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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0.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 울런공에 위치해 있는 연구중심의 국립
종합대학으로 운영교육과 연구부분에서 호주의 최상위급 대학으로 인정받는
대학.

0. 연구중심 대학, 유연한 학위과정 운영, 학생 위주의 교육, 혁신성과 국제성
을 모토로 운영되는 대학으로 모든 커리큘럼은 문제해결능력과 정보기술, 의
사소통, 팀워크, 비평적 사고에 중점을 두고 구성됨.

0. 호주 대학 중 최초로 학생들에 의
한 강의평가제를 실시한 대학. 졸업을
위해 컴퓨터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교수진들의 교수기
법 과정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
고 있음.

0. 학사학위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학부과정은 경
영학(Business), 공학 및 정보과학(Engineering & Information Sciences),
법학 및 인문학(Law, Humanities & the Arts), 과학(Science), 의학 및 보건
학(Medicine & Health), 사회과학(Social Sciences) 등 5개의 폭넓은 교육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경영학, 회계학, 간호학, 전산학, 아트, 미디어 및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0. 입학생의 30% 이상이 140여 개국의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울런공,
시드니, 두바이에 설립된 캠퍼스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홍
콩, 말레이시아에서 해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드니경영대학원을 통해
서는 다양한 경영학 학사 및 대학원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0. 2015년 기준 울런공 대학교는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의 타임스 고등
교육 세계 대학 평가 및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
위에서 전 세계 상위 2% 대학에 매년 선정됨.

0.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ACSB), ,
Association

of

Commonwealth

Universities

(ACU),

Australian

European Network (AE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ASAIHL), Group of Eight 등의 회원으로 호주 뿐 아
니라 세계적으로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교.

0.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가지고 국내외로부터 유학생 및 연구자들을 유
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유통산업 및 기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의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추진함.

0. 주정부와 협력하여 시 북쪽에 연구개발공간, 즉 Innovation Park를 조성
해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연구단지로 개발하여 대학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주요 성과

0. 저비용 주택 시스템의 새로운 연구로 상용화 호주의 원격 지역 사회는 소
규모 가족 사업체 인 BuiltQuik과 울런공 대학 (UOW), NSW 정부의 지원.
BuiltQuik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

과 중소기업을 모아서 달성 할 수있는 것을 보여줌

0. MMS (Manufacturing Metal Solutions)는 울런공 대학의 도움으로 재활
용 유리를 혁신적인 제품으로 탈바꿈시켰다

0. WOWlongong대학은 Warrigal이 주민들의 전력 요금을 줄이기위한 혁신
적인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이되는 기술과 전문 지식을 어떻게 적용했다.

0. UOW 연구원들이 게임 소프트웨어를 통해 ADHD를 가진 어린이를위한 약
물없는 솔루션을 개발함

0. 울런공대학교 발명품은 전세계 정부가 동시에 온실 가스를 측정하는 데 도
움을 줌

0. UOW BMEA 엔지니어는 영국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와 협력하여 대량 상
품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취급 및 공급을위한 설계를 혁신하는 기술을 개발함.

▣ 혁신 사례

1. Innovation Campus
0. 과거 지역의 중심적 산업이었던 철강 산업 뿐 아니라 21세기 최첨단 산업
인 나노기술과 의료바이오 산업과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년에 설립한 캠퍼스.

0. 2011년에 Property Council of Australia에 의해 국가 혁신 분야에 호주
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및 산업단지로 선정 되었으며, 21세기의 과학, 엔지니
어링 및 사회 문제 등에 대한 솔루션 개발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로 울
릉공대학 내 최고로 인정되는 연구소.

0. 연구공간인 AIIM(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 컨퍼런
스 센터, 국가적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SRC(Sustainable Building
Research Centre),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언스센터가 한 곳에 집적돼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공정 및 비즈니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0.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윤활유 제조사인 CASTROL사와의 산
학협력 연구개발은 대학과 기업의 대표적 파트너십 사례로, 대학과의 공동연
구개발을 통하여 기업은 생산원가를 크게 절감하고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음.

0. 울런공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노베이션은 대학과 국내외 기업 및 지
역 사업자의 파트너십에 의하여 연구실에서의 재료 연구, 공정 및 장치 개발
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상품화 및 비즈니스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호
주 경제 실현에 종합적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것.

호주 국립 해양 자원 및 보안 센터(ANC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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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ccelerate Centre
0. 울런공 대학교 (UOW)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0. NSW주정부는 iAccelerate Centre 건축을 위해 울릉공대학이 소재한
Illawarra(일라와라) 인프라펀드에서 1,650만 호주달러를 지원, Illawarra 지
역이 기존 광업과 중공업 연관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산업이 발
전해 나가는데 iAccelerate Centre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함.

0. 신생 기업, 스케일 업, 사회적 기업 및 기업가가 강력한 교육, 멘토링, 종
자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울런공 대학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젊은 연구 대
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함.

0. 학부생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Pitch프로그램을 통해 상업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다. 이후 학부에서 일정 연구비를 주고 일정기
간동안 입주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줌.
0.우리 지역, 국가 및 세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되는 UOW의 노력의 초석을 마련하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 및 적용 할 수있는 서비스 및 제품을 위한 기술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가를 찾는다.

0. 대학의 프로그램은 배양과 가속을 융합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아이디어
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보다 빨리 시장에 내놓고 잠재 고객을 찾아 성장시키고 문화
를 창출 할 수있는 무한한 역량을 개발한다.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호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이다.

Bangalay는 강당과 도서관과 같은 학습 시설, 온수 수영장을 포함한 대학 건강
및 피트니스 센터, 아름다운 대학 운동장과 가깝습니다. 편안한 식물원 바로 옆에
위치하며 길 건너편에 UOW 보육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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