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대학교 LINC+ 관련소식

“경남대, 메이커 스페이스 우수기관 선정" “경남대, 경상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http://inews.kyungnam.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8
http://inews.kyungnam.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7


경남대학교 LINC+ 관련소식

“경남대, 정은희 교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장 수상" 

https://linc.kyungnam.ac.kr/board/board_view.aspx?c=news&ca=&mode=&page=1&n=155&stype=&svalue=&th=15000&dep=0


경남대학교 LINC+ 관련소식

“경남대, ‘마을-대학 공동체 협력사업

성과 공유회’서 장려상 수상" 

“경남대, 2019 글로벌 창업캠프 개최" 

https://linc.kyungnam.ac.kr/board/board_view.aspx?c=news&ca=&mode=&page=1&n=153&stype=&svalue=&th=14800&dep=0
https://linc.kyungnam.ac.kr/board/board_view.aspx?c=news&ca=&mode=&page=1&n=156&stype=&svalue=&th=15100&dep=0


타대학 LINC+ 관련소식

“한국교통대, ‘산학협력 친화의 날’ 개막”

“전북대, 전주문화재단과 ＇지역문화 발전＇ MOU”

“전북대, LINC+, 기술교류회 개최”

“한국교통대, 충주시와 바이오헬스 협력사업 세미나 개최”

“한양대, 창원남산고 대상 '한양융합공학 캠프'”

http://news1.kr/articles/?3829012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88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592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1053400848?input=1195m
http://www.breaknews.com/707777


타대학 LINC+ 관련소식

“한국해양대, 주요 재정지원사업 성과 공유”

“조선대, 광주그린카진흥원과 '광주형일자리 인재 양성' MOU”

“충북대, 유레카 동계 창업 캠프 운영”

“충북대, 대만에서 글로벌 창업캠프 진행”

“동아대, 마을쌈지공원 도시재생 프로젝트 성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456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130001125
http://www.breaknews.com/707376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5803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7508


타대학 LINC+ 관련소식

“대전대, 적정기술 선도 프로그램 진행”

“창원대, ‘산학협력 성과 공유회’ 개최”

“전주대, '소셜 벤처 크라우드펀딩' 창업캠프 개최”

“동아대, 초단편 소설집 '生을 두드리는 울림의 글쓰기' 발간”

“대전대, '한국-네덜란드 리빙랩 네트워크 출범식' 참가”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13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52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73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3_0000897771&cID=10899&pID=10800


타대학 LINC+ 관련소식

“한서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청춘사진 제작' 프로젝트 추진”

“한서대, 세계 무대에서 우수성을 입증하다”

“부경대, ‘2019 PKNU 산학협력 FAIR’ 개최”

“전주대, 전북기업 유럽 진출 돕고 ‘한국 전통문화’ 알린다”

“전북대, 산업안전 분야별 사고 예방 설계 제공”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55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5584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35417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5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476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타대학 LINC+ 관련소식

“건국대글로컬, 충주시와 ‘반려동물 돌봄 문화교실’ 운영”

“한림대, 2019 산학협력 성과확산 세미나 개최”

“조선대, 동구청과 시민 대상 4차 산업 ICT교육”

“동의대, KOMERI와 해양데이터 활용 협력”

“대구한의대, 바이오뷰티 산업 산학협력 포럼 개최”

http://www.breaknews.com/707047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29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1_0000904172&cID=10899&pID=10800
https://www.etnews.com/20200129000303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5588


타대학 LINC+ 관련소식

“동아대,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과제 및 성과보고회’ 개최”

“대구한의대, 지역 시니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대전대, 동남아에서 적정기술 선도 프로그램 운영”

“원광대, 제2차 LINC+위원회”

“대구한의대, 주거환경 개선 현장실습 ‘호응’”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262
http://tk.newdaily.co.kr/site/data/html/2020/01/30/2020013000229.htm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1_0000895472&cID=10899&pID=10800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8962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39640


타대학 LINC+ 관련소식

“충남대, ‘4차 산업혁명과 철도교통’ 교과목 개설”

“동명대, 사회적경제 RCC위원회 개최”

“국민대, 'ROS의 이해와 활용' 프로그램 통해 쉽게 로봇 개발”

“우석대,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구한의대, 농촌 청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과 협약 체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9/99452053/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30105456279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3272662564264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0738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503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타대학 LINC+ 관련소식

“부경대,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 평가 실시…눈길 끌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277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