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2021-1학기 기초학력증진클리닉 신청 안내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원하는 재학생에게 기초학력증진클리닉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초학습
영역(글쓰기, 영어, 수학) 전담교원의 맞춤형 클리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운영기간: 2021. 3. 22. ~ 2021. 6. 16.
2. 지원대상: 기초학습능력(글쓰기, 영어, 수학) 증진을 원하는 재학생
3.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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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Q&A 게시판에 강사 지정 후 질문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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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센터→기초학력증진클리닉 담당교원 목록
② 담당교원 지정 후 시스템을 통한 일정을

우수 학생 선발

기초학력증진

기초학력증진클리닉 강의실 입장

게시판을 통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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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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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신청(최소 1일 전 신청)
③ [붙임 3-2] 질의사항 양식 작성

클리닉 실시
(최소 30분)

4. 클리닉 질의 내용
1) D-MOOC 영상 시청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
2) 글쓰기, 영어, 수학 중에 원하는 영역 선택하여 궁금한 사항 질의
5. 신청 안내
가. 신청 영역: 글쓰기, 영어, 수학 중에 원하는 영역에 신청(여러 영역을 원한다면 영역별로 개별 신청)
가. 신청 방법
1) DAP시스템 로그인 ⇨ 커리어 ⇨ 역량개발 ⇨ 비교과프로그램 신청
⇨ ‘기초학력증진클리닉(영역)’ 신청하기 ⇨ 신청서 첨부 ⇨ 신청 버튼 클릭
⇨ 접수완료 시, 동의알림이를 통한 개별 공지
나. 신청기간: 운영기간 내 상시 접수 가능
6. 지원사항
- 학생 1인당 신청한 영역 안에서 클리닉 2회 이상 참여자에 한하여 비교과 통합 마일리지 지급
예시1) 글쓰기 영역 클리닉 2회: 수료 인정
예시2) 글쓰기 영역 클리닉 1회 + 수학 영역 클리닉 1회: 불인정

- 참여 학생 대상으로 우수 수기 선정 및 장학금 지급
7. 문의사항: 콜라보교육센터 고유경, 노현정(☎051-890-4371, 2109)

■ DAP시스템을 통한 비교과프로그램 신청 방법
1. DAP시스템(https://dap.deu.ac.kr) 로그인

2. 커리어 → 역량개발 → 비교과프로그램 신청 메뉴 클릭

3. 기초학력증진클리닉 중 글쓰기, 영어, 수학 영역 중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단 비교과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희망직무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희망 직무는 메인화면 [나의 희망직무역량]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시 팝업창으로 안내 / 2. 커리어 → 진로탐색 → 희망진로 경로를 통해 가능)

4. 첨부파일의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 파일을 추가,
그리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파일을 첨부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선택 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