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U 참인재 양성 비교과 교육 로드맵 : 채움 · 돋움
학부 정규 교육과정 교육 기반 확립을 위하여 역량기반 맞춤형 비교과 교육 서비스 제공
강점을 보다 강화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강점기반 교육서비스 제공
본교 핵심역량을 배양하여 사회에 배출하는 책임교육 기능 수행

m KNU 참인재 양성을 위한 비교과 영역: 학습역량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취·창업 지원
m 교육 대상자: 예비신입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대상
m 교육 구성: 채움교육(예비신입생, 1학년, 2학년), 돋움교육(3학년, 4학년, 졸업생)

2017학년도 채움 · 돋움 비교과 프로그램
□ 학생 학습역량 지원
비교과 세부
구분

8대 핵심역량 구분
(프로그램별 주역량 기준)

입학전

창의성

학습지원

전문성

돋움(Mount up)교육
3학년
4학년
◾ 학습공동체(고학년 전공학습 지원)
-디딤돌, 전공심화 학습공동체등
◾ 글쓰기상담(고학년 전공학습 지원)

◾ 자기주도적 학습 마인드맵 콘테스트(저학년)

◾ 자기주도적 학습 마인드맵 콘테스트(고학년)

◾ CTL 프로그램 학습지원 우수사례 프리젠테이션

자기관리 역량

문제해결 역량

채움(Fill up)교육
1학년
2학년
◾ 학습공동체(저학년 기초학습 지원)
- 소통UP, 창의적 학습공동체등
◾ 글쓰기상담(저학년 기초학습 지원)

◾학습자 특성분석
(학습전략검사, 역량진단)
◾신입생 고고고
(학사제도,역량강화 교육)
◾예비대학

◾ 창의적 학습지원 동기부여 및 우수 성과 발굴 프로그램
(명강의에세이 공모전, 나만의학습법 공모전, 학습전략 UCC 공모전, 우수리포트 공모전, 전공 학습우수자 선
발, 독서 마인드맵 우수 사례 공모전)
◾더체인지
◾더체인지
◾더체인지
(기초학습 학습지원)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지원)
(전공심화 학습지원)
◾독서토론글쓰기(KNU 드림 BOOK 권장도서 100권 활용)
◾CTL을 통한 학습력 강화 후기 공모전
◾우수학생 학습 동기부여(우수학생 공동체 활동 지원)
◾단과대학 연합워크샵(단과대학 특성기반 학생 전공 학습 지원 강화)
◾단과대학 학부(과)별 전공 학습 강화 프로그램 운영(단과대학내 학부(과)별 전공 학습 강화 세부 프로그램은 가이드북 참조)
◾단과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전공 학습지원을 위한 특강, 워크샵, 토론회등, 세부 사항 가이드북 마일리 부분 참조)
◾ 1단계 기초 학습역량 강화 전략 강화
◾ 2단계 심화 학습역량 강화 전략 강화
(학습 역량 강화 전략 수립 특강, 전략 수립 시행)
(학습 역량 강화 전략 수립 특강, 전략 수립 시행)
◾내가 만드는 템플릿 공모전 (CTL운영 공모전)
◾KNU 드림 BOOK 50 시스템 구축 및 인증제 시행(기초 읽기 학습 강화)

정보기술활용 역량
글로벌 역량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기초)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심화)

◾전자정보박람회(도서관 전자정보 활용 증대를 통한 학습 지원)
◾정보활용 함양 교육(프로그래밍 교육)
◾도서관 학술정보 검색대회(학습정보 탐색 증진을 통한 학습지원)
◾기초학습 튜터링
대인관계 역량

◾기초PLUS 교육 튜터링(국어,영어,수학 추가 교육자)

◾ABA-Learning

전문성

정보기술활용 역량
글로벌 역량
대인관계 역량
의사소통 역량

All 교육 실현 학습 코칭(자율적 코칭 지원 학생)

◾ABA-Learning Before 기초학습 함양 학습 코칭
(저학년 기초함양 능력 대상자 학습코칭)
◾ABA-Learning After 기초학습 함양 학습 코칭
(저학년 학사경고자 대상 학습코칭)

자기관리 역량

학습상담

◾전공심화 튜터링

◾CTL 학습서포터즈 활동 (CTL 프로그램 홍보단, 우수 프로그램 알림단)
◾마인드맵 협업시스템을 통한 학습 지원(수강교과목 학습 지원)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발표력 강화)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디딤돌 튜터링

◾학습자 특성 검사 분석
(개별 학습자 특성 안내)
◾전공멘토단
(입학 전 전공 상담)

◾ABA-Learning Before 전공학습 함양 학습 코칭
(고학년 전공 학습 함양 대상자 학습코칭)
◾ABA-Learning After 전공학습 함양 학습 코칭
(고학년 학사경고자 대상 학습코칭)

◾교과-비교과 연계 자기설계 로드맵 공모전(지도교수 연계 공모전)
◾단과대학 연합워크샵(단과대학 특성기반 학생 전공 학습 상담 강화)
◾단과대학 학부(과)별 전공 학습 강화 프로그램 운영(단과대학내 학부(과)별 전공 학습 강화 세부 프로그램은 가이드북 참조)
◾단과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전공 학습지원을 위한 특강, 워크샵, 토론회 등, 세부 사항 가이드북 마일리 부분 참조)
◾통합상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학습 상담 지원
◾KNU 드림 BOOK 50 시스템을 통한 독서 첨삭 상담
◾KNU 참인재 대학 “English Clinic”(원어민 교원 영어능력 향상 학습 상담 지원)
◾ABA-Learning Before 전공학습 함양 학습상담(전공별 전담 지도교수 상담)
◾ABA-Learning After 전공학습 함양 학습상담(전공별 전담 지도교수 상담)

l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은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부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이 가능함

졸업생 재교육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글쓰기 지원

비교과 세부
구분

8대 핵심역량 구분
(프로그램별 주역량 기준)

채움(Fill up)교육
입학전

돋움(Mount up)교육

1학년

2학년

창의성

3학년

4학년

◾국제화 역량지원 학과 공모제(학과 주도적 해외 탐방 실행)
◾국제화역량 강화 교육
(자기주도적 국제화 역량 강화 학습설계 지원)

자기관리 역량

◾글로벌 디딤돌(영어,중국어,일본어 어학능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모의토익 지원(어학교육원을 통한 어학능력 관리 지원)
문제해결 역량

◾KGC(강남글로벌챌린저)-자기주도적 해외 탐방

전문성
정보기술활용 역량
국제화

◾글로벌 역량진단
(역량진단을 통한 프로그램 안내)
◾국제화역량 강화 캠프
(입학 전 영어능력 함양)

◾단과대학 학부(과)별 국제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가이드북 세부 프로그램 참조)
◾단과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화 역량 가화(가이드북 세부프로그램 참조)
◾다문화이해 특강
◾글로벌라운지(국제학생단, 프렌즈, 버디 멘토링을 통한 유학생 학습 지원)
◾글로벌역량강화캠프(중국,캐나다,영국 등) -어학강화 해외캠프

글로벌 역량

◾글로벌 리더십 연수(외국대학 학생들과 연합 연수)
◾글로벌 리더십 챌린저(외국대학 학생들과 연합 챌린저)
◾해외문화탐방(졸업생과 연계한 해외 문화 탐방)

대인관계 역량

◾멘토링 프로그램(유학생-한국학생 멘토,멘티 활용 국제화역량 강화 지원)

의사소통 역량

◾외국인학생 말하기 경진대회(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강화)

창의성

◾소통 UP 학습공동체
(장애학생,다문화,외국인,북한이탈주민대상) 기초학습 지원

◾소통 UP 학습공동체
(장애학생,다문화,외국인,북한이탈주민대상) 전공학습 지원

◾ 장애학생 글쓰기 지원(기초학습 지원)

◾ 장애학생 글쓰기 지원(전공학습 지원)

◾소수집단 멘토링 프로그램(멘토-멘티 연계)
(동일 교과목 수강학생 연계 학습 지원)

자기관리 역량
문제해결 역량
소수집단
맞춤형 학습
지원

전문성
정보기술활용 역량

◾ 소통 UP 글쓰기 지원(기초학습 지원)
◾ 학습자 특성분석
(학습전략검사, 역량진단)
◾학습자 특성 검사 분석
(개별 학습자 특성 안내)

◾ 소통 UP 글쓰기 지원(전공학습 지원)

◾장애학생 전문 봉사단 활동을 위한 수화통역사 프로그램
◾통합상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학습 상담 지원
◾정보활용 함양 교육(프로그래밍 교육)
◾글로벌라운지(외국인학생단,프렌즈,버디멘토링) -외국인 학생 지원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글로벌 역량
◾기초학습 튜터링
대인관계 역량

졸업생 재교육

◾소통UP 튜터링(전공학습 지원)

◾기초PLUS 교육 튜터링(국어,영어,수학 추가 교육자)
◾ 장애학생 도우미(장애학생 학습지원 봉사단)
◾장애인식개선 워크샵(전체학생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식개선 스터디(장애학생 주도적 스터디)

l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은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부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이 가능함

□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비교과 세부
구분

8대 핵심역량 구분
(프로그램별 주역량 기준)

채움(Fill up)교육
입학전

돋움(Mount up)교육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생활 적응 5분 마음 정리법 교육
(자기관리를 위한 전문가 교육)

자기관리 역량

4학년

◾학교생활 적응 5분 마음 정리법 교육
(분노 조절을 위한 전문가 교육)

◾ 강남 Harmony 프로그램- 두통, 스트레스 관리
◾학생멘토단
(학과별 학생 멘토 학생 선발 교육후 예비신입생 전문 멘토링 시행)

문제해결 역량
학교생활
적응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멘토-멘토링 가이드북 제작 배부
◾교수-학생 면담 가이드북 제작 배부

정보기술활용 역량

◾지역사회 연계 사회봉사 동아리 지원(학과별 전공 활용 사회봉사 지원)

대인관계 역량

◾찾아가는 상담실(성문화 축제, 문화 다양성 축제)

의사소통 역량

◾KNU 참인재 학생모니터링단(학생 주도의 학교 개선사항 모니터링)
◾전공 멘토단(재학생 전공 홍보단)

자기관리 역량
문제해결 역량

전문성

진로·적성
상담

정보기술활용 역량
글로벌 역량

◾저학년 역량강화를 위한 집단활동(진로탐색 과정)
◾신입생 고고고
(선후배멘토링)
◾신입생 고고고
(성격 5요인 진단,신입생실
태조사,진로 적성 진단)
◾신입생 역량강화 캠프
◾학부모와함께하는 대학생활
◾예비대학
◾전공멘토단
(입학전 전공 탐색기회 제공)

◾고학년 역량강화를 위한 집단활동

◾교과-비교과 연계 자기설계 공모전(학생 스스로 진로 적성에 대한 로드맵 작성)
◾전공별 진로탐색 워크샵
◾통합상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진로 적성 상담 지원
◾인성과학문(1:1 전담지도교수 상담)

◾진로지도및상담(1:1 전담지도교수 상담)

◾상담 전문가 과정(학생 상담 교수, 직원 등 전문성 상담 스킬 배양)
◾저학년 진로디자인 프로그램(진로탐색 과정)

◾고학년 직업기초능력 개발 집단상담

◾글로벌 역량 강화 활용 진로 탐색 특강(해외 진출 분야 정보 제공 특강)
◾강남 Empathy 프로그램(저학년 학생 멘토 양성과정)

◾또래 상담자 과정(고학년 멘토 양성 과정)

◾강남 Empathy 또래상담자 양성 과정
대인관계 역량

◾개인심리검사 –자기이해 및 진로 적성 탐색
◾ 해외봉사단(전공을 활용한 해외 봉사 활동 지원)
◾전공 봉사단(전공 활용 국내 봉사 지원)
◾편입생 멘토링 프로그램
(선후배 멘토링을 통한 적응 향상)

의사소통 역량

◾마음약국(이동 상담실)
자기관리 역량

◾중도탈락예방 프로그램(심리상담 지원을 통한 학사경고 예방)
◾강남 Harmony 프로그램- 생명존중 교육

심리상담
대인관계 역량

◾개인심리상담 –심층 심리상담
◾강남 Harmony 프로그램-성폭력·가정폭력 대응 교육

의사소통 역량

l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은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부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이 가능함

◾상담 관련 프로그램 참여 수기 공모전

졸업생 재교육

□ 취․창업 지원
채움(Fill up)교육
구분

진로지도 및 탐색과정

8대 핵심역량 구분
입학전
자기관리 역량

문제해결 역량

전문성
취업기초

1학년

돋움(Mount up)교육
자기설계 과정

역량 쌓기 과정

2학년

3학년

취업 Goal과정
4학년

졸업생 재교육

◾ 저학년 대상 자기개발 및 리더십 캠프
◾저학년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진로탐색,선택 과정 특강
◾강남커리어솔루션(상시 진로.진학 등 전문가 상담)
◾NCS 기반 직무기초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직무 기초과정)

◾NCS 기반 직무기초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직무역량 강화 과정)

◾단과대학 연합워크샵(단과대학 특성반영 현장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단과대학 학부(과)별 전공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단과대학내 학부(과)별 전공 학습 강화 세부 프로그램은 가이드북 참조)
◾단과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전공별 취.창업 지원을 위한 특강, 워크샵, 토론회 등, 세부 사항 가이드북 마일리지 부분 참조)
◾취업정보 활용 특강(취업 정보 취득, 활용, 준비 관련 특강)
◾기업별 핵심역량 진단(기업별 요구 역량 수준 진단) 지원

정보기술활용 역량

◾취업 정보 박람회(가족기업 등 연계 협약 기업체 교내 취업 정보 박람회)
◾대학생 열정페이 대처 교육

글로벌 역량

◾해외 취업 박람회(해외 취업 관련 기업 교내 박람회)

대인관계 역량

◾해외 취업 체험 캠프(예비 취업생 해외 취업 관련 체험)

◾취업 동아리 지원(취업 스터디 동아리 지원)

의사소통 역량

◾취업.진학 준비 사례 공모전

창의성

◾면접 시놉시스 작성 워크샵

자기관리 역량

◾취업 스터디 그룹 활동 지원
◾찾아가는 밀착형 취업상담(이동 취업 상담)

문제해결 역량

◾강남커리어솔루션(상시 취업상담, 입사서류 클리닉,면접 이미지 교육, 사후관리)
◾자기소개서 개발 워크샵
◾학부(과) 전공별 현장 학습,인턴등 현장 연계 프로그램 시행(학과별 프로그램 가이드북 참조)
◾현장 전문가, 졸업생등 연계 현장 실무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고학년 대상 취업 캠프

전문성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취업심화

◾집중취업준비반
◾U6 연합 취업캠프
◾청년취업아카데미(실질 취업 연계)
정보기술활용 역량

◾취업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취업박람회 및 산업체 현장 견학)

글로벌 역량

◾해외 취업 지원사업(K-Move 스쿨 및 해외 연계 취업 지원)
◾꿈 JOB GO(찾아가는 선배 취업 준비 관련 특강)

◾꿈 JOB GO(실질 취업자 경험 특강)

대인관계 역량
◾사회초년생 직장에서 살아남는 매너 교육
의사소통 역량

l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은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부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이 가능함

◾면접스킬 향상 워크샵
◾KNU CAP(취업 설계 프로그램)

채움(Fill up)교육
구분

돋움(Mount up)교육

진로지도 및 탐색과정

8대 핵심역량 구분
입학전
창의성

1학년

자기설계 과정

역량 쌓기 과정

2학년

3학년

◾창업캠프(저학년 대상 창업 마인드 등 형성)

자기관리 역량

창업 Goal과정
4학년

◾창업캠프(고학년 대상 실질 창업 지식 지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문제해결 역량

◾창업 상담(창업 지도교수 및 전문가 상담)

전문성

◾창업 전문가 교육(창업 설계, 운영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창업기초

◾창업 이해 증진 특강(전체학생 대상)
정보기술활용 역량

◾실질 창업자 특강(실질 창업 준비 학생 대상)
◾창업 필수 이론 교육(창업에 대한 기초교육)

글로벌 역량
대인관계 역량
창의성

◾선진 창업 체험 해외 연수(해외 창업 사례 체험)
◾ 예비 입학생 대상
Do Dream 창업 특강

◾창업 동아리 지원 발굴 지원
◾모의 창업 설계 경진대회(창업 전과정 모의로 설계)

자기관리 역량

◾재학생 창업자 지원(실질 창업 학생 예산 지원, 운영 자문 등)
◾학생창업 기업 발굴 지원

창업심화

전문성
◾창업 성공 기업 탐방(실질 창업 현장 체험)
정보기술활용 역량

◾창업자 재교육 지원(교내 전문 교수들을 통한 기술 지원)

대인관계 역량

◾재학생 소창업자 컨소시엄 운영 지원(창업자간 유기적 협력 지원)

의사소통 역량

◾창업 사례 수기 공모전(실질 창업의 과정 사례 발굴)

l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은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부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이 가능함

졸업생 재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