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신입학 수시 모집요강



∙ 인터넷 원서접수 : 2021. 9. 10.(금) 10:00 ~ 9. 13.(월) 18:00

∙ 본교 캠퍼스, 전형 간 중복(복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형별로 모집단위는 1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시모집에서는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 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최초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요강의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입학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go.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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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수시 전형일정 - 전형별 /

인터넷 원서접수 : 9. 10.(금) 10:00 ~ 9. 13.(월) 18:00 (전 전형 공통)

 전 형 일 정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 ∙ 최종합격자 발표 : 10. 19.(화) 예정

학생부종합

(일반, 고른기회,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 최종합격자 발표 : 12. 16.(목) 예정

논술

∙ 논술고사 : 11. 27.(토) - 상경/인문/의예계열

11. 28.(일) - 자연계열

∙ 최종합격자 발표 : 12. 16.(목) 예정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 1단계 합격자 발표 : 10 19.(화) 예정

∙ 2단계 면접 : 10. 23.(토)

∙ 최종합격자 발표 : 11. 5.(금) 예정

실기/실적(미술특기자)

∙ 1단계 합격자 발표 : 10. 19.(화) 예정

∙ 2단계 실기고사 : 10. 21.(목)

∙ 최종합격자 발표 : 11. 5.(금) 예정

실기/실적

(음악특기자)

피아노과

∙ 1단계 실기고사 : 10. 2.(토) ~ 10. 4.(월)

∙ 1단계 합격자 발표 : 10. 6.(수) 예정

∙ 2단계 실기고사 : 10. 8.(금) ~ 10. 10.(일),

10. 15.(금) ~ 10. 18.(월)

∙ 최종합격자 발표 : 11. 5.(금) 예정

관현악과

국악과

∙ 일괄합산 실기고사 : 10. 2.(토) ~ 10. 4.(월)

10. 8.(금) ~ 10. 10.(일) 

10. 15.(금) ~ 10. 18.(월)

∙ 최종합격자 발표 : 11. 5.(금) 예정

실기/실적(체육특기자) ∙ 최종합격자 발표 : 11. 5.(금) 예정

실기/실적(연기특기자)
∙ 면접 : 10. 29.(금)

∙ 최종합격자 발표 : 11. 5.(금) 예정

실기/실적(무용특기자)
∙ 실기고사 : 10. 16.(토) ~ 10. 18.(월)

∙ 최종합격자 발표 : 11. 5.(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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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수시 전형일정 - 일자별 /

기 간 전 형 전형일정

9. 10.(금) ~ 9. 13.(월) 수시 전 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9. 10.(금) ~ 9. 14.(화)
제출서류가 있는 전형 지원자에 한함

(방문접수 불가)
제출서류 접수

10. 2.(토) ~ 10. 4.(월) 실기/실적(음악특기자)
(피아노) 1단계 실기고사

(관현악, 국악) 실기고사

10. 6.(수) 실기/실적(음악특기자) (피아노) 1단계 합격자 발표

10. 8.(금) ~ 10. 10.(일)

10. 15.(금) ~ 10. 18.(월)
실기/실적(음악특기자)

(피아노) 2단계 실기고사

(관현악, 국악) 실기고사

10. 16.(토) ~ 10. 18.(월) 실기/실적(무용특기자) 실기고사

10. 19.(화)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 최종합격자 발표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실기/실적(미술특기자)
1단계 합격자 발표

10. 21.(목) 실기/실적(미술특기자) 2단계 실기고사

10. 23.(토)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2단계 면접

10. 29.(금) 실기/실적(연기특기자) 면접

11. 5.(금) 실기/실적 전 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11. 27.(토) ~ 11. 28.(일) 논 술

논술고사

• 27.(토) : 상경/인문/의예

• 28.(일) : 자연

12. 16.(목)
학생부종합

(일반, 고른기회,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논술
최종합격자 발표

12. 17.(금) ~ 12. 20.(월) 수시 전 전형 합격자 등록

12. 21.(화) ~ 12. 27.(월)

※ 27일 21:00까지
수시 전 전형 미등록 충원

12. 21.(화) ~ 12. 28.(화)

※ 28일 16:00까지
수시 전 전형 미등록 충원 등록

’22. 2. 9.(수) ~ 2. 11.(금) 수시 전 전형 최종 등록

※ 위 전형일정은 원서접수 후 지원자 수, 대학별고사 실시 여건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계열/모집단위(학과)별 대학별고사 세부 일정 및 실기/실적(음악특기자, 무용특기자) 실기고사 일정은 

전형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및 활동소개서가 필요한 대상자 온라인 입력 : 9.14.(화) 17시 마감



�공통 모집인원 - 총괄표

- 3 -

/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인원 - 총괄표 /

전형별 최종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대 학 계 열
모집단위

(학과)

전체

모집

인원

정원 내 정원 외

수시

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논술
실기

/실적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

공과

자연 건축학부 43 6 11 2 5 　 　 　 24

자연 건축공학부 41 5 10 3 5 　 　 　 23

자연 건설환경공학과 52 7 13 4 5 　 　 　 29

자연 도시공학과 40 5 10 3 4 　 　 　 22

자연 자원환경공학과 28 3 7 2 3 　 　 　 15

자연 융합전자공학부 145 17 41 6 17 　 　 　 81

자연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150 16 35 7 16 13 　 　 87

상경 정보시스템학과(상경) 37 5 9 2 4 　 　 　 20

자연 전기･생체공학부
(전기공학) 60 6 17 4 7 　 　 　 34

자연 전기･생체공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 27 　 11 　 4 　 　 　 15

자연 신소재공학부 87 10 23 4 9 　 　 　 46

자연 화학공학과 55 6 14 4 6 　 　 　 30

자연 생명공학과 23 3 6 　 3 　 　 　 12

자연 유기나노공학과 31 4 7 2 3 　 　 　 16

자연 에너지공학과 33 3 7 2 4 　 　 　 16

자연 기계공학부 150 21 40 5 15 　 　 　 81

자연 원자력공학과 36 5 8 2 4 　 　 　 19

자연 산업공학과 43 5 11 2 5 　 　 　 23

자연 미래자동차공학과 45 5 11 2 5 　 　 　 23

자연 데이터사이언스학부 81 10 41 　 　 　 　 　 51

의과 자연 의예과 111 　 36 3 8 　 　 　 47

인문과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29 4 7 2 4 　 　 　 17

인문 중어중문학과 44 7 14 2 　 　 　 　 23

인문 영어영문학과 54 8 13 2 　 　 　 　 23

인문 독어독문학과 18 4 14 　 　 　 　 　 18

인문 사학과 22 3 6 　 4 　 　 　 13

인문 철학과 17 3 4 　 3 　 　 　 10

사회과학

인문 정치외교학과 32 4 9 　 4 　 　 　 17

인문 사회학과 29 4 8 　 4 　 　 　 16

인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5 6 12 2 5 　 　 　 25

인문 관광학부 37 5 9 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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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계 열
모집단위

(학과)

전체

모집

인원

정원 내 정원 외

수시

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논술
실기

/실적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

자연과학

자연 수학과 44 5 8 3 8 　 　 　 24

자연 물리학과 39 4 10 2 5 　 　 　 21

자연 화학과 52 7 13 3 5 　 　 　 28

자연 생명과학과 48 6 12 3 5 　 　 　 26

정책과학
인문 정책학과 92 12 32 4 6 　 　 　 54

인문 행정학과 38 5 10 2 4 　 　 　 21

경제금융 상경 경제금융학부 111 12 33 5 11 　 　 　 61

경영
상경 경영학부 213 32 84 5 18 　 　 　 139

상경 파이낸스경영학과 50 6 15 2 5 　 　 　 28

사범

인문 교육학과 20 3 6 2 　 　 　 　 11

인문 교육공학과 20 3 6 2 　 　 　 　 11

인문 국어교육과 23 3 5 2 3 　 　 　 13

인문 영어교육과 24 3 7 2 　 　 　 　 12

자연 수학교육과 19 3 3 2 3 　 　 　 11

예체능 응용미술교육과 22 　 　 　 　 22 　 　 22

생활과학

자연 의류학과(자연) 12 4 4 　 4 　 　 　 12

인문 의류학과(인문) 21 7 12 2 　 　 　 　 21

자연 식품영양학과 36 9 17 2 8 　 　 　 36

자연 실내건축디자인학과(자연) 13 4 6 　 3 　 　 　 13

인문 실내건축디자인학과(인문) 24 7 15 2 　 　 　 　 24

음악

예체능 성악과 25 　 　 　 　 　

예체능 작곡과 14 　 　 　 　 　

예체능 피아노과 19 　 　 　 8 　 8

예체능 관현악과 38 　 　 　 10 　 10

예체능 국악과 32 　 　 　 32 　 32

예술체육

예체능 스포츠산업과학부
(스포츠매니지먼트) 30 8 　 　 5 　 13

예체능 스포츠산업과학부
(스포츠사이언스) 30 7 　 　 5 　 12

인문 연극영화학과(영화전공) 21 7 4 　 　 11

예체능 연극영화학과(연극연출) 4 　 　 　 　

예체능 연극영화학과(연기) 17 　 　 3 　 3

예체능 무용학과 32 　 　 32 　 32

간호학부 자연 간호학과 39 5 11 3 5 　 　 24

국제학부 인문 국제학부 49 40 　 　 　 　 40

산업융합학부 자연/인문 산업융합학부 1 　 　 　 1 154 155

합   계 2,917 330 835 117 257 130　 1 15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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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 관련 안내 /

1. 모집단위 특이사항

가.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5년제입니다.

나. 정보시스템학과는 편제상 공과대학 소속이나 “상경계열”로 선발하므로 지원 시 전형에 따라 반영교과, 

고사유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및 심리뇌과학과는 공과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부로 통합되었습니다. 데이터사이

언스학부 입학생의 세부전공(데이터사이언스전공, 심리뇌과학전공)은 2학년 진급 시 결정되며 전공별 

인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라. 전기·생체공학부는 전기공학전공(60명)과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27명)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마. 스포츠산업학과와 체육학과는 스포츠산업과학부로 통합되어 스포츠매니지먼트전공(30명)과

스포츠사이언스전공(30명)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바. 의예과는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일반, 고른기회)전형과 논술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사. 연극영화학과는 전형별로 선발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학생부종합(일반) : 연극영화학과(영화전공) 7명

- 논술 : 연극영화학과(영화전공) 4명

- 실기/실적(연기특기자) : 연극영화학과(연기) 3명

※ 연극영화학과(연극연출) 4명은 정시에서 선발

아. 실기/실적(글로벌인재) 전형 선발이 폐지됩니다.

자. 산업융합학부 입학생의 세부전공은 2학년 진급 시 결정되며 전공별 인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2. 전공단위 모집

아래 학부는 세부전공별로 입학생을 나누어 선발합니다.

대 학 학 부 전 공

공 과 전기·생체공학부 전기공학, 바이오메디컬공학

예술체육 스포츠산업과학부 스포츠매니지먼트, 스포츠사이언스

3. 교육인증 프로그램

가. 공학교육인증

 • 대상학과 :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기계공학부

 • 인증기관 : ABEEK(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 관련부서 : 공학교육혁신센터(http://abk.hanyang.ac.kr)

 • 해당 모집 단위에 합격한 입학생은 전원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심화 프로그램의

이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 내규에 따릅니다.

   (인증평가 결과 및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건축학교육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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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학과 : 공과대학 건축학부

 • 인증기관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다. 경영학교육인증

 • 대상학과 : 경영대학 경영학부, 파이낸스경영학과

 • 인증기관

   - 국제경영발전협의회 :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ACSB International)

   - 한국경영교육인증원 :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KABEA)

라. 의학교육평가인증

 • 대상학과 : 의과대학

 • 인증기관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마. 간호교육평가인증

 • 대상학과 : 간호학부 간호학과

 • 인증기관 :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4. 교직 개설 모집단위

아래 모집단위(학과)는 2021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교직이 개설되어 있어 교직과정 이수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의 ☎ 02-2220-1092 / 사범대학 행정팀)

대 학 모집단위(학과)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음악대학 성악과, 작곡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

예술체육대학 스포츠산업과학부(스포츠사이언스), 연극영화학과, 무용학과

간호학부 간호학과

5. 해외대학 교류 프로그램

아래 모집단위는 본교가 지정하는 해외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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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과 내 용 문 의

경영대학

13개국 26개 대학과 학생교류 프로그램 운영

 * 교환학생 : 캐나다 Alberta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Alberta 외 16개교  

 * 학‧석사 연계 과정 : 미국 Temple University 외 2개교 

 * 복수학위 : 프랑스 ICN Business School

02-2220-2436

인문과학

대학

중어중문학과

2학년 2학기에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전원 의무적으로 한 학기 과정 이수

 * 단, 중국 국적 학생은 칭화대학교 해외교류 과정에서 제외
02-2220-0770

2학년 2학기부터 타이완 국립 타이완대학교 중문과에서 2년간 수학 후

양 대학 학사학위 동시 취득(매년 2명 선발)

독어독문학과 3학년 1학기부터 독일 국립 바이로이트대학교에서 한 학기 과정 이수 02-22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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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수시 주요사항 안내 /

수시 전형별 주요사항 : 수시 전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전 형 주 요 사 항 page

학생부교과

• 모집인원 : 330명

•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18 ~ 19

학생부종합

• 모집인원

   - 일반 : 835명

   - 고른기회 : 117명

   -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 155명

•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20 ~ 27

논 술

• 모집인원 : 257명

• 전형방법 : 논술 80% + 학생부종합평가 20%

• 논술중심 전형

•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 논술고사 : 90분

• 수능 면제

28 ~ 31

실기/실적

• 실기전형 총 모집인원 : 130명

• 수능 면제

•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 13명

   - 1단계 : 실적평가 100%

   - 2단계 : 면접 60% + 학생부종합평가 40%

• 실기/실적(미술특기자) : 22명

   - 1단계 : 학생부종합평가 100% 

   - 2단계 : 실기 100%

• 실기/실적(음악특기자) : 50명 

   - 실기중심 선발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상이)

• 실기/실적(체육특기자) : 10명

   - 경기실적 70% + 학생부종합평가 30%

• 실기/실적(연기특기자) : 3명

   - 연기실적 70% + 면접 30%

• 실기/실적(무용특기자) : 32명

   - 실기 80% + 학생부교과 20%

32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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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전형 기타 안내사항� /

1. 중복(복수) 지원

• 수시 지원횟수 : 수시전형 6회 지원 제한 범위 내에서 캠퍼스(서울/ERICA) 및 전형 간

중복 지원 제한은 없습니다.

• 전형 내 중복지원 : 불가, 동일한 1개의 전형에서는 1개의 모집단위만 지원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시 전형별, 대학별 고사시간이 겹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모집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교차지원 : 전 전형에서 가능

3. 계열별 수능 필수 응시영역 : 없음(수시 전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4.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지원 가능 전형

•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전형 자격요건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 논술 전형

•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음악특기자, 체육특기자, 연기특기자, 무용특기자) 전형

5. 학생부종합전형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어긋나는 수상 및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평가 반영 불가

✔ 학생부 주요평가영역 : 종합평가 시 중점적으로 확인·평가하는 항목

✔ 학생부 주요평가영역을 제외한 기타 학생부영역 또한 종합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어긋나는 수상 및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평가 반영 불가

 ‣ 교외수상 : 평가 반영 불가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9 page)

 ‣ 교외활동 :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주최・주관 체험활동에 한해 평가에 반영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9 page)

6. 논술전형

• 학생부종합평가 :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참고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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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전형별 지원자격� /

전 형 졸업 연도

고교유형

일반고 특목고 영재고 특성화고 외국고 검정고시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1) 2021년 2월 이후 O O X X X X

학생부
종합

일반 2020년 2월 이후 O O O O X X

고른
기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한 없음 O O O O O O

국가보훈대상자 2020년 2월 이후 O O O O X X

농어촌학생 2020년 2월 이후 O X X O X X

특성화고교졸업자 2020년 2월 이후 X X X O X X

특수교육대상자 제한 없음 O O O O O O

특성화고졸재직자2)

정원 내/외
제한 없음 △2) X X O X X

논술 제한 없음 O O O O O O

실기/실적

소프트웨어인재 제한 없음 O O O O O O

미술특기자 제한 없음 O O O O X X

음악특기자 제한 없음 O O O O O O

체육특기자 제한 없음 O O O O O O

연기특기자 제한 없음 O O O O O O

무용특기자 제한 없음 O O O O O O

1) 학생부교과 전형 유의사항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고(각종학교 포함),

일반/종합고의 전문계반(학과), 학생부 성적체계가 다른 고교는 지원 불가

2)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전형 : 세부 지원자격은 26~27 page 에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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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유의사항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신입생 선발 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지원자는 항상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미확인 및 불이

행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원서접수

 • 전형료 결제(입금)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임 (수정, 취소 일절 불가)

 • 지원자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한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6회를 

초과한 경우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 처리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무효 처리됨

 • 전형/캠퍼스 간 중복 지원자는 대학별고사(필기/면접/실기)의 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함(전형일정이 사전 공지된 전형의 전형일자 중복은 접수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입학원서 기재(입력)사항 누락, 입력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과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연락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함(E-mail 신청)

 • 사진은 인터넷 접수 시 안내하는 정해진 규격의 사진을 업로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나 상반신이 

보이는 증명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시 부모(친인척 포함) 직업 기재 금지

 • 대상서류 : 자기소개서[학생부종합(고른기회),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활동소개서[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 금지내용 :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고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선발

 • 입학전형 관련 평가내용, 성적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입학전형 결과에 관한 이의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한양대학교 학칙 

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2020.11.02.개정)’을 따름

 • 결시자, 1단계 불합격자는 최종 합격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 2022년 졸업예정자는 당해연도 2월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함

 • 지원자격 미충족자 또는 아래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함

-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대학별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 지원자 미달, 미등록, 합격자의 등록포기 및 수시 미등록충원 실시 후 결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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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 등록방법 : 수시모집 합격자 전자문서 등록(합격자 발표 시 방법 안내)

구 분 납부기간 금 액 납부은행

전자문서등록  2021. 12. 17.(금) 09:00 ~ 12. 20.(월) 16:00까지 - -

등록금납부  2022. 2. 9.(수) 09:00 ~ 2. 11.(금) 16:00까지 추후공지 신한은행

 • 수시모집 합격자 ‘전자문서 등록’은 등록의사를 밝히고 등록을 완료하는 절차로, 등록(예치)금을 납부하는 절차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합격자 ‘전자문서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등록금 납부기간(2022.2.9.(수) 09:00 ~ 2.11.(금) 

16:00)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 합격확인,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별도 교부는 없음

 • 전액 장학생 등 등록금 납부 금액이 없는 합격자도 납부기간 내에 은행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함

 • 보훈대상자, 한양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등 장학대상자는 장학처리절차(학생지

원팀)에 따라 장학혜택을 확인받고,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기간 내에 은행에서 등록해야 함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최종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을 금지함

 • 모든 전형 종료 후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및 등록 상황을 전산으로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4. 등록포기, 환불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입학처 홈페이지, 지원자 통합 서비스)

신청메뉴 대 상 신청기한

등록포기 신청 및 조회 합격자 중에서 등록할 의사가 없는 학생
등록 포기원인 발생 즉시

환불 신청 및 조회 등록한 자 중에서 환불(등록포기)을 원하는 학생

 • 지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포기 의사(환불 신청 포함)를 밝힌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을 취소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합격자에게는 충원합

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됨

5. 미등록 충원

 • 2021. 12. 21.(화) ~ 27.(월) (합격자 발표 – 27일(월) 21:00까지 / 등록 – 28일(화) 16:00까지)

 • 미등록 충원 및 추가합격자 발표 관련 세부 사항은 최초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 추가합격자 발표 시 전화로 합격자를 통보할 경우 지원자가 원서 접수 시 입력한 연락처로 3회 이상의 통화 

시도 후에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추가합격자로서 등록의사가 없는 자로 간주함

 • 인터넷을 통한 추가 합격자 발표 시 확인(인터넷을 통한 합격자 조회) 여부에 상관없이 합격자로 발표한 자는 

모두 추가합격자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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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방법 및 전형료 /

1. 접수일정 : 2021. 9. 10.(금) 10:00 ~ 9. 13.(월) 18:00까지

2.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적용)

접수사이트
접속

→
공통원서

작성
→

한양대학교
원서작성

→ 전형료결제 → 수험표출력 → 서류제출

① 한양대학교

   입학처

② 원서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③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공통회원

가입 후 

공통원서 작성

(인적사항 등)

유의사항

확인 후, 

지원사항 입력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 대학교에서

부담함

필기/면접/실기

고사를 보는 

수험생은

고사 당일

필수 지참

14 page

참조

3. 전형료

전형 전형료 감면금액 납부금액
1단계 불합격자

환불금액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 35,000원 - 35,000원 -

학생부종합(일반) 45,000원 - 45,000원 -

학생부종합(고른기회1) 25,000원 24,000원 1,000원 -

학생부종합(고른기회2) 25,000원 - 25,000원 -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20,000원 - 20,000원 -

논술 55,000원 - 55,000원 -

실기/

실적

소프트웨어인재 95,000원 - 95,000원 40,000원

미술특기자 95,000원 - 95,000원 60,000원

음악특기자[피아노과] 115,000원 - 115,000원 50,000원

음악특기자[관현악과] 95,000원 - 95,000원 -

음악특기자[국악과] 95,000원 - 95,000원 -

체육특기자 45,000원 - 45,000원 -

연기특기자 65,000원 - 65,000원 -

무용특기자 95,000원 - 95,000원 -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함

※ 학생부종합(고른기회1)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부종합(고른기회2) :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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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료 환불

 •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음

 • 아래의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까지 환불의사를 밝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형료 전액을 환불함

 •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

   - 본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위의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를 제외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시기에 따라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구 분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 전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전형료의 70% 환불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후부터 전형별 고사 후 3일 이내 전형료의 50% 환불

전형별 고사 후 4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 타 대학교 전형과 고사시간이 중복될 경우,

-  원서접수 전에 고사시간을 공지한 전형의 경우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원서접수 후에 고사시간을 공지하여 타 대학과 고사시간이 중복되는 전형의 경우 타 대학 수험표 및 고사 

일정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환불여부를 결정함

 •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1)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수험생이 본교 서울캠퍼스의 다른 전형 [학생부종합(일반),

논술, 특기자 등]에 지원하는 경우도 학생부종합(고른기회1)에 준하여 전형료를 감면하고 차액을 환불함

   - 단, 해당 수험생은 서류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입학원서’와 ‘해당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학생부종합(고른기회1) 지원자격 및 증빙서류는 모집요강 21~22 page 참조

   - 학생부종합(고른기회1)에 기 지원한 수험생이 본교 서울캠퍼스의 다른 전형[학생부종합(일반), 논술,  특기자 

등]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격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음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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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관련 공통사항 /

1. 제출방법 : 제출서류가 있는 전형 지원자에 한함

• 우편접수 :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신본관 1층 입학처

※ 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되는 발송용 표지 사용 시 우편요금 면제(수신자 부담)

• 방문접수 : 불가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전면 중지

2. 제출기한

• 우편접수 : 2021. 9. 14.(화) 소인분까지

3.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시 제출서류는 캠퍼스별, 전형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의 우측 하단에 반드시 본 대학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해야 함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의 도착여부는 서류 발송 후 약 3-4일이 지난 후부터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우편 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제출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 및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2013년 

2월 졸업자 포함)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 시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봉투에 넣어 제출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는 출신 고교장의 직인 날인한 서류도 인정함)

• 합격자 선발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4. 외국고교 출신자 제출서류
•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사본 제출)

①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②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① 지원당시 졸업예정자는 졸업장(Diploma)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

② 공통 제출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추가 제출

• 영문이 아닌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해야 함

5. 검정고시 출신자 제출서류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대상 : 2015년 1회차 ~ 2021년 1회차 검정고시 합격자

(2021년 2회차 합격자는 제출기한 내에 우편으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의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대상자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www.neis.go.kr)을 통해 직접 온라인 제공 신청을 하여야 오프라인 서류 제출이 면제되며(온라인 

제공 신청 후 발급받은 “제공 동의 확인 번호”를 우리대학 수시모집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 

미 신청 시 오프라인으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도 인터넷 원서접수 시 오프라인(우편)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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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선발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

전 형 선발방법 전형요소 반영비율 (%)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 일괄합산 학생부교과 100

학생부종합(일반) 일괄합산 학생부종합평가 100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일괄합산 학생부종합평가 100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일괄합산 학생부종합평가 100

논술 일괄합산 논술 80 + 학생부종합평가 20

실기/실적

소프트웨어인재

1단계
(5배수 내외)

실적평가 100

2단계 면접 60 + 학생부종합평가 40

미술특기자

1단계
(10배수 내외)

학생부종합평가 100

2단계 실기 100

음악
특기자

피아노과

1단계
(3배수 내외)

실기 100

2단계 실기 90 + 학생부교과 10

관현악과 일괄합산 실기 90 + 학생부교과 10

국악과
(기악, 성악)

일괄합산 실기 80 + 학생부교과 20

국악과
(작곡, 이론)

일괄합산 실기 60 + 학생부교과 40

체육특기자 일괄합산 경기실적 70 + 학생부종합평가 30

연기특기자 일괄합산 연기실적 70 + 면접 30

무용특기자 일괄합산 실기 80 + 학생부교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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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전형 주요 변경사항 /

1. 지역균형발전 전형 신설

-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는 <지역균형발전> 전형 신설 (모집인원 330명)

-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 가능하며,

고교별 3학년 재적인원 기준 11% 인원까지 추천 가능

2. 논술 전형 모집인원 감소

전형 계열
선발인원

비고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논술

자연 274명 174명

2021학년도 대비

31%감소

인문 42명 35명

상경 59명 48명

계 375명 257명

3. 실기/실적(글로벌인재) 폐지

전형 모집단위
선발인원

비고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실기/실적

(글로벌인재)

중어중문학과 7명 선발하지 않음

2022학년도부터

폐지

영어영문학과 10명 선발하지 않음

독어독문학과 6명 선발하지 않음

국제학부 40명 선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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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통폐합, 공과대학 및 예술체육대학 일부 모집단위(명) 변경

2021학년도 모집단위명 2022학년도 모집단위명

공과대학 전기·생체공학부 →
공과대학

전기·생체공학부(전기공학)

전기·생체공학부(바이오메디컬공학)

인텔리전스

컴퓨팅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과

예술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자연)

→ 예술체육대학

스포츠산업과학부(스포츠매니지먼트)
스포츠산업학과(인문)

체육학과(자연)
스포츠산업과학부(스포츠사이언스)

체육학과(인문)

5. 실기/실적(음악특기자 국악과), 실기/실적(무용특기자) 일괄합산 방식으로 전환

전형명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단계 전형요소 단계 전형요소

실기/실적

(음악특기자

국악과)

단계별

선발

(1) 가야금 등 5개 전공

  - 1단계: 실기 100

  - 2단계: 실기 80 + 교과 20 일괄

합산
실기 80 + 학생부교과 20

일괄

합산

(2) 아쟁 등 5개 전공

  - 실기 80 + 교과 20

실기/실적

(무용특기자)

단계별

선발

  - 1단계: 실기 70 + 교과 30

  - 2단계: 1단계 실기성적 100

일괄

합산
실기 80 + 학생부교과 20

 6.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 졸업 연도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 폐지

전형 모집단위
졸업 연도에 따른 지원자격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실기/실적

(소프트웨어인재)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2019년 2월 이후 

졸업자만 지원가능
졸업 연도 제한 없음

실기/실적

(미술특기자)※
응용미술교육과

실기/실적

(무용특기자)
무용학과

2020년 2월 이후 

졸업자만 지원가능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미술특기자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수시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

- 19 -

/ 2022학년도 수시 전형별 세부사항 /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

❖ 학생부교과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2022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반영 교과(목) 확대

❖ 데이터사이언스학부는 자연계열로 추천

1. 모집인원 : 330명

• 의예과 및 일부 학과는 선발하지 않음

• 학과별 인원은 3~4 page 참조

2. 지원자격 : 2021년 2월 이후(2021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로서 통산 5개 학기 이상 국내 고교 성적 취득 및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기준> 지원 모집단위의 계열이 ‘자연’인 경우 아래의 ⅰ,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ⅰ. 수학 교과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중 1과목 이상 이수

  ⅱ. 과학 교과에서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중 1과목 이상 이수

※ 2021년 4월 1일자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3학년 재적인원 11% 인원만큼 추천 가능

※ 계열별 제한인원수 없음

※ 지원 제한(불가) 고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고(각종학교 포함),

일반/종합고의 전문계반(학과), 학생부 성적체계가 다른 고교

3.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 학교장추천서 양식 및 제출방법은 수시 원서 접수 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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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 100%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 49 page 참조

5. 동점자 처리기준 : 학생부 교과별 성적 및 이수단위 우위자

계 열
순 위

자 연 인 문 상 경

1 수학 교과성적 영어 교과성적 영어 교과성적

2 과학 교과성적 국어 교과성적 수학 교과성적

3 영어 교과성적 수학 교과성적 국어 교과성적

4 수학 이수단위 영어 이수단위 영어 이수단위

5 과학 이수단위 국어 이수단위 수학 이수단위

6 영어 이수단위 수학 이수단위 국어 이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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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일반)

❖ 학생부종합평가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2022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 공과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부 41명 선발

1. 모집인원 : 835명

• 학과별 인원은 3~4 page 참조

2. 지원자격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4.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종합평가 방법 : 47 page 참조

5.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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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고른기회)

❖ 학생부종합평가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1. 모집인원 : 117명

• 학과별 인원은 3~4 page 참조

2. 지원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국가보훈대상자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을

충족하는 자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농어촌학생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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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격 요 건

농어촌학생

⑤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6년 이수자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⑥ 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수자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농어촌(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제외 대상자 :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 행정구역 적용범위 :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

학교)의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을 확인하여 휴학, 자퇴 등의 사실이 드러

나는 경우 불인정)

※ 합격자의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특성화고교

졸업자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전입한 자는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특수교육대상자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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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지원자격 증빙서류

자격요건 제출서류 비 고

① 수급자 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②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택1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④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발급

⑤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3부(부, 모, 학생 기준 각 1부씩 제출)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1부 발급)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⑥

㉠ 주민등록초본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 기준)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⑦ ~ ⑧ 없음

⑨ 장애인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⑩ 국가유공자 확인원(원본) 상이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①, ②, ③ 자격요건 대상자 중 지원자격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지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자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이혼 가정의 경우

해당자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2021. 8. 10.(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단, 지원자격 ②~③ 해당자는 2021. 9. 3.(금)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지원자격 증빙서류 심사 후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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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에 한하여 제출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자기소개서 문항>

1.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

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2.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3.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4. 입학 후 본인이 꿈꾸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업, 동아리, 교우관계, 진로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지원자가 계획하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입하시면 됩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함(별도 우편 제출할 필요 없음)

※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고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도 작성할 수 없음.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

No. 활동․경력 명 참여시기

1 년       월

2 년       월

3 년       월

4 년       월

5 년       월

 -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활동·경력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경우 최대 5개의 활동에 대해 상기 목록표를 작성한 

뒤 해당 활동·경력에 대한 입증서류를 10매(A4용지 규격사이즈) 이내로 제출

 - 활동·경력 목록표 및 입증서류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지원자가 필요할 경우 제출하는 선택 제출서류임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작성 후 입증서류(스캔)와 함께 제출서류 기한 내에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관련 공통사항 : 14 page 참조)

 ※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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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종합평가 방법 : 47 page 참조

5.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지원한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기준학과가 아닐 경우 “동일계열”에 해당하는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으로 인정함

한양대학교 모집단위 동일계열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 공과대학 전 학과

 (정보시스템학과 제외)

• 의예과

•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

• 수학교육과

• 생활과학대학 전 학과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전기·전자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공업과, 전기과, 전자과

상업 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농생명 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수산·해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환경·안전, 선박 운항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항해과, 기관과

• 인문계열 전 학과

• 상경계열 전 학과

• 생활과학대학 전 학과

• 간호학과(자연)

상업 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가사·실업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보건·복지, 음식 조리, 

섬유·의류, 인쇄·출판·공예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조리･식음료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출판과, 공예과

농생명 산업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6.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7. 기타 : 지원자격 구분별 선발인원 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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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필요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산업융합학부 155명(정원 내 1명 포함)

 ※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재학 중 타과로 전과 불가

2.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내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마이스터고 졸업일 이후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

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구 분 세부사항

산업체

적용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본 등)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재직기간

산정

•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함

•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 

•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을 포함하여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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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순 번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1 필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2 필수 재직(경력)증명서

•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원자격 충족을 위해 2개 이상의 산업체 재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지원자는 전/현 직장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군 현역복무자는 복무확인서(군 복무기간 전체 기재 요망), 전역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해당자
산업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비고의 1개 항목 이상)

• 재직(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산업체 모두 제출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제출

  ①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②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③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4 해당자 농지원부 등본 등 공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농업, 수산업 등의 산업체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를 제출

5 해당자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및 

자영업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 휴업/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해당자에 한함

※ 2021. 8. 10.(화) 이후(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최종합격자는 2022. 3. 1.(화) 기준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4.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종합평가 방법 : 47 page 참조

5.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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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술

❖ 유형 :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 논술고사 시간 : 90분

❖ 수능 면제 ❖ 의예과 8명 선발

2022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 정책학과 및 행정학과 상경계열 논술고사 진행

❖ 상경계열 및 의예과 : 인문논술 + 수리논술

❖ 자연계열 수리논술 출제범위 변경 : 기하 포함
   (2022학년도 수능 출제범위와 동일)

1. 모집인원 : 257명

• 아래의 모집단위에서는 논술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음

단과대학 미선발 모집단위(학과)

공과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영어교육과, 응용미술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인문), 실내건축디자인학과(인문)

음악대학 음악대학 전 모집단위

예술체육대학
스포츠산업과학부(스포츠매니지먼트/스포츠사이언스),

연극영화학과(연극연출/연기), 무용학과

국제학부 국제학부

산업융합학부 산업융합학부

※ 연극영화학과(영화전공) 4명은 인문계열로 선발

2.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

3.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학력증명서(해당자)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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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 논술 80% + 학생부종합평가 20%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 48 page 참조

5. 논술고사 안내

• 시험 안내

계 열 평가유형 문항 수 출제범위 시간

인문 인문논술  1문항 (1,200자) • 수능 출제범위와 동일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독서,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90분

상경

인문논술  1문항 (600자)

수리논술  1문항 (소문항 3~4문항)
• 수능 출제범위와 동일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자연 수리논술  2문항 (소문항 각 3~4문항)
• 수능 출제범위와 동일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의예

인문논술  1문항 (600자) • 인문·상경계열 인문논술과 상동

수리논술  1~2문항 (소문항 2~3문항) • 자연계열과 상동 

• 출제 및 평가의도

인 문

제시문에 나타난 주장과 근거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종합적 의견과 정합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창의적 적용 능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통합논술. 다양한 주제들을 활용하

여 인문·사회과학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자 연

단답형 문제를 지양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함. 학생들이 수학 교과서에 

있는 정의들을 기본으로 하여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논리적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상 경 

의 예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하여 인문논술과 수리논술을 함께 출제하며, 출제 및 평가의도는 

각각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의 출제 및 평가의도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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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별 논술고사 일정

※ 모집단위별 논술고사 일정은 지원인원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 자
응 시
계 열

구 분 시험시간 모집단위

11. 27.

(토)

상경 오전
09:45

~
11:15

공과대학 정보시스템학과(상경)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행정학과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학부

경영대학 경영학부, 파이낸스경영학과

인문
오후1

13:15
~

14:45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관광학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예술체육대학 연극영화학과(영화전공)

오후2
17:00

~
18:30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의예 의과대학 의예과

일 자
응 시
계 열

구 분 시험시간 모집단위

11. 28.

(일)
자연

오전
09:45

~
11:15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 유기나노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산업공학과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자연), 식품영양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자연)

간호학부 간호학과

오후1
13:15

~
14:45

공과대학

전기·생체공학부(전기공학), 

전기·생체공학부(바이오메디컬공학),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기계공학부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오후2
17:00

~
18:30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 고사장 배정 및 유의사항 공지 : 11. 22.(월)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 2022학년도 모의논술 : 1회(6. 12.(토)) 실시,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 논술 기출문제 : 입학처 홈페이지 > 수시모집 > 기출문제자료실 > 논술

• 모의논술 기출문제 : 입학처 홈페이지 > 수시모집 > 기출문제자료실 > 모의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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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점자 처리기준

계 열 순 위

자연
① 논술고사 성적 우위자

② 고배점문항(소문항 기준) 성적 우위자

인문 ① 논술고사 성적 우위자

상경 · 의예
① 논술고사 성적 우위자

② 수리논술문항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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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선발

❖ 수능 면제 및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소개서 제출

❖ 1단계 : 실적평가 100%

❖ 2단계 : 면접 60% + 학생부종합평가 40%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13명

2.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평가함

3. 제출서류
순 번 대 상 제출서류 비 고

1
공통

활동소개서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사이트에 직접 입력 (별도 우편 제출 불필요)

활동 증빙서류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면접 당일 제출2

3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4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학력증명서 14 page 참조

5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사이트에 직접 입력 (별도 우편 제출 불필요) 

4. 전형방법

전형단계 전형방법 선발

1단계 실적평가 100% 5배수 내외

2단계 면접 60% + 학생부종합평가 40% 최종선발

• 각 단계별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 47 page 참조

5. 단계별 평가내용
전형단계 평가내용 선 발

1단계 실적평가

∙ 학교생활기록부와 활동소개서에 나타난 소프트웨어 관련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 활동소개서는 최대 3가지 내용까지 기재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자기소개서와 활동소개서를 평가함 

 ※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하는 자기소개서는 1단계 평가에서만 활용

5배수 내외

2단계 면접평가

∙ 소프트웨어 관련 제시문(문항)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평가

∙ 정보 및 정보과학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다양한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전 이해실에서 30분 이내로 제시문(문항)에 대한 답변 준비

∙ 수험생 1명, 평가교수 2명으로 총 15분 이내 진행

∙ 블라인드 면접 실시 :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명 등의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면접을 

운영할 예정이며, 면접 중 부모 직업에 대한 언급은 금지됨

최종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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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일정

일 자 전형일정

10. 19.(화)
1단계 합격자 발표

면접 고사장 배정 및 유의사항 공지

10. 23.(토) 2단계 면접평가

11. 5.(금)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7. 동점자 처리기준 : 1단계 성적 우위자

8.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소개서 양식

<2022학년도 소프트웨어인재전형 활동소개서>

• 특기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또는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인의 역량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취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작성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각의 특기역량에 대해서 경험적 

사례를 들어 성취 과정 및 의미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수험번호 성명

활동명 
(5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내용
(45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학생부 기재여부 예□ 아니오□

활동명 
(5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내용
(45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학생부 기재여부 예□ 아니오□

활동명 
(5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내용
(45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학생부 기재여부 예□ 아니오□

 ※ 활동 증빙서류(해당 기관 발행)는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면접 당일 제출

 ※ 학생부 기재 여부에 ‘예’로 체크한 활동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고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도 작성할 수 없음.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활동소개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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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기소개서 양식

 -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에 한하여 제출

<2022학년도 소프트웨어인재전형 자기소개서 문항>

1.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

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2.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3.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4. 입학 후 본인이 꿈꾸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업, 동아리, 교우관계, 진로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지원자가 계획하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입하시면 됩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함(별도 우편 제출할 필요 없음)

※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고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도 작성할 수 없음.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검정고시 출신자 및 외국고교 졸업자는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활동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를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면접 당일 제출

※ 자기소개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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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적(미술특기자)

❖ 응용미술교육과 선발 

❖ 1단계 : 학생부종합평가 100% ❖ 2단계 : 실기 100% 

❖ 실기고사 : ‘기초 디자인’으로 통일 ❖ 수능 면제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응용미술교육과 22명

2.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4. 전형방법

전형단계 전형방법 선 발

1단계 학생부종합평가 100% 10배수 내외

2단계 실기 100% 최종선발

• 각 단계별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 48 page 참조

5. 실기고사

일 정 실기내용 준비물 / 유의사항

10. 21.(목)

 기초디자인

  • 용지 및 규격 : 켄트지 3절지(650*480)

  • 고사시간 : 5시간

  • 고사내용 : 당일 출제

※ 준비물 : 채색 도구

※ 유의사항 : 밑그림 지참 불가

(지참 시 부정행위로 간주함)

• 실기고사 일정은 지원자 수, 실기고사 운영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 합격자 발표 : 10. 19.(화)

• 고사장 배정 및 유의사항 공지 : 10. 19.(화)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6. 동점자 처리기준

① 실기 심사위원 개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득점자

② 1단계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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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적(음악특기자)

❖ 실기 중심 선발 ❖ 수능 면제

❖ 학과별 학생부교과 일부 반영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음악대학 50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공별 모집인원

피아노과 8 -

관현악과 10
플루트1, 오보에1, 클라리넷1, 바순1, 색소폰1, 호른1,

트럼펫1, 테너트롬본1, 베이스트롬본1, 타악기1, 

국악과 32
가야금6, 거문고4, 대금4, 피리3, 해금4, 아쟁1, 타악2,

성악4(정가1, 경서도소리1, 판소리2), 작곡2, 이론2

2.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

3.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학력증명서(해당자)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4.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단계 전형방법 선발배수

피아노과
1단계 실기 100% 3배수 내외

2단계 실기 90% + 학생부교과 10% 최종선발

관현악과 일괄합산 실기 90% + 학생부교과 10% 최종선발

국

악

과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타악, 

정가, 경서도소리, 판소리

일괄합산 실기 80% + 학생부교과 20% 최종선발

작곡, 이론 일괄합산 실기 60% + 학생부교과 40% 최종선발

• 각 단계별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 49 p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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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일정 : 지원자 수, 실기고사 운영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전 공 내 용 일 정

피아노과

1단계 실기고사 (예정) 10. 2.(토) ~ 10. 4.(월)

1단계 합격자발표 (예정) 10. 6.(수)

2단계 실기고사 (예정)
10. 8.(금) ~ 10. 10.(일),

10. 15.(금) ~ 10. 18.(월)

관현악과

일괄합산 실기고사 (예정)

10. 2.(토) ~ 10. 4.(월),

10. 8.(금) ~ 10. 10.(일),

10. 15.(금) ~ 10. 18.(월)국악과

※ 관현악과와 국악과는 일괄합산 전형임

※ 고사장 배정 및 유의사항 공지 : 9. 22.(수) 10:00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소집 미실시

※ 실기고사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과 수험생 사이 암막 설치

6. 실기과제

• 피아노과

모집인원 실기곡 배점

8명

1단계

1. F. J. Haydn 

   Sonata in E Major, Hob. XVI:31 제1악장 또는 

   Sonata in e minor, Hob. XVI:34 제1악장

2. C. Saint-Saëns Etude in F Major, Op. 111 No. 6

100

(종합평가)

2단계

1.  L. v. Beethoven 

    Sonata No. 16 in G Major, Op. 31 No. 1 제1악장 또는 

    Sonata No. 18 in E-flat Major, Op. 31 No. 3 제1악장

2. F. Mendelssohn Variations sérieuses, Op. 54

100

(종합평가)

※ 모든 곡은 반복 없이 암보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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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현악과

모집인원 실기곡 배점

Flute

(1)

1. S. Karg-Elert : Sonata Appassionata in f# minor, Op. 140 for Solo Flute(암보)

(Edition: Zimmermann)

2. W. A. Mozart : Concerto in G Major, K.313 전악장(Cadenza 제외)

(Edition: Baerenreiter Verlag)

50

50

Oboe

(1)

1. G. Silvestrini : ６ Etudes 중 No. 1 Hôtel des Roches noires à Trouville(암보)

(Edition: Delatour France)

2. W. A. Mozart : Concerto in C Major, K.314 전악장(Cadenza 제외)

(Edition: Baerenreiter Verlag)

50

50

Clarinet

(1)

1. N. Paganini : Dix-Sept Caprices 중 15번(암보)

(Edition: Alphonse Leduc)

2. W. A. Mozart : Concerto in A Major, K.622 전악장(A Cla. 사용)

(Edition: Baerenreiter Verlag)

40

60

Bassoon

(1)

1. Malcolm Arnold : Bassoon Fantasy Op. 86(암보)

(Edition: Faber Music)

2. C. M. Weber : Concerto in F Major Op. 75 전악장

50

50

Saxophone

(1)

1. Ferling/Marcel Mule Quarante Huit Etudes Pour tous les saxophones

No. 1~28 중 2곡 추첨(홀수 1곡, 짝수 1곡) - Tempo 지킬 것

2. J. Ibert : Concertino de Camera

50

50

Horn

(1)

1. C. Kopprasch 2권 No. 35, 36, 37, 39, 42 중 당일 추첨 1곡 (으뜸조와 이조 모두 연주)

2. R. Strauss : Concerto No. 1 in E♭ Major 1악장

W. A. Mozart : Horn Concerto No. 2 in E♭ Major K.417, No. 4 in E♭ Major K.495 

중 택 1, 1악장(Cadenza 제외)

30

70

Trumpet

(1)

1. Thèo Charlier：36 Etudes Transcendantes 2, 6, 11, 12, 15 중 당일 추첨 1곡

2. F. J. Haydn : Concerto in E♭ Major 전악장(B♭ 악기만 사용　가능)

30

70

T.Trombone

(1)

1. Marcel Bitsch：15 Etudes de Rhythme 1~5 중 당일 추첨 1곡

2. F. David : Concertino Op. 4 전악장

30

70

B.Trombone

(1)

1. V. Blazhevich：70 Studies No. 11~16 중 당일 추첨 1곡

2. E. Ewazen : Rhapsody For Bass Trombone and Piano 전악장

30

70

Percussion

(1)

<Snare Drum> 

1. M. Markovich : The Winner 
2. A. J. Cirone : Portrait in Rythm 3, 6, 11, 13, 15, 19, 20, 22, 23, 24, 26, 31 중 당일 추첨 1곡

30

(종합  

 평가)

<Marimba>

1. P. Creston : Concertino for Marimba 3악장

2. J. S Bach : Cello Suite No. 6 Gigue

40

(종합  

 평가)

<Timpani> 

1. R. Hochrainer : Etudes for Timpani Vol. 1 중 No. 22, 40 중 당일 추첨 1곡  
30

* 모든 곡은 반복 생략

* Snare Drum을 제외한 모든 악기는 개인지참 불가함

* Marimba를 제외한 모든 곡은 악보를 보아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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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과

단계 분야(전공) 실기곡 배점

일괄

합산

기악

가  야  금

1. 남창 가곡 중 평조 「소용이」(불아니 땔지라도)

2. 산조 중 진양(4분), 

  자진모리(3분, 최옥삼류는 늦은자진모리 포함)

50

50

거  문  고
1. 남창 가곡 중 평조 「소용이」(불아니 땔지라도)

2. 산조 중 진양(4분), 자진모리(3분)

50

50

대      금 1. 관악영산회상 중 세령산

2. 산조 중 진양(4분), 자진모리(3분)

50

50피      리

해      금
1. 중광지곡 중 하현도드리

2. 산조 중 진양(4분), 중모리(3분)

50

50

아      쟁
1. 평조회상 중 세령산

2. 산조 중 중모리(4분), 중중모리(3분)

50

50

타      악

1. 관악영산회상 (고사 5일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2. 판소리 고법 (고사 5일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3. 자유곡 : 설장구 또는 꽹과리 중 택1(3분)

35

35

30

성악

판  소  리
1. 중모리 자유곡 1곡

2. 중중모리 자유곡 1곡

50

50

정가 

남창
1. 가곡 - 평조 삼수대엽(도화이화)

2. 가사 - 백구사

50

50

여창
1. 가곡 – 계면조 평롱(북두칠성)

2. 가사 - 죽지사

50

50

경서도 

소리

경기민요
1. 금강산

2. 제비가

50

50

서도민요
1. 영변가

2. 공명가

50

50

작곡

1. 주어진 동기에 의한 피리 또는 거문고 독주곡 작곡

(고사 5일전 입학처 홈페이지에 피리 또는 거문고 중 1개 악기 지정됨)
50

2. 화성학 전반 40

3. 국악기(성악 포함) 또는 피아노 중 택일하여 자유곡 1곡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성악, 피아노 중 택일 자유곡 1곡)  

* 피아노 경우 소나타 중 빠른 악장 1곡

10

이론

1. 국악이론 · 국악사 90

2. 기악 또는 성악 실기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성악 중 택일 자유곡 1곡)
10

※ 반주자를 동반할 수 없음

※ 판소리 전공은 아니리, 창조를 생략. 민요 전공은 첫 후렴을 생략하고 본절부터 시작. 정가 중 가곡인 경우 

 黃을 E♭에 맞추어 노래해야 함

※ 타악 전공은 추임새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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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순 위

피아노과
① 1단계 성적 우위자

② 학생부교과 성적 우위자

관현악과
① 실기 심사위원 개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득점자

② 학생부교과 성적 우위자

국악과
① 실기 성적 우위자

② 학생부교과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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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적(체육특기자)

❖ 경기실적 중심 선발 ❖ 수능 면제

❖ 경기실적 70% + 학생부종합평가 30%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스포츠산업과학부(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5명 

스포츠산업과학부(스포츠사이언스 전공) 5명

종 목
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스포츠사이언스 전공

모집인원 포지션/선발분야 모집인원 포지션/선발분야

농구 (남) 2 가드1, 센터1 3 포워드2, 센터1

배구 (남) 3 공격수2, 세터1 2 공격수2

2.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본교 체육특기자 

선발 지정 대회 및 입상범위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체육특기자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가 경기실적 증명서를 발급

하는 전국 또는 국제 규모대회 1, 2, 3위 입상자

② 단체 구기종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가 경기실적 증명서를 발급하는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대회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8강 이내에 입상한 자

③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유스대표에 선발된 자

④ 고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의 실적을 보유한 자

 ※ 입상/경기실적은 2019. 3. 1. 이후의 수상실적으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입상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입상/경기실적과 지원종목 및 포지션/선발분야가 동일해야 함

3. 제출서류

순 번 대 상 제출서류 비 고

1

공통

학력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2 입상증명서  주최기관 발행 증명서 또는 상장 제출

3 경기실적증명서  대한체육회 인터넷경기실적발급시스템 발급서류

4 경기 기록지  고교 재학 중 본인이 엔트리에 들어간 모든 경기에 대해 제출

5 해당자 포지션 확인서류  입상증명서로 포지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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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 경기실적 70% + 학생부종합평가 30%

• 경기실적 : 제출한 입상/경기실적, 경기 기록 등을 종합 평가

- 팀성적, 개인성적, 팀기여도(출전시간) 중심으로 정량평가 실시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 48 page 참조

5. 동점자 처리기준 : 경기실적 성적 우위자

6. 기타

• 한양대학교는 본교 예체능계열 지원자·재학생의 도핑(Doping : 경기능력 향상을 위해 호르몬제,

신경안정제, 흥분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을 엄격히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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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적(연기특기자)

❖ 실적평가 70% + 면접 30%

❖ 실기 없음  ❖ 수능 면제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연극영화학과(연기) 3명

2.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기본 사항

국내 공인된 영화, TV, CF 등 기타 매체에서 활동한 경력자 혹은 수상자

 ※ 2017년 3월 1일 이후 경력만 인정

세부 사항

1. 국내 TV드라마(KBS, MBC, SBS, TVN, JTBC) 20회 이상 주연 출연 경력자

(TV드라마 : 일일드라마, 미니시리즈 8부작 이상, 주말드라마,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등)

2. 국내 개봉된 장편 상업 영화 2편 이상의 주연 출연 경력자(독립장편영화 제외)

3. 국내외 공인된 아래의 시상식에서 수상한 자(관객상, 인기상, 공로상 등 제외)

  - 대종상, 청룡영화상, 대한민국영화대상, 백상예술대상, 춘사영화상, 영평상, 부일영화상, 깐느영화제,

베니스영화제, 선댄스영화제, 베를린영화제, 로카르노영화제, 아카데미영화제, 동경영화제

  - KBS 연기대상, MBC 연기대상, SBS 연기대상, 골든디스크어워즈, Mnet Asian Music Awards

3. 제출서류

①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또는 학력증명서(해당자) 

② 수상실적 확인서(해당자)

③ 포트폴리오 1부(주/조연 등 역할 명기, 출연실적 증빙자료 등)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4. 전형방법 : 연기실적 70% + 면접 30%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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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일정

일 자 전형일정

9. 29.(수) 10:00 면접 고사장 배정 및 유의사항 공지

10. 29.(금) 면접고사 (시간 추후 공지)

11. 5.(금)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6. 유의사항

① 출연 혹은 수상실적 점수가 현저하게 낮아 선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②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충원하지 않음

③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미충원 인원을 해당 연도 정시모집 인원으로 이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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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적(무용특기자)

❖ 무용학과 선발

❖ 실기 80% + 학생부교과 20%  ❖ 수능 면제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무용학과 32명

• 전공별 모집인원 : 한국무용 10명, 현대무용 11명, 발레 11명

2.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 (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소지자

3.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학력증명서(해당자)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4. 전형방법 : 실기 80% + 학생부교과 20%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 49 page 참조

5. 실기내용

실기내용 배 점

 개인기 : 전공 작품(2분 이내) 100%

• 유의사항 공지 : 9. 29.(수) 10:00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6. 실기고사 일정 : 10. 16.(토) ~ 10. 18.(월)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소집 미실시 

※ 실기고사 일정은 지원자 수, 실기고사 운영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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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고사 준비물

구 분 준비물

복장

<한국무용>

 • 타이즈 : (여)분홍색, (남)검정색 

 • 레오타드 : (여)민소매[끈] 검정색, (남)긴 소매 흰색

 • 슈즈 : (여)버선 및 코슈즈, (남)발목까지 올라오는 검정색 슈즈

 • 풀치마(여)와 바지(남)는 고사장 제공 의상 착용

<현대무용>

 • 타이즈 : 현대무용(여·남) - 검정색 (발목 없는 것)

 • 레오타드 : (여)민소매[끈] 검정색, (남)긴 소매 흰색 

 • 슈즈 : 착화 금지

<발레>

 • 타이즈 : (여)분홍색, (남)검정색

 • 레오타드 : (여)민소매[끈] 검정색, (남)긴 소매 흰색

 • 슈즈 : (여)토슈즈, (남)검정색

 ※ 모든 수험생 홀터, 목폴라, 지퍼, 레이스, 벨벳, 망사 등 장식 금지

(기본 레오타드만 허용)

음악

• 개인기 음악은 2분 이내로 준비(시간 초과 시 강제종료)

• 음악 파일은 반드시 USB에 MP3 형식(파일 확장자 : *.mp3)으로 1개의 파일을 

저장하여 실기고사 당일 제출

• 비상용 음악 파일이 저장된 여분의 USB를 지참할 것

• 파일 확장자 오류, USB 파손ž불량으로 인한 미인식/미작동 등의 문제 및 여분의 

USB 미지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대학이 책임지지 않음

• 유의사항

   - 머리에 색깔 있는 핀이나 리본 등의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 것

   - 모든 수험생(여)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을 것(망)

   - 소품사용, 화장 일절 금함

   - 위의 지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점할 수 있음

7. 동점자 처리기준

① 개인기 성적 우위자

② 학생부교과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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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Ⅰ.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1. 학생부종합 전형(일반, 고른기회,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① 반영방법

✔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종합성취도, 핵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다수의 교사가 다년간 작성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학생의 역량을, 

다수의 입학사정관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횡단평가’의 방법을 통해 다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② 학생부 없는 자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 학생부종합(일반, 고른기회,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전형 : 학생부 없는 자 지원불가

  ‣ 단,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평가함

  2. 실기/실적 전형(소프트웨어인재) 

① 반영방법

✔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전형 1단계 : 활동소개서와 학생부에 나타난 소프트웨어 관련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전형 2단계 :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종합성취도, 핵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② 학생부 없는 자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 대상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학생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전형 : 학생부가 없는 자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평가함

  ‣ 단,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1단계 평가에만 활용하며 2단계에서는 면접 성적에 의한 비교 학생부종합평가 성적을

    산출하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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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논술 전형

① 반영방법 

✔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을 참고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합니다.

② 학생부 없는 자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 대상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 반영방법 : 논술고사 성적에 의한 비교 학생부종합평가 성적 산출

  4. 실기/실적 전형(미술특기자, 체육특기자)

① 반영방법 

✔ 실기/실적(미술특기자), 실기/실적(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결, 수상경력, 봉사

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참고하여 학생의 학업역량과 학교생활 성실도를 평가

합니다.

② 학생부 없는 자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 실기/실적(미술특기자) 전형 : 학생부 없는 자 지원불가

✔ 실기/실적(체육특기자) 전형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의 경우 경기실적 

성적에 의한 비교학생부종합평가 성적을 산출하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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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1. 대상전형

✔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

✔ 실기/실적 전형 : 실기/실적(음악특기자), 실기/실적(무용특기자)

  2. 반영방법

구 분 계 열 반영교과
반영

과목 수
반영학기 반영방법

점수
활용지표

학년별
반영비율

수 시

자연계

인문계

상경계

국어 영어 이수한

전 과목

(진로 선택의 

경우 상위 

3과목)

3학년

1학기

까지

등급의 

환산점수를

산출하여

반영

등급(성취도)

·

이수단위

동일함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예체능계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

※�반영학기� :� 졸업자,� 졸업예정자�모두�동일하게�적용함

※�반영교과에서�이수한�총�단위수가�일정단위�이하인�경우,�본교�신입생�선발�사정원칙�및�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따름

  3. 반영 과목

✔ 석차등급이 기재된 모든 교과(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 등)의 경우 아래 명기된 과목을 기준으로 등급 별 

점수(별표 1)를 산정

✔ 석차등급 없이 성취도가 기재된 교과(진로 선택 과목) 중 상위 3과목의 경우 아래 명기된 과목을 기준으로 등급 

별 점수(별표 2)를 산정 ※ 졸업생의 경우 등급 별 점수를 산정함

교 과 과 목

국어

고전, 고전문학, 고전문학감상, 고전문학의감상과비평, 고전읽기, 국어, 국어Ⅰ, 국어Ⅱ, 국어생활, 극창작, 독서, 독서와문법, 독서와문법Ⅰ, 

독서와문법Ⅱ, 매체언어, 매체와문학, 문법, 문예창작전공실기, 문장론, 문학, 문학I, 문학Ⅱ, 문학개론, 문학과매체, 문학사, 문학의이해, 소설창작, 

소설창작입문, 시창작, 시창작입문, 실용국어, 심화국어, 언어와매체, 작문, 현대문학, 현대문학감상, 현대문학의감상과비평, 화법, 화법과작문, 

화법과작문I, 화법과작문Ⅱ, 희곡창작

영어

기초영어, 기본영어, 실무영어, 실용영어, 실용영어Ⅰ, 실용영어Ⅱ, 실용영어독해와작문, 실용영어회화, 심화영어, 심화영어Ⅰ, 심화영어Ⅱ, 

심화영어독해Ⅰ, 심화영어독해Ⅱ, 심화영어독해와작문, 심화영어작문, 심화영어작문Ⅰ, 심화영어작문Ⅱ, 심화영어회화, 심화영어회화Ⅰ, 

심화영어회화Ⅱ, 영미문학읽기, 영어, 영어10-a, 영어10-b, 영어Ⅰ, 영어Ⅱ, 영어강독, 영어권문화, 영어권문화Ⅰ, 영어권문화Ⅱ, 영어독해, 

영어독해Ⅰ, 영어독해Ⅱ, 영어독해와작문, 영어문법, 영어작문, 영어작문Ⅰ, 영어작문Ⅱ, 영어청해, 영어회화, 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Ⅱ, 진로영어

수학

경제수학, 고급수학, 고급수학Ⅰ, 고급수학Ⅱ, 기본수학, 기초수학, 기하, 기하와벡터, 미분과적분, 미적분, 미적분Ⅰ, 미적분Ⅱ, 미적분과통계기본, 

수학, 수학10-가, 수학10-나, 수학Ⅰ, 수학Ⅱ, 수학과제탐구, 수학연습, 수학연습Ⅰ, 수학연습Ⅱ, 수학의활용, 실용수학, 심화수학, 심화수학Ⅰ, 

심화수학Ⅱ, 이산수학, 인공지능수학, 인문수학, 인문통합수학, 자연수학, 자연통합수학, 적분과통계, 확률과통계

사회

경제, 경제지리, 고전과윤리, 국사, 국제경제, 국제경제Ⅰ, 국제경제Ⅱ, 국제관계와국제기구, 국제법, 국제정치, 국제정치Ⅰ, 국제정치Ⅱ, 도덕, 

동아시아사, 법과사회, 법과정치, 비교문화, 비교문화Ⅰ, 비교문화Ⅱ, 사회, 사회문제탐구,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과학방법론, 생활과윤리, 

세계문제, 세계문제와미래사회, 세계사, 세계역사의이해, 세계지리, 시민윤리, 여행지리, 윤리와사상, 인간사회와환경, 인류의미래사회, 전통윤리, 

정치, 정치와법, 지역이해, 통합사회, 한국근·현대사, 한국문화사, 한국의사회와문화, 한국사회의이해, 한국의전통문화, 한국의현대사회, 한국지리, 

한국사, 현대생활과윤리, 현대세계의변화

과학

고급물리, 고급물리학, 고급생명과학, 고급생물, 고급지구과학, 고급화학, 과학, 과학사, 과학사및과학철학, 과학철학, 과학탐구실험, 물리, 물리Ⅰ, 

물리Ⅱ, 물리실험, 물리학I, 물리학Ⅱ, 물리학실험, 생명과학, 생명과학I, 생명과학Ⅱ, 생명과학실험, 생물, 생물Ⅰ, 생물Ⅱ, 생물실험, 생활과과학, 

심화물리, 심화화학, 심화생명과학, 심화지구과학, 워크숍, 원서강독, 융합과학, 전자과학, 정보과학, 정보과학Ⅰ, 정보과학Ⅱ, 지구과학,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지구과학실험, 컴퓨터과학Ⅰ, 컴퓨터과학Ⅱ, 통합과학, 현대과학과기술, 화학, 화학Ⅰ, 화학Ⅱ, 화학실험, 환경과학

한국사 한국사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 과목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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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적 산출방법

f (교과성적) =
(과목별 등급점수 ×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총 이수단위

※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 교과성적을 전형별 반영비율에 따른 총점으로 환산함

  5. 등급 점수표

①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 전형

   [별표 1] 등급 점수표

등 급 1 2 3 4 5 6 7 8 9

점 수 100 96 89 77 60 40 23 11 0

   [별표 2] 성취도 점수표

등 급 A B C

점 수 100 99 98

② 실기/실적(음악특기자, 무용특기자) 전형

   [별표 1] 등급 점수표

등 급 1 2 3 4 5 6 7 8 9

점 수 100 99.5 99.0 98.5 98.0 97.5 97.0 96.5 0

   [별표 2] 성취도 점수표

등 급 A B C

점 수 100 99 98

  6. 상위 3과목 선택 기준 : 환산점수 성적 및 이수단위가 높은 순

전 형
순 위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 음악특기자 무용특기자

1 등급 및 성취도별 환산점수 등급 및 성취도별 환산점수 등급 및 성취도별 환산점수

2 이수단위 이수단위 이수단위

  7. 학생부 없는 자 교과성적 반영방법(비교내신) [※음악특기자 및 무용특기자만 해당]

✔ 대상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

(검정고시, 외국고교 졸업자, 석차등급 및 이수단위를 확인할 수 없는 고교 출신자 등)

✔ 반영방법 : 실기고사에 의한 비교내신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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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

한양대학교는 처음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한 2015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지속적으로 

평가절차를 고도화하여 학생 선발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Ⅰ. 학생부종합평가 구조 및 각 항목의 정의

학생부종합평가에서는 학생부의 주요평가영역(수상경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나타난 각 학생의 종합성취도와 4대 핵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 학생부종합평가 구조

  2. 평가 항목 정의와 구성요소

   ① 종합성취도

단순하게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반영하는 개념의 지표가 아니며, 학생부에 드러난 학업관련 기록을 통하여 

종합적인 성취를 판단하는 개념의 지표입니다. 따라서 종합성취도 평가란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원점수/평균/표준편차), 교내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성취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4대 핵심역량

역량명 정 의 구성요소

비판적 사고

역량

어떠한 현상 혹은 지식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합리적인 추론을 근거로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 반성적으로 숙고하고 평가하는 역량

비판적 질문
분석적 사고
논리적 전개
타당한 평가

창의적 사고

역량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고찰하고 정보처리 및 
해석 능력을 통해 주어진 관련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학문간 연계 
및 지식의 확장, 독창적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역량

문제 인식
융합적 사고
해결책 제시

자기주도

역량

자발적인 [동기 – 계획 – 노력 – 성취 –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가는 자기관리역량

동기형성 및 계획수립
수행 및 성취

목표 확장

소통 ․ 협업

역량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협력태도를 보이며, 책임감과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자 노력하는 역량

경청 및 공감
공동체 역할수행
시민의식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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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부종합평가 항목별 평가 내용

 1. 평가 항목별 평가 내용

평가항목 주요 평가 영역 평가내용

종합성취도

수상경력
학생부에 드러난 학업관련 기록을 통하여 종합적인 성취를 평가

• 학생부교과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

• 학생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성취를 

정성평가

창의적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4

대

핵

심

역

량

학업

영역

비판적사고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수상경력 학업노력에 대한 결과평가

창의적체험활동 관심분야에 참여한 교내활동평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업노력에 대한 교과목교사의 의견확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업 ․ 관심분야에 대한 담임교사의 의견확인

인성

및

잠재성

영역

자기주도

역량

 

소통 ․ 협업

역량

수상경력 다양한 인성 ․ 잠재역량에 대한 고교인정사실 확인

창의적체험활동 교내활동 속에서 확인되는 인성 ․ 잠재력 평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업태도 ․ 생활모습에 대한 교과목교사의 의견확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생활에 대한 담임교사 의견확인

종합평가

수상경력 ※ 내부/외부 위촉사정관의 “학문적 지식과 가르침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평가 실시

 - 대학수학을 위한 기본소양 및 열정 ․ 관심에 대한 준비정도 평가

 -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기본역량에 대해 평가

창의적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생부 주요평가영역 : 종합평가 시 중점적으로 확인·평가하는 항목

✔ 학생부 주요평가영역을 제외한 기타 학생부영역 또한 종합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어긋나는 수상 및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평가 반영 불가

 ‣ 교외수상 : 평가 반영 불가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9 page)

 ‣ 교외활동 :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주최・주관 체험활동에 한해 평가에 반영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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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생부종합평가 절차와 방법

학생부종합평가에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 종합평가와 심층평가로 구성된 다수 다단계 평가를 시행하

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필요 시 재심위원회 개최와 고교 방문실사를 통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평가의 방법론으로 각 사정관의 전문성과 상호주관성이 바탕이 된 ‘횡단평가’를 사용하

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학생부종합 평가 절차(개관)

평가 단계 단계별 평가 방법

종합평가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자 그룹이 종합성취도와 4대 핵심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위촉사정관은 전공학문에 관한 자문 및 검토에 참여합니다.

심층평가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성이 검증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전임사정관으로 구성된 사정관 

그룹이 학생의 [비판적 사고역량, 창의적 사고역량]과 [자기주도 역량, 소통․협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또한, 위촉사정관/공공사정관은 해당 학생부에 나와 있는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재심위원회
심층평가에서 편차 발생 시 전임사정관 5명으로 구성된 재심 위원회를 개최하여 점수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고교실사
마지막으로 학생의 역량과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해당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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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단평가의 정의와 세부내용

 “횡단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학생의 역량을 항목 / 학년 간 ‘횡단’ 확인을 통해 상호 연계적으로 평가하

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본교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기본 원칙으로서 평가절차 상 종합평가 및 심층평가

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다수의 교사에 의해 다년간 작성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에 나타난 학생의 역량을 ‘횡단’ 확인을 통해 충분히 평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외 기타 평가 서류(자기

소개서, 추천서 등) 없이 우수한 인재를 정교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수요자인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의 추가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종합평가와 심층평가 세부 내용

종합평가 : 학생부종합 평가항목 중 종합성취도를 중심으로 이를 얻기까지 수행했던 실행의지, 사고과정, 실천내용, 

협력관계 등의 과정을 확인하고 여기서 도출된 학생의 4대 핵심역량과 종합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가자 간의 자문 및 검토과정을 포함합니다.

심층평가 : 학생부종합평가 평가항목 중 4대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자기주도역량, 소통․협업 

역량)에 중점을 두고 학생부 내 평가영역간의 상호연계성을 바탕으로 기초, 심화 및 융복합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가자 간 일정수준 이상의 편차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과정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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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생부종합전형 FAQ

✔ 한양대학교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내신(교과)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 본교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내신등급을 평가에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종합 · 연계적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성취를 정성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종합적인 성취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 동아리활동에서 교과동아리가 아닌 비교과동아리 위주로 하였는데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 수상경력에서 모든 수상을 의미 있게 확인하는 것처럼, 동아리활동도 교과동아리, 비교과동아리 구분 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교과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한양대학교의 평가요소에 부합하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저는 다른 친구에 비해 활동이 부족하고 학생부의 양도 적습니다. 불리한가요?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는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양적인 평가보다는, 본인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질적인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는 이를 더욱 

   정교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부의 항목과 학년 간의 연계를 검증하는 횡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양이 적더라도 횡단평가를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다면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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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안내 /

1. 2020학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학부)

재학생수

(명)

등록금수입

(천원)

장학금액(천원)

장학금 수혜비율(%)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15,328 131,382,185
26,483,943 27,114,414

40.8%
53,598,357

※ 장학금 수혜비율(%) = 장학금액(교내+국가+교외)/등록금수입금액

※ 상기 현황은 2021학년도 3월 기준이며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집계자료임

2. 신입학 장학금

• 다이아몬드7 장학금

선발학과 다이아몬드7 장학금 기타 특전

행정학과

합격자 전원

4년 전액 장학금

• 행정고시 준비, 로스쿨 진학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행정고시반, 로스쿨 준비생 전용 연구실 운영

• 본교 로스쿨 진학 시 우선 선발

• 고위공직자, 법조인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정책학과

파이낸스

경영학과

•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고시반 입반 우선권 부여

• 금융 특성화 커리큘럼 : 금융자격증, CPA, CFA, 금융국가고시,

외국MBA 및 미국금융공학석사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 본교 동일계열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 시 장학생 우선선발

에너지공학과
합격자 전원

4년 전액 장학금

• 산학협력기업 취업연계

• 본교 동일계열 석박사통합과정 진학 시 장학생 우선선발

• 3, 4학년 재학 중 연구활동비 지급

• 해외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보장

융합전자공학부

1~2학년 : 합격자 전원 전액 장학금

3~4학년 : 산학 장학생 선발자 산학  

         장학금(등록금 전액)

• 산학협력기업 취업연계

• 본교 동일계열 석박사통합과정 진학 시 장학생 우선선발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 산학협력기업 취업연계 

• 본교 동일계열 석박사통합과정 진학 시 장학생 우선선발

미래자동차공학과
• 산학협력기업 취업/인턴 연계

• 본교 자동차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진학 시 장학생 우선선발

- 장학금 지급 학점 유지조건 : 직전학기 장학용 평균평점 성적 3.5이상 

  * 해당자의 등록 학기 횟수를 집계하여 장학금을 지급 (2년장학:4학기/4년장학:8학기)

  * 전과 및 재입학시 지급 중단

-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장학 특전은 본교 대학원 내규를 따름

- 산학 장학생은 2학년 말, 학과별 산학협력 기업의 일정에 따라 별도 선발 예정

- 상기 특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 사무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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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전형 장학금 : 해당 전형 및 학과 합격자에 한함

전 형 장학금 선발기준 유지조건

학생부종합 4년 전액 (입학금 포함)

건설환경공학과 합격자

(석차 순 상위 3명)

※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제외

학점 3.5 이상

음악특기자

4년 전액 (입학금 포함)
한양음악콩쿠르 1등 입상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학점 2.5 이상, 전공실기 A 이상

4년 50% (입학금 제외)
한양음악콩쿠르 2등 입상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학점 2.5 이상, 전공실기 A 이상

- 장학금 지급 학점 유지조건 : 직전학기 장학용 평균평점 

 * 해당자의 등록 학기 횟수를 집계하여 장학금을 지급 (4년 장학 : 8학기)

 * 전과 및 재입학시 지급 중단

• 한양창의인재 기금장학 :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대상 수능성적 우수자 중 입학처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운용내규에 충족된 자)

● 장학금
○ 수혜기간, 유지조건

선발기준

● 수업료 전액 지급
   (입학금 제외)

○ 입학 학년도 1년, 
   해당요건 충족 시

 1순위: 국어, 영어, 사회탐구영역(2개 과목)이 모두 1등급인 자

 2순위: 국어, 영어 과목이 1등급이고, 사회탐구영역(2개 과목) 중 1개 과목은 1등급, 

1개 과목은 2등급 이내인 자

 ※ 다이아몬드학과 제외, 기타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학기 개시 이후 별도 선발

• 라이언 장학금

● 장학금
○ 수혜기간, 유지조건

선발기준

● 생활비지원 
   (매월 20만원 지급)
○ 매학기 선발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매학기 신청하여 소득분위 ‘0구간’ 을 확정받은 학부 재학생

· 라이언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대상으로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능

※ 자세한 내용 학교 홈페이지 및 배너 참조

3. 주요 신청 장학 제도

장학 명칭 ● 장학금 / ○ 수혜기간, 유지조건 선발기준

한양형제자매
● 등록금(입학금 제외) 50% 감면

○ 입학 년도 1학기(1회)

서울/ERICA캠퍼스 학부에 형제, 자매가 재적

(재학 및 휴학) 중인 합격자

(※ 동시합격자 대상 제외)

사랑의실천
●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지급

○ 매학기 신청, 학점 2.0 이상

학생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또

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가능자

실용인재
● 등록금 부분 감면 (입학금 제외)

○ 매학기 신청, 학점 2.0 이상

일반가정의 가계곤란 정도에 따른 단과대학별 선

발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활용)

한양브레인
(성적우수)

● 등록금 전액 또는 부분 감면
○ 매학기 신청, 석차 순 선발

한양브레인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자 중 직전학
기 성적에 따른 학년, 학과별 석차 순 선발
(1학년 2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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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명칭 ● 장학금 / ○ 수혜기간, 유지조건 선발기준

보훈
● 입학금 1회 전액 지급, 등록금 8학기 전액 지급
○ 단, 타대학교에서 수혜받은 지원도 상기 횟수에 

합산됨

지방보훈청의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자

북한이탈주민지원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지급
○ 단, 타대학교에서 수혜받은 지원도 상기 횟수에 

합산됨
● 매학기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생활 장학금 

지급(매월 20만원)

통일부(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자

국가
(학생직접지원1/

대학연계지원2 유형)

● 가계소득별(소득구간) 장학금 지원
○ 매 학기 신청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소득 8분위 이하, 성적기준은 한국장학재단 공지 
(http://www.kosaf.go.kr/)

국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학기당 등록금 및 생활비 지급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에 따름)

국가우수
장학금

(이공계)

4년 전액(입학금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생활비(학기당 25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이공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 중 수능성적 
우수자와 수시 입학성적 우수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에 따름)

국가근로
●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
  - 시간급 : 교내 근로(9,000원)
  - 시간급 : 교외 및 전공산업체 근로(11,150원)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중 소득구간 1~8구간의 
저소득계층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이 
70점 이상인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에 따름)

교외단체 (재)롯데장학재단 외 100여 개 단체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교내외 주요 신청 장학금

- 상기 장학금 외 고시반 입반, 사회봉사, 학생회, 국제화프로그램 참여, 학내 언론사, 행정부서 근로 등의 

학교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장학금 수혜 가능

- 상기 국가장학생 선발 기준은 2021년 3월 현재 기준이며 2022년 선발 기준 및 수혜 조건 등은 한국장학

재단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구 분 내 용 안 내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등록금(입학금포함)내에서 대출 가능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180일) 거주하고 있
는 가계의 학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에서 무이자 혜택을 제
공하는 대출제도

든든학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입학금포함)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 150만원 추가 대출가능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
액을 대출해 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직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대출제도

일반상환 학자금
등록금(입학금포함)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 150만원 추가 대출가능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직접대출 방식을 도입하여 약 
1.7%대의 이율로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출제도

※ 상기 대출제도 내용은 2021년 현재 기준이며 2022년 대출 내용 및 조건 등은 한국장학재단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장학 안내 홈페이지 : http://sc.hanyang.ac.kr/

http://sc.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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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기숙사) 입사 안내 /

1. 생활관별 신입생 모집인원 (예정)

기숙사

유형
생활관명 성별

호실

타입

거주보장

기간

모집인원 (전체) 단과대학별 

모집인원남학생 여학생 계

대학직영

기숙사

제2학생

생활관
남 2인실 1개 학기 148 - 148

「학생생활관 

2022학년도 

학부 신입생용 

모집요강」 참조

개나리관 여 2인실 1개 학기 -  52  52

행복

기숙사

제5학생

생활관
남 · 여

2인실
·

3인실
1년 177 212 389

합계 325 264 589

∙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에 비례하여 생활관별 모집인원을 모집단위별로 배정 후 단과대학별 남/여 정원

(T/O) 배정 – 모집단위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T/O)는 모집요강에서 확인 가능

성별 생활관명 모집인원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2022학년도 기준 예시)

재외국민+수시모집
합격자

정시모집 합격자 합계  

남학생

제2학생생활관 148 84 64 148

제5학생생활관 177 101 76 177

계 325 185 140 325

여학생

개나리관  52 29 23  52

제5학생생활관 212 120 92 212

계 264 149 115 264

∙ 거주보장기간

① 대학직영기숙사 : 1개 학기 (학기단위로 입사자 선발)

② 행복기숙사 : 1년 (매년 학부 신입생에 한하여 입사자 선발)

∙ 거주생활관 선택 : 입사신청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생활관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① 신청한 생활관 변경 : 인터넷 입사신청 기간에는 신청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입력 가능하나, 입사신청이 

마감된 이후에 선택한 생활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능

② 제5학생생활관(행복기숙사) 신청관련 필독사항

1년 거주가 가능한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퇴사하는 경우 다음 학기 생활관 입사 불허

- 외박을 체크하지 않으므로 방학기간 중 실거주 여부와는 상관없음 (장기간 여행, 귀경 가능)

∙ 행복기숙사 호실타입 선택

① 생활관 입사신청 시에는 2인실만 선택할 수 있음

② 3인실은 합격자 중에서 전산시스템에서 임의 배정함 : 18명 (남 15명, 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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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생용 시설 안내

기숙사유형 생활관명 성별
호실
타입

호실
면적

호실 개인 비품 및 시설 비고

대학직영

기숙사

제2학생생활관 남 2인실 4~5평
싱글침대, 옷장, 책상, 책꽂이, 의

자, 에어컨, 빨래건조대

층별 공용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

(호실 내 화장실 및 

샤워실 없음)

개나리관 여 2인실  6평

싱글침대, 옷장, 책상, 책꽂이, 의

자, 수납장, 에어컨, 화장실 및 

샤워실

행복

기숙사
제5학생생활관 남 · 여

2인실  7평 싱글침대, 옷장, 책상, 책꽂이, 의

자, 신발장, 에어컨, 빨래건조

대, 화장실 및 샤워실3인실 14평

3. 2021학년도 생활관비

기숙사유형 생활관명 성별

거주보

장

기간

호실

타입

1개 학기 생활관비

비고학기
(116일 기준)

학기+방학
(178일 기준)

대학직영

기숙사

제2학생생활관 남 1개 학기 2인실 799,000 1,205,000

층별 공용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

(호실 내 화장실 및 

샤워실 없음)

개나리관 여 1개 학기 2인실 1,104,000 1,666,000

행복기숙사 제5학생생활관 남 · 여 1년

2인실 × 1,572,000 2022년 7월 초에

2022-2학기분

생활관비 납부3인실 × 1,506,000

∙ 2022학년도 생활관비는 2021년 11월 말에 확정 예정

- 「학생생활관 2022학년도 학부 신입생용 모집요강」참조

∙ 생활관비에 식비는 포함되지 않음. 식권은 입사자가 식당에서 별도 구입하여야 함 

① 2021-1학기 기준 : 식권발매기 3,300원, 정기 식권 구입 시 1식 2,900원, 1.5식 2,700원 

② 식권 관련 업무 담당 및 문의 답변

   ㉮ 제2학생생활관 식당 : ☎ 제2학생생활관 영양사실 2290-3410 

   ㉯ 제1학생생활관 식당 : ☎ 제1학생생활관 영양사실 22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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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사신청 자격

구분                                 입사신청 자격         *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학적

§서울캠퍼스 2022학년도 신입학 예정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ㆍ수시모집ㆍ정시모집 합격자)

※ 단, 생활관 모집일정 상「생활관 입사신청」시작일 이전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입사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생활관 

입사신청」시작일 이후에 합격한 경우 입사신청이 불가함

거주지

§부모(양친) 모두 『서울 지역 외』 거주자 

 - 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학생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는 상관없음) 

거주지순위 보호자 거주 지역

1순위 지역

§해외(재외국민)

§강원도, 충청도 이하 지역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경기도

가평군,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김포시

(월곶면, 하성면, 통진읍, 대곶면), 용인시 (처인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2순위 지역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 김포시/용인시/인천광역시 (1순위 지역이 아닌 행정구역) 

<예외> 신체장애학생 (중증 이상)은 서울 지역 거주자도 허용

5. 선발기준

우선
순위

거주지
순위

선발기준

1순위 1순위 지역

§ 우선선발 대상자 

대상자 거주지 순위 비고

신체장애학생 
거주지 제한 없음
(서울지역도 허용)

장애 중증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1순위 지역 거주자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 1순위 지역 거주자

2순위 1순위 지역 § 1순위 지역 거주자 중 성적 우위자

3순위 2순위 지역

§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우선선발 대상자

대상자 거주지 순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2순위 지역 거주자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 2순위 지역 거주자

4순위 2순위 지역 §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성적 우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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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는 지원한 생활관의 단과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순으로 선발함

☞ 우선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순으로 선발 

∙ 1순위 및 3순위 우선선발대상자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 초과 시 선발기준 

- 단과대학별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선발 대상자 지원자 중 성적 우위자순으로 선발 

∙ 성적 우위자 : 입학성적 총점(각 전형별 성적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순으로 선발 

※ 입학성적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 단과대학별로 지원자가 미달인 생활관 발생 시에도 생활관 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생활관의 타 단과대학 

지원자 중에서 선발함

6. 모집일정(예정)

∙ 모집단위별로 모집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되는 모집요강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

∙ 해당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합격자를 선발함

(예) 수시모집 합격자가 수시모집 합격자용 인터넷 입사신청 기간이 아닌 정시모집 합격자용 인터넷

입사신청 기간에는 생활관 입사신청 화면 접속 불가

모집단위 구분 일정 (예정) 모집요강 공지

학부신입생

(재외국민

ㆍ

수시모집

합격자용)

모집요강 공지 2021년 12월 10일(금)16:00

①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②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니

   [한양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참조

인터넷 입사신청 2022년 1월 초

합격자 발표 2022년 1월 중순

생활관비 납부 2022년 1월 중순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2022년 1월 말

호실배정 신청 2022년 2월 초

학부신입생

(정시모집

합격자용)

모집요강 공지 2021년 12월 17일(금)16:00

인터넷 입사신청 2022년 1월 말 

합격자 발표 2022년 2월 초

생활관비 납부 2022년 2월 초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2022년 2월 중순

배정호실 확인 2022년 2월 중순 

학부신입생

(전체)

개관일(입사개시일) 2022년 2월 말

입사등록(입사) 2022년 2월 말

7. 모집요강 공지 전까지는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된 모집요강 참조

∙ 한양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http://www.dormitory.hanyang.ac.kr)

  - 상단 『입퇴사안내』 or 중앙 우측 『모집안내』 중 [학부 신입생] 공지사항

8. 입사신청 문의 : 담당부서의 근무시간에만 답변 가능 (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선발 담당부서 근무시간 전화번호

학생생활관 행정팀
학기 중 평일 08:30 ~ 17:30

☎ 02-2220-1471
방학기간 평일 10:00 ~ 17:00

http://www.dormitory.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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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제도 알아보기 - 전과 /

전공 변경

1. 전과 제도란?

∙ 1학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고 2학년 진급 시 입학한 소속 전공(학과, 학부)에서

타 전공(학과, 학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1학년 2학년

입학한 소속, 전공(학과/학부)에서 타 전공(학과/학부)으로 소속을 변경

∙ 전과 신청

  1. 최소지원자격

   - 1학년 전체과정 평점평균 3.0

   - 1학년 수료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

   - 1학년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1학년 재학 중 모두 이수

   - 전과 지원 시 등록차수가 6학기 이하

     ✽전과 신청기간 : 매년 1월 초순에 신청기간 공고

       ✽전과 최대 가능인원 : 해당 학과 입학 정원의 10% 이내

   2. 취득학위 : 전과전공 학위 취득

2. 전과 가능 계열 및 학과

∙ 공과대학(건축학부, 건축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 인문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전출을 허용함

∙ 계열, 학과 간 전과 제한 없음

  ✽단, 의과대학, 간호학부로의 전입, 예체능계열 학과(응용미술교육과 포함) 및 산업융합학부의 전·출입은 불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 학사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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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제도 알아보기 - 다중전공 /

취업 시 취득 전공 모두 활용 가능

1. 다중전공 제도란?

∙ 주전공 이외에 제2전공(학부, 학과)의 소정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 시 주전공과 제2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제외학과 : 의과대학, 간호학부)

주전공 제2전공

졸업 시

병행 표기된
학위 수여✚

1학년 2학기부터 2, 3, 4학년 재학 중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1학기(5월), 2학기(11월) 

∙ 다중전공 신청

  1. 지원 자격 : 1학기 이상 성적유효(단, 학업연장자 및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제외) 

   -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1학기 이상의 유효한 성적이 있는 재학생은 의과대학, 간호학부를 제외한 

캠퍼스 내 모든 학과에 지원할 수 있음.

  2. 다중전공 이수 기준 학점 : 36학점 이상(건축학부 제외) 

   - 다중전공 학생은 최대수강신청 가능학점 3학점 추가 혜택부여

   - 중복교과목 학점인정 (제1전공의 기초교과, 전공과목이 다중전공학과의 전공과목과 중복될 경우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될 수 있음)

  3. 취득학위 

   - 주전공학위 : 취득 

   - 다중전공학위 : 취득 

  4. 다중전공 포기 시 부전공으로 전환 가능(부전공 요건 충족 시)  

2. 다중전공 가능 계열 및 학과

∙ 계열, 학과 간 다중전공 제한 없음 

✽ 단, 타학과에서 의과대학, 간호학부, 다중전공 불가

(사범대학 학과를 다중전공으로 이수하려고 하는 경우 제1전공(주전공)의 교직 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

어야 함. 또한 졸업 시까지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사범대학 학과의 다중전공 이수자격을 상실함)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 학사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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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제도 알아보기 - 복수전공 /

취업 시 취득 전공 모두 활용 가능

1. 복수전공 제도란? 

∙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졸업을 미루고 다른 전공을 최소한 2학기 이상 이수하는 제도

로, 주전공 이외에 복수전공 학과의 지정된 전공인정학점을 이수하면 주전공과 복수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캠퍼스 간 교차 지원 가능) 

졸업요건
충족

복수전공
2학기 연장

졸업 시

병행 표기된
학위 수여✚

∙ 복수전공 신청(4학년 2학기 때 신청)

  1. 지원자격 : 주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 조기 졸업예정자 및 8학기 이상 졸업예정자(학업연장자) 신청 가능 

   -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수강신청 유) 신청 가능

(단,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수강신청 무)은 수료생으로 신청 불가)

  2. 복수전공 이수 기준 학점 : 36학점 이상(건축학부 제외)

   - 제1전공학과 이수 시 복수전공학과의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심사를 통하여

최대 9학점까지 인정 가능 

  3. 취득학위 

   - 주전공학위 : 취득

   - 복수전공학위 : 취득

2. 복수전공 가능 계열 및 학과 

∙ 계열, 학과, 캠퍼스 간 복수전공 제한 없음 

 ✽ 단, 실용음악학과를 제외한 예체능계열로의 지원은 주전공이 예체능계열이며, 주전공과 동일계열로 

지원할 경우에만 가능함 (제외학과 : 의학계, 약학계, 사범계,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 국방정보학과, 

경상대학 회계사무학과,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로의 지원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 학사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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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제도 알아보기 - 부전공 /

학위증에 부전공 병행 표기

1. 부전공 제도란?

∙ 주전공 이외에 타 전공의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주전공 학위증명서에 주전공과 부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전공 타전공

졸업 시

병행 표기된
학위 수여✚

1학년 2학기부터 2, 3, 4학년 재학 중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1학기(5월), 2학기(11월) 

∙ 부전공 신청

  1. 지원 자격 : 1학기 이상 성적유효(단, 학업연장자 및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제외) 

  2. 부전공 이수 기준 학점 : 21학점 이상(건축학부 제외) 

   ✽ 부전공 학생은 최대수강신청 가능학점 3학점 추가 혜택부여

   ✽ 중복교과목 학점인정(제1전공의 기초교과, 전공과목이 부전공학과의 전공과목과 중복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인정될 수 있음)

  3. 취득학위 

   - 주전공학위 : 취득 

   - 부전공학위 : 미취득(국문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 부전공명 기재) 

2. 부전공 가능 계열 및 학과 

∙ 계열, 학과, 캠퍼스 간 복수전공 제한 없음 

 ✽ 단, 타 학과에서 사범계, 의과대학, 간호학부, 부전공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 학사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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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 복학 안내 /

1. 신입학 후 첫 학기에 신청 가능한 휴학

∙ 입대휴학 : 개강일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재학 중 최대 3년까지)

∙ 병가휴학 : 질병 또는 상해로 종합병원에서 4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학 중 최대 3년까지)

* 이 외의 휴학은 신입학 후 한 학기가 경과해야 신청 가능함

2. 휴학 신청 방법

∙ 첫학기 개강일부터 신청 가능

∙ 한양대학교 포털(HY-in)에서 휴학신청 입력 → 휴학신청서 출력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방문, 우편, FAX 등)

  (단, 입대휴학은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가능)

  - 병가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의대는 상급 종합병원진단서)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온라인 신청 업로드(병무청 발행 / 입영일 한 달 이내)

3. 복학 신청 방법

∙ 복학하려는 학기 직전, 지정된 복학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1학기 복학신청 – 1월 말 / 2학기 복학신청 – 7월 말)

- 입대휴학 후 복학하려는 학생은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 완료하여야 합니다.

∙ 한양대학교 포털(HY-in)에서 복학신청 입력 → 전역예정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등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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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학생 제도 알아보기 /

1. 교환학생 제도란?

∙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한 학기 또는 일 년 동안 파견되어 상대국의 언어, 문화 등을 

체험하며, 파견대학의 강의를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을 본교로 학점인정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 교환학생제도의 특징

  1) 교환기간 동안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 돌아와서 인정받을 수 있음

  2) 파견기간 동안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고, 상대교 등록금을 면제 받아 유학경비를 절약할 수 있음

  3) 취업이나 상위대학 진학 시 경력사항으로 인정 가능

  4) 타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경험 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① 학적

   가. 한양대 학부생으로 파견교환학생 모집 시기(12월/7월) 기준으로 2학기~7학기 이수자

(건축학부의 경우 2학기~9학기 이수자) 

   나. 중국어권, 일본어권 일부 대학에 한하여 대학원 2기생도 지원 가능

(1기: 본교 재학 ⇒ 2기: 지원 후 본교 재학 ⇒ 3기: 교환유학 ⇒ 4기: 본교 재학) 

   다. 지원 불가 대상

1) 졸업예정자 및 학업연장자

2) 복수전공자(단, 부전공 및 다중전공자는 지원 가능함)

3) 파견교환학생 프로그램에 1년(2개 학기)동안 참여했던 학생

  라. 연속된 학기로 파견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 (1년 파견자 제외)

 ② 성적(4.5만점 기준)

  가. 학부생 : 성적 증명용 누적 평점(GPA) 2.5 이상

  나. 대학원생 : 학부 및 대학원 누적 평점(GPA) 모두 2.5 이상

  다. 편입생 : 전적 대학 및 본교 누적 평점(GPA) 모두 2.5 이상

 ③ 외국어(파견시점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유효)

구분
영어권 

(미국/영국/호주 등)
유럽/남미/아시아
(중국, 일본 제외)

중국어권, 일본 ISEP/GE3

어학
기준

- TOEFL IBT 75이상
- IELTS(academic)
  6.0 이상

- TOEFL IBT 75이상
- IELTS(academic) 6.0 이상
- TOEFL ITP 550이상

필수요건 없음
- TOEFL IBT 75이상
- IELTS(academic)
  6.0 이상

유의
사항

* 기관토플 ITP 불가
* 영국 1년 파견은   
  IELTS(academic)
  성적 보유 필수

* 기관토플 ITP 인정해주는 대학만
  해당 점수 인정 가능
(파견교 리스트에서 정보 확인 필수)

* 단, 대학별로
 요구하는 어학성적
 기준에 충족해야 함

* 향후 지원 대학별 요구하는
  점수 및 기준이 다를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함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상기 지원 자격은 본교 선발 기준으로 상대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선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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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방법

∙ 매년 12-1월, 7-8월 국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HY-in 포털에서 

교환 유학 신청

제출서류

1. 유학계획서 (직접 입력)

2. 교환학생 지원서약서 (스캔 후 업로드)

3. 보증인 서약서 (스캔 후 업로드)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지원 시 동의 체크)

5. 어학성적표 사본 (스캔 후 업로드)

※ 지원자격, 지원방법 및 파견가능 대학은 매 학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세부사항은 지원 전 반드시 국제처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파견가능대학: 전 세계 약 200여개 대학 (매 학기 변동)

 영어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 

 유럽권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체코, 폴란드, 터키, 크로아티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룩셈부르크 등

 중동/중남미권

브라질,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 칠레,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아시아권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홍콩,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브루나이 등

5. 국제처 홈페이지 : https://oia.hanyang.ac.kr

https://www.dic.hanyang.ac.kr/front/outgoing/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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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

㈜진학어플라이는 지원자가 지원하는 대학의 위탁을 받아 지원자의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 및 수탁자인 ㈜진학어플라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이름, 모집단위(지망학과),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1개),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

연도, 고교 전화번호), 전형구분, 모집단위(지망학과)

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선택)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추가전화번호(1~4개),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자기소개서

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일부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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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감염예방법(제6조4항) 및 재난안전법(제74조3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항3호)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권리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권리는 제37조2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권리 거절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2항2호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 및 안내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시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합격정보, 과목성

적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

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

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수험번호, 대학

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

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출신고교유형

코드, 졸업연도, 등록일자구분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 모집시기,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 모집단위명, 접수시간, 접수장

소, 합격여부, 예치금납부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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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지원자의 자기소개

서, 유사도 검색 및 

대학 통보

대학코드,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

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교

코드, 자기소개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 공통원서접수

서비스 관련 대입

원서접수정보 연계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

번호, 이메일, 모집단위(지망학과), 학

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

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은

행명, 예금주 이름, 계좌번호, 자기소개

서(고교 학업 노력 및 경험 내역, 고교 

교내 활동 내역, 고교 배려나눔 협력갈

등 내역, 대학별 자율문항)

즉시 연계

수행함으로

개인정보

보유하지 않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개인정보보호 모니

터링

ID, 접속정보, 개인민감정보 복호화 내

역, 접속IP주소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원서 일치성 

검사

대학명, 수험번호, 이름, 모집단위, 전

형유형, 접수기간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대학원서접수대

장의 원서일치성 

검사 서비스를 

위한 필요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중 졸업자격 미

취득자의 대학 진

학 현황 검색 및 후

속조치

고교명, 고교졸업자격 미취득사유, 수

능응시여부, 이름

고등교육법

제33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능시험 대리응시

자 확인을 위한 수

능응시원서 요청 

명단 수합

학력정보(출신고교, 검정고시, 기타수

능응시자격정보), 수능수험번호, 이름

고등교육법

제34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ID, 접속정보, 개인민감정보 복호화 내

역, 접속IP주소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진학어플라이 대입원서 접수대행
㈜진학어플라이 개인정보취급방침 참

조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9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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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선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출신고교의 고등학교별 

대학진학자 조회 서비스 제공

성명, 성별, 대학구분,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선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학교알리미 진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열람

이름, 성별, 대학구분,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최초,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

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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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인 확인 및 지원자격, 전형일자 확인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10.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11.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확인

∙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①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대입원서를 6번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

에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② 산업대,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③ 수시모집(대학에서 분리 실시하는 1차 및 2차)의 모든 전형에 해당함. 재외국민 전형(모집정원의 2% 

정원외 선발), 본인만 외국인, 초·중등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임.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은 

제외

④ 수험생이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