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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Engineering Fair 2014➤➤

 І. 개 요
1. 행사 목적

o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녹색공학인과 차세대 융복합 신기술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역량을 보유한 혁신 인재 발굴 및 육성
→ 국제수준의 엔지니어 양성 전략의 추진

  o 지역 산업체와 유관기관과의 산학협력 체계 강화
  o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의 우수성 홍보 확산을 통한 취업 촉진 

활성화와 우수 인재 확보
  o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충남대학교의 우

수성 확산을 통한 대전 및 충청권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치

  충남대학교 공과대학만의 “명품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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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일정 내 용 행사장소 비고

9.25
(목)

10:00~10:30 개회식 • 총장 및 내외빈 초대

정심화국제
문화회관
백마홀

10:30~12:30 초청강연 • 인큐베이팅 윤소정

13:00~15:00
프레젠테
이션경진

대회
• 프레젠테이션경진대회

15:00~17:00 E-Sports 
대회 • e-sports 대회

18:00~19:00 폐회식 • 폐회식 및 시상식
남부운동장

19:00~22:00 축전 • 가요제, 축하공연 등

10:00~17:00 체험
/전시

•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공대5호관 
로비

• 오픈랩 각 연구실

• Fair Zone : 기업부스, 이벤트부스 등 공대1-5호관 
사이 주차장

  2. 행사 개요
o 일정 : 2014년 9월 25일(목)

      o 장소 :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공과대학 5호관 로비, 
               공과대학 1호관-5호관 사이 주차장, 남부운동장

  o 주관 : 공과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
  o 주최 : 공과대학 학생회 "봄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충청권역사업단
  o 후원 : 우림연구기업기금, 산업기술연구소, 공과대학 총동창회

  3.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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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내용
가. 특강 
프로그램 명 특강

관련전공 모든 전공 대상 전 학년

목적 • 취직에 관한 대학생들의 고민과 문제점
• 공대생에게 필요한 젠더의식에 대해 강의

운영 방법
및 일정

• 강사 섭외
- 강사 : 인재양성소 인큐베이팅 윤소정
• 운영
- 장소 :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 일정 : 9월 25일(목) 10:30~12:30

예산
• 특강비 지원
• 지원기관 : 우림연구기업기금(발전기금),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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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esentation / E-Sports 경진대회

프로그램 명 Presentation / E-Sports 경진대회
관련전공 모든 전공 대상 전 학년

목적
• 공과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공학 관련 이슈에 관한 자신의 의

견을 바탕으로 발표할 수 있는 능력 향상
• 공과대학생들 간의 건전한 친선을 도모하고, 외부 학생들의 관심 유도

운영 방법
및 일정

• 장소 :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 Presentation 경진대회
- 일정 : 9월 25일(목) 13:00~15:00 
- 주제 : 역사적 발견과 발명의 Behind story
- 본선 대상 : 예선 통과 10팀
• E-sports 경진대회
- 일정 : 9월 25일(목) 15:00~17:00
- 본선 대상 : 예선 통과 2팀(3전 2선승제)

예산

• Presentation 경진대회
- 시상(총 10개 팀, 총 201만원)

구분 장학금 인원 비고

1등 100만원 1팀
2등 50만원 1팀
3등 30만원 1팀

4등~10등 3만원 7팀
계 201만원 10팀

- 지원기관 : 공과대학

• E-sports 경진대회
- 시상(총 3팀, 총 100만원)

구분 장학금 인원 비고

1등 50만원 1팀
2등 30만원 1팀
3등 20만원 1팀
계 100만원 3팀

- 지원기관 : 우림연구기업기금(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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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Fair Zone

관련전공 모든 전공 대상 전 학년

목적

• 공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대외활동 정보 제공을 통해 폭넓은 시야 형성
• 충남대학교 전체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과대학 

행사에도 참여시킴
• 취업 시 필요한 정보 또는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의 기회 제공 
• 공과대학에서 남자들만의 시선이 아닌 여성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
•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밌는 컨텐츠 제공으로 행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 향상

운영 방법
및 일정

• 일정 : 9월 25일(수) 10:00 ~ 17:00
• 장소 : 공대 1호관 - 5호관 사이 주차장
• 부스(약 50개) : [붙임] 참조
- 대외 활동 부스 : KT&G, 유니세프, 한국 장학 재단 등 3개 부스 
- 취업컨설팅 부스 : 대전 일자리 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Core Elite, Wiset(이미지 메이킹, 면접관리 등 2개부스) 등  6개 부스
- 중소기업 부스 : LINC 사업단 섭외 기업 25개 부스
- 이벤트 및 학생참여 부스 : 메이크업(아뜰리에 3개 부스), 타로점, 

관상, 각 학과 동아리(7개) 등 9개 부스
• 로데오 및 놀이기계 설치
- 일정 : 9월 25일 10:00 ~ 15:00
- 장소 : 공대 1호관 - 5호관 사이 주차장 및 공터 9
• 시식 부스 
- 각 부스마다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와플, 솜사탕, 팝콘 등
• 참여우수학생 선발 : 개인 리플렛 각 테마별 스티커확인 → 경품 추첨권 

및 시식 제공

예산
• 기업부스 : LINC 사업단
• 이벤트 및 학생참여 부스 : 공과대학 총 동창회
• 기타부스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충청지역사업단, 산업기술연구소

  다. Fai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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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캡스톤디자인 ․ 졸업작품 경진대회
프로그램 명 캡스톤디자인 ․ 졸업작품 경진대회

관련전공 모든 전공 대상 3~4학년 및 졸업예정자

목적
• 관련 전공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활용능력 배양
• 우수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전시를 통한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유발
• CNU Engineering Fair 2014에 전시하여 공과대학의 우수 성과 홍보 및 확산

운영 방법
및 일정

• 학생홍보 
- 과사무실 공문, 포스터 배포(6~8월)
- 1차 참가자 접수 (8월 29일 기준)
- 최종 참가자 접수(9월 16일) : 67팀
• 경진대회 및 전시
- 장소 : 공과대학 5호관 1층 로비
- 심사 : 9월 25일(목) 10:00~15:00
- 전시 : 9월 25일(목) 10:00~17:00
- 심사위원 : 기획홍보위원 및 추천인 11명 내외
- 전시대 설치 및 회수 : 학생회 및 업체
• 채첨기준표

내용
디자인 및 

기술성
보고서(포스터) 
구성 및 충실도

현장발표 
질의응답

작품완성 
기대효과

총점

점수 10 10 20 10 50

예산

• 학생 홍보
- 포스터 제작 
• 경진대회 및 전시
• 시상
- 총 65개팀, 총 14,250천원

구분 상장 장학금 인원 비고

대상 총장상 200만원 1팀
최우수상 총장상 100만원 4팀
우수상 학장상 40만원 5팀
장려상 학장상 25만원 5팀
입선 학장상 10만원 50팀

계 14,250천원 65팀

• 지원기관 : 공과대학, 우림연구기업기금, LINC사업단, 산업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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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Open Lab

관련전공 모든 전공 대상 전학년

목적
• 학부생들에게 전공별 연구실에 대해 소개 및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

여 학생들의 대학원에 대한 이해 제공
• 다른 학과(전공)의 연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운영 방법
및 일정

• 학생 모집
- 학과별 게시판을 통해 일정 안내
• 운영
- 장소 : 각 연구실
- 일정 : 9월 25일 10:00~17:00

예산
• 재료비: 총 400만원
- 연구실별 재료비 지원(연구실별 4만원)
• 지원기관 : 공과대학

마. Ope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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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체전
o 일시 : 2014. 09. 29(월) 09:00∼18:00
o 장소 : 남부운동장
o 내용 : 축구, 농구, 족구, 여자 피구, 계주, 놋다리밟기, 단체 줄넘기, 
         O.X퀴즈, 남·여 씨름 등

사. 축전
o 일시 : 2014. 09. 25(목) 19:00∼22:00
o 장소 : 남부운동장
o 내용 : 상품추첨, 가요제, 축하공연 등

아. 학생 참여 및 홍보방안
 □ 참여학생 추첨 행사
 o 대상 : 우수 참가 학생(특강, Fair Zone 등) 
 o 절차 : 특강, Fair Zone 등의 참가 확인스티커를 리플릿에 붙여 
          추첨함에 넣고, 당일 이벤트 존 및 무대행사에서 추첨
 o 상품 : 로데오 1회 이용권 및 상품
□ 상품현황 

품명 모델명 가격 수량 금액 비고

카메라 삼성 CN/NX mini 418,240 1 418,240 기성

노트북 CN/NT270B5E-X02G 995,340 1 995,340 우림

자전거 삼천리700C 130,000 10 1,300,000 우림

포켓포토 LG포켓포토 PD239 130,000 2 260,000 기성

외장하드 LGXD7 Cube USB 
3.0 1TB 125,000 2 250,000 기성

계 3,223,580

 o 지원 : 공과대학, 우림연구기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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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방안
 o 포스터 : 1,000부(페어,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경진대회,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E-SPORT경진대회 등)
 o 현수막 및 배너 : 행사장, 남부운동장, 정문, 서문, 쪽문, 각 학생회관, 타 대학 등
 o 리플릿 : 2,000부

     o 지  원 : 공과대학

5. 참가팀 현황
가. Presentation 경진대회
순번 학과 학번 이름 상장 비고

1 항공우주공학과 200902754 이종호 1등
2 나노소재공학과 201102923 이동우 2등
3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01402641 서동오 3등
4 전기공학과 201002320 김영민 참가상
5 전기공학과 200906003 박범진 참가상
6 기계설계공학과 201200653 권혜정 참가상
7 정보통신공학과 200801979 김진호 참가상
8 건축학과 201102112 조성윤 참가상
9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01302705 송규섭 참가상
10 기계설계공학과 201102059 이수형 참가상

나. E-Sports 경진대회
순번 학과 학번 이름 상장 비고

1 항공우주공학과 201203347 노승연 1등
2 컴퓨터공학과 201102534 황영호 2등
3 전자공학과 201001898 이운식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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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순번 팀명 이름 학번 비고

건축학과 1 TEMA D

강민구 200802266

최우수상
김성범 200802278
이창민 201007292
최수경 200901075
이소연 201201989

2 방승희 방승희 200602354 입선

건축공학과

3 G.O.O.D
박성주 201002073

입선김태진 201002111
윤은지 201204015
김태완 201204432

4 BMCL
김태호 201002112

입선김승환 201002107
이지윤 201102149
손민재 201202000

5 박 재형 박재형 200702302 입선

6 HOI
손영민 201203262

장려상박승순 200901900
김하은 201200593

7 SCOOP
이지혜 201102150

입선김창균 201002110
박성명 201002115

8 秋 花 (추 화)

조인수 201002136

입선
황의철 200901956
이상규 200901943
임성빈 200802322
김유정 201102128

토목공학과

9 진동사냥
강희광 200802345

입선김대욱 200902408
임성혁 201003274
이유진 201202003

10 회오으리
박현범 200902447

우수상문지훈 200902433
이현민 201102205
김정규 201102170

기계공학과
11 Skyfall

박병선 201007227
우수상김동호 201007117

양준혁 200902592
박찬현 201107176

12 Dust Free
양승권 200902590

입선김수호 200902537
김영준 200902542

다.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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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201007116
이성원 200902611

13 Vortex
윤강식 201102257

입선박상철 200902569
이상욱 200902610

기계설계공학과

14 해피무브
김시완 201002019

장려상노진규 201002027
정수현 201002056
길진성 201002015

15 EasyCAD
김태호 200802483

입선윤효준 200802555
조대훈 200802598
유미로 201102053

16 HS DoubleK
한지혜 200802611

입선선병훈 200802520
김보미 200902534
김유리 201002023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17 Helper 김경훈 201002700 입선한병인 201200665

18 WYSIWYG
안재원 201002722

입선강한솔 201102714
박태훈 201102734

19 NEW D.A.L
최은석 200801145

입선송하준 200902586
강우리 201102713
기선옥 201102715

선박해양공학과

20 NaoeDesign

박주헌 200802643

입선

이정형 200802680
박상태 201001935
박승환 200901004
이태영 201001951
류재원 201001931
이상훈 201001949
홍지우 201101977

21 카르페디엠
이답연 201001947

입선유창선 201204422
정지훈 201001956
박근덕 201001934

항공우주공학과
22 Unlimited

김탄 200602694
입선황재하 200802710

김성욱 201102671

23 Seacher
양영민 200702674

입선전재형 201006016
윤준열 20100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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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NUSAIL-1
오복영 200902737

최우수상김성근 200902698
우범기 200902738
한창구 201100999

25 AALBA
이영수 200802677

입선박승호 200902721
강래희 201102663

26 비행제어실험실
허재연 201002699

입선프린스 201104127
서건희 201102688

나노소재공학과 27 그래핀
김창현 200802724

입선이정환 200902843
임주리 201102931

재료공학과
28 N.S.L 정영훈 200802783 입선
29 MMNAL 서석호 200902814 장려상윤강효 200802760

고분자공학과

30 PP lap

김정욱 200902009

입선
박원호 200902015
조충희 200902038
강예은 201002522
김진숙 201002528
윤효연 201002543

31 IONICS 서다은 201102547 입선윤세미 201102554
32 BIO LAB 이강미 201102555 입선이민우 201102557

33 SPM
이화수 201102564

입선황종하 200802981
김우성 201107194

34 BFPL
정종찬 200902035

최우수상조우진 200803872
이정훈 200902030
이다현 201102558

35
고 취업

(고분자공학과 
취업동아리)

최   진 200902039
입선권효중 200902002

조성준 200902037
정밀응용화학과 36 코팅맨 박현규 200802873 우수상윤영찬 200902953

화학공학과

37 KY-CHEM..TECH 곽경진 200802808 입선

38 열역학 - 2조
김성범 200901968

입선한승진 200802972
배현아 201002283
김혜연 20110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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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분체 및 유동화 오진경 200802905 입선최보경 201102331

전기공학과

40 빛과소금
김철민 200801982

입선길은성 200801924
이화섭 200801121
노성대 200902143

41 T.O.F 
전상근 201106011

대상신헌 200902221
임수빈 200902314
이영재 200902278

42 Blind Water
정태균 200902342

입선남궁인영 200902139
황희재 200902401
조성호 201107301

전자공학과

43 So Hard 김창연 200902125 입선이선정 200902271
44 Heimerdinger 박종혁 201101899 입선전희권 201101921
45 APS 이창렬 200802158 입선이영준 200802136

46 알콩달콩
정명훈 200902331

장려상이창학 200902305
이주용 200902293

전파공학과

47 Farfield
김동욱 200902076

입선노형래 200902146
한병진 200802250

48 H.A.T
김승민 200902095

입선정재엽 200902339
채지훈 201102789

49 3 idiots
엄영빈 200802079

입선이종훈 201002766
윤영민 201002763

50 전파공학과
이석훈 200902270

입선신동훈 200802062
서정훈 200902199

51 RF Force
이일규 200702174

우수상이창민 200802160
임선진 200902313

52 IcnSys 임평순 200902321 입선이양지 201102778

53 RF Tech
최우열 200902369

입선박성주 200902163
이선미 20110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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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학과

54 안드로이드 김다희 201102628 입선이유림 201102645
55 군집로봇팀 박영준 200802028 입선이세기 200802128

56 카 프 리 (Car-free)
최하영 200902375

입선백승룡 200902190
정인형 201102657

컴퓨터공학과

57 Finder
송건일 200902213

입선오성균 200902235
김동섭 201002382

58 라우터
윤지훈 200902257

입선송호진 200602118
이경준 201102480

59 8:44
이신은 200800987

최우수상정원희 200802201
박상철 200802022

60 도라에몽

이환성 200702199

우수상
이종수 200702183
진민수 200702241
장준성 200702213
박상호 200802023
김관주 201107005

61 충남시티즌
정대현 200702223

입선박환규 201107191
연주원 201102468
정종건 201102509

62 무시무시
한소진 201002517

입선김주영 201002401
윤나미 201002456

63 exit.
허혜지 201102527

장려상정효정 201102511
고동환 200701928

64 SmartThings팀
황원준 200902398

입선박희환 200902185
손진혁 200902211

65 ABO 팀
황준호 200902400

입선서윤교 200902197
한상민 20090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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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상금 현황
구분 상장 시상금(원) 비고

Presentation경진대회

1등(학장상) 1,000,000

2,010
2등(학장상) 500,000

3등(학장상) 300,000

4등-10등(7팀) 210,000

E-Sports 경진대회

1등(학장상) 500,000

1,0002등(학장상) 300,000

3등(학장상) 200,000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경진대회

대상(총장상) 2,000,000

14,250

최우수상(4팀/총장상) 4,000,000

우수상(5팀/학장상) 2,000,000

장려상(5팀/학장상) 1,250,000

입상(50팀/학장상) 5,000,000

합 계 17,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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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직 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 고
1 위 원 공과대학 부학장 김윤용 당연직

2 ‶ 건축학과 조교수 이정원

3 ‶ 토목공학과 조교수 신경준

4 ‶ 토목공학과 조교수 김우석

5 ‶ 기계공학과 부교수 김홍집

6 ‶ 기계공학과 부교수 유상석 파견

7 ‶ 재료공학과 부교수 정종율

8 ‶ 고분자공학과 교수 양성윤

9 ‶ 전기공학과 조교수 최장영

10 ‶ 전자공학과 조교수 김철영

11 ‶ 전자공학과 조교수 고형호

12 ‶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조은선

13 ‶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남병규

14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교수 오유식

7. 기획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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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1차)

일 시 2014년 5월 27일(화), 11:50 장 소 공대1호관 203호실

참석자

김윤용, 이정원, 신경준, 김우석, 김홍집, 양성윤, 최장영, 김철영, 고형호, 조은선,

남병규, 우상훈, 차정현, 유정길, 김영훈, 양대규, 손화정, 남궁희, 박지영, 구준서,

조성우 (정종율교수 위임장 제출)

회의안건 1. 2013 Engineering Fair 결과 논의

2. 2014 Engineering Fair 추진 일정 및 방향 논의

회 의 결 과

1. 2013 Engineering Fair 결과 논의

    가. 2013년 페어의 프로그램 종류와 규모로 추진

    나. 체전과 페어 시상식을 마지막 날로 같이 추진

    다. 개회식과 실내 행사에 학생 최대 동원 

2. 2014 Engineering Fair 추진 방향 논의

    가. 개최 시기(안) : 9월 24.(수)∼25.(목), 학생회 축전과 연계

    나. 추진 일정(안)

일정 내 용

5∼6월

§ 기획홍보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엔지니어링 페어 일정 및 프로그램(졸업작품,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등)결정

§ 공과대학 학생회와 일정 및 내용 협의

§ 경진대회 포스터 제작 및 배포, 학과 안내

§ 페어 프로그램 협의 및 결정(특강, Job Fair, 공학동아리 전시, 공학기술 체험

교실, Open Lab 등)

§ 행사 장소 및 규모 협의 결정

    다. 학생회 회의 개최 : 13년도, 14년도 학생회 업무협의

    라. LINC사업단과 창의개발인재센터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지원 협의

    마. 운동장 및 백마홀 확인 예약

3. 차후 회의 일정 : 2014. 6. 24.(화) 11:30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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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2차)

일 시 2014년 6월 24일(화), 11:30 장 소 공대1호관 203호실

참석자

김윤용, 신경준, 김우석, 김홍집, 조은선, 남병규(최장영, 고형호교수 위임장 제출)

양대규, 박체영, 이후성, 이주호, 손화정, 박지영, 구준서, 조성우

LINC사업단 오유식교수

회의안건 2014 Engineering Fair 추진 사업 및 방향 논의

회 의 결 과

1. 2014 Engineering Fair 프로그램 추진 사업 논의  

일정 내 용

7월

§ 특강 : 윤소정(80만원) - 학생회에서 섭외

§ Presentation / E-Sports 경진대회 : 심사방법, 경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심 및 참여 유도 방안 마련

§ Fair Zone : 이벤트 및 참여 부스 지정 섭외, 참여우수학생 선발방법 마련

§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 80팀 전시 장소 확인

§ 공학기술 체험 교실, Open Lab : 전년과 동일

2. 2014 Engineering Fair 기타 논의

  가. 2013년 페어와 동일 수준으로 추진

  나. 부스 설치 관련 학생회에서는 링크사업단 오유식교수와 협의하여 다음 회의까지 결정

  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마련

  라. 학과 학생회임원 학과별 10명 정도 행사진행요원으로 공결 처리 가능 요청

3. 차후 회의 일정 : 2014. 7. 15.(화) 11:00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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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3차)

일 시 2014년 7월 15일(화), 11:00 장 소 공대1호관 203호실

참석자

김윤용, 신경준, 김홍집, 양성윤, 조은선, 오유식

(이정원, 최장영, 김철영, 고형호, 남병규교수 위임장 제출)

박체영, 이후성, 이주호, 남궁희, 전다정, 박지영, 구준서, 조성우

회의안건 2014 Engineering Fair 추진 사업 및 방향 논의

회 의 결 과

1. 2014 Engineering Fair 프로그램 기획안 검토

일정 내 용

7월

§ 특강 : 윤소정(80만원) - 주제 협의(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원 방법 마련)

§ Presentation / E-Sports 경진대회 : 심사방법, 경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심 및 참여 유도 방안 마련

§ Fair Zone : 이벤트 및 참여 부스 확정

§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 80팀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40팀 본선 참가

§ 공학기술 체험 교실, Open Lab : 전년과 동일

2. 2014 Engineering Fair 기타 논의

  가. 부스 및 참여기업섭외 차기회의까지 확정

  나. 참여기업 홍보시 상품판매 불허

  다.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참가팀 예비심사 실시 사전 공지

  라. 교수님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3. 차후 회의 일정 : 2014. 7. 29.(화) 11:00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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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4차)

일 시 2014년 7월 29일(화), 11:00 장 소 공대1호관 203호실

참석자

김윤용, 신경준, 정종율, 양성윤, 조은선, 오유식

(김우석, 최장영, 김철영, 남병규교수 위임장 제출)

양대규, 김영훈, 박체영, 손화정, 남궁희, 조성우

회의안건 2014 Engineering Fair 추진 사업 확정

회 의 결 과

1. 2014 Engineering Fair 프로그램 기획안 검토

  가. 일정 : 2014년 9월 24일(수)-체육대회

             2014년 9월 25일(목)-Engineering Fair

  나. 장소 : 남부운동장,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공과대학5호관, 

             공대1호관-5호관 사이 주차장 등

  다. 프로그램 구성

    - 캡스톤디자인, 졸업작품 경진대회(공대 5호관 로비 50개팀 정도)

    - 초청강연 : “인큐베이팅” 윤소정(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10:30-12:30)

    -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 본선 진출팀(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13:00-15:00)

    - E-Sports대회 : 예선통과 2팀(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15:00-17:00)

    - Fair Zone : 중소기업부스,  취업컨설팅부스, 이벤트부스, 학생참여부스

                  (공대1호관-5호관 사이 주차장)

    - Open Lab : 각학과 연구실

    - 창의공학기술체험교실

2. 2014 Engineering Fair 기타 논의

  가. 참여기업 및 부스 Linc사업단과 협의 확정

  나. 취업컨설팅 부스 20개기업 참가 예정

  다. 홍보 현수막, 포스터 8월 중순까지 제작 후 검토 완료

  라. 예산 협의 검토

3. 차후 회의 일정 : 2014. 9월초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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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5차)

일 시 2014년 9월 18일(목), 11:50 장 소 공대1호관 203호실

참석자

김윤용, 이정원, 신경준, 김우석, 김홍집, 양성윤, 최장영, 남병규, 오유식

(김철영, 고형호, 조은선교수 위임장 제출)

양대규, 김영훈, 이주호, 구준서, 조성우

(한국여성기술지원센터충청권역사업단 직원1명)

회의안건 2014 Engineering Fair 추진 사업 최종 점검

회 의 결 과

1. 2014 Engineering Fair 프로그램 및 최종 점검

  가. 일정 : 2014년 9월 24일(수)-체육대회

            2014년 9월 25일(목)-Engineering Fair

  나. 장소 : 남부운동장,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공과대학5호관 로비, 

             공대1호관-5호관 사이 주차장 등

  다. 프로그램 구성

    - 캡스톤디자인, 졸업작품 경진대회(공대 5호관 로비 67개팀)

      * 심사위원 : 이정원, 신경준, 김홍집, 김인걸, 이영석, 김윤용, 최장영, 고형호, 

                   조은선, 남병규(10명)- 당일 14:00까지 예심 완료

    - 초청강연 : “인큐베이팅” 윤소정(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10:30-12:30)

    -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 본선 진출팀(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13:00-15:00)

      * 심사위원 : 김우석, 김충현(2명)

    - E-Sports대회 : 예선통과 2팀(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15:00-17:00)

    - Fair Zone : 중소기업부스,  취업컨설팅부스, 이벤트부스, 학생참여부스

                  (공대1호관-5호관 사이 주차장 10:00-17:00)

    - Open Lab : 각학과 연구실

    - 창의공학기술체험교실 : 취소

2. 2014 Engineering Fair 기타 논의

  가. 개막식 기획홍보위원 전원 참석 요청 및 학생들 참석 독려

  나. 취업컨설팅 중소기업부스 25개기업 참가에 따른 학생 참여 적극 독려

     (참여 및 취업실적에 따라 LINC사업단 내년도 행사지원액의 존․폐 여부가 결정)  

  다. 행사 리플릿 검토 완료

  라. 개막식장 장소 사전 점검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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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기관)별 담당 업무 명 처리기한

기획홍보위원회

▣ 행사총괄
 1. 행사계획 수립 및 통보
 2. 플래카드 제작 및 설치 등 홍보관련 사항
 3. 시나리오 작성
 4. 행사장 준비
 5. 행사 관련 기타 제반 사항

’14.9.25

공대행정실
 1. 행사 사진 촬영
 2. 주차장 확보
 3. 행사 관련 기타 제반 사항

’14.9.25

9. 업무분장
  가. 부서별 업무 분담 내역

  나. 업무별 세부 준비 사항
구분 준비 및 조치 사항 담당부서(책임자)

정 부
행사총괄 김윤용 구준서

1. 초청장발송 -. 내․외빈 참석 확인 김주희 김윤용
2. 전시, 체험 

시설 설치 
가. 전시대 및 부스 설치 구준서 조성우

나. 몽골텐트 설치 구준서 조성우

3. 홍  보 가. 플래카드 등 제작 ․ 설치 조성우 학생회

나. 전광판(정문) 구준서 조성우

다. 사진 촬영 오호근 학생회
4. 행사장
  준  비

-. 개․폐회식장
  o 단상 의자․탁자 배열
  o 강연대, 사회대, 시상대 설치
  o 마이크 설치
 o 태극기 및 교기 설치

구준서
박은숙
김주희

6. 교통 통제
및  차량 안내 -. 교통 통제 및 차량 안내 오호근 권영덕

7. 행사진행 가. 내외빈(교학부총장, 사무국장 등) 최정목 구준서

나. 개회식, 폐회식 사회 김윤용 구준서

다. 특강(초청강연 등) 학생회 -

라.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김윤용 조성우

마. Presentation 경진대회 학생회

바. Open Lab 각학과
연구실

사. Fair Zone 학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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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회식 식순
시간 구분 내용 장소 책임자

09:40~09:50

식전행사

초청인사 내외빈 영접
공대 학장실

(공대1호관 201호)

행정실장

(대상 : 내･외빈)

09:50~10:00 행사장 이동

공대 학장실

→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도보 이동

10:00~10:30 공식행사

내･외빈 입장

백마홀

학생부학장

개식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경과보고

개식사 학장

축사
총장

(대리, 교학부총장)

기념사진 촬영

행사장 견학
공과대학 5호관 및 

주차장
내 ž 외빈 / 학생부학장

~ 환송

* 행사장 견학 순서 : 공과대학 5호관 로비 → 광장 → 주차장 

□ 내외빈 인사
구분 인 원
외빈  • 우림연구기업기금

내빈  • LINC육성사업단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충청권역사업단장,
   공과대학 총동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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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월 9월
비고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기
타 추석 행사

1

홍보 및 운영
포스터 게시 완료
리플렛 제작 완료
홍보 현수막 제작 완료
가로등 배너 현수막 제작 완료
업체(부스, 전시대) 설치

(24일)
서포터즈 교육 24일

2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판넬 접수 및 수정 20일
판넬 점검 및 인쇄 완료
판넬 게시 24일 참가팀 안내
심사위원/기준 선정 
및 안내 19일

심사 및 결과 종합 25일 25일 15시~

3
오픈랩

참가학과(연구실) 종합 16일
재료비 지원 및 구입 23일

4

Fair Zone
부스 배치 완료
부스 참가 기관/업체 섭외 완료
부스 참가 기관/업체 안내 완료
부스 설치 24일

10. 행사 준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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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월 9월
비고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기
타 추석 행사

5

프레젠테이션/e-sports 
경진대회

참가자 접수 및 안내 완료
세부 일정 완료
운영 세부 준비(장비 등) 25일

6
특강

특강 강사 섭외 완료
특강 강사 재안내 예정

7

기타 

내·외빈 선정 및 섭외 19일

개회식 준비 24일 사회, 시나리오, 코사지, 다과 등

시상품, 상장 준비 23~24일

사전 기획홍보위원회의 18일

CHECK-LIST 수정/보완/점검 계속

관련기관 업무 협조
(공1-5호관 주차공간) 23일

공과대학 행정실 
직원 업무분장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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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산 소요 현황
(단위: 원)

내 용 세부내용 예산액 집행액 재원출처

캡스톤 디자인 및 
부수설치 비용

몽골텐트 장치 및 부스

 15,000,000 15,000,000 링크사업단홍보물(배너 및 현수막)

장비 대여비

현황판

 4,400,000 4,400,000 산학연구기금

입구아치

옥타늄

전기공사

홍보물 (리플릿)

심사비 1,100,000 1,000,000 산학연구기금

상금(장학금) 14,600,000 14,250,000 우림연구기업기금

캡스톤디자인 전시대 5,479,100 5,479,100 기성회 회계

PPT 경진대회

상금(장학금)  2,010,000 2,010,000 기성회 회계

심사비 100,000 200,000 산학연구기금

식권 400,000 400,000 산학연구기금

기념품 100,000 100,000 산학연구기금

E-sport 대회

상금(장학금)  1,000,000 1,000,000 우림연구기업기금

장비 대여비  1,500,000 1,430,000 우림연구기업기금

진행비  100,000 100,000 산학연구기금

초청 강연
윤소정 강사  600,000 600,000 우림연구기업기금

진행비  100,000 100,000 산학연구기금

부스 운영비

각 학과 동아리 (7개) 350,000 350,000 산학연구기금

아뜰리에 200,000 200,000 산학연구기금

R & Lee bros. 100,000 100,000 산학연구기금

한국공예전승협회 200,000 200,000 산학연구기금

손금 및 관상 100,000 100,000 산학연구기금

헤나, 캐리커쳐 880,000 880,000 기성회 회계

시식 운영 부스 1,000,000 1,000,000 총동창회비

이벤트 존

현수막 제작 100,000 99,000 산학연구기금

오락 기계 2,200,000 2,200,000 산학연구기금

진행비 300,000 300,000 산학연구기금

 Open Lab 재료비 4,000,000 2,988,600 기성회 회계

기타
전체 포스터(캡스톤별도) 1,051,600 1,050,000 기성회 회계

백마홀대여비 400,000 398,500 기성회 회계

우수참여학생시상 상품
2,300,000 2,295,340 우림연구기업기금

1,010,000 928,240 기성회 회계

합계 60,680,700 59,158,780
구분 지원예산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원)

우림연구기업기금(발전기금) 20,000,000 20,000,000 19,575,340 424,66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15,000,000 15,000,000 15,000,000 0

공과대학 총동창회 1,000,000 1,000,000 1,000,000 0
산학연구기금 10,000,000 9,850,000 9,849,000 1,000
기성회회계 20,000,000 14,830,700 13,734,440 1,096,260

계 66,000,000 60,680,700 59,158,780 1,5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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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성과
 o Job Fair : 500여명

    - 취업, 이벤트, 학생참여 부스 : 29개 부스 운영

    - 중소기업 부스 : 25개 부스 운영

  o Presentation 경진대회 : 10팀 참가, 100여명 참관

  o E-Sports 경진대회 : 3팀 참가, 50여명 참관  

  o 캡스톤디자인 ․ 졸업작품 경진대회 : 67팀 참가, 500여명 참관

  o 초청 강연(1개) : 200여명 참가

  o Open Lab - 학과별/실험실별 소개 : 학과 학부생 

  o 공대체전 및 축전 : 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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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  나  리  오

행사 진행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개식선언 지금부터 2014년 CNU Engineering Fair 행사의 개회식을 시작하겠
습니다.

국민의례

우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객석에 앉아계시는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악이 울림과 동시에      “국기에 대한 경례”
주악이 마친후,             “바로”

애국가 다음, 애국가 제창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내빈 소개
다음은, 이 행사를 위해 참석하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 먼저, 충남대학교 박광섭 교학부총장님 이십니다.
- 링크사업단 송규용 단장님 이십니다.

개식사 다음은, 공과대학 김형일 학장님의 개식사가 있겠습니다.

축사 이어서, 충남대학교 박광섭 교학부총장님께서 총장님을 대신해 축사
를 대독하겠습니다.

폐식선언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빈을 모시고 공대 5호관 행사장 견학이 있을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Ⅱ. 부 록
 1. 시나리오
  가.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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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나리오

폐회식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 주
시기 바랍니다.

폐회식 선언

지금부터 2014년 CNU Engineering Fair 행사의 폐회식을 시작하겠
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고 오늘 치러진 각종 경
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시상은 우리 공과
대학 김형일 학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시상식 등 별지 참조

폐식사 다음은 학장님의 폐식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폐회선언 이것으로 폐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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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참조]

․  우선, 캡스톤 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시상식입니다.
   시상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며 그 외 팀은 입선입니다. 대상 1팀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최우수상 4팀에게 100만원, 우수상 5팀에게 40만원, 장려
상 5팀에게 25만원이 각각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은 공과대학 학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호명하는 팀은 단상에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캡스톤 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대상 T.O.F 팀, 축하합니다.
   이어서 최우수상 TEMA D 팀, CNUSAIL-1 팀, BFPL 팀, 8:44 팀, 축하합니다.
   우수상 회오으리 팀, Skyfall 팀, 코팅맨 팀, RF Force 팀, 도라에몽 팀 축하합니다.
   장려상 HOI 팀, 해피무브 팀, MMNAL 팀, 알콩달콩 팀, exit 팀 축하합니다.
․  대상부터 호명한 순서대로 학장님께서 시상 하시겠습니다. 
․  대상 T.O.F 팀
   위 팀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실시한 “CNU Engineering Fair 2014"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장  김 형 일

․  최우수상 TEMA D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최우수상 CNUSAIL-1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최우수상 BFPL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최우수상 8:44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우수상 회오으리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우수상 Skyfall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우수상 코팅맨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우수상 RF Force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우수상 도라에몽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장려상 HOI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장려상 해피무브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장려상 MMNAL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장려상 알콩달콩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장려상 exit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상자들은 학장님과 함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들은 단상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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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시상은 1등, 2등, 3등이며 4등부터 10등까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1등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이 각각 수여되겠습니다. 이번에
도 학장님께서 직접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  호명하는 팀은 단상에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1등  take-off 팀, 축하합니다.
   2등 업나노 팀, 3등 f'(x) 팀, 축하합니다.
․  1등 부터 학장님께서 시상 하시겠습니다. 
․  1등 take-off 팀
   위 팀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실시한 “CNU Engineering Fair 2014" 

Presentation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

여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장  김 형 일

․  2등 업나노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3등 f'(x) 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상자들은 학장님과 함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들은 단상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
․  마지막으로 E-Sports 경진대회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시상은 1등, 2등, 3등이며, 1등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2등 30만원, 3등 20

만원이 각각 수여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학장님께서 직접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  호명하는 팀은 단상에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E-Sports 경진대회 1등 우리미드언랭팀 노승연외 4명, 축하합니다.
   2등 아이유헠헠팀 황영호외 4명, 3등 베인고상원팀 이운식외 4명, 축하합니다.
․  1등 부터 학장님께서 시상 하시겠습니다. 
․  1등  우리미드언랭팀,
   위 팀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실시한 “CNU Engineering Fair 2014" 

E-SPORTS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

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장  김 형 일

․  2등 아이유헠헠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  3등 베인고상원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상자들은 학장님과 함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들은 단상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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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장문안
제 9 6 3 2호

상  장

  대상

                                  소 속 : 

                                  팀 명 : 

                                  팀 원 : 

 위 팀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실시한 "CNU 

Engineering Fair 2014"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충남대학교  총장  정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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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8 3 8 호

상  장

  1등

 

                                           팀원 :  

         

위 팀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실시한 "CNU 

Engineering Fair 2014" Presentation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

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장  김 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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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8 4 9 호

상  장

  1등

                                      팀원 : 

         

위 팀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실시한 "CNU 

Engineering Fair 2014" E-SPORTS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

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장 김 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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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Fair 2014개막식 및 전경사진

중소기업, 이벤트, 학생참여 부스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경진대회

초청강연 및 체험

2.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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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디자인･
졸업작품경진대회

Presentation 
경진대회 E-Sports 경진대회 플리마켓

페어 포스터 리플릿(앞면) 리플릿(뒷면) 가로등배너
3. 포스터 및 리플릿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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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현수막

행  사 
응모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