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매뉴얼(학생용)

Ⅰ

현장실습 온라인 등록(신청)
1. 현장실습 홈페이지 접속 화면

2. 통합현장실습 로그인 화면

http://dojob.gumi.ac.kr

(ID:학번, PASS:********)

3.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화면

4.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후 화면

⦁현장실습 사이트 접속 후
- 로그인 클릭
⦁현장실습 사이트 로그인 화면
- 현장실습시스템 시작하기 클릭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화면
- 필수항목(*)은 작성완료 후 신청하기 클릭 가능
- 실습기간은 실습 시작일 체크 후 종료일은 4주가 되는 마지막요일 체크
- 1지망 및 2지망은 본인 희망지역(업무) 작성
- 동의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후 화면
- 신청서 작성 후 업체 배정까지 승인대기중 표시

Ⅱ

현장실습 일지 작성

1. 현장실습업체 배정 후

화면

2. 현장실습 일지 작성 화면

⦁현장실습 업체 배정 후 화면
- 신청서 작성 후 업체를 매칭이 완료되면 『현장실습중』으로 표시
- 『신청중』에서 『현장실습중』으로 변경까지 실습생들은 대기
- 현장실습중 화면에서 일지작성하기를 클릭
⦁현장실습일지 작성 화면
- 실습생들은 최소 30자 이상 작성필수(30자 미만일 경우 저장이 되지 않음)
- 휴무일은 실습일지 미 작성
- 실습생 본인의 기분 및 청소 등 실습과 무관한 일지 작성 지양
- 매일 작성을 원칙. 작성 후 저장을 하여야 하며, 1~2주 작성 후 저장하지 않은 상
태에서 3~4주 작성 시 1~2주 일지 내용이 저장 되지 않음

Ⅲ

현장실습 종합 보고서
종합보고서 화면

⦁회사소개
- 실습처에 대하여 주요 생산품, 근로자수 등 에 대하여 작성
⦁실습내용 업무소개
- 실습업체에서 담당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
⦁실습 전후 차이점 및 개선사항
- 실습종료 후 실습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교과목으로서 추
가하고 싶은 과목, 실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격증 등에 대하여 작성
⦁진로계획
- 현장실습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에 대한 방향성(적성판단)과 부족
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
⦁건의사항
-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경험을 습득함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산업체
또는 대학에 실습을 실시함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작성

Ⅳ

현장실습 만족도 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화면

⦁실습내용의 실효성
- 전공지식과 실무능력에 이해도, 기업문화, 조직분위기, 졸업 후 직장생활에 대한
도움 등의 평가
⦁실습운영의 적절성
- 현장실습에 대한 정보, 선발, 계획의 운영 및 학생들의 의견수렴 반영 평가
- 현장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실습에 대한 이해도 평가
⦁실습업체 만족도
- 실습을 실시함에 산업체의 교육현장의 적합성
- 실습교육 및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진행성
- 실무지식습득에 대한 도움성
- 실습업체로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을 위한 제한
- 본인이 실습을 통한 체험을 서술

Ⅴ

현장실습 평가 업로드
평가표 등록(다운로드) 화면

평가표 출력

클릭

학생 현장실습 평가
(산업체 담당자

➠

평가표 스캔 및 업로드

학생)

클릭

⦁실습평가표 등록 화면
- 현장실습 종료 후 평가를 받기 위한 파일 다운로드
⦁평가표 출력
- 산업체 담당자에게 실습평가결과표를 전달하여 자신이 산업체에서 실시한 직무능
력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함.
⦁학생 현장실습 평가
- 산업체 담당자가 현장실습기간 동안 실습생의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100점만점)
완료
⦁실습 평가 업로드
-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평가표를 스캔 후 파일 업로드
- 계절제 학점이 부여되므로 개강 후 업로드 시 학점 미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