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1학기

Creative 거북이 학습그룹 모집 안내

교수님・선후배・동기들과 함께하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신청 대상】 학부 재학생(그룹 당 4 ~ 6명으로 구성)

【학습 주제】 ※ 공모전 참가 준비그룹은 BARUN 문제해결 프로젝트로 신청하세요!

➊ 교과목  ➋ 자격증  

➌ 기타 (주제 예시 : 사회과학조사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와 응용, 세계화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진행 일정】 ※센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1) 선정 결과 발표 : 2021. 03. 12 (금)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공지, 선정 그룹 개별 연락

      ※ 선정 기준 : 학습 주제, 학습 목표, 학습 방법의 적합성/주차별 활동 계획의 실천 가능성/지원서 작성의 성실성

   2)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참여 (※전원 필참)

Ÿ 기한 : 3월15일(월) 낮 13:00까지 

Ÿ 필수 사항 : ① [LMS-공지사항-오리엔테이션 자료] 내용 숙지 ② 사전 설문조사(URL) 실시

               ⇒ 사전 설문조사 실시한 학생만 오리엔테이션 참석으로 인정됩니다.  

Ÿ 3월15일(월) 그룹 전원 사전 설문조사 실시여부 조사 후, 미실시한 그룹은 오리엔테이션 불참으로 간주하여 탈락 통보 예정

【이수 조건】

Ÿ 총 11주 동안 8회, 매회 2시간 이상 그룹 활동 실시

Ÿ 활동보고서(매 활동 시 작성), 지도교수 면담보고서, 최종보고서(활동 종료 후 작성) 제출

Ÿ 오리엔테이션, 중간간담회, 성과공유회 참여

Ÿ 사전 설문조사,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이수 혜택】

Ÿ 활동 장학금 : 팀원 당 10만원 (※ 장학금 초과 지급)

Ÿ KGU+포인트 : 팀원 당 50점

Ÿ 우수 학습그룹 선정 시, 장학금 추가 지급(1인당 최대 10만원, 개별지급)

【신청 서류】 총 2개(첨부파일 확인)

   1) 활동계획서(첨부2, hwp/pdf파일 제출) * 파일명 : 팀명-활동계획서.hwp

   2) 지도교수확인서(첨부3, 작성방법은 양식에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 파일명 : 팀명-지도교수확인서.hwp

【팀 명 입력 시, 주의 사항】 

Ÿ 팀 명은 한글 8자, 영문10자 이내로 설정 (한글, 영문, 숫자만 가능합니다.)

Ÿ 특수문자 -(하이픈), _(언더바), .(마침표) 외 사용 금지, 띄어쓰기는 최대 2칸 허용

【신청 방법】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03. 12(일)까지 제출

①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barun.kyonggi.ac.kr) 접속

② 로그인(kutis 아이디, 비밀번호와 동일)

③ 왼쪽 메뉴에 [비교과 활동] 클릭

④ 검색어에 “거북이” 입력 후 검색 클릭

⑤ 검색 결과 화면에서 “2021-1 거북이 학습그룹” 클릭

⑥ 여기서 팀장과 팀원의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의!!! 뒷장 참고!

⑦ 반드시 팀원 전원이 신청해야합니다.  

★☆★ 신청 Tip ★☆★

➊ 같은 주제로 한 학기 동안 함께 참여할 동기 또는 선·후배를 찾아본다.
➋ 활동 기간 내(2021.03.15.~2021.05.31) 대략적인 일정(8회)을 조정한다.
➌ 지도교수님을 섭외하여 기한 내 신청 서류 제출을 위한 면담 일정을 조율한다.
➍ 활동계획서 작성 후 지도교수님께 확인서를 받는다.
➎ 대표 학생이 BARUN 홈페이지에 신청 및 서류 제출 후 팀원들이 신청을 완료한다. 



팀  장
① 화면 하단에 신규팀 개설하기 클릭 후 신청하기 클릭

② 팀명 및 팀 패스워드 입력 후 팀원에게 공유

③ 활동계획서, 지도교수확인서 파일 업로드(필수)

④ 개인정보활용동의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팀  원
① 화면 하단에 팀원으로 신청하기 클릭
② 팀명 또는 팀장 이름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③ 팀장에게 전달 받은 팀 패스워드 입력 후 확인 클릭 

④ 신청서 화면에서 개인정보활용동의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 문의처 ☎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 담당 (031-249-8845 / ujlee@kyoungg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