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년 05월월 23일일 16시시 35분분



2
3

Table of Content

Table of Content
팝업존2020



부가정보 > 팝업존2020

취업에취업에 강한대학강한대학! 선린대학교선린대학교

취업에 강한대학! 선린대학교
노출기간2022-01-01 00:00: ~ 2024-12-31 00:00:

2022학년도학년도 재학생재학생 핵심역량핵심역량 진단평가진단평가 실시실시
2022학년도 재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 실시 기간:
2022.12.01(목)~2023.01.02(월) 대상: 전체 재학생 세부내용 자세
히보기
노출기간2022-01-01 00:00: ~ 2023-01-02 00:00:

2023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했죠!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하고 장학생 되자! 국가장학금 '23년 1학
기 1차 신청기간 '22. 11. 24.(목) 9시 ~ 12. 29.(목) 18시
노출기간2022-01-01 00:00: ~ 2022-12-29 00:00:

스마트스마트 캠퍼스캠퍼스 앱앱
스마트 캠퍼스 앱 업데이트 공지 자세히보기
노출기간2022-01-01 00:00: ~ 2023-04-30 00:00:

팝업존팝업존2020

/support
/support/www_popup_2020
/support/www_popup_2020?idx=76074&mode=view
https://www.sunlin.ac.kr/community/notice?idx=75007&mode=view
/support/www_popup_2020?idx=75042&mode=view
/community/notice?idx=74980&mode=view
/support/www_popup_2020?idx=74981&mode=view
/community/notice?idx=74869&mode=view
/support/www_popup_2020?idx=74870&mode=view


2022학년도학년도 재학생재학생 대상대상 대학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대학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실시실시..
2022학년도 재학생 대상 대학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실시 2022년
10월 17일(월) ~ 10월 31일(월)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 완료 후
HOPE-edu 포인트 70점 자동 부여
노출기간2022-01-01 00:00: ~ 2022-10-31 00:00:

2022취업경진대회취업경진대회

2022 대학혁신지원사업 취업경진대회 자세히보기
노출기간2022-01-01 00:00: ~ 2022-10-31 00:00:

2022 SUNLIN FESTIVAL
2022 SUNLIN FESTIVAL 9. 20.TUE - 9. 21. WED SUNLIN
UNIVERSITY
노출기간2022-01-01 00:00: ~ 2022-09-21 00:00:

2학기의학기의 시작은시작은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2차차 신청신청 EASY!
2학기의 시작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 EASY! 2차 신청기간 ‘22. 8.
17.(수) 9시 ~ 9. 15.(목) 18시
노출기간2022-01-01 13:08: ~ 2022-09-15 00:00:

선린대학교선린대학교 교육부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일반재정지원대학 약약 80억억 지원지원 ..
선린대학교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약 80억 지원 (2022~2024
년)
노출기간2022-06-03 00:00: ~ 2022-12-31 00:00:

https://www.onsurvey.kr/2022/09/20220929_4A/S.asp
/support/www_popup_2020?idx=74592&mode=view
/community/notice?idx=74244&mode=view
/support/www_popup_2020?idx=74378&mode=view
/community/notice?idx=74083&mode=view
/support/www_popup_2020?idx=74066&mode=view
/support/www_popup_2020?idx=74045&mode=view
/support/www_popup_2020?idx=73567&mode=view


2학기학기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신청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노출기간2022-05-24 00:00: ~ 2022-08-27 00:00:

학생상담센터학생상담센터 상담상담 서비스서비스 체험체험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학생상담센터 여러분의 모든고민을 들어드
립니다. 따뜻한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자세히보기
노출기간2022-05-12 00:00: ~ 2022-12-31 00:00:

i day 취업캠프취업캠프 신청자모집신청자모집

i day 취업캠프 신청자모집 자세히보기
노출기간2022-05-12 00:00: ~ 2022-05-31 00:00:

창업특강창업특강

나를 위한 맞춤 실전 창업 특강 창업특강 자세히보기
노출기간2022-05-12 00:00: ~ 2022-06-03 00:00:

선린대학교임시휴무선린대학교임시휴무 및및 휴업휴업
선린대학교임시휴무 및 휴업 
노출기간2022-04-27 00:00: ~ 2022-05-07 00:00:

/support/www_popup_2020?idx=73487&mode=view
https://www.sunlin.ac.kr/community/notice?idx=73430&mode=view
/support/www_popup_2020?idx=73442&mode=view
https://www.sunlin.ac.kr/community/notice?idx=73389&mode=view
/support/www_popup_2020?idx=73441&mode=view
https://www.sunlin.ac.kr/community/notice?idx=73407&mode=view
/support/www_popup_2020?idx=73440&mode=view
/support/www_popup_2020?idx=73353&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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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노출기간2022-04-26 00:00: ~ 202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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