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포인트배점기준 제출서류 담당부서

정규
교육과정

1-1학기 1-2학기 2-1학기 2-2학기 점수 기준 상한

- 학사운영처채플(교양특강) 35 학기 -

기독교개론 35 학기 -

영성개발
신앙봉사

신앙봉사(선린성가대, 채플찬양단) 20 학기 -
참가

확인서 학과

교목실

단기 신앙봉사(행사 등) 10 건 30

신앙봉사 회장단 15 학기 -

영성훈련 대학 영성 캠프(수련회) 20 건 -
참가

확인서

사회봉사 사회봉사 활동

사회봉사활동(교양선택) 70 학기

200

- 학사운영처

자매결연봉사 / 국내·해외 봉사활동 / 선린봉사단 활동 2 시간 봉사확인서
학과

사랑의 헌혈 10 회 헌혈증서

리더십 리더활동

학생자치단체 임원(선출/임명) 30/20

학기 - - 입학학생처
학과학과 및 동아리 회장단 15

학회장(3년제이상 학과) 20

선린
멘토링

책임교수 멘토링 학생상담 / 공동체 활동 / 학업지도 / 취업진로지도 10 건 30 멘토링보고서
학과

교수학습지원센터B&S 멘토링 개인상담 / 공동체 활동 / 대학생활 20
학기 -

멘토링
신청/보고서선린공신 학습동아리 활동 20

공동체
활동

학과행사 참여 학과행사 참여(MT, 졸업여행 등) 단, 대동제 축제제외 10 건 30 내부기안 사본 학과

교내동아리 활동 일반, 취업․창업, 전공 동아리 활동 20 학기 40 참여확인서 입학학생처 
취업창업지원팀

대학 활동 참여 대학교육만족도 조사 / 강의평가 / 국가장학금신청 등 5 건 30 - 주관부서/학과

인성함양 교내특강 클린캠퍼스 사업 특강/ 장애인식 개선 교육/ 기타 교내특강 15 건 - - 주관부서

  HOPE-edu 포인트장학금 배점표

가. 인성함양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포인트배점기준 제출서류 담당부서

경력개발
정규

교육과정

1-1학기 1-2학기 2-1학기 2-2학기 점수 기준 상한
- 학과/학사운영처

대학생활과 진로 - 취업과 진로 - 70 학기 -

진로개발
진로개발 프로그램 목표 및 비전설정(1단계) / 진로설계(2단계) 50 세트 - - 취업창업지원팀

직업소양교육 평생교육원 20 학기 - 수료증 학과

능력개발

자격증 취득

국가기술 자격증 50 건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학과

국제교류원

MOS/ICDL 자격증 50 건 -

국가공인민간 자격증 30 건 -

등록민간 자격증 15 건 -

국가전문 자격증 (운전/전공) 20/40 건 -

외국어능력

영어 일본어 중국어

50 학기 - 성적표사본
TOEIC(550 이상), IBT TOEFL(55 이상), TOEIC 
SPEAKING 레벨5(110점 이상), ESPT 3급, IELT 
4.5, G-TELP 2등급(42점), TOEFL(PBT450점), 
CBT(137점), IBT(55점 이상), TOSEL(A)397점, 
TESL(104점), OPIc NH 등급, TEPS(450 이상) 

JPT: 415 이상
JLPT: 3급
니켄, JLP:
    450 이상

HSK: 3급
CPT: 
   300이상
BCT: 2급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30 학기 -
이수확인증

해외어학 연수 30 학기 -

교과 성적
성적 향상(평점평균 1.0이상) 50 학기 - -

학사운영처
평점 4.0 이상 20 학기 - -

대회/공모전

교내외 대회/공모전 참가 10 건 - 증빙자료

주관부서/학과교내 대회/공모전수상(입상/1위) 30/50 건 - 증빙자료

교외 대회/공모전수상(입상/1위) 40/60 건 - 증빙자료

자기주도학습 코넬식 학습노트 작성 50 학기 - 노트원본 교수학습지원센터

취업진로

교내특강/세미나 교내 취업진로관련 특강, 각 전공에 맞는 특강 및 세미나 참여 15 건 45 - 주관부서/학과

취업/진로캠프 프로그램 참여 50 건 -  취업창업지원팀

개인/집단 상담 5회 이상 참여 30 세트 - - 학생생활연구소
취업창업지원팀취업준비프로그램 모의면접, 구직서류클리닉,각종 검사 15 건 - -

체험학습

인턴십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 50 학기 - 실습일지
사본

학과현장실습 전공필수 개설시 의무학과 / 그 외는 비의무학과로 2주 이상 10/30 학기 -

증빙자료현장학습/견학 전공관련 현장학습/견학 10 건 -

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