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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단
소속: 서울 LINC+사업단 | ERICA LINC+사업단
유형: 본부 부서
영문명: LINC+ FOUNDATION
중문명: LINC事业团
ERICA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jhyw3rQPEzKgwIfTSYr8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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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교육지원 사업
서울캠퍼스
2020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교육지원 사업 문서 참고

4차산업혁명 드론스포츠 교육생 모집
일시:2020년 10월 31일, 11월 1일 양일간
대상: LINC+사업 참여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교육 내용: 드론 기초 및 운용 방법, 드론 축구 조립 및 경기 이해, 실습 등
비용: LINC+사업단 전액부담, 참가학생 비용부담은 없다.
신청: 팀 및 개인으로 신청 가능
팀 지원 시 팀당 5명 구성, 팀은 우선 선발된다.
기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QR코드 스캔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
지원: 교육 참가 시 드론조립제작정비 3급 민간자격증 발급, 향후 전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학드론축구대회 모집 시 우선 선발
관련 기사: <뉴스H> 2020.10.12 한양대 LINC+사업단, 4차산업혁명 드론스포츠 교육생 모집..."드론스포츠
활성화"

한양 융합공학 캠프
주최 : 한양대 ERICA캠퍼스 LINC+사업단
주관 : 벤처기업 하이쓰리디
일시 : 2019년 6월 22일
장소 : 학연산클러스터 지원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놀리지 스튜디오(Knowledge Studio)
대상 : 한국청소년남서울연맹 아람단원 48명
구성 : △기업가정신 특강 △3D프린팅 △로봇코딩 등의 기술체험

놀리지 스튜디어 교육
ERICA캠퍼스 LINC+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산학협력친화형 교육프로그램이다.

2018 하계방학
참가 대상 :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 누구나
이용 시간 주간 09:00~17:00/야간 17:00~20:00 (방학 중 10:00~16:00/16:00~20:00)
커리큘럼 : 드론, 코딩, 3D 프린터, 모형차 수업, 에코백 제작, 목공 수업
수업료 : 무료
관련 기사 : <뉴스H> 2018.08.28 드론, 코딩, 3D프린터 수업을 무료로?

플레이잼(Playjam)
한양대 LINC+사업단과 성동구청이 지역사회 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함께 마련한 어린이 대상 무료 창의인
재교육이다. 플레이잼은 ‘보다(play)’와 ‘재미있다(jam)’의 합성어로, 가상현실(VR)프로그램·3D펜 등의 첨단기술
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어린이들의 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플레이잼 설립과 운영은 교육부가 LINC+
사업을 통해 재정적·제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가능했다.
기간 : 2017년 8월 7일 ~ 10월 28일까지 총 13차례 진행
대상 : 성동구 지역 초·중등학생
주요 프로그램 : VR교육과 3D펜 교육

테크벤처 프로그램
한양 테크벤처 프로그램이란,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LINC사업단은 이
러한 팀이 창업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지원한다. 한양 테크벤처 프로그램은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뭉쳐 창업
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한양대가 대학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기간 : 2015년 1월 30일 ~ 1월 31일(워크숍) , 7개월 이상 진행
대상 : 한양대학교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