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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피어튜터링
튜티TUTEE 모집
교양교과목 수업이 어려우십니까?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수한 선배들로 구성된
피어 튜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http://gepeertutoring.snu.ac.kr/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프로그램 소개
교양피어튜터링이란 기초교육원에서 학부 학생들이 교양과목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3·4학년
의 우수한 선배들은 튜터가 되어 튜티가 대학 교양교과목을 잘 이수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와 안내를 하고, 튜티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문화적 지식을 선배들과 공유함으로써 대학생활을 함께 할 동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튜터 : 학부 3학년 이상 재학생
튜티 : 기초교양교과목에서 개인별 맞춤학습지원이 필요한 학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외국인 및 학부 1·2학년 재학생 우선선발)

튜티 주요 활동
운영기간 : 2017년 2학기(9-12월)
튜터링형태 : 약속형 튜터링 주 1~2회(15주)/2시간/총 30시간
튜티활동의 장점 : 교양교과목 학습지원 - 수업 진도에 맞춘 학습 도움, 교우관계 형성

튜티 지원 자격
한국어 및 글쓰기 튜티
● 학부 전체 재학생
(글로벌인재특별 전형 등)
● 한국어와 글쓰기 교과목* 수강예정자

그 외 교양교과목 튜티

영어 튜티

● 「학문의 세계」 교과목 수강예정자

● 학부 전체 재학생

● 그 외 교양교과목에서 개인별 맞춤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 기초영어, 대학영어1, 2 수강예정자
● 영어 실력 향상에 관심 많은 학생

● 한국어 및 글쓰기 교과목에서 개인별
맞춤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 (인문학/사회과학/과학과 기술) 글쓰기 강좌 수강생은 담당교수에게 직접 신청

튜티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발확인
오리엔테이션
문의

● 1차 : 2017. 8. 31. (목)까지 ● 2차 : 2017. 9. 7. (목) 까지(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특별신청 가능)
홈페이지(http://gepeertutoring.snu.ac.kr/)에서 회원가입 후, 튜티 신청(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홈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수시확인가능
9월 15일 (금) 예정(기초교육원 61동 320호) - 필수참석!!
peertutoring2011@gmail.com, 880-5416, 기초교육원 61-221

※ 좋은 튜터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양피어튜터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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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 Tutee for
the Peer Tutoring Program!

Be a Tutee for the Peer Tutoring Program!
Do you have a problem with your class?
Don't worry about it.
Tutors are waiting for you!

About Peer Tutoring
The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vides a Peer Tutoring Program every semester in order to
supplement the learning of all undergraduate students who need the customized educational support for general
education courses. Tutees of this program will be aided directly by outstanding senior students who have had personal
experience going through the same difficulties while taking general education courses at SNU. If you expect that you’ll
need help with general education including Korean, Writing, English and other courses, don’t miss this great opportunity to
learn from the best, and apply as a tutee!

Tutee's Benefits
Tutees will receive personal tutoring two hours a week throughout the semester from tutors who have been chosen through
a rigorous and competitive selection process.

Eligible Students
Korean & Writing courses Tutee

English courses Tutee

Other GE courses Tutee

• All undergraduate students (including
those who were admitted through
International Admissions)
• Students who are to register for
Korean or Writing courses*
• Students who need the customized
educational support for Korean or
writing courses

• All undergraduate students
• Students who are to register for
English Foundations or College
English 1, 2
•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improving their own English

• Students who are to register for
「Worlds of Knowledge」 courses
• Students who need the customized
educational support for other general
education courses

*Students who are to register as tutees on Writing in Humanities, Writing in Social Sciences, and Writing in Science & Technology		
should apply for it via the instructors

Application Process
Apply as a Tutee
➊ Visit our website (http://gepeertutoring.snu.ac.kr)
➋ Create a user ID and password
➌ Log in
➍ Enter the ʻApplicationʼ and ʻApplyʼ Menu (‘신청하기’ written in Korean)
➎ Click the “TUTEE” button and fill in a ʻTutoring Service Request Formʼ
➏ Finish

Orientation
Contact

Scheduled for September, 15th (Building #61, Room #320)
※ Participation in this orientation is mandatory for all tutees

peertutoring2011@gmail.com, 880-5416,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6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