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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청주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소개

1. 비교과 프로그램이란?

Ÿ 재학생의 역량진단 결과 및 진로계획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전공역량, 핵심역량의 
배양 및 증진을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징

Ÿ 역량진단 및 목표설정,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사회진출 등 일련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의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EDELWEIS(학생역량종합지원시스템)에서 
지원합니다.

3. 부서별 주요 프로그램

사제공감(師弟共感), 

인성교육, 신체활동 

강좌, 생활관 봉사활동 

등 RC 프로그램

맞춤형 진로 심리상

담, ‘심심(深心)풀이’, 

MBTI 검사 등 진로·

심리 관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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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LWEIS(학생역량종합지원시스템)

기초과학, 기초교양,

의사소통, 독서토론,

외국어 등 기초교양 

및 의사소통 관련 

프로그램

학습법 워크숍, 학습

동아리, 학습튜터링, 

‘PoE 진로학기’ 등 

취미·인성 관련 프로

그램

국제대사,외국인

멘토링, 한국어교사 

리더쉽 등 국제교류 

관련 프로그램

전자정보검색대회, 

독서토론세미나, 각

종 이용자교육, 도서

관 이벤트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창업특강, 창업동아

리,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 및 전문 특허 

관련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완성, 

면접 프로그램, 학과 

맞춤형, 취업특강 등 

각종 취업 관련 프로

그램

산학역량강화 국내현

장실습, ALL-SET 프

로그램, Project Lab 

프로그램

교양대학 교육혁신원 국제교류처 학생종합상담센터 생활관

중앙도서관 창업교육센터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II. 청주대학교 4C 핵심역량

Ÿ 실학성세의 교육이념과 인재상(공감형 창의적 실용-융합인)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4대 핵심역량을 도출하였습니다.

Ÿ 우리대학은 핵심역량(4C)을 기반으로 학과(전공)에서 운영하는 전공(M, Major)비교과 프로그램과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양(C, Core)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실용

•
융합

자원•정보•기술 활용 역량

지식 융합 역량

종합적 사고 역량

진취적 사고 역량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

상호 문화 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창의

소통

인성

과제 수행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 및 정보 융합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 지식 산출물을 
창출해 내는 능력

과제 해결이나 문제 상황에서 분석적, 추론적, 대안적 사고 과정을 거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능력 

문제 상황에서 발전적 변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과 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능력 

토론 및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도, 정보를 이해하고 타인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문화와 세계에 대한 수용적이고 경험적인 태도와 국제적 감각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능력

성공적인 조직 생활과 과업 수행을 위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해 가는 능력 

조직 활동을 기반으로 공동체 및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III. 청주대 역량마일리지 제도 운영 안내

Ÿ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및 자기주도적 성취활동(어학점수 취득, 봉사활동 등)들을 마일리지로 
쌓고 장학금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비교과 참여동기 및 관심을 제고합니다.

Ÿ 누적된 역량마일리지는 학기별로 일정수준 이상 취득 시, 예산에 따라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Ÿ 1년에 2회(8월, 다음해 2월) 지급하며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합니다.(전액 장학금 받는 경우에도 수령가능)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역량마일리지 적립방법 ]

[ 자격증, 어학점수,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 개별 실적 인증을 통한 역량마일리지 적립방법 ]

구분 내용

지급대상
청주대학교 재학생(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졸업예정자 포함)
※ 단, 2021학년도부터는 핵심역량(4C)진단에 참여한 자

적립시기
2021학년도 1학기: 1월 1일 ~  6월 30일
2021학년도 2학기: 7월 1일 ~ 12월 31일

인증영역 학습, 진로ž심리, 인성ž봉사, 취ž창업, 전공실무, 글로벌 등 6개 영역

내 마일리지 확인 EDELWEIS 시스템 로그인 – CAREER – 연도별 누적 마일리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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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역량마일리지 적립 방법

1. EDELWEIS(학생역량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v EDELWEIS(학생역량종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면 비교과 프로그램 참가 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① 접속방법

Ÿ http://hive.cju.ac.kr 로 접속
Ÿ 청주대학교 EDELWEIS(학생역량종합지원시스템)홈페이지 메인 화면 로그인 버튼 클릭

② 로그인

Ÿ 청주대학교 차세대 포털 종합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아이디(학번) / 비밀번호로 로그인

5

http://hive.cju.ac.kr (EDELWEIS) 접속 > 로그인 



v EDELWEIS(학생역량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후 MY PAGE에서 운영 중인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 내가 
신청한 비교과 프로그램 목록 등을 한번에 볼 수 있습니다.

③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확인

Ÿ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 및 내가 신청한 비교과 프로그램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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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MY PAGE에서 상단 CAREER(커리어)를 클릭하면, MY커리어(비전설계/진로계획/역량개발/사회진출/ 
ONE- STOP상담), 취업정보, 커뮤니티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7

EDELWEIS > 로그인 > CAREER 



2.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기

v CAREER(커리어)에서 역량개발을 클릭하면 참여 가능한 전체비교과 프로그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참여하고자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① 비교과 프로그램 선택

Ÿ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현황 확인 가능
Ÿ 참여하고자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선택

② 비교과 프로그램 검색

Ÿ 좌측 검색기를 통해 신청 기간별, 참여기간별, 프로그램 제목별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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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신청하기

v 참여하고자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상세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①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Ÿ 참여하고자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②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대기

Ÿ 프로그램 수용인원이 다 찬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대기’ 신청 가능
Ÿ 대기 신청 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대기인원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알림창 확인 가능

9

EDELWEIS > 로그인 > CAREER >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 프로그램 보기



4. 내가 신청한 비교과 프로그램 확인하기

v MY PAGE의 상단 CAREER(커리어)에서 '취업캘린더'를 클릭하면 내가 신청한 비교과 프로그램 
캘린더(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DELWEIS > 로그인 > CAREER > 커뮤니티 > 취업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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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교과 프로그램 수료 후 만족도 평가 참여하기

v 프로그램 참여 후 수료처리가 완료되면(최소 1주일 소요)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v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만족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v 만족도 평가를 완료해야만 프로그램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만족도 평가 진행

Ÿ 프로그램 정보 하단의 만족도 평가 버튼 클릭
Ÿ 만족도 평가 완료 후 프로그램 수료증 출력
※ 

11

EDELWEIS > 로그인 > CAREER >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 프로그램 보기 > 만족도 평가

수료증 출력버튼이 활성화 되었다면, 프로그램 수료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마일리지 적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 합니다.



V. 개별실적 인증 신청을 통한 역량마일리지 적립방법
(자격증, 어학점수,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

1. 개별실적 인증 신청하기

v 어학점수, 자격증, 봉사활동 등 실적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항목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v 신청 시 증빙자료(성적표, 자격증, 확인서 등 원본 스캔)가 필요하오니 신청하기 전 준비해주세요.
※ 마일리지가 적립된 이후에 증빙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운영지침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개별활동 인증 신청

Ÿ 개별활동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항목을 찾아 클릭

CHEONGJU UNIVERSIT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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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신청할 항목을 선택한 후 실적에 따른 정보입력 및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v 인증 신청 후 승인처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 자격증 및 어학점수, 봉사활동 등의 개별실적은 담당부서에서 수작업으로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인증이 완료되며 

신청 후 승인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실적 입력

Ÿ 실적에 따른 정보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후 등록 버튼 클릭

③ 증빙자료 업로드

Ÿ 증빙자료는 ‘파일 선택’ 버튼 클릭 후 해당서류 업로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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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LWEIS > 로그인 > CAREER > 역량개발 > 역량개발관리 > 신청



VI. 역량마일리지 취득 점수 확인 방법

1. 연도별/학기별 역량마일리지 취득 점수 확인

v 로그인 후 MY PAGE에 출력되는 점수는 1년간 누적 관리되는 총점을 의미합니다.
v MY PAGE에서 CAREER(커리어) 버튼을 누르면 학기별 취득점수를 볼 수 있고, 이 점수에 따라 

학기별 역량마일리지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① 연도별 누적 마일리지 취득 점수 확인

Ÿ 로그인 후 MY PAGE 에서 연도별 누적 마일리지 취득 점수 실시간 확인 가능

  ★★★★
② 해당학기 역량마일리지 취득 점수 확인 

Ÿ MY PAGE 에서 CAREER(커리어) 버튼 클릭 시 해당 학기 역량마일리지 취득 점수 실시간 확인 가능

CHEONGJU UNIVERSITY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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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비교과 프로그램 불참(노쇼)이력 확인하기

v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후 4회 이상 불참 시(3회까지 허용) 해당 학기 마일리지 점수 500점이 차감됩니다. 

EDELWEIS > 로그인 > CAREER > 역량개발 > 역량개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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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2021학년도 청주대 역량마일리지 지급 테이블(1년 기준)

1. 학습영역

※ 인증담당부서 : 교육혁신원 ☎8767~8769 · 8773, 교양대학 ☎8021, 생활관 ☎7801, 중앙도서관 ☎8747

분류 프로그램�항목 배점 인증횟수 최대배점 비고

비전설계�프로그램

학습�및�역량�진단검사 100 8

3000

w 핵심역량진단,� 대학생활적응
검사,� SLT,� MST,� U&I,�
NCS직업기초능력검사�등

학습상담 100 10 -

학습�관련�진단검사�및�상담 150 4 -

대학생핵심역량진단(K-CESA) 300 2 -

클리닉�프로그램

의사소통클리닉프로그램 100 2

1400 -

기초수학클리닉 100 2

기초물리클리닉 100 2

기초화학클리닉 100 2

기초생물클리닉 100 2

기초영어클리닉 100 2

기초중국어클리닉 100 2

집중학습�프로그램

기초교양교과(수학)집중수업 100 4

2000 -

기초교양교과(물리)집중수업 100 4

기초교양교과(화학)집중수업 100 4

기초교양교과(생물)집중수업 100 4

기초교양교과(대학인의글쓰기)집중수업 100 4

기초교양�프로그램
(특강,�워크숍,�

도서관이용자�교육,�
세미나�등)

(교양)� � 1시간�이상�프로그램 100 10

10000

단기

(교양)� � 2시간�이상�프로그램 150 10

(교양)� � 3시간�이상�프로그램 200 10

(교양)� � 4시간�이상�프로그램 250 10

(교양)� � 5시간�이상�프로그램 300 10

(교양)� � 6시간�이상�프로그램 400 6

중기(교양)� � 7시간�이상�프로그램 450 6

(교양)� � 8시간�이상�프로그램 500 6

(교양)� 10시간�이상�프로그램 600 6

장기(과정형)(교양)� 12시간�이상�프로그램 700 6

(교양)� 14시간�이상�프로그램 8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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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프로그램�항목 배점 인증횟수 최대배점 비고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특강,�워크숍,�
세미나�등)

(학습)� � 1시간�이상�프로그램 100 10

10000

단기

(학습)� � 2시간�이상�프로그램 150 10

(학습)� � 3시간�이상�프로그램 200 10

(학습)� � 4시간�이상�프로그램 250 10

(학습)� � 5시간�이상�프로그램 300 10

중기

(학습)� � 6시간�이상�프로그램 400 6

(학습)� � 7시간�이상�프로그램 450 6

(학습)� � 8시간�이상�프로그램 500 6

(학습)� 10시간�이상�프로그램 600 6

장기(과정형)(학습)� 12시간�이상�프로그램 700 6

(학습)� 14시간�이상�프로그램 800 6

학습관련�공모전�
및�경진대회�참가

공모전�및�경진대회�예선�참가 200 2 400 -

학습공동체
CJU�학습동아리 800 2

2600 -
CJU�학습튜터링 500 2

RC�프로그램

RC�학생공동체�활동� (자율커뮤니티) 500 2

4700

-
CPR�자격증�취득�프로그램 100 2

교수-학생�멘토링�프로그램:�사제공감 100 10

1학년� :�수시,�
2~4학년� :�학기당� 1회

자기설계�ASP�프로그램(D.I.Y) 100 2

-
신체활동�강좌형�프로그램 200 4

원어민�영어회화:�한국어�기초프로그램 200 2

맞춤형�역량강화�
프로그램

CJU학습역량강화�컨설팅:�가온누리 600 2

5000

-
기타�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150 6

학습�장기프로젝트�프로그램 1,000 3
w 한�학기�프로그램/�교육역량�
나래단,�교육문제�해결단�등�

예비대학프로그램 POE(예비신입생)진로학기 500 1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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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심리영역

※ 인증담당부서 : 학생종합상담센터 ☎8915
분류 프로그램�항목 배점 인증횟수 최대배점 비고

심리케어�
프로그램

학생심리관련�진단검사 100 10
4000

w MBTI,�에니어그램,� CST,�
STRONG,�MMPI�등

학생심리상담 150 20 -

진로상담
진로관련�진단�및�상담 150 10

2100
-

제자�사랑�교수제 150 4 -

진로�관련�프로그램�
(집단상담,�특강,�
워크숍,�세미나�등)

1학년:�드림스텝 600 1

10000

-2학년:�진로나침반 600 1

(진로)� � 1시간�이상�프로그램 100 10

(진로)� � 2시간�이상�프로그램 150 10

단기
(진로)� � 3시간�이상�프로그램 200 10

(진로)� � 4시간�이상�프로그램 250 10

(진로)� � 5시간�이상�프로그램 300 10

중기
(진로)� � 6시간�이상�프로그램 400 6

(진로)� � 7시간�이상�프로그램 450 6

(진로)� � 8시간�이상�프로그램 500 6

장기(과정형)

(진로)� 10시간�이상�프로그램 600 6

(진로)� 12시간�이상�프로그램 700 6

(진로)� 14시간�이상�프로그램 800 6

심리�관련�프로그램�
(집단상담,�특강,�
워크숍,�세미나�등)

(심리)� � 1시간�이상�프로그램 100 10

10000

단기
(심리)� � 2시간�이상�프로그램 150 10

(심리)� � 3시간�이상�프로그램 200 10

(심리)� � 4시간�이상�프로그램 250 10

중기

(심리)� � 5시간�이상�프로그램 300 10

(심리)� � 6시간�이상�프로그램 400 6

(심리)� � 7시간�이상�프로그램 450 6

(심리)� � 8시간�이상�프로그램 500 6

장기(과정형)

(심리)� 10시간�이상�프로그램 600 6

(심리)� 12시간�이상�프로그램 700 6

(심리)� 14시간�이상�프로그램 800 6

진로심리�통합�캠프 진로심리�통합�캠프 800 2 1600 ※�방학�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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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봉사영역

※ 인증담당부서 : 학생종합상담센터 ☎8915, 국제교류처 ☎8810, 사회봉사센터 ☎8049, 보건실☎8807
분류 프로그램�항목 배점 인증횟수 최대배점 비고

금연�프로그램
금연�프로그램�참여 500 1

1000 -
금연�최종성공 500 1

기타�교내외�활동

CJU� Jumping� Up� Class
(리더십�향상�프로그램)

300 2

1800

-

각종�교내�서포터즈�활동 200 4
w 청연,� 청온,�청음� 추천장
학을� 받은� 자� ,� 청대신문
사,� 타임즈사,�교육방송국�
활동으로� 신문방송장학을�
받은�자�제외

w 교내외� 서포터즈� 활동은�
직전학기�실적부터�인증�가능

각종�교외�서포터즈�활동 200 2

교내·외�설문조사�참여

교내·교외�설문조사�참여(대규모) 150 4

2200

50문항�이상

교내·교외�설문조사�참여(중규모) 100 6 20문항�이상~50문항�미만

교내·교외�설문조사�참여(소규모) 50 8 20문항�미만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FGI�참여 300 2 -

인성�관련�프로그램�
(특강,�워크숍,�
세미나�등)　

(인성)� � 1시간�이상�프로그램 100 10

10000

단기

(인성)� � 2시간�이상�프로그램 150 10

(인성)� � 3시간�이상�프로그램 200 10

(인성)� � 4시간�이상�프로그램 250 10

(인성)� � 5시간�이상�프로그램 300 10

(인성)� � 6시간�이상�프로그램 400 6

중기(인성)� � 7시간�이상�프로그램 450 6

(인성)� � 8시간�이상�프로그램 500 6

(인성)� 10시간�이상�프로그램 600 6

장기(과정형)(인성)� 12시간�이상�프로그램 700 6

(인성)� 14시간�이상�프로그램 800 6

국내
사회봉사�활동

국내사회봉사� � 30시간�초과 100 2

1000

w 1365,� VMS� 사이트에서�
출력한�출력본만�인정

w � 30시간� (사회봉사�교과목�
취득� 봉사시간)� 이상� 취득
분만�인정

국내사회봉사� � 60시간�이상 200 2

국내사회봉사� � 90시간�이상 300 2

국내사회봉사� 120시간�이상 400 2

국내사회봉사� 150시간�이상 500 2

해외
사회봉사�활동

해외사회봉사� � 30시간�초과 100 2

1000

해외사회봉사� � 60시간�이상 200 2

해외사회봉사� � 90시간�이상 300 2

해외사회봉사� 120시간�이상 400 2

해외사회봉사� 150시간�이상 5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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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창업영역

※ 인증담당부서 : 취업지원팀 ☎8977, 창업교육센터 ☎8825 현장실습지원센터☎8938
분류 프로그램�항목 배점 인증횟수 최대배점 비고

취업상담
취업관련�진단검사 100 10

2500 -
취업�상담 150 10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특강,�워크숍,�
세미나�등)

3학년:�닥터-CDP 900 1

10000

-4학년:�면접을� Job아라 900 1

4학년:�자기소개서�완성�프로그램 900 1

(취업)� � 1시간�이상�프로그램 100 10

단기

(취업)� � 2시간�이상�프로그램 150 10

(취업)� � 3시간�이상�프로그램 200 10

(취업)� � 4시간�이상�프로그램 250 10

(취업)� � 5시간�이상�프로그램 300 10

(취업)� � 6시간�이상�프로그램 400 6

중기(취업)� � 7시간�이상�프로그램 450 6

(취업)� � 8시간�이상�프로그램 500 6

(취업)� 10시간�이상�프로그램 600 6

장기(과정형)(취업)� 12시간�이상�프로그램 700 6

(취업)� 14시간�이상�프로그램 800 6

자격증�인증

국가전문자격 2000 2

6000

w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
만�인정

w 인증횟수� 연� 2개까지� 인
정� 단,� 같은� 자격증은� 1
회�이상�인정하지�않음

w 국가고시장학을� 받은� 자�
제외� (7급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
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시험�합격자)

w 운전면허증은�개인정보보
호법에�의거� 2019년부터�
인증제외

� �
w MOS� MASTER,� ITQ는�
3과목�이상�취득�시�인정

w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자격은� 국가기술자격(2급
이하)� 및� 기능사� 자격으
로�인증�가능

국가기술자격(1급) 1500 2

국가기술자격(2급이하)�및�기능사�자격 1000 2

국가공인� 1급�민간자격 1000 2

국가공인� 2급�민간자격 700 2

국가공인� 3급이하�민간자격 500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2급) 1000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3~4급) 700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5~6급) 500 2

민간자격� 1급 500 2

민간자격� 2급이하 300 2

국제공인자격(MOS,� ICDL�제외) 1000 2

MOS�MASTER 700 2

ICDL�국제자격 700 2

ICDL� Professinal 700 2

ICDL� Advanced 1000 2

기타�자격증
(국가자격�및�민간자격�외)

2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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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프로그램�항목 배점 인증횟수 최대배점 비고

창업상담 창업관련�상담 100 10 1000 -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특강,�워크숍,�
세미나�등)

(창업)� � 1시간�이상�프로그램 100 10

10000

단기

(창업)� � 2시간�이상�프로그램 150 10

(창업)� � 3시간�이상�프로그램 200 10

(창업)� � 4시간�이상�프로그램 250 10

(창업)� � 5시간�이상�프로그램 300 10

(창업)� � 6시간�이상�프로그램 400 6

중기(창업)� � 7시간�이상�프로그램 450 6

(창업)� � 8시간�이상�프로그램 500 6

(창업)� 10시간�이상�프로그램 600 6

장기(과정형)(창업)� 12시간�이상�프로그램 700 6

(창업)� 14시간�이상�프로그램 800 6

창업역량강화�
공동체

창업멘토링�및�컨설팅 150 4
1600 -

창업동아리 500 2

창업캠프

스타트업�캠프 700 2

4200 -전문특허�캠프 700 2

3D�프린터�마스터�과정 700 2

창업�페스티벌

팔로우�페스티벌 350 2

2400 -
창업경진대회(출품) 500 2

창업경진대회(참관) 200 2

시제품(성과)전시회 350 2

창업실무
중소기업�현장�견학 200 2

800
3~4시간�기준

박람회,�전시회�참관 200 2 3~4시간�기준

특허관련

특허등록 1000 2

3000

w 건당� 1회� 인정� 단,� 하나
의� 제품으로� 출원과� 등
록을� 모두� 마친� 경우,�
중복지급�가능

특허출원 500 2

실용신안등록 800 2

실용신안출원 400 2

디자인등록 600 2

디자인출원 300 2

상표등록 400 2

상표출원 2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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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프로그램�항목 배점 인증횟수 최대배점 비고

산학역량강화
(국내현장실습)

(산학)� 1주�이상� ~� 3주�미만�진행 200 4

3000

w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등
록한�것만�인정

w 인턴십�장학�대상자�제외/�
학점�인정�시�제외

(산학)� 3주�이상� ~� 6주�미만�진행 400 4

(산학)� 6주�이상� ~� 9주�미만�진행 700 2

(산학)� 9주�이상�~�12주�미만� 진행 1000 2

산학역량강화�
(ALL-SET�프로그램,�
Project� Lab�
프로그램)�

(산학)� 1주�이상� ~� 3주�미만�진행 200 4

3000

w 프로그램� 장학� 대상자� 제
외/� 학점� 인정� 시� 제외/�
일주일에� 2번� 이상� 활동
한�주만�인정

(산학)� 3주�이상� ~� 6주�미만�진행 400 4

(산학)� 6주�이상� ~� 9주�미만�진행 700 2

(산학)� 9주�이상�~�12주�미만� 진행 1000 2

5. 전공실무영역

※ 인증담당부서 : 각 학과, 각종 수상 관련은 교육혁신원 ☎ 299-7406
분류 프로그램�항목 배점 인증횟수 최대배점 비고

전공역량�향상
프로그램

(특강,�워크숍,�
세미나�등)

(전공)� � 1시간�이상�프로그램 100 10

6000

단기

(전공)� � 2시간�이상�프로그램 150 10

(전공)� � 3시간�이상�프로그램 200 10

(전공)� � 4시간�이상�프로그램 250 10

(전공)� � 5시간�이상�프로그램 300 10

(전공)� � 6시간�이상�프로그램 400 6

중기(전공)� � 7시간�이상�프로그램 450 6

(전공)� � 8시간�이상�프로그램 500 6

(전공)� 10시간�이상�프로그램 600 6

장기(과정형)(전공)� 12시간�이상�프로그램 700 6

(전공)� 14시간�이상�프로그램 800 6

학과�학습공동체 학과�스터디�그룹�참여 200 4 800 -

학술제
(전공,�학과,�단대)

학술제�출품 200 2
600 -

학술제�참관 50 4

공연�및�전시

국제규모�공연�및�전시�출품 500 4

2000
w 출품확인서,� 접수증,� 관련사
진�등�증빙첨부�시�인정

전국규모�공연�및�전시�출품 400 2

도내규모�공연�및�전시�출품 300 2

교내규모�공연�및�전시�출품 200 4

공연�및�전시�참관 50 4

교내외�학술대회
교내외�학술대회�발표 300 2

800 -
교내외�학술대회�참여 50 4

국내�현장학습

국내현장답사�참여(단발성) 100 8

1200

w 학과(전공)�또는�학부�단위
에서� 운영되는� 현장답사,�
박람회,�전시회�참관�등

국내현장실습�수료(장기�인턴십�등) 200 2 w 인턴십장학�대상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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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프로그램�항목 배점 인증횟수 최대배점 비고

교내대회�수상

대상 250 2

1000 w 체육특기자장학을�받은 자 
제외

w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
업활동우수장학을�받은자�
제외�

w 특별공로장학3,� 특별공로
장학4를�받은�자�제외

- 특별공로장학3(국제대회,�
국가부처,� 중앙언론사� 등
의�대회나�공모전�3위�이상)

- 특별공로장학4(도광역시
장� 및� 학회,� 재단� 등의� 대
회나�공모전� 3위� 이상

w 수상은�직전학기�실적부터�
인증� 가능

금상,�최우수상 200 2

은상,�우수상 150 2

동상�이하 100 2

입선 50 2

국내대회�수상

대상 500 2

1500

금상,�최우수상 400 2

은상,�우수상 300 2

동상�이하 200 2

입선 100 2

국제대회�수상

대상 1000 2

2000

금상,�최우수상 800 2

은상,�우수상 600 2

동상�이하 400 2

입선 2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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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로벌영역

※ 인증담당부서 : 국제교류처 ☎8810, 의사소통교육부 ☎8781
분류 프로그램�항목 배점 인증횟수 최대배점 비고

학생�국제대사�
프로그램

8시간�미만�활동 100 2

4000 w 학생별�인정�가능시간�상이

�8시간�이상� ~� 20시간�미만�활동 400 2

20시간�이상�~� 30시간�미만�활동 800 2

30시간�이상�~� 40시간�미만�활동 1200 2

40시간�이상�~� 50시간�미만�활동 1600 2

50시간�이상�활동 2000 2

한국어�교사�인턴십
프로그램

15시간�미만�활동 500 2

4000 w 학생별�인정�가능시간�상이

15시간�이상� � 25시간�미만�활동 1000 2

25시간�이상� � 35시간�미만�활동 1200 2

35시간�이상� � 45시간�미만�활동 1400 2

45시간�이상� � 55시간�미만�활동 1600 2

55시간�이상� � 65시간�미만�활동 1800 2

65시간�이상�활동 2000 2

외국인�멘토링�
프로그램

국제교류�멘토링�프로그램(멘토) 400 2
800 -

국제교류�멘토링�프로그램(멘티) 200 2

해외교류�프로그램 해외현장실습�참여 500 2 1000 -

한국어교육�프로그램 한국어능력향상�방학�특강반 200 2 400 -

어학실무
어학�집중과정(영어,�제2외국어�등) 200 2

800 -
기타�비정규외국어교육과정 200 2

글로벌�역량강화�
프로그램�

(특강,�워크숍,
세미나�등)

(글로벌)� 1시간�이상�프로그램 100 10

10000

단기

(글로벌)� 2시간�이상�프로그램 150 10

(글로벌)� 3시간�이상�프로그램 200 10

(글로벌)� 4시간�이상�프로그램 250 10

(글로벌)� 5시간�이상�프로그램 300 10

(글로벌)� 6시간�이상�프로그램 400 6

중기(글로벌)� 7시간�이상�프로그램 450 6

(글로벌)� 8시간�이상�프로그램 500 6

(글로벌)� 10시간�이상�프로그램 600 6

장기(과정형)(글로벌)� 12시간�이상�프로그램 700 6

(글로벌)� 14시간�이상�프로그램 8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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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프로그램�항목 배점 인증횟수 최대배점 비고

영어능력

교내�모의토익 200 2

4000

w 2시간�이상�무료토익만�해당

[TOEIC]� A등급(900점�이상) 1000 2

w 입학� 후� 취득한� 점수만�

인정

w 2018년� 11월� 1일�이후�

취득� 성적만�인정

w 각� 항목별로� 연2회까지� �

인정가능하나,�최대� 4,000

마일리지를�초과할�수� 없음

w 증빙자료� 첨부시� 어학성적

표�스크린샷� 인정하지� 않

음(공식� 어학성적표� 원본

만�인정함)

[TOEIC]� B등급(810~899점) 800 2

[TOEIC]� C등급(720~809점) 600 2

[TOEIC]� D등급(630~719점) 400 2

[TOEIC]� E등급(540~629점) 200 2

[TOEIC]� F등급(540점�미만) 100 2

[TOEIC� Speaking]�A등급(160점�이상) 1000 2

[TOEIC� Speaking]� B등급(140~159점) 800 2

[TOEIC� Speaking]�C등급(120~139점) 600 2

[TOEIC� Speaking]�D등급(100~119점) 400 2

[TOEIC� Speaking]� E등급(60~99점) 200 2

[TOEIC� Speaking]� F등급(60점�미만) 100 2

[TOEFL(IBT)]� A등급(100점�이상) 1000 2

[TOEFL(IBT)]� B등급(90~99점) 800 2

[TOEFL(IBT)]� C등급(80~89점) 600 2

[TOEFL(IBT)]� D등급(70~79점) 400 2

[TOEFL(IBT)]� E등급(60~69점) 200 2

[TOEFL(IBT)]� F등급(60점�미만) 100 2

[TEPS]� A등급(865점�이상) 1000 2

[TEPS]� B등급(766점�이상) 800 2

[TEPS]� C등급(652점�이상) 600 2

[TEPS]� D등급(569점�이상) 400 2

[TEPS]� E등급(416점�이상) 200 2

[TEPS]� F등급(416점�미만) 100 2

[Opic]� A등급(AL) 1000 2

[Opic]� B등급(IH) 800 2

[Opic]� C등급(IM3) 600 2

[Opic]� D등급(IM2) 400 2

[Opic]� E등급(IL-IM1) 200 2

[Opic]� F등급(응시) 100 2

기타�영어능력시험 2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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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프로그램�항목 배점 인증횟수 최대배점 비고

제2외국어

[JPT]� A등급(760점�이상) 1000 2

4000

w 입학� 후� 취득한� 점수만�

인정

w 각� 항목별로� 연2회까지�
인정가능하나,�최대� 4,000�
마일리지를�초과할�수� 없음

[JPT]� B등급(720~759점) 800 2

[JPT]� C등급(680~719점) 600 2

[JPT]� D등급(640~679점) 400 2

[JPT]� E등급(500~639점) 200 2

[JPT]� F등급(500점�미만) 100 2

[JLPT]� A등급(N1) 800 2

[JLPT]� B등급(N2) 600 2

[JLPT]� C등급(N3) 400 2

[JLPT]� D등급(N4) 200 2

[JLPT]� E등급(N5이하) 100 2

[HSK]� A등급(6급) 1000 2

[HSK]� B등급(5급) 800 2

[HSK]� C등급(4급) 600 2

[HSK]� D등급(3급) 400 2

[HSK]� E등급(2급�이하) 200 2

기타�제2외국어�능력시험 2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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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역량마일리지 장학금 수령을 위한 본인 계좌정보 등록하기

v (장학 지급전) 차세대 포털 종합정보시스템에 학생 스스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v ‘본인’ 계좌정보(휴먼계좌X, 부모님계좌X, 타인계좌X) 미 입력시 장학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장학 수령 불가)
    ※ 계좌정보 미 입력, 오 입력시 그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① 차세대 포털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Ÿ 로그인 후 종합정보시스템 버튼 클릭
 ★★★
② 개인정보관리에서 계좌정보 입력 후 저장

Ÿ ‘신상’ 탭에 본인명의 계좌정보(휴먼계좌X, 부모님계좌X, 타인계좌X) 입력 후 반드시 저장 버튼 클릭

�

ƒ
„

‚

차세대 포털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증명 > ‘신상’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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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비교과 프로그램 주요 운영부서

Ÿ 청주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주요 운영부서 정보입니다.

부서명 전화번호 위치

교육혁신원 043-229-8767~9 · 8773 [42동] 새천년종합정보관 4층
교양대학 · 의사소통교육부 043-229-8021 · 8781 [42동] 새천년종합정보관 3층

취업지원팀 043-229-8977 [3동] 입학취업지원관 1층(우체국 옆)
창업교육센터 043-229-8825 [50동] 미래창조관 2층

현장실습지원센터 043-009-8938 [50동] 미래창조관 2층
국제교류팀 043-229-8810 [38동] 대학문화관(학생회관) 1층

학생종합상담센터 043-229-8915 [16동] CJU학생지원관 1층
사회봉사센터(학생지원팀) 043-229-8049 [16동] CJU학생지원관 1층

생활관 043-229-7801 [43동] 우암마을 5동 지하
중앙도서관 043-229-8739 [11동]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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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1학년도 역량마일리지 장학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 2021학년도 역량마일리지 장학금은 “해당연도 핵심역량(4C)진단 참여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취득한 
마일리지가 장학금 지급기준에 충족하였더라도 핵심역량 진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장학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청주대학교 핵심역량진단(4C)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프로그램에서 변화된 부분은 마일리지 지급기준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핵심역량(4C)진단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매년 6월과 12월, 별도 공지되는 일정에 따라 “에델바이스(EDELWEIS) 시스템-CAREER-핵심역량
진단 배너” 클릭 시 진단할 수 있습니다.

Q: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후 불참(노쇼) 이력 누적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4회 이상 노쇼 발생 시(3회까지 허용) 학기 말 마일리지를 장학금으로 환산하는 시점에 500점을 
차감합니다. 

Q: 또 다른 변화는 없나요?
A: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매 학기 본인이 수강하는 “전체 수강과목”에 대해 강의평가에 참여하면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1회만 참여시 50점, 2회 모두 참여시 200점의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Q: 역량마일리지 장학은 교내 다른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A: 역량마일리지 장학은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를 허용하는 생활비성 장학이지만, 인증항목에 
따라 장학금과 마일리지 적립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부 인증항목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일리지 
지급기준표를 꼼꼼히 읽어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도 역량마일리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휴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3/4선 이상 수료하여 성적이 출력되어야 하며 미등록 
휴학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Q: 역량마일리지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역량마일리지 몇 점을 쌓았을 때 장학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역량마일리지 장학은 매년 마일리지 장학금에 배정되는 예산과 학생 취득 점수분포에 따라 상대적
으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점수대비 장학금 지급액을 공개하기 어려우며 향후 
지속적 지급패턴 분석을 통해 지급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2021학년도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최소금액 미정) 비교과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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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현재 취득한 역량마일리지 현황을 보고 싶어요. 어디에 가서 확인하면 되나요?
A: p.14 ‘연도별/학기별 역량마일리지 취득 점수 확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역량마일리지 장학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1년에 2회 장학금을 지급하며, 1학기는 7월에 대상자 선발/8월에 지급, 2학기는 1월에 대상자 선발/ 
2월에 지급합니다.

Q: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수령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없이 1학기는 7~8월 중, 2학기는 2022년 1월 중에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SMS)로 안내합니다.

Q: 역량마일리지 장학금을 받기위해 별도로 계좌정보를 제출해야 된다던데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차세대 포털 종합정보시스템에 기간 내(사전에 공지함) 학생 본인이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좌정보 오류(미입력, 오입력, 휴먼계좌 
등)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계좌정보를 입력 바랍니다. (p.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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