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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기업 협업 우수사례 세미나 공동 개최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회원 대학 간 LINC+공동 사업 진행 및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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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프랜차이즈학과, 한국경영컨설팅학회 장려상 수상

LINC+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준경력사원트랙 중 프랜차이즈시장조사
과정에 참가해 해당 성과를 달성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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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페스티벌 개막

행사장에는 캡스톤 디자인, 현장실습 체험수기, UCC, Start-up 창업동아리 경진
대회, 기업직무분석경진대회 등 각종 경진대회의 성과물과 충남지역 7개 대학의
LINC+사업단 성과교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2020 새로ON마당' 개최

이번 페스티벌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해 추진하며, 한
남대 56주년기념관 로비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
로 중계한다.

캡스톤디자인 기술이전 5건 계약 체결

기술이전 계약은 ㈜휴먼아이티솔루션 2건, ㈜크레펀 1건, ㈜드림테크 1건, (유)
슬렉슨 1건으로 총 4개 기업체와 목포대학교 캡스톤디자인 5팀 1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기술이전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부산권 LINC+사업단 연합이 '온라인기반 I-Korea 4.0 산업체 단기강좌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면대면 패널 토의'를 지난 24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했
다.

산학협력고도화형 전국LINC+소식

목포대

한남대

‘온라인 기반 산업체 면대면 패널 토의' 개최

부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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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에너지 유망기술 세미나' 개최

에너지 신산업 트렌드 파악·차기 사업화 전략 수립

'제7회 3D프린팅 응용포럼' 실시

대전대 LINC+사업단과 대전·세종 메이커협의회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3D 프린팅 서비스 정보 교류 활성화가
주목적이다.

비씨카드, 산학협력 협약 체결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비씨카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제공해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쉽게 창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이번 포럼은 조선대학교가 지역민과 ‘스킨십’을 높이고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대학
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 위해 마련됐다.

산학협력고도화형 전국LINC+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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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발전’ 주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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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산학협력 포럼 진행

이번 포럼은 LINC+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 기반 산학협력 사례를 분석해 성
과를 공유하고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LINC+ UCC콘테스트 성료

대학생들과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특유의 발랄함을 활용해
LINC+사업단을 알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지역협업센터 지원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혁신 선도를 위한 5개의 지역협업센터(이하 RCC)를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계 교육과정 참여 학생의 경험 공유 및 취·창업 연계 등 실질적 성과 공유·
확산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

산학협력고도화형 전국LINC+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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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계 교육과정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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