
05. 25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조성사업 선정(중소기업청)

2011년 ▶ 09. 01 저탄소 그린캠퍼스 선정(환경부)
06. 07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
03. 01 테크노센터 등 8개 센터 칠곡 글로벌캠퍼스로 이전
2010년 ▶ 06. 14 해외산업체 연계 외국인 유학생 교육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교육부)
04. 13 기술창업학교 선정(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1. 01 도한신 산학협력단장 취임
2009년 ▶ 09. 21 정규직 취업률 5년 연속 전국 최우수대학 선정(교육부, 전문대학 A그룹)
08. 2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선정(고용노동부)
04. 28 주말창업학교 선정(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2008년 ▶ 09. 09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05. 08 창업보육센터 전국 최우수(S)등급 평가 획득(중소기업청)
2007년 ▶ 09. 18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국무총리상 수상(영진전문대학)
09. 01 산학협력단 제규정 개정 및 제정
04. 19 창업보육센터 전국최우수(S)등급 평가 획득(중소기업청)
2006년 ▶ 03. 27 지역혁신센터(Regional Innovation Center) 선정(산업통상자원부)
02. 16 산학연 최우수기관 선정(중소기업청)
2005년 ▶ 08. 03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교육부)
07. 15 기술혁신센터(TIC) 2년 연속 최우수등급(산업통상자원부)
05. 17 창업보육센터 5년 연속 A등급 획득(중소기업청)
01. 01 연규현 산학협력단장 취임
2004년 ▶ 06. 16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선정(교육부)
04. 27 창업보육센터 ISO-9001 인증 획득(전국대학 중 최초)
03. 26 TIC 개소식
02. 26 자동화기술연구소 - DFRC 설립발표 확정(대구시, 안정행정부)
2003년 ▶ 10. 01 영진전문대학 산학협력단 특수법인 설립(전국최초)
09. 19 산학협력단 조직개편(1차) / 구성 : 1위원회, 1본부, 1분소, 16개센터, 9개팀
08. 25 기술혁신센터(TIC) 선정(산업통상자원부)
06. 01 영진전문대학 산학협력단 발족 및 신동수 단장 취임
2002년 ▶ 02. 19 산학연협력 활성화 종합대책 대통령 보고(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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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 History

Business

TTSS

| 비즈니스 |

Business

OPSC

LINC+

QWL

신기술창업집적지역조성사업

Energium

산업체 니즈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산학협력시스템 운영으로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의 기술개발지원과
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등 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시스템 확립으로 산학협력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요업무

운영방향
•기업일괄지원시스템(Total Techno Solution System) 운영
•기업일괄육성시스템(Onestop Promotion System of Company) 완성

향후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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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 History

Business

TTSS

OPSC

LINC+

| 기업일괄지원시스템 |

QWL

신기술창업집적지역조성사업

Energium

다양한 기술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전국 대학 최초 One-Stop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스템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첨단장비 지원 특화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Total Techno Solution System
산업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학이 모든 공정을 일괄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원사업영역을 구축합니다

TTSS 소개
•지역산업체가 요로 하는 공정 및 첨단장비와 기술보유를 통해 다변화된 서비스 지원
•고도의 서비스가 수반된 Know-How 및 기술이전 등 패키지 형태 지원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시제품개발, 마케팅, 해외수출까지 One-Stop System으로 지원
(인적자원 현황 : 대기업 및 유명기업 산업체 경력 교수진 80% 이상)

산업체 공동 활용 첨단장비 현황
기계분야 : 324종 76억

3차원 측정기

쾌속조형기

전기전자분야 : 102종 69억

Sputter

고속모듈러 Chip Mounter

IT분야 : 146종 97억

Super Computer

가상공학 System 등

TTSS운영
•전기전자 / IT
회로설계/
디자인
전자기술개발센터

설계/
디자인검증
전자회로
시뮬레이션센터

제조/
공정시스템
반도체공정기술센터

회로실장
시스템
SMT센터

안정성/
계측검사
국제규격
인증시험센터

규격검사
수출지원
국제규격
인증시험센터

•기계제조
기술지원
창업보육

▶ 글로벌캠퍼스 TTSS 전시관 : 영진 글로벌캠퍼스 인제니움관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자정보와 기계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해 제품의 기획에서 설계, 제작,
검사, 수출, 마케팅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며 중소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의 일괄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TTSS시스템을 영상과 시뮬레이션 등의 첨단 설비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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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Yeungjin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ystem

설계/역설계

시제품제작

금형제작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테크노센터(역공학설계실)

테크노센터(시제품제작실)

금형기술센터

창업보육센터

가상공학센터

SMT센터

금형DB지원

검사

교정측정기술센터

규격인증

국제규격인증시험센터

Object & History

Business

OPSC

TTSS

| 기업일괄육성시스템 |

Onestop Promotion System of Company

LINC+

QWL

신기술창업집적지역조성사업

Energium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로 들어가는 고객지향적 맞춤형 기업육성시스템이며
전문대학 최초로 완성된 산학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동일정주공간에서 기업지원시스템과 학생을 위한 현장밀착형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One Stop 육성시스템을 실현합니다
Open ▷

◁ Provide ▷

◁ Support ▷

◁ Construct

수요자 중심 산학융합형
新산학협력체제 구축

창업·벤처기업 육성지원
산학융합벤처밸리

학생·산업체·교수 일체형
교육인프라 제공

산학
융합지구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산업단지
캠퍼스

•제품개발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제공 •현장실습, 인턴 , 실무 Project 참여
•첨단장비 활용의 현장실무 교육
•근로자의「先 취업 - 後 진학」교육

•금형기술센터, SMT센터 등
기업지원센터
•기업일괄지원시스템(TTSS) 운영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 지원

•중소기업 연구소 이전지원
•산학공동 제품개발 지원
•창업공간,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제공
•특허/노무/회계 지원시스템 구축
•재직자 편익/복지의 QWL 운영

▶ 기업일괄육성시스템(OPSC) : 입주하는 창업·벤처 및 중소기업의 모든 요구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원스톱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
수출에 이르는 기존의 산학협력 기술지원시스템의 토대 위에 비즈니스 솔루션 시스템의 상품화 지원시스템, 경영·회계·마케팅 지원의 경영지원시스템, 창업보육지원 등의
창업지원시스템을 더한 영진만의 특화된 통합 기업육성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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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 History

Business

TTSS

OPSC

|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

Leaders in Industry-college Cooperation

LINC+

QWL

신기술창업집적지역조성사업

Energium

산학협력 친화형으로의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해 인프라 개선과 다양한 컴포넌트를 마련하고 기업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학협력 선순환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합니다
LINC+ 사업단
LINC+사업단은 교육부, 대구광역시 주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에
발맞추어 정부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우수 인재를 양성, 공급하고 소통,
교류를 통한 산학융합을 실현하는 등 지역사업과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산학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영 및 비전
立稻先賣 사회맞춤형 교육을 통한 산학일체교육 선도대학 구축
수요자 중심 맞춤형 현장실무 전문직업인 양성
PRIDE
Strategy

전문화(PRofessional)전략

완벽화(IDEal)전략

콘텐츠 개발/개선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개선

교육과정

교육과정

Link

LINC+
Strategy

교육과정

Inventive

인적자원

물적자원

관리시스템

(산학협력)

(창의인재 육성)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New curriculum

Complete employment

학생 공동선발

진로지원시스템

교육 공동설계·운영

졸업인증시스템

산학네트워크 구축

핵심가치 역량강화

미러형 인프라 구축

이력경력관리시스템

산학협력 기업지원

PBL

현장중심 역량강화

협약산업체 취업

성과공유·확산·환류

취업 역량강화

현장중심 교원역량강화

사후관리시스템

지역전략산업 기반 인력양성

(성공취업)

新성장산업 기반 인력양성

메카트로닉스부품

사회맞춤형학과

신성장산업

지능형기계

융합기계설비반

IT융복합

사회맞춤형학과
특수영상반

메카트로닉스부품

스마트금형반

지능형반도체

반도체공정기술반

IT융합스마트금형

인터넷광고마케팅반

그린수송시스템

전기철도반

대도시형서비스

특급호텔반

첨단그린도시

실내건축시공관리반

문화·관광·서비스

스마트유통서비스반

MICE·관광

전시디자인반

지역산업체/사회 수요조사
지역 산학협력 현황 / 산업체 인력양성 현황 및 계획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사회맞춤형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의 필요성 분석
•산학연계 네트워크 강화

산업체 •취업약정 일자리 창출

•직무기반 전문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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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생역량 기반 취업지원
•현장중심 실무지식 제고
•약정 산업체 조직역량 강화

대학

•산학친화형 교육체제 구축
•현장중심 교육인프라 구축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Object & History

Business

TTSS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주관대학 |

Quality of Working Life

OPSC

LINC+

QWL

신기술창업집적지역조성사업

Energium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전국 전문대학 유일 주관대학 선정으로 지역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인력양성, 기업지원은 물론 고품격 근로 및 교육, 문화, 휴식의 융합 환경을 실현합니다.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과 산학일체형 교육 및 기업지원 활동의 메카로 떠오릅니다
사업개요
산학융합지구는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 입주시설을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교육,
취업 및 R&D가 융합된 산학융합형 QWL(Quality of Working Life)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6개 지구 중 전문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영진전문대학은 구미·왜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주관대학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며 이를 통해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기술역량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추진내용
산학융합지구의 핵심 시설인 글로벌캠퍼스 프론티어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478㎡ 규모이며
기업연구관, 산학융합 제품개발 지원시스템, 비즈니스 랩 등의 산업관련 지원시설과 기업교육강의실,
PC실습실, 컴퍼런스룸, 프로젝트실, 평생학습실 등의 교육관련시설, 그리고 사우나실,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레스토랑 등의 QWL을 조성하여 휴식과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
•대·중·소기업과 대학 간 동반성장을 위한 교류 및 새로운 협력관계 조성
•향후 5년간 3,000여명의 인력양성과 50여개 기업연구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
•QWL 캠퍼스 조성으로 학생과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성장의 꿈을 키워나가는 계기
마련 및 청년실업과 산업인력의 미스매치 해결 효과

운영계획

▶ 프론티어관(산학융합QWL시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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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 History

Business

TTSS

OPSC

LINC+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조성사업 |

QWL

신기술창업집적지역조성사업

Energium

부지 5만 332㎡를 확보하여 연면적 1만 3천 986㎡ 규모 6개 동에
창업·벤처공장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고용증대의 미래지향적 토양을 마련합니다.

New Technology Venture Valley
기술집약형 산학융합 벤처밸리 조성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조성사업은 본 대학이 보유한 교지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하여 창업자나
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적지역 기반 조성 및 입주기업의 공동 생산
장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대학 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 내 산학협력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서비스 기반마련으로 기술집약형 기업성장 토양 조성
•산학융합 제품개발지원 강화 및 원스탑 지원체제 첨단장비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및 고용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운영 및 비전

▶ 신기술벤처밸리 조감도 : 1층 공장(540m2) - 1개동 / 2층 공장(각 3,240m2) - 2개동 / 3층 공장(각 1,134m2) - 3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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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TSS

OPSC

LINC+

| 그린에너지 체험관 |

QWL

신기술창업집적지역조성사업

학생은 물론 지역민 누구에게나 개방된, 신재생에너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체험의 장으로서
지역의 에코학습장뿐만 아니라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의 터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Energium
저탄소 녹색성장 및 청정에너지원을 지향하는 미래형 캠퍼스의 新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린 /에 /너 /지 /체 /험 /관

▶ 에너지움에는 미래의 에너지원인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시설을 축소제작한 모형물이 크게 10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관람객들은 에너지의
생성과 가동모습을 볼 수 있으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발전의 원리와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의 제조과정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전시관 입구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영상관이 구축되어 있는데 에너지의 소중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원리까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한국어와 영어로 상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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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ium

Yeungjin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ystem
영진전문대학교

Organization

기계분야

산학협력단/LINC+사업단

전기·전자분야

IT분야

환경·화학 / 사업·인력양성분야

효율적인 조직 편성과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최고의 산학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산학기획센터

산학기획팀

산학운영팀

산학융합운영단

산학융합기획팀

산학융합관리팀

교정측정기술센터

국제규격인증시험센터

가상공학센터

그린센터

Metrology Center

International Standard
Testing Lab

Virtual Reality
Engineering Center

Green Center

금형기술센터

반도체공정기술센터

모션캡쳐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Mold Technology Center

Semiconductor Processing
Technology Center

Motion Capture Center

Industry-College & Institute
Partnership Division Center

테크노센터

SMT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Techno Center

Surface Mount
Technology Center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Venture Business
Incubation Center

유비쿼터스센터

대구경북무인항공전문교육원

Ubiquitous Center

Daegu and Gyeonbuk
UAV Specialized Training Center

운영위원회

산학
협력단
일학습듀얼공동훈련센터

유니테크사업단

P-Tech사업단

제작자일학습사업단

대구TP 영진전문대학센터

테크노센터

교정측정기술센터

가상공학센터

모션캡쳐센터

반도체공정기술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SMT센터

유비쿼터스센터

단지지원부

기업지원센터

금형기술센터

창업보육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영진다문화복지지원센터

그린센터

ICT융합기술센터

국제규격인증시험센터

대구경북무인항공전문교육원

교육지원팀

비행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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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완벽한 지원

a field of Machine

센터별, 분야별 첨단 기계장비 인프라를 보유함으로써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제품개발과 연구 경쟁력을 높입니다

교정측정기술센터
Metrology Center
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의 교정 및 측정기술 지원을
통하여 생산제품의 품질 향상과 불량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형기술센터
Mold Technology Center
초단납기/고정밀 금형기술과 디지털생산/설계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제조 기반기술인
금형기술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테크노센터
Techno Center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역공학 설계 및 제품도면의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통해 산업체의 제품개발 및 기술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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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logy
Center

Mold Technology
Center

Techno
Center

교정측정기술센터
센터소개
영진전문대학교 교정측정기술센터는 전국 전문대학 유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KOLAS 인증 기관으로 우리지역 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평가와 관련된 신뢰성 기술 분야를 지원하고자 설립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속에서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음이
오늘의 현실이며 이런 우리지역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밀측정기술,
측정기교정기술 및 신뢰성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주 업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업무
정밀측정기술분야
•초정밀 및 난해한 형상의 제품을 첨단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치수적으로 검증
•길이(3차원측정), 각도, 표면거칠기, 경도 등
측정기교정기술분야
•측정기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급 표준기를 이용, 측정기교정
•길이, 각도, 힘, 토크 등

측정분야의 국가표준
확립과 전문기술을 갖춘
우수한 인력양성

측정기술지도 및 교육분야
•측정기의 운영과 관련된 측정기술 지도 및 현장 교육 지원

보유장비현황
교정 G/B Comparator, 만능측장기, 힘·토크 분야의 교정용 표준기 등 67항목
측정 3차원 측정기, 진원도, 형상표면거칠기, 투영기 등 136항목
교육 레이저간섭계, 3차원 정밀측정기, 마이크로스코프 등 100항목
장비명

제조사

3차원
측정기

독일 Carl Zeiss 사,
일본 Mitutoyo사

레이저
측정기

영국 Ranishaw 사

주요특징
3개축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측정하는 기능 수행
•분해능력 : 0.0001mm
•측정범위 : X 1200mm, Y 1500mm, Z 900mm(Carl Zeiss 사)
X 700mm, Y 1000mm, Z 600mm(Mitutoyo 사)
난형상의 나노급 정밀도 측정
•분해능력 : 0.000001mm(1nm) •측정범위 : 0 ~ 5m

형상/표면 영국 Taylor Hobson 가공표면의 형상 및 Roughness를 nano 단위까지 측정
거칠기 측정기
사
•분해능력 : 0.000001mm(1nm) •측정범위 : X 150mm, Z 15mm
소형물의 미크론급 정밀도 측정
•분해능력 : 0.001mm(1㎛) •측정범위 : 0 ~ 5m

공구 현미경

일본 Mitutoyo 사

진원도
측정기

독일 Mahr 사

원통 형상의 진원 여부 정밀도 측정
•분해능력 : 0.0001mm(100nm) •측정범위 : 원통 150mm, Z 300mm

게이지블록
비교기

독일 Mahr 사

게이지 블록 교정
•분해능력 : 0.01㎛ •측정범위 : 0.5 ~ 170mm

성과 및 우수사례
측정우수사례 •업체명 : ㈜영일엔지니어링 •측정물 : PIPE JIG, GAGE 등 •측정 후 효과 : 고정밀도 및
난해한 형상의 제품을 첨단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신뢰성 높은 치수적 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실제품
양산에 도움이 됨

교정우수사례 •업체명 : ㈜메인텍 •측정물 : 외측 마이크로미터, 디지털게이지 등 •측정 후 효과 :

교정측정기술센터

•선임연구원 : 김우섭 •위치 : 인제니움관 B111호 •Homepage : http://iacf.yju.ac.kr
•TEL : 054)970-9580 •FAX : 054)970-9585
•E-mail : ymu@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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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사용한 측정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급의 표준정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한 후 보상 값을
찾아 부여함으로써 측정기의 정밀·정확도가 유지

산업체우수사례 •교육명 : 산업기반 기술교육 •교육내용 : 나노측정실무 양성교육 •교육 후 효과 :
신뢰성 기술의 전문화로 생산제품 품질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산업체의 경쟁력 있는 고품질 제품이
생산되며 또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짐

Metrology
Center

Mold Technology
Center

Techno
Center

Mold
Technology
Center

금 형 기 술 센 터 (구.지역혁신센터)
센터소개
영진전문대학교 High Speed 초정밀금형 기반의 금형기술센터는 기계분야의 핵심
기반기술인 금형 기술을 대구 경북의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대학, 중소기업과 함께 힘을 모아 약 21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금형분야에 수적인 최첨단 장비를 센터 내에 구축하여
기술지원과 정보지원, 창업지원 그리고 공동연구 등의 활동으로 지역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제품생산에 도움을 드리며 경쟁력 있는 산업체로 도와드리는 것이 영진
금형기술센터의 목적입니다.

주요지원업무
장비 활용 지원
고가의 최첨단 초정밀 금형가공설비와 전문 기술인력으로 5축가공기술이 필요한 자동차 Lamp 금형의
주요 메인코어 가공과 Outer-Race의 냉간단조 펀치개발 등 초정밀, 난형상 가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장비 구축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전문대학
유일 지역혁신센터 설립

교육 / 기술지원
NC 데이터 생성 및 가공 프로그램 교육 등 현장 실무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현장맞춤형 기술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지원
기업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파악하고 소형정밀기술의 발전 추세에 따라
최신 이론과 기술을 보유한 연구팀과 산업체 기술 개발팀과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 관계구축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금형산업에 필요한 고부가가치의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현황
장비명

모델명

수직형고속머시닝센터

NV-5000

800x510x510

흑연전극가공기

RFM-600P

600x450x350

초정밀방전기

ADVANCE-3

550x400x350

초고속가공기

F-MACH-442

400x400x200

쌍주축 고속가공기

F-MACH342-W

350x400x200

유니버셜마이크로가공기

KUGLER MM5

250x150x200

초음파가공기

울트라소닉 20linear

250x250x180

더블로타리5축가공기

C-40U

850x420x500

복합가공기

DMU-80T

880x630x630

초정밀흑연가공기

DMU85 mono BLOCK

850x850x650

성과 및 우수사례

금형기술센터

•선임연구원 : 안국진 •위치 : 토탈테크노센터관 B103호 •Homepage : http://ric.yju.ac.kr
•TEL : 054)970-9551 •FAX : 054)970-9555
•E-mail : mcd@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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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범위

•TIC선정/RIC선정
•한국금형협동조합(KODMIC) 양해각서(MOU) 체결
•RIC-이업종교류회원사 산학협력사업 공동추진협약 체결
•대구·경북 금형공업협동조합 산학협력체결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차세대금형기술혁신센터 업무협력협약 체결
•자동차 전조등용 플라스틱 렌즈 개발
•최우수 지역기술혁신센터 선정(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신차종 자동차의 Lamp 금형 양산화에 기여
•국제기능올림픽 CNC 밀링분야 2회연속 금메달 획득 지원

Metrology
Center

Mold Technology
Center

Techno
Center

테크노센터
센터소개
본 센터의 산업체 지원 분야는 제품설계, 설계 컨설팅, 역공학 설계 및 시제품제작
등이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고가의 첨단장비와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산업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비 이용금액의 60~70%를
국고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주요지원업무
제품설계 및 시제품개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및 모델링 지원
•쾌속조형기를 이용한 시제품제작 및 설계검증 지원
역공학 설계
•기존제품의 역설계를 통한 응용설계기술 지원, 도면이 없는 부품의 도면화
•3차원 스캐 를 이용한 치수 측정 및 Inspection

산업체의 제품 개발실이자
기술 新세상을 주도할
최고의 파트너
보유장비현황
장비명

모델명

쾌속조형기

FORTUS 400MC

제작Size : 406×355×406mm
재료 : ABS수지

치수정도 우수
후가공성 우수

쾌속조형기

EOS P700

제작Size : 700×380×580mm
재료 : Polyamide

강도, 내마모성 우수

쾌속조형기

Perfectory

제작Size : 190×142×230mm
재료 : 광경화성 수지

정밀제품 제작

3차원측정기

Impact Ⅱ

측정Size : 750×750×550mm

접촉식

3차원스캐

Comet 250/400Z

광학식, 스캔Size : 제약없음

스캐 이동가능

3차원스캐

Smart Scan 5M

스캔Size : 제약없음
방식 : 광학식

정도 : 0.01mm

CAD/CAM
Software

주요특징

비고

Pro/E wildfire5.0, CATIA V5, Unigraphics NX7.5
Gemomagic Sutdio/Qualify, Rapid XOR/XOV

성과 및 우수사례
제품설계 소형가전, IT제품, 자동차 부품, 산업용 부품 등 약 250건 설계
역공학 설계 하이브리드카 트랜스미션, 터빈블레이드, 전력차단기 매커니즘, 자동차 외장
액세서리, 노후금형 도면화
부품 검사 자동차 도어트림 등의 프레스제품 변형분석, TV/자동차 범퍼 등의 대형 사출물의
치수 및 변형 분석
시제품 제작 녹즙기, MP3, 모니터 등 소형가전, 자동차부품, 산업용 기계 등의 아이디어 제품

테크노센터

•선임연구원 : 김재근 •위치 : 토탈테크노센터관 203호 •Homepage : http://iacf.yju.ac.kr
•TEL : 054)970-9561 •FAX : 054)970-9565
•E-mail : techno@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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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분야

a field of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과 혁신 인프라
Electricity&Electronics
산업체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기/전자분야의 시험 및 개발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규격인증시험센터
International Standard Testing Lab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국제규격취득을 지원하며,
제품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시험 업무를 지원해 드립니다

반도체공정기술센터
Semiconductor Processing Technology Center
전자, 정보, IT 관련 반도체 전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반도체공정기술 교육 및 관련 장비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MT센터
Surface Mount Technology Center
표면실장기술(Surfase Mount Technology) 및 PCB Artwork의
장비 및 기술 지원으로 산업체의 전자, IT, A/V제품 등 신제품
개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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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andard
Testing Lab

Semiconductor Processing
Technology Center

국제규격인증시험센터
센터소개
본 센터는 기업에서 부품이나 제품을 해외에 수출 시에 장벽으로 대두되는 해외규격
취득을 지원해 주는 곳으로써, 규격인증신청에서부터 제품인증시험 및 승인까지
One -Stop으로 해외규격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urface Mount
Technology Center

주요지원업무
Safety(전기안전)시험
UL, CE등 다양한 국제규격에 기준한 전기전자 제품의 전기안전 시험
Environment/Reliability(환경/신뢰성)시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친환경 규제대응(RoHS) 및 전기전자 제품의 신뢰성 시험
국제규격인증획득 컨설팅
국제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신청 절차부터 규격획득까지 필요한 컨설팅 제공
제품인증기술지원
각종 제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국제규격관련 교육 실시

제품의 기술애로 해결과
원활한 수출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보유장비현황
전원공급설비
•120V, 60Hz, 50KVA 전원설비(2000A Short Current)
•230V, 50Hz, 50KVA 전원설비(3000A Short Current)
•0~300V, 0~999Hz, 500V 전원설비
항온항습조
•온도(-20~150℃), 습도(20~98%) 220V, 3상 60Hz, 75A
구분

세부장비 및 규격

구조 및 재료시험 장비

Impact Tester, Finger Tester, Ball Pressure Tester,
Glow Wire Tester 등

전기전자 측정시험 장비

Leakage Current Tester, Dielectric Tester,
High Voltage Tester 등

계측 장비
소음계
히스테리시스 다이나모메터
난연성 시험장치

온습도 기록계, 주파수계, 조도계, 전압전류계,
하이브리드 레코더 등
측정범위 : 27dB ~ 130dB / 주파수 : 20 ~ 8,000Hz
최대토크 : 65kg.cm / 최대스피드 : 25,000rpm
온도 550 ~ 980℃

성과 및 우수사례

국제규격인증시험센터

•센터장(소장) : 임원규 교수 •위치 : 토탈테크노센터관 314호 •Homepage : http://iacf.yju.ac.kr
•TEL : 054)970-9566
•FAX : 054)970-9569
•E-mail : wklim@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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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KOLAS)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KT162호)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지원 컨설팅기관
•TUV Product SERVICE 기술협력체결
•TUV Rheinland 기술협력체결
•UL WTDP 시험실 인정
•UL Star Alliance Registration 체결(대구/경북 유일)
•초음파 및 마이크로모터를 이용한 치과시술용 복합유닛 규격시험 평가, 전동분무기용
니켈카드뮴 배터리 성능시험 외 다수

International Standard
Testing Lab

Semiconductor Processing
Technology Center

Surface Mount
Technology Center

반도체공정기술센터
센터소개
2004년에 SK하이닉스와 주문식교육협약을 맺으면서 기증받은 60억원 상당의
반도체공정장비와 교비를 투자하여 도입된 장비들로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반도체제품, 반도체공정개발, 반도체공정장비개발 관련 산학협력과 재직자의 교육에
기여하고 있으며 반도체 후공정 시제품개발 및 양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업무
•지역 산업 클러스터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지원
•반도체 패키징 장비의 공동 활용으로 시제품 제작 및 부품 생산기술 지원
•반도체 일반칩, 플립칩(Flip chip), 범용 표면실장 관련 기술축적 지원
•산업체에 첨단 우수인력 배출 및 재교육 지원
•반도체전공정 장비개발 지원 및 자문
•마이스터고교, 특성화고교 재학생 기술교육 지원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반도체 패키징 가공 및
표면실장의 메카
보유장비현황
구분

반도체 전공정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스텝퍼

UT2242i

UltraTech

스퍼터

Endura 5500

AMAT

에처

Alliance 4420

LAM

검사기

TPC 8520

INSPEX

스크린 프린터

MK-878SV

Minami

플립칩 마운터

F5HM

SIEMENS

칩마운터

2030

JUKI

리플로우

XPM2-1030

Victronics

Wire Bonder

UTC-100/1488L

Shinkawa/K&S

Clean Room

Class 1000

반도체 후공정

성과 및 우수사례

반도체공정기술센터

•센터장(소장) : 엄재철 교수 •위치 : 인제니움관 B114호 •Homepage : http://iacf.yju.ac.kr
•TEL : 054)970-9274
•FAX : 054)970-9595
•E-mail : jaechulom@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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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와 산학협력 및 취업확정 주문식 교육 협약체결(40명/년 취업)(2004)
•㈜SK하이닉스로부터 41억원의 반도체 전공정 생산장비 기증받음(2004)
•SIEMENS사와 산학협력 및 인턴프로그램 약정 체결(2004)
•반도체공정기술센터 개설(Clean room 1Line system 구축)(2005)
•㈜에스팩솔루션 SAW Filter, 압력센서, diode 제품 생산(2005)
•하나마이크론㈜ 블루투스용 모듈품 생산(2006)
•SAW Filter제품(Flip Chip) 개발 및 양산(2006)
•SIEMENS사와 산학협력 MOU체결(2006)
•삼성전기㈜ WLP실장 TEST(2007)
•ASM AS 사와 산학협력 MOU체결(2011)
•㈜SK하이닉스로부터 19억 상당의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증받음(2009)

International Standard
Testing Lab

Semiconductor Processing
Technology Center

Surface Mount
Technology Center

SMT센터
센터소개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소 등 전자, IT, 전장사업 분야의
시제품개발과 장비 및 기술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쇄회로기판 설계, 표면실장
등의 산업체지원과 재학생, 마이스터고, 산업생위탁생 등의 교육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업무

연간 50여 업체에 800여건을
지원하는 최상의
산학협력체계 구성

•전자·통신·IT분야 등의 PCB ART WORK 및 SMT 지원
•산업체의 시제품개발 및 양산에 공동참여
•SMT관련 기술정보 제공
•학생실습실 활용을 통한 실무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개발 및 수익금 전액 장학금 지급
•지역 산업체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교 재학생 기술교육 지원
•지역 협력업체 SMT관련 기술부분 공동협력

보유장비현황
설비명

모델명
KS-1710
HP-520
KD-775
KE-2010,KE-2020,KE-2020L
,KE-2050,FX-2(2대)
SS-1000-N
N70-i102S

제조사
JUKI(일본)
SJ이노텍(한국)
JUKI(일본)

비고

JUKI(일본)

중, 고속기

JT(중국)
티에스엠(한국)

질소발생
PB-FREE 대응가능

AOI(Inline Automatic
Optical Inspection)

MV-7Xi

미르기술(한국)

5M 픽셀 / Laser 장착

N2 Generator

BSD 72

KASER(독일)

용량 : 50m3

Screen Printer(2대)
Dispenser(1대)
Mounter(6대)
N2-Reflow(2대)

성과 및 우수사례

SMT센터

•센터장(소장) : 박민호 교수 •위치 : 토탈테크노센터관 211호 •Homepage : http://iacf.yju.ac.kr
•TEL : 054)970-9570
•FAX : 054)970-9575
•E-mail : mhp@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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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최초 영진SMT센터 설립(SMT1개 LINE 구축)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HSB)
•SMT/PCB NEPCON KOREA 참관 전시
•제1회 국가기술자격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 실기시험장 활용
•제2회 국가기술자격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 실기시험장 활용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 주관기관 선정/중소기업청
•국가자격인증시험장 지정/SMT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제3회 국가기술자격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 실기시험장 활용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중소기업청
•전문계고 특성화 교육실시(대중금속공고:34명/4일간)
•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중소기업청
•전문계고 특성화 교육실시(대중금속공고:35명/4일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중소기업청

IT분야

a field of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는 신성장동력
Information Technology
유니크한 컨텐츠개발과 스마트 전문인력 양성으로
21세기 첨단기술 시대를 위한 IT경쟁력을 배양합니다

가상공학센터
Virtual Reality Engineering Center
교육훈련 시뮬레이션, 도시계획 시뮬레이션, 디지털문화재
복원, 입체영상 제작 등 가상현실 컨텐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션캡쳐센터
Motion Capture Center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과 문화콘텐츠산업의 모션데이터개발
및 콘텐츠기획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전자상거래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교육,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센터
Ubiquitous Center
유비쿼터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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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Reality
Engineering Center

Motion Capture
Center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Ubiquitous
Center

VR기술을 통한
간접 체험으로 기존 업무의
새로운 프로세스 혁신

가상공학센터
센터소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가상공학센터는 최첨단 가상현실체험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상현실체험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업무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지하철화재 방재훈련 시뮬레이터
•공작기기 교육용 •산업용장비 훈련
도시계획 시뮬레이터
•신도시/지구단위 리모델링 계획 시뮬레이션
•도시/시설물안내 시뮬레이터
•영상공간정보 활용 기술
신제품 개발
•제품디자인 영상품평기술
•공통 DB구축/설계프로세스
•API를 이용한 자동설계지원
디지털문화재복원
•고고학적인 고증을 통한 문화재의 3D 디지털 복원
•문화재 소실에 대비한 중요 문화재의 디지털 보존

건축 디자인 시뮬레이터
•건축 디자인 검증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검증
•Web 환경에서의 가상 모델 하우스 구축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제품 홍보 영상 제작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3D 입체안경 대여
슈퍼컴퓨팅/랜더링 시스템 사용 지원
•SGI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과학기술 계산용 슈퍼컴퓨팅 사용
•화학/우주/생물/지구 분야의 과학적 가시화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영상/애니메이션
분야의 랜더링 시스템 사용

보유장비현황
장비명

모델명

주요특징
•800MHz CPU(20set) •32GB Main Memory
•1,300만 폴리곤/초의 처리능력을 가지는 Raster Manager
•2.0TB 대용량 저장 장치

고성능
슈퍼컴퓨터 시스템

Onyx 350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구현 시스템

Mirage
4000

입체안경(40set)

Wireless
Shuttering
Glasses

•Actives Stereo 방식 입체안경
•180Hz Refresh Rate Supported
•16Feet Signal Range

광대역스캐너

Leica
RTC 360

•2,000,000pts/s, scan + HDE < 2min
•VIS 및 IMU 이용 / 실시간 현장 정합

VR 개발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장비

•3-Chip DLP 방식의 Active Stereo 프로젝터(3대)
•시야각 : 수평 160도, 수직 40도
•3328x1024의 해상도

•Cyber Glove, Tracker 및 HMD 등의 VR 인터페이스 장비
•OpenGL Performer/Vega prime/Volumizer 등의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MultiGen Creator/Realax Rxscene 등의 Contents 개발용 도구
•DELMIA V5, CATIA V5
•Unity3D (Pro License) 멀티 플랫폼 3D프로그램 개발 엔진
•Microsoft Kinect 동작인식 컨트롤러

성과 및 우수사례

가상공학센터

•센터장(소장) : 김경수 교수 •위치 : 정보관 311-1호 •Homepage : http://iacf.yju.ac.kr
•TEL : 053)940-5590
•FAX : 053)940-5585 •E-mail : kskim@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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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안전체험관·중앙로역 화재 탈출 VR 시뮬레이터 개발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기 3D 시뮬레이터 개발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기 3D 입체영상 개발
•대구영어마을 시뮬레이터 개발
•봉무산업도시 시뮬레이터 개발
•대구광역시 안내 시뮬레이터 개발
•한국타이어 & MBC 플레이비 키자니아(서울) 어린이 운전면허시험 시뮬레이터 개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천사지 십층석탑 3D 스캔

Virtual Reality
Engineering Center

Motion Capture
Center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Ubiquitous
Center

모션캡쳐센터
센터소개
모션캡쳐는 인체 및 동물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데이터화 하여 3차원 캐릭터에 모션
동작을 입히는 것으로, 본 센터는 광학식 모션캡쳐시스템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광범위한 모션데이터 개발과 산업체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주요지원업무
•연구장비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을 통한 산학프로젝트(이용금액 60-70% 지원)
•청년직업체험 교육기부사업(무료)
•디지털컨텐츠전공연구회 운영(산학프로젝트 참여)
•모션캡쳐 데이터 서비스
•장비대여 : 애니메이션, 게임, 모바일, 공연, 에듀테인먼트, 가상공학, 캐릭터 제작업체
•캐릭터모션캡쳐 교육프로그램 지원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 및 컨텐츠 공동 개발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CT기술의
새로운 인프라 구성
보유장비현황
구분
하드웨어

장비명

비고

Vicon 8 camera

12대 보유

액터 수트

4벌 보유

Workstation
Vicon IQ
소프트웨어

Body Builder
Motion Builder
3DS MAX

성과 및 우수사례
•테일즈런 캐릭터 댄스모션 : ㈜라온엔터테인먼트
•경주왕궁 복원프로젝트 캐릭터 모션 : ㈜제로온
•유아교육용 동요율동 캐릭터 댄스 : CS Mojo
•온라인게임 ‘파이터스 클럽’ 캐릭터 모션 : ㈜KOG
•Dance 캐릭터 댄스 : ㈜스페이스일루젼
•한국무용의 맥(무형문화재 복원) :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GS자이 홍보영상 캐릭터모션캡쳐 : ㈜픽셀플레넷
•모바일 3D 실시간 렌더링 플레이어 개발 : 루키아
•우리문화원형의 디지털컨텐츠사업 참여(문화콘텐츠진흥원)

모션캡쳐센터

•센터장(소장) : 김경수 교수 •위치 : 정보관 311-1호 •Homepage : http://iacf.yju.ac.kr
•TEL : 053)940-5590
•FAX : 053)940-5585 •E-mail : kskim@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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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데이터 복원 S/W

모션편집 S/W

Virtual Reality
Engineering Center

Motion Capture
Center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센터소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 경북지역을 대표하여 전문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지정된 국가
공인 기관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입니다.

주요지원업무
Ubiquitous
Center

신개념 맞춤식 전문인력 양성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E-비즈니스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교육 실시
•산업체의 교육 니즈를 반영하여 지역 및 산업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E-비즈니스에 관한 기 과정에서 고급과정까지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컨설팅 및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도입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Solution을 제공하고,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
E-비즈니스에 관한 총체적인 서비스 제공

E-비즈니스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

특화사업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적성과 경험에 맞는 정규 일자리 제공 촉진 / 중소기업에게는 신규 인
력 채용 시 소요되는 인적, 물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인력지원 및 인턴기간동안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
•북구청 주민정보화 교육 : 지역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북구
청과 연계한 무료 교육과정

사업실적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4년 연속 운영기관 선정
대구시 청년창업 지원 사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전문기술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10명의 1인 창업등록
신개념 맞춤식 전문 인력 양성사업
•11개사 201명 정규직 취업
•현장중심의 기술 취득을 통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쇼핑몰 활성화 지원 사업
•40개업체 평균 200%이상 매출 신장
•창업자교육을 통한 교육생 88명 배출 및 사업진출 지원
•공동마케팅을 통한 실질적 경비절감 지원

우수사례
•3D 제품 전시관 구축(한국전자거래진흥원)
•e-비즈니스 교육인증 획득(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한국 e-비지니스대상 우수기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
•대구경북 선도 ECRC 지정(산업통상자원부)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최우수상 획득(중소기업중앙회)
•창조캠퍼스지원사업 A등급 획득(고용노동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센터장(소장) : 고정호 교수 •위치 : 본관 101호
•Homepage : http://iacf.yju.ac.kr
•TEL : 053)940-5521
•FAX : 053)940-5299 •E-mail : jhkont@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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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Reality
Engineering Center

Motion Capture
Center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유비쿼터스센터
센터소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제품을 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유비쿼터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업무
Ubiquitous
Center

기업기술혁신
기술개발지원
신산학
모델개발

첨단화 및 미래화를
주도하는 스마트 기술혁신
프로젝트의 시작

국제공인
자격증 교육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유비쿼터스
인력양성사업

기업
경쟁력 확보

지역 유비쿼터스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여
첨단 기술습득을 통한 재학생 경쟁력 강화
인턴
프로그램
운영

유비쿼터스
전문인력 양성

보유장비현황
장비명

모델명

적용분야

U-Parking Control
System

U-PCS

•RFID를 통한 차량별 주차이력 관리
•위치별, 시간별 최적 주차경로 제공
•실 주차량 및 여유주차량 모니터링
•주차요금 정산의 일원화

시설원예 자동 제어 시스템

U-FCS

•시설원예에 대한 자동 제어 시스템

RFID 시스템
실습용 장비

ED-3100

•RFID를 통한 출입관리 및 홈 시큐리티 구현
•사용자 위치 추적을 통한 냉/난방 및 조명 솔루션
•주차관제 시스템(Zigbee통신을 통한 주차관제)
•농산물 생산이력 및 유통이력 관리

USN 실험/실습용 장비

Hmote2420
-Zigbee
USN System

•주차관제 솔루션의 차량관리 및 주차이력관리
•홈네트워크 기반의 사용자 인식 및 출입관리
•농산물 생산이력관리 솔루션 개발

홈네트워크 실험 /
실습용 장비

제어UI
(GTKLibrary
기반)

•지그비(Zigbee)통신을 이용한 홈네트워킹
•유비쿼터스 난방/조명 시스템
•유비쿼터스 주차관제 솔루션 개발

임베디드 시스템 실험 /
실습용 장비

X-Hyper
KU270T

•시설원예 자동제어 솔루션 개발
•주차관제 솔루션 개발
•농산물 이력관리 솔루션 개발
•홈시큐리티 솔루션 개발

성과 및 우수사례

유비쿼터스센터

•센터장(소장) : 신해준 교수 •위치 : 본관 305호
•Homepage : http://iacf.yju.ac.kr
•TEL : 053)940-5305
•FAX : 053)940-5299 •E-mail : fisher@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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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주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참여
•유비쿼터스 산업인력양성사업(2006년 특성화 사업 선정)
•재직자 PM교육과정 운영

환경·화학 / 사업·인력양성분야

성공의 길을 안내하는 희망파트너

a field of Environment/
Chemistry & Business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집적시켜
환경·화학분야 분석서비스를 통한 친환경 미래기술 개발과
Business Solution 지원을 통한 창업 및 사업 성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그린센터
Green Center
환경부 지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수질검사서비스와
환경, 화학분야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Industry-University & Institute
Partnership Division Center
대학 보유의 전문 기술인력 및 첨단장비를 기반으로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체에 필요한 신기술 및
실용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Venture Business Incubation Center
창업희망자에게 경영기술지도, 정보, 벤처 투자유치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무인항공전문교육원
Daegu and Gyeonbuk
UAV Specialized Training Center
무인비행장치 조종부터 정비, 촬영 등의 전문분야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정자와 정비 및
항공촬영 등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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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enter

Industry-University & Institute
Partnership Division Center

그린센터
센터소개
그린센터는 2016년 12월 22일 환경부에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수돗물,
지하수, 정수기, 저수조 등의 물을 검사하여 성적서를 발행하는 공공 성격의 기관으로
대구 소재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Venture Business
Incubation Center

주요지원업무
Daegu and Gyeonbuk
UAV Specialized Training Center

Green
Center

•먹는물 처리 등 환경분야 연구 실험 지원

물산업분야를 선도하는
환경부 지정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환경 및 화학 관련 교육 및 실습 제공

최첨단 분석장비와 분석전문기술인력 구축을 통해

보유장비 현황
장비명

최상의 환경분석기술을 제공합니다.

전
처
리
장
비

•센터장(소장) : 하범용 교수 •위치 : 토탈테크노센터관 420호 •Homepage : http://greencenter.yju.ac.kr
•TEL : 054)970-9460
•FAX : 054)970-9469
•E-mail : hby1732@yju.ac.kr

모델명(제조사)

적용분야

Atomx-7890GC-5977MS
(Tekmar-Agilent)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ICP/MS)

Nexion350X (Perkin)

중금속 분석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NPD)

7890GC (Agilent)

유기인계 농약 분석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ECD)

7890GC (Agilent)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FID)

7890GC (Agilent)

유기화합물 분석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P&T-GC/MS)

분
석
장
비

그린센터

지정서

•환경부지정 먹는물수질 검사기관의 성적서가 필요한
물 분석
- 지하수 :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 수도수 : 저수조, 정체수(수도관), 정수기
- 상수도 : 수돗물,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 기 타 : 약수터, 생수, 식품접객업용수, 목욕탕,
수영장,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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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흡광광도계 (AAS)

AA240-VGA77(Agilent)

수은 분석

이온크로마토그래프(IC)

ICS2100 (Therom)

음이온 및 브롬산염 분석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ARC (Waters)

포름알데히드 분석

수질자동분석기(WAA)

AA3 (Bltec)

세제, 페놀, 시안 분석

광전분광광도계(UV/VIS)

Carry 8454 (Agilent)

무기화합물 분석

탁도계

2100AN(Hach)

수중의 탁도 측정

잔류염소측정기

pocketⅡ(Hach)

수중의 잔류염소 측정

현미경

BX53(Olympus)

미생물 관찰

저울, 건조기, 수욕조, 회화로, 진탕기, 가
열혼합기, 회전증발농축기, 수소이온농
도측정기, 원심분리기, 질소농축기, 볼텍
스믹서, 할로아세틱류 전처리장치, SPE
추출장치, 히팅멘틀, 집락계수기, 시료분
쇄기, 여과장치, 고압멸균기, 배양기, 장
파장자외선조사기, 데시케이트, 초음파
세척기, 흄후드, 무균작업대, 심온고, 시
료냉장고, 시약냉장고

26종 64점

수중의 미량 성분 분석
을 위한 설비 및 전처리
장비

Green
Center

Industry-University & Institute
Partnership Division Center

Venture Business
Incubation Center

Industry-University &
Institute Partnership
Division Center

Daegu and Gyeonbuk
UAV Specialized Training Center

미래 기술혁신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센터소개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영진전문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1998년부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와 협의체를 결성하고, 우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인력·정보 및 각종 기술개발 장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기반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대학과 기업 간의 유기적인 산학협력체계를 통한 상호 기술교류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업무
•지역소재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 개발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도
•산학 연구개발 관련 정책의 개발 및 건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 기술발굴, 기술지도, 교육, R&D 수행 플랫폼 역할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산학연 협력사업
구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사업

사업
목적

중소기업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중소기업 신사업 분야 진출 및 지속적인
혁신성장 촉진

지원
대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예정)
중소기업

업력 10년 이상이거나 매출액 50억 이상
또는 상시종사자 30인 이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1단계) 사업화 타당성 검증 예비연구 지원
(2단계)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대학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신사업분야
공동 R&D 지원

보유인력현황
•100명의 전문 기술인력(전임교원 이상) 보유
•첨단 대학 기자재 활용 지원

성과 및 우수사례
상품화수 160건, 지적재산권 105건 출원, 공정개선 170건, 시작품 제작 180건 등
•1998년 교육부 장관상 수상
•2002년 대통령상 수상
•2006년 산학연컨소시엄 최우수기관 선정
•2007년 국무총리상 수상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센터장(소장) : 최경모 교수 •위치 : 인제니움관 506호 •Homepage : http://iacf.yju.ac.kr
•TEL : 054)970-9500
•FAX : 054)970-9505
•E-mail : kmcho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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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enter

Industry-University & Institute
Partnership Division Center

Venture Business
Incubation Center

창업보육센터
센터소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자질을 갖춘 우수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본 대학 내 전문 연구진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창업촉진 및 창업 성공률 향상을 도모하고, 대학의 새로운
사회기여 방식으로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업무
Daegu and Gyeonbuk
UAV Specialized Training Center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 창업 공간 제공
•대학의 우수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제공
•대학의 기술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신기술 개발 및 애로기술 해결 지원
•유관부처의 자금 지원정보 및 경영전략 정보 지원
•보육닥터제도 : 산업체 업종과 연관성이 높은 전임교원 지원
•벤처기업 후견인제도 : 회계, 경영, 법률, 특허, 노무, 기술전문가 지원
•전문컨설팅기관지원 :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 지원
•신기술창업직접지역 연계 기업 육성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대학의
새로운 사회기여방식
보유시설현황
•보육실 전용면적 : 721.57㎡
•보육실 10평(5실), 11평(4실), 13평(1실),33평(1실), 36평(1실), 41평 (1실)
•휴게라운지 29평(1실)
•비즈니스룸 10평(1실)
•회의실 22평(1실)

성과 및 우수사례
주요성과
•2001. 01 : 중소기업청 주관 우수창업보육센터 지정
•2004. 04 : 창업보육센터 최초 ISO 9001 획득
•2005. 05 : 중소기업청 주관 전국창업보육센터 평가 5년(2000~2005년)연속 A등급획득
•2009. 06 : 우수창업지원기관 선정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10. 02 : 중소기업청 주관 전국창업보육센터 평가 2년(2010~2011년)연속 A등급획득
졸업기업

창업보육센터

•센터장(소장) : 최경모 교수 •위치 : 인제니움관 506호 •Homepage : http://ybic.yju.ac.kr
•TEL : 054)970-9500
•FAX : 054)970-9505
•E-mail : kmcho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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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업체명

2016년~2019년

다산ENG 등 10개업체

2011년~2015년

해인시스템 등 22업체

2006년~2010년

㈜유코어비즈 등 20업체

2000년~2005년

C.S.M 등 29개 업체

합계

81개 업체

Green
Center

Daegu and Gyeonbuk
UAV Specialized
Training
Center

Industry-University & Institute
Partnership Division Center

Venture Business
Incubation Center

Daegu and Gyeonbuk
UAV Specialized Training Center

대구경북무인항공전문교육원
센터소개
대구경북무인항공전문교육원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12Kg 이상의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기 위해서
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인비행장치에는 동력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드론 등 여러 가지가 있
으나, 본 교육원에서는 드론 비행에 필요한 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조종자자격증 교육 외에 드론 정비, 항공촬영 등 전문분야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
니다.

주요지원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취득 교육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 - 실기 교관 교육

(국가자격증)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양성과정

무인비행장치 조종부터
정비, 촬영 등의
전문분야 교육 실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정자와
정비 및 항공촬영 등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구분

과목
이착륙, 원주비행, 제자리비행, 비상조작, 전후좌우이동패턴 등

학과교육

항공안전법, 항공기상, 항공역학, 비행운용이론

실기교육

장주이착륙, 공중조작, 지표면 부근에서의 조작, 비정상 및 비상절차

총 20시간

보유장비현황
구분

모델명

수량

주요특징

AC-07

3

•1,885mm × 1,885mm × 550mm (16.8Kg)
•최대 이륙중량 : 23.8Kg •순항속도 : 8m/s (28.8km/h)

AC-5A

3

•1740mm × 1740mm × 580mm (13.0Kg)
•최대이륙중량 : 18.0Kg
•순항속도 : 8m/s (28.8km/h)

DJI 매트리스
600 pro

1

•1,668mm × 1,518mm × 727mm (9.5Kg)
•최대이륙중량 : 18Kg

DJI 팬텀4

1

•중량 : 1.3Kg •속도 : 72km/h
•카메라 : 4K 60fps 2000만 화소

방제용 드론

X4-10

1

•1600mm x 1600mm x 500mm •최대중량 23.8kg
•속도 : 25km/h •방제용량 : 10L •방제범위 : 1ha

드론 시뮬레이터

realflight

20

•GP리얼 플라이트 드론 전용 시뮬레이터

영상촬영용 기체

성과 및 우수사례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지정 인가(2018.04.30.)
- 경북소방본부 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 교육
- 일반인 다수 교육

•센터장(소장) : 김상태 •위치 : 영진전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Homepage : www.dguav.yju.ac.kr
•TEL : 053)940-5273 •FAX : 054)970-9505
•E-mail : stkim@yju.ac.kr

교육시간

모의비행

교육용 기체

대구경북무인항공전문교육원

- 실기평가 교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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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 Support |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기업지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애로 해결 지원을 통해
최상의 기업환경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대구시 연계 분야별 기업지원기관 현황
■ 종합지원

■ 수출·판로지원
지원기관명

주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역본부

연락처

지원기관명

주소

연락처

053-803-1119

대경권KOTRA지원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053-659-2251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벤처빌딩 9층

053-757-4132

한국무역보험공사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10층

053-252-4939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053-601-5296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5층

053-753-7531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053-222-306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053-659-2263

■ 디자인·브랜드·지적재산권지원
지원기관명

■ R&D지원
지원기관명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6층)

02-2183-5870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053-740-0035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053-350-7822

ETRI대경권연구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 10길 1

053-670-803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동내로 88 DGMIF 커뮤니케이션센터

053-790-5148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32

053-608-2027

경북대학교 산업현장기술지원단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7호관 113호

053-950-7503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아이버터파크 2관 2층

053-655-5625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산학협력관 201호

053-580-6743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대구융합R&D센터 1131호

053-592-8364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DGIST 기술사업화팀

053-785-191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45길 26

053-721-7408

(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텍스타일콤플렉스 3층 302호

053-980-2000

■ 산학협력지원
지원기관명

주소

■ 산업단지
지원기관명

■ 금융지원

(사)대구검단산업공단협의회
지원기관명

주소

연락처

연락처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135 검단팩토리벨리 101동 301호

연락처
053-383-8811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중앙로 33

053-350-5123

DGB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053-740-2777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1

053-616-6500

IBK기업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ㅁ2426

053-560-0901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053-581-4744

기술보증기금대구영업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251-5671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971-2

070-8895-7752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5층

053-560-6372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24

053-562-5552

신용보증기금대구경북영업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빌딩 3층

053-430-4664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25길 23

053-357-4271

한국수출입은행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1층

053-260-4107

■ 기타 지원기관

■ 인력·노사지원

지원기관명

지원기관명

주소

연락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053-667-6038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28 (평리동) 대구경총회관

053-572-3434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053-580-2309

Yeungjin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ystem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8

연락처
053-252-4081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3길 7

053-581-8210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고성동3가)

053-3500-350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 (상인동)

053-643-2114

대구시설공단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053-1577-6556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곡동)

053-661-7332

대구환경공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0 (대천동)

053-605-8059

안전보건공단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층, 20층

053-609-0514

대구경북금형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대구기계부품연구원 406호

053-588-0610

58
59
Yeungjin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ystem

지역산업의 잠재력을 키우는 산학연 협력의 허브 -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LINC+사업단과 함께 하십시오!
기계, 전기·전자, IT, 환경·화학, 사업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지원함으로써
영진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지역기업의 상생발전을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현캠퍼스 오시는 길

글로벌캠퍼스 오시는 길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영진전문대학교

▶국도 이용시
영진전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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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식교육의 완성형 LINC + 사업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교육부의 올해 최대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은 청년 일자리해소 및 맞춤형 기업인력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전 취업약정을
통해 약정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에 따라 기업과 함께 현장중심형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약정기업으로 취업하는 형
태로 운영됩니다.

입도선매 사회맞춤형 교육을 통한 산학일체교육 선도대학 구축
수요자 중심 맞춤형 현장실무 전문직업인 양성
(창의인재 육성)

INVENTIVE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New Curriculum

Complete Employment

•SMART-人 기초교육
•MASTER -人 기초교육
•PBL•Capstone Design
•취업지원교육

•사회맞춤교육과정개발
•사회맞춤교재개발
•현장실습
•교원역량강화

•전공능력인증제
•경력관리SYSTEM
•협약산업체 취업
•취업PD제도(추수관리)

LINK(산학협력)
•산학일체인프라구축
•교육공동설계
•공동선발, 공동운영
•산학협의체 운영

新성장산업 기반 인력양성

지역전략산업 기반 인력양성
융합기계설비반

사회
맞춤형
학과

스마트금형반
온라인광고마케팅반
특급호텔반

특수영상반

•지능형기계
•메카트로닉스부품
•IT융합스마트금형
•대도시형서비스

(성공취업)

사회
맞춤형
학과

•문화 / 관광

반도체공정기술반
전기철도반

실내건축시공관리반
전시디자인반

•ICT융복합
•반도체산업
•첨단융합소재
•교통 / 철도
•실내건축 디자인 /
시공

사회맞춤형 학과별 “콘텐츠 개발 / 개선” 및 “인프라시스템 구축 / 개선” 을 통한 특성화 및
협약산업체와의 [산학협력→창의인재육성→사회맞춤형교육과정→완전취업]을 위한 공동교육운영

•인력양성목표
(주)국보디자인

- 인테리어디자인 시공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실내건축
시공관리반

(주)다원디자인

•인력양성분야
- 시공관리전문가, 샵드로잉 전문가,
특정공종 전문기술인력

•일자리전망
- 지속적인 성장으로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내건축분야

(주)아데스클래스

(주)삼원에스앤디

삼일목공그룹
아이엠 건축디자인연구소

School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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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History

실내건축디자인전공

2019.
2018.
2018.
2017.
2017.
2017.
2017.
2017.
2016.
2016.
2016.
2016.
2016.
2015.
2015.
2014.
2014.
2013.
2012.
2012.
2012.
2011.
2011.
2010.
2009.
2006.
2006.
2005.
2004.
2004.
2002.
2001.
1998.
1995.
1994.
1978.

05
12
05
08
07
05
05
01
12
08
05
04
02
02
02
04
02
09
12
10
02
12
10
11
11
10
03
02
12
06
10
03
03
03
09
11

사회맞춤형 LINC+사업 전시디자인반 선정 및 운영
제6회 대학생 전시디자인공모전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제3회 수도권 취업쇼케이스 개최
주)다원디자인 외 7개 업체와 맞춤형 주문식협약 체결(인테이어디자이너반)
주)원에스쓰리디 외 4개 업체와 맞춤형 주문식협약 체결(전시그래픽반)
제2회 수도권 취업쇼케이스 개최
사회맞춤형 LINC+사업 실내건축시공관리반 선정 및 운영
주)국보디자인, 주)다원디자인 외 4개 업체와 사회맞춤형 LINC+사업 주문식협약 체결 (실내건축시공관리반)
제4회 대학생 전시디자인공모전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주)아데스클래스, 주)이오플랜 외 6개 업체와 맞춤형 주문식협약 체결 (인테리어디자이너반)
수도권 쇼케이스 개최
주)인테크디자인, 주)그룹레이어스 외 5개 업체와 맞춤형 주문식협약 체결 (전시/그래픽반)
Trimble SketchUp Authorized Training Center 개소 (스케치업 공인교육센터)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 연계교육 협약 체결
두양건축(주), 주)포르테라인과 맞춤형 주문식협약 체결 (수도권1군업체 시공관리반)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Hanoi Architectural University와 해외주문식교육을 위한 MoU체결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 우수상 수상
2012 KODIA 디스플레이상 공모전(Store Design) 대상 수상
2012 DGID실내건축디자인대전 최우수상 수상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선정 (고용노동부)
2011 KODIA 디스플레이공모전 대상 수상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선정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선정 (노동부)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와 연계교육 협약 체결
전국전문대학 건축과 평가 ALL A+ 획득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계열로 명칭 변경 (건축디자인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Autodesk Authorized Training Center 개소 (오토데스크 국제공인교육센터)
2004 DGID실내건축디자인대전 대상 수상
ArchiCAD Key Center 개소
전국 전문대학 건축과 평가 7개 영역 A+ 획득
건축컴퓨터그래픽전공 신설2000. 03.건축디자인계열로 명칭변경
환경조형계열로 명칭변경 (건축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조형계열로 통합 (건축, 실내, 시각, 제품, 의상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과 신설
건축과 신설
http://arch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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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교육시스템 (S M A R T Educational System)
•

•

•

•

다분화된 산업구조인 ‘다품종 소량생산’에 걸맞는 ‘다분화 소수인력 양성체제’인 신개념 교육시스템

Why 제조업 기반으로 움직여지는 기존 산업분야 전반에서는 ‘단품종 대량생산’ 체제가 주류를 이루어오다가, 21세기에서는 산업분야 또한
지식기반 사회로 세분화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세분화된 산업구조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산업인력이 요구되고 있기에, 영진전문대학 실내건축디자인전공에서는 급변하고 세분화된 산업구조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S·M·A·R·T 특성화 교육시스템을 자체 개발·도입하게 되었다.

S•M•A•R•T
Education System
구축도

리반)

)

S•M•A•R•T
Education System
운영체계도

School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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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화된 교육환경
차별화된 특수실습실

실내누드 재료시공 실습실 / 창조관 403호
현장에서 사용되는 구조재의 시공방법과 마감재의 종류 등이 한
눈에 이해되도록 해체하여 입체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실습실을
구축.
실내누드 재료시공 실습실은 1000여종 마감재의 공종, 순서별 구
성을 보여주며, 특히, 천장과 벽 등의 시공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됨.

▶각부 재료샘플 현황
- 벽재 116종

- 바닥재 68종

- 천장재 86종

공정별 디테일 실습실 / 창조관 501호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공정을 순서별로 한 공간 안에
축약시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완성까지의 공사 전 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실습실.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으며, 각 부분의
디테일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전국유일의 특수 실습실.

▶특징
- 공정 프로세스별 부스 설치
- 바닥 및 천장 구조 디테일

http://arch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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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특수 강의실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제 마감재의 종류와 결구방법 그리고 프로젝트의 공정순서 등을 한눈에 이해하고
직접 그려볼 수 있는 현장 체험형 교육시설 구축
리모델링 공사의 철거부터 완공까지 디자인결정, 재료선정, 마감색상결정, 현장치수조정 등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참여교육 실시

스틸스터드 누드시공 실습실 / 창조관 504호
인테리어공사의 목자재와 함께 골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틸스
터드’의 구조와 시공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습실.
스터드를 사용한 천장과 벽체의 제작 및 마감에 관한 디테일과 개
구부와의 접합부에 관한 디테일을 배울 수 있는 실습장으로 활용.

▶특징
- 스틸하우스 구조샘플
- 각종 마감재 샘플

- 단열재 및 외장재 샘플

특정공종(목공)기술특수실습실 / 창조관 104호
목공기술의 핵심인 먹매김 기술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강의실을 반으로 나누어 한 쪽은 실습실, 다른 한쪽은
실습광경을 지켜볼 수 있는 강의실/샘플실로 구축.
실습실은 목공 먹매김 기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목공사 기초 및 마
감방법을 직접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강의실/샘플실
에서는 목공사에서 다루는 다양한 자재 및 마감샘플들과, 목공사
결과물의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공방법 사례를 설치하
여 전시.

School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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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 UNIQUE POWER

GLOBAL CAMPUS

DAEGU GYEONGBUK ENGLISH VILLAGE

SCHOOL INTRODUCTION

STUDENT’S WORKS

디자인 작업 / Design Works

›› 산업체 맞춤형
직무별 교육시스템
디자인 직무
인테리어디자인에 필요한 개념설정, 디자인사고능력 및 설계기술 배양을 위해 주거, 식음료, 병원 등의 다양한 설계프로젝트를 통해
기획에서 계획도면 작성, 프레젠테이션 과정까지 습득하게 된다.

| 주거 |

공간의 기본이 되는 주거시설로, 공간을 형성함에 있어 건축적인 기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10m×10m×10m의 주어진
공간 안에 거주자 시나리오를 만들고, 주거에 필요한 공간의 설계와 실내디자인 마감재까지의 내용을 설계하는 프로젝트

http://arch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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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 UNIQUE POWER

GLOBAL CAMPUS

DAEGU GYEONGBUK ENGLISH VILLAGE

SCHOOL INTRODUCTION

STUDENT’S WORKS

| 상업 |

본격적인 실내공간디자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실내계획의 기본이 되는 카페, 레스토랑 등의 식음료공간을 주제로 주어진 조건을
조사, 분석하고 설계개념 및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공간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하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젝트

| 병원 |

실내공간디자인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의료 공간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분야의 각론지식과 공간계획을 스터디 한 후, 주어진 실내
공간에 직접 적용하고 디자인해내는 능력을 갖추는 프로젝트

School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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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 UNIQUE POWER

GLOBAL CAMPUS

DAEGU GYEONGBUK ENGLISH VILLAGE

SCHOOL INTRODUCTION

STUDENT’S WORKS

실시설계 직무

실시설계 직무 / Shop Drawing

자신이 설계한 디자인 단계의 계획 설계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여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전반에 대한 이해와 도면작성에 필요
한 재료, 시공방법에 대한 교육을 거쳐 상세도를 포함한 실시설계도면 제작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http://arch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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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 UNIQUE POWER

GLOBAL CAMPUS

DAEGU GYEONGBUK ENGLISH VILLAGE

SCHOOL INTRODUCTION

STUDENT’S WORKS

| 공모전 |

공모전 / Competition

학생 스스로가 주제를 선정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개념을 정립하여 풀어나가는 최종 학기의 졸업설계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해 종합적 사고 및 설계능력과 표현능력을 완성하게 되며 향후 각종 공모전에 출품

School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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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 UNIQUE POWER

GLOBAL CAMPUS

DAEGU GYEONGBUK ENGLISH VILLAGE

SCHOOL INTRODUCTION

STUDENT’S WORKS

시공관리 직무

시공관리 직무

실내건축 시공현장에서 사용되는 각 재료별 특성 및 시공방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실시설계도면 독해능력 및 적산능력을 갖춘
후 물량산출서,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목록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공정표작성을 기반으로 공정관리분야의 지식과 관급 기준의 공무서
류 작업에 대한 지식도 함께 습득하게 된다. 또한 건설분야 안전관리자의 직강으로 현장 안전관리 직무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특정공종(목공)기술 직무

특정공종(목공)기술 직무
특정공종(목공)기술직무는 “사회맞춤형LINC+사업” 참여업체의 요구에 의해 모든 실내건축공사의 기본이 되는 목공 먹매김 기술에 필요
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먹매김 기술과 기본 목공기술을 겸비한 시공관리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먹매김 및 목공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전용실습실(특정공종기술실습실)에서 경력 40년의 목공명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먹도면 작도,
먹매김 실습, 기본 목공실습 등의 내용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http://arch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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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 UNIQUE POWER

GLOBAL CAMPUS

DAEGU GYEONGBUK ENGLISH VILLAGE

SCHOOL INTRODUCTION

STUDENT’S WORKS

P R E S I D E N T ’s M E S S A G E

특정공종(목공)기술 직무

영진은 모든 대학의

길이 되는 대학입니다!

복현캠퍼스

목공구 사용법 습득

방수턱 거푸집 시공실습

캡스톤디자인 제작과정(2018)

캡스톤디자인 전시회(2018)

캡스톤디자인 제작과정(2019)

캡스톤디자인 전시회(2019)
School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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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IN LINC+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전시디자인 직무 / Exhibition Works

›› 산업체 맞춤형 직무별 교육시스템
전시디자인 직무
전시디자인은 정보커뮤니케이션의 총체적 종합연출디자인 분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통해 1차적으로 관람자
로 하여금 정보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2차적으로 이해와 공감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성과를 도출 해 내는 작업이다.
전시디자인 교육시스템은 이러한 직무의 목적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뛰어난 그래픽 표현능력을 바탕으로 전시디자인에 특화된 디자
이너 양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 전시공간의 구성 |
전시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전시공간의 구성을 살펴보는 단계로 기존의 전시 부스를 실제로 모델링의 과정을 걸쳐서 만들어서 전시공간의
구성과 레이아웃, 전시 방식과 전시재료의 사용 등을 살펴본 뒤 Rebranding과정을 걸쳐 새로운 전시 부스로 재창조하는 프로젝트

School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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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IN LINC+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 전시디자인 프로젝트 |

전시디자인 직무 / Exhibition Works

본격적인 전시디자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시디자인 교육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전시부스를 디자인하는 프로젝트
이다. 실제적인 박람회 및 전시회에 대한 본적인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고, 각 박람회 및 전시회에 맞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전시 부스
를 종합적으로 디자인하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젝트이다.

http://arch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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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IN LINC+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전시디자인 직무 / Exhibition Works
School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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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IN LINC+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 제안서구성 프로젝트 |

전시디자인 직무 / Exhibition Works

전시디자인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전시 실무에서 필요한 제안서 형식의 계획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로
제안서 전반에 대한 이해와 도면 및 표현방법에 관한 능력을 습득하는 프로젝트이다.

http://arch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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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IN LINC+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전시디자인 직무 / Exhibition Works
School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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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IN LINC+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 공모전 프로젝트 |

전시디자인 직무 / Exhibition Works

전시공간 구성과 디자인 그리고 제안서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규모의 대학생 전시디자인 공모전을 대비한 프로젝트로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건과 규정에 맞추어 전시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http://arch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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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IN LINC+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전시디자인 직무 / Exhibition Works
School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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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IN LINC+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 전시 그래픽 프로젝트 |

전시디자인 직무 / Exhibition Works

창의적 디자인 능력과 함께 전시디자인 직무에서 요구되는 그래픽 표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전시디자인 프로젝트를 하기에
앞서 다양한 전시관련 표현능력과 그래픽 표현 툴에 대하여 학습한다.

http://arch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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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IN LINC+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그래픽 직무

그래픽 직무 / Graphic Works

그래픽 직무를 통해 디자인의 결과물들을 모델링, 투시도, 판넬 등의 다양한 3차원 혹은 2차원 그래픽 결과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습득하게 된다.
[3차원 모델링 과정] 3차원 그래픽 표현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디자인 결과물을 3차원의 구상화된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다.
모델링 툴은 Sketchup 프로그램과 3Dmax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

Sketchup
Modeling

3Dmax
Modeling

School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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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IN LINC+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 3차원 투시도 과정 |

그래픽 직무 / Graphic Works

3차원 모델링 과정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감재료와 조명 그리고 카메라를 조정하여 투시도 및 조감도 장면을 표현한다.

http://arch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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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IN LINC+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그래픽 직무 / Graphic Works
School of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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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IN LINC+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 캡스톤디자인 과정 |

그래픽 직무 / Graphic Works

다양한 그래픽 툴을 활용하여 최종 그래픽 결과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http://arch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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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IN LINC+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EXHIBITION DESIGN WORKS

INTERIOR GRAPHIC WORKS

AWARDS

›› 전시디자인반의 독보적인 노력과 성과

공모전 / Competition

›› 주문식교육의 완성형 LINC + 사업 선정

JOIN IN LINC+

캡스톤디자인 (전시부스 시공)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교육부의 올해 최대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은 청년 일자리해소 및 맞춤형 기업인력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전 취업약정을
통해 약정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에 따라 기업과 함께 현장중심형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약정기업으로 취업하는 형
태로 운영됩니다.

디자인분야에 대한 학습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부스를 시공해 봄으로써 목공부스의 작업프로세스를 익히고 각 공종별 작업특성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도선매 사회맞춤형 교육을 통한 산학일체교육 선도대학 구축
수요자 중심 맞춤형 현장실무 전문직업인 양성
INVENTIVE
(창의인재 육성)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New Curriculum

Complete Employment

•SMART-人 기초교육
•MASTER -人 기초교육
•PBL•Capstone Design
•취업지원교육

•사회맞춤교육과정개발
•사회맞춤교재개발
•현장실습
•교원역량강화

•전공능력인증제
•경력관리SYSTEM
•협약산업체 취업
•취업PD제도(추수관리)

LINK(산학협력)
•산학일체인프라구축
•교육공동설계
•공동선발, 공동운영
•산학협의체 운영

新성장산업 기반 인력양성

지역전략산업 기반 인력양성
융합기계설비반

사회
맞춤형
학과

스마트금형반
온라인광고마케팅반
특급호텔반

Step 01

특수영상반

•지능형기계
•메카트로닉스부품
•IT융합스마트금형
•대도시형서비스

(성공취업)

사회
맞춤형
학과

•문화 / 관광

반도체공정기술반
전기철도반

실내건축시공관리반
전시디자인반

•ICT융복합
•반도체산업
•첨단융합소재
•교통 / 철도
•실내건축 디자인 /
시공

목공작업

Step 02

도장작업

Step 03

사인작업

Step 04

철거작업

전시디자인 공모전 수상
실무적인 전시디자인과 그래픽표현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영진
전문대학교 전시디자인반의 교육특성은 전국 대학생들이 참여
하는 전시디자인공모전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2016년
에서 2018년까지 3년 연속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맞춤형 학과별 “콘텐츠 개발 / 개선” 및 “인프라시스템 구축 / 개선” 을 통한 특성화 및
협약산업체와의 [산학협력→창의인재육성→사회맞춤형교육과정→완전취업]을 위한 공동교육운영

•인력양성목표
- 전시디자인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전시
디자인반

•인력양성분야
- 전시디자인 전문가, 전시기획
전문가, 전시시공 전문가

•일자리전망
-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시디자인’분야

http://archi.y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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