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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학과, (주)SIST와 IT인력양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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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가 국내 굴지의 (주)SIST(구. 쌍용정보통신)과 손을 잡고 IT산업의 국내인력 및 일본 진출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20일 협약했다. 

 
우석대는 (주)SIST 강남교육센터에서 노경환 사장과 김수환 상무를 비롯해 우석대 윤여창 정보보안학과장 등 양

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T 인력양성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앞서 우석대와 (주)SIST는 사전협약을 통해 교과교육과정과 연계한 IT현장연수과정에 4명이 무료 연

수중이며, 오는 5월 중 일본IT취업특별연수과정에 10여명의 학생을 추가로 선발 파견할 예정이다. 일본IT관련 연

수과정은 정부와 (주)SIST, 일본취업예정업체에서 교육비 전액을 부담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한 주요협약 내용은 △학생들의 현장교육 및 취업지원 △IT산업 관련 동향 및 조사, 분석자료 교환 △연

구 및 실험시설의 공동 활용 등이다. 

 
우석대 정보보안학과는 지난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10개의 유수 선도기업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교육, 
취업 지원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석대 윤여창 정보보안학과장은 “이번 체결을 통해 일본 IT업계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다”라며 “국내 최대 단일 

정부지원 IT과정을 갖추고 있는 SIST와 손을 잡고 야심차게 추진해 최고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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