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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상담클리닉
의사소통상담클리닉은 창의융합교육원 의사소통클리닉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
위치 : 제2공학관 4층 406호 의사소통클리닉
신청방법 : 한양인 포털(HY-in) → 신청 → 의사소통클리닉 → 1:1면담 or 온라인 상담
내용
국어/영어/스페인어/중국어
교양교과 수업과 연계한 말하기 및 글쓰기
교과과정 이외 말하기 및 글쓰기
취업을 위한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1:1 면담의 경우 희망 상담일시 24시간 이전까지만 신청 가능
온라인 상담의 경우 피드백 받기까지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
문의 : 02-2220-2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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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중국어/스페인어
시기
1:1 면담 - 학기 중 월~금 오전 9:00~오후5: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온라인 상담 - 학기 및 계절학기
내용
교양교과 수업과 연계한 말하기 및 글쓰기 - 수업 관련 과제 조언
교과과정 이외 말하기 및 글쓰기
취업을 위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온라인 상담/1:1 면담 진행과정
온라인 상담 진행 과정 : 온라인 신청(초고작성 후 업로드) ⟶ 접수 ⟶ 첨삭 ⟶ 첨삭 확인
1:1 면담 진행 과정 : 1:1면담(초고작성 후 업로드) ⟶ 접수 ⟶ 면담(지정 일시) ⟶ 면담 확인
원하는 날짜 지정 후 시간 선택. 단, 원하는 날짜에 예약 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선택하지 못함
상담방식
문장 첨삭 방식 지양
주제 설정 및 구성 전략에 대한 제언

학생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조언
상담교수
국어 : 황인건, 정갑준, 전지은, 이은실, 이동재
중국어 : 박준수
스페인어 : 정동희

영어
시기
1:1 면담 - 학기 중 월~금 오전 9:00~오후5: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온라인 상담 - 학기 및 계절학기
내용
영어 프레젠테이션 PPT/Prezi 작성 검토
취업 준비 영문 이력서, 영어 인터뷰
유학 준비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상담방식
학생 스스로 주체적인 글을 쓰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
글이나 발표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상담교수
창의융합교육원 대학영어교육위원회 소속 원어민 교수

모집
2019-2 의사소통 클리닉 프로그램
출처 : 2019.09.11.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창의융합교육팀)
언어 : 국어/영어/중국어/스페인어
온라인 상담 : 09.16 ~ 12.06 (초고 업로드 후 최대 5일 안에 피드백 확인 가능)
1:1 오프라인 상담 : 09.15 ~ 12.12 (24시간 전에 신청 가능)

관련기사
<뉴스H> 2020.10.13 [체험기] "논리적인 글을 쓰고 싶다면?"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