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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대학교(총장 라종일)와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원장 이재찬)는 12일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통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IHD)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서동석 산학협력단장과 윤여창 정보보안학

과 교수 및 재학생을 비롯해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이재찬 원장과 손병철 과장 등 양측 관계자 30여명이 참

석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IHD와 정보보안학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교육 활성화 및 IT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국가공인 인터넷정보관리사, 리눅스마스터 등 정보통신기술자격(IHD․CP) 검정을 통한 교육생들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학습능력 제고 △단체검정을 통한 정보통신기술자격 검정 준비에 대한 편리성 및 효율성 

증대 △학생들의 현장교육 및 취업지원 △기타 양 기관의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이다. 

  

 서동석 우석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날 협약 체결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미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 기술 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우석대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성

과와 기술력을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우석대학교 정보보안학과는 올해에도 쌍용정보통신과 산․학 협약을 맺는 등 12개가 넘는 유수 IT 선도 기업체들

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교육, 취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해 설립된 정보통신

부 산하 법정단체로서 자격검정, 인재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한 IT인재 육성으로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

화하고자 설립된 정보통신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다. 

▲ 양 기관의 협약 후 기념촬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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