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비교과 7Star 프로그램

1. 학교운영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 명단을 각 부서에서 직접 등록하며 학교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

항은 각 주관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주관 부서

프로그램
청출어람학습자를위한교수멘토링, 기초탄탄학력증진프로그램, 학습노트공모전,

교수학습개발원

학습포트폴리오공모전, 학습법특강및워크숍, 글로벌스터디그룹, H-MOOC스터
디, 삼삼오오스터디그룹, 대학생활길라잡이, UCC공모전

국제교류본부

해외교환학생, 유학생한국어말하기대회(수상), 유학생경연대회(수상), Buddy프
로그램, 유학생국토순례, 유학생서포터즈, 유학생문화탐방
취업성공동아리, 취업성공스킬Day,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캠프, 스마트스킬UP,

대학일자리센터

중소기업탐방, 자기소개컨설팅, 직무동아리, ONE+멘토링, JOB서포터즈, 맞춤형
취업특강, 커리어로드맵작성, JOB Festival, Cheer Up진로탐사, 해외취업All
Pass, 진로캠프, 위크북콘테스트, PT면접경진대회, 기업분석경진대회

사랑나눔센터

볼런티어워크그룹
예절교육캠프, 인성증진에티카프로그램, 국토대장정, 극기훈련, 인성캠프, 글로
벌나눔, 금연(건강지원프로그램), 다이어트(건강지원프로그램), 국내문화탐방, 더
불어함께걷기대회,

비교과프로그램서포터즈,

리더십캠프,

Global

Frontier

Experience, 단기어학과정(4주미만과정), 단기어학과정(4주이상과정), 영어특별
비교과통합지원센터

반(1년과정), 중국어특별반, 교내공모전(참가), 교내공모전(수상), 호남대리더스
클럽, 휘게프로그램, 재능나눔콘서트(참가), 재능나눔콘서트(수상), 토론배틀(참
가), 토론배틀(수상), 크리에이터경진대회(참가), 크리에이터경진대회(수상), 크리
에이터양성프로그램,

융복합연계전공프로젝트,

대학연계비교과프로그램(교외),

대학연계비교과프로그램(교내), 총동아리간부활동, 동아리재능기부, 역량강화스
포츠프로그램, 다독다작글쓰기모임, 글쓰기클리닉, 인문학스터디
입학관리과

창의융합대학교학과

창업교육센터

학술정보원

입시홍보프리젠터, 입학홍보대사, 프리젠테이션경진대회(참가), 프리젠테이션경
진대회(수상), 멘토링프로그램
연계교과(수강), 연계교과(취득), SLC블루존프로그램실습, Real World Project,
아틀리에제작
창업아카데미,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예비창업자, 창업박람회, 창업역량강화프
로그램, 창업아이템경진대회(참가), 창업아이템경진대회(수상)
학술정보이용및탐색, 책,영화와만나다, 문학기행, 행복한책읽기, e-learning수
강, 글쓰기공모전, 글쓰기대회

학생과

총학생회간부활동, 단과대학간부활동, 학과(부)간부활동, DRP

학생상담센터

성장힐링캠프, 진로인성캠프, 행복소통캠프, 정신건강증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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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센터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홍보과

학과홍보기자, 통합뉴스센터기자, 캠퍼스사진공모전(참가), 캠퍼스사진공모전(수상)
어학역량강화, 취업아카데미, 단기기술교육, PT역량강화프로그램, 지역중소기업

LINC+사업단

탐방, 창의드림방

노인스포츠지도사연수원

노인스포츠지도사자격증취득

스포츠산업인력개발원

스포츠산업전문인력개발
전공재능기부, 전공체험, 산업체현장학습, 전공별학술제, 학과동아리활동, 전공
특화교육, Field Training, 산업체체험(60시간이상), 산업체체험(40시간이상), 산

전체학과

업체체험(20시간이상), 노인복지＆장애체험, 노인복지＆장애체험지도, 주니어패
션캠프, 패션차이나멘토링프로그램, 글로벌건강교육프로젝트, 학과봉사동아리활
동, 전공비전선포식

2. 학생주도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들은 재학생들이 직접 포인트를 신청합니다.
(각 세부 자격증은 종합정보시스템(http://huis.honam.ac.kr) → [비교과7Star] 포인트 신청화면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0시간이상, 150시간이상, 100시간이상, 70시간이상, 50시

인성

사회봉사

간이상, 30시간이상, 서포터즈(국제규모행사-장기), 서포터즈
(국제규모행사-단기), 서포터즈(국내규모행사-장기), 서포터즈
(국내규모행사-단기)
공인급수4단(태권도,유도 등), 공인급수3단(태권도,유도 등),

자기관리

예체능

공인급수1~2단(태권도,유도 등), 마라톤(42.195km),
마라톤(half), 마라톤(10km), 마라톤(5km)

해외체험학습
TOEIC

TOEFL(IBT)
글로벌역량

TOEIC Speaking

해외인턴십(장기-8주이상), 해외인턴십(단기-8주미만)
A등급(900점이상), B등급(810~899점), C등급(720~809점),
D등급(630~719점), E등급(540~629점), F등급(540점미만)
A등급(100점이상), B등급(90~99점), C등급(80~89점),
D등급(70~79점), E등급(60점~69점), F등급(60점미만)
A등급(160점이상), B등급(140~149점), C등급(120~139점),
D등급(100~119점), E등급(60~69점), F등급(60점미만)
A등급(Advanced Low 또는 Intermediate High),

OPIC

B등급((Intermediate Mid), C등급(Intermediate Low),
D등급((Novice Mid), E등급((Novice Mid),
F등급(Novice Low또는응시)

JPT

A등급(760점이상), B등급(720~759점), C등급(680~7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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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640~679점), E등급(500~639점), F등급(500점미만)
A등급(N1), B등급(N2), C등급(N3), D등급(N4), E등급(N5),

JLPT

F등급(응시)
A등급(6급), B등급(5급), C등급(4급), D등급(3급), E등급(2급

HSK

이하또는응시)

TOPIK

A등급(6급), B등급(5급), C등급(4급)
A등급(DALF C1이상), B등급(DELF B2), C등급(DELF B1), D

불어

등급(DELF A2), E등급(DELF A1)

특허

특허등록, 특허출원,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교외대회(대상), 교외대회(금상,최우수상), 교외대회(은상,우수

대회수상(교외)
전문역량

상), 교외대회(동상이하)

공연및전시

국제규모(5개국이상), 기타해외기관, 전국및도내규모
A등급(기술·기능분야기사이상,서비스분야1급),

전공및전문자격증

능분야산업기사,서비스분야2급),

B등급(기술·기

C등급(기술·기능분야기능사,

서비스분야3급), D등급(기타자격증), E등급(자격증응시)

* 프로그램별 증빙 자료기준
(각 증빙 자료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여 포인트 신청시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활동영역

증빙 서류

증빙 인정 범위

대회참가

상장 1부

교외 활동

사회봉사활동

서포터즈활동

사회봉사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서포터즈 임명장, 위촉장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 1365자원봉사포털
- 청소년자원봉사(Dovol)
- 주관기관( 임명장, 위촉장, 활동증명서)

TOEIC

공인어학성적표

ETS

TOEFL(CBT)

공인어학성적표

ETS

TOEIC Speaking

공인어학성적표

ETS

Opic

공인어학성적표, 수험표

ACTFL(크레듀)

JPT

공인어학성적표

YBMsisa

JLPT

공인어학성적표, 수험표

국제교류기금,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HSK

공인어학성적표, 수험표

중국교육부, 한어수평고시위원회

TOPIK

공인어학성적표

국립국제교육원

불어

공인어학성적표

프랑스문교부, 알리앙스 프랑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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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특허 및 상표출원 등록증

특허청 발급

특기개발활동

협회 발급 공인 단증, 인증서

협회, 주관기관

공연 및 전시

행사 리플렛 및 확인서

주관기관

* 프로그램별 증빙 세부기준
활동영역

인증 기준
- 학교운영 프로그램에 참석하여도 주관기관의 참석 명부에 이름 확인이 어려운

학교운영프로그램

학생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율(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음
- 사회봉사의 활동 시간은 한 학기에 1회 인정되며 최대 시간이 200시간 이상임

사회봉사

- VMS, 1365, Dovol 등에서 인증받은 봉사활동확인서가 인정됨
- 기타 정식 인증된 기관이 아닌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는 학교 사랑나눔센
터의 확인서명이 있을 경우 인정됨
- 서포터즈 활동의 장기는 7일 이상의 대회나 행사 규모시 인정되며, 단기는 3
일 이상~7일 미만의 대회나 행사 규모임

사회봉사
(서포터즈)

- 주관기관에서 정식 임명한 서포터즈 임명장 또는 위촉장 첨부나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정식 서포터즈활동 증명서의 경우 인정됨
- 서포터즈 활동은 사회봉사활동 시간과 중복 인정되지 않음
- 자기관리의 금연,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경우 재학 중 1회만 인정함

자기관리

- 예체능의 마라톤은 최종 완주한 완주증이나 완주메달을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인정받음

리더십

글로벌역량
(해외체험학습)

- 학생간부활동은 총학생회, 총동아리, 단과대학의 경우 회장, 부회장, 국장으
로 정하며 학과(부)간부활동은 학회장, 부학회장의 활동으로 정함
- 해외인턴십 및 글로벌 현장실습에 참여할 경우 8주를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며 참여기간, 참여국, 파견업무, 파견목적 등의 정확한 내용이 기록된
주관(주최)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인정됨

글로벌역량
(어학)

- Opic, JLPT, HSK 시험은 공인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 응시표 또
는 수험표 증빙으로 50 포인트를 인증함
- 공인어학시험이 아닌 모의시험(모의토익 등)은 인정되지 않음

융복합교육
(연계교과)

학습공동체

- 융복합교육의 연계교과는 연계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수강후, 학점 이수시
(F 제외) 학기마다 50포인트이며 최종 이수하여 연계전공학위 취득시 150포인
트를 지급
- 대학연계비교과프로그램의 경우 우리학교에서 주관하여 교내에서 진행된 프로
그램은 비장학이며 타대학에서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장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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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참가 인증은 소규모·특수단체 주관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체상의 경우 학생 개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
대회수상(교외)

우 주관(주최) 기관의 명단 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여야 함
- 등록기간이 임박하여 상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주최(주관)기관의 수상 확인서
로 대체할 수 있음
- 국제규모(5개국이상)는 참가국이 5개국 이상임을 정확히 증빙할 수 있는 리플
렛 및 주최(주관)기관의 확인서를 인정함
- 연극·영화·영상 상영(공연) 및 전시활동 증빙은 신청 학생의 이름이 포함된 리
플렛 또는 주관기관이나 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서로 증빙함

공연 및 전시
- 동일 작품의 공연이나 전시 횟수 인정 범위
·동일 작품의 연일(2일) 공연: 1회 인정
·동일 작품의 장기공연(첫1회 인정 후 다음 회부터는 0.5회 인정하고 홀
수 회의 경우 올림 반영)- ex) 2.5회→3회 인정
- 자격증 목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학과에서 추천한 자격증 및 민간자격
전공 및전 문자격증

증은 기타자격증으로 분류함
- 자격증 응시는 불합격했을 시에 인정되므로 취득한 자격증과 중복신청 되지
않음(학기당 3회 제한)

3. 장학금 지급
▪ 대

상 : 2019. 12. 31까지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은 별도 지급기준에 의함)

▪ 지급시기 : 2020. 2월 중 지급 예정
▪ 지급항목 : 장학프로그램( 비장학프로그램 제외)
▪ 지급기준
- 종합정보시스템(http://huis.honam.ac.kr) → [비교과7Star] → [장학금 지급계좌등록]을

통해

계좌정보 입력을 해야 지급
-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은 2019. 1. 1부터 2019. 12. 31일 기간 동안에 참여한 프로그램
및 활동기간에 응시하여 발행된 자격증 등에 한하여 인정
- 각 분야별 최대 장학포인트를 초과한 경우 포인트 인증을 받아도 최대 장학포인트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최대 장학포인트는 1년 기준)
- 동일한 어학시험은 1년 내에 2회 이상 응시할 경우 가장 높은 1회의 성적에 지급
- 1 포인트 당 지급액은 참여인원과 예산에 따라 확정
- 장학금은 1, 2학기 활동이 모두 끝난 후 1년에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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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인트 신청 및 등록방법

종합정보시스템(http://huis.honam.ac.kr) → 로그인 → [비교과7tar] 클릭

[포인트 신청관리]클릭 → [신규]클릭 → [포인트 신청정보]입력 → [포인트 신청]클릭
· 포인트 신청
❶ [비교과 7Star 프로그램 선택]클릭하여 신청 프로그램 더블 클릭
※ 학교운영 프로그램: 주관부서에서 등록, 학생주도 프로그램: 학생 개인이 등록
※ 학생주도 프로그램만 선택 가능하며, 전체 프로그램은 기준표 참조
❷ 신청 프로그램 [활동일자], [주관기관] 입력
❸ 개인활동을 증명할 PDF형식의 첨부파일 업로드 후 포인트 신청 클릭
※ PDF 저장방법 참조
❹ 자격증 등록: [자격증 목록]에서 해당 자격증 등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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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계좌등록]클릭 → 장학금 지급 정보 입력 후 개인정보 동의 → [저장]클릭
※ 계좌정보 오류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

[포인트 이의신청관리]클릭 → [포인트 반려목록]클릭 → [포인트 반려정보]수정 → [포인트 재
신청]클릭 → 신청상태 ‘재신청’ 확인
※ 포인트 반려정보에서 반려사유 확인
※ 이의신청기간에만 반려목록에 대해서 재신청 가능(신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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