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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초기화면

THE포트폴리오 시스템 초기화면은

로그인 안내 첫 페이지 (이미 통합로그인 된 사용자는 바로 메인으로 이동),

통합 로그인 페이지 (학교 통합 로그인 페이지, 이미 로그인 된 사용자는 바로 메인), 

다양한 학습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메인페이지로 구성됩니다.

본 시스템을 위해 알아둘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내비교과신청 교내에서진행하는비교과활동신청하기

외부비교과등록 외부에서개별적으로진행한비교과할동을등록하기

인증서신청/출력 인증기준에도달하여,인증서신청또는출력하기

현직자멘토링 선배와의멘토링서비스

진로방향설정 진보방향을설정하여,역량관리진행

이력서작성 회사별,직무별이력서작성하기

자기소개서작성 회사별,직무별자기소개서작성하기



THE포트폴리오

1.1 사용자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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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초기화면

이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고 http://THE.ewha.ac.kr 로 접속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본 사이트에 대한 안내와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이트는 학부생만 이용 가능하며 졸업생도 학부생 아이디로 접속 가능합니다.

1. 통합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학부 아이디로만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사용자 설명서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3. THE포트폴리오 홍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1

2

3

http://the.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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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합로그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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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초기화면

이화여대 공통 로그인 화면입니다.

학교 포탈 아이디(학번)과 패스워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이미 포탈 시스템에 로그인 되어있는 경우, 바로 1.3의 메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학번과 포탈 비밀번호로 로그인 합니다.

- 포탈 비밀번호 문의 및 초기화는 현재 보이는 통합 로그인 시스템에서 하셔야 합니다.

- 학부 이력관리 시스템이므로 학부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

2. ID저장, ID 및 비밀번호 찾기 부분입니다.

2

1



THE포트폴리오

1.3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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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초기화면

나의 학습 현황과 비교과, 역량, 트랙, 상담, 멘토링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좌측 대 메뉴를 통해 THE학습, 역량관리, 미래설계, 상담, 포트폴리오 등 주요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주요 메뉴 영역입니다. 사진은 포탈시스템 > 마이유레카 > 개인정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2. 자신의 핵심역량, 진로방향, 트랙, 인증관리 화면으로 연결합니다.

3. 현재 운영중인 교내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4. 상담, 멘토링, 채용, 채용설명회 등 상담 및 취업지원 콘텐츠 메뉴 부분입니다.

5. THE포트폴리오 시스템 전체 메뉴를 제공합니다.

6. 로그아웃

1
2

3

4

6 5



2 THE학습

THE포트폴리오 THE학습은

T전공, H교양, E비교과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교과관리와 교내비교과신청, 외

부비교과 등록할 수 있는 비교과할동, 맞춤형 교육을 위한 텔로스(TELOS) 전공 트랙

관리, 학생이 인증제의 지정된 과목 및 활동을 이수에 따른 인증관리로 구성됩니다.



THE포트폴리오

2.1 교과관리 - T전공, H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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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학습

학생이 수강한 T전공, H교양, 성적조회, 수강/졸업 시뮬레이션 화면입니다.

과정명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과정명 및 교수명 검색 가능합니다.

2. 과정명 클릭시 상세 과정 정보(역량비중, 담당교수, 수강학기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1

2

2



THE포트폴리오

2.1 교과관리 -성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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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학습

학생의 성적조회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그래프로 성적추이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나의 성적 추이를 보고 해당 학기를 선택하면, 그 학기에 대한 상세 성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THE학습 > 교과관리> 성적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학기를 클릭하여, 상세한 성적정보를 팝업이 표출되어 조회합니다.

1

2

2



THE포트폴리오

2.1 교과관리 -수강/졸업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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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학습

수강/졸업 시뮬레이션 조회 기능입니다. 

1

2 3 4

1. THE학습 > 교과관리> 수강/졸업 시뮬레잉션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수강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합니다.

3. 졸업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합니다.

4. 졸업예정여부 1차 조회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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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교과관리 -교내비교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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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학습

교내비교과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교내 특강, 전시, 워크숍, 학교 공식 활동에 대해 한 눈에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활동의 신청기간, 교육기간, 신청자 현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비교과를 신청하세요~

1. THE학습>비교과활동>교내비교과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교내비교과신청 전체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3.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상세조회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비교과활동 신청 팝업의 동의를 체크하고 신청합니다.

4

1

2

3



THE포트폴리오

2.2 비교과관리 -나의신청현황

13

2. THE학습

내가 신청한 비교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비교과가 수락되었는지, 내가 참석한 비교과의 출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1. THE학습 > 비교과활동 > 교내비교과신청 > 나의 신청현황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교내비교과 신청 상태를 확인합니다.

1

2



THE포트폴리오

2.2 비교과관리 -외부비교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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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학습

개인적으로 활동한 비교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 사항을 증명 자료와 함께 등록하면,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향후 트랙이나 교내 인증에 필요한 개인봉사, 자격증, 어학점수 등록도 외부비교과로 등록하게 됩니다.

1. THE학습 > 비교과활동 > 외부비교과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외부활동사항을 입력 합니다.

1

2

2



THE포트폴리오

2.2 비교과관리–학생활동경력, 사회봉사인증

15

2. THE학습

학생활동경력 및 사회봉사에 대한 인증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 THE학습 > 비교과관리 > 학생활동경력조회 또는 사회봉사인증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출력합니다.

2

1

2

1



THE포트폴리오

2.3 트랙관리 -나의트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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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학습

내가 신청한 트랙에 대한 이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트랙 달성률은 교과에 대한 달성 정도를 그래프로로 시각화하였습니다.

교과를 모두 이수하고, 관련 비교과 활동 등록을 모두 마치면 트랙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THE학습>트랙관리>나의트랙현황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나의 트랙 달성률은 교과에 대한 달성 정도를 확인하며, 달성도가 만족되면 인증서 출력하기 버튼이

표출되어 인증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3. 비교과활동의 정보를 연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매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해당 비교과활동을 선택하여 매칭합니다.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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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트랙관리 -트랙신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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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학습

나와 관련된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공통 트랙 목록 중에서 2건까지 트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수한 교과 이력을 분석했을 때, 이 트랙을 현재 몇 % 이수한 것인지 예측한 달성도 정보를 미리

볼 수 있으며 현재 이 트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THE학습>트랙관리>트랙신청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 내가 이수한 교과 이력을 분석했을 때, 이 트랙을 현재 몇 % 이수한 것인지 예측한 달성도와 참여학

생 수를 확인합니다. 

2.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트랙개요 및 인증요건을 조회합니다.

3. 트랙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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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증관리 -호크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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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학습

호크마(H) 인증 메뉴에서는 나눔인증, 독서인증, 아티즌 문화예술인증에 대한 달성률을 확인하고 인증

신청 및 인증서 출력 기능을 제공합니다.

교과, 비교과 모두 만족되었다면 인증을 신청해보세요!

1. 인증 달성률은 교과에 대한 이수 현황을 조회합니다. 인증요건을 만족하면 인증신청이 가능하며, 인

증이 완료된 경우 인증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2.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인증요건 달성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하단 목록에서 현재 해당 인증과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이수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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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증관리– CD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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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학습

CDC 인증 메뉴에서는 커리어르네상스 인증, 리더십 인증에 대한 달성률을 확인하고 인증 신청 및 인증

서 출력 기능을 제공합니다.

교과, 비교과 모두 만족되었다면 인증을 신청해보세요!

1. 인증 달성률은 교과에 대한 이수 현황을 조회합니다. 인증요건을 만족하면 인증신청이 가능하며, 인

증이 완료된 경우 인증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2.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인증요건 달성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하단 목록에서 현재 해당 인증과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이수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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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증관리–글로벌지역학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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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학습

글로벌지역학 인증 메뉴는 인문과학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지역학, 프랑스지역학, 독일지역학

달성률을 확인하고 인증 신청 및 인증서 출력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인증 달성률은 교과에 대한 이수 현황을 조회합니다. 인증요건을 만족하면 인증신청이 가능하며, 인

증이 완료된 경우 인증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2.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인증요건 달성을 위한 교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하단 목록에서 현재 해당 인증과 관련된 교과 이수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2

3



3 역량관리

THE포트폴리오 역량관리는

이화의 ‘5대 핵심역량’에 대한 나의 역량을 확인하고

내가 설정한 진로에 꼭 필요한 ‘사회진출역량＇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량에 대한 안내를 읽어보고,

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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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역량별교육과정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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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량관리

지식탐구역량, 창의융합역량, 문화예술역량, 공존공감역량, 세계시민역량 등 5가지 핵심역량별로 교과, 

비교과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핵심역량간 비중에 따라 교과, 비교과 목록이 정렬됩니다.

1. 역량관리>역량별교육과정>핵심역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교과, 비교과 선택하여 과목명으로 검색합니다.

3. 교과, 비교과의 정보와 핵심역량 비중을 확인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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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역량별교육과정 -사회진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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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량관리

사회진출역량 별로 교과, 비교과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사회진출역량의 연관역량에 따라 교과, 비교과 목록이 정렬됩니다.

(현재는 비교과에만 사회진출역량이 적용되어있으므로, 비교과 프로그램만 보여집니다.)

1. 역량관리>역량별교육과정>사회진출역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사회진출역량 별로 조회할 수 있는 탭 메뉴 입니다.

3. 교과, 비교과 선택하여 과목명으로 검색합니다.

4. 교과, 비교과의 정보와 핵심역량 비중을 확인합니다.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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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나의역량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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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량관리

나의역량개발현황은 나의 핵심역량과 사회진출역량에 대한 전체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현재 나의 역량, 단과대학 평균 역량을 비교할 수 있으며,

역량과 관련된 교과, 비교과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1. 역량관리>나의역량개발현황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핵심역량간 비중 그래프로 학생 본인과 소속 단과대학 평균을 비교합니다.

3. 진로방향 대표 설정에 다른 사회진출역량 현황을 조회합니다.

4. 역량 관련활동 교과, 비교과를 검색합니다.

2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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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핵심역량진단(E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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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량관리

이화핵심역량진단평가(ECCA : Ewha Core Competence Assessment) 검사를 통해 우리대학교

5대 핵심역량을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역량관리 > 핵심역량진단(ECCA) 메뉴를 클릭합니다.

2. (3)진단검사를 실시 후 자신의 진단결과를 조회합니다.

3. 이화핵심역량(ECCA) 진단검사를 시작합니다.

1 2

3



4 미래설계

THE포트폴리오 미래설계는,

기업, 진학, 창업 등 나의 진로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 정보와 취업관련 정보, 경력개발프로그램 현황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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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진로설계–진로방향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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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진학, 창업, 공직진출, 기업진출, 전문직 진출 등 내가 원하는 진로방향을 선택하고 필요한 역량 및 활동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로설계에서 대표 진로로 설정하면, 대표 진로에 맞춰서 나의 역량 개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미래설계>진로설계>진로방향설정>진로방향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첫 번째 진로방향을 선택 합니다.

3

4
3. 두 번째 목표를 선택 합니다.

4. 해당 직무의 사회진출역량이 선택되고, 해당 진로방향을 저장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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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진로설계 -나의진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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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내가 설정한 진로 방향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진로 중에 ‘대표’ 진로 방향으로 설정된 진로를 중심으로 역량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미래설계>진로설계>진로방향설정>나의진로방향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대표설정, 설정,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진로방향을 설정합니다.

3. 직무 클릭시, 직무 설명 팝업이 표출됩니다.

4. 나의 진로 방향 목록에서 E-Quest 보기 클릭 하여 해당 진로 방향에 대한 신규 E-Quest 등록/관리

1

2

3

4



THE포트폴리오

4.1 진로설계–나의진로방향(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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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e-Quest를 만들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나의 e-Quest를 만들어보세요.

1. e-Quest 명, 내용, 

공개범위 등 기본정보

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2.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e-Quest 추가

3. e-Quest 등록 팝업창에

신규내용을 등록하거나, 

나의 비교과 활동 정보

를 불러와서 자동입력

가능

4. 마지막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e-Quest 입력

화면 확장(추가) 가능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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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진로설계 -추천 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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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기업진출에 따른 진로방향과 세무 목표경력을 선택하여 추천 e-Quest 가이드 정보확인

경력개발센터와 타학생이 공개 등록한 추천 e-Quest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진로방향 및 1,2 차 세부 분류를 선택하거나, e-Quest 제목을 입력하여 조회

2. 검색결과에 대해 추천순, 등록순으로 선택 정렬

3. e-Quest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 등록내용 확인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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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진로설계–진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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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직무 및 전문직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THE포트폴리오

4.1 진로설계– e-QUEST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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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E-QUEST에 대한 활용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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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진로설계– E★BABA –안내및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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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E★BABA에 대한 안내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1

2

3

4

5

1. E★BABA 검사 실시하기를 선택합니다.

2. 현재 실시중인 검사에 대한 개요 및 진행기간을 확인 후 “시작”를 선택합니다.

3. 각 구분에 따른 공통 및 학년별 문항을 선택합니다.

4. 세부 각 문항의 문제와 보기를 확인하신 후 결과를 선택합니다. (필수 입력)

5. 각 구분 별 문항을 모두 입력 후 다음페이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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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진로설계– E★BABA –실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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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E★BABA에 대한 결과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

2

1. 미래설계>진로설계>E★BABA>실시결과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각 검사 결과 별 보기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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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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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채용/인턴공고를 통해 채용 및 아르바이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정보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여

지원방법에 따라 지원합니다.

1. 맞춤채용설정을 통해 기업종류, 근무지, 기업명, 키워드를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우선 표현됩니다.

2. 세부 검색 조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채용정보 직무를 클릭하여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하며 지원방법에 따라 지원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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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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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경력개발은 산학협협력현장실습과 공모전/대외활동으로 구분하며 현장실습을 이용시에는 현장실습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산학협력 현장실습에 대한 안내 및 사이트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2. 공모전/대외활동 메뉴로 이동 가능합니다.

3. 클릭시 현장실습 사이트로 이동 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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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현직자멘토링–톡톡선배–프로그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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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톡톡선배는 이화 졸업생 현직자 선배가 취업준비 후배들과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톡톡선배 신청(후배용)을 통해 톡톡선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 미래설계>현직자멘토링>톡톡선배>프로그램 안내 메뉴로 합니다.

2. 톡톡선배 신청(후배용)을 통해 멘토리스트를 확인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페이지 참조)

3. 졸업자(현직자)의 경우 “톡톡선배 신청(선배용)”을 통해 멘토 신청이 가능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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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현직자멘토링–톡톡선배–톡톡선배신청(후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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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멘토(선배)에 대한 회사명, 부서명, 학과, 멘토링 단계를 선택하신 후 희망하시는 멘토에게

신청가능하며 개인정보 동의 후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1. 톡톡선배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매뉴얼 조회 부문

2. 멘토 세부 정보입니다.

3. 멘토링 희망 단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선택)

4. 해당 멘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5. 개인정보동의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최종 “신청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멘토 카카오톡ID 및

이메일이 공개됩니다.

2

1

4
2

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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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취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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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인재개발원(CDC)과 에듀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경력발간자료, 직업심리검사, 온라인강의 등 취업 핵

심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CDC 제공자료

▼ 진로정보 ▼ 에듀스@이화

▼ 직업심리검사(워크넷)



5 상담관리

상담관리 메뉴를 통해 교수님과의 상담과

진로취업컨설팅, 학습컨설팅, 심리상담 등 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학생활, 진로, 취업, 심리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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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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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교수상담, 진로취업컨설팅, 학습컨설팅, 심리상담 각 희망 분야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 및 결과는 “상담신청현황”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각 분야 별 세부 내용은 다음페이지를 참조)

1. 희망하는 상담 분야를 선택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상담신청 현황과 상담 후기 작성이 가능합니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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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수상담

42

4. 미래설계

교수님과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교수님이 상담 일정을 등록한 경우에만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버튼이 없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2

3

1. 상담 희망 교수님 성명을 조회 합니다.

2. 지도교수 상담 부분입니다.

(신청 버튼이 없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

3. 교과 교수님과의 상담 부분입니다.

(신청 버튼이 없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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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진로취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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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진로컨설팅, 취업컨설팅, 서류클리닉, 면접클리닉 관련하여 상담 카랜더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서류클리닉을 통해 자기소개서, 영문이력서 등의 클리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1컨설팅 및 클리닉 메뉴 입니다.

2. 온라인 서류 클리닉 메뉴 입니다.

3. 상담 분야를 선택하면 하단 캘린더에

신청가능 시간대가 표시됩니다.

4.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하고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SMS로

해당내용이 발송됩니다.

* 상담/클리닉 신청 후 무단결석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30일~90일) 상

담/클리닉 신청이 자동적으로 제한됩

니다.

4

1 2

3



THE포트폴리오

5.5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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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설계

학생상담센터와의 상담으로 개인, 집단, 심리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개로 이동합니다.

2. 개인 상담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집단 상담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2

3



6 My 포트폴리오

THE포트폴리오 My 포트폴리오는

회사별, 직무별로 등록할 수 있는 이력서관리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로 구성됩니다.

향후 나의 진로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내가 활동했던 경력, 자료들을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해서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THE포트폴리오

6.1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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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y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작성, 수정, 삭제, 공개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포트폴리오 기능을 활용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공유해 주세요.

1

1. 새 포트폴리오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포트폴리오를 제목을 클릭하여 새 창으로 열어 확인합니다.

3.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포트폴리오를 수정합니다.

3

2



THE포트폴리오

6.1 포트폴리오 - 새포트폴리오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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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y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작성은 1단계 제목 및 기본설정, 2단계 포트폴리오 테마 선택하기, 3단계 포트폴리오 꾸미기

로 구성되었습니다.

1. 포트폴리오 제목을 입력합니다. 제목은 포트폴리오 상단에 표시됩니다.

2. 포트폴리오 설명을 입력합니다. 설명은 포트폴리오 상단에 표시됩니다.

3. 포트폴리오 ID를 입력하여, 중복 확인합니다. 해당 ID는 포트폴리오 URL 주소로 사용됩니다.

4. 포트폴리오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전체 공개 : 포트폴리오 전체 메뉴에 노출되어 공개 포트폴리오 이용됩니다.

URL공개 : 포트폴리오 URL을 타인에게 전달할 경우, 사용되는 공개 설정입니다.

교수님공개 : 포트폴리오를 교수님에게만 공개할 경우, 사용되는 공개 설정입니다.

비공개 : 다른 사람은 조회할 수 없는 비공개 설정입니다.

5. 대표 포트폴리오 여부를 선택합니다.

6. 1단계 포트폴리오 제목 및 기본 설정을 저장합니다.

1

2

3

4 5

6



THE포트폴리오

6.1 포트폴리오 - 2단계테마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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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y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테마 선택하기 단계 입니다.

빈 화면 또는 테마를 선택합니다.

1. 테마 이미지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2. 확대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테마를 크게 봅니다.

3. 선택한 테마로 저장합니다.

4. 1단계 클릭시, 이던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1

3

4



THE포트폴리오

6.1 포트폴리오 - 3단계

49

5. My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꾸미기 단계 입니다.

포트폴리오 배경 및 콘텐츠를 추가합니다.

1
2

4 5

6
7

1.  배경 버튼을 클릭하여.
배경을 변경합니다.

2. 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콘텐츠 영역을
추가합니다.

4. .  배경 버튼을 클릭하여.
배경을 변경합니다. 

5. 단을 삭제합니다.

6. 콘텐츠를 추가합니다.

7.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3

3. 표지표현, 표지
제외 버튼을 선택

하여, 표지를 노출
여부 선택



THE포트폴리오

6.1 포트폴리오 - 3단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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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y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꾸미기 단계 입니다.

포트폴리오 배경 및 콘텐츠를 추가합니다.

1

2

3

4

5

6

1.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콘텐츠 꾸미기
팝업을 표출합니다.

2. 자유 콘텐츠 선택시,
콘텐츠 입력 창이
나옵니다.

3. Editor, HTML, TXT
기능을 선택합니다.

4. 구성항목을 선택합니다.

5. 세부항목을 선택합니다.

6. 선택한 콘텐츠를 화면에
추가합니다.



THE포트폴리오

6.1 포트폴리오 - 3단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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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y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꾸미기 단계 입니다.

포트폴리오 배경 및 콘텐츠를 추가합니다.

12

1. 포트폴리오 작성 완료가 되면,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삭제 버튼을 클릭시, 포트폴리오를 삭제합니다.



THE포트폴리오

6.1 포트폴리오 - 미리보기

52

5. My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꾸미기 단계 입니다.

포트폴리오 배경 및 콘텐츠를 추가합니다.

1. 포트폴리오 제목을 클릭하여, 포트폴리오를 새 창으로 열어 확인합니다.

2. 포트폴리오 URL을 확인합니다.

3. 포트폴리오 화면 닫기 기능입니다.

1

2
3



THE포트폴리오

6.2 이력서관리

53

5. My 포트폴리오

이력서를 작성, 복사, 수정, 삭제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직종을 위해 다양한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My 포트폴리오> 이력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새 이력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3. 이력서를 복사, 수정,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4. 이력서 제목을 클릭하여, 이력서를 조회합니다.

1

2

34



THE포트폴리오

6.3 자기소개서 -나의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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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y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를 작성, 수정, 삭제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직종을 위해 다양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공개도 가능합니다.

향후 기업정보와 특성을 보면서 기업에 특화된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1. My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나의 자기소개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자기소개서를 검색 합니다.

3. 새 자기소개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4. 자기소개서 제목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1

2

3

4



THE포트폴리오

6.3 자기소개서 -공개자기소개서

5. My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를 공개함으로써 동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생들은 후배를 위해 좋은 자료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55

1. 자기소개서를 검색 합니다.

2. 자기소개서 제목을 클릭하

여, 조회합니다

3. 다른 학생의 자개소개서에

추천 및 댓글을 작성합니다.

1

2

3



THE포트폴리오

6.4 졸업후이력관리

5. My 포트폴리오

졸업 후 자신의 진로 상태(취업, 진학, 창업)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6

1

5

2 4

3

1. 취업, 진학, 창업에 대한 구분과 재직기간을 입력합니다.

2. 세부 취업 구분을 선택합니다.

3. 회사 검색을 통해 기업을 조회 후 선택합니다.

(해당 기업이 없는 경우 직접 입력)

4. 입력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5. 추가 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가 가능합니다.



7 My 유틸리티

THE포트폴리오 My 유틸리티는 학습관리에 꼭 필요한 교내 사이트의 ‘나의 정보‘ 내용

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사이버캠퍼스, 도서관활용 이력, 공지사항과 질문과 답변 게시판으로 구성됩니다.



THE포트폴리오

7.1 사이버캠퍼스

58

6. My유틸리티

사이버캠퍼스의 강좌정보, 예정된 할 일, 과거강좌 정보, 신규강좌 공지 등을 THE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에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1. 현재 진행중인 사이버캠퍼스 강좌 목록 제공, 제목클릭 시 해당시스템 이동

2. 사이버 캠퍼스의 일정 달력에 등록된 내용 출력 – 제목 클릭 시 해당 캘린더 페이
지로 이동

3. 사이버캠퍼스의 교과, 비교과, e-Class 과거강좌 목록 제공, 강좌명 클릭 시 해당
상세페이지로 이동

1

3

2



THE포트폴리오

7.2 도서관활용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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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y유틸리티

도서관활용 이력 화면 입니다.

현재의 대출도서 목록과 과거대출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보교육에 대한 신청현황, 이수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1. 관심 도서분야 그래프와 추천도서 목록 제공

2. 현재 대출중인 도서와 과거에 대출했던 도서목록 게시

3. 정보활용 교육에 대한 신청 및 이수이력 게시



THE포트폴리오

7.3 G-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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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y유틸리티

우리대학교에서 제공하는 Mail, Calendar, Drive 등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THE포트폴리오

7.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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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y유틸리티

공지사항 게시판 화면 입니다.

THE포트폴리오의 공지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제목을 클릭하여 공지사항을 조회합니다.

1



THE포트폴리오

7.5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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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y유틸리티

질문과 답변 게시판 화면 입니다.

THE포트폴리오의 질문을 등록하고, 답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My 유틸리티> 질문과 답변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질문을 등록합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