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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비교과과정 이수에 따른 유닛 부여 기준비교과
교육과정 제도

1)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

구 분 Unit 부여 기준 프로그램당
한도(Unit) 비 고

장기 
교육프로그램

2Unit / 
6시간 이상

15
월간, 학기당 프로그램

(예 : 어학특강)

단기 
교육프로그램

3Unit / 1일(4시간 이상)
2Unit / 1일(4시간 미만)

9
2일 이상 프로그램

(예 : 취업 캠프)

당일 
교육프로그램

2Unit / 1~3시간
3Unit / 4시간 이상

3 초청 세미나

5) 상담 

구 분 Unit 부여 기준
학년당

한도(Unit)
비 고

학과(교수) 
상담

1Unit / 1회 10
지도교수 상담

담당교수 상담 등

상담센터 
상담

2Unit / 1회(30분 이상)
1Unit / 1회(30분 미만)

10
상담 전문가 상담
취업지원관 상담

대학 상담
프로그램

2Unit / 1일(4시간 이상)
1Unit / 1일(4시간 미만)

10
집단상담, 또래상담, 

사제동행 등

2) 동아리(대학 또는 학과 인정하는 동아리) 또는 LAB 활동

구 분 Unit부여 기준 비 고

학술 동아리
취·창업 동아리

문제해결 프로젝트팀
LAB 활동 등

3Unit / 1학기
(30시간 이상) 활동

2Unit / 1학기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활동

지도교수 또는 
관리 기관

(학과, 대학부서, 
사업단 등)장의 

확인비학술 동아리
예체능 동아리

2Unit / 1학기(30시간 이상) 활동

※ 각 동아리 리더(회장) 또는 프로젝트 팀장에게 리더십 영역에서 2Unit 추가 부여

6) 행사(대학 또는 학과 인정하는 행사) 참여

구 분 Unit 부여 기준
행사당

한도(Unit)
비 고

학과 행사 2Unit / 1일 4 학과장 확인

대학 행사 2Unit / 1일 6 부서장 확인

3) 어학, 자격증 

구 분 Unit 부여 기준 비 고

어학 언어별 최대 20Unit 공인성적표 제출

전공 자격증
기사이상 : 15Unit, 산업기사 : 10Unit, 

기능사 : 5Unit
자격증 사본

비전공 
자격증

기사이상 : 7Unit, 산업기사 : 5Unit, 
기능사 : 3Unit

자격증 사본

IT 자격증
프로그램·네트워크 국제 : 7Unit, 

A급 : 5Unit, B급 : 3Unit
자격증 사본

7) 독서(단행본)

구 분 Unit 부여 기준
학년당

한도(Unit)
비 고

대학 지정도서 3Unit / 1권 전 영역
10

우리대학 ‘도서관 
추천도서 100선’

대학 비지정 도서 2Unit / 1권

※ 우리대학 도서관 추천도서 100선에 해당하는 도서는 핵심역량별로 분류하여 공고함

9) 논문발표

구 분 Unit 부여 기준
학년당

한도(Unit)
비 고

국내외 학술대회
(국문 논문)

공저자 :  5Unit / 1회
주저자 :  8Unit / 1회

없음

참가자 개인별 
부여

지도교수 또는 
관리기관

(학과, 대학부서, 
사업단 등)장의 

확인

국내외 논문지
(국문 논문)

공저자 :  8Unit / 1회
주저자 : 12Unit / 1회

국제 학술대회
(원어 논문)

공저자 : 10Unit / 1회
주저자 : 15Unit / 1회

국제 논문지
(원어 논문)

공저자 : 12Unit / 1회
주저자 : 20Unit / 1회
※ 저명국제학술지 2배

4) 봉사활동(지역공헌활동, 입시홍보 등 대학공헌활동 포함)

구 분 Unit 부여 기준
프로그램당
한도(Unit)

비 고

당일 봉사프로그램
1Unit / 1~3시간

2Unit / 4시간 이상
2

장·단기 봉사프로그램
글로벌 봉사프로그램

2Unit / 1일 (4시간 이상)
1Unit / 1일 (4시간 미만)

10
2일이상 

봉사프로그램

※ 글로벌 봉사프로그램의 경우 해외연수Unit 추가 부여

8)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

구 분 Unit 부여 기준
학년당

한도(Unit)
비 고

교내
참가 :  4Unit / 1회
입상 :  6Unit / 1회

없음

참가자 개인별
부여

지도교수 또는 
관리기관

(학과, 대학부서, 
사업단 등)
장의 확인

지역
(충청권, 권역별)

참가 :  5Unit / 1회
입상 :  8Unit / 1회

전국, 국제(2개국)
참가 :  6Unit / 1회
입상 : 10Unit / 1회

국제(3개국 이상)
참가 : 10Unit / 1회
입상 : 15Unit / 1회

※ 각 프로젝트 팀장에게 리더십 영역에서 2Unit 추가 부여(동일 프로젝트당 1회에 한함)

10) 지식재산권 출원

구 분 Unit 부여 기준
학년당

한도(Unit)
비 고

국내 지식재산권
공저자 :  5Unit / 1회
주저자 :  8Unit / 1회

없음
참가자 개인별

부여
국외 지식재산권

공저자 : 10Unit / 1회
주저자 : 15Unit / 1회

※ 등록되면 동일 Unit 추가 부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은 소위 ‘5C’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mputational thinking)의 핵심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춘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C+U200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재학 기간 중에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대학생의 학습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에 이르는 전체 학습과정을 평가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과정은 정규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학습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정규교과과정의 교과활동에는 수업준비, 수업참여,    

과제수행, 시험 및 평가 등이 포함되며, 비교과과정     

활동에는 학습동아리, 독서, 봉사활동, 어학 및 자격증 

취득 등을 비롯한 자기계발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교과과정의 학습활동은 학점이라는 

평가결과로 나타나지만, 비교과과정의 학습활동은 정형

화된 평가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수요자인 사회와 기업은 학점만으로는 다양성과 특성화

를 요구하는 이 시대의 인재상을 반영할 수 없다고      

보고, 영어와 자격증으로 대표되는 비교과과정의 활동 

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대학들은 졸업요건

으로 정규교과과정 졸업학점 외에 추가적인 졸업인증제

도를 도입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C+U200 제도는 정규교과과정 130학점

(Credit)과 비교과과정 70유닛(Unit)을 졸업요건화     

하여 학생들이 정규교과과정의 학습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비교과과정을 통하여 보충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었습니다. “한밭 인재인증제”는 정규교과과정과 비교과

과정의 이수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은 우수인재로 인증하고 포상

하는 제도로써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감

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입목적 Unit의 부여 원칙



시행기관 A급(5Unit) B급(3Unit)

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시험 1, 2급 국어능력인증시험 3, 4, 5급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한국실용글쓰기 1, 2급 공인실용글쓰기 준2, 3, 준3급

KBS한국어진흥원 KBS한국어능력시험 1, 2급 KBS한국어능력시험 3, 4급

시행기관 A급(5Unit) B급(3Unit)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생산성본부
•		ITQ(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A등급
•		ICDL(스프레드쉬트, 데이터베이스, 프리젠테이션)

ITQ(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B, C등급

한국정보통신
자격협회

•		PC 정비사 1급
•		네트워크관리사 1급
•		인터넷보안전문가 1급
•		지능형로봇 1급
•		컴퓨터소양

•		PC 정비사 2급
•		네트워크관리사 2급
•		인터넷보안전문가 2급
•		지능형로봇 2, 3급

한국정보산업연합회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A등급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B등급

Microsoft MOS(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시행기관 자격증(7Unit)

Microsoft MCP 중 2개, MCSE, MCDBA, MCSD, MCAD, MCAP 중 2개

Oracle OCP-DBA, OCP-Developer

SUN SCJP, SCJD, SCNA

Cisco CCNA, CCIE, CCNP, CCDA, CCDP

Adobe ACA Adobe Dreamweaver, Flash, 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InDesign

Macromedia Macromedia Flash Developer, Macromedia Dreamweaver Developer

종목 시행처 인정가능 인정불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1, 2급 3, 4, 5, 6급

한국어능력시험 KBS 1, 2+, 2-급 3+, 3-, 4+, 4-급

상공회의소한자 대한상공회의소 1, 2, 3급 4, 5, 6, 7, 8, 9급

한자능력검정 대한어문회 특, 특II, 1, 2, 3급 3II, 4, 4II, 5, 5II, 6, 6II, 7, 7II, 8급

한자급수자격검정 대한검정회 대사범, 사범, 1, 준1, 2, 준2급 3, 준3, 4, 준4, 5, 준5, 6, 7, 8급

YBM 상무한검 YBM시사 1, 2, 3급 4, 5급

한자급수인증시험 한국교육문화회 1, 2, 3급, 장원급 4, 준4, 5, 준5, 6, 7, 8급

한자자격검정 한자교육진흥회 사범, 1, 2, 3급 준3, 4, 준4, 5, 준5, 6, 7, 8급

한국한자검정 한국평생교육평가원 1, 2, 3, 준3급 4, 준4, 5, 준5, 6, 7, 8급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1급, 2급, 준2급 3급, 준3급

※ 위에 나열되지 않은 자격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의사소통     자격증 ▶ 의사소통 자격증

실용전문     자격증 ▶ OA자격증 실용전문     취업준비 ▶ 검정시험 성적

실용전문     자격증 ▶ 프로그램, 네트워크 자격증

영역 활동 항목 세부내용 Unit
한도

학년 전체

글
로
벌                                

어학

공인영어 시험성적

TOEIC 성적기준

영어영문학과 외 영어영문학과       
500점 이상 600점 이상 6

20
600점 이상 750점 이상 10
700점 이상 800점 이상 14
800점 이상 900점 이상 18
900점 이상 950점 이상 20

TOEFL(IBT) 성적기준

영어영문학과 외 영어영문학과       
60점 이상 70점 이상 6

20
70점 이상 80점 이상 10
80점 이상 90점 이상 14
90점 이상 100점 이상 18
100점 이상 110점 이상 20

TEPS, IELTS

영어영문학과 외 영어영문학과       
TEPS IELTS TEPS IELTS       

212점 이상 5.5점 이상 255점 이상 6.0점 이상 6   

20
255점 이상 6.0점 이상 309점 이상 6.5점 이상 10   
309점 이상 6.5점 이상 379점 이상 7.0점 이상 14   
379점 이상 7.0점 이상 471점 이상 7.5점 이상 18   
471점 이상 7.5점 이상 525점 이상 8.0점 이상 20   

TOIC Speaking, Opic

영어영문학과 외 영어영문학과       
TOEIC Speaking OPIc TOEIC Speaking OPIc       

80~100 NH 110~120 IL 6

20
110~120 IL 130~150 IM 10
130~150 IM 160~180 IH 14
160~180 IH 190 AL 18
190~200 AL 200 AL 20

공인중국어 시험성적 HSK

중국어과 외 중국어과       
3급 3급 10 8   

20
4급 4급 14 12   
5급 5급 18 16   
6급 6급 20 20   

공인일본어 시험성적 JPT, JLPT

일본어과 외 일본어과       
JPT JLPT JPT JLPT       

400점 이상 N4/N5 500점 이상 N3 6   

20
500점 이상 N3 600점 이상 N2 10   
600점 이상 N2 760점 이상 N1(140점 미만) 14   
700점 이상 N1(140점 미만) 860점 이상 N1(140점 이상) 18   
860점 이상 N1(140점 이상) 950점 이상 N1(160점 이상) 20   

교육프로그램
어학 특강/세미나, 특강, 캠프 등 프로그램별로 개설시 기준에 따라 Unit 공고 2~15   
어학시험응시 회당 3Unit 3
모의 어학시험응시 회당 1Unit 1

독서
독서활동 보고서 대학 지정 도서 3Unit, 비지정 도서 2Unit 2~3 10

독후활동
담당자의 진행으로 지정도서에 대한 독서 서평 및 주제 토론 활동 진행 3

10
문학관 등 문화탐방과 북토크를 통한 참여자의 독서토론 활동 2

클리닉

클리닉 특강 참여 단기(1개월 이내) 3Unit, 학기(1개월이상) 5Unit 3~5   
클리닉 지도 참여 회당 1Unit 1 5
학습도우미 1주 ~  3주 : 1 Unit / 4주 ~  6주 : 2 Unit / 7주 ~ 10주 : 3 Unit 1~3
방문학습자 1 Unit/3회 참여(학년 한도 5Unit) 1 5
튜터 1주 ~  3주 : 2 Unit / 4주 ~  5주 : 3 Unit 2~3
튜터 1주 ~  3주 : 2 Unit / 4주 ~  5주 : 3 Unit 2~3

교류프로그램 유학생 도우미 유학생과 도우미에게 각각 부여 / 단기(1개월이내) 3Unit, 학기(1개월이상) 5Unit 3~5   
해외연수 해외연수 보고서(봉사, 인턴십 포함) 단기 2주 이하 2Unit, 8주 미만 4Unit, 8주이상 5Unit, 학기(교환학생 포함) 10Unit ※휴학생의 해외연수 실적은 복학한 학기에 인정 2~10   

영역 활동 항목 세부내용 Unit
한도

학년 전체

인성
윤리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특강, 캠프 등 프로그램별로 개설시 기준에 따라 Unit 공고 2~15   

독서
독서활동 보고서 대학 지정 도서 3Unit, 비지정 도서 2Unit 2~3 10

독후활동
담당자의 진행으로 지정도서에 대한 독서 서평 및 주제 토론 활동 진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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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진단
인적성검사 검사유형별 1Unit / 1회 1 5
역량진단 한밭핵심역량진단, K-CESA 등 교내·외 역량진단 1~2Unit / 1회(4시간 기준) 1~2   

생활상담

상담(교수) 회당 1 Unit 1 10
상담(대학 상담센터) 회당 1~2 Unit 1~2 10
심리검사(대학 상담센터) 회당 1~2 Unit 1~2 10
사제동행, 또래상담, 집단상담 및 유사 프로그램 프로그램별로 개설시 기준에 따라 Unit 공고 1~10 10

봉사활동
(지역사회공헌)

개인별 봉사활동 
프로그램별로 개설시 기준에 따라 Unit 공고 1~10 10

교내외 단체 봉사활동
동아리 비학술동아리/예체능동아리 학기(30시간 이상) 3Unit / 학기(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3Unit 2   
경진대회/공모전 교내외 및 국제 경진대회, LINC+ C-DNA 등 대회 규모에 따라 Unit 차등 배분 4~15   
학과 및 대학행사 전체MT, 학과체육대회 및 유사프로그램 1일 2Unit, 최대 6Unit(학급행사제외) 2~6 10

의사
소통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특강, 캠프 등 프로그램별로 개설시 기준에 따라 Unit 공고 2~15   

독서
독서활동 보고서 대학 지정 도서 3Unit, 비지정 도서 2Unit 2~3   

독후활동
담당자의 진행으로 지정도서에 대한 독서 서평 및 주제 토론 활동 진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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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클리닉 특강 참여 단기(1개월 이내) 3Unit, 학기(1개월이상) 5Unit 3~5   
클리닉 지도 참여 회당 1Unit 1 5
학습도우미 1주 ~ 3주 : 1 Unit / 4주 ~ 6주 : 2 Unit / 7주 ~ 10주 : 3 Unit 1~3
방문학습자 1 Unit / 3회 참여(학년한도 5Unit) 1 5
튜터 1주 ~  3주 : 2 Unit / 4주 ~  5주 : 3 Unit 2~3
튜티 1주 ~  3주 : 2 Unit / 4주 ~  5주 : 3 Unit 2~3

자격증 의사소통 자격증 취득 대학이 인정하는 의사소통관련 자격증(A급 5Unit, B급 3Unit) 3~7
경진대회/공모전 교내외 및 국제 경진대회 대회 규모에 따라 Unit 차등 배분 4~15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특강, 캠프, 장비교육, LINC+ X-DNA/R-DNA 등 프로그램별로 개설시 기준에 따라 Unit 공고 2~15

독서
독서활동 보고서 대학 지정 도서 3Unit, 비지정 도서 2Unit 2~3 10

독후활동
담당자의 진행으로 지정도서에 대한 독서 서평 및 주제 토론 활동 진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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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클리닉 특강 참여 단기(1개월 이내) 3Unit, 학기(1개월이상) 5Unit 3~5   
클리닉 지도 참여 회당 1Unit 1 5
학습도우미 1주 ~  3주 : 1 Unit / 4주 ~  6주 : 2 Unit / 7주 ~ 10주 : 3 Unit 1~3
방문학습자 1 Unit/3회 참여(학년 한도 5Unit) 1 5
튜터 1주 ~  3주 : 2 Unit / 4주 ~  5주 : 3 Unit 2~3
튜티 1주 ~  3주 : 2 Unit / 4주 ~  5주 : 3 Unit 2~3

프로젝트 교육 산학프로젝트/지역문제 해결프로젝트/학습동아리 학기(30시간 이상) 3Unit / 학기(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Unit 2~3
자격증 비전공 관련 자격증 비전공 관련 자격증(기능사 3Unit, 산업기사 5Unit, 기사 7Unit) 3~7
경진대회/공모전 교내외 및 국제 경진대회, 지역사회 경진대회, LINC+ X-DNA 등 대회 규모에 따라 Unit 차등 배분 4~15

논문발표
논문지

논문지, 학술대회 규모에 따라 Unit 차등 배분
8~40

학술발표 5~15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저작권 등 국내 5~8Unit, 국외 10~15Unit 5~30

실용
전문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특강, 캠프, 연구실 안전교육 등 프로그램별로 개설시 기준에 따라 Unit 공고 2~15

독서
독서활동 보고서 대학 지정 도서 3Unit, 비지정 도서 2Unit 2~3 10

독후활동
담당자의 진행으로 지정도서에 대한 독서 서평 및 주제 토론 활동 진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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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work 학과 실험실 연구 학기(30시간 이상) 3Unit 3

동아리
전공 및 자율 동아리 학기(30시간 이상) 3Unit / 학기(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Unit 2~3
학습동아리(교수학습센터) 5Unit / 1학기활동 5

클리닉

클리닉 특강 참여 단기(1개월 이내) 3Unit, 학기(1개월이상) 5Unit 3~5
클리닉 지도 참여 회당 1Unit 1 5
학습도우미 1주 ~ 3주 : 1 Unit / 4주 ~ 6주 : 2 Unit / 7주 ~ 10주 : 3 Unit 1~3
방문학습자 1 Unit/3회 참여(학년한도 5Unit) 1 5
튜터 1주 ~  3주 : 2 Unit / 4주 ~  5주 : 3 Unit 2~3
튜터 1주 ~  3주 : 2 Unit / 4주 ~  5주 : 3 Unit 2~3

자격증

OA 자격증 대학이 인정하는 OA관련 자격증(1급 이상 A급 5Unit, B급 3Unit) 3~5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 대학이 인정하는 프로그램 자격증 7Unit 7   
전공 관련 자격증 학과장이 인정하는 전공 관련 자격증(기능사 5Unit, 산업기사 10Unit, 기사 15Unit) 5~15   
진로 관련 자격증 진로에 관련된 자격증 건당 1Unit 1 5

진로상담
상담(교수) 회당 1 Unit 1 10
상담(취업지원관) 회당 1 Unit 1 10

취업준비
현장체험, 세미나, 특강, 취업캠프 등 프로그램별로 개설시 기준에 따라 Unit 공고 2~10
취업동아리 학기(30시간 이상) 3Unit / 학기(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Unit 2~3
검정시험 성적 종목별 기준등급 이상 3Unit 3

창업활동

창업교육이수(LINC+ E-DNA, SUIT 등) 프로그램별로 개설시 기준에 따라 Unit 공고 2~10
창업동아리(LINC+ E-DNA, SUIT 등) 학기(30시간 이상) 3Unit / 학기(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Unit 2~3
정부창업지원자금수혜 수혜 건당 3Unit 3
창업 창업시 20Unit 20

산학협력 산학 및 기술동아리 활동 학기(30시간 이상) 3Unit / 학기(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Unit 2~3
경진대회/공모전 교내외 및 국제 경진대회 대회 규모에 따라 Unit 차등 배분 4~15
포트폴리오 학생포트폴리오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1년 기준 5Unit(10P 이상(표지, 목차 제외), PDF 파일 제출) 5

리
더
십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특강, 캠프 등 프로그램별로 개설시 기준에 따라 Unit 공고 2~15

독서
독서활동 보고서 대학 지정 도서 3Unit, 비지정 도서 2Unit 2~3 10

독후활동
담당자의 진행으로 지정도서에 대한 독서 서평 및 주제 토론 활동 진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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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학과 봉사
학생회 임원, 신문방송국 기자, 학생홍보기자단, 학생홍보대사(1년 기준)

총학생회장급 6   
  
  

총학생회 임원, 학과대표, 정기자 4
학급대표 3
수습기자 2
학생홍보기자단, 학생홍보대사 1 10

학과임원(6개월) 학과임원 1
동아리 대표(6개월 기준) 각종 동아리 대표 2

프로젝트 리더 각종 프로젝트 리더 산학 프로젝트 / 지역공헌프로젝트 ※동일 프로젝트 또는 작품당 1회 2
국토대장정 교내외 국토대장정 5일 이상 5Unit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