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자기설계전공&혁신교육과정

어셈블리형 학사제도

학점취득과
취업준비를
동시에!
취업에 꼭 필요한 어학/
소프트웨어 분야 교과목을
집중몰입학습하여
단 6주!만에 끝낸다!

어셈블리형
학사제도란?

학습수요자인학생이자기주도적으로학기를설계하는제도로K-Star어학,K-Star
SW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주 동안 집중 몰입 학습하는 학사제도 입니다.
* 방학기간에 운영하는 K-StarCompany(가상기업 기반 사회진출 교육과정)와
연계하여 이수 가능 (운영 : 취업지원팀)

K-Star 어학

프레젠테이션/커뮤니케이션 스킬,
문법, 자격증 준비
이수구분

자유선택

학점

교과목당
6학점

대상

2~4학년

성적

인정과목
(P/N)

K-Star SW 분야

JAVA/DB&웹프로그래밍 공부

수업방법

오프라인 6주 집중수업

- 6주간 집중 몰입 학습함으로서 학업효율을 상승시키고 단기간에 학점 취득 (6주-6학점)

강의시간

10.11.12교시(17시~20시)
3시간 X 5일 X 6주 = 90시간

2021 자기설계전공&혁신교육과정

어셈블리형 학사제도
교과목 구성 및
운영일정

분야

모듈명(과목명)

K-StarjobEnglish(1)
K-StarjobEnglish(2)

어학

문법, 기초회화

프레젠테이션 스킬, 문법

K-Star비즈니스 영어회화

실무 중심 영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K-Star일본어 (JLPT)

일본어 자격증 문법

K-Star일본어 초급

K-Star SW(JAVA&웹프로그래밍)

SW

내용

K-Star DB&웹프로그래밍 활용

일본어 초급 이해

JAVA, 웹프로그래밍
DB, 웹프로그래밍

*K-Star Company(가상기업 기반 사회진출 교육과정)와 연계하여 이수 (운영 : 취업지원팀)

수강신청

❶ 수강신청은 본 수강신청일(2월, 8월)에 한 번에 실시
❷ 총2개의서브학기에서선택가능하며,각서브학기내에서는1개의교과목만선택가능
❸ 정규 수강신청 학점 수에 포함 (자유선택)
❹ 수강신청 예시
1학기(15주)
동계방학

학생A “영어학원 다닐 필요 No! 거기다 12학점까지?!”

어학(영어) 집중 학습(6주 6학점+6주 6학점) 단기간에 영어 실력 up!

1서브학기(6주)

K-Star job English(1)

1서브학기(6주)

K-Star job English(2)

하계방학

학생B “수업이 6주만에 끝?! 이후 자기개발+취업준비!”

1학기(15주)
동계방학

1서브학기(6주)

1서브학기에 일본어를 이수하고 학점 취득 후, 자기개발
학점을 빨리 취득한 만큼 여유롭게 시간활용 가능

K-Star 일본어(JLPT)

1서브학기(6주)
×

하계방학

❺ 수강 정정(수강신청, 수강취소) : 일반 교과목과 동일하게 가능
- 수강 정정으로 1서브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이전 수업은 결석 처리되므로 출석일
수에 유의 예) 금요일에 수강 정정하여 수강하는 경우, 이전 월~목 수업은 결석 처리
- 1, 2서브학기 수강 철회 불가

성적

❶ 인정과목(Pass, Non_Pass)
❷ 수업일수 3/4이상 출석, 평가점수 60점 이상 시 Pass.
인원제한 없음. 수업일수 1/4이상 결석(총 90시간 중
23시간),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Non_Pass
❸ 교과목별 수업계획서를 참조하여 평가 항목 확인

유의사항

❶ 6주간 ‘매일’ 10, 11, 12교시에 진행되는 집중 몰입형
학사제도
❷ 각 서브학기 내에서는 1개의 교과목만 선택 가능
❸ 선택한 서브학기의 시작 및 종료, 시험 일자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