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구분 소속 동아리명 최초등록일 지도교수 회원수 목적 수상경력 및 활동사항 비고

1 신규 미용예술과 뷰티살룡 2016-04-01 박은경 10

ㆍ 전공 융합적 구성(헤어, 메이크업, 네일)을 통한 토탈 뷰티살룡 개념의 창업동아리

  - 전공 융합적 활동을 통해 미용분야 전문직업인의 소양 강화와 실무능력 향상

  - 소통과 협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직무지식 창업 아이디어 창출

  - 재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 고취를 통한 창업마인드 확산으로 취업과 창업의 유

기적 전환에 대비하여 취업률 향상

신규등록

1 재등록
건축인테리어학부
(인테리어디자인)

가온 2015-04-01 이미란 21

ㆍ실내공간에서 중요한 요소인 가구디자인을 학습하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창음으

로 이어지도록 운영한다. 제작방벙을 기능적인 하드웨어와 원목, 천연페인트를 사용

하는 예술과 기술공학이 융합된 밥법으로 전개하여 학생의 아이디어를 시작품을 제

작해 볼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졸업후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디자인 참업이 가

능하도록 운영한다.

ㆍLINC  사업 사업 수행

2 재등록
건축인테리어학부
(인테리어디자인)

별무리 2015-04-01 최인창 26

ㆍ인테리어 디자인에 필요한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기업 및 기타 단
체의 홍보물 디자인 기획과 인테리어 소품에 대한 시장정보 수집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찾아서 제작 후 판매 행위를 통해 학생들의 창업
마인드를 고취시킨다.

ㆍLINC  사업 사업 수행

3 재등록
건축인테리어학부
(인테리어디자인)

크리에이티
브

2015-04-01 김남식 28
ㆍ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한 창조활동으로 디자인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한다.

ㆍLINC  사업 사업 수행

4 재등록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
FF마켓 2014-04-01 이수경 25

ㆍ1인 창업과  취업에 활성화를 증진한다. 또한 FF마켓을 통해 학생
들간의 유기적 관계 증대와 소속감 및 참여성을이루며 패션디자인과
교과목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 판매한다.

ㆍ평직대 사업 수행

5 재등록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
FGStudio 2014-10-01 류정민 19

ㆍ벤처창업동아리로서 패션 관련 상품을 디자인 제작하여 판매에 이
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진행해 보는 일련의 창업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ㆍ평직대 사업 수행

6 재등록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
패션의도전 2014-10-01 양경애 22

ㆍ패션분야 각종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패션산
업 전반의 트랜드와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창의ㅣ적
아이디어를 문화상품개발로 이끌어 패션분야의 제조에서 유통까지
과정을 배음으로써 졸업 후 패션비즈니스 창업을 할수 있도록 한다.

ㆍ평직대 사업 수행

7 재등록
식품영양외식학부

(외식산업)
FOOD 2015-04-01 이윤호 60

ㆍ전공관련(조리) 성공적인 창업, 취업향샹
ㆍ실현장 필요한 다양한 실교육 및 체험
ㆍ다양한 겸험으로 인한 진로적성 향상
ㆍ조리계열 취업 정보공유 및 수집

ㆍLINC 사업 수행

2016년 충청대학교 벤처 창업동아리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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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등록
식품영양외식학부

(외식산업)
꿈꾸는 CEO 2014-10-01 여운승 19

ㆍ벤처 창업을 목적으로 연구 및 개발활동을 통하여 회원 각자의 실
력향상 및 창업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정보공유와 장을 마련함

ㆍLINC 사업(융합형 창업동아리) 진행

9 재등록
예술학부

(방송광고제작)
SSAMTV 2002-03-02 김성천 27

ㆍ현장실습교유과 연계 실무능력 강화
ㆍ창업유도, 취업률제고
ㆍ학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통한 실무능력 강화

ㆍLINC 사업 수행

10 재등록
예술학부

(방송광고제작)
포커스 2014-04-01 서정범 15

ㆍ사진 교과목과 연계하여 디지털사진 촬영 및 편집 능력 강화
ㆍ창업유도, 취업률 제고

11 재등록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장비)

S.D.C 1998-01-01 유영각 12
ㆍ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전공에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아이템
을 선정하여 개발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개발을 통하여 창업
의 기본적 교육에 목적이 있다.

ㆍ중소기업청 우수동아리 등록(2003년)
ㆍ충청대학 창업보육센터 1관 205호 입주
ㆍ주요생산품 : 라인트레이서/로봇개발
ㆍLINC 사업 수행

중기청 등록

12 재등록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장비)

행복오디오 2013-10-15 박용수 10
ㆍ행복소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앰프와 스피커 인클로져 개발을 통한
고객 맞춤형 오디오 시스템 제작을 통한 창업을 목적으로 한다

ㆍLINC 사업 수행

13 재등록
전자컴퓨터학부

(전자통신)
아노이노 2014-10-01 심완보 12

ㆍ아두이노에 대한 기술 습득과 이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통한 창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ㆍLINC 사업 수행

14 재등록
항공자동자기계학

부
ADR 2014-04-01 정식항 37

ㆍ항공 취미인 RC 및 모델 로켓 제작 실습을 통하여 항공관련 지식을
습득 및 이해력을 돕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아이템 발굴을 통해 학생
창업으로 연계한다.

ㆍLINC 사업 수행

15 재등록
항공자동자기계학

부
뫼비우스 2003-03-03 이준서 14

ㆍ기계 설계 및 제작 관련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이에 창의력과 열정
을 더해 기계 및 자동차관련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한다.

ㆍ중소기업청 우수동아리 등록(2006년)
ㆍ주요생산품 : 자동차 개발
ㆍLINC 사업 수행

중기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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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등록
항공자동자기계학

부
하이테크 2013-10-15 김성모 10

ㆍ자동차 각 시스템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정비할 수 있으
며, 각 시스템을 교육용 시뮬레이터로 제작하여 제품화하는 창업을
목적으로 한다.

ㆍLINC 사업 수행

367

* 등록 동아리 : 17개(신규 동아리 1개, 재등록 동아리 1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