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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및 배점표W-point 
인덕성 및 봉사활동◆    

항목 영역 등급코드 등급명칭
W-

point
최대
점수

산정방법 인정기준( ) 증빙자료
담당부서/
승인부서

인

덕

성 

및

봉

사

활

동

교내부서 주관 봉사활동

EX0201 단기 10 40 시간 미만  담당부서 인정 교내 봉사  활동8 (  )

봉사 담당부서
(도덕교육원 운영관리
과, 대외협력홍보과, 
국제교류과 등)

EX0245 중단기 20 40 시간 이상  시간  미만  담당부서 인정  교내 봉사 활동8 ~  20 (  )

EX0202 중기 25 50 시간  이상  시간 미만  담당부서 인정 교내  봉사 활동20 ~  40 (  )

EX0203 장기 30 60 시간  이상  담당부서 인정  교내 봉사 활동40 (  )

개별 봉사활동

EX0201 단기 10 10 시간 미만 8

공인 
봉사활동
확인서
개별참여( )

교육혁신과
EX0245 중단기 20 20 시간 이상  시간  미만 8 ~  20

EX0202 중기 25 25 시간  이상  시간 미만 20 ~  40

EX0203 장기 30 30 시간  이상 40

개별봉사활동 헌혈( )
EX0290 성분헌혈 5 30 성분헌혈 건당( ) 헌혈증/

공인봉사활동
확인서

도덕교육원 
운영관리과

EX0291 전혈 10 30 전혈 건당( )

해외봉사활동

EX0201 단기 20 40 시간  미만  담당부서 인정 해외 봉사  활동20 ( ) 공인 
봉사활동
확인서
개별참여( )

봉사 담당부서 
또는

교육혁신과
EX0202 중기 40 80 시간  이상  시간 미만  담당부서 인정  해외 봉사 활동20 ~  40 ( )

EX0203 장기 60 120 시간  이상  담당부서 인정 해외 봉사  활동40 ( )

도의실천인증제 EX0206 인증심사완료 150 150
필수와 선택 항목을  모두 이수하여 도의실천인증서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학기부터 졸업시까지 매학기 신청가능

인증서

개별참여( )

도덕교육원,
교육혁신과
개별참여( )

개별봉사활동 입상 EX0217 입상 전국( ) 30 60 봉사 및  도덕성 함양 관련  입상 실적
참여확인서

상장포함( )
교육혁신과

   

○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개별 봉사활동 참여 시 반드시        -  ,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류 봉사날짜 봉사기관 기재 가 포함( , ) 되어야한다 발급 등.  (vms,  1365  )

개별 봉사활동 참여 건은         -  적립기간 내 누적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봉사 교과목 국가교육근로의 봉사시간은 개별 봉사활동 신청 불가, ※ 

상장 개별참여 에는 입상 날짜 및 입상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도의실천인증제의 경우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재학생 취득 시, 취득 학기에 한하여 도덕교육원에서 주관하여 를 부여하고W-point  그 이후 실적 졸업까지 은 ( )

학생 본인이 인증서를 업로드하여 를 신청W-point 한다. 온라인 신청방법 참조 관련  ( )  문의  교육혁신과 -  063-85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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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행사◆ 

항목 영역 등급코드 등급명칭
W-

point
최대
점수

산정방법 인정기준( ) 증빙자료
담당부서/
승인부서

행

사 

및

교

육

교내교육
프로그램참여
학습법 특강 캠프( / / )

EX0201 단기 10 40 시간 미만 학습법 기초학력 특강 캠프 교육 외부인사초청특강 등6 (  , , , , , ) 　

교육 담당부서
EX0202 중기 20 80 시간  시간 미만 학습법 기초학력 특강 캠프 교육 외부인사초청특강 등6 ~  18 (  , , , , , ) 　

EX0203 장기 40 80 시간  이상 학습법 기초학력 특강 캠프 교육 외부인사초청특강 등18 (  , , , , , ) 　

EX0215 입상 교내( ) 30 120 교내교육프로그램 학습법 특강 캠프 입상( / / )   

교내교육
프로그램참여
인덕성( )

EX0201 단기 10 40 시간 미만  인덕성 특강 캠프 교육 등6 ( ,  ,  )

교육 담당부서
EX0202 중기 20 80 시간 시간 미만  인덕성  특강 캠프 교육 등6 ~18 ( ,  ,  )

EX0203 장기 40 80 시간  이상  인덕성 특강 캠프 교육 등18 ( ,  ,  )

EX0215 입상 교내( ) 30 120 교내교육프로그램 인덕성 입상( ) 

교내교육
프로그램참여
취창업( )

EX0201 단기 10 40 시간 미만  취창업 특강 교육 캠프 등6 ( ,  ,  )

교육 담당부서
EX0202 중기 20 80 시간  시간 미만  취창업 특강 교육 캠프 등6 ~  18 ( ,  ,  )

EX0203 장기 40 80 시간  이상  취창업 특강 교육 캠프 등18 ( ,  ,  )

EX0215 입상 교내( ) 30 120 교내교육프로그램 취창업 입상( ) 

교내교육

프로그램참여

의사소통 외국어( / )

EX0201 단기 10 20 시간 미만  의사소통 교육 글쓰기 독서 토론 등 및  외국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6 ( - , , )   

교육 담당부서

EX0202 중기 20 40 시간 이상 시간 미만 의사소통 교육 글쓰기독서토론 등 및 외국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6 ~18 ( - , , )   

EX0203 장기 40 80 시간  이상 의사소통 교육 글쓰기 독서 토론 등 및 외국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18 ( - , , )   

EX0218 특별프로그램 100 100 대학주관 어학교육 프로그램 토익 말하기 중국어사관학교( , , )

EX0241 단기해외연수 100 100 대학주관 단기 해외어학 연수 등(GHRe  )

EX0242 중장기해외연수 150 150 대학주관 중장기  해외어학 연수 등(GHRe  )

교외견학프로그램참여 EX0214 등록및참여 10 40 교외 박람회 전시회 세미나 참여 사전등록인원에 한함,  ,  ( ) 　 교육 담당부서

교내행사 참여
공모 경진대회 행사 등( / / )

EX0292 단순참여 5 30 시간 미만의  단기 참여 온라인 댓글  등  단순 참여1 , 
　 행사 담당부서

EX0214 등록및참여 10 40 대학 및  사업단 주최 공모전 경진대회 등 참여 ,    체육대회 축제MT,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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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교내행사참여 및 교내입상실적은 행사 담당부서에서 일괄 부여한다        -  .

교외행사참여 및 교외입상실적은 행사 담당부서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승인담당부서에서 일괄 부여한다        -  . 

          개별 참여의 경우 참여확인서 양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양식을 따르지 않을 시 지급이 불가하다 . , W-point .※  

참여확인서 양식             (   http://www.wku.ac.kr/wp-content/themes/wku/common/img/campus-life/W-point-application-form.hwp  )

        -  교외행사참여 전시관람 및 견학 는  일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참여일 확인 증빙자료 입장권 증빙 필수( ) 1 1 ,  ( ) 

각  학과 부 또는 단과대학에서 진행하는  체육대회 축제는 비교과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MT,  ,  .

수업 교과활동 내에서 진행하는 특강 및  행사의 경우 지급이 불가하다        -  ( )  ,  W-point  .

상장 개별참여 에는 입상 날짜 및 입상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학습동아리회원 대학 해당 학기의 중앙동아리 회장 부회장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기준은 주관부서 동아리 담당부서 의 평가를 따른다        -  ( ):  ,  ( ) .

학습동아리회원 외부 대학 내 동아리를 외부기관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경우 이는 학습동아리 대학 로 간주하여 학습 동아리 외부 신청 시 불인정        -  ( ):  ,  ( ) ( ) 

교내행사 입상
공모 경진대회 행사 등( / / ) EX0215 입상 교내( ) 30 120 대학 및  사업단 주최 공모전 경진대회 등 입상, 

교내행사 참여
후마니타스 기타( / ) EX0214 등록및참여 10 40

후마니타스 장학사업 퀴즈 시험 논술 토론 및 기타 어학 및  의사소통 관련 행사  참여 ( ,  ,  ,  ) 
분야별 점수 부여- 

행사 담당부서
교내행사 입상
후마니타스 기타( / ) EX0215 입상 교내( ) 30 120 후마니타스 장학사업 퀴즈 시험 논술 토론 입상( ,  ,  ,  ) 

교외행사  참여
공모 경진대회 행사 등( / / )

EX0292 단순참여 5 30 시간 미만의  단기 참여1 , 전시 관람 및 견학  온라인 공모 단순 참여  등,  참여확인서
일 건 인정1 1
개별참여( )

행사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개별참여( )

EX0214 등록및참여 20 40 외부 기관 주최 공모전 경진대회 세미나 서포터즈 홍보대사 등 참여,  ,  ,  , 

교외행사  입상
공모 경진대회 행사 등( / / ) EX0217 입상 전국( ) 40 80 전국대회 외부 기관  주최 공모전 경진대회 등 입상, 

참여확인서
상장포함( )

학습동아리회원 공식( ) EX0213 등록회원 10 20
대학으로부터 지정된 동아리 회장 부회장,  동아리 담당부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된 동아리 주  활동 회원
참여확인서
개별참여( )

교육혁신과
개별참여( )

만족도조사 수요조사/
참여

EX0285 만족도조사 5 30 교내 각종 만족도조사 참여
행사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EX0286 수요조사 5 30 교내 각종 수요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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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항목 영역
등급
코드

등급명칭
W-

point
최대
점수

산정방법 인정기준( ) 증빙자료
담당부서/
승인부서

자

격

증

어학자격취득(TOEIC)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19 등급1 100 100 취득점수  이상TOEIC  :  900 

공인성적표 교육혁신과

EX0220 등급2 90 90 취득점수 TOEIC  :  850~895

EX0221 등급3 80 80 취득점수 TOEIC  :  800~845

EX0222 등급4 70 70 취득점수 TOEIC  :  750~795

EX0223 등급5 60 60 취득점수 TOEIC  :  700~745

EX0224 등급6 50 50 취득점수 TOEIC  :  650~695

EX0225 등급7 40 40 취득점수 TOEIC  :  600~645

EX0226 등급8 30 30 취득점수 TOEIC  :  550~595

EX0227 등급9 20 20 취득점수 TOEIC  :  500~545

EX0228 등급10 10 10 취득점수 TOEIC  :  450~495

어학자격취득(TOEFL-IBT)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19 등급1 100 100 취득점수  이상TOEFL(IBT)  :  105 

공인성적표 교육혁신과

EX0220 등급2 90 90 취득점수  이상TOEFL(IBT)  :  99 

EX0221 등급3 80 80 취득점수  이상TOEFL(IBT)  :  91 

EX0222 등급4 70 70 취득점수  이상TOEFL(IBT)  :  85 

EX0223 등급5 60 60 취득점수  이상TOEFL(IBT)  :  80 

EX0224 등급6 50 50 취득점수  이상TOEFL(IBT)  :  74 

EX0225 등급7 40 40 취득점수  이상TOEFL(IBT)  :  69 

EX0226 등급8 30 30 취득점수  이상TOEFL(IBT)  :  63 

EX0227 등급9 20 20 취득점수  이상TOEFL(IBT)  :  57 

EX0228 등급10 10 10 취득점수  이상TOEFL(IBT)  :  52 

어학자격취득(TEPS)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19 등급1 100 100 취득점수  이상TEPS  :  432 

공인성적표 교육혁신과
EX0220 등급2 90 90 취득점수  이상TEPS  :  386 

EX0221 등급3 80 80 취득점수  이상TEPS  :  349 

EX0222 등급4 70 70 취득점수  이상TEPS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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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0223 등급5 60 60 취득점수  이상TEPS  :  301 

EX0224 등급6 50 50 취득점수  이상TEPS  :  281 

EX0225 등급7 40 40 취득점수  이상TEPS  :  259 

EX0226 등급8 30 30 취득점수  이상TEPS  :  241 

EX0227 등급9 20 20 취득점수  이상TEPS  :  220 

EX0228 등급10 10 10 취득점수  이상TEPS  :  202 

어학자격취득(TOEIC-
Speaking)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19 등급1 100 100 취득점수  이상TOEIC  Speaking  :  160 

공인성적표 교육혁신과

EX0220 등급2 90 90 취득점수  이상TOEIC  Speaking  :  140 

EX0221 등급3 80 80 취득점수  이상TOEIC  Speaking  :  130 

EX0223 등급5 60 60 취득점수  이상TOEIC  Speaking  :  120 

EX0224 등급6 50 50 취득점수  이상TOEIC  Speaking  :  110 

EX0226 등급8 30 30 취득점수  이상TOEIC  Speaking  :  100 

EX0227 등급9 20 20 취득점수  이상TOEIC  Speaking  :  90 

EX0228 등급10 10 10 취득점수  이상TOEIC  Speaking  :  80 

어학자격취득(JPT)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19 등급1 100 100 취득점수  이상JPT  :  800 

공인성적표 교육혁신과

EX0220 등급2 90 90 취득점수  이상JPT  :  750 

EX0221 등급3 80 80 취득점수  이상JPT  :  700 

EX0222 등급4 70 70 취득점수  이상JPT  :  650 

EX0223 등급5 60 60 취득점수  이상JPT  :  600 

EX0224 등급6 50 50 취득점수  이상JPT  :  550 

EX0225 등급7 40 40 취득점수  이상JPT  :  500 

EX0226 등급8 30 30 취득점수  이상JPT  :  450 

EX0227 등급9 20 20 취득점수  이상JPT  :  400 

EX0228 등급10 10 10 취득점수  이상JPT  :  350 

어학자격취득(JLPT)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19 등급1 100 100 취득점수  급JLPT  :  1
공인성적표 교육혁신과

EX0221 등급3 80 80 취득점수  급JLP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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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0225 등급7 40 40 취득점수  급JLPT  :  3

EX0227 등급9 20 20 취득점수  급JLPT  :  4

어학자격취득(HSK)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19 등급1 100 100 취득점수  급HSK  :  6

공인성적표 교육혁신과

EX0220 등급2 90 90 취득점수  급HSK  :  5

EX0223 등급5 60 60 취득점수  급HSK  :  4

EX0225 등급7 40 40 취득점수  급HSK  :  3

EX0228 등급10 10 10 취득점수  급HSK  :  2

어학자격취득 영어(OPIc- )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19 등급1 100 100 취득점수 OPIc  :  AL

공인성적표 교육혁신과

EX0220 등급2 90 90 취득점수 OPIc  :  IH

EX0224 등급6 50 50 취득점수 OPIc  :  IM

EX0226 등급8 30 30 취득점수 OPIc  :  IL

EX0228 등급10 10 10 취득점수 OPIc  :  NH

어학자격취득 일본어(OPIc- )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19 등급1 100 100 취득점수 OPIc  :  AL

공인성적표 교육혁신과

EX0220 등급2 90 90 취득점수 OPIc  :  IH

EX0224 등급6 50 50 취득점수 OPIc  :  IM

EX0226 등급8 30 30 취득점수 OPIc  :  IL

EX0228 등급10 10 10 취득점수 OPIc  :  NH

어학자격취득 중국어(OPIc- )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19 등급1 100 100 취득점수 OPIc  :  AL

공인성적표 교육혁신과

EX0220 등급2 90 90 취득점수 OPIc  :  IH

EX0224 등급6 50 50 취득점수 OPIc  :  IM

EX0226 등급8 30 30 취득점수 OPIc  :  IL

EX0228 등급10 10 10 취득점수 OPIc  :  NH

어학자격취득 기타( )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2

실적인정
EX0246 기타 20 20 등TOSEL,  HSKK  공인성적표 교육혁신과

국가공인 한자자격 취득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19 등급1 100 100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  급1
국가공인
합격증

교육혁신과
EX0220 등급2 80 80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  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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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어학자격은 매 학기 내 최고점  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최고점 갱신 시 신청 취소 후  재신청        -  1 .  ( ,  )

        -  어학점수는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의 실적인 경우 동일 점수로 매  학기 신청 가능하다 반드시 공인성적표 첨부2 ,  .( )

          년  월  일에 취득한 토익점수의  는  년  월  일까지 매 학기 신청 가능하지만 년  월  일엔 신청 불가함2019 9 25 W-point 2021 9 25 ,  2021 9 26※ 

자격증은 반드시         -  증빙자료 공인성적표 가 첨부( ) 되어야 하며, 증빙자료 검토 자격종류 합격일시 응시자정보 후에 포인트가 부여된다( , , ) . 

자격증의 분류를 확인한 후 정확한 영역에 신청        -  ,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 국가기술 국가공인 국제공인의 영역에 속하지 않을 경우 기타자격증 영역에 신청 가능        -  ,  ,  , 

단 해당 자격증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됨            ,  W-point  .       

자격증은         -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의 실적인 경우 동일 자격증으로 매  학기 신청 가능하다 취득일 합격일 필수 표기2 ,  .( ( )  )

          년  월  일에 취득한  자격증의  는  년  월  일까지 매 학기 신청 가능하지만 년  월  일엔 신청 불가함2019 9 25 MOS  W-point 2021 9 25 ,  2021 9 26※ 

와 같이  자격이 별도로 있는 자격증은  자격에 한하여 인정한다        -  MOS,  ITQ MASTER MASTER  .

EX0221 등급3 60 60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  급3

국가기술자격취득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29 기사 100 200 기사 국가기술자격  기사자격증 목록에서 선택하여 입력 또는  직접입력[ ]  - 

자격증 교육혁신과

EX0230 산업기사 50 100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자격증 목록에서 선택하여 입력 또는 직접입력[ ]  - 

컴퓨터활용능력  급 워드프로세서  급 등(ex:  1/2 ,  1 ) 

EX0284 기능사 50 100 기능사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자격증 목록에서 선택하여 입력 또는 직접입력[ ]   

국제공인자격취득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33 급수준1 50 100 전공 및  기타 국제 공인 자격증  등(ex:  MOS  MASTER,  ICDL  Advanced  )

국가공인자격취득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33 급수준1 50 100

국가공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와 같이  자격증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인정(ex:  ITQ MASTER  MASTER  MASTER )

국가전문자격취득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89 국가전문자격 100 200

국가전문자격  자격증  목록에서 선택하여 입력 또는 직접입력- 
국가전문자격증은 정부부처 즉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ex.  ,  , 

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  ,  ,  ,  ,  ,  , 
물류관리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  ,  ,  ,  ,  ,  , 
보호사 간호 조무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  ,  ,  )

기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46 기타 20 20

국가기술 국가공인 국제공인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자격증 신청 가능,  ,  .
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  W-point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 * 2

실적 인정

EX0235 급1 60 6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1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교육혁신과
EX0236 급2 30 3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2



- 8 -

상담 참여◆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자기계발심층상담은 학기당 회만 인정되며 참여 학생에 한해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부여한다    - 1 , . 

학사지원과에서 취합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참여 다음 학기에 부여함       W-point →        

항목 영역 등급코드 등급명칭
W-

point
최대
점수

산정방법 인정기준( ) 증빙자료
담당부서/
승인부서

상

담

상담참여 생활 심리 집단( / / ) EX0238 심리상담 10 50
개별  및  집단 심리 생활 상담 회수  당  부여, 

자기계발심층상담학기당 회인정( 1 )
　

학생상담센터,

학사지원과

상담참여 진로( ) EX0237 진로상담 10 50 진로  및  취업상담 횟수당 부여 　
진로상담 담당부서
취창업지원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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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교과목  전공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전공현장실습 국내 해외 영역  지급이 인정되며 해당 영역은  사업단에서 일괄  지급한다‘ ’ ( / )  W-point  ,  LINC W-point  .

            최종 명단이  확정되는 시기에 따라  지급 학기가 변동될 수  있다W-point  .→ 

        개별현장실습 인턴쉽 신청 시-  ( )  참여확인서 양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양식을 따르지 않을 시 지급이 불가하다 . , W-point . 

참여확인서 양식                 (   http://www.wku.ac.kr/wp-content/themes/wku/common/img/campus-life/W-point-application-form.hwp  )

        특허출원은 -  특허출원사실증명원 특허등록은 ,  특허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지급한다W-point  .

취창업 동아리 항목은 해당 학기의 중앙동아리 회장 부회장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기준은 주관부서 동아리 담당부서 의 평가를 따른다        -  ,  ( ) .

항목 영역 등급코드 등급명칭
W-

point
최대
점수

산정방법 인정기준( ) 증빙자료
담당부서/
승인부서

취

창

업

전공현장실습 국내( )
EX0201 단기 20 20 국내단기현장학습 교과목  전공현장실습 수강생( ‘ ’  ) 　

사업단LINC+ 
EX0203 장기 50 50 국내장기현장학습 교과목  전공현장실습 수강생( ‘ ’  ) 　

전공현장실습 해외( )
EX0201 단기 50 50 국외단기현장학습 교과목  전공현장실습 수강생( ‘ ’  ) 　

　EX0203 장기 70 70 국외장기현장학습 교과목  전공현장실습 수강생( ‘ ’  )

개별현장실습 인턴쉽( ) EX0201 단기 20 20 개별참여 기업 인턴쉽 과정 이수자에게 부여[ ] 참여확인서 교육혁신과

기업창업 EX0239 창업 200 200 회사창업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창업지원단,
사업단  LINC+ 

특허출원
EX0243 개인 50 50 출원번호통지서  특허출원

사실증명원EX0244 팀 20 20 출원번호통지서 

특허등록
EX0243 개인 100 100 본인명의 특허증 

특허증 
EX0244 팀 50 50 공동명의 특허증 

취창업동아리회원 공식( ) EX0213 등록회원 10 20
대학으로부터 지정된  동아리 회장 부회장,  동아리 담당부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된 동아리 주 활동 회원
참여확인서
개별참여( )

교육혁신과
개별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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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활동◆ 

항목 영역 등급코드 등급명칭
W-

point
최대
점수

산정방법 인정기준( ) 증빙자료
담당부서/
승인부서

임

원

활

동

학생회 학과 부 임원활동( / )
EX0209 회장 10 10 각 학과 부 학생회 회장 대상 학기당 부여( )  　

각  단과대학
EX0210 부회장 10 10 각 학과 부 학생회 부회장 대상 학기당 부여( )  　

학생회 단과대 임원활동( )
EX0209 회장 20 20 각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 대상 학기당 부여 　

EX0210 부회장 10 10 각 단과대학 학생회  부회장 대상  학기당 부여

학생회 총학생회 임원활동( )

EX0209 회장 30 30 총학생회 회장 활동  학기당 부여 　

학생과EX0210 부회장 20 20
총학생회 부회장  및  국장 총학 이외의 중앙자치기구 학생인권위원회 동아리연합회,  ( ,  , 
졸업준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도서관자치위원회 회장활동학기당부여,  , )

EX0212 부국장급 10 10
총학생회 차장 및 국원 총학 이외의 중앙자치기구 학생인권위원회 동아리연합회,  ( ,  , 
졸업준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도서관자치위원회 부회장활동학기당부여,  , )

신문방송사임원활동
EX0211 국장급 20 20 신문방송사 편성국장 편집국장,  　

신문방송사
EX0212 부국장급 10 10 신문방송사 편성부국장 편집부국장,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임원활동 학생들은 해당 운영부서 각 단과대학 학생과 신문방송사 등 에서 일괄 신청 및 포인트가 부여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