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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사일정
□ 1학기 
                                                           2018. 12. 19(수) 현재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사  계  획

2019
3월

2/242/24 2/25 2/26 2/27 2/28 1 2 2.27
1
1
4

4∼8
4∼15
18∼22

25
30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예비대학
 삼일절
 학기 개시일
 개강일(1학기)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2019-2학기 교원연구년 신청기간
 수강신청과목 철회기간
 수업일수 1/4(복학가능일)
 학기개시 30일

3 44 5 66 7 88 9

10 11 1212 13 1414 15 16

17 1818 19 2020 21 2222 23

24 25 2626 27 2828 29 30

31

4월

11 2 3 4 5 6

15∼19

29

 중간평가기간

 학기개시 60일 

77 88 9 10 11 12 13

1414 1515 16 17 18 19 20

2121 2222 23 24 25 26 27

2828 2929 30

5월

11 2 3 4 1
5
6

13∼17
15∼16

21
29
30

 근로자의 날(휴업)
 어린이날
 대체휴일
 전부(과) 신청기간
 진리축전
 지정보강일(6월 6일 - 목요일 수업)
 학기개시 90일
 수업일수 3/4(군입대 성적인정 가능일)

55 66 7 8 99 10 11

1212 1313 14 15 16 17 18

1919 2020 21 22 23 24 2525

2626 2727 28 29 30 31

6월

1 3∼7
6

13∼19
13∼21

19
20

20∼7.10
24∼26

 전공변경기간(1학년)
 현충일
 기말평가기간
 1학기 성적입력기간
 종강일
 하계방학 시작
 하계 계절수업
 1학기 성적열람·정정기간, 강의평가기간

22 33 4 5 6 7 8

99 1010 11 12 13 14 15

1616 1717 18 19 20 21 22

2323 2424 25 26 27 28 29

3030

7월

11 2 3 4 5 6

6.20∼10
1∼5

 하계 계절수업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

77 88 9 10 11 12 13

1414 1515 16 17 18 19 20

2121 2222 23 24 25 26 27

2828 2929 30 31

8월

1 2 3 5∼9
5∼9
8
15

19∼23
19∼23
19∼23

26
26∼30

 2학기 복학신청기간
 전부(과) 신청기간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별도 행사 없음)
 광복절
 2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2학기 수강신청기간
 전공변경기간(1학년)
 학기개시일, 개강일(2학기)
 2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44 55 6 7 8 9 10

1111 1212 13 14 15 16 17

1818 1919 20 21 22 23 24

2525 2626 27 28 29 30 31

  

 ※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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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과목 철회

Ⅰ. 수강신청

 1. 수강신청 기간 : 2019. 2. 18(월) ～ 2. 22(금)

 2. 수업시간
  가. 주간 및 산업체위탁교육 

   

주 간 산업체위탁교육 
교시 강의시간 교시 강의시간

1교시 09:00~09:50 1교시 18:30~19:15
2교시 10:00~10:50

2교시 19:20~20:053교시 11:00~11:50
4교시 12:00~12:50 3교시 20:10~20:55
5교시 13:00~13:50

4교시 21:00~21:456교시 14:00~14:50
7교시 15:00~15:50 5교시 21:50~22:35
8교시 16:00~16:50

6교시 22:40~23:259교시 17:00~17:50

  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요일구분 화/수요일 토요일

해당학부과

유아교육과, 경영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컴퓨터정보학과/치위생학과

유아교육과, 경영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컴퓨터정보학과, 치위생학과

시간표

전공심화 

1교시
18:30~19:15

전공심화
1교시 09:10~09:55 석식 18:40~19:10

전공심화
2교시 10:00~10:45 전공심화

12교시 19:10~19:55

전공심화 

2교시
19:20~20:05

전공심화
3교시 10:50~11:35 전공심화

13교시 20:00~20:45

전공심화
4교시 11:40~12:25 전공심화

14교시 20:50~21:35

전공심화 

3교시
20:10~20:55

중식 12:25~12:55 전공심화
15교시 21:40~22:25

전공심화
5교시 12:55~13:40 전공심화

16교시 21:40~22:25

전공심화 

4교시
21:00~21:45

전공심화
6교시 13:45~14:30

전공심화
7교시 14:35~15:20

전공심화 

5교시
21:50~22:35

전공심화
8교시 15:25~16:10

전공심화
9교시 16:15~17:00

전공심화 

6교시
22:40~23:25

전공심화
10교시 17:05~17:50

전공심화
11교시 17:5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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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 방법
  가. 홈페이지(www.bscu.ac.kr) 의 BS-Career포털(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수강신청을 한다.
  나. 수강신청은 학생본인이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복학생, 졸업유보자는 학부(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수강신청을 한다.
  다. 수강신청 후에는 수강신청 내용 및 교육과정 이수목록을 반드시 확인한다.
  라. 타 학부(과)의 수강신청은 불가하며,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장 및 수강하고

자 하는 교과목의 담당교수 확인을 받아 타 학부(과)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학부(과)별 본인의 세부전공을 확인하고, 전공에 맞는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바. 장애학생은 학부(과) 사무실에서 조교의 지원을 받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수강신청 학점 
   수강신청 학점은 학기당 12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24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5학기 등록자 등)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이하를 신청할 
     수 있다).

5. 재수강
  가. 성적이 D+ 이하인 교과목은 해당학기 이수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한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우수한 성적을 인정한다. 
     단,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는 수강한 과목 모두를 각기 표기하되 재수강한 과목명 뒤에  

  (R)로 표기 한다.

6.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가. 학부(과) 전공별 필수과목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이 유보된다.
  나. 동일과목의 중복수강, 수강신청 학점수를 초과 이수한 과목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학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신청자 수가 20명 미만인 과목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학사경고자, 학적변동자, 복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담 후 수강신청을 하기 바라며, 필수 교

과목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이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학부(과)사무실에 문의하여 대체과목으로 반
드시 이수해야 한다.

 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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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강신청 절차

      1. 학교 홈페이지의 BS-Career포털(종합정보시스템)을 클릭한다.

      2. 학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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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S-Career포털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클릭한다.

     4.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왼쪽메뉴의 수강신청을 클릭한다.

       수강내역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서를 출력한다.

- 9 -



     

     5. 수강신청서를 확인한다.

           

     6. 왼쪽메뉴의 강의계획서를 클릭해서 강좌별 강의계획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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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강신청 정정

 1. 수강신청 정정 기간 : 2019. 3. 4(월) ～ 3. 8(금)

 2. 수강신청 정정 방법
  가. 수강신청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나. 수강신청된 과목을 정정 또는 취소하  고자 할 경우에는 본 대학에서 정하는 기간에 하여야한다.
  다. 수강신청의 정정 및 취소는 시간표의 변경 및 과목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수강신청 과목을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수강신청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서 확인 및 정정원을 학부(과) 사무실에서 교부받

아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정정 기간 내에 학부(과)사무실을 경유하여 교무
처에 제출한다 (확인 소홀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3. 수강신청 정정에 따른 유의사항
  가.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나. 폐강과목의 수강신청자는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수강과목을 정정하여야 한다.
  다. 수강신청이 확정 된 후 상황에 따라 교과목 및 강의실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학부(과)의 시

간표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Ⅲ. 수강과목 철회

  1. 수강과목 철회 기간 : 2019. 3. 18(월) ~ 3. 22(금)

  2. 수강과목 철회 방법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강과목 철회원을 교무처에 제출

  3. 수강과목 철회에 따른 유의사항 : 필수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 수강을 계속 이수 할 수 없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수강신청 과목 철회기간에 수강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강과목 철회 후에
도 이수신청 학점이 최소 12학점 이상되어야 철회 할수 있으며, 철회된 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 할 수 없다. 또한 수강과목의 철회는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경우와 수강철회 과목
으로 인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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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학기 강의실 배정 현황

학부(과) 건물명 호실
수용

인원
비고

경영·회계

학부
자유관

미디어강의실 301호 60

미디어강의실 302호 48

미디어강의실 303호 48

미디어강의실 304호 50

미디어강의실 305호 80

소계 5개실

광고·마케팅학부 자유관

토론식강의실 407호 58

광고제작실습실 408호 56 LINC+

토론식강의실 409호 40

토론식강의실 410호 54

인쇄광고제작실 602호 40

마케팅실습실 506호 40 미디어 수업 병행

소계 3+3=6개실

관광학부
자유관

미디어강의실 505호 80

미디어강의실 507호 54

미디어강의실 508호 60

미디어강의실 509호 54

미디어강의실 510호 54

미디어강의실 511호 54

여행사실습실 405호 41 전산실습 수업 병행

호텔 F/D 프로그램실습실 406호 40 LINC+

바리스타실습실 601호 40

호텔레스토랑실습실603호 40 LINC+

호텔연회실습실 604호 50

여행서비스실습실 609호 50

호텔실습실 610호 50

항공실습실 611호 50

소계 6+8=14개실

공용

강의실
자유관

미디어강의실 306호 60

미디어강의실 401호 70

토론식강의실 402호 40

토론식강의실 403호 40

토론식강의실 404호 40

토론식강의실 411호 40 치위생과

미디어강의실 501호 60

미디어강의실 502호 60

미디어강의실 503호 60

미디어강의실 504호 60

미디어강의실 512호 60

미디어강의실 515호 60

소계 12개실

국제교류처 자유관
미디어강의실 513호 60

미디어강의실 514호 60

소계 2개실

전산

실습실
자유관

직업기초능력 향상실습실 605호 47

전산실습실 606호 59

전산실습실 607호 54

전산세무회계실습실 608호 47

소계 4개실

합계 28+15=43개실

 ※ 학부(과) 우선 배정 강의실, 실습실임(전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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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건물명 호실
수용

인원
비고

유아교육과 창조관

미디어강의실 603호 40

미디어강의실 604호 40

미디어강의실 605호 40

미디어강의실 606호 40

미디어강의실 607호 50

미디어강의실 608호 40

미디어강의실 609호 40

미디어강의실 610호 40

미디어강의실 611호 40

모의교실 612호 40

미디어강의실 709호 60

미디어강의실 710호 60

수업행동분석실 901호 30

수업행동분석실 902호 - 조정실

기악실습실 903호 20 유아+사복 공용

기악실습실 904호 20

공예실 908호 50

모의교실 909호 30 마루바닥

율동실 910호 30 마루바닥

모의교실 911호 30 마루바닥

소계 11+9=20개실

간호학과 창조관

미디어강의실 403호 48

미디어강의실 501호 74

미디어강의실 502호 46

미디어강의실 503호 60

미디어강의실 504호 60

미디어강의실 505호 50

미디어강의실 506호 60

미디어강의실 703호(117㎡) 60

미디어강의실 708호 60

기본간호학실습실1 401호

기본간호학실습실1 402호

건강사정실습실 404호

세미나실1 405호

BLS센터 406호

세미나실2 407호

세미나실3 409호

세미나실4 410호

핵심술기실습실 411호

세미나실5 412호

물품보관실 413호

기본간호학실습실II 414호 

기본간호학실습실II 415호

디브리핑실1 507호

모성SIM 실습실 508호

아동SIM 실습실 509호

디브리핑실2 510호

물품보관실1 511호

물품보관실2 512호

디브리핑실3 513호

성인SIM 실습실1 514호

성인SIM실습실2 515호

학습지원실 516호

소계 9+23=32개실

합계 20+32=52개실

   ※ 학부(과) 우선 배정 강의실, 실습실임(전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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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건물명 호실
수용

인원
비고

사회복지

학부
창조관

미디어강의실 613호 40

미디어강의실 614호 60

미디어강의실 615호 40

미디어강의실 616호 40

미디어강의실 801호 60

미디어강의실805호 60

미디어강의실806호 60

미디어강의실807호 60

미디어강의실810호 50

미디어강의실811호 50

사례관리실습실 309호 40 미디어 수업 병행

모의교실 906호 40

공예실 907호 40

소계 10+3=13개실

컴퓨터공학부 창조관 맥프로젝트실습실 617호 40 LINC+

소계 1개실

스마트

미디어학부
창조관 뉴미디어STUDIO 618호 40 LINC+

소계 1개실

디자인ㆍ애니메이

션학부
창조관

미디어 619호 40

미디어 620호(132㎡) 60

실내CAD스튜디오 301호 24

패션샘플디자인실 302호 16

시각디자인컴퓨터실 306호 30

실내공간계획실습실 307호 30

시각디자인드로잉실 308호 30 미디어수업 가능(오전)

패션텍스타일디자인실 310호 28

패션패턴메이킹실 311호 14

캐릭터제작실802호 40 신설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실803호 40 신설

만화콘텐츠제작실804호 40 신설

실내공간설계실습실 905호 18

시각디자인스튜디오 913호 28

소계 2+12=14개실

전산실습실 창조관

콘텐츠제작실습실 701호 40

무선인터넷실습실 702호 40

전산실습실 704호 50

전산구조실 705호 40
미디어 수업불가

(실습만 가능)

OS실습실 706호 40 컴퓨터공학부 전용

그래픽실습실 707호 40

전산실습실 711호 58

전산실습실 712호 49

전산실습실 713호 40

전산실습실 714호 40

 전산실습실 808호 50

소계 11개실

합계 12+28=40개실

 ※ 학부(과) 우선 배정 강의실, 실습실임(전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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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건물명 호실
수용

인원
비고

보건행정과 인성관

미디어강의실 502호 80

미디어강의실 503호 80

미디어강의실 504호 60

미디어강의실 505호 60

미디어강의실 506호 60

미디어강의실 507호 60

미디어강의실 508호 60

미디어강의실 509호 60

전산실습실 403호 54

소계 8+1=9개실

  

 ※ 학부(과) 우선 배정 강의실, 실습실임(전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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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건물명 호실
수용

인원
비고

글로벌어학부 은혜관

세미나실 202호 84

미디어강의실 203호 60

미디어강의실 314호 40

미디어강의실 403호 40

미디어강의실 406호 50

미디어강의실 407호 50

미디어강의실 408호 60

소계 6+1=7개실

경찰경호학부 은혜관

미디어강의실 501호 50 1개실 글로벌어학부 겸용

미디어강의실 502호 50

미디어강의실 503호 50

미디어강의실 504호 40

미디어강의실 505호 50

미디어강의실 506호 60

보안실습실 507호 20 LINC+

과학수사실습실 508호 30

소계 6+2=8개실

합계 12+3=15개실

 ※ 학부(과) 우선 배정 강의실, 실습실임(전용이 아님)

- 16 -



학부(과) 건물명 호실
수용

인원
비고

글로벌

외식관광학부

글로벌

외식관

미디어강의실 408호 40

미디어강의실 511호 60 LINC+

다목적실습실 301호 32

소계 2+1=3개실

외식산업학부
글로벌

외식관

미디어강의실 409호 40

미디어강의실 410호 40

미디어강의실 411호 40

미디어강의실 412호 40

미디어강의실 413호 60

미디어강의실 414호 60

미디어강의실 416호 60 LINC+

미디어강의실 417호 60

세미나실 513호 160

한식실습실-1 101호 32

제과제빵실습실 104호 32

양식실습실 111호 30

푸드스타일링실습실 110호 32

한식실습실-2 201호 33

양식실습실-1 204호 33

레스토랑시뮬레이션 208호 35

양식실습실-2 212호 33

제빵실습실-1 304호 32

제빵실습실-2 305호 32

바리스타실습실 306호 32

로스팅/커피추출실습실 307호 32

중식실습실 308호 33

일식실습실-1 311호 33

소계 8+15=23개실

식품영양과
글로벌

외식관

영양교육실 405호 38

미디어강의실 406호 40

단체급식실습실 207호 32

다목적실습실1 209호 32

식품분석실/가공실 402호 32

소계 1+4=5개실

평생교육원
글로벌

외식관
미디어강의실 512호 60 특별과정(CEO)

소계 1개실

합계 12+20=32개실

 ※ 학부(과) 우선 배정 강의실, 실습실임(전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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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건물명 호실
수용

인원
비고

안경광학과

자유관 미디어강의실 413호 54

조형관

미디어강의실 112호(99㎡) 60

검안실습실 410호 50

굴절검사실습실 413호 36

렌즈가공실습실 414호 36

시광학실습실 505호 30

안광학기기실습실 601호 30

소계 2+5=7개실

방사선과

자유관 미디어강의실 414호 30

조형관

영상정보학실습실 317호 50

초음파영상실습실 318호 50 미디어수업 병행

의료영상실습실 320호 40 미디어수업 병행

현상실습실 321호

방사선영상실습실I 322호

PACS실 323호

방사선영상실습실II 324호

소계 1+7=8개실

치위생과

자유관 미디어강의실 415호 54

조형관

미디어강의실 111호(100㎡) 60

미디어강의실 619호 40

치과방사선실습실 510호 30

치위생임상실습실 511호 36

치면세마실습실 516호 38

기초임상실습실 517호 40

소계 3+4=7개실

전산실습실 조형관
전산실습실 403호

(백석대 요일/시간 협의)

소계 1개실

합계 6+17=23개실

 ※ 학부(과) 우선 배정 강의실, 실습실임(전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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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건물명 호실
수용

인원
비고

스포츠

레저학부
체육관

미디어강의실 207호 50

미디어강의실 208호 50

미디어강의실 212호 80

미디어강의실 213호 80

태권도장2 109호 100

무용실 316호 40

체조실 317호 120

체육관 401호 150

헬스장 427호 30

골프장 428호

미디어강의실 203호 백석대

미디어강의실 206호 백석대

체조실 306호 백석대

합계 4+6+3=13개실

 ※ 학부(과) 우선 배정 강의실, 실습실임(전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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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건물명 호실
수용

인원
비고

실용음악과 예술관

미디어강의실 401호 60

미디어강의실 402호 60

미디어강의실 403호 60

미디어강의실 406호 30

미디어강의실 416호 30

미디어강의실 417호 30

시청각실 114호 144

오페라실 118호 40

연주홀 213호 300

컴퓨터음악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405, 516호

피아노실습실 404호 20

AVID실 408호 12

기악-409호(기타)

410호(드럼)

합주실 308호 20

합주실 309호 12

합주실 411호 20

합주실 412호 20

합주실 413호 12

합주실 414호 20

ProTools음향녹음실 415호

보컬 -

 501호, 717∼729호

컴퓨터음악실 517호 18

미디어실습실 518호 18

연습실 -

830, 832, 834∼853호

기자재보관실 108호

악기보관실 407호

합계 6+18=24개실

 ※ 학부(과) 우선 배정 강의실, 실습실임(전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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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안내

       

과목명 : 대학예배Ⅰ,Ⅱ,Ⅲ,Ⅳ,Ⅴ,Ⅵ,Ⅶ,Ⅷ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구현과 더불어, 사회와 인간을 사랑하
고 봉사할 줄 아는 신실한 청년으로서의 인격과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과목명 : 행복한 인간의 삶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접근해서 신앙의 관점
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한다. 

       

과목명 : 구약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구약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공부함으로써,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배운다. 또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
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과목명 : 신약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신약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을 공부함으로써 기독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배운다. 

       

과목명 : 직업과 비전

성경을 통해 바라본 직업과 성공의 의미, 인생 비전 설정, 직장인의 영성, 효과적인 
자기관리, 가정과 직업의 관계, 바람직한 재테크, 대인관계와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비도덕적 유혹과 위기에 대한 극복책, 직장전도와 건전한 노사문화에 이르는 크리스
천의 자기관리 지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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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기독교와 인성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하나님, 성경, 인간, 죄,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등
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과목명 : 기독교윤리

기독교인 개인으로서 가져야할 윤리와 개인이 사회에서 가져야할 윤리적인 삶의 자
세와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생활할지를 밝힌다. 

       

과목명 : 기독교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개념으로부터 창조, 타락, 일반은총, 구속의 언약과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적 과정을 조명하고 그 원리를 학문과 교육, 노동과 직업, 성, 문화와 예
술, 사회와 정치, 과학과 기술, 놀이와 여가에 이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과목명 : 사람다운 사람의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과 인간이 지녀야 할 인성과 품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특히 예수님의 교훈과 성품에 나타난 겸손, 성실, 절제, 공감, 배려, 존중, 긍휼, 희
생의 정신 등을 중심으로 신앙적 영향을 끼친 인물을 선정하고 모범삼아 우리가 어
떻게 따라야할 것인가를 배운다. 

       

과목명 : 대학생활과 진로

대학 새내기들의 원만한 대학생활을 유도하고 졸업 후 바람직한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로드맵을 제시한다.

       

과목명 : 취ㆍ창업진로멘토링

졸업 후 취업과 진학 등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취
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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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신문읽기와 논리

- 신문읽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 시사상식을 함양하며 논리적 사고능력     
 및 표현능력을 함양
- 신문읽기를 통해 정치, 경제, 국제, 문화, 역사, 시사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직업 선택의 세계를 확대하고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학습목표로 설정 

       

과목명 : 글쓰기와 의사소통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
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과목명 :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

직업기초능력 중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
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
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과목명 : 논리와 수리

직업기초능력 중 수리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칙연
산, 통계, 확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
다.

       

과목명 : 정보처리와 컴퓨터활용

직업기초능력 중 정보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
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찾은 정보를 업무수행에 적절하도록 조직
하고, 관리하며, 이를 업무 수행에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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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자기개발

-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통하여 진로취업탐색에 도움을 줌
- 자기의 진로개발을 성공적으로 개인의 적성과 특성을 파악
- 자신이 일하고 싶은 직업군을 선정
- 직장생활에서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 특성 등을 이해
- 목표 성취를 위해 스스로 관리하며 개발해 나라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

       

과목명 : 취ㆍ창업구직스킬

기업의 채용경향을 이해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표, 면접 등의 클리닉과 취업
박람회, 기업체 견학 등을 통해 학부전공에 맞는 직업과 직무를 찾는 능력을 기르고
자 한다. 

       

과목명 : 전공취업디자인

평생 직업시대에 부합하는 올바른 자아관과 직업관을 확립하고, 전공과 직무 특성에 
맞는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과목명 : 대인관계와 인성교육

인성개발지도사 2급 취득 교육 과정 및 백석인증제 이수 과정의 기초 이론교육단계로서, 
대인관계능력개발 및 NCS국가직무능력표준, PIPES 인성교육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과목명 : 백석인성훈련론

 인성개발지도사 2급 취득 훈련 과정 및 백석인증제 이수 과정의 훈련단계로서, PIPES 
이론교육 및 PIPES 프로그램을 개인 및 집단에 적용하는 지도기술 훈련 과목이다.   

   
                                                                                      

   

과목명 : 백석인성실천

인성개발지도사 1급 취득 과정이며 교육, 훈련을 통해 습득된 PIPES 이론 및 훈련기술
을 활용하여, 인성실천이론 및 전문적 인성개발지도사를 양성하는 과목이다.   

- 24 -



  

과목명 : 대학생과 사회봉사

사회봉사를 통한 인성함양을 위하여 학기 중 이론수업 4시간, 사회봉사활동 26시간 이상을 이
수하면 2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교과목이다.
 ▶ 취득학점 : 2학점 Pass/Fail
 ▶ 교과목 이수방법 
   - 이론수업 4시간강의실1시간, 사이버3시간 + 사회봉사활동 26시간 이상
 ▶ 학기말 봉사활동기관의 사회봉사활동 확인서소정양식 제출로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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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예배 시간표

구분 과목명 교수명
강의시간

(강의실)
해당 학부(과) 비고

1,2학년

대학예배

김홍진
수 3교시

(백석홀소강당)

유아교육과, 경영ㆍ회계학부, 

광고ㆍ마케팅학부,

컴퓨터공학부, 스마트미디어학부 

1,2학년

(대학예배Ⅰ)

3학년

(대학예배Ⅴ)

4학년

(대학예배Ⅶ)

재수강ㆍ

복학생

(대학예배Ⅲ)

산업체

(교양특강Ⅰ)

전공심화

(교양특강1,3)

송화성
수 5교시

(백석홀소강당)

글로벌어학부

관광학부, 실용음악학부

이기흔
수 7교시

(백석홀대강당)

경찰경호학부, 사회복지학부, 

스포츠레저학부, 

디자인ㆍ애니메이션학부 

정성하
수 3교시

(백석홀대강당)

보건행정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

김홍진
수 5교시

(백석홀대강당)

외식산업학부, 식품영양과,

글로벌외식관광학부

3학년 정성하
수 7교시

(백석홀소강당)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 

보건행정과, 식품영양과

재수강 및 

복학생
송화성

수 8교시

(백석홀소강당)
전 학부(과)

4학년 이기흔
수 2교시

(백석홀소강당)
간호학과

산업체

위탁
교양특강 미정 미정 산업체위탁교육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교양특강 김홍진
수 전공심화2교시

(조형관 619호)
치위생학과

교양특강 정성하
화 7교시

(창조관 507호)
간호학과

교양특강 김홍진
토 전공심화7교시

(자유관 505호)
전공심화과정 1학년

교양특강 송화성
토 전공심화7교시

(자유관 504호)
전공심화과정 2학년

   ※ 강의시간(담당교수, 강의실)등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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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목명 분반 학점 시수 학부(과) 교수명
강의

시간
시간표

1 취·창업구직스킬 A 1 1 유아교육과 구순모 수1 창조/미디709

2 취·창업구직스킬 B 1 1 유아교육과 조경표 수1 창조/미디710

3 글쓰기와의사소통 A 1 1 글로벌어학부 오경희 화6 은혜/미디407

4 글쓰기와의사소통 B 1 1 글로벌어학부 배종각 수2 은혜/세미나202

5 글쓰기와의사소통 A 1 1 경찰경호학부 오경희 수3 은혜/미디501

6 글쓰기와의사소통 B 1 1 경찰경호학부 오경희 수4 은혜/미디501

7 글쓰기와의사소통 C 1 1 경찰경호학부 오경희 수5 은혜/미디501

8 취·창업구직스킬 A 1 1 경찰경호학부 윤주연 화6 은혜/세미나202

9 취·창업구직스킬 B 1 1 경찰경호학부 구순모 수5 은혜/미디504

10 글쓰기와의사소통 A 1 1 경영·회계학부 오경희 화2 자유/미디306

11 글쓰기와의사소통 B 1 1 경영·회계학부 오경희 화3 자유/미디305

12 취·창업구직스킬 A 1 1 경영·회계학부 조경표 목7 자유/미디304

13 취·창업구직스킬 B 1 1 경영·회계학부 윤주연 화3 자유/미디304

14 취·창업구직스킬 A 1 1 광고·마케팅학부 윤주연 수5 자유/미디503

15 취·창업구직스킬 B 1 1 광고·마케팅학부 조경표 수5 자유/미디502

16 글쓰기와의사소통 A 1 1 관광학부 배종각 금3 자유/미디512

17 글쓰기와의사소통 B 1 1 관광학부 배종각 금6 자유/미디505

18 글쓰기와의사소통 C 1 1 관광학부 배종각 금4 자유/미디505

19 취·창업구직스킬 A 1 1 관광학부 이진숙 수7 자유/미디505

20 취·창업구직스킬 B 1 1 관광학부 이진숙 수4 자유/미디512

21 취·창업구직스킬 C 1 1 관광학부 이진숙 수6 자유/미디507

22 글쓰기와의사소통 A 1 1 사회복지학부 오경희 화5 창조/미디810

23 글쓰기와의사소통 B 1 1 사회복지학부 배종각 화6 창조/미디801

24 글쓰기와의사소통 C 1 1 사회복지학부 배종각 수4 창조/미디801

25 글쓰기와의사소통 D 1 1 사회복지학부 배종각 화5 창조/미디811

26 취·창업구직스킬 A 1 1 사회복지학부 이진숙 월1 창조/미디615

27 취·창업구직스킬 B 1 1 사회복지학부 조경표 월9 창조/미디614

28 취·창업구직스킬 C 1 1 사회복지학부 구순모 월4 창조/미디615

29 취·창업구직스킬 D 1 1 사회복지학부 윤주연 화1 창조/미디805

30 취·창업구직스킬 A 1 1 글로벌외식관광학부 윤주연 수6 글로벌외식/408호

31 취·창업구직스킬 B 1 1 글로벌외식관광학부 조경표 수7 글로벌외식/408호

32 해외취업영어II A 2 2 글로벌외식관광학부 고근옥 화2,3 글로벌외식/417호

33 해외취업영어II B 2 2 글로벌외식관광학부 김양희 금6,7 글로벌외식/410호

34 취·창업구직스킬 A 1 1 외식산업학부 정영자 수1 글로벌외식/414호

35 취·창업구직스킬 B 1 1 외식산업학부 정영자 수3 글로벌외식/414호

36 취·창업구직스킬 C 1 1 외식산업학부 정영자 수4 글로벌외식/416호

37 취·창업구직스킬 D 1 1 외식산업학부 정영자 수6 글로벌외식/414호

38 취·창업구직스킬 E 1 1 외식산업학부 정영자 화8 글로벌외식/416호

39 대학화학 A 1 1 식품영양과 신해헌 목6 글로벌외식/A409호

40 취·창업구직스킬 A 1 1 보건행정과 이진숙 월5 인성/미디508

41 취·창업구직스킬 B 1 1 보건행정과 이진숙 월7 인성/미디508

42 취·창업구직스킬 C 1 1 보건행정과 이진숙 월6 인성/미디508

43 정보처리와컴퓨터활용 A 2 2 안경광학과 강혁 화4,5 인성/전산403

44 정보처리와컴퓨터활용 B 2 2 안경광학과 안영주 수7,8 자유/전산607

45 정보처리와컴퓨터활용 C 2 2 안경광학과 강혁 목4,5 자유/전산605

46 정보처리와컴퓨터활용 D 2 2 안경광학과 안영주 목8,9 자유/전산605

교양선택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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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취·창업구직스킬 A 1 1 안경광학과 조경표 금2 조형/검안410

48 정보처리와컴퓨터활용 A 2 2 방사선과 윤정희 수8,9 자유/전산606

49 정보처리와컴퓨터활용 B 2 2 방사선과 윤정희 수6,7 자유/전산606

50 취·창업구직스킬 A 1 1 방사선과 이진숙 월3 조형/의료영상320

51 취·창업구직스킬 B 1 1 방사선과 구순모 월5 자유/미디414

52 직업윤리 A 1 1 간호학과 배종각 화8 창조/미디620

53 직업윤리 B 1 1 간호학과 배종각 화7 창조/미디506

54 신문읽기와논리 A 2 2 간호학과 이동희 화6,7 자유/미디502

55 신문읽기와논리 B 2 2 간호학과 이동희 화1,2 자유/미디502

56 정보처리와컴퓨터활용 A 2 2 간호학과 김보경 목3,4 창조/전산714

57 정보처리와컴퓨터활용 B 2 2 간호학과 김보경 목1,2 창조/전산714

58 정보처리와컴퓨터활용 C 2 2 간호학과 김보경 목6,7 자유/전산605

59 자기개발 A 1 1 간호학과 김수지 화4 자유/미디501

60 자기개발 B 1 1 간호학과 김수지 화5 창조/미디506

61 토익Ⅲ A 1 1 간호학과 김정완 화1 창조/미디501

62 토익Ⅲ B 1 1 간호학과 김정완 화2 창조/미디501

63 논리적사고와문제해결 A 1 1 간호학과 김수지 화2 창조/미디703

64 논리적사고와문제해결 B 1 1 간호학과 김수지 화3 창조/미디703

65 정보처리와컴퓨터활용 A 2 2 컴퓨터공학부 신선주 목1,2 창조/전산704

66 정보처리와컴퓨터활용 B 2 2 컴퓨터공학부 신선주 목3,4 창조/전산704

67 취·창업구직스킬 A 1 1 컴퓨터공학부 구순모 수2 창조/미디708

68 취·창업구직스킬 B 1 1 컴퓨터공학부 구순모 월6 창조/미디614

69 글쓰기와의사소통 A 1 1 스마트미디어학부 오경희 화4 창조/미디703

70 취·창업구직스킬 A 1 1 스마트폰미디어학부 이진숙 수2 창조/미디619

71 기술의이해 A 1 1 스마트폰미디어학부 장해양 금5 창조/그래픽707

72 글쓰기와의사소통 A 1 1 스포츠레저학부 오경희 목7 체육/미디213

73 글쓰기와의사소통 B 1 1 스포츠레저학부 오경희 목8 체육/미디213

74 취·창업구직스킬 A 1 1 스포츠레저학부 박현욱 수5 체육/미디212

75 취·창업구직스킬 B 1 1 스포츠레저학부 홍설의 수2 체육/미디213

76 취·창업구직스킬 A 1 1 실용음악학부 윤주연 수4 예술/401호

77 취·창업구직스킬 B 1 1 실용음악학부 윤주연 수1 예술/401호

78 취·창업구직스킬 C 1 1 실용음악학부 윤주연 수2 예술/401호

79 글쓰기와의사소통 A 1 1 디자인·애니메이션학부 오경희 수6 창조/미디620

80 취·창업구직스킬 A 1 1 디자인학부 조경표 수9 창조/드로잉308

81 취·창업구직스킬 B 1 1 디자인학부 구순모 수6 창조/설계905

82 취·창업구직스킬 C 1 1 디자인학부 조경표 수6 창조/패션샘플302

83 논리적사고와문제해결 A 1 1 디자인학부 이복희 화6 창조/미디620

84 리더십 A 3 3 글로벌어학부(산) 김원일 화12,13,14 자유/토론404

85 행복한인간관계론 A 3 3 글로벌어학부(삼성-탕정) 이길민 화4,5,6 삼성/연수동114호

86 행복한인간관계론 B 3 3 글로벌어학부(삼성-탕정) 이길민 화10,11,12 삼성/연수동114호

87 대학생과사회봉사 A 2 0 공통학과 장지희 화10 인성/미디504

88 창업마인드함양 A 2 0 공통학과 　 　 　
89 백석인성훈련론 A 1 1 공통학과 전상원 화9 인성/미디507

90 백석인성실천 A 1 1 공통학과 이주향 수9 인성/미디507

※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20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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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이수

구분
코드 과목명 학점 시수 학부(과) 학년

담당

교수

사이버

시수

1 전선 07187 영어발음연습 3 3 글로벌어학부 1 임순교 1

2 전선 04279 영어역할극 3 3 글로벌어학부 1 이은숙 1

3 전선 04043 중국문화의이해 3 3 글로벌어학부 1 이용태 1

4 전선 04533 초급영문법 3 3 글로벌어학부 1 유배균 1

5 전선 01549 초급중국어회화 4 4 글로벌어학부 1 이용태 2

6 전선 04868 사무서비스중국어 3 3 글로벌어학부 2 이용태 1

7 전선 04869 서식번역중국어 3 3 글로벌어학부 2 이용태 1

8 전선 04541 영어서류·서식번역 3 3 글로벌어학부 2 이은숙 1

9 전선 04542 이메일영어 3 3 글로벌어학부 2 이은숙 1

10 전선 04863 초중급H.S.k 4 4 글로벌어학부 2 이용태 2

11 전선 04540 토익 4 4 글로벌어학부 2 임순교 2

12 전선 03472 해외출장영어 4 4 글로벌어학부 2 유배균 2

13 전선 04953 경제학의이해 3 3 경영·회계학부 1 장동학 1

14 전선 04257 무역의이해 3 3 경영·회계학부 1 김찬호 1

15 전선 00223 유통관리 3 3 경영·회계학부 2 김찬호 1

16 전선 01861 인적자원관리 3 3 경영·회계학부 2 장동학 1

17 전선 04256 경영학의이해 3 3 광고·마케팅학부 1 이병진 1

18 전선 00316 마케팅관리 3 3 광고·마케팅학부 1 이영희 1

19 전선 00538 물류관리 3 3 광고·마케팅학부 2 이병진 1

20 전선 50185 창업실무 3 3 광고·마케팅학부 2 양서영 1

21 전선 04577 개발환경구축운영체제 3 3 컴퓨터공학부 1 이수연 1

22 전선 04597 서버실습 3 3 컴퓨터공학부 1 이수연 1

23 전선 03179 서버보안 3 3 컴퓨터공학부 2 이수연 1

24 전선 04295 영어쓰기Ⅱ 3 3 글로벌어학부(삼성-탕정) 2 유배균 1

25 전선 01974 토익LC 3 3 글로벌어학부(삼성-탕정) 2 임순교 1

26 전선 05061 문법Ⅰ 3 3 글로벌어학부(산) 1 유배균 1

27 전선 05059 영어발음 3 3 글로벌어학부(산) 1 임순교 1

27 전선 04285 회화기초 3 3 글로벌어학부(산) 1 이은숙 1

29 전선 01250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사회복지학부(글로벌가족복지) 1 박주현 3

30 전선 02270 가족상담 3 3 사회복지학부(글로벌가족복지) 2 임상록 1

31 전선 01156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사회복지학부(글로벌가족복지) 2 권향임 3

32 전선 01157 사회복지실천론 3 3 사회복지학부(남천안노인) 1 권향임 3

33 전선 01159 사회복지조사론 3 3 사회복지학부(남천안노인) 2 권향임 3

34 전선 02270 가족상담 3 3 사회복지학부(하나) 2 임상록 1

35 전선 01202 아동복지론 3 3 사회복지학부(하나) 2 박주현 3

36 전선 01250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사회복지학부(한마음) 1 박주현 3

37 전선 02270 가족상담 3 3 사회복지학부(한마음) 2 임상록 3

38 전선 04172 글로벌외식경영실무 3 3 글로벌외식관광학부(한마음) 1 최성기 3

39 전선 01060 대학생과사회봉사 2 0 공통학과 1 장지희 1

사이버강의 개설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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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표

(주간)

※ 강의시간담당교수, 강의실 등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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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표

(산업체위탁교육)

※ 강의시간담당교수, 강의실 등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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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강의시간담당교수, 강의실 등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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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RD백석인재개발시스템 안내

1. BHRD백석인재개발시스템란? 
     BHRDBaekseok HRD System는 인성 중심의 맞춤형 인재개발을 위한 우리 대학의 취업률과      
 학생만족 1등 대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BHRD 3대 프로그램 
       ① 인성함양  프로그램 : 사회 및 기업이 요구하는 인성을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
       ② 경력 및 취업역량  프로그램 : 학생들의 경력 및 취업역량과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③ 인재개발촉진 프로그램BHRD 포인트제 : 인성함양 · 경력 및 취업역량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따라 BHRD 포인트를 부여하여 포인트 장학금,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나. BHRD 홈페이지 안내 : www.bscu.ac.kr/bhrd 

2. BHRD 포인트제
구  분 적용 기준

BHRD
포인트 
장학제

1. 운영방법 
  학생의 포인트 취득점수 순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매 학기 말에 등급별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포인트 점수라 함은 학생의 인성함양, 경력개발, 취업역량을 위한 노력의 
대가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 포인트 장학금의 최저 포인트 점수는 50P 이상으로 한다.

    - 포인트 점수는 학기별로 사정하며, 이월되지 않는다.

2. 등급별 포인트 장학금 및 수혜자수연간

등 급 장학금액 장학수혜자수 장학총액

BHRD 대상 100만원  6명 6,000,000원

BHRD 최우수상 50만원  40명 20,000,000원

BHRD 우수상 25만원 96명 24,000,000원

BHRD 장려상  10만원 500명 50,000,000원

계 -    642명 100,000,000원

BHRD
상장 수여

∙BHRD 상장 수여
  - BHRD 포인트 취득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에 대하여 졸업 시 ｢BHRD 상장｣을 수여한다.

공통사항

∙BHRD 포인트 점수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BHRD 포인트 점수 신청기한 : 1학기 6월말, 2학기 12월말까지
  - BHRD 포인트 학기 적용기간 : 1학기 1. 1～6. 30 / 2학기 7. 1～12. 31
∙BHRD 포인트 장학금 지급시기 : 1학기7월 중, 2학기1월 중
∙동점자 처리기준 : 인성함양 영역 ＞ 경력개발 영역 ＞ 취업역량 영역 ＞

저학년 ＞ 연소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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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HRD 포인트 배점표
가. 인성함양 영역

구 분 세부 프로그램 코드번호 평가내용
배점기준

담당부서 비고
점수 기준 상한

영성
개발

신앙봉사

A111 찬양단 봉사 50 학기

교목실

A112 출석체크 봉사 30 학기

A113 단기신앙봉사행사 등 10 건

A114 선교부 회장단 15 학기

영성훈련
A121 영성훈련 참여 20 건

A122 글로벌인성리더훈련 참여 20 건

인성
교육

직업기초능력
향상캠프 A211 직업기초능력 향상캠프 프로그램 참여 50 건

인성개발원

백석인성캠프 A221 ZOE School, PIPES　School
백석쿰캠프 프로그램 참여 15 건 45

전공별 글로벌
12제자 양성 A231 프로그램 참여 1 건 15점

PIPES 인성강화
프로그램 A241 프로그램 참여 1 건 15점

PIPES 인성교생실습 A251 프로그램 참여 1 건 15점

백석 청소년
창의인성캠프 A261 프로그램 참여 15 학기

백석선교신문사
/방송국 A271 학기 활동장학금 비 대상자 참여 30 학기

서비스인성 사관학교 A281 프로그램 참여 30 건
인문교육원

다빈치아카데미 A291 프로그램 참여 20 건

사회
봉사

사회봉사 프로그램 A311 사회봉사 공모프로그램 참여 

봉사
1시간 당

2점 
200점 사회봉사센터

국내·외
봉사활동

A321 자매결연봉사 참여

A322 교내 행사지원 및 자원봉사 참여

A323 국내/해외 봉사활동 참여

사랑의 헌혈
A331 사랑의 헌혈1회 5시간 인정

A332 헌혈증서 기부1장 3시간 인정

리더십 리더활동
A411 학생자치단체 임원선출/임명 20 학기

학생처
A412 학부과 임원, 동아리 회장 15 학기

멘토링 교수멘토링 참여 A511 교수멘토링 상담 10 건 30 담임교수
/학부과

공동체 
활  동

학교행사 A611 연합출범식, 진리축제, 진리체전 참여 30 건 학생처

학부과행사 A621 학부과MT, 학부과행사 참여 20 건 학부과

교내 특강/세미나 
프로그램설명회 A631 교내 특강, 세미나, 프로그램 설명회 참여 20 건 학부과

/주관부서

교내 동아리 활동 A641 등록동아리 회원 등록 20 학기 40 학생처

창의인성활동

A651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참여 30 건 인문교육원

A652 글로벌인재 육성프로그램 참여 20 학기 글로벌
인재육성처

A653 독서클럽 참여 50 학기

도서관A654 도서관에서 1박2일 참여 20 건

A655 시문화창의교육 참여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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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력 및 취업역량 영역
1 경력

구 분 세부 프로그램 평가내용
배점기준

담당부서 비고
점수 기준 상한

능력
개발 

직업소양

인성․적성 검사 및 상담 참여 20 건 학생생활
상담센터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30 3회 이상

본교 평생교육원 강좌 수강 30 건/학기 평생교육원

자격증 및 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50 건

학부(과)
민간공인자격증 취득 30 건

민간자격증 취득 20 건

면허증운전20점/전공40점 취득 20/40 건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등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등 100/50 건 학부(과)

외국어 능력

TOEIC550, 토플55, TEPS450 70 학기

학부(과)

TOEIC450, 토플45, TEPS350 50 학기

JPT415, 니켄/JLP450, JLPT3급 70 학기

JPT350, 니켄/JLP350, JLPT4급 50 학기

신HSK3급180 이상,
CPT350 이상,
신BCT B120 이상

70 학기

신HSK3급160-179,
CPT330-349,
신BCT B100-119

50 학기

원어민Tutor 학습15시간 이상 50 학기
국제교류처

해외 어학연수3주 이상 50 학기

취업능력향상 ‘해외어학프로그램’ 20 건 글로벌
인재육성처

성적향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1.0점 이상 향상 100 학기

교무처직전학기 평점평균 1.5점 이상 향상 150 학기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점 이상 향상 200 학기

백석스터디그룹 백석스터디그룹 참여 50 학기

교수학습
개발원

러닝포트폴리오 러닝포트폴리오 참여 50 학기

학습법 특강 학습법 특강 참여 20 건
전공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50 학기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 참여 50 학기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50 학기
학습코칭&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10 건

대회/공모전

교내·외 대회/공모전 참가 10 건
국제교류처
/학생처
/도서관 

/전산정보원 
/인문교육원
/학부(과)

교내 대회/공모전 입상 
입상 : 30점, 1위 : 50점 30/50

입상/1위
교외 대회/공모전 입상 
입상 : 50점, 1위 : 70점 50/70

기초능력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30 건

인문교육원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30 건

학습클리닉 참여 30 학기

정보활동교육 참여 20 건

도서관정보검색컨퍼런스 참여 20 건

전자정보박람회 참여 20 건

체험
학습

인턴십국내/해외 3개월 이상 50 학기 글로벌
인재육성처

현장실습
국내/해외

4주이상자격취득 필요학과 10
학기

학부(과)4주이상자격취득 미필요학과 30

현장학습/견학 전공관련 현장학습/견학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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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역량

구 분 세부 프로그램 코드번호 평가내용

배점기준

담당부서 비고
점수 기준 상한

상담
․

검사

직업선호도검사 프로그램 C111 직업선호도검사 참여 20 건

취업진로
지원처,
학생처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 C121 진로취업상담 참여 20 건

의식

전환

동기부여 프로그램 C211 동기부여프로그램 참여 20 건

변화관리 프로그램 C221 변화관리프로그램 참여 20 건

체험

구직스킬 프로그램

C311 입사지원 맞춤형 전략컨설팅참여 30 건

C312 모의면접 클리닉 참여 30 건

취업캠프 프로그램

C321 리더십 캠프 참여 30 건

C322 해외취업 캠프 참여 20 건
글로벌

인재육성처

채용박람회 프로그램 C331 채용박람회프로그램 참여 20 건

취업진로
지원처,

학생처

직장에티켓 프로그램 C341 직장에티켓프로그램 참여 20 건

스킨십

현장연수 프로그램 C411 현장연수프로그램 참여 20 건

담임교수MT 프로그램 C421 담임교수MT프로그램 참여 20 건

레저활동 프로그램 C431 레저활동프로그램 참여 20 건

동아리 취, 창업동아리 프로그램 C511 취, 창업동아리 참여 20 건

학생처,
취업진로

지원처,
창업보육센터

취업

특강

취업소양 특강 C611 취업소양 특강 참여 20 건

취업진로
지원처,
학생처

인사담당CEO 특강 C621 인사담당CEO 특강 참여 20 건

전공선배초청 특강 C631 전공선배초청 특강 참여 20 건

진학 특강 C641 진학 특강 참여 20 건

해외 가족회사 인사 특강 C651 해외 산업체인사 특강참여 20 건
글로벌

인재육성처
해외취업 설명회 C661 교·내외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여 20 건

잡매칭 동행면접 프로그램 C711 동행면접프로그램 참여 20 건
취업진로
지원처

자격증 자격증취득 프로그램 C811 자격증취득프로그램 참여 3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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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PASS제 안내

 우리대학의 교육목표인 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재학기간 중 8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을 이수한 학  
 생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실시 대상 : 전교생(산업체 위탁생은 제외)
2. 실시 기간 : 1학년 1학기부터 졸업학기까지
3. 실시 방법 및 절차
 가. 사회봉사활동기관아래 참조:4을 선정하여 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아니하면 졸업이 유보된다.
 나. 사회봉사활동은 재학 기간 중 학부과별, 동아리, 소모임, 개인 등으로 실시 할 수 있다. 
 다.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기관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

회봉사 PASS제 확인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봉사활동 절차>

봉사활동기관

선정

봉사활동 

실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사회봉사 PASS제

확인서 작성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학생봉사자 학생봉사자
봉사기관

봉사자 확인
학생봉사자 학부과

4. 사회봉사활동 영역 및 대상기관 
 가.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사설유치원, 어린이집 제외, 
                  지역사회복지관 등
 나. 공공기관 : 구․시청, 동사무소, 소방서, 도서관, 우체국, 경찰서, 병원종합,학교 등
 다. 사회공익활동 : 시민단체에서의 활동, 실태조사 모니터링시장물가, 주택, 지역환경, 지역교통, 청
                  소년 유해환경, 선거감시, 환경감시, 소비자 고발상담, 각종행사 보조, 공원관리,
                  컴퓨터교육 지원분야
 라. 가정 봉사활동 : 장애인 가정,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의 재가복지활동 
 마. 농촌봉사활동 : 농․어촌 일손 돕기해당지역의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장애학생 도우미 : 장애학생 학습 및 생활지원무급
 사. 헌혈 : 1회당 5시간 인정, 기증시 1장당 3시간 인정
 아. 기타 사회봉사센터소장이 인정하는 영역 및 기관

 ※ 학부과 행사 및 학생자치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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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개발지도사 자격 취득 및
백석인증제 교과 안내

인성개발원은 “영적생명을 소유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인성교육의 산실”로서 

“S-PIPES 인성”을 개발하여 대학의 설립정신 구현과 전인성의 수월성 교육으로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앙심 고취, 자기개발, 대인관계능력 배양 등을 통해 이 

시대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Ⅰ. 인성개발지도사 자격 취득 안내
   ■ 인성개발지도사 : 인성과 관련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대상에 따라 맞춤형 인성교육을 지도하며, 프로그

램 기획,운영,평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성교육전문가를 양성

  
주무부처 등록번호 자격관리기관 등급

교육부 2014-5105 백석문화대학교 1급, 2급

 Ⅱ. 백성인증제 관련교과 안내
   ■ 백석인증제 : “21세기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자아관, 세계관, 문화관에 입각한 교육원리 및 교육, 

훈련, 실천의 단계적 커리큘럼을 통하여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인성을 인증하는 인증서 수여과정입니다. 
      공동인증기관 : 백석문화대학교, 백석대학교, 월드비전,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기독실업인회,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포스코인재창조원

  

구분 대인관계와 인성교육
교양필수

백석인성훈련론
교양선택

백석인성실천
교양선택

내  용

▪ PIPES 인성교육의 이해 

▪ 대인관계능력 배양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 인성개발역량강화, 자기분석

▪ PIPES 프로그램 교육 

▪ 인성 핵심 가치덕목(8가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개인 및 집단지도 기술 훈련

▪ PIPES 적용 프로그램 운영

▪ 인성개발 실천교육

▪ 지역사회 인성교육실천이론

▪ 지역사회 PIPES인성교육모델 확산

  ※ 인성교육모델 PIPES : 철학성Philosophy, 지성Intellectuality, 신체성Physicality, 감성Emotionality, 사회성Sociality

 Ⅲ. 인성개발지도사 자격 및 백석인증서 취득요건
   ■ 취득기준

  

구분 대인관계와 인성교육
교양필수

백석인성훈련론
교양선택

백석인성실천
교양선택

기  준 ▪ 학점 취득 및 사이버 강의 ▪  학점 취득 및 사이버 강의 ▪ 학점 취득

연  수
▪ PIPES/NCS 대인관계능력배양캠프 ▪ 인성개발기초 연수과정

▪ 인성개발심화 연수과정

▪ 인성개발 지도자 연수과정

▪ 인성실천이론

▪ S-PIPES인성최고리더자교육연수

자격증
▪ PIPES/NCS 수료증 ▪ 인성개발지도사 2급 자격증

▪ 백석인증서 수료증

▪ 인성개발지도사 1급 자격증

시  험
해당사항 없음 ▪ 2급 자격증 검정시험

  교육/훈련론 수료자에 한해 응시가능

▪ 1급 자격 검정시험 
  2급자격증 소지자 한하여 응시가능

   ■ 혜택
    1 경력사항 기재 가능 : 취업 시 도움 – 기업 및 기관, 4년제 편입 등에 도움
      ※ 취득 후 진로
       기업 및 인성교육지원센터, 청소년기관, 상담기관, 사회복지기관,등 인성교육 및 인성지도관련 활동 등
    2 BHRD 포인트 획득 : PIPES/NCS대인관계능력배양캠프 50점, 민간자격증 15점, 연수과정 15점씩 등
       ※ 교내 장학금 기회 부여 (다득점 시)
    3. 인성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PIPES 인성장학금 지급(최대 70만원)
    4. 교내 봉사시간 부여 40시간 이상 – 인성개발지도사 자격연수과정 신청 시
    5. 공동인증기관장 봉사상 수여 – 우수 수료자(월드비전,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기독실업인회,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포스코인재창조원)

    6. PIPES 지도교수 개별 취업진로 컨설팅
※ 문의 : 인성개발원 인성관 401호 ☎ 041-550-0749,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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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사무실 안내

학부과명 학부과 사무실 
전화번호

(041-550)
비고

유아교육과 창조관 1003호  2205, 2316

글로벌어학부

영어전공

은혜관 409호 0407일본어전공

중국어전공

경찰경호학부 은혜관 409호 2292

경영 ‧ 회계학부 자유관 311호 0452

광고ㆍ마케팅학부 자유관 311호 0421

관광학부 자유관 310호 2203, 0464

사회복지학부 창조관 1005호 0418, 0644

글로벌외식관광학부 글로벌외식관 205호 2100

외식산업학부 글로벌외식관 206호
2956, 0607, 0661

0787, 0497, 0662

식품영양과 글로벌외식관 205호 8717

보건행정과 인성관 407호 0739, 0884

안경광학과 조형관 411호 0732, 2906

치위생과 조형관 411호 2138, 2137

방사선과 조형관 319호 0732, 2905

간호학과 창조관 408호
2198, 2152

2360, 8736

컴퓨터공학부 창조관 1006호 0591

스마트미디어학부 창조관 1006호 2873

스포츠레저학부 백석체육관 301호 0779

실용음악학부 예술대학동 106호 0680, 0683

디자인·애니메이션학부 창조관 1002호 064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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