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을 위한 성장동기 비교과프로그램 일정 안내
대학생활세미나 수강 학생은 교과목 이수를 위해 아래 성장동기 비교과프로그램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아래 일정표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보세요.
1. 자기이해 검사해설 <e커리어센터 – 교내프로그램 신청> 에서 사전 신청
일정

장소

5/16(목) 13:00

일만관 2401호

5/7(화)~5/10(금)

학생복지처(승연관 2층)

주제
[해설특강] MBTI 성격유형검사 응시자만 참석 가능
[검사응시] MBTI 성격유형검사

2. 자기이해 특강 <사전 신청 없이 특강 일정에 맞춰 해당 장소에 와서 방명록 작성하고 참여>
일정

장소

주제

4/9(화) 15:00

일만관 2402호

5/9(목) 13:00

미가엘관 M205호

[인간관계 특강] 관계가 너무 어려운 나에게
[감정관리 특강] 내 감정과 친해지는 법

5/28(화) 15:00

일만관 2402호

[영화치료 특강] 영화, 내 마음을 부탁해

3. 진로찾기 검사해설
일정

장소

4/2(화) 17:00

7308호

3/25(월)~3/28(목)

새천년관 잡까페

주제
[해설특강] 홀랜드 진로적성검사 응시자만 참석 가능
[검사응시] 홀랜드 진로적성검사

4. 진로찾기 특강 <사전 신청 없이 특강 일정에 맞춰 해당 장소에 와서 방명록 작성하고 참여>
일정

장소

4/3(수) 18:00

미가엘관 M301

4/11(목) 15:00
5/8(수) 18:00
5/14(화) 13:00
5/22(수) 13:00

미가엘관 M301호
구로마을창업카페
일만관 2402호
일만관 2401호

주제
[창업] 도시를 바꾸는 크리에이터와 스타트업
- 도시를 놀이터로! 어반플레이
[How to] 취업? 알고 준비하기
[창업] 나를 바꾸는 스타트업 - 동문 창업자가 알려주는 창업의 실체
[How to] 나에게 맞는 진로 탐색
[How to] 직무 및 기업 분석

5. 진로찾기 멘토특강 <e커리어센터 – 교내프로그램 신청> 에서 사전 신청
일정

장소

5/22 19:00

새천년관 잡까페

각 분야 졸업생 멘토와의 만남, ‘제1탄 광고 ‧ 마케팅 편’

주제

5/29 19:00

새천년관 잡까페

각 분야 졸업생 멘토와의 만남, ‘제2탄 영업 ‧ MD 편’

6/5 19:00
새천년관 잡까페
각 분야 졸업생 멘토와의 만남, ‘제3탄 IT ‧ 게임분야 편’
* 위의 일정은 졸업생 멘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진로찾기 진로/취업 상담
⦁ 프로그램 소개: 진로, 전공선택, 취업, 입사서류 첨삭, 면접, 모의면접 등 취업전문가와 함께하는 1:1 상담 프로그램
⦁ 진행일정 : 학기 및 방학 중 10시~16시 희망 일자/시간 선택하여 신청
⦁ 신청방법 : e커리어센터 → 진로취업상담 → 상담예약하기 클릭 → 예약 신청
⦁ 상담장소: 새천년관 1층 사회진출지원실

7. 역량강화 모의토익 <e커리어센터 – 교내프로그램 신청> 에서 사전 신청
일정

장소

4/9(화) 18:00

새천년관 7309

514(화)~5/21(화)

개별PC

진행방식
오프라인 모의토익
온라인 모의토익

8. 역량강화 글쓰기 상담
⦁ 프로그램 소개 : 현직 작가 선생님과 함께 본인이 작성한 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1:1 지도 상담
⦁ 진행일정 : 2019.4.8. ~ 6.14.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 신청방법 : e커리어센터 → 글쓰기 상담 → 글쓰기 상담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시간대 예약 신청
⦁ 상담장소 : 새천년관 1층 교수학습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