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수학과

진로 및 취업 아카데미

  ◉ 일  시 : 2009년 9월 28일 ~ 30일(2박3일)

  ◉ 장  소 : 보성 다비치콘도

  ◉ 문의처 : 수학과 사무실 530-3330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



9월 28일(월요일) 사회: 학과장

시간 일정 비고

오

전

09:00 학교출발

11:30~12:00 숙소 도착, 짐 정리

점심(12:00~13:00)

오

후

전체초청강연(13:00~16:00) 사회 : 학과장

13:00~13:20 개회사 및 행사소개

13:20~14:30
배연숙(미래스튜디오 아카데미)

수학관련직업 면접전략

수학에 관련된 직업의 취업을 위한 

면접요령 및 Image Making 전략

14:40~15:50
이득연(전남대 취업지원과)

성공 취업 전략

수학과 학생들을 위한 학교(취업지

원과)측의 취업상담 프로그램 및 

성공전략 소개

16:00~16:50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3일째 발표준비 자료를 위한 개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17:00~17:50 그룹별 자유토론 및 이력서 수정
그룹별로 개인 이력서를 비교 수정 

및 토론

저녁(18:00~19:30)

밤
19:30~21:30 동문 선후배 만남의 시간

재학생과 동문 선배들과의 만남으

로 취업성공 사례 공유

22:00 취침

9월 29일(화요일) 사회: 박대희 교수

기상 및 아침(07:30~08:40)

시간 일정

오

전

그룹별 초청강연(09:00~12:00) 사회 : 그룹 대표자

연사 제목 그룹 비고

09:00~10:20

김범진(인터케이피 이사)

교원임용시험 분석 

및 

전략

교사

교직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

학임용고시 문제의 출제

경향을 분석

정은희(서울대 박사과정)
수학전공공부요령, 

대학원진학과정
대학원

학부과정에서의 수학전

공과목 공부와 미래의 

수학자의 자세

윤찬호(삼성생명)
수학자들의 금융업계의 

취업현황
금융

대학에서의 금융관련과

목 이수 및 취업전략

나효철(금호생명 팀장)

보험계리사 제도를 

통한 

수학인의 취업전망

계리사
수학인이 계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및 장점

채은경(전대 교육지원과) 교육공무원의 길 공무원
대학생활에서 공무원을 

위한 준비과정

김병준(김병준수학교실원 수학인과 학원의 길 학원 피고용인과 고용인으로

 2009년 수학과 진로 및 취업 아카데미



장) 서  겪는 학원성공 사례

10:30~11:50

류수연(해남공고)

허정은(신안지명고)

수학과 재학생에서 

현직교사가 되기까지
교사

임용고시 준비, 과정, 응

시, 임용후 현장체험

송민주(포항공대 박사)
수학전공분야별 

진학 전략
대학원

수학과 전공분야소개 및 

수학연구자로서의 자세

우승찬(KB 국민은행 

모델개발팀장)
금융인이 되는 길 금융

수학과 재학생들의 금융

관련회사 취업을 위한  

자세와 마인드 맵

강미영(여수 읍사무소)
행정공무원 알고 

시작하자
공무원

수학과 학부학생으로서 

행정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

이재규

(이재규수학전문학원장)

현직교사가 본 

학원 성공 전략
학원

수학과 졸업생들의 학원

성공사례 및 현황

점심(12:00~13:00)

오

후

13:00~13:50

초청강연자 그룹별 및  

개인별 면담, 취업전략 

자료 작성

그룹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발표하기, 

취업전략 짜기

이번 행사에서 만든 자료는 후배들

이 연람할 수 있도록 수학과의 취

업전략자료로 활용

14:00~15:30 취업 준비과정 및 방법

15:40~16:50 그룹별 모의 면접

17:00~18:00

그룹별 취업전략 자료 

최종본 완성 및 

신입사원의 성공 전략 

저녁(18:00~19:30)

밤

19:30~21:30

수학과 교수 진로지도

김선부, 변창호, 안승호, 임복희, 주형관,

김정욱, 곽민규, 정영복, 조종택, 신병춘,

박대희, 이영주, 김혜현, 권도용 교수 

학생 개인별 진로지도교수 배정

학생활동기록부등재

21:30~22:30

곽봉수, 조승희(KBS, MBC 방송인)

학교생활 떠난 사회인으로서의 성공전략     

 

행복만점을 향한 지성인, 사회인으

로서의 자세 

(교수 학생 전체 토론대회)

23:00 발표준비 및 취침



9월 30일(수요일) 사회 : 이영주 교수

기상 및 아침(07:30~08:40)

시간 일정

오

전

09:00~11:00

취업 성공 전략(그룹별 발표) (각 그룹별 20분)
29일 작성했던 취업전략을 

그룹별로 발표교사 대학원 금융 계리사 공무원 학원

11:00~11:20 평가 결과 발표 및 시상식

심사위원: 수학과 교수

시상내역: 금,은,동상 상장 

및 상품

11:20~11:40 설문지 작성

이번 캠프기간 동안 느낀점 

및 수정 보완해야할 내용 

조사

11:40~11:50 기념촬영

점심 및 숙소 정리(12:00~13:00)

오

후
13:00~ 숙소출발

광주-보성-율포

8,800

1:50분

06:40 15:30

06:40 07:15 08:30 09:30 10:30 11:30 
12:30 13:30 14:30 15:30 

광주-복내-보성 1:30분

복내 5,500 보성 7,300

06:10 21:40

6:10 6:40 7:15 7:50 8:30 9:00 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50 18:40 19:15 20:00 
20:40 21:40
*보성직통 07:15 09:00 10:00 11:00 16:30

1. 광주 ==> 율포 가는 차편

2. 광주 ==> 보성  가는 차편

3. 보성읍에서 율포가는 버스는 첫차 6:00, 막차 20:30, 운행 간격은 30분

에 한 대씩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