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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성 공 센 터
S T U D E N T  S U C C E S S  C E N T E R

2020

220개 학생지원 프로그램 모음집



01. 건강·심리·인권

02. 고시

03. 글로벌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금연 상담교실 13 자기주도성 건강센터

기숙사 취미·문화강좌 14 자기주도성 기숙사행정실

기숙사 콘텐츠 공모전 15 시민의식 기숙사행정실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16 자기주도성 기숙사행정실

봉룡학사(자과캠 직영기숙사) 오픈하우스 행사 17 시민의식 기숙사행정실

심리상담 프로그램 18 자기주도성 카운슬링센터

심폐소생술 교육 19 시민의식 건강센터

장애인식 개선 교육 20 시민의식 학생지원팀

폭력예방교육 21 시민의식 인권센터

학생 건강검진 22 자기주도성 건강센터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PSTA 설명회 25 자기주도성 경제대학

국가고시 설명회 26 자기주도성 학생인재개발팀

모의 PSAT 경진대회 27 자기주도성 학생인재개발팀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수업시연 코칭 및 특강 28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코칭 및 간담회 29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2020 Brothership Workshop 33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K-SW 스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Purdue 대학 파견) 34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SVTEP Program 35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SW Pioneer Program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36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UCI I-SURF Program 37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소프트웨어학과 미국 글로벌 IT 기업연수 38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월드프렌즈ICT 봉사단 프로그램 39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글로벌 캠프 40 글로벌 공학교육혁신센터

Global Buddy 41 글로벌 학부대학

Hi-Club 42 글로벌 국제교류팀

Lab to Market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 43 글로벌 창업지원단

SG Maple Program 44 글로벌 국제교류팀

SKKU-Fordham 하계 법학과정 45 글로벌 법학전문대학원



학 생 성 공 센 터
S T U D E N T  S U C C E S S  C E N T E R

04. 심화학습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Student 글로벌 패키지 프로그램 46 글로벌 생명융합공학대학

Summer&Global Challenge 47 융합 경영대학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복수학위 프로그램 48 글로벌 자연과학대학

경영학과 네트워킹 이벤트 49 글로벌 경영대학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사업) 50 글로벌 창업지원단

글로벌 국토 대장정 51 글로벌 학생지원팀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캠프/글로벌커리어투어 52 글로벌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네트워킹 이벤트 53 글로벌 경영대학

글로벌리서치(Asia Pioneer) 프로그램 54 기업가정신 학생지원팀

글로벌캠프 55 글로벌 성균융합원

글로벌캠프(Global Funsight Trip) 56 글로벌 성균융합원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57 자기주도성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오카야마대학(일본) 나노바이오 코스 59 글로벌 약학대학

월드프렌즈 해외봉사프로그램(단기/중기) 60 시민의식 학생지원팀

유학대학 해외영어연수 61 글로벌 유학대학

의과대학 Global Outreach 프로그램 62 글로벌 의과대학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장정 프로그램 63 글로벌 중국대학원

중국 칭화대 철학과 겨울방학 파견 단기연수 64 글로벌 유학대학

중국몽(中國夢) 프로그램 66 글로벌 중국대학원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67 융합 산학사업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베트남사무소 현장실습 68 글로벌 약학대학

해외융합프로젝트 69 글로벌 대학혁신과공유센터

해외전문가 초청 특강 70 글로벌 성균융합원

프로그램 역량 기관 페이지

2020 K-SW 스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Purdue 대학 파견) 73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성균SW멘토링 프로그램 74 시민의식 소프트웨어대학

2020 소프트웨어대학 산학협력프로젝트 75 기업가정신 소프트웨어대학

202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SFEP연계 팀 현장실습 76 기업가정신 소프트웨어대학

202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기술교류회 77 기업가정신 소프트웨어대학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인사이트 캠프 78 융합 공학교육혁신센터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창의연구 79 자기주도성 공학교육혁신센터

AI 콜로키움 80 융합 성균융합원

Co-Deep Learning 프로젝트 81 자기주도성 대학혁신과공유센터

Intensive 실습 프로그램 83 자기주도성 성균융합원



IT기업 견학 84 기업가정신 사범대학

SPARK 프로그램 85 기업가정신 소프트웨어대학

Student 글로벌 패키지 프로그램 87 글로벌 생명융합공학대학

SW교육 에듀톤대회 89 기업가정신 사범대학

국제학술대회 90 글로벌 경제대학

글로벌경영학과 비즈니스캠프 91 기업가정신 경영대학

글로벌융합학부 팀 프로젝트 92 융합 성균융합원

띠앗 문학여행 93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띠앗지 발간식 94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문제해결형 AI해커톤 95 기업가정신 성균융합원

문헌정보학과 부트캠프 96 융합 문과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SW 방학특강 97 자기주도성 정보통신대학

사학과 정기학술고적답사 98 자기주도성 문과대학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99 자기주도성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성균공부방 101 융합 교육개발센터

시범학교 견학 102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아이디어발전소 103 자기주도성 소프트웨어대학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학부연구회 104 자기주도성 사회과학대학

융합기초프로젝트 105 융합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일반대학원생 춘계, 추계세미나 107 자기주도성 문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Summer / Winter Camp 108 융합 정보통신대학

창의자율 S.E.L.F. 연구팀 활동 109 자기주도성 성균융합원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110 융합 산학사업팀

학생주도 연구 스터디 111 자기주도성 성균융합원

학술고적답사 112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탁본여행(拓本旅行) 113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해외전문가 초청 특강 114 글로벌 성균융합원

현장실습 프로그램 115 융합 산학사업팀

05. 인성 및 교양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가족사랑 · 인성함양 아이디어 PPT 공모전 119 자기주도성 성균인성교육센터

고전독서인증제 120 융합 인문학술정보팀

글로벌 국토 대장정 121 글로벌 학생지원팀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122 자기주도성 기숙사행정실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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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지역사회연계

06. 장학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Service Learning : 성균인성나눔 프로그램 153 자기주도성 성균인성교육센터

5대궁 AR 창업프로젝트 155 융합 창업지원단

ART창업하자 156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DMC 미디어 창업 AtoZ 157 자기주도성 창업지원단

SKKU-체인저스 158 시민의식 창업지원단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SW 학업장려금 145 자기주도성 정보통신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생활비 지원 장학금 146 자기주도성 정보통신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성적우수 학업장려금 147 자기주도성 정보통신대학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장학) 148 시민의식 유학대학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특강) 149 시민의식 유학대학

오거서 장학금 150 융합 인문학술정보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정기산행 123 시민의식 정보통신대학

성균사회봉사프로그램 124 시민의식 학생지원팀

성균색, 인성을 말하다 125 자기주도성 성균인성교육센터

성균인성함양 프로그램 126 시민의식 학부대학

수기치인 시민의식 프로그램 127 시민의식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특강) 128 시민의식 유학대학

오거서 장학금 129 융합 인문학술정보팀

월드프렌즈 해외봉사프로그램(단기/중기) 130 시민의식 학생지원팀

유학대학 순성놀이 131 시민의식 유학대학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 돈의 132 시민의식 성균인성교육센터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 숭례 133 시민의식 성균인성교육센터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 홍지 134 시민의식 성균인성교육센터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 흥인 135 시민의식 성균인성교육센터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장정 프로그램 136 글로벌 중국대학원

하계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 137 시민의식 학생지원팀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138 자기주도성 학생성공센터

학술정보관 작가 프로젝트 140 자기주도성 자연학술정보팀

한국장학재단 멘토링프로그램 141 시민의식 학생지원팀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08. 진로 탐색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2020 정보통신대학 학생성공 멘토링 프로그램 175 자기주도성 정보통신대학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비전 캠프 176 자기주도성 공학교육혁신센터

COM-EDU UNION 177 융합 사범대학

SKKU 선배멘토링 178 자기주도성 학생성공센터

SKKU 휴먼북 179 자기주도성 학생지원팀

경제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180 자기주도성 경제대학

경제학과 전문가 및 동문 초청 강연회 181 기업가정신 경제대학

글로벌IT전문가와 킹고인의 만남 182 융합 소프트웨어대학

글로벌경제학과 전문가 및 동문 초청 취업특강 183 기업가정신 경제대학

대학원 한마당 184 자기주도성 대학원팀

로스쿨 입학설명회 185 자기주도성 법학전문대학원

스포츠 멘토링 데이 186 자기주도성 스포츠과학대학

온라인 멘토링 187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학부연구회 188 자기주도성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 Global Outreach 프로그램 189 글로벌 의과대학

의과대학 진로토크 콘서트 190 자기주도성 의과대학

진로/학업 지원 프로그램(iSpeaker 특강) 191 기업가정신 성균융합원

진로탐색 아카데미 192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학생성공스토리 특강 193 기업가정신 학생성공센터

현직 교사 졸업생(CEN) 초청 진로 멘토링 -“교사가 되기까지” 194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공연·아트·미술분야 159 시민의식 창업지원단

꾸미자 주얼리 160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모이자광장 함께하자통인 161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미술관 도슨트 활동 162 자기주도성 창업지원단

성곽둘레길 미디어아트 163 융합 창업지원단

유생거리 164 융합 창업지원단

종로, 내가 알려줄게 165 융합 창업지원단

지역연계클래스 166 시민의식 창업지원단

청년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167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168 융합 산학사업팀

킹고X세운프로젝트 169 자기주도성 창업지원단

하계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 170 시민의식 학생지원팀

한국장학재단 멘토링프로그램 171 시민의식 학생지원팀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학 생 성 공 센 터
S T U D E N T  S U C C E S S  C E N T E R

09. 창업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글로벌 캠프 197 글로벌 공학교육혁신센터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기술창업 캠프 198 기업가정신 공학교육혁신센터

5대궁 AR 창업프로젝트 199 융합 창업지원단

ART창업하자 200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DMC 미디어 창업 AtoZ 201 자기주도성 창업지원단

KINGO Go! Dream 202 융합 창업지원단

Lab to Market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 203 글로벌 창업지원단

STS(Spread of Tech Start-up)-코어 (미니 아이코어) 204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경기 창업경진대회 205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사업) 206 글로벌 창업지원단

관광가이드Oneteam 207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글로벌리서치(Asia Pioneer) 프로그램 208 기업가정신 학생지원팀

꾸미자 주얼리 209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미술관 도슨트 활동 210 자기주도성 창업지원단

성곽둘레길 미디어아트 211 융합 창업지원단

성대(成大)한 AIBI Academy 212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성대(成大)한 IR Day 213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성대(成大)한 원스톱창업상담창구 214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성대(成大)한 투자 맛보기 215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성장시켜, 드림(Dream) 216 자기주도성 창업지원단

소설팀프레너양성과정 217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종로, 내가 알려줄게 218 융합 창업지원단

창업을 요리하다 219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축제거리 220 융합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 창업공간 이용자 선발 221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킹고 AI · 빅데이터 TechUp 222 융합 창업지원단

킹고 창업 패키지 223 기업가정신 창업지원단

킹고X세운프로젝트 225 자기주도성 창업지원단

투자 받고! 어깨 피자! 226 글로벌 창업지원단

10. 취업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2020 SVTEP Program 229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SW Pioneer Program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231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UCI I-SURF Program 232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소프트웨어학과 미국 글로벌 IT 기업연수 233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JOB GBA 234 기업가정신 경영대학

공기업/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235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금융권 취업 아카데미 236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면접전형 대비 특강 237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방학맞이 취업 특강 238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삼성전자 대여장학생 선발 대비 프로그램 239 자기주도성 정보통신대학

생명과학과 취업률제고를 위한 동문회 유기적 정기적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240 융합 자연과학대학

서류전형 대비 취업특강 241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실전모의면접 242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오프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243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온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244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외국인 유학생 취업특강 245 기업가정신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자기소개서 완성반 246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모의심층면접 247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직무적성검사 대비 Final 특강 248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직무적성검사 대비 모의시험 249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직무적성검사 아카데미 250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취업동아리 251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252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현장실습 프로그램 253 융합 산학사업팀

11. 학생지도상담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2020 정보통신대학 학생성공 멘토링 프로그램 257 자기주도성 정보통신대학

EDU-ON 교육상담프로그램 258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Grand Epilogue (게필로그, 총동문회의 밤) 259 자기주도성 경제대학

글로벌경제학과 사제동행 프로그램 260 자기주도성 경제대학

성균 대학원 종합 성과지수(SGCPI) 개발 및 지원 261 자기주도성 자연과학대학

온라인 멘토링 262 기업가정신 학생인재개발팀

추계 학술고적답사 263 자기주도성 문과대학

학부생 전공 상담 프로그램 264 자기주도성 스포츠과학대학

학생성공 멘토링 265 자기주도성 학생성공센터

학생성공 상담 266 자기주도성 학생성공센터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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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습지원
프로그램 페이지 역량 기관

202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개방형교육 269 융합 소프트웨어대학

Dissertation Week 교육 프로그램 270 자기주도성 인문학술정보팀

IoT 핵심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271 융합 정보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외국인대학원생 글쓰기 지도 272 글로벌 문과대학

글쓰기 클리닉 273 자기주도성 학부대학

문과대학 한국어글쓰기 강의 274 자기주도성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이슈캠프 276 융합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학생 자치 스터디그룹 277 자기주도성 문과대학

미디어랩 영상제작 특강 278 융합 인문학술정보팀

부트캠프 279 융합 성균융합원

성균튜터링 280 자기주도성 교육개발센터

어깨동무 281 융합 학부대학

온라인 화상 학사지도(집단 및 개별) 282 융합 학부대학

외국인 대학원(영어트랙) 한국어인증반 283 글로벌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외국인 대학원생 국문논문 작성법 특강 284 글로벌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외국인 석사 대학원생 국문학위논문 교정 지원 285 글로벌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86 글로벌 공과대학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87 글로벌 정보통신대학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88 자기주도성 예술대학

외국인 유학생 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89 글로벌 사회과학대학

외국인유학생튜터링 290 글로벌 경영대학

인텐시브 워크숍 291 자기주도성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진로/학업 지원 프로그램(학습 튜터링) 292 자기주도성 성균융합원

창조스쿨프로그램 293 융합 대학혁신과공유센터

학생 성공 라운지 조성 295 융합 자연과학대학

학생 자치 동아리그룹(Youtube 제작 동아리‘텍컬’) 296 자기주도성 성균융합원

학생 자치 스터디그룹 298 자기주도성 성균융합원

학습법 공모전 299 융합 교육개발센터

학습컨설팅 300 자기주도성 교육개발센터

한국어교육학과(석) 논문 쓰기 프로그램 301 자기주도성 문과대학

한국어교육학과(석) 외국인유학생의 밤 302 글로벌 문과대학

한국어교육학과(석)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 303 자기주도성 문과대학

한문교육과 소서예전(小書藝展) 304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예비답사 305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행묵서예전(杏墨書藝展) 306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화학과 캠튜브 공모전 운영 307 자기주도성 자연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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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생･성･공･가･이･드  13

프로그램 금연 상담교실

운영부서 건강센터

운영목적
금연을 격려하고 금연에 성공하도록 안내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캠퍼스 환경 조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금연상담교실은 5 ~ 6주간 1:1 상담과 6개월 추구관리로 구성

 - 금연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금연습관을 격려하여 스스로 금연생활을 지속하도

록 격려

운영기간
학기당 1회 

※ 세부 진행사항은 학사일정 및 질병위기경보단계(코로나19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대상학생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영어,한국어 능통자)

모집인원 학기당 20명 이상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매 학기 금연지원센터(서울/경기남부)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로 금연상담교실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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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환경 조성에 이바지

구분 인문 자연

접수 캠페인 당일 현장접수 상담교실 개시 전 건강센터에서 접수

장소 교내 캠페인 장소 및 금연버스 건강센터

진행 총 4 ~ 6회 교내 상담, 6개월 추구관리

 ※ 금연상담을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금연상담 장소 및 일정의 변경 가능 

신청방법 정해진 기간에 건강센터 접수 또는 캠페인 당일 현장 접수

이수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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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에서 금연 증서 및 선물 증정

문의처

인사캠：학생회관 2층 / 02-760-1229, 1230, 1239 / ykmi89@skku.edu 

자과캠：복지회관 2층 / 031-290-5250,5252 / yeahgee@skku.edu

홈페이지：https://health.skku.edu/health/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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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숙사 취미·문화강좌

운영부서 기숙사행정실

운영목적
기숙사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사생들의 학업 이외의 문화 및 

취미 개발 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2019년 2학기 개설 강좌(사례)：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 영상편집/제작 노하우, 가

죽공예소품 만들기, 국립중앙박물관 투어

운영기간 매 학년도 학기 초중반(1학기：3 ~ 5월 / 2학기：9 ~ 11월)

대상학생 현재 기숙사 거주 사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캠퍼스별 약 00명

운영장소 명륜학사(인사캠 기숙사) G-하우스(여) 및 E-하우스(남/여) 또는 교외

프로그램 

세부사항

- 2019학년도 사례：G-하우스 지하1층 크리에이티브존(필라테스), E-하우스 1층 피트

니스센터(웨이트 트레이닝), E-하우스 본관 1층 크리에이티브존(영상제작/편집 및 가

죽소품 만들기)

- 사생 프로그램 당 소액의 수강료 납부(약 2.5만원∼5만원/인)

-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사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 담당 강사진 공유 및 강사료(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GLS 온라인 신청 및 수강료 납부(가상계좌)

이수시

혜택
저렴한 수강료, 다양한 문화 및 취미 체험 기회 제공

문의처

인사캠：600주년기념관 1층 / 02-760-0168 / dorms@skku.edu

자과캠：신관A동 / 031-290-5186 / dorm@skku.edu  

홈페이지：dor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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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숙사 콘텐츠 공모전

운영부서 기숙사행정실

운영목적
기숙사 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활용을 토대로 이를 다른 사생들과 공유함으로서 올바른 

기숙사 생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 마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매년 기숙사에서 제시하는 주제에 대한 컨텐츠를 신청 사생들이 제작하여 다른 사생들

과 공유하는 이벤트

운영기간 매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11월경

대상학생 현재 기숙사 거주 사생 또는 과거 거주했던 사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양캠퍼스 총 10명(팀) 이내

운영장소 온라인 제출(양캠퍼스 기숙사 운영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응모 주제(2019년도 사례)：기숙사 생활의 달인, 달라달라(성균관대 기숙사만의 독특

한 특징), 외국인 사생이 한국 및 학교생활 팁 공유 이상 3가지 중 택일

 - 응모 부분：UCC, 웹툰 또는 기타 자유양식 이상 3가지 중 택일

 - 접수：약 2주 / 심사：약 1주 / 결과발표：11월말 및 시상：12월초

 - 참가자격：개인 또는 2인1팀으로 참가 가능(팀 참가 시 가산점 부여)

신청방법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및 컨텐츠 제작 후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

이수시

혜택
차 학기 기숙사 우선 선발 및  결과에 따라 기숙사비 전액 ~ 일부 감면 등 혜택 지원

문의처

인사캠：600주년기념관 1층 / 02-760-0167 / dorms@skku.edu

자과캠：신관A동 / 031-290-5186 / dorm@skku.edu 

홈페이지：dor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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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운영부서 기숙사행정실

운영목적 매 학기 초 기숙사 사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 발생시 소방안전 교육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1일차 오후 기숙사 도착, 호실 배정, 학교 및 기숙사 소개, 학술정보관 투어

- 1일차 저녁 식사 후 개별 가족별 자유 시간 및 캠퍼스 투어

- 2일차 아침 조식 후 퇴실 및 귀가

운영기간 매년 3월 및 9월 초·중순

대상학생 매 학기 양캠퍼스 기숙사 입사 사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양 캠퍼스 기숙사생：총 0,000명

운영장소 양 캠퍼스 직영기숙사 건물 내·외곽

프로그램 

세부사항

-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시범

-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 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법 안내 및 체험

- 방연마스크(호실 내 출입문 근처 비치)

- 인근 소방서 연계 소방차 출동 

- 보안실 내 안내방송 테스트 시험

- 화재 수신기, 스프링클러 및 방화문 폐쇄 여부 등 확인

- 운영실 직원, 생활지도조교, 경비 및 시설 종업원 함께 참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이수시

혜택
참여시 상점 부여(벌점 차감 효과 병행)

문의처

인사캠：600주년기념관 1층 / 02-760-0162 / dorms@skku.edu

자과캠：신관A동 / 031-290-5190 / dorm@skku.edu 

홈페이지：dor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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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봉룡학사(자과캠 직영기숙사) 오픈하우스 행사

운영부서 (자)기숙사행정실

운영목적
원거리 거주 신입생 가족에게 입학식 전날 숙박 편의 제공 및 기숙사에 대한 직·간접적 

홍보 효과 발생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1일차 오후 기숙사 도착, 호실 배정, 학교 및 기숙사 소개, 학술정보관 투어

- 1일차 저녁 식사 후 개별 가족별 자유 시간 및 캠퍼스 투어

- 2일차 아침 조식 후 퇴실 및 귀가

운영기간 매년 2월 말 입학식 전날 ~ 입학식 당일 1박 2일

대상학생 매 학년도 1학기 신입학 봉룡학사 입사예정자 및 가족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자과캠 신입생 00명(2019년 사례：27가족 80명 참여)

운영장소 자과캠 삼성학술정보관 및 봉룡학사 신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삼성학술정보관 투어(열람실, 컴넷 및 대출 창구 등)

- 기숙사 투어(신관 A동 사생복지시설 및 B동 매점 및 식당 등)

- 사생 및 학부모 간의 기숙사 생활 함께 하며 가족 간 친목 시간 활용

- 세탁실, 운영실, 공용 프린터, 피트니스센터, 식당 및 매점 등 기숙사 내 주요 시설 

홍보 및 안내 투어 실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이수시

혜택
기숙사 1박 무료 숙박, 학교 기념품, 조식 식권 및 자과캠 주차권

문의처
자과캠：신관A동 / 031-290-5185 / dorm@skku.edu 

홈페이지：dor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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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부서 카운슬링센터

운영목적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심리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1) 개인상담

- 일대일 심층 상담을 통해 자기성찰, 심리건강, 학교적응, 대인관계 기술 향상, 스트레

스 관리 등 관련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2) 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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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 실시 후 해석상담 진행

3) 집단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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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온라인/오프라인(양 캠퍼스 카운슬링센터)

프로그램 

세부사항

집단상담 신청



집단상담 참여

· 개설된 집단상담에 참가 신청
· 주1회(2 ~ 3시간), 약 4 ~ 6주간 진행

· 집단마다 시간 및 운영방식 상이

1) 개인상담 (온·오프라인)

접수상담



개인상담

· 상담 받고 싶은 내용에 대한 사전면담
· 상담자 배정 후 1:1 상담

· 주1회(50분), 12회기

2) 심리검사 (온·오프라인)

검사실시



검사해석상담

· 진로, 학습, 성격, 대인관계 등 

고민에 따른 심리검사 선택 및 실시

· 1:1 개인별 심층 해석상담

· 소규모 집단 해석상담

3) 집단상담 (오프라인)

신청방법 카운슬링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센터로 전화 및 방문하여 신청

이수시 혜택
- 심리적 지지와 도움을 얻음

-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와 진로 관련 정보를 얻음

문의처

인사캠：다산경제관 1층 / 02-760-1290

자과캠：복지회관 3층 / 031-290-5260 

happycounsel@skku.edu / 홈페이지：https://swb.skku.edu/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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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부서 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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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숙지 인력 양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골든타임 내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적용을 위한 교육

-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으로 소생 가능성 증대

운영기간
연 2회

※ 세부 진행사항은 학사일정 및 질병위기경보단계(코로나19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대상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한국어 강의)

모집인원 매회 3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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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 등 각 상황별 심폐소생술 주기를 반

복 숙달

- 심폐소생술 교육 후 실기 시험을 시행하여 통과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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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인정 (학부생)

문의처

인사캠：학생회관 2층 / 02-760-1229,1230,1239 / ykmi89@skku.edu 

자과캠：복지회관 2층 / 031-290-5250,5252 / yeahgee@skku.edu

홈페이지：https://health.skku.edu/health/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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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부서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사회 조성을 목적

으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진행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 구성

운영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대상학생 학부생 /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온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 구성

 - 교내 구성원이 손쉽게 접근 가능한 아이캠퍼스에서 교육 수강 가능

 - 교육시간은 총 1시간

신청방법
icampus 로그인(https://icampus.skku.edu/) 

→ “장애인식개선교육” 검색 → 강좌 “신청” → 교육수강

이수시

혜택
인성품 1시간 인정

문의처 02-76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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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폭력예방교육

운영부서 인권센터

운영목적
학내 구성원 대상의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사회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국내 사례를 활용하여 현행법 및 판례, 인권위 결정 사례 등을 소개하여 양성평등의 개

념과 필요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극대화

운영기간 연중상시

대상학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시기(월)

1월 ~ 12월：온라인 교육 상시 진행

1월 ~ 6월：사범대학 교직이수생 대상 특별 온라인 교육

7월 ~ 8월：재학생 대상 국토대장정 참가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9월 ~ 10월：주요 학생단체 대상 그룹별 폭력예방교육, 사범대학 교과목 연계 교육 

- 프로그램 운영방법(온·오프라인)

집합교육
· 신입생 전체 대상 오리엔테이션 필수교육 정례화

· 학생회, 동아리 및 각종 학생단체 대상으로 집합 교육 진행

개별교육
· 학과의 강의 시간 중 특강형태로 소규모의 학생들에게 학과, 학년, 성별 

등 특성에 맞는 맞춤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온라인교육

· 대학 구성원별 온라인 예방 교육 실시(외국인 학생 포함)

· 외국인 유학생 및 교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영문 교육 탑재

· 전 구성원의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이수 관리  

· 교내 I-campus 시스템 탑재

- 프로그램 세부내용

 1) 성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의 개념과 필요성, 성희롱과 성폭력개념의 차이와 법적 

개념, 사례(디지털성범죄 포함), 피해 및 가해 예방 방법, 피해구제 절차

 2)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예방교육 - 기본 개념의 이해, 사례 소개, 현행법 소개, 법적 

피해 구제 절차의 이해

신청방법
I-Campus 접속 → 킹고 ID LOGIN → MOOC → S-MOOC → 법정의무교육

※ https://helper.skku.edu/helper/prevention/edu.do에 안내되어 있음

 이수시

혜택
이수증 발급, 교내 인성품 2시간 인정

문의처

인사캠：다산경제관 32327호 / 02-760-1299

자과캠：복지회관 3층 / 031-290-5682

홈페이지：https://helper.skku.edu/helper/prevention/ed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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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생 건강검진

운영부서 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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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능력의 향상 도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연 1회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진을 통해 건강문제의 확인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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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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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연 1회

※ 세부 진행사항은 학사일정 및 질병위기경보단계(코로나19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대상학생 전교생(학부 및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전교생(학부 및 대학원생)

운영장소 양 캠퍼스 및 강북삼성병원

프로그램 

세부사항

- 연 1회, 약 3개월에 걸친 학생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 확인 및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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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배양

일정 2월 3월 4월

장소
강북삼성병원 

예방건진센터

양 캠퍼스 내

(각 2주간)

강북삼성병원 

예방건진센터

대상
학부 신입생

기숙사 신청

학부생 및

 대학원 등록생

2, 3월 미수검한 학부생 

및 대학원 등록생

검진 

항목 

·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 내과 진료, 정신건강 자가 측정

· 시력, 혈압, 비만도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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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교내 건강검진：GLS에서 [건강검진 예약신청]을 통해 사전신청

이수시

혜택

- 개인 건강상태 확인 및 질병의 조기 발견, 건강증진 가능

- 건강문제의 1:1 결과 상담 진행 및 추후 관리

문의처

인사캠：학생회관 2층 / 02-760-1229,1230,1239 / ykmi89@skku.edu 

자과캠：복지회관 2층 / 031-290-5250,5252 / yeahgee@skku.edu

홈페이지：https://health.skku.edu/health/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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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PSTA 설명회

운영부서 경제대학 경제학과 

운영목적
국가고시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행정고시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설명회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의 도전의식 고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국가고시 합격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학과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

고시 1차 시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추천을 받은 일급외부 강사님을 초빙하여 설명회를 디테일

하게 진행

운영기간 연 2회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

운영장소 매회 상이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프로그램 시기：5월, 10월 중 진행

2. 프로그램 운영방법：온라인으로 신청

3. 프로그램 세부내용：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추천을 받은 일급외부 강사님을 초빙하여 6 ~ 9시간에 걸

쳐 1차 시험 준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

신청방법 경제학과 학생회를 통해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경제학과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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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국가고시 설명회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국가고시를 통한 공직진출에 관심이 있는 학생 대상 정보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신입생을 포함한 재학생 및 학부모에 국가고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내에서 운영 

중인 고시반 홍보로 국가고시 관심도 제고

운영기간 2020년 3월 ~ 11월

대상학생 학부 재학생 및 학부모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인원제한 없음

운영장소 인사캠(행정, 외무, CPA, 언론) / 자과캠(기술, 변리사)

프로그램 

세부사항

인사캠 신입생 국가고시설명회 자과캠 신입생 국가고시 설명회

행정고시 및 와룡헌 소개
기술고시 및 운용재(기술고시반) 소개

외교관후보자 및 외현재 소개

공인회계사 및 송회헌 소개

변리사 및 운용재(변리사반) 소개언론고시 및 예필재 소개

로스쿨 및 로스쿨준비반 소개

※ 코로나19 기간에는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교관후보자 온라인 설명회 운영

신청방법
- 온라인：iCAMPUS-비정규강좌에서 수강신청

- 오프라인：당일 참석

이수시

혜택

- 국가고시, 전문자격증, 로스쿨 진학 정보 습득

- 본교 고시반 지원제도 활용 가능

- 적성, 흥미를 고려한 진로 개발

문의처 홈페이지：https://icampus.skku.edu/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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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모의 PSAT 경진대회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국가고시를 통한 공직진출에 관심이 있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국가공무원 5급 공채(행정, 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인 PSAT(공직적격성평가) 

모의 응시기회를 제공하며 우수학생을 포상

운영기간 2020년 3월 ~ 11월

대상학생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회당 온라인 200명 / 오프라인 70 ~ 100명

운영장소 인사캠(행정, 외무, CPA, 언론) / 자과캠(기술, 변리사)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일시

  - 온라인：1학기 1회

  - 오프라인：2학기 3회(9월, 10월, 11월)

2. 시험진행：온라인 및 오프라인(본교 강의실) 

3. 응시자격

  - 본교 원전공 재학생·휴학생(학부생 1 ~ 4학년 모두 가능, 단 수료생·졸업생은 불가, 

대학원생도 불가)

  - 고시반인 운용재, 와룡헌, 외현재, 로스쿨준비반 실원은 응시 불가능 

4. 시험방식：미니 PSAT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각 20문항씩 각각 45분 시험(헌법은 미시행)

※ 성적우수학생 중 최우수, 우수, 장려상 시상 및 시상식 개최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job.skku.edu)에서 신청

이수시

혜택

- 5급 공채(행정, 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1차시험을 미리 경험하고 본인의 소질과 능력 

계발 가능

- 우수성적 시 포상품 수상 및 시상식 참석

-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공기업 시험, 대기업 인적성, LEET시험에도 도움

문의처 홈페이지：https://icampus.skku.edu/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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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수업시연 코칭 및 특강

운영부서 컴퓨터교육과

운영목적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시험 대비 수업시연 코칭 및 특강을 통해 합격률 제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임용고사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교육과 졸업생 중 전·현직 중고등학교 

정보, 컴퓨터 과목 선생님을 초빙하여 임용시험 2차 대비 특강 진행

 - 지역별 수업시연시 특성을 반영하여 다각화된 유형으로 코칭 및 특강 

운영기간 2021년 1월 중(임용시험 2차 2 ~ 3주 전)

대상학생 정보·컴퓨터 교과 중등 임용시험 1차 합격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호암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안내 및 참가인원 모집：1차 합격자 발표 이후, 수업시연 코칭 및 특강 실시 공지 

및 합격자 인원 파악을 통해 참가 안내 진행

 2. 참가인원을 응시과목과 응시지역으로 구분하고 조별로 짜서, 2회차 가량 프로그램 

운영

 3. 정보·컴퓨터 과목의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 수업시연에 대한 코칭 및 특

강으로 구성

신청방법 학과게시판, 학과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메일로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0671 / tama91060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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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코칭 및 간담회

운영부서 수학교육과

운영목적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코칭 및 간담회를 통해 합격률 제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임용고사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학교육과 졸업생 중 전·현직 중고등학교 수

학과목 선생님을 초빙하여 임용시험 2차 대비 특강 진행

- 지도안 작성법 강의

- 지도안 작성 후 임용시험 2차 대비 수업실연 진행

운영기간 12 ~ 1월 중(임용시험 2차 2 ~ 3주 전)

대상학생 수학교과 중등 임용시험 1차 합격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호암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안내 및 참가인원 모집：1차 합격자 발표 이후, 실시 공지 및 합격자 인원 파악을 

통해 참가 안내 진행

 2. 참가인원을 응시과목과 응시지역으로 구분하고 조별로 짜서 프로그램 운영

(12월 / 1월 각각 1회차 씩 진행)

3. 수학 과목의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그에 관한 코칭 및 간담회로 구성

신청방법 학과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메일로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 760-0556 / shaeunl@skku.edu 

홈페이지：http://www.mathedu.org/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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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Brothership Workshop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한·중 양국 간 소프트웨어분야 정보 교류

- 향후 고급인력 교류를 위한 초석마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매년 하계방학에 중국 칭화대, 상해교통대 학생들을 초청하여 3박 4일동안 워크샵 개최

- 한·중 학생들과의 상호 교류 초석 마련

- 양 대학끼리의 활발한 교류로 인한 돈독한 관계 형성

운영기간 하계방학(7 ~ 8월) 중 3박 4일 /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여부 미정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40명 내외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및 국내 일원

프로그램 

세부사항

- 중국 칭화대, 상해교통대 학생들과 SKKU 재학생을 매칭하여 사전 프로젝트 진행

- 중국 칭화대, 상해교통대 학생들을 초청 워크샵 진행

- 한국 기업 전시장 및 국내 체험

-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들과 조별 활동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교비 지원

문의처
산학협력관 85458호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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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K-SW 스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Purdue 대학 파견)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미국 현지학생 및 ICT 기업 엔지니어와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

- 글로벌 협업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증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최신 ICT, SW 기술 관련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진행

- 전공 이론교육 (전공교과목 수업 청강)

- 최신기술 세미나 개최 

운영기간 8월 말 ~ 12월 말, 16주 / 코로나19로 인해 미정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명

운영장소 미국 Purdue 대학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주제 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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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멘토(1명) 등 7 ~ 8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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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타입 개발 등 SW제품 개발 전과정 수행

 2. 전공과목 청강

 - (수강) 프로그램 참여교수 개설과목 1개 이상 과목 청강

 3. 기술세미나 및 영어교육 등

 - Weekly SW 기술세미나 개최：머신러닝, 프로그래밍, 3D프린팅 등

 - 강사진：퍼듀대학 전공교수 및 박사과정생 등 다수 참여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SW중심대학 사업 지원

문의처 산학협력관 85458호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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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SVTEP Program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글로벌 기업 현장학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 최신기술에 대한 강의 및 프로젝트 진행

핵심역량 학습지원, 자기주도역량, 글로벌역량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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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ll습득 및 모의 인터뷰 진행

- 최신 IT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진행 

운영기간 기존 운영계획은 여름방학 중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미정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명

운영장소 미국 SJSU(San Jose State University)대학,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프로그램 

세부사항

Week1(7/1-7/5) Day1 Day2 Day3 Day4 Day5
Morning

(9:30-12:00)
Writing resume, cover 

letter and business email
(Lecture)

Writing resume, cover 
letter and business email

(Mentoring)
Searching for 

internship positions
(Mentoring)

Common interview
questions and 

interview skills(Lecture)
Interview coding 

exercises and Mock 
interviews
(Practice)Afternoon

(1:30-3:30) Writing resume, cover 
letter and business email

(Practice)

Searching for internship 
positions(Lecture) Internship application

Interview coding 
exercises (Lecture)

Practice 
(3:30-6:00) Practice Practice Week 1 Wrap-up

& Review
Week2(7/8-7/12) Day6 Day7 Day8 Day9 Day10

Morning
(9:30-12:00)

SV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Critical Design
Thinking

Product
Commercialization 

plan
Innovation Product

Design
Software Development 

in Silicon Valley
Afternoon

(1:30-3:30) Campus Tour, Ice
Breaking & Team

Building
Innovation Ideation

Industry Visit I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Mentoring Product

Development
Practice 

(3:30-6:00) English Fundamentals English Fundamentals Week 2 Wrap-up
& Review

Project(5:00-6:00) Working on a project
Week3(7/15-19) Day11 Day12 Day13 Day14 Day15

Morning
(9:30-12:00) Business Plan

Go-To-Market
(MarketingAnalysis& 

Planning)
Industry Visit II UI/UX Product Design Internship Fair

Preparation
Afternoon

(1:30-3:30) Entrepreneurship Skills Mentoring Business Plan
Industry Visit III Project Progress 

Review I
Internship Fair-
Meeting with SV

companiesEnglish
(3:15-4:45) Business English Business English

Project(5:00-6:00) Working on a Project Week 3 Wrap-up
& Review

Week4(7/22-7/26) Day16 Day17 Day18 Day19 Day20
Morning

(9:30-12:00)
Machine Learning

& Artificial Intelligence-I
Machine Learning

& Artificial Intelligence-II
California Cultural

Learning

Big Data
Analytics Open Source Systems

Afternoon
(1:30-3:30) Project Mentoring Venture Capital

& Financial Planning Work on Project Project Progress 
Review IIEnglish

(3:15-4:45)
Advanced Business

English
Advanced Business

English
Project(5:00-6:00) Working on a Project Week 4 Wrap-up

& Review
Week5(7/29-8/2) Day21 Day22 Day23 Day24 Day25

Morning
(9:30-12:00) Work on Project IoT & Embedded

Systems
Fireside chat with 

Industry Profesionals
Mentoring Business 

Plan
Product Display &

Presentation
Afternoon

(1:30-3:30) Project Mentoring Work on Procject
Imdustry Visit IV Presentation Rehearsal Business Plan Contest

& Award CeremonyEnglish
(3:15-4:45)

Presentation/Pitching
Skill(Lecture)

Presentation / Pitching
Skill Practice

Project(5:00-6:00) Working on a project Program Warp-up
Review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SW중심대학 사업 지원

문의처 산학협력관 85458호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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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SW Pioneer Program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글로벌 대학에서 SW지식 교류 및 최신기술 습득

- 글로벌 기업 현장학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여름방학동안 USC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LA(USC),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시애틀 등 총 3개 도시의 IT 기업들을 방문하여 현장학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 Data Science와 AI를 주제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진행 

운영기간 기존 운영계획은 여름방학 중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미정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명

운영장소 미국 LA(USC대학),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시애틀 

프로그램 

세부사항

- USC에서 Data Science와 AI를 주제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진행

  (2주동안 진행)

- 한미 해커톤 개최：Social Data Analysis with Open Datasets

  (한미 학생간 SW지식 교류 및 전문가 멘토링 기회 제공)

- LA 미디어관련기업, 실리콘밸리 SW기업 방문(Google, CISC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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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제공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 프로그램 비용 전액 SW중심대학 사업 지원

- USC 명의의 수료인증서 및 학생카드 발급

문의처
산학협력관 85458호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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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UCI I-SURF Program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팀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역량 강화

- 글로벌 기업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팀 연구 프로젝트 진행

UCI의 지도교수 및 현지 대학원생들과의 연구 진행

매주 연구 미팅 및 주제 발표를 통한 연구 수행

- 실리콘밸리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운영기간 기존 운영계획은 여름방학 중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미정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3명

운영장소 UCI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대학,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팀 연구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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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CI 지도교수 및 현지 대학원생들과 연구 진행

  - 매주 연구 미팅 및 주제 발표를 통한 연구 수행

  - 심포지엄 개최

  - Conversation, Writing, Reading 집중 학습 진행

2. 최신 기술 개발자 초청 멘토링 진행

3. 실리콘밸리 IT 기업 방문하여 현장실습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 프로그램 비용 전액 SW중심대학 사업 지원

- 프로젝트 성과가 우수할 경우 기간연장 가능 (자비부담)

문의처
산학협력관 85458호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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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소프트웨어학과 미국 글로벌 IT 기업연수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글로벌 IT기업 현장학습 및 업무습득

- 글로벌 기업 인턴쉽 연결 및 해외 취업방법의 다양성 학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2020년 동계방학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및 LA의 IT기업들을 탐방하며 글

로벌 IT기업의 현장학습 및 해외 취업방법의 다양성을 학습

- 교수, 학생간의 유대감 형성 및 재학생들의 공동체의식 증진

운영기간 2020년 1월 12일(일) ~ 1월 21일(화)

대상학생 소프트웨어학과 4학기 이상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50명 내외

운영장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프로그램 

세부사항

- 미국 글로벌IT기업 탐방：1일 2개 ~ 3개 기업 탐방

- 미국 대학 방문：Stanford University, UCLA University 등

- K-Group(현지 IT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 그룹) 초청 및 간담회 진행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교비 지원

문의처
산학협력관 85458호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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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월드프렌즈ICT 봉사단 프로그램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봉사 정신과 리더십 함양을 통한 글로벌 리더 양성

- 성균관대학교의 “인의예지” 건학정신 구현활동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NIA와 성균관대학교에 공동으로 주최하며, 여름방학 1달 동안 개발도상국으로 재학생

들을 파견하여 현지 ICT교육 및 한국 문화교육을 진행함

운영기간 기존 운영계획은 여름방학 중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겨울방학으로 연기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 정보통신대학 재학생

/ 소프트웨어대학 복수전공 재학생

/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45명 내외

운영장소 개발도상국 2 ~ 3개국 / 미정

프로그램 

세부사항

1) 공통 교육 프로그램

  - 아두이노 기반 IoT 교육 및 실습

  -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교육

2) 그 외 현지 기관과의 프로젝트 진행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NIA 지원 (추가금액 교비 지원)

봉사 시간 및 수료증 수여

문의처
산학협력관 85458호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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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글로벌 캠프

운영부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목적 해외 신기술 및 기업체,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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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글로벌 안목을 증진시키고, 기업체 담당자의 강연을 통해 지능정보 Connect 융

합신기술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하며, 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기술로 사

업을 하고 있는 청년창업기업가들의 Talk Concert를 통해 혁신창업가마인드를 함양

(mini-인턴쉽)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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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벌 안목을 증진시키고, 청년창업기업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혁신창업가마인드 함양

운영기간 21년 1월 예정 (7박 8일)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0명

운영장소 추후 논의(기존에는 일본 및 중국 산업체 방문)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운영방법 추후 논의(온라인/오프라인 공동 운영)

- 프로그램 세부내용(안)

구 분 프로그램

1
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기술 기업체 담당자 강연

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기술 10여개 산업체 견학

2 글로벌문화 및 지능정보기술 탐방 체험

3 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기술 해외 청년창업기업가의 Talk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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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시

혜택
지능정보 CON2ECT Academy 수료 요건 충족

문의처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담당자 / 031-290-5608 / wantubaby@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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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Global Buddy

운영부서 학부대학

운영목적 1학년 외국인학생들의 적응 강화 및 한국인 재학생 글로벌 능력 배양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1학년 한국인 및 외국인 학생이 같은 그룹을 이루어 문화교류 및 학습지도 등 자유로

운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1학기 미운영 / 2학기 미정

대상학생 학부대학 대계열 1학년 신입생 및 외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매 학기 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한국인 및 외국인 학생의 신청을 접수

- 성균멘토가 그룹핑 후 활동

- 활동사진 및 지원비 증빙 영수증을 제출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통하여 이메일 신청

이수시

혜택

- 1인당 30,000원 활동비 지급

- 참가한 한국인 학생에게 봉사시간 부여

문의처
정순현 멘토 / 02-760-0774

홈페이지：https://hakbu.skku.edu/hak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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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Hi-Club 

운영부서 국제교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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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교환학생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 및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

운영기간 2년

대상학생 학부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명륜캠퍼스 20명 / 율전캠퍼스 20명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1. 교환학생과 버디 매칭되어 한국과 본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2. 학기 중에 진행되는 교환학생 문화행사를 기획 및 진행

  1)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학교생활 소개, 캠퍼스 투어, 웰컴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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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큐 파티

  3) Student Mobility Fair：세계대학 박람회：다양한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직

접 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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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 2층 90212호 / 02-760-0155 / hohoiui@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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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Lab to Market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부서 창업지원단행정실(실험실창업혁신단)

운영목적 글로벌 기술기반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 아이템의 글로벌 수요를 알고 싶은 학생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헤외 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으로 국내 교육을 실시하고 그 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최첨단 기술기반 창업의 메카를 방문하여 글로벌 기술기반 시장와 트

렌드의 흐름 및 창업 아이템의 적합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국내·외 교육：하반기 예정(2 ~ 3주)

대상학생

공학기술기반 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실험실창업탐색 프로그램 또는 기술기반 대학원생 

및 학부 고학년생 중심 글로벌 기술창업 비즈니스 모델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교내 기술기반창업 계획이 있는 대학원

생 및 학부고학년 중 글로벌기술기반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팀

(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00명 

운영장소 국내교육：교내 / 해외교육：미국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일정 내용

국내교육
1차 교육 글로벌 기술창업 관련 특강 및 멘토링

2차 교육 투자유치 특강 및 네트워킹

해외교육 6박 7일 

성공기술창업기업 탐방 및 인터뷰

기술창업BM 전문코칭 및 잠재고객 인터뷰

혁신창업지원기관 탐방 및 인터뷰

투자기관 탐방 및 인터뷰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이수시

혜택

- Lab to Market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

- 차년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실험실창업탐색팀 신청 시 지원

문의처 031-290-5854 / britney8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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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SG Maple Program

운영부서 국제교류팀

운영목적 본교에서 수학중인 외국인 교환학생과 본교 재학생 교류의 장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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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매 학기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휴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명륜캠퍼스 100명 율전캠퍼스 30명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1) 그룹별 활동：

  - 15 ~ 20명으로 구성된 그룹에 소속, 그룹 활동 진행

2) 버디 활동：

  - 동일한 그룹 내의 외국인교환학생을 버디로 배정 받아 친구가 되어 국내·성균관대

학교의 생활을 도와줌

3) 의무사항：

  - 한 학기 동안 두 번의 활동 보고서 제출

  - 활동 우수자에 대해 소정의 상품 부여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후 GLS를 통한 프로그램 신청

이수시

혜택

- 글로벌 역량 증진

- 국제처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봉사시간 부여

문의처 국제관 2층 90212호 / 02-760-0155 / hohoiui@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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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SKKU-Fordham 하계 법학과정

운영부서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운영목적
Fordham대 로스쿨과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미국변호사협회 인증 우수과정 

수강을 통한 글로벌 법학 학습 기회 확대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성균관대 로스쿨과 포담대 로스쿨이 공동으로 1 ~ 2개 과목을 개설하여 

  하계 법학과정 운영

- 과목명：International White Collar Crime

- 강사：Youngjae Lee

        (Professor of Law,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 과목 내용：글로벌 환경에서 발생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논하고,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와 관련된 형사법적 이론과 원칙을 탐구함 

운영기간 2020년 6월 29일(월) ~ 2020년 7월 11일(토)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일반인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온라인 강의 운영 (Zoom 활용, 시험 및 Field trip은 오프라인 운영)

프로그램 

세부사항

- 온라인 플랫폼 활용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화상 강의 진행

- 과정 기간 중 2회 Field Trip 예정(일정 및 장소 추후 결정)

- 과정 종료 후 1회 시험을 통하여 성적 부여 및 수료

날짜 운영방법 프로그램

6. 29(월) ~

7. 10(금)
온라인

수업 진행

(주교재：Understanding International Criminal Law)

6. 29(월) ~

7. 10(금)
오프라인 Field Trip 참여 

7. 11(토) 오프라인 Exam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는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이수시

혜택

- 미국 로스쿨 수업 수강을 통한 법학 학습 기회 확대

- 수료증 발급, 희망자 학점 부여(학과별 사전 확인 要)

문의처 02-760-0923 / poongmin223@skku.edu / 홈페이지：http://sl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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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Student 글로벌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부서 생명공학대학 융합생명공학과

운영목적
세계적 수준의 TOP 50위권의 학과순위에 진입하기 위해 국제화 부문의 균형적 혁신이 

필요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사이언스 스킬-업 프로그램：랩노트 및 논문 작성, 연구 proposal 작성, 연구 결과 

발표 자료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실험기법 트레이닝, Cover letter 및 CV 작성, 

Creative/logical thinking 스킬 배양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DNA-BT형 IN/OUT 에라스무스 제도：기존의 성균관대가 운용하고 있는 성균에라

스무스제도를 근간으로 글로벌 생명공학 Top 50 대학에 특화하여, 생명공학산업에 

특화된 IN/OUT의 행정 및 연구의 패키지가 일체화된 DNA-BT형 IN/OUT 에라스

무스제도를 확립하고자함 

- Pre-doctoral Fellowship 프로그램：박사과정 재학중인 학생들이 글로벌 랩과 연계

된 존스홉킨스대, UC 버클리 및 코넬대 등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에도 대학원 도전학기와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연구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Pre-doctoral Fellowship제도 도입 예정.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체류비와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연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해외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임

- SKKU Bio-X Webinar series：미국 스탠포드 대학과 실리콘 밸리 지역 한인 과학

자 및 CEO를 주축으로 (SKKU-Stanford 글로벌 K-Bio-X), Web-based seminar 

(Webinar)를 통해 생명공학 관련 최신 연구 트렌드를 소개하고, 글로벌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연구 및 협업의 기회를 제공함. 장차 DNA-BT 글로벌 센터를 거점으로 

한 다른 Webinar 시리즈로의 확대도 계획 중임

운영기간 논의중

대상학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논의중

프로그램 

세부사항

날짜 운영방법 프로그램

논의중 온/오프라인

· 사이언스 스킬-업 프로그램

· DNA-BT형 IN/OUT 에라스무스 제도

· Pre-doctoral Fellowship 프로그램

· SKKU Bio-X Webinar series: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또는 QR코드로 신청

이수시

혜택

글로벌 라이징스타 양성 전략적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기초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스킬-업 프로그램, 해외 네트워크 구축, 해외 연구 및 방문 연구를 지원하는 

DNA-BT형 IN/OUT 에라스무스 제도 및 Pre-doctoral Fellowship 제도, 국제 학회 

참석 지원 및 외국인-내국인 학생 간 멘토링 제도 등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생 성장 단계 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계획함

문의처 생명공학관 62동 208호 / 031-290-7860 / jayplu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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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Summer & Global Challenge

운영부서 경영대학 행정실

운영목적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하계방학 중 빅데이터, AI 관련 교육 및 PT 발표를 시

행하고, 우수 팀에 대하여는 글로벌 기업 탐방을 진행

운영기간 2020년 6월 ~ 2020년 10월(코로나19로 인하여 미정)

대상학생 경영학과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4 ~ 50명

운영장소 경영관 PC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 하계방학 중 경영학과 학부생 대상 수업 진행

  (ex. 빅데이터 분석 / AI이해 / 경영 데이터 Case Study 등：전임교원 강의 및 

외부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

- 팀별 Case Competition 및 우수 팀 선정

- 선정 팀 중심 해외 글로벌 기업 방문탐방

신청방법 경영학과 담당자 이메일 접수

이수시

혜택
이수증 발급

문의처 경영관 33404호 / 02-760-0951 / seungogo@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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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부서 자연과학 / 약학 / 생명공학 / 스포츠과학대학행정실

운영목적 학부생의 글로벌 역량 성장을 통한 학생 성공 가치 실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생의 신청에 따라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와 복수학위 프로그램 진행 

및 학생 파견

운영기간 매 학기

대상학생
65학점 이상을 이수한 3학년 진학 학생

(평점평균 3.0 이상)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자연과학대학 학부생 전원

운영장소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프로그램 

세부사항

- 학부생의 복수학위 취득(이학사)

- 학부생의 외국어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 취업, 대학원 진학 가능

신청방법 학생 직접 신청

이수시

혜택

양 대학의 학위 수여 가능(성균관대학교,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 해당 프로그램 이수자 최근 진학 현황

1. University of Minnesota 대학원

2. MD Anderson Medical School, PhD Program

3. 서울대학교 Ecology MS/PhD program

4. NYU 치과대학 

문의처 자연과학 / 약학 / 생명공학 / 스포츠과학대학 행정실 031-290-5804



03. 글로벌

2020 학･생･성･공･가･이･드  49

프로그램 경영학과 네트워킹 이벤트

운영부서 경영대학 행정실

운영목적 경영학과 재학생들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조건부)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들과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교환학생들 간의 네트워킹 자리를 

통해 재학생들의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능력제고를 목적으로 함

운영기간 20학년도 2학기(학기 중)

대상학생 경영학과 학사 과정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 ~ 30명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저녁식사와 아이스브레이킹

2. 외국인유학생 전담교수의 주도 하에 친목 도모 및 네트워킹 형성

3. Communication Program 진행

신청방법 경영학과 담당자 이메일 제출

이수시

혜택
저녁식사 제공

문의처 경영관 33404호 / 02-760-0951 / seungogo@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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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사업)

운영부서 창업지원단행정실(실험실창업혁신단)

운영목적
Lab에 소속되어 있는 석·박사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들이 실험실 내의 아이템을 기반

으로 창업탐색 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미국 NSF I-Corps 프로그램의 성공을 한국에 적용하여 한국형 I-Corps 프로그램으로 

개발. 대학 내의 Lab에 소속되어 있는 석·박사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들이 실험실 내

의 아이템을 기반으로 Customer discovery를 통하여 창업을 탐색하고 시장에 적합하

게 아이템 Pivoting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운영. 4 ~ 5천만원 교육 및 창업탐색비 지원

운영기간 5월 ~ 다음해 1월까지 

대상학생 Lab에 소속되어 있는 석·박사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한국연구재단에서 선정한 실험실창업탐색팀

운영장소 산학협력센터 3층 85361호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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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사업 전반 및 

교육 일정 안내, 

선배 수료자 

사례발표, 

노드별 미팅 등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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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공고 개시(3월 예정) → 한국연구재단 팀 선정 및 통지(5월 예정)

이수시

혜택

- 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국내·외 교육비 무료 (숙박, 항공비 등)

- 프로그램 이수 후 창업지원단 내의 다른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청년유망300 기술창업 트랙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문의처 031-290-5854 / britney8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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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글로벌 국토 대장정

운영부서 학생지원팀(총학생회)

운영목적
대자연속에서 도전정신과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

드 고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일주일 간 매일 20 ~ 30km 도보

- 약 10명 내외 국내,외 학생들과 소통

- 조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활동 

운영기간 하계 방학 중 진행(2020년은 실시 미정)

대상학생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50 ~ 70명

운영장소 모집 시 안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일 자 세 부 내 용 거리(버스)

7. 20. 전야제 발대식, 안전교육, 조단합대회 (102km)

7. 21. 1일차 평화누리길 No.12, 연천 신탄리역 24km

7. 22. 2일차 평화누리길 No.10/11 29km

7. 23. 3일차
평화누리길 No.9/10(야간) 

문화의 밤 프로그램
21km

7. 24. 4일차 평화누리길 No.7/8 28km

7. 25. 5일차 평화누리길 No.5/6, 일산호수공원 27km

7. 26. 6일차 평화누리길 No.2/3, 문수산성 23km

7. 27. 7일차

평화누리길 No.2/3, 

대명항 임진각 방문(버스이동)

(야간) 해단식 진행

15km

7. 28. 8일차 숙소정리, 캠퍼스로 이동 (85km)

총 계 167km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또는 총학생회 페이스북 모집 공고 후 신청

이수시

혜택
비교과프로그램(글로벌국토대장정) 이수로 인정

문의처 02-760-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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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캠프 / 글로벌커리어투어

운영부서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운영목적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조건부)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글로벌 현장을 체험하며 세계적 시야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긍정적 세계관을 지닌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함

- 싱가포르, 유럽, 미국 등 해외 현지를 방문하여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네트워킹 진행 

운영기간 2020학년도 하계

대상학생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휴학생 불가)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유동적(약 10 ~ 20명)

운영장소 싱가폴, 유럽, 미국 등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여름방학 중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오프라인 방문 위주로 구성

(코로나19 사태 완화 조건부)

2. 2019년도 프로그램 기준

 1) 현지 오일 트레이딩 회사 전무 방문 및 성균관대학교 동문 트레이더 간담회

 2) 국제금융회사 애널리스트 근무 회사 방문 및 간담회

 3) 난양공대 등 현지 저명 대학 방문 및 특강

신청방법 글로벌경영학과 담당자 이메일 제출(제출서류 별도 공지)

이수시

혜택

1) 항공료 및 숙박비, 여행자보험, 교통비 등 제반사항 지원

2) 졸업평가 1회 이수로 인정(타 프로그램 중복인정 불가)

문의처
중국대학원 행정실 글로벌경영학과 지원담당

02-760-0041 / skkugb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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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글로벌경영학과 네트워킹 이벤트

운영부서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운영목적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들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조건부)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들과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교환학생들 간의 네트워킹 자리를 

통해 재학생들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운영기간 2020학년도 2학기(학기 중)

대상학생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휴학생 신청 가능)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유동적(약 20 ~ 30명)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저녁식사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1차적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을 진행한 뒤, 

프로그램 주임교수 주도 하에 재학생과 교환학생들의 친목 도모 및 네트워킹 능력 

향상을 위한 Communication Program을 진행함

신청방법 글로벌경영학과 담당자 이메일 제출

이수시

혜택
참가비 전원 면제이며, 저녁식사 제공

문의처
중국대학원 행정실 글로벌경영학과 지원담당

02-760-0041 / skkugb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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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글로벌리서치(Asia Pioneer) 프로그램

운영부서 학생지원팀(총학생회)

운영목적
-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에게 사업아이디어 구체화 기회 제공

- 해외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기회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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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하계 방학 중(2020년은 실시 미정)

대상학생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0 ~ 25명

운영장소 해당 국가(모집 시 안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예시일정 주요 활동내용

8. 5.
· 1차 사전오리엔테이션(일정안내, 팀별 스타트업 아이디어 회의, 팀빌딩 

활동 등)

8. 13. · 2차 사전오리엔테이션(창업동문 특강, 조별주제 및 탐방계획 발표 등)

8. 20.
· 스타트업허브 Block71 견학

· 조별 현지 시장조사

8. 21.
· 현지 기관 특강：KOTRA Singapore 견학 및 Q&A 세션 

· 조별 현지 시장조사

8. 22.

· 동문기업 견학 및 특강：Duane Morris(다국적로펌), AXA

· 재 싱가포르 동문회 간담회

· 조별 현장 시장조사

8. 23. · 조별 현장 시장조사 및 팀별 발표준비

8. 24.
· 팀별 발표준비

· 팀별 스타트업 프로젝트 발표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또는 총학생회 페이스북 모집공고 후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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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글로벌캠프

운영부서 성균융합원행정실

운영목적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학생 전공심화 교육 및 진로지도

운영기간 동계 방학 중

대상학생 글로벌융합학부 원전공생(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학과에서 별도 공지

운영장소 학과에서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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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에는 WU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글로벌 기업(MS, Amazon, Boeing, 

Socrata 등) 방문

  ∙ 수업과 글로벌 기업 방문을 통해 데이터분석의 적용과 응용 사례 참관

- 10월 중 모집 공고 예정

신청방법 학과에서 별도 공지

이수시

혜택
항공료 및 체류비 일부 지원

문의처

인사캠：다산경제관 32205B호 글로벌융합학부(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02-740-1783 / crucian123@skku.edu 

홈페이지：https://sco.skku.edu/sc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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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글로벌캠프(세부 프로그램명：Global Funsight Trip)

운영부서 글로벌융합학부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운영목적

1. 새로운 콘텐츠 및 선진 사례 경험 등을 통해 컬처앤테크놀로지 분야의 글로벌 마인

드, 글로벌 역량 함양 기회 제공

2. 콘텐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 설정, 협업․소통 역량 증진, 소속감 증대 도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해외 문화 및 사례 학습 및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교과 

과정과의 연계를 목표로 하나, 기존의 Top-down 방식을 벗어나 Bottom-up 방식

을 채용하여 프로그램(팀 구성, 탐방 국가 및 도시 선정, 일정 및 계획 수립 등)의 세

부 내용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 제안하도록 함

-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된 팀(선발 팀 수는 매년 변경될 수 있음)이 제안한 여

정에 따라 해외 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

그램의 결과 및 성과를 소속 전공 학생들에게 공유하도록 함

운영기간 연간 1회

대상학생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지원 규모 및 팀 구성에 따라 2 ~ 3팀 내외 선발 예정

운영장소 선발된 팀에서 제안한 국가 및 도시(팀별 상이)

프로그램 

세부사항

일 정 내 용

2020. 07. 프로그램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참가신청서 제출

2020. 08. 1차 서류심사 및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진행 후 최종 합격팀 선발

2020. 09.

~ 2021. 01.
탐방 제반 사항 준비 및 탐방 수행

2021. 02. 탐방 종료 이후 개인별 결과보고서 및 팀별 최종 결과물 제출

- 참가를 원하는 소속 학생들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탐방 국가 및 도시, 일정, 세

부 활동 계획, 프로그램 종료 후 공유 및 전파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획안을 제출하여 

소정의 선발 절차(1차 서류심사 후 합격팀에 한하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기회 부

여)를 진행

- 최종 선발된 팀은 전공 소속 교직원들과 프로그램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이후 실제 

탐방 수행

※ 단, 금년도는 코로나19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교내 게시판, 글로벌융합학부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고

- 학과 담당 직원 E-mail로 개인별 / 팀별 참가신청서 송부

이수시

혜택

- 개인적 목적의 비용을 제외한 탐방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콘텐츠 관련 해외 우수 기업 / 기관 / 대학 등을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콘텐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 함양의 기회 제공

문의처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다산경제관 32205B호 / 02-740-1784 / choiji5768@skku.edu

홈페이지：https://sco.skku.edu/sco/index.do

→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게시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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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운영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글로벌 창의리더로서의 성균인재가 글로벌 문제를 공감하고 이를 자기주도적으로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참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전공으로 팀을 구성하고 스스로 문제를 선정함

- 국내외 우수기관탐방 및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하여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창의적

으로 해결하는 과정

운영기간
4월 ~ 9월(약 5개월)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운영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5팀 내외(약 20명 내외)

운영장소 -

프로그램 

세부사항

내용(시기) 세부 내용

챌린저 선발

(4월 ∼ 5월)

·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교내외 심사위원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한 최종 선발 (전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오리엔테이션

(5월)

· 국내외 탐방 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소개

· 선배 챌린저의 활동 소개 및 멘토-멘티 구성

· 팀 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Team Building 활동

국내탐방 및 멘토링

(5월 ~ 6월)

· 해외 탐방 전 국내탐방을 통하여 국내의 현황을 파악

· 지도교수, 담당 연구원, 선배 멘토와의 멘토링을 통하여 도전 

계획을 구체화

해외 탐방

 (6월 ~ 7월)

· 각 팀별로 해외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 및 설문조사, 세미

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을 습득

· 담당 연구원 및 선배 멘토들이 함께 웹멘토링을 통한 지속적인 

상호작용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에 따라 해외 탐방은 온라인으로 대

체할 수 있음

후속연구

(7월 ~ 8월)

· 각 팀별로 챌린저 기간 동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전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심화 연구를 진행

· 후속 연구까지의 활동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로 제출

결과공유회

(9월)

· 챌린저의 결과를 전시 및 발표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학생 및 

전문가들에게 공유



58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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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 신청양식 다운 → 담당연구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이수시

혜택
창의심화탐구(3학점) 인정 또는 창의품 취득 (택 1), 이수 증명서

문의처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2층 202호 

김부경 선임 연구원 / 02-740-1667 / bjko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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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오카야마대학(일본) 나노바이오 코스 

운영부서 약학대학행정실

운영목적 약학대학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 함양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매년 2월 초순 9일간 일본 오카야마대학교에서 글로벌 약학 프로그램을 이수

운영기간 매년 2월 초순에 9일간 운영

대상학생 약학대학 3∼4학년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6명 내외

운영장소 일본 오카야마대학교

프로그램 

세부사항

일본 오카야마대학교 약학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

 - 실험실 투어

 - 오카야마 약학대학 교수 강의 수강

 - 오카야마대학교 캠퍼스 투어

 - 일본 문화체험 등

신청방법
- 약학대학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신청방법에 따름

- 지원기간 내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관련 장학금 지급(8만엔)

문의처 약학관 530328호 / 031-290-5874 / skkuphar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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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월드프렌즈 해외봉사프로그램(단기/중기)

운영부서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국외 봉사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 배양과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해외 지역을 방문하여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등을 진행

운영기간

- 단기：매년 4월, 11월 모집

- 중기：매년 5월 모집(2020년 상반기는 진행 취소) 

- 각 프로그램 진행일정은 모집 공고 참고

대상학생
재학생(신청일 기준 졸업학기자, 졸업유예자, 휴학생, 수료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지원불가)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단기：학기별 3명 / 중기：제한 없음

운영장소 모집 시 안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사업목적

  - 국외 봉사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 배양과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 대학의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위상 및 이미지 제고

2. 국내활동

  - 파견국가 및 활동소개

  - 국제개발협력과 ODA 이해 교육, 해외 봉사단 청렴 실천 윤리 교육

  - 해외 봉사단 단원과 인권 교육, 성 인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3. 현지 활동

  - 교육봉사(과학, 미술, 보건, IT), 노력봉사(벽화, 도색), 문화교류(k-pop, 태권도) 등 

진행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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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봉사단(해외단기)” → “00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해당자에 한함)” 

이수시

혜택

- 봉사시간 및 프로그램 수료증

- 최종 파견 확정자는 대학 부담금 지급

문의처 02-76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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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유학대학 해외영어연수 

(COVID-19 유행으로 인하여 2019년 신청분 취소)

운영부서 유학대학

운영목적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과 글로벌 감각 배양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유학대학 우수학부생 및 우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4주간 해외영어연수의 교육, 기숙

사, 항공비 등을 지원

운영기간 4주간

대상학생
유학·동양학과 소속 재학생 중 2018년 우수학부생 2학년(기선

발) 및 일반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총 7명(학사과정 4명, 일반대학원생 3명)

운영장소 필리핀(2018 신청), 말레이시아(2019 신청_취소)

프로그램 

세부사항

- 지원서류：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첨부파일), 공인어학성적표(해당자만) 제출

- 교육비(등록비), 기숙사비(식비포함), 왕복항공비 지원

  ※ 기타 현지경비(현지비자, 교재비, 공공요금, 보험 등 약 40만원) 및 개인비용은 

학생 본인 부담

- 일반 대학원생은 연구실 추천, 별도선발

- 필요시 간단한 면접 진행될 수 있음

신청방법 행정실 방문접수

이수시

혜택

교육비(등록비), 기숙사비(식비포함), 왕복항공비 지원

※ 기타 현지경비(현지비자, 교재비, 공공요금, 보험 등 약40만원) 및 개인비용은 

학생 본인 부담

문의처
유학·문과대학행정실 31304호 / 02-760-0915

홈페이지：https://scos.skku.edu/scos/community/under_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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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의과대학 Global Outreach 프로그램

운영부서 의과대학

운영목적
1. 도전학기제를 활용한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유도 

2. 해외 의과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및 국제인지도 제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해외 우수 의과대학 탐방을 기회로 진로, 취업, 진학, 진로, 삶의 

재발견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짐

운영기간 21년 1월 중

대상학생 의학과 1학년 희망자 전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40명 내외

운영장소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대학

프로그램 

세부사항

- 의예과 수료를 마친 의학과 1학년 학생 대상

- 글로벌 의과대학 인지도 1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Winter Program에 참여

- 학점：6학점 내외

- 비교과활동：대학병원 투어 및 문화체험

- 서류평가 및 면접을 통해 난이도별 2-Track 인원 배분

일정 내용

2020 .8 프로그램 안내문 공고

2020. 11 프로그램 지원서 접수 및 면접 진행

2021. 1 프로그램 시행(3주)

신청방법 의과대학 행정실로 지원서 및 관련 서류(영어공인성적표 등)

이수시

혜택

- 항공비, 학비, 기숙사 비용 지원

- 동기들과의 친목 도모

- 해외 체류 선 경험을 통한 Elective 해외 프로그램 지원 장려

문의처
자과캠：의학관 1층 / 031-299-6021 / eunhlee@skku.edu

홈페이지：http://www.skkumed.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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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장정 프로그램

운영부서 중국대학원(SKK GSC)

운영목적
미래 중국과 아시아의 경제중심지역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新실크로드 지역의 역사, 문화

와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중국비즈니스 전문가로서 필요한 호연지기(浩然之氣)의 육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중국대학원의 비전 및 인재상인 ‘China Business Leader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미

래 중국·아시아 경제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新실크로드 지역을 직접 

답사·체험함으로써 중국 전문성 및 통찰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서안(西安) ~ 우루무치(乌鲁木齐) 구간을 완주

했으며, 향후 새로운 구간 개발 또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편 예정임

운영기간 연 1회(통상 매년 가을 시행)

대상학생 중국대학원 주중과정 및 주말과정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중국 현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중국을 직접 체험하고 비즈니스 전문가로서의 통찰력 배

양을 위해 중국 현지를 답사(약 일주일 소요)

- 내부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계획(장소, 일정, 활동 등)을 확정하고, 학생 공지 및 신청

접수 시행(온라인 접수)：2016 ~ 2019년 4개년에 걸쳐 서안(西安) ~ 우루무치(乌鲁木

齐) 구간을 완주했으며, 향후 새로운 구간 개발 또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편 예정임

※ 단, 전 세계 COVID-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2020년 프로그램 시행 여부는 미정

신청방법 중국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후 이메일 신청접수

이수시

혜택

중국 경영학도로서의 對중국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으며, 중국대학원 재학생 전원 참가

를 원칙으로 함

※ 이수 시 전공학점 1학점(P/F) 인정여부 검토 중

문의처
인사캠：국제관 3층 90343호 / 02-740-1542 ~ 5 / skkgsc@skku.edu

홈페이지：http://gsc.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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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국 칭화대 철학과 겨울방학 파견 단기연수 

(COVID-19로 인하여 올해 진행 여부는 미정)

운영부서 유학대학

운영목적 중국 칭화대학 철학과와의 학술교류를 통한 중국철학에 대한 학습 및 중국어 실력 향상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유학대학에서는 중국 칭화대학 철학과와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중국 칭화대학에서 5

주간 파견 단기 프로그램을 진행함

-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철학에 대한 학습 및 중국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

운영기간 총 4 ~ 5주

대상학생

- 유학대학 유학.동양학과 학부생(2019학년도 2학기 현재 재

학생)(단, 원전공에 한함)

- 유학대학 일반대학원 석·박사 / 석박통합과정(재학생, 휴학

생, 논문준비 수료생 모두 가능)

※ 현지에서 중국어로 강의가 이뤄지는 관계로, 신 HSK 4급 

이상 자격을 취득했거나 이에 상당하는 실력 필요(유효기

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과거에 어학성적을 취득하였을시에도 

가능)

※ 2020년 1월 파견 전까지 HSK 4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예정인 자도 신청 가능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명 내외

운영장소 중국 칭화대

프로그램 

세부사항

[2019년도 모집 내용]

- 2020년 1월 ~ 2월 파견 (총4 ~ 5주)

※ 세부 파견 일정은 2019년 11월 중 확정

- 수업내용

중국어：1일 3시간 × 30회

중국철학：1일 3시간 × 15회

- 지원서류：참가지원서, 학습계획서, 어학성적표 사본, 여권 사본(추후 제출 가능)

- 면접/합격자 발표：10월 초 예정

- 선발자는 양현재 HSK 강의 및 중국철학사 강의를 필수 수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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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유학/문과대학 행정실(퇴계인문관 31304호)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날인/서명 후 

스캔 요망)

이수시

혜택

- 중국어 및 중국철학 수업 프로그램 제공

- 기숙사：현지 기숙사 숙박비용 무료 제공

  ※ 선발자 모두(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수업료 일부 금액 본인 부담

(학부생 546,000원, 일반대학원생 273,000원)

- 겨울방학 계절수업 학점인정 가능

(학부생 전공3학점, 선택3학점, 일반대학원생 전공3학점)

- 식비 및 자유 비용 등은 본인 부담  

문의처
유학문과대학행정실 31304호 / 02-760-0913

홈페이지：https://scos.skku.edu/scos/community/under_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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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국몽(中國夢) 프로그램

운영부서 중국대학원(SKK GSC)

운영목적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국 속 변화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오늘날의 중국과 중국 비즈니

스 형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중국대학원 주말과정(W-BLP)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써, 중국 비즈니스 현장을 직접 방문

하여 기업체 탐방, 특강, 현지 연구조사(research) 등을 통해 오늘날의 중국 비즈니스

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 1회(통상 매년 겨울 시행)

대상학생 중국대학원 주말과정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중국 현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중국 비즈니스 중심지역을 방문하며, 현지 기업체 탐방·전문가 특강·현지 연구조사

(research project) 활동 등을 수행

- 내부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계획(장소, 일정, 활동 등)을 확정하고, 학생 공지 및 신청

접수 시행(온라인 접수)

- 2017년 심천(深圳)·홍콩(香港), 2018년 항저우(杭州), 2019년 북경(北京)을 방문하고, 

각 도시 내 기업체(HUWAWEI, Alibaba, Cheil Pengtai 등) 및 주요대학(Zhejuang 

University) 탐방, 전문가 특강 등을 진행함

※ 단, 전 세계 COVID-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2020년 프로그램 시행 여부는 미정

신청방법 중국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후 이메일 신청접수

이수시

혜택

중국 경영학도로서의 對중국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으며, 중국대학원 주말과정(W-BLP) 

재학생 전원 참가를 원칙으로 함

※이수 시 전공학점 1학점(P/F) 인정여부 검토 중

문의처
인사캠：국제관 3층 90343호 / 02-740-1542 ~ 5 / skkgsc@skku.edu

홈페이지：http://gsc.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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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운영부서 산학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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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 창의성과 실무능력, 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양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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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하는 정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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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비 및 교과목 운영비 등을 지원 

운영기간 매학기 운영 

대상학생
종합설계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교과목 수강 인원에 따라 변동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음 

유형 교과목 

전공기반
각 학과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 

ex) 종합설계실습, 신소재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패션콜렉션 등 

융복합
2개 이상의 전공이 참여하여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ex) 융합캡스톤디자인, 융합생명캡스톤디자인 등 

기업/

지역사회 연계

기업/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행 

ex) 참여기관：카카오, SKT, 이마트24, 종로구청 등 

글로벌
해외대학/기관과 협업하여 공동 프로젝트 수행 

ex) 글로벌캡스톤디자인,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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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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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센터 2층 85245호 / 031-29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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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베트남사무소 현장실습

운영부서 약학대학행정실

운영목적 약학대학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 함양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매 학년도 동계방학 중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베트남사무소에서 4주간의 현장실습 프로그

램을 이수

운영기간 매년 12월 하순 ∼ 익년도 1월 중하순(4주간)

대상학생 약학대학 4학년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5명 내외

운영장소 베트남 호치민

프로그램 

세부사항

- 베트남 호치민 소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방문하여 4주간의 프로그램을 이수

 ∙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현장공장에서의 실무실습

  · 제약공장의 업무 전반 소개 및 업무 경험

  · 베트남 현지 제약 관련 기관 방문

  · 베트남 현지 약학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하오니/호치민)

  · 베트남 문화체험

  · 글로벌 약업인으로서의 전반적인 직능 소개

- 지원사항

 ∙ 교육비 1인당 800달러의 교육비 지원

 ∙ 항공료 및 숙박 지원

신청방법
- 약학대학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신청방법에 따름

- 지원기간 내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 

이수시

혜택
산학연약학현장실습2A(3학점) 교과목 이수 가능

문의처 약학관 530328호 / 031-290-5874 / skkuphar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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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해외융합프로젝트

운영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타문화권 학생들과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

하고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우리 대학과 해외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학생 융합 프로젝트로서 해외 대

학 학생들과 팀을 이뤄 워크숍에 참여하여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단기간에 다양한 활동

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방학(8월 중) 또는 동계방학(1월 중) 연 1회

대상학생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재학생, 휴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명 내외

운영장소 싱가포르, 대만 등 섭외 대학 국가에 따름

프로그램 

세부사항

내용 상세내용

신청서 접수
· 대학 홈페이지 내 선발공고 게시

·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지원 접수

서류심사 및 면접대상자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면접심사 · 영어 인터뷰를 통해 선발

최종합격자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오리엔테이션 · 합격자 필수참석

해외탐방

· Design Thinking Workshop 1

· Design Thinking Workshop 2 및 3D Printing Skill 

Workshop

· Prototyping with 3D Printing Technology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공유회

- 해외탐방 상세내용은 2020년 겨울 프로그램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참

여 대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020년 Global C-School 해외융합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혹은 온라

인 방식으로 변경되어 진행될 수 있음

신청방법
대학 홈페이지(https://www.skku.edu) 공지사항 확인 

→ 지원서 작성 후 담당 연구원 메일로 신청

이수시

혜택

- 왕복 항공권 지원

- 워크숍 중 숙박/식사 지원

- 워크샵 참가 확인서(Certificate of Participation) 발급

문의처 대학혁신과공유센터 박지은 연구원 / 02-740-1676 / jiiieu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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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해외전문가 초청 특강 

운영부서 인공지능학과

운영목적
학계의 저명한 석학의 초청 및 교육, 공동연구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이 AI 연구에 대한 

이해도 증대 및 학습 의욕 고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해외 석학 초청 강좌를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글로벌 

첨단 기술 정보를 습득하며, 공동연구를 통하여 세계 수준의 기술 연구

운영기간 연 중 

대상학생 인공지능대학원생 및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0명 내외 

운영장소 학과에서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하계 / 동계 방학 중 혹은 필요시 학기 중 해외 전문가 및 연구자 초청 

-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실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선진교육 학습, 문제 

해결 및 프레젠테이션 등 해외 전문가를 멘토로 하여 학술연구 활동 수행 

신청방법 홈페이지 안내 게시 및 이메일 접수 

이수시

혜택

-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해외 진출 기회 마련 

- AI 관련 세계적인 기술 및 관련 노하우 습득

문의처 031-290-5828, 5929 / ai.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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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K-SW 스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Purdue 대학 파견)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미국 현지학생 및 ICT 기업 엔지니어와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

- 글로벌 협업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증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최신 ICT, SW 기술 관련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진행

- 전공 이론교육 (전공교과목 수업 청강)

- 최신기술 세미나 개최 

운영기간 8월 말 ~ 12월 말, 16주 / 코로나19로 인해 미정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명

운영장소 미국 Purdue 대학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주제 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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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멘토(1명) 등 7 ~ 8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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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타입 개발 등 SW제품 개발 전과정 수행

2. 전공과목 청강

 - (수강) 프로그램 참여교수 개설과목 1개 이상 과목 청강

3. 기술세미나 및 영어교육 등

 - Weekly SW 기술세미나 개최：머신러닝, 프로그래밍, 3D프린팅 등

 - 강사진：퍼듀대학 전공교수 및 박사과정생 등 다수 참여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SW중심대학 사업 지원

문의처 산학협력관 85458호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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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성균SW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운영목적
- 고등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분야 적성 파악 기회 제공

- 멘토 재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심화 학습 및 소통 능력 향상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기간 8월 ~ 12월 (매월 1회, 12월 결과 발표회) / 코로나19로 인해 계획 연기

대상학생 소프트웨어학과 재학생 (원전공),  고등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학교당 4명

운영장소 신청 고등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프로그램 

세부사항

- 근교 고등학교 및 지방 고등학교로 홍보 및 신청 안내

- 고등학교에서 4가지 트랙 중 한 가지 트랙을 선택해 신청

  (트랙：모바일 앱 / 아두이노 / C프로그래밍 / Python프로그래밍) 

- 신청 고등학교에 한하여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멘토링 팀 구성

- 정기적 고등학교 방문 및 멘토링 진행 (매월 1회/2시간)

- 결과발표회 진행 (12월, 성균관대학교)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7월)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 인성품 취득

- 참가자의 한하여 지원금 지급

- 소프트웨어대학 미국연수 및 중국상해 연수 등 특혜성 프로그램 참가에 비교과프

로그램 참여도로 반영

문의처 산학협력관 85458호 / 031-299-4100 / shin3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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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소프트웨어대학 산학협력프로젝트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운영목적
- 소프트웨어대학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실무능력 배양과 전문인력 양성

- 산학협력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한 SW관련 기업과 학생 간 교류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18여개 기업의 멘토와 100여명의 학생으로 구성하여 기업 프로젝트 수행

- 동·하계 집중학습 시행을 통한 프로젝트 완성

- 성균관대학교 우수 교수진들과 함께 기업에서 요청하는 프로젝트를 기술적, 인재적 

부분에 아낌없이 지원 및 중간보고, 최종 발표회를 통한 진행결과보고서 전달을 통해 

상호 기업 간 교류

운영기간 4월 ~ 12월(8개월간 진행)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2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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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중순

프로젝트 주제 확정 (담당 지도교수 확인)

기업 멘토 선정

프로젝트 일정 수립

2020년 5월 ~ 12월

프로젝트 활동 점검 및 중간발표

(학생) 월간 보고서 작성 

(지도교수) 피드백, (산학교수) 검토, (기업멘토) 참고

(기업) 프로젝트 평가 - 기업멘토 평가표 작성 (11월 예정)

2020년 12월 

산학협력프로젝트 완료 보고회(결과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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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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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오픈소스SW센터, 반도체관 400629호 / 031-290-7155 / qkdthdus9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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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SFEP연계 팀 현장실습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운영목적

- LINC+사업과 연계된 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경영대학, 예술대학 학생의 현장실

습 경험 

- 학과 참여기업의 문제 해결 및 연구개발 진행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의 슬로건 구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석사생과 모집된 학부생들이 팀을 이뤄 기업 과제를 해결하는 팀 

현장실습 진행

운영기간 2020년 6월 29일(월) ~ 2020년 8월 28일(금)까지 총 9주(45일)

대상학생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석사생,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석사생 1명 + 학부생 4 ~ 5명 

운영장소 협약 기업 산업 현장 및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운영내용：대학원생(1명)+학부생(4 ~ 5명)으로 팀 구성 후 약 9주 동안 내 공간 활용

하여 프로젝트(연구) 진행

- 운영 절차：연구주제 선정 및 기업참여 신청서 접수(기업/대학원생) → 학생 모집 및 

선발(기업, 대학) → 현장실습 3자 협약체결(기업, 대학, 학생) → 현장실습 진행 → 

학생 평가(기업) 

※ 기업체 출근이 원칙이나 SFEP 특성 및 상황 고려하여 교내 강의실, 실험실 등으로 

출근 가능.

신청방법
LINC+로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제출 후 팀원 모집하여 방학기간 이용하여 

진행

이수시

혜택

-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졸업요건 충족(팀 현장실습 2회 진행 필요)

- 참가자(학부생)에 LINC+ 지원금 지급 및 학점 인정

- 석사생들은 차후 팀 현장실습 경험을 프로젝트 과목인 스마트팩토리캡스톤디자인에서 

논문 혹은 특허의 형태로 도출

문의처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제2공학관 27528호 

031-299-4250∼4260 / smartfactory@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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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기술교류회

운영부서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운영목적
-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과 전문인력 양성

- 산학협력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한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업과 학생 간 교류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총 30여개 협약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업가 및 전문가 참석

- 전문가 특강, 산업현장 탐방 등 선도 기술 교류의 기회 

- 2019년 전문가 특강 3회, 산업 현장 탐방 1회, 스마트팩토리 관련 프로젝트 결과 발

표회 1회 진행

운영기간 2020년 3월 ~ 2021년 2월(12개월간 진행)

대상학생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석/박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30명 내외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및 기업 소재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기업 / 교수 / 학생 간 교류 

- 프로젝트 중간 및 결과 발표회 진행

- 스마트팩토리 선도 기업의 산업 현장 방문

- 전문가 초청 특강 진행

신청방법 협약 기업 및 재학생 메일 송부, 산학협력단 공지 → 신청 의사 전달 → 참석

이수시

혜택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 간 협업의 플랫폼으로도 활용

되며, 졸업생 중 해당 기업 근무자 또한 참여하여 선후배 간의 정보 교류 플랫폼으로도 

활용 

문의처
제2공학관 27528호

031-299-4250∼4260 / smartfactory@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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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인사이트 캠프

운영부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목적 AI, IoT, Cloud, Big data 등 융합신기술 동향 및 활용에 관심 있는 학생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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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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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현황 등의 Insights 제공

- 타대학 AI+ICBM 관련 인사이트 캠프 연계를 통한 참여 지원

운영기간 2020년 여름방학 중 예정 (1박 2일)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50여명

운영장소 추후 안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운영방법 추후 논의 (온라인/오프라인 공동 운영)

- 프로그램 세부내용(안)

  ∙ 지능정보시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연결하라!

구 분 프로그램

1  연결의 힘 (IoT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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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로드쇼

구분 프로그램

1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법

2  4차 산업혁명을 위한 3D 프린팅의 진화

3  공부는 망치다!

4  4차 산업혁명시대와 자기혁신 방법

5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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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시

혜택
지능정보 CON2ECT Academy 수료 요건 충족

문의처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담당자 / 031-290-5608 / wantubaby@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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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창의연구

운영부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목적 다학제적 융합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관심있는 학생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다학제간 학생들이 융합 연구팀을 구성하여 지능정보 커넥트 융합신기술 관련 관심사

와 흥미에 따라 연구주제를 선택하거나, 산업체 애로기술 연계 설계 주제를 선택한 

후 연구주제를 디자인싱킹-개념설계-상세설계-프로토타입개발-시험/평가 절차 및 

AI+ICBM 새로운 가치창출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심층적으로 학습·연구하고, 해결책

을 도출해보는 창의연구(Creative Research) 과제 수행

- 융합팀은 「대학원생 팀장 1인-대학생4인-지도교수1인-산업체멘토1인」으로 구성하여 

코칭 및 멘토링 강화 운영

- 최종 창의연구 발표대회 개최 시 산업체 전문가를 통해 우수 작품을 평가 및 선정

운영기간 2020년 4월 ~ 11월 (8개월)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50여 팀 (1팀당 학부생 4 ~ 6인, 총 200여명 예정)

운영장소 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운영 시기

 
- 프로그램 운영방법：온·오프라인 공동 운영

- 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프로그램

1
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기술 설계프로젝트 연구팀 구성 및 연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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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기술 관련 산업체 애로기술 연계 설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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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료증 발급

- 경진대회 수상 시 상격에 따른 상장과 상금

문의처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담당자 / 031-290-5608 / wantubaby@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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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AI 콜로키움

운영부서 인공지능학과

운영목적 국내외 AI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근 연구 및 산업체 동향 소개 및 토의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국내외 AI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 학생들로 하여금 AI 최신 연구 동향, AI 

관련 업계의 동향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관련 연구, 창업 등의 진로 개발에 도

움을 주고자 함

운영기간 월 1회 이상 

대상학생 인공지능대학원생 및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교직원/학생 등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0명 내외 

운영장소 학과에서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매월 1회 이상 진행 

- AI 전문가 초청 세미나 진행

- 최신 연구 및 산업 동향 발표 및 질의응답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음

이수시

혜택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최신 기술 동향 습득 

문의처
031-290-5828, 5929

홈페이지：ai.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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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Co-Deep Learning 프로젝트

운영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 교수와 학생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습을 매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

여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심화,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학생들 간의 학습공동체에 교수가 공동연구자 및 학습멘토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학생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지도와 안내를 받으며 심화학습이 일어

나며 심화된 전공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함

핵심역량 □ 글로벌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수강 중인 전공 교과목과 관련한 심화프로젝트, 국내외 공모전참여, 자체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지도교수와 학생이 팀을 이루어 심도 깊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팀 기반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 다양한 학과, 학년의 학생들과 지도교수가 팀을 이루어 심도 깊은 팀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도록 하며,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역량 강화 기대

운영기간 매 학기 학기 중(4월 ~ 7월 / 10월 ~ 1월)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1 ~ 4학년 재학생(휴학생도 가능)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팀당 2명 ~ 5명(최대 25팀)

운영장소 온라인 / 오프라인(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내  용 세부 내용

모집 및 선발

·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검토 후 선발(10 ~ 15팀)

· 선발된 팀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프로젝트 진행

· 팀 단위별 프로젝트 개별 수행

· 지도교수 면담 수행(4회 이상)

  - 지도교수가 직접 지도 내용 기술

· 활동비 집행 및 증빙

중간보고
· 중간보고 및 간담회

  - 특강, 학습공동체 운영 등 유연하게 운영됨

결과보고 
· 지도교수 면담 3회 이상

·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 및 시상

 (결과 발표회)
· 프로젝트결과 발표, 심사



82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 1학기는 COVID-19로 전면 온라인 활동으로 진행되며, 2학기에도 대면 강의가 실

행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으로 운영될 예정임

신청방법
매 학기 모집기간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 

→ 지도교수 서명 받기 → 담당 연구원 이메일 / 서면으로 제출

이수시

혜택

- 성과전시회 발표 평가 후 우수 팀 총장장 및 장학금 지급

- 창의품 인정(기준：프로젝트 최종 결과로 특허 출원시)

- 인포매틱스연계전공 졸업요건으로 선택 비교과프로그램 1개 이수 인정 

문의처 박선화연구원 / 02-760-1678 / ahalfmoo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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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Intensive 실습 프로그램

운영부서 글로벌융합학부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운영목적

1. 소속 학생들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본 소프트웨어 능력 향상

2.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강도 높은 교육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인별/팀별로 

직접 콘텐츠 기획, 제작 및 실습 등의 활동을 통해 융합인재 역량 향상 및 콘텐츠 

전문가로서의 성장 기회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약 2 ~ 3주 간 콘텐츠 제작, 편집 기본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방

법에 대한 강의를 수강 후 학생들이 직접 결과물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집중 Intensive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간 2회(하계 / 동계 방학 중 각 1회)

대상학생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회당 약 20명 내외

운영장소 미정

프로그램 

세부사항

- 영상언어 및 편집기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강의 제공

- 개인별 / 팀별 콘텐츠 콘티 및 기획안 작성

- 실제 콘텐츠 제작 및 편집：교육기간 중 약 4 ~ 5회

- 정규 강의 및 실습 시간 이외에 자기주도형 학습 기회 부여

※ 단, 금년도는 코로나19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교내 게시판, 글로벌융합학부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고

- 신청 기간에 Google 폼으로 신청서 제출

이수시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문의처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다산경제관 32205B호 / 02-740-1784 / choiji5768@skku.edu

홈페이지：https://sco.skku.edu/sco/index.do 

→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게시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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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IT기업 견학

운영부서 컴퓨터교육과

운영목적 체험학습을 통한 현장 역량 중심 교육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컴퓨터교육과 교과목에서 교육하는 IT관련 기술이나 장비 등의 실물을 보고 현장을 체

험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

운영기간 6 ~ 8월 중(변경 예정)

대상학생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30명 가량

운영장소
페이스북 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IT기업을 매해 1 ~ 2곳 정해 방문함 

프로그램 

세부사항

1. 견학할 장소 섭외 및 방문요청

2. 학과게시판, 학과 홈페이지 등 신청을 통해 재학생 모집

3. 담당 연구원의 안내를 통해 장비 및 현장 체험

신청방법 학과게시판, 학과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메일로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0671 / tama91060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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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SPARK 프로그램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운영목적

-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Culture 조성

-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구현 결과물이 실제 사용될 수 있는 환경 제공

- 문제 해결 기법은 Design에서 그치지 않고 Realization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습 기회를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는 연습/실전 기회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아이디어 제안부터 SW 시제품 / 서비스 개발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불확실성 속에서 혁신적인 제품 /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제공

- Lean Startup Process 기반으로 프로젝트 실행 (최대 6개월)

- Market & 고객 니즈 탐구 및 분석에 의한 문제 정의

- MVP 정의 및 개발：SW 설계 / 구현 / 테스트 전 과정 실행

- 시제품 출시 및 시범 운영：대외 공모전, 창업 기회 제공

- 초기부터 전문가 멘토링 및 기술 세미나 실시 (SW개발, UX, 창업 전문가 등)

운영기간 최대 6개월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학부생, 대학원생(복수전공 지원가능)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 6층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시기(월)：2020년 9월 ~ 2021년 2월(최대 6개월)

- 프로그램 운영 방법：팀 단위 프로젝트(팀원 5명 이내, 융합팀 선호)

- 프로그램 세부내용：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3 ~ 5개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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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후 구글 링크를 통한 참여 신청 

이수시

혜택

- 개발비, 개발공간, 지속적인 멘토링 지원

- 성과 연계 기회 제공 (공모전, 베타 런칭 등)

-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을 경우, 교내 창업지원단 프로그램 연계

문의처
오픈소스SW센터, 반도체관 400629호

031-290-7155 / qkdthdus9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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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Student 글로벌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부서 생명공학대학 융합생명공학과

운영목적
세계적 수준의 TOP 50권의 학과 순위에 진입하기 위해 국제화 부문의 균형적 혁신이 

필요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사이언스 스킬-업 프로그램：랩노트 및 논문 작성, 연구 proposal 작성, 연구 결과 

발표 자료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실험기법 트레이닝, Cover letter 및 CV 작성, 

Creative/logical thinking 스킬 배양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DNA-BT형 IN/OUT 에라스무스 제도：기존의 성균관대가 운용하고 있는 성균에라

스무스제도를 근간으로 글로벌 생명공학 Top 50 대학에 특화하여, 생명공학산업에 

특화된 IN/OUT의 행정 및 연구의 패키지가 일체화된 DNA-BT형 IN/OUT 에라스

무스제도를 확립하고자함 

- Pre-doctoral Fellowship 프로그램：박사과정 재학중인 학생들이 글로벌 랩과 연계

된 존스홉킨스대, UC 버클리 및 코넬대 등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에도 대학원 도전학기와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연구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Pre-doctoral Fellowship제도 도입 예정.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체류비와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연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해외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임

- SKKU Bio-X Webinar series：미국 스탠포드 대학과 실리콘 밸리 지역 한인 과학

자 및 CEO를 주축으로 (SKKU-Stanford 글로벌 K-Bio-X), Web-based seminar 

(Webinar)를 통해 생명공학 관련 최신 연구 트렌드를 소개하고, 글로벌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연구 및 협업의 기회를 제공함. 장차 DNA-BT 글로벌 센터를 거점으로 

한 다른 Webinar 시리즈로의 확대도 계획 중임

운영기간 논의중

대상학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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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세부사항

날짜 운영방법 프로그램

논의중 온/오프라인

· 사이언스 스킬-업 프로그램

· DNA-BT형 IN/OUT 에라스무스 제도

· Pre-doctoral Fellowship 프로그램

· SKKU Bio-X Webinar series: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또는 QR코드로 신청

이수시

혜택

글로벌 라이징스타 양성 전략적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기초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스킬-업 프로그램, 해외 네트워크 구축, 해외 연구 및 방문 연구를 지원하는 

DNA-BT형 IN/OUT 에라스무스 제도 및 Pre-doctoral Fellowship 제도, 국제 학회 

참석 지원 및 외국인-내국인 학생 간 멘토링 제도 등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생 성장 단계 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계획함

문의처 생명공학관 62동 208호 / 031-290-7860 / jayplu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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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SW교육 에듀톤대회

운영부서 컴퓨터교육과

운영목적 정보·컴퓨터 예비 교원 역량 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정보·컴퓨터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집중 멘토링, 팀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SW교육 

수업 설계 및 수업지도 경험을 심화함

- 교육전문가, 멘토 교사들과 예비교원들이 SW교육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공유기회 제

공으로 예비교원의 SW교육의 창의적 학습지도 역량 제고

운영기간 예선：6월 중 / 결선：10월 중

대상학생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복수전공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예선：본교 호암관, 결선：추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학과 게시판, 학과 홈페이지 등 신청을 통해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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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개팀을 선발해 수업지도안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 제작, 실습 진행

4. 멘토교사를 정해 멘토링 및 시범수업 실시

5. 전국의 예비교사 팀과 결선대회 진행

신청방법 학과게시판, 학과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메일로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컴퓨터교육과 학과사무실 / 02-760-0671 / tama91060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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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운영부서 경제대학 글로벌경제학과 

운영목적

가.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분석방법론을 현실경제 분석에 활용한 경제논문 작성을 통한 

전공 심화학습 

나. 해외 유수대학과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국제 감각 배양 및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글로벌경제학과는 해외의 명문대학들과 학부생들이 독창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

론하는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진행하였고, 경제학 여러 분야의 심화된 연구를 하고

자하는 재학생이 팀을 이루어 참석함

운영기간 연 2회 (하계 / 동계)

대상학생 글로벌경제학과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매회 총 15명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및 해외대학 (매년 상이)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프로그램 시기：매년 2학기 중 진행 

2. 프로그램 운영방법：온라인으로 신청, 선착순 마감

3. 프로그램 특징：

  - Inbound & Outbound 2회 시행을 통한 수준 높은 연구논문 작성 기회

  - 국내외 경제학도간 네트워크 구축

  - 경제학 관련 자유주제 선정

  - 주제 선정 시 논문 지도교수님을 선정하고 상의하여 연구논문 작성

  - 10월 중 학과장과의 팀별 면담을 통해 최종 발표팀 선정 

  - 학술대회 종료 후에는 해외문화 탐방의 일정 진행 (4 ~ 7일)

신청방법 글로벌경제학과 카페에 개별 공지 

이수시

혜택

1. 경비지원

2. 본 학술대회에서 연구논문 발표 시 졸업평가 요건 취득

문의처 02-760-0040, 0042 / 홈페이지：https://cafe.naver.com/skkuglobale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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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글로벌경영학과 비즈니스캠프

운영부서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운영목적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및 기업간의 산학협력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조건부)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들과 삼성전자, CJ Livecity 등 기업간의 산학프로젝트로, 교과

과정과 비교과과정을 연계하여 동계 계절과목으로 운영

- 기업의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협력하여 최종 프로젝트 도출

운영기간 20학년도 동계 방학 중

대상학생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유동적(약 20명)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해외 현지 탐방

프로그램 

세부사항

1. 2학기 및 겨울방학 중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오프라인 방문 위주로 구성됨

(코로나19 사태 완화 조건부)

2. 라스베가스 소비자전자제품 박람회(CES) 견학 및 실리콘벨리 소재 글로벌기업 방문, 

국내 IT기업 연계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운영하고자 함

3. 비교과-교과영역 간 연계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함양하고 

프로그램 인솔교수의 체계적 지도 및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신청방법 글로벌경영학과 담당자 이메일 제출

이수시

혜택

1) 항공료 및 숙박비, 여행자보험, 교통비 등 제반사항 지원

2) 졸업평가 1회 이수로 인정(타 프로그램 중복인정 불가)

문의처
중국대학원 행정실 글로벌경영학과 지원담당

02-760-0041 / skkugba@skku.edu



92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프로그램 글로벌융합학부 팀 프로젝트

운영부서 성균융합원행정실

운영목적
부트캠프 형식의 단기 집중 과정을 PBL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프

로젝트 수행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기르게 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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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Based Learning)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

- 우수 프로젝트 3팀을 선정하여 장학금 지원

운영기간 하계/동계 방학 중(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대상학생 글로벌융합학부 원전공생(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장학금 지원 대상 12명(팀당 4명×3개 팀,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운영장소 각 융합전공별 추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우수 프로젝트 3팀을 선정하여 장학금 지원

  ∙ 팀 당 4명씩 구성하며, 1 ~ 3위 팀 선정

  ∙ 연 2회(하계 및 동계 1회) 운영

- 담당 강사, 전공주임교수가 각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우수 프로젝트 선발

- 선발된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 포스터를 전공 행사에서 전시 및 발표

신청방법 추후 공지

이수시

혜택
장학금 지급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32205B호 글로벌융합학부(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02-740-1783 / crucian123@skku.edu

홈페이지：https://sco.skku.edu/sc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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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띠앗 문학여행

운영부서 한문교육과 문학예술학회 띠앗

운영목적 한문학 및 국문학과 관련된 문학성 고취, 한문교육과 학생 간의 화합 도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한문교육과 학생들과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문학 작품을 함께 감상함으로써 작품을 

더 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운영기간 방학 중(7 ~ 8월 중) 1회

대상학생 한문교육과 학생 전체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 매년 상이함

- 2019년 기준, 대성리 인근 펜션에서 진행함

프로그램 

세부사항

- 방학 중, (띠앗 학회원을 중심으로) 한문교육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띠앗 문학

여행 희망자 모집

- 문학여행은 1박 2일 일정

- 해당 지역과 관련 문학가에 대한 여러 작품 소개 및 감상

- 자유롭게 개인의 감상 발표,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 시도

- 조별로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미션과 레크리에이션 진행, 학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

신청방법
- 문학여행 3주 전, 띠앗 문학여행 책임자에게 개별연락 

- 문학여행 일정은 한문교육과 연락망을 통해 추후 공지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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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띠앗지 발간식

운영부서 한문교육과 문학예술학회 띠앗

운영목적 서로의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한문교육과 학생들의 문학성 고취 도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띠앗 학회원들이 일 년간 진행해온 세미나와 문학여행 등을 통해 경험하고 학습한 내용

들을 바탕으로 직접 창작한 작품을 한문교육과 학생들 앞에서 소개하는 활동

운영기간 11월 중 1회

대상학생 한문교육과 띠앗 소속 학생들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 매년 상이함

- 2019년 기준, 호암관 1층 50106호 사용

프로그램 

세부사항

- 학기 초(3월 중), 신입 띠앗부원을 모집

- 1학년 및 2학년 모두 2학기 개강 전까지 인당 작품 3개를 창작하여 완성 

漢詩, 현대시, 수필, 소설 등 작품의 장르에는 제한 없음

- 11월에 있을 발간식 일정에 맞추어 작품 수합 후 문집 발간

신청방법 (3월 중) 학기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안내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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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문제해결형 AI해커톤

운영부서 인공지능학과

운영목적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제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하여 책을 쓰는 프로젝트 

- 책과 글쓰기를 통하여 AI의 이해 및 흥미유발과 참여도 제고

운영기간 연중 1회 

대상학생 교내 구성원 및 경기도내 AI 관련 기업 / 연구소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별도 공지

운영장소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경기도, 삼성학술정보관, LINC+, 인공지능대학원 공동 주최

- AI해커톤 대회 홍보 

- 사전 접수 및 교육 진행 

- 팀 별로 주제 설정 및 과제 수행 

  ∙ AI 글쓰기 관련 아이디어 도출

  ∙ AI 학습을 위한 관련 데이터 수집 

  ∙ 딥러닝, AI 글쓰기 창작물 검토를 통한 한 편의 글 완성

  ∙ 경진대회 진행 및 시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안내 게시 및 이메일 접수 

이수시

혜택

- AI 관련 교육 및 대회 참가 기회 제공

- 인공지능 문화 확산에 기여 

문의처
031-290-5828, 5929

홈페이지：ai.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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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문헌정보학과 부트캠프

운영부서 문헌정보학과

운영목적
빅데이터분석에 필수적인 프로그래밍언어R or Python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융합문제

해결력을 함양시키고자 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빅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프로그래밍언어인 R or Python을 학습하고 이를 적용하

는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실생활 융합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함양하는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취업 및 진학 등에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

운영기간 도전학기에 1회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특강 당 40명

운영장소 오프라인(인문사회과학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시기(7월에 4주간 진행)

- 프로그램 운영방법(오프라인)

- 학생의 지원을 기준으로 선발

- 현실적인 주제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수행하여 우수 프로젝트에 대해 

상금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학과에 신청함

이수시

혜택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수업의 기초지식 함양 및 프로젝트 수행통해 응용능력 제고

문의처
02-760-0325 / skkulis@gmail.com 

홈페이지：https://skb.skku.edu/l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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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반도체시스템공학과 SW 방학특강 

운영부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목적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의 SW역량 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 / 동계방학 ~ 학기 초

대상학생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적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반도체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2020학년도 하계방학 특강 (코로나-19로 온라인 스트리밍 교육) 

- 1회차：2020. 8. 3(월) ~ 8. 14(금) 오전 9시 ~ 오후 7시 (10회, 80시간) 

- 시험

  ∙ 중간고사(30% 반영) 

  ∙ 기말고사(70% 반영) 

- 수료기준

  ∙ 1, 2회차 총 80시간을 모두 참여해야 수료 가능

  ∙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이상 결석시 수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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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400213호

031-299-4902 / jisuh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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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학과 정기학술고적답사

운영부서 문과대학 사학과

운영목적
전국 각지의 역사유적들을 학생들이 직접 방문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역사적 지식을 습득

하고 역사학 역량을 강화하며 스스로의 행동을 관리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문과대학 사학과는 전공 학생이 2박3일 동안 전국 각지의 역사유적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1년에 2차례(춘계∼3월, 추계∼9월) 진행

- 이를 통해 사학과 전공 학생은 역사학도로서 견문을 넓히고 현장에 기초하여 자기주

도적으로 역사학 역량을 증진 

운영기간 2박 3일 정기답사를 1년에 2차례(춘계-3월, 추계-9월) 실시

대상학생 사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 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정기답사 1차례 당 약 70명

운영장소 오프라인(전국 각지의 역사유적)

프로그램 

세부사항

- 정기학술고적답사는 1년에 2차례(춘계∼3월, 추계∼9월) 실시

- 정기답사 1회의 기간은 2박3일

- 전국을 크게 8개 권역으로 나눠 1차례 답사 때 1권역을 답사함으로써, 학생이 재학

기간 4년 동안 전국 모든 권역을 답사할 수 있도록 함 

- 정기답사 후 간단한 보고서 제출

- 정기답사에는 사학과 교수들이 다수 동행하여 학생들을 인솔 지도  

- 2020학년도 1학기 춘계 정기답사는 코로나 사태로 취소

- 2020학년도 2학기 추계 정기답사는 경주에서 진행할 예정

- 2020학년도 2학기 추계 정기답사의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통상 9

월에 2박3일간 실시

신청방법
- 사학과 홈페이지, 역사유적답사 교과목을 통한 안내

- 사학과 답사부와 사무실을 통한 신청

이수시

혜택

- 사학과 졸업요건(졸업 전까지 정기학술고적답사 2회 이상 수행) 충족

- 사학과 교수 및 선후배와 교류, 친목 강화

- 현장에 기초한 자기주도적인 역사학 역량 강화 

문의처
인사캠 퇴계인문관 31710호 / 7600301@hanmail.net

홈페이지：https://skb.skku.edu/history/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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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운영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글로벌 창의리더로서의 성균인재가 글로벌 문제를 공감하고 이를 자기주도적으로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참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전공으로 팀을 구성하고 스스로 문제를 선정함

- 국내외 우수기관탐방 및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하여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창의적

으로 해결하는 과정

운영기간
4월 ~ 9월 (약 5개월)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운영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5팀 내외(약 20명 내외)

운영장소 -

프로그램 

세부사항

내  용(시기) 세부 내용

챌린저 선발

(4월∼5월)

․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교내외 심사위원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한 최종 선발 (전 과정

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오리엔테이션

(5월)

․ 국내외 탐방 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소개

․ 선배 챌린저의 활동 소개 및 멘토-멘티 구성

․ 팀 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Team Building 활동

국내탐방 및 멘토링

(5월∼6월)

․ 해외 탐방 전 국내탐방을 통하여 국내의 현황을 파악

․ 지도교수, 담당 연구원, 선배 멘토와의 멘토링을 통하여 도전 계획

을 구체화

해외 탐방

 (6월∼7월)

․ 각 팀별로 해외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 및 설문조사, 세미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을 습득

․ 담당 연구원 및 선배 멘토들이 함께 웹멘토링을 통한 지속적인 상

호작용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에 따라 해외 탐방은 온라인으로 대체

할 수 있음

후속연구

(7월∼8월)

․ 각 팀별로 챌린저 기간 동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전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심화 연구를 진행

․ 후속 연구까지의 활동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로 제출

결과공유회

(9월)

․ 챌린저의 결과를 전시 및 발표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학생 및 전

문가들에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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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skku.edu) 접속 

→ 공지사항 → 신청양식 다운→ 담당연구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이수시

혜택
창의심화탐구(3학점) 인정 또는 창의품 취득 (택 1), 이수 증명서

문의처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2층 202호

김부경 선임 연구원 / 02-740-1667 / bjko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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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균공부방

운영부서 교육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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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학습시스템을 개발·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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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학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소속과 배경의 구성원들(Learner)이 해당 강좌

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개발센터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방학：7월 중 / 동계방학：1월 중 (2019년 1월 7일 ~ 2월 1일)

대상학생

Teacher：강좌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본교 학부생

(휴학생, 수료생 포함)

Learner：본교 구성원 누구나

※ 국제학생, 편입학생, 다양한 전공의 학생그룹 우선선발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100%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

안정화 이후에는 양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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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이든 가능(본교 교과목 제외)

 ∙ 신청강좌 예시：외국어, IT/통계 프로그램(SPSS, Git, Photoshop, PPT),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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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자격

  ∙ Teacher：강좌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본교 학부생(휴학생, 수료생 포함)

  ∙ Learner：본교 구성원 누구나

 ※ 해당 강좌 관련 전공생, 원어민, 자격증 보유자, 숙련자 우대

- 세부활동

  ∙ 성균공부방 OT

  ∙ 강좌 운영 (3 ~ 6회, 1회=2시간 이상)

  ∙ 활동 후 활동내용 업로드 (Teacher)

  ∙ 활동 후 온라인 강의평가 (Learner)

  ∙ 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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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및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이수시

혜택
Teacher：수강 인원 비례 수업료 지급

문의처 02-76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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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범학교 견학

운영부서 수학교육과

운영목적 학교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시범학교 수업 참관과 현직 교사들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실 수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

운영기간 7 ~ 8월중 예정(향후 변경 가능)

대상학생 수학교육과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 장소 추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협력학교 방문 및 지도(1박2일)을 통해 예비 수학 교사들인 학생들에게 일선 교육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수업 참관과 현직 교사들과의 면담 등을 진행

3. 견학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한 나눔 후, 조별로 담당 교수님과 진로에 대한 면담 

진행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메일로 신청

이수 시

혜택
-

문의처
02-760-0556 / shaeunl@skku.edu 

홈페이지：http://www.mathedu.org/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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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아이디어발전소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운영목적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발표회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자신의 아이디가 좋은지 검증받고 싶거나, 친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싶은 학

생들 참여

- 현장에서 오늘의 멘토(소프트웨어대학 교수)와 발표회 참여 학생들로부터 아이디어 

Comment 제공

- 참여 학생의 아이디어에 관심 있는 멘토, 학생이 있을 경우 팀 빌딩 진행 

운영기간 한 학기 1 ~ 2회 진행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신청 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 6층 400625호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시기(월)：한 학기 1 ~ 2회 진행(2020년도 진행 미정)

- 프로그램 운영방법：공지사항 내에 구글 링크를 통하여 아이디어 발표자 및

발표회 청강 학생 참여 신청하며, 발표회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발표자 학생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 진행

- 프로그램 세부내용:

소프트웨어대학 교수님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제공

발표회 현장에 참여한 학생들의 코멘트 제공

참여 학생의 아이디어에 관심 있는 교수, 학생이 있을 경우 팀 빌딩 진행

담당 교수님의 멘토링 지원 및 프로젝트 지원비 및 공간 지원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후 구글 링크를 통한 참여 신청 

이수시

혜택

참여 학생의 아이디어가 좋으면

- 멘토링 지원

- 프로젝트 지원비 지원

- SPARK 프로그램 연계

문의처 오픈소스SW센터, 반도체관 400629호 / 031-290-7155 / qkdthdus9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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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학부연구회

운영부서 사회과학대학 전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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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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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연구회를 학과 특성에 맞게 실시

운영기간 매년 6월 ~ 12월

대상학생 사회과학대학 학부생(참가자) 및 대학원생(멘토자격) ■ 외국인 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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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회, 15시간 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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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지도교수의 소모임 활동격려 및 활동사항 체크, 참여 학생들은 활동종료 후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

이수시

혜택

- 대학원 진학을 위한 지도교수, 대학원생 멘토의 조언/ 팁 청취

- 대학원 진학 전 先진로/분야 설정 가능

- 대학원 진학예정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문의처

행정학과, 수선관 5층 61503호 / 02-760-0361 / duswl72@skku.edu

정치외교학과, 수선관 5층 61504호 / 02-760-0379/ sypark07@skku.edu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수선관 4층 61409호 / 02-760-0391/ jmc2018@skku.edu

사회학과, 수선관 5층 61507호 / 02-760-0405 / cahy93@skku.edu

사회복지학과, 수선관 5층 61505호 / 02-760-0631 / san0277@g.skku.edu

심리학과, 수선관 7층 61708호 / 02-760-0485 / psydepart@skku.edu

소비자학과, 호암관 3층 50303호 / 02-760-0507 / yiyo4136@skku.edu

아동청소년학과, 호암관 4층 50403호 / 02-760-0525 / oxoxd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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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융합기초프로젝트

운영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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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서 창의

융합역량 및 사회정서학습역량을 기르고 협통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함

핵심역량 □ 글로벌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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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지역사회의 문제를 팀원들이 직접 발굴함

- 발굴한 문제를 전문가 자문 및 팀원 간 협업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해 보는 단기 팀 

프로젝트 학습

운영기간 하계방학：7월 ∼ 8월 / 동계방학：1월 ∼ 2월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1 ~ 4학년 재학생(휴학생도 가능)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성균관대 재학생 60명 내외(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온라인 / 오프라인(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1학기는 COVID-19로 전면 온라인 활동으로 진행되며, 2학기에도 대면 강의가 실행

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활동으로 운영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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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성균관대학교 공지사항 

→ 구글 설문/신청서 제출 → 최종 참가자 성균관대 공지사항에 발표

이수시

혜택

- 인포매틱스연계전공 졸업요건으로 필수 비교과프로그램 1개 이수 인정 

- 창의품 인정(모든 단계 출석 확인시)

- 최종 발표 평가 후 우수 팀 총장장 및 장학금 지급

- 인포매틱스연계전공 졸업요건으로 선택 비교과프로그램 1개 이수 인정 

문의처 박선화연구원 / 02-760-1678 / ahalfmoo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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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반대학원생 춘계, 추계세미나

운영부서 문헌정보학과

운영목적
논문발표와 현장방문 등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 수행능력과 개방적인 학

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대학원생들에게 학위논문발표전의 필수조건인 학술논문발표의 기회 제공

- 전공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 제공

운영기간 1, 2학기 매학기에 한 번씩 총 2회

대상학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대학원생 지원자 모두

운영장소 오프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시기(5월과 11월 진행)

- 프로그램 운영방법(오프라인)

- 학생의 지원을 기준으로 선발

- 학술논문발표와 현장방문으로 구성된 세미나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학과에 신청함

이수시

혜택

학술논문 발표의 기회로 학위논문제출 자격이 주어지며, 논문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대

학원생과 교수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 주어짐

문의처
02-760-0325 / skkulis@gmail.com 

홈페이지：https://skb.skku.edu/l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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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전자전기공학부 Summer / Winter Camp

운영부서 전자전기공학부

운영목적 전공관련 기술 및 실무 프로젝트활동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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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Summer Camp：하계방학기간 4 ~ 8주(온라인)

Winter Camp：동계방학기간 4 ~ 8주(오프라인 예정)

대상학생 2 ~ 4학년 재학생(그룹별 대상자 다름)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그룹별 20명 내외

운영장소 그룹별 20명 내외

프로그램 

세부사항

- VHDL 이용 디지털설계

- 이차원물질 기반 Field effect transistor 제작 및 전기적 특성평가 연구

- IoT용 저전력 집적회로 및 시스템 설계

- 친환경 실리콘 태양전지 제작 및 특성 분석 연구

- 무선 송수신기 및 센서 회로의 설계 및 제작

- DRAM/NAND 동작 이해를 위한 특강

- Institute of Bio-Electronics

매년 참여프로그램이 다름. 

5월 말, 11월 말 공지사항 확인

신청방법 정보통신대학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신청

이수시

혜택
전자전기공학부장 명의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문의처 031-290-5827 / khkim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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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창의자율 S.E.L.F. 연구팀 활동

운영부서 인공지능학과

운영목적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도전적으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장려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관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도전적으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우수 연구에 대한 후속 과정까지(지식재산권 출원, 

창업 등) 지원. 종료 후 평가를 통한 추가 지원 및 후속 지원 결정

운영기간 연 2회 (회당 16 ~ 18주 운영)

대상학생 인공지능대학원생 및 성균관대 소속 일반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팀 단위 모집 (최소 3명 이상 구성) 

운영장소 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창의자율 연구팀 구성 

  ∙ 인공지능대학원생 포함하여 최소 3명이상 구성 

  ∙ 이전 학기의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동일 팀 구성 가능 

- 연구팀별 최대 200만원 지원(대표학생 명의의 연구비 카드 발급) 

- 월 1회 정기적으로 증빙자료 제출 

- 학업관련 모임, 프로젝트 수행, 연구교류 등 실시 

- 운영계획서 및 활동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심사 진행

- 2020년 1학기 3월 30부터 활동 시작 

  ∙ 총 22팀 활동 중 

신청방법 인공지능학과 홈페이지 게시, 학과 이메일로 접수

이수시

혜택
심사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예정 

문의처
031-290-5828, 5929 

홈페이지：ai.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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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운영부서 산학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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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 창의성과 실무능력, 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양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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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교과목 수강 인원에 따라 변동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음 

유형 교과목 

전공기반
각 학과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 

ex) 종합설계실습, 신소재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패션콜렉션 등 

융복합
2개 이상의 전공이 참여하여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ex) 융합캡스톤디자인, 융합생명캡스톤디자인 등 

기업/

지역사회 연계

기업/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행 

ex) 참여기관：카카오, SKT, 이마트24, 종로구청 등 

글로벌
해외대학/기관과 협업하여 공동 프로젝트 수행 

ex) 글로벌캡스톤디자인,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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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센터 2층 85245호 / 031-29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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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생주도 연구 스터디

운영부서 성균융합원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운영목적 자발적 학습의욕 고취와 융합적 사고촉진, 학생만족도 제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2020학년도 1학기의 경우,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운영하지 않음

- 2020학년도 2학기 운영예정

  ∙ 학기 초 재학생 4 ~ 8인으로 자율적 팀구성

  ∙ 스터디 주제 혹은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학과 내부심사 이후 한학기동안 수행 

운영기간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생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재학생 약 200명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시기별 상이

운영장소 인문사회캠퍼스 교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 2020학년도 2학기 학기 中(9월 ~ 12월)

- 자발적 스터디 구성 및 스터디 주제선정을 통하여 오프라인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

의 재학생들의 협업 연구프로젝트 실시

- 학기당 최소 6회 이상의 스터디 활동을 통하여 융합연구주제, 졸업프로젝트 준비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정한 연구/스터디 주제에 대하여 융합심화학습 진행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이메일 공고 후 이메일 접수

이수시

혜택
결과보고서 심사를 통하여 스터디 운영비용 지급(팀별 최대 50만원)

문의처
자연과학캠퍼스 N센터 86422호 / 성균융합원 행정실 박현성 / 031-290-5705

홈페이지：www.sci-cube.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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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술고적답사

운영부서 한문교육과

운영목적
우리나라 한자문화권의 학술적 가치가 보존된 고적지를 견학함으로써 당대 문학가, 문

학작품, 역사 등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유도, 한문교육과 학생으로서의 역량 확대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계획한 일련의 고적지를 방문, 한자문화권 특성을 직접 파악 

- 현장에서의 한문학 작품 감상을 통해 보다 깊은 이해 시도

- 학술세미나를 통한 학문학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 역량 확대  

운영기간 3월 중(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 / 추후 상황에 따라 2학기 진행 고려)

대상학생 한문교육과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금년 답사 예정 지역

프로그램 

세부사항

- 일정에 따라 고적지 방문, 자유 관람 및 교수단에 의한 부가 설명을 통해 고적지 속

의 한자문화권의 보편성 및 특수성 파악, 학문학 작품 감상 등 학술적 활동을 내실 

있게 진행

- 2일차 야간 학술세미나에서 답사 간 체험 및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함양하는 시

간 함양

- 예비답사에서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사고에 유의

1일차 2일차 3일차

08:00 학교 출발

11:00 소수서원 

12:00 부석사         

13:00 점심식사

15:00 농암종택       

15:45 퇴계종택

16:30 도산서원 

18:00 숙소 도착 

저녁 식사

이후 휴식 

08:00 조식

10:00 숙소 출발

12:00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13:00 점심식사

14:00 연미사        

15:00 봉정사

16:30 하회마을

19:00 숙소 복귀 

저녁 식사

20:00 학술세미나

08:00 조식

09:00 숙소 출발

10:00 봉정사

14:00 학교 도착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 후 학과 사무실로 개별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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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한문교육과 탁본여행(拓本旅行)

운영부서 한문교육과 서예부

운영목적 옛 선조의 비석을 탁본함으로써 한문교육과 학생들의 전공역량 고취 및 교양함양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옛 선조들이 기록해놓은 비석들을 직접 탁본함으로써 그 비석이 지니는 한문학적 의

의를 고찰 

- 또한 탁본여행을 통해 비석에 새겨진 서체를 살펴봄으로써 서예에 관한 지식을 함양

운영기간 방학 중(7 ~ 8월 중) 1회

대상학생 한문교육과 학생 전체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 매년 상이함

- 2019년 기준, 이윤탁 한글 영비 모형비(노원구 소재 한글비 근린공원)에서 탁본했음

프로그램 

세부사항

- 방학 중, 한문교육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탁본여행 희망자 모집

- 탁본여행은 1박2일 일정으로 함

- 1일 차에는 탁본에 대한 기본 개념 소개 및 탁본할 비석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한 

학술세미나를 진행

- 2일 차에는 탁본할 비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비석을 탁본함

- 탁본 시, 비석의 훼손을 주의하며 뒷정리를 깔끔하게 한 후 해산

신청방법
- 탁본여행 3주 전, 서예부장에게 개별연락 

- 탁본여행 일정은 한문교육과 연락망을 통해 추후 공지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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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해외전문가 초청 특강 

운영부서 인공지능학과

운영목적
학계의 저명한 석학의 초청 및 교육, 공동연구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이 AI 연구에 대한 

이해도 증대 및 학습 의욕 고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해외 석학 초청 강좌를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글로벌 

첨단 기술 정보를 습득하며, 공동연구를 통하여 세계 수준의 기술 연구

운영기간 연 중 

대상학생 인공지능대학원생 및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0명 내외 

운영장소 학과에서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하계 / 동계 방학 중 혹은 필요시 학기 중 해외 전문가 및 연구자 초청 

-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실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선진교육 학습, 문제 

해결 및 프레젠테이션 등 해외 전문가를 멘토로 하여 학술연구 활동 수행 

신청방법 홈페이지 안내 게시 및 이메일 접수 

이수시

혜택

-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해외 진출 기회 마련 

- AI 관련 세계적인 기술 및 관련 노하우 습득

문의처
031-290-5828, 5929

홈페이지：ai.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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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부서 산학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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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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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이상 기업에서 현장실습 후 해당학기에 현장실습 교과목

으로 학점인정 받은 자(전공/교양 학점 모두 가능)

※ LINC+ 참여대학 학부생 3, 4학년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기업별 모집인원 상이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유형 내용 

팀 현장실습

기업 및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주제로 다양한 학과 학생이 팀을 구성하

여 일정기간동안 프로젝트 수행하는 문제해결형 현장실습

· 교원창업기업, 산학협력단 입주기업, 성균관대학교 가족회사,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소속 기업 등 참여

특화분야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실습프로그램

·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상공학해석(CAE), IoT, 스마트팩토리, 

3D프린딩, 바이오코스메틱, 문화예술미디어, 서비스융합디자인 

분야 운영 

직무교육연계

기업 수요기반 직무교육과정 개설 후 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 현장실습 

기회 제공

· 지식재산관리 및 활용 교육(특허분야) ANSYS교육 및 시험,

SolidWork, Unity, 3D제품디자인(Rhino), UX/UI디자인(2018년 운영)

  ※ 2019년 직무교육 2학기때 운영 예정

· 특허법인 12개 기업, 한국인프라, 앤시스코리아, 보부하이테크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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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해외기관과 연계한 현장실습 

· 미국, 독일, 일본, 베트남 등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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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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C+참여대학, 3, 4학년 재학생, 학점인정 받은 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

문의처 산학협력센터 2층 85245호 / 031-299-4447, 031-290-5401 



05

인성 및 교양





05. 인성 및 교양

2020 학･생･성･공･가･이･드  119

프로그램 가족사랑·인성함양 아이디어 PPT 공모전

운영부서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올바른 인성과 도덕의 실천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 즉 부모와 가족, 친구를 사랑하

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효(孝) 가족사랑·인성함양 아이디어 PPT 공모전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이 시대에 실천

할 수 있는 효와 인성함양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 제공

운영기간
1회 실시

(실행 시 학교 홈페이지 및 센터 홈페이지, SNS와 푸시알람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외국인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온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본교생이 자발적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인성함양 프로그램 또는 아이디어

- 대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가족사랑[효(孝)] 실천 방법, 아이디어, 프로그램

-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가족의 거리 좁히기’ 방안

- 인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이나 책자 등 아이템 제작 아이디어

- 공모전 제출작 중 15편 내외 작품을 심사·선전하여 Goods로 제작·배포

신청방법 프로그램 시행 시 chec@skku.edu 센터메일로 제출

이수시

혜택
주제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선별 후 상장 및 상금 수여

문의처
인사캠：호암관 50217A 성균인성교육센터 / 02-760-0165 ~ 6 / chec@skku.edu

홈페이지：https://chec.skku.edu/che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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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고전독서인증제

운영부서 인문학술정보팀

운영목적 학부생의 심화 고전독서 활동 장려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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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생에게 이를 인증해주는 고전독서 인증 프로그램으로 고전독서인증서는 인성품 취

득에 활용

운영기간 연중 상시 운영

대상학생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오거서 홈페이지：https://book.skku.edu

프로그램 

세부사항

1. 개요

  가. 소정의 고전을 독서하고 리뷰를 쓴 경우 학술정보관장이 독서인증서를 발급

  나. 인증서는 인성품 취득에 활용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독서문화를 조성

2. 인증서 발급 절차

  가. 독서리뷰 작성：성균고전 100선 중 5책 이상 독서 후 오거서 홈페이지에 독서리

뷰(1,600자 이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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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증서 신청：표절검사결과확인서 첨부, 인증신청 도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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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학술정보관장 명의 인증서 발급

3. 삼품 연계(재학 기간 중 1회 한정)

구 분 삼품 연계 분야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자기발전영역 20시간 혹은

창의분야 20시간 인정(선택가능)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창의분야 20시간 인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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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전독서인증 선택 → 독서리뷰 발행 → 독서인증서 페이지

→ 표절검사결과확인서 첨부 → 독서리뷰 선택 → 인증서 신청

이수시

혜택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자기발전영역 20시간 혹은 창의분야 20시간 인정(선택가능)

-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창의분야 20시간 인정

문의처 인문학술정보팀 오거서담당자 / 02-760-1207 / openbook@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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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글로벌 국토 대장정

운영부서 학생지원팀(총학생회)

운영목적
대자연속에서 도전정신과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 고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일주일 간 매일 20 ~ 30km 도보

- 약 10명 내외 국내·외 학생들과 소통

- 조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활동 

운영기간 하계 방학 중 진행(2020년은 실시 미정)

대상학생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50 ~ 70명

운영장소 모집 시 안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일 자 세 부 내 용 거리(버스)

7. 20. 전야제 발대식, 안전교육, 조단합대회 (102km)

7. 21. 1일차 평화누리길 No.12, 연천 신탄리역 24km

7. 22. 2일차 평화누리길 No.10/11 29km

7. 23. 3일차
평화누리길 No.9/10

(야간) 문화의 밤 프로그램
21km

7. 24. 4일차 평화누리길 No.7/8 28km

7. 25. 5일차 평화누리길 No.5/6, 일산호수공원 27km

7. 26. 6일차 평화누리길 No.2/3, 문수산성 23km

7. 27. 7일차

평화누리길 No.2/3, 대명항

임진각 방문(버스이동)

(야간) 해단식 진행

15km

7. 28. 8일차 숙소정리, 캠퍼스로 이동 (85km)

총 계 167km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또는 총학생회 페이스북 모집 공고 후 신청

이수시

혜택
비교과프로그램(글로벌국토대장정) 이수로 인정

문의처 02-760-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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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운영부서 기숙사행정실

운영목적 매 학기 초 기숙사 사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 발생시 소방안전 교육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1일차 오후 기숙사 도착, 호실 배정, 학교 및 기숙사 소개, 학술정보관 투어

- 1일차 저녁 식사 후 개별 가족별 자유 시간 및 캠퍼스 투어

- 2일차 아침 조식 후 퇴실 및 귀가

운영기간 매년 3월 및 9월 초·중순

대상학생 매 학기 양 캠퍼스 기숙사 입사 사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양 캠퍼스 기숙사생：총 0,000명

운영장소 양 캠퍼스 직영기숙사 건물 내·외곽

프로그램 

세부사항

-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시범

-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 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법 안내 및 체험

- 방연마스크(호실 내 출입문 근처 비치)

- 인근 소방서 연계 소방차 출동 

- 보안실 내 안내방송 테스트 시험

- 화재 수신기, 스프링클러 및 방화문 폐쇄 여부 등 확인

- 운영실 직원, 생활지도조교, 경비 및 시설 종업원 함께 참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이수시

혜택
참여시 상점 부여(벌점 차감 효과 병행)

문의처

인사캠：600주년기념관 1층 / 02-760-0162 / dorms@skku.edu

자과캠：신관A동 / 031-290-5190 / dorm@skku.edu 

홈페이지：dor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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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정기산행 

운영부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목적 시민의식역량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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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부터 계승되어온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공동체의식을 함양

운영기간 매년 5월 또는 10월 중 

대상학생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국내 명산 

프로그램 

세부사항

2019년 일정 예시 

- 일시：2019년 5월 17일(금)

- 장소：광교산

- 예상 일정

  ∙ 09:00 집결 

  ∙ 09:30 기숙사 신관 앞 출발 

  ∙ 10:30 등산시작  

  ∙ 15:00 하산 후 석식

  ∙ 17:00 귀가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개별 신청

이수시

혜택
성균프레시맨세미나 출석 인정

문의처
반도체시스템공학과행정실, 반도체관 2층 400213호

031-299-4902 / jisuh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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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균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부서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프로그

램운영을 위한 소정의 사회봉사장학금을 지급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기획 및 운영

- 장학금 지급을 통해 교내 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적극 지원

운영기간
매년 5월, 12월 공모(2020년 상반기는 진행 취소), 프로그램 진행은 하계, 동계 방학 

중 진행

대상학생
재학생(대표학생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

균이 2.0 이상인 재학생 (졸업예정자, 휴학생 제외))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연간 6팀 60명(변동가능)

운영장소 교외 봉사 기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명：안양의 집 보육원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 진행단체명：사람사랑(교내 봉사 동아리)

- 일정：보육원과 협의 중

- 프로그램 필요성：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들

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 사회성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프로그램 요약：보육원 아동과 안양 종합운동장 빙상장 방문, 스케이트 강습 진행 및 

눈썰매장 프로그램 운영, 석식 후 안양의 집으로 귀가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모집공고, 신청단체 대상 서류 및 대면 면접 진행

이수시

혜택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비성 장학금 지급

문의처 02-76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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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균색, 인성을 말하다

운영부서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1. 재학생들의 강의 균질화를 위한 중간고사 공동시험 개최함

2. 재학생 스스로가 성균색(成均色)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향성을 탐

색하게 함

3. 문질빈빈(文質彬彬)의 뜻을 풀이함으로써 성균인 보다 더 나아가 한나라의 지식인으

로서 책무와 실천 자세에 대해 고찰하게 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1. ｢성균색, 인성을 말하다｣ 기존 시행 방식 변형

2.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성영역 전체 분반이 오프라인 공동시험을 치르고 우수 답안 

시상식과 부대행사를 시행하였던 기존 방식을 쓸 수 없게 됨

3. I-Campus 등 온라인으로 주제와 세부 작성방법을 공지하고 ｢인성 에세이｣를 작성

하여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온라인 실시로 전환

4. 별도의 에세이 작성 양식을 만들어 참여자에게 제공

운영기간 학기당 1회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외국인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오프라인(2020년 1학기는 온라인 인성에세이 형식으로 진행 중)

프로그램 

세부사항

1. 대주제：예(禮) - 문질빈빈(文質彬彬) - 내용과 형식의 조화(주제는 매 학기 변경됨)

2. 참고사항

- 예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고전(논어 등)과 접목하여 서술

- 기타 교강사 재량에 따라 예(禮)와 관련한 에세이 주제 부여 가능

- 배점과 평가는 분반별 담당 교강사 재량에 따름

3. 실시일정

- 1학기：4월 초 ~ 5월 말

- 2학기：9월 초 ~ 10월 말 실시 예정

신청방법
- 교양필수 <성균논어>와 병행하여 시행. 수업담당 교수에 제출

- 자유 참여자는 성균인성교육센터 이메일로 제출(chec@skku.edu)

이수시

혜택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여. 상금과 상품 수여,

우수 작품(에세이) 모음집 발간

문의처
인사캠：호암관 50217A 성균인성교육센터 / 02-760-0165 ~ 6 / chec@skku.edu

홈페이지：https://chec.skku.edu/che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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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균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부서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인의예지 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인성교육 모델 확립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인성함양실천 프로그램：흥인, 돈의, 숭례, 홍지

운영기간 매 학기 중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외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019학년도 2학기 기준 315명(외국인 학생：163명)

운영장소 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흥인

  - 퇴계의 『자성록(自省綠)』을 본떠 학생 개인의 『자성록』을 제작하고 스스로 자아를 

성찰하고 삶을 돌아보며 '자성문(自省文)'을 작성하고 발표

2. 돈의

  - 본인의 현재 상태와 가족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수신(修身)과 제가(齊家)를 실천

3. 숭례

  - 숭례는 마음가짐, 몸가짐 등 일상적 예의를 습득하고 행함으로서 자신을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주위와 소통하려는 인성을 함양

4. 홍지

  - 홍지는 인성함양에 필요한 지적 사고력 및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고

※ 자세한 사항은 성균인성교육센터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이수시

혜택
인성품 1시간 인정

문의처
담당자：강보승 강사 / 02-760-0166

홈페이지：https://chec.skku.edu/che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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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기치인 시민의식 프로그램

운영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사회 문제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식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핵심역량 □ 글로벌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수기치인 시민의식 프로그램은 시민의식의 하위 요소인 비판적 사회참여의식, 윤리의

식, 차이존중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In Campus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 타인 이해, 문제 이해의 3가지 단계로 구성됨

- Out Campus 프로그램은 In Campus에서 배운 주제를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보는 

기회를 제공, 실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감뿐만 아니라 문제의식 또한 심화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1학기 중에는 온라인 강의와 재택 봉사활동으로 운영

운영기간 학기 중 8회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30명 내외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지하 1층 C-Studio, 자과캠 기초학문관 3층 창조존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분 세부 내용

In Campus 

프로그램

자기 이해 ․ 자신의 성격 및 감정에 대하여 깊이 있기 탐구

타인 이해
․ 자기 이해 단계를 통하여 발견한 자신의 성향과 타인

의 성향을 비교하는 경험

문제 이해
․ 해당 문제의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하여 문제의 본질

에 대하여 탐색

Out Campus 

프로그램

․ 국내외 탐방 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소개

․ 선배 챌린저의 활동 소개 및 멘토-멘티 구성

․ 팀 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Team Building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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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 GLS 비교과프로그램 신청 또는 google docs로 신청

이수시

혜택

- In Campus 프로그램：인성품 4시간

  ※ 20학번의 경우 창의품 8시간

- Out Campus 프로그램：인성품 최대 8시간

문의처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2층 202호

김부경 선임 연구원 / 02-740-1667 / bjko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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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특강)

운영부서 유학대학 양현재

운영목적 본교의 건학정신에 따라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할 수 있는 유학인의 양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1) 전공 및 외국어에 대한 특별강좌 실시

2) 유학자료실 및 서예실 운영

3) 임간수업

운영기간 매 학기 개강일 ~ 종강일(종강일 다음날 하계 / 동계 임간수업 실시)

대상학생 유학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양현재 강좌 수강 및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유학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학기당 60 ~ 70여명 수강)

운영장소 교내 및 외부(임간수업)

프로그램 

세부사항

- 1학기 개강일 ~ 종강일(종강일 다음날 3박4일 일정으로 학교 외부에서 하계 임간수업 

실시) / 2학기 개강일 ~ 종강일(종강일 다음날 2박 3일 일정으로 학교 내부에서 동계 

임간수업 실시)

- 오프라인 강의와 행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온라인에서는 다음 카페를 운영함

2020년 1학기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webex를 통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함

- HSK입문/심화, 논어, 맹자, 대학, 장자, 성리학원전강독, 고전입문, 전공중국어강독, 

전공영어강독, 서예(총 11개) 특별강좌 개설

신청방법
매 학기 개강 전 양현재 사무실에서 수강신청 후 참여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강신청 실시)

이수시

혜택

- 매 학기 학과성적과 양현재 특별강좌 성적 등을 종합하여 장학생 선발 

- 장학금은 기준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

학 중에 연속하여 받을 수 있는 계속지급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퇴계인문관 31510호 양현재 / 02-760-1320(재감) / 02-760-1226(TA)

홈페이지：http://cafe.daum.net/skkuyhj (DAUM 양현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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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오거서 장학금

운영부서 인문학술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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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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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년도말 심사 후 장학금 지급

운영기간 2020년 3월 ~ 21년 2월

대상학생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중인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0명

운영장소 오거서 홈페이지：https://book.skku.edu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수혜 대상：2020년도 2학기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

2. 제외 대상

  가. 2020학년도 2학기 현재 휴학생

  나. 2019학년도 오거서 장학생 선발자

  다. 인터넷 게시물 표절, 인용 논문 출처 미표기자 등

  라. 장학금지급규정 제4조(장학금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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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재한 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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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필수도서：“성균고전 100선”에서 4편 이상

  다. 선택도서：본인 희망도서 8편 이상(양서 권장)

4. 심사 및 선발 절차

  가. 표절 검사：CopyKille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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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거서 장학생 선발：독서리뷰 평균평점 상위자 선발(20명)

5. 세부 일정

독서리뷰 제출 기간 2020. 3. 9. ~ 2020. 12. 31.

독서리뷰 심사 기간 1. 1. ~ 1. 31.

오거서 장학생 발표 1. 25. 예정

오거서 장학금 수여식 2021년 2월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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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쓰기 → 오거서장학금 선택 → 독서리뷰 발행

이수시

혜택
오거서 장학생 선발 시 1인당 장학금 500,000원 지급

문의처 인문학술정보팀 오거서담당자 / 02-760-1207 / openbook@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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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월드프렌즈 해외봉사프로그램(단기/중기)

운영부서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국외 봉사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 배양과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며 차세대 글

로벌 리더 양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해외 지역을 방문하여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등을 진행

운영기간

- 단기：매년 4월, 11월 모집

- 중기：매년 5월 모집(2020년 상반기는 진행 취소) 

- 각 프로그램 진행일정은 모집 공고 참고

대상학생
재학생(신청일 기준 졸업학기자, 졸업유예자, 휴학생, 수료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지원불가)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단기：학기별 3명 / 중기：제한 없음

운영장소 모집 시 안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사업목적

  - 국외 봉사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 배양과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 대학의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위상 및 이미지 제고

2. 국내활동

  - 파견국가 및 활동소개

  - 국제개발협력과 ODA 이해 교육, 해외 봉사단 청렴 실천 윤리 교육

  - 해외 봉사단 단원과 인권 교육, 성 인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3. 현지활동

  - 교육봉사(과학, 미술, 보건, IT), 노력봉사(벽화, 도색), 문화교류(k-pop, 태권도) 등 

진행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모집공고

- http://kucss.or.kr  → 회원가입 → “활동참여”메뉴 → “청년봉사단(해외단기)” → “0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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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시

혜택

- 봉사시간 및 프로그램 수료증

- 최종 파견 확정자는 대학 부담금 지급

문의처 02-76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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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유학대학 순성놀이

(COVID-19 유행으로 인하여 2020-1학기 행사 취소)

운영부서 유학대학

운영목적 유학대학 학생 및 구성원의 상호교류 증진 및 외국인 학생의 정착과 교내 소통 증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러 상경한 선비들이 도성을 도며 급제를 빌었던 풍습인 순성놀

이에서 출발해, 유학대학에서는 선비들의 얼을 이어 매 학기 순성놀이를 진행하고 있음

운영기간 매 학기 중 하루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및 유학대학원 소속 학부, 대학원생 전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소수 인원(선착순)

운영장소 교외(19학년도 1학기：한양도성, 2학기：수원화성)

프로그램 

세부사항

- 5월(2019학년도 1학기), 11월(2019학년도 1학기)에 진행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로 미실시)

- 한양도성 (2019학년도 1학기), 수원화성(2019학년도 2학기)에서 진행

- 기타：참가비 무료, 점심식사 및 간식 제공, 기념품 증정 등

- 세부일정 (2019학년도 2학기 기준)

시간 진행 장소

08:00 집합 600주년기념관 맞은편

08:30 출발 인사캠 → 수원화성

09:30 ~ 12:30 순성 수원화성 창룡문 하차, 기념사진 촬영, 성곽길 탐방(*) 

12:30 ~ 14:00 오찬 본가갈비(돼지갈비, 수원화성박물관 맞은편)

14:00 ~ 15:30 융건릉 버스이동

15:30 종료 수원 → 인사캠(지지대쉼터 경유)

※ 경로：창룡문(①)-장안문(②)-화서문(③)-수원화성행궁 앞(④)-행궁 앞 무예 공연 관람

-정조대왕 동상(⑤)-서장대(⑥)-팔달문(⑦)

신청방법 양현재 카페에 공지된 링크를 통해 신청

이수시

혜택
점심식사 및 간식 제공, 기념품 증정

문의처
양현재 31510호 / 02-760-1226

홈페이지：http://cafe.daum.net/skkuyhj/XsQ2/207?svc=cafe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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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돈의

운영부서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 인의예지(仁義禮智)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인성교육 모델 확립

-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천적, 행위적 측면 제고

- 스펙과 학업에 지친 대학생에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심리적 안정의 기회 

제공

- 인성품 부여 등 재학생의 비교과 영역 이수 위한 프로그램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돈의(敦義)

- 내면의 「의」를 자각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프로그램

- 자신의 취향, 목표, 취미, 재능을 고려하여 「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직

접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실행(팀별 참여 또는 개별 참여가능)

- 우수 활동 팀 시상 및 전체 활동 팀에 수료증 발급

- 실천 분야(예시)：빈곤문제, 아동, 정치, 통일, 교육, 법, 언론, 환경, 동물, 성소수자, 

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의」의 실천 또는 확산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강의 계설예정(향후 오프라인으로 전환 가능)

운영기간 학기당 2 ~ 3회(향후변경가능)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외국인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프로그램당 3 ~ 40명

운영장소 인사캠/자과캠 (프로그램별 장소 안내문자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프로그램 운영방법 날짜

흥인(興仁) 온라인

학기당 2 ~ 3회
돈의(敦義)

향후 온라인 전환

시행 예정
숭례(崇禮)

홍지(弘智)

신청방법 GLS 접속 → 비교과영역 → 수강신청 → 인성함양실천 프로그램(돈의) 선택 → 신청

이수시

혜택

- 20학번 FYE세미나 점수부여

- 19학번 이상 자기발전영역시간 2시간 부여

문의처
인사캠：호암관 50217A / 02-760-0165 ~ 6 / chec@skku.edu 

홈페이지：https://chec.skku.edu/che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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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숭례

운영부서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 인의예지(仁義禮智)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인성교육 모델 확립

-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천적, 행위적 측면 제고

- 스펙과 학업에 지친 대학생에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심리적

  안정의 기회 제공

- 인성품 부여 등 재학생의 비교과 영역 이수 위한 프로그램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숭례(崇禮)

- 대학생에게 필요한 에티켓을 배우고 실습하는 프로그램

- 음주방법, 남녀·상하·직장예절, 다도, 한복입기 등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예절 실습

- 실제 유생복을 입고 술(차)마시기, 인사법 등을 실습하고 현대적 예절의 의미 발견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강의 개설예정(향후 오프라인으로 전환 가능)

운영기간 학기당 2 ~ 3회(향후 변경가능)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외국인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프로그램당 3 ~ 40명

운영장소 인사캠/자과캠 (프로그램별 장소 안내문자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프로그램 운영방법 날짜

흥인(興仁) 온라인

학기당 2 ~ 3회
돈의(敦義)

향후 온라인 전환

시행 예정
숭례(崇禮)

홍지(弘智)

신청방법 GLS 접속 → 비교과영역 → 수강신청 → 인성함양실천 프로그램(숭례) 선택 → 신청

이수시

혜택

- 20학번 FYE세미나 점수부여

- 19학번 이상 자기발전영역시간 2시간 부여

문의처
인사캠：호암관 50217A / 02-760-0165 ~ 6 / chec@skku.edu 

홈페이지：https://chec.skku.edu/che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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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홍지

운영부서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 인의예지(仁義禮智)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인성교육 모델 확립

-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천적, 행위적 측면 제고

- 스펙과 학업에 지친 대학생에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심리적 안정의 기회 

제공

- 인성품 부여 등 재학생의 비교과 영역 이수 위한 프로그램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홍지(弘智)

- 소책자를 만들며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의 자신을 그리는 프로그램 

- 한지를 접고 실과 바늘로 묶는 전통적 책 만들기 방식을 사용한 「자성록」 제작

- 생각을 차분히 하고 색다른 경험을 통한 내면의 힘 재충전, 좌우명 정하기 등으로 미

래 자신을 계획, 자성문을 통한 지혜로운 삶의 발견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강의 개설예정(향후 오프라인으로 전환 가능)

운영기간 학기당 2 ~ 3회(향후변경가능)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외국인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프로그램당 3 ~ 40명

운영장소 인사캠 / 자과캠 (프로그램별 장소 안내문자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프로그램 운영방법 날짜

흥인(興仁) 온라인

학기당 2 ~ 3회
돈의(敦義)

향후 온라인 전환

시행 예정
숭례(崇禮)

홍지(弘智)

신청방법 GLS 접속 → 비교과영역 → 수강신청 → 인성함양실천 프로그램(홍지) 선택 → 신청

이수시

혜택

- 20학번 FYE세미나 점수부여

- 19학번 이상 자기발전영역시간 2시간 부여

문의처
인사캠：호암관 50217A / 02-760-0165 ~ 6 / chec@skku.edu 

홈페이지：https://chec.skku.edu/che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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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흥인

운영부서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 인의예지(仁義禮智)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인성교육 모델 확립

-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천적, 행위적 측면 제고

- 스펙과 학업에 지친 대학생에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심리적 안정의 기회 

제공

- 인성품 부여 등 재학생의 비교과 영역 이수 위한 프로그램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흥인(興仁)

- 채워 넣는 공부가 아닌 「비우고 내려놓는 공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 누워서 쉬기：몸과 마음을 쉬고 이완하기

- 앉아서 바라보기：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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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atime：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과 공감하기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강의 시행(향후 오프라인으로 전환 가능)

운영기간 학기당 2 ~ 3회(향후 변경가능)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외국인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프로그램당 3 ~ 40명

운영장소 인사캠/자과캠 (프로그램별 장소 안내문자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프로그램 운영방법 날짜

흥인(興仁) 온라인

학기당 2 ~ 3회
돈의(敦義)

향후 온라인 전환

시행 예정
숭례(崇禮)

홍지(弘智)

신청방법 GLS 접속 → 비교과영역 → 수강신청 → 인성함양실천 프로그램(흥인) 선택 → 신청

이수시

혜택

- 20학번 FYE세미나 점수부여

- 19학번 이상 자기발전영역시간 2시간 부여

문의처
인사캠：호암관 50217A / 02-760-0165 ~ 6 / chec@skku.edu 

홈페이지：https://chec.skku.edu/che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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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장정 프로그램

운영부서 중국대학원(SKK GSC)

운영목적
미래 중국과 아시아의 경제중심지역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新실크로드 지역의 역사, 문화

와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중국비즈니스 전문가로서 필요한 호연지기(浩然之氣)의 육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중국대학원의 비전 및 인재상인 ‘China Business Leader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미

래 중국·아시아 경제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新실크로드 지역을 직접 

답사·체험함으로써 중국 전문성 및 통찰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서안(西安) ~ 우루무치(乌鲁木齐) 구간을 완주

했으며, 향후 새로운 구간 개발 또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편 예정임

운영기간 연 1회(통상 매년 가을 시행)

대상학생 중국대학원 주중과정 및 주말과정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중국 현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중국을 직접 체험하고 비즈니스 전문가로서의 통찰력 배

양을 위해 중국 현지를 답사(약 일주일 소요)

- 내부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계획(장소, 일정, 활동 등)을 확정하고, 학생 공지 및 신청

접수 시행(온라인 접수)- 2016 ~ 2019년 4개년에 걸쳐 서안(西安)~우루무치(乌鲁木

齐) 구간을 완주했으며, 향후 새로운 구간 개발 또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편 예정임

※ 단, 전 세계 COVID-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2020년 프로그램 시행 여부는 미정

신청방법 중국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후 이메일 신청접수

이수시

혜택

중국 경영학도로서의 對중국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으며, 중국대학원 재학생 전원 참가

를 원칙으로 함

※ 이수 시 전공학점 1학점(P/F) 인정여부 검토 중

문의처
인사캠 국제관 3층 90343호 / 02-740-1542 ~ 5 / skkgsc@skku.edu 

홈페이지：http://gsc.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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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하계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부서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 농촌지역 봉사활동을 통한 협동심 계발, 재학생 인성교육 강화

-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농촌 일손돕기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농협지부 협조를 통하여 각 농촌 마을에 10 ~ 20명의 성균관대 재학생을 파견

- 마을회관에서 5박 6일 동안 직접 취사하며 농촌 일손 돕기 진행

(감자 수확, 포도순 정리, 콩심기 등 마을별 활동 내역 상이)

운영기간 6월 마지막 주(5박 6일), 2020년 진행 취소

대상학생 학부생(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약 220 ~ 240명

운영장소 충북 충주시, 경북 상주시

프로그램 

세부사항

- 농협지부 협조를 통해 일손이 필요하고, 마을회관에서 숙식이 가능한 농촌 마을들을 

섭외(약 15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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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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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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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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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시

혜택
비교과프로그램(농촌봉사활동) 이수 인정

문의처 031-29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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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운영부서 학생성공센터

운영목적 학생성공 마인드 확산 및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 모델 구축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교내 외 활동을 통해 성균관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수기치인을 실천한 학생들의 성공스

토리를 찾아 공유

- 자기추천(나의 학생성공스토리 응모), 타인추천(내가 친구의 학생성공스토리 응모) 방

식으로 운영

운영기간 2020년 8월 ~ 9월

대상학생
2020학년도 2학기 성균관대 학부 및 대학원 한국인 재학생

(한국인 학생 트랙 / 외국인 학생 트랙)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최종 우수 학생 선발：한국인 학생 10명 내외 / 외국인 학생 2명 내외

※지원 현황 및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운영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공모 주제：

대학(원)생활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고자 노력했던 나의 학생성공스토리 혹은 친구의 학생성공스토리

 · 2020학년도 1학기에 진행된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였고, 이 기간 동안 도전하고 성

취한 것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 

 · 교과·비교과 활동을 통해 공익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 스토리(연구, 발명, 특허, 봉사 등) 

 ·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꿈과 희망을 찾고 도전한 스토리

- 주요 일정 및 내용

일  정 추진 내용 비고

2020. 8. 3.(월) ~ 8. 14.(금) 공모 접수

2020. 8. 19.(수) ~ 8. 26.(수) 1차 서류심사

2020. 8. 28.(금)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0. 9. 7.(월) ~ 9. 10.(목) 2차 PT종합심사
오프라인 운영(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

2020. 9. 18.(금) 최종 결과 발표

2020. 9. 23.(수) 시상식 오프라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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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학생성공센터 이메일(stusuccess@skku.edu)로 제출

- 공모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빙서류 제출

이수시

혜택

- 장학금 50만원 및 학생성공인재상 상장 수여

- 최종 수상자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수기집 저자로 참여

- 최종 수상자 학생성공스토리 특강 연사로 참여

- 수상자 중 선별하여 President’s List 후보로 추천(학부생) 

문의처
02-740-1768 / stusuccess@skku.edu 

홈페이지：https://success.skku.edu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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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술정보관 작가 프로젝트

운영부서 자연학술정보팀

운영목적
재정립된 성균핵심역량(SKKU Pentagon) 배양을 위한 청년X인생도서관 책쓰기 프로그

램 운영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생들이 ‘질문하는 삶’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여 

책 출판

운영기간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30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운영장소 삼성학술정보관, 중앙학술정보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시기：2020년 10월 26일 ~ 12월 4일

- 운영방법：오프라인

- 세부내용

  ∙ 책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10명이 1팀이 되어 책 출판

  ∙ 주당 1회씩 총 6회 강의 진행

  ∙ 커리큘럼은 ‘글쓰기 강의’, ‘글쓰기 연습’, ‘1:1 피드백’ 등으로 구성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로 신청

이수시

혜택

- 본인이 저자인 책을 출판하여 학술정보관 비치 및 네이버 책에서 검색 가능

- 글쓰기 실력 향상을 통한 학습 및 취업 활동에 도움

- 글쓰기 과정을 통한 자아정체성 확립 및 자아실현

문의처
삼성학술정보관 7층 480712호

홈페이지：https://lib.skku.edu/suwon/#/bbs/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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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한국장학재단 멘토링프로그램

운영부서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방학기간 중 교육소외지역을 방문하여 재능봉사(멘토링) 진행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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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부여, 진로상담 등의 멘토링을 진행 

운영기간
매년 5월, 12월 공모(2020년 상반기는 진행 취소), 프로그램 진행은 하계, 동계 방학 

중 진행

대상학생 재학생(휴학생 가능)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연간 5팀 50명(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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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팀 5∼10명으로 활동, 멘토링 기간은 4∼5일이며 숙박 포함

- 다문화, 탈북자 학생 대상, 읍면단위 기관 선택 시 가점 있음

- 사전보고서 및 사후보고서 제출 필수

- 지원사항：활동완료 멘토 1인당 35만원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모집공고, 신청단체 대상 서류 및 대면 면접 진행

이수시

혜택

- 봉사시간 및 프로그램 수료증(한국장학재단 발급)

-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비

문의처 02-76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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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반도체시스템공학과 SW 학업장려금 

운영부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목적
1.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의 SW직군 지원 의지 함양 

2. SW직군 합격률 제고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삼성전자에서 실시하는 SW검정 합격자에 대한 학업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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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학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

1) 삼성전자 대여장학생

2) 직전학기까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검정시험에 합격한 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추진방향

  1) SW 인력 양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격요건 설정

  2) 시행 성과(SW직군 지원/합격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지급금액의 규모를 매

학기 유연하게 조정 예정

2. 지급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학생

  1) 삼성전자 대여장학생

  2) 직전학기까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검정시험에 합격한 학생

3. 지급금액：1,500,000원/명

4. 집행방법

  1) 지급방법：장학금 지급 방식

  2) 지급시기：매학기 지급대상자 선정 후 학기말 일괄 지급

5. 시행시기：2018년 2학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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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시

혜택
장학금 지급

문의처 반도체관 2층 400213호 / 031-299-4902 / jisuhn@skku.edu



146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프로그램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생활비 지원 장학금

운영부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목적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의 생활 안정을 통한 학업 성취도 고양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생계곤란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에게 장려금 지급 

운영기간 매학기 지급대상자 선정 후 학기 중 지급

대상학생
생계곤란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

프로그램 

세부사항

가. 목적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의 생활 안정을 통한 학업 성취도 고양

나. 신청자격

생계곤란 등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

⦁지난 학기 수혜자 / 타 장학금 수혜자도 신청 가능

⦁수혜가능 여부는 면담을 통해 결정

다. 선발절차

  1) 학생 신청서 접수

  2)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장학생 선발위원회(김소영, 전정훈, 한태희) 서류 심사

  3) 학과장 면담

  4) 수혜자 선정

라. 지원금액 및 추천인원：학기별 상이

신청방법

서류 제출 

1) 생활비 지원 장학금 신청서

2) 사유서 (자유롭게 작성)

3) 성적 증명서 (스캔하여 신청서에 삽입)

이수시

혜택
-

문의처
반도체시스템공학과행정실, 반도체관 2층 4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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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부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목적
1. 교내·외 특성화학과 급증에 대비한 입시 경쟁력 강화

2.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 고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학업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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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학생

아래 두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반도체시스템공학과 1 ~ 2학년 재학생

2)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4.0 이상을 

취득한 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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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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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급방법：장학금 지급 방식

  - 학생처 학생지원팀에 매학기 장학금 총 지급액 이관한 후 학생지원팀에서 집행

신청방법 신청 절차 없이 학과 행정실에서 대상자 선발

이수시

혜택
장학금 지급

문의처
반도체관 2층 400213호

031-299-4902 / jisuh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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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장학)

운영부서 유학대학 양현재

운영목적
본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유학이념을 학문적으로 심화시키고 실천적으로 천명함

으로써 민족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유학인의 양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장학금 지급(내규와 시행세칙에 따라 반액 또는 전액 장학생 선발)

운영기간 매 학기 개강일 ~ 종강일(종강일 다음날 하계 / 동계 임간수업 실시)

대상학생 유학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33명 내외

운영장소 교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 매 학기 종강과 임간수업 실시 이후 학과성적과 양현재 특별강좌 성적을 종합하여 장

학생을 선발함

- 오프라인 강의와 행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온라인에서는 다음 카페를 운영함

2020년 1학기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webex를 통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함

- 유학동양학과(학부) 대학원 유학과, 한국철학과(석사과정), 동양철학과 재학생 중 양현

재 강좌에 참여하여 소정의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에게 양현재 지도위원회 심사를 거

쳐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

신청방법
매 학기 개강 전 양현재 사무실에서 수강신청 후 참여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강신청 실시)

이수시

혜택

- 매 학기 학과성적과 양현재 특별강좌 성적 등을 종합하여 장학생 선발

- 장학금은 기준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

학 중에 연속하여 받을 수 있는 계속지급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퇴계인문관 31510호 양현재 / 02-760-1320(재감) / 02-760-1226(TA)

홈페이지：http://cafe.daum.net/skkuyhj (DAUM 양현재 카페)



06. 장학

2020 학･생･성･공･가･이･드  149

프로그램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특강)

운영부서 유학대학 양현재

운영목적 본교의 건학정신에 따라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할 수 있는 유학인의 양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1) 전공 및 외국어에 대한 특별강좌 실시

2) 유학자료실 및 서예실 운영

3) 임간수업

운영기간 매 학기 개강일 ~ 종강일(종강일 다음날 하계 / 동계 임간수업 실시)

대상학생 유학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양현재 강좌 수강 및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유학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학기당 60 ~ 70여명 수강)

운영장소 교내 및 외부(임간수업)

프로그램 

세부사항

- 1학기 개강일 ~ 종강일(종강일 다음날 3박4일 일정으로 학교 외부에서 하계 임간수업 

실시) / 2학기 개강일 ~ 종강일(종강일 다음날 2박 3일 일정으로 학교 내부에서 동계 

임간수업 실시)

- 오프라인 강의와 행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온라인에서는 다음 카페를 운영함 

2020년 1학기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webex를 통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함

- HSK입문 / 심화, 논어, 맹자, 대학, 장자, 성리학원전강독, 고전입문, 전공중국어강독, 

전공영어강독, 서예(총 11개) 특별강좌 개설

신청방법
매 학기 개강 전 양현재 사무실에서 수강신청 후 참여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강신청 실시)

이수시

혜택

- 매 학기 학과성적과 양현재 특별강좌 성적 등을 종합하여 장학생 선발

- 장학금은 기준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

학 중에 연속하여 받을 수 있는 계속지급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퇴계인문관 31510호 양현재 / 02-760-1320(재감) / 02-760-1226(TA)

홈페이지：http://cafe.daum.net/skkuyhj (DAUM 양현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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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오거서 장학금

운영부서 인문학술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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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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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년도말 심사 후 장학금 지급

운영기간 2020년 3월 ~ 21년 2월

대상학생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중인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0명

운영장소 오거서 홈페이지(https://book.skku.edu)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수혜 대상：2020년도 2학기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

2. 제외 대상

  가. 2020학년도 2학기 현재 휴학생

  나. 2019학년도 오거서 장학생 선발자

  다. 인터넷 게시물 표절, 인용 논문 출처 미표기자 등

  라. 장학금지급규정 제4조(장학금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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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재한 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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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필수도서：“성균고전 100선”에서 4편 이상

  다. 선택도서：본인 희망도서 8편 이상(양서 권장)

4. 심사 및 선발 절차

  가. 표절 검사：CopyKille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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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거서 장학생 선발：독서리뷰 평균평점 상위자 선발(20명)

5. 세부 일정

독서리뷰 제출 기간 2020. 3. 9. ~ 2020. 12. 31.

독서리뷰 심사 기간 1. 1. ~ 1. 31.

오거서 장학생 발표 1. 25. 예정

오거서 장학금 수여식 2021년 2월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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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서장학금 선택 → 독서리뷰 발행

이수시

혜택
오거서 장학생 선발 시 1인당 장학금 500,000원 지급

문의처 오거서담당자 / 02-760-1207 / openbook@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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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Service Learning：성균인성나눔 프로그램

운영부서 성균인성교육센터

운영목적

1.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의 장을 제공하

고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실천 속에 학생성공의 계기 마련

2.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과 봉사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 주도의 봉사활

동을 시행하여 본교 교육이념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

3. 본교 재학생과 본 센터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인

성 함양을 도움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1. 지역사회복지기관(지역아동센터)과 연계하여 재학생 봉사활동 실시

  - 매주 또는 격주로 본교 인근 사회복지기관(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봉사활동

(멘토링) 실시

  - 일회성, 단기성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봉사활동으로 재학생의 

인성함양과 사회복지기관 소속 아동․청소년의 인성함양․학력향상에 실질적 기여

2. 재학생 봉사단 구성 및 봉사활동 시행 회의 실시

  - 본교 재학생 봉사단 구성：30명 내외의 봉사단 구성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 기

획·시행

  - 매월 1 ~ 2회의 봉사활동 기획회의 진행

  - 본교 인근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수립

3. Supervisor(지도교수)를 구성하여 재학생 봉사단 지도 및 인솔

  - 학부대학 인성영역 초빙교수 5 ~ 6인으로 Supervisor구성, 봉사단 지도

4.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청소년 초청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 수원 및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소속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초청

  - 시행 내용：예절교육, 대학탐방, 문묘(성균관) 탐방, 본교 역사 탐방, 진로 탐색 등

운영기간 연중 실시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외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온/오프라인(오프라인 시 성균논어 강의 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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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세부사항

- 지역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성멘토링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멘토링 전환 모색

∙ 매주 수원 지역 14개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진행

∙ 1:1 학습지도, 진도상담, 인문 고전 스터디, 인성함양 활동 등

신청방법 성균인성교육센터로 문의

이수시

혜택

- 교외 봉사활동 시간 부여

- 봉사활동 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보람 있는 대학 생활

- 외부 사회복지 기관과 연계하여 인성교육 및 멘토링 멘토로 활동

문의처
인사캠：호암관 50217A / 02-760-0165 ~ 6 / chec@skku.edu

홈페이지：https://chec.skku.edu/che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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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5대궁 AR 창업프로젝트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4차산업의 발전으로 AR을 통한 관광 콘텐츠 접목이 늘어나면서 5대궁을 테마로 AR기

술 콘텐츠 구현과 기술이해 등의 심층교육 진행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AR분야 전문가와 1:1멘토링을 통해 기술이해와 구현의 과정에 대한 심층 교육 제공

- 콘텐츠 제작을 위해 5대 궁의 역사, 중요 이벤트 등에 대한 전문가의 코칭 지원

운영기간 2020년 9월 ~ 12월(연 1회)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명 내외

운영장소 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AR전문가 집중심화교육

  1) 정규 교과목 운영：2020년 하반기 정규 교과목 운영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의 수

강 지원 

  2) AR분야의 창업기업으로서의 육성 및 기회 제공

  3) 종로 자치구와 협업하여 5대궁 AR 콘텐츠 적용 가능한 곳의 섭외를 통해 관광객

들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 역사전문가 콘텐츠 교육

  1) 정교 교과목 운영：2020년 하반기 정규 교과목 운영

  2)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역사 지식 함양을 위한 고급 교육 제공

  3) 성균관의 문화유산 등의 홍보 등 종로구 내 역사문화재 기반 활용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또는 QR코드로 신청

이수시

혜택

- 4차산업에 대한 기술이해 및 관광 콘텐츠 분야의 창의융합 사고력 증대

- 사전 역사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역사 지식의 함양 효과 기대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07호 / 02-740-1733 / iamstartup@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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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ART창업하자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연기예술 분야의 창업을 위한 정보와 교육 제공, 실전 훈련 등을 통한 스타트업 준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연기예술 분야의 예술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연기예술 공연관람의 문화혜택 제공

운영기간 상, 하반기 각 1회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프로그램 당 5명 내외, 총 10명 내외

운영장소 성연아트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상, 하반기 공연 기획 및 제작 등의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선발

- 예술대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기, 예술 공연 창업활동비 지원

- 지역주민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관람객들의 공연 관람 연계운영

기간 구분

6 ~ 7월 상반기 공연기획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9 ~ 11월 하반기 공연기획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이메일 신청

이수시

혜택

- 작품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 연기, 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창업증진

- 클러스터 인근 대학과의 공연장 쉐어 등을 통한 창작 네트워킹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5 / tktj7288@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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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DMC 미디어창업 AtoZ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기존의 역사·문화·미디어 등의 서비스 제공 틀에서 벗어나 4차산업 분야의 접목으로 새로

운 직업과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여건을 마련함으로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상암동 DMC 체험 지원,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콘텐츠 경연대회 등으로 1인 미디어 창

업 역량 강화 

운영기간 2020년 6월 ~ 11월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6 ~ 10명

운영장소 DMC, 서울산업진흥원(SBA) 내 교육장 등

프로그램 

세부사항

- 모집 및 선발：MOU체결한 상암동 DMC와 협업을 통해 방송·미디어분야의 창업희망

자 모집하고 창업 계획이 있는 자를 선발

- 교육：DMC 인프라 및 서울sba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장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진행(서울sba와 MOU체결)

- 운영：콘텐츠 경연대회 및 공모전 등의 개최를 통해 창업 성공을 위한 발판 마련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멘토링 연계

구분 프로그램 일정 비고

1 기획·협의 및 모집, 선발 20. 6.
상암DMC 서울sba와 협업, 미디어 제작

지원 기획 및 구상, 선발

2 1인크리에이터 육성
20. 7. ~ 11.

(5개월)

1인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

3 창업지원 및 인큐베이팅 창업지원

4 공모전(또는 경진대회) 시상금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단 블로그 등을 통해 안내한 URL로 신청

이수시

혜택

- 경진대회를 거쳐 1인 미디어 창작그룹 크리에이티브 포스 멤버 발탁 특전

(교육, 멘토링, 중소기업 매칭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 등 지원)

- 이수기간 내 1인미디어 스튜디오 및 장비 지원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2 / vitaminabc@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158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프로그램 SKKU-체인저스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지역사회기관과 연계를 통해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 역

량 증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팀프로젝트 교육진행 

  ∙ 지역의 현재 및 미래 상황을 고려한 지역문제 발굴 

  ∙ 실제 적용가능하고 창의적인 해결법을 탐구하고 제시하는데 필요한 문제해결 툴

(Tool) 사용 

  ∙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기법을 활용한 실질적인 지역의제 발굴  및 해결방

안 모색 

- 지역 사회구조 문제점 파악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캠퍼스타운 프로그램에 반영

운영기간 2020년 7월 ~ 10월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최대 30명

운영장소 킹고스타트업스페이스 등

프로그램 

세부사항

- 모집 및 선발：2020년 7월 ~ 10월 지역사회 시민과 교내학생 30명 

- 운영：① 팀프로젝트 진행으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

로그램 ② 1일 3시간 총 8회(24H)로 구성 

- 커리큘럼：지역사회 비즈니스의 이해, 지역사회 비즈니스  수요자 분석, 이슈분석, 아

이디어 발굴 및 적용 등

- 지원：① 사무관리비(강사비) 및 프로그램 행사비 등 지원 ②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문

제해결에 관심 있는 학생 모집 

- 후속조치：지역사회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다음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함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단 블로그 등을 통해 안내한 URL로 신청

이수시

혜택

-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봄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 지역사회기반 참여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창의적,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도모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2 / vitaminabc@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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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공연·아트·미술분야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다양한 공연 예술 미술전시 등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술문화 활성화 추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기성예술가와 대학생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장르의 예술이 함께 만나는 

문화융합프로젝트 진행 

운영기간 2020년 6월 ~ 10월 

대상학생 예술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대학생 및 일반인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총 20명 내외 

운영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연 등 

프로그램 

세부사항

운영시기 참여대상 분야

2020. 6 ~ 10 예술인 및 예술예생 공연·문학·미술·사진 등

- 종로구 문화재단 및 서울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진행

- 예술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관련 프로젝트 경험과 일자리 경험 추구

- 지자체 및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발

표회 진행 (대학로 마로니에광장등)

- 세부일정 (향후 변경가능)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단 블로그 등을 통해 안내한 URL로 신청

이수시

혜택
청년창업지원 및 문화예술 생태계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2 / vitaminabc@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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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꾸미자 주얼리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종로구 내 자리 잡고 있는 예술산업분야인 주얼리의 강점을 살려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

므로 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주얼리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고 계획하는 예비창업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방법

을 모색 중인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다각도의 지원을 진행하며 실제 판매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므로써 고객검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운영기간 연 1회 

대상학생
독특한 컨셉이나 철학을 보유하고 있는 주얼리분야 예비창업

자 및 기창업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총 15개팀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및 서울주얼리지원센터 

프로그램 

세부사항

- 공개 모집을 통해 서면평가(1차) 발표평가(2차)를 통해 최종 선발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협업 진행

- 세부일정(향후 변경가능) 

일정 운영방법 세부내용

6월 온/오프라인 · 주얼리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모집 및 선발 

7 ~ 8월 오프라인
· 개인(팀)의 컬렉션 제작 완료 및 멘토링 

· 작품 포트폴리오 촬영 

9 ~ 10월 온/오프라인 · 홍보영상 촬영 및 기획전 

신청방법 캠퍼스타운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이수시

혜택

- 주얼리 전시지원 및 판매를 위한 유통지원 

- 서울시 캠퍼스타운 창업페스티벌 전시지원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 02-740-1734 / jkhan1117@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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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모이자광장 함께하자통인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대형 유통자본에 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동의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종로구 내 재래시장인 광장시장과 통인시장의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 광장시장의 먹거리 외 한복 및 구제패션 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 통인시장 효율적인 공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기획  

운영기간 연 1회 

대상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명 이내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및 광장·통인시장

프로그램 

세부사항

- 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개 모집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 

- 지자체 및 광장시장 상인 총연합회, 통인시장상인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진행 

- 세부일정 (향후변경가능) 

일정 운영방법 세부내용

6월 온/오프라인 한복 및 구제시장 지역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7 ~ 8월 오프라인 프로그램 기획 및 세부실행 

9월 온라인 결과물 제작 

신청방법 캠퍼스타운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이수시

혜택

전통시장 문화에 청년층 및 외국인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간조성 한류 외교의 

중심지 역할 기대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 02-740-1734 / jkhan1117@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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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미술관 도슨트 활동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종로구의 대표적인 예술문화를 부각시키는 “예술문화 삼거리” 주제 중 배울거리-미술관 

도슨트 양성을 통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청년층의 미술관 도슨트 활동가 양성을 통해 도슨트 입문의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예

술분야로의 진출과 창업 환경 조성

운영기간 2020년 4월 ~ 11월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약 50명

운영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예술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대학생 및 일반인 모집

- 재료비 구입 등 프로그램 사업비 및 행사비 지원

-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성균관대 미술학과와 협력하여 진행

기간 구분

4 ~ 11월 도슨트 교육 및 특강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이메일 신청

이수시

혜택

- 다양한 예술문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수준 향상

- 문화예술 취, 창업 경험 제공

- 예술분야의 창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기대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5 / tktj7288@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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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곽둘레길 미디어아트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미디어아트에 관심 있는 대상자에게 야간 관광콘텐츠 개발 방법 및 영상 공모전을 제공

하여 풍성한 볼거리 및 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영상공모전으로 다양한 영상 수집

- 자치구내 성곽담벼락 미디어파사드 기술접목을 통한 볼거리 제공

-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고궁 주변 상권 활성화 유도

운영기간 2020년 9월 ~ 2020년 12월(연 1회)

대상학생 전교생(휴학생, 졸업생 포함)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명 내외

운영장소 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진행

 1) 미디어파사드에 관심이 있으며 실현하고 싶은 예비창업자 

 2) 성곽 및 문화자원 등 다양한 영상으로 관광콘텐츠 확대에 기여하려는 학생 및 일반인

- 세부추진일정

  

구분 내용 일정

1 영상공모전을 통해 여러 작품 입수 20. 6 ~ 7

2 작품 선정 및 전시를 위한 구체화작업 20. 7

3 미디어파사드 작품 전시시행 20. 8

총 소요기간 3개월 

- 지원：공모전 상금, 시설 & 장비임차료, 창업활동비(재료비) 지급 

- 협력：성균관대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등과의 협력으로 진행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이메일 신청

이수시

혜택

- 제작된 미디어파사드 영상의 현장 전시 및 실현 가능 추진

- 미디어파사드 기술 지식 함양 및 공모전 참가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07호 / 02-740-1733 / iamstartup@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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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유생거리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종로구의 대표적인 예술문화를 부각시키는 “예술문화 삼거리” 주제 중 즐길거리 - 유생

거리를 통해 전통문화체험 기회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2020년 6월 ~ 9월 ‘유생행렬체험행사’를 통해 실제 유생행렬에 참가, 상소퍼포먼스재연,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한 문화체험

운영기간 2020년 6월 ~ 9월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약 300명

운영장소 성균관, 올레 사거리, 창덕궁, 인사동 거리, 광화문 등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유생행렬체험행사’를 체험하고 싶은 학생 및 일반인 모집

- 유생행렬체험, 상소퍼포먼스, 식전행사, 서포터즈 운영 인원 선발

- 성균관대학교 학생처 산하 ‘청랑’과의 협력으로 진행

기간 구분

20. 6 ~ 7월 홍보 및 모집, 선발

20. 7 ~ 8월 오리엔테이션 및 기본교육 5차

20. 9월 유생행렬체험 최종 오리엔테이션

20. 9월 유생행렬체험 본 행사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이메일 신청

이수시

혜택

- 다양한 예술문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수준 향상

- 전통문화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이해도 증진

- 예술 및 전통분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 시민의식 고취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5 / tktj7288@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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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종로, 내가 알려줄게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1인미디어 사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콘텐츠 제작 방법 및 

비즈니스 방법론 등을 제시하여 콘텐츠·미디어 분야의 창업 기회 증대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지역 관련 콘텐츠 제작을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할 경우 다양한 취창업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역 기반 콘텐츠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장 효과

운영기간 2020년 7월 ~ 12월 31일(연 1회)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0명

운영장소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1인 미디어 사업 체계 교육 (이론, 사례 분석, 실습 중심)

    1) 1인 미디어 사업 모델 및 성공 전략：다양한 수익 모델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이론과 사례로부터 분석하여 사업 전략을 수립 

    2) 효과적인 콘텐츠 기획 전략：1인 미디어 사업의 다양한 콘텐츠 종류 (장르, 포

맷, 특성)를 분류, 분석하고, 성공과 실패 요인을 이론 및 사례로부터 분석하여 

콘텐츠 기획 전략을 수립 

    3) 콘텐츠 제작 방법：1인 미디어형 콘텐츠의 제작을 위한 기본 방법을 교육하고, 

협업을 통한 콘텐츠 고급화 방안을 실습

    4) 채널 운영 전략：유튜브 중심의 콘텐츠 채널 운영 전략 (콘텐츠 관리, 방문자 

관리, 광고 관리) 수립

- 지역 정보의 콘텐츠화에 필요한 관련 정보 교육

    1) 유사 사례 분석：지역 기반 정보를 콘텐츠 비즈니스화 한 국내외 사례와 성공, 

실패 요인 분석

    2) 종로구 지역 정보 학습：콘텐츠화가 가능한 다양한 정보 조사 (예：역사, 뒷이

야기, 고궁, 먹거리, 청계천 등)

    3) 스토리텔링 교육：디지털 스토리텔링 방법론 교육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또는 QR코드로 신청

이수시

혜택

- 크리에이터를 위한 콘텐츠 기획 촬영, 영상 편집 및 방송 기법 교육 

- 콘텐츠 기획, 촬영, 영상편집, 채널 관리에 이르는 분야를 전문가 혹은 크리에이터를 

초빙하여 강의 혹은 실습 형태로 제공

- 1인 스튜디오 공간 지원 및 필요시 경진대회를 개최, 종로구 공식 홍보 콘텐츠 제작 

기회 부여

- 필요시 전문 MCN 업체에 연결하여 개인 사업화 지원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07호 / 02-740-1733 / iamstartup@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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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역연계클래스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앙트레프레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지역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대학-지역연계수업을 정규 교과목으로 선정, 지역연계 교과목 수업 진행 

- 지역문제를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

한 지역연계 수업 

운영기간 학기당 1회씩 총2회 

대상학생 사회적 문제해결에 관심있는 청년 및 일반인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30명 내외

운영장소 온라인 / 오프라인(인문사회과학캠퍼스 외) 

프로그램 

세부사항

- 상반기, 하반기 2개 학기로 나누어 운영 

- 현장중심의 지역연계참여형 수업으로 운영 전문가특강, 문헌조사, 현장탐방, 필요시 

워크샵 등으로 진행 

- 상반기 대학 내 지역연계 교과목 신청 후 창업과 관련된 교과목 운영 

- 하반기 대학 – 지역 – 자치구 협업하여 필요한 지역연계 수업 개설예정 

- 상·하반기 교과목별 활동 아카이빙 및 프로그램 결과 공유를 위한 성과 자료집 제작

신청방법 캠퍼스타운블로그 및 홈페이지 공지 

이수시

혜택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도출과 실천방안 모색 

- 대학 - 지역의 협력을 통해 주거, 문화, 상권, 공동체, 지역협력 등의 다양한 분

  야 접근과 성과 도출 기회 마련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4 / jkhan1117@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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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청년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청년창업 및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중 상당수가 주거마련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스스로 주거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차게 되는 것에 목적을 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주거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상담 능력 강화 교육

- 주거 마련시, 안정적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 운영

- 성균관대 및 종로구 인근 주거실태 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운영기간 연 1회 

대상학생 서울시 주거문제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총20명 이내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및 외부교육장 

프로그램 

세부사항

- 공개 모집을 통해 서면평가(1차) 발표평가(2차)를 통해 최종 선발

- 민달팽이유니온 협업 진행

- 세부일정 

일정 온라인 세부내용

7월 오프라인 - 청년주거 전문상담사 양성 교육 

8 ~ 9월 온/오프라인

- 청년주거관련 온/오프라인상담 진행 

- 세입자 동행서비스 제공 

- 성균관대/종로구 인근 자취. 하숙, 기숙사 DB구축

10 ~ 12월 오프라인
- 성균관대/종로구 인근 청년주고 실태분석 보고서 및 청년

주거 관련 개선안 도출 

신청방법 캠퍼스타운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이수시

혜택

- 주거취약계층이 된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여 

-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종로구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음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 02-740-1734 / jkhan1117@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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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운영부서 산학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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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 창의성과 실무능력, 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양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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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하는 정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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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비 및 교과목 운영비 등을 지원 

운영기간 매학기 운영 

대상학생
종합설계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교과목 수강 인원에 따라 변동

운영장소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음 

유형 교과목 

전공기반
각 학과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 

ex) 종합설계실습, 신소재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패션콜렉션 등 

융복합
2개 이상의 전공이 참여하여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ex) 융합캡스톤디자인, 융합생명캡스톤디자인 등 

기업 /

지역사회 연계

기업/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행 

ex) 참여기관：카카오, SKT, 이마트24, 종로구청 등 

글로벌
해외대학/기관과 협업하여 공동 프로젝트 수행 

ex) 글로벌캡스톤디자인,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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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85245호 / 031-29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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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킹고×세운프로젝트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기존의 역사·문화·미디어 등의 서비스 제공 틀에서 벗어나 4차산업 분야의 접목으로 새

로운 직업과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여건을 마련함으로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세운 메이커스 큐브를 통해 도심내 제조기반 예비창업자들에게 시제품 제작 교육지원과 

네트워킹 데이 등으로 사업화 성공 기반 확대

운영기간 2020년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6 ~ 10팀

운영장소 세운메이커스큐브 교육장 등

프로그램 

세부사항

- MOU 체결한 세운협업지원센터와의  창업 협업 운영으로 도심 시제품 개발 시너지 확대

- 다양한 시제품의 제작 체험 및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창업브레이크 운영

- 세운협업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업을 통해 캠퍼스타운에서는 창업육성에 포커스를 두

고, 세운협업지원센터는 지역상생 성장을 위한 테마를 가짐으로써 도심에서의 대학가 

청년층의 새로운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구분 내용 일정

모집 및 선발 세운메이커스 입주기업 및 제조기반 희망 예비창업자 20. 6.

교육
도심 기반의 제조업의 다양한 전문가 멘토링과 분야

별 전문 교육 진행
20. 7.

지원 시제품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창업활동비 지원 20. 7 ~ 9.

운영
기존 세운메이커스큐브 창업자와 신규 예비창업자의 

네트워킹데이 운영
20. 10.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단 블로그 등을 통해 안내한 URL로 신청

이수시

혜택

- 세운 마이스터 기술자문 및 멘토링 지원

- 창업팀 시제품 제작 지원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2 / vitaminabc@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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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하계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부서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 농촌지역 봉사활동을 통한 협동심 계발, 재학생 인성교육 강화

-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농촌 일손돕기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농협지부 협조를 통하여 각 농촌 마을에 10 ~ 20명의 성균관대 재학생을 파견

- 마을회관에서 5박 6일 동안 직접 취사하며 농촌 일손 돕기 진행

(감자 수확, 포도순 정리, 콩심기 등 마을별 활동 내역 상이)

운영기간 6월 마지막 주(5박 6일), 2020년 진행 취소

대상학생 학부생(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약 220 ~ 240명

운영장소 충북 충주시, 경북 상주시

프로그램 

세부사항

- 농협지부 협조를 통해 일손이 필요하고, 마을회관에서 숙식이 가능한 농촌 마을들을 

섭외(약 15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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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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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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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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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시

혜택
비교과프로그램(농촌봉사활동) 이수 인정

문의처 031-29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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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한국장학재단 멘토링프로그램

운영부서 학생지원팀

운영목적 방학기간 중 교육소외지역을 방문하여 재능봉사(멘토링) 진행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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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부여, 진로상담 등의 멘토링을 진행 

운영기간
매년 5월, 12월 공모(2020년 상반기는 진행 취소), 프로그램 진행은 하계, 동계 방학 

중 진행

대상학생 재학생(휴학생 가능)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연간 5팀 50명(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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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팀 5∼10명으로 활동, 멘토링 기간은 4∼5일이며 숙박 포함

- 다문화, 탈북자 학생 대상, 읍면단위 기관 선택 시 가점 있음

- 사전보고서 및 사후보고서 제출 필수

- 지원사항：활동완료 멘토 1인당 35만원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모집공고, 신청단체 대상 서류 및 대면 면접 진행

이수시

혜택

- 봉사시간 및 프로그램 수료증(한국장학재단 발급)

-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비

문의처 02-76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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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정보통신대학 학생성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부서 정보통신 / 소프트웨어 / 공과대학행정실, 학생성공센터행정실

운영목적 전자전기공학부 소속 학부생 진로 및 취업 지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멘토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등에 

다양한 조언 제공

운영기간 2020년 5월 ~ 6월

대상학생 전자전기공학부 3 ~ 4학년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30명

운영장소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멘토 교수

교수명 주요사항

조남성 특임교수 전 삼성SDI 사장

박두식 산학교수 전 산성기술원 전무

김태진 산학교수 전 삼성전자 전무

김용석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 책임교수

손동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진규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고종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 멘토 1인：학생 4 ~ 5인을 1조로 구성하여 멘토링 진행

- 일정

일정 주요내용
4. 29 ~ 5. 6 작년 진행내용 리뷰 및 올해 계획 수립
5. 11 ~ 5. 20 학생 대상 멘토링 안내 및 선발
5. 25 ~ 6. 10 멘토링 실시
6. 15 ~ 6. 19 멘토링 결과 분석 및 대학내 홍보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이수시

혜택

- 성공스토리를 통해 희망과 영감을 얻음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와의 만남 기회 제공

문의처

정보통신대학행정실 / 031-290-5816

전자전기공학부 학과사무실 / 031-290-5827

khkim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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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비전 캠프

운영부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목적 융합신기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비전을 수립하고자 하는 학생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지능정보 커넥트 창의연구팀을 중심으로 비전 탐색 기회 제공

- 지능정보 커넥트 융합신기술의 개념 및 이수 탐색

- 지능정보 Connect 문제를 해결하고, 융합신산업 Tech-Biz를 창출하는 CON2ECT 

인재로서의 Way 및 비전, Career Path를 수립해 보는 기회를 가짐

- ‘창의, 소통, 혁신, 공감, 비판적사고 및 협업’ 역량 강화

운영기간 2020년 6월 5일 (금), 1일간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50여명

운영장소 유튜브 및 Webex를 통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강연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운영방법：실시간 유튜브 및 Webex Live 접속

- 프로그램 세부내용(안)

시  간 내    용

14:00∼14:20 20´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창의융합인재

14:20∼14:30 10´ 질의응답

14:30∼14:50 20´ 팬데믹 쇼크, 기술이 답이다 

14:50∼15:00 10´ 질의응답

15:00∼15:10 10´ Break Time

15:10∼15:30 20´ 관계의 과학! CONNECT Everything!

15:30∼15:40 10´ 질의응답

15:40∼16:00 20´ 커넥트 인재로의 길 위에서 (선배와의 만남)

16:00∼16:10 1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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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시

혜택
지능정보 CON2ECT Academy 수료 요건 충족

문의처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담당자 / 031-290-5608 / wantubaby@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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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COM-EDU UNION

운영부서 컴퓨터교육과

운영목적 졸업생 멘토들의 강연 및 질의 응답을 통한 화합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컴퓨터교육과 임용고사 합격자 및 각계각층 취업자를 멘토로 위촉하여 재학생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진출 현황 안내

운영기간 12월 중

대상학생 정보·컴퓨터 교과 중등 임용시험 1차 합격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호암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저학년이 주도적으로 행사 준비를 함으로써 흥미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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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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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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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학과게시판, 학과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메일로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0671 / tama91060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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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SKKU 선배멘토링

운영부서 학생성공센터

운영목적

- 선배 멘토가 경험한 교내·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1,2학년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후배 

멘티의 대학생활 설계 지원

- 멘티의 관심 분야에 대한 선배의 자문과 조언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대학생활 경험이 부족한 저학년 학부 학생들이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경험한 고학년, 

졸업생 선배들로부터, 학습법, 전공, 교환학생, 진로, 취업 등 대학생활의 궁금한 점에 

관한 조언을 듣고 관심 전공과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2020년 5월, 3주간 진행

대상학생 학부 1·2학년 학생, 외국인 학부 유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멘토 1명 당 멘티 5 ~ 10명

운영장소 온라인：Webex 오프라인：학생성공센터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시기：2020년 5월 4일(월) ~ 5월 29일(금)

- 프로그램 운영방법：Webex를 이용한 온라인 멘토링

- 멘토：총장 추천 명단인 President’s List에 이름을 올린 재학생 또는 졸업생 

- 프로그램 신청 및 참가방법

신청방법
문자공지, 학교홈페이지,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에 나와 있는 멘토링 신청 

URL

이수시

혜택

- 선·후배간 유대와 협력 강화

- 학생성공 마인드 공유와 확산

문의처

02-740-1768/ stusuccess@skku.edu       

홈페이지：https://success.skku.edu/success/index.do 

→ Notice No 51, “온라인 선배멘토링”을 위한 멘티모집“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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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SKKU 휴먼북

운영부서 학생지원팀(총학생회)

운영목적
재학생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문선배님들과 편안하게 만

나 진로상담/대학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SKKU 휴먼북은 동문선배님과의 소그룹(10명 이내) 미팅 형식 프로그램

- SKKU 휴먼북은 진로와 대학생활의 고민에 대해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학기 중(3월 ~ 6월, 9월 ~ 12월)

대상학생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회당 10명 이내

운영장소 교내(인사캠, 자과캠 모두 진행하며 신청시 개별 안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 총학생회에서 동문 선배님 섭외 후 일정 협의

- 휴먼북 홈페이지에 열람 일정 공지

- 휴먼북 열람신청 시 신청인원은 최소 1명, 최대 10명까지 가능

- 휴먼북 행사 시 동문 선배님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진행 

신청방법

SKKU휴먼북 홈페이지(http://humanbook.skku.edu)에서 신청(GLS ID로그인)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SKKU휴먼북 추가하시면 실시간 업데이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1 문의 가능)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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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경제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부서 경제대학 경제학과 

운영목적
경제대학 총동문회와 학생회간의 유대감 형성 및 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탐구 및 

취업고민 해결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경제학과는 지난 8년간 매년 약 100여명의 학생멘토와 60여명의 동문 멘토간의 멘

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음

-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로를 탐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주고 취

업에서의 고민을 동문 선배와 함께 해결해나감

운영기간 연중

대상학생 경제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매회 총 100여명

운영장소 -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프로그램 시기：1년 단위로 연중 운영

2. 프로그램 발대식：8월에 멘토와 멘티의 신청을 받고, 9월에 발대식을 통하여 연중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신청방법 경제대학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지 

이수시

혜택
-

문의처 경제대학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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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경제학과 전문가 및 동문 초청 강연회

운영부서 경제대학 경제학과

운영목적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우수 멘토들의 강연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진로 선택 시 가이드라인를 제시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우수 멘토들의 강연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진로 선택에 있어서의 고민을 함께 함

운영기간 연중 수시

대상학생 경제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매회 상이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프로그램 시기：학기 중 수시

2. 프로그램 운영방법：오프라인

3. 프로그램 세부내용：구체적인 일정은 경제대학 학생회를 통해 공지 예정 

신청방법 -

이수시

혜택
-

문의처 경제대학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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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글로벌IT전문가와 킹고인의 만남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운영목적 - 소프트웨어대학 학생들에게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지식에 대한 지식 공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원격 화상 장비를 이용하여 전문가들의 강연 진행

- 온라인의 장점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강사진을 구성

- 소프트웨어대학 학생들이 진로나 전공에 대해 실시간으로 질의 응답 

운영기간 5월 ~ 12월(8개월간 진행)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강연 회당 100명 내외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자연과학캠퍼스,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월 1회(일반적으로 첫째주 금요일) 진행

-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외 관심있는 성균관대학교 학생 참여가능

- 온라인 질문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리하게 질문

- 세부일정

차수 일시 강연자

1 2020년 5월 1일 PepsiCo, 유창훈박사

2 2020년 5월 15일 Google, 천지은

3 2020년 6월 5일 Linkedin, 박기상박사

4 2020년 9월 18일 Snap, 김진영박사

5 2020년 10월 16일 motion.ai 김병수박사

6 2020년 11월 6일 Apple, 임우상박사

7 2020년 11월 20일 UCSF 대학, 정은진교수

8 2020년 12월 4일 Nexon America, 오한별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강연 일주일 전 공지)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오픈소스SW센터, 반도체관 400629호 / 031-290-7156 / whiteleo90@skku.edu



08. 진로탐색

2020 학･생･성･공･가･이･드  183

프로그램 글로벌경제학과 전문가 및 동문 초청 취업특강

운영부서 경제대학 글로벌경제학과

운영목적
글로벌경제학도에게 인기가 많은 로스쿨, 금융계 공기업, 공사 등 고급취업정보, 도전

정신 고취 / 진로멘토링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글로벌경제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의 취업 특강을 통해 공기업, 대기업 로스쿨, 대학원진

학 등 재학생이 졸업 후 나아가야할 진학, 진로 전략 수립 

운영기간 연중 수시

대상학생 글로벌경제학과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프로그램 시기：학기 중 수시

2. 프로그램 운영방법：오프라인

3. 프로그램 세부내용：구체적인 일정은 글로벌경제학과 카페 개별 공지 예정 

신청방법 글로벌경제학과 카페 개별 공지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주관：글로벌경제학과 행정실 및 학생회

홈페이지：https://cafe.naver.com/skkuglobale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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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대학원 한마당

운영부서 대학원팀

운영목적 본교생 대학원 진학 촉진을 위한 장학/진로 등의 맞춤형 진학정보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본교/타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학정보를 제공함

-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원 진학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본부 주관 행사와 학문

분야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단과대학/학과 주관 행사로 구분됨

운영기간 연간 2회(1학기：4월, 2학기：10월)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캠퍼스별 3∼400명 내외

운영장소
인사캠：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 소향강의실 

자과캠：학술정보관 오디토리움, 열람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시기

1) 2020-1학기 대학원 한마당 주간：4. 6(월) ~ 4. 10(금), 진행완료

2) 2020-2학기 대학원 한마당 주간：10. 5(월) ~ 10. 9(금), 진행예정

- 프로그램 운영방법：온·오프라인

1) 1학기：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하여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

 ▸ (본부 주관) 입학/장학 안내 영상 제작 및 제시

 ▸ (대학/학과 주관) 학과/연구실별 소개자료 제작 및 게시

 ▸ (학과 주관) 진학희망자 지도교수별 매칭 및 진학상담 제공

2) 2학기：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진행 예정

 ▸ (오프라인 진행 시) 본부 주관 전체 설명회 및 학과별 상담부스 운영

 ▸ (온라인 진행 시) 전체 설명회 및 학과별 설명회 온라인 진행

 ▸ 단과대학/학과별 자체 행사 진행 및 학과/연구실별 소개자료 게시

신청방법 홈페이지, 문자를 통해 안내한 URL에서 사전접수 또는 현장접수

이수시

혜택

- 관심 학문분야 전공교수와의 상담기회 제공

- 입학/장학/진로 등 대학원 전반에 대한 정보 취득

문의처
인사캠：600주년기념관 2층 / 02-760-1724 / gradschool@skku.edu 

홈페이지：https://gradschool.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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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로스쿨 입학설명회

운영부서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운영목적
로스쿨 입학설명회 개최를 통해 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본교 학생들이 필요한 진학 

정보를 습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본교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25개 로스쿨 공동

입학설명회(외부), 본교 자체 입학설명회, 본교 학과별 맞춤 입학설명회, 학생 개인별 

입학상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 시리즈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취업, 진학, 진로, 삶의 재발견, 공학의 재발견, 동행 

등의 주제로 시행 예정

운영기간 6월 ∼ 9월 / 4 ~ 5회(향후 변경 가능)

대상학생
- 공동 및 자체 입학설명회：전국 대학생

- 학과별 및 개인별 맞춤 입학설명회：본교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 공동 및 자체 입학설명회 300명 내외

- 학과별 맞춤 설명회 30명 내외

운영장소
- 공동 입학설명회：외부

- 자체 및 학과별 입학설명회：인사캠

프로그램 

세부사항

- 본교 로스쿨 우수성 홍보

- 본교 로스쿨 지원 자격 및 평가기준, 합격자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 등 설명

- 법전원 교수, 동문 변호사 및 입시담당자 맞춤 상담 진행

날짜 운영방법 프로그램

7월 중 오프라인 25개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8월 중 오프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입학설명회 및 학과별 맞춤 입학설명회

9월 중 온/오프라인 학생 개인별 입학상담

신청방법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이수시

혜택

- 본교 로스쿨 진학정보 획득

- 본교 로스쿨 교수 개별상담 진행(면접 대비)

- 본교 로스쿨 진학을 위한 준비사항 점검

문의처
법학관 1층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 02-760-0922 / lawskku@skku.edu 

홈페이지：https://sls.skku.edu/sl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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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스포츠 멘토링 데이

운영부서 스포츠과학대학

운영목적 스포츠과학과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졸업생 동문-재학생 네트워크 구축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사회진출 준비를 위한 졸업생 동문과 유대관계 강화 및 멘

토-멘티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분야

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운영기간 12월 초 예정

대상학생 스포츠과학과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0 ~ 150명

운영장소 오프라인(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졸업생 동문 명사 초청 특강

- 졸업생 동문과 재학생과의 만찬을 통한 관계 형성

-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 동문 10명과 재학생과의 간담회 진행

  ※ 재학생은 관심 있는 분야의 졸업생 동문 3명을 신청하여, 만찬 후 3회에 걸친 좌

담회 진행 

날짜 운영방법 프로그램

12월 초 예정 오프라인 스포츠멘토링데이 (SMART) 2020

신청방법 학과 홈페이지, 학과 밴드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안내 및 학과사무실로 신청

이수시

혜택

-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 동문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졸업생 동문 멘토와의 만남 및 간담회를 통한 진로 탐색의 실질적인 조언

문의처
031-299-6930 / ajjeong@skku.edu

홈페이지：http://sport.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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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온라인 멘토링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현직 동문 선배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직무 탐색 및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원하는 직무 

취업을 준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동문 선배님들에게 기업, 직무, 진로 등과 관련하여 궁금

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운영기간 상시

대상학생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 다양한 직군의 선배님들과 소통

- 상담 질문은 월 3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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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온라인멘토링 → 멘토 검색 후 질문하기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1085 / recruit@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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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학부연구회

운영부서 사회과학대학 전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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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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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연구회를 학과 특성에 맞게 실시

운영기간 매년 6월 ~ 12월

대상학생 사회과학대학 학부생(참가자) 및 대학원생(멘토자격) ■ 외국인 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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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회, 15시간 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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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지도교수의 소모임 활동격려 및 활동사항 체크, 참여 학생들은 활동종료 후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

이수시

혜택

- 대학원 진학을 위한 지도교수, 대학원생 멘토의 조언 / 팁 청취

- 대학원 진학 전 先진로 / 분야 설정 가능

- 대학원 진학예정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문의처

행정학과, 수선관 5층 61503호1 / 02-760-0361 / duswl72@skku.edu

정치외교학과, 수선관 5층 61504호1 / 02-760-0379 / sypark07@skku.edu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수선관 4층 61409호 / 02-760-0391 / jmc2018@skku.edu

사회학과, 수선관 5층 61507호 / 02-760-0405 / cahy93@skku.edu

사회복지학과, 수선관 5층 61505호 / 02-760-0631 / san0277@g.skku.edu

심리학과, 수선관 7층 61708호 / 02-760-0485 / psydepart@skku.edu

소비자학과, 호암관 3층 50303호 / 02-760-0507 / yiyo4136@skku.edu

아동청소년학과, 호암관 4층 50403호 / 02-760-0525 / oxoxd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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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의과대학 Global Outreach 프로그램

운영부서  의과대학

운영목적
1. 도전학기제를 활용한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유도 

2. 해외 의과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및 국제인지도 제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해외 우수 의과대학 탐방을 기회로 진로, 취업, 진학, 진로, 삶의 

재발견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짐

운영기간 21년 1월 중

대상학생 의학과 1학년 희망자 전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40명 내외

운영장소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대학

프로그램 

세부사항

- 의예과 수료를 마친 의학과 1학년 학생 대상

- 글로벌 의과대학 인지도 1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Winter Program에 참여

- 학점：6학점 내외

- 비교과활동：대학병원 투어 및 문화체험

- 서류평가 및 면접을 통해 난이도별 2-Track 인원 배분

일정 내용

2020년 8월 프로그램 안내문 공고

2020년 11월 프로그램 지원서 접수 및 면접 진행

2021년 1월 프로그램 시행(3주)

신청방법 의과대학 행정실로 지원서 및 관련 서류(영어공인성적표 등)

이수시

혜택

- 항공비, 학비, 기숙사 비용 지원

- 동기들과의 친목 도모

- 해외 체류 선 경험을 통한 Elective 해외 프로그램 지원 장려

문의처
자과캠 의학관 1층 / 031-299-6021 / eunhlee@skku.edu 

홈페이지：http://www.skkumed.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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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의과대학 진로토크 콘서트

운영부서 의과대학

운영목적 의과대학 학생의 졸업 후 진로 탐색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의과대학 학생의 졸업 후 진로 탐색을 위하여 기초 및 임상 교실에서 각 전공에 대한 

정보 제공

운영기간 연간 3회(향후 변경 가능)

대상학생 의과대학 학생 전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0 ~ 150명 내외

운영장소 의과대학 임상교육장(일원역 빌딩)

프로그램 

세부사항

- 콘서트 주최 교실은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재학생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희망 교실 선정

-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2019학년도부터 연간 3회 이상 진행

  (2020학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2회 진행 예정)

날짜 운영방법 주최교실

9월중 오프라인 마취통증의학교실 

11월중 오프라인 정형외과학교실

- 교실 소개, 졸업생(전공의) 생활, Q&A 등으로 순서 구성  

- 추후 교실별 콘서트 외에도 다양한 진로(비정부기구, 공무원, 기업 등)에 대한 콘서트 

예정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음(본과 학생 필수참석, 예과 학생 선택참석)

이수시

혜택

- 수업만으로 얻을 수 없는 세부 전공에 대한 정보 습득

- 수업에서 벗어나 교수, 졸업생(전공의)과의 만남으로 편안하게 진로에 대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문의처
임상교육장(일원역 빌딩) 9층 / 02-2148-9910 / kbc0110@skku.edu 

홈페이지：http://www.skkumed.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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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진로 / 학업 지원 프로그램(iSpeaker 특강)

운영부서 성균융합원행정실

운영목적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학생 진로지도 

인포매틱스융합전공：각 과목별 학생들의 소규모 학습 활동 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다양한 산업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의 진로 지도

운영기간 학기 중 수시로 특강 진행(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대상학생
글로벌융합학부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학과에서 별도 공지

운영장소 학과에서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iSpeaker 특강을 통해 전공과 관련한 국내·외 저명 인사 초청 특강 진행

신청방법 추후 공지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인사캠：다산경제관 32205B호 글로벌융합학부(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02-740-1783 / crucian123@skku.edu

홈페이지：https://sco.skku.edu/sco/index.do



192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프로그램 진로탐색 아카데미

운영부서명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저학년 학생들의 진로 의식 고취 및 개인별 진로 로드맵 작성, 직업 세계의 이해 및 진

로 설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진로를 고민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선택과 조기 진로설계를 비롯한 진로준

비 행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8월(인사캠) / 동계：2월(자과캠)

대상학생 1학년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캠퍼스별 약 5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자과캠) 2공학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오전 오후

1일차 ice breaking 및 자기 분석 직업 세계의 이해 및 진로 설계

2일차 학생성공 가이드 개인별 과제 수행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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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사 → 취업프로그램 → 진로탐색 아카데미 신청

이수시

혜택

학생인재개발팀 창의품 인정 충족 요건 중 하나로, 기타 2개 프로그램(취업정규교과목 

수강, 취업상담 2회)까지 모두 이수 시 창의품 인정

문의처

인사캠：02-760-1085 / recruit@skku.edu

자과캠：031-290-5044 / career@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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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생성공스토리 특강

운영부서 학생성공센터

운영목적 학생성공스토리 공유를 통해 새로운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동기 부여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자기주도로 삶의 방향을 개척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

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

- 교내 학생성공 사례로 다른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 고양

운영기간 학기 당 2 ~ 3회(조정 및 변동 가능)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특강 당 100 ~ 150명

운영장소 온라인 / 오프라인(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학생성공 역량을 기반으로 한 학생성공 모델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 

- 학생성공 공모전 수상자 및 추천 후보자 중에서 연사자 선정

- 아이캠퍼스 비정규 강좌로 등록 및 활용

- 2019년 진행 시리즈：창업, 공학의 재발견, 합리적 현실주의자, 언론인의 길, 나의 

대학생활을 디자인하다, 대학생활의 선택과 집중

- 2020년 1학기 특강 일정

날짜 운영방법 제목

4. 16(목) 온라인 “문과생, 개발자가 되다”

5. 22(목) 온라인 “논어의 길을 따라 워싱턴으로”

6. 18(목) 온라인 “스스로 구하는 배움의 즐거움”

신청방법 센터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 문자 안내를 통해 안내한 URL 또는 QR 코드로 신청

이수시

혜택

- 동료 학생의 성공스토리를 통해 영감을 얻음

- 실제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 수집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사자 멘토에게 현장 질문 가능

문의처

인사캠：국제관 1층  / 02-740-1768 

자과캠：삼성학술관 1층 / 031-299-4078 

stusuccess@skku.edu / 홈페이지：http://succes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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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현직 교사 졸업생(CEN) 초청 진로 멘토링 - “교사가 되기까지”

운영부서 컴퓨터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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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를 들을 수 있게 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컴퓨터교육과 졸업생 중 중등교원의 모임인 CEN에서 재학생과 함께 만나 “교사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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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5 ~ 7월 중

대상학생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호암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1. 모바일 메신저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공지방에서 참가자 모집 

2. 1부：“교사가 되기까지”

   (임용시험준비부터 임용시험 합격 후, 그리고 현직 교사, 취업 후 이직 등의 다양한 

주제로 졸업생들의 강연)

   2부：소소하지만 확실한 대화 

   (후배(재학생)와 선배(졸업생)의 질의응답 및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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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분야의 내용을 준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졸업생 전체가 모이는 

COM-EDU UNION과 구별된 모임

신청방법 모바일 메신저 - 컴퓨터교육과 재학생 공지방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0671 / tama91060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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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글로벌 캠프

운영부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목적 해외 신기술 및 기업체,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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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글로벌 안목을 증진시키고, 기업체 담당자의 강연을 통해 지능정보 Connect 융

합신기술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하며, 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기술로 사

업을 하고 있는 청년창업기업가들의 Talk Concert를 통해 혁신창업가마인드를 함양

(mini-인턴쉽)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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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벌 안목을 증진시키고, 청년창업기업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혁신창업가마인드 함양

운영기간 21년 1월 예정 (7박 8일)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0명

운영장소 추후 논의 (기존에는 일본 및 중국 산업체 방문)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운영방법 추후 논의 (온라인/오프라인 공동 운영)

- 프로그램 세부내용(안)

구 분 프로그램

1
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기술 기업체 담당자 강연

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기술 10여개 산업체 견학

2 글로벌문화 및 지능정보기술 탐방 체험

3 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기술 해외 청년창업기업가의 Talk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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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시

혜택
지능정보 CON2ECT Academy 수료 요건 충족

문의처 031-290-5608 / wantubaby@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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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기술창업 캠프

운영부서 공학교육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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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산업 Tech-Biz를 창출하는 CON2ECT 인재 양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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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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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Business Proposal 작성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학생

들은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 진정한 CON2ECT로서 성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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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를 초청하여 혁신창업 중심 세미나 운영

- 우수 Business Proposal을 선발하여 산학협력단의 창업지원단, 사회적 기업 아카데

미, 지역 자치단체의 창업 보육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특허, 기술이전, 예비 창업자 

지원 체계 마련

운영기간 2020년 10월 중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50여명

운영장소 추후 안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운영방법 추후 논의 (온라인/오프라인 공동 운영)

- 프로그램 세부내용(안)

구 분 프로그램

1 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기술 Tech-Biz-성공의 기회

2 지식재산권(IP 및 특허), 창업방법, 마케팅, 회계, 법

3 Business Proposal 작성방법

4 Business Proposal 작성 및 제출

5 최종 Business Proposal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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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시

혜택
지능정보 CON2ECT Academy 수료 요건 충족

문의처 031-290-5608 / wantubaby@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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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5대궁 AR 창업프로젝트

운영부서명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4차 산업의 발전으로 AR을 통한 관광 콘텐츠 접목이 늘어나면서 5대궁을 테마로 

AR기술 콘텐츠 구현과 기술이해 등의 심층교육 진행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AR분야 전문가와 1:1멘토링을 통해 기술이해와 구현의 과정에 대한 심층 교육 제공

- 콘텐츠 제작을 위해 5대 궁의 역사, 중요 이벤트 등에 대한 전문가의 코칭 지원

운영기간 2020년 9월 ~ 12월(연 1회)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명 내외

운영장소 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AR전문가 집중심화교육

  1) 정규 교과목 운영：2020년 하반기 정규 교과목 운영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의 수

강 지원 

  2) AR분야의 창업기업으로서의 육성 및 기회 제공

  3) 종로 자치구와 협업하여 5대궁 AR 콘텐츠 적용 가능한 곳의 섭외를 통해 관광객

들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 역사전문가 콘텐츠 교육

  1) 정교 교과목 운영：2020년 하반기 정규 교과목 운영

  2)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역사 지식 함양을 위한 고급 교육 제공

  3) 성균관의 문화유산 등의 홍보 등 종로구 내 역사문화재 기반 활용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또는 QR코드로 신청

이수시

혜택

- 4차산업에 대한 기술이해 및 관광 콘텐츠 분야의 창의융합 사고력 증대

- 사전 역사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역사 지식의 함양 효과 기대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07호 / 02-740-1733 / iamstartup@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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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ART창업하자

운영부서명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연기예술 분야의 창업을 위한 정보와 교육 제공, 실전 훈련 등을 통한 스타트업 준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연기예술 분야의 예술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연기예술 공연관람의 문화혜택 

제공

운영기간 상·하반기 각 1회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프로그램 당 5명 내외, 총 10명 내외

운영장소 성연아트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상, 하반기 공연 기획 및 제작 등의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선발

- 예술대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기, 예술 공연 창업활동비 지원

- 지역주민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관람객들의 공연 관람 연계운영

기간 구분

6 ~ 7월 상반기 공연기획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9 ~ 11월 하반기 공연기획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이메일 신청

이수시

혜택

-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 연기, 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창업증진

- 클러스터 인근 대학과의 공연장 쉐어 등을 통한 창작 네트워킹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5 / tktj7288@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09. 창업

2020 학･생･성･공･가･이･드  201

프로그램 DMC 미디어창업 AtoZ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기존의 역사·문화·미디어 등의 서비스 제공 틀에서 벗어나 4차산업 분야의 접목으로 새로

운 직업과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여건을 마련함으로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상암동 DMC 체험 지원,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콘텐츠 경연대회 등으로 1인 미디어 창

업 역량 강화 

운영기간 2020년 6월 ~ 11월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6 ~ 10명

운영장소 DMC, 서울산업진흥원(SBA) 내 교육장 등

프로그램 

세부사항

- 모집 및 선발：MOU체결한 상암동 DMC와 협업을 통해 방송·미디어분야의 창업희망

자 모집하고 창업 계획이 있는 자를 선발

- 교육：DMC 인프라 및 서울sba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장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진행(서울sba와 MOU체결)

- 운영：콘텐츠 경연대회 및 공모전 등의 개최를 통해 창업 성공을 위한 발판 마련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멘토링 연계

구분 프로그램 일정 비고

1 기획·협의 및 모집, 선발 20. 6.
상암DMC 서울sba와 협업, 미디어 

제작지원 기획 및 구상,선발

2 1인크리에이터 육성
20. 7. ~

11.(5개월)

1인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

3 창업지원 및 인큐베이팅 창업지원

4 공모전(또는 경진대회) 시상금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단 블로그 등을 통해 안내한 URL로 신청

이수시

혜택

- 경진대회를 거쳐 1인 미디어 창작그룹 크리에이티브 포스 멤버 발탁 특전(교육, 멘토

링, 중소기업 매칭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 등 지원)

- 이수기간 내 1인미디어 스튜디오 및 장비 지원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2 / vitaminabc@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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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KINGO Go! Dream

운영부서 창업지원단 

운영목적
- 선배 창업기업의 노하우 전수를 통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유도

-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창업기업이 후배 창업자에게 올바른 방향 제시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경기도 내 대학교 보육센터를 창업 성장주기 및 분야별로 구분하여 탐방

- 선배 창업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 실무 역량 강화, 궁금증 해소

운영기간 2020년 7월 ~ 2020년 9월

대상학생 기술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모든 예비창업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회차 당 30명 내외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프로그램 

세부사항

지원내용 및 절차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비고

행사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탐방

· 창업 성장주기 및 분야별 기업 방문을 통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실무 탐구 교내 1회,

외부 1회

(2회 진행)선배 창업자

릴레이 네트워킹

· 선배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의 공감대 형성 

  및 궁금증 해소

후속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 시 우대

· 입주 공간 및 회의 공간 지원

신청방법 참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이수시

혜택

- 창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자들의 창업 

마인드 고취

-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문의처
창업지원단(산학협력센터 85361호) / 031-290-5857 / happystartup@skku.edu 

홈페이지：www.skkustart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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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Lab to Market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부서 창업지원단행정실(실험실창업혁신단)

운영목적 글로벌 기술기반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 아이템의 글로벌 수요를 알고 싶은 학생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헤외 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으로 국내 교육을 실시하고 그 후 미국

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최첨단 기술기반 창업의 메카를 방문하여 글로벌 기술기반 시장와 

트렌드의 흐름 및 창업 아이템의 적합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국내·외 교육：하반기 예정(2 ~ 3주)

대상학생

공학기술기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공공기술기반 시

장연계 실험실창업탐색 프로그램 또는 기술기반 대학원생 및 

학부 고학년생 중심 글로벌 기술창업 비즈니스 모델 교육프로

그램 참여자, 또는 교내 기술기반창업 계획이 있는 대학원생 

및 학부고학년 중 글로벌기술기반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팀

(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00명 

운영장소 국내교육：교내 / 해외교육：미국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일정 내용

국내교육
1차 교육 글로벌 기술창업 관련 특강 및 멘토링

2차 교육 투자유치 특강 및 네트워킹

해외교육 6박 7일 

성공기술창업기업 탐방 및 인터뷰

기술창업BM 전문코칭 및 잠재고객 인터뷰

혁신창업지원기관 탐방 및 인터뷰

투자기관 탐방 및 인터뷰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이수시

혜택

Lab to Market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차년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실험실창업탐색팀 신청 시 지원

문의처 031-290-5854 / britney8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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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STS(Spread of Tech Start-up)-코어 (미니 아이코어)

운영부서 창업지원단행정실(실험실창업혁신단)

운영목적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사업)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프로

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은 학생과 기술기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실험실창업탐색팀 발굴 및 사업 이

해도 제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사업)의 장점을 속성으로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실험실 기반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BMC(Business Model Canvas), VP(Value 

Proposition) 전략을 수립하고, Customer Discovery를 통한 고객 인터뷰로 시장의 

니즈를 파악

- 한국형 I-Corps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흥미를 고취시킴

운영기간 하반기 예정(약 2 ~ 3주)

대상학생
Lab에 소속되어 있는 석·박사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기술기

반창업에 관심 있는 이공계열 학부 고학년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교내와 인근 연수원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일정 내용

1주차
교육

기술창업 비즈니스 모델 이해 (9block)

참가자/ 팀 소개

가체제안과 고객세그먼트 중심 비즈니스 모델 작성 실습

인터뷰 잠재고객 인터뷰

2주차
교육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수정 작성

수정 작성된 비즈니스 모델 발표 및 코치

실전적 (잠재) 고객 인터뷰 교육 및 멘토링

인터뷰 잠재고객 인터뷰

3주차 평가 수정된 기술사업화 BM 발표 및 평가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이수시

혜택

Lab to Market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차년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실험실창업탐색팀 신청 시 지원

문의처 031-290-5854 / britney8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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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경기 창업경진대회

운영부서 창업지원단

운영목적
경기 창업지원기관(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균관대, 경기대, 한국산업기술대, 경기창

조경제혁신센터)과 공동 개최를 통한 창업 붐 조성,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경기도 내 아이디어 또는 창업 초기단계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한 팀

을 선정하여 시상식 진행

운영기간 2020년 5월 ~ 2020년 10월

대상학생 경기도 내 예비창업자 및 설립 1년 이내 창업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정원 없음

운영장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프로그램 

세부사항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비율

대상 각 1팀
ㆍ상금 및 상장 부여

  (총상금 40,000천원)

ㆍ 사업성(50점)

ㆍ 기술성(30점)

ㆍ 발표 전달력(10점)

ㆍ 참가자 역량(10점)

ㆍ 전문가 심사위원

 (100%)
최우수상 각 3팀

우수상 각 6팀

 - 지원내용 및 절차

① 모집공고

→

② 서류 평가

→

③ 발표 평가

→

④ 시상식 및 홍보

경기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및 

31개 지자체

자격심사 및 

1.5배수 선발

2개 분과

학생부 15팀

일반부 15팀

2개분과 대상(1팀)

최우수상(3팀)

우수상(6팀)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또는 QR코드로 신청

이수시

혜택

- 경기지역 내 창업 문화 확산 및 네트워크 형성

-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제 창업으로 유도

문의처
산학협력센터 85361호 / 031-290-5857 / happystartup@skku.edu 

홈페이지：www.skkustart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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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사업)

운영부서 창업지원단행정실(실험실창업혁신단)

운영목적
Lab에 소속되어 있는 석·박사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들이 실험실 내의 아이템을 기반

으로 창업탐색 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미국 NSF I-Corps 프로그램의 성공을 한국에 적용하여 한국형 I-Corps 프로그램으

로 개발 

- 대학 내의 Lab에 소속되어 있는 석·박사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들이 실험실 내의 아

이템을 기반으로 Customer discovery를 통하여 창업을 탐색하고 시장에 적합하게 

아이템 Pivoting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운영 

- 4 ~ 5천만원 교육 및 창업탐색비 지원

운영기간 5월 ~ 다음해 1월까지 

대상학생 Lab에 소속되어 있는 석·박사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한국연구재단에서 선정한 실험실창업탐색팀

운영장소 산학협력센터 3층 85361호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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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사업 전반 및 

교육 일정 안내, 

선배 수료자

사례발표, 

노드별 미팅 등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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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공고 개시(3월 예정) → 한국연구재단 팀 선정 및 통지(5월 예정)

이수시

혜택

- 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국내·외 교육비 무료 (숙박, 항공비 등)

- 프로그램 이수 후 창업지원단 내의 다른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청년유망300 기술창업 트랙 신청 시 간산점 부여

문의처 031-290-5854 / britney8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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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관광가이드Oneteam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관광가이드통역사를 목표로 하는 재학생에게 자격 취득의 기회 및 1인 여행상품 중개 

플랫폼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상품개발 창업 유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외국인 대상의 시장성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관광가이

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통역 교육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기획 멘토링을 동시에 추

진하여 완성도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창업 유도 

운영기간 2020년 5월 ~ 12월 31일(연 1회)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0명

운영장소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2020년 5월 ~ 6월：선발 공고 및 심사를 통한 학생 선발 

- 2020년 6월 ~ 11월：어학교육 및 멘토링 

  [A트랙]：관광통역안내사 시험접수 지원 (시험등록비 지원) 및 어학교육 

  [B트랙]：총 5개 팀빌딩 및 멘토 배정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공통]：A+B 트랙 매칭을 통한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 시범운영 

- 2020년 11월：상품실행 및 창업 지원 

  [공통]：여행상품 플랫폼 등록 및 창업 과정 진행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또는 QR코드로 신청

이수시

혜택

- 관광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1인 창조기업 육성

- 문화, 관광, 역사 분야의 전문성 향상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07호 / 02-740-1733 / iamstartup@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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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글로벌리서치(Asia Pioneer) 프로그램

운영부서 학생지원팀(총학생회)

운영목적
-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에게 사업아이디어 구체화 기회 제공

- 해외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기회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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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하계 방학 중(2020년은 실시 미정)

대상학생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0명 ~ 25명

운영장소 해당 국가(모집 시 안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예시일정 주요 활동내용

8. 5.
· 1차 사전오리엔테이션(일정안내, 팀별 스타트업 아이디어 회의, 팀빌딩 

활동 등)

8. 13. · 2차 사전오리엔테이션(창업동문 특강, 조별주제 및 탐방계획 발표 등)

8. 20.
· 스타트업허브 Block71 견학

· 조별 현지 시장조사

8. 21.
· 현지 기관 특강：KOTRA Singapore 견학 및 Q&A 세션 

· 조별 현지 시장조사

8. 22.

· 동문기업 견학 및 특강：Duane Morris(다국적로펌), AXA

· 재 싱가포르 동문회 간담회

· 조별 현장 시장조사

8. 23. · 조별 현장 시장조사 및 팀별 발표준비

8. 24.
· 팀별 발표준비

· 팀별 스타트업 프로젝트 발표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또는 총학생회 페이스북 모집공고 후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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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꾸미자 주얼리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종로구 내 자리 잡고 있는 예술산업분야인 주얼리의 강점을 살려 공동의 이익을 창출함

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주얼리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고 계획하는 예비창업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방법

을 모색 중인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다각도의 지원을 진행하며 실제 판매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므로써 고객검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운영기간 연 1회 

대상학생
독특한 컨셉이나 철학을 보유하고 있는 주얼리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총 15개팀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및 서울주얼리지원센터 

프로그램 

세부사항

- 공개 모집을 통해 서면평가(1차) 발표평가(2차)를 통해 최종 선발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협업 진행

- 세부일정(향후 변경가능) 

일정 운영방법 세부내용

6월 온/오프라인 - 주얼리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모집 및 선발 

7 ~ 8월 오프라인
- 개인(팀)의 컬렉션 제작 완료 및 멘토링 

- 작품 포트폴리오 촬영 

9 ~ 10월 온/오프라인 - 홍보영상 촬영 및 기획전 

신청방법 캠퍼스타운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이수시

혜택

- 주얼리 전시지원 및 판매를 위한 유통지원 

- 서울시 캠퍼스타운 창업페스티벌 전시지원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 02-740-1734 / jkhan1117@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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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미술관 도슨트 활동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종로구의 대표적인 예술문화를 부각시키는 “예술문화 삼거리” 주제 중 배울거리-미술관 

도슨트 양성을 통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청년층의 미술관 도슨트 활동가 양성을 통해 도슨트 입문의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예

술분야로의 진출과 창업 환경 조성

운영기간 2020년 4월 ~ 11월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약 50명

운영장소 서울 시립미술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예술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대학생 및 일반인 모집

- 재료비 구입 등 프로그램 사업비 및 행사비 지원

-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성균관대 미술학과와 협력하여 진행

기간 구분

4 ~ 11월 도슨트 교육 및 특강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이메일 신청

이수시

혜택

- 다양한 예술문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수준 향상

- 문화예술 취,창업 경험 제공

- 예술분야의 창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기대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5 / tktj7288@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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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곽둘레길 미디어아트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미디어아트에 관심 있는 대상자에게 야간 관광콘텐츠 개발 방법 및 영상 공모전을 제공

하여 풍성한 볼거리 및 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영상공모전으로 다양한 영상 수집

- 자치구내 성곽담벼락 미디어파사드 기술접목을 통한 볼거리 제공

-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고궁 주변 상권 활성화 유도

운영기간 2020년 9월 ~ 2020년 12월(연 1회)

대상학생 전교생(휴학생, 졸업생 포함)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명 내외

운영장소 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진행

 1) 미디어파사드에 관심이 있으며 실현하고 싶은 예비창업자 

 2) 성곽 및 문화자원 등 다양한 영상으로 관광콘텐츠 확대에 기여하려는 학생 및 일반인

- 세부추진일정

  

구분 내용 일정

1 영상공모전을 통해 여러 작품 입수 20. 6 ~ 7

2 작품 선정 및 전시를 위한 구체화작업 20. 7

3 미디어파사드 작품 전시시행 20. 8

총 소요기간 3개월 

- 지원：공모전 상금, 시설&장비임차료, 창업활동비(재료비) 지급 

- 협력：성균관대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등과의 협력으로 진행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이메일 신청

이수시

혜택

- 제작된 미디어파사드 영상의 현장 전시 및 실현 가능 추진

- 미디어파사드 기술 지식 함양 및 공모전 참가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07호 / 02-740-1733 / iamstartup@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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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대(成大)한 AIBI Academy

운영부서 창업지원단

운영목적
우리대학 창업대학원 내 AI‧Big Data‧IoT 기술분야 특화 실전교과과정 개발을 통한 기

술사업화 역량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우리대학 글로벌창업대학원 내 AI‧Big Data‧IoT 기술 관련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2020

년 2학기 시범강좌 1과목, 2021년부터 4개 과목을 운영하여 교내 학생 및 일반인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해 해당분야의 실전창업사업화 역량을 제고

운영기간 2020년 2학기 1개 과목(시범운영) / 2021년 1, 2학기 각 2개 과목

대상학생 AI·Big Data‧IoT 기술분야 학생 (예비)창업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강좌별 20명 내외

운영장소 교내(자과캠)

프로그램 

세부사항

- 주요내용(1차 년도)

교육 콘텐츠 개발

· Nvidia,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 창업대학원 교수 3인

· 이론형 교육이 아닌 실제 개발 toolkit 및 서비스를 활용한 실습

형 프로젝트 위주의 콘텐츠 개발(9월까지 2개 과목 이상)

시범강좌 운영

·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 성공세미나(2020년 2학기)

· 시범운영 후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차년도 운영계획 시 

적극 반영

장비 및 서비스 제공

· 협력기관이 보유한 개발 장비, 회원 서비스, toolkit 등을 제공

· 강좌 운영 시 외에도 상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

율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신청방법 수강신청(교내 구성원) / 온라인 신청접수(일반인)

이수시

혜택
글로벌창업대학원 입학 지원 시 우대

문의처 자과캠 산합협력센터 3층 85361호 / 031-29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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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대(成大)한 IR Day

운영부서 창업지원단

운영목적 실제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IR(Investor Relations) 개최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우리대학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VC인 킹고투자파트너스 및 창업지원단 보유 VC 네트워

크를 초빙하여 우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IR을 개최하고 실제 투자유치 성공에 이르기까

지를 지원

운영기간 VC 수요에 따라 소규모 상시 가능 / 2020년 11월 경 대규모 연합 IR 추진예정

대상학생 성장가치가 뛰어난 3년 미만의 학생창업기업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매회 3 ~ 6개사 내외

운영장소 외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지원절차

IR 참가자 모집
· 참가신청서 제출

· 기관추천 및 개별접수

경기청·경기창조혁신센터· 

창업지원단

서류검토 및 선정
· 사업계획서 검토

· 참가대상 선정 및 통보
창업지원단

행사 운영

· VC 및 액셀러레이터 전문 투자자 초청

· 공개 IR 쇼케이스 진행

· 투자자 - 참가자 네트워킹 

경기청·경기창조혁신센터· 

창업지원단

사후관리

· 참여 기업  만족도 조사 

· 투자 후속지원 연계

·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관심기업 연계

창업지원단

신청방법 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 접수(메일)

이수시

혜택
실제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문의처 자과캠 산합협력센터 3층 85361호 / 031-29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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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대(成大)한 원스톱창업상담창구

운영부서 창업지원단

운영목적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부분부터 전문적인 영역까지 내부 및 외부 전문

가를 통해 체계적인 원스톱(One-stop) 창업상담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창업지원단 창업중점교수(2인)와 일정 조율 후 기초상담 진행

- 원하는 분야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매칭하여 1대1 심화 멘토링 진행 가능

운영기간 2020년 5월 ~ 21년 3월(11개월) 내 상시

대상학생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기초상담 상시, 외부 전문가 멘토링 월 2회(명, 팀)

운영장소 온/오프라인(기초상담 - 양 캠퍼스 / 전문가 상담 – 외부 또는 온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지원절차(외부 전문가 매칭 시)

상담창구 상담 접수 상담 설계 상담 멘토링

세무, 법률 등

분야 선택
→

분야별 

상담접수
→

전문가연계

(일정 조율 등)
→ 1:1 멘토링 

신청방법 유선, 방문, 메일, 홈페이지(준비 중) 등을 통한 접수

이수시

혜택
창업 준비 전 단계에 걸친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해소

문의처 자과캠 산합협력센터 3층 85361호 / 031-290-5658



09. 창업

2020 학･생･성･공･가･이･드  215

프로그램 성대(成大)한 투자 맛보기

운영부서 창업지원단

운영목적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투자유치 역량강화교육：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투자유치의 

기본개념부터 IR자료 작성실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제공

- 투자유치 네트워킹：VC, CEO들로 구성된 투자유치관련 포럼 및 네트워킹을 주최하

여 투자유치의 기회를 확대

운영기간 교육：2020년 7월(3 ~ 4주, 예정) / 네트워킹：2020년 6월, 10월(2회 예정)

대상학생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3년 미만의 학생창업기업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교육：30명 내외 / 네트워킹：회별 40 ~ 50명

운영장소 교육：교내(자과캠) / 네트워킹：외부(미정)

프로그램 

세부사항

- 주요내용

모집 및 선정 투자역량 보유 및 3년 기창업자 선정

IR 사업계획서 작성

& 피칭 특강
성공적인 투자유치 방법 및 IR사업계획서 필수 구성요소 

IR 피칭 디자인지원

& IR 피칭  1:1 컨설팅 
IR 피칭 진단 및 피칭덱 스토리 라인 기획 및 피칭 교육

CEO 포럼 외부 투자기관(협력관계) 투자자와 기업 간의 네트워킹 장 마련

신청방법 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 접수(메일)

이수시

혜택

- 투자유치의 A부터 Z까지 파악

- 투자유치관련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의 확대

문의처 자과캠 산합협력센터 3층 85361호 / 031-29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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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장시켜, 드림(Dream)

운영부서 창업지원단

운영목적 우리대학 글로벌창업대학원의 이론과 실전을 고루 갖춘 커리큘럼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우리대학 글로벌창업대학원과 연계하여 기술 창업 관련 강의 

-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 성공 사례, 현장 체험 제공

운영기간 2020년 09월 ~ 2020년 11월

대상학생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회차 당 15명 내외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센터 85712호

프로그램 

세부사항

- 지원내용 및 절차

프로그램 세부내용 비고

포럼 및 세미나 

컨텐츠 기획
기술 창업 관련 컨텐츠 개발

창업대학원 

중점교수

기술 포럼 AI, Big Data, IoT 관련 포럼 개최
총 2회

(5월, 10월)

기술창업 성공세미나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 성공 세미나

(특강, 멘토링, 현장체험 등)
총 16회 강의

신청방법 참가 신청서를 첨부한 이메일 접수

이수시

혜택

-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기획, 개발, 경영 역량 등을 수행 가능한 능력 확보

- 미래 비즈니스를 주도할 수 있도록 AI, Big Data, IoT 등 핵심기술 확보

문의처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센터 85361호 / 031-290-5857 / happystartup@skku.edu 

홈페이지：www.skkustart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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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셜팀프레너양성과정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교내 창업무화 활성화와 확산을 도모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팀으로 함께 비즈니스 진행하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팀 기업가 생태계형성

- step1기초과정과 setp2 심화과정을 열어 프로젝트 성과 창출 

- 팀프레너쉽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개선 

- 3단계 흐름에 따른 체계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 과정 

운영기간 학기당 1회씩 총2회 

대상학생 전교생(대학원생의 경우 사전문의)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기초과정 최대 30명 / 심화과정 최대 15명(기초과정 참여자 중 선발)  

운영장소 온라인/ 오프라인(인문사회과학캠퍼스 외) 

프로그램 

세부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전형 → 2차 지원서 및 개별 인터뷰 → 합격자 선발 

- 주제에 맞추어 2박 3일 워크샵 진행 (Team Building, Learning Compass Sharing 등) 

- 연2회 성과발표회 진행(showcase) 프로젝트별 성과공유 및 제품 소개 

날짜 운영방법 프로그램

3 ~ 7월
1학기

(온/오프라인)

setp1 기초과정：

- 팀빌딩 및 기초교육 - 로컬·글로벌 현장 밀착형 학습 

9 ~ 12월
2학기

(온/오프라인)

setp2 심화과정：

- 심화 실전비즈니스 프로젝트 

신청방법 캠퍼스타운블로그 및 홈페이지 공지 

이수시

혜택

- 소셜앙트레프레너십 개념과 철학을 통한 팀앙트레프레너 마인드셋

-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과 팀으로 일하는 방법 등 습득 

- 비즈니스 프로젝트 사업타당성 검증 방법 및 수익창출을 위한 현실적인 사업모형 도

출 가능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4 / jkhan1117@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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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종로, 내가 알려줄게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1인미디어 사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콘텐츠 제작 방법 및 

비즈니스 방법론 등을 제시하여 콘텐츠·미디어 분야의 창업 기회 증대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지역 관련 콘텐츠 제작을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경우 다양한 취창업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역 기반 콘텐츠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장 효과

운영기간 2020년 7월 ~ 12월 31일(연 1회)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0명

운영장소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1인 미디어 사업 체계 교육 (이론, 사례 분석, 실습 중심)

    1) 1인 미디어 사업 모델 및 성공 전략：다양한 수익 모델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이론과 사례로부터 분석하여 사업 전략을 수립 

    2) 효과적인 콘텐츠 기획 전략：1인 미디어 사업의 다양한 콘텐츠 종류 (장르, 포맷, 

특성)를 분류, 분석하고, 성공과 실패 요인을 이론 및 사례로부터 분석하여 콘텐

츠 기획 전략을 수립 

    3) 콘텐츠 제작 방법：1인 미디어형 콘텐츠의 제작을 위한 기본 방법을 교육하고, 협

업을 통한 콘텐츠 고급화 방안을 실습

    4) 채널 운영 전략：유튜브 중심의 콘텐츠 채널 운영 전략 (콘텐츠 관리, 방문자 관

리, 광고 관리) 수립

- 지역 정보의 콘텐츠화에 필요한 관련 정보 교육

    1) 유사 사례 분석：지역 기반 정보를 콘텐츠 비즈니스화 한 국내외 사례와 성공, 실

패 요인 분석

    2) 종로구 지역 정보 학습：콘텐츠화가 가능한 다양한 정보 조사 (예：역사, 뒷이야

기, 고궁, 먹거리, 청계천 등)

    3) 스토리텔링 교육  디지털 스토리텔링 방법론 교육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또는 QR코드로 신청

이수시

혜택

- 크리에이터를 위한 콘텐츠 기획 촬영, 영상 편집 및 방송 기법 교육 

- 콘텐츠 기획, 촬영, 영상편집, 채널 관리에 이르는 분야를 전문가 혹은 크리에이터를 

초빙하여 강의 혹은 실습 형태로 제공

- 1인 스튜디오 공간 지원 및 필요시 경진대회를 개최, 종로구 공식 홍보 

  콘텐츠 제작 기회 부여

- 필요시 전문 MCN 업체에 연결하여 개인 사업화 지원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07호 / 02-740-1733 / iamstartup@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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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창업을 요리하다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HRM(가정간편식) 푸드 인큐베이팅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직업의 다양화, 노동

시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목적을 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공유주방 입주지원을 통해 창업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요식업 창업의 자신감을 심어줌 

- 샐러드매장 내 임대로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진행, 트랜드에 맞는 메뉴개발을 지원하

고 상품화하여 실제영업이 가능하도록 함

운영기간 연 1회 

대상학생
샐러드분야(HMR)창업 예정인 예비창업팀 또는 당해연도 사업

자등록 발급 기창업팀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총8팀(선발 6개팀 / 예비선발 2개팀) 

운영장소 트위트리 빌딩 내 HARU 푸드코트 샐러드 매장 외

프로그램 

세부사항

- 공개 모집을 통해 서면평가 후 인터뷰 및 실기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

- 선발 순위에 따른 인큐베이팅 일정 차등 진행 (시즌별 2개팀 진행)   

(※ 후 순위 2개팀은 선발팀 중 낙오팀 발생 시 대체)

- 런치 & 디너 각1팀씩 인큐베이팅 진행

회차 운영시기(예정) 세부 내용

1회차 6 ~ 8월 · 푸드코트 샐러드매장 무상지원 

· 임대료 지원 및 소정의 재료비 지원 

· 외식창업 영업 및 교육진행 

· 메뉴개발 지원 및 상품화 

· 각 섹션에 맞는 전문가 멘토링 투입 

2회차 8 ~ 10월

3회차 10 ~ 12월

신청방법 캠퍼스타운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이수시

혜택

- 인큐베이팅 수료 후 창업에 필요한 공유주방 입점 지원 

- 실제 공유주방 입점을 통한 영업경험 습득, 창업생존율을 높임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 02-740-1734 / jkhan1117@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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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축제거리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간의 융복합을 통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향유할 수 있는 전시나 

공모전 등의 개최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전시/상영 공모：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팀이 제작한 융복합 콘텐츠

- 콘텐츠 사업화 기획안 공모 → 융복합콘텐츠 퍼실리테이터 양성 → 융복합콘텐츠·스

타트업 데모데이 개최  

운영기간 2020년 7월 ~ 2020년 11월 (연1회)

대상학생 전교생, 문화예술인, 일반인 모두 참여 가능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00명

운영장소 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2020년 4월 ~ 5월：페스티벌 시행 예고 및 퍼실리테이터 모집 

：기획안 및 융복합콘텐츠 모집 분야 및 심사 기준 예고 (마감 8월)

：성균관대학교 자과캠/인사캠 대상 융복합퍼실리테이터 모집

   - 2020년 6월 ~ 7월：우수 융복합콘텐츠제작/창업 사례 발굴 및 홍보영상 제작 

：융복합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우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사례 발굴

：유튜브 콘텐츠로 융복합콘텐츠 및 창업 사례 제작 전파 

- 2020년 8월 ~ 9월：우수 융복합콘텐츠 및 창업 사례 공모 및 심사

：영상, 공연, 제품 프로토타입 등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작품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문화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콘텐츠스타트업 사례 

- 2020년 9월：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 개최 

：분야별 시상, 콘텐츠 크리에이터/창업가 강연, 공연 등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이메일 신청

이수시

혜택
융복합콘텐츠 및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관한 사회적인 이해도 증진 기대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07호 / 02-740-1733 / iamstartup@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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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캠퍼스타운사업 창업공간 이용자 선발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지원 및 교육과 멘토링 제공을 통한 

체계적인 창업육성 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입주팀을 대상으로 위워크 광화문점, 카페24창업센터 혜화점, 카

페24창업센터 창신점, 킹고스타트업스페이스 공간제공

- 창업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통한 실제적인 

성공창업 지원

운영기간 2020년 5월 ~ 12월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약 50명

운영장소 킹고스타트업스페이스, 카페24창업센터 혜화점, 창신점, 위워크 광화문점

프로그램 

세부사항

-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팀 모집

-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팀에게 각 창업공간 배정

- 활동보고서 및 근태관리 등을 통한 공간활용도 및 창업활동 촉진

- 멘토링, 교육,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제공

기간 구분

20. 3 ~ 4월 홍보 및 모집, 선발

20. 5 ~ 12월 창업팀 입주 및 활동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이메일 신청

이수시

혜택

- 창업활동에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을 통한 창업활동 집중가능

-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지원을 통한 사업화 비용 축소

- 멘토링, 교육 등 창업육성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성공창업지원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5 / tktj7288@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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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킹고 AI·빅데이터 TechUp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기존의 역사·문화·미디어 등의 서비스 제공 틀에서 벗어나 4차산업 분야의 접목으로 새

로운 직업과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여건을 마련함으로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AI양재허브와 기술교육과정 연계한 AI·빅데이터 기술중심 아이템 매칭과 기술자문·

멘토링지원

운영기간 2020년 6월 ~ 11월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 ~ 5팀

운영장소 AI양재허브 교육장 등

프로그램 

세부사항

- AI양재허브(구 양재R&CD혁신허브)에서 운영하는 AI기술교육과정 연계와 AI양재허브

에 입주한 3년 이하 창업팀을 대상으로 매출과 투자유치가 가능한 창업팀의 모집 선

발을 통해 창업활동비 차등지원(최대 500만원 이하) 

- 세부추진일정

구분 내용 일정

모집 및 선발 AI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 대상 창업팀모집 20. 6.

심사 사업화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선정 20. 7.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성과 공유 20. 7 ~ 11.

운영 해당분야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데이 운영 20. 11.

 ※ AI양재허브와의 업무 조율을 통해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단 블로그 등을 통해 안내한 URL로 신청

이수시

혜택

- 예비창업자의 기술관련 분야 매칭을 지원하고 창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 클러스터 연계를 통해 인문과 기술의 협력 방안 모색 도모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2 / vitaminabc@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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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킹고 창업 패키지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문화, 예술, 기술 분야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멘토링, 창업활동비, 

창업 공간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을 육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창업활동비지원, 전문가 멘토링, 성

과점검, 성과 발표회 등을 통해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자치구내 창업보육공간 확장 운영 및 관리예정

운영기간 2020년 3월 ~ 12월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약 150명

운영장소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피칭심사를 통한 사업화

지원 및 멘토링, 교육 제공

- 창업육성지원프로그램：캠퍼스타운 창업공간 입주팀을 대상으로 VC투자대회 등을 통

한 실질적인 사업 고도화 지원 및 네트워킹 제공

- 킹고Value-up 피칭대회：19년도 캠퍼스타운 창업 지원팀 등을 대상으로한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간 구분

5 ~ 6월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창업육성지원프로그램, 킹고value-up 프로그

램 모집 및 심사

7 ~ 11월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창업육성지원프로그램, 킹고value-up프로그

램 진행 및 성과 발표회

-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 성공적인 창업모델 설계워크샵진행 

일정 온라인 세부내용

6월 온/오프라인

· 프로그램소개 및 Overview, 혁신의 정의, 스탠포드연구

소 소개 및 5DOI개념정리, 

· 혁신의 장애 및 동기, 가치창조 프로세스, 팀실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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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경진대회：창업문화 확산 및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

인 사업아이디어를 선발함 

일정 온라인 세부내용

4월 온라인 - 온라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5월 온/오프라인 - 1차 서면평가 및 2차 발표평가 진행 후 시상식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이메일 신청

이수시

혜택

- 예비 및 초기창업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성공 창업 기회 확대

- 참여팀 맞춤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사업화 성과의 점진적 향상

-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금 및 활동지원을 통한 높은 성과도출 기여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5 / tktj7288@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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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킹고×세운프로젝트

운영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목적
기존의 역사·문화·미디어 등의 서비스 제공 틀에서 벗어나 4차산업 분야의 접목으로 새로

운 직업과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여건을 마련함으로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세운 메이커스 큐브를 통해 도심내 제조기반 예비창업자들에게 시제품 제작 교육지원과 

네트워킹 데이 등으로 사업화 성공 기반 확대

운영기간 2020년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6 ~ 10팀

운영장소 세운메이커스큐브 교육장 등

프로그램 

세부사항

 - MOU 체결한 세운협업지원센터와의  창업 협업 운영으로 도심 시제품 개발 시너지 확대

 - 다양한 시제품의 제작 체험 및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창업브레이크 운영

 - 세운협업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업을 통해 캠퍼스타운에서는 창업육성에 포커스를 두

고, 세운협업지원센터는 지역상생 성장을 위한 테마를 가짐으로써 도심에서의 대학

가 청년층의 새로운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구분 내용 일정

모집 및 선발 세운메이커스 입주기업 및 제조기반 희망 예비창업자 20. 6.

교육
도심 기반의 제조업의 다양한 전문가 멘토링과 분야별 전

문 교육 진행
20. 7.

지원 시제품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창업활동비 지원 20. 7 ~ 9.

운영
기존 세운메이커스큐브 창업자와 신규 예비창업자의 네트

워킹데이 운영
20. 10.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단 블로그 등을 통해 안내한 URL로 신청

이수시

혜택

- 세운 마이스터 기술자문 및 멘토링 지원

- 창업팀 시제품 제작 지원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32 / vitaminabc@skku.edu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skkucampu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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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투자 받고! 어깨 피자!

운영부서 창업지원단

운영목적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이 글로벌 시장･투자 기반으로 질적 고도화할 수 있는 투

자유치 역량강화 전문 교육 필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IR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피칭 특강을 통해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투자 심사역 및 액셀러레이터 대상 IR 데모데이를 통해 투자 기회 제공

운영기간 2020년 5월 ~ 2020년 9월

대상학생
2020년 기준 투자유치 역량 보유 및 IR을 준비 중인 예비창

업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5명 내외

운영장소 교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 지원내용 및 절차

프로그램 세부내용 비고

IR 사업계획서 작성

& 피칭 특강

· 성공적인 투자유치 방법 및 IR사업계획서 필수 구

성요소

· 최근 투자동향 및 투자유치 성공 사례

총 4시간

IR 피칭 자료 제작

& IR 피칭 1:1 

컨설팅

· IR 피칭 진단 및 피칭덱 스토리 라인 기획 및 피

칭 교육

· 기업별 사업 전략 제고 및 IR 업그레이드 방향성 

도출

기업당 

2시간

데모데이 · 투자 심사역 및 액셀러레이터 대상 IR 데모데이

신청방법 참가 신청서를 첨부한 이메일 접수

이수시

혜택

- 투자유치단계에 따른 개념을 이해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피칭 

요령 습득

-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문의처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센터 85361호 / 031-290-5857 / happystartup@skku.edu 

홈페이지：www.skkustart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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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SVTEP Program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글로벌 기업 현장학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 최신기술에 대한 강의 및 프로젝트 진행

핵심역량 학습지원, 자기주도역량, 글로벌역량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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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ll습득 및 모의 인터뷰 진행

- 최신 IT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진행 

운영기간 기존 운영계획은 여름방학 중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미정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명

운영장소 미국 SJSU(San Jose State University)대학,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프로그램 

세부사항

Week1(7/1-7/5) Day1 Day2 Day3 Day4 Day5
Morning

(9:30-12:00)
Writing resume, cover 

letter and business email
(Lecture)

Writing resume, cover 
letter and business email

(Mentoring)
Searching for 

internship positions
(Mentoring)

Common interview
questions and 

interview skills(Lecture)
Interview coding 

exercises and Mock 
interviews
(Practice)Afternoon

(1:30-3:30) Writing resume, cover 
letter and business email

(Practice)

Searching for internship 
positions(Lecture) Internship application

Interview coding 
exercises (Lecture)

Practice 
(3:30-6:00) Practice Practice Week 1 Wrap-up

& Review
Week2(7/8-7/12) Day6 Day7 Day8 Day9 Day10

Morning
(9:30-12:00)

SV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Critical Design
Thinking

Product
Commercialization 

plan
Innovation Product

Design
Software Development 

in Silicon Valley
Afternoon

(1:30-3:30) Campus Tour, Ice
Breaking & Team

Building
Innovation Ideation

Industry Visit I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Mentoring Product

Development
Practice 

(3:30-6:00) English Fundamentals English Fundamentals Week 2 Wrap-up
& Review

Project(5:00-6:00) Working on a project
Week3(7/15-19) Day11 Day12 Day13 Day14 Day15

Morning
(9:30-12:00) Business Plan

Go-To-Market
(MarketingAnalysis& 

Planning)
Industry Visit II UI/UX Product Design Internship Fair

Preparation
Afternoon

(1:30-3:30) Entrepreneurship Skills Mentoring Business Plan
Industry Visit III Project Progress 

Review I
Internship Fair-
Meeting with SV

companiesEnglish
(3:15-4:45) Business English Business English

Project(5:00-6:00) Working on a Project Week 3 Wrap-up
& Review

Week4(7/22-7/26) Day16 Day17 Day18 Day19 Day20
Morning

(9:30-12:00)
Machine Learning

& Artificial Intelligence-I
Machine Learning

& Artificial Intelligence-II
California Cultural

Learning

Big Data
Analytics Open Source Systems

Afternoon
(1:30-3:30) Project Mentoring Venture Capital

& Financial Planning Work on Project Project Progress 
Review IIEnglish

(3:15-4:45)
Advanced Business

English
Advanced Business

English
Project(5:00-6:00) Working on a Project Week 4 Wrap-up

& Review
Week5(7/29-8/2) Day21 Day22 Day23 Day24 Day25

Morning
(9:30-12:00) Work on Project IoT & Embedded

Systems
Fireside chat with 

Industry Profesionals
Mentoring Business 

Plan
Product Display &

Presentation
Afternoon

(1:30-3:30) Project Mentoring Work on Procject
Imdustry Visit IV Presentation Rehearsal Business Plan Contest

& Award CeremonyEnglish
(3:15-4:45)

Presentation/Pitching
Skill(Lecture)

Presentation / Pitching
Skill Practice

Project(5:00-6:00) Working on a project Program Warp-up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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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SW중심대학 사업 지원

문의처
산학협력관 85458호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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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SW Pioneer Program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글로벌 대학에서 SW지식 교류 및 최신기술 습득

- 글로벌 기업 현장학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여름방학동안 USC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LA(USC),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시애틀 등 총 3개 도시의 IT 기업들을 방문하여 현장학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 Data Science와 AI를 주제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진행 

운영기간 기존 운영계획은 여름방학 중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미정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명

운영장소 미국 LA(USC대학),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시애틀 

프로그램 

세부사항

- USC에서 Data Science와 AI를 주제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진행(2주동안 진행)

- 한미 해커톤 개최：Social Data Analysis with Open Datasets(한미 학생간 SW지

식 교류 및 전문가 멘토링 기회 제공)

- LA 미디어관련기업, 실리콘밸리 SW기업 방문(Google, CISC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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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제공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 프로그램 비용 전액 SW중심대학 사업 지원

- USC 명의의 수료인증서 및 학생카드 발급

문의처
산학협력관 85458호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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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UCI I-SURF Program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팀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역량 강화

- 글로벌 기업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팀 연구 프로젝트 진행 UCI의 지도교수 및 현지 대학원생들과의 연구 진행

매주 연구 미팅 및 주제 발표를 통한 연구 수행

- 실리콘밸리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운영기간 기존 운영계획은 여름방학 중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미정

대상학생 소프트웨어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3명

운영장소 UCI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대학,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팀 연구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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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CI 지도교수 및 현지 대학원생들과 연구 진행

  - 매주 연구 미팅 및 주제 발표를 통한 연구 수행

  - 심포지엄 개최

  - Conversation, Writing, Reading 집중 학습 진행

2. 최신 기술 개발자 초청 멘토링 진행

3. 실리콘밸리 IT 기업 방문하여 현장실습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선발

이수시

혜택

- 프로그램 비용 전액 SW중심대학 사업 지원

- 프로젝트 성과가 우수할 경우 기간연장 가능 (자비부담)

문의처 소프트웨어학과, 산학협력관 85458호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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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소프트웨어학과 미국 글로벌 IT 기업연수 

운영부서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운영목적
- 글로벌 IT기업 현장학습 및 업무습득

- 글로벌 기업 인턴쉽 연결 및 해외 취업방법의 다양성 학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택1)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2020년 동계방학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및 LA의 IT기업들을 탐방하며 글

로벌 IT기업의 현장학습 및 해외 취업방법의 다양성을 학습

- 교수, 학생간의 유대감 형성 및 재학생들의 공동체의식 증진

운영기간 2020년 1월 12일(일) ~ 1월 21일(화)

대상학생 소프트웨어학과 4학기 이상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50명 내외

운영장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프로그램 

세부사항

- 미국 글로벌IT기업 탐방：1일 2개 ~ 3개 기업 탐방

- 미국 대학 방문：Stanford University, UCLA University 등

- K-Group(현지 IT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 그룹) 초청 및 간담회 진행

신청방법 소프트웨어대학 홈페이지 공지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선발

이수시

혜택
프로그램 비용 전액 교비 지원

문의처 산학협력관 85458호 / 031-299-4101 / brsong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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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JOB GBA

운영부서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운영목적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조건부)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졸업한 동문들,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재직 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지원전략 

등을 알아볼 수 있음

운영기간 2020학년도(학기 중 상시)

대상학생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휴학생 신청 가능)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 온라인 Webex 간담회 진행

프로그램 

세부사항

- 삼성전자, SK계열사, 해외취업자, 대학원진학자 등 다양한 동문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통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 글로벌경영학과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되며,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

-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온라인Webex로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사항은 글로벌경영학과 학과 홈페이지를 참조

신청방법 글로벌경영학과 담당자 이메일 제출

이수시

혜택
 -

문의처
경영대학 중국대학원 행정실 글로벌경영학과 지원담당

02-760-0041 / skkugb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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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공기업 / 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공기업 /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종합 역량 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전략 및 공기업 NCS 특강 등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종

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7월 / 동계：1월

대상학생 3 ~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캠퍼스별 약 10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인사캠) 퇴계인문관 31308호, (자과캠) 1공학관 23217호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인사캠 자과캠

1일차 공기업 취업전략 및 의사소통능력 NCS 기출유형 및 경향분석, 수리능력

2일차 수리능력 및 자원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3일차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및 자원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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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사 → 취업프로그램 → 공기업/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신청

이수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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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상담 2회)까지 모두 이수 시 창의품 인정

문의처

인사캠：02-760-1085 / recruit@skku.edu

자과캠：031-290-5044 / career@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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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금융권 취업 아카데미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금융 분야 관련 종합역량 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준비생의 면접역량 강화를 위하여 면접유형별 대응전략 등 면접전형 대비 취업 특

강 진행

운영기간 하계：7월 초 / 동계：1월 초

대상학생 3 ~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약 12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인사캠) 퇴계인문관 31308호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교육 내용

1일차 은행 & 기타 금융권 취업전략

2일차 금융 공기업 & 금융 논술

3일차 금융권 필기 – 경제 부문

4일차 금융권 필기 – 금융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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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사 → 취업프로그램 → 금융권 취업아카데미 신청

이수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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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상담 2회)까지 모두 이수 시 창의품 인정

문의처

인사캠：02-760-1085 / recruit@skku.edu

자과캠：031-290-5044 / career@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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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면접전형 대비 특강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취업 면접전형을 앞둔 준비생들의 면접 노하우 전수 및 역량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준비생의 면접역량 강화를 위하여 면접유형별 대응전략 등 면접전형 대비 취업 특

강 진행

운영기간 1학기：5월 말(온라인) / 2학기：10월 말

대상학생 3 ~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200명(※ 1학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인원 제한 없이 수강 가능)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33B101호, (자과캠) 1공학관 23219호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인사캠 자과캠

1일차 기본 면접 전략 및 인성면접 대비

2일차 직무역량면접 대비 및 유형별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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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사 → 취업프로그램 → 면접전형 대비 특강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인사캠：02-760-1085 / recruit@skku.edu

자과캠：031-290-5044 / career@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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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방학맞이 취업특강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3 ~ 4학년 학생들에게 취업/진로의 방향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방학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특강

방학 기간 이용해 취업역량을 기르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기간 1학기：6월 말 / 2학기：12월 말

대상학생 3 ~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20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33B101호, (자과캠) 1공학관 23219호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인사캠 자과캠

1일차 대기업 채용 프로세스 및 방학 중 취업준비 전략

2일차
나에게 맞는 

직무 및 산업분석

제조기업 R&D 

직무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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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사 → 취업프로그램 → 방학맞이 취업특강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인사캠：02-760-1085 / recruit@skku.edu

자과캠：031-290-5044 / career@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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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삼성전자 대여장학생 선발 대비 프로그램

운영부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운영목적 삼성전자 대여장학생 선발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의 삼성전자 채용전형 합격률 제고를 위한 전형별 특강 및 

모의 면접 진행

운영기간 매학기

대상학생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반도체관 강의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2020년 상반기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온라인 스트리밍 교육 실시)

 1. 자소서 특강：4월 10일 금요일 18:30 ~ 20:30

2. GSAT 특강：

2020. 04. 16(목)  양리라 선생님의 수리 특강 (18:00 ~ 21:00)

2020. 04. 22(수)  복지훈 선생님의 추리 특강 (18:00 ~ 21:00)

2020. 04. 23(목)  최수지 선생님의 언어 특강 (18:00 ~ 21:00)

2020. 04. 24(금)  복지훈 선생님의 시각적 사고 특강 (18:30 ~ 21:30)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개별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반도체시스템공학과행정실, 반도체관 2층 400213호

031-299-4902 / jisuh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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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생명과학과 취업률제고를 위한 

동문회 유기적 정기적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부서 생명과학과

운영목적
생명과학과 취업률제고를 위한  동문회 유기적 정기적 교류활성화 프로그램을 생명과학

과 학생회중심의 재정적 물리적 지원 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생명과학과 동문 선배의 요직 인사의  초청 강연 및 화면회의를 통한 취업 등 방향성 

제시

운영기간 단체 네트워크는 10월 중 하루, 사이트 기반구축으로 상시운영

대상학생 생명과학과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약 50명

운영장소 생명과학과 세미나실, 전공강의실, 학생회 공간 활용

프로그램 

세부사항

- 10월 중 진행 계획 중

- 코로나가 종식되어 2학기 정상 개강이 진행된다면, 오프라인으로 진행

2학기도 정상적인 현장 개강이 어려우면 온라인 진행

- 신청자는 선착순 50명까지 입장

- 생명과학과 동문 선배님들 중 요직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통해 생명과학과 

학우들의 취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

신청방법 생명과학과 전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하여 안내 후 신청 접수

이수시

혜택

바이오분야의 핵심기초영역인 생명과학과 졸업 후 진로, 취업분야, 준비과정에 대한 AI

기반 인적기반 정보근거 학생성공 센터기능

문의처
제30대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김연준 / 010-3443-4057

gimyj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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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서류전형 대비 취업특강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서류전형 중점 특강을 통해 취업준비생의 자기소개서 역량 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공채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서류전형 중점 특강 진행

운영기간 1학기：5월(온라인), 2학기：9월 초

대상학생 3 ~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양 캠퍼스 각 20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33B101호, (자과캠) 1공학관 23219호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인사캠 자과캠

1일차 2020 상반기 주요 대기업 취업전략

2일차 직무와 산업 설정의 중요성 이해하기

3일차 인사담당자를 사로잡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4일차 공기업 입사지원서 작성 및 취업전략

5일차
현직자에게 듣는 

직무이야기(경영지원)
현직자에게 듣는 직무이야기(SW)

6일차 현직자에게 듣는 직무이야기(금융권)
현직자에게 듣는 

직무이야기(회로개발)

7일차
현직자에게 듣는 

직무이야기(외국계/마케팅)

현직자에게 듣는 직무이야기(바이오 

생산관리)

8일차 현직자에게 듣는 직무이야기(영업)
현직자에게 듣는 

직무이야기(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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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사 → 취업프로그램 → 서류전형 대비 취업특강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인사캠：02-760-1085 / recruit@skku.edu

자과캠：031-290-5044 / career@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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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실전 모의면접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실전 모의면접을 통해 취업 면접접형을 대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준비생들의 면접역량 강화를 위해 실전과 같은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 실제 기업

의 인사담당자를 면접관으로 초청하여 모의면접 진행

운영기간 1학기：6월(온라인) / 2학기：11월

대상학생 3 ~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캠퍼스별 약 20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2층 강의실, (자과캠) 2공학관 1층 강의실
 ※ 코로나19 사태로 2020-1학기는 온라인으로 진행 확정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분반1 분반2

1회차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2회차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3회차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4회차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5회차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6회차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7회차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8회차 직무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9회차 임원면접 임원면접

10회차 임원면접 임원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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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사 → 취업프로그램 → 실전모의면접 프로그램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인사캠：02-760-1085 / recruit@skku.edu

자과캠：031-290-5044 / career@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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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오프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를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오프라인 클리닉 

프로그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기업 서류전형 합격을 위해 1:1 자기소개서 작성법 클리닉 진행

지원하는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전문 컨설턴트와 클리닉을 진행하며 자신의 

역량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스킬을 습득할 수 있음

운영기간 1학기：온라인 운영, 2학기：9월

대상학생 3 ~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캠퍼스별 약 12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양 캠퍼스 학생인재개발팀 내 상담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자기소개서 전문 컨설턴트와 1:1 첨삭 클리닉 진행

- 클리닉 시간：40분

- 클리닉 장소：학생인재개발팀 상담실

- 매학기 초 2 ~ 3주간 매일 오후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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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사 → 취업프로그램 → 오프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신청(자기소개서 첨부)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인사캠：02-760-1085 / recruit@skku.edu

자과캠：031-290-5044 / career@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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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온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를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온라인 클리닉 프

로그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스스로 작성한 지원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전문 컨설턴트에게 첨삭 지도를 받아 더 나은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음

운영기간 상시

대상학생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자기소개서 전문 컨설턴트에게 온라인으로 첨삭 클리닉을 의뢰 가능

- 방문상담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내방이 어려운 경우 활용

- 클리닉 소요기간 평균 2 ~ 3일

- 1인당 재학 중 최대 5회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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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상담 → 온라인 자기소개서 클리닉 신청(자기소개서 첨부)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1085 / recruit@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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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취업특강

운영부서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운영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소양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특강 개최

운영기간 학기, 방학 등 최대 4회(추후 홈페이지 안내)

대상학생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무제한

운영장소 온라인 / 코로나-19 진정 시 오프라인 진행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시기(월)：학기 방학 등 최대 4회 홈페이지 상세 안내

- 프로그램 운영방법(온라인)

- 프로그램 세부내용

  ∙ 기초과정

 근로계약서 / 4대보험 / Work-Permit / 인턴십&파트타임(한국어)

  ∙ 자기소개서 쓰는 법등 취업 기초소양 교육

- 심화과정

  ∙ 한국 기업 바로 알기!(한국어/영어 분반) 

  ∙ 뽑히는 입사지원서 작성법(한국어/영어 분반)

- 면접관을 단번에 사로잡는 면접 특강(한국어/영어 분반)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안내한 URL 신청

이수시

혜택
취업 능력 배양

문의처 인사캠 국제관 2층 / 02-760-0022 / albertmth@skku.edu



246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완성반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코칭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 강화를 위해 최근 채용 트렌드 분석, 대

기업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중점으로 진행하는 종합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8월 / 동계：2월

대상학생 3 ~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캠퍼스별 약 12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자과캠) 제 2공학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오전 오후

1일차

· 최근 채용 트렌드 분석

· 대기업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 자기소개서 작성 워크숍
2일차

3일차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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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사   취업프로그램 → 자기소개서 완성반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인사캠：02-760-1085 / recruit@skku.edu

자과캠：031-290-5044 / career@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10. 취업

2020 학･생･성･공･가･이･드  247

프로그램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모의심층면접

운영부서 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

운영목적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모의심층면접을 통해 합격률 제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임용고사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 현직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초빙하여 

임용시험 2차 대비 모의심층면접 진행

- 지역별 임용면접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각화된 면접 유형으로 진행

운영기간 1월 중(임용시험 2차 2 ~ 3주 전)

대상학생 임용시험 1차 합격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호암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안내 및 참가인원 모집：1차 합격자 발표 이후, 모의심층면접 실시 공지 및 합격자 

인원 파악을 통해 참가 안내 진행

2. 참가인원을 응시과목과 응시지역으로 구분하고 조별로 짜서, 2일간 프로그램 운영

3.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 심층면접으로 구성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메일로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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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직무적성검사 대비 Final 특강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하반기 공채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직무적성검사 전형의 경쟁력 제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취업준비생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대비 특강, 실제 시험 전 

최종 점검을 위한 특강으로 대기업, 공기업 NCS, 금융권 특강 진행

운영기간 1학기：상시(온라인), 2학기：10월 초

대상학생 3 ~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캠퍼스별 약 15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인사캠) 인문관 31308호, (자과캠) 1공학관 23219호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일 자 프로그램(예시)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1일차 대기업 Final 특강 [수리]

2일차 대기업 Final 특강 [추리/공간지각]

공기업 NCS
1일차 공기업 Fianl 특강 [수리/문제해결]

2일차 공기업 Fianl 특강 [의사소통/자원관리]

금융권
1일차 금융 Fianl 특강 [금융시장/금융제도]

2일차 금융 Fianl 특강 [금융상품/금융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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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사 → 취업프로그램 → 직무적성검사 대비 final 특강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인사캠：02-760-1085 / recruit@skku.edu

자과캠：031-290-5044 / career@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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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직무적성검사 대비 모의시험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주요 기업 직무적성검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모의시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필

기시험 전형에 대비할수 있도록 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시험 전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모의시험을 보면서 스스로의 위치를 점검

운영기간 1학기：상시(온라인), 2학기：10월 초

대상학생 3 ~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캠퍼스별 약 20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인사캠) 인문관 31308호, (자과캠) 1공학관 23219호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1일차 인성검사

2일차 삼성 1차

3일차 LG

4일차 SK

5일차 CJ

6일차 삼성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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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사 → 취업프로그램 → 직무적성검사 대비 모의시험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인사캠：02-760-1085 / recruit@skku.edu

자과캠：031-290-5044 / career@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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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직무적성검사 아카데미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주요 영역별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취업준비도 향상과 모의고사 

실시를 통한 개인별 걍/약점 진단 및 학습방향 제시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혹은 직무적성검사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싶은 취업준비생

들이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7월 / 동계：1월

대상학생 3 ~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캠퍼스별 약 15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인사캠) 인문관, (자과캠) 1공학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오전 오후

1일차 사전 모의고사 수리

2일차 추리 및 공간지각Ⅰ 추리 및 공간지각Ⅰ

3일차 추리 및 공간지각Ⅱ 추리 및 공간지각Ⅱ

4일차 언어 언어/사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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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사 → 취업프로그램 → 직무적성검사 아카데미 신청

이수시

혜택

학생인재개발팀 창의품 인정 충족 요건 중 하나로, 기타 2개 프로그램(취업정규교과목 

수강, 취업상담 2회)까지 모두 이수 시 창의품 인정

문의처

인사캠：02-760-1085 / recruit@skku.edu

자과캠：031-290-5044 / career@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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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취업동아리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 자율적 운영 및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취업준비 장려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 운영 형태에 따라 Two Track으로 분류하여 학생 자율성 보장

- 직무별, 관심 업종별 동아리 구성으로 학생 자율 정보 공유 및 토론의 장 마련하고 

직무분야별 현직 기업담당자를 초빙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멘토링 진행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취업경쟁력 향상 및 체계적 취업준비를 지원하고자 학기별 취업동아리 모집

- 취업동아리를 <우리끼리>, <멘토랑> 2개의 형태로 구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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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5월 / 하반기：8월 ~ 11월

대상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3, 4학년 재학생 및 수료생(전공무관)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연간 800명

운영장소 교내·교외 스터디룸 및 강의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운영개요：방학기간 중 모집 공고(1월, 7월) → 동아리 활동계획서 제출(개인, 조별) 

→ 학생 선발 → 조별 자율 활동(10주) → 완료보고서 제출

- 프로세스

  <우리끼리>：조 단위 활동계획서 제출 → 조별 주 1 ~ 2회 자율 스터디 → 중간보고

서 및 출석부 제출(5주차) → 1차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서 제출(10주차) → 2차 

지원금 지원

  <멘토랑>：직무 선택 후 개별 활동계획서 제출 → 직무별 조 구성(학생인재개발팀) → 

조별 자율 스터디 5회 + 직무 멘토링 5회 → 중간보고서 및 출석부 제출(5주차) → 

완료보고서 제출(10주차)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https://job.skku.edu) → 커뮤니티 → 취업동아리 → 신청

이수시

혜택
동아리 활동 증명서 발급

문의처 02-760-1088 / ryanjh@skku.edu / 홈페이지：https://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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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취업전략 수립 및 희망 직무별 필요역량 탐색과 최근 채용동향을 반영한 자기소개서 및 

면접 교육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직무 및 면접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주요 직무이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대응전락 등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간 하계：7월 / 동계：1월

대상학생 3 ~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캠퍼스별 약 9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자과캠) 2공학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구 분
프로그램(예시)

오전 오후

1일차
2020 하반기 채용동향 분석 및 직무 분

류
직무분석 특강 및 실습

2일차 직무역량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법 특강 직무기반 입사지원서 1:1 컨설팅

3일차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한 1분 자기 PR 

스피치 트레이닝
유형별 면접 대응전략

4일차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면접 롤플레잉 실전 모의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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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사 → 취업프로그램 →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신청

이수시

혜택

학생인재개발팀 창의품 인정 충족 요건 중 하나로, 기타 2개 프로그램(취업정규교과목 

수강, 취업상담 2회)까지 모두 이수 시 창의품 인정

문의처

인사캠：02-760-1085 / recruit@skku.edu

자과캠：031-290-5044 / career@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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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부서 산학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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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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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이상 기업에서 현장실습 후 해당학기에 현장실습 교과목

으로 학점인정 받은 자(전공/교양 학점 모두 가능)

※ LINC+ 참여대학 학부생 3, 4학년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기업별 모집인원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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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실습프로그램

·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상공학해석(CAE), IoT, 스마트팩토리, 

 3D프린딩, 바이오코스메틱, 문화예술미디어, 서비스융합디자인 

 분야 운영 

직무교육연계

기업 수요기반 직무교육과정 개설 후 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 

현장실습 기회 제공

· 지식재산관리 및 활용 교육(특허분야) ANSYS교육 및 시험,

SolidWork, Unity, 3D제품디자인(Rhino), UX/UI디자인(2018년 운영)

  ※ 2019년 직무교육 2학기때 운영 예정

· 특허법인 12개 기업, 한국인프라, 앤시스코리아, 보부하이테크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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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해외기관과 연계한 현장실습 

· 미국, 독일, 일본, 베트남 등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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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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C+참여대학, 3,4학년 재학생, 학점인정 받은 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

문의처
산학협력센터 2층 85245호 

031-299-4447, 031-29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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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정보통신대학 학생성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부서 정보통신 / 소프트웨어 / 공과대학행정실, 학생성공센터행정실

운영목적 전자전기공학부 소속 학부생 진로 및 취업 지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멘토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등에 

다양한 조언 제공

운영기간 2020년 5월 ~ 6월

대상학생 전자전기공학부 3 ~ 4학년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30명

운영장소 온라인 / 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멘토 교수

교수명 주요사항

조남성 특임교수 전 삼성SDI 사장

박두식 산학교수 전 산성기술원 전무

김태진 산학교수 전 삼성전자 전무

김용석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 책임교수

손동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진규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고종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 멘토 1인：학생 4 ~ 5인을 1조로 구성하여 멘토링 진행

- 일정

일정 주요내용

4. 29 ~ 5. 6 작년 진행내용 리뷰 및 올해 계획 수립

5. 11 ~ 5. 20 학생 대상 멘토링 안내 및 선발

5. 25 ~ 6. 10 멘토링 실시

6. 15 ~ 6. 19 멘토링 결과 분석 및 대학내 홍보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이수시

혜택

- 성공스토리를 통해 희망과 영감을 얻음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와의 만남 기회 제공

문의처
정보통신대학행정실 031-290-5816 / 전자전기공학부 학과사무실 031-290-5827

khkim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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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DU-ON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부서 사범대학 각 학과

운영목적
On-line 상담시스템을 통해 사제지간의 상호작용 증진과 학생의 역량 강화 및 학생지

도 내실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각 학과에서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기마다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이에 학생이 배정된 

지도교수에게 GLS상담영역-교육상담시스템(EDU-ON)을 통해 상담 신청 및 답변을 

받음

운영기간 연중(On-line으로 진행)

대상학생 사범대학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GLS상으로 진행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학기초 각 학과에서 재학생을 기준으로 지도교수 배정 및 안내

2. 배정된 지도교수에게 자율적으로 학생이 GLS상담영역-교육상담시스템(EDU-ON)을 

통해 상담 신청 및 답변을 받도록 시스템 설계

   (학생과 교원간의 1:1 온라인 상담으로 개별 밀착 상담 가능)

신청방법 GLS상담영역 메뉴를 통해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교육학과：02-760-0535 / 한문교육과：02-760-0556

수학교육과：02-760-0556 / 컴퓨터교육과: 02-760-0671



11. 학생지도상담

2020 학･생･성･공･가･이･드  259

프로그램 Grand Epilogue(게필로그, 총동문회의 밤)

운영부서 경제대학 글로벌경제학과 

운영목적 동문회의 초석을 다지고 선후배간의 교류를 활성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2012년부터 시작한 글경제인의 연말 행사 Grand Epilogue(게필로그)는 재학생, 휴학

생, 졸업생, 선배, 후배, 교수님까지 모두 함께 모여 글로벌경제학과 결속력을 다지고 

학과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는 소셜파티 프로그램

운영기간 매 해 12월 말

대상학생 글로벌경제학과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교수님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글로벌경제학과라면 누구나

운영장소 국제관 5층 라운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프로그램 시기：12월 중

2. 프로그램 운영방법：온라인으로 공지 및 신청 오프라인 진행

3. 프로그램 세부내용:

졸업생과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사진전부터 알찬 케이터링을 즐기며 선후배간의 

만남을 통한 교류 활성화

신청방법 글로벌경제학과 카페 개별 공지

이수시

혜택
-

문의처 홈페이지：https://cafe.naver.com/skkuglobale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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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글로벌경제학과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부서 경제대학 글로벌경제학과 

운영목적 -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글로벌경제학과에서는 매 년 사제지간의 끈끈한 인연을 강화, 학습력 제고 및 애교심 

고취를 위한 사제동행 프로그램 진행

- 드넓은 자연과 함께 사제 간의 추억을 쌓는 좋은 시간

운영기간 연 2회

대상학생 글로벌경제학과 재학생 (중복참여 불가)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5 ~ 40명

운영장소 매회 상이 

프로그램 

세부사항

1. 프로그램 시기：5월, 10월 중 진행

2. 프로그램 운영방법：온라인으로 신청, 선착순 마감

3. 프로그램 세부내용: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떠나는 지역 경제-문화 탐방 활동으로, 

‘교수님 한 분-학생 多’ 팀을 이루어 간략한 주제를 선정하고 방문 지역에서 자유롭

게 탐방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신청방법 글로벌경제학과 카페에 개별 공지(선착순 마감)

이수시

혜택
식비, 교통비 등 모든 비용은 학과 및 학생회에서 지원 

문의처 홈페이지：https://cafe.naver.com/skkuglobale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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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균 대학원 종합 성과지수(SGCPI) 개발 및 지원

운영부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운영목적  학생 성장 전주기 관리를 통한 학생 성공 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생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학생 지도 및 진로 방향 멘토링

교육, 연구, 교류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학생 관리

운영기간 2020년도 2학기부터 적용

대상학생 물리학과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온라인 / 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2020년 9월부터 시작

- 대학원생들이 진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역량변화를 기록하고, 장기적으로는 졸업

생에 대한 진로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여 학생 성공에 대한 모델상을 제시

신청방법 -

이수시

혜택
-

문의처
제1과학관 2층 물리학과사무실

홈페이지：http://physic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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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온라인 멘토링

운영부서 학생인재개발팀

운영목적
현직 동문 선배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직무 탐색 및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원하는 직무 

취업을 준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동문 선배님들에게 기업, 직무, 진로 등과 관련하여 궁금

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운영기간 상시

대상학생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 다양한 직군의 선배님들과 소통

- 상담 질문은 월 3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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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상담 → 온라인 온라인멘토링 → 멘토 검색 후 질문하기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1085 / recruit@skku.edu

홈페이지：job.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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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추계 학술고적답사 

운영부서 한문학과

운영목적 자연과 옛 문인들의 자취를 느끼고 학생간의 화합의 기회를 제공함 

핵심역량 □ 글로벌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옛 문인들과 관련 있거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을 방

문하여 관련 지식들을 습득함 

그곳의 정취를 느끼면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친밀해지는 기회를 제공  

운영기간 가을 

대상학생 한문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50명 ~ 60명 내외

운영장소 매년마다 다름

프로그램 

세부사항

답사팀을 꾸려 답사 일정과 장소를 논의하고 결정함

- 2박 3일 정도의 일정동안 역사적인 장소를 둘러보며 선인들의 자취를 느낌

- 답사 이후에는 답사지를 제작하여 답사지에 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즐거

운 경험들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함      

신청방법 한문학과 사무실로 신청

이수시

혜택

- 의미 있는 장소들을 교수님들과 다니며 학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음

- 한문학과 학생들 간 친목 도모에 매우 유용함

문의처
인사캠 한문학과 사무실31411호 / fkstpxm@skku.edu

홈페이지：https://skb.skku.edu/klc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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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부생 전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부서  스포츠과학대학

운영목적 스포츠과학과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와의 상담 및 면담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 교수와의 면담/상담

- 특정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상담 교수 선정

운영기간 10월 초 예정

대상학생 스포츠과학과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0명

운영장소 오프라인(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재학생과 상담 교수와의 커피 타임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

- 재학생-교수 일대일 면담 또는 그룹 면담

  ∙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한 면담 필요시 일대일 면담으로 진행

  ∙ 그룹 면담을 통한 교수-학생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같은 전공에 관심을 가지는 학

생들 간의 유대관계 형성

날짜 운영방법 프로그램

10월 초 예정 오프라인 학부생 전공 상담 프로그램

신청방법 학과 홈페이지, 학과 밴드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안내 및 학과사무실로 신청

이수시

혜택

- 전공에 대한 이해도 향상

- 교수와의 관계 형성을 통한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 및 향후 관련 분야 진로 탐

색의 기회

문의처
031-299-6930 / ajjeong@skku.edu

홈페이지：http://sport.skku.edu



11. 학생지도상담

2020 학･생･성･공･가･이･드  265

프로그램 학생성공멘토링 

운영부서 학생성공센터

운영목적 멘토(교수)와 멘티(학생) 간 만남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교제의 장 마련  

핵심역량(택1)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택1)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멘토(교수)와 멘티(학생)의 소규모 만남을 통해 관심주제(진로, 취업, 학업, 대학생활 

등)에 대한 대화의 장 마련

- 멘토(교수)는 멘토링을 통해 멘티(학생)들의 관심과 고민을 파악함으로써 학생을 이해

하고 학생 지도 및 지원제도 마련에 참고 

- 멘티(학생)는 멘토(교수)를 통해 진로, 취업, 학업,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함으로

써 삶의 지혜를 얻고 진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얻음  

운영기간 2020학년도 운영기간：준비기간(5월 ~ 8월) / 시행기간(9월 ~ 11월)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멘토(교수) 20명 내외 예정

운영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사전 설문조사 실시：전교생 대상 멘토링 관련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파악(예：만나고 싶은 교수, 관심주제, 건의사항 등) 

- 멘토(교수) 섭외：각 캠퍼스별로 선호도가 높은 멘토(교수)를 선정 

- 멘티(학생) 모집：멘토별 관심 주제와 일정에 따라 멘티(학생) 모집

- 멘토링 시행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On/Off 진행여부 결정 

구 분 프로그램

4월 전교생 대상 멘토링 관련 사전 설문조사 실시 

5 ~ 6월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안 마련 

7 ~ 9월 멘토 섭외 및 홍보 

9 ~ 11월 학생성공멘토링 시행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한 URL 또는 QR코드로 신청

이수시

혜택

-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멘토(교수)와의 소규모 그룹을 통한 교제

- 관심주제(취업, 진로, 학업, 대학생활 등)에 대한 조언 및 정보획득  

- 또래 멘토(학생)들과의 관심 주제 교류 및 교제 

문의처

인사캠：국제관 1층 / 02-740-1768

자과캠：삼성학술관 1층 / 031-299-4078 

stusuccess@skku.edu / 홈페이지：http://succes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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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생성공 상담

운영부서 학생성공센터

운영목적

학생성공 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용한 교과·비교과 프로그

램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캠퍼스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습, 진로, 비교과,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1차 상담)

- 상담 후 유관기관으로 연계 및 안내(2차 연계)

- 학생의 대학생활 전주기 로드맵 설계에 도움 제공

- 일대일 맞춤 상담으로 진행

운영기간 주중(월 ~ 금) 상시 운영 (10:00 ~ 11:30 / 14:00 ~ 16:30) 

대상학생 학부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수료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상담 가능 시간 내 신청

운영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자연과학캠퍼스 학생성공센터 상담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상담 주요 내용>

- 학생성공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 학습, 글로벌, 취·창업 지원 교내 유관기관 연계

- 학생성공 지원 및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

- 대학생활 전주기 로드맵 설계 지원

<상담 운영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Webex 화상 상담

<센터의 역할>

- 2차 심화 상담을 위해 교내 유관기관과 연결해주는 창구(gateway)

신청방법
- 온라인 GLS 접속(상담영역 → 학생성공센터 → 상담신청)

-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상담신청 → 온라인 예약)

이수시

혜택

- 비교과, 교환학생 등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취득과 참여

- 대학생활의 전주기 계획을 통한 알찬 대학생활 영위

-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 

문의처

인사캠：국제관 1층 / 02-740-1768

자과캠：삼성학술정보관 1층 / 031-299-4078

stusuccess@skku.edu / 홈페이지：http://succes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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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2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개방형교육

운영부서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운영목적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학생들에게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지식에 대한 지식 공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초청 전문가들의 강연 진행, 현업에 종사중인 전문성 있는 강사진 구성

-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학생들이 기업이나 연구 분야에 대해 실시간으로 질의 응답 

운영기간 2019년 3월 ~ 2020년 2월(12개월간 진행)

대상학생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강연 회당 30명 내외

운영장소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연 총 5회 진행(1 ~ 2개월마다 1회씩 진행)

-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재학생 외 관심 있는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타 대학

생 참여가능

- 협약기업 참여 의사 전달시 협약기업 재직자 참여가능

신청방법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공식 메일 계정에서 초청장 발송 혹은 스마트팩토리UNIC 

BAND 공지(강연 일주일 전 공지)

이수시

혜택
전문가 강연을 교내에서 수강 가능 

문의처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제2공학관 27528호 / 031-299-4250, 4260

smartfactory@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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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Dissertation Week 교육 프로그램

운영부서 인문학술정보팀

운영목적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 및 학부생을 위한 연구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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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 학기

대상학생 인사캠 대학원생 및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과정별 50 ~ 8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중앙학술정보관 교육장 / 온라인 플랫폼

프로그램 

세부사항

주제 교육명 교육시간

정보검색 및 

전자자료 이용

 논문작성을 위한 정보검색 1.5H

 EBSCO BSC/ASC 1H

 ProQuest Central & PQDT Global 1H

 Google Scholar 활용교육 1H

 Financial DBs workshop：Datastream 1H

 Financial DBs workshop：SDC 1H

 Financial DBs workshop：Bloomberg 1.5H

인용문헌 작성 및 

연구윤리

 APA style workshop 1.5H

 EndNote Workshop 1.5H

 CopyKiller：표절검사프로그램 1H

데이터분석 및 

통계자료 활용

 R：데이터분석의 기본 3H

 데이터시각화 with Orange 3H

 논문 작성을 위한 국내외 설문조사 DB  

 활용：KSDC & ICPSR
1.5H

영어논문 작성법
 연구력 강화 워크숍 A. 영어논문작성법 2H

 연구력 강화 워크숍 B. 논문초록과 참고문헌 작성법 2H

※ 세부 교육과정은 추후 변경가능

신청방법
학술정보관 홈페이지(https://lib.skku.edu) 접속 

→ 연구·학습지원 → 정보활용교육 → 교육안내 및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1205 / jang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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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IoT 핵심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부서 전자전기공학부

운영목적 창업 혹은 기업에서 실무 업무 시 활용 가능한 능력배양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운영기간 학기 중 

대상학생

프로그램 참여 가능 시기

1) 2016학번 이전의 학생：진입학기가 5학기 ~ 7학기인 경우 

신청 가능(4학기 말에서 6학기 까지 신청 가능)

2) 2017학번 이후의 학생：진입학기가 5학기 ~ 6학기인 경우 

신청 가능(4학기 말에서 5학기 초에 신청 가능)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학기별 약간 명

운영장소 교내

프로그램 

세부사항

교내프로그램 로드맵의 모든 교과목 수강 및 성적 평균 3.0 이상 획득

(수강 과목：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창의적공학설계, 논리회로, 

컴퓨터구조론, 디지털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임베디드시스템설계, 운영체제입문, 종

합설계프로젝트) 

※ 단, 2016학번 이전 학생은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수강 면제

신청방법 정보통신대학 공지사항 확인 후 E-mail 신청

이수시

혜택

정보통신대학장 명의 이수증 발급

(프로그램 로드맵의 모든 교과목 수강 및 성적 평균 3.0 이상 획득)

문의처 031-290-5827 / khkim16@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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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국어국문학과 외국인대학원생 글쓰기 지도

운영부서 국어국문학과

운영목적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대학원생 논문 작성 시 글쓰기 관련 지원 및 지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글로벌 역량을 바탕

- 내국인 재학생은 지원을 통해 글로벌의사소통 능력 향상

- 외국인 재학생은 도움을 통해 논문 작성 능력 향상 및 글로벌의사소통 능력 향상

운영기간 2020년 10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대상학생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5 ∼ 10명(예정)

운영장소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내국인 재학생 대상 논문 작성 도우미 선발

- 1:1 또는 2 ~ 3명 대상으로 논문 작성 

- 심사 접수 종료 후 격주 단위로 논문 교정

날짜 운영방법 프로그램

11. 9(월) 온/오프라인 논문 교정 및 지원

11. 16(월) 온/오프라인 논문 교정 및 지원

11. 30(월) 온/오프라인 논문 교정 및 지원

12. 14(월) 온/오프라인 논문 교정 및 지원

12. 28(월) 온/오프라인 논문 교정 및 지원

신청방법 참가 신청서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

이수시

혜택

- 내국인 재학생 대상 소정의 교정료 지급

- 논문 작성 능력 및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강화

문의처 02-760-0231 / ibetyou281@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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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글쓰기클리닉

운영부서 글쓰기클리닉

운영목적 글쓰기 역량 강화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1:1 맞춤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캠퍼스 당 1명의 글쓰기클리닉 연구원이 글쓰기

를 첨삭하고 지도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중 수시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1학기 온라인 진행, 2학기 온/오프라인 병행 예정

프로그램 

세부사항

- 글쓰기클리닉 홈페이지 통해 클리닉 예약

- 캠퍼스 별 1명의 튜터가 1:1 맞춤식 온/오프라인 지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이수시

혜택
1:1 맞춤식 지도를 통한 다양한 글쓰기 역량 강화

문의처

인사캠 담당자：김치헌 연구원 / 02-760-0099

자과캠 담당자：김세준 연구원 / 031-299-4228

홈페이지：https://cec.skku.edu/ce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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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문과대학 한국어글쓰기 강의

운영부서 국어국문학과

운영목적 문과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글쓰기 강좌 개설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희망하는 학생 대상으로 한 

강좌 개설

- 서술형 답안, 보고서, 논문 등 재학 중 필요한 글쓰기 능력에 대한 강의 진행

운영기간 2020년 8월 31일 ~ 2020년 12월 18일

대상학생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강의 당 20 ~ 30명(예정)

운영장소 31613호

프로그램 

세부사항

- 신청 현황 및 내부 회의를 바탕으로 강사 채용

-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보고 프로그램 세부 계획 결정

날짜 운영방법 프로그램

9. 14(월) 오프라인
－피동/사동 바로 쓰기

－연결 문장 바로 쓰기(경험과 발견)

OT 및 강의를 위한 설문조사

문어체와 구어체 

(문어체 바로 쓰기)

9. 21(월) 오프라인 －관형형, 서술절 만들기
대학생활에 필요한 

이메일 쓰기

9. 28(월) 오프라인 －부사, 인용절 만들기
마인드맵을 활용한 

짧은 글쓰기Ⅰ

10. 5(월) 오프라인 －연결 문장 바로 쓰기
중간고사를 위한 

서술형 답안 쓰기

10. 12(월) 오프라인 －문장 수준 올리기1 보고서 쓰기Ⅰ

중간고사

10. 26(월) 오프라인 －문장 수준 올리기2 보고서 쓰기Ⅱ

11. 2(월) 오프라인 －문장 수준 올리기3 발표하기Ⅰ

11. 9(월) 오프라인 －어휘/서술어/세부표현 수준 올리기1 발표하기Ⅱ

11. 16(월) 오프라인 －어휘/서술어/세부표현 수준 올리기2 논문 쓰기Ⅰ

11. 23(월) 오프라인 －어휘/서술어/세부표현 수준 올리기3 논문 쓰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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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참가 신청서 작성하여 학과로 신청

이수시

혜택

- 한국어 글쓰기 및 자기관리 능력 향상

- 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공유

문의처 02-760-0231 / ibetyou281@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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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문헌정보학과 이슈캠프

운영부서 문헌정보학과

운영목적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협업능력과 학생들간 갈등에 대한 조정력을 함양시키고자 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생회 임원을 중심으로 1박 2일간의 미팅을 통해 학과의 주요 이슈 및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학부 학생들 간의 순조로운 의사소통과 연대감을 고취시키고 스

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나가는 기회 제공

운영기간 1학기에 1회

대상학생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10-20명

운영장소 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시기(3월에 1박 2일 진행)

- 프로그램 운영방법(오프라인)

- 학생의 자발적 지원으로 선발

- 캠퍼스 밖에서 진행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학과에 신청함

이수시

혜택
학생들간 다양한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업 및 유연한 사고형성에 도움을 줌

문의처
02-760-0325 / skkulis@gmail.com 

홈페이지：https://skb.skku.edu/l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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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문헌정보학과 학생 자치 스터디그룹

운영부서 문헌정보학과

운영목적 학생들간 공동연구의 기회를 통해 주도적인 학습능력 및 문제해결력을 함양시키고자 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생들 간의 논의를 통해 트렌디한 전공 관련 공동연구주제를 정하여 정기적인 세미나

를 하며 지식공유기회 제공 및 각종 경진대회 준비의 장을 마련하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공

운영기간 매학기

대상학생 전교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오프라인/온라인(인문사회과학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시기(매학기 진행)

- 프로그램 운영방법(오프라인/온라인)

- 학생의 지원을 기준으로 선발

- 매학기 50만원 운영금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학과에 신청함

이수시

혜택

학생 주도적인 지식공유 및 프로젝트 수행으로 새로운 학습과 경험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감 고취

문의처
02-760-0325 / skkulis@gmail.com 

홈페이지：https://skb.skku.edu/l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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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미디어랩 영상제작 특강

운영부서 인문학술정보팀

운영목적 창의적 문화 콘텐츠 제작 경험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등의 영상 제작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상호간 협업 및 창의

적 문화 콘텐츠 제작 경험 독려

운영기간 2020년 9월

대상학생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2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중앙학술정보관 교육장

프로그램 

세부사항

1. 강의 시간：월, 수, 금 (19 - 21시)

2. 강사

  가. 영상 편집：김진혁 (SBS CG실 재직,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졸)

  나. 영상 기획：김진렬 (보더리스필름 재직,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졸)

3. 강의 목표

  가. 영상 컨셉 설정 및 기획 과정 이해

  나. 그래픽 툴을 활용한 영상 제작 능력 배양

  다. 유튜브 그래픽 패키지 사용 능력 배양

4. 세부 강의 내용

주차 강사 강의 내용

1주차 김진렬 영상 컨셉 설정 및 기획

2주차 김진렬 컨셉에 따른 영상 촬영

3주차 김진혁 그래픽 컨셉 및 그래픽 툴 활용법

4주차 김진혁 유튜브 그래픽 패키지 사용법

※ 세부 강의 내용은 추후 변경가능

신청방법
학술정보관 홈페이지(https://lib.skku.edu) 접속 

→ 연구·학습지원 → 정보활용교육 → 교육안내 및 신청

이수시

혜택
2020 크리에이터 경진대회 가산점 제공

문의처 인문학술정보팀 미디어랩 담당자 02-760-1206 / yomdunge@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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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부트캠프

운영부서 성균융합원행정실

운영목적 방학 중 단기 집중과정을 통해 데이터분석 기초 이론과 실습 교육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집중과정을 통해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교과목의 내용을 단기(하계/동계 방학 중)에 

기초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

운영기간 하계 / 동계 방학 중

대상학생
글로벌융합학부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학과에서 별도 공지

운영장소 학과에서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Coding/Stat Boot Camp 연 2회 진행(하계 및 동계 각 1회)

  ∙ 방학 중 단기 집중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통해 데이터분석 기초 이론과 실습 교

육(2주 45시간)

- 담당 강사 확보 후 과정 개시 2개월 전에 글로벌융합학부 원전공/복수전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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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캠 다산경제관 32205B호 글로벌융합학부(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02-740-1783 / crucian123@skku.edu

홈페이지：https://sco.skku.edu/sc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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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성균튜터링

운영부서 교육개발센터

운영목적
전공 또는 교양 과목에 대한 기본학습 및 심화학습 신장

주도적 학습과 협력학습, 학문적 상호작용을 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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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점 이상을 받은 학부 재학생

- 튜티：해당 교과목을 수강중인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100%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

안정화 이후에는 양 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대상과목：교양 및 전공과목

- 지원자격

  ∙ 튜터：해당 교과목에서 A학점 이상을 받은 학부 재학생

  ∙ 튜티：해당 교과목을 수강중인 학부생

- 프로그램 이수 기준：학기 중 10회 & 15시간 튜터링 진행

- 세부활동

  ∙ OT참석

  ∙ 튜터링 및 활동보고서 업로드

  ∙ 현장방문 평가 참여

  ∙ 학기 말 상호평가 응답

  ∙ 시상 및 수료식 참석

신청방법
신청기간：2월말 ~ 3월초(1학기) / 8월말 ~ 9월초(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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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6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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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어깨동무

운영부서 학부대학

운영목적 LC 구성원 간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학습을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같은 LC 내 구성원 4 ~ 5명이 팀을 이루어 한 학기동안 교양과목을 함께 공부하는 

자율학습동아리

운영기간 2020년 4월 27일 ~ 6월 5일 / 2학기 미정

대상학생 학부대학 대계열 1학년 신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1학기 온라인 / 2학기 오프라인 진행 예정

프로그램 

세부사항

- 같은 LC 내 구성원 4 ~ 5명이 팀을 구성하여 교양과목을 그룹학습

- 활동 내용 및 자료를 캡쳐하여 성균멘토에게 결과보고

- 4회 이상 팀 활동을 하고 4회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 FYE세미나1 점수 20점 부여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통하여 이메일 신청

이수시

혜택

- FYE세미나1 비교과점수 20점 부여

- 팀 별 50,000 ~ 100,000원 활동비 지급

문의처
김선호 멘토 / 031-299-4217

홈페이지：https://hakbu.skku.edu/hak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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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온라인 화상 학사지도(집단 및 개별)

운영부서 학부대학

운영목적 신입생 조기 적응 및 애교심 형성, 교내 활동 자율적 참여 유도

핵심역량(택1)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택1)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캠퍼스 별 3명의 성균멘토가 학부대학 대계열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집단 및 개

별 면담 실시

- 1학기는 Webex 통하여 온라인으로만 진행, 2학기는 온/오프라인 병행 예정

운영기간 집단 상담：2020년 4월 6일 ~ 4월 24일　/ 개별 상담：수시

대상학생 학부대학 대계열 1학년 신입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1학기 온라인, 2학기 온/오프라인 병행 예정

프로그램 

세부사항

1. 집단 상담

  - 각 LC의 피어리더가 일정을 정하여 GLS 상담시스템에 예약

  - LC 별로 집단 상담

2. 개별 상담

  - Webex, 이메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별 상담

3. 상담 내용

  - 주요 학사제도, LC 활동, 학과 진입 등 안내

신청방법 GLS, 이메일, 전화를 통하여 성균멘토에게 신청

이수시

혜택
주요 학사제도 및 정보 획득

문의처

인사캠：정순현 멘토 / 02-760-0774, 박은영 멘토 / 02-760-0772

자과캠：김선호 멘토 / 031-299-4217, 신진규 멘토 / 031-299-4216

장현수 멘토 / 031-299-4219

홈페이지：https://hakbu.skku.edu/hak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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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외국인 대학원(영어트랙) 한국어인증반

운영부서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운영목적 일반대학원 영어트랙 입학자 대상 생활한국어 수준의 한국어 강의 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외국인 대학원생의 원활한 학업이수와 안정적 대학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 한국어 수준

의 한국어 강의 지원

 트랙1) 오프라인 강의 총 120시간

 트랙2) 온라인 강의 초급1, 초급2, 중급1

운영기간 연중(1학기, 하계, 2학기, 동계)

대상학생 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외국인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회차별 150명 내외

운영장소 자연과학캠퍼스 강의실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시기(월)

1학기 하계 2학기 동계

3월 ~ 5월 7월 ~ 8월 9월 ~ 11월 1월 ~ 2월 

- 프로그램 운영방법：학기 중 오프라인, 방학중 온라인

- 프로그램 세부내용：안정적 대학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 한국어 수준의 한국어 능력 

취득을 지원하며, 총 3개 레벨로 운영

1학기 하계 2학기 동계

주 2회 10주 주 2회 7주 주 2회 10주 주 2회 7주

신청방법 일반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

이수시

혜택
일반대학원 영어트랙 입학자의 경우 한국어 강의 이수 졸업요건 충족

문의처 자과캠 학생회관 1층 외국인유학생지원팀 / 031-290-5023 / oissn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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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외국인 대학원생 국문논문 작성법 특강

운영부서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운영목적 성공적 학위 취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특강 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국문논문 작성의 기초 및 실전 역량 개발

운영기간 학기당 10강

대상학생 외국인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무제한

운영장소 온라인/ 코로나-19 진정 시 오프라인 진행

프로그램 

세부사항

순번 일정 특강분야 강의주제

1강 5. 8
논문준비

학술적 글쓰기/인과관계의 논리

2강 5. 15 논문 주제 잡기

3강 5. 22

논문작성

제1장 작성 원칙과 방법

4강 5. 29 제2장 작성 원칙과 방법

5강 6. 5 제3장 작성 원칙과 방법/연구방법론의 철학적 차이

6강 6. 12 제4, 5장 작성 원칙과 방법

7강 6. 19

논문강독

통계의 기본 이해

8강 6. 26 요인 분석/신뢰도 분석 이해

9강 7. 3 실험 연구의 이해

10강 7. 10 다중회귀분석의 이해

※ 강의주제와 일정은 강사의 강의계획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일시：2020. 5. 8(금) ~ 7. 10(금) 19:00 ~ 21:00 매주 금요일 2시간 총10강 진행

- 방법：Webex 화상강의 

미팅번호：915 758 304, Guest 참석

접속자정보：학번+이름으로 입력(예：20207778888 홍길동)

- 참여대상：국문논문작성을 준비하는 외국인 대학원생

- 사전신청：온라인 신청(기존 신청자는 추가 신청 불필요)

https://wj.qq.com/s2/5986083/f1e2/

- 참가비：무료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안내한 URL 신청

이수시

혜택
학술적 글쓰기 능력 배양

문의처 인사캠 국제관 2층 / 02-760-0021 / psj980@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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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외국인 석사 대학원생 국문학위논문 교정 지원 

운영부서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운영목적 성공적 학위 취득을 위한 학술적 석사 본심논문 교정서비스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본심논문신청 논문 초안 교정 지원

운영기간 매학기 석사학위논문본심신청 시부터 소정의 신청기한(홈페이지 안내)

대상학생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외국인

재학생 및 수료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학기당 30명 내외

운영장소 이메일 신청

프로그램 

세부사항

- 본심석사논문의 초안을 제출하면 3 ~ 5일 소요하여 교정본을 받아볼 수 있음

- 논문교정서비스는 재적 중 1회 제공하며, 신청자와 논문의 분량이 많은 경우 부득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분량을 제한(본문 100p 내) 하여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신청방법
추천서(안내사항 붙임서식1)를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란에 서명을 받은 

후 스캔하여 본심논문 초안과 함께 이메일(revise@skku.edu)로 제출

이수시

혜택
외국인 석사논문 교정

문의처 인사캠 국제관 2층 / 02-760-0021 / revise@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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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부서 공과대학

운영목적 외국인 유학생 학습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학습 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부(과)별 글로벌 코디네이터 교수 통한 스터디 진행

- 학부(과)별 필수 과목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멘토링

- 외국인 유학생 간 유대감 프로젝트 및 워크샵 진행

운영기간 연간 운영

대상학생 공과대학 외국인 재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연간 100명 내외

운영장소 오프라인(자연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 학과 필수 과목에 대한 튜터링 과목 및 튜터 선정

  ∙ 글로벌 코디네이터(교수) 주관 하에 스터디그룹 및 상담 진행

- 건축학과

  ∙ 학과 필수 과목에 대한 튜터링 과목 및 튜터 선정

  ∙ 글로벌 코디네이터 교수님 주관 하에 스터디그룹 및 상담 진행

  ∙ 글로벌 코디네이터(교수) 주관 하에 외국인 유학생 간 유대감 프로젝트 및 워크샵 

진행

신청방법  공과대학 소속 학부(과)별 운영

이수시

혜택

- 학업 성적 향상

- 교내 구성원 만족도 제고

- 유학생 간 유대감 증대

문의처  소속 학부(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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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부서 전자전기공학부

운영목적 외국인 유학생 학습력 증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학습력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기간 학기 중 

대상학생 2 ~ 3학년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학기별 30명 내외

운영장소 강의실, 세미나실 등

프로그램 

세부사항

-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학습력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

램으로 질의응답 및 보충수업으로 운영

- 멘토 1명당 2 ~ 4명 유학생 배정으로 소수그룹으로 운영

신청방법 정보통신대학 공지사항 확인 후 E-mail 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31-290-5827 / khkim16@skku.edu



288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부서 예술대학 영상학과, 연기예술학과, 의상학과

운영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낮추고 본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참여 학과 대상, 학과 사무실에 멘토(학부생/대학원생) 상주 하에 외국인 유학생의 학

업 지원(멘토링) 시행

- 학과장(또는 학과 전임교원) 주도 하에 외국인유학생 대상 고충, 애로사항,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갖는 간담회 시행

운영기간 멘토 프로그램：학기 중, 간담회：학기당 1 ~ 2회 시행

대상학생 예술대학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학과 수요에 따라 다름

운영장소 각 학과 사무실 및 간담회 장소(학과마다 상이)

프로그램 

세부사항

- 프로그램 시기：2020학년도 1,2학기

- 프로그램 운영방법：1학기 온라인, 2학기 오프라인 진행

- 프로그램 세부내용

 1)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어 과제 수행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 내용들

을 멘토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 

 2) 학과의 운영방침에 따라 모든 수업 또는 다수의 외국인유학생이 듣는 수업에 포커

스를 맞추어 멘토링 진행

 3)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수님들과 인터랙션이 부족한 외국인유

학생 대상으로 간담회 시행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로 신청

이수시

혜택

- 멘토 학생(내국인)들은 소정의 멘토링 비용을 지급

- 외국인유학생의 학습력 제고 및 학교 적응력 향상

- 전임교원, 내국인학생, 외국인학생 간 인터랙션 및 유대감 강화

문의처

영상학과, 수선관 3층 61318호 / 02-760-0661 / knh0619@skku.edu

연기예술학과, 수선관 4층 61417호 / 02-760-0681 / ruinous11@skku.edu

의상학과, 수선관 별관 8층 62802호 / 02-760-0515 / hong29@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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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부서 사회과학대학 전 학과

운영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낮추고 본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참여 희망 학과 대상, 학과 사무실에 멘토(학부생/대학원생) 상주 하에 외국인 유학생

의 학업 지원 시행

- 학과장(또는 학과 전임교원) 주도 하에 외국인 유학생 대상 고충, 애로사항,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갖는 간담회 시행

운영기간 멘토 프로그램：학기 중, 간담회：학기당 1 ~ 2회 시행

대상학생 사회과학대학 외국인유학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학과 수요에 따라 다름

운영장소 각 학과 사무실 및 간담회 장소(학과마다 상이)

프로그램 

세부사항

-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어 과제 수행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 내용들을 

한국인 멘토 학생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

- 학과의 운영방침에 따라 모든 수업 또는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듣는 수업에 포커

스를 맞추어 멘토링 진행

-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수님들과 인터랙션이 부족한 외국인 유

학생 대상으로 간담회 시행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

이수시

혜택

- 멘토 학생(내국인)들은 소정의 멘토링 비용을 지급

- 외국인유학생의 학습력 제고 및 학교 적응력 향상

- 전임교원, 내국인학생, 외국인학생 간 인터랙션 및 유대감 강화

문의처

행정학과, 수선관 5층 61503호 / 02-760-0361 / duswl72@skku.edu

정치외교학과, 수선관 5층 61504호 / 02-760-0379 / sypark07@skku.edu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수선관 4층 61409호 / 02-760-0391 / jmc2018@skku.edu

사회학과, 수선관 5층 61507호 / 02-760-0405 / cahy93@skku.edu

사회복지학과, 수선관 5층 61505호 / 02-760-0631 / san0277@g.skku.edu

심리학과, 수선관 7층 61708호 / 02-760-0485 / psydepart@skku.edu

소비자학과, 호암관 3층 50303호 / 02-760-0507 / yiyo4136@skku.edu

아동청소년학과, 호암관 4층 50403호 / 02-760-0525 / oxoxda@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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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튜터링

운영부서 경영대학 행정실

운영목적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 및 전공 학습력 제고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전공 교과목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 및 한국인 학생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한 내‧외국인 친

구되기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간 2020년 3월 ~ 6월(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 불가) / 9월 ~ 12월(미정)

대상학생 경영학과 외국인 학사과정생(튜터는 외국인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3 ~ 40명

운영장소 캠퍼스 내/외부 활동

프로그램 

세부사항

- 전공과목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학생(튜터)가 외국인 수강생(튜티)에게 학습을 지도하

는 튜터링 운영

-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중화권 학생에 대하여 우선 시행

- Office Hour 지정, 학습공간 배정, 매주 2회 전공학습 지도

신청방법 이메일 / 학과사무실 접수

이수시

혜택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선 등록 가능 고려중

문의처
경영대학 학과사무실 경영관 33316호 

02-760-0439 / jjy9431@skku.edu



12. 학습지원

2020 학･생･성･공･가･이･드  291

프로그램 인텐시브 워크숍

운영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자기주도성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중심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요구 조사를 통해 정

규교과교육으로 배양하기 힘든 핵심 역량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시민의식  

운영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초 소양(인공지능, 아두이노, 3D 프린팅, 로보틱스 등)을 주제

로 운영

- 학생들의 수요주사를 통하여 구제적인 주제와 난이도를 선정

- 정규교과교육으로 배양하기 힘든 핵심역량을 맞춤형으로 단기간에 함양할 수 있는 기

회 제공

운영기간 동계 방학 중 2주간, 10회 운영

대상학생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30명 내외

운영장소 인사캠 경영관 지하 1층 C-Studio

프로그램 

세부사항

-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초 소양 중 방학 중 특별히 

함양하고 싶은 소양에 대한 요구도 조사

-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주제 선정

-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 진행

- 동계 방학 중 약 2주간 하루 6시간씩 총 10회 운영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에 따라 강의 운영 방법(온/오프라인)이 결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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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 google docs로 신청

이수시

혜택
이수증명서 발급

문의처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2층 202호

김부경 선임 연구원 / 02-740-1667 / bjko2@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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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진로 / 학업 지원 프로그램(학습 튜터링)

운영부서 글로벌융합학부

운영목적
인공지능융합전공의 학습 튜터링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상호간 창의적 협업, 아이디

어 공유 등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융합인재 역량을 함양하고자 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기존의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융합과 관련된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튜터)이 인공지능 문

제 해결 기본 역량 향상을 원하는 학생(튜티)을 위한 주 1회 이상 헬프데스크세션을 수

행함

운영기간 1, 2학기 모두 운영

대상학생 인공지능융합전공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인공지능융합전공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운영장소 국제관 혹은 다산경제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주요 운영 일정(2020-1학기)

일 정 내 용

3. 2(월) ~ 3. 4(수) 튜터 모집

3. 5(목) 튜터 선발 및 공지

3. 6(금) 15:00 튜터 오리엔테이션

3. 9(월) ~ 7. 10(금)
헬프데스크 운영(국제관 혹은 다산경제관)*

기말고사 주까지 주 1회, 3시간씩 튜터링 헬프데스크 운영

7. 17(금) 튜터링 결과 보고서 제출

7. 24(금) 튜터링 결과 발표 

※ 코로나 19 관계로 온라인 강의 수행 기간 동안에는 교강사 재량에 따라 온라인 활동

을 수행함 

이 기간 동안에는 학생 방명록을 면제함

신청방법 헬프데스크 방문

이수시

혜택

- 전공이수에 필요한 각 핵심 과목들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소프트웨어와 문제 분석, 데이터 활용 적용 능력 향상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2층 / 02-740-1782 / skkuaai@skku.edu

홈페이지：https://sco.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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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창조스쿨 프로그램

운영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운영목적
다양한 창조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창의리더로서의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창조스쿨프로그램：Creativity School Program(Ⅰ·Ⅱ·Ⅲ)

  ∙ ⟪CSPⅠ.창의성 발견⟫：자각하지 못했던 개인의 창의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

할 수 있게 하여 창의적으로 개인의 삶을 이끌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 ⟪CSPⅡ. 창조적 생각도구⟫：창의적 사고기술을 익히는 프로그램

  ∙ ⟪CSPⅢ. 창의적 문제해결⟫：창의적 문제해결방법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의 문

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 3단계 프로그램을 통하여‘창의성’이라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의 본질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접근하여 창의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함

운영기간 각 프로그램 별 3회(학기 중 2회 / 방학 중 1회)

대상학생 재학생 및 수료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프로그램별 15 ~ 30명(선착순 마감)

운영장소

인사캠 C-Studio 및 자과캠 Learning Factory 

※ 코로나19로 인하여 1학기는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임

※ 2학기 진행 방식은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프로그램 

세부사항

1. ⟪CSPⅠ.창의성 발견⟫
차시 주제 내용

1차시 

(3시간) 

Colorful creativity 

다양한 창의성 알아보기

· Everyday and Creativity

· 창의성의 체계모델 

·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2차시 

(3시간) 

Finding creative personality

나도 모르는 나의 창의적 

성향 발견하기 

· 창의적 인물들의 성향 이해

· 자신의 창의성 발현을 위한 강·약점 성향파악

3차시 

(3시간) 

Creative collaboration to solve 

convergence problem

창의적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파헤치기 

· 창의적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및 생각도구 이해

· Pixar 조직의 이해 (사례 활동)

4차시 

(3시간) 

Flow：self-evolving 

나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

던가? 몰입하기   

· 창의적 삶과 몰입, 몰입의 조건 

· 자신의 플로우 경험 회고

· 자신의 진로가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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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PⅡ. 창조적 생각도구⟫
차시 주제 내용

1차시 

(3시간) 
관찰：창조적 사고의 출발점 

· 창조과정에서 관찰의 중요성

· 관찰의 방법으로써의 감각(오감)의 집중

· 시각적 관찰력을 높이는 방법으로써의 드

로잉

· 관찰의 대상으로써의 일상

2차시 

(3시간) 

추상과 단순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 추상에 대해 알기와 추상의 이유

· 추상의 방법：단순함의 법칙

· 단순함의 법칙：제거, 축소, 조직화

3차시 

(3시간) 

모방과 연결:

내 창의성의 나비효과

· 두 가지 모방：카피와 스틸

· 창조적 모방

· 유추에 대해 알기

4차시 

(3시간) 

실행과 실패:

창의적문제해결의 완성이자 

더 나은 시작

· 창조과정에서 실행의 중요성

· 왜 실패가 중요한가

· 실패경험의 공유

· 성장마인드셋

3. ⟪CSPⅢ. 창의적 문제해결⟫
차시 주제 내용

1차시 

(4시간) 

Do Dream：

문제발견하기 

· 문제발견과 탐색의 활동

·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 문제 분석 및 재정의하기

2차시 

(2시간) 

Do Idea：

아이디어 생성하기 

· Brainstorming's Rule

· Brainwriting & Forced-Connection

3차시 

(2시간) 

Do! Do! Do!：

아이디어 실행하기(1):

대안선택과 실행계획

· 실행에 대한 중요성

· Matrix Evaluation, PCA & ALoU,

 Help & Block

4차시 

(4 ∼ 8

시간) 

Do! Do! Do!：

아이디어 실행하기(2) 

· [실행활동] Action Plan_AsRsister,

S-M-L Action Plan ⇒ MiNi-Award

신청방법
대학 홈페이지(https://www.skku.edu) 공지사항 확인 → GLS접속 → 비교과영역 수

강신청 탭에서 창조스쿨 프로그램 선택 → 신청

이수시

혜택
창의품 취득, 이수증명서 발급

문의처 박지은 연구원 / 02-740-1676 / jiiieu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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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생 성공 라운지 조성

운영부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운영목적 학생 복지 증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공동 연구공간 신설(학생 성공 라운지)

운영기간 2020년도 2학기부터 적용

대상학생 물리학과 구성원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운영장소 온라인 / 오프라인

프로그램 

세부사항

- 2020년 9월부터 시작

- 대학원생과 연구원, 교수 사이에 자유로운 연구 논의 및 융합연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 연구공간(학생 성공 라운지)을 마련하여 학생들 간의 정기 Tea Time 제공

- 학과 구성원들의 휴식 및 연구 교류의 열린 공간을 제공, 자연과학대 대학원생과의 

교류 활성화

신청방법 해당없음

이수시

혜택
해당없음

문의처
제1과학관 2층 물리학과사무실

홈페이지：http://physic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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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생 자치 동아리그룹(Youtube 제작 동아리 ‘텍컬’)

운영부서 글로벌융합학부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운영목적

1. 소속 학생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직접 기획, 제작하고 실제 Youtube 공식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콘텐츠 역량의 함양 기회 제공

2. Youtube 제작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상호 간 아이디어 공유, 창의적 협업 

등을 통한 융합인재 역량 향상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소속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공의 공식 Youtube 채널인 

‘텍컬(https://www.youtube.com/channel/UCpyEVmF7lu7emqB7y-jeS2Q)’채널 

운영(2019년과 연계하여 운영 예정)

- 전공 내 다양한 교과/비교과 활동의 콘텐츠화, 동아리 자체 기획 프로그램, 전공 홍

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구성원뿐만 아

니라 본 전공에 관심있는 학내 외 대중과의 소통 채널로서 기능

운영기간 연중

대상학생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학기 초 신청자 접수(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장소 제한 없음

프로그램 

세부사항

일 정 내 용

2020. 03. 동아리 참여 학생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최종 선발

2020. 04.

~ 2020. 08.
콘텐츠 기획, 제작 및 채널 업로드(상시)

2020. 09. 동아리 참여 학생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최종 선발

2020. 10.

~ 2021. 02.
콘텐츠 기획, 제작 및 채널 업로드(상시)

- 주 1회 전체 동아리원 회의 및 운영진 회의 진행

- Youtube 채널에 주기적으로 콘텐츠 제작하여 업로드

- 동아리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편집 tool 스터디 진행

- 하계/동계 방학 중 집중 로케이션 촬영 진행

※ 단, 금년도는 코로나19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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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교내 게시판, 글로벌융합학부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고

- 신청 기간에 별도의 Google 폼으로 신청서 제출

이수시

혜택

- 콘텐츠 기획 회의 및 제작에 필요한 비용 및 장비 지원

- 실제 콘텐츠 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업 기회 제공

문의처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다산경제관 32205B호

02-740-1784 / choiji5768@skku.edu

홈페이지：https://sco.skku.edu/sco/index.do 

         →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게시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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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생 자치 스터디그룹

운영부서 성균융합원행정실

운영목적
학생 주도적인 스터디 그룹 편성 및 스터디 활동을 통해 관심 분야의 자발적 학습 및 

주도적인 활동 지원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이슈캠프(전공 주제를 선정한 주제 발표 및 토론)와 학생 주도적인 스터디 그룹을 통해 

관심 분야 심화 학습 및 자치 활동 지원

운영기간 학기 중

대상학생
글로벌융합학부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학과에서 별도 공지

운영장소 학과에서 별도 공지

프로그램 

세부사항

- 이슈캠프

  ∙ 전공 주제를 선정하여 1박 2일로 주제 발표 및 토론(해커톤 형식 진행)

 - 자기주도 학습 지원

  ∙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학생 자치 스터디그룹에 행정/재정적 지원

신청방법 학과에서 별도 공지

이수시

혜택
일부 재정 지원

문의처

인사캠 다산경제관 32205B호 글로벌융합학부(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02-740-1783 / crucian123@skku.edu

홈페이지：https://sco.skku.edu/sc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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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습법 공모전

운영부서 교육개발센터

운영목적 온라인 학습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의 학습 노하우 정리 및 공유 독려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우리 대학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의 학습 노하우를 정리하고 구성

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함

운영기간 모집：2020년 4월 13일 ~ 5월 24일 / 선발 및 발표：5월 25일 ~ 6월 12일

대상학생 본교 재학 중인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온라인 운영

프로그램 

세부사항

- 공모전명：온라인 강의 학습노하우 공모전

- 응모자격：2020학년도 1학기 재학 중인 학부생

- 공모기간：2020년 4월 13일(월) ~ 5월 24일(일)

- 당선작 선정기준：노하우의 구체성, 활용성, 적용성, 참신성, 근거의 타당성 및 전달력

- 시상규모

  ∙ 최우수(1편)：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우수(2편)：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장려(5편)：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활용계획：카드뉴스 또는 러닝팁 등을 통해 노하우 공유 및 확산

신청방법 ctl_skku@skku.edu 메일 제출

이수시

혜택
시상

문의처 02-76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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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습컨설팅

운영부서 교육개발센터

운영목적
- 효과적인 학습법을 고민하는 학생을 위한 학습역량진단 및 피드백 제공

- 학습목표, 학습동기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훈련 제공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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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100%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

안정화 이후에는 온/오프라인 운영하여 오프라인 운영 시 장소는

인사：600주년기념관 215A / 자과：기초학문관 51309호

프로그램 

세부사항

- 학습진단(기본)：학습컨설팅 신청 시 기본적으로 1회 진행

  ∙ 학습역량 우수자 규준집단과 비교를 통해 본인의 강점/취약역량 피드백

  ∙ 학생의 학습역량 수준 파악 및 개선 방향 도출에 대한 1:1 서비스

       

- 학습코칭(심화)：1학기 최대 4회 참여 가능

  ∙ 학습진단 결과와 학생의 개인 특성에 맞는 대처방안 탐색

  ∙ 진로탐색, 시간관리, 암기력, 집중력, 학습전략, 메타인지 활용, 전공 책 읽기 등 취

약한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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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E 세미나 가산점 부여

문의처 선임연구원 용정순 / 02-76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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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한국어교육학과(석) 논문 쓰기 프로그램

운영부서 문과대학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운영목적
한국어교육학과 학생들의 논문 쓰기 지도 및 다양한 한국어교육 분야에 대한 탐구 활

동을 위해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참여 학생의 논문 작성 실력 향상 및 전공관련 논문 주제 탐구를 위한 기회 제공

- 6주간 매주 피드백을 걸쳐 최종적으로 논문(소논문) 1편을 완성

- 진행과정을 통해 전공지식 몇 연구력 확인 및 논문쓰기 능력 향상

운영기간 2학기 중 6주간(단,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진행 계획 결정)

대상학생 한국어교육학과 소속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반 당 10명 내외(지원자 규모에 따라 결정)

운영장소 오프라인(인문사회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프로그램 진행 계획 결정

- 신청 현황 및 내부 회의를 바탕으로 강사 채용

주차별 운영방법 프로그램

1주차 오프라인 논문 쓰기 반 운영

2주차 오프라인 논문 쓰기 반 운영

3주차 오프라인 논문 쓰기 반 운영

4주차 오프라인 논문 쓰기 반 운영

5주차 오프라인 논문 쓰기 반 운영

6주차 오프라인 논문 쓰기 반 운영 (논문 최종 완성)

신청방법 기수별 대표를 통해 신청

이수시

혜택

- 프로그램 참여 시 6주 동안 본인의 소논문 1편을 완성

- 실제 학위논문 작성 전에 학생 본인의 전공지식력 확인 및 논문 쓰기 실력 확인 및 

증진

- (외국인 학생의 경우) 논문에 관한 정보(구체적 연구전개 방법 및 전공 관련 지식 수

집, 지도 등의 피드백)을 접하여 개인적 논문 쓰기 실력 향상

문의처
퇴계인문관 31611호 / 02-760-0230

홈페이지：https://liberalarts.skku.edu/koreaed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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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한국어교육학과(석) 외국인유학생의 밤

운영부서 문과대학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운영목적
외국인유학생의 밤 행사를 통해 유학생들 간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업 연

구능력 증진을 기대함(광의적 의미에서의 친목강화 추진)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과 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단합 및 교류 지원 및 수업 외의 동일기수 외의 학생 간 

실질적 교류 지원 

- 유학생 중심으로 단합 및 교류지원

- 유학생활·학업 활동에 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정보 공유

운영기간 2학기 중 진행

대상학생 한국어교육학과 소속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50명 이상

운영장소 오프라인(인문사회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프로그램 진행 계획 결정

- 신청 현황 및 학생회 내부 회의를 바탕으로 행사 준비

계획 시간 내용

1부 5:30 사전준비 및 학생 입장안내

6:30
국어국문학과·한국어교육학과 학과장, 한국어교육학과 전임교수 인

사 및 의도 설명

7:00 식사 및 교류, 포스트잇 배부 – 학생건의사항 확인

2부 7:30 학생 교류 활동 시작

8:00 포스트잇 확인

8:30 행사장 정리 및 귀가

신청방법 기수별 대표를 통해 신청

이수시

혜택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교류를 통하여 정서적·학업적 교류 및 학과 생활에

서의 실질적 교제 기반 마련 

문의처
퇴계인문관 31611호 / 02-760-0230

홈페이지：https://liberalarts.skku.edu/koreaed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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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한국어교육학과(석)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

운영부서 문과대학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운영목적
한국어교육학과 학생들의 논문 쓰기 지도 및 다양한 한국어교육 분야에 대한 탐구 활동

을 위해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기 초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대해 확인 후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기 중 전문

가 특강을 진행 

- 한국어교육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참석한 학생들의 전공지식력 향상

을 추진

운영기간 2학기 중 6주간

대상학생 한국어교육학과 소속 대학원생 외 관심있는 학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오프라인(인문사회과학캠퍼스) 

프로그램 

세부사항

※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프로그램 진행 계획 결정

날짜 운영방법 프로그램

1주차 오프라인 전문가 특강 진행

2주차 오프라인 전문가 특강 진행

3주차 오프라인 전문가 특강 진행

4주차 오프라인 전문가 특강 진행

5주차 오프라인 전문가 특강 진행

6주차 오프라인 전문가 특강 진행

신청방법 기수별 대표를 통해 신청(타 학과 학생의 경우 현장참여 가능)

이수시

혜택

정규 수업으로 개설되지 않은 분야에 관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의 실제적

이고 깊이 있는 설명을 통하여 학생들의 전공 관련 지식 강화

문의처
퇴계인문관 31611호 / 02-760-0230

홈페이지：https://liberalarts.skku.edu/koreaed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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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한문교육과 소서예전(小書藝展)

운영부서 한문교육과 서예부

운영목적 옛 서체를 학습함으로써 한문교육과 학생들의 전공역량 고취 및 교양함양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한문교육과 서예부 소속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연습하고 배운 서체

(1학년은 전서, 2학년은 예서)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작품을 전시

운영기간 6월 중 1회(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 / 추후 상황에 따라 2학기 진행 고려)

대상학생 한문교육과 서예부 소속 학생들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한문교육과 서예실(50522) 앞 복도

프로그램 

세부사항

- 학기 초(3월 중), 신입 서예부원 모집

- 1학년 서예부 소속 학생은 기본 획 연습 및 전서체 연습을 기반으로 학습

- 2학년 서예부 소속 학생은 전년도에 배운 예서체를 기반으로 학습

- 3월부터 5월까지 연습한 서체를 바탕으로, 6월 중에 개최되는 소서예전을 위한 작품

완성

- 6월 중으로, 한문교육과 서예실(50522) 앞 복도에 자신의 작품 전시

신청방법 (3월 중)학기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안내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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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한문교육과 예비답사

운영부서 한문교육과

운영목적 3월에 진행될 본 학술고적답사을 위한 사전 준비 및 현장 점검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 학술고적답사의 효율적인 진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 각종 사항 점검

- 숙소, 코스, 각 고적지에 대한 전반적 여건을 미리 파악 후 본 답사 최종계획에 반영

운영기간 21년 2월 중

대상학생 한문교육과 학부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한문교육과 답사준비팀 소속 학생 및 학부생 개별 희망자

운영장소 금년 답사 예정 지역

프로그램 

세부사항

본 학술고적답사 시행 전 각종 사항 점검

1. 숙소：과전체 인원 수용 능력, 아침식사, 저녁 학술세미나를 위한 강당, 위험요소, 

소방시설 및 대피로 파악 등 숙소 이용의 전반적 여건 사전 점검  

2. 코스 점검：일정 시작 후 방문하게 되는 각 고적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 및 효

율적인 코스 편성으로 충분한 답사 시간 확보 

3. 각 고적지 점검：고적지 입장료, 고적지 내 이동로, 화장실, 위험요소 등 고적지 내 

전반적 여건 사전 점검

4. 점검 사항 종합 및 보고서 작성：점검 사항을 종합 후 보고서 작성을 통한 기록화, 

답사 최종 계획에 반영, 추후 예비 및 본 답사 참고자료로 활용

신청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 후 학과 사무실로 개별신청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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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한문교육과 행묵서예전(杏墨書藝展)

운영부서 한문교육과 서예부

운영목적 한문교육과 학생들의 관심 및 전공에 대한 역량 고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한문교육과 서예부 부원들과 교원들의 서예 작품들을 대상으로 연 1회 교내 갤러리에서 

전시

운영기간 9월 ~ 11월 중 1회

대상학생 한문교육과 학생 전체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운영장소 경영관 1층 성균갤러리

프로그램 

세부사항

- 2학기 행묵서예전을 목표로, 1학년 및 2학년 학생들은 모두 예서체를 기본으로 연습

- 연습한 예서체를 바탕으로, 각자 선정한 작품들을 예서체로 그림

- 한문교육과 서예부 학생들은 각자의 작품을 행묵서예전 2 ~ 3주 전에 완성

- 행묵서예전 대상 작품을 표구하여 학내 성균갤러리에 전시

신청방법 학기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안내

이수시

혜택
-

문의처 02-7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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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화학과 캠튜브 공모전 운영

운영부서 화학과

운영목적 캠튜브 공모전을 통해 학과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주도적,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핵심역량 □ 글로벌 ■ 자기주도성 □ 기업가정신  □ 융합 □ 시민의식  

운영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내용 소개

학생들이 직접 대학원 / 학부 생활에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하여 화학과 생활에 대한 

노하우 공유

운영기간 학기당 1회(향후 변경 가능)

대상학생 화학과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2∼3팀 시상 예정/향후 변경 가능)

운영장소 온라인(화학과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세부사항

- 학생들이 직접 화학과 생활에 관련된 동영상(실험실 생활, 실험노트제작 노하우, 기기 

측정법 등)을 제작하여 예비 화학과 학생 또는 재학생들의 실제 학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학생들의 참여로 캠튜브 채널 조회수, 좋아요, 댓글 등을 통해 우수작 선발

시기 운영방법 프로그램

2-4월 접수

4월 시상
온라인 제 1회 화학과 캠튜브 공모전

2학기 중 온라인 제 2회 화학과 캠튜브 공모전

신청방법 온라인 공모전시 e-mail로 작품 출품

이수시

혜택

- 타 학생의 작품을 통해 화학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

- 화학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 수집

- 영상 공유 및 피드백을 자유롭게 하여 학과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

문의처
자과캠 화학관 2층 / 031-290-7060 / chem@skku.edu

홈페이지：https://chem.skku.edu



 



학 생 성 공 센 터
S T U D E N T  S U C C E S S  C E N T E R

학생성공 가이드 
기관별 색인

2020



기관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역량

건강센터

금연 상담교실 13 건강·심리·인권 자기주도성

심폐소생술 교육 19 건강·심리·인권 시민의식

학생 건강검진 22 건강·심리·인권 자기주도성

경영대학

JOB GBA 234 취업 기업가정신

Summer&Global Challenge 47 글로벌 융합

경영학과 네트워킹 이벤트 49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캠프/글로벌커리어투어 52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경영학과 네트워킹 이벤트 53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경영학과 비즈니스캠프 91 심화학습 기업가정신

외국인유학생튜터링 290 학습지원 글로벌

경제대학

Grand Epilogue (게필로그, 총동문회의 밤) 259 학생지도상담 자기주도성

PSTA 설명회 25 고시 자기주도성

경제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180 진로탐색 자기주도성

경제학과 전문가 및 동문 초청 강연회 181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국제학술대회 90 심화학습 글로벌

글로벌경제학과 사제동행 프로그램 260 학생지도상담 자기주도성

글로벌경제학과 전문가 및 동문 초청 취업특강 183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공과대학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86 학습지원 글로벌

공학교육혁신센터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글로벌 캠프 40 글로벌 글로벌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글로벌 캠프 197 창업 글로벌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기술창업 캠프 198 창업 기업가정신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비전 캠프 176 진로탐색 자기주도성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인사이트 캠프 78 심화학습 융합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창의연구 79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교육개발센터

성균공부방 101 심화학습 융합

성균튜터링 280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학습법 공모전 299 학습지원 융합

학습컨설팅 300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국제교류팀
Hi-Club 42 글로벌 글로벌

SG Maple Program 44 글로벌 글로벌

기숙사행정실

기숙사 취미·문화강좌 14 건강·심리·인권 자기주도성

기숙사 콘텐츠 공모전 15 건강·심리·인권 시민의식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16 건강·심리·인권 자기주도성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122 인성 및 교양 자기주도성

봉룡학사(자과캠 직영기숙사) 오픈하우스 행사 17 건강·심리·인권 시민의식

대학원팀 대학원 한마당 184 진로탐색 자기주도성

대학혁신과공유센터 Co-Deep Learning 프로젝트 81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기관별 색인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57 글로벌 자기주도성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99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수기치인 시민의식 프로그램 127 인성 및 교양 시민의식

융합기초프로젝트 105 심화학습 융합

인텐시브 워크숍 291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창조스쿨프로그램 293 학습지원 융합

해외융합프로젝트 69 글로벌 글로벌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외국인대학원생 글쓰기 지도 272 학습지원 글로벌

문과대학 한국어글쓰기 강의 274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문헌정보학과 부트캠프 96 심화학습 융합

문헌정보학과 이슈캠프 276 학습지원 융합

문헌정보학과 학생 자치 스터디그룹 277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사학과 정기학술고적답사 98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일반대학원생 춘계, 추계세미나 107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추계 학술고적답사 263 학생지도상담 자기주도성

한국어교육학과(석) 논문 쓰기 프로그램 301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한국어교육학과(석) 외국인유학생의 밤 302 학습지원 글로벌

한국어교육학과(석)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 303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법학전문대학원
SKKU-Fordham 하계 법학과정 45 글로벌 글로벌

로스쿨 입학설명회 185 진로탐색 자기주도성

사범대학

COM-EDU UNION 177 진로탐색 융합

EDU-ON 교육상담프로그램 258 학생지도상담 자기주도성

IT기업 견학 84 심화학습 기업가정신

SW교육 에듀톤대회 89 심화학습 기업가정신

띠앗 문학여행 93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띠앗지 발간식 94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시범학교 견학 102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모의심층면접 247 취업 자기주도성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수업시연 코칭 및 특강 28 고시 자기주도성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코칭 및 간담회 29 고시 자기주도성

학술고적답사 112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한문교육과 소서예전(小書藝展) 304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한문교육과 예비답사 305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한문교육과 탁본여행(拓本旅行) 113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한문교육과 행묵서예전(杏墨書藝展) 306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현직 교사 졸업생(CEN) 초청 진로 멘토링 -“교사가 되기까지” 194 진로탐색 자기주도성

사회과학대학 외국인 유학생 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89 학습지원 글로벌

기관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역량



사회과학대학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학부연구회 104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학부연구회 188 진로탐색 자기주도성

산학사업팀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67 글로벌 융합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110 심화학습 융합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168 지역사회연계 융합

현장실습 프로그램 115 심화학습 융합

현장실습 프로그램 253 취업 융합

생명융합공학대학
Student 글로벌 패키지 프로그램 46 글로벌 글로벌

Student 글로벌 패키지 프로그램 87 심화학습 글로벌

성균융합원

AI 콜로키움 80 심화학습 융합

Intensive 실습 프로그램 83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글로벌융합학부 팀 프로젝트 92 심화학습 융합

글로벌캠프 55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캠프(Global Funsight Trip) 56 글로벌 글로벌

문제해결형 AI해커톤 95 심화학습 기업가정신

부트캠프 279 학습지원 융합

진로/학업 지원 프로그램(iSpeaker 특강) 191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진로/학업 지원 프로그램(학습 튜터링) 292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창의자율 S.E.L.F. 연구팀 활동 109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학생 자치 동아리그룹(Youtube 제작 동아리‘텍컬’) 296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학생 자치 스터디그룹 298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학생주도 연구 스터디 111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해외전문가 초청 특강 70 글로벌 글로벌

해외전문가 초청 특강 114 심화학습 글로벌

성균인성교육센터

Service Learning : 성균인성나눔 프로그램 153 지역사회 연계 자기주도성

가족사랑·인성함양 아이디어 PPT 공모전 119 인성 및 교양 자기주도성

성균색, 인성을 말하다 125 인성 및 교양 자기주도성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 돈의 132 인성 및 교양 시민의식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 숭례 133 인성 및 교양 시민의식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 홍지 134 인성 및 교양 시민의식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 흥인 135 인성 및 교양 시민의식

소프트웨어대학

2020 Brothership Workshop 33 글로벌 글로벌

2020 K-SW 스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Purdue 대학 파견) 34 글로벌 글로벌

2020 K-SW 스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Purdue 대학 파견) 73 심화학습 글로벌

2020 SVTEP Program 35 글로벌 글로벌

2020 SVTEP Program 229 취업 글로벌

2020 SW Pioneer Program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36 글로벌 글로벌

기관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역량



기관별 색인

소프트웨어대학

2020 SW Pioneer Program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231 취업 글로벌

2020 UCI I-SURF Program 37 글로벌 글로벌

2020 UCI I-SURF Program 232 취업 글로벌

2020 성균SW멘토링 프로그램 74 심화학습 시민의식

2020 소프트웨어대학 산학협력프로젝트 75 심화학습 기업가정신

2020 소프트웨어학과 미국 글로벌 IT 기업연수 38 글로벌 글로벌

2020 소프트웨어학과 미국 글로벌 IT 기업연수 233 취업 글로벌

202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SFEP연계 팀 현장실습 76 심화학습 기업가정신

202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개방형교육 269 학습지원 융합

202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기술교류회 77 심화학습 기업가정신

2020 월드프렌즈ICT 봉사단 프로그램 39 글로벌 글로벌

SPARK 프로그램 85 심화학습 기업가정신

글로벌IT전문가와 킹고인의 만남 182 진로탐색 융합

아이디어발전소 103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 멘토링 데이 186 진로탐색 자기주도성

학부생 전공 상담 프로그램 264 학생지도상담 자기주도성

약학대학
오카야마대학(일본) 나노바이오 코스 59 글로벌 글로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베트남사무소 현장실습 68 글로벌 글로벌

예술대학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88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외국인 대학원(영어트랙) 한국어인증반 283 학습지원 글로벌

외국인 대학원생 국문논문 작성법 특강 284 학습지원 글로벌

외국인 석사 대학원생 국문학위논문 교정 지원 285 학습지원 글로벌

외국인 유학생 취업특강 245 취업 기업가정신

유학대학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장학) 148 장학 시민의식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특강) 128 인성 및 교양 시민의식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특강) 149 장학 시민의식

유학대학 순성놀이 131 인성 및 교양 시민의식

유학대학 해외영어연수 61 글로벌 글로벌

중국 칭화대 철학과 겨울방학 파견 단기연수 64 글로벌 글로벌

의과대학

의과대학 Global Outreach 프로그램 62 글로벌 글로벌

의과대학 Global Outreach 프로그램 189 진로탐색 글로벌

의과대학 진로토크 콘서트 190 진로탐색 자기주도성

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 21 건강·심리·인권 시민의식

인문학술정보팀

Dissertation Week 교육 프로그램 270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고전독서인증제 120 인성 및 교양 융합

미디어랩 영상제작 특강 278 학습지원 융합

오거서 장학금 129 인성 및 교양 융합

기관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역량



인문학술정보팀 오거서 장학금 150 장학 융합

자연과학대학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복수학위 프로그램 48 글로벌 글로벌

생명과학과 취업률제고를 위한 동문회 유기적 정기적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240 취업 융합

성균 대학원 종합 성과지수(SGCPI) 개발 및 지원 261 학생지도상담 자기주도성

학생 성공 라운지 조성 295 학습지원 융합

화학과 캠튜브 공모전 운영 307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자연학술정보팀 학술정보관 작가 프로젝트 140 인성 및 교양 자기주도성

정보통신대학

2020 정보통신대학 학생성공 멘토링 프로그램 175 진로탐색 자기주도성

2020 정보통신대학 학생성공 멘토링 프로그램 257 학생지도상담 자기주도성

IoT 핵심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271 학습지원 융합

반도체시스템공학과 SW 방학특강 97 심화학습 자기주도성

반도체시스템공학과 SW 학업장려금 145 장학 자기주도성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생활비 지원 장학금 146 장학 자기주도성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성적우수 학업장려금 147 장학 자기주도성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정기산행 123 인성 및 교양 시민의식

삼성전자 대여장학생 선발 대비 프로그램 239 취업 자기주도성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87 학습지원 글로벌

전자전기공학부 Summer / Winter Camp 108 심화학습 융합

중국대학원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장정 프로그램 63 글로벌 글로벌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장정 프로그램 136 인성 및 교양 글로벌

중국몽(中國夢) 프로그램 66 글로벌 글로벌

창업지원단

5대궁 AR 창업프로젝트 155 지역사회연계 융합

5대궁 AR 창업프로젝트 199 창업 융합

ART창업하자 156 지역사회연계 기업가정신

ART창업하자 200 창업 기업가정신

DMC 미디어 창업 AtoZ 157 지역사회연계 자기주도성

DMC 미디어 창업 AtoZ 201 창업 자기주도성

KINGO Go! Dream 202 창업 융합

Lab to Market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 43 글로벌 글로벌

Lab to Market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 203 창업 글로벌

SKKU-체인저스 158 지역사회연계 시민의식

STS(Spread of Tech Start-up)-코어 (미니 아이코어) 204 창업 기업가정신

경기 창업경진대회 205 창업 기업가정신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사업) 50 글로벌 글로벌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사업) 206 창업 글로벌

공연·아트·미술분야 159 지역사회연계 시민의식

관광가이드Oneteam 207 창업 기업가정신

기관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역량



기관별 색인

창업지원단

꾸미자 주얼리 160 지역사회연계 기업가정신

꾸미자 주얼리 209 창업 기업가정신

모이자광장 함께하자통인 161 지역사회연계 기업가정신

미술관 도슨트 활동 162 지역사회연계 자기주도성

미술관 도슨트 활동 210 창업 자기주도성

성곽둘레길 미디어아트 163 지역사회연계 융합

성곽둘레길 미디어아트 211 창업 융합

성대(成大)한 AIBI Academy 212 창업 기업가정신

성대(成大)한 IR Day 213 창업 기업가정신

성대(成大)한 원스톱창업상담창구 214 창업 기업가정신

성대(成大)한 투자 맛보기 215 창업 기업가정신

성장시켜, 드림(Dream) 216 창업 자기주도성

소설팀프레너양성과정 217 창업 기업가정신

유생거리 164 지역사회연계 융합

종로, 내가 알려줄게 165 지역사회연계 융합

종로, 내가 알려줄게 218 창업 융합

지역연계클래스 166 지역사회연계 시민의식

창업을 요리하다 219 창업 기업가정신

청년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167 지역사회연계 기업가정신

축제거리 220 창업 융합

캠퍼스타운사업 창업공간 이용자 선발 221 창업 기업가정신

킹고 AI · 빅데이터 TechUp 222 창업 융합

킹고 창업 패키지 223 창업 기업가정신

킹고X세운프로젝트 169 지역사회연계 자기주도성

킹고X세운프로젝트 225 창업 자기주도성

투자 받고! 어깨 피자! 226 창업 글로벌

카운슬링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18 건강·심리·인권 자기주도성

학부대학

Global Buddy 41 글로벌 글로벌

글쓰기 클리닉 273 학습지원 자기주도성

성균인성함양 프로그램 126 인성 및 교양 시민의식

어깨동무 281 학습지원 융합

온라인 화상 학사지도(집단 및 개별) 282 학습지원 융합

학생성공센터

SKKU 선배멘토링 178 진로탐색 자기주도성

학생성공 멘토링 265 학생지도상담 자기주도성

학생성공 상담 266 학생지도상담 자기주도성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138 인성 및 교양 자기주도성

학생성공스토리 특강 193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기관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역량



학생인재개발팀

공기업/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235 취업 기업가정신

국가고시 설명회 26 고시 자기주도성

금융권 취업 아카데미 236 취업 기업가정신

면접전형 대비 특강 237 취업 기업가정신

모의 PSAT 경진대회 27 고시 자기주도성

방학맞이 취업 특강 238 취업 기업가정신

서류전형 대비 취업특강 241 취업 기업가정신

실전모의면접 242 취업 기업가정신

오프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243 취업 기업가정신

온라인 멘토링 187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온라인 멘토링 262 학생지도상담 기업가정신

온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244 취업 기업가정신

자기소개서 완성반 246 취업 기업가정신

직무적성검사 대비 Final 특강 248 취업 기업가정신

직무적성검사 대비 모의시험 249 취업 기업가정신

직무적성검사 아카데미 250 취업 기업가정신

진로탐색 아카데미 192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취업동아리 251 취업 기업가정신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252 취업 기업가정신

학생지원팀

SKKU 휴먼북 179 진로탐색 자기주도성

글로벌 국토 대장정 51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국토 대장정 121 인성 및 교양 글로벌

글로벌리서치(Asia Pioneer) 프로그램 54 글로벌 기업가정신

글로벌리서치(Asia Pioneer) 프로그램 208 창업 기업가정신

성균사회봉사프로그램 124 인성 및 교양 시민의식

월드프렌즈 해외봉사프로그램(단기/중기) 60 글로벌 시민의식

월드프렌즈 해외봉사프로그램(단기/중기) 130 인성 및 교양 시민의식

장애인식 개선 교육 20 건강·심리·인권 시민의식

하계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 137 인성 및 교양 시민의식

하계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 170 지역사회연계 시민의식

한국장학재단 멘토링프로그램 141 인성 및 교양 시민의식

한국장학재단 멘토링프로그램 171 지역사회연계 시민의식

기관별 색인

기관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역량



학 생 성 공 센 터
S T U D E N T  S U C C E S S  C E N T E R

학생성공 가이드 
역량별 색인

2020



역량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기관

글로벌

2020 Brothership Workshop 33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K-SW 스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Purdue 대학 파견) 34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K-SW 스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Purdue 대학 파견) 73 심화학습 소프트웨어대학

2020 SVTEP Program 35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SVTEP Program 229 취업 소프트웨어대학

2020 SW Pioneer Program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36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SW Pioneer Program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231 취업 소프트웨어대학

2020 UCI I-SURF Program 37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UCI I-SURF Program 232 취업 소프트웨어대학

2020 소프트웨어학과 미국 글로벌 IT 기업연수 38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소프트웨어학과 미국 글로벌 IT 기업연수 233 취업 소프트웨어대학

2020 월드프렌즈ICT 봉사단 프로그램 39 글로벌 소프트웨어대학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글로벌 캠프 40 글로벌 공학교육혁신센터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글로벌 캠프 197 창업 공학교육혁신센터

Global Buddy 41 글로벌 학부대학

Hi-Club 42 글로벌 국제교류팀

Lab to Market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 43 글로벌 창업지원단

Lab to Market 글로벌 기술창업 탐방 프로그램 203 창업 창업지원단

SG Maple Program 44 글로벌 국제교류팀

SKKU-Fordham 하계 법학과정 45 글로벌 법학전문대학원

Student 글로벌 패키지 프로그램 46 글로벌 생명융합공학대학

Student 글로벌 패키지 프로그램 87 심화학습 생명융합공학대학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복수학위 프로그램 48 글로벌 자연과학대학

경영학과 네트워킹 이벤트 49 글로벌 경영대학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사업) 50 글로벌 창업지원단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사업) 206 창업 창업지원단

국어국문학과 외국인대학원생 글쓰기 지도 272 학습지원 문과대학

국제학술대회 90 심화학습 경제대학

글로벌 국토 대장정 51 글로벌 학생지원팀

글로벌 국토 대장정 121 인성 및 교양 학생지원팀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캠프/글로벌커리어투어 52 글로벌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네트워킹 이벤트 53 글로벌 경영대학

글로벌캠프 55 글로벌 성균융합원

글로벌캠프(Global Funsight Trip) 56 글로벌 성균융합원

오카야마대학(일본) 나노바이오 코스 59 글로벌 약학대학

외국인 대학원(영어트랙) 한국어인증반 283 학습지원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외국인 대학원생 국문논문 작성법 특강 284 학습지원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역량별 색인

글로벌

외국인 석사 대학원생 국문학위논문 교정 지원 285 학습지원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86 학습지원 공과대학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87 학습지원 정보통신대학

외국인 유학생 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89 학습지원 사회과학대학

외국인유학생튜터링 290 학습지원 경영대학

유학대학 해외영어연수 61 글로벌 유학대학

의과대학 Global Outreach 프로그램 62 글로벌 의과대학

의과대학 Global Outreach 프로그램 189 진로탐색 의과대학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장정 프로그램 63 글로벌 중국대학원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장정 프로그램 136 인성 및 교양 중국대학원

중국 칭화대 철학과 겨울방학 파견 단기연수 64 글로벌 유학대학

중국몽(中國夢) 프로그램 66 글로벌 중국대학원

투자 받고! 어깨 피자! 226 창업 창업지원단

한국어교육학과(석) 외국인유학생의 밤 302 학습지원 문과대학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베트남사무소 현장실습 68 글로벌 약학대학

해외융합프로젝트 69 글로벌 대학혁신과공유센터

해외전문가 초청 특강 70 글로벌 성균융합원

해외전문가 초청 특강 114 심화학습 성균융합원

기업가정신

2020 소프트웨어대학 산학협력프로젝트 75 심화학습 소프트웨어대학

202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SFEP연계 팀 현장실습 76 심화학습 소프트웨어대학

202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기술교류회 77 심화학습 소프트웨어대학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기술창업 캠프 198 창업 공학교육혁신센터

ART창업하자 156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ART창업하자 200 창업 창업지원단

IT기업 견학 84 심화학습 사범대학

JOB GBA 234 취업 경영대학

SPARK 프로그램 85 심화학습 소프트웨어대학

STS(Spread of Tech Start-up)-코어 (미니 아이코어) 204 창업 창업지원단

SW교육 에듀톤대회 89 심화학습 사범대학

경기 창업경진대회 205 창업 창업지원단

경제학과 전문가 및 동문 초청 강연회 181 진로탐색 경제대학

공기업/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235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관광가이드Oneteam 207 창업 창업지원단

글로벌경영학과 비즈니스캠프 91 심화학습 경영대학

글로벌경제학과 전문가 및 동문 초청 취업특강 183 진로탐색 경제대학

글로벌리서치(Asia Pioneer) 프로그램 54 글로벌 학생지원팀

글로벌리서치(Asia Pioneer) 프로그램 208 창업 학생지원팀

역량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기관



기업가정신

금융권 취업 아카데미 236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꾸미자 주얼리 160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꾸미자 주얼리 209 창업 창업지원단

면접전형 대비 특강 237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모이자광장 함께하자통인 161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문제해결형 AI해커톤 95 심화학습 성균융합원

방학맞이 취업 특강 238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서류전형 대비 취업특강 241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성대(成大)한 AIBI Academy 212 창업 창업지원단

성대(成大)한 IR Day 213 창업 창업지원단

성대(成大)한 원스톱창업상담창구 214 창업 창업지원단

성대(成大)한 투자 맛보기 215 창업 창업지원단

소설팀프레너양성과정 217 창업 창업지원단

실전모의면접 242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오프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243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온라인 멘토링 187 진로탐색 학생인재개발팀

온라인 멘토링 262 학생지도상담 학생인재개발팀

온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244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외국인 유학생 취업특강 245 취업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자기소개서 완성반 246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직무적성검사 대비 Final 특강 248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직무적성검사 대비 모의시험 249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직무적성검사 아카데미 250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진로/학업 지원 프로그램(iSpeaker 특강) 191 진로탐색 성균융합원

진로탐색 아카데미 192 진로탐색 학생인재개발팀

창업을 요리하다 219 창업 창업지원단

청년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167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취업동아리 251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252 취업 학생인재개발팀

캠퍼스타운사업 창업공간 이용자 선발 221 창업 창업지원단

킹고 창업 패키지 223 창업 창업지원단

학생성공스토리 특강 193 진로탐색 학생성공센터

시민의식

2020 성균SW멘토링 프로그램 74 심화학습 소프트웨어대학

SKKU-체인저스 158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공연·아트·미술분야 159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기숙사 콘텐츠 공모전 15 건강·심리·인권 기숙사행정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정기산행 123 인성 및 교양 정보통신대학

역량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기관



역량별 색인

시민의식

봉룡학사(자과캠 직영기숙사) 오픈하우스 행사 17 건강·심리·인권 기숙사행정실

성균사회봉사프로그램 124 인성 및 교양 학생지원팀

성균인성함양 프로그램 126 인성 및 교양 학부대학

수기치인 시민의식 프로그램 127 인성 및 교양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심폐소생술 교육 19 건강·심리·인권 건강센터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장학) 148 장학 유학대학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특강) 128 인성 및 교양 유학대학

양현재 학생지원 프로그램(특강) 149 장학 유학대학

월드프렌즈 해외봉사프로그램(단기/중기) 60 글로벌 학생지원팀

월드프렌즈 해외봉사프로그램(단기/중기) 130 인성 및 교양 학생지원팀

유학대학 순성놀이 131 인성 및 교양 유학대학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 돈의 132 인성 및 교양 성균인성교육센터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 숭례 133 인성 및 교양 성균인성교육센터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 홍지 134 인성 및 교양 성균인성교육센터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 : 흥인 135 인성 및 교양 성균인성교육센터

장애인식 개선 교육 20 건강·심리·인권 학생지원팀

지역연계클래스 166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폭력예방교육 21 건강·심리·인권 인권센터

하계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 137 인성 및 교양 학생지원팀

하계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 170 지역사회연계 학생지원팀

한국장학재단 멘토링프로그램 141 인성 및 교양 학생지원팀

한국장학재단 멘토링프로그램 171 지역사회연계 학생지원팀

융합

202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개방형교육 269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대학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인사이트 캠프 78 심화학습 공학교육혁신센터

5대궁 AR 창업프로젝트 155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5대궁 AR 창업프로젝트 199 창업 창업지원단

AI 콜로키움 80 심화학습 성균융합원

COM-EDU UNION 177 진로탐색 사범대학

IoT 핵심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271 학습지원 정보통신대학

KINGO Go! Dream 202 창업 창업지원단

Summer&Global Challenge 47 글로벌 경영대학

고전독서인증제 120 인성 및 교양 인문학술정보팀

글로벌IT전문가와 킹고인의 만남 182 진로탐색 소프트웨어대학

글로벌융합학부 팀 프로젝트 92 심화학습 성균융합원

문헌정보학과 부트캠프 96 심화학습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이슈캠프 276 학습지원 문과대학

미디어랩 영상제작 특강 278 학습지원 인문학술정보팀

역량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기관



융합

부트캠프 279 학습지원 성균융합원

생명과학과 취업률제고를 위한 동문회 유기적 정기적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240 취업 자연과학대학

성곽둘레길 미디어아트 163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성곽둘레길 미디어아트 211 창업 창업지원단

성균공부방 101 심화학습 교육개발센터

어깨동무 281 학습지원 학부대학

오거서 장학금 129 인성 및 교양 인문학술정보팀

오거서 장학금 150 장학 인문학술정보팀

온라인 화상 학사지도(집단 및 개별) 282 학습지원 학부대학

유생거리 164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융합기초프로젝트 105 심화학습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전자전기공학부 Summer / Winter Camp 108 심화학습 정보통신대학

종로, 내가 알려줄게 165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종로, 내가 알려줄게 218 창업 창업지원단

창조스쿨프로그램 293 학습지원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축제거리 220 창업 창업지원단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67 글로벌 산학사업팀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110 심화학습 산학사업팀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168 지역사회연계 산학사업팀

킹고 AI · 빅데이터 TechUp 222 창업 창업지원단

학생 성공 라운지 조성 295 학습지원 자연과학대학

학습법 공모전 299 학습지원 교육개발센터

현장실습 프로그램 115 심화학습 산학사업팀

현장실습 프로그램 253 취업 산학사업팀

자기주도성

2020 정보통신대학 학생성공 멘토링 프로그램 175 진로탐색 정보통신대학

2020 정보통신대학 학생성공 멘토링 프로그램 257 학생지도상담 정보통신대학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비전 캠프 176 진로탐색 공학교육혁신센터

2020 지능정보 커넥트(CON2ECT) S-HERO 창의연구 79 심화학습 공학교육혁신센터

Co-Deep Learning 프로젝트 81 심화학습 대학혁신과공유센터

Dissertation Week 교육 프로그램 270 학습지원 인문학술정보팀

DMC 미디어 창업 AtoZ 157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DMC 미디어 창업 AtoZ 201 창업 창업지원단

EDU-ON 교육상담프로그램 258 학생지도상담 사범대학

Grand Epilogue (게필로그, 총동문회의 밤) 259 학생지도상담 경제대학

Intensive 실습 프로그램 83 심화학습 성균융합원

PSTA 설명회 25 고시 경제대학

Service Learning : 성균인성나눔 프로그램 153 지역사회 연계 성균인성교육센터

역량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기관



역량별 색인

자기주도성

SKKU 선배멘토링 178 진로탐색 학생성공센터

SKKU 휴먼북 179 진로탐색 학생지원팀

가족사랑·인성함양 아이디어 PPT 공모전 119 인성 및 교양 성균인성교육센터

경제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180 진로탐색 경제대학

국가고시 설명회 26 고시 학생인재개발팀

글로벌경제학과 사제동행 프로그램 260 학생지도상담 경제대학

글쓰기 클리닉 273 학습지원 학부대학

금연 상담교실 13 건강·심리·인권 건강센터

기숙사 취미·문화강좌 14 건강·심리·인권 기숙사행정실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16 건강·심리·인권 기숙사행정실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122 인성 및 교양 기숙사행정실

대학원 한마당 184 진로탐색 대학원팀

띠앗 문학여행 93 심화학습 사범대학

띠앗지 발간식 94 심화학습 사범대학

로스쿨 입학설명회 185 진로탐색 법학전문대학원

모의 PSAT 경진대회 27 고시 학생인재개발팀

문과대학 한국어글쓰기 강의 274 학습지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학생 자치 스터디그룹 277 학습지원 문과대학

미술관 도슨트 활동 162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미술관 도슨트 활동 210 창업 창업지원단

반도체시스템공학과 SW 방학특강 97 심화학습 정보통신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SW 학업장려금 145 장학 정보통신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생활비 지원 장학금 146 장학 정보통신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성적우수 학업장려금 147 장학 정보통신대학

사학과 정기학술고적답사 98 심화학습 문과대학

삼성전자 대여장학생 선발 대비 프로그램 239 취업 정보통신대학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57 글로벌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99 심화학습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성균 대학원 종합 성과지수(SGCPI) 개발 및 지원 261 학생지도상담 자연과학대학

성균색, 인성을 말하다 125 인성 및 교양 성균인성교육센터

성균튜터링 280 학습지원 교육개발센터

성장시켜, 드림(Dream) 216 창업 창업지원단

스포츠 멘토링 데이 186 진로탐색 스포츠과학대학

시범학교 견학 102 심화학습 사범대학

심리상담 프로그램 18 건강·심리·인권 카운슬링센터

아이디어발전소 103 심화학습 소프트웨어대학

외국인 유학생 전공학습력 제고 프로그램 288 학습지원 예술대학

역량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기관



자기주도성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학부연구회 104 심화학습 사회과학대학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학부연구회 188 진로탐색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 진로토크 콘서트 190 진로탐색 의과대학

인텐시브 워크숍 291 학습지원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일반대학원생 춘계, 추계세미나 107 심화학습 문과대학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모의심층면접 247 취업 사범대학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수업시연 코칭 및 특강 28 고시 사범대학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대비 코칭 및 간담회 29 고시 사범대학

진로/학업 지원 프로그램(학습 튜터링) 292 학습지원 성균융합원

창의자율 S.E.L.F. 연구팀 활동 109 심화학습 성균융합원

추계 학술고적답사 263 학생지도상담 문과대학

킹고X세운프로젝트 169 지역사회연계 창업지원단

킹고X세운프로젝트 225 창업 창업지원단

학부생 전공 상담 프로그램 264 학생지도상담 스포츠과학대학

학생 건강검진 22 건강·심리·인권 건강센터

학생 자치 동아리그룹(Youtube 제작 동아리‘텍컬’) 296 학습지원 성균융합원

학생 자치 스터디그룹 298 학습지원 성균융합원

학생성공 멘토링 265 학생지도상담 학생성공센터

학생성공 상담 266 학생지도상담 학생성공센터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138 인성 및 교양 학생성공센터

학생주도 연구 스터디 111 심화학습 성균융합원

학술고적답사 112 심화학습 사범대학

학술정보관 작가 프로젝트 140 인성 및 교양 자연학술정보팀

학습컨설팅 300 학습지원 교육개발센터

한국어교육학과(석) 논문 쓰기 프로그램 301 학습지원 문과대학

한국어교육학과(석)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 303 학습지원 문과대학

한문교육과 소서예전(小書藝展) 304 학습지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예비답사 305 학습지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탁본여행(拓本旅行) 113 심화학습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행묵서예전(杏墨書藝展) 306 학습지원 사범대학

현직 교사 졸업생(CEN) 초청 진로 멘토링 -“교사가 되기까지” 194 진로탐색 사범대학

화학과 캠튜브 공모전 운영 307 학습지원 자연과학대학

역량 프로그램 페이지 영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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