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안양대학교

ARI EXPO
2019. 11. 19. (화) ~ 21. (목) 3일간
아름다운리더관, 일우중앙도서관

2019 안양대학교

ARI EXPO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차년도를 시작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3차년도에 접어든 ACE+사업은 안양대학교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욱더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는 학생들의 열정으로 가득해 지고 있습니다.
ACE+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성과 공유와 확산을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대학은 ‘안양대학교 ARI EXPO’를
통해 변화를 공유하고 공감하고자 합니다.
이번 ‘안양대학교 ARI EXPO’에서는 CAPSTONE 경진대회, 비교과 Fair, 혁신
포럼, 진로·취업 Fair, 지식재산 Fair, 학생패널성과보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결과물과 우리 대학의 변화를 만나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행사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정오의 음악회가 열립니다. 음악학부 학생들이
공연하는 정오의 음악회를 조용한 도서관에서 즐기는 재미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CAPSTONE 경진대회
•비교과 Fair
•진로·취업 Fair
•IP(지식재산) Fair
•학생패널성과보고
•지능정보콘텐츠전공 전시회
•혁신 포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안양대학교 ARI EXPO’에 오셔서
학생들의 열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안양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단장

정명희

오시는길

‘ARI EXPO’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내용

장소

CAPSTONE
경진대회

전시 부스

아름다운리더관 5F
일우중앙도서관 B1

비교과 Fair

전시 부스

일우중앙도서관 1-2F

진로·취업 Fair

전시 및 상담 부스

아름다운리더관 B1-1F

IP(지식재산) Fair

전시 및 상담 부스

아름다운리더관 1-2, 4F

지능정보콘텐츠
전공전시회

전공전시회

일우중앙도서관 B1

혁신 포럼

성과포럼

Job DESIGN Cafe

정오의 음악회

학생음악회

일우중앙도서관 1F

학생패널성과보고

성과포럼

Conference Room

일정
도보 _ 안양우체국 4거리에서 도보로 5분

11. 19. (화)
~ 21. (목)

버스 _ 에서 하차
11. 20. (수)
11. 21. (목)

* 부스 운영 시간 11. 19. (화) ~ 20. (수) : 10:00 ~ 17:00, 11. 21. (목) : 10:00 ~ 14:00

‘혁신 포럼’ 세부 일정
■ 일시_ 11. 20. (수) 13:30 ~ 16:00

■ 장소_ 아름다운리더관 5F Job DESIGN Cafe

■ 주제_ 중소형대학의 성과관리 방향

■ 신청_ http://naver.me/Fn8tMq1M

13:30 ~ 14:00

접수 및 등록

14:00 ~ 14:10

인사말

14:10 ~ 14:40

발표1

지하철 _ 1호선 안양역 하차
셔틀버스 08:00~12:00 10분 간격 운행 / 15:00~18:00 10분 간격 운행

좌석버스 2001아울렛 또는 안양우체국에서 하차
303 : 분당-인덕원-안양
330 : 안산-호계동-안양
350 : 시화공단-안산-박달동-안양
550 : 서초동-사당-과천-안양
640 : 세류동-군포-안양
650 : 원천유원지-남문-안양



900 : 구로공단-시흥-안양-고천-수원
4425 : 고속터미널-사당-과천-안양-산본
910 : 부천-남부순환로-시흥-안양-고천-수원
333 : 성남-분당-인덕원-안양
913 : 잠실체육관-과천-안양
1650 : 잠실-구리·판교간 고속도로-안양

안양시내버스 2001아울렛 또는 안양우체국에서 하차
1, 1-2, 8, 8-1, 8-2, 9, 10, 10-1, 10-3, 12-2, 15, 15-2, 19, 19-1



정명희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안양대학교)
이종일 대학혁신지원사업팀장(서울여자대학교)
ACE팀장만 8년 이종일 팀장이 바라보는
성과관리 체계
정재민 기획처장(루터대학교)

14:40 ~ 15:10

발표2

이제 시작이다.
정재민 기획처장이 구상하는 성과관리 체계
이훈병 교육혁신원장(안양대학교)

15:10 ~ 15:40

발표3

교수학습만 13년 이훈병 원장이 생각하는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핵심체계

15:40 ~ 16:00 종합토론 및 폐회

안양캠퍼스
14028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 (안양동, 안양대학교) 안양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TEL 031-467-0975
강화캠퍼스
23038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2-14 TEL 032-930-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