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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Engineering Fair 2011 행사 계획

 1. 개 요

□ 행사 목적

o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녹색공학인과 차세대 융복합 신기술 리

더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역량을 보유한 혁신 인재 발굴 및 

육성

→ 국제수준의 엔지니어 양성 전략의 추진

o 지역 산업체와 유관기관과의 산학협력 체계 강화

o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의 우수성 홍보 확산을 통한 취업 촉진 

활성화와 우수 인재 확보

o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충남대학교의 우수

성 확산을 통한 대전 및 충청권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치

 충남대학교 공과대학만의 “명품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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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NU Engineering Fair 2011 행사

□ 행사 개요

    

o 일정 : 2011년 9월 29일(목) ∼ 30일(금)

o 장소 :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공과대학 제 1∼4호관, 남부운동장

o 주관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대전광역시 

o 주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공과대학 총학생회,

공학교육혁신센터, 여성공학인재육성사업단(WIE)

o 후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과대학 총동창회, 산업기술연구

소, 충남대학교 학생처,(사)대덕INNOPOLIS벤처협회

□ 주요 프로그램

o 산학 협력 Fair

- 가족회사,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유관기관인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연구본부 등과 연계

- 각 기업체 특성에 맞는 전시/홍보와 구인/구직기회 제공

o Job Fair

- 취업 특강(실전 직문적성 검사, 기술고시/변리사 준비 전략)

- 취업 설명회(한국철도시설공단, 계룡건설)

- CNU 주니어 공학 캠프(대전시내 고등학생 대상, 80명)

o 전시/체험

-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 졸업과제작품 경진대회

- CNU 주니어 공학 캠프(대전시내 고등학생 대상, 80명)

o CEO 초청 강연

o Open Lab - 학과별/실험실별 소개(공대 각호관 실험실)

o 공대체전 및 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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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부계획

일자 시간 및 내용 행사장소 전시/체험 프로그램 주니어공학캠프

9월 
29일(목)
1일차

10:00~10:30 개회식

백마홀

10:00~17:30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백마홀 광장)
•졸업과제작품 경진대회
  (정심화홀 광장)
•Job Fair
  (백마홀, 대덕홀 로비)
•산학협력 Fair
  (대덕홀)
•Open Lab
  (공과대학 연구실)

09:00~ 18:00

주니어 공학캠프
(체험 Lab)

1기(28일),
2기(29일)

10:30~12:00 초청강연
  •조현정 대표 (비트컴퓨터)

13:00~14:30 취업특강
  •대기업 실전 직무적성 검사 

준비 전략

14:30~15:30 취업설명회
  •한국철도시설공단, 계룡건설

15:30~17:30 취업특강
  •기술고시/변리사 준비 전략

9월 
30일(금)
2일차

09:00~17:00
  •공과대학 체육대회(남부운동장)

17:00~18:00 폐회식
  •Closing 행사시 시상식 및 경품추첨, 우수참여학과 상품시상(남부운동장)

19:00~22:00
  •공과대학 축제(남부운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