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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목적

❍ 미래지향적 융복합 공학교육 및 창의적 공학인재 육성 
❍ 지역 중･고교학생 대상 공과대학 홍보 및 우수인재 유치
❍ 지역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증대
❍ 재학생 중심의 학술문화 행사로 대학축제문화 선도

2 행사 개요

❍ 일시: 2017년 9월 21일(목) 10:00~22:00
❍ 장소: 취봉홀(개회식), 1-5공관 주차장, 남부운동장(폐회식)
❍ 주최: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공과대학 제48대 학생회(열정)
❍ 주관: 입학본부, LINC플러스사업단, 실전문제연구단, 특성화사업단 
❍ 후원: 우림연구기업기금, 산업기술연구소,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총동창회 

3 주요 일정

시 간 프로그램

10:00~10:30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제1전시:창의공학45팀)
(제2전시:실전문제40팀)

 기업홍보/취업 부스(12)
 전공 동아리 홍보부스(6)
 대외협력 부스(7)
 체험활동 부스(5)

(공학1-5호관 주차장)

 고교생 R&E 경진대회
11개팀(50명)

 지역 중·고생 대상 
   학과 소개 및

Open Lab

대전,충남,세종 지역 
중고생 542명

15개 학과 
20개 실험실

21.(목)~22.(금)

10:30~11:00 개회식
(취봉홀)

11:00~12:30 공학퀴즈 대회
(취봉홀)

13:00~16:00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주제: 우리의 내일을 이끌 
4차 산업혁명/ 본선 8팀

(취봉홀)

16:00~18:00 심사결과 집계

19:00~22:00 폐회식(남부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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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계획)

구분 금액(천원) 비고

대학회계  20,000
우림(발전기금)  20,000

링크사업단  15,000
산학연구기금  10,000 (1) 산업기술연구소

실전문제연구단  10,000
입학본부  29,100

공과대학 총동창회   2,500
특성화사업단   9,000 (2) 소재(6,500), 기계(2,500)

합계 115,600

5 프로그램 세부 내용

구분 프로그램 비고

P1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창의공학 45개팀

P2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실전문제연구단 40개팀

P3 고교생 R&E 경진대회 지역 고교생 11개팀 32명

P4 지역 중·고생 대상 공과대학 학과 소개
및 Open Lab

대전,세종,충청 지역 
중·고생 542명

P5 기업 홍보/취업 부스 실전문제연구단 참여기업 
12개 업체 

P6 공과대학 동아리 홍보 부스 공과대학 전공 동아리(6)

P7 대외협력 및 체험활동 부스 대외협력(7), 체험활동(5)

P8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결선진출 8개팀

P9 공학퀴즈 대회 96명 (학과별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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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담당
정 부 학생회

김홍집 교수 이화윤, 권영희 유형석, 이주현

1. 목적
가. 관련 전공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활용능력 배양
나. 우수 캡스톤디자인 및 졸업작품 전시를 통한 학생들의 계열별 전공에 대한 관심 증대
다. 공과대학의 우수성과 홍보 및 확산

2. 주요 일정
가. 계획 수립: 2017. 5. 16.(화)
나. 참가 접수: 2017. 5. 16.(화) ~ 6. 16.(금)
다. 참가팀 확정 및 포스터 제출: 2017. 8. 18.(금) ~ 8. 30.(수)

3. 준비/운영(계획)
가. 장소: 공대 1호관, 5호관 사이 주차장
나. 위치 선정 [실전문제 연구단(20), 창의공학 캡스톤(23), R&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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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NO 학과명 팀명 작품명

A
E1 재료공학과 나옹소 탄소나노튜브와 금속 나노입자를 이용한 가스센서
E2 고분자공학과 Polymer Duo 미세입자 필터링 소재

B

E3 건축공학과 A.E 고성능 강섬유를 사용한 HPSFRC의  성능평가

E4 건축공학과 BMCL 섬유 혼합비에 따른 하이브리드 섬유 보강  
시멘트복합체의 인장거동에 미치는 변형 속도 효과

E5 건축공학과 하오치스 탄소섬유를 사용한 자기감지 시멘트  복합체의 개발 
및 압저항 성능평가

E6 환경공학과 깨끗하조 우수제어시설-scraper형  맨홀
E7 환경공학과 워터파크 비점오염원처리튜브 필터
E8 환경공학과 잊지말아조 비점오염원  제거를 위한 무인관리형 맨홀
E9 환경공학과 오조의   마법사 슬러지  재부상 방지를 위한 고액분리형 침전 맨홀
E10 건축학과 류주희 경제의 기억
E11 건축학과 이정원 Sharing-dock
E12 건축학과 최준성 BORDER SCENARY

C
E13 전파공학과 안테나공방 VHF-Band 무인기 꼬리날개 탑재  송수신 안테나
E14 전파공학과 ANT. L-Band  재밍용 코니컬 혼 안테나

다. 심사계획: 계열(5)별 분리, 전시(10:00 ~ 17:00) 및 심사위원 개별 심사(11:00 ~ 
15:00) 후 교수회의실에서 시상팀 선정

구분 분야 참가팀(심사위원) 비고

A 소재 분야
(신소재+고분자)

E1~E2 (+고교생 R&E)팀
(김천중/정영규 교수)

A 계열은 
“고교생 R&E” 

심사 병행

B 건설 분야
(건축+건축공+환경)

E3~E12
(이강민/홍지학 교수)

C 전기/전자/통신 분야
(전기+전자+전파)

E13~E25
(박판근/유호영 교수)

D 기계 분야
(메카+기계+선박)

E26~E35
(김홍집/조성진 교수)

E IT 분야
(컴퓨터)

E36~E45
(남병규/김기일 교수)

계　　 45팀(10명)

4. 시상 내역
구분 훈격 장학금 수상팀 수 수상팀(번호)
대상 총장상 2,000천원  1팀 E25

최우수상 총장상 1,000천원  4팀 E5, E22, E31, E37
우수상 학장상 500천원  5팀 E1, E2, E7, E35, E44
장려상 학장상 - 35팀

계 8,500천원 45팀

5. 참가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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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NO 학과명 팀명 작품명
E15 전파공학과 IcnSys Frequency  Locked Loop
E16 전파공학과 RF tech1 EMP를  이용한 차량엔진시스템 무력화 연구
E17 전파공학과 떨규조(RF2팀) DDS를 활용한 드론 재머 제작
E18 전파공학과 AM RADAR 사전  충돌감지 에어벡 시스템을 위한 차량용 AM Radar
E19 전파공학과 bbang bbang RSSI를 기반한 주차위치 확인
E20 전파공학과 DTB 악기 또는  목소리의 기본 주파수 검출 및 악보표현

E21 전자공학과 Semi-Tronics 나노구조체를이용한반도체식가스센서의  MEMS 
히터설계

E22 전자공학과 공대생의눈물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Faster-RCNN(실시간 
물체인식 알고리즘) 개선

E23 전기공학과 A2B2 HybridLinearReluctanceMoteor를
이용한스마트의료용침대

E24 전기공학과 MGW 풍력발전기용마그네틱기어
E25 전기공학과 제발 이겨조 인공지능 오목로봇

D

E26 기계설계공과 지니어스 스마트 샤워기

E27 기계설계공학과 핫츄레이크 츄레이크(Churros  + Brake : 브레이크 동관 외형 
및 에어덕트 설계)

E28 기계설계공학과 TKOJ 지진 및 화재 발생 시 중앙통제 출입문 개방장치

E29 기계설계공학과 드림퓨처 그래핀을이용한유동기반에너지
발전소자개발

E30 기계공학과 E-에로파이버 건타입 휴대용 전기방사 장치
E31 기계공학과 과유불급 지능형 절삭유 분사장치
E32 기계공학과 InnoRM 장대레일 내부온도 측정 장치

E33 메카트로닉스 달나라   
정김김 VR 기반 양팔 로봇 교시 시뮬레이터 개발

E34 메카트로닉스 그림그려조 Parallel 5-Bar Drawing Manipulator
E35 메카트로닉스 레일사피엔스 레일온도측정장치

E

E36 컴퓨터공학과 일해라 
일개미들아

스마트 IoT 일라이트 기능성 침대와  연동하는 
헬스케어 앱 개발

E37 컴퓨터공학과 GroBot 지능형  SoC 로봇을 위한 영상처리 및 자율주행

E38 컴퓨터공학과 MORROW IoT  스마트 미터와 챗봇을 이용한 공공 세탁기 
관리 시스템

E39 컴퓨터공학과 C.V.R 다수의 깊이  카메라 기반 인간의 동작인식

E40 컴퓨터공학과 ㅂㅡㄹㄹㅗㄱㅊㅔ
ㅇㅣ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원자재 유통 추적 
어플리케이션

E41 컴퓨터공학과 운수대통 IoT  서비스를 위한 공기관리시스템
E42 컴퓨터공학과 ProB.Industry 자비스
E43 컴퓨터공학과 잘해보조 Chat  Bot
E44 컴퓨터공학과 Pied  Piper 라즈베리파이로 아마존 에코 만들기
E45 컴퓨터공학과 초보운전 자율 이동체의 군집 간 통신 및 제어 메커니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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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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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훈 격 학과명 팀명 작품명

대상 총장상 전기공 제발이겨조 인공지능 오목로봇

최우수상 총장상 건축공 하오치스 탄소섬유를 사용한 자기감지 시멘트 복합체의 개발 및 
압저항 성능평가

최우수상 총장상 전자공 공대생의눈물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Faster-RCNN(실시간 물체인식 
알고리즘) 개선

최우수상 총장상 기계공 과유불급 지능형  절삭유 분사장치

최우수상 총장상 컴퓨터공 Gro Bot 지능형  SoC 로봇을 위한 영상처리 및 자율주행

우수상 학장상 재료공 나옹소 탄소나노튜브와  금속 나노입자를 이용한 
가스센서

7. 시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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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훈 격 학과명 팀명 작품명

우수상 학장상 고분자공 Polymer Duo 미세입자  필터링 소재

우수상 학장상 환경공 워터파크 비점오염원  처리 튜브 필터

우수상 학장상 메카트로닉스공 레일사피엔스 레일온도측정장치

우수상 학장상 컴퓨터공 Pied Piper 라즈베리파이로 아마존 에코 만들기

장려상 학장상 전파공 안테나공방 VHF-Band 무인기 꼬리날개 탑재  송수신 
안테나

장려상 학장상 전파공 ANT L-Band 재밍용 코니컬 혼 안테나

장려상 학장상 전파공 IcnSys Frequency  Locked Loop

장려상 학장상 전파공 RF tech1 EMP를  이용한 차량엔진시스템 무력화 연구

장려상 학장상 전파공 떨규조
(RF2팀) DDS를  활용한 드론 재머 제작

장려상 학장상 전파공 AM RADAR 사전  충돌감지 에어벡 시스템을 위한 차량용 
AM Radar

장려상 학장상 전파공 bbang 
bbang RSSI를  기반한 주차위치 확인

장려상 학장상 전파공 DTB 악기 또는  목소리의 기본 주파수 검출 및 악보 
표현

장려상 학장상 전자공 Semi-
Tronics

나노구조체를이용한반도체식가스센서의  MEMS 
히터설계

장려상 학장상 건축공 A.E 고성능  강섬유를 사용한 HPSFRC의 성능평가

장려상 학장상 건축공 BMCL
섬유  혼합비에 따른 하이브리드 섬유 보강 

시멘트복합체의 인장거동에 미치는 변형 속도 
효과

장려상 학장상 메카트로닉스공 달나라   
정김김 VR 기반  양팔 로봇 교시 시뮬레이터 개발

장려상 학장상 메카트로닉스공 그림그려조 Parallel  5-Bar Drawing Manipulator

장려상 학장상 환경공 깨끗하조 우수제어시설-scraper형  맨홀

장려상 학장상 환경공 워터파크 비점오염원처리튜브 필터

장려상 학장상 환경공 잊지말아조 비점오염원  제거를 위한 무인관리형 맨홀

장려상 학장상 기계설계공 지니어스 스마트  샤워기

장려상 학장상 기계설계공 핫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동관 형상설계를 통한 CFD 
해석

장려상 학장상 기계설계공 TKOJ 지진 및  화재 발생 시 중앙통제 출입문 
개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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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훈 격 학과명 팀명 작품명

장려상 학장상 기계설계공 드림퓨쳐 그래핀을  이용한 유동기반 에너지 발전소자 개발

장려상 학장상 기계공 E-에로파이버 건타입  휴대용 전기방사 장치

장려상 학장상 기계공 InnoRM 장대레일  내부온도 측정 장치

장려상 학장상 건축공 　 경제의 기억

장려상 학장상 건축공 　 Sharing-dock

장려상 학장상 건축공 　 BORDER SCENARY

장려상 학장상 전기공 A2B2 HybridLinearReluctanceMoteor를
이용한스마트의료용침대

장려상 학장상 전기공 MGW 풍력발전기용마그네틱 기어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 일해라  
일개미들아

스마트  IoT 일라이트 기능성 침대와 연동하는 
헬스케어 앱 개발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 MORROW IoT  스마트 미터와 챗봇을 이용한 공공 세탁기 
관리 시스템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 C.V.R 다수의 깊이  카메라 기반 인간의 동작인식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 ㅂㅡㄹㄹㅗㄱ
ㅊㅔㅇㅣ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원자재 유통 추적 
어플리케이션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 운수대통 운수대통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 ProB.Industry 자비스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 잘해보조 Chat  Bot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 초보운전 자율 이동체의 군집 간 통신 및 제어 메커니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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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담당
정 부 학생회

남정수 교수 실전문제연구단 강소윤 이주현, 유형석

1. 목적
가. 관련 전공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활용능력 배양
나. 공과대학 실전문제연구단의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를 통한 학생들의 계열별 

전공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홍보 및 융복합적 문제해결능력 배양 
다. 공과대학의 우수성과 홍보 및 확산

2. 주요 일정
가. 모집기간: 2017. 9. 1.(금) ~ 9. 8.(금)
나. 대 상 팀: 공과대학 실전문제연구단 참여 40개팀

3. 준비/운영(계획)
가. 장소: 공대 1-5호관 주차장(별도 전시대)
나. 심사계획: 계열별(4) 분리·전시(10:00~17:00) 및 심사 후 시상팀 선정
다. 심사위원: 공과대학 실전문제연구단 단장 이영우 교수, 부단장 최장영 교수,
             부장 남정수/이원균 교수

4. 시상 내역

구분 훈격 선정 팀 수 비고

최우수상 학장상 1팀 시상금 100만원

우수상 학장상 3팀 시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단장상 4팀 시상금 각 30만원

계 8팀 계열별 2팀/총 8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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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전문제연구팀 참여 현황 (총 40개팀)

구분 계열 학과명 순번 실전문제연구팀명

X1
화공/소재

(10)

신소재공학과

X1-01 유연기판 가스센서 기술팀
X1-02 솔라스팀팩
X1-03 보일러피플
X1-04 케어해조

유기재료공학과 X1-05 뉴페이스
X1-06 온도감응성 하이드로젤팀

응용화학공학과

X1-07 화공분체팀
X1-08 바이오는 우리 손으로!
X1-09 LAP.ACOM
X1-10 옹기종기

X2
전기/전자

(13)

전기공학과

X2-11 에너자이저
X2-12 전기방사필터
X2-13 APPEM
X2-14 Robofaar

전자공학과 X2-15 CASL
X2-16 MSS

전파정보통신공학과

X2-17 WIT
X2-18 All New
X2-19 SDR
X2-20 고속 무인기용 빔제어 안테나개발
X2-21 융합형 오디오 연구팀
X2-22 IEMI
X2-23 Create RF

X3
건축/토목

(6)

건축공학과
X3-24 G-factory
X3-25 Concrete Tech. for Future
X3-26 RC structure

토목공학과 X3-27 CURS

환경공학과 X3-28 NPC
X3-29 Eco friendly

X4
기계
(11)

기계공학부

X4-30 열정의 도가니
X4-31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Cowl 형상최적화
X4-32 에너지변환시스템
X4-33 생산시스템제어실험실
X4-34 토폴로지
X4-35 Clean & Fresh
X4-36 E-Fiber

메카트로닉스공학과 X4-37 Weeding UGV
X4-38 IMCR

선박해양공학과 X4-39 슈퍼탱크
X4-40 FI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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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상 현황

구분 훈격 학과명 팀명 작품명

최우수상 학장상 기계공학부 에너지변환
시스템 와류생성기를 이용한 가스 분리 기술

우수상 학장상 신소재공학과
유연기판 
가스센서 
기술팀

유연기판 제작 IoT용 가스센서 
제작기술 개발

우수상 학장상 전기공학과 전기방사
필터

미세먼지 대응위한 전기방사 
박막필터섬유 제작

우수상 학장상 건축공학과 G-Factory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인프라를 
응용한 건설기술 아이템 발굴

장려상 단장상 환경공학과 NPC 강우시 초기유출수의 오염부하 
저감장치 개발

장려상 단장상 선박해양
공학과 FINCL 고효율 친환경 수류터빈 개발 

장려상 단장상 고분자공학과 뉴페이스 축전식 탈염 시스템용 다공성 탄소 
미세입자 개발

장려상 단장상 전자전파정보
통신공학과

융합형 
오디오 
연구팀

스피커 특성을 반영한 전류구동형 
오디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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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고교생 R&E 경진대회 

담당
정 부 학생회

 최지훈 교수 특성화사업단 박민정 박효원

1. 목적
가. 특성화 분야 R&E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설계과제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신입생 확보에 기여 및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 정립
나. 대학생 대상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와의 연규 교류 확대 및 공학에 대한 관심 유도 

2. 주요 일정
가. 참여 학생 모집: 2017. 9. 5.(화) ~ 9. 11.(월) 관련 특성화사업단에서 추진
나. 참가팀 확정 및 포스터 제출: 2017 9. 11 (월) ~ 9. 15 (금)
다. 행사일시: 2017. 9. 21.(목) 10:00 ~ 16:00
라. 참석대상: 소재·공정기반 에너지 융복합 창의인재양성사업단 R&E 프로그램 참여 학생

3. 준비/운영(계획)
가. 장소: 공대 1-5호관 주차장(별도 전시대)
나. 심사계획: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 심사계획과 동일
다. 심사위원: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 (P1) 소재계열 심사위원  
라. 참여 학생 지원 방안 마련

   - 참여 고등학교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 시상 방식
   - 실비 지원

4. 시상 계획

구    분 훈  격 선정 팀 수 수상팀
최우수상 학장상 1팀 지족고
우수상 학장상 3팀 서일고, 성모여자고, 동산고, 대성고
장려상 학장상 7팀

계 1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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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 현황

연번 주제명 학교명 학생수(명)

1 리튬 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 소재 합성 및 평가

대성고등학교

4

2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고이동도 산화물 반도체 
박막트랜지스터 특성 분석 5

3 TiO2-CeO2-Au  삼원계 시스템을 이용한 다차원 
반응점 촉매 개발 5

4 난방용 에너지  분야 구조재료의 부식 및 파손 분석 5

5 3D 프린팅을  이용한 복합재료 제조 및 특성평가 4

6 온도감응성  하이드로젤 제조 및 특성관찰 5

7 탄소나노섬유  기반 슈퍼커패시터 전극소재 제조와 
특성평가 서일고등학교 5

8 전자소자용  미세회로 제작 성모여자고등학교 4

9 탄소나노튜브 및  그래핀 등을 이용한 에폭시 
복합재의 제조 및 평가 노은고등학교 4

10 전기방사기반  TiO2 나노섬유를 이용한 DSSC 제작 
및 실험 지족고등학교 4

11 유무기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입자 기반의 압전소자 
제작 동산고등학교 5

합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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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훈격 학교명 작품명

최우수상 학장상 지족고등학교 전기방사기반 TiO2나노섬유를 이용한 DSSC 제작  및 
실험

우수상 학장상 대성고등학교 리튬 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 소재 합성 및 평가

우수상 학장상 서일고등학교 탄소나노섬유 기반 슈퍼커패시터 전극소재 제조와  
특성평가

우수상 학장상 성모여자고등학교 전자소자용 미세회로 제작

우수상 학장상 동산고등학교 유무기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입자 기반의 압전소자 제작

장려상 학장상 대성고등학교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고이동도 산화물 반도체  
박막트랜지스터 특성 분석

장려상 학장상 대성고등학교 TiO2-CeO2-Au 삼원계 시스템을 이용한  다차원 
반응점 촉매 개발

장려상 학장상 대성고등학교 난방용 에너지 분야 구조재료의 부식 및 파손 분석

장려상 학장상 대성고등학교 3D 프린팅을 이용한 복합재료 제조 및 특성평가

장려상 학장상 대성고등학교 온도감응성 하이드로젤 제조 및 특성관찰

장려상 학장상 노은고등학교 탄소나노튜브 및 그래핀 등을 이용한 에폭시 복합재의 
제조 및 평가

6. 시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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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지역 중･고생 대상 공과대학 학과 소개 및 Open Lab

담당
정 부 학생회

 안병권 교수 이화윤, 권영희 학생인솔 봉사 도우미

1. 목적
가. 대전·세종·충청지역 중·고생 대상 학과소개 및 대표 실험실 견학을 통한 공과대학 

홍보 및 미래인재 유치
나. Engineering Fair 참여를 통한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들의 전공학습 결과 

홍보 및 지역 중·고생들의 관심 증대  

2. 주요 일정
가. 계획수립: 2017. 5. 30.(화)
나. 모집(입학본부): 2017. 8. 30.(수) ~ 9. 4.(월)
다. 운영기간: 2017. 9. 21.(목) ~ 9. 22.(금) [2일간]

3. 운영 현황
가. 참여 학과 및 대표 실험실 현황

계열 학과명 실험실명 구분 위치

화공/소재
(6)

응용화학공학과 기능성 고분자 합성실 E1-04 1-363
유/무기 나노화학공정실험실 E1-05 1-451

신소재공학과 나노박막재료실험실 E1-03 1-305
에너지저장재료연구실 E1-02 1-242

유기재료공학과 특성고분자재료실험실 E1-06 1-463
광응답유기재료 색소전자재료 연구실험실 E1-01 1-238

건축/토목
(4)

건축공학과 건설재료시공학연구실 E2-09 2-104
건축학과 건축설계의장연구실 E2-13 2-301

토목공학과 콘크리트연구실 E2-10 2-117
환경공학과 수질관리실험실 E3-17 3-432

전기/전자
(5)

전기공학과 신전기에너지실험실 E2-11 2-160
전자공학과 차세대반도체 및 센서 연구실 E2-12 2-273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안테나연구실 E3-14 2-332
데이터통신실험실 E3-18 3-505

컴퓨터공학과 임베디드시스템연구실 E5-08 5-533

기계
(5)

기계공학부 첨단기계설계실험실 E5-07 5-311
신뢰성평가실험실 E4-19 4-109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지능시스템 및 감성공학실험실 E4-20 4-510
선박해양공학과 유동소음/캐비테이션실험실 E3-15 3-108
항공우주공학과 풍동실험실 E3-16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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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 중·고생 현황

구분 구분 인원(명) 합계(명)

중학생
9.21.(목) 78

178
9.22.(금) 100

고등학생
9.21.(목) 182

364
9.22.(금) 182

합계 542

다. 조별 인원 현황

일시 구분 조수 조당 인원(명) 인원(명)
9.21.(목)

13:00~16:00
중학생 6 13 78

고등학생 14 13 182
9.22.(금)

10:00~15:00
중학생 10 10 100

고등학생 14 13 182
합계 542

라. 9.21.(목) 일정
조 시간 학과 실험실 시간 학과 실험실 시간 학과 실험실

1 13:00-13:40 E1-01 1-238 14:00-14:40 E3-15 3-108 15:00-15:40 E2-09 2-104
2 13:00-13:40 E1-02 1-242 14:00-14:40 E3-16 3-220 15:00-15:40 E2-10 2-117
3 13:00-13:40 E1-03 1-305 14:00-14:40 E3-17 3-432 15:00-15:40 E2-11 2-160
4 13:00-13:40 E1-04 1-363 14:00-14:40 E3-18 3-505 15:00-15:40 E2-12 2-273
5 13:00-13:40 E1-05 1-451 14:00-14:40 E4-19 4-109 15:00-15:40 E2-13 2-301
6 13:00-13:40 E1-06 1-463 14:00-14:40 E4-20 4-510 15:00-15:40 E2-14 2-332
7 13:00-13:40 E5-07 5-311 14:00-14:40 E1-01 1-238 15:00-15:40 E3-15 3-108
8 13:00-13:40 E5-08 5-533 14:00-14:40 E1-02 1-242 15:00-15:40 E3-16 3-220
9 13:00-13:40 E2-09 2-104 14:00-14:40 E1-03 1-305 15:00-15:40 E3-17 3-432
10 13:00-13:40 E2-10 2-117 14:00-14:40 E1-04 1-363 15:00-15:40 E3-18 3-505
11 13:00-13:40 E2-11 2-160 14:00-14:40 E1-05 1-451 15:00-15:40 E4-19 4-109
12 13:00-13:40 E2-12 2-273 14:00-14:40 E1-06 1-463 15:00-15:40 E4-20 4-510
13 13:00-13:40 E2-13 2-301 14:00-14:40 E5-07 5-311 15:00-15:40 E1-01 1-238
14 13:00-13:40 E2-14 2-332 14:00-14:40 E5-08 5-533 15:00-15:40 E1-02 1-242
15 13:00-13:40 E3-15 3-108 14:00-14:40 E2-09 2-104 15:00-15:40 E1-03 1-305
16 13:00-13:40 E3-16 3-220 14:00-14:40 E2-10 2-117 15:00-15:40 E1-04 1-363
17 13:00-13:40 E3-17 3-432 14:00-14:40 E2-11 2-160 15:00-15:40 E1-05 1-451
18 13:00-13:40 E3-18 3-505 14:00-14:40 E2-12 2-273 15:00-15:40 E1-06 1-463
19 13:00-13:40 E4-19 4-109 14:00-14:40 E2-13 2-301 15:00-15:40 E5-07 5-311
20 13:00-13:40 E4-20 4-510 14:00-14:40 E2-14 2-332 15:00-15:40 E5-08 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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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간 학과 실험실 시간 학과 실험실　 시간 학과 실험실　 시간 학과 실험실　

1조 10:20-
11:00 　 11:20-

12:00 E5-08 5-533 13:00-
13:40 E3-15 3-108 　 　 　

2조 10:20-
11:00 　 11:20-

12:00 E5-07 5-311 13:00-
13:40 E3-18 3-505 　 　 　

3조 10:20-
11:00 E4-20 4-510 11:20-

12:00 　 13:00-
13:40 E1-01 1-238 　 　 　

4조 10:20-
11:00 E4-19 4-109 11:20-

12:00 　 13:00-
13:40 E1-02 1-242 　 　 　

5조 10:20-
11:00 E3-18 3-505 11:20-

12:00 　 13:00-
13:40 E1-03 1-305 　 　 　

6조 10:20-
11:00 E3-17 3-432 11:20-

12:00 　 13:00-
13:40 E1-04 1-363 　 　 　

7조 10:20-
11:00 E3-16 3-220 11:20-

12:00 E2-10 2-117 13:00-
13:40 　 　 　

8조 10:20-
11:00 E3-15 3-108 11:20-

12:00 E2-09 2-104 13:00-
13:40 　 　 　

9조 10:20-
11:00 E2-14 2-332 11:20-

12:00 E1-06 1-463 13:00-
13:40 　 　 　

10조 10:20-
11:00 E2-13 2-301 11:20-

12:00 E1-05 1-451 13:00-
13:40 　 　 　

11조

10:30-
11:00

특
강　

11:20-
12:00 E1-01 1-238 13:00-

13:40 E5-07 5-311 14:00-
14:40 　

12조 11:20-
12:00 E1-02 1-242 13:00-

13:40 E5-08 5-533 14:00-
14:40 　

13조 11:20-
12:00 E1-03 1-305 13:00-

13:40 E3-16 3-220 14:00-
14:40 E2-09 2-104

14조 11:20-
12:00 E1-04 1-363 13:00-

13:40 E4-19 4-109 14:00-
14:40 E2-10 2-117

15조 11:20-
12:00 E4-20 4-510 13:00-

13:40 E2-09 2-104 14:00-
14:40 E1-01 1-238

16조 11:20-
12:00 E4-19 4-109 13:00-

13:40 E2-10 2-117 14:00-
14:40 E1-02 1-242

17조 11:20-
12:00 E3-18 3-505 13:00-

13:40 E2-11 2-160 14:00-
14:40 E1-03 1-305

18조 11:20-
12:00 E3-17 3-432 13:00-

13:40 E2-12 2-273 14:00-
14:40 E1-04 1-363

19조 11:20-
12:00 E3-16 3-220 13:00-

13:40 E2-13 2-301 14:00-
14:40 E1-05 1-451

20조 11:20-
12:00 E3-15 3-108 13:00-

13:40 E2-14 2-332 14:00-
14:40 E1-06 1-463

21조 11:20-
12:00 E2-14 2-332 13:00-

13:40 E3-17 3-432 14:00-
14:40 E5-07 5-311

22조 11:20-
12:00 E2-13 2-301 13:00-

13:40 E4-20 4-510 14:00-
14:40 E5-08 5-533

23조 11:20-
12:00 E2-12 2-273 13:00-

13:40 E1-05 1-451 14:00-
14:40 　

24조 11:20-
12:00 E2-11 2-160 13:00-

13:40 E1-06 1-463 14:00-
14:40 　

마. 9.22.(금)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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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부 내역 단 가 수 량 단 위 금 액(원)

인건비

학과 및 실험실  소개
(석/박사급)21일  100,000 20 명 2,000,000 

학과 및 실험실 소개
(석/박사급)22일 100,000 20 명 2,000,000 

실험실 보조인력 21일  50,000 40 명 2,000,000 

실험실 보조인력 22일 50,000 40 명 2,000,000 

소계 　 8,000,000 

실험실  지원
간식비 및 재료비 400,000 20 Lab 8,000,000 

소계 　 　 　 8,000,000 

동아리 홍보/
체험부스운영

지원금(6개 동아리) 50,000 18 명 900,000 

체험 재료비 400,000 5 부스 1,000,000 

소계 　 1,900,000 

부스 설치비

몽골텐트 150,000 11 개 1,650,000 

현수막 50,000 11 개 550,000 

테이블 대여 20,000 70 개 1,400,000 

의자 대여  5,000 160 개  800,000 

소계 　 3,617,000 

홍보비

포스터/리플렛/PT자료 3,215,000 1 식 3,525,000

실험실 배너 및 판넬  99,000 20 개 1,980,000 

가로등 배너 16,500 98 조 1,617,000 

소계 7,122,000 

회의비 행사 기획 450,000 1 회 461,000

예산 합계　 29,100,000 

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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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실전문제 연구단 참여기업 홍보부스

담당
정 부 학생회

남정수 교수 실전문제연구단 강소윤 유채영, 이주현

1. 목적
가.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폭넓은 시야 형성
나. 충남대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다. 중소기업으로의 관심도 제고 및 취업기회 제공
라. 각 계열별 산학연계 활동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통한 학생들의 융복합적 사고능력 배양

2. 주요 일정
가. 모집기간: 2017. 9. 1.(금) ~ 9. 8.(금)
나. 참여규모: 계열(4)별 3개 업체, 총 12개 업체

3. 준비/운영(계획)
가. 장소: 공학 1-5호관 주차장(별도 부스)
나. 참여기업: 12개 기업 

연번 사업참여 교수 기업명 기업 담당자 비고
1 김형일 ㈜비피케미칼 방영길
2 이수열 케이엘이에스㈜ 송기오
3 최재학 ㈜이노켐텍 손원근
4 김종훈 이지파워 김병관
5 우종명 ㈜엠티지 한인희
6 윤현도 ㈜동양구조엔지니어링 김용철
7 임남형 ㈜케이엠티엘 김세용
8 남정수 ㈜대우건설기술연구원 이의배
9 유상석 ㈜가스로드 임정열
10 원문철 ㈜스페이드 유용길
11 최호석 ㈜바이오니아 김재하
12 남정수 계룡건설(주)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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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공과대학 동아리 홍보 부스

담당
정 부 비고

박상현 현성준, 백현

1.  목적
  공과대학 동아리들이 준비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공학
적인 체험을 통한 관심 유도
 
2. 주요 일정
 가. 참여 동아리 모집기간: 2017. 8. 23.(수) ~ 8. 27.(일) 18:00(접수 완료)
 나. 운영일시: 2017. 9. 21.(목)  9:30 ~ 17:00

3. 준비/운영(계획)
 가. 장소: 공학 1-5호관 주차장
 나. 참여 동아리 현황

학과 동아리명 대표 전시(홍보) 내용
기계공학과 바퀴네개 김지민 직접 제작한 자작 자동차 전시 및 체험

컴퓨터공학과 GROW 박종상 VR 체험 및 동아리 자체 개발 게임 동영상 시연
메카트로닉스공학과 C.O.Me 강호준 동아리 자체 제작 로봇 시연 및 대회출품작 전시
기계설계공학과 캐드락 남정연 3D 프린트를 이용한 체험

기계공학과 해남 최선란 드리블 및 농구의 기본 기술 체험
중앙동아리 B4 윤영식 축구 드리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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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대외협력 및 체험활동 부스                  

담당
정 부 비고

박상현 이주현, 박효원

1. 목적
 가. 공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대외활동 정보 제공을 통해 폭넓은 시야 형성
 나.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컨텐츠 제공으로 행사참여도 향상
 다. 예술대학 학생들이 준비한 컨텐츠를 통한 음악과 미술 등의 문화체험 유도

2. 운영일시: 2017. 9. 21.(목) 9:30 ~ 17:00

3. 준비/운영(계획)
 가. 장소: 공학 1-5호관 주차장
 나. 대외협력 참여부스 현황

단체명 관계자 연락처 내용
KT&G 윤** 010-****-1325 증명사진 촬영

상상 univ 윤** 010-****-1325 홍보 위주의 체험활동 및 게임진행
유니세프 호** 010-****-4542 구호물폼 전시 및 체험

한국커리어개발원 정** 010-****-0137 취업컨설팅
KEPCO 대학생 서포터즈 주** 010-****-6429 홍보 위주의 체험활동 및 게임진행

금연 서포터즈 김** 010-****-2126 다트, 금연팔찌 제공, 폐활량테스트
하이트 진로 서포터즈 김** 010-****-8860 홍보형태 팜플렛 및 사은품 제공

 다. 예술대학 체험활동 부스 현황(5)

학과 관계자 연락처 내용 비고
관현악과 곽** 010-****-7496 악기체험 및 연주
음악과 김 010- -5884 화음 맞추기
조소과 신 010- -8384 포토존
회화과 윤 010- -0272 페이스페인팅

예대 학생회 이 010- -4323 슬라임 만들기

 라. 놀이존 운영(3): VR트럭, 미니 바이킹, 로데오
 마. 참가 서포터즈 참가 확인서 또는 협조 공문 요청
 바. 소음 발생 방지 및 주의 조치 필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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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담당
정 부 학생회

김철영 교수 권영희 유채영, 백현

1.  목적
 가. 공과대학 학생들이 계열별 전공 지식과, 최신 흐름을 ‘우리의 내일을 이끌,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주제 안에서 서로 공유하며 융합할 수 있는 자리 마련
 나.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 준비 및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 

입사 면접 시 자기PR 능력 향상

2. 주요 일정
 가. 자료 제출: 8. 25.(금) ~ 9. 10.(일)
 나. 예선: 9. 12.(화) 공지
 다. 본선: 9. 21.(목) 12:00~16:00
 라. 장소: 공과대학 1호관 취봉홀

3. 준비/운영(계획)
 가. 주제: 우리의 내일을 이끌, 4차 산업혁명
 나. 참가대상: 각 학과 팀 제한 없음,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 (최대 인원 제한 없음)
 다. 본선 진행
   - 대상: 예선 통과한 8팀
   - 진행: 연대사업국장 유채영, 연대사업차장 백현
 라. 심사방법
   - 8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10분 발표 및 5분 질의)
   - 평가 항목: 구성(발표의 전개), 유익한 내용, 청중의 이해도, 발표 자세, 질문에 대한 답변능

력, 학문적 깊이, 시간 준수 여부
   - 교수 심사위원(한준현, 강성민, 신경준, 김철영), 학생 심사위원(김용유, 민성홍, 
     최성미, 서동완, 임지원, 이동헌)
 마. 홍보: 각 학과 학회장을 통한 전파 및 페이스북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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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훈격 소속 작품명

최우수상 학장상
화학공학과

우리의 내일을 이끌, 4차 산업혁명
응용화학공학과

우수상 학장상 정보통신공학과 우리의 내일을 이끌, 4차 산업혁명

장려상 학장상 신소재공학과 우리의 내일을 이끌, 4차 산업혁명

장려상 학장상 환경공학과 우리의 내일을 이끌, 4차 산업혁명

4. 시상 내역(안)

구    분 훈  격 장학금 선정 팀 수 비     고

최우수상 학장상 600천원 1팀
우수상 학장상 400천원 1팀
장려상 학장상 200천원 2팀
참가상 - 30천원 4팀 상품권으로 증정

계 1,520천원 8팀

5. 심사표

Presentation 발표 대회 심사표
평가자 :                   (인)

No 팀명 학과명 주제
평가 내역

구성
(10)

내용의
참신성
(10)

청중
이해도
(10)

발표
자세
(10)

질문답변
능력
(10)

학문적
깊이
(10)

1
2
3
4
5
6
7
8

6. 시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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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 공학퀴즈대회            

담당
정 부 비고

김교연 이소현 사회자 同

1. 목적
 가. 골든벨을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 마련
 나. 여러 계열의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있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주요 일정
 가. 모집기간: 9. 4.(월) ~ 9. 15.(금)
 나. 운영일시: 9. 21.(목)  11:00 ~ 12:30
 다. 장소: 공과대학 1호관 취봉홀

3. 준비/운영(계획)
 가. 참가대상: 공과대학 16개 학과(기계, 기설 구분) 전 학년 각 6명/ 총 96명 
 나. 상품 및 상금
    1) 보너스 퀴즈 상품: 문화상품권 1만원권 (25매)
    2) 우승 상금: 300,000원
 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진행방식: 총 50문제, 개인전으로 진행
    2) 문제유형
      - 시사, 정치, 역사, 예술, 과학, 인문학 및 기타상식
      - O/X문제, 4지선다형, 서술형 단답식
    3) 진행방식
      - 개인전으로 전체 진행 후, 40명 정도 남아있을 경우 패자부활전 진행
      - 패자부활전은 O/X퀴즈로 진행
      - 탈락 시 목에 건 패널을 앞면(파란색)에서 뒷면(붉은색)으로 넘겨 사회자들이 

해당인원이 탈락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4) 보너스 퀴즈
      - 8문제마다 출제(총 5문제로 구성)
      - 어려운 문제로 출제하여 변별력이 있도록 하되, 탈락과 관계없이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풀 수 있으며 정답을 맞힐 시 상품으로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수여
      - 기존에 탈락되지 않은 인원이 문제를 틀리더라도 탈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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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시상식 및 공과대학 축전, 폐회식  

담당
정 부 비고

정완재 박상현 학생회 전원

1. 목적
 가. 충남대학교 전체 학생들의 참여 유도와 문화 공간 제공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며,
    엔지니어링 페어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의 노고를 치하.

2. 주요 일정
 가. 운영일시: 9. 21.(목) 19:00∼22:30
 나. 가요제모집기간: 8. 28.(월) ~ 9. 13.(수)
 다. 가요제예선 및 본선: 9. 15.(금) 18:00 공과대학 1호관 취봉홀 / 본선은 행사당일
 라. 장소: 남부운동장 특설무대

3. 준비/운영(계획)
 가. 상세진행일정

시간 행사내용

19:00 (축전 시작) 시상식

19:30

공과대학 학장님 인사 말씀

공과대학 학생회 인사

예술대학 각 과 학생회장 인사

19:45 ‘나린’ 초청 공연

20:00 학회장 댄스

20:10 특별 영상 시청

20:25 가요제 시작(6팀)

학생 참여 이벤트 (MC재량)

21:00 ‘P.O.P’ 초청 공연

21:30 ‘키썸’ 초청 공연

22:00 ‘청하’ 초청 공연

22:30~ 경품추첨 및 시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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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상식 종합

구분 훈격 장학금 선정 팀 수 시상자 비    고

캡스톤 
디자인 

대상 총장상 2,000천원  1팀 학장

전국 공학인증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학교 
대표로 선발

최우수상 총장상 1,000천원  4팀 학장
우수상 학장상 500천원  5팀 학장
장려상 학장상 - 35팀 학장

계 8,500천원 45팀

구분 훈격 장학금 선정 팀 수 시상자 비    고

산업연계
X-Corps

최우수상 학장상 1,000천원 1팀 학장
우수상 학장상 500천원 3팀 학장
장려상 단장상 300천원 4팀 단장

계 3,700천원 8팀 계열별 2팀

구    분 훈  격 장학금 선정 팀 수 시상자 비     고

프레젠테
이션

최우수상 학장상  600천원 1팀 학장
우수상 학장상 400천원 1팀 학장
장려상 학장상 200천원 2팀 학장

참가상 - 30천원 4팀 학장 상품권으로 
증정

계 1,520천원 8팀

구    분 훈  격 장학금 선정 팀 수 시상자 비     고

골든벨 최우수상 - 300천원 1팀 정책국원
계 300천원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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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훈  격 장학금 선정 팀 수 시상자 비     고

체전

우승 - 500천원 1팀 체육국장 트로피
2등 - 300천원 1팀 체육국장 트로피
3등 - 200천원 1팀 체육국장 트로피
축구 -    - 1팀 체육국장 상장 축구공
농구 -    - 1팀 체육국장 상장, 농구공
족구 -    - 1팀 체육국장 상장, 족구공
피구 -    - 1팀 체육국장 상장, 피구공

발야구 -    - 1팀 체육국장 상장, 발야구공
계 1,000천원 8팀

구분 훈격 장학금 선정 팀 수 시상자 비    고

공대 
가요제

1등 - 500천원 1팀 문화국장
2등 - 300천원 1팀 문화국장
3등 - 200천원 1팀 문화국장

계 1,000천원 3팀

4. 무대 위치(남부 운동장)

입구

족구장

농구장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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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내역 정리
 가. P1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 심사계획: 계열(5)별 분리, 전시(10:00 ~ 17:00) 및 심사위원 개별 심사(11:00      

 ~ 15:00)후 교수 회의실에서 시상 팀 선정

구분 분야 참가팀(심사위원) 비고

A 소재 분야
(신소재+고분자)

E1~E2 (+고교생 R&E)팀
(김천중/정영규 교수)

A 계열은 
“고교생 R&E” 

심사 병행

B 건설 분야
(건축+건축공+환경)

E3~E12
(이강민/홍지학 교수)

C 전기/전자/통신 분야
(전기+전자+전파)

E13~E25
(박판근/유호영 교수)

 D 기계 분야
(메카+기계+선박)

E26~E35
(김홍집/조성진 교수)

E IT 분야
(컴퓨터)

E36~E45
(남병규/김기일 교수)

계　　 45팀(10명)

 나. P2 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X-COPRS)
   - 심사계획: 계열(4)별 분리, 전시(10:00 ~ 17:00) 및 심사(11:00 ~ 14:00) 후        

회의실에서 시상팀 선정
   - 심사위원: 공과대학 실전문제연구단 단장 이영우 교수, 부단장 최장영 교수,

             부장 이원균 교수, 부장 남정수 교수

 다. P8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 심사 일정: 본선인 12:00~16:00 공과대학 1호관 취봉홀에서 심사
   - 교수 심사위원 (한준현, 강성민, 신경준, 김철영)
      학생 심사위원 (김용유, 민성홍, 최성미, 서동완, 임지원, 이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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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공과대학 체전

담당
정 부 비고

이소현 현성준 학생회 전원

1. 목적
 가. 올바른 대학문화의 건설을 추구하며, 각 학과별 학생들의 대동의 장을 마련.
 나. 공동체 문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며 단과대학 각 학과 학생회 임원들과 학생들의 

협동심을 강화.

2. 주요 일정
 가. 운영일시: 2017. 9. 20.(수) 9:00 ~ 18:00 공과대학 체전(이하 체육대회)
 나. 주최 : 공과대학, 공과대학 학생회<열정>
 다. 장소: 남부운동장

3. 준비/운영(계획) 825-9635
가. 상세진행일정

시간 프로그램 비고
09:00 개회식 및 체전 시작

경기가 시간 
보다 일찍 
끝날 경우 

바로바로 다음 
일정 진행

10:00 단체 줄넘기

11:00 전략 줄다리기

12:00 점심시간 (이벤트 게임)

13:00 OX 퀴즈

14:00 학회장 게임

15:00 깃발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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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목 및 참여인원 
단위 : 명

단체줄넘기 남자[4] / 여자[4]
전략 줄다리기 남자[15] + 여자 [10]

깃발뽑기 남자[1] / 여자[1]
계 주 (릴레이) 남자[4] / 여자[4]
학회장 게임 현장 공지

이벤트(물풍선 받기) 받는 사람[부회장] / 던지는 사람[각 학과 학생 20명]

O X 퀴즈
전 학우 참여 가능
( 상품 있을 예정 )

    

                                                                        

다. 종목별 점수표
                                                                       단위 : 점

               점 수 
 종 목

1 위 2 위 3 위 참 가 기 타

축 구 200 170 130 70
농 구 200 170 130 70
족 구 200 170 130 70

피 구 (여자) 200 170 130 70
발 야 구 (여자) 200 170 130 70

단체 줄넘기 150 100 50 20
전략줄다리기 200 150 100 70

깃발 뽑기
100 75 50 35 남
100 75 50 35 여

계주(릴레이) 200 150 100 70
학회장게임 300 200 120 70

이벤트(물풍선 받기) 최대 150 점
총 점  2200 1750 1270 800

OX 퀴즈 상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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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상 내역
     

구    분 훈  격 장학금 선정 팀 수 비     고

체전

우승 - 500천원 1팀 트로피
2등 - 300천원 1팀 트로피
3등 - 200천원 1팀 트로피
축구 -    - 1팀 상장 축구공
농구 -    - 1팀 상장, 농구공
족구 -    - 1팀 상장, 족구공
피구 -    - 1팀 상장, 피구공

발야구 -    - 1팀 상장, 발야구공

계 1,000천원 8팀

4. 남부 운동장 사용 개요도

체 전 본 부

족

구

장

&

농

구

장

전

정

통

토

목

신

소

재

컴

퓨

터

응

화

공

기

계

유

기

환

경

건

축

학

전

자

전

기

선

박

기

설

메

카

건
축
공

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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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 시상 및 행사 홍보(계획)

  가. 종합 시상 계획

구분 훈격 상품 선정 팀 수 시상자 비    고

엔지니어링 
페어 종합

1등 - 노트북, 천막 1팀 학생회장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2등 - DSLR, 천막 1팀 학생회장 70만원 상당의 
DSLR카메라

3등 - 프린터, 토너, 천막 1팀 학생회장 50만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참여
학과 - 천막 4팀 학생회장

계    - 7팀

  나. 스탬프 투어

구분 훈격 상품 선정 인원 시상자 비  고

스탬프 
투어

1등 - 삼성노트북 5 1명 부회장

2등 - 아이패드 9.7 2명 부회장

3등 -
전동 킥보드

2명 부회장
샤오니 미니 빔프로젝트

4등 - 자전거 2명 부회장

5등 - 영화 상품권 30명 부회장

계    -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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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홍보방안
   □ 포스터: 5종(메인 200장), PPT(12장),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경진대,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고교생 R&E경진대회, 지역 중·고생 대상 공과대학 Open Lab)

   □ 현수막 및 배너: 개회식현수막(1장 7,000*700),보도현수막(9장 5,000*900), 외벽
                    현수막[1장(1호관정문)1,500 *550], 외벽현수막[1장(1호관측면)
                     1,500*300], 외벽현수막[1장 2호관측면 1,000*600], 가로등 배
                     너(98개), 기업현수막(12개), 홍보배너(1개, 캡스톤디자인), 입
                     아치(2개), 현수막[21장(참여부스용)490*50cm],  현수막[12장
                     (기업부스용)200*80cm], 외부배너[13개 60*180cm,  물통배너대
                     + 패트지출력], 현황판(1개, 400*400)
   □ 리플렛: 2,000부
   □ 페이스북, 홈페이지, 학교 정광판
   □ 보도자료: 기획처 대외협력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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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획홍보위원

연번 직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       고

1 위원장 공과대학 부학장 안 병 권 당 연 직

2 위원 건축공학과 조교수 남 정 수  

3 〃 기계공학부 부교수 김 홍 집

4 〃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최 지 훈

5 〃 전자공학과 부교수 김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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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1차)

일  시 2017. 5. 15.(월), 11:50 ∼ 13:00 장  소 공 1호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 황

 - 원: 참석 3명 (안병권, 김홍집, 남정수)

         임 2명 (최지훈, 김철 )

 - 행정 : 이화윤, 권 희, 배연조

 - 학생회  임원: 참석 3명 (박상 , 신문렬, 유형석)

회 의 안 건

1. Engineering Fair 행사일 결정          
2. Capston Design/졸업작품 경진대회 참여 접수
3. 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 논의
4. 기타

회  의  결 과

1. 2017 Engineering Fair 행사일 결정                      
    - 2017. 9. 20(수) ∼ 22(금) 중 택일 검토
      : (전북대)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9월 28일) 출품작 선정을 

고려하여, 최소 1 주전 시행 
   - 학생회 중심의 학술문화행사로 추진하기로 함
   - 2015, 2016년도 백서를 참고로 차기 회의 때까지 2017년 계획(안) 작성: 학생회

2 . Capston Design/졸업작품 경진대회 참여 접수  
   - 2015년 69개팀, 2016년 45개팀으로 다소 저조
   - 2016년에 행가 계획에 준하여 각 학과로 공문발송(5월 17일), 참여 접수 시작
   - 팀별 재료비 지원 여부는 차후 재 논의하기로 함

3. 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 논의
  - 대전, 충남지역 고교생 대상 학과/전공 소개를 위한 Open Lab 행사 진행
  - (입학처) 입학설명회 및 고교생 연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시행방안 검토
  - 참여율 증진을 위해, 대전지역 고교생 (과학/공학 관련)동아리와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안) 검토  
 - 2017 계획(안) 작성 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의 연계(안) 검토

4. 기타사항
  - 공대 체전, Eng. Flea Market 등 학생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2학기 행사와의 연계시행 검토 
  - 차기 회의 일정: 2017. 5. 30(화)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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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2차)

일  시 2017. 5. 30.(화 ), 11:50 ∼ 13:00 장  소 공 1호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 황

 - 원: 참석 5명 (안병권, 남정수, 김홍집, 최지훈, 김철 )

 - 행정 : 권 희, 배연조

 - 학생회  임원: 참석 8명 (박상 , 신문렬, 유형석, 유채 , 김교연, 백 , 이소 , 이주 )

회 의 안 건

1. Engineering Fair 행사일 결정          
2. Capston Design/졸업작품 경진대회 및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3.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 논의
4. 기타

회  의  결 과

1. 2017 Engineering Fair 행사일 결정                      
    - 행사일 및 학사일정등 고려하여 2017. 9. 22(금) 결정
    - 학생회 중심의 학술문화행사로 진행 독려

   - 팀 프로젝트로 구성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 조사연구- 필요한 것 같이 고민하여 접수를 받아 심사하여 선정

2 . Capston Design/졸업작품 경진대회 참여 접수 및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 제출마감일: 2017. 6. 16.(금) → 현재 미접수 
     ※ 건축학과에서는 최종심사발표 때문에 6. 20(화)에 참가 제출한다 함
   - 50개팀으로 목표 설정으로 최소한 학과별로 4개팀 참여 유도
     → 학생회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로 행사협조 하여 참여실적에 대한 점수부여
   -  프리젠테이션 심사위원 비중: 교수평가는 60%, 학생평가는 줄여서 모두가 참여할수  
       있게하고 편파적심사 지양하는 방안 의견

3. 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 논의
  - 대전, 충남지역 고교생 대상 학과/전공 소개를 위한 Open Lab 행사 진행하여 고교생들
    이 대학교 전공을 알아가는 방법 소개
  - 우림기업 박희원 회장님 초청건 제시
  - 고교생 참여시 입시에 도움을 주고, 상장수여등 보상으로 참여율 높이는 의견
    ( 대학생은 멘토 역할 흐름으로 함께 참여 및 본선 진출 유도)
  -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체험부스 설치로 활동하는 프로그램과 연계
  - 참여율 증진을 위해, 대전지역 고교생 (과학/공학 관련)동아리와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안) 작성
    →   6월말에 포스터 및 도안 작성하여 7월초에 각 고등학교에 공문발송하기
 - 학생회에서는 2017 Engineering Fair 세부 프로그램 계획안 기획해오기
4. 기타사항
  - 공대 체전, Eng. Flea Market 등 학생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소로 선정 검토 
  - 차기 회의 일정: 2017. 6. 12(월)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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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3차)

일  시 2017. 6. 12.(월), 11:50 ∼ 13:00 장  소 공 1호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 황

 - 원: 참석 5명 (안병권, 남정수, 김홍집, 최지훈, 김철 )

 - 행정 : 이화윤, 권 희

 - 학생회  임원: 참석 8명 (박상 , 신문렬, 유형석, 유채 , 김교연, 백 , 이소 , 이주 )

회 의 안 건

1.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 논의
  (초청강연, Presentation 경진대회, Fair Zone,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고등학

생 창의공학 경진대회 등)
2. 기타

회  의  결 과

1. 2017 Engineering Fair 행사일 변경
  - 체육대회 일정 및 학생 참여율을 고려하여 2017. 9. 22.(금) → 2017. 9. 21.(목)로 변경

(학생회 요구사항)   
2.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참여 접수 
 - 제출마감일: 2017. 6. 16.(금) ※ 6.12.(월) 재 수 실  없음 

  ○적극 참여 유도 및 독려 방안 검토·시행, “실전문제연구단” 40팀 중 일부 참여 예정
  ○학생회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및 행사협조 방안으로 학과별 체전, 초청특강 등 행사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 점수 산정 및 시상 추진
  ○행사장소로 대덕홀 사용가능 여부 확인(7월 이후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 논의
 - (가칭)CNU Engineering Navigation: 대전·충남지역 중·고생 대상 학과(전공) 소개 및 Open Lab 운영
  ○학생회에서 안내 방법, 동선 등 고려하여 기획(입학과 Open Campus와 연계 협의)
 - (가칭)고등학생 창의공학 경진대회: 대전·충남지역 고등학교 출신 졸업생이 직접 방문하여 

포스터, 안내자료 등으로 홍보 및 모집(일정 시급, 6월 중 추진계획수립 및 홍보 완료)
  ○「소재계열 특성화사업단 RNE 프로그램」과 참여 연계 추진  
  ○자유 주제로, 결과물 또는 아이디어 제출 방식
  ○우수 작품 시상·판넬 제작 지원 등 지원 방안 검토
 - Fair Zone
  ○장소는 공학1호관∼5호관 사이가 학생들 참여도 향상 및 접근성 측면에서 적절해 보임
  ○취업 지원 안내부스: 대기업 채용설명회·채용면담(취업지원과 협의)
4. 프로그램별 업무분장
 - Presentation 경진대회: 김철영교수            - 취업/대외활동부스: 남정수교수
 - 고등학생 창의공학 경진대회: 최지훈교수       -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김홍집교수
5. 기타사항

  - 초청강연 및 행사 참여 학생들의 공결처리 검토
  - 초청강연 연사 섭외 시급

 - 차기 회의 일정: 2017. 6. 26.(월) 11:50
  ○CNU Engineering Fair 계획안을 구체화하여 세부내용별로 논의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맞

추어 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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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4차)

일  시 2017. 6. 26.(월), 11:50 ∼ 13:00 장  소 공 1호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 황

 - 원: 참석 3명 (안병권, 남정수, 김철 ), 임 1명(김홍집)

 - 행정 : 이화윤, 권 희

 - 학생회  임원: 참석 6명 (박상 , 성 , 신문렬, 정완재, 이주 , 백 )

회 의 안 건

1. 2017 CNU Engineering Fair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일정) 논의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Presentation 경진대회, Fair Zone, 
  고등학생 창의공학 경진대회, 초청강연 등)
2. 2017년 예산 내역 검토 

회  의  결 과

1.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일정) 논의
 -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전파공학과외 11개 학과 47팀 및 실전문제연구단 40팀⇒ 총 87팀 참여 예정
  ⦁1호관과 5호관 사이 (우천 시 대덕홀) 
 - 고등학생 창의공학 경진대회: 주제 My Research Competition (나만의 연구결과) 
  ⦁추진일정(안)

기간 추진내용 기간 추진내용
6.26.(월)~6.27.(화) 홍보 포스터 시안 제작 6.27.(화)~6.28.(수) 홍보 포스터 인쇄
6.28.(수)~7.7.(금) 대전지역 고등학교 홍보(공문 및 포스터 배포, 전화)
8. 1.(화) 본선 진출팀 선정 결과 발표 8. 2.(수)~9.20.(수) 작품 준비

  ⦁소요 예산
   * 팀별 지원금: 10만원× 10팀= 100만원   * 포스터 제작비(홍보 30장, 작품 설명 10장)
   * 시상금: 최우수상(총장상) 1팀 50만원, 우수상(학장상) 2팀 각 30만원, 장려상(학장상) 2팀 각 10만원/ 총130만원
 - Fair Zone
  ∙ 체험부스(액자만들기), 동아리 부스 등
 - Presentation 경진대회
  ∙ 주제(안): 4차산업혁명과 공학
  ∙ 추진일정: 모집기한 2017. 7. 30.까지, 8. 30. 본선 진출자 확정(10팀)
  ∙ 모집 방법: 학생회 주관
 - CNU Engineering Fair 참여율 반영하여 행사 참여율 제고: 학과별 참여 점수, 수상 현황 등
 ※ 프로그램별 최종 업무분장
 - Presentation 경진대회: 김철영 교수-유채영       - 취업/대외활동부스: 남정수 교수-유채영, 이주현
 - 고등학생 창의공학 경진대회: 최지훈 교수-박상현  -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김홍집교수-유형석
2. 2017년 예산 내역 검토: 붙임 파일 참조
3. 기타사항 
 - 초청특강: 학생회에서 특강비 500만원 이내로 강사 섭외(7월 첫 주까지 섭외 결정)
 - 차기 회의 일정: 2017. 7. 31.(월) 11:50
   ∙ Presentation 경진대회, 고등학생 창의공학 경진대회 참가접수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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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5차)

일  시 2017. 7. 31.(월), 11:50 ∼ 13:00 장  소 공 1호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 황

 - 원: 참석 5명 안병권, 남정수, 김홍집, 최지훈, 김철  교수

 - 행정 : 이화윤, 권 희, 허내 (실 문제연구단)

 - 학생회  임원: 참석 3명 박상 , 이주 , 김교연

회 의 안 건

1. 2017 CNU Engineering Fair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 논의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Presentation 경진대회, Fair Zone, 
  고교생 대상 학과 설명회, 초청강연 등)
2. 2017년 예산 내역 검토

회  의  결 과

1.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일정) 논의
 - 고등학생 창의공학 경진대회: 참여율이 저조(1팀 신청)하여 프로그램 폐지 결정
 - 초청특강: 개회식 후 발전기금 후원하신 ‘라이온켐텍’ 박희원 회장님 간단한 특강 요청 예정
 - 골든벨 프로그램: 명칭, 규모 등 구체적 기획(학과별‧학년별 신청 인원을 정하여 참여유도) 
 -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골든벨 시상: 금상 1명, 은상 1명, 장려상 2명 정도
 - 고교생 대상 학과 설명회: 대전지역 고등학생 대상 학과 소개 및 실험실 견학을 위한 학

과별 대표 실험실 모집(8월 넷째 주 학과에 공문 발송), 인솔 학생 배치·계열별 투어라
인 계획[학생회] 

   ⦁입학과 Open Campus 연계 사업비 집행 항목 확인(재료비, 회의비, 간식비 등)
 - 취업부스: 취업지원과 협의, 학생회에서 일부 기업 섭외 추진
 - Fair Zone: 1호관과 5호관 사이에 캡스톤디자인 작품 전시와 함께 부스를 설치하여 분산방

지 및 접근성 용이(우천 시 대덕홀- 예약 재확인) 
   ⦁흥미 유발을 위한 놀이존 운영 여부 논의-학술행사라는 행사 성격 고려하여, 관심 및 호

응을 위한 다른 방안 고민(무료 커피 제공, 플리마켓 등)

□ 프로그램별 업무분장 조정 내역

프   로   그   램   명 담당교수 및 학생 비          고
프레젠테이션경진대회 김철영교수-유채영 (예선) 9. 10.완료

취업,대외활동부스 남정수교수-유채영, 이주현
고교생 대상 학과 설명회 안병권교수-박상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일반 49개팀) 김홍집, 최지훈교수-유형석  
            〃      (실전문제연구단 40개팀) 남정수교수-이주현

  2. 기타사항
 - 차기 회의 일정: 2017. 8. 28.(월) 11:50
   ∙ 운영계획안 세부적인 계획, 시상금까지 확정포함 예산 편성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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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6차)

일  시 2017. 8. 28.(월), 11:50 ∼ 13:00 장  소 공 1호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 황

 - 원: 참석 5명 안병권, 남정수, 김홍집, 김철  교수  불참 1명: 최지훈교수

 - 행정 : 이화윤, 권 희

 - 학생회  임원: 참석 9명 박상 , 신문렬, 유채 , 정완재,박효원,이주 ,이소 ,유형석,김교연 

회 의 안 건

1. 2017 CNU Engineering Fair 세부프로그램 주요 추진방향 논의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기업홍보/취업부스,Presentation 경진대회, 대외협력부

스, 동아리홍보부스/체험활도부스, 중·고생 대상 학과소개/대표 실험실 투어, 공학퀴즈대회)
2. 2017년 예산 세부 내역 검토

회  의  결 과

1.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일정) 논의
 - Engineering Fair 명칭: 지역 중·고생과 함께하는 2017 CNU Engineering Fair으로 정함 
 - 초청특강: ‘라이온켐텍’ 박희원 회장 섭외 불가
 - 공학퀴즈대회: 명칭, 규모 등 구체적 기획(학과별‧학년별 신청 인원을 정하여 참여유도) 
 -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최우수상 1명:60만원, 우수상1명:40만원, 장려상2명:20만원, 참가상 4명: 3만원
 - 중·고생 대상 학과 설명회
  ∙2017. 9. 21(목)∼22(금) 세종,대전지역 고등학생 대상: 568명 초청 투어, 
  ∙건축설계 경진대회 학생, 화공과 특성화프로그램 참여학생 참여 제안(부대비용지급 및 

참여확인서 발급)  
 - 기업홍보 부스(12): 계열별 3개업체선정, 동아리 홍보부스(6개),체험활동 부스(5개): 

대외협력부스로 명칭
 - 체험부스에 참여하는 학생에 기념품 지급
 - 특성화사업단 소개부스설치 참여 희망조사 여부 9. 1(금)까지 제출
 - 각 프로그램별 계획내용 작성해오기 9. 5.(화)
 - 종합시상: 학과시상으로 점수부여기준과 참여율 높이는 방안대책 마련: 학생회작성
2. 2017 CNU Engineering Fair 예상 예산 세부내역 작성 검토

□ 프로그램 업무분장 조정 내역

프   로   그   램   명 담당교수 및 학생 비      고

프레젠테이션경진대회
제1전시대 공과대학 김홍집교수-유형석

제2전시대실전문제연구단 남정수교수-유형석

  - 심사위원 인원 및 시상금 책정하기: 9.5(화) 까지
1. 기타사항
 - 차기 회의 일정: 2017. 9. 5.(화) 11:50
   ∙ 운영프로그램 세부적인 계획작성 및 항목별 세부 예산 편성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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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7차)

일  시 2017. 9. 5.(화 ) 11:50 ∼ 13:00 장  소 공 1호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 황

 - 원: 참석 5명 안병권, 남정수, 김홍집, 최지훈, 김철  교수

 - 행정 : 이화윤, 권 희, 강소윤, 김 주(실 문제연구단)

 - 학생회  임원: 참석 9명 박상 , 성 ,신문렬,유형석,이주 ,박효원,이소 ,정완재,김교연.

회 의 안 건
1. 2017 CNU Engineering Fair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 논의
2. 2017년 예산 내역 검토

회  의  결 과

1.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 논의
 - 9. 21.(목) 10:00 개회식 행사에 스카프로 치장하고 뜻깊은 자리로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개회식 시작
 - 폐회식은 19:00∼22:00시로 끝맺음
 - 대외협력 참여부스: 6개 (기존5개 → 1개 추가됨)
 - 캡스톤 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공과대학)
   ∙ 45팀(47팀→ 2팀 포기)
   ∙ 실전문제연구단, 고교생 R&E경진대회 팀과 합쳐서 심사함으로 논의
   ∙ 실전문제연구단 40팀도 포스터 규격, 전시대는 같은 규격으로 한다.
   ∙ 업체와 샘플시안 및 공대 1호관과 5호관사이 전시대 및 부스 설치장소 현장 검토 
 - 주요 프로그램 P1∼P9까지 계획안 담당팀 마지막 정리 제출: 2017. 9. 8.(금)까지
 - 지역 중·고생 대상 공과대학 학과 소개 및 실험실 투어 신청현황: 9. 5.(화)까지 16개학  
   과 신청중 9. 6.(수) 20개 신청완료됨.

2. 기타사항
 - 차기 회의 일정: 2017. 9. 12.(화)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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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8차)

일  시 2017. 9. 12.(화 ) 11:50 ∼ 13:00 장  소 공 1호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 황

 - 원: 참석 5명 안병권, 남정수, 김홍집교수  임2명: 최지훈, 김철 교수 

 - 행정 : 이화윤, 권 희, 강소윤, (실 문제연구단) 

 - 학생회 임원:  참석9명 박상 ,신문렬,유형석,유채 ,이주 ,박효원,이소 ,정완재,김교연     

회 의 안 건
1. 2017 CNU Engineering Fair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사항 검토
2. 행사 홍보물 포스터 디자인 확인 

회  의  결 과

1.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 논의
 -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 건설분야 심사위원: 남정수교수에게 2명 선정 요청
  ∙ IT분야 심사위원: 김철영교수에게 2명 선정 요청
  ∙ 시상내역: 대상(총장상)1명, 최우수상(총장상) 공문 및 상장준비
 - 명칭변경
  ∙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기업홍보/취업부스→ 실전문제연구단 참여기업 홍보부스
 - 폐회식: 시상계획서 및 식순 작성(학생회 다음 회의때 까지 작성)
 -. 홍보: 포스터, 현수막,제작 시안 설명 및 확정
 - 경진대회 참가팀에게 개별 연락 및 SNS를 통하여 공지
2. 대외협력 참여부스: 7개 (기존6개 → 한국커리어개발원 1개 추가됨)
3. 고교생 R&E 경진대회: 총장상1명→ 학상장 1명으로 수상내역 조정
 - 최우수상(학장상)1팀, 우수상(학장상)3팀, 장려상(학장상)7팀.
 - 참여 고교생들에게 교통비성으로 여비 지급 및 중식 제공
4. 지역 중·고생 대상 공과대학 학과 소개 및 Open Lab
 - 대상 실험실에 학과 투어 일정표 안내
 - 실험실 X배너와 판넬 신청한 학과에 한하여 제작 

∙ 기타사항
 - 차기 회의 일정: 2017. 9. 19.(화)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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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9차)

일  시 2017. 9. 19.(화 ) 11:50 ∼ 13:00 장  소 공 1호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 황

 - 원: 참석 5명 안병권, 남정수, 김홍집, 김철 , 김천 ( 리),조성진( 리) 교수  

 - 행정 : 이화윤, 권 희

 - 학생회 임원:  참석 9명 박상 ,신문렬,유형석,유채 ,이주 ,박효원,이소 ,정완재,김교연

 - 력기 : [LINC+사업단 ] 조성진 교수, 심혜진, [실 문 제 연 구 단 ] 강소윤

회 의 안 건 2017 CNU Engineering Fair 운영 최종 점검

회  의  결 과

1. 세부프로그램별 운영 점검
 -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 심사위원 10명 확정, 심사일시 및 방법, 최종 선정 회의 일정 공문 시행
  ∙ 시작시간 10시 준비여부 점검, 심사 시 자리 착석 여부 등 심사에 반영(감점 사항)
 - 고교생 R&E 경진대회
  ∙참석 학생 개회식 참석 및 전시대 인솔(신소재공학과 학생 2명, 차기 학생회장 11명)
  ∙식권 지급, 상장은 다음 주 우편 발송
 - 공학 퀴즈대회 참여 저조 ⇒ 오늘 중 추가 참여자 모집 독려

2. 개회식
 - 초청 내빈 참석 확인
 - 프로그램 소개 진행: 학생회 2명

3. 시상식
 - 당일 19시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시상(학장님)
 - 공학 퀴즈대회, 가요제, 종합시상, 경품 추첨은 마지막 순서로 학생회에서 진행

4. LINC+ Festival 연계
 - LINC+ 사업 추진: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기업부스
 - 향후 참가 범위를 교내 전체로 확대하여 공학+인문+예술 등 융합 기대

※ 계획안 추가 사항: 젠테이션 경진 회 본선 참가자 명단, 개회식  폐회식 식순, 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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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그램 진행위원 및 심사위원

  가. 진행위원

프로그램 담당위원 학 생 회정 부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김홍집 이화윤,권영희 유형석,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남정수 실전문제연구단 
강소윤 이주현,유형석

고교생 R&E 경진대회 최지훈 특성화사업단
박민정 박효원

지역 중·고생 대상 공과대학 학과소개 
및 Open Lab 안병권 이화윤,권영희 학생 인솔

봉사도우미

실전문제 연구단 참여기업 홍보부스 남정수 실전문제연구단
강소윤 유채영,이주현

공과대학 동아리 홍보 부스 박상현 현성준, 백현

대외협력 및 체험활동 부스 박상현 이주현,박효원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김철영 권영희 유채영,백현

공학퀴즈대회 김교연 이소현 사회장 同

시상식 및 공과대학 축전, 폐회식 정완재 박상현 학생회 전원

  나. 심사위원

분야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비고

소재(신소재+고분자) 김천중/정영구

이영우/최장영
이원균.남정수

한준현/강성민
신경준/김철영

김용유/민성홍/최성미
서동완/임지원/이동헌

건설
(건축+건축공+환경) 이강민/홍지학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전파) 박판근/유호영

기계(메키+기계+선박) 김홍집/조성진

IT(컴퓨터) 남병규/김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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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구분 내용 장소 비고

10:20~10:30 식전행사
초청인사 내외빈 영접 공대 학장실

(공학1호관 201호) 학생부학장
(대상: 내･외빈)

행사장 이동 공대 학장실
→ 취봉홀(157호)

10:30~11:00 공식행사

내･외빈 입장

공학1호관 
취봉홀

학생부학장개식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개식사 학장
축사 총장

프로그램 소개 학생회
11:00~11:40 식후행사 행사장 견학 공학 1~5호관 주차장 내 외빈 / 학장

11:50~ 오찬 간담회 유성호텔 중식당 내 외빈 / 공과대학

10 개회식 및 참석 내외빈

          지역 중·고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2017 CNU Engineering Fair 개회식

 □ 일 시: 2017. 9. 21.(목), 10:20 ~ 11:00
 □ 행사 식순

 □ 내외빈 인사
구분 명단
외빈  • 대전광역시교육감(미정)

 • 공과대학 총동창회장

내빈
 • 총장,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본부장, 사회맞춤형 산학협

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부단장, SW중심대학사업단장, 특성화사업단장, BK21+사업
단장, 실전문제연구단장

 ※ 공중파 방송국 및 지역 언론사(협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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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항목 세부항목 단가 수량 예산 지출

축전  및 폐회식

무대설치 무대설치 ₩9,500,000 1 ₩9,500,000 ₩9,400,000 

경품 　 ₩3,000,000 1 ₩3,000,000 ₩3,000,000 

참여 학과 시상 1위 상품(컴퓨터) ₩1,000,000 2 ₩2,000,000 ₩2,000,000 

참여 학과 시상 2위 상품(DSRL) ₩700,000 1 ₩700,000 ₩700,000 

참여 학과 시상 3위 상품(프린터&토너) ₩500,000 1 ₩500,000 ₩500,000 

참여 학과 시상 천막 ₩300,000 4 ₩1,200,000 ₩1,200,000 

단체 손수건 손수건 ₩1,870 2600 ₩4,862,000 ₩4,862,000 

홍보비

홍보비 PPT /장당 ₩55,000 12 ₩660,000 ₩660,000 

홍보비 포스터1(메인) ₩3,300 200 ₩660,000 ₩660,000 

홍보비 리플렛 ₩250 2000 ₩500,000 ₩500,000 

홍보비 보도_현수막(5,000X900) ₩55,000 9 ₩495,000 ₩495,000 

홍보비 외벽현수막(1호관정문) ₩715,000 1 ₩715,000 ₩715,000 

홍보비 외벽현수막(1호관측면) ₩495,000 1 ₩495,000 ₩495,000 

홍보비 외벽현수막(2호관측면) ₩910,000 1 ₩910,000 ₩910,000 

홍보비 가로등 배너 ₩16,500 98 ₩1,617,000 ₩1,617,000 

홍보비 개회식현수막(7,000X700) ₩65,000 1 ₩65,000 ₩65,000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전시대 제1전시대(24단) ₩143,000 24 ₩3,432,000 ₩3,432,000 

전시대 옥탄형 테이블 ₩20,000 45 ₩900,000 ₩900,000 

전시대 의자 ₩1,100 45 ₩49,500 ₩49,500 

심사비 심사비 ₩100,000 9 ₩900,000 ₩900,000 

상금 대상(총장상) ₩2,000,000 1 ₩2,000,000 ₩2,000,000 

상금 최우수상(학장상) ₩1,000,000 4 ₩4,000,000 ₩4,000,000 

상금 우수상(학장상) ₩500,000 5 ₩2,500,000 ₩2,500,000 

전시대(실전) 제2전시대(21단) ₩143,000 21 ₩3,003,000 ₩3,003,000 

전시대(실전) 옥탄형 테이블 ₩20,000 40 ₩800,000 ₩800,000 

전시대(실전) 의자 ₩1,100 40 ₩44,000 ₩44,000 

심사비(실전) 심사비 ₩100,000 4 ₩400,000 ₩400,000 

상금(실전) 최우수상(학장상) ₩1,000,000 1 ₩1,000,000 ₩1,000,000 

상금(실전) 우수상(학장상) ₩500,000 3 ₩1,500,000 ₩1,500,000 

상금(실전) 장려상(단장상) ₩300,000 4 ₩1,200,000 ₩1,200,000 

홍보비 외부배너 ₩60,500 1 ₩60,500 ₩60,500 

창의융합경진대회 상금 ₩2,500,000 1 ₩2,500,000 ₩2,600,000 

11 예산 소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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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스(6)

부스 몽골텐트 ₩88,000 6 ₩528,000 ₩528,000 

부스 내부 전시부스
(테이블,의자포함) ₩231,000 12 ₩2,772,000 ₩2,772,000 

부스 기업 현수막 ₩38,500 12 ₩462,000 ₩462,000 

부스 외부배너 ₩60,500 12 ₩726,000 ₩726,000 

부스 입구아치 ₩550,000 2 ₩1,100,000 ₩1,100,000 

부스 현황판 ₩495,000 1 ₩495,000 ₩495,000 

운영비 참여기업 담당자 중식 ₩20,000 20 ₩400,000 ₩368,100 

사업단부스(2)

부스 몽골텐트 ₩88,000 1 ₩88,000 ₩88,000 

부스 내부 전시부스 ₩231,000 1 ₩231,000 ₩231,000 

부스 현수막 ₩41,800 1 ₩41,800 ₩41,800 

부스 테이블 ₩8,800 1 ₩8,800 ₩8,800 

고교생R&E경진대회

전시대 제3전시대(6단) ₩143,000 6 ₩858,000 ₩858,000 

전시대 옥탄형 테이블 ₩20,000 11 ₩220,000 ₩220,000 

전시대 의자 ₩1,100 11 ₩12,100 ₩12,100 

운영비 지원금 ₩90,000 11 ₩990,000 ₩904,720 

대외협력부스(7)

부스 몽골텐트 ₩88,000 4 ₩352,000 ₩352,000 

부스 몽골텐트 ₩88,000 3 ₩264,000 ₩264,000 

부스 테이블 ₩8,800 14 ₩123,200 ₩123,200 

부스 의자 ₩1,100 42 ₩46,200 ₩46,200 

부스 현수막 ₩41,800 7 ₩292,600 ₩292,600 

동아리 홍보부스(6)

부스 몽골텐트 ₩88,000 6 ₩528,000 ₩528,000 

부스 테이블 ₩8,800 12 ₩105,600 ₩105,600 

부스 의자 ₩1,100 36 ₩39,600 ₩39,600 

부스 현수막 ₩41,800 6 ₩250,800 ₩250,800 

운영비 지원금 ₩150,000 6 ₩900,000 ₩900,000 

체험활동 부스(5)

부스 몽골텐트 ₩88,000 5 ₩440,000 ₩440,000 

부스 테이블 ₩8,800 10 ₩88,000 ₩88,000 

부스 의자 ₩1,100 30 ₩33,000 ₩33,000 

부스 현수막 ₩41,800 5 ₩209,000 ₩209,000 

운영비 재료비 ₩200,000 5 ₩1,000,000 ₩1,000,000 

학생회부스
-운영/쉼터(2+3)-

부스 몽골텐트 ₩88,000 5 ₩440,000 ₩440,000 

부스 테이블 ₩8,800 14 ₩123,200 ₩123,200 

부스 의자 ₩1,100 47 ₩51,700 ₩51,700 

부스 현수막 ₩41,800 2 ₩83,600 ₩83,600 

부스 외부배너 ₩60,500 1 ₩60,500 ₩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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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경진대회
-본선8팀-

심사비 심사비 ₩100,000 4 ₩400,000 ₩400,000 

상금 최우수상(학장상) ₩600,000 1 ₩600,000 ₩600,000 

상금 우수상(학장상) ₩400,000 1 ₩400,000 ₩400,000 

상금 장려상(학장상) ₩200,000 2 ₩400,000 ₩400,000 

참가상품 상품권 ₩30,000 4 ₩120,000 ₩120,000 

공학 퀴즈대회

재료비 명찰, 화이트보드 등 ₩500,000 1 ₩500,000 ₩500,000 

상품권 보너스퀴즈 ₩10,000 25 ₩250,000 ₩250,000 

상금 1등 ₩300,000 1 ₩300,000 ₩300,000 

중.고생대상학과소개/
실험실투어

-20개실험실-

실험실지원 인건비 ₩400,000 20 ₩8,000,000 ₩8,000,000 

실험실지원 재료비/간식비 ₩400,000 20 ₩8,000,000 ₩8,000,000 

홍보비 X배너 ₩66,000 20 ₩1,320,000 ₩1,320,000 

홍보비 판넬 ₩220,000 3 ₩660,000 ₩660,000 

회의비 회의비 ₩461,000 1 ₩461,000 ₩461,000 

기타 운영비

개회식 꽃장식 ₩250,000 1 ₩250,000 ₩250,000 

대덕홀 대관료 　 ₩88,800 1 ₩88,800 ₩88,800 

행사요원 
단체티 서포터즈 ₩16,000 50 ₩800,000 ₩440,000 

중식 도시락 ₩4,500 100 ₩450,000 ₩450,000 

케이터링 커피 ₩180,000 1 ₩180,000 ₩180,000 

행사물품 은박매트 등 ₩1,416,000 1 ₩1,416,000 ₩1,416,000 

계 　 　 　 　 ₩91,127,500 ₩90,650,320 

구분(지원기관)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대학회계 20,000,000  ₩19,113,620 ₩886,380 

우림연구기업기금 20,000,000  ₩20,000,000 ₩0 

링크사업단 15,000,000  ₩10,351,100 ₩4,648,900 

산학연구기금 10,000,000  ₩0 ₩10,000,000 

입학본부 29,100,000  ₩29,100,000 ₩0 

실전문제연구단 10,000,000  ₩8,395,500 ₩1,604,500 

공과대학 총동창회 2,600,000  ₩2,600,000 ₩0 

소재.공정기반에너지융복합사업단 6,500,000  ₩1,090,100 ₩5,409,900 

총   계　 113,200,000  90,650,320 22,54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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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총 평

가. 주요 성과

1) 공과대학만의 내부 행사가 아닌, 지역 중·고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시행하여 미래 인재들에게 공과대학 학생들의 학술문화 활동의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과대학 홍보 및 우수인재 유치에 기여함.

2) 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재학생 중심의 학술문화 행사로 대학축제 
문화 선도에 기여함.

3) 전공 교과과정의 캡스톤디자인 및 졸업작품 경진대회와 실전문제 연구단의 
산업체 연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함께 실시하여 Engineering Fair의 
핵심 프로그램을 양적 및 질적으로 확대하였음.    

   
나. 개선 필요 사항

1)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고교생 R&E 경진대회 
전시대 위치 조정

- (현) 1공학관측 전시대 위치에는 햇볕이 강해 전시물 설명, 발표 및 평가에 
큰 어려움을 겪음.  

- 5공학관측 그늘이 있는 위치로 변경해야함(필수). 
2) 실전문제연구단 전시 프로그램 확대 개편

- X-corps 경진대회를 참여 기업체와 함께 전시하여 사업단 참여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3) LINCplus 사업단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확대 필요
- (사업단 출범이 늦어진 관계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지 못함.
- 사업단 담당자(부장급)를 기획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기 초 기획 단계부터 

참여토록 조치.    
4) 고교생 연계 프로그램 확대

- (각종 특성화 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생 참여 프로그램 연계 확대.
- 학기 초부터 프로그램 구성 및 일정 공유 필요. 

5) Capstone Design 경진대회 1위팀은 충남대학교를 대표하여 전국대회 출전 의무화.
- 본 행사의 1위 수상팀이 전국대회 출전을 거부하였음. 이에 의무화 내용을 

학기 초 모집공고에 명시. 
6) 행사 준비(시설물) 및 당일 프로그램별 사진 촬영(담당자 명시 및 임무 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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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회(48대 ‘열정’) 의견

1) 총평(인사말)
  매년 진행되는 공과대학 학술교류 및 문화증진을 위한 축제로써, 항상 많은 사랑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48대 공과대학 학생회 열정은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존재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축제
를 위하여 의견을 남기니, 올해보다 보다 발전된 축제를 기대하며 글을 남깁니다. 

2) 프로그램 총평
 ○ 지역 고교생과 함께하는 R&E 경진대회
  첫 행사이고 거점국립대에 알맞는 해당지역 학생들과 같이하는 행사를 개최 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자신들의 실험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학생들끼리도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장 까지 마련해서 의
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지원, 교통비 지원 등, 학생들
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책을 행정실에서 제공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연락처 필요해서 연락 두절을 막고 학교 시간
표를 제대로 생각해서 시간이 많이 비는 것을 더 확실히 채워야 고교생들도 더 크게 행
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햇빛이 많이 쬐는 곳이 있어 고교생들에게 구체
적인 배려를 해야 할 것이며, 교수님들과의 만남도 마련에서 자신의 한 실험이 정확히 
어떤 논리인지 토의와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공과대학 학생들이 계열별 저공 지식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이슈 "우리의 내일을 이끌, 
4차 산업혁명" 주제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융합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합니다.
- 장점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화제가 되는 이슈와 관련되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학과 지식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요즘과 같은 자기 PR 시대에 스스로 발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보완할 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 지식과의 연결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타 학과와의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 넓은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 페어존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대외활동, 기업(홍보), 놀이, 동아리 및 예대
를 초청해 꾸린 페어존 입니다. 실생활에서 보다 유익한 정보를 얻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활동 및 정보를 보다 가깝게 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스별 준비한 활
동 및 정보로 엔지니어링 부스의 내용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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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체험 및 활동부스에서 준비한 활동이 너무 간단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활동에 
비해 부스가 커 더욱 빈약한 느낌도 함께 들었습니다. 기업들도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
으로 관심이 가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 홍보부스 지원이 없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다른 
아쉬운 점으로 약속한 시간을 맞추지 않고 말없이 철수한 팀이 생겨 다른 부스까지 혼
란을 주었습니다. 준비기간부터 철수까지 각 부스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 폐회식 및 축전

  공과대학 체전과 엔지니어링 페어 경진 대회를 준비한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충
남대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 즐길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을 만들어 공과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단과대학 학생들까지 같이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을 시작으로 시작
된 축전은 학회장 댄스와 각과 학생회들을 위한 신입생들의 특별영상 시청, 또 공과대
학 가요제, 연예인 초청 공연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보완할 점: 무대 진행자와의 소통이 잘 못 되어 공과대학 학장님의 인사 말씀 순
서가 누락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자와의 사전 리허설을 통해 좀 더 매
끄러운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돗자리를 통한 공연 관람은 취식
과 이동을 하기에는 편하지만 일어서서 공연을 관람할 시 생기는 분실물과 2차사고 발
생이 더 쉽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확실한 인원 통제 및 지시가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전체 프로그램 총평
먼저 해당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참여도 였습니다.  행사 
진행이 잘되고 좋았던 점도 많지만, 다음은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엔지니어링 페어를 
위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초청 관련입니다.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
분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은 주로 교수님 및 사업단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비교적 규
모가 큰 중견이상의 기업들은 사전에(여름방학 시작 전부터)미리 연락을 하고 확인을 받
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여도 대기업에선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기존의 인재개발원    
등 취업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겹치기도 하여 부스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    
은데, 인재개발원과 사전에 미팅하여 관련 기업 세미나 및 홍보를 엔지니어링 페어    
당일날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준비할 텐데,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 의지와 부    
합하는 재미있고 학술적인 프로그램이 조금 더 자리를 채웠으면 합니다. 자발적 참    
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진행하다 보면 많이 있는데, 보다 좋은 내용과 프로그램으로    
앉아서 자리를 채우는게 아니라, 참여 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부분은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다음 학생회에서 조금 더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 55 -

    그리고 페어존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전기는 미리 아침에   
 다 준비해두어 시작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식은 자리 통제가 중요합니다. 축하공연이 시작되면 대형이 무너지고 모두 일어    
나게 되는데 이때, 사회자와 학생회 및 각 과 학생회장들과 사전 조율하여 대형을     
잘 유지하여 주고 모두가 재밌게 보기 위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조금 더 재미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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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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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자료(Ⅰ)

가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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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프로그램  

P1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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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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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고교생 R&E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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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실전문제 연구단 참여기업 홍보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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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공과대학 동아리 홍보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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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대외협력 및 체험활동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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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이벤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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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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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자료(Ⅱ) 행사시설 및 홍보물

  1)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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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렛(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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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로등 배너(0.6mX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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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수막(1호관 정면) (10mX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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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문 LED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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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수막(행사장 1호관 측면) (15mX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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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현수막 (2호관 정문방향) (15mX5.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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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인도 현수막-1 (500mX9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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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Open Lab 참여 실험실 X배너(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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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학과 및 실험실 소개 판넬(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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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현황 배치도

  12) 입구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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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행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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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