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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1 공고일 ~ 6/1(월)까지 참가신청 기간
제출서류: [서식 1] 현장탐방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WISET사업단 사무실 제출

2 6/4(목) 오후 3시 이후 탐방팀 심사 결과 안내 WISET홈페이지 공지
3 6/8(월) 오전 11시, 오후 2시 사전 오리엔테이션 둘 중 1개 시간에 참석
4 6월~8월 중(3개월) 산업체 현장탐방

5 탐방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제출서류:  ① [서식 2]결과보고서
          ② 정산서
제출방법: WISET사업단 사무실 제출

6 9/3(목) 6시까지 기업분석 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기업분석 보고서 ppt파일
         (자유양식, 20장 이내)
제출방법: 메일 제출(wiset@kunsan.ca.kcr)

7 9/7(월)~9/11(금) 
기업분석 우수보고서 선정 
및 시상

심사: WISET사업단장 및 부단장 등
자세한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2015 전공분야 산업체 현장탐방

참가안내문

1. 목적

여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국내의 전공분야 기업체 및 기관 등의 현장 답사를 계획

하여 모든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해보며 탐방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

써 전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아울러 적극성, 리더십, 모험심, 문제해결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탐방 기업체 및 기관에 대한 분석을 통

하여 기업체 및 기관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함께 취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개요

가. 프로그램명: 2015 전공분야 산업체 현장탐방

나. 대    상: 공과대학 여학생, 해양대학 공학계열 학과의 여학생

다. 팀 구 성: 팀별 3~5명, 관심분야가 일치하는 학생으로 구성

라. 선정팀 수: 10팀 예정

마. 참가학생 혜택

- 마일리지 장학금 포인트 인정

- 기업분석 우수보고서 선정하여 상장 및 상금 수여

바 주    최: WISET전북지역사업단 

3.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업무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양식은 WISET전북지역사업단 홈페이지(http://jeonbuk.wiset.re.kr)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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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수칙
- 현장답사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주제를 선정하고, 그 목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관광 위주의 답사지원서 작성 금지)

- 전공과목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고 국내의 현지 현장답사를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답사 팀의 구체적 일정과 답사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 답사 출발 이전까지 3회 이상 사전모임을 통해 팀별로 답사목적에 맞게 방문예정 회사 

담당자와의 사전 조율자료(E-mail 등) 등을 통해 미리 답사일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

획한다.

- 답사 활동 계획수립, 학습할 내용, 자체 사전준비 내용 등을 지도할 지도교수를 자율적

으로 선정, 지도교수의 지도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실제 소요되는 경비(최소경비로 편성)를 산출해야 한다.

4. 지원내용 

가. 지원범위: 탐방 선정팀에 한하여 활동비 지원

나. 지원금액: 팀당 50만원 내외(※ 실비지원)

5. 기업분석 우수보고서 심사 및 시상 

가. 심사기준

- 제출기한 준수율 및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수준 

- 컨텐츠의 신뢰성

- 전공분야 및 취업과의 연계성

나. 시상규모

- 최우수상 (1팀)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우 수 상 (1팀) : 상장 및 상금 15만원

- 장 려 상 (1팀) : 상장 및 상금 10만원 

6. 유의사항

- 탐방 팀장은 답사 종료 즉시 보고(전화 469-4867, 466-4867)를 하여야 하며, 결

과보고서, 정산서 및 기업분석 보고서 등 제출 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다른 팀 또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

외되며 그에 따른 귀책사유는 팀에게 있음.

- 제출된 보고서의 저작권은 WISET전북지역사업단에 소유됨.

7. 문의 : WISET전북지역사업단 469-4867, 466-4867

10. 붙임

 가. [서식 1] 전공분야 산업체 현장탐방 지원신청서 1부. (별첨)

 나. [서식 2] 결과보고서 1부. (별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