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해외연수 전문 기업-GBC

미국 대학 & 산학협력 연구기관
해외 연수

➢연수 지역: 미국(LA/샌프란시스코/샌디애고)
➢연수 지역: 3박 5일

1. 연수취지 및 목적

2. 연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설정

3. 연수 진행 FLOW

4. 연수 이동 경로

5. 연수 주요일정

6. 방문예정기관 프로필

대학과 글로벌 기업과의 산학협력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루고 있는 미국 대학의 연구개발 현황 &
지원시스템의 벤치마킹으로 우리 대학 연구개발의 새로운 전환점과 변화와 혁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수
프로그램 제안을 드립니다.

B/M 주요 Point

• 미국 우수 대학 연구 및 연구기관의 R&D 방향
• 기업과 연계한 지원 활동 및 운영사례

R&D 트랜드

대학 연구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해외연수

• 특허, 학술연구, 기술이전 등의 성공요인 분석

성공적인 지원시스템

• 기업과 대학간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 사업화 협력

연구소 네트워크

• 대학간, 기업간, 대학과 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례
• 우리대학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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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가 추진하는 대학 연구 연수 및 활동은 3대 핵심성공요인을 Key Question으로 설정하여, 연수 전기간 동안
일관성을 도모하고 연수 참가자가 연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명확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성과 극
대화를 도모합니다.

핵심성공요인 및 이에 따른 Key Question

명확한 시스템과 독보적 경쟁력으로 성공적
1. 연구소 성과가 우수한 대학

▪ 명확한 발전방향,
전략 실행계획, 혁신
지향적 조직

2. System이 우수한 기관 및 대학
입학자원 전망

연구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의 최고의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은?

3. 지원시설이 우수한 연구소

▪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핵심역량

연구소의 외부 재원 조달 및 한계 극복 지원
▪ 신기술개발/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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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은?

날짜
제1일차
(일)

지역

시간

인 천
샌프란시스코

13:45-17:40

오전
제2일차
(월)

제3일차
(화)
제4일차
(수)

제5일차
(목)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오후

오전
오후

샌프란시스코

오전

LA

오후

LA
샌디에고

오전
오후

세부사항
▣ 출국 : 인천국제공항 → 샌프란시스코
▣ 인프라 탐방 : 금문교/ 베이크로즈/피어 39등
▣ 공식방문 1) Stanford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m(스텐포드
대학 인공지능연구소
(대학과 기업의 협업연구 및 지적 재산권 활용 우수 사례)
▣ 공식방문 2) XEROX PARC (Palo Alto Research Center)
(버클리 대학과 파올 연구 재단의 공동연구개발 센터 )
▣ Daily Assign 평가 & 연수 디브리핑
▣ 공식방문 3) UCLA RoMeLa(로봇 연구소)
(대학 자체 연구개발과 연구센타 운영 사례 )
▣ 인프라 탐방: 파머스마켓, 예술의 전당
▣ Daily Assign 평가 & 연수 디브리핑
▣ 이동 : 샌프란 시스코→LA
▣ 공식방문 4) CITRIS Invention Lab(버클리대 인벤션 랩)
(대학의 연구 인력 육성과 기업연계 연구 개발)
▣ Daily Assign 평가 & 연수 디브리핑
▣ 공식방문 5) UC San Diego of Biological Sciences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 연구 개발 & 산학협력 )
▣ 인프라 탐방: 델 코로나도,씨포트 빌리지,발보아 공원
▣ WRAP UP 평가 보고: 산학협력에 대비한 우리 대학의 방안, 대책 평가

제6일차
(금)

LA

오전
오후

▣ 자료 수집
▣ 귀국 : LA→인천

7일차/(토)

인천

17:40

▣ 인천국제공항 도착
(상기 일정 및 방문예정 기관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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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ford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m(스텐포드 대학 인공지능연구소)
기관 개요
⚫ 설립: 1962년
⚫ 홈페이지 http://ai.stanford.ed
⚫ 90095-1597 Los Angeles 32-117E, Engineering IV
주요특징
⚫

1962 년 창립 이래 인공 지능 연구, 교육, 이론 및 실습을 위한 중
심지로 인공 지능, 로봇 공학, 컴퓨터 과학연구

⚫

최근 연구에서는 구글과 공동으로 개발한 딥러닝을 이용해 고양

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이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연
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

2015년 스탠포드 인공 지능 연구소에서 Audi TTS를 베이스로 만
든 로봇카를 사용해 기존 현역 레이서 기록보다 0.4초 빠른 시간
을 기록, 이 기술을 응용해서 차가 미끄러지는 등의 긴급 상황에

프로 레이서와 같은 운전 조작을 할 수 있게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

2014년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100년에 걸
쳐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 '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egence (AI100)’를 발표하여 장기적인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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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X PARC (Palo Alto Research Center)
기관 개요
•
⚫
⚫

설립: 1970년
https://www.parc.com
주소: PARC, a Xerox company 3333 Coyote Hill Road Palo Alto, CA
94304 USA
연락처: +1 510.664.4448
주요특징

⚫

버클대 캠퍼스 실험실로 세계 수준의 팰로앨토 연구소는 미국 캘리
포니아 주 팰로앨토에 있는 연구 개발 회사이다.

⚫

개방형 혁신을 실천하여 Fortune 500 및 Global 1000 기업에 선정.

⚫

신생 기업, 정부 기관 및 파트너에게 맞춤형 R & D 서비스, 기술, 전문
성, 모범 사례 및 지적 재산권을 제공.

⚫

현재의 연구 분야는 바이오 과학 기술, 청정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센스메이킹, 유비쿼터스컴퓨팅, 롤-투-롤 프로세싱(large area
electronics), 임베디드/인텔리전트 시스템 분야이다.

⚫

4차산업혁명에 앞서 서울대 등 전 세계 많은 대학, 기관, 연구소등이
벤치마킹으로 찾고 있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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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RoMeLa(로봇 연구소)
기관 개요
⚫ 설립: 2003년
⚫ www.romela.org
⚫ 주소: 미국 92161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주요특징
⚫

UCLA의 로보틱스 및 메커니즘 연구소(RoMeLa)는 휴머노이드
로봇 및 새로운 모바일 로봇 운동 전략 연구에 중점을두고 대학원
및 학부생의 로봇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연구소.

⚫

RoMeLa는 또한 'DARPA Urban Challenge‘ 3 위, ‘Humanoid 부문,
세계 챔피언 대회 3 회 연속 우승, '루이비통 컵 Best Humanoid
Award’ 에서 미국 최초로 우승 등 국제 로봇 대회 등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

⚫

무거운 것을 잘 드는 로봇 보다는 가벼운 종이, 과자를 세심하게
집을 수 있는 단테(DAnTE) 로봇은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이 연구실에는 책상과 워크 스테이션이 있는 사무실 공간, 회의실
및 모듈 식 가구, 원격 화상 회의 인프라 및 간이 주방의 시설을
보유.

⚫

학습과 인지능력을 가진 인간형 자율로봇은 미국에서 최초로
자율적으로 걸어가는 이족보행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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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S Invention Lab(버클리대 인벤션 랩)
기관 개요
⚫
⚫
⚫
⚫

설립: 2001년
홈페이지: https://invent.citris-uc.org
주소: 141 Sutardja Dai Hall, Berkeley, CA 94720
연락처: +1 510.664.4448
주요특징

⚫

버클대 인벤션 Lab은 혁신을 위한 캠퍼스 실험실로 세계 수준의
실험실 연구와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회사 및 새로운 산업의 개발
사이의 파이프 라인을 단축하기 위해 설립.

⚫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설계하고 프로토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지식 및 도구를 교수진, 학생 등에 지원하여 고객 및 투자자가
궁극적으로 투구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을 만들어내는데 초점

⚫

버클리대학교의 연구 강점을 활용하여 더 큰 생태계와 혁신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강한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

2001년 설립 된 이후 60 개 이상의 첨단 신생 회사 창립을 지원했으며
기술의 미래를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선구적인 교수진, 학생, 기업
파트너 및 시민 단체를 끊임없이 영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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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San Diego of Biological Sciences
기관 개요
⚫ 설립: 1980년
⚫ 홈페이지: https://biology.ucsd.edu
⚫ 주소: 미국 92161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주요특징
⚫

샌디에이고 대학의 바이오 테크로 미국 최고의 바이오, 생명공학
연구기관.

⚫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의 미국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관이자 산학협력 선도 기관

⚫

세계 최대의 생물 의학 연구 센터 중 하나로 인정받는 대형
라호야 메사 바이오 메디컬 연구 커뮤니티 (La Jolla Mesa
Biomedical Research Community)와 협력을 맺고있음.

⚫

바이오메디칼 산업을 위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세계로 널리
알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과 상호협력관계를 맺어
연구활동 및 개발활동을 촉진시키고 있음.

⚫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

⚫

빅데이터를 위한 질병 예측 및 의약품개발 및 연구벤치마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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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문의 & 상담
GBC 연수프로그램은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 운영됩니다.
해외 연수 협의

♣ 전화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연락해주시면 상담 후,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서를 송부 드립니다.

주제 및 일정 결정

TEL : 02-867-4840
H.P : 010-3869-7347

사전연수 과제배포

♣ E-Mail 문의

해외 연수준비 및 실시

Feedback

평

FAX : 02-867-4841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가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을 성부 드립니다.

연수 결과 정리

kmkgmg@hanmaile.net

연수 담당자
사후평가 및 Follow-Up

최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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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김민기

차

장

문선욱

연 구 원

박은비

사람이 핵심이다!!

본 연수를 계기로 저희 지비산업정보원㈜ 핵심역량이
귀대학의 인재육성과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98 IT캐슬 1동 609-3
TEL: 02-867-4840
FAX: 02-867-4841
URL: www.esrb.co.kr
E-mail: kmkgm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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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지비산업정보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