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학습상담(컨설팅) 프로그램 신청 안내문>
학습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은 학생, 학습력 향상을 위한 학습전략이 필요한 학생, 학습을 어떻게 잘 해야 할지 몰
라 막막한 학생... 이 밖에 학습에 대한 상담 또는 컨설팅이 필요한 인천대학교 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운영 기간 : 2020.04.20.(월) ~ 2020.06.18.(목), 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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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공휴일 제외

3. 운영 방식
가. 비대면 수업기간 중 비대면 상담 운영
교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학습상담(컨설팅) 또한 전화연결, ZOOM과 같은 비대면 방식의 1:1 상
담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담 신청서 작성 시 진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안내(사용법, 일정
등)를 따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부득이하게 대면형식의 학습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대면상담은 사유 확인
후 문진표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을 필수로 요청드릴 예정이오니 가능한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신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면 수업기간 중 대면 상담 운영
공식적으로 교내 수업이 대면 형태로 정상화된 이후 학습상담(컨설팅) 또한 기존의 대면 방식의 1:1 상담으로 운영
될 예정입니다. 대면 상담이 운영되는 기간에 예외적으로 비대면 상담을 요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에 관련 사항
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 상담 신청 & 진행 절차
➊ 학습상담 예약하기 (시간 예약)
- 먼저 『학습상담(컨설팅) 예약하기』에서 시간별로 예약을 합니다.
(포털 로그인 – 바로가기 서비스 ‘교육혁신원’ - 메뉴 중 ‘교수학습지원팀’ - 학습지원 – 『학습상담(컨설팅)예약하기』
에서 상담 가능한 시간으로 예약)

- 『학습상담(컨설팅) 예약하기』에서 시간 예약을 한 다음 이곳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➋ 학습상담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 학습유형 검사지 전송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하기
- 『학습상담(컨설팅)예약하기』에서 자신이 예약한 상담 일시 작성하기
- 상담 유형 선택하기
구분

내용
4-6주 간격으로

정기상담

1차

(중간고사 기간 제외)

(하단의 “정기상담

5월 25일(월)~6월 18일(목)

2차

학습상담 컨설팅 1회 진행

상담 신청 기간

4월 20일(월)~5월 21일(목)

학습상담 컨설팅 2회 진행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수시상담

상담 가능 기간

4월 13일(월)~6월 8일(월)

(기말고사 기간 제외)
4월 20일(월)~6월 18일(목)
(중간, 기말고사 기간 제외)

4월 13일(월)~6월 14일(일)

※ 정기상담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 1, 2차 상담 모두 동일한 상담사 선생님과 진행해야 하므로 정기상담 중 1차 상담을 월요일 혹은 화요일에
신청했다면 2차 상담도 월요일 혹은 화요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 1차 상담을 월요일로 신청했다면, 2차 상담은 월요일(혹은 화요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로 신청 불가합니다.
- 정기상담 신청은 접수 인원에 따라 신청기간 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했어도 시간 예약이 되어있지 않으면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업 공결처리가 불가합니다. 공강 시간을 활용해 주세요.

➌ 상담 승인 및 확정
상담 시간 예약과 신청서 작성을 모두 마친 학생은 상담일 5일 전 15:00에 상담 예약이 확정됩니다.
※ 확정 시간 전에 먼저 연락을 주시면 예약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 이후 신청 당시 선택한 비대면 상담 형식에 대한 사용 안내를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➍ 학습유형검사 참여하기
상담 예약 확정 뒤 당일 15:00~17:00 사이 개별 연락을 통해 학습유형검사 코드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린 학습유형검사는 상담일 하루 전 15:00까지 완료해야합니다. (완료되지 않을 시 상담 취소)
※ 학습유형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수학습지원팀에서 지원합니다.
※ 학습유형검사는 상담 전 필수사항으로 상담 이전에 완료하지 않으면 정확한 학습상담 컨설팅을 받기 어렵습니다.

➎ 상담 예약 변경, 취소하기
- 상담 예약 변경, 취소는 상담일로부터 5일 전 12:00까지 가능합니다.
※ 참여가 확정된 학생은 해당 일자에 상담에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무단 불참은 참여를 희망했던
다른 학생들의 상담기회를 빼앗는 행위이므로 학생 분들의 신중한 참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무단 불참시 2020학년도 학습상담(컨설팅)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➏ 상담 참여하기
- 학습유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 50분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문의사항 : 032-835-9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