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프로그램 분류 교육기간 대표학년 연관 핵심역량 부서명

1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1

2 소통협력역량 10 역량개발센터 2260-8854

3 특강 디지털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1

4 특강 디지털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3

5 캠프 창의융합역량 20 LINC+ 2260-1730

6 상담 및 코칭 자기개발역량 50 교수학습개발센터 2260-8816

7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3

8 d.DAY 창업에 관심있는 일반학생과 학생창업기업 간 창업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창의융합역량 10 창업교육센터 2260-4994

9 소통협력역량 50 교수학습개발센터 2260-8816

10 자기개발역량 10 역량개발센터 2260-8851

11 글로벌시민역량 10 교양외국어센터 2260-3470

12 English Clinic 학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교수가 지도하는 예약제 영어학습 상담 프로그램 상담 및 코칭 글로벌시민역량 10 교양외국어센터 2260-3468

13 English Zone 상담 및 코칭 글로벌시민역량 10 교양외국어센터 2260-3468

14 상담 및 코칭 자기개발역량 50 교수학습개발센터 2260-8816

15 Making Academy : Beginner 특강 디지털역량 10 학술정보서비스팀 2260-3768

16 Making Academy : License 자격증 디지털역량 20 학술정보서비스팀 2260-3768

17 Making Academy : Pro 특강 디지털역량 20 학술정보서비스팀 2260-3768

18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3

19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2

20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3

21 캠프 디지털역량 20 LINC+ 2260-1736

22 SUMMER SCHOOL 특강 디지털역량 10 2260-8642

23 창의융합역량 10 융합교육원

24 캠프 디지털역량 20 융합교육원

마일리지
점수

담당자
연락처

1:1 취업컨설팅
취업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로설정, 직무선택,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코칭 등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

1일 3~4학년

108리더스 프로그램
3학년 대상 리더십 단체로, 진로 및 역량개발 관련 특강 수강 후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

동아리/ 소모임 120~180일 이내 3학년

4차산업 직무특강
4차산업 분야의 현직자와 직무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대학 졸업생의 미래선도 
분야 진출 확대

1일 3~4학년

4차산업혁명 인재양성 교육
비전공자를 위한 파이선 취업교육, 전공자를 위한 심화과정 등 단계별 빅데이터 기반 교육 
지원

1일 3~4학년

A-스쿨 프로그램
인문·사회·예술 분야 학생들의 인성·감성 소양 교육, 실전 캠프, 융·복합교육, 현장체험 교육 
지원을 통한 사회수요창출형 인문·사회 융합 리더 양성에 기여 프로그램 

15~30일 이내 2~4학년

BEST 코칭 프로그램
학업 저성취 학생(직전학기 평점평균 2.5점 이하) 대상 학습역량 신장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원인별 상담지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120~180일 이내 1~2학년

BMC프로그램 BMC 맞춤형 특강을 통한 직무역량강화 교육 1일 3~4학년

공모전/ 경진대회 1일 1~4학년

DoDream 학습동아리
교과 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동일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공동의 학습목표로 
팀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소모임 30~120일 이내 1~2학년

Dream PATH 경진대회
Dream PATH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로드맵 및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진대회 

공모전/ 경진대회 1일 1~4학년

EAS 영어경진대회
공통교양 EAS의 교육내용과 연계한 영어발표 및 영어글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활용 프로그램

공모전/ 경진대회 2~7일이내 2~3학년

1일 1~4학년

학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제에 관해 외국인 교수와 자유롭게 토론하고 
영어학습 프로그램 

1일 1~4학년

GROW 프로그램
1학년 신입생, 유학생, 복학생, 편입생의 대학 학업 (재)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관련 진단, 
그룹 코칭, 특강 제공

120~180일 이내 1~3학년

 [초급]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실습 교육으로 코딩,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관련 기술 역량 강화 및 제품 제작의 기회 제공   

1일 2학년

국가기술자격증인 3D프린터운용기능사(필기/실기)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관련 직종 
취업 및 창업 연계   

15~30일 이내 4학년

 [중급/고급] 메이커교육의 심화학습 형태로 장비 운용의 복합 교육(2D+UV 등)을 통해 
창업/취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창업연계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2~7일 이내 3학년

NCS 히든챔피언 입사지원서부터 면접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강의를 통한 NCS 맞춤학습 제공 2~7일이내 3~4학년

ONTACT 직무멘토링 직무요구역량과 잠재성, 직무에 맞는 적격자 선발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1일 3~4학년

PSAT 맞춤형 취업교육 PSAT(공직적격성평가) 대비를 위한 과목별 특강 및 모의고사 2~7일이내 3~4학년

SKT  AI 커리큘럼

4차 산업혁명 및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수요창출형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SKT 
e-러닝 사이트(영상인식, 추천기술에 대한 AI 기술 분야별 교육 영상 등) 및 동국대 e-
Class(딥러닝 기술 및 4IR&5G, IoT, 6G 등) 온라인 강의를 결합한 실무형 비교과 온라인 
교육 과정

30~120일 이내 2~4학년

자율사물 혁신교육으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로봇&ROS, 소프트웨어공학 관련 
기초지식을 MOOC수업으로 진행

5일이내 2~4학년 AT 행정팀

SW경진대회/공모전/학술제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사고와다양한 신기술과 지식을 지능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내외 경진대회/공모전/학술제

공모전/ 경진대회 1~7일이내 1~4학년
2260-1402, 
1408, 1411,
1456

SW융합캠프
SW분야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16시간 이상 진행하여 프로그래밍 학습 능력 
증진시키기 위한 SW융합캠프 프로그램

2~120일 이내 1~4학년
2260-1408-
9,
1456



25 디지털역량 10 융합교육원

26 특강 디지털역량 10 융합교육원

27 특강 디지털역량 10 융합교육원 2260-1411

28 한국어 및 학업능률 향상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자율협동 한국어 튜터링 프로그램 글로벌시민역량 10 글로벌인재지원팀 2260-3891

29 상담 및 코칭 자기개발역량 10 교수학습개발센터 2260-8816

30 또래구성원들 간 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토와 멘티의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 자기개발역량 10 카운슬링센터 2260-3932

31 경영대학 진로지원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2260-8887

32 경찰사법대학 진로지원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2260-3102

33 공과대학 진로지원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2260-3858

34 공학교육혁신센터 경진대회 창의융합역량 10 공학교육혁신센터 2260-8840

35 글로벌 버디 글로벌시민역량 10 글로벌인재지원팀 2260-3892

36 글로벌 창업가 육성 특강 창의융합역량 20 창업교육센터 2260-4994

37 글로벌시민역량함양 프로그램 글로벌 시대에 필요로 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특강 글로벌시민역량 10 역량개발센터 2260-8853

38 글쓰기 프로그램 특강 소통협력역량 10 다르마칼리지 2260-3380

39 기업직무분석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1

40 기초학력증진특강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입학실 2260-3988

41 다빈치프로그램 기초 공학관련 기초 프로그램 함양을 통해 설계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 캠프 디지털역량 20 공학교육혁신센터 2260-8842

42 다빈치프로그램 실전 캠프 창의융합역량 40 공학교육혁신센터 2260-8843

43 다빈치프로그램 특강 공과대학생의 관련산업분야 관심도 제고와 이해도 향상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공학교육혁신센터 2260-8841

44 단기집중 취업실전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2

45 독서프로그램 소통협력역량 10 학술정보서비스팀 2260-3457

46 캠프 소통협력역량 20 LINC+ 2260-1736

47 동국튜터링 소통협력역량 70 교수학습개발센터 2260-8816

48 동문선배 랜선 멘토링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1

49 디지털역량함양 프로그램 디지털 전화에 따른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프로그램 특강 디지털역량 10 역량개발센터 2260-8853

50 리터러시 워크숍 특강 디지털역량 10 교수학습개발센터 2260-8816

51 면접지원 프로그램 특강 소통협력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3

52 문과대학 진로지원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2260-3749

SW융합튜터링/멘토링
자율적인 협동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튜터/멘토)
과튜티/멘티의 학습능력 상호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멘토링 / 튜터링 1~180일 이내 1~4학년
2260-1408-
9,
1456

SW융합특강
SW분야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SW
융합특강

1~7일이내 1~4학년
2260-1403, 
1408-9, 
1456

SW전공특강 SW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강 1~7일이내 1~4학년

TOPIK 튜터링 멘토링 / 튜터링 15~30일 이내 1~4학년

U&I 학습유형검사 및 학습상담
U&I 학습유형 검사를 통한 학습행동유형 및 학습성격유형 진단 및 결과 제공하고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 코칭 시행

1일 1~2학년

U-Peers (또래상담) 멘토링 / 튜터링 120~180일 이내 2~3학년

경영대학 재학생 역량진단 및 진로검사 결과 안내 후, 부족한 역량 함양 및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1일 1~3학년
경영대학 
학사운영실

경찰사법대학 재학생 역량진단 및 진로검사 결과 안내 후, 부족한 역량 함양 및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1일 1~3학년
경찰사법대학 
학사운영실

공과대학 재학생 역량진단 및 진로검사 결과 안내 후, 부족한 역량 함양 및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1일 1~3학년
공과대학 
학사운영실

전공 수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문제해결의 도구인 프로젝트 개발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한 종합적인 설계 및 프로젝트 개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공모전/ 경진대회 1회 3~4학년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력 강화 및 재학생의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의 문화, 언어 교류 프로그램 

멘토링 / 튜터링 30~120일 이내 2~3학년

우수 창업아이템 해외시장 도전을 위한 교육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해외기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1일 1~4학년

1일 1~3학년

글쓰기 능력과 사고력 향상,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특강 및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1:1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2~7일이내 1~3학년

직무중심 채용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 및 직무 중심특강으로 
직무적합도 및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

1일 3~4학년

전공수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재학생을 중심으로 기초학력증진특강을 시행(Readin & 
Wrtiing, 이공계 기초수업, 컴퓨터언어, 화법 등)

2~7일이내 1~2학년

45시간미만 1~2학년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함 

45시간이상 3~4학년

1시간이상 1~4학년

최근 채용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단계별 취업 전략수립 및 직무별·직군별 특성의 
이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취업실전역량 강화

1일 3~4학년

다르마칼리지 세계명작세미나 지정도서를 읽고 글쓰기를 통해 인문학 및 공학적 기초 
교양 증진을 위해 공모전 시행

공모전/ 경진대회 1일 1~3학년

동국기업연계 OMNi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팀 또는 개인이 기업/산업체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참여 및 업계/
기업체 전문가의 멘토링/피드백 프로그램 

30~120일 이내 2~4학년

전공교과 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수의 추천을 받은 성적이 우수한 튜터가 일대 
다수로 튜티의 전공 교과 학습 지원

멘토링 / 튜터링 30~120일 이내 3~4학년

현직자 동문선배 멘토가 공채 마감 직전 재직 기업 및 직무관련 실질적인 취업정보 등을 
알려주는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

1일 3~4학년

1일 1~3학년

정보 및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특강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및 진단 제공

1일 1~2학년

유형/직무별 면접 특강을 통한 면접역량 강화 및 직무별 면접 시뮬레이션 및 피드백을 
통하여 실제 면접에 대비 프로그램

1일 3~4학년

문과대학 재학생 역량진단 및 진로검사 결과 안내 후, 부족한 역량 함양 및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1일 1~3학년
문과대학 
학사운영실



53 미래융합대학 진로지원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2260-3631

54 바이오시스템대학 진로지원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55 법과대학 진로지원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2260-3227

56 불교대학 진로지원 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2260-3096

57 빅데이터기반 사회진출 지원 특강 디지털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1

58 사범대학 진로지원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2260-3884

59 사회과학대학 진로지원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2260-3369

60 사회수요창출형 특화교육 프로그램 캠프 창의융합역량 20 LINC+ 2260-1730

61 소통협력역량함양 프로그램 특강 소통협력역량 10 역량개발센터 2260-8853

62 수시채용대비반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2

63 약학대학 진로지원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64 예술대학 진로지원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2260-3608

65 온라인 콘텐츠 특강 디지털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1

66 외국인 대상 논문작성법 외국인 대학원생의 한국어 논문 작성 기법 이해 및 향상을 위한 특강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글로벌인재지원팀 2260-3893

67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불교문화 체험활동 지원 프로그램 특강 글로벌시민역량 10 글로벌인재지원팀 2260-3894

68 외국인 유학생 창업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맞춤형 특강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글로벌인재지원팀 2260-3483

69 외국인 유학생 취업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맞춤형 특강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글로벌인재지원팀 2260-3483

70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글로벌인재지원팀 2260-3483

71 원데이 면접 모의면접 시뮬레이션 및 피드백을 통한 성공적인 면접 전략 수립 특강 소통협력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3

72 이과대학 진로지원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2260-3757

73 입사지원서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1

74 자기개발역량함양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성찰 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역량개발센터 2260-8853

75 정신건강특강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카운슬링센터 2260-3932

76 중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 특강 디지털역량 10 학술정보서비스팀 2260-3455

77 직무적성검사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1

78 직업세계의 이해 학과별 특강 제공을 통한 진로설정 기회 제공 및 사회진출 기반 마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3

79 진로지원 프로그램 저학년 대상 조기 진로탐색 및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진로프로그램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역량개발센터 2260-8852

80 진로코칭 프로그램 상담 및 코칭 자기개발역량 10 역량개발센터 2260-8852

81 참사람봉사단 봉사 소통협력역량 10 참사람사회공헌센터 2260-3059

82 창업경진대회 창의융합역량 10 창업교육센터 2260-4991

83 창업동아리 창의융합역량 10 창업교육센터 2260-4991

84 창업멘토링 창의융합역량 10 창업교육센터 2260-4994

미래융합대학 재학생 역량진단 및 진로검사 결과 안내 후, 부족한 역량 함양 및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1일 1~3학년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실

바이오시스템대학 재학생 역량진단 및 진로검사 결과 안내 후, 부족한 역량 함양 및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1일 1~3학년
바이오시스템대학 

학사운영실
031-961-
5104

법과대학 재학생 역량진단 및 진로검사 결과 안내 후, 부족한 역량 함양 및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1일 1~3학년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불교대학 재학생 역량진단 및 진로검사 결과 안내 후, 부족한 역량 함양 및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1일 1~3학년
불교대학 
학사운영실

현직자 라이브 취업멘토링, 현직자가 남긴 회사 리뷰 등 현직자 기반 취업플랫폼 서비스 
제공

1일 3~4학년

사범대학 재학생 역량진단 및 진로검사 결과 안내 후, 부족한 역량 함양 및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1일 1~3학년
사범대학 
학사운영실

사회과학대학 재학생 역량진단 및 진로검사 결과 안내 후, 부족한 역량 함양 및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1일 1~3학년
사회과학대학 
학사운영실

기업 또는 지역기관과 협업하여  4차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수요 확대에 따른  비교과 교육 
콘텐츠 구성 및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생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 

15~30일 이내 2~4학년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공감하고 협업하여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프로그램

1일 1~3학년

채용시장의 트렌드인 직무중심의 수시채용 전략수립과 다양한 수시채용 정보를 습득하는 
취업역량 프로그램

1일 3~4학년

약학대학 재학생 역량진단 및 진로검사 결과 안내 후, 부족한 역량 함양 및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1일 1~3학년
약학대학 
학사운영실

031-961-
5104

예술대학 재학생 역량진단 및 진로검사 결과 안내 후, 부족한 역량 함양 및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1일 1~3학년
예술대학 
학사운영실

대기업/공기업 취업정보 제공, AI면접 연습 등 셀프스터디를 위한 온라인 취업플랫폼 
서비스 제공

1일 3~4학년

1일 4학년

1일 2~3학년

1일 2~3학년

1일 2~3학년

유학생 수업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TOPIK 4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한국어 
특별과정 

30~120일 이내 1~3학년

1일 3~4학년

이과대학 재학생 역량진단 및 진로검사 결과 안내 후, 부족한 역량 함양 및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1일 1~3학년
이과대학 
학사운영실

직무 및 계열별 자기소개서 특강 및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1:1 집중 컨설팅 1일 3~4학년

1일 1~3학년

삶의 스트레스(stress)를 스트렝스(strength)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도록 돕는 특강 1일 1~3학년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DB 소개 및 이용 안내, 학술정보를 올바른 방법으로 
습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1일 1학년

삼성의 GSAT, LG의 LG way Fit test, SK의 SKCT 등 기업별 필기전형인 직무적성검사(수리, 
추리 등)의 유형 파악, 기출 분석 등을 통해 실전 시험 대비

30~120일 이내 3~4학년

1일 3~4학년

1일 1~3학년

자기이해, 직업이해, 진로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코칭프로그램 1일 1~3학년

생명나눔캠페인 활동 및 다양한 봉사활동 지원과 자체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15~30일 이내 1~3학년

교내·외 창업 관련 경진대회 참가 지원 및 개최 공모전/ 경진대회 1일 1~4학년

신규 창업동아리 발굴 및 우수 학생창업기업 육성
- 지원내용 : 아이템개발비, 사무공간 지원,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등

동아리/ 소모임 181~365일 이내 1~4학년

창업 분야별 외부 전문가 멘토링(법률, 세무, 지식재산권, 경영 등) 지원 멘토링 / 튜터링 1일 1~4학년



85 창업문화프로그램 교내 창업문화 확산 및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특강 창의융합역량 10 창업교육센터 2260-4991

86 특강 창의융합역량 10 창업교육센터 2260-4994

87 특강 창의융합역량 20 창업교육센터 2260-4994

88 창업전시회 창의융합역량 10 창업교육센터 2260-4991

89 창의문제해결 프로젝트 디자인 사고와 인간중심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팀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 실습 창의융합역량 70 교수학습개발센터 2260-8816

90 창의융합역량함양 프로그램 특강 창의융합역량 10 역량개발센터 2260-8853

91 채용설명회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3

92 취업동아리 취업 준비를 위한 자체적인 스터디 활동 및 취업멘토의 밀착 멘토링 소통협력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3

93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취업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적은 학과 대상 취업 특강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3

94 취업전략수립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3

95 캠퍼스리크루팅 기업별 채용설명회 및 채용상담회 진행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3

96 캡스톤디자인 밸류업 프로그램 창의융합역량 20 LINC+ 2260-1727

97 학과별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1

98 학습능력향상 세미나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교수학습개발센터 2260-8816

99 학습법 워크숍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교수학습개발센터 2260-8816

100 핵심역량코칭 프로그램 상담 및 코칭 자기개발역량 10 역량개발센터 2260-8852

101 현실감 특강 자기개발역량 10 취업센터 2260-3051

102 현장체험 프로그램 현장체험 창의융합역량 10 역량개발센터 2260-8853

1일 1~4학년

창업비교과 프로그램(단기)
다양한 창업 관련 분야 지식 및 실무 역량 강화 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 크라우드 펀딩, 프라이싱, 투자 등

1일 1~4학년

창업비교과 프로그램(중장기)
다양한 창업 관련 분야 지식 및 실무 역량 강화 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 크라우드 펀딩, 프라이싱, 투자 등

15~30일 이내 1~4학년

교내·외 창업 관련 전시회 참가 지원 및 개최 공모전/ 경진대회 1일 1~4학년

동아리/ 소모임 30~120일 이내 3~4학년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프로그램

1일 1~3학년

공공기관, 해외취업 등 특정 분야에 관한 설명회 진행 1일 3~4학년

동아리/ 소모임 30~120일 이내 3~4학년

1일 3~4학년

저학년(2·3학년) 눈높이의 커리어 설정 및 취업준비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이해 
및 취업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학년/고학년으로 나뉘어진 학년별 취업전략 제공

2~7일이내 3~4학년

1일 3~4학년

학기중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서 산출된 과제 혹은 학생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방학기간동안 다양한 교육 및 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프로그램

공모전/ 경진대회 30~120일 이내 3~4학년

학과별 전공 시간에 취업전문 컨설턴트가 방문, 취업 트렌드 및 전략을 전달하며 
희망직무를 조기에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

1일 3~4학년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특강, 실습, 그룹코칭 제공 1일 1~2학년

재학생 수요조사 기반 다양한 학습주제의 맞춤형 특강 제공
전공 학습역량 배양을 위해 학과 수요기반 학과별 특성에 맞는 특강 제공

1일 1~2학년

개개인의 객관적인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받아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코칭받는 프로그램

1일 1~3학년

현직자와 실무프로젝트를 수행, 직무경험을 통한 직무이해도 향상 30일 이내 3~4학년

학과(전공) 관련 현장에 방문하여 전공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 간접경험 지원 프로그램

1일 1~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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