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외부 전문가 특강 

• 물류 뿐 아니라 인성,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초빙하
여 10회의 특강을 진행하였고, 1회 평균 학생 44명이 
참여 

• 사업 효과 

– 물류와 기업의 최신 트렌드 파악 

– 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를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2. 맞춤형 학습모임 

• 9개 팀(33명)에 교수 4명, 외부 멘토 5명이 참여 

– 외부 멘토 소속 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신항만, 대
한항공, 전북일보, 청우테크 

• 사업 효과 

–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 자율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 

– 멘토 활용으로 물류 분야 현업 종사자의 노하우 습득 



3. 창의/융합 외부활동 

• 총 99회를 지원하였고, 1회 평균 지원금은 65,422원 

– 교육 46%, 세미나 26%, 채용 박람회 12%, 멘토링 16% 

• 사업 효과 

– 진로 탐색의 확대와 집중을 위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 

– 취업 정보 취득 및 공유 



3. 창의/융합 외부활동 



4. 외국어 집중교육 

• 학생 40명, 하루 11시간 집중적인 영어 교육을 실시 

– 7/4~7/30 (매주 월~토요일) 

• 사업 효과 

– 영어 학습을 통한 글로벌 역량 및 취업 역량 강화 (TOEIC 
점수 평균 189점 향상) 

–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체계적인 관리 



5. 국외 현장견학 

• 3개 팀에 학생 16명이 참여 (싱가포르 2팀, 홍콩 1팀) 

– 주요 견학 장소 : DHL, Freight Links Express, 
Korchina, SIM University, CJ대한통운 

• 사업 효과 

–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 강화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사업 기획 능력 강화 



6. 글로벌 융합물류 경진대회 

• 14개 팀에 학생 40명이 참여하였고, 우수팀(3팀)에게
는 부상을 전달 

• 사업 효과 

– 사업단 프로그램을 활용한 성과와 활용방법 공유 

– 사업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활성화 유도 



7. 국외연수 

• 학생 2명이 참여 (캐나다) 

– 비즈니스 영어 (3개월) + 현지 물류기업 인턴십 (3개월) 

– 파견 기업은 XPO Logistics (세계 10위 물류기업) 

• 사업 효과 

– 비즈니스 영어 수업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 글로벌 물류기업 근무 경험을 통한 자신감 부여 

– 국외 취업 관심 증가 



8. 취업향상 프로그램 

• 물류 분야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틀
간 진행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11/4~11/5 

• 사업 효과 

– 물류 분야 취업 동향 파악 

– 취업 전략과 노하우의 습득을 통한 취업률 향상 



9. 인턴십 

• 국내 3명(4개월), 국외 2명(3개월)의 학생이 참여 

– 파견 기업 : 부산신항만, XPO Logistics 

• 사업 효과 

– 실무 적용 능력 강화 

– 이론 학습에 현장 적응력 강화 



10. 장학금 

• 지급 결과 

 

 

 

 

 

 

• 사업 효과 

– 외국어 향상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률 향상 

– 방학 기간 학습 지원을 통한 면학 분위기 조성 

– 사업단 참여와 기여가 높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통해 적극
적인 참여 유도 

유형 항목 금액 비중 

능력 제고 장학금 

외국어 시험 응시료 지원 1,540,000원 

74% 
자격증 취득 포상 1,550,000원 

방학 중 학습자 생활 지원 12,838,700원 
방학 중 학습 우수자 포상 4,875,000원 

사업단 참여 유도 장학금 
사업단 운영 기여 1,800,000원 

26% 
참여도 평가 5,541,040원 



11.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보완사항과 건의사항의 청
취를 위해 3회 개최 (3/16, 5/27, 10/28) 

– 운영위원 구성 : 교수(5명), 조교(1명), 재학생(5명), 졸업생
(2명) 

• 사업 효과 

– 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참여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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