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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소식
NEWS
PLUS +

제3차 지역사회(산업)연계 교과목 티칭카페 개최

사회적경제 과제 사례를 통해 대학의 역할 고민 및 방향을 논의

바로가기

NO.108
2020/04/12 ~ 2020/04/16

https://linc.kyungnam.ac.kr/bbs/board.php?bo_table=05_02&wr_id=286
https://linc.kyungnam.ac.kr/
https://www.facebook.com/uoklinc/
https://www.youtube.com/channel/UCc5fkAkDA2uF-PFY0U3YQcA?view_as=subscriber
https://www.instagram.com/uok_linc/


호남대

NEWS
PLUS +

외식조리학과, LINC+ 맞춤형 취업특강

대한항공 강경윤 조리장 초청…기내식 트렌드, 조리철학 소개

충주시-드론교육기관 상생협약

드론 활성화와 안전한 드론비행을 위해 머리 맞대

유성선병원, 지역사회 공헌 MOU

독거노인을 위한 심전도 측정연계 돌봄서비스 사업 등 협력 강화

‘전략적 인적관리와 CEO 사업 전략’ 주제로 10회 교육 진행, 원우회인
(사)강공회를 통한 기업 교류 활성화 기여

산학협력고도화형 전국LINC+소식

건국대
(글로컬)

제13기 충남강소기업CEO아카데미 개강

선문대

NO.108
2021/04/12 ~ 2021/04/16

한밭대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695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65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62318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64280


호남대

NEWS
PLUS +

순천효산고와 '업무협약'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교육과정 및 운영과 교재개발 ▲실습시설 및 기자
재와 도서 활용 ▲식품 기술지원 ▲취업 및 봉사활동 등에 유기적인 협력과 교
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학생-교수-기업 대상 릴레이 창업사업설명회

동명대 창업교육센터는 ▲창업동아리 육성·발굴 ▲대·내외 창업문화 확산 프로그램
▲실전창업 교육프로그램 ▲창업아이템 고도화 프로그램 ▲글로벌 창업교류
프로그램 등 5가지 카테고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좋드만 마켓'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4개의 분야(MD, 동영상 제작, 상세페이지 제작, 쇼호스트)의 SNS 홍보 활동 등

리빙랩 활동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주민 주도로 실제 사업화

산학협력고도화형 전국LINC+소식

동명대

대관령치유의숲 비대면 걷기행사 개최

가톨릭관동대

NO.108
2021/04/12 ~ 2021/04/16

목포대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7573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9868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41510344258835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926


동명대

NEWS
PLUS +

남구청년창조발전소 13개 청년기업과 협약

클라우드기반 마케팅지원 플랫폼 ‘대학몰’ 참여 ▲창업동아리 지도 및 자문 ▲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현장실습, 인턴쉽
등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을 펼칠 예정이다.

KNUT 드론 축구단 활동 보고 및 수료식 개최

축구단은 제1회 한국대학드론축구대회 참가해 선수단 일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금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교통대학교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형 공유대학'으로 자율혁신

워크숍 주간 운영해 공유대학 발전방안 모색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기획과 육성, 펀딩과 자금지원을
함께 수행한다. 나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산학협력고도화형 전국LINC+소식

한국교통대

‘삶의 문제 해결하는 창업 촉진’ 3자간 협약 체결

동명대

NO.108
2021/04/12 ~ 2021/04/16

건국대
(글로컬)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87142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263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153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41417323953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