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 공인원이 함께 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 신 자 전국 공과대학장, 공학교육연구/혁신센터장

 (경  유)

 제    목 제48회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안내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공학교육 및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발전

적 방향에 대한 공학커뮤니티 간의 인식 공유를 목적으로 전국 공과대학장, 공학교

육혁신센터장, 교수 및 연구원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제48회 공학교육인증포

럼”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6년 4월 15일(금) 13:30 ~ 16:40

나.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48회 공학교육인증포럼 프로그램(안) - 추후 변경 가능

시간 주제 발표

13:00~13:30 등록 　

13:30~13:40 인사말
송동익교수

(공인원 연구센터 소장)

13:40~13:50 환영사
유기풍 총장

(공인원 원장)

13:50~14:20
　영남대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

교과기반평가 적용 사례
강동진 교수

(영남대학교)　
14:20~14:30 질의응답

14:30~15:00
융합공학교육을 위한 ‘다학년 연구 

프로젝트’ 교과목 운영사례　
김학일 교수

(인하대학교)　
15:00~15:10 질의응답

15:10~15:20 휴식

15:20~15:50
융・복합 공학교육 인증기준과 

국내・외 운영사례
홍성조 교수

(동국대학교)
15:50~16:00 질의응답

16:00~16:20 2016년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설명회 송동익 교수

(경북대/연구센터 소장)　16:20~16:30 질의응답

16:30~16:40 종합 정리 　



라. 참가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제48회 공학교육인증포럼 접수 홈페이지

                (https://goo.gl/zhQeEj)를 통해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 2016년 4월 8일(금)까지

   - 참가인원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0명으로 제한함

   

[첨부] 백범김구기념관 약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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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백범김구기념관 약도

  ‣ 주소 : (140-898)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효창동 255번지)

  ‣ 연락처 : 02-799-3400

  ‣ 찾아오시는 길

1. 효창공원앞역(6호선) / 도보 10분 
  - 1번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효창운동장 방향으로 도보 약 700m

2. 공덕역(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 버스+도보 이용 10분 

  - 6번 출구, 공덕지구대 앞에서 마포17번 이용,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하차, 도보 약 100m

3. 숙대입구역(4호선) 버스+도보 이용 

  - 2번 출구, 남영우체국에서 400번 이용, 대한노인회에서 하차, 도보 약 200m

4. 서울역(1, 4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버스+도보 

  - 서부역 우리은행 앞에서  용산04번 이용, 대한노인회에서 하차, 도보 약 200m

5. 용산역(1호선, 경의중앙선) 버스+도보 

  - 1번 출구 용산역 광장 맞은편에서 400번 이용, 국민은행 효창동지점에서 하차, 도보 약 300m

1. 공덕역 : 마포 17(백범김구기념관 하차)

2. 남대문(YTN), 숙대입구역 : 400(대한노인회 하차)

3. 한남동, 원효로 : 400, 2016(국민은행 효창동지점 하차)

4. 서울(서부)역 : 용산04(대한노인회 하차)

5. 신촌, 삼각지 :110A, 110B, 740(효창공원앞역 하차)

6. 강남, 서초역 :740(효창공원앞역 하차)

1. 여의도, 신촌 지역 : 공덕역(공덕오거리) 지나 효창공원앞역 사거리 좌회전 -> 효창
운동장 앞 좌회전 골목길 진입 -> 기념관 

2. 경부고속도로, 이태원, 용산 지역 : 삼각지에서 공덕오거리 방향 고가도로 이용 -> 
효창공원앞역 사거리 우회전 -> 효창운동장 앞 좌회전 골목길 진입 -> 기념관 

3. 서대문, 서울역, 종로 지역 : 서울역 지나 숙대입구사거리에서 우회전 

   -> 지하도, 숙대 지나 효창공원삼거리 좌회전 -> 효창운동장 앞 우회전 골목길 진입 
-> 기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