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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품인증제(舊3품제)
3품인증제는 어떤 제도인가
• 개요
구분
인성
글로벌
창의

내 용

도입취지

인성개발 및 사회봉사활동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및 도덕적 가치 함양

글로벌 역량 개발 활동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국제 감각 제고

IT역량, 창의역량 및 진로개발
활동, 인증프로그램 영역

IT활용능력 및 Idea 개발, 표현 및 진로개발
활동 강화

• 성격
- 3품을 졸업필수요건으로 적용받는 학생은 졸업 전까지 3품의 모든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어도 3품 미취득시 졸업 불가,
수료자로 처리됩니다.
• 적용대상 및 각 인증별 취득기준
- 1996~1998학년도 입학자는 3품 중 인성과 글로벌 인증을 취득해야 합
니다.
- 199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3품(인성, 글로벌, 창의)의 모든 인증을 취득
해야 합니다.
- 2014학년도 이후 입학한 외국인(외국인전형 합격자)은 3품 중 글로벌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학능력을 영어로 충족하여 신입학한 자, 편입학자,
한국정부가 초청한 자, 외국정부가 파견한 자는 3품 인증 취득을 면제)
- 학사편입생, 시간제등록생, 군위탁편입생, 귀순동포, 장애학생은 3품 인증
취득을 면제합니다.
- 본교 입학 이후의 실적들만 유효합니다.
※ 2016학년도 이전 입학한 재외국민(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은 3품
인증 취득을 면제합니다.
※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재외국민(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은 3품의
모든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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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
- 각 품별 해당 요건 충족 시 증빙서류를 챌린지스퀘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글로벌 인증 취득신청은 캠퍼스별 외국인유학생지원팀에 신청
• 취득여부 표기
- 품 인증 취득자는 성적증명서에 각각 ‘인성’,‘글로벌’,‘창의’으로 표기
- 인증취득이 졸업요건이 아닌 자는 ‘해당없음’으로, 인증취득이 졸업요건이나
학칙 및 시행지침에 따라 면제된 자는 ‘면제’로 표기합니다.
- 인증취득이 졸업요건이나 이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인증을 취득할 때까지
‘미취득’으로 표기합니다.
• 3품이수증명서 발급
- 각 품 인증을 모두 취득한 자(일부 면제 포함)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3품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취득증빙 제출기한
- 매년 동계 졸업예정자는 12월 30일까지, 하계 졸업예정자는 6월 30일까지
3품 인증을 모두 취득해야 합니다.
- 3학년 말까지 조기 취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주관부서
- 인성인증: 학생지원팀 (02-760-1004, 1090)
- 글로벌인증: 학사콜센터 (1811-8585)
외국인유학생지원팀 (02-760-0022/031-290-5025) [외국인]
- 창의인증: 정보통신팀 (02-760-1265) [IT활용영역]
학사콜센터 (1811-8585) [창의/진로개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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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별 취득 방법
✪ 인성인증
[사회봉사영역]
- 인정활동: 국내 사회봉사활동
- 최소시간: 40시간, 의과대학 88시간(각각 교외활동 50% 이상)
- 입학년도별 인증기준
학생구분

2003학년도 이전

2004〜2006학년도

2007학년도 이후

3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40시간
(교외활동 20시간 이상)

재외국민전형/일반편입/
해외유학귀국편입

15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40시간
(교외활동 20시간 이상)

의과대학

88시간 이상

88시간 이상

88시간 이상
(교외활동 44시간 이상)

일

반

[자기발전영역]
- 인정활동: 심신수양 및 자기개발 활동(성균인성교육센터 인성교육프로그램, 대학
혁신과공유센터 리더십프로그램, 교내 국토대장정(2012학년도~), 교내
유학‧인문학관련특강 등)
- 최소시간: 80시간
- 행사주관 기관: 교내로 한정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자기발전영역 2시간은 사회봉사활동 1시간으로 환산 인정
(인정시간의 50%는 교외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
• 인성 인증 취득 방법
-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인성인증 이수
▪ 인성인증 취득이 가능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 활동
을 하여야 합니다.
▪ 2007학년도이후 신입학생은 사회봉사활동을 40시간 이상(의과대학생은
88시간 이상) 하여야 합니다. 단, 최소인증기준의 50% 이상은 반드시
교외봉사로 하여야 합니다.
▪ 사회봉사활동기관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봉사홈페이지(https://ur1004.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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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복 지 자 원 봉 사 인증 관 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포털
(https://www.1365.go.kr),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사회봉사활동 이수유형 및 결과보고
1) 학교에서 안내하는 봉사기관을 통한 이수
▪ 사회봉사홈페이지(https://ur1004.skku.edu) 프로그램, 학교홈페이지
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학생 스스로 선정한 봉사기관을 통한 이수
▪ 봉사활동 실시 전 아래의 유의사항에 유념하여 기관(프로그램)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생지원팀(☎02-760-1004, 1090)에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3) 헌혈
▪ 본인 헌혈 시 발급되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인증서(VMS)를 제출
하여야 하며, 1회당 4시간, 최대 2회(8시간)까지 인정합니다. 다만,
헌혈증서를 제출하여 봉사시간을 이미 인정받은 경우 봉사시간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봉사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 봉사기관이 공익사업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프로그램일 것
▪ 참여활동이 보수를 받는 아르바이트성 업무가 아니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날짜, 장소,
시간, 활동내용)을 가진 기관(단체)일 것
▪ 선교/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등)에서의 활동
(예시: 주일학교 교사 등)이 아닐 것
▪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등)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되나
선교/포교활동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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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 봉사활동을 통한 이수
▪ 단체 봉사활동은 학교에 등록된 동아리/대학/총학생회로 제한하며 최소 10인
이상이 동일한 장소(기관)에서 8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사회봉사활동결과확인서에는 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 첨부
5)「사회봉사론」과목 수강을 통한 이수
▪ 일반선택과목으로 개설되는 「사회봉사론」은 수업시간 중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학점이 인정되는 과목입니다.
6) 농촌 봉사활동을 통한 이수
▪ 농촌 봉사활동은 학교 주관 프로그램만 봉사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봉사활동시간 산정 시 봉사활동장소로의 이동 시간은(가는 날/오는 날)
제외되며, 실제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 시간(1일 8시간)만 인정됩니다.
7) 해외 봉사활동을 통한 이수(불가)
▪ 해외 봉사활동은 글로벌(국제) 영역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성 영역
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
▪ 사회봉사활동결과확인서는 학교양식과 기관발급 양식 모두 인정됩니다.
하지만 기관발급 양식의 경우 확인서 항목에 봉사활동시간 인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봉사기간, 봉사활동일자
및 일시별 구체적 봉사활동 내용, 장소/담당자 및 기관 대표자 확인 등)

✪ 글로벌인증
[외국어영역]
- 공인 외국어 성적 취득(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한자,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등)
- 글로벌커뮤니케이션및문화체험 영역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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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계열별 학생구분
- 입학계열별 외국어성적 기준 구분은 2019학번까지만 적용
학생구분

모집단위(입학연도)

A계열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리더계열(자유전공계열), 경영학계열,
인문사회과학계열(2001학번만 적용), 사범계열(2004학번 이후),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계열(2005학번~2016학번), 전자전기공학계열(2017학번 이후),
공학계열(2008학번 이후), 건축학계열, 의·약학계열

B계열

자연과학계열, 사범계열(2003학번 이전),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2004학번
이전), 공학계열(2007학번 이전), 스포츠과학대학(2016학번 이후)

C계열

재외국민 전형 합격자

D계열

예체능계열(스포츠과학대학 2015학번 이전 포함)

E계열

글로벌경제학계열, 글로벌경영학계열, 반도체계열, 소프트웨어계열,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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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계열별 공인외국어 성적 인증 기준
외국어명

TOEIC

기
1996학번

550점 이상

1997-2000학번

600점 이상

2001-2003학번

A계열 650점 이상
B계열 650점 이상
C계열/D계열 550점 이상

2004학번 이후

A계열 700점 이상
B계열 630점 이상
C계열 580점 이상
D계열 550점 이상
E계열 860점 이상

2001학번 이전

TEPS
(개정 전)

TEPS
(개정 후)

IBT

61점 이상

2002-2003학번

A계열 IBT 69점 이상
B계열 IBT 61점 이상
C계열/D계열 IBT 57점 이상

2004학번 이후

A계열 IBT 76점 이상
B계열 IBT 65점 이상
C계열 IBT 59점 이상
D계열 IBT 57점 이상
E계열 IBT 101점 이상

TOEFL

영
어

준

2001학번 이전

500점 이상

2002-2003학번

A계열 650점 이상
C계열 480점 이상

B계열 530점 이상
D계열 450점 이상

2004학번 이후

A계열 650점 이상
C계열 480점 이상
E계열 810점 이상

B계열 530점 이상
D계열 450점 이상

2001학번 이전

268점 이상

2002-2003학번

A계열 355점 이상
C계열 257점 이상

B계열 285점 이상
D계열 241점 이상

2004학번 이후

A계열 355점 이상
C계열 257점 이상
E계열 458점 이상

B계열 285점 이상
D계열 241점 이상

2001학번 이전

2단계 평균점수 50점 이상
3단계 평균점수 70점 이상

2002-2003학번

A계열 2단계 56점 이상
B계열 2단계 50점 이상
C계열 3단계 63점 이상
D계열 3단계 63점 이상

G-TELP

3단계 77점 이상
3단계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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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명

기

G-TELP 2004학번 이후

OPIc
영
어

A계열 IM 이상
D계열 NH 이상

TOEIC A계열 130점 이상
Speaking D계열 110점 이상

준

A계열 2단계 63점 이상
B계열 2단계 53점 이상
C계열 3단계 67점 이상
D계열 3단계 63점 이상
E계열 1단계 61점 이상

3단계 83점 이상
3단계 75점 이상

B계열 IL 이상
E계열 IM 이상

C계열 NH 이상

B계열 120점 이상
E계열 150점 이상

C계열 110점 이상

2단계 87점 이상

2001학번 이전

5.0 점 이상

2002-2003학번

A계열 5.5점 이상 B계열 5.0점 이상
C계열/D계열 4.5점 이상

2004학번 이후

A계열 6.0점 이상
C계열 4.5점 이상
E계열 7.0점 이상

IELTS

B계열 5.5점 이상
D계열 4.5점 이상

프랑스어

구 DELF 1급(A1, A2, A3, A4)이상, 신 DELF B1 이상

중국어

新HSK 시험 5급 180점 이상
OPIc(중국어) A계열 IM 이상
D계열 NH 이상

독일어

- Zertifikat Deutsch(ZD) 시험 210점 이상(befriedigend)
- TestDaF 취득

러시아어

토르플(TORFL) 1단계 이상

일본
어

JLPT

N2 이상

JPT

600점 이상

B계열 IL 이상
E계열 IM 이상

C계열 NH 이상

스페인어

스페인어 자격증(DELE) 중급 이상
OPIc(스페인어) A계열 IM 이상 B계열 IL 이상
D계열 NH 이상 E계열 IM 이상

한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한국어문회”,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대한검정회” 주관의 시험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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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입학연도별 공인외국어 성적 인증 기준
외국어명

기

준

2014~2015학번

TOPIK 4급 이상

2016학번 이후

TOPIK 5급 이상

한국어

※ 외국인의 한국어 성적은 취득시기, 유효기간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입학원서 제출 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인증을 기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및 문화체험영역]
- 해외학습활동: 해외 교환학생 , 해외 대학 어학연수 등(최소 정규 3학점
인정시)
- 국제연구활동: 국제저널에 저자(공저자 포함)로 연구논문 게재하거나 해
외학술대회 참가하여 발표한 후 본인 확인 가능한 증빙(학
술논문 표지와 목차, 학술대회 안내자료, 참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인증 신청
- 해외문화교류: 해외 봉사활동 40시간 이상
✪ 창의인증
[IT활용영역]
- IT관련 자격증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인증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
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등 전자, 전기, 정보기술 분야의‘산업기사’이상 자격
증(기능사 및 이하 수준의 자격증은 인증 불가)

2) 삼성SDS멀티캠퍼스인증 : e-Test Professional MASTER 4급 이상
3) 대한상공회의소인증
워드프로세서1급(2011년 이전), 통합워드프로세서(2012년 이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컴퓨터운용사

4) 한국생산성본부인증
ITQ A 또는 B등급 2과목 취득자(단, 2002년 11월 이전 취득자는 1과목),
ICDL 2과목 이상 취득자(단, 2과목은 다른 과목이어야 하며, 버전은 상관없음)
* ITQ A 또는 B등급에 대한 보충 설명
1) 2002년 11월 1일 이전 취득자는 1과목 이상만 취득하면‘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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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 2월 이후 졸업자는 2과목 이상 취득 시‘품’인증
3) 2과목 취득자는 과목의 성격이 달라야 함.(한컴 오피스 아래한글과 MS 오
피스 워드의 경우와 같이 동종 성격의 과목 취득은 1과목으로 인정)
* ICDL 취득자에 대한 보충 설명
ICDL 자격 종류는 ICDL, ICDL PROFESSIONALS, ICDL ADVANCED
3종류로 분류되는데, 본교 창의인증 인정 과목은 ICDL 워드프로세싱, 스프레
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 ONLINE ESSENTIALS 5과목과 ICDL
ADVANCED 워드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 4과
목, 총 9과목 중 2과목 이상 취득자(단, 2과목은 다른 과목이어야 하며 버전은
상관 없음)

5)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인증
PC 정비사 1·2급, 네트워크관리사 1·2급, 인터넷보안전문가 1·2급, 마이크
로 로봇 1~3급, 정보소양 1급

6) 한국정보관리협회인증: 문서실무사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7) MS사 인증
MOS 2과목 이상 취득자(단, 2과목은 과목이 다른 것이어야 하며, 버전은 상관없
음), MCAD, MCDST, MCP, MCSA, MCSD, MCSE, MCDBA, MCT

8) ADOBE사 인증: ACA 세부 6과목 중 2과목 이상 취득자(단, 2과목은 과목
이 다른 것이어야 하며, 버전은 상관없음)
9) AUTODESK사 인증: ACU 세부 5과목 중 2과목 이상 취득자(단, 2과목은
과목이 다른 것이어야 하며, 버전은 상관없음)

[창의/진로개발영역]
1) 국내 창의성/예체능 관련 대회 또는 공모전 입상(교외 공모전: 전국규모
이상이거나 참가규모가 100인 이상, 교내 공모전: 참가자 100인 이상)
 창의성: 창의력, 토론, 발명, 아이디어 활용·표현 관련 대회 또는 공모전 등
 예체능: 영화, 미술, 디자인, 건축, 무용, 체육 관련 대회 또는 공모전 등

2) 전문자격증 취득 및 공직 진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1호에서 정한‘기사’등급 이상의 국가자격을
취득
 전문자격증 취득: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
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국제재무분석사(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국제재무 위험관리사(FRM: Financial Risk Manager), IFRS관
리사(CIM: Certified IFRS Manager), 공인노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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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업관련 시험 최종 합격[입법고시, 5급 국가공무원 시험(행정, 기술,
외교관후보자), 공개경쟁시험(행정, 기술, 외교관후보자 등) 등]

4)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산업재산권 중 상표와 이외 저작권 등 지적재
산권은 인정 불허

5) 교내 창의성/취․창업프로그램 이수 및 입상 비교과프로그램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창의성프로그램 수료,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융합기초프로젝
트 수료, 대학혁신과공유센터 성균글로벌창의리더올림피아드 입상, 공학교육혁
신센터 GCTI 창의연구 수상, 창업교육센터 창업역량강화프로그램, 창업프로그
램 등 수료, 학생인재개발팀 취업역량강화과정(진로취업 정규교과목 1과목 이
상, 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1개 이상, 진로․취업상담 2회 이상) 이수

6) 창업
 창업지원단행정실에서 인정하는 업종, 업태의 사업을 창업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신청
※ 예외사항: 창의인증 산업재산권 내 저작권은 2020학년도 2학기까지만 창의인증 취득
인정(대상자: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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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후6개월초과자 3품 면제 조치
• 3품 인증 미취득으로 수료한 자가 수료학기로부터 1개 학기가 경과한 학기에 취업
자 인증 기준을 갖추고 면제 신청할 경우 3품 면제 조치
• 취득 기준
구분

취업자 인정 기준

취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면제신청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출 증빙자료
- 건강보험(4대보험)가입증명서

- 농업인확인서
면제신청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 어업인확인서
종사하는 자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면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1인
- 사업자등록증 1부
취업에준하는
되어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
창(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신청 1부
자격을갖춘자
합계가 6,650,000원 이상인 자
(자영업)
면제신청일 당시 연간
사업소득액이 4,056,690원
프리랜서
이상인 자
(기타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사업신고시 사업자로
신고자)
소득 신고한 경우는 1인
창(사)업자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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