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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특성화대 통합관리 시스템

*2015년, 2016년 KAIST 단독 운영, 2017년 과기특성화대 공동운영으로 확대

과기특성화대
통합관리시스템

K-School 기업

학생교수

• CUop 프로그램은 Company-University Cooperation의 약자로서 과기특성화대학의 인적·물적 자원과 기업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협력 프로그램

•  실무해결에 기반한 「산학연계형 CUop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별로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과기특성화대학 재학생이 기업을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며, 이를 프로젝트 중심의 정규수업을 통해 문제해결

•  과기특성화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지원 및 창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산학연계 프로그램 진행

• CUop은 Coop 프로그램과 Engineernig-Clinic(융합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으로 구성

•학생 ㅣ 재학생들이 전공에 연관된 실무에서 문제해결 과제를 분석

•기업 ㅣ 관련교육과 함께 창의적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역할을 부여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

“기업의 실무문제 및 애로사항 해결”

융합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중심 정규수업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Engineering-Clinic 과정Coop 과정8주 16주

봄/가을 학기여름/겨울 방학

재학생들이 전공 관련 실습과 동시에 기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 정의

www.cuop.kr

과기특성화대학 CUo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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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program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 2018 겨울방학 과기특성화대학별 학생지원 현황 및 혜택 |

•기업실무와 함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이 필요한 기업(과기특성화대학 학부생의 전공분야 활용이 가능한 기업)

• 기술적 애로사항 및 개선할 문제를 정의된 후 Engineering-Clinic(융합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중심 정규수업)으로 학기 중 
연계 가능한 기업

• 학부생의 실무업무·전공분야 활용에 있어서 연구(근무)환경 조성여부 등 가능한 기업

| 기업 지원 조건 |

참여기업 혜택 : 참여학생 인턴비(장학금) 전액지원 / 과기특성화대 학생지원

학생 지원 조건 및 혜택

※ 대학별 인턴기간은 기업상황에 따라 상이함.

기업 지원 조건 및 혜택

지원인원 기간 지원대상 대학별 주요 사항

10명
2018. 12. 17 

~
2019. 02. 08

3/4
학년

• 지원 대상 : 산업체 인턴십 학점부여 가능학부생 / 
                       융합캡스톤디자인 기수강자 및 수강예정자 우대
• 학점 지원 : 3학점 부여(8주 기준)
• 인턴비 지원 : 4백만원(8주 기준) “세전금액” / 프로그램 종료 후 지급

지원인원 기간 지원대상 대학별 주요 사항

00명
겨울학기
미참여

2/3/4
학년

• 지원 대상 : 기업가정신 융합부전공 교과목 이수자 우대 / 
                       교내외 창업프로그램(경진대회 등) 참가자 우대
•  학점 지원 : 3학점(8주 기준) / 최대 4학점 인정 /
                       인턴십 4학점 초과 시 졸업학점 인정불가(별도 졸업학점 서약서 제출)
• 인턴비 지원 : 4백만원(8주 기준) “세전금액” / 프로그램 종료 후 지급

지원인원 기간 지원대상 대학별 주요 사항

15명
2018. 12. 24 

~
2019. 02. 15

2/3/4
학년

• 지원 대상 : 창업 관련 교과목 기수강자 우대

• 학점 지원 : 학점 부여 불가

• 인턴비 지원 : 4백만원(8주 기준) “세전금액” / 출근서, 평가서 등 확인 후 4주 2회 지급

지원인원 기간 지원대상 대학별 주요 사항

60명
2018. 12. 17 

~
2019. 02. 08

3/4
학년

• 지원 대상 : 인턴십 학점부여 가능 학부생 / 융합캡스톤디자인 기수장자 우대

• 학점 지원 : 학점(8주 기준) / 학점 및 졸업연구 대체 인정 (신청 전 소속학과 필히 확인)

• 인턴비 지원 : 4백만원(8주 기준) “세전금액” / 프로그램 종료 후 지급

지원인원 기간 지원대상 대학별 주요 사항

15명
2018. 12. 24 

~
2019. 02. 15

3/4
학년

• 지원 대상 : 인턴십 학점부여 가능 학부생 /
                      융합캡스톤디자인(1순위) 및 창업 관련 교과목 기수강자 우대
• 학점 지원 : 3학점 부여(8주 기준)
• 인턴비 지원 : 4백만원(8주 기준) “세전금액” / 프로그램 종료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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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program(산학협력 인턴십) 프로세스

| 참여기업 |

| 참여학생 |

신청기업 신청학생 선정기업

회원가입 지원자 열람회원가입

채용정보 입력 전화 인터뷰 면접이력서 / 자기소개서 작성

승인 요청 지원자 선택기업검색 / 관심기업 등록

※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기업정보를 
통해 1차 선정평가 진행

※  최종선정은 신청학생이 지원한 
기업만 가능 합니다.

기업/학생 모집 프로세스

프로그램 진행 프로세스

(프로그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18 겨울학기 대학별 학생 참여 기간 (8주간) |

•2018. 12. 17~2019. 02. 08 : KAIST, UNIST

•2018. 12. 24~2019. 02. 15 : GIST, DGIST

기업 모집
홍보

10. 01
~
10. 19

기업 모집
및 접수

10. 22 
~ 
11. 02

기업 
1차 평가

11. 05
~
11. 06

학생 모집
및 접수

11. 07
~
11. 23

최종 매칭
현황통보

12. 03
~
12. 05

2018 겨울학기 CUop 프로그램 추진 일정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참가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최종결과
보고서

아이디어 도출 보고서

1차(4주) 2차(8주)

참여학생
출근부 확인(매일)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프로그램 약관
(협약서)동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학생 평가서

www.cu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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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간에 맨 위에 놓아 건축물을 완성하고 지지하는 캡스톤(관석)의 의미를 도입하여, 전공 

과정을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전공 교육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과목

융합캡스톤디자인이란?

산학협력 인턴쉽(CUop)

기술사업화
or
창업

기업 학생

교수

문제의뢰 프로젝트
기반 수업

문제 정의

특허 /
발표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디자인 /
설계

시제품 제작

비지니스
모델

기업

융합팀 구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제 운영

다양한 전공의 
교수 지도를 통한
융합전문성 함양

산업현장 실제문제 
해결을 통한 

시스템 설계 교육

과기특성화대학 융합캡스톤디자인 구성

<한국어 강의>

•디자인 문제 정의 및 공학적 사양 결정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

•특허와 발명 및 출원

•발표기술 및 보고서 작성법

<디자인 및 구현>

•팀 미팅을 통한 디자인 및 제작

•지도교수 주간 미팅

•주제별 전문가 피드백

•산업체 디자인 및 구현 협력

참여학생 혜택 : CUop(산학협력) 인턴십 신청시 우선권 부여

‘융합캡스톤디자인’ 이란?

참여대상 : 3, 4학년 학부생 누구나 ※ 과기특성화대학별 참여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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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Clinic program

•시제품 개발비 팀별 지원(예산 범위 내) 

•특허출원 및 사업화 지원 (특허출원은 참여기업과 협의 후 단독 or 공동으로 진행)

•시제품 개발비 팀별 지원(예산 범위 내) 

•특허출원 및 사업화 지원 (특허출원은 참여기업과 협의 후 단독 or 공동으로 진행)

| 최종 선정기업 주요 역할 |

•담당교수/팀학생(4~6명)과 개강 시점 오리엔테이션 진행

•1차, 2차, 최종발표회를 참여하여 팀별 기술적 개선사항 피드백 및 평가에 참여

•참여기업 관계자(담당자)는 기술적 부분의 팀별 멘토 역할로서 적극적인 참여

기업 선정 프로세스

학생 지원조건 및 혜택

참여기업 지원

구분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참여
학생

•3학점 부여

• 전공선택 or 졸업
연구인정

  (소속학과 필히 확인)

•3학점 부여 • 과목 개설 중 • 과목 개설 여부에 
따라 참여 가능

   (소속학과 필히 확인)

•3학점 부여

•Coop 프로그램(산학협력 인턴십) 신청 후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부분 별도로 제출
    (별도로 신청한 경우 선정 대상기업으로 우대)

•참여 학생의 1차, 2차 아이디어 도출 보고서를 확인 후 기업 선정
    (아이디어 도출보고서 제출 시 기업 담당자와 협의 후 제출 요망)

•Engineering-Clinic(융합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중심 정규수업)만 신청 가능

기업신청 방법

Coop 참여기업
주제 도출 

담당교수

1차 평가(모니터링)
수강학생

최종선호도 조사
최종선정
(개별통보)

융합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중심 정규수업



2018 봄학기
과기특성화대 융합캡스톤디자인 운영 성과 

한국과학기술원

01. 체성분측정의 일상화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상  /  (주)인바디

02. 논리코딩 학습용 허니콤블록코딩 개발  /  (주)미래융합정보기술 

03. VR Eye-Tracking을 이용한 난독증 위험도 검사  /  (주)비주얼캠프

04. 수경재배 양액관리 자동화 시스템  /  상상텃밭(주)

05. 중급 골퍼의 방향성 개선을 위한 골프헤드 개발  /  (주)아화골프에스앤지

06.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고거래 내 사진 위·변조 방지 솔루션 개발  /  (주)차칵

07. 스피치 피드백을 위한 웹 서비스 개발  /  (주)하얀마인드

08. 폭발물 탐지견 원격 제어 기술 개발  /  (주)호모미미쿠스

09.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안전 목욕 의자 개발  /  와이비소프트(주)

10. 휴대형 라디에이터의 폭발 및 화재 사고 안전 장치 개발  /  (주)포시

11. 초음파 카메라를 이용한 산업용 가스 누출 탐지기 개발  /  (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

12. 인체 유래 증거물 검출을 위한 모바일 기기 부착 촬영 시스템 개발  /  (주)아이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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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2018 봄학기
과기특성화대 융합캡스톤디자인 운영 성과 

• 보이지 않는 신체의 내부적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여러 체성분 측정기를 개발

• 사람들에게 조금 멀게 느껴지는 <체성분 측정>의 일상화를 위해 웨어러블 밴드형 제품 

‘Inbody Band 2’를 출시

• 현재 제품의 착용성이 불편하다는 점과 체성분 정보를 실제적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연동시키지 못한다는 문제 발생

•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최대한 바꾸지 않고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쇼핑 카트 

이용, 체성분 정보 활용으로 개인 맞춤형 식료품 및 건강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 구상

개발자   김유천(생명화학공학과•지도교수) / 조인성, 김관동, 김진영, 김현준, 이찬, 이한솔(학생) 

기업명  (주)인바디

체성분측정의 일상화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상

• ‘유아·초등학교 코딩 교육 콘텐츠 및 디바이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회사

• 코딩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초창기 단계

• 하드웨어 기반 논리학습용 코딩교육 블록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여러 콘텐츠들과 호환 

가능한 허니콤 형태의 블록 디바이스 개발 및 데모 콘텐츠를 제안

개발자   김명석(산업디자인학과•지도교수) / 김진엽, 임휘준, 최덕규, 장창환, 황학선(학생) 

기업명  (주)미래융합정보기술

논리코딩 학습용 허니콤블록코딩 개발

VR Eye-Tracking을 이용한 난독증 위험도 검사

• ‘VR 장비의 Eye-Tracking을 통한 난독증 진단’을 목표로 하는 회사

• 시선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하는 단계

• 시선 데이터를 분류 후 난독증 증상과 비교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난독증 

위험도 검사’에 기반이 될 핵심 기술로 제안

개발자   한동수(전산학부•지도교수) / 임창언, 김준영, 정해준, 김태균(학생) 

기업명  (주)비주얼캠프

수경재배 양액관리 자동화 시스템

• 24시간 균일한 환경 제어가 가능한 수경재배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적의 상품을 
수확하는 스마트팜 농업경영체

• 양액의 단일 이온 농도 측정이 곤란하여 주기적으로 양액 전체를 교환하고 있어 인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 양액 속 개별 이온 농도를 24시간 TRACKING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함과 더불어 기업의 최종 목표 중 하나인 전 시설 인공지능 

관리체계의 기반이 될 기술을 제안

개발자   남윤성 (신소재공학과•지도교수) / 김민근, 김수림, 김현준, 이하영, 황의경(학생) 

기업명  상상텃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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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여 영상 및 사진 자료를 암호화해 정보를 보다 신뢰성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

• ‘데이터의 해시값을 이용한 위·변조 방지 Ethereum Smart Contract API’ 기술 보유

• ‘중고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성 확보’에 기반이 될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진 위·변조 및 도용 방지 솔루션’ 개발

개발자  이충환(K-School•지도교수) / 김대환, 송지용, 김준형, 김철민, 전혜성(학생) 

기업명  (주)차칵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고거래 내 사진 위·변조 방지 솔루션 개발

2018 봄학기
과기특성화대 융합캡스톤디자인 운영 성과 

중급 골퍼의 방향성 개선을 위한 골프헤드 개발

• 골프채 개발의 대부분은 비거리 향상에만 초점을 둠

• 대부분의 중급 골퍼들은 방향성에 고질적인 문제를 앓고 있으며, 이는 자세교정만을 

통해 해결하기 힘듦

• 방향성을 개선할 수 있는 드라이버 헤드의 구조를 개발하여 골퍼의 연습량과 심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골프채를 제작

개발자   유경식(전기및전자공학부•지도교수) / 김형석, 김호장, 오상윤, 장성현, 박지현(학생) 

기업명  (주)아화골프에스앤지

• 현재 전 세계에서 개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폭발물 탐지 과정에서 탐지견을 사용

• 개는 지시대명사 학습이 어려워 탐지견을 다루는 핸들러가 함께 동행해야 하고 폭발물 

탐지 중 위험 발생

• 학생들은 폭발물 탐지견의 원격 제어를, 기업은 원격 제어 중 시야 정보를 수집하는 

영상처리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

개발자  송나옥(전기및전자공학부•지도교수) / 이기철, 김종호, 김민직, 김성헌, 박정수, 강홍구(학생) 

기업명  (주)호모미미쿠스

폭발물 탐지견 원격 제어 기술 개발

• ‘실질적인 영어 공용화 실현을 위한 영어 학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목표로 

하는 회사

• 음성을 인식하고 가공하는 기술 필요

• 음성을 분석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 발화자의 스피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웹 

서비스 개발 목표 진행

개발자   안성태(K-School•지도교수) / 여지훈, 정우성, 이철민, 임정욱, 임창준(학생) 

기업명  (주)하얀마인드

스피치 피드백을 위한 웹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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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봄학기
과기특성화대 융합캡스톤디자인 운영 성과 

• 캠핑 및 화물차용 500W급 소형 난방기를 개발하는 회사

• ‘라디에이터 방식’을 이용하여 건조함이 덜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 전기요금이 

절약되나 폭발과 화재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어 협소한 실내에서 작동되는 만큼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됨

• ‘라디에이터 폭발 및 화재 사고를 막는 안전장치’를 개발하여 ‘제품 내부 압력’ 및 ‘순환 

유체 양’ 센싱을 통해 라디에이터 작동을 제어

개발자  윤준보(전기및전자공학부•지도교수) / 김윤성, 김태수, 위영선, 김나루(학생) 

기업명  (주)포시

휴대형 라디에이터의 폭발 및 화재 사고 안전 장치 개발

• UI/UX를 바탕으로 낙상 방지 의료용 기구를 개발하는 회사

• 고령사회에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목욕 의자를 사용자 친화적이고 낙상 

위험이 줄도록 설계 및 개발하는 것을 목표

• 대전성모케어센터를 리빙랩으로 활용, 유기적 기울기 조절로 낙상을 방지하고 비사용 

시 접어놓을 수 있어 보관이 용이한 ‘안전 목욕 의자’를 개발

개발자  최문정(과학기술정책대학원•지도교수) / 구민우, 김민기, 김수현, 염규성, 남경식, 한민호(학생)

기업명  와이비소프트(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안전 목욕 의자 개발

• 소음 및 진동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 빔포밍 기술과 초음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음원의 위치를 탐지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음향 가시화 기술 보유

• 이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 누출 탐지를 할 수 있는 초음파 카메라를 제작하였으나 

장비를 들었을 때 손목에 많은 무리, 이에 따라 카메라용 보조 장비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

개발자  배석형(산업디자인학과•지도교수) / 조훈희, 김진욱, 안창민, 김이현, 김진호(학생) 

기업명  (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

초음파 카메라를 이용한 산업용 가스 누출 탐지기 개발

• 국내 최초 과학수사 기기 전문기업

• 가장 최근 초고속 지문 촬영기인 ‘X-rime Velox’를 개발

• 인체 유래 증거물 검출을 위한 효과적인 과학수사 장비 개발을 목표, 과학수사의 

효율성 및 신뢰성 극대화를 위해 모바일 기기에 부착하여 촬영 가능한 과학수사 기기 

개발

개발자  이익진(기계공학과•지도교수) / 유병준, 박찬영, 양동욱, 양찬희, 임광혁(학생) 

기업명  (주)아이디에스

인체 유래 증거물 검출을 위한 모바일 기기 부착 촬영 시스템 개발



2018 봄학기
과기특성화대 융합캡스톤디자인 운영 성과 

광주과학기술원

01. 2㎧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주)쏠락

02. 고분자 전구체를 이용한 고성능 방열 박막 소재 제조  /  (주)퓨리파이테크노

03. 스마트 IoT 용기 개발  /  (주)제이투모로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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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고분자 전구체를 이용한 고성능 방열 박막 소재 제조

스마트 IoT 용기 개발

• 산업 안전분야 솔루션 전문 기업

• 기존 피팅용 투명 락 디바이스 제품의 모든 문제점을 개선한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성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

• 가스 누출 등과 관련된 안전 분야에서 필요한 저속의 풍속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인 저속의 일정한 바람을 생성할 수 있는 장치를 제안함

• 신소재 전문 개발 기업

• 전기 방사를 이용한 나노 섬유 필터 제조

• 유연한 특성과 고효율 방열 효과를 보이며,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방열 필름을 

제작하여 경량 및 가공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는 고방열 소재의 제조 방법을 제안함

• VR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 다양한 센서를 통한 보관 음식 정보를 사용자의 스마트디바이스에 연동되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음식으 보관기간 및 상태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제안함

개발자  김동준(혁신기업가교육센터•지도교수) / 박태규, 손찬영, 손시형(학생) 

기업명  (주)쏠락

개발자  김동준(혁신기업가교육센터•지도교수) / 이윤기, 이관원, 김현일, 유하영(학생) 

기업명  (주)퓨리파이테크노

개발자  김동준(혁신기업가교육센터•지도교수) / 황성주, 곽성경, 백으뜸, 오주영(학생) 

기업명  (주)제이투모로우원

과기특성화대 융합캡스톤디자인 운영 성과 

2018 봄학기



14 • 기업의 현실적 문제 해결 및 미래 가능성 제안을 위한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KAIST 연도별 지원현황 및 성과

※ 2018년 현재 특허출원 KAIST 단독 26건 / 기업공동 출원 26건

•기업현황

•학생현황

신청 선정

151(겨울)

36(겨울)
74(여름)

43(여름)

225

79

2015-16 겨울/여름방학
2회

신청 선정

111
52

2016-17 겨울방학
1회

신청 선정

194

51

2015 여름방학
1회

Coop 프로그램 운영현황

Engineering-Clinic(융합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프로그램 운영현황

학생

•2015 봄학기 21명 (5팀) •2015 가을학기 24명 (6팀)

•2017 봄학기 55명(10팀) •2017 가을학기 72명(13팀)

•2016 봄학기 30명 (6팀) •2016 가을학기 23명 (5팀)

•2018 봄학기 61명(12팀) •2018 가을학기 60명(13팀)

기업

•2015 봄학기 5  개사 •2015 가을학기 6  개사

•2017 봄학기 10  개사 •2017 가을학기 7  개사

•2016 봄학기 6  개사 •2016 가을학기 5  개사

•2018 봄학기 12  개사 •2018 가을학기 13  개사

신청 선정

132

60
71(겨울)

61(여름)
30(겨울)

30(여름)

2015-16 겨울/여름방학
2회

신청 선정

77

34

2016-17 겨울방학
1회

신청 선정

104

33

2015 여름방학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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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현황

•  학생현황

과기특성화대 지원현황 및 성과

구분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2017
여름 109 71 12 12 27 24 76 29 26 26

겨울 239 69 37 15 17 14 - - - -

2018 여름 192 60 29 15 27 21 81 24 34 29

구분 공동모집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2017
여름 209 43 7 13 21 16

겨울 139 58 7 8 - -

2018 여름 200 46 10 10 16 15

과기특성화대 융합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운영현황

GIST •2017 가을학기 12명 (3팀) •2018 봄학기 11명 (3팀)

UNIST •2017 가을학기 8명 (2팀)

POSTECH •2017 가을학기 9명 (2팀)
학생

기업

GIST •2018 봄학기3  개사 3  개사•2017 가을학기

UNIST 1  개사•2017 가을학기

POSTECH 2  개사•2017 가을학기



capstoneexpo.kaist.ac.kr www.cuop.kr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8 3층 / K-School운영팀
정복교•kaiser0416@kaist.ac.kr•042-350-6444, 6441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44919 / 기업혁신센터
이상정•sjlee@unist.ac.kr•052-217-1583

울산과학기술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77 무은재기념관 2층 / 산학협력팀
최인호•ihchoi25@postech.ac.kr•054-279-4474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 혁신기업가교육센터
김동준•djkim315@gist.ac.kr•062-715-2792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 학부팀
임유정•ujung428@dgist.ac.kr•053-785-663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