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외부 전문가 특강

•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10회의 특강을 진행하였고, 
1회 평균 학생 35명이 참여

– 물류 IT, 스마트물류, 신흥 물류시장 주제 4회 포함

• 사업 효과

–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물류와 기업의 최신 트렌드
파악



2. 맞춤형 학습모임

• 6개 팀 학생 36명, 외부 멘토 12명, 교수 5명이 참여

– 외부 멘토 소속 기관 : 롯데로지스틱스, 인천세관, 메쉬코리
아, 아세테크, 한솔로지스틱스, 삼익물류 등

• 사업 효과

–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모임을 활성화

– 외부 멘토를 활용하여 전문성과 실용성이 있는 학습 지원



3. 스마트물류 집중교육

• 학생 21명 대상, 3일간 물류 데이터 분석 교육 실시

– 7/12~7/14

• 사업 효과

– 최신 트렌드의 스마트물류 교육을 통한 실무 능력 및 취업
률 향상



4. 외국어 집중교육

• 학생 29명 대상, 4주 간 집중적인 영어 교육 실시

– 7/12~8/12 (매주 월~토요일)

• 사업 효과

– 글로벌 역량 및 취업률 향상 (TOEIC 점수 평균 192점 향
상)



5. 국외 현장견학

• 중국 칭다오 견학에 학생 12명이 참여

– 견학 장소 : aT물류센터, 해지촌, 칭다오항, 칭디오 도시계
획관, 화준그룹 등

• 사업 효과

–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 강화



6. 글로벌 융합물류 경진대회

• 10개 팀에 학생 48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다섯 팀에
게는 부상을 전달

• 사업 효과

– 종합적인 연구 및 학습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



7. 국외연수

• 학생 2명이 참여 (미국)

– 보이시 주립대학교에서 4개월 동안 연수 실시

• 사업 효과

– 글로벌 마인드 강화, 어학 능력 향상, 국외 취업 기회 확보



8. 취업향상 프로그램

• 물류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틀간 진행

– 11/10~11/11

• 사업 효과

– 스피치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 면접 테크닉 습득 및 실전 면접능력 향상



9. 인턴십

• 6명의 학생이 4개월 과정으로 참여

– 파견 기업 : 부산신항만

• 사업 효과

–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
고



10. 장학금

• 지급 결과

• 사업 효과

– 외국어 능력과 자격증 취득 향상을 통한 취업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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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학생에 대한 면학 분위기 조성

유형 항목 금액 비중

능력 제고 장학금

외국어 시험 응시료 지원 900,000원

60%자격증 취득 포상 3,250,000원

방학 중 학습자 생활 지원 7,828,000원

사업단 참여 유도 장학금
사업단 운영 기여 2,000,000원

40%
참여도 평가 6,022,000원



11. 국내 현장견학

• 학생 15명이 참여

– 견학 장소 : 로젠 중부지사

• 사업 효과

– 현장 견학을 통한 현장 감각 제고

– 현장 견학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 운영을 통한 심화 학습



12.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보완사항과 건의사항의 청
취를 위해 2회 개최 (5/19, 11/17)

– 구성 : 교수(5명), 조교(1명), 재학생(8명), 졸업생(2명)

• 사업 효과

–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보완 및 건의사항 청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