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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포럼’ 지역사회 공유·협력 부분 대표 사례 선정

선린대학교,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 펼쳐

선린대학교! 지역사회 재능나눔 튜터링 프로그램 평가회 개최

선린대학교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수료

선린대학교 재난안전공유협업센터–‘지역특화 재난안전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인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

선린대학교,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포럼 개최

선린대학교 지역 성인학습자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제52회 학위수여식(총718명-학사274명, 전문학사367, 전공심화77명)

2023학년도 입학식

선린대학교, 울진군의료원과 산학협력협약식 체결

선린대학교 재난안전공유협업센터 2023년도 상반기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특수분야연수기관
선정

선린대학교 취업창업지원센터, POSCO 채용 설명회 개최

선린대학교 재난안전공유협업센터, 영진전문대학교 응급구조교육센터 협약 체결

제8대 총장 곽진환 박사 취임

대학 개교 54주년 기념일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울릉군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2년 연속 운영기관 선정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석사과정 동부캠퍼스 개강식 개최

선린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대한보건환경연구소(주) 산학협력체결

선린대학교 제8대 곽진환 총장 취임예배 및 취임식 개최

선린대학교, 2023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최종 선정

선린대학교 간호학과 박민아 교수, 경상북도지사 표창패 수상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교육센터), 11년 연속 [2023년 포항시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운영기관에 선정

선린대학교, 제21회 NCLEX-RN(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교육과정 개강식 개최

선린대학교, 총장과 소통하는 장애학생 간담회 개최

선린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선린대학교, 제17회 국가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ESG 교육브 랜드상 수상

선린대학교 최진영 교수, 김정수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선린대학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역민과 함께하는 多 Book 인문학 콘서트

20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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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간호학과 안혜정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수상

제51회 학위수여식(총721명-학사231명, 전문학사400, 전공심화90명)

선린봉사단 자원봉사협력기관 및 자원봉사자 페스티벌 개최

간호학과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경북지역 유일 보건교사 양성과정 A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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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입학식(메타버스)

03.20 대학 개교 53주년 기념일

간호학과 한미화교수 ‘생애 첫 연구사업’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2022년 포항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10년 연속)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총장과 소통하는 장애학생 간담회’ 개최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사업 선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정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최종선정 (2022년 ~ 2024년)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협약체결

2022청년푸드버스킹 요리경연대회 식약처장상 수상

제16회 국가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ESG 교육브랜드상 수상

2022년도 혁신교수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내일&내일(job)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개강

지역사회 재능나눔 튜터링 사업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간담회

산학협력단 ‘울릉군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최초 운영기관 선정

태풍 피해 주민찾아 봉사활동 (선린봉사학습센터)

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 와인소믈리에 자격증 취득과정 개강

제12회 선린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지역사회 재능나눔 튜터링 사업 발대식

간호학부 제5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제24기 포항시 여성뉴리더 양성과정 개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제1기 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교육과정연계 협약식

간호학부 NCLEX-RN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교육과정 수료식

내일&내일(job)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수료식

요양보호사교육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

실전취업경진대회 개최 및 수상식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재난안전공유·협업센터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형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선정

제24기 포항시 여성뉴리더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2022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식

2022년 경상북도 대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대상, 은상 수상

2022년 포항시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수료식 (30명)

“간호학과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우수 A등급 획득” 우수기관 선정 표창 _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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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2020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74% 대구⦁경북지역 전문대학 유지취업률(1차, 4차)
1위 차지

선린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혁신교수법 우수교원 시상식 개최

제50회 학위수여식 (총 809명 - 학사 336명, 전문학사 473명)

전문대학혁신사업 교육성과 포럼 개최 (비대면)

2021학년도 입학식 (비대면)

2021년 포항시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선정(9년 연속)

대학 개교 52주년 기념일

흥해읍 기독교교회연합회 선린대학교 장학금 전달



04.27

05.28

06.15

06.25

07.08

08.12

09.03

09.24

09.28-29

10.01

10.12

10.20

10.31

11.18

11.24

11.25

창업교육센터, 2021년 포항시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선정

포항시유망강소기업협의회와 인력양성 협약식 및 장학금 전달식

산학협력단 2021년 포항시 청년예비창업육성사업 개강식 개최

2021년 학과(계열) 홍보영상물 제작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1년 보육교사교육원 경북 지역권 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2021 직업계고 졸업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식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최종선정

제11회 선린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간호학부 제52회 나이팅게일선서식 개최(2학년 238명)

유아교육과 제4회 교사사명선서식 개최(3학년 27명)

2021년 내일&내일(job)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수료생 28명)

제19회 NCLEX-RN(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수료생 30명)

호텔외식경영계열,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창작칵테일 경연대회’(금,은,동상 수상)

2021년도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지원 사업(2차) 선정

선린봉사단,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임원주)와 함께 “사랑해! 김장 나누기”행사실시

2022년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석사과정 위탁운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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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2020년 신년예배 및 시무식 개최

혁신교수법 하반기 단체워크샵 개최

2019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77%, 전국 136개 전문대학 중 20위 차지(2018.12.31. 기준)

제32회 안경사 국가고시 전국 수석 배출(20년 2월 박재형 졸업생)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기관 감사패 수상

선린봉사단 지역사회 재능기부 사랑나눔 봉사활동

제49회 학위수여식(총 806명- 학사 331명, 전문학사 475명)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회 개최

흥해읍 기독교교회연합회 장학금 전달

선린대 개강, 출석 대신 원격수업 시작

2020년 교직원 근속표창 수여

2020년 포항시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선정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생 선발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개강식 개최

대학홍보단 임명장 수여식 개최

포항시유망강소기업협의회 산학협력 체결

혁신교수법 상반기 워크샵 개최

내일&내일(job)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개강

간호학과 안혜정 교수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

제10회 선린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선린대학교 제1회 슬기로운 온라인강의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0년 내일&내일(job)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선린대학교, NCLEX-RN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선린대학교 간호학부 제17회 학술제

선린대학교, 간호학부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함인석 원장 초청 특강 개최

선린대학교, 선린봉사단 선린애육원 봉사활동 펼쳐



12.09

12.10

12.22

선린대학교, “2020년 多 Book 인문학콘서트” 개최

선린대학교, 유성요양병원과 MOU를 통해 인재육성 장학금 수여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2020년 포항시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수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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