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기업애로기술해결과제 모집공고』

지역 내 인재 양성 및 기업의 신사업 창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DSC 플랫
폼※ 모빌리티 ICT 사업본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년 기업애로기술해
결 프로젝트 랩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
니다.

※ DSC 플랫폼(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이란
: 교육부에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 연계 및 협력으로 이루어진 플랫폼입니다.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DSC 지역의 AI/SW 전공학생들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은 실무중심 실제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지역인재 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운영기관: 주최 -                , 운영 - 
3. 사업기간: 2022년 6월 30일(목)~8월 18일(목), 

         매주 목요일(6H) 총 6회 
4. 진행장소 : 충남대학교(5회) 기업방문 1회 또는 ZOOM 병행
5. 참가대상：대전·세종·충남 지역 참여기업 6개 업체 

  - 학생: DSC공유대학 SW/AI사업단 참여학과 3,4학년 
         재학생 30명(5명씩 * 6개팀)
  - 프로젝트지원: 한국액션러닝협회 코치진(팀당 1명) 
  - 기술지원: 대덕연구단지 기술 연구원 멘토단(ETRI 외)  

6. 주요내용 : AI/ SW 전공학생들이 기업 내 애로기술 또는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업의 실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이 과정 
동안에 기업 현장을 경험하고 실무 중심 역량을 향상



2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대전·세종·충남 지역 중소.중견기업
   ∙디지털기술 전환을 통해 변화혁신이 필요한 기업
   ∙전통산업에 SW/AI기술 접목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업무 효율화, 
     생산성 극대화가 필요한 기업
   ∙신사업 발굴 및 고객 관점에서의 아이템 검증이 필요한 기업
2.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2년 6월 15일(수)까지 (선착순 모집)
3. 기업역할 :
   ∙ 모빌리티 신산업 기술고도화를 위한 당사의 애로기술 또는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과제 제공 
   ∙ 본 사업기간 동안 실무자 멘토 지정 1인 

   (약 2회/회당 2시간 미팅) 
4. 특전 : 
   ∙ 참여기업 회의비 지원
   ∙ 기술연구원 등 전문가 투입으로 실질적인 기술 개발 지원
5.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actionlearning@hanmail.net (한국액션러닝협회)
6. 문의 및 연락처
   ∙ 사업 문의 : DSC 플랫폼 모빌리티 ICT 사업본부 
      (김형숙 PM 010-3654-0466)
   ∙ 신청 문의 : 한국액션러닝협회 (02-624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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