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수학2> 튜터(Tutor) / 튜티(Tutee`) 모집안내
■ 공업수학2 튜터링이란?
공학의 기초가 되는 <공업수학> 교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튜터)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선후배(튜티)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지식나눔 프로젝트입니다

튜터(Tutor)

역활

대상

특전

활동기간

활동시간

수업진행

<공업수학2>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여 친
구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열의가 있는 사람

공대 3-4학년 재학생중 공업수학 A학점이상
이수자

튜티(Tutee)
현재 <공업수학2>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으로
서, 성공적인 이수를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
한 학생

2학년 재학 또는 재수강자

사회봉사 1학점 부여

-

2018년 9월 4일- 11월 26일까지

매주 1회 3시간 × 10주 = 30시간
O·T, 중간점검, 최종보고 활동시간 있음

- 튜터와 튜티가 배정이 되면 주기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함.
- 한명의 튜터에게는 2-3 명의 튜티가 배정될 예정임

모집인원

20명

40명 (선착순)

신청기간

8월 6일 - 8월 10일까지 튜터-튜티 신청서 이메일로 접수 (A010222@hanyang.ac.kr)

선정기준

공업수학2 성적 우수자

프로그램 실행 학기 공업수학2 수강생

8월 14일(화) 공학교육혁신센터 (http://abk.hanyang.ac.kr)교육인증 홈페이지 및 포털 공
선정발표

지사항에 발표
*자세한 안내 사항은 개별로 이메일 발송

※ 기타 문의 공학교육혁신센터 (2220-2834)

공업수학2 튜터링 운영절차
순서

내용

기간

내용
• 공과대학 공문 발송

1

공업수학 튜터링 홍보

8월 6일부터

• 학과 홈페이지 공지
• hy-in홈페이지 공지
• 공학교육혁신센터(서울) 홈페이지 공지

기간: 8월 6일(월) ~
2

튜터- 튜티 모집

8월 10일(금)까지
15시에 마감

• 튜터링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
(A010222@hanyang.ac.kr)
• 튜터 신청자 선별

3

튜터 선발 및 발표

8월 14일(화)

신청
4

튜터 사회봉사 수강신청

및
정정

5

튜티 참가자 선정 및

8월 14일~20일
10:00~17:00까지

일시: 8/29(수), 8/30(목),
6

사회봉사 소양인성

9/3(월) 중 1회 참여

교육안내

장소 및 시간:
서울캠퍼스(추후안내)
9월 5일(수)

7

공업수학2 오리엔테이션

15:00 제2공학관
지하1층 FABLAB

8

9

공업수학 튜터링
중간점검
공업수학 튜터링
최종보고

사회봉사 수강신청 안내 메일 발송
**** 튜터에게만 해당****
교과목명: 사회봉사교과목(핵심교양/일반영역, GEN4079)
수강신청서 봉사영역: SDG.4 QUALTY EDUCATION 선택

8월 14일(화)

그룹지정

• 선정된 튜터에게 문자로 개별통보 및

10월 17(수)
11월 28(수)
15:00 제2공학관 지하1층
FABLAB

• 공학교육혁신센터(서울) 홈페이지 공지
(abk.hanyang.ac.kr)
**** 튜터에게만 해당****
한양대 사회봉사가 처음인 학생에게만 해당(필수)
(기존에 사회봉사를 이수자한 학생은 제외됨)

• 튜터- 튜티 배정현황발표
• 튜터링 운영시 주의점
• 튜터 활동일지 배부
• 튜터 활동일지 점검
•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튜터 활동일지 점검
• 사회봉사 1학점 부여 여부 결정
• 설문지 작성
**** 튜터에게만 해당****

10

사회봉사단 결과

11월 13일(화) ~

보고제출

11월 26일(월) 17시까지

• 사회봉사단 결과보고 제출
HY-in→수업→사회봉사 보고서 작성 (미제출시
“Fail”평가)

11

성과보고회 및

12월 6일(목)

우수튜터 시상식

시간 미정

• 성과보고회를 통한 우수 튜터 시상식 개최

※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