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대학 BSM센터

학생주도 수학·과학
비교과 프로그램
학생모집

BSM센터 2018 -1 프로그램안내
BSM(Basic Science & Math) 센터
: 퇴계기념 도서관 3층 309-1호

프로그램 및 주요내용
Math 마스터 프로그램
(일반수학, 공학수학 기초)

수학 클리닉
(시험대비 문제풀이 특강반)

재학생들의 일반 수학 교과의 과제 수행 및 수업 진행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매일(월 - 목)
일정 시간 진행되는 ‘Everyday Open Session(매일 열린 수업)’의
개념으로 학생들의 개별학습 지원 프로그램

일반수학의 기초학력 증진 및 시험대비 문제풀이
특강을 통한 학력 증진 강화 프로그램

* 일반 수학 교과목 교강사 개별 튜터링 지원

- 일정 : 중간 4월 9,10,16,27일 / 기말 6월 11,12,14,15일
- 시간 및 장소 : 교양대학 BSM 또는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특강 공지 참고

- 일정 : 4월9일 ~ 6월14일 10주간
(월&수_ 2:00 ~ 3:00p.m. / 화&목_ 5:00 ~ 6:00p.m.)
- 장소 : 도서관내 BSM센터 (309-1)

수학 개별 튜터링 지원 프로그램

물리학 클리닉
(시험대비 문제풀이 특강반)

단국 재학학생들의 수학 및 기초공학 교과 진행을위한
수학영역에대한 개별 튜터링 지원 프로그램

물리학의 기초학력 증진 및 시험대비 문제풀이
특강을 통한 학력 증진 강화 프로그램

- 일정 : 5월16일 ~ 6월15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도서관내 BSM센터 (309-1)

- 일정 : 중간 4월 17,18,29,20일 / 기말 6월 11,12,14,15일
- 시간 및 장소 : 교양대학 BSM 또는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특강 공지 참고

수학 및 과학 교과 학생 학습공동체 활동 공모전
(우수 사례 포트폴리오)

화학 클리닉
(시험대비 문제풀이 특강반)

수학 및 과학 교과 학습을위한 재학생 학습공동체(스터디)
공모전을통해 우수 사례 발굴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 대학 내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
공모전(우수 사례 포트폴리오) 진행 및 수상

화학의 기초학력 증진 및 시험대비 문제풀이
특강을 통한 학력 증진 강화 프로그램

- 기간(일시) : 1학기 4/5/6월 & 2학기 10/11/12월
(주 1회 또는 2회, 8회 이상 활동모임)
- 신청 : 1학기_ 4월 중 / 2학기 9월 중 이메일 신청
(yhlee2014@dankook.ac.kr)
- 장소 : 자유로운 공간 활용 가능 (강의실, 도서관, 스터디룸, 카페 등)
- 공모 : 1학기 6월 첫째 주 / 2학기 첫째 주 활동 공모전
이메일 접수 (활동 모임 자료) 및 심사
- 수상 : 학기당 우수 학습공동체 5팀 선정 20만원 상금 지원

- 일정 : 중간 4월 10,11,12,13일 / 기말 6월 4,5,7,8일
- 시간 및 장소 : 교양대학 BSM 또는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특강 공지 참고

신청 및 문의
방문 : 죽전 퇴계기념도서관 309 - 1호
전화 : (031) 8005 - 2713
메일 : yhlee2014@dankoo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