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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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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프로그램 인정 기준

구    분 내    용

공    통 비교과 참여시간 인정과 마일리지 제공을 동시에 할 수 없음(마일리지 적용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졸업인증제 관련 비교과 참여시간에서 제외)

인정시간 1:1로 인정 하되 하나의 프로그램의 경우 5시간 까지만 인정(예, 참여 시간 2시간 비교과의 경우 2시간으로 인정되나 참여시간 20시간의 비교과의 경우 최대 5시간으로 인정)

마일리지 시간당 5마일리지(5,000원) 적용하며 5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의 경우도 최대 25마일리지를 초과할 수 없음 

기    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의 경우 마일리지 적용 기준을 사업단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사업단 문의)

예   외

위 비교과 참여시간 및 마일리지 적용 기준을 반드시 준용하여야 하나 프로그램 주관 부서에서 비교과 인정시간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도 2017학번 이전 학번 학생의 경우 졸업

인증제 해당 학생이 아니므로 비교과 프로그램 주관 부서의 사정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비교과 인정시간 적용 대신 마일리지를 적용 할 수 있음(이때에도 비교과 인정시간과 마일

리지 중복 적용은 할 수 없음)

 



비교과통합지원센터

Center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2017학년도 2학기 부서별 비교과 프로그램 시행계획

부서명 프로그램명 시행일 주역량 / 보조역량 졸업인증 인정시간 

트리니타스칼리지

(교수학습개발센터)

CUP 스터디홀릭+ 10월 31일~11월 3일 창의 / 소통, 공동체 4시간

Jump up 4.0 프로그램 9월 15일~1월 10일 소통 / 창의, 공동체 5시간

K-MOOC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9월 14일~12월 22일 융복합 / 창의, 공동체 5시간

개인/집단학습컨설팅 상시 소통 / 창의, 공동체 1시간

교과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2학기 공동체 / 창의, 소통 5시간

교수/학생 튜터링 프로그램 9월 14일~12월 22일 공동체 / 소통, 창의 5시간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참여소감문 공모전 11월 1일~11월 30일 창의 / 소통, 공동체 5시간

글쓰기 1:1코칭 프로그램 상시 창의 / 소통, 융복합 1시간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 상시 창의 / 소통, 융복합 1시간

글쓰기 특강 11월 1일, 11월 8일 창의 / 소통, 융복합 2시간

논문발표대회 11월 29일 창의 / 소통, 융복합 5시간

다시 듣고 싶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11월 1일~11월 17일 창의 / 소통, 융복합 5시간

발표 및 프레젠테이션 1:1 코칭 프로그램 상시 소통 / 창의, 공동체 1시간

북적북적(Book績Book迪) 독서감상문 공모전 11월 14일~12월 8일 소통 / 창의, 공동체 5시간

북적북적(Book績Book迪) 독서 토론 프로그램 11월 14일~12월 8일 소통 / 창의, 공동체 5시간

CUP 우수학습자 발굴사업 10월 20일~11월 9일 창의 / 공동체, 소통 5시간

인문고전 문학기행 프로그램 9월 20일~12월 1일 소통 / 공동체, 창의 5시간

창의 융합형 인재 프로그램 <투게더(Two+gather)> 9월 20일~12월 1일 창의 / 융복합, 공동체 5시간

학습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9월 14일~12월 22일 공동체 / 소통, 융복합 5시간

학습법 특강 10월 11일 창의 / 소통, 공동체 2시간

창의 특강 11월 15일, 11월 22일 창의 / 소통, 공동체 2시간

인생학교 10월 30일 도덕 / 소통, 공동체 1시간



비교과통합지원센터

Center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부서명 프로그램명 시행일 주역량 / 보조역량 졸업인증 인정시간 

중앙도서관

책이 주는 위안 힐링독서 9월 20일~11월 8일 소통 / 융복합, 공동체 1시간(회당)

BOOK 토크 콘서트 10월 18일~11월 15일 소통 / 융복합, 공동체 1시간(회당)

다독자 시상 12월 소통 / 융복합, 공동체 -

친친독서도우미 9월~11월 소통 / 융복합, 공동체 -

독서감상문 대회 10월~11월 소통 / 융복합, 공동체 -

부서명 프로그램명 시행일 주역량 / 보조역량 졸업인증 인정시간 

종합인력개발원

진로캠프 11월 3일 소통 / 창의, 융복합 -

취업캠프 10월 31일 융복합 / 창의, 소통 -

CUP소통리더십프로그램 미정 소통 / 창의, 융복합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과정 미정 융복합 / 창의, 소통 -

탐방프로그램 상시 융복합 / 창의, 공동체 -

취업멘토링프로그램 미정 소통 / 창의, 융복합 -

부서명 프로그램명 시행일 주역량 / 보조역량 졸업인증 인정시간 

창업교육센터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2017년 9월~2018년 2월 창의 / 소통, 융복합 5

창업캠프 10월 27~28일 창의 / 소통, 융복합 -

창업토크콘서트 11월 창의 / 소통, 융복합 3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9월 25일~11월 17일 창의 / 소통, 융복합 -

창업 멘토링 10월~12월 창의 / 소통, 융복합 5

글로벌 창업 특강 10월~12월 창의 / 소통, 융복합 2

창업 특강 10월~12월 창의 / 소통, 융복합 2

사회적기업 워크숍 12월 창의 / 소통, 융복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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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프로그램명 시행일 주역량 / 보조역량 졸업인증 인정시간  

학생상담센터

개인상담 상시 소통 / 공통체, 도덕 5

집단상담(진로집단상담Ⅱ 진로, 슈어 와이낫?) 11월 1~15일 소통 / 공통체, 도덕 5

집단상담(학과별 응집력 향상 집단 프로그램) 의뢰시 소통 / 공통체, 도덕 3

심리검사 및 교육특강(11월 심리검사의 날)

-MBTI성격유형, EPDI심리역동, STRONG(직업흥미)
11월 21~30일 소통 / 공통체, 도덕 2

심리검사 및 교육특강(단체 심리검사) 의뢰시 소통 / 공통체, 도덕 -

동료상담자 양성교육 11월 3~24일 공동체 / 도덕, 소통 -

부서명 프로그램명 시행일 주역량 / 보조역량 졸업인증 인정시간 

대외협력처

영어어학연수단 겨울방학 중 국제화 / 소통, 공동체 5

학과국제교류사업 2학기 중 국제화 / 소통, 공동체 -

일본어교육과정 및 어학연수단

학내교육

2017년 12월 22일~ 

2018년 1월 19일

어학연수

2018년 1월 20~28일

국제화 / 소통, 공동체 5



비교과통합지원센터

Center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2017학년도 2학기 지방대학특성화 사업단 비교과 프로그램 시행계획

부서명 프로그램명 시행일 주역량 / 보조역량 졸업인증 인정시간 

4D 헬스케어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4D-Cross Jump-up 2학기 융복합 / 창의, 공동체 -

4D-Cross 동아리제 2학기 융복합 / 창의, 공동체 -

4D-Cross 융복합 캠프 2018년 1월 융복합 / 창의, 공동체 -

글로벌 어학역량 강화 프로그램 2학기 국제화 / 창의, 융복합 -

글로벌 의료ICT 현장체험 프로그램(일본재활치료학회 학술대회 참가 ) 10월 국제화 / 창의, 융복합 -

글로벌 의료ICT 현장체험 프로그램(4D 융합기술 국제학술대회 ‘SIGGRAPH ASIA 2017 Bang-kok'참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11월 국제화 / 창의, 융복합 -

의료ICT 전문가 특강 미정 융복합 / 창의, 국제화 -

공유가치창출형 

사회적경제조직

경영인재 양성사업단

사회적기업 탐방 10월 11일 공동체 / 소통, 융복합 -

지역사회 사회적자본 사례조사 발표대회 11월 1일 공동체 / 소통, 창의 -

사회적경제 가치 사례분석 발표대회 11월 15일 융복합 / 소통, 공동체 -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콘테스트 11월 22일 창의 / 소통, 융복합 -

사회적경제 정부지원제도 워크숍 11월 29일 소통 / 공동체, 창의 -

사회적경제 세미나 12월 29일 소통 / 공동체, 융복합 -

취업스쿨 11월 25~26일 융복합 / 공동체, 창의 -

생애말기케어

복지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자기이해 11월 공동체 / 소통, 창의 -

보완대체요법 9~10월 융복합 / 창의, 공동체 -

현장전문가 특강 겨울방학 중 융복합 / 소통, 창의 -

학술제(사례관리경진대회) 10월 융복합 / 창의, 공동체 -

국내전문기관견학 10월 융복합 / 창의, 공동체 -

현장체험교육(학술대회참가) 겨울방학 중 융복합 / 소통, 창의 -

단기해외연수 겨울방학 중 국제화 / 융복합, 공동체 -

생애말기케어 세미나 학기 중 융복합 / 창의, 공동체 -

기관인턴십 겨울방학 중 융복합 / 소통, 공동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