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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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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사 개요

❍ 일시: 2018년 9월 20일(목) 10:00~22:00
❍ 장소: 취봉홀(개회식), 공학5호관 로비(전시), 공학1-5호관 주차장(부스), 남부운동장(폐회식)
❍ 주최: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공과대학 제49대 학생회(공유)
❍ 주관: LINC+ 사업단, 실전문제연구단, 특성화사업단 
❍ 후원: 산업기술연구소,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총동창회 

3 주요 일정

시 간 프로그램

10:00~10:30
§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제1전시:창의공학60팀)
(제2전시:실전문제40팀)
(제3전시:LINC+ 사업단 11팀)

(공학 5호관 로비)
§ 실전문제연구단 멘토링 컨퍼런스
§ 전공 동아리 부스
§ 학생 및 대회협력 부스
§ 체험활동 부스

(공학1-5호관 주차장)

§ 고교생 R&E 경진대회
§ 미래의 건축공학 
   경진대회
§ 공과대학 학과 
   설명회 및 실험실
   투어

(고교생 300여명)

10:30~11:00 개회식
(취봉홀)

11:00~12:30 공학퀴즈 대회
(취봉홀)

13:00~16:00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취봉홀)
주제: 내가 회사의 대표가 

된다면

16:00~18:00 심사결과 집계

19:00~22:00 폐회식(남부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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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계획)

구분 금액(천원)

대학회계  35,000

링크사업단  25,000

산학연구기금  10,000

입학본부  20,000

공학교육혁신센터(실전문제연구단)  10,000

공과대학 총동창회   2,500

특성화사업단(소재공정기반에너지융복합)  1,000

합계 103,500

※실행예산: (P58) 11. 예산집행 현황 참조 

5 주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비고

P1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창의공학 60개팀

P2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실전문제연구단 40개팀

P3 융복합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LINC+ 사업단 11개팀

P4 고교생 R&E 및 미래의 건축공학 경진대회 지역 고교생 110명
(R&E 39, 건축공학 71)

P5 지역고교생 대상 학과소개/Open Lab 지역 고교생 200명

P6 실전문제연구단 멘토링 컨퍼런스 산업체 멘토 8명

P7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결선 진출 5개팀

P8 공학퀴즈 경진대회 96명 (학과별 6명)

P9 학생주도 체험 부스 11개 팀

P10 교내 & 대외 협력 부스 12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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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담당
정 부 학생회

신원규 교수 이영민, 홍이슬 서동완, 이현수

1. 목적
가. 관련 전공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활용능력 배양
나. 우수 캡스톤디자인 및 졸업작품 전시를 통한 학생들의 계열별 전공에 대한 관심 증대
다. 2018 CNU Engineering Fair에 전시하여 공과대학의 우수성과 홍보 및 확산

2. 주요 일정
가. 계획 수립: 2018. 3. 19.(월) ~ 3. 30.(금)
나. 참가 접수: 2018. 3. 30.(금) ~ 4. 20.(금)
다. 참가팀 확정 및 포스터 제출: 2018. 9. 3.(월) ~ 9. 7.(금)

3. 준비/운영(계획)
가. 장소: 공대 1호관, 5호관 사이 주차장 (우천 시, 공학 5호관 1층)
나. 위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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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계획
- 계열별 분리 심사
- 장소: 공대 5호관 ~공대 1호관 사이 전시
- 심사위원 개별 심사(11:00 ~ 12:00, 13:00 ~ 15:00)
- 심사위원 종합 심사(15:00 ~ 15:30) 공대1호관 2층 교수회의실

구분 분야 참가팀(심사위원) 비고

A 소재 분야
(화공+신소재+유기재료)

E24, E25, E60 
(R&E 팀 별도 심사)
(구자승/홍기현 교수)

계열별
분리
심사

B 건설 분야
(건축+건축공+환경)

E1~E11
(남정수/양재환 교수)

C 전기/전자/통신 분야
(전기+전자+전파)

E26~E41
(김종훈/김철영 교수)

D 기계 분야
(기계+메카+선박+항공)

E12~E23, E53~E59 
(신원규/이중석 교수)

E IT 분야
(컴퓨터)

E42~E52
(임성수/김기일 교수)

계　　 60팀(10명)

4. 시상 내역 

구분 훈격 장학금 수상팀 수 수상팀(번호)
대상 총장상 2,000천원  1팀 E55

최우수상 총장상 1,000천원  4팀 E11, E24, E39, E50
우수상 학장상 500천원  5팀 E1, E15, E28, E42, E58

장려상 학장상 - 50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외의 팀

계 8,500천원 60팀 -

5. 참가팀 현황
계열 NO 학과명 팀명 작품명

A

E24 신소재공학과 SML
Gas sensor and Energy harvesting device using 

Organic-Inorganic hybrid perovskite material

E25 신소재공학과 신소재료팀
Low Temperature Fabrication of In-Ga-Zn-O 
Thin-Film Transistors Using Microwave and 

E-beam

E60 고분자공학과 코팅해조 의료용 소재의 표면개질을 위한 고분자 코팅막 연구

B E1 건축공학과 우리나라 민정 브라켓을 갖는 모듈러 구조시스템 접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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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NO 학과명 팀명 작품명

E2 건축공학과 - 구릉지 주거지 경관 및 주거모델 제안

E3 건축공학과 - 소록도 한센인 추모공간 제안

E4 환경공학과 - Planning a multi-floor Fulfill Center for 
UAV(Unmanned Aerial Vehicle) Delivery

E5 환경공학과 水5신 누수를 보완한 섬유 다단 필러

E6 환경공학과

CELEB 5(Clean 
Environment is 

Leaded by 
Environmental 

engineering 
Brains)5

NCS(Nonpoint pollution source Control System)

E7 환경공학과 오벤저수(水) FLOW(First Flish Purification with Optimal Way)

E8 환경공학과 윤슬 水파고

E9 환경공학과 일급수 쉬리(She-Lee)

E10 환경공학과 금水회의록 Maze Run:: 미로형 여과장치

E11 건축학과 워터미네이터 FFOB(First Flush treatment system Of Bridge)

C

E26 전기공학과 Mayday
아두이노 센싱을 이용한 드론 추락 방지 

시스템(Drone fall prevention System using 
Arduino sensing)

E27 전기공학과 ABO Wireless Charging System for brain Bio-sensor

E28 전기공학과 잘 돌아가조
안티 스웨이 컨트롤을 이용한 크레인 인양물 흔들림 

제어 장치

E29 전자공학과 S(simple) I(is) 
B(best)

Calculator Using Real_time Handwriting 
Recognition on FPGA

E30 전자공학과 - 치매 환자 위치 추적기

E31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RF tech 아두이노기반 화재감지용 무선통신시스템 설계 및 제작

E32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Team Kim 드론간의 충돌방지시스템 연구

E33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안전제일 자율주행 차량간의 충돌방지 시스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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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NO 학과명 팀명 작품명

E34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마이크로웨이브 단일공진기를 이용한 5GHz 주파수 잠금회로의 

위상잡음 개선

E35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Icnsys 100MHz VCXO를 이용한 FLL의 설계 및 제작

E36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BTS 모노펄스방식과 AMCW를 이용한 IDS

E37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밥 잘 사주는
 예쁜 지은 소프트웨어 기반 무선통신을 위한 수신단 설계

E38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밥 잘 혜주는 
예쁜 누나

LTE-Advanced를 지원하는 저전력 CMOS 수신단 
설계

E39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pandorothy Dancing with Swarms for Future Factory

E40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박 천용 GAN 모델을 이용한 문장 생성

E41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Antenna lab. EMP 방어용 모노폴 안테나

D

E12 기계공학과 TEAM ASAP 휴대용 나노필터 코팅장치

E13 기계공학과 스마트 필로우 의료용 높낮이 자동조절 베개

E14 기계공학과 CENTER 자동 위치 제어 센터가공머신

E15 기계공학과 가-Z 다자유도 3D 프린터 투처리 가공기

E16 기계공학과 열어조 폐열을 이용한 열전반전

E17 기계설계공학과 바퀴소년단 음의 포아송비 구조를 적용한 펑크 없는 바퀴

E18 기계설계공학과 Hug Smelling IOT 복합 향기등

E19 기계설계공학과 스쿼드 사물인터넷(IOT)과 마커인식 증강현실(AR)기술을 
접목시킨 소비전력 측정 시스템

E20 선박해양공학과 고잉메리호 선박의 최적화설계를 위한 선형

E21 선박해양공학과 덕석지 덕석지의 캡스톤

E22 항공우주공학과 SRS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학부교육용 구조물 진동 실험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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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NO 학과명 팀명 작품명

E23 항공우주공학과 FDCL 고정익 드론 자동 이착륙 및 자동 비행

E53 메카트로닉스 하이라이트 Weeding U.G.B ver.2

E54 메카트로닉스
Renovate VR 

simulator
VR기반 로봇 양팔 교시 시뮬레이터

E55 메카트로닉스 T.G.L R-BOT

E56 메카트로닉스 MLC Pro_Car

E57 메카트로닉스 PIVe PIV를 이용한 Plasma 유동 분석

S.P.A gloveS.P.A glove메카트로닉스E58

레일 온도 측정 로봇Go Rail메카트로닉스E59

E

E42 컴퓨터공학과 Kaiser SmartPhone을 Gateway로 이용한 실시간 Air 
Quality 시스템

E43 컴퓨터공학과 하름스 HARMS 기반 레스토랑 무인 시스템

E44 컴퓨터공학과 0조 Warning System via sound location tracking

E45 컴퓨터공학과 9조 스마트폰을 사용한 게이트 제어 시스템

E46 컴퓨터공학과 시조새조 비콘을 이용한 위치측정 정확도 개선 연구

E47 컴퓨터공학과 Iof of infants 영/유아 체온 측정 및 조절장치

E48 컴퓨터공학과 일등하고싶조 웨어러블 백신: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는 스마트 워치 
응용 개발

E49 컴퓨터공학과 짱유명 텍스트 마이닝과 웹 크롤링을 이용한 소셜 커머스 
고객 리뷰 분석

E50 컴퓨터공학과 정김이 온톨로지 기반 음식점 추천 챗봇

E51 컴퓨터공학과 잠수함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 관리 시스템

E52 컴퓨터공학과 풀하우스 지능형 Fog Node를 이용한 Smart Fa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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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표

2018 창의공학 캡스톤 디자인 심사표

B계열

건축

건축공

환경

No 학과명 팀명 작품명
창의성/
융합성 
(30점)

과제해결방
안 및 수행 
적절성
(10점)

기술성 및 
완성도
(30점)

현장발표 
및 질의
응답
(10점)

사회기여 및 
사업화 가능성
(20점)

합 계
(100점)

2018 창의공학 캡스톤 디자인 심사표

A계열

화공
재료

신소재

No 학과명 팀명 작품명
창의성/
융합성 
(30점)

과제해결방
안 및 수행 
적절성
(10점)

기술성 및 
완성도
(30점)

현장발표 
및 질의
응답
(10점)

사회기여 및 
사업화 가능성
(20점)

합 계
(100점)

2018 창의공학 캡스톤 디자인 심사표

C계열

전기
전자

정보통신

No 학과명 팀명 작품명
창의성/
융합성 
(30점)

과제해결방
안 및 수행 
적절성
(10점)

기술성 및 
완성도
(30점)

현장발표 
및 질의
응답
(10점)

사회기여 및 
사업화 가능성
(20점)

합 계
(100점)

2018 창의공학 캡스톤 디자인 심사표

D계열

기계
메카
선박
항공

No 학과명 팀명 작품명
창의성/
융합성 
(30점)

과제해결방
안 및 수행 
적절성
(10점)

기술성 및 
완성도
(30점)

현장발표 
및 질의
응답
(10점)

사회기여 및 
사업화 가능성
(20점)

합 계
(100점)

2018 창의공학 캡스톤 디자인 심사표

E계열

IT분야
컴퓨터

No 학과명 팀명 작품명
창의성/
융합성 
(30점)

과제해결방
안 및 수행 
적절성
(10점)

기술성 및 
완성도
(30점)

현장발표 
및 질의
응답
(10점)

사회기여 및 
사업화 가능성
(20점)

합 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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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상현황

구  분 훈 격 학과명 팀명 작품명

대상 총장상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T.G.L R-BOT

최우수상 총장상 환경공학과 워터미네이터 FFOB(First Flush treatment system Of 
Bridge)

최우수상 총장상 신소재공학과 SML
Gas sensor and Energy harvesting 

device using Organic-Inorganic 
hybrid perovskite material

최우수상 총장상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pandorothy Dancing with Swarms for Future 

Factory

최우수상 총장상 컴퓨터공학과 정김이 온톨로지 기반 음식점 추천 챗봇

우수상 학장상 건축공학과 우리나라 민정 브라켓을 갖는 모듈러 구조시스템 접합부

우수상 학장상 전기공학과 잘 돌아가조 안티 스웨이 컨트롤을 이용한 크레인 
인양물 흔들림 제어 장치

우수상 학장상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S.P.A glove S.P.A glove

우수상 학장상 기계공학과 가-Z 다자유도 3D 프린터 투처리 가공기

우수상 학장상 컴퓨터공학과 Kaiser SmartPhone을 Gateway로 이용한 실시간 
Air Quality 시스템

장려상 학장상 건축학과 - 구릉지 주거지 경관 및 주거모델 제안

장려상 학장상 건축학과 - 소록도 한센인 추모공간 제안

장려상 학장상 건축학과 -
Planning a multi-floor Fulfill Center 
for UAV(Unmanned Aerial Vehicle) 

Delivery

장려상 학장상 환경공학과 水5신 누수를 보완한 섬유 다단 필러

장려상 학장상 환경공학과

CELEB 5(Clean 
Environment is 

Leaded by 
Environmental 

engineering Brains)5

NCS(Nonpoint pollution source 
Control System)

장려상 학장상 환경공학과 오벤저수(水) FLOW(First Flish Purification with 
Optimal Way)

장려상 학장상 환경공학과 윤슬 水파고

장려상 학장상 환경공학과 일급수 쉬리(She-Lee)

장려상 학장상 환경공학과 금水회의록 Maze Run:: 미로형 여과장치

장려상 학장상 기계공학과 TEAM ASAP 휴대용 나노필터 코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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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훈 격 학과명 팀명 작품명

장려상 학장상 기계공학과 스마트 필로우 의료용 높낮이 자동조절 베개

장려상 학장상 기계공학과 CENTER 자동 위치 제어 센터가공머신

장려상 학장상 기계공학과 열어조 폐열을 이용한 열전반전

장려상 학장상 기계설계공학과 바퀴소년단 음의 포아송비 구조를 적용한 펑크 없는 
바퀴

장려상 학장상 기계설계공학과 Hug Smelling IOT 복합 향기등

장려상 학장상 기계설계공학과 스쿼드
AR(Augmented Reality)과 Particle 
photon을 이용한 실시간 전력 측정 

시스템

장려상 학장상 선박해양공학과 고잉메리호 선박의 최적화설계를 위한 선형

장려상 학장상 선박해양공학과 덕석지 충남대 2차원 수조의 이중플랩 조파기 
설계 및 성능평가 시험

장려상 학장상 항공우주공학과 SRS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학부교육용 구조물 
진동 실험 장치 개발

장려상 학장상 항공우주공학과 FDCL 고정익 드론 자동 이착륙 및 자동 비행

장려상 학장상 신소재공학과 신소재료팀
Low Temperature Fabrication of 

In-Ga-Zn-O Thin-Film Transistors 
Using Microwave and E-beam

장려상 학장상 전기공학과 Mayday
아두이노 센싱을 이용한 드론 추락 방지 
시스템(Drone fall prevention System 

using Arduino sensing)

장려상 학장상 전기공학과 ABO Wireless Charging System for brain 
Bio-sensor

장려상 학장상 전자공학과 S(simple) I(is) B(best) Calculator Using Real_time 
Handwriting Recognition on FPGA

장려상 학장상 전자공학과 　 치매 환자 위치 추적기

장려상 학장상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RF tech 아두이노기반 화재감지용 무선통신시스템 

설계 및 제작

장려상 학장상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Team Kim 드론간의 충돌방지시스템 연구

장려상 학장상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안전제일 자율주행 차량간의 충돌방지 시스템 연구

장려상 학장상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마이크로웨이브 단일공진기를 이용한 5GHz 주파수 

잠금회로의 위상잡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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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훈 격 학과명 팀명 작품명

장려상 학장상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Icnsys 100MHz VCXO를 이용한 FLL의 설계 및 

제작

장려상 학장상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BTS 모노펄스방식과 AMCW를 이용한 IDS

장려상 학장상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밥 잘 사주는
 예쁜 지은

소프트웨어 기반 무선통신을 위한 수신단 
설계

장려상 학장상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밥 잘 혜주는 예쁜 누나 LTE-Advanced를 지원하는 저전력 

CMOS 수신단 설계

장려상 학장상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박 천용 GAN 모델을 이용한 문장 생성

장려상 학장상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Antenna lab. EMP 방어용 모노폴 안테나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학과 하름스 HARMS 기반 레스토랑 무인 시스템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학과 0조 Warning System via sound location 
tracking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학과 9조 스마트폰을 사용한 게이트 제어 시스템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학과 시조새조 비콘을 이용한 위치측정 정확도 개선 연구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학과 Iof of infants 영/유아 체온 측정 및 조절장치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학과 일등하고싶조 웨어러블 백신: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는 
스마트 워치 응용 개발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학과 짱유명 텍스트 마이닝과 웹 크롤링을 이용한 소셜 
커머스 고객 리뷰 분석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학과 잠수함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 관리 시스템

장려상 학장상 컴퓨터공학과 풀하우스 지능형 Fog Node를 이용한 Smart Farm 
시스템

장려상 학장상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하이라이트 Weeding U.G.B ver.2

장려상 학장상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Renovate VR 
simulator VR기반 로봇 양팔 교시 시뮬레이터

장려상 학장상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MLC Pro_Car

장려상 학장상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PIVe PIV를 이용한 Plasma 유동 분석

장려상 학장상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Go Rail 레일 온도 측정 로봇

장려상 학장상 고분자공학과 코팅해조 의료용 소재의 표면개질을 위한 고분자 
코팅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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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담당
정 부 학생회

남정수 교수 실전문제연구단 강소윤 장윤재, 심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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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31.(금) ~ 9. 7.(금)
나. 대 상 팀: 공과대학 실전문제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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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공과대학 실전문제연구단 단장 이영우 교수, 부단장 최장영 교수,
             부장 남정수/이원균 교수) 및 외부(산업체멘토 8명)

4. 시상 내역
구분 시상명 선정 팀 수 비고

대상 총장상 1팀 시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학장상 3팀 시상금 각 50만원

우수상 학장상 4팀 시상금 각 30만원

계 8팀 계열별 2팀/총 8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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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팀 현황 (총 40개팀)

구분 계열 학과명 순번 실전문제연구팀명

X1
화공/소재

(8)

응용화학공학과

X1-01 I.S.P.
X1-02 Lab. ACOM
X1-03 NIAC
X1-04 SPSL
X1-05 내 학점은 Ag

신소재공학과
X1-06 soft material
X1-07 항균 박막 필름 제작팀
X1-08 희토류 제련팀

X2
전기/전자

(11)

전기공학과 X2-09 자동개폐필터
X2-10 에너자이저

전자공학과
X2-11 EPT
X2-12 다중안테나 무선통신 연구팀
X2-13 HSET

전파정보통신공학과

X2-14 JYL KIDS
X2-15 BTS
X2-16 융합형 오디오 연구팀
X2-17 SAMTLE_CollDec
X2-18 PLACE
X2-19 RF Tek

X3
건축/토목

(7)

건축공학과 X3-20 C.T.F Season 2
X3-21 G-Factory

토목공학과
X3-22 CURS
X3-23 GEO-NDT
X3-24 가람지키미

환경공학과 X3-25 3R
X3-26 ASAP

X4
기계
(14)

기계공학부

X4-27 열정의 도가니
X4-28 생산시스템제어실험실 학부연구생
X4-29 Specialty
X4-30 SMS
X4-31 그린 에너지 자연모사 연구단
X4-32 아네모이
X4-33 에너지변환시스템
X4-34 뷰 마스터
X4-35 친환경 그래핀 옥사이드 나노 필터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X4-36 하이라이트
X4-37 김최송조
X4-38 떡상가즈아

선박해양공학과 X4-39 LINE 350
X4-40 FI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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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상 현황

구분 훈격 학과명 팀명 작품명

대상 총장상 신소재공학과 soft material 고감도 상온 가스 센서용 소재 개발

최우수상 학장상 전자공학과 EPT 나노구조의 반도체 압력센서 기초소자 개발

최우수상 학장상 건축공학과
C.T.F Season 

2
콘크리트 재령 28일 강도예측을 위한 

극촉진 양생기법 개발

최우수상 학장상 기계공학과
친환경 그래핀 
옥사이드 나노 

필터팀

Graphene oxide membrane을 이용한 
친환경 정수 필터 제작

우수상 학장상 신소재공학과
항균 박막 

필름 제작팀
항균성 있는 스마트폰 액정 보호 필름

우수상 학장상 전자공학과 HSET 무선 동작감지 센서용 수신단 IC 설계

우수상 학장상 기계공학부
생산시스템
제어실험실 
학부연구생

로봇가공기를 이용한 3D프린팅 제품 후처리 
가공

우수상 학장상 기계공학부 SMS
무전해 은 도금을 이용한 크랙 기반 

스트레인 센서와 이를 활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작



- 15 -

P3 융복합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담당
정 부 학생회

김완재 교수 설승은 윤영식, 안재연

1. 목적
가.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활성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나. 우수 캡스톤디자인 작품 전시를 통한 학생들의 계열별 전공에 대한 관심 증대
다. LINC+ 사업 참여 학생의 실무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및 기업체의 

수요에 부합하는 창의형 인재 양성에 기여

2. 추진배경
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이 주최하고 LINC+사업단이 주관하는 CNU –Engineering Fair 

행사에서 2차년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캡스톤디자인 
우수사례 발굴

3. 주요 일정
가. 계획 수립: 2018. 7. 16.(화)
나. 참가 접수: 2018. 7. 16.(화) ~ 8. 16.(금)
다. 참가팀 확정 및 포스터 제출: 2018. 8. 18.(금) ~ 8. 30.(수)

4. 기대효과
가. LINC+사업단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지도교수의 수업 노하우 등 고유 확산

5. 추진개요
가. 일시: 2018. 9. 20.(목)
나. 장소: 공대 1호관, 5호관 사이 주차장
다. 주최: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49대 학생회
라. 주관: 충남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마. 참가 대상 : 2018년도 1학기 수업참여하고 LINC+사업단 지원을 받은 팀
바. 심사 방법 : 현장 발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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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상 계획

구분 훈격 장학금 수상팀 수 비고

대상 총장상 1,000천원  1팀  

최우수상 총장상 500천원  2팀  

우수상 LINC+사업단장상 300천원  8팀  

계 4,400천원 11팀

7. 참가팀 현황

연번 학과명 팀명 작품명

1
기계설계공학과,

기계공학부
Can you fillchair? 프리휠을 이용한 휠체어 수동조작 장치

2 건설공학교육과 미래엔 분말화한 순환골재를 활용한 모르타르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3 생화학과 루미나리에 세균의 형광세기를 증대시키기 위한 Lux 
promoter가 삽입된 Recombinant plasmid 제조

4 디자인창의학과 그린나래 리코 Rico

5 기계공학과 Larva shock absorber 목발

6 메카트로닉스공학과 Me_Car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7 기계공학부
SMS(Silver 

Mirror Sensor)
무전해 은도금을 이용한 스트레인 센서의 개발

8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식물자원학과

PetLab PetMate

9
전기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먼지시져 미세먼지 감지 자동차 창문 자동차단

10 응용생물학과 충(忠 와 蟲) 피, 땀, 모기...

11 기계공학부 캡신 쓰레기통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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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사표

융복합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심사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심
의 
기
준

창의·융합성 - 아이디어의 창의성, 독창성 및 진보성
- 기존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및 도전정신 30

기획성 - 과제 해결방안 및 수행 프로세스의 적절성
- 팀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협력정도 10

기술성 및 
완성도

-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 및 13대 혁신성장동력 부합성
- 기초 설계과정의 논리적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세부 설계 및 계산의 적합성
- 결과물의 완성도(제작, 조립 작동 등)

30

사회기여 및 
사업화 가능성

- 산업계 및 지역사회의 수요 반영도 및 영향도
- 작품(기술)의 실용성, 시장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가능성

20

성실도 - 보고서 구성 및 작성의 충실도
- 현장 발표력 및 질의응답의 우수성 5

홍보효과 - 작품(기술)의 전시효과 및 홍보효과 5

계

                                                                      2018년 9월 20일

심사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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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상 현황

구  분 훈 격 학과명 팀명 작품명

대상 총장상 메카트로닉스공학과 Me_Car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최우수상 총장상 디자인창의학과 그린나래 리코 Rico

최우수상 총장상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식물자원학과

PetLab PetMate

우수상 LINC+사업단장상
기계설계공학과,

기계공학부
Can you 
fillchair?

프리휠을 이용한 휠체어 수동조작 장치

우수상 LINC+사업단장상 건설공학교육과 미래엔
분말화한 순환골재를 활용한 모르타르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우수상 LINC+사업단장상 생화학과 루미나리에
세균의 형광세기를 증대시키기 위한 Lux 
promoter가 삽입된 Recombinant 
plasmid 제조

우수상 LINC+사업단장상 기계공학과 Larva shock absorber 목발

우수상 LINC+사업단장상 기계공학부
SMS(Silver 

Mirror 
Sensor)

무전해 은도금을 이용한 스트레인 센서의 
개발

우수상 LINC+사업단장상
전기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먼지시져 미세먼지 감지 자동차 창문 자동차단

우수상 LINC+사업단장상 응용생물학과
충(忠 와 

蟲)
피, 땀, 모기...

우수상 LINC+사업단장상 기계공학부 캡신 쓰레기통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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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 고교생 R&E 경진대회 

담당
정 부 학생회

최지훈 교수 사업단 담당자 윤희제, 최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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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9. 3.(월) ~ 9. 7.(금) 관련 특성화사업단에서 추진
나. 참가팀 확정 및 포스터 제출: 2018. 9. 7(금) 까지
다. 행사일시: 2018. 9. 20.(목) 10:00 ~ 12:00
라. 참석대상: 소재·공정기반 에너지 융복합 창의인재양성사업단 R&E 프로그램 참여 학생

3. 준비/운영
가. 장소: 공대 5호관 1충 로비 (별도 전시대)
나. 심사계획: 전시(10:00~12:00) 및 심사 후 시상팀 선정
다. 심사위원: 소재계열 심사위원 2명 (구자승, 홍기현 교수님)
라. 참여 학생 지원 

   - 참여 고등학교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 시상 방식: 추후 우편 발송
   - 식비 지원 (학생식당 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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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팀 현황

연번 주제명 학교명 학생수(명)

H1
탄소나노튜브 산화니켈 와이어 복합체의 제작과 황

화수소 감지특성
대성고등학교 4

H2 CeO2 cube를 이용한 TiO2/cube-CeO2 복합 산화물 
제조 유성고등학교 4

H3 항균 특성을 지닌 고품빌 Al doped ZnO (AZO) 박막 
제작 및 특성 평가 대신고등학교 5

H4 광가교형 천연고분자를 이용한 3D 프린팅용 
바이오잉크로의 적용 대성고등학교 4

H5 열전기능성 나노섬유 복합체 제조와 특성평가 구봉고등학교 4

H6 온도 감응성 하이드로젤 제조 및 특성 관찰 충남여자고등학교 5

H7 자극응답성 형광 단백질의 생산 및 특성 연구 대성고등학교 4

H8 재조합 형광단백질의 생산 및 형광특성 확인 대전고등학교 4

H9 건식플라즈마환원 기술을 이용한 고엔트로피 박막 
소재 형성 기술 서일고등학교 4

H10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한 전자소자용 미세회로 제작 노은고등학교 4

합계 42

5. 시상 현황

구    분 훈  격 선정 팀 수 학생명 연번

최우수상 학장상 1팀 이다경, 최유리, 김은모, 배한진 (노은고등학교) H10

우수상 학장상 3팀

김선범, 박주헌, 이교현, 서동연, 이대주 
(대신고등학교)

H3

강수민, 김다언, 낭궁비, 박민영, 이가현 
(충남여자고등학교)

H6

김동현, 김지민, 우상빈, 윤승민 (대성고등학교) H7

장려상 학장상 6팀

권세혁, 손시원, 정준혁, 한승훈 (대성고등학교) H1
유재민, 김민광, 이민기, 오윤일 (유성고등학교) H2
김승민, 김재연, 박경민, 안재현 (대성고등학교) H4
김정원, 김성미, 이승이, 최유정 (구봉고등학교) H5
이유성, 차동선, 정욱진, 한경훈 (대전고등학교) H8

박민호, 이재국, 이의창, 김민규 (서일고등학교) H9

계 10팀 총 4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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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NU ENGINEERING FAIR
고교생 R&E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참가팀명

성 명
(참가대표)

                       (인)

소 속
(학교명 등)

성 별
남 녀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구  분 성  명 소  속 연락처/Email

공 동

참 가 

팀 원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2018년 CNU Engineering Fair 고교생 R&E 경진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8. 9.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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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2 미래의 건축공학 경진대회

담당
정 부 학생회

남정수 교수 건축공학과 담당자 윤희제, 최훈무

1. 목적
가. 전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주어진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구조적 

형태를 도출하여 창의적 공간을 구성하는 아이디어 도출
나. 팀원 간의 협업능력, 아이디어 구현능력 및 발표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개인역량 발전의 기회 제공
다. 건축공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2. 주요 일정
가. 대회일정: 2018. 9. 15.(토)
나. 대회장소: 공대 1호관 취봉홀
다. 대 상 팀: 전국 고교생 본선참가 25개팀 (상위 6개팀의 포스터 및 모형 전시)

3. 준비/운영(계획)
가. 장소: 공대 1-5호관 주차장(포스터 및 모형 전시)
나. 심사계획: 2018. 9. 15.(토) 대회당일 심사 후 시상팀 선정, 시상식 별도 진행
다. 심사위원: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내·외부 심사위원 별도 위촉하여 대회당일 진행

4. 시상 계획
구분 훈격 선정 팀 수 비고

최우수상
총장상 1팀 상장

대전광역시교육감상 1팀 상장
충청남도교육감상 1팀 상장

우수상

대한건축학회장상 2팀 상장
한국건축시공학회장상 2팀 상장
한국콘크리트학회장상 2팀 상장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장상 2팀 상장
한국강구조학회장상 2팀 상장

장려상 공과대학장 6팀 상장
사범대학장 5팀 상장

계 2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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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팀 현황 (총 24개팀)

순번 지역 학교명 작품제목
1 대전 대전전민고등학교  Lotus 
2 충남 천안불당고등학교 Smart  Tred

3 경북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고등학교 SMART  DOME-CITY WITH 
HYPERLOOP

4 광주 명진고등학교 STAR(Smart  technology automatic 
revolutionary) HOME

5 대전 대전제일고등학교 해바라기 씨  유

6 대전 대전이문고등학교 스마트 오브  투마로우
(smart of tomorrow)

7 대전 대전이문고등학교 Dream  Drone Building
8 서울 서울공업고등학교 NEW  ATLANTIS
9 서울 서울공업고등학교 Innovative  Spitzen T.W
10 충남 충남삼성고등학교 You're  my sunshine

11
경남 경남로봇고등학교

PST(  perfect skill town )대구 경북여자고등학교
경기 나루고등학교

12 충남 연무고등학교 FIRST(Fourth  Industry Revolution 
Smart Technology) - Hospital

13 경북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고등학교 TRIPLE  S (Smart System Stump)
14 전남 목포 덕인고등학교 집과 함께  어디든
15 충남 충남삼성고등학교 Revolution  Building
16 대전 대전한빛고등학교 스마트한  모종삽
17 충북 충주여자고등학교 마치  like 꽃 세송이
18 대전 대전둔원고등학교 HOT-place
19 충북 충원고등학교 에코피아 
20 세종  세종 한솔고등학교 맥가이버  빌리지
21 대전 대성고등학교 EXIT
22 경남 창원대산고등학교 버지택(BusyTag)  환승 센터
23 대전  대전대신고등학교 HEATH(히스):황무지에  피는 꽃
24 충북 충북고등학교 BSB  (Block Stack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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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상 현황 (총 24개팀) [※ 상위 6개팀의 포스터 및 모형 전시]
구분 상장명 학교명 작품제목

최우수상

충남대학교총장상 대전한빛고등학교 스마트한 모종삽

　대전광역시교육감상 대전이문고등학교 스마트  오브  투마로우
(smart of tomorrow)

충청남도교육감상　  대전대신고등학교 HEATH(히스):황무지에 피는 꽃

우수상

(사)대한건축학회장상
천안불당고등학교 Smart Tree

대전대성고등학교 EXIT

(사)한국강구조학회장상
대전제일고등학교 해바라기 씨 유

대전이문고등학교 Dream Drone Building

(사)한국건축시공학회장상
창원대산고등학교 버지택(Busy Tag) 환승센터

충주여자고등학교 마치 like 꽃 세송이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
관리공학회장상

충북고등학교 BSB (Block Stack Building)

서울공업고등학교 NEW ATLANTIS

(사)한국콘크리트학회장상
대전둔원고등학교 HOT-place

서울공업고등학교 Innovative Spitzen T.W

장려상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장상

충남삼성고등학교 You're my sunshine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
부속무학고등학교

TRIPLE S (Smart System Stump)

경남로봇고등학교

PST (Perfect Skill Town)경북여자고등학교

나루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 Revolution Building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
부속무학고등학교

SMART DOME-CITY WITH 
HYPERLOOP

연무고등학교 FIRST(Fourth  Industry Revolution 
Smart Technology) - Hospital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장상 

목포덕인고등학교 집과 함께 어디든

충원고등학교 에코피아

한솔고등학교 맥가이버 빌리지

대전전민고등학교 Lotus 

명진고등학교 STAR (Smart Technology 
Automatic Revolutionary)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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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회 및 전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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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지역 고교생 대상 공과대학 학과 소개 및 실험실 투어

담당
정 부 학생회

 안병권 교수 이영민, 홍이슬 이강민, 최수연

1. 목적
가. 지역 고교생 대상 학과소개 및 대표 실험실 견학을 통한 공과대학 홍보 및 미래인재 유치
나. 지역 고교생들의 Engineering Fair 참여를 통한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들의 

전공학습 결과 홍보 및 관심 증대
  

2. 주요 일정
가. 계획 확정: 2018. 9. 3.(월) ~ 9. 5.(수)
나. 인솔 학생 모집: 2018. 9. 05.(수) ~ 9. 07.(수)
다. 참여 실험실 추천: 2018. 9. 05.(수) ~ 9. 07.(금)
라. 참여 고교생 모집(입학본부): 2018. 9. 05.(수) ~ 9. 12.(수)
마. 운영일자: 2017. 9. 20.(목) 

3. 주요 내용
가. 장소: 공학 1~5호관 각 실험실
나. 시간: 10:00~12:00 조별 지정학과 및 실험실 견학
         13:00~15:00 Engineering Fair 참여(체험부스 등)
다. 참여 학과/실험실 지원: 인건비, 재료비, 간식비, 배너 등
라. 참여 고등학생 현황

구분 총인원
지역별 인원

대전 세종 충남

인원(명) 226 170 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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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여 학과 및 대표 실험실 현황

구분 학과명 실험실명 위치

E1

응용화학공학과 E1-01 나노무기응용화학실험실 1-139

신소재공학과
E1-02 나노박막재료실험실 1-305

E1-03 나노소재 및 소자 실험실 1-313

유기재료공학과

E1-04 특성고분자재료실험실 1-463

E1-05 광응답유기재료 색소전자재료 
연구실험실 1-238

E2

건축공학과 E2-06 건설재료시공학연구실 2-104

건축학과 E2-07 건축설계의장연구실 2-301

토목공학과 E2-08 콘크리트연구실 2-117

전기공학과 E2-9 신전기에너지실험실 2-160

전자공학과 E2-10 HSET 실험실 2-372-1

전파정보통신공학과 E2-11 MMIC실험실 2-422

E3

환경공학과 E3-12 폐수공정개발실험실 3-430

전파정보통신공학과 E3-13 데이터통신실험실 3-505

선박해양공학과 E3-14 유동소음/캐비테이션실험실 3-108

항공우주공학과 E3-15 고속추진 및 연소실험실 3-233

E4
메카트로닉스공학과 E4-16 로보틱스실험실 4-512

기계공학부 E4-17 신뢰성평가실험실 4-109

E5
기계공학부 E5-18 생산시스템제어연구실 5-114

컴퓨터공학과 E5-19 임베디드시스템연구실 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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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

※ 13:30 ~ 15:00: CNU Engineering Fair 체험부스 체험

조 시간 학과 실험실 시간 학과 실험실 시간 학과 실험실

1

10:00
-10:40

응용화학
공학과 E1-01

10:50
-11:30

건축공학과 E2-06

11:40
-12:20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E3-12

2 신소재
공학과 E1-02 건축학과 E2-07 환경공학과 E3-13

3 신소재
공학과 E1-03 토목공학과 E2-08 선박해양

공학과 E3-14

4 유기재료
공학과 E1-04 전기공학과 E2-09 항공우주

공학과 E3-15

5 유기재료
공학과 E1-05 전자공학과 E2-10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E4-16

6 건축공학과 E2-06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E2-11 기계공학부 E4-17

7 건축학과 E2-07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E3-12 기계공학부 E5-18

8 전기공학과 E2-09 환경공학과 E3-13 컴퓨터공학과 E5-19

9 토목공학과 E2-08 선박해양
공학과 E3-14 응용화학

공학과 E1-01

10 전자공학과 E2-10 항공우주
공학과 E3-15 신소재공학과 E1-02

11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E2-11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E4-16 신소재공학과 E1-03

12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E3-12 기계공학부 E4-17 유기재료

공학과 E1-04

13 환경공학과 E3-13 기계공학부 E5-18 유기재료
공학과 E1-05

14 선박해양
공학과 E3-14 컴퓨터공학과 E5-19 건축공학과 E2-06

15 항공우주
공학과 E3-15 응용화학

공학과 E1-01 건축학과 E2-07

16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E4-16 신소재공학과 E1-02 토목공학과 E2-08

17 기계공학부 E4-17 신소재공학과 E1-03 전기공학과 E2-09

18 기계공학부 E5-18 유기재료
공학과 E1-04 전자공학과 E2-10

19 컴퓨터
공학과 E5-19 유기재료

공학과 E1-05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E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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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

항 목 세부 내역 단 가(원) 수 량 단 위 금 액(원)

인건비

학과 및 실험실 소개
(석/박사급) 100,000 19 명 1,900,000 

실험실 보조인력 64,000 19 명 1,216,000

인솔자 64,000 19 명 1,216,000

소계 　 4,332,000 

실험실 지원
재료비 400,000 19 Lab 7,398,560

소계 　 　 　 7,398,560 

부스 설치비

체험부스 현수막 41,800 14 개 585,200

몽골텐트 88,000 3 개 264,000

몽골텐트 110,000 10 개 1,100,000

테이블 8,800 6 개 52,800

의자 1,100 23 개 25,300

옥탄형 테이블 20,000 9 개 180,000

캐노피 천막 87,650 20 개 1,753,000

소계 　 3,960,300 

홍보비

현수막 및 리플렛 1,175,000 1 식 1,175,000

실험실 배너  52,000 19 개 988,000

소계 2,163,000

예산 합계　 18,97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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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실전문제연구단 멘토링 컨퍼런스 

담당
정 부 학생회

남정수 교수 실전문제연구단 강소윤 장윤재, 심규성

1. 목적
가. 공과대학 계열별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향후 연구활동에 도움
나. 산업체 멘토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능력 향상
다. 실전문제연구팀 참여 학생들에게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라. 각 계열별 산학연계 활동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통한 학생들의 융복합적 사고능력 배양

2. 주요 일정
가. 모집기간: 2018. 8. 31.(금) ~ 9. 7.(금)
나. 대 상 팀: 공과대학 실전문제연구단 40개팀

3. 준비/운영(계획)
가. 장소: 공대1호관 338/255/367/208호
나. 운영계획: 멘토 간담회(12:00~13:00/영탑홀) 및 계열별(4) 발표(14:00~16:00)
다. 운영위원: 계열별 소위원회장 및 산업체멘토 (계열별 2명씩 총 8명)
   - 전기전파전자: 이유칠 대표(카이다스) / 이은정 연구원(가치공학연구소)
   - 기계선박메카: 양철수 대표(샤인엑스) / 김현석 대표(에이알이)
   - 응용화학신소재: 방영길 이사(비피케미칼) / 최규환 변리사(그린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건축토목환경: 김한성 대표(HBC Inc.) / 김창범 변리사(특허법인 참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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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담당
정 부 학생회

김철영 교수 - 이강민, 최수연

1.  목적
 가. 주제 ‘내가 회사의 대표가 된다면?’을 통하여 공과대학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전공 지식을 토대로 스스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를 서로 공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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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수) ~ 9. 1.(토)
 나. 예선: 9. 2.(일) 개별공지
 다. 본선: 9. 20.(목) 14:00~16:00
 라. 장소: 공과대학 1호관 취봉홀

3. 준비/운영(계획)
 가. 주제: 내가 회사의 대표가 된다면?
 나. 참가대상: 각 학과 팀 제한 없음, 개인
 다. 본선 진행
   - 대상: 예선 통과한 5팀
   - 사회자: 최광호, 조혜연, 
   - 학생 심사위원(3) : 이강민, 이주미, 최수연
   - 교수 심사위원(2) 
 라. 심사방법
   - 5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10분 발표 및 5분 질의)
   - 창의성(20%), 전문성(20%), 발표자세(30%), PPT구성(30%)
   - 교수 심사위원(60%), 학생 심사위원(40%)
 마. 홍보: 각 학과 학회장을 통한 전파 및 페이스북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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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상 계획

구    분 훈  격 장학금 선정 팀 수 비     고
최우수상 학장상 50만원 1팀
우수상 학장상 30만원 1팀
장려상 학장상 20만원 3팀

계 140만원 5팀

5. 심사표

           프리젠테이션 경진 대회 심사표           평가자 :      (인)

NO
팀명 / 
개인

학과명 주제

평가내역

창의성
(10)

전문성
(10)

발표자세
(10)

PPT구성
(10)

1
2
3
4
5
6
7

6. 시상현황

구분 훈격 팀명 소속 성명

최우수상
(1)

학장상

WinD'oor 응용화학공학과
장진성, 박건희, 이신정, 김상화, 차혜연, 

박지은, 김예지, 안예빈
우수상

(1)
NOLLAM 기계공학과 박지민

장려상
(3)

공간방정식 건축학과 이나래

SENs
화학공학과 안명록, 이세행

응용화학공학과 정수경, 김혜진, 하설연, 김윤하, 민효선

DRONGER 화학공학과 임재성, 김민웅, 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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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 공학퀴즈 경진대회                            

담당
정 부 학생회

김철영 교수 - 이강민,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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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수) ~ 9. 12(수)
 나. 운영일시: 9. 20.(목)  11:00 ~ 12:30
 다. 장소: 공과대학 1호관 취봉홀

3. 준비/운영(계획)
 가. 참가대상: 공과대학 16개 학과 전 학년 각 6명씩 팀으로 참가/ 총 96명 
* 학과(기계, 기설 구분) 
나. 상품 및 상금
    1) 이벤트 상품: 문화상품권(15), 팀별 옷(100)
    2) 우승 상금: 100만원 
       1등 : 50만원 / 2등 : 30만원 / 3등 : 20만원 
 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진행방식: 총 30문제(+20문제), 팀전으로 진행
    2) 진행담당: 이강민, 윤희제, 이주미, 조혜연, 최수연
    3) 문제유형
      - 문제는 당일 랜덤으로 뽑기를 통해 선정
      - O/X문제, 4지선다형, 서술형 단답식
    4) 진행방식
      - 팀 전으로 진행 후, 맞은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후 순위를 나눈다.
    5) 보너스 퀴즈

 - 문제는 당일 무작위 뽑기를 통해 선정
      - 5문제마다 출제(총 5문제로 구성)
      - 넌센스, 공학 관련 추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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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 학생주도 체험 활동 부스       

담당
담당교수 정 부

김철영 윤희제 최훈무

1.  목적
 가. 공과대학 동아리들이 준비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공학적인 
체험을 통한 관심유도
 나. 공과대학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이 팀을 이뤄 재능을 뽐내거나 다양한 활
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 유도
 
2. 주요 일정
 가. 참여 팀 모집기간: 2018. 8. 7.(월) ~ 9.4 (화) 18:00
 나. 운영일시: 2018. 9. 20.(목)  9:30 ~ 17:00

3. 계획
 가. 장소: 공학 1-5호관 주차장
 나. 공과대학 동아리와 비동아리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다. 학생 자율 부스 운영,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취지에 부합하는 팀 선정
 라. 체험 부스 현황

학과 부스명 대표 활동(홍보) 내용
메카트로닉스공학과 C.O.me 이권수 동아리 홍보(영상), 작품 시연

유기재료공학과 U-gift 정예진 플리마켓, 디퓨저 만들기 체험
신소재공학과 한 쌈 김현우 먹거리 판매
신소재공학과 졔 랑 손지혜 핸드메이드 귀걸이 제작 체험, 판매
컴퓨터공학과 GROW 이흥록 Wearable-Computer 활동 홍보 및 체험
기계공학부 바퀴네개 김건호 자작자동차 탑승 및 자동차 시뮬레이션 게임 체험
기계공학부 농구릉릉 오준영 농구공 드리블 및 슛패스 체험 부스 운영
토목공학과 생명사랑 서포터즈 정은찬 임신중절 교육 관련 퀴즈, 설문조사, 포토존 운영
토목공학과 K-water 서포터즈 이동원 K-water 홍보 및 물 절약방법 전파 및 홍보
건축공학과 폴라로이드 사진관 정주영 다양한 분장도구와 폴라로이드 사진촬영
토목공학과 판박이 타투 스티커 서정빈 다양하고 타투스티커 제작 및 판매

 마. 참가 서포터즈 참가 확인서 또는 협조 공문 요청
 바. 소음 발생 방지 및 주의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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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교내 및 대외협력 부스           

담당
정 부 학생회

김철영 교수 - 서동완, 이현수

1. 목적
 가. 학생들에 대한 교내 질적인 기관들의 현장지원으로 충남대학교에 대한 소속감 
고취와 학생들이 잘 알지 못했던 유익한 혜택 가시화
 나.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컨텐츠 제공으로 행사참여 유도
 다. 교내기관 활성화 및 홍보효과 기여
 라. 공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대외활동 정보 제공을 통해 폭넓은 시야 형성

2. 운영일시: 2018. 9. 20.(목) 9:3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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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명 관계자 연락처 내용
충남대학교 헌혈의집 장○○ 010-5216-○○○○ 기념품 증정 및 이벤트

인재개발원 (대학일자리센터) 최○○ 042-821-5247 프로그램 상담
한국장학재단 이○○ 042-250-8751 장학금 유형별 상담
국제교류센터 방○○ 042-821-5218 프로그램 상담

 다. 교외 협력부스 현황

단체명 관계자 연락처 내용
상상 univ 윤○○ 010-9182-○○○○ 홍보 위주의 체험활동 및 게임진행

아레나 휘트니스 김○○ 010-5591-○○○○ In-body 측정 및 건강상담
KT (주)최강_충남대점 원○○ 010-6859-○○○○ 설문조사 및 추첨 이벤트

스튜디오베이스 이○○ 010-4040-○○○○ 헤어 상담 및 스타일링
밝은 눈 안과 최○○ 010-9194-○○○○ 시력검사 및 인공눈물 증정
진수 어학원 박○○ 010-6203-○○○○ 토익 정보 상담 및 퀴즈
위드U유학 함○○ 010-2824-○○○○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상담
태원 건설 김○○ 010-9965-○○○○ 취업설명회 및 기업 홍보

 라. 푸드트럭, 쉼터 운영
 마. 참가 확인서 또는 협조 공문 요청
 바. 소음 발생 방지 및 주의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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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시상식 및 공과대학 축전, 폐회식

담당
정(학생회) 부(학생회) 비고

장윤재 심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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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목) 18:30∼22:00
 나. 가요제모집기간: 8. 23.(목) ~ 8. 31.(수)
 다. 가요제예선 및 본선: 9. 14.(금) 18:00 공과대학 1호관 취봉홀 / 본선은 행사당일
 라. 장소: 남부운동장 특설무대

3. 준비/운영(계획)
 가. 상세진행일정

시간 행사내용
~18:30 홍보영상 상영

18:30

(축전 시작) 시상식

공과대학 학장님 인사 말씀

공과대학 학생회 영상

19:00  가요제 (3팀)

19:30 영상 시청 (1학년)

19:45 가요제 (3팀)

20:15 영상 시청 (학회장)

20:30 학회장 댄스

20:40 초청공연 - 

21:10 초청공연 - 마마무

21:40 시상 및 경품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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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종합 시상 계획

구분 훈격 장학금 선정 팀 수 시상 비    고

캡스톤 
디자인 

대상 총장상 2,000천원  1팀 학장

전국 공학인증 
캡스톤디자인 경
진대회 학교 대
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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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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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 비     고

프레젠테
이션

최우수상 학장상  500천원 1팀 학장

우수상 학장상 300천원 1팀 학장

장려상 학장상 200천원 3팀 학장

계 1,000천원 5팀

구    분 훈 격 장학금 선정 팀 수 시상 비   고

공학퀴즈
대회

1등 - 500천원 1팀 학생회

2등 300천원 1팀 학생회

3등 200천원 1팀 학생회
계 1000천원 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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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훈  격 장학금 선정 팀 수 시상자 비     고

체전

우승 - 300천원 1팀 체육국장 트로피

2등 - 200천원 1팀 체육국장 트로피

3등 - 100천원 1팀 체육국장 트로피

계 600천원 3팀

구분 훈격 장학금 선정 팀 수 시상자 비    고

공대 
가요제

1등 - 300천원 1팀 학생회장
2등 - 200천원 1팀 학생회장
3등 - 100천원 1팀 학생회장

계 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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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16:00 공과대학 1호관 취봉홀에서 심사
   - 교수 심사위원 (한준현, 강성민, 신경준, 김철영)
      학생 심사위원 (김용유, 민성홍, 최성미, 서동완, 임지원, 이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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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공과대학 체전

담당
정(학생회) 부(학생회) 비고

김재승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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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9. 19.(수) 9:00 ~ 18:00 공과대학 체전(이하 체육대회)
 나. 주최 : 공과대학, 공과대학 학생회
 다. 장소: 남부운동장

3. 준비/운영(계획) 825-9635
 가. 상세진행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00 공대 체전 개막식 안내 사항 전파, 학생회장 인사, 게임 준비등

10:10 미션 릴레이 계주 예선 
4개 학과씩 4회 진행, 1등팀만 결승 진출

(16개 학과 -> 4개 학과 결승진출)
11:00 단체 줄다리기 예선 4개 학과씩 4회 진행 (8강 결정)

11:40 단체 줄넘기  4개 학과씩 4회 진행 (기록으로 1,2,3등 결정)

12:10 점심시간 쓰레기처리 공지

13:30 단체 줄다리기 8강 4개 학과씩 2회 진행 (4강 결정)

14:00 학회장 게임 학회장 전체 진행 (1,2,3,4등 결정)

14:30 꼬리잡기 16개 학과 전체 진행

15:15 단체 줄다리기 4강 4개 학과 진행 (결승 결정)

15:45 OX퀴즈 전체 학우 동시 진행

16:20 단체 줄다리기 결승,34위전 4개 학과 진행 (1,2,3,4등 결정)

16:50 계주 결승 1,2,3,4등 결정

17:20 폐막식, 결과 발표 쓰레기 처리, 정리 정돈, 대회 마무리 인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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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종목별 점수표
                                                                       단위 : 점

3. 시상 내역
     

구    분 훈  격 장학금 선정 팀 수 비     고

체전

우승 - 300천원 1팀 트로피

2등 - 200천원 1팀 트로피

3등 - 100천원 1팀 트로피

계 600천원 3팀

4. 남부 운동장 사용 개요도

체 전 본 부 족

구

장

&

농

구

장

토목환경선박메카유기
기계

기설

신소재

전파

정보

전기

컴공 건축 항공 건축

공

응용

화공
전자

4*4 케노피 16개

            점 수 
 종 목

1 위 2 위 3 위 참 가 기 타

축 구 200 150 120 70
농 구 200 150 120 70
족 구 200 150 120 70

피 구 (여자) 200 150 120 70
미션릴레이 200 150 100 70
단체 줄넘기 200 150 50 20
단체줄다리기 250 200 170 100
계주(릴레이) 300 250 220 120
학회장게임 200 150 120 70

총 점 1950 1500 1140 660
OX 퀴즈 상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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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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천막 2팀 학생회장 25만원 상당의 
냉장고 

3등 - 프린트, 천막 2팀 학생회장 20만원 상당의 
프린트

계    - 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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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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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공과대학 부학장 안 병 권

2 위원 건축공학과 조교수 남 정 수  

3 위원 기계공학부 부교수 신 원 규

4 위원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최 지 훈

5 위원 전자공학과 부교수 김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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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1차)
일  시 2018. 3. 26.(월), 12:00 ∼ 12:50 장  소 공대1호관 264호

참석현황

 - 위원: 참석 3명 (안병권, 김홍집, 남정수, 김철영)
         위임 2명 (최지훈)
 - 임명 예정 위원 : 신원규 
 - 행정: 이영민

회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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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의 결 과

1. 2018 Engineering Fair 행사계획 협의                       
    - 행사일: 2018. 9. 20.(목) 예정
    - 2017년 백서리뷰 및 중점 준비사항 점검
    - 학생회 중심의 학술문화행사로 추진

 
2 . Capston Design/졸업작품 경진대회 참여 접수  
   - 2017년 45개팀 접수
   - 2017년 행사 계획에 준하여 각 학과로 공문 발송
     (접수 기간: 2018. 3. 30. ～4.20.)
  
3. 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추진방향 논의
  -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교생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 
     지역 고교생이 참여하는프로그램 확대 
  - (입학본부) 고교생 연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시행(예산지원 확인)
  -  융합형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참여모집(LINC+ 사업단)
  -  실전문제연구단 지원금 상향 조정 협의

4. 기타사항
  - 위원변경(면직: 김홍집 교수, 신규임명: 신원규 교수)
  - 차기 회의 일정: 2018. 4. 24.(화) 12시 00분
  - 차기 회의에는 학생회 임원 전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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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2차)

일 시 2018. 4. 24.(화), 12:00 ∼ 13:00 장 소 공대1호관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현황

- 위원: 참석 6명 (안병권, 남정수, 신원규, 최지훈, 김철영, LINC+ 김영아)

- 행정: 이영민

- 학생회 임원: 참석 14명

(김용유, 윤영식, 이강민, 김재승, 최광호, 장윤재, 서동완, 윤희제, 조혜연, 최훈무,

김태훈, 김민수, 최수연, 이현수)

회의안건

1. Engineering Fair 행사일 확정
2. 프로그램별 담당업무 분장
  - 학생회 담당자(정/부) 지정-차기회의까지 
3. 실전문제연구단/LINC+사업단 예산지원 협조 요청
4. 학생회 주관 프로그램 구성(안) 협의-차기 회의에서 논의
5. 기타

회 의 결 과

1. 2018 Engineering Fair 행사일 확정                  
    - 행사일 및 학사일정등 고려하여 2018. 9. 20(목) 확정
    - 학생회 중심의 학술문화행사로 진행 독려

   - 팀 프로젝트로 구성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2. 프로그램별 담당업무 분장              

    - 캡스톤 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 신원규 교수
    -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 남정수 교수

   - 융복합 캡스톤 디잔인 경진대회(가칭) : 김영아(LINC +)
   - 고교생 R&E 경진대회 : 최지훈 교수
   - 지역 중․고생 대상 공과대학 학과 소개 및 Open Lab : 안병권 교수
   - 기업 홍보/취업(실전문제연구단) : 남정수 교수
   - Presentation 경진대회 : 김철영 교수
3 . 실전문제연구단/ LINC+ 사업단 예산지원 요청
 
4. 학생회 주관 프로그램 구성(안) 협의
  - 차기 회의에서 논의 

5. 기타사항
  - 차기 회의 일정: 2018. 5. 21(월) 12시 00분
  -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접수 현황 : 56개팀
  - 융복합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추가(LINC +)
    ․ 인문사회계열학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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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3차)

일 시 2018. 5. 21.(월), 12:00 ∼ 13:00 장 소 공대1호관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현황

- 위원: 참석 5명 (안병권, 남정수, 신원규, 최지훈, 김철영)

- 행정: 이영민

- 학생회 임원: 참석 9명

(김용유, 이강민, 김재승, 서동완, 김태훈, 조혜연, 장윤재, 최훈무, 윤영식)

회의안건

1. Engineering Fair 행사일 일정 및 장소 협의
2. 프로그램별 담당업무 확정
  - 학생회 준비 프로그램 구체화(차기 회의에서 논의) 
3. 실전문제연구단/LINC+사업단 예산지원 협조 요청
4. 학생회 주관 프로그램 구성(안) 협의-차기 회의에서 논의
5. 기타

회 의 결 과

1. 2018 Engineering Fair 행사일 일정 및 장소 협의                  
    - 행사일: 2018. 9. 20(목) 확정
    - 장소: 2-5호관 사이 주차장

   - 우천시 대덕홀(예약)
  
2. 프로그램별 담당업무 확정              

 

구분 프로그램 담당교수
학생회

정 부

P1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신원규 서동완 이현수

P2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남정수 장윤재 심규성

P2-1 융복합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가칭) 김영아(LINC+) 윤영식 안재연

P3 고교생 R&E 경진대회 최지훈 윤희제 최훈무

P4 지역고교생 대상 학과소개/Open Lab 안병권 이강민 최수연

P5 기업 홍보/취업(실전문제연구단) 남정수 장윤재 심규성

P6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김철영

김태훈 김민수

P7 공학퀴즈 대회 김재승 김민수

P8 공과대학 동아리 홍보 조혜연 이주미

P9 대외협력 및 체험활동 윤영식 안재연

 - 학생회 준비 프로그램 구체화(차기 회의에서 논의) 
3 . 실전문제연구단/ LINC+ 사업단 예산지원 요청
4. 학생회 주관 프로그램 구성(안) 협의
  - 차기 회의에서 논의 
5. 기타사항
  - 차기 회의 일정: 2018. 6. 25(월)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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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4차)

일 시 2018. 6. 25.(월), 12:00 ∼ 13:00 장 소 공대1호관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현황

- 위원: 참석 3명 (안병권, 남정수, 신원규)

- LINC+ 사업단: 김완재

- 행정: 이영민, 홍이슬

- 학생회 임원: 참석 9명

(최광호, 장윤재, 서동완, 윤희제, 윤영식, 김재승, 조혜연, 최수연, 김민수)

회의안건

1. Engineering Fair 행사일 일정 및 장소 예약 확정
2. 프로그램별 담당업무 확정
  - 학생회 준비 프로그램 구체화
3. 지원예산 확인
4. 프로그램별 진행상황 검토
5. 프로그램별 세부실행계획
6. 기타사항

회 의 결 과

1. 2018 Engineering Fair 행사일 일정 및 장소 예약 확정                  
    - 행사일: 2018. 9. 20(목) 확정
    - 장소: 1-5호관 사이 주차장, 1호관 중정원/필로티 활용

   - 우천시 대덕홀(예약완료)
  
2. 프로그램별 담당업무 확정              

 

구분 프로그램 담당교수
학생회

정 부

P1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62) 신원규 서동완 이현수

P2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40) 남정수 장윤재 심규성

P3 융복합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가칭) 김완재(LINC+) 윤영식 안재연

P4 고교생 R&E 경진대회 (건축경진대회 수상자 전시) 최지훈 윤희제 최훈무

P5 지역고교생 대상 학과소개/Open Lab 안병권 이강민 최수연

P6 기업설명회 (실전문제연구단) 남정수 장윤재 심규성

P7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김철영

김태훈 김민수

P8 공학퀴즈 대회 김재승 김민수

P9 공과대학 동아리 홍보 조혜연 이주미

P10 대외협력 및 체험활동 윤영식 안재연

3. 지원예산 확인
    - 대학회계/우림연구기금 확인
    - 실전문제연구단: 10,000천원
    - LINC+사업단: 1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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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별 진행상황 검토
    - P1, P2: 참가팀 확정(각 62팀, 40팀)
    - P3: 참가 팀 및 세부사항 확인 후 금주 내에 회신 예정(LINC+ 사업단)
    - P4: 고교생 R&E 경진대회 참가 학생 수 및 진행 현황, 지원 범위 등 확인 후 금주 내에 

회신(최지훈 교수)
    - P6: 기업설명회(실전문제연구단) 작년과 비슷한 규모 및 수준으로 진행 예정. 모집 후 

회신 예정(남정수 교수)
    - P7 ~ P10: 프로그램 및 세부사항 확정하여 준비 예정(학생회 주관 프로그램 확정) 

5. 프로그램별 세부실행계획 (8월 27일까지 공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6. 기타사항 
  - 차기 회의 일정: 2018. 9. 3(월)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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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5차)

일 시 2018. 9. 3.(월), 12:00 ∼ 13:30 장 소 공대1호관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현황

- 위원: 참석 5명 (안병권, 代전에스더, 신원규, 최지훈, 김철영)

- LINC+ 사업단: 김완재, 설승은

- 행정: 이영민, 홍이슬

- 학생회 임원: 참석 10명

(윤희제, 최광모, 김태훈, 김재승, 조혜연, 김용유, 장윤재, 서동완, 이강민, 윤영식)

- 입학본부: 이민선

- 실전문제연구단: 허내금, 강소윤

- 공학교육혁신센터: 김영주

회의안건

1. 2018 Engineering Fair 세부프로그램 및 주요추진방향 논의
2. 프로그램별 담당업무 최종 확정
  - 학생회 준비 프로그램 확정
3. 엔지니어링 페어 예산(안) 작성 및 검토
4. 프로그램별 진행상황 검토
5. 프로그램별 세부실행계획 취합(2018. 9. 9.까지)
6. 기타사항

회 의 결 과

1. 2018 Engineering Fair 세부프로그램 및 주요추진방향 논의
    - 입학과 Open Campus 연계 사업비 집행 예산안 작성(입학과 담당자와 협의)
    - P4 고교생 R&E 경진대회 포스터 행정실 제출, 건축경진대회 발표대회 후 포스터
      행정실 제출

  
2. 프로그램별 담당업무 확정              

 

구분 프로그램 담당교수
학생회

정 부

P1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68) 신원규 서동완 이현수

P2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40) 남정수 장윤재 심규성

P3 융복합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11) 김완재(LINC+) 윤영식 안재연

P4
① 고교생 R&E(12) 경진대회 

② 건축경진대회 수상자 전시 (13)
최지훈 윤희제 최훈무

P5 지역고교생 대상 학과소개/Open Lab 안병권 이강민 최수연

P6 실전문제연구단 멘토링 컨퍼런스 남정수 장윤재 심규성

P7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김철영

김태훈 김민수

P8 공학퀴즈 대회 김재승 김민수

P9 학생주도 체험부스 조혜연 이주미

P10 교내 & 대외 협력부스 윤영식 안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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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지니어링페어 예산(안) 작성 및 검토
    - 예산안: 95,951,700원(변경 가능)
 
 4. 프로그램별 진행상황 검토
    - P1, P2, P3: 참가팀 확정(각 68팀, 40팀, 11팀)
    - P4 참가팀 확정(고교생 R&E 12, 건축경진대회 13팀)
    - P3: 심사비 및 시상금 LINC+ 사업단 자체 지급 검토(LINC+ 사업단)
    - P4: 고교생 R&E 경진대회(12개팀) 포스터 파일 행정실 제출, 건축경진대회(13) 포스

터 전시 방법 검토 후 행정실 통보
    - P6: 실전문제연구단 멘토링 컨퍼런스 심사비 지급 검토
    - P7 ~ P10: 프로그램 및 세부사항 확정 

5. 프로그램별 세부실행계획 (9월 9일까지 공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6. 기타사항 
  - 차기 회의 일정: 2018. 9. 10(월)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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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6차)

일 시 2018. 9. 10.(월), 12:00 ∼ 14:30 장 소 공대1호관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현황

- 위원: 참석 5명 (안병권, 남정수 , 신원규, 최지훈, 김철영)

- LINC+ 사업단: 김완재

- 행정: 이영민, 홍이슬

- 학생회 임원: 참석 9명

(윤희제, 최광모, 김태훈, 김재승, 조혜연, 김용유, 장윤재, 이강민, 윤영식)

회의안건
1. 세부프로그램별 구성 및 주요추진방향 발표
2. 엔지니어링 페어 예산 확정
3. 기타사항

회 의 결 과

1. 세부프로그램별 구성 및 주요추진방향 발표
     

 

구분 프로그램 담당교수 내용 비고

P1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62)
신원규

포스터 62개 최종 제출 및 
시상팀수 결정 

P2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40) 남정수
포스터 40개 제출 및 시상팀수 

결정

P3 융복합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11) 김완재(LINC+)
포스터 11개 제출 시상팀수 및 

시상금액 결정

P4
③ 고교생 R&E(9) 경진대회 

④ 건축경진대회 수상자 전시 (6)
최지훈
남정수

⑤ 고교생 R&E 포스터 9개 제출 및
⑥ 시상팀 수 결정

⑦ 건축경진대회 수상자 포스터 
제출 일정

⑧  및 시상팀 수 결정

P5
지역고교생 대상 학과소개/Open 

Lab(200)
안병권 참가 인원 및 랩 방문 수 결정

P6 실전문제연구단 멘토링 컨퍼런스 남정수 행사 추진 계획 확정

P7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김철영

참가팀 수 및 시상금 지급 절차 등 
협의

P8 공학퀴즈 대회 참가 인원 및 행사 추진 계획 확정

P9 학생주도 체험부스 참여 부스 결정

P10 교내 & 대외 협력부스 참여 부스 결정

2. 엔지니어링페어 예산확정
    - 예산안: 88,336,800원(변경 가능)
 3. 기타사항
    - 프로그램별 포스터, 행사 홍보물 디자인 확정

   - 차기 회의 일정: 2018. 9. 17(월)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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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홍보위원회 회의록(7차)

일 시 2018. 9. 17.(월), 12:00 ∼ 13:00 장 소 공대1호관 203호실(교수회의실)

참석현황

- 위원: 참석 4명 (안병권, 남정수 ,신원규, 최지훈)/ 불참 1명(김철영)

- LINC+ 사업단: 김완재

- 행정: 이영민, 홍이슬

- 학생회 임원: 참석 10명

(윤희제, 최광모, 김태훈, 김재승, 조혜연, 김용유, 장윤재, 서동완, 이강민, 윤영식)

회의안건
1. 세부프로그램별 운영 점검
2. 개회식 프로그램 소개 진행자 확정
3. 기타사항

회 의 결 과

1. 세부프로그램 운영 점검
    -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확정, 심사일시 및 방법 결정      
    -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실전문제연구단 멘토링 컨퍼런스
     ․심사위원 확정, 행사 참여인원 확정
    - 융복합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심사 시간 확정, 심사내역 공대 행정실로 당일 통보
    - 지역고교생 대상 학과소개/Open Lab
     ․19개 실험실 확정 및 참석 고교생 인원 확인(입학과)
     ․지역 고교생 대상 공과대학 학과 및 실험실 홍보 계획 점검 등
    - P7, P8, P9, P10 학생회 주관 프로그램 준비 사항 점검
    - 개별 프로그램별 최종본 행정실로 제출

2. 개회식 프로그램 소개 진행자 확정
    - 공과대학 학생회 임원 2명(남/여)이 프로그램 소개, 당일 PPT 준비

 3. 기타사항
    - 우천시 포스더 전시는 5공관 복도에 설치

   - 폐회식 수상 시나리오 작성 및 행사 개최 일시 확정(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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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그램별 운영 및 심사위원(종합)

  가. 운영위원

구분 프로그램 담당 교수
학생회

정 부

P1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68) 신원규 서동완 이현수

P2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40) 남정수 장윤재 심규성

P3 융복합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11) 김완재(LINC+) 윤영식 안재연

P4 ⑨ 고교생 R&E(12) 경진대회 
⑩ 건축경진대회 수상자 전시 (13) 최지훈 윤희제 최훈무

P5 지역고교생 대상 학과소개/Open Lab 안병권 이강민 최수연

P6 실전문제연구단 멘토링 컨퍼런스 남정수 장윤재 심규성

P7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김철영 김태훈 김민수

P8 공학퀴즈 대회

학생회

김재승 김민수

P9 학생주도 체험부스 조혜연 이주미

P10 교내 & 대외 협력부스 윤영식 안재연

  나. 심사위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융복합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고교생 R&E 경진대회 

분  야 교  수 

소재 구자승/홍기현

내부(공과대학 실전
문제연구단 단장 
이영우 교수, 부단장 
최장영 교수, 부장 
남정수/이원균 교수) 
및 외부(산업체멘토 8명)

조성진, 김영아, 
백승환, 김해진 

교수

소재계열 심사위
원 2명 (구자승, 
홍기현 교수)

건설 남정수/양재환

전기/전자/통신 김종훈/김철영

기계 신원규/이중석

IT 임성수/김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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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회식 및 참석 내외빈  

 □ 일 시: 2018. 9. 20.(목), 10:30 ~ 11:00
 □ 행사 식순

 □ 내빈
구분 명단

내빈  •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입학부본부장, 실전문제연구단장, 산학협력부단장, 공학
   교육혁신센터장, 소재공정기반에너지융복합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 공중파 방송국 및 지역 언론사 취재 협조 요청

시간 구분 내용 장소 비고

10:30~11:00 공식행사

내⦁외빈 입장

공학1호관 
취봉홀

학생부학장
개식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식사 학장
축사 총장

프로그램 소개 학생회
11:00~11:40 식후행사 행사장 견학 공학 5호관 1층 로비 내빈 /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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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산 집행 현황

프로그램 항목 세부항목 단가 수량 예산 지출

축전 및 폐회식

무대설치 무대설치 ₩11,050,000 1 ₩11,050,000 ₩11,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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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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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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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00,000 ₩900,000 

단체 손수건 손수건 ₩1,870 3000 ₩5,610,000 ₩5,610,000 

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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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비 리플렛 ₩250 2144 ₩536,000 ₩536,000 

홍보비
보도_현수막(5,000

X900)
₩55,000 10 ₩550,000 ₩550,000 

홍보비
외벽현수막(1호관정

문)(10m*6m)
₩715,000 1 ₩715,000 ₩715,000 

홍보비
외벽현수막(1호관측

면)
₩495,000 2 ₩990,000 ₩990,000 

홍보비
외벽현수막(2호관측

면)
₩910,000 1 ₩910,000 ₩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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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비
개회식현수막(7,000

X700)
₩65,000 1 ₩65,000 ₩65,000 

홍보비
건물외벽현수막(5호

관 측면)
₩484,000 1 ₩484,000 ₩484,000 

캡스톤디자인.졸
업작품경진대회

전시대 제1전시대(30단) ₩143,000 30 ₩4,290,000 ₩4,290,000 

전시대 옥탄형 테이블 ₩20,000 60 ₩1,200,000 ₩1,200,000 

전시대 의자 ₩1,100 60 ₩66,000 ₩66,000 

현황판 현황판 ₩495,000 1 ₩495,000 ₩495,000 

심사비 심사비 ₩100,000 10 ₩1,000,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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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단) ₩143,000 20 ₩2,860,000 ₩2,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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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대(실전) 의자 ₩1,100 40 ₩44,000 ₩44,000 

심사비(실전) 심사비 ₩0 0 ₩0 ₩0 

상금(실전) 최우수상(총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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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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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대(링크) 제2전시대(6단) ₩143,000 6 ₩858,000 ₩858,000 

전시대 옥탄형 테이블 ₩20,000 11 ₩220,000 ₩200,000 

전시대 의자 ₩1,100 11 ₩12,100 ₩12,100 

심사비 심사비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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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링크) 최우수상(학장상) ₩500,000 2 ₩1,000,000 ₩1,000,000 

상금(링크) 우수상(단장상) ₩300,000 8 ₩2,400,000 ₩2,400,000 

고교생R&E경진
대회

전시대 제3전시대(5단) ₩143,000 5 ₩715,000 ₩715,000 

전시대 옥탄형 테이블 ₩20,000 9 ₩180,000 ₩180,000 

전시대 의자 ₩1,100 　 ₩0 ₩0 

운영비 지원금 ₩0 0 ₩0 ₩0 

식비 식권 ₩3,000 35 ₩105,000 ₩105,000 

최우수상 학장상 0 1 　 　

우수상 학장상 0 3 　 　

장려상 학장상 0 5 　 　

건축경진대회 
수상자 전시 (6)

전시대 제3전시대(3단) ₩143,000 3 ₩429,000 ₩429,000 

전시대 옥탄형 테이블 ₩20,000 6 ₩120,000 ₩120,000 

전시대 의자 ₩1,100 6 ₩6,600 ₩6,600 

　 식비 식권 ₩3,000 20 ₩60,000 ₩60,000 

교내 & 대외 
협력부스(12)

부스 몽골텐트 ₩88,000 12 ₩1,056,000 ₩1,056,000 

부스 테이블 ₩8,800 24 ₩211,200 ₩211,200 

부스 의자 ₩1,100 48 ₩52,800 ₩52,800 

부스 현수막 ₩41,800 12 ₩501,600 ₩501,600 

학생주도 
체험부스(11)

부스 몽골텐트 ₩88,000 11 ₩968,000 ₩968,000 

부스 테이블 ₩8,800 22 ₩193,600 ₩193,600 

부스 의자 ₩1,100 76 ₩83,600 ₩83,600 

부스 현수막 ₩41,800 11 ₩459,800 ₩459,800 

운영비 재료비 ₩100,000 11 ₩1,100,000 ₩1,100,000 

LINC+ 사업단 
부스(1)

부스 몽골텐트 ₩88,000 1 ₩88,000 ₩88,000 

부스 테이블 ₩8,800 2 ₩17,600 ₩17,600 

부스 의자 ₩1,100 3 ₩3,300 ₩3,300 

부스 현수막 ₩41,800 1 ₩41,800 ₩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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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 부스
-운영/쉼터(1+2)-

부스 몽골텐트 ₩88,000 2 ₩176,000 ₩176,000 

부스 테이블 ₩8,800 4 ₩35,200 ₩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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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의자 ₩1,100 20 ₩22,000 ₩22,000 

부스 현수막 ₩41,800 2 ₩83,600 ₩83,600 

부스 외부배너 ₩60,500 1 ₩60,500 ₩60,500 

프레젠테이션경진
대회

-본선8팀-

상금 최우수상(학장상) ₩500,000 1 ₩500,000 ₩500,000 

상금 우수상(학장상) ₩300,000 1 ₩300,000 ₩300,000 

상금 장려상(학장상) ₩200,000 3 ₩600,000 ₩600,000 

공학 퀴즈대회

재료비 화이트보드 ₩50,000 2 ₩100,000 ₩100,000 

상금 상금(1등) ₩500,000 1 ₩500,000 ₩500,000 

상금 상금(2등) ₩300,000 1 ₩300,000 ₩300,000 

상금 상금(3등) ₩200,000 1 ₩200,000 ₩200,000 

상품권 보너스퀴즈 ₩10,000 15 ₩150,000 ₩150,000 

홍보비 팀별옷(16개학과) ₩3,000 100 ₩300,000 ₩300,000 

고교생대상 
학과소개/
실험실투어

-20개실험실-

실험실지원 인건비 ₩4,560,000 1 ₩4,560,000 ₩4,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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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비 공학체험부스 ₩4,000,000 1 ₩4,000,000 ₩0 

홍보비 베너 ₩50,000 20 ₩1,000,000 ₩1,000,000 

재료비 스티커 ₩44,000 6 ₩264,000 ₩264,000 

재료비 문구류 ₩250,000 1 ₩250,000 ₩250,000 

회의비 물 ₩1,000 250 ₩250,000 ₩250,000 

식비 식권 ₩3,000 250 ₩750,000 ₩750,000 

기타 운영비
　
　
　
　

개회식 꽃장식 ₩250,000 1 ₩250,000 ₩250,000 

대덕홀 대관료 　 ₩88,800 1 ₩88,800 ₩88,800 

행사요원 단체티 서포터즈 ₩10,000 35 ₩350,000 ₩350,000 

중식 도시락 ₩8,000 45 ₩360,000 ₩360,000 

식비 식권 ₩3,000 150 ₩450,000 ₩450,000 

케이터링 커피 ₩135,000 1 ₩135,000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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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등 상장 등 ₩900,000 1 ₩900,000 ₩900,000 

케노피천막 케노피천막 ₩38,500 17 ₩654,500 ₩654,500 

파라솔세트 파라솔세트 ₩55,000 7 ₩385,000 ₩385,000 

무전기 임대 무전기 ₩11,000 10 ₩110,000 ₩110,000 

계 　 　 　 　 ₩92,725,600 ₩88,7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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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예산 집행 현황 (총괄)

구분(지원기관)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대학회계 35,000,000  ₩34,986,300 ₩ 13,700 

링크사업단 25,000,000  ₩20,601,600 ₩4,398,400 

산학연구기금 10,000,000  ₩0 ₩10,000,000 

입학본부 20,000,000  ₩19,550,300 ₩449,700

실전문제연구단 10,000,000  ₩10,099,400 (₩99,400) 

공과대학 총동창회 2,500,000  ₩2,500,000 ₩0 

소재.공정기반에너지융복합사업단 1,000,000  ₩968,000 ₩32,000 

총   계　 103,500,000 88,705,600 14,7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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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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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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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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로그램별 총평
  P1-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 전체적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있었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의가 높았음.
    -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출시한 팀들이 다수 있었으나 수상 개수의 제한으로 

장려상만을 수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차년도에 작품의 
우수성을 감안하여 약간 수상의 폭을 넓힐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 완성도가 높은 작품 중 시연을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음. 특별한 
시연 공간을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마련하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P2-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 공과대학 실전문제연구단에 참여하는 40개 팀의 중간성과를 엔지니어링 페어를 

통해 발표 및 평가하였음
    - 본 행사를 통해 실전문제연구단 최종 평가의 사전점검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실전문제연구단의 사업기간 중 엔지니러링 페어에서 본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함.

  P3-융복합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 융합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해서 LINC+사업단의 산학협력 및 산학연계한 

아이디어를 학업에 적용하고 이를 반영하여 산업의 문제를 학생과 담당교수가 
고민하여 다시 산업에 적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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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이 주도하는 축제 형식의 행사에 산업의 문제를 선도하는 분야가 접목하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업을 산업과 함께하는 문화 선도에 기여함.

    - 차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산업의 문제는 물론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경진대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요구 되며, 융합성격에 맞도록 인문사회와 
다양한 학과가 참여하여 융합캡스톤디자인에 맞도록 구성하여야 함.

  P4-고교생 R&E 및 미래의 건축공학 경진대회
    - 미래의 건축공학 경진대회는 주어진 주제에 맞게 참여 고교생팀이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내용으로 참가팀 규모가 24개팀인 관계로 8시간 이상의 
장시간의 발표 및 심사가 이루어져야 했음. 그 이유로 9월 15일(토)에 미리 
행사를 진행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의 작품만 공과대학 엔지니어링 페어에서 
전시하였고, 고교생들은 재차 충남대학교에 방문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향후에는 이를 보완하여 엔지니어링 페어와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P5-지역고교생 대상 학과소개/Open Lab
    - 지역 고교생 대상 학과소개 및 대표 실험실 견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과

대학의 미래 우수인재 유치에 기여, 공과대학 홍보에 기여함. 
    - 행사홍보 및 고교생 모집을 위한 입학본부와의 협의/협력 강화 필요. 

  P6-실전문제연구단 멘토링 컨퍼런스
    - 지난해 엔지니어링 페어에서 실시한 실전문제연구단 기업홍보부스의 단점(학

생들의 낮은 참여도)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실전문제연구단 
자문위원회에 속한 산업체 멘토분들을 계열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각 팀들의 
현재 진행상황을 발표평가를 통해 진단하였음.

    - 포스터 발표에서 진행하기 어려웠던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문제해결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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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회(49대 ‘공유’) 의견
1) 총평(인사말)
  매년 진행되는 공과대학 학술교류 및 문화증진을 위한 축제로써, 항상 많은 사랑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49대 학생회 ‘공유’는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존재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축제를 위하여 의견을 남기니, 올해보다 보다 발전된 축제를 기대합니다.

2) 프로그램별 총평
P7-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주제 ‘내가 회사의 대표가 된다면?’을 통하여 공과대학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전공 지식을 토대로 스스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를 서로 공유할 수 있
는 자리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청중들이 이해하
기 쉽도록 자료 준비 및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 입사 면접 시 자기PR 능력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획했습니다.
역시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선별된 5팀 모두 완벽하게 준비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진행되던 와중에 공대 1호관에 불이나서 잠시 멈춰 공대 5호관으로 급하게 
옮겨 진행 하게 되어 조금 어수선 하였지만 주제를 조금 다양하게 정해서 한다면 앞으로 
PPT경진대회에의 참가하는 학생은 더 늘어 날 것이고 다음 번에도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P8-공학퀴즈대회(골든벨)

 첫 행사임에도, 공과대학 학우들이 시사, 정치, 역사, 예술, 과학, 인문학 및 기타상식 
등 여러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참가해주어서 매우 긍
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회도 좋은 의미를 내포하는 제 1회 공학퀴즈
대회를 개최 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각 과에서 팀을 이루어 자신들의 기
본 상식과 지식 습득 능력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학생들끼리도 서로 즐
거운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대
부분의 학우들이 열심히 공부해 와서 놀랬습니다. 다들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어 우리들도 기뻤습니다. 공학퀴즈대회를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알
고 있던 상식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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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P10-엔지니어링 페어 부스존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대외협력 업체, 교내협력 기관, 동아리, 대외활
동 및 학생 주도 체험활동 팀을 초청해 공학1호관과 5호관 사이에  꾸린 부스존 입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교내 지원 프로그램과, 교외활동 및 정보를 보다 가깝게 접하였습니
다. 또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학우들
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스별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로 엔지니어
링 페어의 내용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행사당일 이전부터 예보되었
던 비가 오지 않아서 예상보다 많은 학우들이 참여 하였고 부스 관리가 원활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날씨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행사 전날 운영을 포기한 부스가 발
생하였고 대외활동, 학생주도 체험활동 부스의 지원 물품이 행사당일 도착하여 원활한 
부스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다르게 기업 홍보부스가 없어진 것도 아
쉬움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학생들이 관심가지는 많은 기업들을 초청한다면 더욱 풍
성하고 유익한 페어 부스존이 될 것 이라 생각합니다.

폐회식 및 축전
  공과대학 체전과 엔지니어링 페어의 다양한 경진 대회를 준비한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
하고 학생들이 모두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공과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단과대학 학생들까지 같이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을 시작으로 시작된 축전은 학
회장 댄스와 각과 학생회, 신입생들의 특별영상 시청, 또 공과대학 복면가요제, 연예인 
초청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커투어 참여 학생들의 경품추첨과 종합시상
을 통해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무대 앞 펜스를 설치하여 초청가수의 공연 전까지는 학우들이 앉아서 
무대를 즐겼고 초청가수 순서부터 스탠딩으로 행사를 즐겼습니다. 이를 통해 무대 정면
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무대 측면과 뒤편에 더 많은 인
파가 몰려 통제를 위해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경품추첨 순
서에서 작년보다 경품은 많아졌지만 배송되지 않은 물품들이 있어 경품들을 무대 위에 
못 올린 점과 진행자의 다소 빠른 호명으로 잠시 혼선을 빚기도 했었던 점이 아쉽습니
다.  

3. 전체 프로그램 총평
이번 2018년 엔지니어링 페어를 진행하며 저희 학생회가 느낀 바를 바탕으로 다음 엔지
니어링 페어 행사는 더욱 알차고 성공하길 바라며 총평을 작성합니다.
 먼저 학생주도 체험활동 부스와 교내 협력기관 부스 운영입니다. 동아리 뿐만 아니라 
재능을 가진 여러 학생들이 스스로 부스를 운영하여 기존보다 더욱 많은 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었고 행사 당일 빠르게 입소문을 타서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
었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 국제교류센터등 교내 기관들의 부스를 초청해 프로그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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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함으로써 충남대학교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홍보하여 더욱 알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홍보 부스의 부재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사업단과 인재개발원등 다양한 기간과 
협력하여 공과대학 학생들이 충분히 관심 가지는 기업들을 선정하여 초청하거나 기업 세
미나 및 홍보를 행사 당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고학년
의 학생들의 많은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PPT경진대회는 작년보다 더 많은 팀들이 참가해주었고 퀄리티 또한 훨씬 높아졌습니
다. 하지만 저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PT를 할 기
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의 관심을 가
지게 한다면 많은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 또 한 번 생각합니다.
 골든벨은 조금 더 새롭게 접근해보았습니다. 개인전이 아닌 학과 대항전으로 진행하였
으며 학생들의 소속감을 위해 과별로 색깔의 티를 준비하였습니다. 기존의 탈락을 하면 
가만히 앉아있어야하는 상황을 탈피하고자 새로운 진행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갔는데 
모두 만족해주어 의미잇었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즐거웠던 행사라 생각합니다.
 공과대학 체육대회는 많은 종목들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예선 탈락한 많은 학
과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큰 활동이 없습니다. 이를 고려했지만 실현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남았습니다. 종목들 사이에 간단하고 모든 학과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미니
게임을 많이 넣는다면 더욱 풍성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한, 학생회를 주도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
다.
 엔지니어링 페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장 핵심은 최대한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홍보와 기획단계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때 많은 사람들의 구미에 맞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1학기부터 학생회 구성원들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폐회식 및 축전은 원활한 진행과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각 학과 학생
회와 협력하여 행사 전, 후의 효율적인 인원 통제가 필요하고 무대 측면과 뒤편 많은 장
비들과 선들이 깔리므로 신경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축전에서 초청가수의 팬들이 
무대 뒤편으로 몰려 이를 통제하는데 고초를 겪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행자와 계속해서 소통하며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전은 돌발 상황이 많으므로 최대한 많은 대
비책을 세운다면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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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록
  1. 사진자료(Ⅰ)

가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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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프로그램                      

  P1. 창의공학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경진대회 & P2. 산업연계 X-Corps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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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융복합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P4. 고교생 R&E 및 미래의 건축공학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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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5. 지역고교생 대상 학과소개/Ope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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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6. 실전문제연구단 멘토링 컨퍼런스



- 70 -

  P7.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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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8. 공학퀴즈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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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9. 학생주도 체험 부스 & P10. 교내 및 대외 협력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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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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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진자료(Ⅱ)

  행사시설 및 홍보물

    1)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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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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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로등 배너(0.6m*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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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수막(1호관 정면) (10m*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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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수막(1호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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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수막(2호관 정문 방향) (15m*5.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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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문 LED 전광판

    8) 개회식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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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인도 현수막 (5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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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Open Lab 참여 실험실 X배너 (19개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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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입구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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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행사장 전경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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