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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과 꿈-설계

강좌 소개

학교생활 적응 학업 애로 사항 해결 취업은 물론
향후 개인 삶에서의

비전을 실현



진로탐색과 꿈-설계

프로그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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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주제

주차 수업내용

1  강좌안내 (오리엔테이션 - 전공, 학과, 대학 바로 알기)
• 강좌소개(학과별 강좌 운영 방법)

•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사 관련 정보 제공

2  자기소개 (나의 실패와 성공 스토리)
• 자기소개를 통해 학생 간 친밀도 형성

• 자기 인생의 실패, 성공사례를 통해 주관적인 자기분석

3  적성 및 흥미검사의 이해
• 적성 및 흥미검사를 통한 객관적 자기분석

• 검사 실시 및 해석 자료

4  전공이해-①전공, 학부의 이해-전공진로분야 확인

• 학과별 전공 소개자료(교육과정, 대상기업, 취업수기 등)

• 학과 관련 추가 정보 소개

• 전공분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정보 안내

5  전공이해-②전공, 학부의 이해-전공진로분야 확인

• 학과별 전공 소개자료(교육과정, 대상기업, 취업수기 등)

• 학과 관련 추가 정보 소개

• 전공분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정보 안내

6  롤모델찾아보기
•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시간관리 방법 소개

•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통한 나의 1주일 점검

7  4차 산업 혁명과 직업세계(대특강1) / 직업에
대한 이해(개별)

• (대특강)IT대,간호대,경영대,농생대,산림대,수의대,약대,의생대,자연대

• (직업에 대한 이해) 자체수업 – 대특강 이외 대학

8  4차 산업 혁명과 직업세계(대특강1) / 직업에
대한 이해(개별)

• (대특강)공대,문예대,동생대,사범대,사회대,인문대,독립학부

• (직업에 대한 이해) 자체수업 – 대특강 이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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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주제

주차 수업내용

9  기업이 바라는 인재(채용프로세스 및 채용 방법)
• 기업의 채용 절차 확인

•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 준비사항에 맞는 전략 수립

10  기업과 직무분석
• 희망기업, 직무분석

• 직업정보 탐색 사이트 및 기업 분석 방법 안내

• 희망 기업 및 직무 조사표 작성

11  성공하는 발표(스토리텔링 및 스피치 기법)
• 전달력을 높이는 스피치 기법

• STAR기법으로 스토리텔링하기

12  목표설정 - ① 대학생활 경력관리
• 1~4학년 각 학년별로 필요한 경력 관리

• 활동명, 구체적인 준비사항 및 목표달성 시기 작성

13  목표설정 - ②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 SMART 법칙 소개

• 자신의 목표에맞는 1~4학년 대학생활의구체적인계획 수립

14  목표설정 - ③ 커리어맵 작성
• 수립된 계획을 로드맵 형식으로 작성

• 작성된 내용 공유

15  성공적인 대학생활 설계
•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

• 희망 프로그램 참여 방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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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 & 기말과제

제10주

기업과 직무분석

제13주

목표설정-②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제12주

목표설정-①대학생활 경력관리

제3주

적성 및 흥미검사의 이해

제14주

목표설정-①커리어맵 작성

1단계

워크북 작성

2단계

커리어 DB
업로드



학 교 생 활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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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홈페이지

강원대학교홈페이지 http://www.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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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시트 작성

졸업자격 인증

(외국어, 컴퓨터 중 1개 이상 선택, 꿈설계 상담 필수)
수강신청 제한학점

외국어 컴퓨터 꿈-설계 상담

[영어]

토익 550점

TEPS 440점 등

[독일어]

Start Deutsch

(A2)이상

[프랑스어]

DELF A1이상

[중국어]

HSK 4급 이상

[일본어]

JLPT N3급 이상

JPT 540점

전산회계

Auto CAD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문서실무사

MOS Core

PC 정비사

졸업까지

4회 이상

구분

※학과별로 내부규정 등 자체 졸업

기준을 가진 경우가 있으니

학과 사무실에 확인해 볼 것

130 학점

수강신청

기준학점
__18__학점

필수이수과목

꿈-설계 교과목

(진로탐색과

꿈-설계/

직업선택과

꿈-설계)

__2__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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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시트 작성

교외 장학금 강원대학교총동창회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

교내 장학금

분류 세부 장학금 종류

면제 장학금
학업성적우수 장학금, 우수면제 장학금, 백령르네상스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 장학금 학과장 특별 장학금

특별 장학금

국가고시 장학금, 농·광·어촌 장학금,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군경(자녀) 장학금, 인성 장학금, 재능우수 장학금,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