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0 초여름 향기가 가득한 푸른계절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EPM)과정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퍼런스 2015

에서 "프로젝트 엑설런스 워크숍"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 서울대학교 EPM 과정이 개설된 지 어느덧 5주년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의 중요성은

국제프로젝트매니지먼트협회 (IPMA) 초청

프로젝트 엑설런스 워크숍

해를 거듭할 수 록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각 산업계의 PM 역량확보를 위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 그동안 EPM 과정은 50여개 기관에 200여명의 중견간부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을 갖춘 '공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저(CEPM)'를 지속적으로 양성
하면서 산업계의 역량강화에 기여해왔습니다.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I N V I TAT I O N

0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수행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도모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자세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국제PM협회(IPMA)에서는 매년 '프로젝트 엑설런스 어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계적인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시상을 하고 그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00000000
0 대한민국에서는 '인천대교 프로젝트'가 그 첫 도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인천대교 프로젝트는 현상학의

철학적 접근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영역의 확대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000000
0 이번 프로젝트 엑설런스 워크숍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성숙도를 한 층

업그레이드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워크숍에서 공유하는 프로젝트 성공사례는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의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일 시 : 2015년 6월 26일(금) 오후 1시~6시
2015. 6.

장 소 :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38동) 5층 대강당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EPM) 과정

주 최 :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과정

주임교수

후 원 : 인천대교 주식회사

프로그램
구분

일정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

13:40~13:50
13:50~14:00
14:00~14:50

기조강연

14:50~15:00

초청연사
주요 행사내용

연 사 (소속)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38동) 5층 등록데스크
심포지엄 개회 및 주빈 소개

박창우 (서울대 EPM 책임교수)

기념사

이현수( 서울대 EPM 주임교수)

축사

이건우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

A Philosophical Approach to Project
Management: Project as a Phenomenon
and the Case of Incheon Bridge

김수홍 (인천대교 대표이사)

Soo Hong Kim is the president of Incheon Bridge Co., Ltd. and also serves as a
chair professor of Kyungnam University and director of the Korean Peninsula Project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He has proved his realization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to phenomenology by applying the concept of project management to
Incheon Bridge based on phenomenology under the harsh environment of Korea
where PM has not been established. The Incheon Bridge is Korea’s most famous
landmark bridge, with a length of 21.38 ㎞ connect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Songdo International City. Its transparency and advanced business development
skills have been greatly acknowledg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every
sector including from technical, financial, commercial and legal aspects, which
received various prestigious award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000000000000

기념촬영 및 휴식
The value of IPMA

Mr. Erik Mansson

What is the IPMA Project Excellence Model?

15:00~18:00

이현수

특별강연

The IPMA approach to mastery at individual,
project and organisational level

(Chairman of Award
Management Board, IPMA)

Case study of a German multinational organisation

&
Dr. Sonja Ellmann

Workshop on leadership in cross-cultural context

(Head of PMO, Siemens)

* 영·한 동시통역 제공

등록안내
사전등록 : 2015년 6월 15일 (월) ~ 6월 24일 (수)

* 사전등록자만 참석 가능

접수방법 : 이메일 (cwpak@snu.ac.kr) 신청 [참가자 소속/부서/직위/이메일/핸드폰 정보 접수 후 확인 메일 발송함)
등록비 : 무료

오시는 길

Erik Månsson is originating from Sweden but based in Frankfurt am Main, Germany
and France. He has a background from financial industry, including the project to launch
the € currency during his time at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programme manager
for the SEPA-project (Single Euro Payments Area) at the European Payments Council,
coordinating all banks in Europe for harmonizing bank accounts and electronic payments.
During a 30-year career Mr. Mansson has worked in a number of senior leadership
functions in Sweden, Germany, Belgium, UK and Saudi Arabia. Since the start of the yearly
IPMA Project Excellence Award in 2002 he has been actively involved as an assessor
during 14 years (including six Award Winning projects), and is the most experienced Team
Lead Assessor with 13 assignments in Europe, Asia and Australia so far. Erik was part of
the drafting team for the IPMA Organisational Competence Baseline (OCB) and as an
international IPMA Delta assessor he has participated to a Delta assessment in Italy in 2013.
In addition, to his membership in the Swedish, German and Nepalese project management
associations, he is also a member of the IPMA Award Management Board since 2007
(and newly elected Chair until 2016), member of the Jury for the German PE Award since
2009 (Chair since 2012), as well as project manager of a current IPMA project developing a
baseline for Project Excellence (PEB) to be published end of 2015. As a professional coach
he is currently doing a Master Degree thesis in applied coaching (Derby University, UK) on
“Facilitating Competence Development through Visual Coaching: case study of Project
Managers transitioning from long-term projects”.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38동) 5층 대강당 * 주차권은 5층 심포지엄 등록데스크에서 구매가능

Sonja Ellmann was born in Germany and currently lives in Nuremberg, Germany.
자가용 이용시
서울대 정문에서 직진 후 나들문 5로 진입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또는 낙성대역 하차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 시내버스 5513번
(공대입구 정류장 하차)

- 시내버스 5511번
(신소재공동연구소 정류장 하차)

낙성대역 4번 출구 - 마을버스 02번
(신소재공동연구소 정류장 하차)

셔틀버스 이용시
서울대 정문 교내 셔틀버스 탑승 후 공대입구
정류장 하차

After studying in the USA, UK and Germany Sonja Ellmann worked as a researcher
and lecturer at the Institute for Project Management and Innovation at the University
of Bremen between 2004 and 2008 where she finalized her doctor’s degree in Project
Management in 2008. Between 2008 and 2010 Dr. Sonja Ellmann worked at the
Siemens Mobility Project Management Office. Between 2010 and 2013 she was in
charge as Project Manager of the Baggage Handling system / Belt at Dubai Airports
for Siemens Middle East. She is currently Head of Project Management Office for
Siemens Postal, Parcel & Airport Logistics (SPPAL). Sonja Ellmann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IPMA Project Excellence Award for many years and has assessed
projects as Team member and Team Lead Assessor in Europe and Asia. She is a team
member of a current IPMA project developing a baseline for Project Excellence (PEB)
to be published end of 2015. Sonja is author of several publications (e.g. lead author
of Stakeholdermanagement article in new GPM standard work PM3) and experience
as conference speaker and lecturer at university. She further is a very keen Runner
and Triathlete.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문의 및 연락처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과정

서울대학교 EPM 책임교수 박창우 (Tel. 02)880-1715 / E-mail. cwpak@snu.ac.kr)

SNU Engineering Project Management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