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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콜로키움 (441720-40)
2008 봄학기 3학점 3시간
강의시간: 목 1,2교시 (공학 307)
박경신
멀티미디어공학 전공
kpark@dankook.ac.kr
010-8636-1960 (mobile)
3과학관 417호
상담시간: 화 2-3시

선수과목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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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Evaluation

1학년 콜로키움은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신입생들에게
전공교육의 원리와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효과적인
읽기, 쓰기, 발표, 토론 방법을 습득시켜 전공별 기초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과정은 전공별 자기주도적 학습법 및 전공학습을 위한
발표 및 토론식 수업방식에 대한 학습능력 방법, 전공
기초에 관한 필수도서의 서평쓰기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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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20%
중간고사: 20 %
기말고사: 20%
과제물: 40 %
수업참여도 및 태도: 가산 및 감점 최고 10 %까지 가능
본 수업은 절대 평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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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Schedule

3/6 : 강의소개 및 팀구성
3/13 : 콜로키움 Reading (전공 이해하기)
전공읽기 기초, 자기주도 전공 학습법 등
Reading list 제공
3/20 : 콜로키움 Reading 연습 1 – MindMap
3/27 : 콜로키움 Reading 연습 2 – 조별 발표
4/3 : 도서관 이용 및 활용소개
4/10 : 콜로키움 Writing (전공 글쓰기)
전공 글쓰기 기초, 전공 답안작성법 등
Writing 주제 제공
4/17 : “애니메이션의 이해” 특강
4/24 : 콜로키움 Writing 연습 1 – 조별 발표












5/1 : 중간 평가
5/8 : 콜로키움 Presentation (전공 발표하기)
발표식 수업능력 제고 기법 및 치밀한 자료 준비
발표 자유주제 예시 제공
5/15 : 콜로키움 Presentation 연습 1 – 조별 발표 (Part1)
5/22 : 콜로키움 Presentation 연습 2 – 조별 발표 (Part2)
5/29 : 콜로키움 Discussion (전공 토론하기)
토론기법 강의
찬반토론주제 제공
6/5 : 콜로키움 Discussion 연습 1 – 자유토론
6/12 : 콜로키움 Discussion 연습 2 – 패널 토의
6/19 : 기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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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s



Group
한 조에 4명으로 구성
 각 조별로 1명씩 돌아가면서 읽기, 쓰기, 발표,
토론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진행 담당

중간평가




1시간 close-book exam

기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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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close-book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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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Practice – 마인드맵 진행 & 조별 발표
Writing Practice – 조별 발표
Presentation Practice – 조별 발표
Discussion Practice – 조별 분임토의 진행자 &
패널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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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nnouncement

1조 – 전원, 김민선, 김경범, 이동섭
 2조 – 이화용, 박대균, 이준모, 추승호
 3조 – 황인범, 권성용, 민지연, 김현숙
 4조 – 김조훈, 백진우, 최신영, 김기용
 5조 – 박혜원, 이슬기, 김진이, 송동호
 6조 – 한미라, 박지성, 김태현, 박영규
 7조 – 김유, 공민배, 백규창, 박인수
 8조 – 노희석, 정찬후, 이원석, 변경희
 9조 – 양주성, 이학주, 이슬기(여), 황성모
 10조 – 이세경, 안수빈, 정진아, 김도영





Clas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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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is.dankook.ac.kr/lectures/coll08/

조별로 읽기, 쓰기, 발표, 토론장 정할 것 & 조
이름도 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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