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상반기
대학원 신입생 입문교육 안내
일시 / 장소
대상

2013년 2월 27일(수) 09:40~17:50 포스텍 대강당
2013학년도 대학원 3월 신입생 전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Module

Goal

Module 1
POSTECH 이해와
나의 비전

POSTECH 의 비전 그리고 대학원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자신의 목표를 재
점검한다.

• 대학원장 환영인사, 총장 특강
• 홍보영상 시청
• 대학원 총학생회 활동안내

POSTECH 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을 전원
의무 이수하게 하여 빠른 적응과 편리한
생활에 도움을 준다.

•
•
•
•
•
•
•

Module 2
Graduate POSTECHIAN
필수소양

Lesson

전문연구요원 제도 및 대학원 서비스 업무 안내
연구실 소방 안전 및 캠퍼스 생활 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정보보안교육 및 P2P사용 유의사항
POVIS 및 교내 정보 환경 소개
도서관 및 학술정보 활용 안내
연구기초소양 (연구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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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시간표 (2월 27일 수요일)
시간

Lesson

담당 / 강연자

09:50 ~ 10:05

POSTECH 2013 홍보 동영상 상영
일정(프로그램) 안내

대학원업무팀

10:05 ~ 10:10

환영사

대학원장

10:10 ~ 10:30

대학원 총학생회 소개 및 인사, 연간 활동 소개

대학원
총학생회장

10:30 ~ 12:30

So, you are now a POSTECH graduate student:
How to prepare yourself to become an independent scholar

총장

12:30 ~ 13:30

점심식사 (식권 제공)

13:30 ~ 14:15

“연구란 무엇인가”
연구에 대한 기초 소양 및 의식

교육개발센터장

14:15 ~ 14:30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연구자로서의 도리”
연구 윤리 제도 소개

연구기획팀

본교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 윤리 부정행위 검증절차

14:30 ~ 15:00

“학업연구결과는 물론, 내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자”
소방 안전 교육

총무안전팀

연구실 소방 안전

15:15 ~ 15:55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까?"
효율적 연구를 위한 학술정보 활용법

학술정보팀

15:55 ~ 16:25

“편리하고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
교내 IT인프라 활용 방법 및 법적 주의 사항

정보기술지원팀

16:40 ~ 17:30

“더불어 살면서 힘들지 않도록”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상담센터

17:30 ~ 17:50

“대학원생만을 위한 각종 제도“
대학원생을 위한 행정 지원 서비스 안내

대학원업무팀

* 세부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고

지곡회관

정보보안 및 법적 유의사항
(P2P사용, 저작권 침해)
HEMOS, POVIS, 무선인터넷

장학제도, 출장신청,
전문연구요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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