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채움시스템 이용 안내

비정규프로그램 신청부터 수료증발급까지 

The 채움시스템에서 이용가능합니다.

The 채움 시스템 : http://chaeum.tw.ac.kr

통합교육혁신센터 : 대학본부 108호

문의 : 031-760-0139

① 동원대학교 홈페이지 → The 채움시스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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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화번호]  통합교육혁신센터 031-760-0139/0218   교수학습지원센터 031-760-0219 

  국제교류센터 031-760-0223/0225  학생취업처 031-760-0253/0254 

  도서관 031-760-0181/0182    산학협력처 031-760-0122/0124 

  입학홍보처 031-760-0144   학생상담센터 031-760-0118 

  보건실 031-760-0119    교목실 031-760-0271 

   

프로그램 문의

비정규프로그램 신청방법

핵심역량 역량 하위역량

인성* 
(Character)
필수역량

지속적인 성찰과 자기개발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리더십을 갖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책임감

팀빌딩

조직감각 및 적용

창의
(Creativity)

다양한 자원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문제해결

상상력

변화혁신

소통
(Communication)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사회문화적 협업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역량

팀워크

의사소통

세계시민의식

도전
(Challenge)

자기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자신감

성취감

실천력

융합
(Convergence)

다양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지식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다양성

분석적 사고

디지털 리터러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우리대학 학생들의 5C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대학에서 운영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 및 활동

비정규프로그램이란?

동원대학교 학생들의 5C핵심역량 향상을 위해 핵심역량진단, 비정규프로그램 개인별 프로그램 이수 

결과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The 채움 시스템

동원대학교

5C
핵심역량

비정규프로그램
가이드북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The 채움

통합교육혁신센터



연번 핵심역량 하위역량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상 개설시기 교육기간 부서명

1 인성 책임감 사랑의 헌혈캠페인 혈액보유량 증가를 통한 국가에 기여, 건강검진, 헌혈캠페인 봉사자 보조도우미로 참여 기회 제공 전체 재학생 3월, 5월, 9월, 11월 1회 4시간 4회 보건실 031-760-0119

2 도전 성취감 신입생 학습법 및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
신입생을 위한 대학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대학교 전공 학습법, 레포트 작성법, 시간관리법, 노트 작성법 등
신입생 3월 학과별 상이

교수학습지원센터

031-760-0219 

3 도전 성취감 기초학습 역량 향상 프로그램
전공학습을 위한 국어(언어), 수리능력 등 대학생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초 학습역량 향상 지원프로그램

- 기초국어,기초영어,기초수학,기초물리                         - 전공기초 학습 
전체 재학생 학기 중 학과별 상이

4 도전 자신감 대상별 맞춤형 학습역량 향상프로그램 학업소외자(복학생, 전과생, 외국인재학생 등)를 위한 학습지원 전공학습 역량 향상 프로그램 복학생, 전과생, 외국인유학생 등 학기 중 학과별 상이

5 소통 팀워크 성장형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학과별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과제해결 및 전공학습 역량 향상지원

- 학습공동체 참여학생대상 U&I학습유형 검사시행, 학습상담 시행                          - 참여 학생의 자기주도학습(SDL)지원
전체 재학생 학기 중 학과별 상이

6 도전 성취감 찾아가는 학습상담 프로그램
직전학기 학사 경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습상담 프로그램 진행 

- 학업위기 원인진단                          - 맞춤형 학습법 안내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학기 중 대상별 상이

7 소통 의사소통 직업창조 어학교육 프로그램 재학생 외국어능력향상 및 글로벌 취업능력강화를 위한 수준별 온라인강의 제공 전체 재학생 연중상시 상시

학생취업처(취업과)

031-760-0253~4

8 융합 디지털리터러시 직업창조 역량교육 프로그램 재학생의 컴퓨터활용능력 향상 및 직업창조형 인재양성을 위한 IT자격증 온라인강의 제공 전체 재학생 연중상시 상시

9 도전 자신감 전공별 맞춤형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졸업예정자 취업역량강화 및 성공취업을 위한 개인별/그룹별 상담 및 컨설팅 

취업ABCD 역량 진단, 기본취업역량교육, 학과별맞춤교육, 실전취업지원(취업정보, 구직활동지원, 캠퍼스 리크루팅)
2, 3학년 2학기 중

학과별 상이

1회 2시간 5회(교육 및 전문가상담)

10 소통 의사소통 산업체 맞춤형 입사서류 경진대회 참가자 입사서류 접수 및 심사를 통한 우수 입사서류 선발, 우수자 모의면접 심사, 참가자전원 전문가 입사서류 컨설팅 및 우수자 시상 전체 재학생 10월 1회 4시간 

11 소통 팀워크 진로취업 맞춤형 동아리
동일분야 준비생간의 스터디를 통한 진로정보공유 및 진로역량개발

동아리 구성 후 멘토교수, 취업전문가 관리 및 지도, 동아리 멘토와 집단 워크숍 및 상담진행
전체 재학생 연중상시 상시

12 창의 변화혁신 스타트업 창업동아리 스타트업 창업동아리 운영, 창업활동을 위한 전문가 교육(특강), 동아리별 창업멘토 및 컨설팅지원, 연합경진대회지원, 글로벌 스타트업 캠프지원 전체 재학생 연중상시 상시

13 창의 상상력 START-UP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및 우수팀 시상 전체 재학생 6월, 10월 1회 3시간

14 창의 문제해결 글로벌 START-UP 캠프 창업역량 우수 학생 대상 글로벌창업현장교육, 창업유관기관 및 선진국 창업지원센터 탐방, 팀별 미션발표 전체 재학생 2학기 중 1회 11시간

15 창의 변화혁신 START-UP 창업인큐베이팅 지역산업 창업, 전공 창업, 학생주도 창업 활동지원, 창업교육, 외부창업전문가 창업컨설팅 지원, 창업펀드 실전창업지원, 사업자등록지원 전체 재학생 연중상시 1회 9시간 2회

16 도전 자신감 학과 취업행사 지원프로그램 산업체 인사초청특강, 졸업생 초청특강, 취업전문강사 초청특강, 이미지메이킹, 모의면접 진행 전체 재학생 연중상시 학과별 상이

17 도전 실천력 취업박람회 참가지원프로그램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참여 지원을 통한 폭넓은 구직기회 제공 2, 3학년 연중상시 상시

18 융합 디지털리터러시 온라인홍보단 및 학생홍보대사 활동 소속학과의 수업 및 학과활동에 대해 블로그, 페이스북, SNS상 창의적인 홍보콘텐츠 제작 후 업로드 및 모니터링/모교에 대한 애교심 및 자존감 향상 유도 전체 재학생 1학기초 선발 연중상시 입학홍보처 031-760-0144 

19 인성 조직감각 및 적용 함께가자' 또래 멘토링 또래 멘토 교육을 이수한 멘토학생이 또래 멘티학생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전체 재학생 교육 3월, 9월 활동 학기중 교육 21시간 / 활동 1회 1시간

학생상담센터

031-760-0118

20 인성 조직감각 및 적용 MBTI검사 및 해석 프로그램 전체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지도하에 MBTI검사 실시 후 자신과 타인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전체 재학생 3월 1회 2시간

21 인성 조직감각 및 적용 홀랜드직업적성검사 전체학과 2학년 대상으로 홀랜드검사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확인하고 직업결정에 도움을 줌 전체 재학생 4월 1회 2시간

22 도전 자신감 개인상담 정신건강, 학업, 학교생활, 진로, 가정 고민 상담신청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1:1 상담진행, 주1회 10회이상 진행 전체 재학생 연중 1회 50분

23 도전 자신감 개인심리검사 정신건강, 성격유형, 인지영역, 진로적성탐색 등 심리검사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1:1 검사 및 해석상담실시 전체 재학생 연중 1회 2시간

24 도전 자신감 집단상담 자기이해, 대인관계, 스트레스관리, 진로적성 등 주제별, 요일별로 열리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전체 재학생 연중 1회 2시간

25 인성 책임감 전공연계 단체봉사 프로그램 전공연계 단체봉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협동적이며 책임감 있는 사회인을 양성 전체 재학생 3월 연중상시 교목실 031-760-0271

26 소통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GCED) 교육 특강프로그램 학부별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인권, 문화다양성, 평화 등) 특강진행 1, 2학년 재학생 1학기 1회 2시간 2회

국제교류센터

031-760-0223/0225

27 소통 팀워크 글로벌 문화나눔 프로그램 재학생-유학생끼리 팀활동을 통하여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전체 재학생 1학기 2박3일

28 소통 의사소통 수준별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기초외국어(영어,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학기 중 비정규프로그램 수준별 맞춤교육으로 운영 1, 2학년 재학생 매학기 학기중 8~10주

29 소통 의사소통 외국어 집중 몰입캠프 프로그램 하계방학 3주 동안 기숙형 외국어 학습 몰입캠프를 수준별 반편성 운영을 통한 외국어 학습효과 증대 1, 2학년 재학생 하계방학 3주

30 소통 의사소통 외국어 JUMP UP교육프로그램 어학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동계방학 4주 동안 외국어 심화교육을 통한 재학생 글로벌역량 확보 1, 2학년 재학생 동계방학 3주

31 융합 다양성 글로벌 사회봉사 프로그램
(자체) 세계시민교육 특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해외봉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의식 및 봉사정신 강화

(공동) 17개 대학 연합 공동으로 글로벌 사회봉사 시행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전공연계 해외교육봉사 실시
1, 2학년 재학생 동계방학 1주

32 도전 자신감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프로그램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 유망 학과 중심으로 글로벌 경력개발을 통한 해외 취업 도전 학생 발굴 및 지원 해외취업 희망자 매학기 1~6개월

33 소통 팀워크 글로벌학생교류프로그램 미국/일본/동남아 대학 재학생들과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이해시키고 나라간 문화교류를 통해 글로벌소통능력 강화 전체 재학생 3월 1박2일

34 도전 자신감 글로벌IT융합과정 해외연수 프로그램 글로벌IT융합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취업을 목표로하여 일본 산업체 실습 및 어학교육 실시 글로벌IT융합과정 재학생 동계방학 4주

35 인성 조직감각 및 적용 스타트업 글쓰기 사고력, 표현력, 글쓰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글쓰기 활동 전체 재학생 3월~5월 / 9월~11월 1회 1시간 4회 도서관

031-760-0181~236 인성 조직감각 및 적용 인문학콘서트 인문학적 소양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특강 전체 재학생 3월~5월 / 9월~11월 1회 2시간 5회

37 인성 조직감각 및 적용 인성교육특강 프로그램 명사초청특강, 창의인성특강 등 인문소양교육제공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 전체 재학생 3월~5월 / 9월~11월 1회 2시간

통합교육혁신센터

031-760-0139/0218

38 융합 디지털리터러시 구글데이터분석 자격증 프로그램 빅데이터분석 및 웹기반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구글애널리틱스 국제인증자격증 취득 전체 재학생 6월, 12월 1회 12시간(2일)

39 창의 변화혁신 학과별 외부전문가 심화특강 학과 인재양성유형에 맞는 외부전문가특강 구성 후 학과당 특강 운영 전체학과 6월, 12월 1회 2시간

40 도전 성취감 희망프로그램 및 수기공모전 우리대학 희망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참여한 비정규프로그램 수기 공모를 통한 참여촉진 전체 재학생 6월, 12월 1회 2시간

41 창의 문제해결 캡스톤 비정규프로그램  산업체 인사 교육참여를 통한 캡스톤디자인 완성도 향상 유도 캡스톤디자인 시행학과 1학기 학과별 자율시행

산학협력처

031-760-0122/0124

42 창의 문제해결 창의학술발표지원 프로그램 캡스톤디자인 미시행학과를 대상으로 창의학술 발표를 통한 실무능력 배양 / 팀별 혹은 개인별 학술주제 선정 발표 후 우수작품 경진대회 참여 및 시상 캡스톤디자인 미시행학과 2학기 2학기중

43 융합 분석적사고 산학연계교육 프로그램 산업체 요구사항을 반영한 융합형 인재양성 전공심화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연계 교육 모델 확립 전체학과, 관련학과 2학기 9~12월

44 도전 성취감 학습역량향상프로그램 학과별 전공 관련 자격 및 정보기술(ITQ엑셀파워포인트, GTQ포토샵) 자격 취득 교육 전체학과, 관련학과 1학기 2주일

동원대학교

비정규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