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유형별 안내 요령
학생 유형별 질문과 관련 부서

1) 신입생

예상 질문 유관부서 업무 위치 연락처

① RC가 무엇이고, 콜로키아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학부교육원 1학년 RC 미래관 141 033-760-2950

② 학교를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생복지처 학생지원 학생회관 235 033-760-2674

③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미래융합교육개발원 학습코칭상담 대학본부 405 033-760-5206

④ 학교에서 진행하는 특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습법특강 대학본부 405 033-760-5206

⑤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생복지처 학생지원 학생회관 235 033-760-2674

⑥ 나의 전공에서 어떤 진로로 취직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인재개발원 취업정보제공 학생회관 229 033-760-2651

3) 편입생

예상 질문 유관부서 업무 위치 연락처

① 이 학교의 규정과 학칙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교무부 학적 대학본부 108 033-760-2373

②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학습튜터링  대학본부 405 033-760-5206

학습튜터링 대학본부 405 033-760-5206

학습동아리 대학본부 405 033-760-5207

④ 남 앞에 서는 것이 떨려서 수업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어려워요. 대학본부 405 033-760-5222

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싶어요. 학습포트폴리오 대학본부 405 033-760-5207

2) 복학생

예상 질문 유관부서 업무 위치 연락처

① 휴학 전이랑 지금 바뀐 수업과 학칙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교무부 학적 대학본부 108 033-760-2373

② 이번 학기 학사일정에 대해 궁금해요. 교무부 수업 대학본부 108 033-760-2714

③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요. 학습코칭상담 대학본부 405 033-760-5206

학습튜터링 대학본부 405 033-760-5206

학습동아리 대학본부 405 033-760-5207

⑤ 남 앞에 서는 것이 떨려서 수업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어려워요. 의사소통코칭 대학본부 405 033-760-5222

⑥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싶어요. 학습포트폴리오 대학본부 405 033-760-5207

④ 어려운 과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싶어요.    교

③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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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유형별 안내 요령
학생 유형별 질문과 관련 부서

4) 학사경고자

예상 질문 유관부서 업무 위치 연락처

①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학습튜터링 대학본부 405 033-760-5206

② 효과적으로 학습습관을 형성하고 싶어요. 학습코칭상담 대학본부 405 033-760-5206

학습튜터링 대학본부 405 033-760-5206

학습동아리 대학본부 405 033-760-5207

④ 구체적으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학교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학습플래너 대학본부 405 033-760-5207

⑤ 학교에 오면 불편하고, 학교를 다니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상담코칭센터 심리상담 이글플라자 2층 033-760-5102

5) 졸업준비생

예상 질문 유관부서 업무 위치 연락처

①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싶어요. 대학본부 405 033-760-5222

②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싶어요. 대학본부 405 033-760-5222

 

③ 부족한 전공지식을 학습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교

③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은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요.
  인재개발원          취업정보제공      학생회관 229      033-760-2651

6) 외국인(유학생)

예상 질문 유관부서 업무 위치 연락처

② 유학생에 대한 학교의 규정과 학칙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교무부 학적 대학본부 108 033-760-2373

③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어요.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좌 연세플라자 303 033-760-5091

학습튜터링 대학본부 405 033-760-5206

학습동아리 대학본부 405 033-760-5207

① 학교에서 유학생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④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교과를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교무부                    학적             대학본부 108      033-760-2373

7) 장애학생

예상 질문 유관부서 업무 위치 연락처

②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학습튜터링 대학본부 405 033-760-5206

①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      학생회관 235     033-760-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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