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

장학생 선발 기준

Ⅰ. 취업지원형
 1. 평가배점표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항목 배점(50점) 세부 내용

평가
기준

100점∼97점 50
취업 준비계획 20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96점∼93점 48
유관사업 
참여자★ 15

-참여자: 15
-미참여자: 592점∼90점 46

졸업학기 5

-당해학기가 졸업학기 또는 
초과학기 재학생: 5
-잔여학기 1학기: 3
-잔여학기 2학기 이상: 1
※ 잔여학기 계산 시 당해학기는 제외
예) 4년제 학과 학생이 현재 6학기 

재학 중인 경우: 잔여학기 2학기

89점∼87점 44

86점∼83점 42

82점∼80점 40

80점 미만 30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10
-자격증 보유: 10
-자격증 미보유: 5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단, 현재 참여중인 유관사업도 증빙자료 제출 시 평가에 반영함

 2. 동점자 처리기준
  가. 취업 준비계획 고득점자 우선
  나. 유관사업 참여 횟수 많은 자 우선
  다. 남은 정규학기 수가 적은 자 우선
  라.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우선



Ⅱ. 창업지원형
 1. 평가배점표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항목 배점(50점) 세부 내용

평가
기준

100점∼97점 50
창업 준비계획 20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96점∼93점 48

창업강의★

이수자
15

-3과목 이상 이수: 15
-2과목 이수: 12
-1과목 이수: 10
-미이수: 5

92점∼90점 46

89점∼87점 44

졸업학기 5

-당해학기가 졸업학기 또는 
초과학기 재학생: 5
-잔여학기 1학기: 3
-잔여학기 2학기 이상: 1
※ 잔여학기 계산 시 당해학기는 제외
예) 4년제 학과 학생이 현재 6학기 
재학 중인 경우: 잔여학기 2학기

86점∼83점 42

82점∼80점 40

기술창업 여부
(특허 보유)

10
-특허 보유: 10
-특허 미보유: 580점 미만 30

★창업강의 
1) 연합전공 벤처경영학 개설 학부 강좌 전체
  : 벤처창업론, 창업론 실습 1․2, 기술 트렌드와 사업기회 분석, 창조와 혁신, 사회적 

기업의 창업, 제품 기획론, 창업론 특강, 벤처사업 기회연구, 벤처창업 웹 프로
그래밍 1․2,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전략 1․2, 기술사업화 실습 1․2 등

2) 강좌명에 ‘창업, 벤처, 기업가정신’ 등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학부 강좌 전체
  : IT벤처창업개론(컴퓨터공학부), 특허와 기술창업(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 

전공), 창업과 경제(산업공학과 연합전공 기술경영), 농생명 및 식품산업 기업가
정신(산업인력개발학전공), 기술과 창업(산업공학과) 등

 ※ 단, 현재 이수중인 강의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강의 이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평가에서 제외됨

2. 동점자 처리기준
 가. 창업 준비계획 고득점자 우선
 나. 창업강의 이수 과목이 많은 자 우선
 다. 남은 정규학기 수가 적은 자 우선
 라.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