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전체 페이지 수]

1. 스마트물류 집중교육

• 학생 21명 대상, 3일간 코딩을 중심으로 스마트물류
교육을 실시

– 7/22~7/24

• 사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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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전체 페이지 수]

2. 외국어 집중교육

• 학생 17명 대상, 3주 간의 집중적인 영어 교육을 실
시

– 8/5~8/23 (매주 월~금요일)

• 사업 효과

– 글로벌 역량 및 취업률 향상 (TOEIC 점수 평균 144점 향
상)



[3/전체 페이지 수]

3. 국외 연수/인턴십

• 학생 3명이 참여 (미국)

– 어학연수 후 Union Beauty와 New Deal LLC에서 인턴십
실시 (총 6개월)

• 사업 효과

– 글로벌 마인드 강화, 외국어 능력 향상, 국외 취업 기회 확
보



[4/전체 페이지 수]

4. 국외 현장견학

• 미국, 중국에서 학생 11명이 참여

• 사업 효과

–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 강화



[5/전체 페이지 수]

5. 국내 인턴십

• 13명의 학생이 참여

– 부산신항만 8명, 군산원예농협 4명, SM상선 경인터미널 1
명

• 사업 효과

– 현장 적응력,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



[6/전체 페이지 수]

6. 국내 현장견학 - 1

• 학생 26명이 참여

– 양산 ICD, KCTC 물류센터, BIDC, 부산신항만, 한국해양
대학교

• 사업 효과

– 현장 견학을 통한 현장 감각 제고



[7/전체 페이지 수]

6. 국내 현장견학 - 2

• 학생 7명이 참여

– DP World Gender Equality and Women Empowerment 
Roadshow 2019, 부산신항만(PNC) 컨테이너 터미널, 부산
신항 홍보관

• 사업 효과

– 글로벌 물류 분야 여학생 취업 역량 강화



[8/전체 페이지 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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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학생에 대한 면학 분위기 조성

유형 항목 금액 비중

능력 제고 장학금
외국어 시험 응시료 지원 1,120,000원

26%
자격증 취득 포상 1,750,000원

사업단 참여 유도 장학금
사업단 운영 기여 3,200,000원

74%
참여도 평가 5,000,000원



[9/전체 페이지 수]

8. 취업향상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임직원 특강 및 토크 콘서트

• 사업 효과

– 스피치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면접 테크닉 습득 및 실
전 면접 능력 향상



[10/전체 페이지 수]

9.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보완사항과 건의사항의 청
취를 위해 1회 개최 (11/20)

– 운영위원 구성 : 교수(5명), 조교(1명), 재학생(4명)

• 사업 효과

–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보완 및 건의사항 청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