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 공인원이 함께 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  신  전국 공학계열 대학장

 참  조 공학교육(연구)혁신센터장, PD교수, 연구원

 제  목 제11회 공학설계교육 워크숍 개최 안내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공학설계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

시키고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11회 공학설계교육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7년 10월 20일(금) 13:30 ~ 17:30

    나. 장    소 : 바비엥2 교육센터 B1층 그랜드볼룸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11회 공학설계교육 워크숍 프로그램(안) - 추후 변경 가능

사회 : 민동균 교수(연구센터 위원/한국기술교육대)

시간 주제 발표

13:00~13:30 등록 　

13:30~13:40 인사말
송동익 

(공인원 연구센터 소장)

13:40~13:50 환영사
김종호

(공인원 원장)

13:50~14:20 Design Thinking 세계관 및 4차 산업혁명 사례 이예지 선임컨설턴트

(MYSC)14:20~14:30 질의응답

14:30~15:00 Moodle을 이용한 NCS 기반 강의 설계 허원 교수

(공주대학교)15:00~15:10 질의응답

15:10~15:20 휴식

15:20~15:50
공학교육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한 Flipped 

Learning 설계모형 개발 한수민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5:50~16:00 질의응답

16:00~16:30 역설계를 통한 제품화 기반 공학설계교육 장원석 교수

(건양대학교)16:30~16:40 질의응답

16:40~17:10
게임개발 프로젝트를 이용한 해외-국내대학 간 

학생협업 단기 캠프 사례 이강 교수

(한동대학교)
17:10~17:20 질의응답

17:20~17:30 종합 정리 　

라. 참가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제11회 공학설계교육 워크숍 접수 홈페이지

                (https://goo.gl/TT7P3X)를 통해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 2017년 10월 13일(금)까지

   - 참가인원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0명으로 제한함



붙임 : 바비엥2 교육센터 약도 1부. 끝.

       
(사) 한 국 공 학 교 육 인 증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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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06212)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21 파라다이스 벤처빌딩 7층 홈페이지 http://www.abeek.or.kr

전  화  (02)6261-3063 전 송 (02)6261-3003 이메일 : ascheon@abeek.or.kr 공개여부 : 공개



[붙임] 호텔 약도

바비엥 2 교육센터 약도

주소 : 서울시 중구 의주로 1가 25-10번지 

전화 : 02-6399-1026

오시는 길 : https://vabien2edu.modoo.at/?link=7a1krc6p



자가용

경로 거리 소요시간

인천공항 ↔ 바비앵 55.0km 60분

김포공항 ↔ 바비앵 23.0km 30분

일반

버스

Blue 160, 171, 260, 270, 271, 300, 470, 701, 702A, 702B, 703, 704, 750, 751, 752

Green 7013, 7019, 7021, 7024, 서대문 06, 종로 05

Red 9702, 9705, 9706, 9709, 9710, 9711, 9712, 9713

공항

리무진
#6005

전철 5호선 서대문역 6번 출구 도보 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