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평가협의회
수 신 자 회원대학교 총장(기획처(실)장)
(경 유)
제

목 2013년 전국대학평가협의회 동계워크숍 개최 안내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3년 전국대학평가협의회에서는 “정부 대학평가의 방향과 대학혁신”

을 중심으로 동계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하오니 회원대학에서는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3. 11. 20(수) ~ 11. 22(금) <2박 3일>

나. 장

소 : 제주 그랜드호텔 (제주도 제주시 소재)

다. 참 가 비 : 400,000원(1인, 연회비 납부대학)
500,000원(1인, 연회비 미납대학)
라.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 2013. 10. 31(목)까지
1) 신청방법 : <붙임 2> 참고, 전국대학평가협의회 홈페이지
(www.kuea.kr)에서 신청
2) 참가비 납부 : 우리은행 1002-845-934440(예금주 : 신재영)
※ 대학/캠퍼스명/성명(○○대/□□캠퍼스/OOO)”으로 입금
※ 입금확인 문의 : 이현경 계장(hk-lee@cau.ac.kr, 02-820-6012)
마. 대학평가업무담당자와 통계/공시업무담당자가 함께 참석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3 전국대학평가협의회 동계워크숍 일정표 1부.
2. 2013 동계워크숍 참가 신청 및 참가비 납부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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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3년 전국대학평가협의회 동계워크숍 일정표
일자

시간

내

14:00~14:30

등록

14:30~14:40

개회식

14:40~15:30

특강1

15:30~15:40
1일차
11.20(수)

15:40~16:30

특강2

2014년 대학정보공시 및 표준분류시스템 운영 방향
이 재 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장)
Coffee Break

특강3

17:50~18:10

지회별 분임토의
만

07:00~09:00

09:40~09:50
09:50~10:30

삼다정(1층)

Big Data 분석 및 활용 사례
김 성 기 ((주)피앤디솔루션 상무)
Coffee Break

특강5

10:30~10:40
10:40~11:20

찬

조식 및 휴식
특강4

컨벤션홀
(1층)

2013년 중앙일보 평가 결과 분석 및 2014년 평가 방향
천 인 성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장)
정기총회

18:30~20:00

3일차
11.22(금)

고등교육 종합 발전방안
김 재 금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17:30~17:50

09:00~09:40

비고

Coffee Break

16:30~16:40
16:40~17:30

2일차
11.21(목)

용

모바일을 활용한 대학만족도 조사 : 오픈서베이 활용 사례
이 성 호 ((주)아이디인큐 사업본부장/공인회계사)
Coffee Break

특강6

컨벤션홀
(1층)

대학혁신 방향과 사례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중심으로
양 기 전 (원광대학교)

11:20~12:00

Break

12:00~13:30

중식

13:30~18:00

문화탐방 및 자유시간

18:00~20:00

만찬 및 지회별 분임토의

바다의향기

07:00~09:00

조식 및 휴식

삼다정(1층)

09:00~11:00

분임토의 및 종합평론

11:00~

폐회

컨벤션홀
(1층)

※ 특강 일정 , 주제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제주복돈(외부)

<붙임 #2>

2013년 동계워크숍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방법
1.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가. 신청기한 : 2013. 10. 31(목) 까지
나. 신청방법
- 전국대학평가협의회 홈페이지(www.kuea.kr) 메인화면의 메뉴 중 “협의회활동사항”의
“워크숍⇒워크숍 참가신청/수정”에서 워크숍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는 2인 1실 기준입니다.
※ 동계워크숍 참가비 납부현황은 “마이페이지”→“참가비 납부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2. 참가비 납부 방법
가. 참가비 : 400,000원(1인, 연회비 납부대학), 500,000(1인, 연회비 미납대학)
※ 1인실 사용 시 추가 금액 : 130,000원(동반자 없는 경우)
※ 가족 동반 시 추가 금액 : 300,000원(성인 1인), 200,000(아동 1인), 300,000(아동 2인)
⇒ 가족동반은 참가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고, 동반가족의 식사를 포함하는 금액임
⇒ 추가로 숙박이 필요하신 경우 호텔에 직접 예약하시고 사무국에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협의회 숙박요금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숙박 요금 : 180,000원)
⇒ 동반자 성명 및 성인/아동 등에 관한 사항을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처리규정
- 100% 환불 : 11/12(화)까지 취소요청(워크숍 개최 1주일 전까지)
- 50% 환불 : 11/13(수)~11/19(화)까지 취소요청(워크숍 개최 전일까지)
- 워크숍 당일(11/20)부터 환불 불가
나.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2-845-934440 (예금주 : 신재영)
※ 반드시 “대학/캠퍼스명/성명(○○대/□□캠퍼스/OOO)”으로 입금 바랍니다.
다. 입금 관련 문의 : 중앙대학교 평가기획팀 이현경 계장(Tel. 02-820-6012, E-mail :
hk-lee@cau.ac.kr)
→참가비를 납부하신 후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생성을 위해 가급적
e-mail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항공예약 : 참가자 직접 신청 or 플러스항공에 신청(협의회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 항공권은 협의회에서 신청받지 않습니다. 참가자가 직접 예약하시거나 연계 업체인 플러
스항공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항공예약 담당자 : 유혜인 사원 ☎ 02-732-1120
예약사이트 : http://plusair.co.kr/application/product.asp?ctg_id=010200

4. 제주공항 Pick-up 서비스
- 무료 셔틀 운행 : 공항 대형버스 주차장 10번(공항 Gate 3번 건너편 위치)
- 공항에서 호텔까지 약 15분 소요
- 11/20(수) : 6회 운행, 10:40, 11:20, 12:00, 12:40, 13:20, 14:00
- 11/22(금) : 4회 운행, 10:00, 11:00, 12:00, 13:00

5. 문화탐방 : 전국대학평가협의회 홈페이지(www.kuea.kr)에서 워크숍 참가신청 시 함께 신청
- 일정 : 2일차(11/21(목)) 오후
A코스

우도 탐방

B코스

C코스

오설록티뮤지엄

골프(오라C.C)

여미지식물원

(개인부담 11만원)

D코스

객실 휴식

6. 동계워크숍 사무국 연락처
사 무 국 김태경 02-820-6011, tkkim@cau.ac.kr (중앙대 평가기획팀 계장)
이현경 02-820-6012, hk-lee@cau.ac.kr (중앙대 평가기획팀 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