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인재인증 분야별 세부자격 기준 분야

대 상 자

세부자격 기준
외국어 분야
영어

"교무처에서

지정한 영어를 포
함한 2개 이상의 공인어학능력
시험(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
랍어 중 택1)에서 일정 자격점
수 이상을 취득한 자"

토익 900/토플 PBT600, CBT250, IBT100/텝스 848

중국어

HSK 7급 이상 (신)HSK 6급이상

일본어

JLPT 1급, JPT 850 이상

프랑스어
독일어

구DELF 1단계, 신DELF B1 이상
B1(ZD) 이상

스페인어

DELE(델레) 중급 이상

러시아어

TORFL 2단계 이상

아랍어

국제인재인증

등급 및 점수

FLEX (국내 시행 예정으로 등급기준 미정, 추후 공지)

- 국제교류학생으로 선발되어 1개 학기 이상 해외 자매대학에 파견된 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서 매
학기마다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전 기간동안 취득한 평균성적이 다음 하나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국제교류학생으로서

기준

일정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1. 평점평균(GPA) 체제인 경우 4.5 만점에 3.5 이상
(4.3 만점에 3.2 이상, 4.0 만점에 3.0 이상, 또는 환산성적이 이에 상응하는 경우)
2. 백분율 성적이 표기된 경우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또는 환산성적이 이에 상응하는 경우)
3. 유럽대학중에 ECTS grade가 표기된 경우 B 이상 (상위 35%)
4. 기타 위의 체계와 상이한 경우, 교무처에서 타당한 근거에 따라 이에 상응한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창의인재인증

"국내외

기관에서 주최한 각종
경시대회 및 공모전 입상자"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과학경진대회, 전국 창의로봇 경진대회, 디지털 올림피아드, 한국 정보 올림
피아드, 대한민국 건축대전,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신춘문예 등
- 학생 소속대학에서 경시대회 및 공모전의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추천함

"사회봉사 활동을 100시간 이상

봉사인재인증

수행하고,공인

자원봉사센터 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 인증서를 취
득한 자"

- 보건복지부 지정「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혹은 행정자치부 지정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에서 인증한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상 수행한 후 인증서를 제출하는 학생

(기본)

- 4학년 총 평점평균 3.50 이상 취득
- 취업캠프, 여학생리더쉽캠프, 교환학생, 해외인턴(택 1)
- 취업특강 과목(택 1 )
저학년 : 대학생활과 진로탐색
새내기세미나(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학생지원처 취업진로지원팀
혁신인재인증

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 프

(선택)

로그램에 일정 자격 기준

5개 이상

이상을 이수한 자

2개이상 이수

이수

고학년 : 직업선택과 사회진출(취업특강)
- 취업관련 국가민간자격증(6시그마, TESAT 및 매경테스트,
TRIZ, 마케팅분석사, 공모전입상 등)(택 2)
- 외국어부문(택 1)
영

3개이상 이수

어 : 토익 900점 이상
토익스피킹 6등급이상/OPIC IH이상

일

어 : JPT 850점 이상, JLPT 1급

중국어 : 구 HSK 7급이상, 신 HSK 6급이상

"교무처에서

정보인재인증

지정한 국내외 공
인 우수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
한 자"

자격증

급수

시행기관

전기/전자/정보처리/전자계산기/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기공사/

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컴퓨터활용능력/전산회계운용사/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대한상공회의소

정보보안

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정보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기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급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Master

마이크로소프트

PC정비사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Master

전공과정
영어이수
인재인증

전공과정 영어 교과목을 18학
점 이상 이수한 자

※ 금학기 수강 교과목 포함

(단, 미이수시 제외 처리)

랙 교과목 안내 및 참고용성적표 참조
(포털 > 학적 > 성적 > 성적및석차확인 > ENG표기된 교과목만 해당)
- 해당 전공 영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