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8홀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관)

주최|
주관|

관람시간 10:00~18:00(17:00 입장마감)
단, 10.22(토) 10:00~17:00(16:00 입장마감)

|

주요행사 |
사회수요맞춤형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 및 산학협력정책의 이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대학 특성화사업(CK), BK21플러스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대학알리미 및 대입정보포털,
국가장학금,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링크(LINC) 페스티벌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 LINC 사업 홍보관 및 성과 전시관(57개 사업단), LINC 가족기업 박람회(64개 기업)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 LINC 사업 홍보관 및 성과 전시관(30개 사업단), LINC 가족기업 박람회(30개 기업)
LINC우수사례경진대회 |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LINC 우수사업단 시상식 개최
창인발굴[創人發掘]오디션 | 기업문제 제시-아이디어 평가형 창의인재발굴 프로그램
캡스톤디자인 옥션마켓 | 기업과 학생 간 기술이전 거래 지원 및 취업 연계 지원
기타행사 | 산학협력현장컨설팅, LINC성과포럼, 창의인재라운지(취업지원센터)

브릿지(BRIDGE) 페스티벌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사업 결과물 전시 | 실용화 시작품 및 최신기술 전시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경진대회 | 브릿지 사업단 실용화 경진대회 본선 개최
대학기술 기반 창업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 투자의향서 조인식 및 투자자 대상의 IR·데모데이 개최

학생창업 페스티벌
대학 창업유망팀 300 시제품 전시 | 학생창업팀이 보유한 시제품 전시 및 모의투자대회
학생창업 비법노트 전시 |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창업교육 콘텐츠 전시 및 현장평가
대학 창업교육 컨설팅 | 창업교육 컨설팅 신청대학 대상 창업교육 컨설팅 위원과의 1:1 면담 지원
기업가정신 보드게임 체험 | 기업가정신 보드게임(고고! 내가 기업왕 등) 체험
전국 창업교육 포럼 | 국내 외 우수사례 발표, 창업교육 정책 아이디어, 우수콘텐츠 공유

산학협력 우수성과 전시
학교기업, 산업단지캠퍼스, NRF(한국연구재단) 성과관, 산학협력 우수사례 전시
|

행사일정 |

10.20(목)

10.21(금)

10.22(토)

|

※ 행사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30~14:25

2016 산학협력 EXPO 시상식

15:00~17:00

청춘인문강좌 : <삼국유사> 설화의 세계와 문화적 상상력 세미나룸 401호

13:30~17:30

BRIDGE 실용화 경진대회

BRIGDE관

14:00~15:00

선배창업가(CNT Tech 전화성 대표) 특강

학생창업관

15:20~17:00

SNS마케팅(친절한 세인씨) 특강

학생창업관

13:30~15:00

LINC 페스티벌 개막식/LINC 우수사례 시상식

이벤트무대

15:30~18:00

창인발굴[創人發掘] 오디션

이벤트무대

10:00~12:00

LINC 성과 포럼

세미나룸 302호

14:00~17:00

2016 전국 창업교육 포럼

세미나룸 302호

11:00~18:30

BRIDGE 투자유치 설명회

BRIDGE관

10:00~10:40

BRIDGE 페스티벌 시상식

BRIDGE관

10:40~11:00

학생창업 페스티벌 시상식

이벤트무대

11:00~11:20

캡스톤디자인 옥션마켓 결과발표/시상식

캡스톤디자인전시관

13:00~14:30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이벤트무대

15:30~16:30

참가기관을 위한 동고동락 파티

이벤트무대

이벤트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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