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과목 해설
ㆍ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중 초기 포기자 발생 방지와 학과 적응력 강화를 통한 학교·학과에 대한 애착 제고, 오리엔테이션
참여를 통한 학과 재학생의 결속 및 자긍심을 고취를 꾀함.
ㆍ 학생상담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대학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학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대학의 학
칙과 학습계획 및 학습방법을 지도한다.
ㆍ 대학생활적응력검사
신입생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대학생활 적응력에 도움.
ㆍ 기초심리검사및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프로그램 및 학생들의 호소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ㆍ 기초학습능력진단평가
학습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능력과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
ㆍ With You 튜터링프로그램(기초,전공)
기초학습: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With You 튜터링(기초학습) 프로그램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학습능력 증진 및 학습 의욕 고취시키고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바탕으로 전공교과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 능력 배양.
전공기초: 학습공동체 교육을 통해 진공기초학습능력을 보충 및 심화시키고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의 전
공기초학습능력 강화 및 학습적응도 향상시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이 단절되었던 복학생들의 학
업 수준으로 복원.
ㆍ 학습동아리 Catch Up 프로그램
다양한 부분의 학습동아리 운영 성과 공유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형성시키고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활동을 통하여 유대감 형성 및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킴. 또한, 학습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선후배, 동년배 간의 학문적 유대감을 고양함.
ㆍ 동행학습 프로그램
학생 개인의 역량에 필요한 학업성취도 향상과 면학분위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공과목
에 대한 학습능력과 역량직무수행능력의 획득을 위해 필요한 실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ㆍ 기술경진대회
경진대회를 통하여 재학생들이 수업과정 중 익힌 학습역량을 확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역량강화프
로그램.

ㆍ 산업체인사초청특강
산업체 현업에 종사하는 인사를 초청하여 산업체 및 기술의 동향,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등을 청취함
으로써 학습자의 전공과 미래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ㆍ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학과의 맞춤형 특강을 실시함으로서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취업역
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ㆍ 1팀1프로젝트
기업과 대학간 인력양성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수시로 기업의 자문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프로
젝트를 수행하는 교육.
ㆍ 현장견학프로그램
전공과 유관한 기관 및 행사를 현장에서 견학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ㆍ 캡스톤디자인작품전
재학기간동안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우고 익힌 이론과 실습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부딪칠 수 있는 문제
들을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ㆍ 취업집중심화리더스컨설팅
기업과 대학 간 인력양성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업분석, 자기분석 뿐 만 아니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개인 맞춤형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컨설팅.
ㆍ 비마운동회
전체 비마학우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경쟁이 아닌 서로의 배려를 통해 팀워크 능력을 향
상시키며, 적절한 신체적 운동으로 건강 증진을 통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와 협동심을 통해 대인관계
형성과 자기 통제능력을 키울 수 있는 미니축제를 실시함.
ㆍ 비마축제
전체 비마학우가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와 자기개발을 통
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축제를 실시함.
ㆍ 전공자격증취득프로그램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전공 지식과 일정 기간 전공 관련 자격 취득 집중 교육을 통해 취업 역
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