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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LINC+ 지역과 함께하는 산학협력 FAIR 개최

2020년도 LINC+사업에 참여한 가족회사 및 참여 학과 교수들이 한 해 동안
거둔 다채로운 지역사회협력 우수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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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학생 해커톤 대회서 창원시장상 수상

메이커톤 부문에서‘피우미와 함께하는 창원 패키지여행’제안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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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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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PLUS 협의체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CROSS PLUS 협의체는 현장실습 교육의 공동운영을 통해 산학협력 교육을 성
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교통대, 강릉원주대, 계명대, 울산대, 아주대, 제주
대, 호남대가 참여했다.

‘핸드 인 핸드’ 캠페인 동참

한국교통대 LINC+사업단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후속 참여자로는 동국
대 LINC+사업단과 디지털엠파이어Ⅱ협의회를 지명해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 ‘위캔센터’의 쿠키선물세트를 전달했다.

‘드론축구 저변확대’ 공로패

주송 LINC+사업단장이 드론축구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사)대한드
론축구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충남대는 특허출원(등록)의 강점 등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얻었고 인제대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제주대 캡스톤 옥션을 통한 기술이전 등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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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캡스톤디자인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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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교육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초등학생 겨울방학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고 대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기 위해 마
련됐다.

쌈지공원 조성 프로젝트 펼쳐

그 결과 시민들이 조경과 꽃·나무를 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다루며 지속가능한
마을가꾸기가 가능한 공원을 만들게 됐다.

청년창업문화확산을 위한 실전창업 워크숍

‘지역혁신 사회적경제 RCC’는 LINC+ 사업단의 사회적경제분야 특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학생과 청년들의 지역사회 문제인식과 지역혁신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분야 창업문화확산과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주대 LINC+사업단은 사이버연수원(AEIN, Ajou E-Innovation Net)을 구축, 1500
여개의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4대 법정 의무 교육’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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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최초 '사이버연수원' 구축 운영

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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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대학연합 라인추종로봇 경진대회’ 개최

4개 대학 학생 10개 팀 참가, 동아대 ‘원라인’ 팀 대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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