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담임교수제(진로상담교수제-CCP) 시행 안내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에서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담임교수제(진로상담교수제-CCP) 상담일정을 안내
하오니 재학생과 교수님께서는 아래 일정에 맞추어 상담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담임교수제(진로상담교수제-Career Counseling Program)의 개요

가. 목적
1) 학년별 전공지도교수 중심의 체계적인 진로상담을 통해 사회진출 역량 준비
2) 학년별 단계적인 대학생활 로드맵 제공으로 꿈과 미래 삶 실현
3) 교수-학생간 정기적 대화 기회를 통해 조기진로 확정, 사제지간 유대관계 강화

나. 기대효과
1) 교수-학생 간 정기적인 대화 기회로 조기 진로 설정
2) 전 학년 동안 사제지간 대화 채널 유지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지도 및 사회 적응력 강화
3) 학년별 진로-학습 로드맵 구축 -> [KHU 사회진출 지원 5 Steps] 활용으로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준비로 졸업과 동시에 사회진출의 꿈 실현

다. 담임교수의 역할
1) 학생과의 정기적인 면담과 상담 실시
2) 진로상담 및 학습지도
○ 전공 학습지도, 전공분야 진학(대학원)과 취업, 대학생활 등에 관한 상담과 조언
3) 상담 후 취업과 창업 등 더 구제적인 가이드는 교수님께서 담당 부서로 연결 및
관련 프로그램 안내
○ 취·창업스쿨, 현장연수활동, 자격증, 공모전, 미래인재센터 개별 취업상담 등
4) 상담결과 입력

라. 학생의 역할
1) 배정된 담임교수님의 상담스케쥴을 확인하고 상담신청-1학기 1회 이상
2) [KHU 사회진출 지원 5 Steps]의 적극 활용으로 조기 사회진출 준비 완료
3) 상담 후 취업과 창업 등 자세한 상담은 담당 부서 상담 요청 및 관련 프로그램 참가
4) 상담입력 결과 확인

마. 운영방법
1) 대상 : 전학년
2) 담임교수 임기 및 학생 상담 횟수
- 담임교수 임기: 배정 받은 학생의 졸업까지를 원칙으로 함
- 학생 상담 횟수: 학기당 1회 이상
3) 상담 미실시자 제약 사항
- 수강신청 정정기간: 수강신청 정정기간 최초 2일간 접속 불가
※ 단, 2005학번 이전 학생은 상기 제약사항을 유보함
※ 상담실시 여부는 담임교수의 해당학기 상담결과 입력 여부로 판단하므로, 상담실시 후
교수님들께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상담결과 입력을, 학생 여러분은 상담결과 입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상담관리 시스템 메뉴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수업/성적/상담]→[상담관리]

2. 2018-2학기 담임교수제(진로상담교수제-CCP) 일정
학기

기

간

내

2018.09.10.(월)
~ 2018.09.21.(금)
2학기
2018.09.10.(월)
~ 2019.02.22.(금)

용

․ 상담교수-학생 배정
․ 대상 : 전체 재학생

체

단과대학 행정실

․ 이력 및 경력관리 입력

학생

․ 상담 가능시간 설정 및 상담실시
․ 상담결과 입력

교수

․ 상담예약 및 상담실시

학생

․ 만족도 조사 실시

※

주

교수, 학생

2018-2학기 담임교수(진로상담교수) 변경 신청

첨부된 양식 [진로상담교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9/17(월) 15:00까지 국제대학 행정실로 제출
(장기현장연수,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진로상담 교수 배정없음 : 수강정정기간 제약 없음)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