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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단,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 동
참

전국 의료진에 고마움과 존경 수어로 표현해 응원 메시지 전달

바로가기

https://linc.kyungnam.ac.kr/board/board_view.aspx?c=news&ca=&mode=&page=1&n=180&stype=&svalue=&th=17500&dep=0
https://linc.kyungnam.ac.kr/main/main.aspx
https://www.facebook.com/uoklinc/
https://www.youtube.com/channel/UCc5fkAkDA2uF-PFY0U3YQcA?view_as=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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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단, ‘사회맞춤형교육 트랙 책임교수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대응 사회맞춤형교육사업 운영 안내 및 책임교수 애로사항 등
논의 바로가기

https://linc.kyungnam.ac.kr/main/main.aspx
https://www.facebook.com/uoklinc/
https://www.youtube.com/channel/UCc5fkAkDA2uF-PFY0U3YQcA?view_as=subscriber
https://linc.kyungnam.ac.kr/board/board_view.aspx?c=news&ca=&mode=&page=1&n=181&stype=&svalue=&th=17600&de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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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11개 대학 LINC+사업단, 창업교육 활성
화 협약

참여기업과 산학협력 참여 활성화 위한 다양한 지원사항 및 의견 수렴

바로가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1_0001043642&cID=10899&pID=10800
https://linc.kyungnam.ac.kr/main/main.aspx
https://www.facebook.com/uoklinc/
https://www.youtube.com/channel/UCc5fkAkDA2uF-PFY0U3YQcA?view_as=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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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LINC+사업단] 

LINC+사업단 현장실습 안내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npl5y-z6otU
https://linc.kyungnam.ac.kr/main/main.aspx
https://www.facebook.com/uoklinc/
https://www.youtube.com/channel/UCc5fkAkDA2uF-PFY0U3YQcA?view_as=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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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PLUS +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덕분에 챌린지’ 동참

전주대 LINC+사업단은 지난 1일 경남대 LINC+사업단(단장 박은주)으로부터 지
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채용형 AIISUN 산학트랙 운영

AllSUN(All Support for UNiversity) 산학트랙은 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산업체
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전공교과목을 패키지로 구성한 전공심화모듈과
문제해결을 위한 비교과로 구성된 융·복합 프로그램이다.

산학협력 지원할 학생서포터즈 발대

산학협력 학생 서포터즈는 학생 중심의 산학협력 확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으로, 가족회사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16개 완도 청년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소속
의 대기업 출신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맞춤형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완도
청년기업인들의 성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학협력고도화형 전국LINC+소식

전북대

완도 꿈틀 프로젝트 Kick-Off 행사 개최

동서대

조선대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506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358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54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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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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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 동참

동아대 LINC+사업단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
음 주자로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를 지목했
다.

교육 프로그램 비대면으로 운영

대회 운영 방식은 학생들이 사업단의 캡스톤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
실습비와 실습기자재를 지원받아 작품을 완성하고, 이를 포스터와 영상 자료로
출품한다.

2020년도 산학협력 워크숍 실시

워크숍은 LINC+사업단 내 6개 센터별 센터장들이 나서 ‘2020년 사업 추진 계획’
에 대한 발표의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이어 질의응답과 종합토의, 자체평가 등의
순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업은 부산시 일자리 공약의 일환이다. 청년들에게 스스로 사회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해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산학협력고도화형 전국LINC+소식

대전대

부산 남구와 ‘청년 소셜리빙랩 사업’ 추진

전북대

부경대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128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31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26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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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 선정

창업 동아리 작은시선은 2019년 8월 경상대학교 학생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생이 모인 지역연합 창업 동아리로서,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물을 답사해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산학공동 융합연구 위한 한남 연구자 교류회

이 행사는 LINC+사업단과 산학협력단이 추진하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에 한
남대 소속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신진 연구자와 우수 연구자의 상호 교류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ECO융합섬유연구원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탄소 소재와 섬유소재 및 부품 분야,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산업자재용 섬
유소재 분야, 친환경 섬유 신소재 및 복합재료 분야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
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재생 관련 인재양성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사회 공헌에 노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학협력고도화형 전국LINC+소식

원광대

고성군과 관-학 업무협약 체결

한남대

창원대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197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362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449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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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와 방역로봇 플랫폼 시연회 개최

가족회사 ㈜힐스엔지니어링(윤종철 대표이사)을 초청해 ‘언택 뉴노멀 시대의
TOTAL 솔루션, 방역로봇 플랫폼(로로봇)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V2V디지털트
윈전공을 신설한다.

뉴욕페스티벌 광고제 Winner 선정

수상작은 ‘DRESSBNB’ 으로, 링크사업단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인 컨셉츄얼플래
닝 수업(교수 류도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두 기관은 ▲강석진 Start-up 빌리지 카페 운영 ▲지역 청년 및 중장년 창업교
육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산학협력 공동 연구 및 사업화 지원연계
기술개발 ▲현장실습, 인턴쉽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펼칠 예정이다.

산학협력고도화형 전국LINC+소식

동서대

동명대

동명대
두리베이커리협동조합과 협약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913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14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602.99099000691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