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졸업인증제 

: 201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졸업인증제

: 2018 2월 졸업자부터 (2016년도 현재 3학년 대상 / 2015년도 이후 입학생 별도 기준)

인증점수기준표 (졸업인증 최소기준점수) : 1,000 이상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최대 인증점수
비고

① 취업 및 대학원 진학 850 점 DB연동(취업지원팀), 4대 보험가입 필

필수 ② 전공 및 정보화 관련자격증 500 점 개별입력, 자격증 첨부

선택 ③ 외국어능력 500 점 개별입력, DB연동(외국어우수장학금)

선택
④ 국내외 학회 및 공모전 수

상 (상훈)
300 점 개별입력, 참여확인증 첨부

필수 ⑤ 상담실적 200 점 DB연동(학사관리팀)

필수
⑥ 교내∙외 학술 행사 작품 참

여
300 점 개별입력, 참여확인증, 지도교수 확인증 첨부

선택 ⑦ 취업훈련 참가실적 150 점
DB연동(취업지원팀), 개별입력, 취업지원팀 주관 

필, 참여확인증 첨부

필수 ⑧ 봉사활동 200 점 DB연동(학사관리팀), 참여확인증 첨부

필수
⑨ 국내외 특성화 산업체 프로

그램 및 인턴쉽
500 점

개별입력, 수료증 첨부, 재직증명서 첨부, 지도교수 

확인증 첨부

선택 ⑩ 기타(학과행사 참여 등) 100 점 개별입력, 지도교수 확인증, 참여확인증 첨부

총 점 (졸업인증 최소 기준점수) 1000점+ 

 학칙시행세칙 제8장 수료․졸업(졸업종합시험 포함) 및 제104조(졸업논문제출)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졸업인증 제(졸업인증 내규 포함)를 시행합니다.

2016년  05월  01일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졸업인증 내규

2012년  5월  제정

2016년  5월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세부운영지침은 한남대학교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의 일반 프로그램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졸업인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인증대상)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졸업인증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재학생으로 한남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에

서 정한 졸업자격 및 졸업기준을 만족하고, 본 학과에서 정한 졸업인증 요건에 대한 예비사정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인증 평가 항목 및 인증 점수 기준) 

  인증평가항목 및 각 항목별 인증점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취업 및 대학원 진학    

 취업(4대 보험가입 필수) 및 대학원 진학이 확정되면 850점을 부여한다.  

 

②전공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멀티미디어공학전공에 관련된 전공 및 정보화 자격증에 최종 합격하면 아래 표 1, 2와 같이 점수를 

배정한다. 기사 혹은 산업기사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자격증에 대해서는 학과회의를 통해 구

분하여 인정한다. 전공 자격증과 정보화 자격증을 합하여 최대 500점 까지 인정한다.

<그룹별 전공 자격증 예시>

전공 자격증 단일등급 최고 점수

[ ] 중등학교정교사 2급 100점

400

[멀티미디어 정보기술]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처리기사, 정보통

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사무자동화기사, 전기기사, OCP

개당 

300점

[컴퓨터운용 및 활용] 컴퓨터운용사, 네트워크관리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

기술산업기사, 정보통신 산업기사, OCSA

개당 

100점

[콘텐츠]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

임프로그래밍전문가, 웹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개당 

100점

[보안]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 네트워크관리사 1급, 인터넷보안전문가 1

급

개당 

100점

[ ] 공무원, 경찰 등 국가고시 300점



<정보화 자격증 예시>  

정보화 자격증 [1개 취득시 50점, 최고인정점수 100점]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문서실무사 1,2급

인터넷정보검색사 1급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GTQ

MOS MASTER 등

 * 자격증 개수에 제한은 없으나, 전공 자격증과 정보화 자격증을 합하여 최대 500점 까지만 인정한다.

 * 기타 자격증은 별도로 정함. 

③외국어 능력   

  교내에서 시행되는 모의 TOEIC 성적을 포함한 공인 외국어 시험의 취득 점수는 최대 500점을 부여한

다. 점수별 인정 점수는 표 1과 같이 정한다. 제출할 점수는 대학 입학 이후에 취득한 유효기간 2년 내

의 성적으로 제한 한다.

표 1. 영어 공인시험

점수 TOEIC
TOEIC

Speaking

TOEFL
TEPS IELTS 점수

CBT iBT

500 800점 이상

180 이상 256 이상 90 이상 793 이상 6.5

등급 

이상

500170-179 250∼255 88∼89 771~792

160-169 244∼249 86∼87 749~770

450 700점 이상

150-159 238∼243 84∼85 727~748

6.0 450140-149 232∼237 82∼83 705~726

130-139 226∼231 80∼81 683~704

400 600점 이상

120-129 220∼225 78∼79 661~682

5.5 400110-119 214∼219 76∼77 639~660

100-109 208∼213 74∼75 617~638

  

 

④ 국내외 학회 및 공모전 수상  

수상 1등 입상 2~4위권 입상 장려상 및 기타 입상

인증점수 300점 200점 100점

⑤ 상담실적  

  매학기 지도교수와 상담 1회당 20점씩, 4년 재학 중 최대 200점을 부여한다. 



⑥ 교내∙외 학술 행사 작품 참여  

  멀티미디어공학과 학술제 및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면 참여한 팀원들에게 각 100점을 부여한다. 단, 

교내∙외 학술 행사 공통으로 팀 구성원 수가 3인 이내 이어야 하며 한 해에 두개의 작품만 인정한다. 공

모전의 경우 학과회의에서 인정하는 국내 저명 공모전 (총 공모전 지원 건수 250편 이상)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국내∙외 학회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및 포스터 발표 시 200점을 부여한다. 전시회 관람 등 현

장견학에 참여하면 1회 30점(1학기당)을 부여한다. 최대 300점 까지 부여한다. 

⑦ 취업훈련 참가 실적   

  교내 학생인재개발처의 취업훈련․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면 1회 참가 시 50점, 최대(3회 이상) 150점

(2회 참가 100점, 3회 이상 참가 시 150점)까지 부여한다. 

 

⑧ 봉사활동   

  현재 실시되는 한남사회봉사인증제에 따라 학생들의 필수 이수시간인 72시간을 50점으로 하여 초과 

시수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봉사활동 최대 점수는 각각 200점 까지 부여한다.

봉사활동 시간 인증 점수

113 ~ 132 시간 200

93 ~ 112 시간 150

73 ~ 92 시간 100

72 시간 50(학교 졸업 요건 필수)

⑨ 국내외 특성화 산업체 프로그램 및 인턴쉽  

  국내외 특성화 산업체 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 학생은 200점을 부여한다. 또한 산업체 인턴쉽에 해당

하는 학생은 300점을 부여한다. 최대 500점 인정. 단, 국내외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및 산업체 인턴쉽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학과회의를 통해 구분하여 인정한다.

⑩ 기타(행사 참여 등)

구  분 전공행사 참여 학과행사 참여 최고점수

전체

 세미나, 박람회, 학술제, 

현장견학 참여 등

MT, 체육대회, 학과 지원활동, 

학과 임원활동 등 100

건당 30점 건당 20점

 * 학과장명, 또는 지도교수의 참여 확인서 필히 제출함. 

제 4조 (인증요건)   

  제3조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의한 졸업인증의 인증요건은 다음 표 3과 같다. 졸업을 위해서는 인

증 점수 합이 최소 1000점이 되어야 하며, 이중 ② 전공 및 정보화 관련자격증, ⑤ 상담실적, ⑥ 교내∙

외 학술 행사 작품 참여, ⑧ 봉사활동, ⑨ 특성화 프로그램 및 산업체 프로그램 및 인턴쉽 5개 항목의 

점수 합이 5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표 3. 인증요건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최대 인증점수
비고

① 취업 및 대학원 진학 850 점 DB연동(취업지원팀), 4대 보험가입 필

필수 ② 전공 및 정보화 관련자격증 500 점 개별입력, 자격증 첨부

선택 ③ 외국어능력 500 점 개별입력, DB연동(외국어우수장학금)

선택
④ 국내외 학회 및 공모전 수

상 (상훈)
300 점 개별입력, 참여확인증 첨부

필수 ⑤ 상담실적 200 점 DB연동(학사관리팀)

필수
⑥ 교내∙외 학술 행사 작품 참

여
300 점 개별입력, 참여확인증, 지도교수 확인증 첨부

선택 ⑦ 취업훈련 참가실적 150 점
DB연동(취업지원팀), 개별입력, 취업지원팀 주관 

필, 참여확인증 첨부

필수 ⑧ 봉사활동 200 점 DB연동(학사관리팀), 참여확인증 첨부

필수
⑨ 국내외 특성화 산업체 프로

그램 및 인턴쉽
500 점

개별입력, 수료증 첨부, 재직증명서 첨부, 지도교수 

확인증 첨부

선택 ⑩ 기타(학과행사 참여 등) 100 점 개별입력, 지도교수 확인증, 참여확인증 첨부

총 점 (졸업인증 최소 기준점수) 1000점+ 

제 5 조 (인증절차 및 확정)

 ① 졸업인증 대상자는 마지막 학기 13주차까지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졸업인증 예비사정표(표 4)와 그

에 대한 증빙자료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인증 예비사정은 6월,12월 중 학과 교수회의에서 실시한다.

제 6 조 (시행시기)  

 본 졸업 인증제는 2018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 7 조 (졸업인증의 개정)

학생들의 성취도와 교내외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평가 항목별 인증기준 등 졸업인증 요건을 개정 할 

수 있다.

제 8 조 (기타사항)

기타 사항들은 한남대학교의 일반사항들을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5월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16년 5월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