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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지원부

교수들의 교육활동 즉, 강의 및 평가, 실험 및
실습 활동 전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교수법 워크숍/클리닉 개발 · 운영

• 교수 지원 시스템 개발 · 관리

학습지원부

학생들의 보다 원활한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생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학습법 워크숍/클리닉 개발 · 운영

• 학습지원 시스템 개발 · 관리

교육매체개발부

교육 매체 콘텐츠 검색, 생산 보급 및 매체 제작 워크숍 개발 · 운영,  이러닝 시스템 개발 · 운영 및
KOCW 공개강의 및 교육 콘텐츠 제작

• 이러닝 시스템 개발 및 이러닝 스튜디오 운영

• 교육 콘텐츠 제작

• 공개 강의 제작 및 KOCW  등록 관리

• 교육 매체 제작 지원

• 교수 대상 교육 매체 제작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학생대상 매체제작 관련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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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법

프로그램

#자기개발

#소통

서비스

학습법 소모임

• 교과 스터디:  동일한 한 과목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는 소모임

• 비교과 스터디:  외국어, 자격증, 취업, 공모전 등을 목표로 함께 공부하는 소모임

• 전공 튜터링 : 학습내용을 잘 알고 있는 튜터(선배, 동료)가 튜티(후배, 동료)를 직접
가르쳐주는 소모임

• 리딩 리더스: 지정도서(2권 이상)를 읽고 독서토론 등을 통해 책 속에서 찾은 즐거움을
공유하는 소모임

학습법 클리닉 및 워크숍

• 학생들의 학업고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클리닉 프로그램

「Begin Again」 프로그램

• 자기주도적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및 학습태도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Begin 특강, Begin 컨설팅, Again 멘토링, Again 시험대비 밀착지도

CHA세대

• 생활관 거주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 및 방과 후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 문화세대: 영화 및 애니메이션 상영을 통한 문화생활 지원

• 미래세대:  이러닝 스튜디오를 활용한 모의면접 촬영, 증명사진/여권사진 촬영 등 취업면접

지원

게릴라 특강

• 다양한 주제로 자투리 시간(20~30분)을

활용한 특강

학습법 공모전

• UCC 공모전 / 학습노트 공모전 / 글
쓰기 공모전 / 좋수다 / 스탬프랠리

교수-학생 Round Table

• 교육 수요 및 만족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와 학생의 쌍방향 소통을

늘려 환류 시스템 활성화

「Service Learning」 다 함께 CHA CHA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습 활동을 통해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 형성

• 지역 내 기관과 교내 동아리/소모임 등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

교수-학생 합동 워크숍 지원

• 학과별 교수-학생 합동 워크숍을 통해 해당 커리큘럼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발전
방안 모색

학습노트 제공

• 효과적인 노트 필기를 위해 학습지원센터에서 제작한 학습법 노트 제공

스마트러닝 환경 지원 서비스

• .스마트러닝 콘텐츠 제공

• 스마트폰 충전 및 보조배터리 대여 서비스 (미래관 2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