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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LINC+ 산학협력페스티벌 개최

총 4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 위한 다채로운 산학교육의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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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LINC+ 웹소설 공모전’ 개최

오는 1월 8일까지 ‘웹툰화가 가능한 창작 웹소설 및 스토리콘텐츠’를
주제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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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대학과 ‘마케팅지원 플랫폼 구축’ 협약

협약식에는 한서대를 비롯해 건국대·동명대·배재대·원광대·전북대·제주관광대·한
라대·호원대가 참여했다.

마스터플랜 공모전 작품집 전달식

이날 워크숍은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산학협력 발전 방향 논의가 주목적이다.

대구경북LINC+대학연합 프로그램 개최

대경권 LINC+대학연합 프로그램은 LINC+대학 간 교류 활동을 통한 협력 네트
워크 강화의 일환으로 각 대학 특화 분야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매년 각 대
학마다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LINC+ 가족회사 ㈜아라온건설과 ㈜금강레미콘이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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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가족회사 발전기금 전달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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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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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해커톤 캠프 진행

1박2일로 기획된 이번 캠프는 2020년 LINC+사업단에서 진행한 THE CEO공모
전 및 창의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의 수상팀들이 참여하여 캠프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발전시키는 아이디어 해커톤을 펼쳤다.

파트너십 가족회사 CEO 대상 특강

12월 강사로는 이선희 충남대 심리학 교수를 초청해 17일 특강이 진행됐다.

3-Way리빙랩센터 ‘눈높이 고전극장’ 개최

이번 행사는 동구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가 주목적이다. 작은극장 다함 협동조합과
대전대 방송공연예술학과가 공동제작 했다.

친환경 배달 포장 봉투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판매가 급증한 상황에서 호남
대학교 LINC+사업단 산학협력 중점교수들이 ‘우리동네 새로고침’에서 전문지식을
통한 솔루션으로 디자인해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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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소상공인에 배달 포장 봉투 2만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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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881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737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94910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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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해결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이날 경진대회에는 충남대와 한밭대의 사회문제해결 캡스톤디자인, 지역사회혁신
교과목, 기타 동아리 학생들이 각각 6개 팀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주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마음 치유, 환경, 교통, 소방문제 등이다.

CES에서 2회 연속 혁신상 수상 쾌거

세계 최대 규모 IT 전시회인 ‘CES 2021’ 3개 부문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
을 수상했다.

'핸드인핸드 캠페인' 동참

이 캠페인은 지명받은 기관으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인증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다음 주자로 지목한 참가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협약을 통해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의 콘텐츠 계획, 제반시설 계획 및 인력
양성 협력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포괄적 공동 이익 창출 협력 등 상호 산
학협력 및 인력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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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66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716297480391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535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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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배달서비스 카페 운영

지역협력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공정무역 캠페인
홍보와 맞춤식 배달서비스 카페’ 운영으로 LINC+사업단 내 공정무역 창업동아
리 公￦(공원)과 총학생회 및 동구 산내 한울타리 마을협동조합 등이 연합했다.

‘캡스톤디자인'

‘청춘, 새로운 시대를 ON 하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결과발표회는 코로나
19를 대비해 온라인 전시관 사이트(http://lincplus.jejunu.ac.kr/contest/index.htm)
를 오픈해 학생들의 작품의 설명 및 시연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따뜻한 정리’사업 모라동 1호 가정 탄생

이 프로젝트는 급증하는 다문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리수납 교육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시해 이들이 건강한 직업인이자 한국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창의융합동아리 Flying HAANY팀(지도교수 안찬우, 팀원 실버스포츠학과 신승현
(4학년), 조찬근(3학년))은 최근 ‘제1회 대구경북 LINC+ 극한환경 드론 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상과 안티드론회피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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