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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준 희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1. 개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기술,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 개발과 제조업이 

사이버물리시스템으로 연결되는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학의 역할 강화 요

구에 맞춰 2017년 12월 교육부가 LINC사업을 수행중인 전국 55개 학을 상

으로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 학(이하 ‘혁신선도 학’) 선정을 추진하였다. 이

는 4차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 분야에 응하는 융합지식과 4C역량(비판적 사

고력<Critical Thinking>, 소통능력<Communication>, 창의력<Creativity>, 협업

능력<Collaboration>)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 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학 최종 심사 결과, 전국 5개 

권역별로 1개 학 이상이 포함된 총 10개 학이 선정되었으며, 2018년 3월 

단국 학교는 수도권 권역 혁신선도 학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본고를 통해 

단국 학교 혁신선도 학 사업의 개요와 지난 일 년간의 사업성과를 소개하고

자 한다.

2. 단국대학교 혁신선도대학 사업 개요

단국 학교 혁신선도 학 사업단은 기계공학과를 주관학과로 건축공학과

와 토목환경공학과의 참여학과로 구성되어 ‘초연결 스마트 사회기반산업’ 분

야 미래인재인 4C와 4D역량(디지털도구 활용능력<Digital Tooling>, HW-SW융

합능력<Dual Linking>, 디자인씽킹능력<Design Thinking>, 의사결정능력<Decision 

Finding>)을 지닌 Maker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단은 초연결 스마트 사회기반 산업 4D-Maker 양성을 목표로 학교

육과 재직자교육을 연계한 UNITY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환경에서는 첨단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4D 역량 중심의 실습실(4D Studio)과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교육지원 시스템인 D-Bank를 구축할 예정이며, 학생의 성장 과정 (Rookie- 

Partner-Maker)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4C-4D 역량 배양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선도적인 학교육의 노하우를 재직자 교육에 연결하여 신산업 분야의 

평생 교육 체계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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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국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산학협력 발전계획을 반영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그림 2 대학과 산업체가 대학교육과 재직자교육에서 무한히 연결된 모습을 상징화한 UNITY 교육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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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은 3개학과 4개 트랙(표 1)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2018학년도 신입학생을 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

하고 있다. 혁신교육인증(4D-Maker 교육인증) 프로그램

은 기존 참여학과별 공학교육인증(기계공학, 건축공학, 

토목환경공학)과 중복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비교과활동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비교과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관심분야별 커리큘

럼에 한 의견, 멘토링 및 특강, 세미나 참여실적을 인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전공 및 교양으로 구성

된 교과과정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에 필요한 

학습, 진로 및 상담, 취·창업 역량 향상관련 비교과 활동에 

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

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3. 2018년도 단국대학교 혁신선도대학 사업 
프로그램

2018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본 사업단의 2018

년도 프로그램은 크게 8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수행되

었으며, 사업수행 첫해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사업주체

인 교수, 학생, 재직자가 참여한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이중 표적 3개의 행사를 본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1. 캡스톤디자인

1-1. 캡스톤디자인 시작품 전시회(2018.06)

1-2. 캡스톤디자인 설계 발표회(2018.12)

2. 현장실습

2-1. 하계현장실습(2018.06~2018.08)

2-2. 동계현장실습(2018.12~2019.02)

3.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특강(2018.06-2018.12)

4. 혁신 교육 및 교수법 특강(2018.06-2018.12)

5. 학생 실천역량(4D) 역량 강화 프로그램

5-1. 캡스톤디자인 설계 특강(2018.10)

5-2. 캡스톤디자인 멘토링(2018.10~2018.11)

5-3. 디자인교과 실천역량 강화 특강

(2018.10~2018.11)

5-4. 4D 어드벤처 디자인 챌린지(2018.11)

5-5. Winter Making School(4D-Maker 실천역량 강화)

(2018.12~2019.02)

5-6. 동계방학특강(전공교과 실천역량 강화 프로그램)

(2018.12~2019.01)

6. 멘토링데이(2018.11.)

7. 디자인교과 해외(NTU, 싱가포르) 연계 교육(2019.01)

8.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2018.10~2019.01)

3.1 4D 어드벤처 디자인 챌린지

핵심실천역량(4D)의 하나로 제시한 듀얼 링킹(HW-SW 

Dual Linking) 역량을 체크하여 혁신교과 개발에 참고하고

자 ‘4D 어드벤처 디자인 챌린지-4D 듀얼 링킹(HW-SW 

Dual Linking) 역량 경진 회’가 사업단 참여학과 재학생

을 상으로 2018년 11월 8~9일 I-다산 LINC+사업단 

Maker Space에서 개최되었다. ‘농구’를 종목으로 선정하

여 농구 로봇을 제작하여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참가학생

표 1 혁신교육과정에 따른 4D-Maker 혁신선도대학 인증트랙

구분 내용

스마트제조 트랙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이버물리(CPS)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제품제조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툴링 기술을 지닌 융합형 인재 양성
⋅디지털 툴(CAD, CAE, CAM)을 활용한 설계 이론/실습 및 현장실습/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스마트공장 트랙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을 공장에 접목한 신개념 생산기술 구현할 수 있는 융합 인재 양성
⋅MES, ERP 등을 포함하는 기업 솔루션과 IoT, 센서, 빅데이터 등 공장자동화/지능화 관련 교과목 및 현장실습/프

로젝트 교과목 운영

스마트토목 트랙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건설 현장의 모든 안전과 공정, 품질을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지닌 융합형 인재 양성
⋅스마트 IoT, 첨단토목시공학, 사이버물리진단 등을 활용한 설계 이론/실습 및 현장실습/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스마트빌딩 트랙

⋅ICT 기술이 건축, 통신,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등에 융합된 첨단 건물(스마트 빌딩)을 구현할 수 있는 융합 
인재 양성

⋅스마트빌딩설계, 제조환경과 에너지, BIM 활용 건축 및 시공 등을 활용한 설계 이론/실습 및 현장실습/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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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V3 기반 교육용 로봇 제작 경진대회

들이 로봇 키트와 프로그래밍 SW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HW와 SW를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도록 하여 4D 듀얼 링킹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3.2 멘토링데이

본 사업단의 참여학과 교수와 재학생, 그리고 현 모비

스, 우건설, 동원파츠 등 32개 참여기업에서 온 임직원

을 포함하여 3백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멘토링데이 행

사가 2018년 11월 16일 단국 학교 학생극장에서 개최되

었다. ‘교류의 場’ 행사에는 혁신선도 학 사업 주관학과

인 기계공학과의 캡스톤디자인 및 스마트제조와 스마트

공장 분야 참여기업의 제품 전시가 있었고, 주관학과인 

기계공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펼쳐진 ‘교육의 場’에서는 

혁신교육과정에 한 설명과 공학멘토링이 진행되었다. 

이어 펼쳐진 ‘만남의 場’ 행사에서는 사업단에서 주관한 

4D 어드벤처 챌린지 로봇농구 회 우수팀과, 하계방학 

중 참여기업 상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우수 체험 

수기를 작성한 학생들에 한 시상이 있었다. ‘산학의 場’

에서는 사업단 참여학과 교수들과 참여기업간의 혁신교

육 자문단 간담회와 스마트토목 협의체 및 스마트건축 

협의체 발 식 행사가 있었다. 한편, 재학생을 상으로 

한 ‘취업의 場’에서는 ‘나를 세상과 연결하라’라는 주제로 

취업멘토링이 있었으며, 이어 펼쳐진 ‘도전의 場’에서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소개와 더불어 현 모비스를 비롯한 

우수 참여기업의 멘토링이 있었다. 4D-Maker 인재 양성을

그림 4 4차산업혁명 분야 우수공학자와의 미래비전 동향 

공유행사

위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학 멘토링데이를 통해, 인

재 양성의 트리플 구성원(산업체 전문가-학생-교수)이 함

께 만나 사업단에서 준비 중인 창의 설계 엔지니어링 SW 

협력 프로그램과 클라우드 기반 교육지원 시스템인 

D-Bank 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산업체와 학이 함께 

산업현장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였다.

3.3 디자인교과 해외(NTU, 싱가포르) 연계 교육

4차산업혁명 선진국인 싱가포르의 주요 학과 교육

기관 방문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우수 시스템 체험 및 

학습을 2019년 1월에 5일 동안 진행하였다. 본 행사를 

통해 참가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 동향을 파

악하고 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산업

체 방문 및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글로벌 IR 모의 평

가, 세미나 등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문화 경험 등 해외 

경험을 쌓았다.

4. 결 언

2022년 2월까지 진행될 단국 학교 혁신선도 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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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초연결 스마트 사회기반 산업 발전을 이끌 디지털 

트윈 4D-Maker 인재를 배출하고, 학 시설 면에서도 초지

능·초연결·초융합 기반 스마트 캠퍼스 구축 및 4차 산업혁

명 전초기지를 구축할 것이며, 학의 발전전략, 여건 분

석 등에 따른 IT+CT 특성화 및 스마트 융합 All-in-One 캠

퍼스를 완성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통해 4차산

업혁명시 의 학교육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본 사

업단은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그림 5 싱가포르 난양공대(NTU)에서의 학생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