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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Link U, ICORE) 안내

(UST 산학연협력팀, 2020.3.17.)

□ Link U (Link USTian with Korea, 링크유)

◦ 정의 : 해외시장에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R&D 인력을 UST 외국인 학생 중 

발굴 및 양성하여 채용과 연계하는 ‘외국인 학생-기업 매칭’ 사업

◦ 추진목적 : 국내 최대 비율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인 UST에서 우수 외국인 학생을 

국내기업 취업과 연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R&D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

* UST 재적생의 33%가외국인이며그중 1위는베트남국적임

<참고> UST만의 외국인 인재 양성 체계

ㅇ ‘유치 및 선발’ : 해외우수인재를 선발하는 글로벌 인턴십 등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통해 국내 최대 비율(재적생의 33%)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

* 베트남 재학생의 45%, 인도네시아 재학생의 71%가 본국 TOP3 학부를 졸업한 우수 학생임

ㅇ ‘교육’ :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환경, 생활적응 지원 등 철저한 학사관리를 통해 4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선정 유지 (’16~’19년)

ㅇ ‘사후관리’ : 베트남·인도네시아 KOREA S&T 연합동문회 등 졸업 후 지속적인 동문

네트워크 구축, Link U를 통한 국내기업 취업연계 추진

◦ 참여대상 

- 대상학생 : 한국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UST 외국인 학생 (졸업예정자 우대/졸업생 가능)

- 대상기업 : 해외시장 진출(희망) 기업*

* (진출국가) 베트남,파키스탄,인도네시아,인도․(업종)바이오,에너지,재료,화학 분야우대

◦ 사업절차 : UST에서 참여기업 발굴 후 적합한 외국인 유학생을 매칭, 선발 후

학생 졸업까지 맞춤형 교육 등 최종 채용까지 연계

기업 발굴 학생 선발 교육 채용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희망하는
참여기업 발굴

⇒
선발공고를 통해
취업희망 학생 선발 ⇒

직장매너 교육,
협약기업 단기
인턴십 등 실시

⇒

최종 면접 및 채용
(졸업예정자의
경우 즉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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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RE (Industry CO-operative Research Education, 계약학과)

◦ 정의 :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R&D 인력 양성을 위하여 UST, 스쿨(캠퍼스),

산업체가 3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

◦ 형태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각각 일반전형 정원의 20% 내에서 정원 외 선발)

* 현재 채용조건형 중심으로 운영 중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재교육형 계약학과

산업체가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경비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과정

산업체가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대학에 교육을
의뢰하는 과정

◦ 설치 : 산업체에서 설치 의뢰 후 계약학과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

- 심의과정에서 기업의 정량(재무상태 등) 및 정성요소(인력양성 의지 등)를 종합 판단함

산업체→UST
➡

UST
➡

UST
➡
UST-스쿨(캠퍼스)-산업체

계약학과
신규설치의뢰서 제출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

계약학과 설치 승인
및 교육부 신고

ICORE 운영
3자 협약 체결

 ◦ 교육경비 : UST, 스쿨(캠퍼스), 산업체에서 분담하며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年기준) : 등록금, 학생인건비, 장학금 지원

구 분 UST 스쿨(캠퍼스) 산업체 합 계

등록금(年) - - 500만원 500만원

학생인건비(年)
석사 720만원(月60만원이상) 720만원(月60만원이상) - 1,440만원

박사 960만원(月80만원이상) 960만원(月80만원이상) - 1,920만원

장학금(年)
석사 4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박사 600만원 - 400만원 1,000만원

합 계
석사 1,120만원 720만원 800만원 2,640만원

박사 1,560만원 960만원 900만원 3,420만원

    2) 재교육형 계약학과 (年기준) : 산업체에서 등록금 500만원 지원

      - 재교육형의 경우 등록금 外 학생인건비, 장학금 등 지원경비 없음

* 단, 스쿨(캠퍼스)과 산업체간협의에따라연수장려금등별도교육경비지원가능

◦ 학사관리 제도 :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기업 임원-재학생 멘토링 등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