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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심리ㆍ인권

프로그램명 학생 건강검진

운영부서명 건강센터

운영목적
학생 자신의 건강상태 확인 및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 도모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연 회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진을 통해 건강문제의 확인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도모1

건강문제의 상담 및 추후관리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1:1

주기적인 건강검진 습관을 통해 건강문제의 변화 관찰 및 건강증진의 기회 마련-

운영기간 연 회1

대상학생 전교생 학부 및 대학원생( )

모집인원 전교생 학부 및 대학원생( )

운영장소 양 캠퍼스 및 강북삼성병원

프로그램 

세부사항

- 연 회 약 개월에 걸친 학생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 확인 및 질병의 조기발견1 , 3 ,

예방을 도모

- 건강검진 수검 이후 상담을 통해 추후 관리 방안을 교육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1:1 , 력을 

배양

일정 월2 월3 월4

장소
강북삼성병원 
예방건진센터

양 캠퍼스 내
각 주간( 2 )

강북삼성병원 
예방건진센터

대상
학부 신입생
기숙사 신청

학부생 및
대학원 등록생

월 미수검한 2, 3
학부생 및

대학원 등록생

검진 

항목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 , , X-ray
내과 진료 정신건강 자가 측정- ,
시력 혈압 비만도 측정 등- , ,

신청방법
월 병원 건강검진 사전 전화예약- 2,4 : ( 1599-8116)☎

월 교내 건강검진 에서 건강검진 예약신청 을 통해 사전신청- 3 : GLS ‘ ’

이수시

혜택

개인 건강상태 확인 및 질병의 조기 발견 건강증진 가능- ,

- 건강문제의 결과 상담 진행 및 추후 관리1:1

- 비교과 프로그램 에서 적립마일리지 제공(STEP) 5

문의처
건강센터 인문 학생회관 층[ ] 2 , 02-760-1229~1230,1239 / ykmi89@skku.edu

자연 복지회관 층[ ] 2 , 031-290-5250,5252 / yeahgee@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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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금연 상담교실

운영부서명 건강센터

운영목적
금연을 격려하고 금연에 성공하도록 안내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캠퍼스 환경 조성 

프로그램 

내용 소개

금연상담교실은 주간 상담과 개월 추구관리로 구성- 5~6 1:1 6

- 금연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금연습관을 기르게 하고 스스로 금연생활을 지속하도록 

격려

운영기간 학기당 회1

대상학생 학부생

모집인원 학기당 명 이상20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매 학기 금연지원센터 서울 경기남부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로 금연상담교( / ) 실을 

진행

금연의지가 있는 학생의 금연을 도와 개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에 이바지

구분 인문 자연

접수 캠페인 당일 현장접수
상담교실 개시 전 건강센터에서 

접수

장소 교내 캠페인 장소 및 금연버스 건강센터

진행 약 개월간 총 회상담 개월 추구관리3 6 , 6

금연상담을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금연상담 장소 및 일정의 변경 가능*

신청방법 정해진 기간에 건강센터 접수 또는 캠페인 당일 현장 접수-

이수시

혜택

주 및 개월 금연에 성공한 학생은 서울 경기남부 금연지원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5~6 6 ( / )

에서 금연 증서 및 선물 증정

- 비교과 프로그램 에서 적립마일리지 제공(STEP) 2

문의처
건강센터 인문 학생회관 층[ ] 2 , 02-760-1229~1230,1239 / ykmi89@skku.edu

자연 복지회관 층[ ] 2 , 031-290-5250,5252 / yeahgee@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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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심리ㆍ인권

프로그램명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부서명 건강센터

운영목적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교내 외 심정지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심· 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숙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내용 소개

골든타임 내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적용을 위한 교육-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소생 가능성 증대- (AED)

운영기간 연 회2

대상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

모집인원 매회 명 내외30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 진행-

에스원 심폐소생술 강사의 시범 및 실습 교육-

실습용 마네킹에 직접 시행하며 심폐소생술을 체득하고 자동심장충격기- , 모형을 통해 실제 

적용 방법 숙지

- 인 구조자 심폐소생술 인 구조자 심폐소생술 등 각 상황별 심폐소생술 주기를 반1 , 2 복 숙달

- 심폐소생술 교육 후 실기 시험을 시행하여 통과자에게 이수증 제공

구분 인문 자연

접수 건강센터 우선 접수 후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접수

장소 교내 강의실

진행 에스원 전문 강사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등으로 교육 안내 확인 후 ,

- 건강센터 우선 신청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 해당 일정을 확인하여 직접 신청- ‘ ’

이수시

혜택

교육비 및 이수증 발급비 전액 무료-

인성품 교내 봉사 시간 인정 학부생- 4 ( )

문의처
건강센터 인문 학생회관 층[ ] 2 , 02-760-1229~1230,1239 / ykmi89@skku.edu

자연 복지회관 층[ ] 2 , 031-290-5250,5252 / yeahgee@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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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성공 가이드

프로그램명 소방점검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운영부서명 기숙사 행정실

운영목적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의 초동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확산 교육 실시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생이 거주하는 모든 기숙사에 설치된 소방 및 피난시설 설비 등의 기능 유지를 확인

-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대처 능력을 제고 하고자 화재 대피 훈련을  ,

야간에 실시

운영기간 학기 당 회 향후 변경 가능1 ( )

대상학생 기숙사생 전체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교환학생 포함( , , )

모집인원 기숙사생 전체

운영장소 양 캠퍼스 기숙사

프로그램 

세부사항

- 화재 접수 및 신고 방법 숙지 화재 경보 및 대피 안내 방법을 시연하여 비상출입구 위치, ,

를 파악하고 행동을 실시

- 학기당 회씩 월 월초에 서울 수원 기숙사 명륜 봉룡학사 에서 일간 시 이후에   1 3 /9 / ( / ) 2~3 18

기숙사별로 각각 진행

-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소화전 방사 피난기구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 , 필요성 

및 방법 심장재세동기 사용 방법 등을 교육 및 숙지시키고 피난계단으로 대피하는 방법을 ,

직접 실습하여 실질적인 훈련 진행

- 국 영문 안내문 배포를 통하여 교육 후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 후 교육 당일 기숙사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

이수시

혜택

- 기숙사 화재시 대응 방법 숙지

- 화재 시설 직접 실연 체험 및 정보 수집

- 기숙사 벌점 면제

문의처

기숙사 행정실

- 서울 주년 기념관 층: 600 1 , 760-0161~4, 7~8 / dorms@skku.edu

- 수원 봉룡학사 지관: , 031-290-5181~6 / dor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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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심리ㆍ인권

프로그램명 기숙사 생활 콘텐츠 공모전

운영부서명 기숙사 행정실

운영목적
다양한 기숙사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단체생활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향상 사생들의, 다양한 

문화공유와 재밌는 기숙사 생활 유도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기숙사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한 작품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올바른 기숙사   ,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를 마련

- 따로 또 같이 화합과 조화 소확행 사랑을 했다 의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 ’,‘ ’,‘ ’ 3♬♪ 택하여 

부문 웹툰 만화 부문으로 나누어 제작UCC , ( )

- 각 부분 수상자에게 기숙사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격려

운영기간 연 회 향후 변경 가능1 ( )

대상학생

- 기숙사에서 한 학기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거주 중인 학생

- 기숙사 입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개인 또는 인 팀으로 참가2 1

모집인원 기숙사생 전체

운영장소 양 캠퍼스 기숙사 행정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 따로 또 같이 화합과 조화 소확행 사랑을 했다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택: , , 3♬♪ 하여  

화합과 조화 기숙사의 과 사랑을 했다는 내용의 다양한 주제를 활용하여 웹툰‘ ’, UCC,○○

으로 제작

- 부문UCC : 영화 다큐 애니메이션 플래시 패러디 뮤직 비디오 등 자유로운 영, , , , , 상 형식의

분 내외 순수 창작물 형식 용량 이내로 제작3 (mp4 , 200MB )

- 웹툰 부문: 총 컷 이상의 순수 창작물또는 컷짜리 편도 가능50 50 1 , 가로( ) 640pixel

이상 해상도 이상 제작방법 제한 없음 수기 컴퓨터 가능, ( ) 300DPI , ( / )

- 매년 월 월에 접수 및 심사 결과 발표 진행10 ~11 ,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 후 안내한 또는 코드 이메일로 접수 신청, , URL QR

이수시

혜택

- 금상 팀 학년도 학기 기숙사비 전액 면제1 (2019 1 )

- 은상 팀 학년도 학기 기숙사비 감면2 (2019 1 80% )

- 동상 팀 학년도 학기 기숙사비 감면4 (2019 1 50% )

문의처

기숙사 행정실

- 서울 주년 기념관 층: 600 1 , 760-0161~4, 7~8 / dorms@skku.edu

- 수원 봉룡학사 지관: , 031-290-5181~6 / dor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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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카운슬링센터

운영목적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개인상담1)

- 일대일 심층 상담을 통해 자기성찰 심리건강 학교적응 대인관계 기술 향상 등 관련 상담, , ,

서비스 제공

심리검사 2)

- 개인의 기질과 성격 진로와 관련한 흥미와 준비도 심리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이, , 해를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 진행

집단상담3)

- 여러 학생이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 이해 및 심리적 지지에 도움 

- 본교생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대인관계 증진 발표불안 완화 진로결정, , 촉진,

정서조절 스트레스 대처 등을 주제로 운영,

운영기간 연중 상시 운영

대상학생 졸업생을 제외한 재학생 휴학생 포함( )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인사캠 카운슬링센터 다산경제관 층( 1 )

자과캠 카운슬링센터 복지회관 층( 3 )

프로그램 

세부사항

개인상담1)

접수상담



개인상담

상담 받고 싶은 내용에 대한 사전면담∙
상담자 배정 후 상담1:1∙

주 회 분 회기1 (50 ), 12∙

심리검사 2)

검사실시



검사해석상담

진로 학습 성격 대인관계 등 고민에 , , ,∙

따른 심리검사 선택 및 실시

개인별 심층 해석상담1:1∙

소규모 집단 해석상담∙

집단상담3)

집단상담 신청



집단상담 참여

개설된 집단상담에 참가 신청∙
∙ 주 회 시간 약 주간 진행1 (2~3 ), 6

집단마다 시간 및 운영방식 상이∙

신청방법 카운슬링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전화 문의( , )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인사캠 자과캠 02-760-1290 / 031-290-5260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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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프로그램명 국가고시 설명회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국가고시를 통한 공직진출에 관심이 있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신입생을 포함한 재학생 및 학부모에 국가고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내에서 운영 중인   

고시반 홍보로 국가고시 관심도 제고

운영기간 매년 월3

대상학생 학부 재학생 및 학부모

모집인원 인원제한 없음

운영장소 인사캠 행정외무 언론 자과캠 기술변리사( , ,CPA, ), ( , )

프로그램 

세부사항

인사캠 신입생 국가고시설명회 자과캠 신입생 국가고시 설명회

개 회 사 개회사

행정고시 및 와룡헌 소개
기술고시 및 운용재 기술고시반 소개( )

외교관후보자 및 외현재 소개

변리사 및 운용재 변리사반 소개( )공인회계사 및 송회헌 소개

언론고시 및 예필재 소개

로스쿨 및 로스쿨준비반 소개
로스쿨 및 로스쿨준비반 소개

신청방법 당일참석

이수시

혜택
별도 혜택 없음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고시담당자 02-760-1084 / choysj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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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행정고시 Open House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행정고시 준비에 관심이 있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행정고시에 관심 있거나 준비방법을 알고 싶은 학생들에게 본교 출신 행정고시 재학생 합격생과 

상담 기회 제공1:1

운영기간 매주 수요일

대상학생
급 공채 행정직 시험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5 ( )

기존에 시험에 진입한 실원 혹은 수험생들도 방문 가능( )

모집인원 별도 없음

운영장소 인사캠 양현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본교 출신 행정고시 재학생 합격생과 상담1:1

급공채 행정직 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5 ( )

수험생활 및 과목별 학습법-

와룡헌 입실 및 생활-

자유 질의응답-

신청방법 당일참석

이수시

혜택
별도 혜택 없음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고시담당자 02-760-1084 / choysj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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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프로그램명 행정고시 합격자 간담회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행정고시 준비에 관심이 있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본교 행정고시반 와룡헌 출신의 행정고시 최종합격자를 초청하여 각종 시험후기 준( ) , 비요령 

등을 공유하고 각종 수험 노하우 제공

운영기간 연중 상시

대상학생 학부 재학생 및 졸업생 졸업 후 년 이내( 3 )

모집인원 인원제한 없음

운영장소 인사캠 내 강의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행정고시 합격자 간담회 

와룡헌 지도교수 특강-

합격자 후기 발표-

최근 합격현황 안내-

행정고시 시험 소개-

와룡헌 소개-

- Q&A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회원 신청관리(https://job.skku.edu) /→ 

수강접수등록 신청 혹은 당일참석→ 

이수시

혜택
별도 혜택 없음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고시담당자 02-760-1084 / choysj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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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성공 가이드

프로그램명 로스쿨준비반 특강LEET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로스쿨준비반 실원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법학적성시험 시험 준비 특강(LEET)

운영기간 매년 월 월1 ~2

대상학생 로스쿨준비반 실원 및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모집인원 명 내외60~70

운영장소 인사캠 내 강의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내용 법학적성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방법론 및 문제해결능력 강의 총 주간 진행- : ( 8 )

방식 언어이해 추리논증 과목특강 및 - : , Q&A

수강료 한 강좌당 언어이해 추리논증 각각 만원- : ( , ) 5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회원 신청관리(https://job.skku.edu) /→ 

수강접수등록 신청→ 

이수시

혜택
별도 혜택 없음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고시담당자 02-760-1084 / choysj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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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프로그램명 로스쿨준비반 자기소개서 특강 및 첨삭지도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로스쿨준비반 실원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로스쿨 원서 접수 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특강 

및 첨삭지도

운영기간 매년 월경9

대상학생 로스쿨준비반 실원 및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모집인원 인원제한 없음

운영장소 인사캠 내 강의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자기소개서 특강< >

내용 로스쿨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준비 및 작성요령 안내- :

방식 특강 및 - : Q&A

수강료 무료- :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

내용 로스쿨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첨삭지도- :

방식 본교 글쓰기클리닉 교수가 첨삭지도- : 1:1

수강료 무료- :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회원 신청관리(https://job.skku.edu) /→ 

수강접수등록 신청→ 

이수시

혜택
별도 혜택 없음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고시담당자 02-760-1084 / choysj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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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로스쿨준비반 모의면접 특강 및 실전모의면접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로스쿨준비반 실원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로스쿨 모의면접 특강 및 실전모의면접 프로그램 

제공

운영기간 매년 월 월경10 ~11

대상학생 로스쿨준비반 실원 및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모집인원 인원제한 없음

운영장소 인사캠 내 강의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면접특강< >

내용 로스쿨 면접 전반적인 소개 및 준비 실전모의면접 관련 안내- : ,

방식 특강 및 - : Q&A

수강료 무료- :

모의면접< >

내용 로스쿨 면접 대비 실전모의면접 진행- :

방식 인당 분 문제지 리딩 분 면접 분 피드백 분- : 1 35 ( 15 + 15 + 5 )

수강료 만원- : 3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회원 신청관리(https://job.skku.edu) /→ 

수강접수등록 신청→ 

이수시

혜택
별도 혜택 없음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고시담당자 02-760-1084 / choysj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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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프로그램명 로스쿨준비반 논술특강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로스쿨준비반 실원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

프로그램 

소    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논술 시험 준비를 위한 특강 프로그램 제공LEET

운영기간 매년 월경6

대상학생 로스쿨준비반 실원 및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모집인원 인원제한 없음

운영장소 인사캠 내 강의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내용 논술이론 특강 및 수강생 논술답안에 대한 첨삭지도- :

방식 특강 총 회 제공 본교 글쓰기클리닉- : 6 ( )

수강료 로스쿨준비반 실원 만원 본교생 비실원 만원- : -3 , ( )-5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회원 신청관리(https://job.skku.edu) /→ 

수강접수등록 신청→ 

이수시

혜택
별도 혜택 없음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고시담당자 02-760-1084 / choysj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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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언론고시반 현직 언론인 특강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언론사 진출에 관심 있는 학생

프로그램 

소    개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진출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현직 언론인 기자 아나운서 를( , PD, )

초청하여 특강 진행

운영기간 연중운영 모집은 각 고시반별로 상이( )

대상학생 학부 재학생 및 졸업생

모집인원 유동적 강의실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 )

운영장소 인사캠 내 강의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현직 언론인 기자 아나운서 초청 특강( , PD, )

개   회-

초청연사 특강-

- Q & A

언론고시 및 언론고시 준비반 소개-

폐   회-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회원 신청관리(https://job.skku.edu) /→ 

수강접수등록 신청 혹은 당일참석→ 

이수시

혜택
별도 혜택 없음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고시담당자 02-760-1084 / choysj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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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명 글로벌캠프 GBA

운영부서명 경영대학 중국대학원행정실/

운영목적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 현장 방문을 통해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도모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글로벌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해외 현장을 실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성공 지원

국내 기업 및 해외 기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

프로젝트 결과물 도출

운영기간 매 방학중 회2~3

대상학생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

모집인원 프로그램별 명10~15

운영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및 해외 현장

프로그램 

세부사항

- 최근 트렌드 및 학생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현장 및 대상 기업과 기관 선정 

- 내부 회의를 통해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 ,

- 현장 파견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교육을 통한 지도

예 글로벌캠프 미국) ( )

신청방법 글로벌경영학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이메일 지원

이수시

혜택

해외 기업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 수집-

해외 취업에 성공한 동문들과의 만남 가능-

문의처 글로벌경영학과 사무실 국제관 층 , 2 90206, 760-0034,41/ skkugb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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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지능정보 커넥트2019 (CON2 글로벌 캠프ECT)

운영부서명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목적 해외 신기술 및 기업체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지능정보기술 분야 의 세계적인 기업체 탐방을 통해 글로벌 (AI, IoT, Cloud, Bigdata, Mobile)

안목을 증진시키고 기업체 담당자의 강연을 통해 지능정보 융합신기술의 현장을 , Connect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하며 지능정보 융합신기술로 사업을 하고 있는 , Connect

청년창업기업가들의 를 통해 혁신창업가마인드를 함양 인턴쉽 하는 Talk Concert (mini- )

프로그램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체 탐방을 통해 글로벌 - , ,

안목을 증진시키고 청년창업기업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혁신창업가마인드 함양,

운영기간 년 월 예정 박 일2020 1 (7 8 )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모집인원 명 20

운영장소 일본 및 중국 산업체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1
지능정보 융합신기술 기업체 담당자 강연Connect
지능정보 융합신기술 여개 산업체 견학Connect 10

2 글로벌문화 및 지능정보기술 탐방 체험

3 지능정보 융합신기술 해외 청년창업기업가의 Connect Talk Concert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skku.edu 공지사항 참고)

이수시

혜택
지능정보 - CON2 수료 요건 갖춤ECT Academy

문의처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담당자 031-290-5608 / meetx@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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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명 SG Maple Program

운영부서명 국제교류팀

운영목적
본교에서 수학중인 외국인 교환학생과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프로그램 

내용 소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한 학기 동안 외국인 교환학생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

운영기간 매 학기

대상학생 전교생 학부생 대학원생 휴학생( , , )

모집인원 명륜캠퍼스 명 율전캠퍼스 명100 30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역할은 크게 그룹별 활동과 버디 활동으로 나누어 짐

참가 학생은 약 명으로 구성된 그룹에 속하게 되며 동일한 그룹 내의 외국인교환학생을 15~20 ,

버디로 배정 받아 친구가 되어 한국과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생활을 도와줌

한 학기 동안 두 번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 우수자에 대해 소정의 상품 부여-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후 를 통한 프로그램 신청, GLS

이수시

혜택

글로벌 역량 증진-

국제처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봉사시간 부여-

문의처 국제교류팀 국제관 층 , 2 90212, 760-0155/ n2hermit@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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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Hi-Club

운영부서명 국제교류팀

운영목적 교환 방문학생이 본교와 한국에서의 생활이 즐겁고 유익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단체/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교환학생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함

운영기간 년2

대상학생 학부 재학생

모집인원 명륜캠퍼스 명 율전캠퍼스 명20 20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교환학생과 버디 매칭되어 한국과 본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1.

학기 중에 진행되는 교환학생 문화행사를 기획 및 진행2.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학교 생활 소개 캠퍼스 투어 웰컴 파티1) : , ,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 민속촌 관광 후 율전캠퍼스에서 바비큐 2) Hi-Day Tour: – 

파티

세계대학 박람회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교환3) Student Mobility Fair: – 학생들이 직접 부스

를 준비하고 자신의 출신 대학교를 소개 및 홍보

신청방법 동아리 리쿠르팅 기간에 부스에서 신청

이수시

혜택

글로벌 역량 증진-

국제처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봉사시간 부여-

문의처 국제교류팀 국제관 층 , 2 90212, 760-0155/ n2hermit@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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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명 해외융합프로젝트SKKU Global Ingenious Program :

운영부서명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 타문화권 학생들과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싶은 학생

- 단기간에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는 디자인사고 프로세스에 관심 있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역량과 융합역량 제고를 위해 타문화권 학생들과 팀을 구성하여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문화 체험과 기업체 탐방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고 이해,

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방학 월 중 또는 동계방학 월 중 연 회(8 ) (1 ) 1

대상학생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성균관대 재학생

모집인원 명 내외10

운영장소 미국 외 년도 운영 기준,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2018 )

프로그램 

세부사항

년도 운영 기준(* 2018 )

일차1 : Stanford University D-School Tour○ 

일차 및 2 : Renault Innovation Lab Tour Google Tour○ 

일차3~4 : BRAVO*-SKKU Design Exchange○ 

성균관대 학생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 UC Berkeley Smart Mobility Design Challenge

워크샵 팀 프로젝트 수행( )

에 대한 및 성균관대 학생의 - Smart Mobility UC Berkeley Mini Talk

초청강연 소속 강연자 세미나- : Mercedes-Benz, Oracle, Foundry

일차 실리콘 밸리 기업 등 탐방5~6 :○ 

(*BRAVO: Berkeley Research for Autonomous Vehicle Opportunities)

본 일정은 프로그램 회 차에 따라 상이하나 타 대학과 디자인사고 워크숍과 문화탐방   ,※ 

일정으로 구성됩니다.

신청방법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채용 모집 해외융합프로젝트(https://www.skku.edu) /→ → 모집   

공지 글 확인 지원서 작성 후 담당연구원 메일로 신청→ 

이수시

혜택

왕복항공권 숙박 식사비 지원, ,

워크숍 참가 확인서 발급(Certificate of Participation)

문의처 대학혁신과공유센터 담당연구원 02-760-1674 / petal87@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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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운영부서명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글로벌 창의리더로서의 성균인재가 글로벌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1) 참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전공으로 팀을 구성하고 스스로 문제를 선정함

2) 국내외 우수기관탐방 및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하여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창의적으

해결하는 과정

운영기간
월 월말 약 개월3 ~10 ( 7 )

일반적으로는 개월 과정으로 하계에 실시하였으나 깊이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확대 운영함* 5 .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모집인원 팀 내외5

운영장소 학생이 주제에 맞게 주도적으로 선정 가능

프로그램 

세부사항

프로그램 추진 일정 및 세부내용*

챌린저 선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최종확정:○ 

○ 오리엔테이션 국내외 탐방 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소개 선배챌린저의: , 멘토와 

멘티구성 향후 일정을 안내하고 팀빌딩프로그램을 통하여 팀간의 결속을 다짐 또한 해외,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해외탐방을 도움

○ 국내탐방 및 멘토링 해외탐방을 떠나기 전에 멘토링을 통하여 국내의 현황을 파악: 하고 

챌린저들의 계획과 실현 과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도전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움

○ 해외탐방 각 팀별로 해외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 및 설문지 조사 세미나 등을 통하여: ,

다양한 지식 습득과 경험을 장려함 해당 기간 동안 담당 연구원 및 학생스텝 선배챌린저. ,

들이 함께 웹멘토링을 통하여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함.

후속연구 각 팀별로 챌린저 기간 동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화 :○ 

연구를 진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 결과공유회 챌린저 결과 전시 및 발표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학생 및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함

신청방법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공지사항(https://www.skku.edu) → 

신청양식 다운 담당연구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 

이수시

혜택
창의심화탐구 학점 인정 또는 창의품 취득 택 (3 ) ( 1)

문의처 대학혁신과공유센터 담당연구원 02-740-1667 / bjko2@skku.eud



2019 학생성공 가이드 35

글로벌

프로그램명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산학사업팀

운영목적
사회 또는 산업체 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 스스로 기획 설계하도록 유도하여 학( ) , 생들의 

창의성과 실무능력 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양,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생들의 전공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기업 지자체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 /

정규 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의 확산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해 산업체 및 지역사회 연계 실습비 및 - ,

교과목 운영비 등을 지원 

운영기간 매학기 운영 

대상학생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부생/ , ,

대학원생 

모집인원 교과목 수강 인원에 따라 변동됨 학년도 학기 명 신청완료(2019 1 1,025 )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음 /

유형 교과목 

전공기반
각 학과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 

종합설계실습 신소재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패션콜렉션 등 ex) , ,

융복합
개 이상의 전공이 참여하여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2

융합캡스톤디자인 융합생명캡스톤디자인 등 ex) ,

기업/

지역사회 연계

기업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행 /
참여기관 카카오 이마트 종로구청 등 ex) : , SKT, 24,

글로벌
해외대학 기관과 협업하여 공동 프로젝트 수행 /

글로벌캡스톤디자인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 등 ex) ,

신청방법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신청 후 팀별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신청서류 계획서 서/ , ( ,

약서 실습비지원신청서 제출, )

이수시

혜택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학점 취득-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팀별 실습비 지원 유형별 차등지급- ( )

- 우수팀에 특허출원비용 지원 경진대회 참가비 지원 ,

- 기업연계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 참가확인증 및 상장 지급/

문의처
산학사업팀 산학협력센터 층 호- , 2 85245

내선번호 이메일- : 031-299-4446, : bgshi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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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글로벌캠프

운영부서명 성균융합원행정실

운영목적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 소개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학생 전공심화 교육 및 진로지도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

해외 기관 학교 혹은 기업 의 견학 협업을 통한 융합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능력 함양( ) ,

운영기간 동계 방학 중

대상학생
글로벌융합학부 원전공생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 )

모집인원 학과에서 별도 공지

운영장소 학과에서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동계방학 중 월 월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대학 방문(1 ~2 )○ 

- 오전에는 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글로벌 기업 등WU (MS, Amazon, Boeing, Socrata )

방문

- 수업과 글로벌 기업 방문을 통해 데이터분석의 적용과 응용 사례 참관

월 중 모집 공고 예정10○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

○ 글로벌 챌린지 공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자유 주제를 제시‘ ’

희망하는 기관 및 해당 기관과의 견학 협업 계획을 기획 제안- / /

우수 기획안을 낸 팀을 선발하여 기획안에 따라 해당 국가로 파견- 2

우수 팀 선발 기준○ 

학습 잠재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 /

신청방법 학과에서 별도 공지

이수시

혜택
항공료 및 체류비 일부 지원

문의처
글로벌융합학부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02-740-1783

글로벌융합학부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 02-74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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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명 2019 Brothership Workshop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한 중 양국 간 소프트웨어분야 정보 교류- /

향후 고급인력 교류를 위한 초석마련-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매년 하계방학에 중국 칭화대 상해교통대 학생들을 초청하여 박 일 동안, 3 4

워크샵 개최

- 한 중 학생들의 상호 교류 초석 마련/

- 양 대학끼리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돈독한 관계 형성

운영기간 하계방학 월 중 박 일(7 ~ 8 ) 3 4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명 내외40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및 국내 일원

프로그램 

세부사항

- 중국 칭화대 상해교통대 학생들과 재학생을 매칭하여 , SKKU

사전 프로젝트 진행 월(5~6 )

- 중국 칭화대 상해교통대 학생들을 초청하여 워크샵 진행,

- 한국 기업 전시장 및 국내 체험

-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들과 조별 활동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5 )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교비 지원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호, 85458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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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월드프렌즈 봉사단 프로그램2019 ICT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봉사 정신과 리더십 함양을 통한 글로벌 리더 양성

- 성균관대학교의 인의예지 건학정신 구현활동“ ”

프로그램 

내용 소개

와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며 여름방학 달 동안 개발도상국으로 재NIA , 1 학생들을 

파견하여 현지 교육 및 한국 문화교육을 진행함ICT

운영기간 수 수 세부일정은 각 국가마다 상이함2019.06.26.( )~2019.07.31.( ) /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정보통신대학 재학생/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소프트웨어대학 복수전공 학생/

모집인원 명 내외45

운영장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

프로그램 

세부사항

공통 교육 프로그램○ 

아두이노 기반 교육 및 실습- IoT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교육-

현지 기관과 프로젝트 진행-

몰도바 수 월1. : 06.26( ) ~ 07.29( )

파견인원 학생 명 인솔자 교수급 명 직원 명- : 20 / : 2 , 1

파견기관 옥센티아 이알벨로니 먹더채쉬티 슨제레이- : / / /

현지 초 중 고등학교( , , )

키르기스스탄 월 수2. : 07.01( ) ~ 07.31( )

파견인원 학생 명 인솔자 교수급 명 직원 명- : 14 / : 1 , 1

파견기관 마나쉬 대학 오쉬기술대학- : /

우즈베키스탄 수 금3. : 06.26( ) ~ 07.26( )

파견인원 학생 명 인솔자 교수급 명 직원 명- : 14 / : 2 , 1

파견기관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 : TUIT( )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5 )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지원 추가금액 교비 지원NIA ( )

봉사 시간 및 수료증 수여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호, 85458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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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명 스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대학 파견2019 K-SW (Purdue )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미국 현지학생 및 기업 엔지니어와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ICT

- 글로벌 협업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최신 기술 관련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진행ICT, SW

- 전공 이론교육 전공교과목 수업 청강( )

- 최신기술 세미나 개최 

운영기간 금 금 주2019.08.30.( ) ~ 12.20( ), 16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명3

운영장소 미국 대학Purdue

프로그램 

세부사항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 주제 총 개 1. : 9

팀구성 수행과제별 국내학생 명 지도교수 명 현지학생 명- : (4~5 ), (1 ), (1 )

기업멘터 명 등 명으로 구성 (1 ) 7~8

프로젝트 수행 팀별로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 구현- : SW/ , / , ,

프로토타입 개발 등 제품 개발 전과정 수행SW

전공과목 청강2.

수강 프로그램 참여교수 개설과목 개 이상 과목 청강- ( ) 1

기술세미나 및 영어교육 등3.

기술세미나 개최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프린팅 등- Weekly SW : , , 3D

강사진 퍼듀대학 전공교수 및 박사과정생 등 다수 참여- :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4~5 )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중심대학 사업 지원SW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호, 85458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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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소프트웨어학과 미국 글로벌 기업연수 2019 IT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글로벌 기업 현장학습 및 업무습득- IT

- 글로벌 기업 인턴쉽 연결 및 해외 취업방법의 다양성 학습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매년 동계방학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및 의 기업들을 탐방하며 글LA IT 로벌    

기업의 현장학습 및 해외 취업방법의 다양성을 학습IT

- 교수 학생간의 유대감 형성 및 재학생들의 공동체의식 증진,

운영기간 동계방학 월 중 박 일(1~2 ) 8 10

대상학생 소프트웨어학과 학기 이상 재학생4

모집인원 명 내외50

운영장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프로그램 

세부사항

- 미국 글로벌 기업 탐방 일 개 개 기업 탐방IT : 1 2 ~3

- 미국 대학 방문 등: Stanford University, UCLA University

- 현지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 그룹 초청 및 간담회 진행K-Group( IT )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선발(10 ) → →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교비 지원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호, 85458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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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명 2019 SW Pioneer Program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글로벌 대학에서 지식 교류 및 최신기술 습득- SW

- 글로벌 기업 현장학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여름방학동안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USC LA(USC), ( ),

시애틀 등 총 개 도시의 기업들을 방문하여 현장학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3 IT

와 를 주제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진행 - Data Science AI

운영기간 토 금 주2019.06.29.( )~07.26( ), 4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명2

운영장소 미국 대학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시애틀 LA(USC ), ( ),

프로그램 

세부사항

- 에서 와 를 주제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진행USC Data Science AI

주동안 진행(2 )

- 한미 해커톤 개최 : Social Data Analysis with Open Datasets

한미 학생간 지식 교류 및 전문가 멘토링 기회 제공( SW )

- 미디어관련기업 실리콘밸리 기업 방문 등LA , SW (Google, CISCO )

- 시애틀 혁신기업 등 견학 및(Microsoft, Amazon, Starbucks )

해외기업 인턴십 기회 제공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3 )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중심대학 사업 지원SW

명의의 수료인증서 및 학생카드 발급USC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호, 85458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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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2019 SVTEP Program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글로벌 기업 현장학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 최신기술에 대한 강의 및 프로젝트 진행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총 주 기간 중 주 동안 이력서작성 및 인턴십 인터뷰 등 해외 인턴십을 위한 습득 5 , 1 skill

및 모의 인터뷰 진행

최신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진행 - IT

운영기간 월 금 주2019.07.01.( ) ~ 08.02( ), 5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명4
운영장소 미국 대학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SJSU(San Jose State University) , ( )

프로그램 

세부사항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3 )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중심대학 사업 지원SW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호, 85458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2019 학생성공 가이드 43

글로벌

프로그램명 2019 UCI I-SURF Program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팀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역량 강화

- 글로벌 기업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팀 연구 프로젝트 진행

의 지도교수 및 현지 대학원생들과의 연구 진행UCI

매주 연구 미팅 및 주제 발표를 통한 연구 수행

- 실리콘밸리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운영기간 일 금 주2019.06.23.( ) ~ 08.30( ), 10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명4

운영장소 대학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UCI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 )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팀 연구 프로젝트 진행

가지 프로젝트 주제 중 지망을 사전에 선정하여 주제 선정- 36 1~5

지도교수 및 현지 대학원생들과 연구 진행- UCI

매주 연구 미팅 및 주제 발표를 통한 연구 수행-

심포지엄 개최-

집중 학습 진행- Conversation, Writing, Reading

최신 기술 개발자 초청 멘토링 진행2.

실리콘밸리 기업 방문하여 현장실습3. IT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3 )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중심대학 사업 지원SW

프로젝트 성과가 우수할 경우 기간연장 가능 자비부담( )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호, 85458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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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일본 오카야마대학 캠퍼스아시아 나노바이오코스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약학대학

운영목적 해외대학 교류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일본 오카야마대학 내 바이오코스 관련 강의 견학 국제교류 필드조사 등 수행- , , ,

운영기간 매년 월중 박 일2 4 5

대상학생 약대 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모집인원 명5

운영장소 일본 오카야마대학

프로그램 

세부사항

학생 자율 신청에 따라 학생선발 성대 약대- ( )

선발된 학생은 일본 오카야마대학 내 바이오코스 관련 강의 견학 국제교류 필드 조사 등  - , , ,

수행

오카야마대학은 왕복티켓 및 숙박 제공-

체재중 식사 기타비용 입장료 교통비 등 은 본인부담- , ( , )

신청방법 약학대학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이수시

혜택

문의처 약학대학행정실 내선 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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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명 유학대학 우수학부생 제도

운영부서명 유학대학

운영목적 겨울방학 필리핀 어학연수 참가자 선발 및 학업우수자 독려 목적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매년 월 사이 유학동양학과 학기 재학생 중 전체 평점평균 이상10~11 , 4 3.5 (F포함 의  )

성적우수자를 선정

해외영어연수 지원자격 부여-

운영기간 매년 월10~11

대상학생 유학동양학과 학기 재학생 중 평점평균 포함 이상4 (F ) 3.5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

프로그램 

세부사항

매년 월 사이 유학동양학과 학기 재학생 중 전체 평점평균 이상 포함 의      - 10~11 , 4 3.5 (F )

성적우수자를 선정

인정서 수여식 및 학장님과의 오찬 진행-

겨울방학 해외영어연수 지원 자격 부여-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음

이수시

혜택
겨울방학 필리핀 해외영어연수 지원 자격 부여-

문의처 유학 문과대학행정실 학생 담당자/ (02-76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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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유학대학 해외영어연수

운영부서명 유학대학

운영목적 유학대학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 소개

매년 겨울방학 유학동양학과 우수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을 선발하여 필리핀 어학원에 주간 4

파견

운영기간 겨울방학 중 주간4

대상학생
학부생 유학동양학과 우수학부생 학기 재학생 중 평점평균 포함 이상- : (4 (F ) 3.5 )

일반대학원생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모집인원
학부생 명- 3~5

일반대학원생 명- 3~5

운영장소 필리핀 어학원

프로그램 

세부사항

겨울방학마다 유학대학 우수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을 선발하여 필리핀 어학원에 주간    - 4

파견

현지 교육비 기숙사비 식비 포함 왕복항공비 제공- , ( ),

신청방법

우수학부생 유학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여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

공인어학성적표 제출

일반대학원생 학과장의 추천을 득한 후 유학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여 - :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공인어학성적표 제출,

이수시

혜택
무료 해외영여연수 체험 가능-

문의처 유학 문과대학행정실 학생 담당자/ (02-76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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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명 중국 칭화대 철학과 겨울방학 파견 단기연수

운영부서명 유학대학

운영목적
유학대학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

중국 칭화대 철학과와의 학술 교류-

프로그램 

내용 소개

매년 겨울방학 유학동양학과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칭화대 철학과에 4주간  

파견

운영기간 겨울방학 중 주간4

대상학생

학부생 유학동양학과 학부생 중 중국어 능통자 급 이상 혹은 이에 상당- : (HSK 4

하는 실력)

일반대학원생 석 박사 석박통합과정 재학생 휴학생 논문미제출수료생 모두 - : / / ( , ,

포함 중 중국어 능통자 급 이상 혹은 이에 상당하는 실력) (HSK 4

모집인원
학부생 명- 5~7

일반대학원생 명- 5~7

운영장소 중국 칭화대학교 철학과

프로그램 

세부사항

- 겨울방학마다 유학대학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중 중국어 능통자를 선발하여 중국 칭화대  

철학과에 주간 파견4

현지 교육비 기숙사비 식비 미포함 왕복항공비 제공- , ( ),

칭화대 중국어 및 중국철학 수업 프로그램 제공-

겨울방학 계절수업 학점 인정 가능-

신청방법

우수학부생 유학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여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

공인어학성적표 제출

일반대학원생 유학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여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

공인어학성적표 제출

이수시

혜택

중국어 및 중국철학 수업 프로그램 제공-

겨울방학 계절수업 학점 인정 가능-

문의처 유학 문과대학행정실 국제화 담당자/ (02-76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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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자연과학/약학/생명공학/스포츠과학대학행정실

운영목적 -� 학부생의� �로�� ��� 성장�� ��� 학생� 성공� 가�� 실현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생의� 신청�� ���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복수학위� 프로그램� �행� �� � �

� � 학생� 파견

운영기간 �� 학기

대상학생 65학�� 이상�� 이수�� 3학�� �학� 학생(���균� 3��� 이상)

모집인원 자연과학대학� 학부생� 전원

운영장소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프로그램�

세부사항

- 학부생의� 복수학위� 취득(이학사)

- 학부생의� ���� �� �로�� ��� ���� ��� ��� 취업�� 대학원� �학� 가능

신청방법 학생� ��� 신청

이수시

혜택

�� 대학의� 학위� 수�� 가능(성균관대학교��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 ��� 프로그램� 이수자� ��� �학� 현황

��� University� of� �innesota� 대학원

��� �D� �n�erson� �e�i�al� ��hool�� PhD� Program

3�� 서�대학교� ��ology� ��/PhD� program

��� ��U� � �과대학�

문의처 자연과학/약학/생명공학/스포츠과학대학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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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명 중국 서안전자과기대학 파견 프로그램Summer School

운영부서명 정보통신대학

운영목적 세계각국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재학생 글로벌 역량 고취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중국 서안전자과기대학에서 매년 진행하는 에 참여하여 문화체험Summer School , 특강 ICT

수강 협동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 탐방 등을 진행, ,

운영기간 매년 월 초 진행7

대상학생 정보통신대학 소속 학부생

모집인원 명2 /年

운영장소 중국 서안전자과기대학

프로그램 

세부사항

프로그램 개요1.

가 파견기간 박 일. : 9 10

나 파견인원 명. : 2

다 프로그램 내용.

최신 정보통신기술 강의1)

저명 학자 및 산업계 유수인사들과 면대면 토론2)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과의 네트워크 형성3)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 및 기업 탐방4) IT

중국 서안의 사적지 탐방 및 전통음식문화 체험5)

파견비용2.

가. 서안전자과기대학 부담 식비 숙박비 교통비 수업료: , , ,

나 정보통신대학 부담 왕복항공료 보험료. : ,

다 파견학생 부담 개인비용. :

파견학생 선발3.

가 기간 중 접수 면접 진행. : 2019. 4 /月 

나 전형 서류접수 후 면접 진행. :

파견종료 후 수학보고서 행정실 제출4.

신청방법 대학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참가비 및 왕복항공료 보험료 전액 지원,

문의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공과대학행정실 제 공학관 층 호/ / , 1 1 21102

031-290-5816 / kimyj4u@skku.edu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50

2019 학생성공 가이드

프로그램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신입생 해외연수

운영부서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목적 신입생의 글로벌 감각 배양 및 글로벌 기업의 사업전개 현황 학습IT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스탠포드대학교 버클리대학교 등 글로벌 대학 견학,

- 삼성전자 미주법인 구글 애플 등 , , 글로벌 기업 및 실리콘밸리 혁신기업 방문IT

운영기간 연 회 월말1 (6 )

대상학생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신입생 및 성적우수학생

모집인원 신입생 전원 성적우수학생 명, 4

운영장소 미국 실리콘밸리

프로그램 

세부사항

학년도 예시2019

일  정 토 토 박 일: 2019. 6. 22.( ) ~ 2019. 6. 29.( ), 5 8○ 

참석학생 명: 78○ 

장 소 미국 실리콘밸리 일대:○ 

내 용 ○ 

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및 실리콘밸리 혁신기업 방문, Apple, Google IT

나 스탠포드대학교 버클리대학교 등 글로벌 대학 견학. ,

다 실리콘밸리 혁신기업 조별 방문.

라 금문교 등 관광. , six flags

신청방법 학과에서 개별 안내

이수시

혜택

- 글로벌 역량 강화

- 학업에 대한 성취욕 고취

-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문의처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행정실 반도체관 층 호, 2 400213 , 031-299-4901/bomi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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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명 일대일로 대장정

운영부서명 중국대학원

운영목적 현지 역사 문화 체험을 통한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 호연지기 함양/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구간을 년간 완주하는 프로그램으로 과거 중국 상인들의 ~ 2,600km 4西安 木乌鲁 齐

마음가짐을 느껴보고 중국 현지 땅을 밟아보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현재2016~

대상학생 중국대학원생

모집인원 재학생 전원

운영장소 중국 서안 우루무치 일대~

프로그램 

세부사항

매년 월경 가을학기 신입학 한 학생들과 중국대학원 구성원들이 함께 떠나는 현지학습9~10 ,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관광지만을 돌아보는 일반적인 여행 이 아닌 실제 상인들이 걸었던  , “ ”

길들을 걸어보는 프로그램

약 박 일간 진행되며 중국과 만나고 느끼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5 6

일대일로란 

일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일로 남중국해와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과 중동 및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해양 실크로드:

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의 경제핵심정책인 일대일로를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

프로그램

신청방법 기간 중 중국대학원행정실로 신청서 제출

이수시

혜택
경비감면

문의처 중국대학원행정실(02-74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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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중국현지조사 중국몽( )

운영부서명 중국대학원

운영목적 오늘 의 중국을 이해하고자 현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소개

주말반 중심의 중국몽 프로그램 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국을 만들기 위하여 벌이는 변화의 “ ”

현장을 방문하여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방학기간 중

대상학생 중국대학원 주말과정 학생

모집인원 주말반 인원 전원

운영장소 중국

프로그램 

세부사항

중국몽 프로그램은 중국 스타트업의 메카로서의 북경을 방문하여 현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관광객이 아닌 현지를 방문한 출장 비Street Research , , 즈니스인으로서의 

마음가짐으로 프로그램 운영

차 프로그램은 심천을 방문하여 텐센트 화웨이 등 기업을 방문하고 심천 주변의 선1 , 3 선 도시 4

팀별 현지조사 활동 진행

차 프로그램은 항주를 방문하여 알리바바를 방문하고 특강 등을 듣고 중국 건식 시장 등을 2 ,

조사 탐색하였다,

신청방법 중국대학원행정실 별도 참가 신청서 작성

이수시

혜택
경비 감면

문의처 중국대학원행정실(02-74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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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명 Global buddy

운영부서명 학부대학

운영목적 한국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 및 다문화 체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 제고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한국학생 명 과 외국학생 명 이내 이 팀을 구성하여 개 학기 동안 문화 교류 및 학습지도 (1 ) (3 ) 1 1

활동 수행

운영기간 매 학기 학기초 학기말( )∼

대상학생 양캠퍼스 학부대학 대계열 학년 학생 한국 학생1 ( )

모집인원 인사캠 명 및 자과캠 명 참가 학기187 38 (2019-1 )

운영장소 인 호암관 층 학사지도실 및 자 기초학문관 층 학사지도실( ) 2 ( ) 1

프로그램 

세부사항

학기 주요 일정2019-1

신청 접수 월 일 월 일 목- : 3 4 ( )~14 ( )

매칭 결과 통보 및 간담회 월 일 수 및 일 목- : 3 20 ( ) 21 ( )

학기 활동 중간 점검 월 일 월 월 일 금- 1 : 4 29 ( )~5 3 ( )

최종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검토 월 일 월 일 금- : 6 3 ( )~7 ( )

학기 활동비 정산 지급 월말경- 1 : 6

글로벌버디 관련 학부대학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및 발표 동영상 URL:

https://hakbu.skku.edu/hakbu/guidance/buddy.do

신청방법 개인별로 홈페이지에 탑재한 신청서 작성 후 담당 성균멘토에게 제출

이수시

혜택

팀별 구성원 인당 최대 만원 실비 지원 증빙영수증 반드시 제출1 2 ( )

한국 학생은 최대 시간 이내 봉사활동시간 인정20

문의처 학부대학 성균멘토(02-760-0774, socrate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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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월드프렌즈 해외봉사프로그램 단기 중기( / )

운영부서명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방학기간 중 해외봉사 진행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교육환경이 부족한 해외 지역을 방문하여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등을 진행, ,

운영기간 단기 매년 월 월 모집 중기 매년 월 모집: 4 , 11 / : 5

대상학생 재학생 신청일 기준 졸업학기자 졸업유예자 휴학생 수료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지원불가( , , , , , )

모집인원 단기 학기별 명 중기 제한없음: 3 / :

운영장소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마다가스카르 등, , , ,

프로그램 

세부사항

교육봉사 체육 음악 과학 보건 미술 교육- : , , , ,

노력봉사 빈곤가정 부엌 지붕 공사지원 축사건축지원- : / ,

문화교류 부채춤 사물놀이 태권도 탈춤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 : , , ,

- 지원사항 최종 파견 확정 대상자에게는 대학 부담금 지급:

신청방법
대사협 홈페이지 회원가입 활동참여 메뉴 청년봉사단 해외단기(http://kucss.or.kr) “ ” “ ( )”→ → →

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해당자에 한함“00 ” “ ” “ ( )”→

이수시

혜택
봉사시간 및 프로그램 수료증-

문의처 학생지원팀 주년기념관 층, 600 1 , 760-1090 / studentaid@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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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명 글로벌리서치 프로그램(Asia Pioneer)

운영부서명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에게 사업아이디어 구체화 기회 제공• 
해외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기회 •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해외 창업 시장 기회 탐색을 위한 기업 방문
• 글로벌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자신의 사업아이템 현실적인 자문
• 프레젠테이션 진행 및 현지 동문들의 컨설팅
• 현지 산업현장 탐방
• 성균관대학교 창업 희망자 커뮤니티 구축

방문 국가는 모집 월 중 시 안내예정(2019. 7 )※ 

운영기간 여름방학 중 월(8 )

대상학생 재학생

모집인원 명 명20 ~25

운영장소 해당 국가 모집 시 안내( )

프로그램 

세부사항

년 프로그램 운영사례 일본 도쿄2018 ( )※ 

일정 주요 활동내용

금2018.8.3.( )
차 사전오리엔테이션 일정안내 팀별 스타트업 아이디어 회의 팀빌딩 1 ( , ,• 

활동 등)

월2018.8.13.( ) 차 사전오리엔테이션 창업동문 특강 조별주제 및 탐방계획 발표 등2 ( , )• 

월2018.8.20.( )
동문기업 견학 및 특강 이동재팬 김효섭 중문 대표: ( , 82)• ㈜
조별 현장 시장조사• 

화2018.8.21.( )
현지 기관 특강 동경 코트라:• 
에비스맥주공장 견학 및 다이칸야마 시장조사• 

수2018.8.22.( )
동문기업 견학 및 특강 주빌리웍스 박차진 전자공학 대표: ( , 88)• 
스타트업 아이템 개인발표 정지우 김소희( , )• 
조별 현장 시장조사• 

목2018.8.23.( ) 조별 현장 시장조사 및 팀별 발표준비• 

금2018.8.24.( )
팀별 발표준비• 
팀별 스타트업 프로젝트 발표 일본 총동문회 명 심사( 5 )• 
일본 총동문회 환영 만찬 및 교류행사• 

토2018.8.25.( )
아사쿠사 관음사 및 나카미세토오리 문화탐방• 
귀국•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또는 총학생회 페이스북 모집공고 후 신청

이수시 

혜택

문의처 학생지원팀 02-760-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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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글로벌 국토 대장정

운영부서명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대자연속에서 도전정신과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  

고취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일주일 간 매일 도보20~30km

- 약 명 내외 국내 외 학생들과 소통10 ,

- 조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활동 

운영기간 여름 방학 중 월(7 )

대상학생 학부생

모집인원 명50~70

운영장소 해당 장소 모집 시 안내( )

프로그램 

세부사항

- 년 운영 계획2018

일 자 세 부 내 용 거리
버스( )

금7.20( ) 전야제 발대식 안전교육 조단합대회, , (102km)

토7.21( ) 일차1 평화누리길 No.12,
연천 신탄리역 24km

일7.22( ) 일차2 평화누리길 No.10/11 29km

월7.23( ) 일차3 평화누리길 No.9/10
야간 문화의 밤 프로그램( ) 21km

화7.24( ) 일차4 평화누리길 No.7/8 28km

수7.25( ) 일차5 평화누리길 No.5/6,
일산호수공원 27km

목7.26( ) 일차6 평화누리길 No.2/3,
문수산성 23km

금7.27( ) 일차7
평화누리길 대명항No.2/3,
임진각 방문 버스이동( )
야간 해단식 진행( )

15km

토7.28( ) 일차8 숙소정리 캠퍼스로 이동, (85km)

총 계 167km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또는 총학생회 페이스북 모집 공고 후 신청

이수시

혜택
인성품 취득 자기발전영역( )

문의처 학생지원팀 031-29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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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프로그램명 지능정보 커넥트2019 (CON2 창의연구ECT) S-Hero

운영부서명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목적 다학제간 융합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다학제간 학생이 융합팀을 구성하여 지능정보 융합신기술 관련 관심사와 흥미에 따라 Connect

연구주제를 선택하거나 지능정보 산업체 애로기술 연계 설계 주제를 선택한 후 연구 주제를 

디자인싱킹 개념설계 상세설계 프로토타입 개발 시험 평가 절차 및 새로운 가치창출 - - - - / AI+ICBM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심층적으로 학습 연구하고 해결책을 도출해 보는 창의연구, (Creativeㆍ

과제 수행Research)

융합팀은 대학원생 팀장 인 대학생 인 지도교수 인 산업체 멘토 인 으로 구성하여 코칭 및 1 - 4 - 1 - 1「 」

멘토링 강화 운영 

최종 창의연구 발표대회 개최시 산업체 전문가를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 평가함·

운영기간 년 월 월 개월2019 4 ~ 11 (8 )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모집인원 여 팀 팀당 최대 학부생 명 총 여명 예정40 (1 4 , 160 )

운영장소 자연과학캠퍼스 제 종합연구동 층 세미나실 예정1 8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분 프로그램

1
 지능정보 융합신기술 설계프로젝트 연구팀 구성 및 연구신청CONNECT

대학원생 팀장 인 대학생 인 지도교수 인 산업체 멘토 인( 1 - 4 - 1 - 1 )

2
 지능정보 융합신기술 관련 산업체 애로기술 연계 설계 주제CONNECT

선정 및 자율 연구과제 선정

3

 실무 현장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지도교수 산업체 전문가 대학원생 팀티칭 멘토링- , , /

산업체 전문가 및 지도교수 평가 피드백- /

4  최종 결과 발표회 시작품 및 연구논문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skku.edu 공지사항 참고)

이수시 

혜택

팀연구활동재료비 만원 내외 지원- : 500

대학원생 팀장 연구활동비 만원 지원- : 100

대학생 인 연구활동비 인당 만원 지원- 4 : 1 15

지도교수 및 산업체 멘토 지도비 인당 만원 지원- : 1 50

문의처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담당자 031-290-5690/ wantubaby@skku.edu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60

2019 학생성공 가이드

프로그램명 지능정보 커넥트2019 (CON2 인사이트 캠프ECT) S-Hero

운영부서명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목적 등 융합신기술의 시장동향 및 활용에 관심 있는 학생AI, IoT, Cloud, Big data

프로그램 

내용 소개

지능정보 커넥트 창의연구팀의 연구지원을 위한 관련 인사이트 제공- S-Hero AI+ICBM

중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장 동향 및 기술의 구현 현황 - AI, IoT, Cloud, Big data, Mobile

등의 제공Insights

타대학 관련 인사이트 캠프 연계를 통한 참여 지원- AI+ICBM

운영기간 년 월 방학 예정 일2019 8 (1 )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학부생

모집인원 명 100~150

운영장소 자연과학캠퍼스 제 종합연구동 층 세미나실 예정1 8

프로그램 

세부사항

차 지능정보시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연결하라- (1 ) , !

구 분 프로그램

1  연결의 힘 및 (IoT Big Data)

2  우연한 발견은 없다 연구 문제 발견 및 연구 수행! ( )
3  디자인씽킹 및 빅데이터 등 개념 사례 설명
4  창의연구팀 중간 주제발표회

3  창의연구팀 산업체 멘토링

차 차 산업혁명 로드쇼- (2 ) 4

구분 프로그램

1 빅데이터시대 데이터로세상을읽는법, 최재원이사 다음소프트( )

2 차산업혁명을위한 프린팅의진화4 3D 고산대표 에이팀벤쳐스( )

3 공부는망치다! 유영만교수 한양대학교( )

4 차산업혁명시대와자기혁신방법4 조용민매니저 구글코리아( )

5 토론및질의응답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skku.edu 공지사항 참고)

이수시

혜택
지능정보 - CON2 수료 요건 갖춤ECT Academy

문의처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담당자 031-290-5608 / meetx@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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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프로그램명 성균공부방

운영부서명 교육개발센터

운영목적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전문 컨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공유학습

시스템을 개발 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개

우리 대학 학생들이 자신 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컨텐츠를 강좌로 개발하여 학내 (Teacher)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소속과 배경의 구성원들 이 해당 강좌를 수강할 수 , (Learner)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개발센터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방학 월 중 동계방학 월 중: 7 / : 1

년 월 일 월 일(2019 1 7 ~ 2 1 )

대상학생

강좌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본교 학부생 휴학생 수료생 포함Teacher: ( , )

본교 구성원 누구나Learner:

국제학생 편입학생 다양한 전공의 학생그룹 우선선발* , ,

모집인원 비제한

운영장소 양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개발지원 컨텐츠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 컨텐츠는 무엇이든 :

가능 본교 교과목 제외( )

- 신청강좌 예시 외국어 통계 프로그램 문화 예술: , IT/ (SPSS, Git, Photoshop, PPT), / 영화( ,

피아노 공예 캘리그라피 등 자격증 시험 토익 한자 한국사 등 기타, , ), / ( , , ),

 지원자격

강좌 관련 전문성 을 보유한 본교 학부생 휴학생 수료생 포함- Teacher: * ( , )

본교 구성원 누구나- Learner:
해당 강좌 관련 전공생 원어민 자격증 보유자 숙련자 우대* , , ,

 세부활동

성균공부방 - OT

강좌 운영 회 회 시간 이상- (3~6 , 1 =2 )

활동 후 활동내용 업로드 - (Teacher)

활동 후 온라인 강의평가 - (Learner)

결과 보고서 제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월 월초 학기 월 월초 학기: 6 ~7 (1 ) / 12 ~1 (2 )

학교 및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이수시

혜택
수강 인원 비례 수업료 지급Teacher:

문의처 교육개발센터 02-76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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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융합기초프로젝트

운영부서명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동료대학 다학제 다학년 학생들이 지역사회 글로벌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 · ․ 과정에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서 창의융합역량 및  

사회정서학습역량을 기르고 협동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1) 다양한 배경 학교 전공 학년 성별 학습 경험 등 을 지닌 학생들로 팀을 구성 ( , , , , )

글로벌 지역사회의 문제를 팀원들이 직접 발굴함2) ,

발굴한 문제를 전문가 자문 및 팀원 간 협업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해 보는 3)

단기 팀 프로젝트 학습

운영기간 하계방학 월 동계방학 월: 7-8 / : 1-2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전 학부생

모집인원 성균관대 재학생 명 내외 선착순 마감35 ( )

운영장소 개의 팀 단위로 프로젝트 및 협업 학습이 가능한 공간10~15

프로그램 

세부사항

신청방법 성균관대학교 공지사항 구글 설문 신청서 제출 최종 참가자 이메일 공지/→ → 

이수시

혜택

인포매틱스연계전공 졸업요건으로 필수 비교과프로그램 개 이수 인정 - 1

창의품 인정 모든 단계 출석 확인시- ( )

문의처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연구원 02-740-1678 / ahlafmoo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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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프로그램명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운영부서명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글로벌 창의리더로서의 성균인재가 글로벌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1) 참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전공으로 팀을 구성하고 스스로 문제를 선정함

2) 국내외 우수기관탐방 및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하여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

운영기간
월 월말 약 개월3 ~10 ( 7 )

일반적으로는 개월 과정으로 하계에 실시하였으나 깊이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확대 운영함* 5 .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모집인원 팀 내외5

운영장소 학생이 주제에 맞게 주도적으로 선정 가능

프로그램 

세부사항

프로그램 추진 일정 및 세부내용*

챌린저 선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최종확정:○ 

○ 오리엔테이션 국내외 탐방 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소개 선배챌린저의: , 멘토와 

멘티구성 향후 일정을 안내하고 팀빌딩프로그램을 통하여 팀간의 결속을 다짐 또한 해외,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해외탐방을 도움

○ 국내탐방 및 멘토링 해외탐방을 떠나기 전에 멘토링을 통하여 국내의 현황을 파: 악하고 

챌린저들의 계획과 실현 과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도전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움

해외탐방 각 팀별로 해외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 및 설문지 조사 세미나 등을 통하여 : ,○ 

다양한 지식 습득과 경험을 장려함 해당 기간 동안 담당 연구원 및 학생스텝 선배챌린저들이. ,

함께 웹멘토링을 통하여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함.

후속연구 각 팀별로 챌린저 기간 동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화 :○ 

연구를 진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 결과공유회 챌린저 결과 전시 및 발표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학생 및 전문가들과 : 공유하는 

장을 마련함

신청방법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공지사항(https://www.skku.edu) → 

신청양식 다운 담당연구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 

이수시

혜택
창의심화탐구 학점 인정 또는 창의품 취득 택 (3 ) ( 1)

문의처 대학혁신과공유센터 담당 연구원 02-740-1667 / bjko2@skku.e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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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프로젝트Co-Deep Learning

운영부서명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수강 중인 전공 교과에서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 국내외 , 공모전  

참여 자체 관심 프로젝트 다양한 대외 활동 등에 관심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 프로그램

팀 기반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소개

1) 수강 중인 전공 교과목과 관련한 심화프로젝트 국내외 공모전참여 자체 프로젝트 , ,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 지도교수와 학생이 팀을 이루어 심도 깊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팀 기반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3) 다양한 학과 학년의 학생들과 지도교수가 팀을 이루어 심도 깊은 팀 기반 ,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도록 하며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융합역량, , 자기주도역량 강화 기대

운영기간 매 학기 학기중 월 월 월 월(3 ~6 / 9 ~12 )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학년 재학생 휴학생도 가능1~4 ( )

모집인원 팀당 명 명 최대 팀3 ~6 ( 25 )

운영장소

프로그램 

세부사항

내  용 세부 내용

모집 및 선발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검토 후 선발 팀(10~15 )․

선발된 팀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프로젝트 진행

팀 단위별 프로젝트 개별 수행․

지도교수 면담 수행 회 이상(3 )․

지도교수가 직접 지도 내용 기술-

활동비 집행 및 증빙․

중간보고
중간보고 및 간담회․

특강 학습공동체 운영 등 유연하게 운영됨- ,

결과보고 
지도교수 면담 회 이상3․

․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 및 시상

결과 발표회( )
프로젝트결과 발표 심사,․

신청방법
매 학기 모집기간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 지도교수 서명 받기 → → 

담당 연구원 이메일 서면으로 제출/

이수시

혜택

성과전시회 발표 평가 후 우수 팀 장학금 지급-

창의품 인정 기준 프로젝트 최종 결과로 특허 출원시- ( : )

인포매틱스연계전공 졸업요건으로 선택 비교과프로그램 개 이수 인정 - 1

문의처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연구원 02-760-1678 / ahalfmoo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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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프로그램명 정기학술고적답사

운영부서명 문과대학 사학과

운영목적 역사 유적과 유물을 답사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생동감을 제고하고 현장 조사의 방법을 익힘

프로그램 

내용 소개
박 일간의 타 지역 역사 유적지 답사체험2 3

운영기간 학기당 회 월 월중1 ( 3 , 9 )

대상학생 사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복수전공 학부생 / ,

모집인원 대략 명75

운영장소 매 학기 답사부에서 지역 선정

프로그램 

세부사항

매 학기 초 답사부의 기획을 바탕으로 교수님 및 대학원생 학부생을 포함한 여명의   , 70-80

인원이 박 일간의 지방 답사 진행2 3 .

각 유적지 탐방 일정 마무리 후 저녁마다 사전조사 탐구의 내용을 토대로 답사 토/ 론을    

진행.

신청방법
역사유적답사 수강생은 자동으로 우선순위 부여 나머지 인원은 매 학기 초 ,

학과 홈페이지 및 답사부 홍보를 통해 이메일 접수

이수시

혜택

사학과 내규 상 졸업요건 충족 

전공생은 회 참여시 복수전공 편입생은 회 참여시 충족( 2 , / 1 )

문의처 사학과 사무실 02-760-0301 / 76003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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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학술고적답사

운영부서명 한문학과

운영목적
국내 역사적 장소에 방문하여 한문학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과 그 장소의 의미를 탐구하며 

학업의식을 고취시킨다.

프로그램 

내용 소개
유적지답사와 박물관 견학 학술발표 및 구성원간의 친목도모행사,

운영기간 연 회 박 일 학기 개강 후1 (2 3 ), 2

대상학생 한문학과 학부전공생 전공진입예정 희망생 및 대학원생( / )

모집인원 명60~80

운영장소 국내 유적지 년 기준 전라남도 해남 진도 일대(2019 , )

프로그램 

세부사항

- 전남 해남 및 진도 일대 탐방 미정( )

- 박물관 유적지 방문 미정, ( )

- 저녁에는 학술발표 진행 발표자 및 주제 미정( )

신청방법 학과에서 참가인원 조사

이수시

혜택

학과 내 타 학우들과의 친목 도모-

학부생 졸업요건 필수-

문의처 한문학과 사무실 조교 이메일 (31411), 02-760-0334, (euni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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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프로그램명 기업 견학IT

운영부서명 컴퓨터교육과

운영목적 체험학습을 통한 현장 역량 중심 교육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컴퓨터교육과 교과목에서 교육하는 관련 기술이나 장비 등의 실물을 보고 현장을IT 체험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

운영기간 월 중6~8

대상학생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모집인원 명 가량30

운영장소
페이스북 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기업을 , , , IT

매해 곳 정해 방문함 1~2

프로그램 

세부사항

견학할 장소 섭외 및 방문요청1.

학과게시판 학과 홈페이지 등 신청을 통해 재학생 모집2. ,

담당 연구원의 안내를 통해 장비 및 현장 체험3.

신청방법 학과게시판 학과홈페이지 등 공지,

이수시

혜택

문의처 컴퓨터교육과 학과사무실, 760-0671, jiun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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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교육 에듀톤대회SW

운영부서명 컴퓨터교육과

운영목적 정보 컴퓨터 예비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 소개

정보 컴퓨터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집중 멘토링 팀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교육 수업 - · , SW

설계 및 수업지도 경험을 심화함

- 교육전문가 멘토교사들과 예비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공유의 기, SW 회를 제

공하여 예비교원의 교육의 창의적 학습지도 역량 제고SW

운영기간 예선 월 중 결선 월 중: 6 , : 10

대상학생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복수전공생,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예선 본교 호암관 결선 추후 공지: , :

프로그램 

세부사항

학과 게시판 학과 홈페이지 등 신청을 통해 참가자 모집 1. ,

인 팀으로 구성된 예비교사의 수업지도안 발표 및 심사 예선2. 2 1 ( )

개팀을 선발해 수업지도안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 제작 실습 진행3. 1 ,

멘토교사를 정해 멘토링 및 시범수업 실시4.

전국의 예비교사 팀과 결선대회 진행5.

신청방법 학과게시판 학과홈페이지 등 공지,

이수시

혜택

결선대회에서 시상 시 

금상 상금 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00 ( )

은상 상금 만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 50 ( )

동상 상문 만원 한국정보교육학회장상/ 30 ( )

문의처 컴퓨터교육과 학과사무실, 760-0671, jiun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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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프로그램명 사범대학 빵점학교

운영부서명 사범대학 학생회

운영목적 사범대학 재학생의 수업실연을 통해 현장수업역량 강화 및 학생과의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서울 인근 중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범대학 학생의 수업실연 및 학생 참여활동 진행

운영기간 방학 중 일간 운영(5 )

대상학생 사범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매년 상이함

프로그램 

세부사항

서울 인근 중학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하고 참여 학교를 정리한 후 방학 중 인근   

중학교에서 일주일간 과목별 수업 지도 및 학생 참여활동 운동회 티셔츠 제( , 작등 프로그램 )

진행

신청방법 게시판 문자안내를 통해 사범대학 학생회에서 접수,

이수시

혜택
사범대학 학생이 참여하여 교육지도 후 교육봉사 시간 취득

문의처 사범대학 학생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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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학부연구회

운영부서명 사회과학대학 전 학과

운영목적 대학원 진학률 제고 전문성과 연구능력 사회과학적 통찰력 갖춘 인재 양성, ,

프로그램 

내용 소개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

학부연구회를 학과 특성에 맞게 실시

운영기간 매년 월 월6 ~12

대상학생 사회과학대학 학부생 참가자 및 대학원생 멘토자격( ) ( )

모집인원 학과 수요에 따라 다름

운영장소 학부연구회의 강의실 대관 현황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세부사항

-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전공분야별 지도교수 배정 및 심화학습 진행

- 활동횟수 총 회 시간 이상 의무10 , 15

- 활동목표 설정 프로젝트 선정 등 후 소모임 현장지도 및 대표학생( ) 대학원 재학생( ) 선정,

지도교수의 소모임 활동격려 및 활동사항 체크 참여 학생들은 활동종료 후 활동보고서 ,

작성 및 제출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

이수시

혜택

대학원 진학을 위한 지도교수 대학원생 멘토의 조언 팁 청취- , /

대학원 진학 전 진로 분야 설정 가능- /先

대학원 진학예정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문의처

행정학과 수선관 층 호, 5 61503 , 760-0361/ soyeona317@skku.edu

정치외교학과 수선관 층 호, 5 61504 , 760-0379/ sypark07@skku.edu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수선관 층 호, 4 61409 , 760-0391/ dhskis@skku.edu

사회학과 수선관 층 호, 5 61507 , 760-0405/ jeong1031@skku.edu

사회복지학과 수선관 층 호, 5 61505 , 760-0631/ js.ko@skku.edu

심리학과 수선관 층 호, 7 61708 , 760-0485/ youhi@skku.edu

소비자가족학과 호암관 층 호, 3 50303 , 760-0507/ yiyo4136@skku.edu

아동청소년학과 호암관 층 호, 4 50403 , 760-0525/ pain5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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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프로그램명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산학사업팀

운영목적
사회 또는 산업체 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 스스로 기획 설계하도록 유도하여 학( ) , 생들의 

창의성과 실무능력 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양,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생들의 전공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기업 지자체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정규 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의 확산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해 산업체 및 지역사회 연계 실습비 - ,

및 교과목 운영비 등을 지원 

운영기간 매학기 운영 

대상학생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부생/ , ,

대학원생 

모집인원 교과목 수강 인원에 따라 변동됨 학년도 학기 명 신청완료(2019 1 1,025 )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음 /

유형 교과목 

전공기반
각 학과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 

종합설계실습 신소재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패션콜렉션 등 ex) , ,

융복합
개 이상의 전공이 참여하여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2

융합캡스톤디자인 융합생명캡스톤디자인 등 ex) ,

기업/

지역사회 연계

기업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행 /
참여기관 카카오 이마트 종로구청 등 ex) : , SKT, 24,

글로벌
해외대학 기관과 협업하여 공동 프로젝트 수행 /

글로벌캡스톤디자인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 등 ex) ,

신청방법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신청 후 팀별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신청서류 계획서/ , ( ,

서약서 실습비지원신청서 제출, )

이수시

혜택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학점 취득-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팀별 실습비 지원 유형별 차등지급- ( )

- 우수팀에 특허출원비용 지원 경진대회 참가비 지원 ,

- 기업연계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 참가확인증 및 상장 지급/

문의처
산학사업팀 산학협력센터 층 호- , 2 85245

내선번호 이메일- : 031-299-4446, : bgshim@skku.edu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72

2019 학생성공 가이드

프로그램명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산학사업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목적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현장 경험기회 제공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일정기간동안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전공과 관련된 국내 외· 기업현장에서 현장실습 

진행

- 학교와 기업이 운영 계획 공동 수립 후 실습을 진행한 참여학생에게 실습비 지원

운영기간 매학기 운영 계절학기 포함( )

대상학생

주이상 기업에서 현장실습 후 해당학기에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학점인정4 받은 자 전( 공 교양 /

학점 모두 가능)

참여대학 학부생 학년 재학생LINC+ 3, 4※ 

모집인원 기업별 모집인원 참고 학년도 학기 개 기업 명 참여(2019 1 22 29 )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유형 내용 

팀 현장실습

기업 및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주제로 다양한 학과 학생이 팀을 
구성하여 일정기간동안 프로젝트 수행하는 문제해결형 현장실습

교원창업기업 산학협력단 입주기업 성균관대학교 가족회사- , , ,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소속 기업 등 참여

특화분야

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실습프로그램4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상공학해석 스마트팩토리- / , (CAE), IoT, ,

프린딩 바이오코스메틱 문화예술미디어 서비스융합디자인 3D , , ,
분야 운영 

직무교육연계

기업 수요기반 직무교육과정 개설 후 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 
현장실습 기회 제공

지식재산관리 및 활용 교육 특허분야- ( ) 교육 및 시험ANSYS ,
제품디자인SolidWork, Unity, 3D (Rhino), 디자인 년 운영UX/UI (2018 )

년 직무교육 학기때 운영 예정2019 2※ 
- 특허법인 개 기업 한국인프라 앤시스코리아 보부하이테크 등 참여  12 , , ,

연구실 Co-op 연구실 에서 기업 프로젝트를 연계한 현장실습 Co-op

글로벌
해외기관과 연계한 현장실습 

미국 독일 일본 베트남 등 운영 예정- , , ,

신청방법
톨게이트 온라인 시스템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실습비지급청구서( , , , , 통장사본 서류 등록)

-http://tollgate.skku.edu 학생 포탈 아이디로 로그인( )

이수시

혜택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취득 전공 교양- ( / )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현장실습 참여시 실습비 지원

참여대학(LINC+ , 학년 재학생 학점인정 받은 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3,4 , )

문의처
산학사업팀 산학협력센터 층 호- , 2 85245

내선번호- : 031- 299-4447, 29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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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프로그램명 학생 주도 연구스터디

운영부서명 성균융합원행정실 

운영목적 학생 주도적 자발적 스터디활동을 통하여 학습능력 및 연구력 향상 도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재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의욕 고취와 융합적 사고 촉진 연구력 향상 제고 및 학생 만족도  ,

향상을 위해 학생주도적 자발적 스터디활동 지원,

운영기간 학기당 회 학기 초 선발 학기 중 활동 학기 후 평가1 ( , , )

대상학생
성균융합원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성균융합원 일반대학원 로봇학과- AI.

모집인원 매 학기 명 팀당 최소인원 명이상40~50 ( 4 )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대상학과 재학생으로만 스터디원을 구성하며 최소 명이상 최대 명까지의 인원으로 운영- , 5 8

- 스터디 별 활동비 최대 만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은 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 지50 , 급되며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

- 스터디 신청 시 스터디 활동계획서제출 스터디 목표 운영방법 및 일정( , , 학습주제 및 내용,

기대효과 등)

- 스터디는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심화학습 연구프로젝트 수행 연구교류 등, ,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스터디활동계획서상의 주제와 동일하여야 함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학년도 팀 지원 학년도 학기 현재 팀 활동 중: 2018 11 , 2019 1 8

로봇학과- AI·

학년도 팀 지원 학년도 학기 현재 팀 활동 중: 2018 2 , 2019 1 2

신청방법 지능정보융합원 홈페이지 게시 및 학생 개별안내 후 메일로 접수

이수시

혜택

스터디활동 사용금액 지원 만원 한도 내(50 )

활동결과보고서 학과장 심사 후 지급※ 

문의처 성균융합원행정실 센터 층 , N 4 86422, 031-290-5705/ milkeny@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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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글로벌융합학부 팀 프로젝트

운영부서명 성균융합원행정실

운영목적
부트캠프 형식의 단기 집중 과정을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에게PBL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기르게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 하계 동계 방학 중 실시되는 부트캠프 형식의 단기 집중 과정 주 시간/ (2 45 )을 PBL(Problem-Based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Learning)

우수 프로젝트 팀을 선정하여 장학금 지원- 3

인포매틱스융합전공< >

-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매년 팀의 학생 중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2 학습 결과 발표회 

진행

운영기간 하계 동계 방학 중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학기 중 인포매틱스융합전공/ ( ), ( )

대상학생 글로벌융합학부 원전공생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인포매틱스융합전공( , )

모집인원
장학금 지원 대상 명 팀당 명 개 팀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12 ( 4 ×3 , )

매 학기 팀 인포매틱스융합전공1 ( )

운영장소 각 융합전공별 추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우수 프로젝트 팀을 선정하여 장학금 지원3○ 

팀 당 명씩 구성하며 위 팀 선정- 4 , 1~3

연 회 하계 및 동계 회 운영- 2 ( 1 )

○ 담당 강사 전공주임교수가 각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우수 프로젝트 선발,

선발된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 포스터를 전공 행사에서 전시 및 발표○ 

인포매틱스융합전공< >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매년 팀의 학생 중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학습 결과 발표22○ 

회 진행

- 각 연구 프로젝트는 지도교수와 글로벌융합학부 재학생 명 이상으로 구성2

연구 프로젝트 주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 접근으로 한정-

신청방법 각 융합전공별 추후 공지

이수시

혜택
장학금 지급

문의처
글로벌융합학부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02-740-1783

글로벌융합학부 인포매틱스융합전공( ), 02-74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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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프로그램명 스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대학 파견2019 K-SW (Purdue )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미국 현지학생 및 기업 엔지니어와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ICT

- 글로벌 협업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최신 기술 관련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진행ICT, SW

- 전공 이론교육 전공교과목 수업 청강( )

- 최신기술 세미나 개최 

운영기간 금 금 주2019.08.30.( ) ~ 12.20( ), 16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명3

운영장소 미국 대학Purdue

프로그램 

세부사항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 주제 총 개 1. : 9

팀구성 수행과제별 국내학생 명 지도교수 명 현지학생 명- : (4~5 ), (1 ), (1 )

기업멘터 명 등 명으로 구성 (1 ) 7~8

프로젝트 수행 팀별로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 구현- : SW/ , / , ,

프로토타입 개발 등 제품 개발 전과정 수행SW

전공과목 청강2.

수강 프로그램 참여교수 개설과목 개 이상 과목 청강- ( ) 1

기술세미나 및 영어교육 등3.

기술세미나 개최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프린팅 등- Weekly SW : , , 3D

강사진 퍼듀대학 전공교수 및 박사과정생 등 다수 참여- :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4~5 )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중심대학 사업 지원SW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호, 85458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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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성균 멘토링 프로그램SW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운영목적
- 고등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분야 적성 파악 기회 제공

- 멘토 재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심화 학습 및 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 

내용 소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기간 월 월 매월 회 월 결과 발표회5 ~ 12 ( 1 , 12 )

대상학생 소프트웨어학과 재학생 원전공 고등학생( ),

모집인원 학교당 명4

운영장소 신청 고등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프로그램 

세부사항

근교 고등학교 및 지방 고등학교로 홍보 및 신청 안내-

고등학교에서 가지 트랙 중 한 가지 트랙을 선택해 신청- 4

트랙 모바일 앱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 / / C / Python )

신청 고등학교에 한하여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멘토링 팀 구성-

정기적 고등학교 방문 및 멘토링 진행 매월 회 시간- ( 1 /2 )

- 결과발표회 진행 월 성균관대학교(12 , )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4 )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인성품 취득-

- 참가자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소프트웨어대학 미국연수 및 중국상해 연수 등 특혜성 프로그램 참가에 비교과프로그램 참

여도로 반영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호, 85458 , 031-299-4100 / shin3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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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프로그램명 소프트웨어대학 산학협력프로젝트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운영목적
소프트웨어대학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실무능력 배양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한 관련 기업과 학생 간 교류- SW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개 기업의 멘토와 명의 학생으로 구성하여 기업 프로젝트 수행24 120

- 동 하계 집중학습 시행을 통한 프로젝트 완성·

- 성균관대학교 우수 교수진들과 함께 기업에서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적 인재적 ,

부분에서 아낌없이 지원  

- 중간보고 최종 발표회를 통해, 진행결과보고서 전달 및 상호 기업 간 교류

운영기간 월 월 개월간 진행4 ~ 12 (8 )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명 내외120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및 기업 소재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발대식 진행

- 기업 교수 학생 간 격주 미팅 보고서 제출/ / ( )

- 프로젝트 중간 및 결과 발표회 진행

- 우수작품 기술교류회 출품 진행

년 월 중순2019 4

프로젝트 주제 확정 담당 지도교수 확인( )

기업 멘토 선정

프로젝트 일정 수립

년 월 월2019 5 ~ 12

프로젝트 활동 점검 및 중간발표

학생 월간 보고서 작성 ( )

지도교수 피드백 산학교수 검토 기업멘토 참고( ) , ( ) , ( )

기업 프로젝트 평가 ( ) - 기업멘토 평가표 작성 월 예정(11 )

년 월 2019 12

산학협력프로젝트 완료 보고회 결과발표회( )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선발(4 ) → → 

이수시

혜택
프로젝트 참여시 매월 연구인력비 생활비 지원 및 산학협력프로젝트 과목 이수( )

문의처 오픈소스 센터 반도체관 호SW , 400629 , 031-290-7155 / jylee88815@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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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예술대학 작품제작비 지원사업

운영부서명 예술대학 전 학과

운영목적 학생들의 창작욕구 고취와 가능성 있는 예술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개인 혹은 팀 단위로 작품제작 활동을 하는 지원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매년 학기2

대상학생 예술대학 학부생

모집인원 팀 내지 팀 가용 예산에 따라 소폭변동4 5 ( )

운영장소 시상식 장소 예술대학 학장실 수선관 층 패컬티 세미나실: or 5 61506

프로그램 

세부사항

- 학생회 주관 하에 작품제작비 지원사업 지원자 모집

- 지원자별로 제출하는 포트폴리오 시놉시스 시나리오 행사계획 등을 / / / 참조하여 예술대학 

학장 행정실장이 우수팀 팀 내지 팀 선발, 4 5

- 당선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작품제작지원비와 상장을 수여

신청방법 매년 학기 학생회 공지사항 참조하여 신청2

이수시

혜택

당선될 경우 작품제작비 및 상장 수여-

최우수 작품에 한해 여건이 될 경우 교내 시연회 기회 제공-

문의처 사회과학 경제 예술대학행정실 수선관 층 호/ / , 5 61509 , 76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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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방학특강 SW

운영부서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목적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 SW

프로그램 

내용 소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 동계방학 학기 초/ ~

대상학생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적생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반도체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학년도 동계방학 특강 예시 2018

회차 월 금 오전 시 오후 시 회 시간1 : 2019.2.25.( )~3.1( ) 9 ~ 7 (5 , 45 )□ 

회차 년 학기 중 토요일 회 시간2 : 2019 1 (5 , 35 )□ 

시험□ 

중간고사 반영- (30% )

기말고사 반영- (70% )

수료기준□ 

회차 총 시간을 모두 참여해야 수료 가능- 1, 2 80

총 수업시간 수의 분의 이상 결석시 수료 불가- 4 1

출석과 시험 모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강의 수료 여부 결정-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개별 신청

이수시

혜택
해당 특강 미수료시 지도교수 배정에 불이익 

문의처
반도체시스템공학과행정실 반도체관 층 호, 2 400213

031-299-4902 / jisuh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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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전자전기공학부 Summer / Winter Camp

운영부서명 전자전기공학부

운영목적 전공관련 기술 및 실무 프로젝트활동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하계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전공관련 기술 및 실무 프로젝트 활동 경험, ,

운영기간
하계방학기간 주Summer Camp : 4~8

동계방학기간 주Winter Camp : 4~8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그룹별 대상자 다름2~4 ( )

모집인원 그룹별 명 내외20

운영장소 강의실 실습실 실 등, , PC

프로그램 

세부사항

이용 디지털설계- VHDL

이차원물질 기반 제작 및 전기적 특성평가 연구- Field effect transistor

용 저전력 집적회로 및 시스템 설계- IoT

친환경 실리콘 태양전지 제작 및 특성 분석 연구-

무선 송수신기 및 센서 회로의 설계 및 제작-

매년 참여프로그램이 다름.

월말 월말 공지사항 확인5 , 11

신청방법 정보통신대학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E-mail

이수시

혜택
전자전기공학부장 명의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문의처 전자전기공학부 사무실 031-290-5827 / khkim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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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소방점검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운영부서명 기숙사 행정실

운영목적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의 초동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확산 교육 실시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생이 거주하는 모든 기숙사에 설치된 소방 및 피난시설 설비 등의 기능 유지를 확인

-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대처 능력을 제고 하고자 화재 대피 훈련을  ,

야간에 실시

운영기간 학기 당 회 향후 변경 가능1 ( )

대상학생 기숙사생 전체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교환학생 포함( , , )

모집인원 기숙사생 전체

운영장소 양 캠퍼스 기숙사

프로그램 

세부사항

- 화재 접수 및 신고 방법 숙지 화재 경보 및 대피 안내 방법을 시연하여 비상출입구 위치, ,

를 파악하고 행동을 실시

- 학기당 회씩 월 월초에 서울 수원 기숙사 명륜 봉룡학사 에서 일간 시 이후에 기숙1 3 /9 / ( / ) 2~3 18

사별로 각각 진행

-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소화전 방사 피난기구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 , 필요성 

및 방법 심장재세동기 사용 방법 등을 교육 및 숙지시키고 피난계단으로 대피하는 방법을 ,

직접 실습하여 실질적인 훈련 진행

- 국 영문 안내문 배포를 통하여 교육 후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 후 교육 당일 기숙사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

이수시

혜택

- 기숙사 화재시 대응 방법 숙지

- 화재 시설 직접 실연 체험 및 정보 수집

- 기숙사 벌점 면제

문의처

기숙사행정실

- 서울 주년 기념관 층: 600 1 , 760-0161~4, 7~8 / dorms@skku.edu

- 수원 봉룡학사 지관: , 031-290-5181~6 / dor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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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수기치인리더십 프로그램Five Experiences :

운영부서명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자기 이해와 성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성격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수기치인 리더십 프로그램은 자기성찰과 자기이해를 강조하는 수기리더십과 관계성 안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치인리더십을 겸비하도록 이끄는 비교과프로그램임 우선   , .

기초 프로그램인 나를 만나다 워크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함 기초  .

워크숍 참여 후 학생들은 우리를 만나다 워크숍을 통해 타인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현재 레고시리어스플레이 방법론을 활용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음. , .

운영기간 학기 중 회 내외로 진행2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1~4 ,

모집인원 명 20-25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지하 층 자과캠 기초학문관 층 창조존1 C-Studio, 3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워크숍Ⅰ

나를 

만나다

 성격유형검사 실시(MBTI)

 의사소통 유형검사 Satir

 감정피자 마음 자화상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 파악,

 팀별 활동을 통하여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

워크숍Ⅱ

우리를 

만나다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이용한 집단적 소통 ‘ ’

 사회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시민의식 함양

 성균관대학교 학생으로서 지향하는 가치 에 대한 공유(value)

 자신의 이상적인 리더상 모색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교육 방법 및 검사 도구는 프로그램 운영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접속 비교과프로그램 카테고리 클릭 수기치인리더십 워크숍 나를 만나다GlS ( )“ ”/→ → Ⅰ

수기치인리더십 워크숍 우리를 만나다 신청하기( ) “ ”Ⅱ

이수시

혜택
나를 만나다 인성품 시간 취득 우리를 만나다 인성품 시간 취득 이수증명서 발급“ ” 3 , “ ” 4 ,

문의처 대학혁신과공유센터 담당연구원 02-740-1667 / bjko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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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흥인: ( )興仁｢ ｣

운영부서명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한국적 수양법을 활용하여 학업과 스펙에 지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함‘ ’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순수하고 강한 내적 열정과 여유 재충전◾

인의예지 의 교시 구현을 위한 비교과 인성교육 모델 확립( )仁義禮智◾

학교에서 익힌 역량을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실천 및 확산◾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업 과 스펙 에 지친 나 를 내려놓고 쉬고 재충전 하는 프로그램‘ ’ ‘ ’ ‘ ’ ,

나의 마음 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가다듬으며 나 를 관조함‘ ’ ‘ ’◾

사람다움 의 의미를 나의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느껴보는 기회를 제공‘ ’◾

위기지학 나의 인격을 키우는 학문 관용 사랑을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대화‘ ( )- ’, , ,爲己之學◾

소통 교감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

운영기간 학기 당 회 회2 ~ 3

대상학생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

모집인원 프로그램 당 명20~30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주 제 내  용 시간

Intro

▣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프로그램의 의미와 과정 안내:

채우고 나아가는 공부에서 ◾ 돌아보고 쉬는 공부

분10

통합적

자아

인식

몸과 마음의 통합적 인식과 체험▣

인 사랑하며 사는 삶 관계로 이루어진 삶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 ) :仁◾

인가

누워서 쉬기 몸과 마음을 쉬고 이완하기:◾

앉아서 바라보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기:◾

걸으며 기르기 산책으로 몸과 마음을 같이 움직이며 자아의 힘 기르기:◾

말하기 말 또는 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기:◾

듣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과 공유의 시간Teatime◾

분90

Outro

애인( )愛人▣ 배움 의 방향, ( )學

애인 과 배움 의 방향( ) ( )愛人 學◾

흥인 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 작성◾
분15

신청방법 비교과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통해 신청GLS

이수시 

혜택
자기발전영역 시간 부여 학년은 세미나 점 추가 부여2 (1 FYE 10 )◾

문의처 성균인성교육센터 호암관 층 , 2 50217A, 760-0615~6/ chec@skku.edu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86

2019 학생성공 가이드

프로그램명 인성함양 프로그램 돈의: ( )敦義｢ ｣

운영부서명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내면의 정의로움 주체적 이고 자율적 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 ] “ ” “ ”義◾

성균인의 건학이념을 실현하여 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참 성균인을 완성◾

학교에서 익힌 역량을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실천 및 확산◾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생 주도의 공익 실천 프로젝트 인 의 확산을 통한 정의로운 공동체 모색“ ”. ( )仁

참여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에 의 가 있음을 자각하고 실천함으로써 주체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 )義◾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봉사활동자율활동 프로그램․

개인 혹은 팀으로 참여하여 공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후 참여자들과 활동 내용◾ ․

의미를 공유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의 장을 제공하고 수기치인(修己治

의 실천 속에 학생성공의 계기 마련)人

◾일종의 사회봉사 프로젝트 로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 경험을 쌓고 취업 시 활“ ” , ,

동 내용을 제시 가능하도록 진행

운영기간 학기당 회1

대상학생 학부생 전체

모집인원 명 내외로 분반을 구성 개 분반 운영30 2-3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주 제 내  용 시 간

도입 준비:

주차(1 )

프로그램 내용 및 과정 안내◾

도덕적 본성으로서의 의 의 의미와 개념 설명( )義◾

프로그램 취지 진행 방식 활동 내용 대상 기관 소개, , ,◾

명으로 팀 구성 개인으로도 참여 가능3-6 .◾

명 내외 분반 구성 분반별 지도교수 배치30 . (Supervisor)◾

시간2

전개 기획:

주차(1-2 )

개별 활동 기획 및 기획안 작성◾

지도교수 검토 및 기획안 수정feedback,◾

활동 준비 및 대상 섭외◾

시간8

전개 실천:

주차(2-4 )
활동시행 스스로 기획한 실 프로그램 프로젝트 수행: ( )◾ 시간20

결과보고

및 공유

주차(5 )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회 개최◾

우수 활동 팀 시상 및 전체 참여자에 수료증 발급◾

시간5

신청방법 비교과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통해 신청GLS

이수시 

혜택

자기발전영역 시간 부여 학내 봉사활동 환산 시 시간20~30 ( 10~15 )◾

학년 세미나 점 추가 부여1 FYE 10◾

문의처 성균인성교육센터 호암관 층 , 2 50217A, 760-0615~6/ chec@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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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인성함양 프로그램 숭례: ( )崇禮｢ ｣

운영부서명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인의예지 예 에 대한 실천적 프로그램 , ( )中 禮◾

예절 에티켓 체험과 실습 위주의 활동으로 배려와 양보의 마음 함양◾ ․

한복 입기 등 전통예절 뿐만 아니라 학내예절 음주예절 현대 에티켓 등 실생활에 반드시 , , ,◾

필요한 예절 에티켓 실습․

프로그램 

내용 소개

◾예절 에티켓 실습을 통해 리더의 몸가짐을 습득하는 프로그램,

유생복을 직접 입어보면서 한복 입는 방법을 습득하고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을 체험◾

상호 인사법을 익히고 다도 향음주례 술 마시기 예절 등을 통해 전통 예절과 문화 체험, , ( ) .◾

선비의 일상예절 체험

예절 에티켓이 필요한 이유와 현대사회에서의 의미를 찾고 공유함,◾

운영기간 학기 당 회 회2 ~ 3

대상학생 학부생 전체

모집인원 매 회당 명20~30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주 제 내용 시 간

Opening
프로그램 내용 및 과정 안내◾

안내 자료집 배부 및 예절에 대한 이해◾
분10

예절의 실천

대학생에게 필요한 예절 에티켓을 습득◾ ․

◾학내예절 다도예절 음주예절 남녀예절 사제예절 직장예절 등 , , , , ,

대학생에게 절실히 필요한 예절교육 및 실습 개 주요 예절 (1-2

위주로 실습)

분80

명상과 실천
명상을 통해 배운 내용을 다시 되새기기◾

◾배웠던 절을 통해 인사하며 감사한 마음 전하기
분10

신청방법 비교과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통해 신청GLS

이수시

혜택

자기발전영역 시간 부여2◾

학년은 세미나 점 추가 부여1 FY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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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인성함양 프로그램 홍지: ( )弘智｢ ｣

운영부서명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자기이해를 시작으로 자기수용과 자기개방을 통해 넓고 큰 자아 확인◾

실천적 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 자기반성과 주관적 자기이해를 확립◾

자기이해의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지혜를 넓힘 홍지 의 의미를 체득[ ]◾

프로그램 

내용 소개

◾현재 자신을 성찰하고 미래 모습을 그리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아 존중 의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자성록 을 실제로 제작하면서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하고 미래 자신의 모습과 다짐< ( )> ,自省錄◾

계획을 세움 각자의 삶과 다짐 계획을 발표하여 참여자와 공유. ,

자성 이란 나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자아성찰을 의미( )自省◾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의 삶을 이해하여 지혜를 넓혀가는 홍지 활동 수행( )◾

운영기간 학기 당 회2 ~ 3

대상학생 학부생 전체

모집인원 매 회당 명20~30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주 제 내  용 시간

Opening
프로그램 내용 및 과정 안내◾

◾퇴계 선생의 자성록 저술 동기와 내용 의의 공유,
분15

자성록 제작 

실습

◾퇴계 자성록 의 의미를 되새기며 옛 책 만들기 실습

와 강사의 안내에 따라 주변 학우들과 협동하여 자신만의 PPT◾

자성록 제작

분40

성찰을 통한

참지식 추구 

계획 수립 및 

공유

성찰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해 있던 좋지 않은 사고방식 가치,◾

관 습관 등을 반성하여 기록,

성찰과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을 자신의 자◾

성록에 기록

좌우명 정하기 등을 통해 미래의 자신을 계획함◾

◾자신의 전공에 따라 어떻게 학문을 추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향

후 대학생활 동안 공부 계획을 기재

◾성찰반성한 내용 향후 대학생활의 계획 자신의 좌우명 등을 발표하, ,․

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과 지혜를 공유

분45

신청방법 비교과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통해 신청GLS

이수시

혜택
자기발전영역 시간 부여 학년은 세미나 점 추가 부여2 (1 FYE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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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성균색 인성을 말하다( ),色｢ ｣

운영부서명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교양 필수교과 인성영역 과 비교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학생 인성  ‘ ’◾

함양의 실질적 효과 도모

나 ◾ 자신과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전인문학과 함께 풀어내고 발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

인성영역 교과 분반 전체의 공동시험 실시를 통해 강의 균질화 추구◾

◾우수작 시상 게시 공유 등을 통해 참여 학생에게 성취감을 주고 향후 진로에 있어, , 중요한   

성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인성영역 중간고사에서 과거시험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공동시험 시행

◾인성영역 개 분반별로 우수작 개 제출 분반별로 제출된 우수작 중 대상 장원34 1-2 . ( ) 등 우수 답안

제출자 인 선정33

◾급제자 우수 답안 제출자 시상 급제자 행렬 수상자 교내 퍼레이드 유생복 입기 등 행사 진행( ) . ( ),

우수 답안을 모아 본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학년도까지 시행하였던 인성 에세이 공모전을 개선한 프로그램2018◾ ｢ ｣

운영기간 매 학기 회1

대상학생 교양필수 인성영역 수강생 전원 학기당 약 명( 1800~2000 )

모집인원 인성고전 성균논어 수강생 전원,

운영장소 인성영역 개 분반 조병두홀 명륜당 교내 시상식34 , ( )․ ․

프로그램 

세부사항

공동시험문항 선정 및 공개 월: 2019.3◾

공동시험 실시 월 중간고사 기간: 2019. 4 .◾

분반별 평가 및 분반별 우수답안 제출 월 초: 2019.5◾

대상 장원 및 급제자 인 선정( ) 33◾

월 시상식 방방례 및 급제자 퍼레이드 유가행렬 부대행사 실시5.20.( ) ( ) ( ),◾

신청방법 교양필수 인성영역 수강생 전원 참여◾

이수시 

혜택

장원 최우수 우수를 선정하여 상금 상장 부상 지급/ / , ,◾

퍼레이드 우수답안 공개 포토타임 서예 한문 이름 증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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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학부모 공감 프로그램 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여행: ｢ ｣

운영부서명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학부모를 대학 교육의 파트너로 함께하고 학생이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

학부모가 돕는 계기 마련

◾학부모와 학생이 상호 공감함으로써 가족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어 성공적 대학생활 도모

◾지식 습득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선비의 일상과 학문 문화 속에서 수준 높은 인· 격을 체험

하여 성균인으로서의 인성을 함양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부모와 학생이 박 일 동안 선비의 문화 학문과 삶을 체험1 2 ,◾

◾선비의 삶이 깃든 문화재를 탐방하여 고결한 선비의 삶과 기품을 본받고 자연과 , 함께 호흡하며 

호연지기 를 배양함으로써 성공적 미래를 향한 자신감 함양( )浩然之氣

운영기간 매년 회 학기 중 실시 월 전후1 , 2 (10 )

대상학생 학부생 및 학부모 전원

모집인원 프로그램 당 명 내외70

운영장소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및 인근 선비문화유적 등,

프로그램 

세부사항

시  간 분( ) 과   목 내   용

1
일
차

08:30~12:30 학교출발 자과캠 인사캠( , )
도착 및 등록

자과캠 및 인사캠 출발
명찰 수련복 안내자료 배부, ,

12:30~13:30 (60) 중식 및 숙소배정< >

13:30~14:00 (30) 입교식 및 과정안내 국민의례 임직원 소개 입교 인사- , ,
주요 수련내용과 의미 생활안내- ,

14:10~14:30 (20) 참가자 상호인사 캠프 참여자 자기소개
14:30~14:40 (10) 이동 수련원 도산서원( )→

14:40~16:10 (90) 도산서원 탐방 현장( )Ⅰ
도산서당 서원에서 퇴계배우기,
전교당 백록동규 성독 알묘례( ),

16:10~16:50 (40) 부모님과 함께하기 학부모 학생 공감 미션 수행-
16:50~17:00 (10) 이동 도산서원 수련원( )→
17:00~18:00 (60) 인성특강 이사장님 인성특강
18:00~19:20 (80) 석식 및 휴식< >
19:20~20:00 (40) 인성특강 Ⅱ 예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문화( ),禮
20:00~21:40 (100) 공감 프로그램 부모님 초상화 그리기 및 소감발표
21:40~23:00 (80) 어울림 마당 조별 토크 어울림마당 자유시간, ,

2
일
차

07:00~07:50 (50) 활인심방 퇴계선생의 건강관리
08:00~09:00 (60) 조식 숙소정리< / >
09:00~09:50 (50) 퇴계종택 현장( )Ⅱ 퇴계종손과의 대화
09:50~10:00 (10) 이동 퇴계종택 퇴계묘소( )↔

10:00~10:50 (50) 퇴계묘소 현장( )Ⅲ
검소 청렴한 퇴계정신- ,

퇴계의 인간관계 제자 며느리- ( , )
선비의 구국정신-

10:50~11:00 (10) 이동 퇴계묘소 수련원( )→

11:00~11:50 (50) 발표와 공감의 시간 테마사진 초상화 우수작 발표 시상, ,
공감의 시간

11:50~12:10 (20) 수련마무리 및 수료식 의견수렴지 작성 등-
수료증 수여 및 수료인사-

12:00~18:00 중식 및 출발 본교 도착< > /

신청방법
비교과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통해 신청GLS◾

성균인성교육센터에 개별 신청 가능◾

이수시

혜택

자기발전영역 시간 부여 학년은 세미나 점 추가 부여10 (1 FYE 10 )◾

◾인성교육센터 인성캠프 수료증 수여 재학생( )

◾선비문화 수련원 안동 전주 선비문화수련원 수료증 수여 재학생 및 학부모 인솔교수 전원에 ( , ) ( ,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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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인성함양 아이디어 공모전 인성캠페인PPT ,｢ ｣ ｢ ｣

운영부서명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효와 가족 사랑의 가치를 일깨우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재학생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방향성 탐색◾

재학생이 가족과 인성의 문제를 고민하고 발전적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 제공◾

◾성균인성교육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성함양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획득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하거나 좋은 을 제작하여 활용Item◾

프로그램 

내용 소개

효 와 가족사랑 인성함양을 주제로 가족사랑 인성함양 아이디어 공모전 을 시행하여 ( ) , ‘ · PPT ’孝◾

학생들의 효 의식과 가족애를 고취

대학생의 시선으로 보는 인성함양 방법과 그 실천에 관한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본 센터의  ◾

인성함양 프로그램으로 시행 및 제작

수상작 전시회를 통해 효와 인성함양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효와 ◾

인성함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인성함양을 위한 을 실제로 제작 하여 게시 배포 및 활용Item (goods) ,◾

운영기간 매 년 회 제작 배포 활용은 연중 실시1 , goods , ,

대상학생 본교 재학생 전원

모집인원 우수작 팀 내외 선정20

운영장소 성균인성교육센터 학내 게시판 등 이나 에 맞게 운영, Item goods

프로그램 

세부사항

응모작 제출 및 수합 심사,◾

우수작 시상 수상작 모음집 책자 제작 배포,◾

가족사랑 인성함양 아이디어 전시회 시행‘ PPT ’◾ ․

우수 이이디어 실제 프로그램화 추진◾

우수 아이템 우수 제작 및 배포, goods◾

신청방법 성균인성교육센터 이메일로 신청◾

이수시

혜택

대상 최우수 우수를 선정하여 상금 및 상장 지급/ /◾

아이디어를 본 센터에서 채택하여 활용함으로써 취업 시 포트폴리오로 활용가능◾

문의처 성균인성교육센터 호암관 층 , 2 50217A, 760-0615~6/ chec@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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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유학대학 순성놀이

운영부서명 유학대학

운영목적

- 옛 선비의 얼을 따라 한양 도성을 구간으로 나누어 순성하며 유학대학만의 전4 통 강화

조선의 도읍지 한양을 에워싸고 있는 도성과 명소를 직접 찾아가 문화유산의 역- 사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한양 도성을 구간으로 나누어 순성- 4

운영기간 월 월 5 , 10

대상학생 유학대학 가족 및 누구나 가능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한양도성 순성길

프로그램 

세부사항

한양도성의 성곽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연 회 성곽을 따라 걷는 행사- 2

경품 및 기념품 행사 뒤풀이 식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재학생 졸업생 교수님 등 유학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 , ,

신청방법 월 월 유학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하여 신청4 , 9

이수시

혜택

문의처 유학 문과대학행정실 학생 담당자/ (02-76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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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오거서 장학금

운영부서명 인문학술정보팀

운영목적 학내 자발적인 독서 문화 진작 및 학부생의 심화 독서 활동 장려

프로그램 

내용 소개

전인적 인격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총 편의 독서리뷰를 오거서   12

홈페이지에 게재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년도말 심사 후 장학금 지급

운영기간 연중 운영

대상학생 당학년도 학기 재학 중인 학부생2

모집인원 명20

운영장소 오거서 홈페이지(https://book.skku.edu)

프로그램 

세부사항

수혜 대상 당학년도 학기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1. : 2

제외 대상2.

가 당학년도 학기 현재 휴학생. 2

나 직전 학년도 오거서 장학생 선발자.

다 인터넷 게시물 표절 인용 논문 출처 미표기자 등. ,

심사 대상 독서리뷰 제출 기간 중 오거서 홈페이지에 총 편 이상의 독서리뷰를 탑재한 학부생3. : 12

가 독서리뷰 분량 편당 자 띄어쓰기 포함 이상. : 1 1,600 ( )

나 필수도서 성균고전 선 에서 편 이상. : “ 100 ” 4

다. 선택도서 본인 희망도서 편 이상 주요기관 추천도서 등 양서 선택 권유: 8 ,

심사 및 선발 절차4.

가 표절 검사 이용. : CopyKiller

나 심사위원 독서리뷰 심사 학부대학 교수 예정 독서리뷰별 점수 부과. : ,

다 오거서 장학생 선발 독서리뷰 평균평점 상위자 선발 명 내외. : (20 )

세부 일정5.

독서리뷰 제출 기간  3. 1. ~ 12. 31.

독서리뷰 심사 기간  1. 1. ~ 1. 31.

오거서 장학생 발표  예정2. 1.

오거서 장학금 수여식  월 중순2

신청방법
오거서 홈페이지 접속 글쓰기(https://book.skku.edu) → 

오거서장학금 선택 독서리뷰 발행→ → 

이수시

혜택
오거서 장학생 선발 시 인당 장학금 원 지급1 500,000

문의처 인문학술정보팀 오거서담당자 02-760-1207 / openbook@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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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오거서 아침독서

운영부서명 인문학술정보팀

운영목적 학부생들의 독서 활동 장려 및 독서습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독서습관을 기르는 프로그램-

- 참여 학생 스스로 출석체크를 하고 누적 독서시간 순으로 다독자 시상

운영기간 매학기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부생

모집인원
학기별 다독자 최우수 명 우수 명 변동 가능: 1 , : 15 ( )

월별 다독자 명 변동 가능: 5 ( )

운영장소 중앙학술정보관 층 성균인의 서재3 < >

프로그램 

세부사항

참여대상 학년도 학기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1. : 2019 1

제외대상 학년도 학기 현재 휴학생 및 수료생2. : 2019 1

운영시간 평일 3. : 08:00 ~ 12:00

운영장소 중앙학술정보관 층 성균인의 서재4. : 3 < >

참여방법 코드 스캔을 통한 출석 인증5. : QR

6. 기타 아침독서 시간에 읽은 도서의 독서리뷰를 오거서 홈페이지에: 제출 시 독서리뷰 편당 누적 1

독서시간 시간 가산10

신청방법

- 평일 사이 성균인의 서재 에 비치된 아침독서 코드를 스캔하여 자율출석체크08:00 ~ 12:00 < > QR

운영시간 자유롭게 입실 퇴실- ,中 

반드시 입실과 퇴실을 구분하여 체크해야 함※ 

이수시

혜택

최우수 도서상품권 최대 만원 및 학술정보관장 명의 다독상장 수여 학기별 명- : 5 ( 1 )

우수상 도서상품권 최대 만원 학기별 명- : 3 ( 15 )

월별 다독자 스타벅스 증정 명- : e-gift card (5 )

금액과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인문학술정보팀 오거서담당자 02-760-1207 / openbook@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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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고전독서인증제 학년도 도입예정(2019 )內 

운영부서명 인문학술정보팀

운영목적 학부생의 심화 고전독서 활동 장려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내 독서문화 고취 및 인성과 교양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소정의 고전을 독서하면   

학부생에게 이를 인증해주는 고전독서 인증 프로그램으로 고전독서인증서는 인성품 취득에 활용

운영기간 상시 운영

대상학생 전 학부생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오거서 홈페이지(https://book.skku.edu)

프로그램 

세부사항

개요1.

가 소정의 고전을 독서하고 리뷰를 쓴 경우 학술정보관장이 독서인증서를 발급.

나 인증서는 인성품 취득에 활용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독서문화를 조성.

인증서 발급 절차2.

가. 독서리뷰 작성 성균고전 선 본교 교수 추천도서 중 책 이상 독서 후 오거서 : 100 , 5 홈페이지에 

독서리뷰 자 이상 작성(1,600 )

나. 독서리뷰 검증 작성한 독서리뷰에 대한 셀프표절검사 이용: (CopyKiller )

다 인증서 신청 표절검사결과확인서 첨부 인증신청 도서 선택. : ,

라 오거서 담당자 확인 인증요건 확인 및 발급승인 소요시간 근무일. : ( 1~2 )

마 학술정보관장 명의 인증서 발급.

인성품 연계3.

가 삼품신청 메뉴에 고전독서인증서를 첨부하면 인성품의 자기발전영역 시간 인정 . GLS 20

신청방법

오거서 홈페이지 접속 글쓰기(https://book.skku.edu) → 

고전독서인증 선택 독서리뷰 발행 독서인증서 페이지→ → → 

표절검사결과확인서 첨부 독서리뷰 선택 인증서 신청→ → → 

이수시

혜택
인성품 자기발전영역 시간 인정 재학 기간 중 회 한정20 ( 1 )

문의처 인문학술정보팀 오거서담당자 02-760-1207 / openbook@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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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정기산행 

운영부서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목적 시민의식역량

프로그램 

내용 소개

우리나라 명산을 방문하여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정화-

- 교수 학생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교류를 활성화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에 대해 자유로이  ,

토론하는 장으로 활용

치열하고 복잡한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의 공기와 경치를 즐기며 학교생활을 더 충실히   -

할 수 있는 활력소 제공

년부터 계승되어온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공동체의식을 함양- 2006

운영기간 매년 월 또는 월 중 5 10

대상학생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국내 명산 

프로그램 

세부사항

년 예정 일정 예시 2019

일시 금: 2019. 5. 17( )

장소 광교산:

예상 일정

집결 - 09:00

기숙사 신관 앞 출발 - 09:30

등산시작  - 10:30

하산 후 석식- 15:00

귀가- 17:00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개별 신청

이수시

혜택
성균프레시맨세미나 출석 인정

문의처
반도체시스템공학과행정실 반도체관 층 호, 2 400213

031-299-4902 / jisuh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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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일대일로 대장정

운영부서명 중국대학원

운영목적 현지 역사 문화 체험을 통한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 호연지기 함양/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구간을 년간 완주하는 프로그램으로 과거 중국 상인들의 ~ 2,600km 4西安 木乌鲁 齐

마음가짐을 느껴보고 중국 현지 땅을 밟아보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현재2016~

대상학생 중국대학원생

모집인원 재학생 전원

운영장소 중국 서안 우루무치 일대~

프로그램 

세부사항

매년 월경 가을학기 신입학 한 학생들과 중국대학원 구성원들이 함께 떠나는 현지학습  9~10 ,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관광지만을 돌아보는 일반적인 여행 이 아닌 실제 상인들이 걸었던 길들을, “ ”

걸어보는 프로그램

약 박 일간 진행되며 중국과 만나고 느끼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5 6

일대일로란 

일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일로 남중국해와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과 중동 및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해양 실크로드를 :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의 경제핵심정책인 일대일로를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신청방법 기간 중 중국대학원행정실로 신청서 제출

이수시

혜택
경비감면

문의처 중국대학원행정실(02-74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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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성균드림서포터즈

운영부서명 학부대학

운영목적 대계열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사회적 책임과 관심의 계기 마련

프로그램 

내용 소개
명 이상의 학생이 자발적 학생봉사단 구성 후 학기 및 방학 중 활동2

운영기간 월 월 하계방학 포함3 ~12 ( )

대상학생 양캠퍼스 학부대학 대계열 학년 학생1

모집인원 학기 명 개조 및 학기 명 개조 참가 완료2018-1 : 141 (48 ) 2018-2 : 250 (95 )

운영장소 인 호암관 층 학사지도실 및 자 기초학문관 층 학사지도실( ) 2 ( ) 1

프로그램 

세부사항
봉사활동

신청방법
봉사활동 전 대표학생이 신청서 작성 후 담당 성균멘토에게 제출,

봉사활동 종료 후 대표학생이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담당 성균멘토 제출

이수시

혜택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시 해당 학생 세미나 비교과 점 부여5 FYE 20

봉사활동확인서 검토 후 인성품 봉사시간으로 인정 가능

문의처 학부대학 성균멘토(031-299-4217, shkim2011@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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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및 교양

프로그램명 캠퍼스별 및 캠퍼스간 체육대회 학부대학의 날 LC ,

운영부서명 학부대학

운영목적 스포츠 리더십 및 공동체 인성 함양 활성화 및 구성원 간 친목 도모, LC

프로그램 

내용 소개
캠퍼스별로 농구 족구 피구 풋살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및 번외 미니게임 등   , , , , , ,

대운동장에서 금요일 진행

운영기간 학기 월중하순 및 학기 월초순 이상 각 학기 중간고사 직후1 5 2 11 ( )

대상학생 양캠퍼스 학부대학 대계열 학년 학생1

모집인원 캠퍼스별 약 명 학생 참가400~500

운영장소 인 호암관 층 학사지도실 및 자 기초학문관 층 학사지도실( ) 2 ( ) 1

프로그램 

세부사항

체육대회 관련 학부대학 홈페이지 게시 내용 LC URL:

https://hakbu.skku.edu/hakbu/guidance/athletic_summary.do

학부대학의 날 관련 학부대학 홈페이지 게시 내용 URL:

https://hakbu.skku.edu/hakbu/guidance/day_competition.do

신청방법 양캠퍼스 참가희망 별로 가 별도 안내 후 온라인 신청LC FG

이수시

혜택
경기종목별 상금 및 상장 수여 우수 포트폴리오 상금 및 상장 수여, LC

문의처 학부대학 성균멘토(02-760-0773, jeon2080@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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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운영부서명 학생성공센터

운영목적 성��대학교� 학생성공� 모�� 구축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교의� �학이�인� 수기치인�� 교시인� 인의예지�� 함�� 다�� 가지� 펜타곤역량(자기주도

학습�� 기업가정신�� 융합�� 글로벌�� 시민의식)�� �천한� 학생�의� 이�기�� 자기추천과� 타인�

추천� 형식의� 공모전�로� 발굴·공유함

-� 성��대학교의� 학생성공� 모�� 구축

운영기간 2019학년도� 9~11월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모집인원 5명(팀)� 내외(2019학년도)

운영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성공스토리� 유형1�� 수기치인� �천� 스토리

- 성공스토리� 유형2�� 인의예지� �천� 스토리

- 성공스토리� 유형3�� 펜타곤역량� �천� 스토리

- 서류(1차)� →면접(2차)� →PT(3차)�

기준 의미

수기

치인
“자신�����수�한���타인과�사회��이�게�한다”

인의

예지
“��고�올��고����고�지혜로움”

성�� 펜타곤� 역량

참고��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success.skku.edu)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스�� �한� 공지� �� 지원� 서류�

이메일(stusuccess@skku.edu)로� 제출

이수시

혜택

-� 타� 학생�의� 성공스토리�� 공유�여� �정적� 영��� 주고� 받음

-� 수상한� 학생��게� ‘학생성공장학금’수여추천(학부)

-� 수상자�� 일부� 학생�� �발�여� ‘P�eside�t’s� List’�� 올림

-� 공모전� 수상자� 발�� 기회�

문의처 학생성공센터�� �제�� 1�� 90102�� 02)� ��0-1��3~5�� stusucces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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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성균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부서명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정의 사회봉사장학금을 지급

프로그램 

내용 소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 , , ,

운영기간 매년 월 월 공모5 , 12

대상학생 직전학기에 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이상인 재학생 졸업예정자 휴12 , 2.0 ( , 학생 제외)

모집인원 연간 팀 명6 60

운영장소 교내외 봉사처

프로그램 

세부사항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 , ,

신청방법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후 서류 면접 진행(studentaid@skku.edu)

이수시

혜택

봉사시간-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비성 장학금-

문의처 학생지원팀 주년기념관 층, 600 1 , 760-1090 / studentaid@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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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월드프렌즈 해외봉사프로그램 단기 중기( / )

운영부서명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방학기간 중 해외봉사 진행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교육환경이 부족한 해외 지역을 방문하여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등을 진행, ,

운영기간 단기 매년 월 월 모집 중기 매년 월 모집: 4 , 11 / : 5

대상학생 재학생 신청일 기준 졸업학기자 졸업유예자 휴학생 수료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 , , , , , 생 지원불가)

모집인원 단기 학기별 명 중기 제한없음: 3 / :

운영장소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마다가스카르 등, , , ,

프로그램 

세부사항

교육봉사 체육 음악 과학 보건 미술 교육- : , , , ,

노력봉사 빈곤가정 부엌 지붕 공사지원 축사건축지원- : / ,

문화교류 부채춤 사물놀이 태권도 탈춤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 : , , ,

- 지원사항 최종 파견 확정 대상자에게는 대학 부담금 지급:

신청방법
대사협 홈페이지 회원가입 활동참여 메뉴 청년봉사단 해외단기(http://kucss.or.kr) “ ” “ ( )”→ → →

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해당자에 한함“00 ” “ ” “ ( )”→

이수시

혜택
봉사시간 및 프로그램 수료증-

문의처 학생지원팀 주년기념관 층, 600 1 , 760-1090 / studentaid@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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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한국장학재단 멘토링프로그램

운영부서명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방학기간 중 교육소외지역을 방문하여 재능봉사 진행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교육환경이 부족한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학습지도 학. . , 습동기부여,

진로상담 등의 멘토링을 진행 

운영기간 매년 월 월 공모5 , 12

대상학생 재학생 휴학생 가능( )

모집인원 연간 팀 명5 50

운영장소 전국 초 중 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 .

프로그램 

세부사항

- 대학생이 방학 중 저소득층 가정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 학습지도 진로상담 예 체능 등    , , ·

주제로 재능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멘토링 캠프 운영

- 지원사항: 활동완료 멘토 인당 만원1 38 대학운영비 인당 만원 포함( 1 3 )

신청방법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후 서류 면접 진행(studentaid@skku.edu)

이수시

혜택

봉사시간 및 프로그램 수료증 한국장학재단 발급- ( )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비-

문의처 학생지원팀 주년기념관 층, 600 1 , 760-1090 / studentaid@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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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하계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농촌지역 봉사활동을 통한 협동심 계발 재학생 인성교육 강화,•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농촌 일손돕기• 

프로그램 

내용 소개

지방도시 농협지부 협조를 통하여 각 농촌 마을에 명의 성균관대 재학생을 파견10~20• 

마을회관에서 박 일 동안 직접 취사하며 농촌 일손 돕기 진행5 6• 

감자 수확 포도순 정리 콩심기 등 마을별 활동 내역 상이( , , )

운영기간 월 마지막 주 박 일6 (5 6 )

대상학생 성균관대 재학생 학부( )

모집인원 약 명220~240

운영장소 충북 충주시 경북 상주시,

프로그램 

세부사항

농협지부 협조를 통해 일손이 필요하고 마을회관에서 숙식이 가능한 농촌 마을들을 섭외      ,• 

약 개 마을( 15 )

매년 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모집 공고가 공지되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 신청 가능       5 ,• 

선착순 마감( )

종강 이후 월 마지막 주에 선발된 성균관대 재학생 명 개인 또는 단체 이 각 마을로    6 10~20 ( )• 

이동 협동심을 발휘하여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및 농촌 문화 체험 ,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집공고 상의 구글 설문지 작성 선착순 마감( )

이수시

혜택

농촌봉사활동 전일 일정 참여 시 인성품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 40

조장활동 시 시간 추가 인정( 4 )

문의처 학생지원팀031-290-5036 ( , brian72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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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글로벌 국토 대장정

운영부서명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대자연속에서 도전정신과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 고취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일주일 간 매일 도보20~30km

- 약 명 내외 국내 외 학생들과 소통10 ,

- 조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활동 

운영기간 여름 방학 중 월(7 )

대상학생 학부생

모집인원 명50~70

운영장소 해당 장소 모집 시 안내( )

프로그램 

세부사항

- 년 운영 계획2018

일 자 세 부 내 용 거리
버스( )

금7.20( ) 전야제 발대식 안전교육 조단합대회, , (102km)

토7.21( ) 일차1 평화누리길 No.12,
연천 신탄리역 24km

일7.22( ) 일차2 평화누리길 No.10/11 29km

월7.23( ) 일차3 평화누리길 No.9/10
야간 문화의 밤 프로그램( ) 21km

화7.24( ) 일차4 평화누리길 No.7/8 28km

수7.25( ) 일차5 평화누리길 No.5/6,
일산호수공원 27km

목7.26( ) 일차6 평화누리길 No.2/3,
문수산성 23km

금7.27( ) 일차7
평화누리길 대명항No.2/3,
임진각 방문 버스이동( )
야간 해단식 진행( )

15km

토7.28( ) 일차8 숙소정리 캠퍼스로 이동, (85km)

총 계 167km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또는 총학생회 페이스북 모집 공고 후 신청

이수시

혜택
인성품 취득 자기발전영역( )

문의처 학생지원팀 031-290-5031





장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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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프로그램명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 장학( )

운영부서명 양현재

운영목적 유학대학 학생 학업 지원 및 유학의 학문적 전통 강화

프로그램 

내용 소개
장학사업 전액장학금 반액장학금 선발하여 지급: ,

운영기간
프로그램마다 운영기간 상이하나 매년 월 월 유학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 8 , 12 기별 세부 

프로그램 안내

대상학생 유학대학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모집인원 학기별로 인원 상이

운영장소 양현재

프로그램 

세부사항

장학사업

양현재에서는 우수한 재학생들에게 연간 약 억원 등록금 전액 기준 명 혜택 의 장학금을  3 ( 33 )

지급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연간 여명에 달하며 장학생들은 매 학기 학과성적과 양현재  . 130 ,

특별강좌 성적 등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장학금은 기준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하고.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학 중에 연속하여 받을 수 있는 계속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소개는 https://scos.skku.edu/scos/research/yang_intro.do 양현재 소개를 통해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유학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kkuyhj 참조 

혹은 양현재 방문 전화 문의/ (760-1320)

이수시

혜택

양현재생 선발 시 양현재 장학금 지급-

강좌 및 고전과목 수강 가능- HSK

문의처 양현재 퇴계인문관 층 호( 5 3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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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오거서 장학금

운영부서명 인문학술정보팀

운영목적 학내 자발적인 독서 문화 진작 및 학부생의 심화 독서 활동 장려

프로그램 

내용 소개

전인적 인격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총 편의 독서리뷰를12 오거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년도말 심사 후 장학금 지급

운영기간 연중 운영

대상학생 당학년도 학기 재학 중인 학부생2

모집인원 명20

운영장소 오거서 홈페이지(https://book.skku.edu)

프로그램 

세부사항

수혜 대상 당학년도 학기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1. : 2

제외 대상2.

가 당학년도 학기 현재 휴학생. 2

나 직전 학년도 오거서 장학생 선발자.

다 인터넷 게시물 표절 인용 논문 출처 미표기자 등. ,

심사 대상 독서리뷰 제출 기간 중 오거서 홈페이지에 총 편 이상의 독서리뷰를 탑재한 학부생3. : 12

가 독서리뷰 분량 편당 자 띄어쓰기 포함 이상. : 1 1,600 ( )

나 필수도서 성균고전 선 에서 편 이상. : “ 100 ” 4

다. 선택도서 본인 희망도서 편 이상 주요기관 추천도서 등 양서 선택 권유: 8 ,

심사 및 선발 절차4.

가 표절 검사 이용. : CopyKiller

나 심사위원 독서리뷰 심사 학부대학 교수 예정 독서리뷰별 점수 부과. : ,

다 오거서 장학생 선발 독서리뷰 평균평점 상위자 선발 명 내외. : (20 )

세부 일정5.

독서리뷰 제출 기간  3. 1. ~ 12. 31.

독서리뷰 심사 기간  1. 1. ~ 1. 31.

오거서 장학생 발표  예정2. 1.

오거서 장학금 수여식  월 중순2

신청방법
오거서 홈페이지 접속 글쓰기(https://book.skku.edu) → 

오거서장학금 선택 독서리뷰 발행→ → 

이수시

혜택
오거서 장학생 선발 시 인당 장학금 원 지급1 500,000

문의처 인문학술정보팀 오거서담당자 02-760-1207 / openbook@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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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프로그램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업장려금 SW

운영부서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목적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의 직군 지원 의지 함양 1. SW

직군 합격률 제고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2. SW

프로그램 

내용 소개
삼성전자에서 실시하는 검정 합격자에 대한 학업장려금 지급 SW

운영기간 매학기 지급대상자 선정 후 학기말 월 월 일괄 지급(6 , 12 )

대상학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

삼성전자 대여장학생1)

직전학기까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검정시험에 합격한 학생2)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

프로그램 

세부사항

추진방향1.

인력 양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격요건 설정1) SW

2) 시행 성과 직군 지원 합격률 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지급금액의 규모를 매학기    (SW / )

유연하게 조정 예정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학생2. :

삼성전자 대여장학생1)

직전학기까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검정시험에 합격한 학생2)

지급금액 원 명3. : 1,500,000 /

집행방법4.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 방식1) :

지급시기 매학기 지급대상자 선정 후 학기말 일괄 지급2) :

시행시기 학기부터 시행5. : 2018. 2

신청방법 신청 절차 없이 학과 지급 요건 갖춘 학생 대상으로 일괄 지급

이수시

혜택
장학금 지급

문의처
반도체시스템공학과행정실 반도체관 층 호, 2 400213

031-299-4902 / jisuh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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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성적우수 학업장려금

운영부서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목적
교내 외 특성화학과 급증에 대비한 입시 경쟁력 강화1. ·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 고취2.

프로그램 

내용 소개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학업장려금 지급 

운영기간 매 학기 성적발표 이후 학기 월 학기 월(1 7~8 , 2 1~2 )

대상학생

아래 두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년 재학생1) 1~2

직전 학기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이상을 취득한 자2) 12 4.0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

프로그램 

세부사항

추진방향 1.

가 주어진 예산 내 시행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범위를 한정.

나 본래 장학의 취지 학업성취도 고취 에 부합하도록 자격요건을 설정. ( )

다 시행 성과 학업성적 우수자의 비율 증가 추세 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투입 예산의. ( )

규모를 매 학기 유연하게 조정 

지원금액 학기 당 지원학생 명에 대해 원 지급 2. : 1 1 1,300,000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 방식3. :

학생처 학생지원팀에 매학기 장학금 총 지급액 이관한 후 학생지원팀에서 집행-

신청방법 신청 절차 없이 학과 행정실에서 대상자 선발.

이수시

혜택
장학금 지급

문의처
반도체시스템공학과행정실 반도체관 층 호, 2 400213

031-299-4902 / jisuh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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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명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산학사업팀

운영목적
사회 또는 산업체 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 스스로 기획 설계하도록 유도하여 학( ) , 생들의 

창의성과 실무능력 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양,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생들의 전공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기업 지자체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 /

정규 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의 확산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해 산업체 및 지역사회 연계 실습비 및 - ,

교과목 운영비 등을 지원 

운영기간 매학기 운영 

대상학생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 학부생,

대학원생 

모집인원 교과목 수강 인원에 따라 변동됨 학년도 학기 명 신청완료(2019 1 1,025 )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음 /

유형 교과목 

전공기반
각 학과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 

종합설계실습 신소재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패션콜렉션 등 ex) , ,

융복합
개 이상의 전공이 참여하여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2

융합캡스톤디자인 융합생명캡스톤디자인 등 ex) ,

기업/

지역사회 연계

기업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행 /
참여기관 카카오 이마트 종로구청 등 ex) : , SKT, 24,

글로벌
해외대학 기관과 협업하여 공동 프로젝트 수행 /

글로벌캡스톤디자인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 등 ex) ,

신청방법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신청 후 팀별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신청서류 계획서/ , ( ,

서약서 실습비지원신청서 제출, )

이수시

혜택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학점 취득-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팀별 실습비 지원 유형별 차등지급- ( )

- 우수팀에 특허출원비용 지원 경진대회 참가비 지원 ,

- 기업연계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 참가확인증 및 상장 지급/

문의처
산학사업팀 산학협력센터 층 호- , 2 85245

내선번호 이메일- : 031-299-4446, : bgshi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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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성균 인성 나눔프로그램 (Service Learning)｢ ｣

운영부서명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의 장을 제공하고 

수기치인 의 실천 속에 학생성공의 계기 마련( )修己治人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과 봉사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주도의 봉, 사활동을 

시행하여 본교 교육이념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 

프로그램 

내용 소개

◾지역사회 복지기관 아동센터 과 연계한 재학생 봉사 멘토링 프로그램( ) (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청소년과 심층 멘토링 정기적 장기적 시행1:1◾ ․ ․

지자체 지역복지기관 본교가 함께 추진하는 민 관 학 프로젝트로 추진, ,◾ ․ ․

운영기간
멘토링 시행기간 재학생 인당 최소 개월 지역아동센터와 협약 이상: 1 6 ( )◾

재학생 멘토의 평균 봉사활동 지속 기간 최소 년 이상: 1◾

대상학생 본교 학부생 전원

모집인원 명 이상의 고정 재학생 멘토가 정기적으로 활동30

운영장소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개소 소속 아동 청소년 년 체결27 (2018 MOU )◾ ․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개소 소속 아동 청소년 년 체결60 (2019 MOU )◾ ․

프로그램 

세부사항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학습지도 상담 인성교육 등 심층 멘토링, ,◾ ․

지도교수 가 재학생 봉사단 지도(Supervisor)◾

매주 지도교수와 재학생 멘토가 고전 스터디 실시하여 멘토의 인성과 봉사정신 인문학 소양 ,◾

제고

격주로 봉사활동 기획 평가 회의 진행◾ ․

본교 인근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캠퍼스에 초청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재학생 봉사단체를 구성하여 소속감과 유대감 제고 및 성균인성교육센터와 긴밀한 협조 협업◾ ․

체계 구축

신청방법
◾성균인성교육센터에 직접 신청 학생봉사단체 학인회 를 통한 신청 교양필수 인, ( ) , 성영역 교

강사 를 통산 신청(Supervisor)

이수시 

혜택

◾교외 봉사활동 시간 부여 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서 멘토 재학생에 직접 부여(VMS )

◾매주 심층 고전 스터디를 통한 본교 재학생 인성 함양 인문학 소양 제고로 학생, 성공의 내

적인 기반을 튼튼히 함

◾봉사활동 시간 획득은 부차적인 혜택이고 재학생 봉사자가 장기적이고 심층적 봉, 사활동을 

통해 자긍심과 이타심 공동체의식 애교심 자율성을 신장하여 학생 성공의 실질적 동기와 , , ,

능력을 스스로 완성하도록 함

문의처 성균인성교육센터 호암관 층 , 2 50217A, 760-0615~6/ chec@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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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혜화 명륜 성곽마을 공동체 마을 해설가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

운영목적

혜화 명륜성곽마을 주민공동체와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상생하며  - ·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내용 소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관광 자원 개발 및 해설사 프로그램

- 회 회 교육으로 구성되며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 및 지역자원 프로그램을8 ~ 10 직접 개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해설사 실습   -

운영기간 월 월7 ~ 8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학생 및 혜화동 주민

모집인원 학생 모집인원 명 내외20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혜화 명륜성곽마을 앵커시설, ·

프로그램 

세부사항

성곽마을 앵커시설 내 청년 창업인큐베이터 및 지역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

그라운드 공간의 적극 활용

주차 내용

주1
강 성곽마을 탐방운영의 이해1 .

강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재생의 이해2 .

주2
강 혜화 명륜 성곽마을의 커뮤니티 및 지역자원3 . ·

강 지역사회 기반 관광 이야기 만들기4 . (CBT)

주3
강 제작 실습5 . E-book

강 마을탐방 해설방법론6 .

주4
강 강 마을 탐방해설사 운영 사례교육7 ~8 .

발표회 및 수료식

상기 내용은 전년도 프로그램의 내용이며 년 내용은 좀 더 심화된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임2019 .※ 

신규 참여자의 경우 봉사활동 시간 인정 15※ 

신청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통한 및 포스터 코드 , , SMS URL QR

이수시

혜택
사회봉사 활동시간 인정 시간(15 )

문의처 창업지원단 다산경제관 호32207 , 02-740-1734 / jiye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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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한국장학재단 멘토링프로그램

운영부서명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방학기간 중 교육소외지역을 방문하여 재능봉사 진행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교육환경이 부족한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학습지도 학. . , 습동기부여,

진로상담 등의 멘토링을 진행 

운영기간 매년 월 월 공모5 , 12

대상학생 재학생 휴학생 가능( )

모집인원 연간 팀 명5 50

운영장소 전국 초 중 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 .

프로그램 

세부사항

- 대학생이 방학 중 저소득층 가정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 학습지도 진로상담 예 체능 등   , , ·

주제로 재능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멘토링 캠프 운영

- 지원사항: 활동완료 멘토 인당 만원1 38 대학운영비 인당 만원 포함( 1 3 )

신청방법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후 서류 면접 진행(studentaid@skku.edu)

이수시

혜택

봉사시간 및 프로그램 수료증 한국장학재단 발급- ( )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비-

문의처 학생지원팀 주년기념관 층, 600 1 , 760-1090 / studentaid@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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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명 하계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농촌지역 봉사활동을 통한 협동심 계발 재학생 인성교육 강화,•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농촌 일손돕기• 

프로그램 

내용 소개

지방도시 농협지부 협조를 통하여 각 농촌 마을에 명의 성균관대 재학생을 파견10~20• 

마을회관에서 박 일 동안 직접 취사하며 농촌 일손 돕기 진행5 6• 

감자 수확 포도순 정리 콩심기 등 마을별 활동 내역 상이( , , )

운영기간 월 마지막 주 박 일6 (5 6 )

대상학생 성균관대 재학생 학부( )

모집인원 약 명220~240

운영장소 충북 충주시 경북 상주시,

프로그램 

세부사항

농협지부 협조를 통해 일손이 필요하고 마을회관에서 숙식이 가능한 농촌 마을들을 섭외      ,• 

약 개 마을( 15 )

매년 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모집 공고가 공지되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 신청 가능5 ,• 

선착순 마감( )

종강 이후 월 마지막 주에 선발된 성균관대 재학생 명 개인 또는 단체 이 각 마을로    6 10~20 ( )• 

이동 협동심을 발휘하여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및 농촌 문화 체험 ,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집공고 상의 구글 설문지 작성 선착순 마감( )

이수시

혜택

농촌봉사활동 전일 일정 참여 시 인성품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 40

조장활동 시 시간 추가 인정( 4 )

문의처 학생지원팀031-290-5036 ( , brian72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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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탐색

프로그램명 글로벌경제학과 맞춤 특강 경제 및 취업준비 분야( )

운영부서명 글로벌경제학과

운영목적 글로벌경제학과 학생들의 학문 및 취업준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 소개

외부 전문가 및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경제학과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경제 및   

취업준비 분야 특강 운영

운영기간 학기 중 비정기적으로 운영

대상학생 글로벌경제학과 학생

모집인원 특강 당 명50~100

운영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 )

프로그램 

세부사항

특강 명 날짜 내용

Machine Learning 3/28 머신 러닝:Introduction

한국은행 특강 5/2
한국은행 경제통계지표 해설강좌 및 

한국은행 입행 설명 및 Q&A

준비 특강CPA 월중 예정5 시험 안내 및 cpa Q&A

신청방법 글로벌경제학과 네이버카페에서 관련 게시글 확인 후 신청

이수시

혜택

학문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지식 습득-

진로 수립 및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 수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와의 만남 가능-

문의처 글로벌경제학과 국제관 층 호, 2 90206 , 02-760-0040, skku.geco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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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지능정보 커넥트2019 (CON2 비전 캠프ECT) S-Hero

운영부서명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목적 융합신기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비전을 수립하고자 하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지능정보 커넥트 창의연구팀을 중심으로 비전 탐색 기회 제공S-Hero

- 지능정보 커넥트 융합신기술의 개념 및 이수 탐색

- 지능정보 문제를 해결하고 융합신산업 를 창출하는 Connect , Tech-Biz CON2 인재로서의 ECT

및 비전 를 수립해 보는 기회를 가짐Way , Career Path

창의융합(△ C 소통reative Convergence) (△ Open Mind & Communication)

혁신(i△ N2 공감ovation & Entrepreneurship) (△ Empathy)

비판적 사고(△ C 협업ritical Thinking) (△ Together)

운영기간 년 월 일 금2019 5 31 ( )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학부생

모집인원 명 100~150

운영장소 자연과학캠퍼스 제 종합연구동 층 세미나실 예정1 8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1  지능정보 커넥트 프로그램 소개Academy

2  인공지능과 인간

3  사람 중심 차 산업혁명 외피의 카피를 넘는 문화 혁신4 :

4  미래의 나와 소통하기

5  지능정보 아이디어에 비즈니스를 연결하다

6  차 산업혁명 시작된 미래4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skku.edu 공지사항 참고)

이수시

혜택
지능정보 - CON2 수료 요건 갖춤ECT Academy

문의처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담당자 031-290-5608 / meetx@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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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미래 자기설계 그룹코칭Future-self Design ( - )

운영부서명 교육개발센터

운영목적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싶은 학생들 대학생활의 목표를 찾고 싶은 학생들 변화의 계기가 필요한, ,

학생들을 위한 미래자기설계 그룹코칭

프로그램 

내용 소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기반으로 미래의 목표를 탐색하며 변화의 에너지를 찾고 , 대학생활을 

설계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방학 월 중 동계방학 월 중: 7~8 / : 1~2

대상학생 재학 중인 학부생 누구나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명 선착순 마감50 ( )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주제 자신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후회없는 대 설계하기: 20

 기간 및 간격 주 또는 회로 총 회 진행: 1 2 5~6

 시간 각 세션 시간: 2.5~3

 구조 반구조화 그룹코칭 아래 예시 참조: ( )

신청방법
신청기간 월 월초 학기 월 월초 학기: 6 ~7 (1 ) / 12 ~1 (2 )

학교 및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이수시

혜택
그룹코칭 활동비 전액지원 수료증 발급 비교과 마일리지 제공, ,

문의처 교육개발센터 선임연구원 02-76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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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로스쿨 학생 상담

운영부서명 법학전문대학원

운영목적 상시상담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및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내용 소개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진로 생활 상담 등 진행- 1:1 , ,

로스쿨 학년 중 성적 하위권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학업 상담 실시- 3

운영기간 상시

대상학생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재시생

모집인원 별도 모집인원 없음

운영장소 법학관 지하 층 학생지도센터1

프로그램 

세부사항

- 본교 출신 변호사가 학생지도센터에서 상근 근무하여 학생들의 상담요청이 올 경우 지도센터 내  

상담실에서 상담 진행1:1

- 로스쿨 학년 중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학기 초 개별 연락하여 두 달에 한 번 3 1 정기 학업  

상담 진행

로스쿨의 특성상 로스쿨 학생만 상담 신청 가능 로스쿨 진학 관련 상담은 행정실에서 진행* /

신청방법 학생지도센터로 연락 신청 (02-760-0928)

이수시

혜택
혜택없음

문의처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법학관 층 , 1 20104,

760-0926/hjesus73@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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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탐색

프로그램명 COM-EDU UNION

운영부서명 컴퓨터교육과

운영목적 졸업생 멘토들의 강연 및 질의 응답을 통한 화합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컴퓨터교육과 임용고사 합격자 및 각계각층 취업자를 멘토로 위촉하여 재학생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진출 현황 안내

운영기간 월 중12

대상학생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호암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저학년이 주도적으로 행사 준비를 함으로써 흥미유도1.

2. 고학년 위주로 마이크로티칭을 준비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전문성 이해 및 멘토들의 피드백

임용 취업 대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을 초청하여 진로의 다양성 추구3. , ,

4. 졸업 선배들의 강연을 통한 저학년의 진로탐색 및 고학년의 실무적 궁금증 해소

신청방법 학과게시판 학과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메일로 신청, ,

이수시

혜택

문의처 컴퓨터교육과 학과사무실, 760-0671, jiun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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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현직 교사 졸업생 초청 진로 멘토링 교사가 되기까지(CEN) -“ ”

운영부서명 컴퓨터교육과

운영목적
정보 컴퓨터 교사를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졸업생의 강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컴퓨터교육과 졸업생 중 중등교원의 모임인 에서 재학생과 함께 교사가 되기까지 라는 - CEN “ ”

주제로 임용 복수전공 취업 후 이직 등의 다양한 내용의 대화의 장 마련, ,

운영기간 월 중5

대상학생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호암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모바일 메신저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공지방에서 참가자 모집 1.

부 교사가 되기까지2. 1 : “ ”

임용시험준비부터 임용시험 합격 후 그리고 현직 교사 취업 후 이직 등의 다( , , 양한 주제로 

졸업생들의 강연)

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대화 2 :

후배 재학생 와 선배 졸업생 의 질의응답 및 대화( ( ) ( ) )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졸업생 역시 교사로 한정하여 같은   3. ,

분야의 내용을 준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졸업생 전체가 모이는 COM-EDU

과 구별된 모임UNION

신청방법 모바일 메신저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공지방 -

이수시

혜택

문의처
컴퓨터교육과 학과사무실, 760-0671, jiuns@skku.edu

컴퓨터교육과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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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탐색

프로그램명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학부연구회

운영부서명 사회과학대학 전 학과

운영목적 대학원 진학률 제고 전문성과 연구능력 사회과학적 통찰력 갖춘 인재 양성, ,

프로그램 

내용 소개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학부 -

연구회를 학과 특성에 맞게 실시

운영기간 매년 월 월6 ~12

대상학생 사회과학대학 학부생 참가자 및 대학원생 멘토자격( ) ( )

모집인원 학과 수요에 따라 다름

운영장소 학부연구회의 강의실 대관 현황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세부사항

-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전공분야별 지도교수 배정 및 심화학습 진행

- 활동횟수 총 회 시간 이상 의무10 , 15

- 활동목표 설정 프로젝트 선정 등 후 소모임 현장지도 및 대표학생( ) 대학원 재학생( ) 선정,

지도교수의 소모임 활동격려 및 활동사항 체크 참여 학생들은 활동종료 후 활동보고서 작성 ,

및 제출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

이수시

혜택

대학원 진학을 위한 지도교수 대학원생 멘토의 조언 팁 청취- , /

대학원 진학 전 진로 분야 설정 가능- /先

대학원 진학예정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문의처

행정학과 수선관 층 호, 5 61503 , 760-0361/ soyeona317@skku.edu

정치외교학과 수선관 층 호, 5 61504 , 760-0379/ sypark07@skku.edu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수선관 층 호, 4 61409 , 760-0391/ dhskis@skku.edu

사회학과 수선관 층 호, 5 61507 , 760-0405/ jeong1031@skku.edu

사회복지학과 수선관 층 호, 5 61505 , 760-0631/ js.ko@skku.edu

심리학과 수선관 층 호, 7 61708 , 760-0485/ youhi@skku.edu

소비자가족학과 호암관 층 호, 3 50303 , 760-0507/ yiyo4136@skku.edu

아동청소년학과 호암관 층 호, 4 50403 , 760-0525/ pain5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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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진로 학업 지원 프로그램 특강/ (iSpeaker )

운영부서명 성균융합원행정실

운영목적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학생 진로지도 :

프로그램 

내용 소개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다양한 산업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의 진로 지도

운영기간 학기 중 수시로 특강 진행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대상학생 글로벌융합학부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모집인원 학과에서 별도 공지

운영장소 학과에서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 특강을 통해 전공과 관련한 국내 외 저명인사 초청 특강 진행iSpeaker ·

신청방법 추후 공지

이수시

혜택
-

문의처 글로벌융합학부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02-74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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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탐색

프로그램명 글로벌 전문가와 킹고인의 만남IT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운영목적 - 소프트웨어대학 학생들에게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지식에 대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원격 화상 장비를 이용하여 전문가들의 강연 진행

- 온라인의 장점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강사진을 구성

- 소프트웨어대학 학생들이 진로나 전공에 대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운영기간 월 월 개월간 진행3 ~ 12 (9 )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강연 회당 명 내외100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자연과학캠퍼스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

프로그램 

세부사항

- 월 회 일반적으로 첫째 주 금요일 진행1 ( )

-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외 관심 있는 성균관대학교 학생 참여가능

- 온라인 질문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리하게 질문

세부일정-

차수 일시 강연자

1 월 일3 15 루카스필름 장유진

2 월 일4 5 한준희Google

3 월 일5 3 안익진Moloco

4 월 일5 17 김덕훈 황규용Qualcomm ,

5 월 일6 7 이강표University of lowa

6 월 일9 20

섭외 중

7 월 일10 11

8 월 일11 1

9 월 일11 15

10 월 일12 6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강연 일주일 전 공지( )

이수시

혜택
교과 외 활동 점수 

문의처 오픈소스 센터 반도체관 호SW , 400629 , 031-290-7156 / whiteleo90@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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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스포츠 멘토링 데이 (Sport Mentoring And Real Tips: SMART)

운영부서명 스포츠과학과

운영목적 학부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와 향후 진로에 대한 선배와의 만남 기회 제공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부생들에게 스포츠 관련 각 분야에 진출한 선배들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부생들에게 각 분야에 진출한 선배와의 만남을 통한 구체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운영기간 매년 월 초 12

대상학생 스포츠과학과 학부생 전원

모집인원 명100

운영장소 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스포츠 관련 각 분야에 진출한 선배 소개 및 선배의 경험담 제공

- 학부생들에게 관심 있는 진로 분야에 진출한 선배와 직접 대화 기회 제공

날짜 프로그램

월 중순11 스포츠 관련 각 분야 진출한 졸업생 멘토 확보

월 중순 11 ~

월 말11
학부생들에게 스포츠 멘토링 데이 일정 공지 

월 초12 스포츠 멘토링 데이 행사 진행

신청방법 학과사무실을 통해 신청

이수시

혜택

- 학부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 

- 재학생과 졸업생과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

문의처 스포츠과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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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탐색

프로그램명 의과대학 진로 토크 콘서트

운영부서명 의과대학

운영목적
교수와 선배 전공의 와의 만남을 통해 ( )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맞춤형 정보 제공

프로그램 

내용 소개

예비의료인으로서 다양한 전공 가운데 관심이 있는 해당 학문분야의 교수님과 선배전공의들의 -

사례를 공유하여 정보 및 노하우를 얻음

임상의학 및 기초의학 모든 전공의 진로에 대한 콘서트를 시리즈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

피드백을 통해 발전시킬 예정

운영기간 학기 당 회 향후 변경 가능1 ~ 2 ( )

대상학생 의과대학 재학생 학부생( )

모집인원 특강 당 명50~100

운영장소 의과대학 임상교육장 일원역 소재( )

프로그램 

세부사항

- 교수 전공분야 지식 및 커리큘럼 안내 :

- 선배 전공의 부 회의를 통해 후보자 선발 후 면담을 거쳐 최종 선발:

- 전공에 맞추어 삼성병원과의 협업으로 진행

날짜 프로그램

금18.12.21.( ) 정신건강의학교실 전공 안내 김석주 교수 및 전공의( )

수19.03.13.( ) 기초의학 전공 안내 분자세포생물학교실 사회의학교실 등( , )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 ,

이수시

혜택

롤모델 선배와의 대화를 통한 정보 공유-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 수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와의 만남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가능-

문의처

의과대학행정실 수원 의학관 층( ), 1 , 299-6025 / hatchet@skku.edu

의과대학행정실 서울 삼성생명일원역사 층( ), 9 ,

2148-9910/ shineebell@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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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청년 인생도서관×

운영부서명 자연학술정보팀

운영목적
- 개인별 인생 취향 기반의 콘텐츠를 생성하여 학생들의 개별 와 연계한 / e-Portfolio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인생 설계 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는 삶 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 안에 내재된 자‘ ’ 아 취향/ /

에너지를 표출하게 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인생 설계 지원

차별화된 도서관 프로그램 청년 인생도서관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성균핵심역량- ‘ X ’ (SKKU

배양Pentagon)

운영기간 학기 당 회 향후 변경 가능1 ( )

대상학생 전교생 학부생 대학원생( , )

모집인원

청년 인생도서관 워크숍 및 특강 명- × : 120

- 내 청춘의 책 글 명( ) : 30

- 내 청춘의 라디오 영상 명/ : 12

운영장소 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자기 탐구 미래 설계 두 가지 주제의 워크숍‘ ’,‘ ’

- 우리의 삶을 건축적으로 이해해 보는 인생문제의 건축적 이해 특강‘ ’

- 자신만의 다양한 이야기를 도서관에 생산 축적 연결하는 청년 인생 콘텐츠 기반의 소셜 프로· · X

그램 운영

날짜 프로그램

월9 청년 인생도서관 워크숍 자기탐구 미래설계“ × : & ”

월9 인생문제의 건축적 이해 특강“ ”

월 월9 ~12 내 청춘의 책 글“ ( )”

월9 내 청춘의 라디오 영상“ / ”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로 신청, , URL

이수시

혜택

개인의 인생에 기반한 자신만의 콘텐츠 생성 책 라디오 팟캐스트- ( , , )

타 학생의 지혜와 삶에 관한 콘텐츠를 통해 희망과 영감을 얻음-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인생 설계 가능-

문의처
자연학술정보팀 삼성학술정보관 층 , 7 480712,

031)299-4022/ msnam11@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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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탐색

프로그램명 학과탐색캠프 주간 운영

운영부서명 학부대학

운영목적 대계열 학생들의 학과 선택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학과들과 행사 개최

프로그램 

내용 소개

각 단과대학장 앞으로 소속 학과에 해당 행사 사전 기안내 후 참가 희망 접수를 받아 학생에게 

개별 공지

운영기간 매 학년도 월경 학기 중간고사 직후11 (2 )

대상학생 양캠퍼스 학부대학 대계열 학년 학생 및 복수전공 희망생1

모집인원 유학 동양학 등 개 학과 부 및 총 명 학생 참가 학년도· 18 ( ) 512 (2018 )

운영장소 인 호암관 층 학사지도실 및 자 기초학문관 층 학사지도실( ) 2 ( ) 1

프로그램 

세부사항

학과별 주요 진행 내용 학년도 기준(2018 )

학과장 등 교수 또는 학생대표의 학과 부 역사 및 커리큘럼 소개- ( )

교수 또는 학생의 학문 입문 배경 및 학과 선택 경험담-

졸업생 사회 진출 현황 각종 고등고시 합격 및 대학원 진학 등- :

학과 부 차원의 장학제도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제도 등- ( ) ,

학년 이상 재학생의 전공수업 체험담- 2

기취업 졸업생 초청을 통한 눈높이 맞춤형 진로 및 진학 가이드 제공-

학과탐색캠프 관련 학부대학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및 발표 동영상 URL:

https://hakbu.skku.edu/hakbu/explore/camp.do

신청방법 학과별 참여신청 양캠퍼스 담당 성균멘토에게 신청: e-mail

이수시

혜택
학과 부 별 행사시 간식 또는 기념품 제공 자율사항( ) ( )

문의처 학부대학 성균멘토(02-760-0772, oiseau3@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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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학생성공스토리� 특강

운영부서명 학생성공센터

운영목적
학생성공스토리� 공유�� ��� 학생�이� 영��� 얻고� 스스로� �로운� 진로�� 개��� 수

��� 기회� 모색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자기주�로� �의� 방��� 개�하고� �� ��가� 사회에� �원하고� 기여하고자

� � 하�� 학생�의� 성공스토리�� 공유하여� ��� 학생�에게� ��과� 용기� 제공

-� 시리�로� 기��� 프로그램�로� 취업�� 진학�� 진로�� �의� 재발견�� 공학의� 재발견� 등의

� � 주제로� 시행� 예정

운영기간 학기� �� 2� ~� 3회(��� ��� 가능)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모집인원 특강� �� 30~60명

운영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교내·�� 학생성공스토리� 발굴(성대� 신문�� 성균웹진�� 교�원� 추천�� 학생� 추천�� 신문기사��

온라인기사�� ���� 라��� 방송)

- 내부� 회의�� ��� ��자� 선발� �� ���� ��� ��� 선발

- 주제에� �추�� 교내� 유�기�과의� 협업�로� 진행(예�� ��� ‘창업’�의� ��� ‘창업지원

단“과� ’공학의� 재발견‘�� ’공학교육혁신센터와‘�리적� 현실주의자’��� ‘장애학생지원센

터’와� 협업)

날짜 프로그램

4/29
“학생성공스토리�� 창업��� �재�시��상��자��개�장��개발/
현대인의�정신적��로����주기����모����이�리��� 개발

5/20
“학생성공스토리�� 공학의�재발견��� �-��R��� ��-��� 등의�프로그램에
참여��학생�의����공유

6/25
“학생성공스토리���리적�현실주의자�����유학생�로���에서�교육공학과�
�이터사이�스����전공하고����시�장애��문의�이야기

참고��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success.skku.edu)

신청방법 학교� 공지사항�� 게시판�� ����� 알람/문자�� ��� �내�� �R�� ��� QR��로� 신청

이수시

혜택

-� �� 학생의� 성공스토리�� ��� ��과� 영��� 얻음

-� 실행�� 수� ��� ��적인� 방법과� 정�� 수집

-� ���� ��� 수� ��� 멘토(연사)와의� ��� 가능

문의처 학생성공센터�� �제�� 1�� 90102�� 02)� �40-1�63~5/� stusucces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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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탐색

프로그램명 진로취업 아카데미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대학 전공 선택을 비롯한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1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선택과 조기 진로설계롤 비롯한 진로준비행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1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간 하계 월: 6~7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1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여명 선착순 마감50 ( )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자과캠 공학관( ) , ( ) 1

프로그램 

세부사항

일 정
프로그램 예시( )

구 분 주 제 내 용

일차1 나와 진로

자기탐색
 삶의 가치와 진로목표에 대한 이해

 직업 가치에 대한 이해

직업가치관
 나의 경험과 역량에 대한 이해

 직업가치관 관련 팀 활동

직업세계 이해
 전공과 직업 산업 직무( / )

 직업정보 수집방법 희망직업 선정/

일차2
진로설계와

대학생활

진로 설계
 진로설계 전략과 방법

 진로계획수립 관련 팀 활동

대학생활 계획
 교내 외 활동을 통한 직업지식습득/

 학년별 경력개발계획 팀 과제

소감 발표
 팀과제 포스터 우수자 선정 및 시상( )

 소감발표 및 만족도조사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교육 행사(https://job.skku.edu) /→ 

취업프로그램 진로취업 아카데미 신청→ → 

이수시

혜택

창의품 인정 가능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요건 중 하나로 기타 개 프로그램 정규교과목, 2 ( , 취업상담 2

회 까지 모두 이수 시 창의품 인정)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인( ) 02-760-1085 / recruit@skku.edu

자( ) 031-290-5044 / career@skku.edu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138

2019 학생성공 가이드

프로그램명 온라인 멘토링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동문 선배님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소개

우리학교를 졸업하신 동문 선배님들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기업 직무, ,

진로 등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입니다.

운영기간 상시

대상학생 재학생 및 졸업생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다양한 직군의 선배님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상담 질문은 월 회까지 가능합니다3 .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취업상담(https://job.skku.edu) → 

온라인 온라인멘토링 멘토 검색 후 질문하기→ → 

이수시

혜택
-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02-760-1085 / recruit@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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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탐색

프로그램명 휴먼북SKKU

운영부서명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 재학생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문선배님들과 편안하게 만나 진로  

상담 대학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그램 

내용 소개

휴먼북은 소그룹 명 이내 미팅 형식 프로그램입니다1. SKKU (10 ) .

지금까지 일반재학생들은 대단위 특강이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만 동문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휴먼북은 총동창회 총학생회와 협업하여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들도 각계 . SKKU ,

각층에서 전문가와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휴먼북은 진로와 대학생활의 고민에 대해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2. SKKU

프로그램입니다.

고학년 학생들은 채용설명회나 인터넷으로만 접해야 했던 기업과 산업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이제 성균관대 선배님들로부터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은 선배님들의 대학생 .

시절의 경험을 들으면서 보다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조언과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3. 휴먼북은 많이 참여하실수록 많이 얻어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SKKU .

휴먼북은 일방향의 강의나 여러 차례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멘토링프로그램이 아닙니다SKKU .

휴먼북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동문선배님들은 별도의 강의자료나 준비없이 여러분들이 신청서에

작성하시는 선배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 가지에 대한 답변만 준비하시게 됩니다 선배님이   3 .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배님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휴먼북을 통해 더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보십시오 선배님들의. SKKU .

인생을 통해 여러분들이 몰랐던 세상을 마음껏 간접체험하시고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시기 바

랍니다.

운영기간 학기중 월 월 월 월(3 ~6 , 9 ~12 )

대상학생 재학생

모집인원 회당 명 이내1 10

운영장소 교내 인사캠 자과캠 모두 진행하며 신청시 개별 안내( , )

프로그램 

세부사항

신청방법

휴먼북 홈페이지SKKU ( 에서http://humanbook.skku.edu) 신청 로그인(GLS ID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휴먼북 추가하시면 실시간 업데이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SKKU .※

문의 가능(1:1 )

이수시 

혜택

문의처 학생지원팀 02-760-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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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명 지능정보 커넥트2019 (CON2 글로벌 캠프ECT)

운영부서명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목적 해외 신기술 및 기업체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지능정보기술 분야 의 세계적인 기업체 탐방을 통해 글로벌 (AI, IoT, Cloud, Bigdata, Mobile)

안목을 증진시키고 기업체 담당자의 강연을 통해 지능정보 융합신기술의 현장을 , Connect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하며 지능정보 융합신기술로 사업을 하고 있는 , Connect

청년창업기업가들의 를 통해 혁신창업가마인드를 함양 인턴쉽 하는 Talk Concert (mini- )

프로그램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체 탐방을 통해 글로벌 - , ,

안목을 증진시키고 청년창업기업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혁신창업가마인드 함양,

운영기간 년 월 예정 박 일2020 1 (7 8 )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모집인원 명 20

운영장소 일본 및 중국 산업체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1
지능정보 융합신기술 기업체 담당자 강연Connect
지능정보 융합신기술 여개 산업체 견학Connect 10

2 글로벌문화 및 지능정보기술 탐방 체험

3 지능정보 융합신기술 해외 청년창업기업가의 Connect Talk Concert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skku.edu 공지사항 참고)

이수시

혜택
지능정보 - CON2 수료 요건 갖춤ECT Academy

문의처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담당자 031-290-5608 / meetx@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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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지능정보 커넥트2019 (CON2 기술창업 캠프ECT) S-Hero

운영부서명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목적 예비 창업자 및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 ,

프로그램 

내용 소개

지능정보 융합신산업 를 창출하는 - Connect Tech-Biz CON2 인재 양성을 위해 ECT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사업화 기술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창업, CONNECT「 」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

지능정보 커넥트 창의연구 를 통한 창의연구 성과물은 커넥트 기술창업- S-Hero S-Hero「 」 「 」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작성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Business Proposal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 진정한 CON2 로서 성장할 수 있음ECT

- 지식재산권 및 특허 창업방법 마케팅 회계 법 등을 주제로 산업체 전문가를    (IP ), , , ,△ △ △ △ △

초청하여 혁신창업 중심 세미나 운영

- 우수 을 선발하여 산학협력단의 창업지원단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지역 자치Business Proposal , ,

단체의 창업 보육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특허 기술이전 예비 창업자 지원 체계 마련, ,

운영기간 년 월 예정2019 11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학부생

모집인원 명 100~150

운영장소 자연과학캠퍼스 제 종합연구동 층 세미나실 예정1 8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1 지능정보 융합신기술 성공의 기회Connect Tech-Biz-

2 지식재산권 및 특허 창업방법 마케팅 회계 법(IP ), , , ,

3 작성방법Business Proposal

4 작성 및 제출Business Proposal

5 최종 Business Proposal 발표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skku.edu 공지사항 참고)

이수시

혜택
지능정보 - CON2 수료 요건 갖춤ECT Academy

문의처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담당자 031-290-5608 / meetx@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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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명 원스톱창업상담창구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사업단 캠퍼스타운사업단( , )

운영목적
창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과 전문가 을 통해 창업 관련 상담 및 기Pool 술 경영 ·

멘토링을 연계 지원하는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우수한 창업상담 전담인력 창업중점교수 및 전문인력 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 ) Pool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 초기 상담 시 자가진단을 통해 상담설계상담유형 분류 상담경로 설계를 통해 맞, 춤형   

창업상담서비스 지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및 찾아가는 창업상담창구 실시- Client ‘ ’ ‘ ’

운영기간 상시

대상학생 본교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이면 누구나 ( , )

모집인원 해당없음

운영장소

인사캠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교외 혜화동 - : ( < 26 27>)– 

기업가정신과혁신센터 경영관 층( 1 )

자과캠 자연과학캠퍼스 산학협력센터 호 - : 85361

프로그램 

세부사항

신청방법 유선 예약 사전 예약( ) : 031)290-5658

이수시

혜택
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창업정보 제공 기타 유관기관 사업연계 지원1 , ,

문의처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센터 층 , 3 85361, 031)290-5658 / minji0211@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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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창업동아리 육성KINGO EPT(Entrepreneurship Project Team):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자사업단( )

운영목적 창의성과 개척정신을 갖춘 미래청년 사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개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아이템 시제품 기획 제작비 지원- /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진행-

운영기간 월 월 5 ~ 12

대상학생
대학 원 생 인 이상의 동아리 개 팀( ) 3 30
대표는 학부생만 가능 재학생 휴학생 타교생 가능( , / / )

모집인원 개팀 개팀당 구성원은 인이상이어야 함30 (1 3 )

운영장소 스타트업 캠퍼스 인문사화과학캠퍼스 경영관 층( 1 )

프로그램 

세부사항

no 내용 세부내용 일정

1 모집 접수 홍보 및 지원서 접수 4/8~5/10

2 선정 평가 서류 심사 평가 및 합격자 발표 5/15

3 오리엔테이션 
팀 네트워킹 프로그램 일정 및 ,

지원금 지원 방법 안내 
5/20

4
지원금 지원

및 멘토링 교육,
아이템 기획 제작비 및 멘토링 지원/ 월5/22~12

5 중간 평가
팀 중간 평가 탈락 추가 접수 및 ( / )

지원금 추가 지원 안내 
예정9/20( )

6 성과 발표회 성과 발표 및 최종 평가 수료, 예정12/5( )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메일 발송> >

수신처( :※ mgr.eic@skku.edu 모집시기 별도 공지, )

이수시

혜택

기업가정신 소셜벤처 린스타트업 등 관련 이론 및 실무교육- , ,

단계별 전문 멘토링 -

다양한 형태의 특강-

선배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창업동아리 네트워킹 파티( , )

- 팀당 창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활동비 지원 최대 만원 이( 500 내 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팀별 차등 지원)

경영관 층 이용 우선권 및 사물함 제공- 1 Startup Campus

수료증 지급 활동 인정 시- ( )

문의처 창업지원단 기업가정신과혁신센터 33101, 740-1996/ mgr.eic@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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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명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SKKU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

운영목적
-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대학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

캠퍼스타운 창업지원프로그램 사회적경 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우수 인재 발굴  - (SACC, EPT)

프로그램 

내용 소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실제 창업을 지향하는 본교생 및 청년창업가를 발, 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간 회 월과 차년도 월에 각각 회씩 개최2 : 5 1 1

대상학생
만 세 이하의 본교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원39 ( ),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및 졸업생으로, , 당해년도 

창업자 또는 당해연도 창업 예정자

모집인원 신청접수 팀 발표평가 팀 ,○○○ ○○

운영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교내 및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문화 예술 관광 분야 사회적 경제 분야 지식서비스 분야 과학기술 분야 등, , ,․ ․

차 서류심사평가 후 차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팀 발굴 및 상금 시상- 1 2

차 서류평가 기준 아이디어 점 사업성 점1 : (50 ), (50 )①

차 발표평가 기준2 :② 아이디어 점 사업성 점 지원자역량 점(40 ), (40 ), (20 )

신청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통한 및 포스터 코드 , , SMS URL QR

이수시

혜택

-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 창업지원프로그램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SACC, EPT, ) 지원시 

가산점 부여

- 상금 대상 만원 최우수상 만원 우수상 만원 장려상 만원: 200 / 150 / 100 / 50

문의처 창업지원단 다산경제관 호32207 , 02-740-1734 / jiye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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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창업경진대회KINGO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사업단( )

운영목적 교내 우수한 청년 예비 창업자 발굴을 통한 교내 창업분위기 확산( )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교내 대학 원 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운영기간 연간 회 월 1 : 9

대상학생
교내 재 휴학의 대학 원 생 개인 혹은 팀· ( )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원 중 한명은 교내 재 휴학의 대학 원 생이어야 함( · ( ) )

모집인원 신청접수 팀 발표평가 팀 ,○○○ ○

운영장소 교내 인사캠 또는 자과캠( )

프로그램 

세부사항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수상팀 선발-

진행절차 일정 주요내용

모집공고① 년 월‘19 10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② 년 월‘19 11 팀 선정- ○○

발표평가③ 년 월‘19 11 팀 선정- ○

시상식 ④ 년 월‘19 11
- KINGO Startup Festival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로 신청, , URL

이수시

혜택

- 대상 백만원 최우수상 백만원 우수상 만원 시상(2 ), (1 ), (50 )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제품제작 지원 경진대회 연계 추천

- 창업지원단 각종 프로그램( 창업동아리 및 입주동아리 캠퍼스타운 창KINGO EPT , 업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등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 지원(SACC, EPT )

문의처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센터 호, 85361 , 031-290-5686 / jjh2841@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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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명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이용자 선발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

운영목적 청년 예비 창업가를 위한  ( )

프로그램 

내용 소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이용자를 선발 개월 단위- (6 )

차 서류평가와 차 발표평가 면접 로 심사하여 선발 - 1 2 ( )

운영기간
평일 시 시 토요일 시 시- 08 ~ 22 ( 10 ~17 )

일효일 공휴일 건학기념일 공부자탄강일은 운영하지 않음      , , ,※ 

대상학생
만 세 이하로 본교생 졸업생 포함 및 타교생 - 39 ( )

단 타교생으로 이루어진 팀의 경우 반드시 성균관대 학생 명 포함- , , 1

모집인원
독립공간 층 인실 개팀 인실 개팀- (3 ) 2~3 : 4 / 4 : 2

공간 층 개팀  - CO-WORKING (2 ) : 15

운영장소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혜화동 ( 26-27)

프로그램 

세부사항

월에 하반기 이용자 선발 월 월까지 사용- 7 (8 ~ 12 )

내년도 상반기 사용자는 월 선발 예정12※ 

구분 주요내용

층 야외1 야외 세미나 포럼 등 행사 개최  - ,

층 2 교육 미팅 등 - CO-WORKING, ,

층 3 독립공간 인실 개 인실 개- (2~3 4 . 4 2 )

층 4 멘토링 개별 미팅 등- ,

옥상 휴게 공간 미니 세미나 등- ,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를 통한 홍보, , , SNS

이수시

혜택

- 멘토링 매주 수요일 시( 13 )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특강 프로그램 운영-

공간 이용료 무료      -

문의처 창업지원단 다산경제관 호32207 , 02-740-1735 / lai927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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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SETA (Social EntrepreneurshipTeam Academy)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및 링크사업단( )

운영목적

소셜 앙트레프레너십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수익을 내며 사회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 -

개발

의 팀 앙트레프레너십 철학을 기반으로 한 팀 지식창조 팀 협업 방법 실습- MTA ,

프로그램 

내용 소개

는 몬드라곤협동조합과 몬드라곤대학의 창업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핀란드의 MTA TA (Team

교육방식을 도입해서 새롭게 만든 년제 학사 과정의 Academy) 4 팀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간 월 월 개월 과정3 ~ 7 (5 )

대상학생 본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졸업생 포함( )

모집인원 명 내외30

운영장소 스타트업캠퍼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및 킹고스타트업스페이스( )

프로그램 

세부사항

- 교육방법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소셜 앙트레프레너십MTA 역량을  

실전에서 배양.

- 철학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를Learning by Doing 발굴

- 비즈니스 실행 과정을 통해 앙트레프레너십 비지니스 개발 수익모델 검증 팀 매, , , 니지먼트,

마케팅 브랜딩 역량 강화,

- 팀 창업 모델을 기반으로 팀컴퍼니 단위로 비즈니스 실행 및 팀 학습 트레이닝 세션을 통해 

개인 성장 팀 성장 비즈니스 임팩트 성장 도모, ,

단계 내용

단계 배양하기1
팀프레너쉽 소셜앙트레프레너쉽 사회문제에 대한 , ,

공감능력

단계 배우기2
고객개발 린스타트업 디자인씽킹 스타트업 전략 마케팅 , , , ,

및 브랜딩

단계 활용하기3
이론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인성장 팀성장 팀컴퍼니의 , ,

성장에 기여 

단계 실행하기4
소셜 앙트레프레너로서 팀컴퍼니의 수익을 내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실행

단계 임팩트 5

실현하기
팀컴퍼니가 추구하는 소셜임팩트를 실현하고 측정

신청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통한 및 포스터 코드 , , SMS URL QR

이수시

혜택

수료증 배부-

창업지원단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  -

문의처 창업지원단 기업가정신과혁신센터 33101, 740-1996/ mgr.eic@skku.edu



2019 학생성공 가이드 151

창업

프로그램명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사업단 캠퍼스타운사업단( , )

운영목적

창업지원단의 인적인프라를 통해 많은 본교 학생들이 대학생 창업 과 와 2019 300 2019「 」 「

년 예비 창업 및 초기창업자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2020 」

학교의 위상 제고와 예비 창업가의 성공 창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 ) .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멘토링

운영기간 상시 단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별도 공고하여 신청 접수( , )

대상학생

본교 학부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으로 , ( , , , )

대학생 창업 출전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팀 - 2019 300 ( )

창업관련 하여 또는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 학생- 2019 2020 ( )

단 대표는 본교 학생 졸업생 포함 이어야 함- , ( ) .

모집인원 팀○○

운영장소

양 캠퍼스 

인사캠 다산경제관 호 또는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 32207 ,

자과캠 산학협력센터 호 또는 자과캠 동아리 공간- : 85361

프로그램 

세부사항

- 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능성 있는 팀을 대상으로 다시 선별하여 선, 발된 팀을 

해당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지도

- 단계로 진입할 자격이 되지 않는 팀은 2 , 창업동아리 및 기초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여 

준비기간 동안 내실을 갖추도록 함.

단계 내용

단계 수준 평가1 :

신청자 중 자격 요건 및 수준을 측정하여 해당 -

프로그램에 진입이 가능한지 평가   

초급자의 경우-

단계 멘토링2 :

단계 통과자를 대상으로 함- 1

멘토링 내용-

아이템 및 모델 검증BM▸

해당 프로그램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도▸

프리젠테이션 교육 등  ▸

신청방법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별도 공고하여 신청 접수-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통한 및 포스터 코드 - , , SMS URL QR

이수시

혜택
해당 프로그램에 진입할 수 있는 확률 제고

문의처 창업지원단 다산경제관 호- 32207 , 02-740-1732 / kjun7307@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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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캠퍼스타운 창업지원프로그램SACC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

운영목적

-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계획을 세움

-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 작성과 스타트업의 구조를 이해하여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문화예술관광산업 지식서비스 기술 창업 등 기타 분야로 창업에 관심 있는 만 세, , 39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집중교육 박 일 캠프 팀별 멘토링 지원금 등의(1 2 ), , 창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상반기 월 월 하반기 월 월: 3 ~7 / : 7 ~10

대상학생

만 세 이하로 39

본교생 졸업생 가능 을 비롯한 타교생으로 해당년도 신규창업자 및 해당년도 창업 예정자 - ( )

단 기창업자의 경우 해당년도 특허 출원 및 투자 유치예정자는 지원 가능       - , ,

모집인원 팀 내외20

운영장소 외부 연수원 및 교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분야 문화예술관광산업 지식서비스 기술 창업 등 기타 분야    - : , ,

교육내용 회 창업 캠프  주 회 멘토링  성과발표회- : 2~3 1① ② ③

-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지원비 최대 천만원 시제품 제작등, 2 ( )

상반기 하반기

참가자모집 월 중3 월 중6

창업교육 월 월4 ~7 월 월7 ~9

멘토링 월 월5 ~7 월 월8 ~10

지원금심사 월 중4 월 중7

성과발표회 월7 월10

지원금정산 이내7/31 이내10/30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고※

신청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통한 및 포스터 코드 , , SMS URL QR

이수시

혜택

지속적인 창업멘토링 연계-

기창업자와의 인적네트워킹을 통한 교류 참여-

정부재정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계 지원  - ( )

문의처 창업지원단 다산경제관 호32207 , 02-740-1733 /iamstartup@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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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명 사회적경제 창업지원프로그램EPT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

운영목적

-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움

-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 작성과 스타트업의 구조를 이해하여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창업에 관심 있는 만 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 39

창업집중교육 숙박운영 팀별멘토링 지원금 등의 창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 ), ,

운영기간 상반기 월 월 하반기 월 월: 3 ~7 / : 7 ~10

대상학생

만 세 이하로 39

본교생 졸업생 가능 을 비롯한 타교생으로 해당년도 신규창업자 및 해당년도 창업 예정자 - ( )

단 기창업자의 경우 해당년도 특허 출원 및 투자 유치예정자는 지원 가능      - , ,

모집인원 팀 내외20

운영장소 외부 연수원 및 교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 분야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관광산업 지식서비스 기술 창업 등 기타 분야: , ,

교육내용 회 창업 캠프  주 회 멘토링  성과발표회- : 2~3 1① ② ③

-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지원비 최대 천만원 시제품 제작등, 2 ( )

구분 상반기 하반기

참가자모집 월 중3 월 중6

창업교육 월 월4 ~7 월 월7 ~9

멘토링 월 월5 ~7 월 월8 ~10

지원금심사 월 중4 월 중7

성과발표회 월7 월10

지원금정산 이내7/31 이내10/30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고※

신청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통한 및 포스터 코드 , , SMS URL QR

이수시

혜택

지속적인 창업멘토링 연계-

기창업자와의 인적네트워킹을 통한 교류 참여-

정부재정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계 지원  - ( )

문의처 창업지원단 다산경제관 호32207 , 02-740-1733 /iamstartup@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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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성공적인 창업설계 워크샵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

운영목적
혁신적인 창업모델을 재정립하고 중요한 창업 핵심요소 및 혁신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 선진 기법을 통해 상호 검증하고 재정립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상반기 월 하반기 월 또는 월 로 회씩 시간 운영 1 / 7 ( 8 ) 1 (8 )

대상학생
본교 학부 및 대학원생 졸업생 포함 으로 예비창업자를 꿈꾸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 )

또는 기창업자

모집인원 명 내외25

운영장소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분 주요내용

스탠포드연구소 소개 및 개념정리5DOI
Need, Value Creation, Champion,

Team, Alignment

Group exercise

혁신의 장애 및 동기:

Important Customer Needs

초기 가장 중요한 고객의 요구사항은- ?

고객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

Discipline Two

가치창조 프로세스 : (VCF)

모델과 가치창조포럼-NABC

(Value Creation Forums)

강력한 가치제안의 힘-

가치창조 방법과 프로세스-

Elevator Pitches

강력한 발표를 위한 요소:

Individuals present to the group, and

receive feedback on their Elevator

Pitches

신청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안내, , SMS

이수시

혜택
창업지원단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  -

문의처 창업지원단 다산경제관 호32207 , 02-740-1733 /iamstartup@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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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명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 한국형 사업( I-Corps )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실험실창업혁신단( )

운영목적
에 소속되어 있는 석 박사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들이 실험실 내의 아이템을 기Lab · 반으로 

창업탐색 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개

미국 프로그램의 성공을 한국에 적용하여 한국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 NSF I-Corps I-Corps

대학 내의 에 소속되어 있는 석 박사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들이 실험실 내의 아이템을 - Lab ·

기반으로 를 통하여 창업을 탐색하고 시장에 적합하게 아이템 Customer discovery Pivoting

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운영

천만원의 교육 및 창업탐색비를 지원하며 국내와 국외 미국 에서 교육- 4~5 , ( )

운영기간 월 다음해 월까지 5 ~ 1

대상학생 본교생 중 에 소속되어 있는 석 박사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Lab ·

모집인원 팀◯◯

운영장소 국내 외부 연수원 및 대학교 국외 동부 또는 서부( ), ( )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부트캠프 국내 외 교육·
실험실창업탐색비 

지원 및 멘토링
수료식 및 데모데이

목적 오리엔테이션
해외창업실전교육 대비 

및 기술창업교육

교육 후 창업아이템 

검증 및 코칭 

활동 결과를 

점검하고 전시 발표·

일정 월 중5
월 중 주 국내6~7 (3 )-

월 중 주 국외7 (3 )-
월 다음 해 월9 ~ 1 다음 해 월 중1

내용

사업 전반 및 

교육 일정 안내,

선배 수료자 

사례발표 노드별 ,

미팅 등

Customer Discovery

중심의 

기술창업교육고객 

인터뷰 및 발굴

시제품 제작비 지원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개별 공동 /

멘토링 실시

사업설명 보드 및 

시제품 전시 투자자 ,

등 전문가 평가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및 설명회 확인 후 신청 

공고 개시 월 팀 선정 및 통지 월: (3 ) (5 )→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이수 후 창업지원단 내의 다른 프로그램 연계 지원

문의처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센터 호 85361 / britney8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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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코어 미니 아이코어STS(Spread of Tech Start-up)- ( )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실험실창업혁신단( )

운영목적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 한국형 사업 에 참여할 우수 인재 발굴 ( I-Corps )

프로그램 

내용 소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 한국형 사업 을 속성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 ( I-Corps )

구성되어 있음

실험실 기반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 BMC(Business Model Canvas), VP(Value

전략을 수립하고 를 통한 고객 인터뷰로 시장의 Proposition) , Customer Discovery 니즈를  

파악

한국형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흥미를 고취시킴- I-Corps

운영기간 월 중반 주 일정11 (3 )

대상학생
본교생 중 에 소속되어 있는 석 박사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Lab ·

본교생 중 기술기반창업에 관심있는 이공계열 학부 고학년생-

모집인원 명◯◯

운영장소 교내와 인근 연수원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일정 내용

주차1

교육

기술창업 비즈니스 모델 이해 - (9block)

참가자 팀 소개- /

가치제안과 고객세그먼트 중심 비즈니스 모델 작성 실습-

인터뷰 잠재고객 인터뷰-

주차2

교육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수정 작성-

수정 작성된 비즈니스 모델 발표 및 코치-

실전적 잠재 고객 인터뷰 교육 및 멘토링- ( )

인터뷰 잠재고객 인터뷰-

주차3 평가 수정된 기술사업화 발표 및 평가- BM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이수시

혜택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Lab to Market

문의처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센터 호85361 , 031-290-5854 / britney8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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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명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Lab to Market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실험실창업혁신단( )

운영목적 글로벌 기술기반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 아이템의 글로벌 수요를 알고 싶은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해외 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으로 국내 교육 실시-

그 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최첨단 기술기반 창업의 메카를 방문하여 글로벌- 기술기반 

시장과 트렌드의 흐름 및 창업 아이템의 적합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국내 외 교육 하반기 예정 주· : (2~3 )

대상학생

- 본교생 중 기술기반 창업 계획이 있는 대학원생 및 학부고학년 중 글로벌 기술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팀( )

단 본교 공학기술기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공학교육혁신센터- , ( ), STS(Spread of

코어 미니 아이코어 참가자의 경우 우대함Tech Start-up)- ( )

모집인원 명 ○○

운영장소 국내교육 교내 해외교육 미국: / :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예시( )

일정 내용

국내교육
차 교육1 글로벌 기술창업 관련 특강 및 멘토링

차 교육2 투자유치 특강 및 네트워킹

해외교육 박 일 6 7

성공기술창업기업 탐방 및 인터뷰

기술창업 전문코칭 및 잠재고객 인터뷰BM

혁신창업지원기관 탐방 및 인터뷰

투자기관 탐방 및 인터뷰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이수 후 창업지원단 내의 다른 프로그램 연계 지원

문의처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센터 호85361 , 031-290-5854 / britney8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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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프린팅 교육SKKU 3D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

운영목적
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프린터를 활용한 융합수업 을 통해 새로운4 3D (STEAM) 아이템   

창출 역량 향상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차산업의 이해와 직업 아이템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펜 및 아두이노를 4 3D 활용한 

프린팅을 설계 출력할 수 있음3D ,

캠프 운영을 통해 프린팅 아두이노 중급과정과 모델링 초중급 강좌를 듣고 직접 체험- 3D 3D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운영기간 상반기 회 이내 하반기 회 이내6 / 6

대상학생 본교 학부 및 대학원생

모집인원

펜 초 중급 과 프린팅 초급은 명 내외- 3D ( , ) 3D 25 ,

프린팅 아두이노 중급 박 일 캠프 는 명 내외- 3D (1 2 ) 50

모델링 초 중급 주과정 월 예정 은 명 내외  - 3D · (2 , 8 ) 30

운영장소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교육내용 펜 아두이노 활용 모델링 등 - : 3D , , 3D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정부터 깊이 있는 심화 과정까지 운영 - ,

구분 일정 주요내용

펜 초급3D ( ) 목 화3/28( ), 5/7( )
일 시간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1 3 /

일 프로그램은 별개로 운영- 1

펜 중급3D ( ) 수 시 시6/5( ), 18 ~21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 신청자 중 펜 초급 참여자 우선 선발3D ( )

프린팅3D

아두이노중급( )
월 예정7

박 일 캠프- 1 2

외부 연수원에서 시행 예정-

모델링 초3D ( ·

중급)
월 예정8

주 과정- 2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

신청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통한 및 포스터 코드 , , SMS URL QR

이수시

혜택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을 소장 가능-

케익토퍼 및 자신이 원하는 설계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음-

문의처 창업지원단 다산경제관 호32207 , 02-740-1733 /iamstartup@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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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명 킹고 창업 특강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

운영목적
다영한 창업 특강을 통해 학생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사례를 학습하여 

창업역량을 구축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스타트업 동문 특강 정부재정지원사업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특강CEO , ,

프리젠테이션 특강 유트버 크리에이터 특강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강의 제공, ( )

운영기간 월 월 월 회 이상 진행1 ~ 12 ( 1 )

대상학생 본교 학부 및 대학원생 졸업생포함( )

모집인원 킹고 스타업 스페이스 명 이내 교내 명 이내: 50 , 100

운영장소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스타트업 캠퍼스 교내 강의실/ /

프로그램 

세부사항

매월 회 이상의 창업 특강 개설- 1

창업 교과목 수강자 창업지원프로그램 수료자 및 기창업자 예비 창업자들의 사전 수요   - , ,

조사 등을 파악한 맞춤형 특강 진행

일정 특강 

화4/30( ) 초기창업자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 이동훈 대표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 ) :

목5/9( ) 그래서 블록체인 그게 뭐야 블록체인학회 김동운 강사 다산경제관 호( ) : 32208

목5/23( ) 문과 라고해서  스타트업 왜 안돼 코드스테이츠 김인기 대표 다산경제관 호“ “ IT ( ) : 32208

월6/10( ) 청년창업백발백중과정 김성민교수 다산경제관 호( ) : 32208

월7 미정

월8 미정

월9 미정

월10 미정

월11 미정

세부일정 홈페이지 참고 월 이후 유트브 크리에이터 관련 특강도 예정, 7 ( )※

신청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통한 및 포스터 코드 , , SMS URL QR

이수시

혜택
수강생 창업 프로그램 정보 제공

문의처 창업지원단 다산경제관 호32207 , 02-740-1735 / lai927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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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창업공방 연계 종로창업숲 지원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

운영목적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수공예 및 아이디어상품 청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개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과 종로구 일자리경제과와의 협업 프로그램으로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수공예 및 아이디어상품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직접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시제품 제작과 홍보를 위한 소정의 경비 지원·

운영기간 연 회1

대상학생
청년 수공예 작가 아이디어 창업가 소상공인, ,①

청년 체험 활동을 판매하는 청년 창업가②

모집인원 팀 내외5

운영장소 서울 청진공원

프로그램 

세부사항

청년복합문화마켓 종로청년숲 종로구 청진공원- ‘ ’:

운영 팀
운영 시간( )

운영 날짜

팀A
(11:00~19:00) 총 회4.18.~19. / 5.8.~10. / 6.13.~14. / 7.11.~12. / 9.26.~27.[ 11 ]

팀B
(11:00~19:00) 총 회4.25.~26. / 5.15.~17. / 6.20.~21. / 7.18.~19. / 10.10.~11.[ 11 ]

지원 대상 청년복합문화마켓 종로청년숲 선정자 중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지원 - :‘ ’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본교 학생

지원 내용 선정팀 당 최대 원- : 1,000,000

구분 세부내용

제작비 수공예 제품 재료 구매-
아이디어 상품 시제품 제작 비용-

홍보비 전시 부스 배치 홍보물 제작-
브로슈어 팜플렛 리플렛 스티커 라벨 등 제작- , , , ,

신청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이수시

혜택

종로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자 및 성균관대학교 

학생에게 가산점 부여

문의처 창업지원단 다산경제관 호32207 , 02-740-1734 / jiye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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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명 킹고 창업 페스티벌(KINGO Startup Festival)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사업단 캠퍼스타운사업단 실험실창업혁신단( , , )

운영목적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내 창업지원 기관이 연합하여 청년 창업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강연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제공( , IR, )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교내 대학 원 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운영기간 2019. 9.

대상학생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 원 생 일반인 등( ) ,

모집인원 행사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별도 공지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교내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관별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내용

강연 토크콘서트, 성공창업자의 창업 노하우 공유 및 관객과 소통하는 토크쇼

투자유치 IR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피칭IR

전시 체험/ 교내 창업유관기관 및 창업동아리의 제품 전시 및 홍보 

네트워킹
기창업자 예비창업자 창업동아리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창업이라는 주제를 통해 , ,

상호 네트워킹 

교내창업프로그램

홍보 
교내 창업지원 기관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 부스 홍보책자 배부  : ,

예비 창업팀 홍보( ) 시제품과 자사의 홍보 동영상 및 브로셔 등을 통해 홍보 및 판매 기회 제공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를 통한 홍보, , , SNS

이수시

혜택

- 예비창업자를 비롯한 대학 원 생 일반인들에게 창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 ) ,

제공하여 창업 관심 제고 및 분위기 확산

문의처 창업지원단 다산경제관 호32207 , 02-740-1732 / kjun7307@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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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경기 청년창업 한마당투어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페키지사업단( )

운영목적
경기지역 창업 유관기관이 연합하여 청년 창업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 창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관련 홍보를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소통의 장 마련

프로그램 

내용 소개

누구나 창업 할 수 있다 는 취지하에 경기지역 창업 유관기관이 연합하여 일반 시.’ 민들에게 

창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창업관련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분위기 확산

운영기간 월9

대상학생 본교 인사캠 자과캠 학생들과 창업에 관심있는 타대학 원 생 일반인 등( , ) ( ) ,

모집인원 명 이상350

운영장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프로그램 

세부사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통해 경기도 내 창업분위기 확산-

유관기관별로 연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창업홍보 극대화-

프로그램 내용

특강 토크콘서트, 스타트업계 유명 연사 특강 및 토크콘서트 

투자유치 IR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피칭IR

전시 체험/
스타트업 제품 전시 및 홍보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전시 체험존 구성·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를 통한 홍보, , , SNS

이수시

혜택

- 한마당 투어를 통해 창업자 투자자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의 장 마련,

- 창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기도 내 창업분위기 확산 및 활성화

문의처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센터 층 , 3 85361, 290-5686 / jjh2841@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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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명 현장 기반 창업 네트워킹 워크숍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

운영목적
서울시 내의 창업지원공간 종로 세운 메이커스 튜브 및 용산 전자상가 에서 직접 시설 안내- ( )

예비 창업가들간의 상호 소통 기회 제공- ( )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서울시 내의 창업지원공간 종로 세운 메이커스 튜브 및 용산 전자상상가 에서 직( ) 접 시설을

체험 견학하고 공동작업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교류· ,

운영기간
일 금 금 종로 세운 메이커스 튜브 양일 참가자 모집- 6/7 ( ), 6/21( ) : ( )

월 또는 월 시행 예정 용산 전자상상가   - 8 9 :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학생 및 일반인으로서-

문화 예술 관광 산업 분야 산업공예 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 ( ) ( ) ,

모집인원 모집인원 명 내외30

운영장소 종로 세운 메이커스 튜브 용산 전자 상상가,

프로그램 

세부사항

금 기초 산업 공예 분야를 중심으로- 6/7( ) :

시간 내용

17:00~18:00
종로 세운 메이커스 튜브 소개 및 견학 및 오리엔테이션  

기초 산업 공계 분야 사례강의 기계 안전 교육,

18:00~19:00 기본 제작 체험 키트 사용 을 통한 소통 ( )

19:00~20:00 브랜드 상징 작품 계획 및 드로잉 종로구 을지로 공구 거리 탐방,

20:00~21:00 창업가 네트워킹

금 응용 산업 공예를 중심으로- 6/21( ) :

시간 내용

17:00~18:00 드로잉의 세분화 작품 설계 과정 제작 가능성 검토, ,

18:00~20:00
재료 분해와 업사이클링 과정,

창업 팀 별 브랜드 상징물 제작 수정 및 보완,

20:00~21:00 창업가 네트워킹

상기 프로그램 및 시간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통한 및 포스터 코드 , , SMS URL QR

이수시

혜택
사회봉사 활동시간 인정 시간(15 )

문의처 창업지원단 다산경제관 호32207 , 02-740-1734 / jiye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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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혜화 명륜 성곽마을 공동체 마을 해설가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

운영목적

혜화 명륜성곽마을 주민공동체와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상생하며 - ·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내용 소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관광 자원 개발 및 해설사 프로그램

- 회 회 교육으로 구성되며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 및 지역자원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8 ~ 10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해설사 실습   -

운영기간 월 월7 ~ 8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학생 및 혜화동 주민

모집인원 학생 모집인원 명 내외20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혜화 명륜성곽마을 앵커시설, ·

프로그램 

세부사항

성곽마을 앵커시설 내 청년 창업인큐베이터 및 지역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

그라운드 공간의 적극 활용

주차 내용

주1
강 성곽마을 탐방운영의 이해1 .

강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재생의 이해2 .

주2
강 혜화 명륜 성곽마을의 커뮤니티 및 지역자원3 . ·

강 지역사회 기반 관광 이야기 만들기4 . (CBT)

주3
강 제작 실습5 . E-book

강 마을탐방 해설방법론6 .

주4
강 강 마을 탐방해설사 운영 사례교육7 ~8 .

발표회 및 수료식

상기 내용은 전년도 프로그램의 내용이며 년 내용은 좀 더 심화된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임2019 .※ 

신규 참여자의 경우 봉사활동 시간 인정15※ 

신청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통한 및 포스터 코드 , , SMS URL QR

이수시

혜택
사회봉사 활동시간 인정 시간(15 )

문의처 창업지원단 다산경제관 호32207 , 02-740-1734 / jiye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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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명 글로벌리서치 프로그램(Asia Pioneer)

운영부서명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에게 사업아이디어 구체화 기회 제공• 

해외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기회 •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해외 창업 시장 기회 탐색을 위한 기업 방문

• 글로벌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자신의 사업아이템 현실적인 자문

• 프레젠테이션 진행 및 현지 동문들의 컨설팅

• 현지 산업현장 탐방

• 성균관대학교 창업 희망자 커뮤니티 구축

방문 국가는 모집 월 중 시 안내예정(2019. 7 )※ 

운영기간 여름방학 중 월(8 )

대상학생 재학생

모집인원 명 명20 ~25

운영장소 해당 국가 모집 시 안내( )

프로그램 

세부사항

년 프로그램 운영사례 일본 도쿄2018 ( )※ 

일정 주요 활동내용

금2018.8.3.( ) • 차 사전오리엔테이션 일정안내 팀별 스타트업 아이디어 회의 팀빌딩 활동 등1 ( , , )

월2018.8.13.( ) • 차 사전오리엔테이션 창업동문 특강 조별주제 및 탐방계획 발표 등2 ( , )

월2018.8.20.( )
동문기업 견학 및 특강 이동재팬 김효섭 중문 대표: ( , 82)• ㈜
조별 현장 시장조사• 

화2018.8.21.( )
현지 기관 특강 동경 코트라:• 
에비스맥주공장 견학 및 다이칸야마 시장조사• 

수2018.8.22.( )
동문기업 견학 및 특강 주빌리웍스 박차진 전자공학 대표: ( , 88)• 
스타트업 아이템 개인발표 정지우 김소희( , )• 
조별 현장 시장조사• 

목2018.8.23.( ) 조별 현장 시장조사 및 팀별 발표준비• 

금2018.8.24.( )
팀별 발표준비• 
팀별 스타트업 프로젝트 발표 일본 총동문회 명 심사( 5 )• 
일본 총동문회 환영 만찬 및 교류행사• 

토2018.8.25.( )
아사쿠사 관음사 및 나카미세토오리 문화탐방• 
귀국•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또는 총학생회 페이스북 모집공고 후 신청

이수시 

혜택

문의처 학생지원팀 02-760-1074





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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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프로그램명 글로벌캠프 GBA

운영부서명 경영대학 중국대학원행정실/

운영목적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 현장 방문을 통해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도모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글로벌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해외 현장을 실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성공 지원

국내 기업 및 해외 기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

프로젝트 결과물 도출

운영기간 매 방학중 회2~3

대상학생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

모집인원 프로그램별 명10~15

운영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및 해외 현장

프로그램 

세부사항

- 최근 트렌드 및 학생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현장 및 대상 기업과 기관 선정 

- 내부 회의를 통해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 ,

- 현장 파견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교육을 통한 지도

-

예 글로벌캠프 미국) ( )

신청방법 글로벌경영학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이메일 지원

이수시

혜택

해외 기업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 수집-

해외 취업에 성공한 동문들과의 만남 가능-

문의처 글로벌경영학과 사무실 국제관 층 , 2 90206, 760-0034,41/ skkugb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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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중등교사 임용시험 차시험 대비 모의심층면접2

운영부서명 학부대학 사범대학행정실/

운영목적 중등교사 임용시험 차시험 대비 모의심층면접을 통해 합격률 제고2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임용고사 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 현직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1 , , 초빙하여 임용시험  

차대비 모의심층면접 진행2

지역별 임용면접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각화된 면접 유형으로 진행-

운영기간 월 중 임용시험 차 주 전1 ( 2 2~3 )

대상학생 임용시험 차 합격자1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호암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안내 및 참가인원 모집 차 합격자 발표 이후 모의심층면접 실시 공지 및: 1 , 합격자 인원 파악을 

통해 참가 안내 진행

참가인원을 응시과목과 응시지역으로 구분하고 조를 구성하여 일간 프로그램 운영2. , 2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심층면접으로 구성3. /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메일로 신청, ,

이수시

혜택

문의처 학부대학 사범대학행정실/ , 760-0962, tmyoo@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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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프로그램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사범대학 각 학과

운영목적 학교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과별로 학과 졸업생을 멘토로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의 취업을 돕고, 임용고사 

학습법 노하우 등을 전수

운영기간 학과마다 상이

대상학생 각 학과 소속학생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학과마다 상이

프로그램 

세부사항

교육학과

- 교육학과 대학원생 및 카운슬링상담센터 연구원을 통한 교육학과생 대상 상담 진행

월중에는 해외석학특강 추가 진행예정- 2019.5~6

한문교육과

서원 등의 답사진행을 통해 한문학에 대한 이해 진행-

임용고시 합격생 멘토를 통한 학습프로그램 진행-

수학교육과

- 협력학교 방문 및 지도 박 일 를 통한 수업실연 체험(1 2 )

- 임용고시 합격생 멘토 위촉과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시험대비 맞춤형 학습 운영

컴퓨터교육과

행사 프로그램을 통한 컴퓨터교육과 동문 재학생 교수간의 교류 및 각계각층   - COM-EDU / /

취업생들의 취업노하우 전수 

신청방법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이수시

혜택

문의처

각 학과 사무실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760-0535/ : 760-0556/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760-0556/ :760-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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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중등교사 임용시험 차시험 대비 수업시연 코칭 및 특강2

운영부서명 컴퓨터교육과

운영목적 중등교사 임용시험 차시험 대비 수업시연 코칭 및 특강을 통해 합격률 제고2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임용고사 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교육과 졸업생 중 전 현직 중고등학교 정1 , · 보 컴퓨터,

과목 선생님을 초빙하여 임용시험 차대비 특강 진행2

지역별 수업시연시 특성을 반영하여 다각화된 유형으로 코칭 및 특강 진행-

운영기간 월 중 임용시험 차 주 전1 ( 2 2~3 )

대상학생 정보 컴퓨터 교과 중등 임용시험 차 합격자· 1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호암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안내 및 참가인원 모집 차 합격자 발표 이후 수업시연 코칭 및 특강 실시 공지 및: 1 , 합격자   

인원 파악을 통해 참가 안내 진행

2. 참가인원을 응시과목과 응시지역으로 구분하고 조별로 구성하여 회차 가량, 2 프로그램  

운영

정보 컴퓨터 과목의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수업시연에 대한 코칭 및 특강으로 3. · /

구성

신청방법 학과게시판 학과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메일로 신청, ,

이수시

혜택

문의처 컴퓨터교육과 학과사무실, 760-0671, jiun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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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프로그램명 사범대학 빵점학교

운영부서명 사범대학 학생회

운영목적 사범대학 재학생의 수업실연을 통해 현장수업역량 강화 및 학생과의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서울 인근 중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범대학 학생의 수업실연 및 학생 참여활동 진행

운영기간 방학 중 일간 운영(5 )

대상학생 사범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매년 상이함

프로그램 

세부사항

서울 인근 중학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하고 참여 학교를 정리한 후 방학 중 인근 중학교에서 

일주일간 과목별 수업 지도 및 학생 참여활동 운동회 티셔츠 제작등 프( , ) 로그램 진행

신청방법 게시판 문자안내를 통해 사범대학 학생회에서 접수,

이수시

혜택
사범대학 학생이 참여하여 교육지도 후 교육봉사 시간 취득

문의처 사범대학 학생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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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산학사업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목적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현장 경험기회 제공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일정기간동안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전공과 관련된 국내 외· 기업현장에서 현장실습 

진행

- 학교와 기업이 운영 계획 공동 수립 후 실습을 진행한 참여학생에게 실습비 지원

운영기간 매학기 운영 계절학기 포함( )

대상학생

주이상 기업에서 현장실습 후 해당학기에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학점인정4 받은 자 전( 공 교양 /

학점 모두 가능)

참여대학 학부생 학년 재학생LINC+ 3, 4※ 

모집인원 기업별 모집인원 참고 학년도 학기 개 기업 명 참여(2019 1 22 29 )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유형 내용 

팀 현장실습

기업 및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주제로 다양한 학과 학생이 팀을 
구성하여 일정기간동안 프로젝트 수행하는 문제해결형 현장실습

교원창업기업 산학협력단 입주기업 성균관대학교 가족회사- , , ,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소속 기업 등 참여

특화분야

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실습프로그램4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상공학해석 스마트팩토리- / , (CAE), IoT, ,

프린딩 바이오코스메틱 문화예술미디어 서비스융합디자인 3D , , ,
분야 운영 

직무교육연계

기업 수요기반 직무교육과정 개설 후 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 
현장실습 기회 제공

지식재산관리 및 활용 교육 특허분야- ( ) 교육 및 시험ANSYS ,
제품디자인SolidWork, Unity, 3D (Rhino), 디자인 년 운영UX/UI (2018 )

년 직무교육 학기때 운영 예정2019 2※ 
- 특허법인 개 기업 한국인프라 앤시스코리아 보부하이테크 등 참여  12 , , ,

연구실 Co-op 연구실 에서 기업 프로젝트를 연계한 현장실습 Co-op

글로벌
해외기관과 연계한 현장실습 

미국 독일 일본 베트남 등 운영 예정- , , ,

신청방법
톨게이트 온라인 시스템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실습비지급청구서( , , , , 통장사본 서류 등록)

-http://tollgate.skku.edu 학생 포탈 아이디로 로그인( )

이수시

혜택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취득 전공 교양- ( / )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현장실습 참여시 실습비 지원

참여대학(LINC+ , 학년 재학생 학점인정 받은 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3,4 , )

문의처
산학사업팀 산학협력센터 층 호- , 2 85245

내선번호- : 031- 299-4447, 29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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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프로그램명 소프트웨어학과 미국 글로벌 기업연수 2019 IT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글로벌 기업 현장학습 및 업무습득- IT

- 글로벌 기업 인턴쉽 연결 및 해외 취업방법의 다양성 학습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매년 동계방학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및 의 기업들을 탐방하며 글LA IT 로벌     

기업의 현장학습 및 해외 취업방법의 다양성을 학습IT

- 교수 학생간의 유대감 형성 및 재학생들의 공동체의식 증진,

운영기간 동계방학 월 중 박 일(1~2 ) 8 10

대상학생 소프트웨어학과 학기 이상 재학생4

모집인원 명 내외50

운영장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프로그램 

세부사항

- 미국 글로벌 기업 탐방 일 개 개 기업 탐방IT : 1 2 ~3

- 미국 대학 방문 등: Stanford University, UCLA University

- 현지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 그룹 초청 및 간담회 진행K-Group( IT )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선발(10 ) → →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교비 지원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호, 85458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176

2019 학생성공 가이드

프로그램명 2019 SW Pioneer Program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글로벌 대학에서 지식 교류 및 최신기술 습득- SW

- 글로벌 기업 현장학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여름방학동안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USC LA(USC), ( ),

시애틀 등 총 개 도시의 기업들을 방문하여 현장학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3 IT

와 를 주제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진행 - Data Science AI

운영기간 토 금 주2019.06.29.( )~07.26( ), 4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명2

운영장소 미국 대학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시애틀 LA(USC ), ( ),

프로그램 

세부사항

- 에서 와 를 주제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진행USC Data Science AI

주동안 진행(2 )

- 한미 해커톤 개최 : Social Data Analysis with Open Datasets

한미 학생간 지식 교류 및 전문가 멘토링 기회 제공( SW )

- 미디어관련기업 실리콘밸리 기업 방문 등LA , SW (Google, CISCO )

- 시애틀 혁신기업 등 견학 및(Microsoft, Amazon, Starbucks )

해외기업 인턴십 기회 제공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3 )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중심대학 사업 지원SW

명의의 수료인증서 및 학생카드 발급USC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호, 85458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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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프로그램명 2019 SVTEP Program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글로벌 기업 현장학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 최신기술에 대한 강의 및 프로젝트 진행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총 주 기간 중 주 동안 이력서작성 및 인턴십 인터뷰 등 해외 인턴십을 위한 습득 5 , 1 skill

및 모의 인터뷰 진행

최신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진행 - IT

운영기간 월 금 주2019.07.01.( ) ~ 08.02( ), 5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명4
운영장소 미국 대학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SJSU(San Jose State University) , ( )

프로그램 

세부사항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3 )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중심대학 사업 지원SW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호, 85458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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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2019 UCI I-SURF Program

운영부서명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팀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역량 강화

- 글로벌 기업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팀 연구 프로젝트 진행

의 지도교수 및 현지 대학원생들과의 연구 진행UCI

매주 연구 미팅 및 주제 발표를 통한 연구 수행

- 실리콘밸리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운영기간 일 금 주2019.06.23.( ) ~ 08.30( ), 10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명4

운영장소 대학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UCI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 )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팀 연구 프로젝트 진행

가지 프로젝트 주제 중 지망을 사전에 선정하여 주제 선정- 36 1~5

지도교수 및 현지 대학원생들과 연구 진행- UCI

매주 연구 미팅 및 주제 발표를 통한 연구 수행-

심포지엄 개최-

집중 학습 진행- Conversation, Writing, Reading

최신 기술 개발자 초청 멘토링 진행2.

실리콘밸리 기업 방문하여 현장실습3. IT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월(3 )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중심대학 사업 지원SW

프로젝트 성과가 우수할 경우 기간연장 가능 자비부담( )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호, 85458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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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프로그램명 외국인 유학생 진로개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운영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설계 및 체계적인 취업 준비 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개

자신의 강점 분석 및 산업 기업 직무 탐색을 통한 진로 설계- / /

-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 입사 지원서 작성법 및 면접 대비 

교육 제공

운영기간 학기 별 주1-2

대상학생 외국인 재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 )

모집인원 특강 당 명 개인 맞춤형 클리닉은 명 내외40~50 , 10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인문사회과학캠퍼스1.

진로 탐색 프로그램   1)

강의
일자

월 일 수5 15 ( ) 월 일 목5 16 ( )

강의
시간

18:00 ~ 21:00 18:00 ~ 21:00

강의
주제

WHO AM I?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아서

강의
내용

나의 역량 강점 알아보기- /

유학생에게 추천하는 주요 직무 역량 -

소개

나에게 맞는 산업 기업 알아보기- /

커리어 로드맵 작성-

강의실 퇴계인문관 호31705

취업 준비 프로그램2)
강의
일자

월 일 화5 21 ( ) 월 일 수5 22 ( ) 월 일 목5 23 ( )

강의
시간

18:00 ~ 21:00 18:00 ~ 21:00 18:00 ~ 21:00

강의
주제

입사 지원서 작성법-

기초

입사 지원서 작성법-

실전
면접 이렇게 준비해요, !

강의
내용

- 취업 정보 사이트 안내

자주 나오는 자기소개서 질문 답변 예시- /

합격 불합격 자기소개서 예시 분석- /

-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분 자기소개 만들기- 1

자주 나오는 면접 -

질문 답변 예시/

강의실 국제관 9B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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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캠퍼스2.

취업 이공계 취업의 모든 것1) in Korea, !

강의
일자

월 일 화5 21 ( )

강의
시간

18:00 ~ 21:00

강의
주제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전략

강의
내용

나의 역량 강점 알아보기- /

유학생에게 추천하는 주요 직무 역량 소개-

강의실 제 공학관 호2 26507

입사서류 면접 컨설팅 명 선착순 마감2) 1:1 / (20 )

강의
일자

21st May 월 일 수5 22 ( )

강의
주제

Personal Consultation for

CV/Resume/Interview
입사 지원서 작성법 한국어( )

강의
내용

- Personalised feedback provided

- 20 minutes of reserved time per

person

- The consultation is conducted in

English

- 취업 정보 사이트 안내

자주 나오는 자기소개서 질문 답변 - /

예시

합격 불합격 자기소개서 예시 - /

분석

-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강의
시간

20 min. between 15-18 p.m.

(Pre-booking Required)
18:00 ~ 21:00

강의실 제 공학관 호2 27515 제 공학관 호2 26507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로 신청, , , URL

이수시

혜택

타 학생의 성공스토리를 통해 희망과 영감을 얻음-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 수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와의 만남 가능-

문의처 외국인유학생지원팀 국제관 층 , 2 90212, 02-760-0022/ daunki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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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프로그램명 삼성전자 대여장학생 선발 대비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목적 삼성전자 대여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내용 소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의 삼성전자 채용전형 합격률 제고를 위한 전형별 특강 및 모의  

면접 진행 

운영기간 매학기

대상학생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반도체관 강의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년 상반기 프로그램 일정 예시 2019

프로그램명 일시 비고

서류 특강 금2019. 3. 8( ) 13:00~16:00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특강1 월2019. 3. 18( ) 18:00~22:00 언어 최수지 강사/

특강2 화2019. 3. 19( ) 18:00~22:00 수리 양리라 강사/

특강3 수2019. 3. 27( ) 18:00~22:00 추리 서호성 강사/

특강4 목2019. 3. 28( ) 18:00~22:00 시각적 사고 서호성 강사/

모의 GSAT 월 중2019. 4

모의 면접 

프로그램 시행
월 중2019. 4

진행방식 면접위원 명 당 학생 명- : 3 1

면접위원 전임교수 및 산학협력교수-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개별 신청

이수시

혜택
없음

문의처
반도체시스템공학과행정실 반도체관 층 호, 2 400213

031-299-4902 / jisuh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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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학생 자발적 취업동아리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자율적 운영 및 활동을 통한 ▪ 자기주도적 취업준비 장려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 운영 형태에 따라 으로 분류하여 학생 자율성 보장 및 세그먼트 타게팅을 Two Track 통한   

학생 만족도 제고 

직무별 관심 업종별 동아리 구성으로 ,▪ 학생 자율 정보 공유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직무

분야별 현직 기업담당자를 초빙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멘토링 진행

▪ 셀프멘토링< > 형태로 진행하는 조별 멘토 직접 섭외 및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획력 

제고 및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결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경쟁력 향상 및 체계적 취업준비를 지원하고자 학기별 취업동아리 모집 및 운영 ▪

취업동아리를 우리끼리 멘토랑 개의 형태로 구분하여 모집 및 진행< >, < > 2▪

구 분 내 용

우리끼리 전공 직무 등 / 니즈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단체신청

멘 토 랑 신청학생 자율적으로 직무를 선택하여 개별신청 후 조편성

운영기간 상반기 월 월 하반기 월 월: 7 ~10 / : 1 ~ 4

대상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학년 재학생 및 수료생 전공무관3,4 ( )

모집인원 연간 명800

운영장소 교내 교외 스터디룸 및 강의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운영개요: 매 학기말 모집 공고 월말 월말 동아리 활동계획서 제출 개인 조별(6 , 12 ) ( , )→ 학생 → 

선발 조별 자율 활동 주 완료보고서 제출(10 )→ → 

프로세스▪

우리끼리 조 단위 활동계획서 제출 조별 주 회 자율 스터디 중간보고서 및  < >: 1~2→ → 

출석부 제출 주차 차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서 제출 주차 차 지원금 및  (5 ) 1 (10 ) 2→ → → 

완료보고회 지원

멘토랑 직무 선택 후 개별 활동계획서 제출 직무별 조 구성 학생인재개발팀< >: ( )→ 조별 → 

자율 스터디 회 직무 멘토링 회 중간보고서 및 출석부 제출 주차 완료보고서 6 + 4 (5 )→ → 

제출 주차 완료보고회 지원금 지급 (10 ) →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커뮤니티 (https://job.skku.edu) → 

취업동아리 신청→ → 

이수시

혜택
동아리 활동 증명서 발급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담당자 02-760-1088 / chrisphy@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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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프로그램명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이해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준비생의 직무 및 면접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주요 직무이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대응전략 등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간 하계 월 동계 월: 8 / : 2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3~4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여명 선착순 마감80 ( )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자과캠 공학관( ) , ( ) 1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예시( )

오전 오후

일차 화1 ( )

 팀 빌딩OT &

 자아분석 및 자기이해

 개인역량진단에 따는 적합직무 탐색 

 하반기 공채결과 분석 및 전략

 산업 및 직무역량 분석

 멘토와의 만남(Team Building)

일차 수2 ( )
 전공별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작성법

 희망직무 역량기술서 작성

 직무 멘토링

 개인별 직무역량기술서 피드백

일차 목3 ( )  이미지 메이킹과 스피치스킬  면접유형 이해 및 대응전략

일차 금4 ( )  면접 시뮬레이션, Role-Play
 실전모의면접

 수료식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교육 행사(https://job.skku.edu) /→ 

취업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신청→ → 

이수시

혜택

창의품 인정 가능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요건 중 하나로 기타 개 프로그램 정규교과목 취업상담 , 2 ( ,

회 까지 모두 이수 시 창의품 인정2 )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인( ) 02-760-1085 / recruit@skku.edu

자( ) 031-290-5044 / career@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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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성공 가이드

프로그램명 직무적성검사 아카데미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대기업 취업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직무적성검사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개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직무적성검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학 중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직무적성검사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싶은 .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간 하계 월 동계 월: 7~8 / : 1~2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3~4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명 선착순 마감150 ( )

운영장소 인사캠 인문관 호 자과캠 공학관 호( ) 31308 , ( ) 1 23217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예시( )

오 전 오 후

일차1
 인성검사

 사전 적성검사

 인적성개론

 언어영역

일차2  수리영역 I  수리영역 II

일차3  추리영역 I  추리영역 II

일차4  수리 문제풀이
 추리 문제풀이

 사후 적성검사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교육 행사(https://job.skku.edu) /→ 

취업프로그램 직무적성검사 아카데미 신청→ → 

이수시

혜택

창의품 인정 가능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요건 중 하나로 기타 개 프로그램 정규교과목 취업상담 , 2 ( ,

회 까지 모두 이수 시 창의품 인정2 )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인( ) 02-760-1085 / recruit@skku.edu

자( ) 031-290-5044 / career@skku.edu



2019 학생성공 가이드 185

취업

프로그램명 직무적성검사 대비 모의시험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기업 직무적성검사를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모의시험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준비생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대비 모의시험을 운영합니다.

실제 시험 전 마치 실전과 같은 분위기에서 모의시험을 보면서 스스로의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학기 월 초 학기 월 초1 : 4 / 2 : 10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3~4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명 선착순 마감200 ( )

운영장소 인사캠 인문관 호 자과캠 공학관 호( ) 31308 , ( ) 1 23219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분 프로그램 예시( )

일차1 현대자동차그룹 모의시험HMAT

일차2 그룹 모의시험CJ CAT

일차3 그룹 모의시험LG LG WAY FIT

일차4 그룹 모의시험SK SKCT

일차5 삼성그룹 모의시험GSAT

일차6 공기업 모의시험NCS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교육 행사(https://job.skku.edu) /→ 

취업프로그램 직무적성검사 대비 모의시험 신청→ → 

이수시

혜택
-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인( ) 02-760-1085 / recruit@skku.edu

자( ) 031-290-5044 / career@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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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성공 가이드

프로그램명 직무적성검사 대비 특강Final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취업을 위해 기업 직무적성검사를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준비생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대비 특강을 진Final 행합니다.

실전 시험 전 최종 점검을 위한 특강으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금융권 필기시험 , NCS,

특강도 이루어집니다.

운영기간 학기 월 초 학기 월 초1 : 4 / 2 : 10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3~4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명 선착순 마감150 ( )

운영장소 인사캠 인문관 호 자과캠 공학관 호( ) 31308 , ( ) 1 23219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일자 프로그램 예시( )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일차1 대기업 특강 수리Final [ ]

일차2 대기업 특강 추리 공간지각Final [ / ]

공기업

NCS

일차1 공기업 특강 수리 문제해결Fianl [ / ]

일차2 공기업 특강 의사소통 자원관리Fianl [ / ]

금융권

필기시험

일차1 금융 특강 금융시장 금융제도Fianl [ / ]

일차2 금융 특강 금융상품 금융용어Fianl [ / ]]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교육 행사(https://job.skku.edu) /→ 

취업프로그램 직무적성검사 대비 특강 신청Final→ → 

이수시

혜택
-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인( ) 02-760-1085 / recruit@skku.edu

자( ) 031-290-5044 / career@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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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프로그램명 온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기업 공채 기간 동안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첨삭을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온라인  

클리닉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준비 중 서류전형 합격을 위해 온라인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지원하는 .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작성해보고 전문 컨설턴트에게 클리닉을 의뢰하여 손쉽게 보다 나은 자기

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상시

대상학생 재학생 및 졸업생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자기소개서 전문 컨설턴트에게 온라인으로 첨삭 클리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내방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면 됩니다.

 클리닉 소요기간은 평균 일입니다2~3 .

 인당 재학 중 최대 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1 5 .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취업상담(https://job.skku.edu) → 

온라인 자기소개서 클리닉 신청 자기소개서 첨부( )→ 

이수시

혜택
-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02-760-1085 / recruit@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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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성공 가이드

프로그램명 오프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기업 공채 기간 동안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첨삭을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클리닉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준비 중 서류전형 합격을 위해 로 자기소개서 작성법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지원하는  1:1 .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작성해보고 전문 컨설턴트와 첨삭 클리닉을 진행하며 자신의 역량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스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학기 월 학기 월1 : 3 / 2 : 9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3~4

모집인원 양 캠퍼스 총합 여명 선착순 마감240 ( )

운영장소 양 캠퍼스 학생인재개발팀 내 상담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자기소개서 전문 컨설턴트와 첨삭 클리닉 진행1:1

 클리닉 시간 분: 40

 클리닉 장소 학생인재개발팀 상담실:

 매학기 초 주간 매일 오후에 진행2~3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교육 행사(https://job.skku.edu) /→ 

취업프로그램 오프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신청 자기소개서 첨부( )→ → 

이수시

혜택
-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인( ) 02-760-1085 / recruit@skku.edu

자( ) 031-290-5044 / career@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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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프로그램명 실전모의면접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취업 면접전형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실전 모의면접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준비생의 면접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전과 같은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운영 실제 기업의  .

인사담당자를 면접관으로 초청하여 모의면접을 진행함

운영기간 학기 월 월 학기 월 월1 : 4 ~5 / 2 : 10 ~11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3~4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명 선착순 마감180 ( )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층 강의실 자과캠 공학관 층 강의실( ) 2 , ( ) 2 1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예시( )

분반 1 분반 2 분반 3

일차1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일차2 그룹 집중반OO 면접PT 면접PT

일차3 창의성면접 면접PT 면접PT

일차4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일차5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일차6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교육 행사(https://job.skku.edu) /→ 

취업프로그램 실전모의면접 프로그램 신청→ → 

이수시

혜택
-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인( ) 02-760-1085 / recruit@skku.edu

자( ) 031-290-5044 / career@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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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성공 가이드

프로그램명 서류전형 대비 특강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준비생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채용 동향 및 주요 직무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운영기간 학기 월 초 학기 월 초1 : 3 / 2 : 9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3~4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명 선착순 마감200 ( )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호 자과캠 공학관 호( ) 33B101 , ( ) 1 23219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예시( )

인사캠 자과캠

일차1 주요 대기업 취업전략 주요 대기업 취업전략

일차2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직무 및 산업분석
직무와 산업설정의 중요성 이해

일차3
역량분석 기반 

대기업 입사지원서 작성법

인사담당자를 사로잡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일차4
금융권 입사지원서

작성 및 취업전략
공기업 취업전략2018

일차5
공기업 입사지원서

작성 및 취업전략

서류작성 전략 및 취업비법 

자동차산업분야( )

일차6 영문레쥬메 및 영어 면접 전략
서류작성 전략 및 취업비법 

전자 반도체분야( / )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교육 행사(https://job.skku.edu) /→ 

취업프로그램 서류전형 대비 특강 신청→ → 

이수시

혜택
-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인( ) 02-760-1085 / recruit@skku.edu

자( ) 031-290-5044 / career@skku.edu



2019 학생성공 가이드 191

취업

프로그램명 방학맞이 취업 특강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3~4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특강 방학 기간을 이용해 취업역량을 기르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

운영기간 학기 월 말 학기 월 말1 : 6 / 2 : 12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3~4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명 선착순 마감200 ( )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호 자과캠 공학관 호( ) 33B101 , ( ) 1 23219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예시( )

인사캠 자과캠

일차1
대기업 채용 프로세스 및 

방학 중 취업준비 전략 

대기업 채용 프로세스 및 

방학 중 취업준비 전략 

일차2
나에게 맞는  

직무 및 산업분석
제조기업 직무에 대한 이해R&D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교육 행사(https://job.skku.edu) /→ 

취업프로그램 방학맞이 특강 신청→ → 

이수시

혜택
-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인( ) 02-760-1085 / recruit@skku.edu

자( ) 031-290-5044 / career@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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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면접전형 대비 특강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취업 면접전형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준비생의 면접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성면접 대비방법 면접유형별 대응전략 등 면접대비 ,

특강 운영

운영기간 학기 월 말 학기 월 말1 : 4 / 2 : 10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3~4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명 선착순 마감200 ( )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호 자과캠 공학관 호( ) 33B101 , ( ) 1 23219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예시( )

일차1
인성면접 역량면접 대응전략/

이미지 메이킹

일차2 유형별 면접 마스터하기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교육 행사(https://job.skku.edu) /→ 

취업프로그램 면접전형 대비 특강 신청→ → 

이수시

혜택
-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인( ) 02-760-1085 / recruit@skku.edu

자( ) 031-290-5044 / career@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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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프로그램명 금융권 취업 아카데미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개

금융권 취업준비생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금융공, , , 기업 등  

금융권 전반의 취업 전략 강의를 운영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서부터 . 필기시험 논술시험, ,

면접에 이르기까지 금융권 취업 준비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간 하계 월 초 동계 월 초: 7 / : 1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3~4

모집인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명 선착순 마감120 ( )

운영장소 인사캠 퇴계인문관 호( ) 31308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예시( )

주제 강의 내용

일차1
은행 &

금융권 취업전략

은행 금융권 채용 동향 분석1. &

2. 은행 및 기타 금융권 채용 절차 점검

3. 주요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등 이해( , , )

주요 금융직무에 대한 이해4.

일차2
금융공기업 취업

금융논술&

금융공기업 채용 동향 분석1.

주요 금융공기업에 대한 이해2.

금융공기업 취업 전략 및 준비방법3.

금융논술 기출 분석 및 준비방법4.

일차3
금융권

자소서 면접&

금융권 자소서 작성 원칙1.

금융권 합격자소서 심층 분석2.

금융권 면접 전형의 이해3.

4. 인성면접 토론 면접 세일즈 면접, PT/ ,

일차4
금융권

필기시험

은행 필기시험 출제동향 분석1.

2. 및 객관식 경제 금융 시사 준비NCS / /

최근 경제 금융 이슈 정리3. /

금융권 필기시험 대비 종합 전략4.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교육 행사(https://job.skku.edu) /→ 

취업프로그램 금융권 취업아카데미 신청→ → 

이수시

혜택

창의품 인정 가능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요건 중 하나로 기타 개 프로그램 정규교과목, 2 ( , 취업상담 2

회 까지 모두 이수 시 창의품 인정)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02-760-1085 / recruit@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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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개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

소개서 작성법 면접전략 및 공기업 특강 등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종합 교육 프, NCS /

로그램입니다.

운영기간 하계 월 동계 월: 7 / : 1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3~4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명 선착순 마감100 ( )

운영장소 인사캠 인문관 호 자과캠 공학관 호( ) 31308 , ( ) 1 23217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 예시( )

일차1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전략/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대비 전략

일차2
 전략 문제해결능력NCS [ ]

 전략 의사소통능력NCS [ ]

일차3
 전략 자원관리능력NCS [ ]

 전략 수리능력NCS [ ]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교육 행사(https://job.skku.edu) /→ 

취업프로그램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신청/→ → 

이수시

혜택

창의품 인정 가능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요건 중 하나로 기타 개 프로그램 정규교과목 취업상담 , 2 ( ,

회 까지 모두 이수 시 창의품 인정2 )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인( ) 02-760-1085 / recruit@skku.edu

자( ) 031-290-5044 / career@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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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 상담

프로그램명 경제학과 지도교수제

운영부서명 경제대학 경제학과 

운영목적 학생 진로 및 고민 상담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각 반마다 명 정도의 학생들이 포함된 개 반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친목 도모 및 8-10 20 ,

학과 프로그램 참여 

- 각 반마다 지도 교수님이 있어서 학생들과 학기마다 회 미팅을 하고 취업 진학2-3 , , 진로 등의

상담

-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매해 선후배들이 서로 만나 친목 도모 

운영기간 학기 당 회2 ~ 3

대상학생 경제학과 학생

모집인원 경제학과 전공 진입생

운영장소 경제학과

프로그램 

세부사항

날짜 프로그램

월초3 경제학과 전공진입식에서 학생들과 지도교수와 상견례

월4 학생들과 지도 교수와 미팅 및 식사

월 5 학생들과 지도 교수와 미팅 및 식사

신청방법 경제학과 학생회

이수시

혜택
학생들과 친목 도모 및 교수님들과 진로 및 고민 상담

문의처 경제학과 학생회 경제학과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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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교육상담프로그램EDU-ON

운영부서명 사범대학 각 학과

운영목적 상담시스템을 통해 사제지간의 상호작용 증진과 학생의 역량 강화 및On-line 학생지도 내실화

프로그램 

내용 소개

각 학과에서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기마다 지도교수를 배정한 후 학생이 배정된 지- 도교수에게

상담영역 교육상담시스템 을 통해 상담 신청 및 답변을 받음GLS - (EDU-ON)

운영기간 연중 으로 진행(On-line )

대상학생 사범대학 재학생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으로 진행On-line

프로그램 

세부사항

학기초 각 학과에서 재학생을 기준으로 지도교수 배정 및 안내1.

배정된 지도교수에게 자율적으로 학생이 상담영역 교육상담시스템 을 통해   2. GLS - (EDU-ON)

상담 신청 및 답변을 받도록 시스템 설계

학생과 교원간의 온라인 상담으로 개별 밀착 상담 가능( 1:1 )

신청방법 상담영역 메뉴를 통해 신청GLS

이수시

혜택

문의처

각 학과 사무실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760-0535/ : 760-0556/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760-0556/ :760-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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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 상담

프로그램명 학부생 전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스포츠과학과

운영목적 학부생들의 대학 생활 지도와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부생과 교수와의 면담을 통한 대학 생활 상담과 진로 탐색의 기회 확보1:1

운영기간 매 학기 

대상학생 스포츠과학과 학부생 전원

모집인원 교수당 명 학년 학년 재학생35 (1 ~ 4 )

운영장소 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학부생의 대학 생활 지도 상담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 학부생의 취업 대학원 진학 등의 진로 상담,

날짜 프로그램 학년도 학기 일정(2019 1 )

월 말4 학부생 전공 상담 프로그램 공지

월 월 초5 ~6 학부생 교수 상담 진행- 1:1

신청방법 학생들이 에서 신청GLS

이수시

혜택

-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 

- 학생들의 학업 역량 향상 기회

문의처 스포츠과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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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약학대학 학부생 지도교수제

운영부서명 약학대학행정실

운영목적 학생 학업지원 학교생활지원 진로지도, ,

프로그램 

내용 소개

약대 학부 입학생 및 재학생들에 대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학업   - ,

지원 학교생활 지원 진로지도를 수행함, , .

운영기간 연간

대상학생 약대 학부생 전체

모집인원

운영장소

프로그램 

세부사항

약대 학부 입학생 및 재학생들에 대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학업   - ,

지원 학교생활 지원 진로지도를 수행함, , .

신청방법 없음 임의배정( )

이수시

혜택

문의처 약학대학행정실 내선 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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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 상담

프로그램명 성균멘토 집단학사지도

운영부서명 학부대학

운영목적 대계열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 및 각종 학사제도 객관적 안내

프로그램 

내용 소개

담당 성균멘토가 담당 별로 날짜를 지정하여 시간 동안 실시LC 1

입학 초 및 개강 초 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학생 참여율과 운영 극대화 제고2 LC

운영기간 매 학기 월 및 월 주간3 9 2

대상학생 양캠퍼스 학부대학 대계열 학년 학생1

모집인원 학기 개 명 참가 학기 개 명 참가2018-2 : 112 LC, 1,980 , 2019-1 : 111 LC, 2,140

운영장소 인 호암관 층 학사지도실 및 자 기초학문관 층 학사지도실( ) 2 ( ) 1

프로그램 

세부사항

주요 진행 내용 학기 기준(2019-1 )

세미나 소개 및 주요 학사제도 안내- FYE I

활동과 피어리더의 역할 강조- LC

성균멘토 관련 학부대학 홈페이지 게시 내용 URL:

https://hakbu.skku.edu/hakbu/guidance/mentor.do

신청방법 양캠퍼스 담당 성균멘토에게 대상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

이수시

혜택
없음

문의처 학부대학 성균멘토(02-760-0772, oiseau3@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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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학생성공� 멘토링

운영부서명 학생성공센터

운영목적
교수·학생� 인터��을� ��� 상�� 이��� �진�고� 학생�이� 멘토(교수님)의

��을� ��� 학문�� 진로�� 인생�� 대�� ��을� 구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교수·학생� 인터��을� ��� 학생�� 교수님�� 진로�� 취업�� 학업�� 인생�� 대�� �

� � ��을� 구함�로�� �의� 지혜�� �고� ��� 계��� ��을� 받음

�� 교수님�� 멘토링을� ��� 학생�의� 관�과� 고�을� ��함�로�� 학생을

� � 이��고� 학생� 지원을� ��� ��� ���� 참고함

운영기간 준비기간(5월~8월)/� 시행기간(9월~11월)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모집인원 �� 멘토� �� 5~10명

운영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Ÿ 멘토링� 1(그�� 멘토링)�

� � � � �� ��고� ��� 교수님과의� 그�� 멘토링

Ÿ 멘토링� 2(주��� 멘토링)�

� � � � �� 교수님과의� ��을� ��� �의� 가치�� 사랑�� 친구관계�� 학업�� 진로�� ��� �� ��� 주

��� 대�� 자문을� 구��� 시간

�

Ÿ 멘토링� 3(학과� ��� 전공� 멘토링)�

� � � � �� 전공� �택과� 진로�� ��� 학과� ��� 전공� 멘토링

참고��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success.skku.edu)

신청방법 학교� 공지사항�� 게시판�� ����� 알람/문자�� ��� �내�� �R�� ��� QR��로� 신청

이수시

혜택

�� 교수님과의� 대�� 상�을� ��� ��을� 구함

�� 교수님�� 가치관�� 인생관�� 진로� ��� 대�� �고� �의� 방�과� 내용을

� � ���� 기회�� 가짐

�� 멘토링을� ��� 계��� 적용

문의처 학생성공센터�� ��관� 1�� 90102�� 02)� ��0�1��3~5/� stusucces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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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 상담

프로그램명 학생성공� 상담

운영부서명 학생성공센터

운영목적

학생성공� 상담�� ��� 학생���� ��한� 정��� 제공�고� 유용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 소개함�로�� ��한� 캠퍼스� ���� 할� 수� ��� 기회�� 제공�고� 지적·정서적� 성장��

��� ��� 사회의� �전과� �영�� 기여할� 수� ��� 인재가� �� 수� ���� 지원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습�� 진로�� 비교과�� 취·창업�� 장학금�� 교���� �� 대학생�� 전반의

� � 고�과� ����� �고� ��한� 정��� 정서적� 지원� 제공

-� 학생의� 대학생�� 전�기� ��� 수��� ��� 제공

-� 학생성공센터� 상담실�서� �대�� ��� 상담�로� 진행

-� 상담� �� 유�기��로의� ��� �� 안내

운영기간 ��� 상시� 운영� (1�����11����� 1�����1����)�

대상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유학생�� 교�학생�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수�생� 모�� 이용�

가능)

모집인원 상담� 가능� 시간� 내� 무제한

운영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과학캠퍼스� 학생성공센터� 상담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상담� ��� 내용>

- 학생��� ��� 원전공�� 복수전공�� ��전공� 탐색

- 대학생�� 전반�� ��� 비교과��� 로��� 구상

- 진로�� ���� 취·창업� 기�과� 프로그램� 안내

- 인간��� ��� 정서적� ���� 상담

- 장학제��� 장학금� 안내

- 기�� 대학생�� 전반�� �한� 상담과� 안내

<센터의� 역할>

-� 2�� ��상담�� 위�� 교내� 유�기�과� ������ 창구(gateway)

참고��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success.skku.edu)

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 [상담영역]-[학생성공센터]-[상담신청]

-�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 [상담신청]-[온라인예약]

-� ��� 방문

이수시

혜택

-� 비교과�� 교�학생� �� 학교의� ��한� 프로그램�� 대한� 정�취�과� 참여

-� 대학생�의� 전�기� ���� �한� ��� 대학생�� 영위

-� 역�� ��� 프로그램� 참여�� ��� 학생��� ��한� 역�� ���

문의처
-�인문사회과학캠퍼스��학생성공센터��국제�� 1�� ��1�2�� �2)� ���-1����� stusuccess@skku.edu

-� ��과학캠퍼스�� ��방학� �� 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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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온라인 멘토링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동문 선배님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소개

우리학교를 졸업하신 동문 선배님들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 기업,

직무 진로 등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입니다, .

운영기간 상시

대상학생 재학생 및 졸업생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다양한 직군의 선배님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상담 질문은 월 회까지 가능합니다3 .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접속 취업상담(https://job.skku.edu) → 

온라인 온라인멘토링 멘토 검색 후 질문하기→ → 

이수시

혜택
-

문의처 학생인재개발팀 02-760-1085 / recruit@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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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명 외국인유학생튜터링

운영부서명 경영대학 중국대학원행정실/

운영목적 외국인유학생전공학습력제고

프로그램 

내용 소개

경영대학외국인유학생튜터링 프로그램은 경영에서 이수해야 하는 핵심과정 중 재무관리,

회계원리 경영정보시스템 총 과목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 3

튜터링을 진행하여 전공이해도를 제고시키고자 함

운영기간 월 월 시작5 , 10

대상학생 중국인 유학생

모집인원 명 각 반당30~40 ( )

운영장소 경영관 강의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전공핵심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중국인 유학생이 튜터로 선정이 되며 튜터가 , 지정된  

시간 강의실에서 대기하고 재학중인 유학생은 언제든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 , 지정된 강의실로 

찾아가면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 x

이수시

혜택
전공학습력 제고

문의처 경영대학 중국대학원행정실/ (02-76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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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학습컨설팅

운영부서명 교육개발센터

운영목적
 효과적인 학습법을 고민하는 학생을 위한 학습역량진단 및 피드백 제공

 학습목표 학습동기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훈련 제공,

프로그램 

내용 소개

기본 학습진단 학생의 학습역량 진단 및 개선 방향 도출 [ : ]

심화 학습코칭 학습진단을 받은 학생 중 신청자에 한해 진행 진로 대학생활 설계[ : ] , . , , 시간관리,

학습방법 훈련 등 개별학습자 맞춤 코칭 운영

운영기간 연중 상시

대상학생 재학생 누구나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인사 주년기념관 자과 기초학문관 호: 600 215A / : 51309

프로그램 

세부사항

 학습진단 기본 학습컨설팅 신청 시 기본적으로 회 진행( ): 1

 학습역량 우수자 규준집단과 비교를 통해 본인의 강점 취약역량 피드백/

 학생의 학습역량 수준 파악 및 개선 방향 도출에 대한 서비스1:1

 학습코칭 심화 학기 최대 회 참여 가능( ): 1 4

 학습진단 결과와 학생의 개인 특성에 맞는 대처방안 탐색

 진로탐색 시간관리 암기력 집중력 학습전략 메타인지 활용 전공 책 읽기 등 취약한 주, , , , , ,

제에 대해 개별 학생에 맞게 접근

 학습동기 증진 방안 및 학습목표 탐색을 위한 코칭 진행

신청방법 킹고포털 로그인 신청 자격관리 학습컨설팅 신청 및 조회 추가/→ → → 

이수시

혜택
세미나 가산점 부여FYE

문의처 교육개발센터 선임연구원 02-76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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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명 성균튜터링

운영부서명 교육개발센터

운영목적
전공 또는 교양 과목에 대한 기본학습 및 심화학습 신장

주도적 학습과 협력학습 학문적 상호작용을 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해당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 튜터 들이 해당과목의 현재 수강생들 튜티 과( ) , ( ) 그룹을   

형성하여 한 학기 동안 정기적으로 협동학습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학기 중

대상학생
 튜터 해당 교과목에서 학점 이상을 받은 학부 재학생: A

 튜티 해당 교과목을 수강중인 학부생:

모집인원 비제한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대상과목 교양 및 전공과목:

 지원자격

튜터 해당 교과목에서 학점 이상을 받은 학부 재학생- : A

튜티 해당 교과목을 수강중인 학부생- :

 프로그램 이수 기준 학기 중 회 시간 튜터링 진행: 10 & 15

 세부활동

참석- OT

튜터링 및 활동보고서 업로드-

현장방문 평가 참여-

학기 말 상호평가 응답-

시상 및 수료식 참석-

신청방법
신청기간 월말 월초 학기 월말 월초 학기: 2 ~3 (1 ) / 8 ~9 (2 )

학교 및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이수시

혜택

 활동 인증서

 튜터 비교과마일리지 ( )

 튜터 인성품 취득을 위한 교내 사회봉사 시간 인정( )

 최 우수튜터 팀 시상 상장 및 상금 부여/ ( ) :

 최우수튜터 팀 교환학생 선발 시 가점 부여( ):

문의처 교육개발센터 02-76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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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성균공부방

운영부서명 교육개발센터

운영목적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전문 컨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 공유학습

시스템을 개발 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개

우리 대학 학생들이 자신 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컨텐츠를 강좌로 개발하여 학내 (Teacher)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소속과 배경의 구성원들 이 해당 강좌를 수강할 수  , (Learner)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개발센터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방학 월 중 동계방학 월 중: 7 / : 1

년 월 일 월 일(2019 1 7 ~ 2 1 )

대상학생

강좌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본교 학부생 휴학생 수료생 포함Teacher: ( , )

본교 구성원 누구나Learner:

국제학생 편입학생 다양한 전공의 학생그룹 우선선발* , ,

모집인원 비제한

운영장소 양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개발지원 컨텐츠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 컨텐츠는 무엇이든 :

가능 본교 교과목 제외( )

- 신청강좌 예시 외국어 통계 프로그램 문화 예술: , IT/ (SPSS, Git, Photoshop, PPT), / 영화( ,

피아노 공예 캘리그라피 등 자격증 시험 토익 한자 한국사 등 기타, , ), / ( , , ),

 지원자격

강좌 관련 전문성 을 보유한 본교 학부생 휴학생 수료생 포함- Teacher: * ( , )

본교 구성원 누구나- Learner:
해당 강좌 관련 전공생 원어민 자격증 보유자 숙련자 우대* , , ,

 세부활동

성균공부방 - OT

강좌 운영 회 회 시간 이상- (3~6 , 1 =2 )

활동 후 활동내용 업로드 - (Teacher)

활동 후 온라인 강의평가 - (Learner)

결과 보고서 제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월 월초 학기 월 월초 학기: 6 ~7 (1 ) / 12 ~1 (2 )

학교 및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이수시

혜택
수강 인원 비례 수업료 지급Teacher:

문의처 교육개발센터 02-76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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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창조스쿨프로그램Five Experiences :

운영부서명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창의성 개념의 이해 및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창조스쿨프로그램: Creativity School Program( · · )Ⅰ Ⅱ Ⅲ⚪

창의성 발견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창의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CSP :Ⅰ

계발할 수 있게 하여 창의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게 도와주고자 함

-CSP :Ⅱ 창조적 생각도구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사고시술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용법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함 

-CSP :Ⅲ 창의적 문제해결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을 이해하고 창의적 사고기법을

익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과

역량적용과정을 습득하고자 함

운영기간 각 프로그램 학기 중 회 내외1~3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1~4 ,

모집인원 명 명 선착순 마감25 -30 ( )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지하 층 자과캠 기초학문관 층 창조존1 C-Studio, 3

프로그램 

세부사항

차시 주제 내용

차시 1

시간(3 )

Colorful creativity

창의성의 다양한 색깔 알아가기

-Team-building

창의성 본질의 이해 -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

차시 2

시간(3 )

Finding creative personality

나도 모르는 나의 창의적 

성향 발견하기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성향 인식 -

창의적 성향에 대한 이해 및   -

자신의 창의적 성향 발견 

-Complex personality

차시 3

시간(3 )

Creative thinking antenna

창의적 문제해결 파헤치기 ,

창의적 문제해결단계의 이해 -

심리검사를 통한 자신의 창의적 -

문제해결 프로파일 진단 

창의적 사고기법 실습 -

차시 4

시간(3 )

Flow: self-evolving

나는 나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던가 몰입하기   ?

창의적 삶과 몰입 몰입의 조건 - ,

자신의 몰입경험공유 -

심리검사를 통한 강점재능영역탐색 -

표 창의성 발견 프로그램의 구성 < 1> (CSP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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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제 내용

차시 1

시간(3 )

Observing:

관찰 내 안의 더듬이 깨우기 ,

창조과정에서 관찰의 중요성-

예민한 감각 오감탐구하기- :

일상의 재발견 친숙한 사물 - :

낯설게 하기 

차시 2

시간(3 )

Visualizing:

시각화 생각을 그리는 기술 ,

시각화에 대해 알기-

시각화의 방법 이미지로 표현하기- :

상상을 통한 명화의 재구성-

차시 3

시간(3 )

Abstracting:

추상화 껍데기는 가라, ,

알맹이는 남고 

추상에 대해 알기-

추상의 방법 본질과 제거- :

광고제작하기-Poetry-writing,

차시 4

시간(3 )

Analogizing:

유추 내 창의성의 나비효과 ,

유추에 대해 알기-

유추의 방법 연상 연결 모방- : , ,

연상과 은유를 통한 스토리텔링 -

강제연결법을 통한 신제품 개발 -

표 창조적 생각도구 프로그램의 구성 < 2> (CSP )Ⅱ

차시 주제 내용

차시 1

시간(4 )

Do Dream:

문제발견하기 

문제 에 대해 이해하기 - ‘ ’

문제발견하기 기회를 찾아서- ( )

문제 분석 및 재정의하기- (Imaging Bad &

Good, Now and Future, Word-dancing)

차시 2

시간(2 )

Do Idea:

아이디어 

생성하기 

을 통한 아이디어 생성-Brainwriting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강제결합법 적용-

창의적인 팀의 의사결정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 !

차시 3

시간(2 )

Do! Do! Do!:

아이디어 

실행하기 

실행계획의 방법 -

-Matrix Evaluation, PCA & ALoU, Help & Block

실행을 위한 창의적인 성향의 중요성-

나의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파일 찾기-

팀별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 Presentation

가외활동 : 3-7-3 Brainwriting, Graph〔 〕 

Evaluation, Action Planning

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구성 < 3> (CSP )Ⅲ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접속 후 비교과영역의 수강신청 탭에서 각 해당 되는 창조스쿨프로그램 선택 신청GLS ,

이수시

혜택
전 과정 이수 시 창의품 취득 이수증명서 발급, ,

문의처 대학혁신과공유센터 담당연구원 02-740-1667 / bjko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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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인텐시브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 및 활용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SW 하는 학생 

중심형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개

1) 학생들에게 활용 등에 관한 교양 입문 수준의 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을 SW 통해 친숙성 및 

흥미를 제고함

2)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하여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단기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 방학 중 회 학기 중 회 동계 방학 중 회1 / 2 1 / 1

대상학생 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1~4

모집인원 명20

운영장소 인사캠 자과캠C-Studio( ) / Learning Factory( )

프로그램 

세부사항

일 정 안( ) 세부 운영 안( )

년 월 중2019 5
학생 수요 조사 진행❍

학생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주제 선정❍

 ⇩

년 하계 방학 중2019 일 단기 집중형 프로그램 운영1 ~ 2❍

개설 예정 프로그램 예시( )❍

사물 인터넷 실습 캠프- (IoT)

등의 코딩 프로그램 교육- Python

프린터 활용 교육- 3D

년 학기 중2019 2

년 동계 방학 중2019

신청방법

학생 수요조사 참여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한 학생 수요 설문·( ) 조사 링크 → 

설문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및 진행→ 

· 프로그램 신청 본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지원서 제출 ( ) (cihe.skku.edu) → → 

참가자 개별 공지

이수시

혜택
인포매틱스연계전공 졸업요건 중 비교과프로그램 선택 개 이수 인정 ( ) 1

문의처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연구원 02-740-1676 / ydonchoi@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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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문과대학 한국어글쓰기 강의

운영부서명 문과대학

운영목적 문과대학 외국인유학생의 학습력 제고를 위해 한국어글쓰기 역량 향상

프로그램 

내용 소개
문과대학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작문 강의 진행

운영기간 매 학기 토요일 진행

대상학생 외국인유학생 학부생( )

모집인원 분반별 명 내외15

운영장소 퇴계인문관 문과대학( )

프로그램 

세부사항

문과대학 시험은 상당부분 서술형 작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문과대학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한국어글쓰기 강의를 . ,

진행 매 학기 초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처의 외국인유학생 전공학습력제고 프로그램 . ,

예산으로 운영.

신청방법 학기 초 방문 신청

이수시

혜택
한국어글쓰기 역량 함양

문의처 유학 문과대학행정실/ (02-76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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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명 외국인대학원생 글쓰기 지도 및 외국인 국문학도의 밤

운영부서명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운영목적 외국인 유학생들의 논문 글쓰기 지도 및 전공 학습력 강화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외국인 대학원생 글쓰기 지도

외국인 국문학도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특강 진행 및 유대 활동 진행-

운영기간 월 월 10 ~ 11

대상학생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유학생

모집인원 약 명60

운영장소 퇴계인문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

프로그램 

세부사항

글쓰기 및 논문 작성 지도1.

- 외국인 대학원생 글쓰기 지도 및 전공 관련 지식 학습 운영

2. 유학생 한국어문학 전공력 강화 특강

전공학습에 도움이 되는 특강 제공-

나 외국인 국문학도의 밤 행사.

외국인 국문학도 간의 유대 행사-

신청방법 대학원 를 통해 신청 국어국문학과 홈페이지 및 문과대학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게시TA ( )

이수시

혜택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 수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와의 만남 가능-

문의처 국어국문학과 02-760-0231 / sh3708@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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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로스쿨 학생 상담

운영부서명 법학전문대학원

운영목적 상시상담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및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내용 소개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진로 생활 상담 등 진행- 1:1 , ,

로스쿨 학년 중 성적 하위권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학업 상담 실시- 3

운영기간 상시

대상학생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재시생

모집인원 별도 모집인원 없음

운영장소 법학관 지하 층 학생지도센터1

프로그램 

세부사항

- 본교 출신 변호사가 학생지도센터에서 상근 근무하여 학생들의 상담요청이 올 경우 지도센터  

내 상담실에서 상담 진행1:1

- 로스쿨 학년 중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학기 초 개별 연락하여 두 달에 한 번 3 1 정기     

학업 상담 진행

로스쿨의 특성상 로스쿨 학생만 상담 신청 가능 로스쿨 진학 관련 상담은 행정실에서 진행* /

신청방법 학생지도센터로 연락 신청 (02-760-0928)

이수시

혜택
혜택없음

문의처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법학관 층 , 1 20104,

760-0926/hjesus73@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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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명 변호사시험 대비 특강

운영부서명 법학전문대학원

운영목적 변호사시험 대비 특강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프로그램 

내용 소개

변호사시험 출제과목인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특강 진행- , ,

- 여름방학 주요과목 기초특강 학기 초 월 선택과목 특강 및 최신 판례 특강: , 2 (9~10 ): , 학기 말  2

월 파이널 특강으로 진행(11~12 ):

운영기간 여름방학 학기 중 회 이상 진행, 2 20

대상학생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모집인원 별도 모집인원 없음

운영장소 법학관 내 강의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여름방학 공법 민법 형사법 등 주요과목을 중심으로 특강 진행- : , ,

학기 초 월 선택과목 기초특강 및 주요과목별 최신판례특강을 진행- 2 (9~10 ):

학기 말 월 주요과목별 파이널 특강을 진행- 2 (11~12 )

해당 특강의 경우 로스쿨생에 한정된 특강으로 일반 학부 대학원생은 참여할 수 없음- , ,

신청방법 별도 신청없이 참석희망자 참석가능

이수시

혜택
혜택없음

문의처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법학관 층 , 1 20104,

760-0926/hjesus73@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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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한문교육과 행묵서예전

운영부서명 한문교육과 서예부

운영목적 한문교육과 학생들의 관심 및 전공에 대한 역량 고취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한문교육과 서예부 부원들과 교원들의 서예 작품들을 연 회 교내 갤러리에서 전시  - 1

운영기간 월 월 중10 ~11

대상학생 한문교육과 서예부 소속 학생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경영관 층 성균갤러리1

프로그램 

세부사항

학기 초 서예부원 모집1.

학기 내 서예부 활동 기초적인 선 긋기부터 전서 예서까지 서예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도  2. ( /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됨.)

학기 중 행묵서예전 대상 작품 제작3. 2

행묵서예전 대상 작품을 표구하여 학내 갤러리에서 전시4.

신청방법 학기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안내

이수시

혜택

문의처 한문교육과 학과사무실 76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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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명 외국인 유학생 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사회과학대학 전 학과

운영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낮추고 본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참여 희망 학과 대상 학과 사무실에 멘토 학부생 대학원생 상주 하에 외국인 유, ( / ) 학생의  

학업 지원 시행

- 학과장 또는 학과 전임교원 주도 하에 외국인 유학생 대상 고충( ) , 애로사항 질의응답 ,

등의 시간을 갖는 간담회 시행

운영기간 멘토 프로그램 학기중 간담회 학기당 회 시행: , : 1~2

대상학생 사회과학대학 외국인유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 )

모집인원 학과 수요에 따라 다름

운영장소 각 학과 사무실 및 간담회 장소 학과마다 상이( )

프로그램 

세부사항

- 유학생들이 한국인 멘토 학생을 방문하여 자신이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어 과제 수행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 내용에 대해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

- 학과의 운영방침에 따라 모든 수업 또는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듣는 수업에 포커스를 

맞추어 멘토링 진행

-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수님들과 인터랙션이 ,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간담회 시행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

이수시

혜택

멘토 학생 내국인 들에게는 소정의 멘토링 비용을 지급- ( )

외국인유학생의 학습력 제고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전임교원 내국인학생 외국인학생 간 인터랙션 및 유대감 강화- , ,

문의처

행정학과 수선관 층 호, 5 61503 , 760-0361/ soyeona317@skku.edu

정치외교학과 수선관 층 호, 5 61504 , 760-0379/ sypark07@skku.edu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수선관 층 호, 4 61409 , 760-0391/ dhskis@skku.edu

사회학과 수선관 층 호, 5 61507 , 760-0405/ jeong1031@skku.edu

사회복지학과 수선관 층 호, 5 61505 , 760-0631/ js.ko@skku.edu

심리학과 수선관 층 호, 7 61708 , 760-0485/ youhi@skku.edu

소비자가족학과 호암관 층 호, 3 50303 , 760-0507/ yiyo4136@skku.edu

아동청소년학과 호암관 층 호, 4 50403 , 760-0525/ pain5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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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부트캠프

운영부서명 성균융합원행정실

운영목적 방학 중 단기 집중과정을 통해 데이터분석 기초 이론과 실습 교육

프로그램 

내용 소개

단기 하계 동계( / 방학 중) 집중과정을 통해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교과목 내용의 기초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

운영기간 하계 동계 방학 중/

대상학생 글로벌융합학부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모집인원 학과에서 별도 공지

운영장소 학과에서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연 회 진행 하계 및 동계 각 회Coding/Stat Boot Camp 2 ( 1 )○ 

- 방학 중 단기 집중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통해 데이터분석 기초 이론과 실습 교육    

주 시간(2 45 )

○ 담당 강사 확보 후 과정 개시 개월 전에 글로벌융합학부 원전공 복수2 / 전공생 등을 대상으로 

안내 예정

○ 과정 진행 후 출석 및 참여도 이수도에 따라 수료증 발급 및 우수 프로젝트 시상,

신청방법 학과에서 별도 공지

이수시

혜택
장학금 지급

문의처 글로벌융합학부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02-74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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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명 진로 학업 지원 프로그램 학습 튜터링/ ( )

운영부서명 성균융합원행정실

운영목적 인포매틱스융합전공 각 과목별 학생들의 소규모 학습 활동 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개

인포매틱스융합전공< >

각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육조교 대학원생 을 배치하여 매주 교과목에 대한 튜터링( ) , 진행

운영기간 학기 중 수시로 튜터링 진행 인포매틱스융합전공( )

대상학생 글로벌융합학부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모집인원 학과에서 별도 공지

운영장소 학과에서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인포매틱스융합전공< >

각 과목별로 학생들의 소규모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튜터링 지원○ 

전공주임교수와 참여교수 해당 교과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습 튜터링 지원 과목을 선정,○ 

하며 전공필수교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신청방법 추후 공지

이수시

혜택
-

문의처 글로벌융합학부 인포매틱스융합전공( ), 02-74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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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학생 자치 스터디그룹

운영부서명 성균융합원행정실

운영목적
학생 주도적인 스터디 그룹 편성 및 스터디 활동을 통해 관심 분야의 자발적 학습 및 주도적인

활동 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개

이슈캠프 전공 주제를 선정한 주제 발표 및 토론 와 학생 주도적인 스터( ) 디 그룹을 통해 관심 

분야 심화 학습 및 자치 활동 지원

운영기간 학기 중

대상학생 글로벌융합학부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모집인원 학과에서 별도 공지

운영장소 학과에서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이슈캠프○ 

- 전공 주제를 선정하여 박 일로 주제 발표 및 토론 해커톤 형식 진행1 2 ( )

자기주도 학습 지원○ 

-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학생 자치 스터디그룹에 행정 재정적 지원/

신청방법 학과에서 별도 공지

이수시

혜택
일부 재정 지원

문의처 글로벌융합학부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02-74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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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명 학생 주도 연구스터디

운영부서명 성균융합원행정실 

운영목적 학생 주도적 자발적 스터디활동을 통하여 학습능력 및 연구력 향상 도모,

프로그램 

내용 소개

재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의욕 고취와 융합적 사고 촉진 연구력 향상 제고 및 학생 만족도   ,

향상을 위해 학생주도적 자발적 스터디활동 지원,

운영기간 학기당 회 학기 초 선발 학기 중 활동 학기 후 평가1 ( , , )

대상학생
성균융합원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성균융합원 일반대학원 로봇학과- AI.

모집인원 매 학기 명 팀당 최소인원 명이상40~50 ( 4 )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대상학과 재학생으로만 스터디원을 구성하며 최소 명이상 최대 명까지의 인원으로 운영- , 5 8

- 스터디 별 활동비 최대 만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은 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 지50 , 급되며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

- 스터디 신청  시 스터디 활동계획서제출 스터디 목표 운영방법 및 일정( , , 학습주제 및 내용,

기대효과 등)

- 스터디는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심화학습 연구프로젝트 수행 연구교류 등, ,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스터디활동계획서상의 주제와 동일하여야 함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학년도 팀 지원 학년도 학기 현재 팀 활동 중: 2018 11 , 2019 1 8

로봇학과- AI·

학년도 팀 지원 학년도 학기 현재 팀 활동 중: 2018 2 , 2019 1 2

신청방법 지능정보융합원 홈페이지 게시 및 학생 개별안내 후 메일로 접수

이수시

혜택

스터디활동 사용금액 지원 만원 한도 내(50 )

활동결과보고서 학과장 심사 후 지급※ 

문의처 성균융합원행정실 센터 층 , N 4 86422, 031-290-5705/ milkeny@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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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외국인 유학생 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예술대학 전 학과

운영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낮추고 본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참여 희망 학과 대상 학과 사무실에 멘토 학부생 대학원생 상주 하에 외국인 유, ( / ) 학생의  

학업 지원 시행

- 학과장 또는 학과 전임교원 주도 하에 외국인 유학생 대상 고충( ) , 애로사항 질, 의응답 등

의 시간을 갖는 간담회 시행

운영기간 멘토 프로그램 학기중 간담회 학기당 회 시행: , : 1~2

대상학생 예술대학 외국인유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 )

모집인원 학과 수요에 따라 다름

운영장소 각 학과 사무실 및 간담회 장소 학과마다 상이( )

프로그램 

세부사항

- 유학생들이 한국인 멘토 학생을 방문하여 자신이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어 과제 수행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 내용에 대해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

- 학과의 운영방침에 따라 모든 수업 또는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듣는 수업에 포커스를 

맞추어 멘토링 진행

-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수님들과 인터랙션이 ,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간담회 시행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

이수시

혜택

멘토 학생 내국인 들에게는 소정의 멘토링 비용을 지급- ( )

외국인유학생의 학습력 제고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전임교원 내국인학생 외국인학생 간 인터랙션 및 유대감 강화- , ,

문의처

미술학과 수선관 층 호, 3 61306 , 760-0575/ dding1995@skku.edu

디자인학과 수선관 층 호, 2 61210 , 760-0651/ tlrks9413@skku.edu

무용학과 수선관 별관 층 호, 6 62601 , 760-0604/ parao1016@skku.edu

영상학과 수선관 층 호, 3 61318 , 760-0661/ alicehoho2@skku.edu

연기예술학과 수선관 층 호 , 4 61417 760-0681/ ruinous11@skku.edu

의상학과 수선관 별관 층 호, 8 62802 , 760-0515/ song07@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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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명 외국인 대학원생 국문논문작성 특강

운영부서명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운영목적 외국인 대학원생의 성공적인 학위취득 지원을 위하여 국문논문작성법 특강 개최

프로그램 

내용 소개

외국인 유학생의 국문논문 작성을 위하여 학술적 사고 논문작성법 국문문법 등 실질적인   - , ,

논문작성 요령을 함양시켜주기 위한 특강

운영기간 학기당 회2

대상학생 외국인 유학생 대학원생( )

모집인원 특강당 명50~100

운영장소 인사캠

프로그램 

세부사항

외부 논문작성 전문가 초청 국문논문작성법 특강 회 개최 10

시행시기 학기 월 중 시행- : 2 9~10

특강주제 학술적 논문 작성 작성원칙과 방법 논문 주제 잡는 방법 연구계획서 작성방법 양 질적 - : , , , , /

연구의 이해 연구방법론 등,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또는 코드로 신청, , URL QR

이수시

혜택
국문논문작성 노하우 취득-

문의처 외국인유학생지원팀 국제관 층, 2 90212/ 760-0021/ psj980@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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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 특강( )

운영부서명 양현재

운영목적
- 유학의 학문적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유학대학 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강좌 제공

프로그램 

내용 소개
특별강좌 개설 한문 외국어 등 여개 과목 개설: , 10

운영기간
프로그램마다 운영기간 상이하나 매년 월 월 유학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 8 , 12 기별   

세부 프로그램 안내

대상학생 유학대학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모집인원 학기별로 인원 상이

운영장소 양현재

프로그램 

세부사항

특별강좌 개설

특별강좌는 매 학기 한문과목과 외국어과목을 개 강좌 내외로 개설한다 장학금을 받는   10 .

양현재 재생들은 한문과목과 외국어과목 중 개 강좌씩을 필수 수강한다 특히 국제화시대를 1 .

맞아 년 학기부터는 강좌를 확대 개설하고 전문 강사진이 강의를 맡아 양현재 재생 2015 2 HSK ,

전체가 재학 중에 의무적으로 공인된 어학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다 강좌는 모든  . HSK

재학생들의 의무수강과목으로 운영한다.

신청방법

유학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kkuyhj 참조 

혹은 양현재 방문 전화 문의/ (760-1320)

이수시

혜택

양현재생 선발 시 양현재 장학금 지급-

강좌 및 고전과목 수강 가능- HSK

문의처 양현재 퇴계인문관 층 호( 5 3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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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명 교육 프로그램Dissertation Week

운영부서명 인문학술정보팀

운영목적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 및 학부생을 위한 연구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내용 소개

논문작성을 위한 정보검색 및 전자자료 이용 교육○ 

인용문헌 작성법 및 연구윤리 교육○ 

데이터분석 및 각종 통계자료 활용 교육○ 

영어논문 작성법 교육 등○ 

운영기간 주일 학기1 /

대상학생 인사캠 대학원생 및 학부생

모집인원 과정별 명 선착순 마감50~80 ( )

운영장소 중앙학술정보관 층 교육장2

프로그램 

세부사항

주제 교육명 교육시간

정보검색 및 
전자자료 이용

논문작성을 위한 정보검색 1.5H

법률정보 조사 1H

해외 학위논문 PQDT Global: A to Z 1H

를 넘어서라AVON: Youtube 1H

Financial DBs workshop: SDC, Datastream 1.5H

Financial DBs workshop: FnDataguide 1H

Financial DBs workshop: Bloomberg 1H

인용문헌 작성 및 
연구윤리

APA style workshop 1.5H

EndNote Workshop 1.5H

표절검사프로그램CopyKiller: 1H

데이터분석 및 
통계자료 활용

데이터분석의 기본R: 3H

논문 작성을 위한 국내외 설문조사 활용DB : KSDC &
ICPSR 1.5H

영어논문 작성법
연구력 강화 워크숍 영어논문작성법A. 2H

연구력 강화 워크숍 연구방법론B. 2H

세부 교육과정은 구독 전자자료에 따라 추후 변경가능 ※ 

신청방법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접속 연구 학습지원(https://lib.skku.edu) ·→ 

정보활용교육 교육안내 및 신청→ → 

이수시

혜택
없음

문의처 인문학술정보팀 정보활용교육 담당 02-760-1205 / libpand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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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프로그램BSM overtake class

운영부서명 공학교육혁신센터 수학교육학습프로그램

운영목적

학문적 교육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학능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현실․ 이며 수학 ,

기피풍조가 만연되고 있음 수요 와 수준 에 맞는 수학 교육학, (Needs) (Level) 습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고등교육의 학문적 수월성 확보가 긴요함.

프로그램 

내용 소개

비교과 교과목 아이캠퍼스 온라인 운영

주차별 온라인으로 교과과정 강의 탑재

운영기간 정규 학기와 동일하게 운영 

대상학생 전체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아이캠퍼스 온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기초수학 -

미적분학 - 1

미적분학 - 2

선형대수학-

신청방법 아이캠퍼스 비교과목 신청게시판

이수시

혜택
수학 학습능력 배가 세미나 점수부여, FYE

문의처 http://mtlc.skku.edu, 031-29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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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명 핵심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IoT

운영부서명 전자전기공학부

운영목적 창업 혹은 기업에서 실무 업무 시 활용 가능한 능력배양

프로그램 

내용 소개

운영기간 학기중 

대상학생

프로그램 참여 가능 시기

학번 이전의 학생 진입학기가 학기 학기인 경우 신청 가능1) 2016 : 5 ~7

학기 말에서 학기 말까지 신청 가능(4 6 )

학번 이후의 학생 진입학기가 학기 학기인 경우 신청 가능2) 2017 : 5 ~6

학기 말에서 학기 초에 신청 가능(4 5 )

모집인원 학기별 약간 명

운영장소 교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프로그램 로드맵의 모든 교과목 수강 및 성적 평균 이상 획득3.0

수강 과목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창의적공학설계 논리회로 컴퓨터( : , , , ,

구조론 디지털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임베디드시스템설계 운영체제입문 종합설계프로젝트, , , , , )

단 학번 이전 학생은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수강을 면제, 2016 .※ 

신청방법 정보통신대학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E-mail

이수시

혜택

정보통신대학장 명의 이수증 발급

( 프로그램 로드맵의 모든 교과목 수강 및 성적 평균 이상 획득3.0 )

문의처 전자전기공학부 사무실 031-290-5827 / khkim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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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부서명 전자전기공학부

운영목적 외국인 유학생 학습력 증진

프로그램 

내용 소개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학습력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기간 학기중 

대상학생 학년 외국인 유학생2~3

모집인원 학기별 명 내외30

운영장소 강의실 세미나실 등,

프로그램 

세부사항

-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학습력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질의응답 및 보충수업으로 운영

멘토 명당 명 유학생 배정으로 소수그룹으로 운영- 2 2~4

신청방법 정보통신대학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E-mail

이수시

혜택

문의처 전자전기공학부 사무실 031-290-5827 / khkim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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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명 어깨동무(Creative Study Group)

운영부서명 학부대학

운영목적 대계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업능력 배양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구성원 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교양기초 전공기초 외국어 및 시사 등 주제별 협력학습 LC 5~7 / ,

수행

운영기간 매 학기 학기초 학기말( )∼

대상학생 양캠퍼스 학부대학 대계열 학년 학생1

모집인원 인사캠 개팀 명 및 자과캠 개팀 명 참가 학기155 1,004 168 1,075 (2019-1 )

운영장소 인 호암관 층 학사지도실 및 자 기초학문관 층 학사지도실( ) 2 ( ) 1

프로그램 

세부사항

학기 주요 일정2019-1

신청 접수 월 일 목 일 화- : 3 7 ( )~19 ( )

매칭 결과 통보 및 간담회 월 일 목- : 3 21 ( )

활동 기간 월 일 금 월 일 금- : 3 22 ( )~6 7 ( )

학기 활동 중간 점검 월 일 목 월 일 금- 1 : 4 25 ( )~5 10 ( )

최종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검토 월 일 월 월 일 금- : 5 27 ( )~6 7 ( )

학기 활동비 정산 지급 월말경- 1 : 6

어깨동무 관련 학부대학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및 발표 동영상 URL:

https://hakbu.skku.edu/hakbu/guidance/shoulder.do

신청방법 대표 학생이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상담영역 편지쓰기 제출(GLS- - )

이수시

혜택

당 최대 개팀 팀당 만원 이내 실비 지원 증빙영수증 반드시 제출LC 3 , 8 ( )

세미나 비교과점수 회 이상 참여학생에 한해 점 부여FYE : 5 10

대표학생 점( : 20 )

문의처 학부대학 성균멘토(031-299-4217, shkim2011@skku.edu)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232

2019 학생성공 가이드

프로그램명 학습공동체 편성 및 운영Learning Community( ; LC)

운영부서명 학부대학

운영목적 대계열 학생들의 대학생활 학습 및 교육의 기본단위,

프로그램 

내용 소개

기본영어 등 명 이내의 수강생을 토대로 한 특정 수업을 동일반으로 편성하여 함께 수강< > 20

별로 양캠퍼스 총 명의 성균멘토 학사지도교수 담당하여 학사지도LC 6 ( )

운영기간 대계열 입학 후 학과진입 이전까지 총 년1

대상학생 양캠퍼스 학부대학 대계열 학년 학생1

모집인원 학기 인사캠 명 및 자과캠 명 총 명 편성2019-1 : 1,039 1,109 2,148 LC

운영장소 인 호암관 층 학사지도실 및 자 기초학문관 층 학사지도실( ) 2 ( ) 1

프로그램 

세부사항

관련 학부대학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및 발표 동영상 LC URL:

https://hakbu.skku.edu/hakbu/guidance/lc_info.do

신청방법
성균관대학교 대계열 합격 및 등록 후 성별 출신지역 입학구분 등과 무관하게 무작/ / 위로 

편성하여 월 개강 전 공유LC 3

이수시

혜택

별로 피어리더 명 선발 자체 성균멘토 및 선배 추천 등 하여LC 1 ( / FG )

월 초중순 피어리더 워크샵 체육대회 학부대학의 날 등 다양한 학생행사 참여3 , LC ,

문의처 학부대학 성균멘토(031-299-4216, sjg0311@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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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명 글쓰기클리닉

운영부서명 글쓰기클리닉

운영목적

학습 및 생활 속 각종 글쓰기에 대한 도움 및 지도를 필요로 하는 성균관대학교 학생 대학원생( ,

졸업생 포함)

자기고찰을 통한 자기표현의 과정에 대한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학생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습과 관련된 각종 글쓰기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맞춤식 지도로 학부생들의 개별적 -

글쓰기 표현 역량 강화

자기표현 글쓰기의 과정을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 자기고찰의 기회 부여-

취업준비생의 직무에세이 및 자기소개서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 제시-

각 글쓰기 단계 발상 및 구상 계획 글쓰기 고쳐쓰기 별 맞춤식 대면지도- ( , , , ) 1:1

운영기간 상시운영 주간 회당 분( 9:30 ~ 17:30), 1 30~60

대상학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졸업생,

모집인원 예약제 홈페이지 신청– 

운영장소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중앙학술정보관 층 킹고까페 내 글쓰기클리닉- : 3

자연과학캠퍼스 삼성학술정보관 층 컴넷 내 글쓰기클리닉- : 1

프로그램 

세부사항

대면지도 진행 과정1:1○ 

회 방문 학생의 글쓰기 지도 요구 확인 및 상담을 통한 맞춤식 지도- 1 :

회 고쳐 쓴 원고에 대한 상담 피드백- 2 :

회 이상 재상담을 통한 다듬기 - 3 :

신청방법
글쓰기클리닉 홈페이지 접속 클리닉 예약현황 캠퍼스별 확인 (https://cec.skku.edu) ( ) 1:1→ → 

대면지도신청

이수시

혜택
학부대학 학부생 학기 중 지도의 경우 세미나 점수 부여( ) : FYE

문의처
글쓰기클리닉 인사캠 튜터 - 02-760-0098 ararargos@skku.edu

글쓰기클리닉 자과캠 튜터 - 031-299-4228 beastsj99@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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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프로그램 명 페이지

건강센터

학생 건강검진 11

금연 상담교실 12

심폐소생술 교육 13

경영대학/중국대학원 행정실
외국인유학생튜터링 207

GBA 글로벌캠프 29 / 169

경제대학
글로벌경제학과 맞춤 특강 (경제 및 취업준비 분야) 123

경제학과 지도교수제 197

공학
교육혁신센터

2019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창의연구 59

2019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비전캠프 124

2019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인사이트 캠프 60

2019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기술창업캠프 144

2019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글로벌 캠프 30 / 143

교육개발센터

학습컨설팅 208

Future-self Design (미래-자기설계 그룹코칭) 125

성균튜터링(LBT-L) 209

성균공부방(LBT–T) 61

성균공부다방 210

국제교류팀
SG Maple Program 31

Hi-Club 32

기숙사행정실
소방점검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14 / 83

기숙사 생활 콘텐츠 공모전 15

대학
혁신과공유센터

Five Experiences : 수기치인리더십 프로그램 84

Five Experiences : 창조스쿨프로그램 211

인텐시브 프로그램 213

융합기초프로젝트 62

Co-Deep Learning 프로젝트 64

해외융합프로젝트 33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34 / 63

문과대학

문과대학 한국어글쓰기 강의 214

국어국문학과 외국인대학원생 글쓰기 지도 및 외국인 국문학도의 밤 215

사학과 정기학술고적답사 65

한문학과 추계 정기학술고적답사 66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대비 특강 217

로스쿨 학생 상담 126 / 216

사범대학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시험 대비 모의심층면접 170

멘토링 프로그램 171

EDU-ON 교육상담프로그램 198

기관별 색인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236

센터명 프로그램 명 페이지

사범대학

사범대학 빵점학교 69 / 173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시험 대비 수업시연 코칭 및 특강 172

COM-EDU UNION 127

IT기업 견학 67

SW교육 에듀톤대회 68

현직 교사 졸업생(CEN) 초청 진로 멘토링 128

한문교육과 행묵서예전 218

사회과학대학
외국인 유학생 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19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학부연구회 70 / 129

산학사업팀
현장실습(Co-op) 프로그램 72 / 174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71 / 35 / 115

성균융합원

학생 주도 연구스터디 73 / 223

글로벌융합학부 팀 프로젝트 74

부트캠프 220

글로벌캠프 36

진로/학업 지원 프로그램(iSpeaker 특강) 130

진로/학업 지원 프로그램(학습 튜터링) 221

학생 자치 스터디그룹 222

성균인성교육센터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 흥인 85

인성함양 프로그램 - 돈의 86

인성함양 프로그램 - 숭례 87

인성함양 프로그램 - 홍지 88

성균 인성 나눔프로그램: Service Learning 116

성균 色, 인성을 말하다 89

학부모 공감 프로그램 “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여행” 90

인성함양 아이디어 PPT 공모전 및 인성캠페인 91

소프트웨어대학

2019 소프트웨어학과 미국 글로벌 IT 기업연수 40 / 175

2019 Brothership Workshop 37

월드프렌즈ICT봉사단 프로그램 38

2019 SW Pioneer Program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41 / 176

2019 SVTEP Program 42 / 177

2019 UCI I-SURF Program 43 / 178

2019 K-SW 스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Purdue 대학 파견) 39 / 75

성균SW멘토링 프로그램 76

소프트웨어대학 산학협력프로젝트 77

글로벌IT전문가와 킹고인의 만남 131

스포츠과학대학
학부생 전공 상담 프로그램 199

스포츠 멘토링 데이 132

약학대학
약학대학 학부생 지도교수제 200

일본 오카야마대학 캠퍼스아시아 나노바이오코스 프로그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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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프로그램 명 페이지

예술대학
외국인 유학생 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24

예술대학 작품제작비 지원사업 78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외국인 유학생 진로개발/취업지원 프로그램 179

외국인 대학원생 국문논문작성 특강 225

유학대학

유학대학 우수학부생 제도 45

유학대학 해외영어연수 46

중국 칭화대 철학과 겨울방학 파견 단기연수 47

유학대학 순성놀이 92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장학) 109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특강) 226

의과대학 의과대학 진로 토크 콘서트 133

인문학술정보팀

오거서 장학금 93 / 110

오거서 아침독서 94

고전독서 인증 프로그램 95

Dissertation Week 교육 프로그램 227

자연과학대학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복수학위 프로그램 48

BSM overtake class 프로그램 228

자연학술정보팀 청년×인생 도서관 134

정보통신대학

중국 서안전자과기대학 Summer School 파견 프로그램 49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정기산행 96

삼성전자 대여장학생 선발 대비 프로그램 181

반도체시스템공학과 SW 방학특강 79

반도체시스템공학과 SW 학업장려금 111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성적우수 학업장려금 112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신입생 해외연수 50

전자전기공학부 Summer / Winter Camp 80

IoT 핵심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229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30

중국대학원
일대일로 대장정 51 / 97

중국현지조사(중국몽) 52

카운슬링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16

창업지원단

원스톱창업상담창구 145

KINGO EPT(Entrepreneurship Project Team): 창업동아리 육성 146

SKKU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147

KINGO 창업경진대회 148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이용자 선발 149

SETA (Social Entrepreneurship Team Academy)  150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151

캠퍼스타운 SACC 창업지원프로그램 152

사회적경제 EPT 창업지원프로그램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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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프로그램 명 페이지

성공적인 창업설계 워크샵 154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사업) 155

STS(Spread of Tech Start-up)-코어 (미니 아이코어) 156

창업지원단

Lab to Market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 157

SKKU 3D 프린팅 교육 158

킹고 창업 특강 159

창업공방 연계 종로창업숲 지원 프로그램 160

KINGO Startup Festival 161

경기 청년창업 한마당투어 162

혜화·명륜 성곽마을 공동체 마을 해설가 프로그램 117 / 164

현장 기반 창업 네트워킹 워크숍 163

학부대학

Global buddy 53

어깨동무(Creative Study Group) 231

학과탐색캠프 주간 운영 135

성균드림서포터즈 98

성균멘토 집단학사지도 201

Learning Community(학습공동체; LC) 편성 및 운영 232

캠퍼스별 및 캠퍼스간 LC 체육대회, 학부대학의 날 99

글쓰기 클리닉 233

학생성공센터

학생성공스토리 특강 136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100

학생성공 멘토링 202

학생인재개발팀

학생 자발적 취업동아리 182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183

진로취업 아카데미 137

직무적성검사 아카데미 184

직무적성검사 대비 모의시험 185

직무적성검사 대비 Final 특강 186

온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187

온라인 멘토링 138 / 204

오프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188

실전모의면접 189

서류전형 대비 특강 190

방학맞이 취업 특강 191

면접전형 대비 특강 192

금융권 취업 아카데미 193

공기업/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194

국가고시 설명회 19

행정고시 Open House 20

행정고시 합격자 간담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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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프로그램 명 페이지

학생인재개발팀

로스쿨준비반 LEET 특강 22

로스쿨준비반 자기소개서 특강 및 첨삭지도 23

로스쿨준비반 모의면접 특강 및 실전모의면접 24

로스쿨준비반 논술특강 25

언론고시반 현직 언론인 특강 26

학생지원팀

SKKU 휴먼북 139

글로벌리서치(Asia Pioneer) 프로그램 55 / 165

성균사회봉사프로그램 101

한국장학재단 멘토링프로그램 103 / 118

월드프렌즈 해외봉사프로그램(단기/중기) 54 / 102

글로벌 국토 대장정 56 / 105

하계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 104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