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O R E A S A N H A K F O U N D AT I O N

서울 및 대전, 2개 대회 개최

(1) 스타트업 스토리텔링 본선진출팀 선발
(2) 이공계 대학생 경진대회 개최

추경예산 및 신규사업 등

산학재단 X 무협 X AI One Team

신규장학생 선발 및 2학기 장학금 지급

UNEP 이고은 장학생

본 재단은 2021년 9월 24일(금), 삼성동 코엑
스 인터콘티넨탈호텔 30층 아폴로룸에서
『2021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총 7
명의 재단 임원이 참석하였으며, 총 2개의 의안
을 심의 의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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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스타트업이 기술력을 활용하여 산학연 협의체 (AI One
Team)와 프로젝트를 통해 AI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상호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참여 스타트업은 프로젝트 당 1천만원을 산학협동재단에서 지원받으며, 지원금은 프로젝트별
PoC(기술검증)에 사용된다.
NO.

과제명

스타트업 X 대기업

1

딥러닝 기반 종합자산관리를 위한 AI모델링, 시스템 고도화

인공지능연구원 X KT

2

조선/정유 현장 AI/메타버스 활용 산업재해 예방 솔루션

MOPIC X 현대중공업

3

시계열 분석을 통한 식음료 제품 수요 예측

모플(mofl) X 동원그룹

4

AI 인증 기반 반려동물 mydata 신규 서비스 (보험, 공간)

10pple X KT

▲
▶

선정된 스타트업은 총 4개 업체이며, 9월
16일(목) 참여기관들은 프로젝트 수행 전
Demoday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종료 후
에는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접수 및 무역협회
와 협업하여 성과창출을 위한 홍보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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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재단은 지난 8월 2021년도 장학생 중,

학교명

학과(학년)

성명

군 휴학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3개교로 부터 3명

광주대

융합소프트웨어학과(3)

임상현

의 신규 장학생을 추천받아 선발하였다. 2학기는

동아대

신소재물리학과(2)

이동은

신규 장학생 3명을 포함하여 39개교 39명의 장학

부산대

재료공학부(4)

박성우

생을 확정하였으며, 총 134백만원의 장학금을 송
금하였다.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학협동재단에
서는 매년 외교부, 기재부와 장학생을 선발하여 체재비 및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UNESCO, UNV, WB, UNHCR에 이어서 UNEP(유엔환경계획) 에 파견할 이고은 장학생을 선발하
였다. 선발 된 이고은 장학생은 10월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제 파견되어 재단의 장학금을 지원받으
며 Green Growth Knowledge Partnership 부서에서 6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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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을 사로잡을 아이템
을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7월 16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팀들은 창업 및 IR(investor relations) Pitching 교육 후 11월 본선대회를 진행 하고, 본선대회
후에는 우수팀을 대상으로 실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IR 을 진행 할 예정이다.

뉴마크

센서와 ICT 기술을 접목한 구조물 통합계측 시스템

강원대학교

메타클래스

메타버스 기반의 어학교육 서비스플랫폼(Meta_Class)

청운대학교

보이스매치

보이스매치

성균관대학교

SEA-RIMP

스테이크형 새우 배양육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엘제이메디케어

고객 맞춤 솔루션 치아미백기

상지대학교

텐밀리그램

Future Factory
피치두

비대면 클라우드 기반 영상 편집 협업
솔루션 위디오(wedeo.io)

실험 계획법 및 머신러닝 기반 소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3D 프린팅 공정 예측
과학자가 노화방지 클렌저를 만들다 머리카락 자라는
부작용을 발견해 만든 탈모샴푸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홍익대학교

허니팟

음성 감정 인식 기반종합 멘탈케어 플랫폼

이화여자대학교

흥부네깁스

반려동물을 위한 스마트 깁스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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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명

주최기관

대회장소

개최일

제12회 2021년도 구조물
내진설계 경진대회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
(온라인 개최)

7.23.(본선)

본 대회는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송출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참가팀들은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모형을 모의 진동 시험을 통해 제작한 구
조물을 평가하였으며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상은
경기대학교의 신뢰와존중(김근오 외3명)팀이 수
상하였다.

대회명

주최기관

대회장소

개최일

2021 국제 S.M.A.R.T. 지속가능
기술 경진대회

적정기술학회

서울대학교
(온라인 개최)

9.10.(대학부)

9월 10일(금) 서울대학교에서 ‘2021 국제 S.M.A.R.T.
지속가능 기술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참여 대
학(원)생 31개팀 113명은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

델, 문제해결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며 예선/본선
을 진행하며 창의성을 겨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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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1일(수), 산학협동재단이 주최하고 대
학산업기술지원단이 주관하는 ‘해외 온라인 인턴
십 프로그램’의 결과발표회가 개최되었다.
해외 실무자들을 멘토로 데이터 기반의 프로젝
트를 수행함으로써 AI, 빅데이터 등의 이해화 응
용을 할 수 있는 우수인재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총 12명이 선발되어 5주 간 프로젝트 및 실무자
특강, 멘토링 을 진행하였으며 12명 전원에게 AI

능력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헤드헌터를 통해 기업
매칭이 이루어졌으며 장기인턴십이나 취
업을 희망하는 참여 학생들은 기업인터뷰
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인터뷰를 진행 한 참여 학생들은 프로젝
트 수행 기반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능
력을 검증 받아 전체 12명 중 50%인 6명이

취업이 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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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동재단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2021 대학생 무역캠프를 개최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변화하는 무역 트렌드를 실무자를 통해 배우며,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역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열띤 성원과 관심으로 조기마감
되었으며 참가자 139명 전원은 4일동안 결석 및 중도포기 없이 32시간의 교육이수를 완료하였다.
무역캠프 교육 진행 후 참가자 전원에게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 한국무역협회 회장 명의로 수료증을 발급하였으며, 6개팀이
우수상(산학협동재단사무총장상, 한국무역협회무역아카데미
원장상)을 수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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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재단빌딩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9(서초동)

재단
법인

Tel: 02-3415-1239 Fax: 02-3415-1245

산학협동재단

E-mail: ksf08@sanhakfund.or.kr

■일반정보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9(서초동)

준공년도

1998년

건물규모

지상 20층, 지하 4층

기준층면적

임대면적 250평 (전용면적 140평)

공조시설

중앙냉난방

엘리베이터

승객용 3대, 화물용 1대

주차조건

특 장 점

16,165㎡(4,890평) [전용율 56%]

● 비영리 공익재단 빌딩
● 지하철 2호선/분당선 더블역세권
● 강남대로변 위치
● 높은 전용율

총 145대(자주식+기계식)
무료 : 1대/50평, 유료 : 14만원/월
● 기둥없는 내부구조
● 사무실 분할 가능
● 24시간 개방
● Valet Parking 시스템

보 증 금

임 대 료

관 리 비

650,000원/평

65,000원/평

33,000원/평

■기준층평면도

■위치도

■문의사항
이승규 과장
사무실: 02-3415-1239
산학재단빌딩

휴대폰: 010-8402-7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