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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일정 구분 비고

2021. 12. 31.(금) -
2022. 01. 03.(월)

인터넷 원서접수
•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2021. 12. 31.(금) -
2022. 01. 04.(화)

서류제출 • 등기우편 2022. 01. 04(화) 소인까지 유효

2022. 01. 07.(금) 1단계 합격자 발표
• 가군 국방정보공학 1단계

  (2단계 전형 일정 추후 공지)

2022. 01. 08.(토) 예체능 실기고사 • 가군 디자인대학

2022. 01. 12.(수) 예체능 실기고사
• 가군 스포츠과학부

• 가군 무용예술학과

2022. 01. 18.(화)
- 01. 19.(수)

예체능 실기고사 • 나군 실용음악학과(보컬 1단계 포함)

2022. 01. 21.(금) 예체능 실기고사 • 나군 실용음악학과 보컬 2단계

2022. 01. 21.(금) 최초합격자 발표
• 가군 일반전형

• 나군 일반전형
 ※ 예체능 및 특별전형 제외

2022. 01. 24.(월) 1단계 합격자 발표 • 다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단계

2022. 01. 26.(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예비대학
• 다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단계 합격자 대상

2022. 01. 28.(금)
- 01. 29.(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2단계 면접고사

• 다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2단계

2022. 02. 07.(월) 최초합격자 발표

• 가군 예체능 및 특별전형

• 나군 실용음악학과 및 특별전형

• 다군 특별전형

2022. 02. 09.(수)
- 02. 11.(금)

합격자 등록 • 최종등록금 납입은 02. 11.(금) 16:00까지

2022. 02. 12.(토)
- 02. 20.(일)

미등록 충원 • 추가합격자 발표는 02. 20.(일) 21:00까지

2022. 02. 12.(토)
- 02. 21.(월)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02. 21.(월) 16:00까지 등록마감이며, 

  02. 21.(월)은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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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수시 이월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정시 모집인원이며, 수시 이월인원 반영한 최종모집인원은 

2021. 12. 29.(수)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에 공지 예정

※ 수시 이월인원 발생 시 정시 선발하는 학부/과 : 융합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회계세무학과, 

무용예술학과, 실용음악학과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자세한 지원가능 모집단위는 26p 참조

계열 대학 학부/과

정원 
내 

모집
인원

정원 내 정원 외

가 나
기회균형선발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수
교육

대상자

국방
정보
공학

특성화
고졸

재직자

조기
취업
계약

가 나 가 나 가 가 나 다

자연

공학

건 축 학 부 66 21 2 　 1 　

3

건 설 환 경 공 학 과 40 12 1 　 1  　
교 통 · 물 류 공 학 과 35 16 1 　 1  　
전 자 공 학 부 168 48 2 　 2  　
재 료 화 학 공 학 과 94 32 2 　 2  　
기 계 공 학 과 110 31 2 　 2  　
산 업 경 영 공 학 과 35 16 1 　 1  　
생 명 나 노 공 학 과 30 11 　 　 　 　
로 봇 공 학 과 58 19 　 　 　 　
융 합 공 학 과 1 　 　 　 　 -
국 방 정 보 공 학 과 　 　 　 　 　 10
스 마 트 융 합 공 학 부 -

소프트
웨어융합

소 프 트 웨 어 학 부 100 40  2　   1　
I C T 융 합 학 부 70 35 　 　 　 　
인 공 지 능 학 과 36 14

약학 약 학 과 30 16 3

과학기술
융합

응 용 수 학 과 27 11 1  　 1  　
응 용 물 리 학 과 30 11 1  　 1  　
분 자 생 명 과 학 과 38 13 　 　 　 　
나 노 광 전 자 학 과 32 11 　 　 　 　
화 학 분 자 공 학 과 43 15 　 1  　 1  
해 양 융 합 공 학 과 33 11 　 1  　 1  

인문
국제문화

한 국 언 어 문 학 과 29 12 1  　 1  　

2

문 화 인 류 학 과 30 12 　 1 　 1
문 화 콘 텐 츠 학 과 33 12 　 　 　
중 국 학 과 34 13 1 1
일 본 학 과 34 13 1 1
영 미 언 어 · 문 화 학 과 50 20 1 1
프 랑 스 학 과 26 12 1 1

언론정보　
광 고 홍 보 학 과 55 22
정 보 사 회미 디 어 학 과 55 18 2 2

상경 경상

경 제 학 부 77 26 2 2
3

경 영 학 부 118 40 2 2
보 험 계 리 학 과 27 18 　 　 　 　
회 계 세 무 학 과 1  　 　 　 　 -

예체능

디자인

주얼리·패션디자인학과 38 34 　 　 　 　

산 업 디 자 인 학 과 25 22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48 42 　 　 　 　

영 상 디 자 인 학 과 36 32 　 　 　 　

예체능　
스 포 츠 과 학 부 71 25 　 　 　 　
무 용 예 술 학 과 25 - 　 　 　 　
실 용 음 악 학 과 25 - 　 　 　 　

합계 1,913 525 231 19 13 18 9 8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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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주요사항 안내

 전형별 주요사항

군 전형(학과) 모집인원
수능

최저학력기준
단계구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가군

일반전형 370 × 일괄사정 100% 수능 100%

디자인대학 130 × 일괄사정 100% 수능 55% + 실기 45%

스포츠과학부 25 × 일괄사정 100% 수능 60% + 실기 40%

무용예술학과 수시이월 × 일괄사정 100% 실기 90% + 수능 10%

기회균형선발(정원외) 19 ○ 일괄사정 100% 수능 100%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 18 ○ 일괄사정 100% 수능 10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8 ○ 일괄사정 100% 수능 100%

국방정보공학(정원외) 10 ○

1단계 300% 수능 100%

2단계 100% 1단계 성적 70% + 해군본부 주관 평가 30%

나군

일반전형 231 × 일괄사정 100% 수능 100%

실용음악학과
(보컬) 수시이월 ×

1단계 2500% 실기 100%

2단계 100% 실기 80% + 수능 20%

실용음악학과(보컬제외) 수시이월 × 일괄사정 100% 실기 80% + 수능 20%

기회균형선발(정원외) 13 ○ 일괄사정 100% 수능 100%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 9 ○ 일괄사정 100% 수능 100%

특성화고졸재직자(정원외) 수시이월 × 일괄사정 100% 학생부 종합평가 100%

다군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정원외) 수시이월 ×

1단계 500% 학생부 종합평가 100%

2단계 100% 1단계 성적 10% + 기업체 면접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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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별 필수 응시영역 및 영역별 선택과목
계열/모집단위 수능 필수 응시영역

자연  국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영어, 과학탐구(2과목), 한국사

인문·상경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한국사

국방정보공학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한국사

예체능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 한국사
  * 수학영역 및 탐구영역 중 고득점 영역 선택 반영

예체능
(실용음악학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1과목), 한국사
  * 수학영역 및 탐구영역 중 고득점 영역 선택 반영

 * 수능 국어영역 : 계열별 선택과목 제한 없음

 * 수능 수학영역

    - 자연계열(약학과 포함) : 수학영역의 선택과목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중 1과목 응시 필수

    - 인문·상경계열, 국방정보공학, 예체능계열 : 선택과목 제한 없음

 * 수능 탐구영역

    - 자연계열 : 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중 2과목 응시 필수

    - 인문·상경계열 : 사회/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중 제한없이 2과목 응시 필수

    - 예체능계열 : 사회/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중 제한없이 1개 과목 반영

      ※ 다만, 실용음악학과에 한해 직업탐구영역 1과목 대체반영 인정

 * 예체능계열 : 수학영역 및 탐구영역 중 고득점 과목을 선택 반영하므로 수학영역 또는 탐구영역 중 최소 1개 과목 응

시 필수

 * 한국사영역은 필수 응시 과목이며, 총점에 가산점으로 반영

 * 제2외국어/한문영역 : 반영하지 않음

 전형별 수능 최저학력기준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기회균형선발,
특수교육대상자

 자연계열(약학과 제외) : 국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영어, 과학탐구(2과목) 중 3등급 이내 1개, 4등급 이내 1개
 약학과 : 국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영어, 과학탐구(2과목) 중 2등급 이내 1개, 3등급 이내 1개
 인문·상경계열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중 3등급 이내 1개, 4등급 이내 1개

특성화고교졸업자
 자연계열 : 국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영어, 과학/직업탐구(2과목) 중 3등급 이내 1개, 4등급 이내 1개
 인문·상경계열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2과목) 중 3등급 이내 1개, 4등급 이내 1개

국방정보공학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중 3개 영역 합 9등급 이내

 * 탐구영역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급 적용 시 2개 과목의 평균을 반영

   다만, 국방정보공학 특별전형에서는 1개 과목만 반영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에 한해 직업탐구영역(2과목)의 대체 반영을 허용

 * 한국사영역은 필수 응시 과목이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는 활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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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전형료 / 서류제출             

 원서접수 : 2021. 12. 31.(금) 10:00 ~ 2022. 01. 03.(월) 17:00까지
 • 수시모집 최초 및 추가합격한 자(등록포기 및 환불자 포함)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 시에는 모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

 • 동일 모집기간 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 또는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를 통해 접수

   (공통원서접수 시행으로 통합회원 가입 시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피하여 접수 완료해야함

   (상기 이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정상 완료된 것으로 원서접수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작성한 원서를 수정‧취소할 수 없음

   (상기 이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대리인 접수, 입력 누락, 입력 오류, 연락처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원서상의 개인정보 수정이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ERICA 입학처로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함

   * 통보방법 :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 → 제출서류 양식 →

              . 개인정보변경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e-mail(goerica@hanyang.ac.kr) 발송 

               .(FAX전송은 받지 않음)

 • 업로드한 사진이 본인 사진이 아니거나 정해진 규격이 아닌 경우 부정‧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음

 전형료

전형구분 모집단위 책정금액 감면금액 확정금액 비고

일반

전형

가군

자연‧인문‧상경 30,000원  30,000원  

불합격자에 

대한 

환불은 

없음

※ 다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단계 

불합격자 

30,000원 

환불

디자인대학, 스포츠과학부

,무용예술학과
80,000원 80,000원

나군

자연‧인문‧상경 30,000원 30,000원

실용음악

학과

보컬 1단계 50,000원 50,000원

보컬 2단계 60,000원 60,000원

보컬 제외한 

전체
80,000원 80,000원

특별

전형

가,

나

군

기회균형선발 전 모집단위 30,000원 29,000원 1,000원

특성화고교졸업자 전 모집단위 30,000원 30,000원

특수교육대상자 전 모집단위 30,000원 29,000원 1,000원

국방정보공학
국방정보

공학과

1단계 30,000원 30,000원

2단계 30,000원 30,000원 0원

특성화고졸재직자 융합공학과, 회계세무학과 45,000원 45,000원

다

군
조기취업계약학과

스마트융합공

학부
1·2단계 75,000원 75,000원

http://goerica.hanyang.ac.kr
mailto:goerica@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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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 환불

 • 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

소할 수 없고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류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입시의 공정성

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환불 가능(수수료 제외)

 • 환불 사유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함

 • 상기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사일로부터 4일 이내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 신  

청 시 환불 불가함

 • 타 대학교 입학전형과의 시간 중복으로 인한 고사 미응시 또는 지각, 입시일시 착오 등 본인 귀책사유

로 인한 고사 미응시는 환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서류제출(제출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등기우편

2022. 01. 04.(화) 소인분까지 유효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제1과학기술관 1층 입학처

(원서접수 완료 후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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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도착여부는 발송 3~4일 이후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ERICA, 서울 동시 지원자 및 2개 전형 이상 지원자는 해당 서류를 반드시 캠퍼스 및 전형별로 각각 제

출해야 함

 • 우편배달 사고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학생부는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 2013년 02월 이전 고교 졸업자에 한하여 제출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후 봉투에 넣어 제출)

 •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여러 장 발급이 어려운 서류의 경우, 출신 고등학교장 직인 날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본 제출가능

 • 필요 시 지원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시모집 서류 방문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받음

 ‣ 국외고교 출신자 제출서류

지원자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지원 당시 졸업예정자는 졸업장(Diploma) 또는 졸업증명서를 추가 제출

• 제출서류에 대해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이나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확인

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2022. 02. 21.(월) ~ 2022. 02. 25.(금)까지 제출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영문이 아닌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서를 첨부해야 함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http://www.jinhak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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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및 선발
 • 합격자 발표는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 “지원자통합서비스”에서 확인

 • 입학 전형 관련 평가내용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아래의 경우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 대학별 고사 결시자

   * 대학별 고사 : 실기고사(예체능), 해군본부 주관 평가(국방정보공학), 기업체 면접(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1단계 불합격자(재능우수자(실용음악학과-보컬),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국방정보공학)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에서 필수영역 미응시자, 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

  -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추가 제출서류 포함)

 •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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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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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가 해당 연월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함

 • 자격미충족자 또는 아래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함

  -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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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경우

 미등록 충원 : 2022. 02. 12.(토) ~ 02. 20.(일) 21:00까지

 • 미등록 충원 등록 기한 : 별도 안내

 • 미등록 충원 최종 등록마감 : 2022. 02. 21.(월) 16:00(최종마감일은 합격자 발표는 할 수 없음)

 • 충원합격자 발표 관련 세부 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를 통해 공지 

예정임

 • 최초합격자의 등록 종료일 이후 미등록자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 중에서 본 대학에서 정한 성적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고, 교육 및 수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학 자율로 충원함

 •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미등록 충원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합격자로 간주함

 • 전화 통보를 통한 충원합격 발표의 경우, 원서접수 시 입력한 연락처의 오류 또는 3회 이상의 통화시도 

후에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충원합격자로서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http://goerica.hanyang.ac.kr
http://goerica.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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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등록기간 : 2022. 02. 09.(수) ~ 02. 11.(금) 16:00

 • 납입장소 : 전국 신한은행 지점

 • 등록금 고지서 : 입학처 홈페이지 내 지원자통합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출력 가능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최초 및 미등록충원 등록 포함)가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 할 

경우 모든 합격이 취소됨. 다만, 추가모집 기간 전까지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가능

 • 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 장학생도 지원자통합서비스 로그인 후 고유 계좌를 등록해야 함

 • 보훈장학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 해당자는 관련 증명서를 본교 학

생지원팀에 제출 후 장학혜택(납부금액 0원)을 확인받아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기간 내에 은행에 직

접 방문 및 등록해야 함

 • 합격자가 타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

달해야 함

 • 미등록자 또는 등록마감 이전에 인터넷 등록포기 신청자는 등록포기자로 확정하여 처리함

   - 등록포기 기한 : 합격자 발표 ~ 등록마감 시점까지

   - 등록포기 방법 : 입학처 홈페이지 “지원자통합서비스→등록포기” 메뉴에 접속, 등록포기 신청

 등록금 환불 신청 : 등록 포기원인 발생 즉시 신청

 •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 “지원자통합서비스→등록포기/등록금 환불 신청” 메뉴에 접속 

및 환불 신청

 • 환불 소요시간

   - 환불신청기간 이내에서 오전까지 신청 건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일 다음날에 처리가 될   

수 있음

   - 환불신청기간 이후 신청 건은 환불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환불신청기간 : 2022. 02. 09.(수) ~ 02. 19.(토)

 • 환불 완료 확인은 동일 메뉴에 접속 후 '환불 처리상태'란을 확인하여 환불이 처리중인 경우 '환불 신

청', 환불이 완료된 경우 '환불 완료'로 표시됨

 • 환불 신청 확인서를 출력하여 환불 확인 시까지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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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관련 안내

 모집학부별 전공 구분

대학 학부 전공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 건축공학전공(4년)

스마트융합공학부(3년)
소재‧부품융합전공, 로봇융합전공, 스마트ICT융합전공,
건축IT융합전공, 지속가능건축융합전공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전공, 소프트웨어전공

ICT융합학부 미디어테크놀로지전공, 컬처테크놀로지전공, 디자인테크놀로지전공

예체능대학 스포츠과학부 스포츠문화전공, 스포츠코칭전공

• 전공 이수 시기 및 운영 방식은 학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전자공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는 단일 전공으로 이루어짐
•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소프트웨어학부 및 ICT융합학부와 단일학과인 인공지능학과로 구성됨
• 스마트융합공학부는 전공별로 신입생을 모집함

 교육인증 프로그램
 ‣ 교육인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프로그램별 졸업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야 졸업 가능

   ￭ 공학교육인증 심화 프로그램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운영 중인 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아래 모집

단위의 신입생은 해당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참여

     •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건설환경공학과 • 교통‧물류공학과 • 로봇공학과 • 해양융합공학과

   ￭ 건축학 교육인증 프로그램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국제인증기준 건축

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

   ￭ 국제경영교육인증 프로그램 : 경상대학 경영학부, 보험계리학과, 회계세무학과는 국제경영대학발전협

의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A

CSB)의 국제경영교육인증기준 경영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

 교직과정 설치학과
 ‣ 2022학년도 기준 교직 개설학과이며, 최종 확정사항은 ERICA 교직정보 홈페이지(http://asteac

hing.hanyang.ac.kr) 참조

대학 학부(과) 대학 학부(과)

국제문화대학

중국학과

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일본학과

영미언어·문화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프랑스학과

경상대학
경제학부

예체능대학

스포츠과학부 
(스포츠문화, 스포츠코칭)

경영학부 무용예술학과

 * 교직과정 이수 완료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 신청자격 : 2학년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교직과정 설치 학과에 한함)

 * 선발시기 : 2학년 2학기 중

 * 문의처 : 교무팀(교직 담당) 031-400-4206, http://asteaching.hanyang.ac.kr/

http://asteaching.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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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 프로그램 안내
    ‣ 복수학위프로그램

대학 학부(과) 복수학위 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공학대학

공학대학 전체

(로봇공학과, 국방정보공학과,

융합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제외)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한양대 1.5년 +

복수학위 대학 2년 +

한양대 0.5년 이수 후

2개 대학 학사 학위 취득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한양대 1.5년 +

복수학위 대학 2년 +

한양대 0.5년 이수 후

2개 대학 학사 학위 취득

Technological University 

Dublin

한양대 2.5년 +

복수학위 대학 1년 +

한양대 0.5년 이수 후

2개 대학 학사 학위 취득

ICT융합학부,

인공지능학과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한양대 1.5년 +

복수학위 대학 2년 +

한양대 0.5년 이수 후

2개 대학 학사 학위 취득

경상대학
경제학부,

경영학부

University of 

Wisconsin-River Falls

한양대 2년 +

복수학위 대학 2년 +

필요시 한양대 0.5년 이수 후

2개 대학 학사 학위 취득

(향후 상대 대학과

협정개정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상대 대학과의 협정 개정이 있을 시 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12 -

    ‣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그램(Co-op)

    ‣ 현지 학기제

* 중국학과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중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시 선발을 보장함(자격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대학 학부(과)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그램

공학대학

건축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과,

전자공학부, 재료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생명나노공학과, 로봇공학과

미국 Drexel 대학 산학협력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ICT융합학부

6개월 교환학생

(영어연수, 전공수업)
╋

6개월 미국기업

현장실습

(급여 또는 무급) 과정

대학 학부(과) 현지 학기제

국제문화대학

일본학과 3학년 중 한 학기를 일본 Tokai University에서 이수가능

프랑스학과 3학년 2학기에 프랑스 Université PARIS 8에서 이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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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학과 신입학 장학제도 안내

‣ 신입학 장학제도 안내

구분 장학혜택 선발기준 및 해당학과

레인보우 장학

입학 당해 학기 

1회 수업료 50% 

지원

- 정원내 최초합격자

- 자연 : 생명나노공학과, 로봇공학과, 인공지능학과, 분자생명과학과

- 인문‧상경 : 문화콘텐츠학과, 광고홍보학과, 보험계리학과

• 위 신입학 장학제도 이외에도 재학 중 다양한 장학금 지급

• 전체 장학제도 안내 : 45~48page 참고

 약학과 신입학 장학제도 안내

구분 장학혜택 선발기준 및 해당학과

약학차세대리더 장학

(2022학년도 신설)

입학 당해 학기 

1회 수업료 50% 

지원

- 정원내 최초합격자

- 자연 : 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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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가군 일반전형 공통           

II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 본교 계열별 필수 응시영역을 응시한 자

II 제출서류 : 제출방법 7page 참조

구분 제출서류
고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공 필요 없음)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공 필요 없음)

국외고교 졸업자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II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요소 및 배점 전형요소별 최고점/최저점

자연‧인문‧상경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 수능 1,000점
수능

1000 0

예체능

디자인대학 수능 550점 + 실기 450점
수능 실기

550 0 450 0

스포츠과학부 수능 600점 + 실기 400점
수능 실기

600 0 400 0

무용예술학과 수능 100점 + 실기 900점
수능 실기

100 0 900 0

II 수능 반영방법 : 39page 참조

계열/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반영비율 반영과목수

자연‧인문‧상경 25% 30% 20% 25%
2과목 필수응시,

가산점반영보험계리학과 25% 35% 20% 20%

예체능 35% (30%) 35% (30%) 1과목

  * 자연계열 : 아래 자격요건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① 수능 수학영역의 선택과목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중 1과목 응시 필수

     ② 수능 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중 2과목 응시 필수 

  * 인문·상경·예체능계열 : 수능 수학영역 및 사회/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 미지정

                         (예 : 과학탐구영역 1과목 + 사회탐구영역 1과목 응시 가능)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 직업탐구영역의 과목을 탐구영역으로 인정

  * 예체능계열은 수학영역 및 탐구영역 중 고득점 과목 선택 반영

  * 한국사영역은 필수 응시 과목이며, 총점에 가산점으로 반영

  * 제2외국어/한문영역 : 반영하지 않음

II 동점자 처리기준

순위 자연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예체능계열

1 수학 국어 수학 실기성적

2 과학탐구 수학 국어 국어

3 국어 사회/과학탐구 사회/과학탐구 수학 또는 탐구 중 반영과목

  * 합격선상(커트라인)의 동점자 선발 시 위의 기준으로 우위를 가릴 수 없을 경우 모두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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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가군 디자인대학               

II 지원자격/제출서류/전형방법 : 14page 참조

II 학과별 모집인원

주얼리·패션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34 22 42 32

II 실기고사

구분 내용 용지(시간)

기초
디자인

• 제시된 이미지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채색화
  - 색채 표현 가능한 모든 재료 허용(다만, 입체적 첨가 재료 불허)
  -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표현 가능
  - 연필, 물감, 기타 채색 재료 혼용 가능
  - 자(도형 자 포함), 지우개(전동지우개), 컴퍼스 사용 가능

3절지 1장
(5시간)

II 실기고사 주제
야구공 온도계 골프공 테니스공 줄넘기

톱 십자드라이버 머리집게 압정 나사못

흙손 미장칼 젖병 접지용가위 망치 대못

더블클립 USB 의류 옷걸이 마우스 페인트 붓

문구용 가위 쪽가위 스테이플러 만년필 캔들라이터

젓가락 버터나이프 일자드라이버 커피잔 와인잔

먼지떨이 사각 건전지 숟가락 티스푼 포크

국자 (리츠)크래커 종이노끈 주름 스트로우 거품기

알루미늄호일 귤 일반양초 레고 블록 종이컵

토마토 커피콩 스트로우 백열전구 수저받침

유성매직 튜브형 마요네즈 휴대폰 충전기 바나나 성냥개비

호두 시럽펌프뚜껑 의료용핀셋 면봉 티백

스텐 사각 뒤집개 오레오 쿠키 나무 절구공이 완두콩 커피캔

각설탕 순간접착제 원예용 모종삽 골무 참치캔

물잔 면도기 머그컵 우유팩 구강 스프레이

딱풀 디퓨저 도루코 면도칼 빨래집게 넥타이

후레쉬 매니큐어 알사탕 헤어롤 립스틱

꼬리빗
전기 콘센트

(일반 2구)
손거울 밥주걱 와인오프너

사과 칫솔 생수병 이쑤시개 치실

나비넥타이 감자칼 치약 (일반)병따개 넥타이핀

 * 제시된 주제 중 3가지를 추첨하여 출제

II 실기고사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유의사항 공지 2022. 01. 05.(수)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를 통해 유의사항 및 고사장, 

고사시간 등을 공지

실기고사 2022. 01. 08.(토) 장소 : 한양대학교 ERICA

※ 실기고사 일정은 지원자 수, 실기고사 운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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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가군 스포츠과학부              

II 지원자격/제출서류/전형방법 : 14page 참조

II 모집인원 : 스포츠과학부 총 25명

II 실기고사

구분 내용

제자리

멀리뛰기

• 시작선을 넘지 않도록 양발을 위치한 후 멀리 뛰어 시작선에서 가까운 발뒤꿈치를 측정

• 2회 측정을 하며, 2회 중 최고 기록을 인정
• 측정 중 1회 파울 시 한 번의 측정으로 기록 인정하며, 2회 파울 시 실격
• 양발 중 한발이라도 시작선을 넘을 경우 파울 처리

• 단 한번의 도약만 인정, 도약 이전 이중 스텝 점프는 파울 처리

메디신볼

던지기

(남3kg,

여2kg)

• 제자리에 선 자세에서 양발을 지면에 붙인 후 상체의 근력과 반동을 이용하여 축구의 드로우인과 같은 자세
로 양손을 사용하여 던짐

• 2회 측정하여 그 중 최고기록을 인정
• 볼을 던지고 난 후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거나 시작선 앞으로 발이 나갈 때 파울 처리
• 던진 공이 규정선 밖에 떨어지면 파울 처리
• 측정 중 1회 파울 시 한번의 측정으로 기록 인정하며, 2회 파울 시 실격

10mx2회

왕복

달리기

• 출발선부터 반환점까지 9m를 동일구간 2회 왕복 후 마지막에는 4m를 더 달림. 출발선과 반환점에 놓여진 부

저를 왕복 때마다 누름. 부저를 손 이외에 다른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누를 경우 파울로 간주

• 1회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균형을 잃어 넘어진 경우 1회에 한하여 한번 더 측정. 재차 파울 시 실격

25mx4회

왕복

달리기

25m x 4회 왕복달리기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2022학년도 정시 스포츠과학부 실기고사 종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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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기고사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유의사항 공지 2022. 01. 07.(금)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를 통해 유의사항 및 

고사장, 고사시간 등을 공지

실기고사 2022. 01. 12.(수) 장소 : 한양대학교 ERICA

  * 실기복장 : 반바지, 반팔티, 운동화, 발목까지 오는 양말

  * 공정한 고사 진행 및 부상방지를 위하여 학교명, 학원명이 표기된 복장 및 장신구(귀금속류 등), 보호대, 

테이프류는 착용을 금지함

  * 실기고사 일정은 지원자 수, 실기고사 운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기고사 중 지원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II 실기배점

배점
제자리 멀리뛰기(cm) 메디신볼 던지기(m) 10m X 2회 왕복달리기(초)

남 여 남 여 남 여

100 300이상 250이상 12.6이상  9.8이상 8.50이하 9.10이하

97 295~299 245~249 12.2~12.5 9.4~9.7 8.51~ 8.60 9.11~9.20

94 290~294 240~244 11.8~12.1 9.0~9.3 8.61~ 8.70 9.21~9.30

91 285~289 235~239 11.4~11.7 8.6~8.9 8.71~ 8.80 9.31~9.40

88 280~284 230~234 11.0~11.3 8.2~8.5 8.81~ 8.90 9.41~9.50

85 275~279 225~229 10.6~10.9 7.8~8.1 8.91~ 9.00 9.51~9.60

82 270~274 220~224 10.2~10.5 7.4~7.7 9.01~ 9.10 9.61~9.70

79 265~269 215~219 9.8~10.1 7.0~7.3 9.11~ 9.20 9.71~9.80

76 260~264 210~214 9.4~9.7 6.6~6.9 9.21~ 9.30 9.81~9.90

73 255~259 205~209 9.0~9.3 6.2~6.5 9.31~ 9.40 9.91~10.00

70 250~254 200~204 8.6~8.9 5.8~6.1 9.41~ 9.50 10.01~10.10

67 245~249 195~199 8.2~8.5 5.4~5.7 9.51~ 9.60 10.11~10.20

64 240~244 190~194 7.8~8.1 5.0~5.3 9.61~ 9.70 10.21~10.30

61 235~239 185~189 7.4~7.7 4.6~4.9 9.71~ 9.80 10.31~10.40

58 230~234 180~184 7.0~7.3 4.2~4.5 9.81~ 9.90 10.41~10.50

55 225~229 175~179 6.6~6.9 3.8~4.1 9.91~ 10.00 10.51~10.60

52 220~224 170~174 6.2~6.5 3.4~3.7 10.01~ 10.10 10.61~10.70

49 215~219 165~169 5.8~6.1 3.0~3.3 10.11~ 10.20 10.71~10.80

46 210~214 160~164 5.4~5.7 2.6~2.9 10.21~ 10.30 10.81~10.90

43 209이하 159이하 5.3이하 2.5이하 10.31이상 10.9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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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가군 무용예술학과              

II 지원자격/제출서류/전형방법 : 14page 참조

II 모집인원 : 수시모집에서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정시 가군에서 선발하며, 

2021. 12. 29.(수)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를 통해 공지 예정

전 공 인 원

창작무용
추후 공지

Contemporary Dance(무용)

II 실기고사

구분 내용 복장 관련 준비물

창작무용
 [한국창작무용-작품실기]

  • 음악은 개인별 준비(2‘00’‘~2’30‘’)

(남) • 검정색 타이즈(발목 없는 것)
    • 흰색 레오타드(민소매)

    • 흰색 또는 검정슈즈, 버선

(여) • 분홍색 타이즈(발목 없는 것)

    • 검정색 레오타드(소매 긴 것)
    • 흰색 코슈즈, 버선
    • 필요시, 대학에서 풀치마 준비

Contemporary
Dance(무용)

 [Contemporary Dance(무용)-작품실기]

  • 음악은 개인별 준비(2‘00’‘~2’30‘‘)

(남) • 검정색 타이즈(발목 없는 것)

    • 흰색 레오타드(민소매)

(여) • 검정색 타이즈(발목 없는 것)

    • 검정색 레오타드(소매 긴 것)
 또는 무늬, 글자, 숫자, 상표 없는 복장
    • 검정색 긴 바지
    • 흰색 반팔티셔츠
    • 흰색운동화

II 수험생 유의사항
  * 머리는 장식 없이 단정히 하고, 화장, 타투, 네일 등 일절 금함(세부사항은 유의사항 확인)

  * 소품사용은 일절 금함

  * 복장은 문양 및 특이소재 첨가를 금함(질감이 다른 패턴의 복장 착용금지)

  * 실기작품 수행 시 특정한 소리, 노래, 대사 등의 삽입을 금함

  * 창작무용, Contemporary Dance(무용)의 모든 지원자는 본인 실기고사 음악을 개별 준비해야하며 제출 

방법은 추후 공지되는 유의사항을 참조

  * 위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점하거나 0점 처리함
  * 실기고사 중 지원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II 실기고사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유의사항 공지 추후공지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를 통해 유의사항 및 

고사장, 고사시간 등을 공지

실기고사 2022. 01. 12.(수) 장소 : 한양대학교 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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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나군 일반전형 공통               

II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 본교 계열별 필수 응시영역을 응시한 자

II 제출서류 : 제출방법 7page 참조

구분 제출서류
고교 졸업(예정)자 학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국외고교 졸업자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II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요소 및 배점 전형요소별 최고점/최저점

자연‧인문‧상경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 수능 1,000점
수능

1000 0

실용음악학과
보컬

(비대면) 1단계 (비대면) 실기 1,000점
실기

1000 0

(대면) 2단계 (대면) 실기 800점 + 수능 200점
수능 실기

200 0 800 0

보컬 제외한 전체 (대면) 실기 800점 + 수능 200점
수능 실기

200 0 800 0

II 수능 반영방법 : 39page 참조

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반영비율 반영과목수

자연‧인문‧상경 25% 30% 20% 25% 2과목 필수응시,
가산점반영예체능 35% (30%) 35% (30%) 1과목

  * 자연계열 : 아래 자격요건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① 수능 수학영역의 선택과목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중 1과목 응시 필수

     ② 수능 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에서 2과목 응시 필수 

  * 인문·상경·예체능계열 : 수능 수학영역 및 사회/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 미지정

                         (예 : 과학탐구영역 1과목 + 사회탐구영역 1과목 응시 가능)

  * 예체능계열(실용음악학과)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 직업탐구영역의 과목을 탐구영역으로 인정

  * 예체능계열은 수학영역 및 탐구영역 중 고득점 과목 선택 반영

  * 한국사영역은 필수 응시 과목이며, 총점에 가산점으로 반영

  * 제2외국어/한문영역 : 반영하지 않음

II 동점자 처리기준
순위 자연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예체능계열

1 수학 국어 수학 실기성적
2 과학탐구 수학 국어 국어
3 국어 사회/과학탐구 사회/과학탐구 수학 또는 탐구 중 반영과목

  * 합격선상(커트라인)의 동점자 선발 시 위의 기준으로 우위를 가릴 수 없을 경우 모두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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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나군 실용음악학과               

II 지원자격/제출서류/전형방법 : 19page 참조

II 전공별 모집인원 : 수시모집에서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선발하며, 202

1. 12. 29.(수)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를 통해 공지 예정

보컬 작곡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관악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추후 공지

II 실기내용 및 배점

전공 내용 점수 비고

보컬

1단계 : 자유곡 1곡

(1단계에서 약 25배수 선발, 비대면)
100 •보컬 자유곡은 스타일 제한 없음

 *1단계 :

  -비대면 진행에 따른 동영상 파일 제출

  -파일 제출 일정 및 방법은 세부사항 별도 공지 예정

 *2단계 :

  -심사위원이 자유곡 1곡 외에 추가로 다른 곡을 요

구할 수 있음

•모든 곡은 암보 연주

 (반주자는 악보를 보고 연주가능)

•심사위원용 악보 3부 제출

•모든 전공에서 MR사용 불가

 다만, 보컬 2단계는 MR사용 가능

 (USB파일만 가능)

•반주는 아래 경우만 가능

 *수험생끼리 반주는 불가하며, 

  반주자가 여러명의 수험생 반주 불가

 *보컬전공:

  -본인이 반주할 경우 피아노, 기타 중 선택

  -반주자 대동할 경우 피아노만 가능

 *드럼전공: 베이스 반주자 가능

 *베이스전공: 드럼 반주자 가능

2단계 : 자유곡 1곡(대면) 800

작곡

자유연주곡 1곡(피아노) 200

주어진 2마디 동기에

16마디 멜로디 작곡(코드기호 기입)

*16마디 작곡한 곡을 피아노로 연주

600

피아노

자유곡 1곡(1분 30초 이내)

+ 심사위원이 제시하는 즉흥연주
800

드럼

기타

베이스

관악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 보컬 1단계는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보컬 2단계 및 그 외 전공은 모두 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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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기고사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유의사항 공지 추후공지
입학정보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를 통해

유의사항 및 고사장, 고사시간 등을 공지

실기시간 예약 추후공지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임의시간 배정

실기시간 확인 추후공지 예약확인증 출력

실기고사 2022. 1. 18.(화) ~ 19.(수) 09:00~18:30

보컬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실기고사 접수
2022. 1. 20.(목)

2단계 유의사항 및 접수방법 등을 공지,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를 통해 접수

보컬 2단계 실기고사 2022. 1. 21.(금) 10:00~18:00

 • 실기고사는 상기 지정된 예약기간에 수험생이 직접 실기시간 예약을 해야 함

 • 상기 일정은 지원자 수, 실기고사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 일정이 사전에 공지된 전형에서 타 대학교와의 전형 일정 중복으로 인한 고사 미응시 또는 지각,  

   입시일시 착오 등의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고사 미 응시는 환불 및 지원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전형료 환불 7page 참고)

 • 실기고사 중 지원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인적·물적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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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II 모집인원 : 정시 가군 19명, 나군 13명 (학과별 모집인원 3page 참조)

II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 본교 계열별 필수 응시영역을 응시한 자 중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로 아래의 자격요
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에 따른 가구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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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학생

II 제출서류 : 제출방법 7page 참조

자격 제출서류 비고

공통

(택1)

 고교 졸업(예정)자 학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국외고교 졸업자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필수

(택1)

 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②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선택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①,②,③ 자격요건 대상자 중 지원자격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지원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원본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20

21. 11. 30.(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지원자격 ②, ③ 해당자는 2021. 12. 24.(금)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해당 대상자라면 주민등록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나 면담, 추가 서류 요청 등을 통한 지원자격 확인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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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형방법 : 수능 100%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반영비율 반영과목수

자연·인문‧상경 25% 30% 20% 25% 2과목
필수응시,

가산점반영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수능 최저학력기준

   - 자연계열 : 국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영어, 과학탐구(2과목), 중 3등급 이내 1개, 4등급 이내 1개

   - 자연계열(약학과) : 국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영어, 과학탐구(2과목) 중 2등급 이내 1개, 3등급 이내 1개

   - 인문‧상경계열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중 3등급 이내 1개, 4등급 이내 1개

  * 한국사영역은 필수 응시 과목이며, 총점에 가산점으로 반영

    (등급별 변환점수는 39page 참조,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는 활용하지 않음)

  * 탐구영역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급 적용 시 2개 과목의 평균을 반영

  * 제2외국어/한문영역 :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음

II 동점자 처리기준

순위 자연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1 수학 국어 수학

2 과학탐구 수학 국어

3 국어 사회/과학탐구 사회/과학탐구

  * 합격선상(커트라인)의 동점자 선발 시 위의 기준으로 우위를 가릴 수 없을 경우 모두 선발함



- 24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II 모집인원 : 정시 가군 18명, 나군 9명 (학과별 모집인원 3page 참조)

II 지원자격
  국내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 후 전 교육 과정을 이수(예정)하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에서 본교 계열별 필수 응시영역을 응시한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

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

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는 다음 페이지 참조

    ※ 2개 이상의 특성화고교에 재학했던 학생의 계열은 최종학교의 계열을 적용함 

    ※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31일까지 특성화고에 전입학한 자는 특성화

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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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는 지원 불가)

II 제출서류 : 학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제출방법 7page 참조

II 전형방법 : 수능 100%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반영비율 반영과목수

자연·인문‧상경 25% 30% 20% 25% 2과목
필수응시,

가산점반영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수능 최저학력기준

   - 자연계열 : 국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영어, 과학/직업탐구(2과목), 중 3등급 이내 1개, 4등급 이내 1개

   - 인문‧상경계열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2과목), 중 3등급 이내 1개, 4등급 이내 1개

  * 한국사영역은 필수 응시 과목이며, 총점에 가산점으로 반영

    (등급별 변환점수는 39page 참조,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는 활용하지 않음)

  * 탐구영역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급 적용 시 2개 과목의 평균을 반영

  * 제2외국어/한문영역 : 반영하지 않음

II 동점자 처리기준

순위 자연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1 수학 국어 수학
2 과학/직업탐구 수학 국어
3 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사회/과학/직업탐구

  * 합격선상(커트라인)의 동점자 선발 시 위의 기준으로 우위를 가릴 수 없을 경우 모두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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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지원한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기준학과가 아닐 경우 “동일계열”에 해당하는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

수한 경우 지원 자격으로 인정함

한양대학교 모집단위
동일계열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계열 대학

자연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

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
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
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전기전자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
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공업과, 전기
과, 전자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
보과

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정보·통

신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
콘텐츠과, 미용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농생명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
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
기술과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
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수산·해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
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
물류과, 해양정보과

환경·안전, 선박 운항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항해과, 기관과

인문

·

상경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
보과

경영·금융, 디자인·문화

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
콘텐츠과, 미용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가사·실업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
스과, 미용과

보건·복지, 음식 조리, 

섬유·의류, 인쇄·출판·공

예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조리·식음료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출판과, 공예과

농생명 산업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
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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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II 모집인원 : 정시 가군 8명 (자연계열 3명, 인문계열 2명, 상경계열 3명)

계열 모집인원 지원가능 모집단위

자연 3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설환경공학과, 교통물류공학과, 전자공학부, 

재료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과학기술융합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인문 2

국제문화대학 한국언어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영미언어문화학과

언론정보대학 광고홍보학과

상경 3 경상대학 경제학부

II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 본교 계열별 필수 응시영역을 응시한 자 중,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
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②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II 제출서류 : 제출방법 7page 참조

자격 제출서류 비고

공통

(택1)

 고교 졸업(예정)자 학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국외고교 졸업자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필수

(택1)

 지원자격 ①번 해당자  장애인증명서(원본) 시·군·구청 발급

 지원자격 ②번 해당자  국가유공자 확인원(원본) 국가보훈처 발급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지원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2021. 11.  
   30.(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27 -

II 전형방법 : 수능 100%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반영비율 반영과목수

자연·인문‧상경 25% 30% 20% 25% 2과목
필수응시,

가산점반영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수능 최저학력기준

   - 자연계열 : 국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영어, 과학탐구(2과목), 중 3등급 이내 1개, 4등급 이내 1개

   - 인문‧상경계열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중 3등급 이내 1개, 4등급 이내 1개

  * 한국사영역은 필수 응시 과목이며, 총점에 가산점으로 반영

    (등급별 변환점수는 39page 참조,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는 활용하지 않음)

  * 탐구영역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급 적용 시 2개 과목의 평균을 반영

  * 제2외국어/한문영역 : 반영하지 않음

II 동점자 처리기준
순위 자연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1 수학 국어 수학

2 과학탐구 수학 국어

3 국어 사회/과학탐구 사회/과학탐구

  * 합격선상(커트라인)의 동점자 선발 시 위의 기준으로 우위를 가릴 수 없을 경우 모두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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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공학과 특별전형              

II 모집인원 : 국방정보공학과 : 10명

II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

험에서 본교 계열별 필수 응시영역을 응시한 자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남자

     * 2022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 2026. 6. 1. (1998. 6. 2. ~ 2006. 6. 1. 사이 출생자)

※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니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

모집시기
인원

비고
남자 여자

수 시 18명 2명
수시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은 정시에서 모집

정 시 8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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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출서류 : 제출방법 7page 참조

구분 지원자 제출서류

입학팀
제출서류

해당자

고교 졸업(예정)자
 • 학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는 서면제출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는 서면제출

국외고교 졸업자  • 해외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기타학력 소지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력 인정 증명서

자기소개서 1부
 •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 내 제출서류 

양식 이용

주민등록초본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자

 • 제출기한 : 2022. 01. 04(화) 17:00까지 (우편 서류도착 기준)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2단계 전형에 응시불가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ERICA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의 제출서류 양식 메뉴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자기소개서 제출 시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및 직위 등 신상에 관해 기재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함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구분 1단계 합격자 온라인 제출서류

인터넷 
제출서류
(신원서류)

자기소개서
 • 입학처 제출 자기소개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온라인 제출
 • 신원진술서 입력 시 3×4cm 컬러사진 필요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사이트에서 발급
  -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반드시 포함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센터에서 본인명의 발급(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병적기록표(제대군인) / 
병적증명서(미필자)

 • 병적기록표 : 병무청, 민원24 등 발급
 • 병적증명서 : 인터넷,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 발급

 • 입력기간 :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안보지원사 홈페이지(www.dssc.mil.kr)에서 직접 입력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2단계 전형에 응시불가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ERICA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의 제출서류 양식 메뉴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자기소개서 제출 시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및 직위 등 신상에 관해 기재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함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II 전형방법

선발방법 수능
해군본부 주관 평가

수능 최저학력기준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1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00% - - - - -

적용

최고점/
최저점

1,000점/0점 - - - - -

2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70% 15% 15% 합·불 판정

최고점/
최저점

700점/0점 150점/0점 150점/0점 -

  해군본부 2단계 평가일정 및 장소 :  추후공지

  1단계 합격자 발표 : 2022. 01. 07.(금)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 공지 예정

  2단계 해군본부 주관 평가 : 체력, 면접 등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면접 일시 및 장소, 세부사항 등은 1

단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전형 성적순에 의거 선발하며, 1단계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에 의해 대상인원(3배수)이 초과될 경우 

동점자 모두 대상자로 선발함



- 30 -

II 수능성적 반영 방법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사회/과학탐구 반영과목수

25% 30% 20% 25% 2과목
필수응시,

가산점반영

  * 필수 응시 영역 : 국어, 수학(선택과목 미지정),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한국사

  * 제2외국어/한문영역 : 반영하지 않음

  * 수능 최저학력기준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중 3개 등급 합 9등급 이내

  * 한국사영역은 총점에 가산점으로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음(등급별 변환점수는 3

9page 참조)

  * 탐구 영역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급 적용시, 탐구 1개 과목만 반영함

II 면접평가

II 체력검정
‣종목별 배점 (100점 기준)

구분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2분 기준) 팔굽혀펴기(2분 기준)

배점
시간

배점
횟수

배점
횟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급 50.0 6‘08’‘ 7‘39’‘ 30.0 82 71 20.0 72 35

2급 49.5 6‘18’‘ 7‘49’‘ 29.7 78 67 19.8 68 33

3급 49.0 6‘28’‘ 7‘59’‘ 29.4 74 63 19.6 64 31

4급 48.5 6‘38’‘ 8‘09’‘ 29.1 70 59 19.4 60 29

5급 48.0 6‘48’‘ 8‘19’‘ 28.8 66 55 19.2 56 27

6급 47.5 6‘58’‘ 8‘29’‘ 28.5 62 51 19.0 52 25

7급 47.0 7‘08’‘ 8‘39’‘ 28.2 58 47 18.8 48 23

8급 46.5 7‘18’‘ 8‘49’‘ 27.9 54 43 18.6 44 21

9급 46.0 7‘28’‘ 8‘59’‘ 27.6 50 39 18.4 40 19

등외 45.5 7‘28’‘ 초과 8‘59’‘ 초과 27.3 50 미만 39 미만 18.2 40 미만 19 미만

  • 평가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재측정은 없음

II 신체검사
‣ 신체검사 기준(해군 건강관리 규정)

구분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신체검사

기준

• 신체등위 3급 이상 • 신체등위 3급 이상

* 남자: 159~196cm미만, 17~33BMI(kg/m2)미만 • 교정시력 0.6 이상

* 여자: 152~184cm미만, 17~33BMI(kg/m2)미만 • 색약 및 색맹 지원불가  

 • 신체검사 결과 재검 대상자는 개인별 민간병원에서 해당분야 재검사 후 병사용 진단서 및 검사 결과지를 
해군본부 인재획득과로 제출

구분 내용

면접대상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평가항목 군인 기본자세, 문제해결능력, 적응력, 국가‧안보‧역사관 등

면접방법 면접관 2명 : 지원자 1명 (구술면접)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유의사항 면접평가 불참자는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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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체검사 유의사항
  1) 신체검사 전일 저녁 9시 이후부터 검사 종료까지 음식물(약물) 섭취를 금지(공복유지) 바람

     * 다만, 약물 복용은 신체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지하는 것이며, 복용 중단으로 인하여 개인 건

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처방약 복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2) 안과 검사 시 렌즈 착용은 불가하니 필요한 경우 안경을 준비할 것

  3) 신체검사 설문 시 본인의 과거병력, 질환, 문신 등의 항목에 대해 허위로 기술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

우 선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II 인성검사

II 신원조사
 • 2단계 합격자 선발심의 시 활용

II 동점자 처리기준

 

순위 수능 응시영역

1 수학

2 국어

3 사회/과학탐구

II 대우 및 특전
 • 졸업 후 일정기간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해군 소위로 임관(의무)

  * 대학 재학 중 4년 간 군 장학생 지원금 지급, 재학 중 별도의 군사훈련 없음

    - 복무기간 : 임관 후 7년 (의무복무기간 3년 + 지원금 수혜기간 가산복무 4년)

  * 조직의 리더로서 품성과 기술 개발

  *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및 수당 지급

    - 소위 : 공무원 8급 수준, 중위 : 공무원 7급 수준

  * 군 복무기간 중 관련분야 근무 시 해사생도 순항훈련, 환태평양훈련, 청해부대 파병 등 외국순방 및 신

무기 체계나 장비인수 등 교육 참가 기회 부여(선발 또는 해당함정 승조 시)

  * 매 학년 여름방학 중 일주일 내외의 군사실습 의무참석

 • 근무성적 우수자 장기복무 선발

  * 안정된 직업 보장(공무원 6급 이상)

  * 능력과 적성에 따른 자기개발 기회 부여

    - 국내ㆍ외 위탁교육(석ㆍ박사 학위과정, 국외 군사교육 등)

  * 20년 이상 근속 시 군인연금 수혜 가능

 • 다양한 복지혜택

  * 대부분 도시지역 근무로 문화생활 및 자기개발 가능

  * 결혼 전 독신자 숙소 제공 및 휴가, 출장 시 군 복지시설(호텔, 콘도, 체력단련장 등) 이용 가능(가족 포함)

검사내용 편집증, 강박증, 우울증, 반사회성 등 10개 요소 567문항(OMR카드 문답지 작성)

유의사항

인성검사 문항 중에는 몇 가지 타당도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좋게 

보이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 신뢰성이 없는 답변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솔

직한 답변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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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해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유의사항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제2조(정의)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

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

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제14조(선발취소 신청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兵籍)

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

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2. 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
3.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교임용지원자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48호, 2018. 01. 22.)
  제14조(반납의 면제)

   영 제15조 제 2항 전단에 따른 반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戰傷)ㆍ공상(公傷)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4.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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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관리규정(제2508호, 2021. 3. 8.)

제8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퇴학 또는 제적 시

      2. 이 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후 학기말 평균성적이 7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선발연도 1학기 성적 포함)

      4. 품행이 불량한 경우(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국가보안법」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위반 등 국가안보에 반하는 언행을 한 사람 등)

      5.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전학하거나 전공학과를 변경한 경우

      6. 「군인사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선발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졸업이 불가할 때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 시 허위의 정보를 기록한 경우

         (타 군 및 타 기관 복수 지원자 포함)

      3.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장교ž부사관 임관이 제한되는 경우

      4. 이 규정 제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양성교육과정에서 퇴교등의 처분으로 현역편입 처

분이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장교 및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① 해군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

자 규정」 제15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 1의 반납액의 산정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국방부 지정 보증보험회사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통

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통보하고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기한은 반납의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로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국방부 

지정 보증보험회사로 반납금액을 청구 후 지급액을 국고로 입금조치 한다.

제11조의2(반납의 면제 및 연기)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의 면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임용 후 의무복무 중「군인사법」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4.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납 통보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면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본인으로부터 

접수하여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

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반납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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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              

II 모집인원 : 수시모집에서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정시 나군

에서 선발하며, 정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2021. 12. 29.(수)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
(goerica.hanyang.ac.kr)를 통해 공지예정임

  전과/타 전공 이수는 불가하나, 융합공학과와 회계세무학과 두 학과 간의 전과는 가능

II 지원자격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국내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및 종합고의 특성화학과 포함) 졸업 

및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구 분 세부사항

산업체
적용
범위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②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③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④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

부 등본 등)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⑤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재직
기간

산정

 ① 2022. 3. 1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4대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만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함
 ②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재직증명서, 4대보험 내역)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
 ③ 2개 이상의 산업체의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④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⑤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⑥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 및 재직기간 중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훈련 촉

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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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출서류 : 제출방법 7page 참조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필수

고등학교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자/비동의자 등기우편 제출

재직자 재직(경력)증명서
•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2개 이상 산업체 재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자는 전‧현 직장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

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및 

자영업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 휴업/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해당자 제출)

해
당
자

산업체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비고의 1개 항목 이상)

• 재직(경력)증명서 제출자는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제출

 ① 4대보험가입확인서(www.4insure.or.kr 발행)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③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 2개 이상 산업체 재직한 경우, 전･현직 직장 가입내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공적증명서
• 4대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는 국가･지방 자치단

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본 등)를 제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병역사항 기재)

• 군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할 경우 병역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2021. 11. 30.(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최종합격자는 2022. 3. 1. 기준 재직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ERICA 입학처로 2022. 3. 7.(월)까지 추

가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II 전형방법

선발방법 학생부 종합평가 수능 최저학력기준

일괄사정 100% 미적용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II 학생부 종합평가 평가기준

II 동점자 처리기준

평가 요소 평가내용

적성  전공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 학문적 발전 가능성

학업성취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능력과 수준

인성  배려·나눔·협력 등의 품성, 공감 소통하는 능력

구분 내용

1순위 학생부 종합평가 [적성] 성적 상위자

2순위 학생부 종합평가 [학업성취도] 성적 상위자

3순위 학생부 종합평가 [인성] 성적 상위자

http://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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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특별전형               

II 모집인원 : 수시모집에서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정시 다군

에서 선발하며, 2021. 12. 29.(수) 입학처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

를 통해 공지 예정

  전과/타 전공 이수 불가

전공 참여기업 모집인원

소재‧부품

융합전공
 ㈜애니캐스팅, ㈜힉스컴퍼니, ㈜인포비온 추후 공지

로봇

융합전공
 ㈜씨에이테크, 루이테크놀로지, ㈜힉스컴퍼니, ㈜파콤 추후 공지

스마트ICT

융합전공

 ㈜대창모터스, ㈜아이디피, ㈜신성ICT, 보고정보시스템㈜, ㈜힉스컴퍼니,

 루이테크놀로지㈜, ㈜시냅시스, 영현정보통신㈜
추후 공지

건축IT

융합전공

 ㈜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인테그라디앤씨,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피식스컨설팅, ㈜한양풍동실험연구소,

 ㈜종합건축사사무소림, 드로닉㈜

추후 공지

지속가능

건축융합

전공

신설 전공으로 기업체 모집 중 추후 공지

  

 • 정시모집 참여기업 및 기업별 모집인원은 2021. 12. 29.(수)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goerica.hanyang.ac.kr) 공지 예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2단계 참여기업 면접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II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 졸업 동등 학력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II 제출서류 : 제출방법 7page 참조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학생부 온라인 온라인 제공 비대상자/비동의자는 등기우편 제출



- 37 -

II 전형방법
선발방법 학생부종합 평가 기업체 면접 수능 최저학력기준

1단계

(5배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00% -

미적용
최고점/최저점 1000점/0점 -

2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성적 10% 90%

최고점/최저점 100점/0점 900점/0점

 • 1단계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에 의해 대상인원(5배수)이 초과할 경우 동점자 모두 대상자로 선발함

II 학생부 종합평가 평가기준

II 동점자 처리기준

II 면접방법 및 시간
 • 면접방법 : 기업체별 면접평가 위원에 의한 면접(기업체별 면접방법 상이)
 • 면접시간 : 기업체별 면접시간 상이

II 면접평가

구분 내용

면접대상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평가항목 업무해결능력, 적응력, 인성 등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유의사항 기업체 면접고사 불참 또는 일정점수 이하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

 • 기업체 면접고사 중 지원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평가요소 평가내용

적성  전공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 학문적 발전 가능성

학업성취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능력과 수준

인성  배려·나눔·협력 등의 품성, 공감 소통하는 능력

구분 내용

1순위 1단계 학생부종합 평가 [총점] 상위자

2순위 학생부종합 평가 영역 중 [적성] 성적 상위자

구분 일정 비고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 01. 24.(월)

예비대학 2022. 01. 26.(수)
참석대상 : 1단계 합격자

장소 : 한양대학교 ERICA

2단계

면접고사

2022. 01. 28.(금)

~ 01. 29.(토)
기업체 면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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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안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란?

• 한양대학교 ERICA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존 채용조건형(이론 중심)과 재교육형(실무중심) 

계약학과의 혼합형으로 3년 6학기제로 운영되는 학사학위 과정임
* 1학년 : 전공기초능력과 현장실무 기본교육 집중이수
* 2~3학년 : 기업에 근무하며 해당 직무 관련 심화교육 및 직무역량 고도화

- 대부분 주말 또는 야간수업으로 이루어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커리큘럼과 운영방식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커리큘럼 등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융합공학부 홈페이지(sce.hanyang.ac.kr) 참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시 유의사항

• 2022학년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특별전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

형기본사항」을 준수함
• 수시모집 최초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 불가
•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기업체 면접고사 불참 또는 0점 시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 6학기제 교육과정으로 정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이며,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함
• 1학년 이수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졸업 시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재학 중 

학생의 개인 사유로 퇴직할 경우 제적됨
* 군입대 휴학, 기업체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 재학여부를 결정함
• 수험생이 지원한 기업체에 따라 기업체가 지정하는 일자(예비대학 이후 면접고사 일자 이전)

에 기업체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원서접수 이전에 기업체 정보 확인 요망

http://sce.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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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필수 응시영역

계열/모집단위 영역

자연  국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영어, 과학탐구(2과목), 한국사

인문‧상경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한국사

국방정보공학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과목), 한국사

예체능  국어, 영어, 수학 또는 사회/과학탐구(1과목), 한국사

예체능(실용음악학과)  국어, 영어, 수학 또는 사회/과학/직업탐구(1과목), 한국사

 영역별 반영방법

계열/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수능만점

기준사회 과학 직업
반영

과목수

자연 25% 30% 20% 25%

2과목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1,000점

인문‧상경 25% 30% 20% 25%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1,000점

보험계리학과 25% 35% 20% 20% 일반전형 1,000점

예체능 35% (30%) 35% (30%)
1과목

디자인대학 550점
스포츠과학부 600점
무용예술학과 100점

실용음악학과 35% (30%) 35% (30%) 실용음악학과 200점

  * 예체능계열은 수학영역 및 탐구영역 중 고득점 과목 선택 반영

  * 실용음악학과 및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은 직업탐구영역의 과목을 탐구영역으로 인정

  * 탐구영역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급 적용 시 2개 과목의 평균을 반영

  * 한국사영역은 필수 응시 과목이며, 총점에 가산점으로 반영

    (등급별 변환점수는 39page 참조,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는 활용하지 않음)

  * 제2외국어/한문영역 : 반영하지 않음

 영어영역 등급별 변환점수 반영

등 급 1 2 3 4 5 6 7 8 9

반영점수 100 99.5 99 98 96.5 95 92.5 90 85

 ※ 반영방법 : 계열/모집단위별 반영 비율에 따라 등급별 해당점수를 영어영역 성적으로 반영

 한국사영역 등급별 변환점수 반영

등 급 1 2 3 4 5 6 7 8 9

반영점수 10 9.9 9.8 9.7 9.6 9

 ※ 반영방법 : 등급별 해당점수를 환산총점에 가산점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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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총점 환산방법

• 국어, 수학 =
표준점수 

x 영역별 반영총점
표준점수 만점 

• 탐구(인문‧상경‧자연) =
변환표준점수1 + 변환표준점수2

x 영역별 반영총점
변환표준점수 만점 x 2

• 탐구(예체능, 직탐) =
변환표준점수 최고점

x 영역별 반영총점
변환표준점수 만점

• 영어영역 및 한국사영역 : 등급별 변환점수 반영표 참조

 ※ 변환표준점수1 : 본인이 취득한 탐구 과목 최고점에 해당하는 변환표준점수

 ※ 변환표준점수2 : 본인이 취득한 탐구 과목 차 순위에 해당하는 변환표준점수

 ※ 변환표준점수표 및 점수반영 방법은 2021. 12. 24.(금) 이후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goerica.hanyang.ac.

kr)에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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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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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이름, 모집단위(지망학과),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 전화번

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1개),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

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전형구분, 모

집단위(지망학과)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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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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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까지

지원자(만14세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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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

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안내>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

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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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전형자

료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합격정보, 과

목성적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국가장학생 

선발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

등록 조항 위반자 사

전 예방,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이름,주민등록번호(재외국

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

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수험

번호,대학코드,합격/예치금구분,접

수장소,접수일자,지원결과,전형유형,

모집단위명,계열코드,출신고교코드,

출신고교유형코드,졸업연도,등록일

자구분, 제3자정보제공동의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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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모집시기,수험번호,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모집단위명,접수

시간,접수장소,합격여부,예치금납

부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및 대학 

통보

대학코드,수험번호,이름,주민등록

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

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고교코드,자기소개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 

공통원서접수서비스 

관련 대입원서접수정보 

연계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 전화번

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 

이메일, 모집단위(지망학과), 학교

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

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

번호}, 은행명, 예금주 이름, 계좌

번호, 자기소개서(고교 학업 노력 

및 경험 내역, 고교 교내 활동 내

역, 고교 배려‧나눔 협력갈등 내

역, 대학별 자율문항)

※ 즉시 연계 
수행함으로 개인정보 

보유하지 않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ID, 접속정보, 개인민감정보 복호

화 내역, 접속IP주소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원서 일치성 검사
대학명, 수험번호, 이름, 모집단

위, 전형유형, 접수기간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대학원서접수대장

의 원서일치성 

검사 서비스를 

위한 필요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 미취득자

의 대학 진학 현황 검

색 및 후속조치

고교명, 고교졸업자격 미취득사유, 

수능응시여부, 이름

고등교육법 제33조 

근거 수집 및 활용

종료 시 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능시험 대리응시자 확

인을 위한 수능응시원서 

요청 명단 수합

학력정보(출신고교,검정고시,기타수

능응시자격정보), 수능수험번호, 이

름

고등교육법 제34조 

근거 수집 및 활용

종료 시 까지

㈜진학

어플라이
대입원서접수대행

지원전형, 지원학과, 성명, 

출신고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전화번호, 

보호자 주소, 출신고교, 졸업연도, 

장애등급, 환불계좌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9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제

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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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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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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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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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진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열람

이름, 성별, 대학구분, 등록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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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수시모집에서 충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 모집 또는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을 2개 이상의 대학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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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 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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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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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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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모집 합격 확인>

▪ 대입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최초, 충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입학전형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 합격자에 대해서 제출 서류의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의 내

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제출서류 발급 기관 제출서류 진위여부 조회
인적사항, 모집단위명, 

제출서류 내용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제출서류 진위여부 조회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진위여부 조회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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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신입학 장학

장학명칭 ▶장학금 / ▷수혜기간, 유지조건 선발기준

레인보우 장학1
▶ 수업료 50%

▷ 입학 당해학기 1회

생명나노공학과, 로봇공학과, 분자생명과학과,

인공지능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광고홍보학과,

보험계리학과 정원내 최초합격자

약학차세대리더 장학
▶ 수업료 50%

▷ 입학 당해학기 1회
약학과 정원내 최초합격자

국방정보공학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 4년, 성적 70/100 이상
국방정보공학과 입학자 전원(별도 기준 적용)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Ⅰ유형)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 1학년 정규학기(계절학기 제외)

스마트융합공학부 입학자 전원(별도 기준 적용)

 * 2~3학년의 경우 기업체에서 50% 지원

• 유지조건 중 ‘성적’은 직전학기 평점평균(F포함)으로 환산한 점수임

• 교내 장학은 이중수혜 불가

• 국방정보공학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교내외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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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장학

장학 명칭 ● 장학금 / ○ 수혜기간, 유지조건 선발기준

ERICA미래로 
생활장학

● 생활비 500,000원/월 
○ 4년, 매학기신청
○ 직전학기 3.0이상 및 상승(3.5이상은 수혜 자
격 유지)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판정자

● 생활비 400,000원/월 
○ 4년, 매학기신청
○ 직전학기 3.0이상 및 상승(3.5이상은 수혜 자
격 유지) 다만, 2학년부터 300,000원/월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차상위계층 판정자

한양형제자매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지원
○ 입학 학년도 1학기(1회)

서울/ERICA 학부에 형제, 자매가 재적
(재학 및 휴학) 중인 합격자

사랑의실천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 4년, 매학기신청, 학점 2.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자

한양브레인(성적)
● 수업료 일부 지원
○ 직전학기 성적에 따른 석차 상위자

학점 3.5 이상자 중 석차 순으로 각 단과대학 
기준에 따라 선발함

실용인재
● 수업료 일부 지원
○ 매학기 신청, 학점 2.0 이상(공통)

학자금 지원구간별 각 단과대학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발함

고시반 ● 각 고시반 내규에 따름
각 고시반 소속 학생 중 입반 시험 성적 
우수자 또는 해당 고시 1/2차 시험 합격자

보훈
● 입학금 1회 100%, 수업료 8학기 100% 지원
○ 다만, 타대학에서 수혜 받은 지원도 상기 횟수
   에 합산됨

해당 보훈청(국가유공자)의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자

북한이탈주민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 다만, 타대학에서 수혜받은 지원도 상기 횟수
   에 합산됨

통일부(북한이탈주민)의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자

교외 아산사회복지재단 외 200여 개 단체 단체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지방자치단체 광주시민장학회 외 100여 개 단체 단체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상기 외 학생회 자치 활동 및 교내 각종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다양한 교내외 장학 수혜 가능

 • 모든 교내 장학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가계곤란 1, 2유형)을 필수로 우선 신청해야 함

  . (미 신청 시 교내 장학 선발대상에서 제외 및 장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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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장학

장학 명칭 ● 장학금 / ○ 수혜기간, 유지조건 선발기준

국가
(대통령과학)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 학업장려비 : 학기당 250만원(기준충족 시)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 학기당 250만원(해당자)
○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4년, 한국장학재단 내규에 따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국가
(이공계)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 학기당 250만원(해당자)
○ 4년, 한국장학재단 내규에 따름

이공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 중
수능 성적우수자와 수시 입학성적 우수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국가
(인문100년)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 생활비 200만원(학기당) (Ⅰ유형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 학기당 200만원(해당자)
○ 4년, 한국장학재단 내규에 따름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국가
(예술체육

비전)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Ⅰ유형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 학기당 200만원(해당자)
○ 4년, 한국장학재단 내규에 따름

예체능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국가
(가계곤란
Ⅰ,Ⅱ유형)

● 가계소득별(학자금 지원구간) 장학금 지원
○ 매학기 신청(미 신청 시 교내장학 취소)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국가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 수업료 100% 지원
● 학업장려비 200만원
○ 상세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부합
하는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국가
(고졸 

후학습자 
희망사다리

장학금)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중소·중견기업 재직)
● 입학금 및 수업료 50% 지원(대기업 재직)
○ 상세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재단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장학
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국가
(푸른등대
기부장학)

● 학기당 지급한도액
   : 유형 내 기부처에 따라 금액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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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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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계층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이 70점 
이상인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에 따름)

 • 상기 기준은 2021년 8월 기준이며, 2022년 선발기준 및 수혜조건은 한국장학재단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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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구 분 내 용 안 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등록금(입학금포함)내에서 대출가능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계의 학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에서 무이자 혜택을 제공

하는 대출 제도

취업후상환

학자금

등록금(입학금포함)내에서 대출가능

생활비 최대 150만원 추가 대출가능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대학생에게 등록

금 전액을 대출해 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

직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대출 제도

일반상환

학자금

등록금(입학금포함)내에서 대출가능

생활비 최대 150만원 추가 대출가능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직접대출 방식을 도입하여 1.7% 이

율(매학기 변동)로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출제도

 * 상기 대출제도 내용은 2021년 08월 현재 기준이며, 2022년 대출내용 및 조건 등은 한국장학재단 정책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학생지원팀 031-400-4308 (국가장학)

                      .031-400-4309 (교외장학)

                      .031-400-4312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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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재원(기숙사)

  기숙사 시설 안내
   ‣ 수용인원

 

 • 신입생은 창의관만 신청 가능함 (남 550명, 여 450명)

 • 개인 시설 :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전화기, 무선인터넷(Wi-Fi) 공유기

 • 공동 시설 : RC맘대로Zone(Open Space), RC지혜로운Zone(독서실, 스터디룸), .RC신나는·재밌는

              Activity Room(탁구, 다트장), RC즐거운 Activity Room(악기연습실, 노래연습실),

              카페테리아(식당, 분식집, 치킨집, 카페), 편의점, 문구점, 체력단련실, 샤워실, 세면장,

              세탁실, 미용실, 공동조리실, 학생 상담실(예정)

 창의인재원 창의관 구성

         <창의관>                    <창의관 내부1>                    <창의관 내부2>

- 신입생은 1,000명에 대하여 우선입사 진행, 창의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건물명 실수 수용인원
호실 타입

비고
2인실 1인실

창의관 동관(여) 368 718 700 18

원룸형

창의관 서관(남) 368 718 700 18

인 재 관 ( 남 ) 266 518 504 14
공동시설

(화장실, 세면장)

행복기숙사(여) 204 406 404
2

(장애인실)
원룸형

행복기숙사(남) 192 382 380
2

(장애인실)

총 원 1,398 2,742 2,68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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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 기숙사 선발 총점 순(거리점수 + 성적점수(입학성적) + 상점(주소이전점수)) 

   ‣ 거리순위

순 위 대 상 지 역

우선선발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 지역 무관

 • 창의인재원 행정팀으로 해당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서)를 신청기한 내 FAX(031-400-4373 or 031-400-4347) 제출

 • 우선선발 해당 학생들은 신청기한 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해야 선발 가능

1순위  • 신입생

 • 강원도, 경상도, 세종시,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경기도(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파주시, 포천시), 인천 섬지역(강화군, 옹진

군, 중구), 재외국민(부모 모두 해외거주자)

  * 재외국민(부모 모두 해외거주자 제출서류):

   -부모님(부‧모 두 분 모두) 해외거주‧체류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2순위  • 신입생

 • 안산을 기준으로 한 원접지역

 1. 서울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 경기

 고양시, 구리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3순위  • 신입생

 • 안산을 기준으로 한 근접지역

 1. 서울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2. 경기

 부천시, 성남시, 오산시, 화성시

 3.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4순위  • 신입생

 • 안산 인접지역

 1. 경기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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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이전 시행 안내
  • 주소지 이전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국가법을 준수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6조, 제12조, 제16조, 제40조

   - 정당한 전입신고 예외사유가 있는 자는 전입신고 예외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신청기간에 제출하는

     경우, 전입신고 동의자와 동일하게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창의인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선발인원
  • 창의관 : 남 550명 / 여 450명

  • 수시, 정시 합격생 비율에 따라 선발

    * 수시 합격생은 수시 T.O에서만, 정시 합격생은 정시 T.O에서만 선발됨

    * 수시 합격생이 ‘정규모집’에서 불합격 혹은 신청 못한 경우, ‘정시 합격생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정시 합격생 T.O와 상관없이 수시 합격생 T.O 중 입사 포기한 인원만큼 충원

    * 정시 합격생이 ‘수시 합격생 신청기간’에 신청해도 수시 합격생 T.O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발에서 제외되며, 정시 합격생은 정시 합격생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선발 자격이 됨

 신청일정 및 방법 (신입생은 창의관 2인실만 신청가능)

 입사 시 제출서류 * 기숙사 입사일에 제출

  • “결핵검진확인서(흉부X선 검사 – 폐결핵 정상여부)” (입사일기준 1달 전 발급된 소견서)

   - 의무제출 사항으로 미제출 시 창의인재원 입사 불합격 처리

   - 신입생 폐결핵 단체 검사 안내 : 창의인재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입사원서

  • 코로나-19 자가체크 확인서(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결과지(입사일 기준 3일 이내 검사)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일정 :

* 수시 합격생: 2021년 12월 중순 예정

* 정시 합격생: 2022년 2월 초순 예정

*
신청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창의인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바람

(공지 미확인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창의인재원(생활관) 홈페이지: http://hydorm.hanyang.ac.kr

• 신청방법 :

창의인재원 홈페이지 ➙ 신입생 생활관 신청 바로가기 ➙ 생활관 신청 ➙ 신청서 작성 ➙ 기간 및 인실 

선택(4개월, 2인실) ➙ 현금영수증발급번호(핸드폰 or 주민번호) 입력(연말 소득공제 받으실 분은 부모님 

번호로 반드시 입력 및 변경) ➙ 보호자 등본주소 입력 ➙ 완료

• 제출서류(신청기간에 제출)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 : 서류상 주소와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신청기간 내 FAX 제출

* FAX: 031-400-4373 or 031-400-4347

• 창의인재원 홈페이지 및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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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배정

 • 1학기는 행정팀에서 일괄 배정(원룸형)

 • 2학기부터는 본인이 HY-in 포털에서 직접 신청

 준비물

  • 이불 세트, 세면도구 세트, 갈아입을 옷, 옷걸이, 휴지, 슬리퍼, 세탁비누 등 기타 개인 생활용품

  • 반입금지 품목 :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열기구, 냉장고(50L 이상), 커피머신, 커피포트, 라면포트, 

                   조리기구, 토스터기, 전자렌지 등 기타 전자기기(컴퓨터, 드라이기 제외)

                   전동킥보드(건물 밖 주차, 건물 내 반입 불가)

 주의사항

  • 창의인재원 홈페이지, 게시판 및 현관 입구 공지사항을 꼭 확인할 것

    * 메일 및 문자 수신거부 시 공지사항 전달 불가

    * 공지 미확인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 한양대학교 앱 : 마이페이지 è 메시지 è 설정 è PUSH설정을 꺼짐으로 설정

    * PUSH설정을 켜놓을 경우 문자 수신이 안 될 수 있음

 문의처

  • 입사 및 기숙사비 문의 : 창의인재원 행정팀

                           * 창의동관(여) : 031-400-4378

                           * 창의서관(남) : 031-400-4379

  • 창의인재원 홈페이지(http://hydorm.hanyang.ac.kr)

  ‣ 신입생 기숙사비

건물명 호실타입 4개월(1학기) 6개월(1학기+방학) 비  고

창의관 2인실 1,148,000원 1,742,000원 원룸형

  • 기숙사비는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금액이므로 변동될 수 있음

   ‣ 식비

기숙사 식당
 • 식비는 기숙사비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음

 • 자유식 : 1식 3,500원 ~ 4,000원

  • 식비는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금액이므로 변동될 수 있음

http://hydorm.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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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 타전공 이수

한양대 ERICA, 캠퍼스의 벽을 넘나드는 다양한 기회 제공

 캠퍼스 간 복수전공
 ‣ 4학년 2학기 때 주 전공 졸업조건을 충족하고 졸업을 유보한 상태에서 타 전공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 주 전공 학위증에 복수전공 학위를 병행표기 *졸업증명서는 개별 발급

• ERICA 및 서울 전 학과 선택가능

* 제외  - 서 울 : 의과대학, 사범대학

        - ERICA : 약학대학, 융합공학과,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회계세무학과, 실용음악학과

* 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실용음악학과 제외)

 다양한 전공 제도
 ‣ 마이크로전공, 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융합전공의 경우 ERICA 내 모든 학과(학부,전공)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다만, 약학대학, 융합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회계세무학과, 실용음악학과 제외)

• 마이크로전공 : 주 전공 외 타 학과(학부, 전공)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전공 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성적증명서에

  표기해 주는 제도(학위 부여 안 됨)

• 부전공 : 주 전공 외 타 학과(학부, 전공)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전공 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부전공의 전공 명칭을

  병행 표기해 주는 제도(학위 부여 안 됨)

• 제2, 제3전공 : 주 전공 외 타 학과(학부, 전공)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전공 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2개 전공까지 신청 가능)

• 융합전공 : 2개 이상의 학과(학부, 전공)가 융합하여 모집단위 이외의 가상 학과를 구성하고 별도의 교육과정에 있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예: 글로벌전략커뮤니케이션전공, 디자인공학전공, 신산업소프트웨어전공, 산업인공지능전공, 지능형로봇학과)

 전과 제도
 ‣ 재학 중인 학과의 1학년 필수과목(전공기초, 교양필수) 및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학년 수료 인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심사를 거쳐 타 학과(학부, 전공)로 이동하는 제도
• 캠퍼스 간의 전과는 불가
• 약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융합공학과와 회계세무학과는 두 학과 간의 전과만 가능

 학석사 연계 과정
 ‣ 학사 3.5년, 석사 1.5년(총 5년) 기간으로 캠퍼스 구분 없이 석사학위까지 취득하는 제도
  (다만, 건축학 5년제는 6년 소요)
• 학부 5차 또는 6차 학기에 지원(건축학전공(5년)은 7차 또는 8차에 지원)하고 합격 시 대학원 과목 선 수강

• 대학원 무시험 입학 및 입학금 면제, 학부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 프로젝트 참여기회 부여, 학부 성적 배정
  장학금 이외의 각종 장학금 배정 시 선발 우대 등의 특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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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학‧연‧산 클러스터 캠퍼스, 한양대 ERICA

    

‣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Education, Research, Industry Cluster”

  한양대학교 ERICA는 대학(Education) & 연구소(Research) & 기업체(Industry)가 한곳에 모여 새로운 지식

과 기술을 창출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학연산클러스터 캠퍼스입니다.

 ‣ ‘산학 협력’의 모델, 학교에 기업만 200여개
  한양대학교 ERICA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의 국책연구소와 경기

테크노파크, LG이노텍 안산 R&D캠퍼스 등의 기업체와 연구소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연

구원 및 기업체 직원들이 연구와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연구원들의 

강의와 방학 기간을 이용한 체험형 기업 실무 교육을 통해 차세대 실무형 인재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연락처 

담당 업무 부 서 명 연 락 처 홈페이지

입 학 총 괄 입 학 처 1577-2876 http://goerica.hanyang.ac.kr/

기 숙 사 창의인재원
창의동관(여) 031-400-4378

http://hydorm.hanyang.ac.kr/
창의서관(남) 031-400-4379

학 적 ,  전 공 제 도 학사팀 학적, 졸업, 전공 031-400-4215 http://ehaksa.hanyang.ac.kr/

장 학 ,  학 생 증 학생지원팀

국가장학 031-400-4308

http://esc.hanyang.ac.kr/
교외장학 031-400-4309

학자금대출 031-400-4312

학생증 031-400-4307

교 직 ,  입 학 식 교 무 팀 031-400-4206 http://asteaching.hanyang.ac.kr/

등 록 재 무 팀 02-2220-0204, 0206 -

http://goerica.hanyang.ac.kr/
http://hydorm.hanyang.ac.kr/
http://ehaksa.hanyang.ac.kr/
http://asteaching.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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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1] 국방정보공학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등기우편

자 기 소 개 서

가정 및

생활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동아리활동,

학생회경험,

봉사활동 등)

자아표현
(성격,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가치관 등)

지원동기 

및

비전

위 내용은 진실만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음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누락사항 없이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워드 작성 가능)

※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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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2] 개인정보변경신청서, 공용이메일 접수

한양대학교 ERICA 지원자 개인정보변경 신청서
수 험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변 경 항 목

신

입

학

수 시

☐학생부교과(지역균형선발) ☐학생부종합(일반) ☐학생부종합(SW/ICT인재) ☐학생부종합(고른기회)

☐논술 ☐재능우수자 ☐농어촌학생 ☐국방정보공학

☐특성화고졸재직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서해 5도 ☐재외국민과외국인

정 시
☐가군 ☐나군 ☐기회균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 ☐특성화고졸재직자 ☐국방정보공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편 입 학 ☐일반편입 ☐학사편입 ☐기타

약 학 대 학 ☐일반전형 ☐농어촌학생지역출신자

  1.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이 지원자 정보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본인은 본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3. 필수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1부 - 개명(改名)과 관련하여 변경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

구분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본

인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핸 드 폰

E-MAIL

성 명

성명(한자)

기 타

보

호

자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핸 드 폰

성 명

기 타

 ※ 원서접수 기간 개인정보 변경은 진학어플라이로 연락바랍니다.
 ※ 해당 신청서는 개인정보 변경에 대한 요청사항만을 접수받습니다. 
 ※ 지원 전형·모집단위 변경, 취소 등은 어떠한 사유로도 불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로만 접수받습니다. (이메일 주소 : goerica@hanyang.ac.kr)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양대학교 ERICA 입학처장 귀하



한양대학교 ERICA 입학처
address.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제1과학기술관 1층 입학처
tel. 1577-2876   homepage. http://goerica.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