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혁신대학 벤치마킹 워크숍
프로그램 안내
■ 개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국내 혁신대학 벤치마킹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제2회 벤치마킹대상대학은 성균관대학교의 ‘학생성공센터’와 충북대학교의 ‘성과관리지원센터’
입니다. 프로그램은 ➊탐방 ➋현장강의 ➌프로젝트워크숍으로 이루어집니다.
■ 일정 : 2019년 9월 19일(목) ~ 9월 20일(금), 1박2일
■ 주관 : 한국대학신문 부설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
■ 후원 :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세종시티 오송호텔, 충북대학교 (※프로젝트워크숍은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진행)
■ 연수비용 : 47만원(부가세 포함) (호텔 1인1실, 4식, 단체차량 교통비 포함)
■ 연수대상 : 전문대학 기획처, 성관관리 센터, 혁신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및 직원 (※교수와 직원 모두 신청 가능)
■ 연수인원 : 40명
■ 워크숍 세부일정

workshop

일정

과정

1일차
오전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탐방
및 현장강의

(9월19일)
10:00 13:00

시간

주요 내용

10:00 - 10:30

현장 접수 및 등록
특강 : 배상훈 교수(성균관대 학생성공센터장)

10:30 - 11:30

주제 : 학생성공과 학생성공센터 운영방안

11:30 - 12:30

학생성공센터 탐방 및 Q&A

12:30 - 13:30

중식
성균관대학교 → 호텔

16:00 - 18:00

숙소배정 및 휴식

(9월19일)

18:00 - 19:00

석식

13:30 22:00

19:00 - 21:00

진행 :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
방식 : 조별 워크숍

21:00 -

1일차 워크숍 종료

07:00 - 08:30

조식 및 Check out

08:30 - 09:50

이동
청주 → 충북대학교

(9월20일)

10:00 - 11:00

특강 : 이길재 교수(충북대 성관관리센터장)
주제 : 성과관리센터 운영방안과 전문대학 접목방안

08:30 13:00

11:00 - 12:00

성과관리센터 탐방 및 Q&A

12:00 - 13:00

중식

1일차
오후

⦁ 등록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1층 회의실

교수식당

이동

13:30 - 16:00

세종시티
오송호텔

장소

⦁ 이동 :
단체버스로 이동

숙소 :
1인1실

⦁

혁신대학 로드맵 만들기 워크숍

충북대학교
성과관리센터
2일차

13:00 - 15:30

워크숍 종료 및 이동
충북대학교→서울역(오송역 경유)

■ 참가자는 9월19일(목) 10시까지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 도착하여 워크숍 등록
이동은 단체로 하므로 가급적 개인 자가용 이용 자제

■ 신청 및 문의 :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 (02-2223-5061, ikuc@unn.net)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 ikuc@unn.net) 또는 Fax송부(0505-055-5151)

⦁ 장소 :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178)

이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중식 후 버스로 이동
(오송역과 서울역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