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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총장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총장 장순흥입니다.

한동대학교는 1995년 개교 이래 지난 20여년 간 교육계에 새로운 역사를 써 왔습니다. 정직하고 유능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개교 때부터 무감독 양심시험제도를 통해 정직성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았으며, 

신입생 전원 무전공·무학과 입학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OECD와 한국 대학 최초로 공식 인턴 채용협정을 체결하고, UNESCO-UNITWIN 프로그램의 

주관대학, UNAI의 고등교육 역량개발 분야 글로벌 허브기관 선정 등 국제사회 협력에 이바지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사업 등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부생 1인당 수혜금액은 전국 최상위권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용하여, 재학생들에게 해외 취·창업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글로벌 인턴십 지원, 수업 및 각종 

프로젝트를 포함한 교내 활동 지원,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학생들의 창의적 혁신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최초로 시작한 한동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학생들을 실리콘밸리 지역에 인턴십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우간다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 및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현장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역량을 갖추고 보다 적극적이며 선행적인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 최초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동대학교는 주변사회와 이웃, 국가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교는 인성·지성·영성의 영역에서 삶으로 열매 맺는 한동인들을 양성

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선배가 아닌 인생의 동역자를, 교수가 

아닌 삶의 멘토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비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인재가 되도록, 

가장 행복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 한동인으로 만나게 될 그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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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한동대학교 학생선발 주요사항
한동대학교 학생선발기준: G-IMPACT 
2018학년도 전형 주요일정
전형별 제출서류 주요사항
수시 전형 평가방법
전형별 주요사항
FAQ
전년도 입시 결과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수기
한동대학교 전공 및 특성화교육 안내

사진제공 2017 HanST 사진팀, 대외협력팀, 시몬 콘도, 김진오,  김다소
HanST: 한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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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한동대학교 학생선발 주요사항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수시 전형의 제출서류는 
국내고교 출신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대교협공통양식)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전형에 따라 지원자격 
서류는 별도 제출) 

수시 전형의 면접고사는 
문제풀이식 학업능력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며, 
인성 및 창의성을 평가합니다. 

신입생 전원을 무전공/무학과 자율전공으로 모집합니다. 입학 시에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2학년 진학 시 

계열 구분 없이 학생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시는 학생부 중심(학생부 종합전형 선발비율 약 70.2%), 정시는 수능 중심
(정시 일반학생 전형 선발비율 약 15.6%)으로 선발합니다.  

본교 인재상과 연계된 학생선발기준인 G-IMPACT에 따라 전형별 중점평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다양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포트폴리오 없음 인성 및 창의성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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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선발인원 변경
전형 구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비고

수시

학생부종합 250 260 -10

일반학생 108 100 +8

대안학교 45 33 +12

정시
일반학생(인문) 60 65 -5

일반학생(자연) 60 65 -5

정시 수능 영어, 한국사 영역 반영 방법 변경

영어 영역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백분위 점수 반영

등급별 변환점수 반영
1등급 100점  2등급 96점  3등급 92점
  4등급 88점  5등급 84점  6등급 80점
  7등급 76점  8등급 72점  9등급 68점

한국사 영역

2017학년도 2018학년도 

한국사 수능최저학력: 3등급 이내
가산점 적용

1~4등급 10점  5등급 9.8점  6등급 9.6점
7등급 9.4점  8등급 9.2점  9등급 9점

지원자격 완화
대안학교, 해외선교사자녀, 해외학생 전형의 경우 지원자격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으며, 전형별 세부사항은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구분 변경내용 2018학년도 2017학년도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확대 모든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가능 본교가 정한 비인가 대안학교

해외학생 해외 이수기간 확대
1) 외국 고교 2년 이상

2) 외국 중고교 통산 3년 이상
3) 외국 초중고 5년 이상 

외국 고교 2년 이상 이수

해외선교사자녀 부모의 선교 파송기간 축소 현재 연속 2년 또는
통산 6년 이상 

현재 연속 2년 또는 
 통산 8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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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학생선발기준: G-IMPACT

G-IMPACT는 한동대학교의 ‘工’자형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선발기준이며, G-IMPACT의 7가지 역량은 글로벌(G), 인성(I), 

동기(M), 성장잠재력(P), 학업능력(A), 창의 및 통섭(C), 재능 및 특기(T)로 본교 특성화 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본교는 전형별 인재상에 따라 중점평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창의 인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Global 국제화 Potential 성장잠재력

Talent 재능 특기

Integrity 인성

Academic Ability 학업능력

Motivation 동기

Creativity & Consilience 창의·통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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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자료** 

글로벌*
(Global)

의사소통능력
(영어, 한국어)

본교에서 수학하기 위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한국어 능력) 교과성적, 선택서류 등

글로벌마인드 및 
제2외국어 능력

제2외국어, 다문화 관련 활동 및 언어 관련 노력 등을 통해 
향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지 평가 선택서류, 자기소개서 등

인성
(Integrity)

정직, 성실, 책임감 출결, 교사의견 등을 통하여 우리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직, 성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평가 학생부 출결, 종합의견 등  

봉사정신 교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정신을 평가

학생부 봉사활동 시간 및 
내용, 종합의견 등

리더십 및 
공동체 정신

학급, 학생회, 동아리 등에서 발휘한 리더십 또는 공동체 
내의 협력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평가

학생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종합의견 등 

동기
(Motivation)

지원동기 및 
본교 인재상 부합도

본교 지원동기 및 진학의지와 진로계획 등을 통해 본교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자기소개서, 
학생부 종합의견 등 

성장잠재력
(Potential)

학업주도성 고등학교 기간 중 진학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였는지와 그 결과를 평가

학생부 교과성적, 
성적 추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진로주도성
고등학교 기간 중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전공체험활동, 독서활동 등 
진로관련 다양한 활동 참여와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함

학생부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업능력
(Academic Ability) 학업능력 본교에서 수학하기 위한 학업능력을 평가 (내신성적, 학년별 

성적 추이, 심화교과 성취도 등)  
학생부 교과성적, 
성적 추이 등 

창의·통섭/재능 특기
(Creativity·Consil-

ience/Talent)

창의·융복합 능력,
재능 특기 관련 활동

고교 교육과정 중 자기주도적으로 창의·융복합 능력 또는 
재능 특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노력과 성취 
결과를 평가

학생부 창의적체험활동 등 

*해외학생, 해외선교사자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만 적용
**그외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독서활동 등은 관련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

한
동
대
학
교
 학

생
선
발
기
준
: G-IM

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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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전형 주요일정
구분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 인원 1단계 합격자발표 면접고사 최종 합격자발표

수시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 250 2017.10.27(금) 15:00 2017.11.4(토) 13:00 2017.11.17(금) 15:00

대안학교 45 2017.11.17(금) 15:00 2017.11.25(토) 10:00 2017.12.13(수) 15:00

일반학생 108

2017.11.17(금) 15:00 2017.11.25(토) 13:00 2017.12.13(수) 15:00

지역인재 60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35

2017.11.24(금) 15:00 2017.12.2(토) 13:00 2017.12.13(수 )15:00

국가보훈대상자 3

농어촌학생(정원외) 20

기회균형선발(정원외) 20

실기(실적) 
위주

해외학생 70

해외선교사자녀 40

정시
(다)군

수능위주 일반학생

인문 60

2018.1.16(화) 16:00 2018.1.23(화) 13:00 2018.1.27(토) 15:00

자연 60

* 추후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교 입학홈페이지(http://admissions.handong.edu)를 통해 공지되는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합격자 발표는 한동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합격자 중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예비 후보자 중 충원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 및 충원 합격자 등록 세부 안내사항은 추후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다’군 일반학생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시모집의 경우 면접일자 및 면접시간이 다른 전형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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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소(%) 1단계 선발비율 공통사항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90면접 10

200%

1. 모집단위 전 학부(자율전공)

2.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 인터넷 원서접수 2017.9.11(월)~9.15(금) 18시까지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
· 서류제출   2017.9.11(월)~9.18(월) 18시까지 방문(본교/서울사무소) 또는 우편제출
                    (국내 등기우편 2017.9.18(월) 소인분까지 인정) 
·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9.15(금)에 마감되며 자기소개서 등 입력은 9.18(월)에 마감됩니다.                                                                                                            
- 원서접수(원서작성 및 전형료 결제) 완료 후 자기소개서 등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중 토,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방문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등록 안내
· 합격자 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2017.12.18(월)~12.21(목) 지정은행
·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2017.12.27(수) 21시까지 본교 입학홈페이지 (admissions.handong.edu)
·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 2017.12.28(목)까지 지정은행
· 등록금 납부 2018.1.31(수)~2.2(금) 지정은행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면접 30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90 면접 10

350%
 · 인터넷 원서접수 2017.12.30(토)~2018.1.2(화) 18시까지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
 · 등록금 납부 2018.1.31(수)~2.2(금) 지정은행
 ·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2018.2.13(화) 21시까지 본교 입학홈페이지(admissions.handong.edu)

합격자 등록 세부 안내사항은 추후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2018학
년
도
 전

형
 주

요
일
정

← 한동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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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주요일정
※  아래 사항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요약으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추후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전형명 모집인원
(명)

1단계 합격자
발표 면접고사 최종 합격자

발표 전형요소(%) 1단계 
선발비율

재외국민(정원외) 14

2017.8.18(금)
14:00

2017.8.25(금)
13:00

2017.9.1(금)
14:0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면접 30

 300% 

전교육과정(정원외) 제한없음 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정원외) 제한없음 일괄합산 서류 40+면접 60 제한 없음

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 인터넷 원서접수 2017.7.1(토)~7.6(목) 18시까지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
· 서류제출  2017.7.1(토)~7.7(금) 18시까지 방문(본교/서울사무소) 또는 우편제출 (국내 등기우편 2017.7.7(금) 소인분까지 인정) 

2. 합격자 등록 안내
· 합격자 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2017.12.18(월)~12.21(목) 지정은행
·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재외국민 전형만 해당) 2017.12.22(금)~12.27(수) 21시까지 본교 입학홈페이지 (admissions.handong.edu)
· 충원 등록(재외국민 전형만 해당) 2017.12.22(금)~12.28(목)까지 지정은행
· 등록금 납부 2018.1.31(수)~2.2(금) 지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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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제출서류 주요사항 

구분 전형명
인터넷(온라인) 제출 우편제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선택서류
(입력)

지원자격별
관련서류

선택서류
(제출)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 ○

대교협공통
양식
+

자율
문항 1개

○ - - -

일반학생 ○ ○ △ - △

지역인재 ○ ○ - - -

대안학교 ○ ○ - ○ -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 ○ △ ○ △

국가보훈대상자 ○ ○ △ ○ △

농어촌학생(정원외) ○ ○ - ○ -

기회균형선발(정원외) ○ ○ △ ○ △

실기
(실적)

해외학생 ○ ○ ☆ ○ ☆

해외선교사자녀 ○ ○ ☆ ○ ☆

재외국민 ○ ○ ☆ ○ ☆

전교육과정  ○ ○ ☆ ○ ☆

*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국내고교 졸업(예정)자 중 전산제공 동의자)는 모두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완료 후 원서접수 사이트의 ‘나의 원서관리’ 메뉴에서 작성 가능하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 외국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의 경우 ‘영사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격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발급기관 담당자의 확인과 연락처, 발급기관의 직인이 포함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택서류 관련 주요사항
구분 해당전형 제출가능 대상자 제출가능 활동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학생,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 검정고시, 해외고교 출신자 봉사활동, 리더십활동, 동아리활동, 

수상실적, 특별활동 등

실기(실적)위주전형 해외학생, 해외선교사자녀,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모든 지원자 어학능력 증빙서류, 봉사활동, 리더십활동, 

동아리활동, 수상실적, 특별활동 등

* 선택서류는 고등학교 재학 또는 최근 3년간의 활동 중 지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7가지(7매) 이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선택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기관장 확인)로 서류제출기간에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본
으로 제출할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모든 지원자 필수 제출 △: 검정고시, 해외고교 출신자만 제출 가능  ☆: 모든 지원자 제출 가능 

재
외
국
민
과
 외

국
인
 특

별
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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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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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서
류
 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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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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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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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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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전형 평가방법

1단계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능력, 성장잠재력, 

인성(정직, 성실, 책임감, 봉사정신, 리더십 및 공동체 정신 등), 

재능 및 특기, 창의·융복합 능력, 학습환경, 지원동기, 진로

계획 등과 본교 교육이념 및 인재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류심사 참고사항

1.  학생부 교과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과목(이수단위 고려)에 대하여 학년별 동일비율로 반영합니다.  
(졸업생의 경우에도 3학년 1학기 까지만 반영함)

2.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영역의 대략적인 반영비율은 전형 유형에 따라 60:40(학생부종합 전형), 50:50(일반학생 등 전형) 정도이나, 
이는 대략적인 비율이므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자기소개서의 경우 대교협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내, 대학간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유사도를 검색하며 표절사실이  
확인될 경우 서류심사 감점, 합격 취소, 입학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검정고시, 해외고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비교내신을 적용하지 않으며, 학생부에 해당하는 성적증명서, 선택서류 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첫째! 우리 대학의 교육특징, 전공, 인재상 등을 먼저 이해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둘째! 자기소개서 각각 문항에서 어떤 내용을 기술할지 개요를 작성한다. 
셋째!  여러 활동 내용에 대한 나열이 아닌 의미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 전·중·후의 느낀점 및 구체적인 변화 과정과 지원동기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넷째! 현란한 미사여구 또는 근거 없는 자기미화가 아니라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다섯째! 제출형식에 맞추어 오타 등이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한다.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자기소개서는 양식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교 재학 경험이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해외 고교 졸업 후 3년이 넘은 지원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G-IMPACT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평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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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검색 안내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지원서류의 표절, 대필 및 허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하 대교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은 매년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서류를 대교협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 등록하여 합격자 발표 이전과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지원서류의 유사비율을 검색하며, 검색 대상은 타대학 자료와 이전 학년도 누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사도가 검색된 
서류에 대하여는 대학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서류심사에 반영하게 됩니다.  

구분
최대 유사도 비율

자기소개서 등 학생 기재 서류 교사추천서 등 교사 기재 서류

위험수준(Red zone) 30% 이상 50% 이상

의심수준(Yellow zone) 5% 이상 ~ 30% 미만 20% 이상 ~ 50% 미만

유의수준(Blue zone) 5% 미만 20% 미만

<대교협 유사도 구분 기준>

한동대학교 유사도 검색 안내
한동대학교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모든 지원자의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는 받지 않음)에 대해 대교협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과를 서류심사에 반영하므로, 유사도가 확인되어 감점,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검증 절차 (합격자 발표 전)

사후검증 절차 (합격자 발표 후)
사후검증에서 유사도가 검색되어 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표절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입학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
시
 전

형
 평

가
방
법
-1단

계
 서

류
심
사

서류심사에
반영

입학사정위원회
심의

유선확인,
소명서 수합 등

심의 대상 분류유사도 검색

유사비율이 검색된 
자기소개서 중 내용 및 
문장의 일치로 인한 
표절 의심 사례 

대교협 유사도 검색 
시스템 활용

심의대상자에 대하여
 유선 확인, 교사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소명서의 제출을 요청함

입학사정위원회에서 
표절 정도를 판정한 후 
‘서류심사 최저점’,

 ‘특정영역(인성 또는 동기) 
최저점’,

 ‘서류심사 점수 영향 없음’ 
중 하나로 

처리방안을 결정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서류심사 점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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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면접고사 주요사항 
전형명 면접 반영비율(%) 면접시간 준비시간 문제 유형

학생부종합 10 10분 -

개별 심층 질문1) 

대안학교, 국가보훈대상자,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기회균형선발(정원외), 농어촌학생(정원외)  30 12분 -

일반학생, 지역인재, 해외학생, 해외선교사자녀 30 12분 10분 공통질문2) 

+ 개별질문

 1)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위주로 개별 맞춤형 심층 질문으로 구성  
 2)  짧은 지문(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학년도 정시(다)군 일반학생 전형의 면접고사 유형과 유사함    

(입학홈페이지 기출문제 참조)

성장잠재력논리성

본교 인재상
부합도

인성 및 창의성
평가

독창성 의사소통 및
면접태도

2단계 면접고사
면접고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본교는 개별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 및 창의성을 평가합니다. 면접문항은 공통
질문과 개별질문으로 이루어지며 공통질문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개별질문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위주로 맞춤형 문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지원동기, 학업계획과 
비전 등을 평가 

다양한 활동에 대한 개별 
질문을 통하여 글로벌 창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평가 

답변이 합리적이며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 

전체 면접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면접태도, 자세, 예의 등을 평가

답변이 진부하지 않고 참신하고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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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고사 기출문제  본교 입학홈페이지 (admissions.handong.edu)에서 확인 가능

면접고사 진행순서

수
시
 전

형
 평

가
방
법
-2단

계
 면

접
고
사

* 개별 맞춤형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준비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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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주요사항
※ 지원자격 등 세부사항은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전형>

지원자격 주요사항 ·3개 학기 이상 국내고교 성적이 있는 자

모집인원 ·250명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90%+면접고사 10%

서류심사 주요사항 ·반영비율*: 학생부 교과 60+비교과 40 
·중점평가항목: 학업능력, 동기, 성장잠재력

면접고사 주요사항 ·면접위원 2인이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 | 인성 및 창의성 평가
·총 면접시간은 10분이며 공통문제가 없으므로 면접준비시간 별도로 없음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지역인재 전형>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전형명 지원자격 주요사항 인원(명)

일반학생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08

지역인재 대구, 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에서 3년 전과정을 이수한 자 60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70%+면접고사 30%

서류심사 주요사항 ·반영비율*: 학생부 교과 50+비교과 50 
·중점평가항목: 성장잠재력, 재능특기, 창의·통섭

면접고사 주요사항 ·면접위원 2인이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 인성 및 창의성 평가
·총 면접시간은 12분이며 면접준비시간 별도 부여

학생부종합 <대안학교 전형>

지원자격 주요사항 ·대안학교 출신자 (3개 학기 이상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있어야 함) 

모집인원 ·45명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70%+면접고사 30%

서류심사 주요사항 ·반영비율*: 학생부 교과 50+비교과 50
·중점평가항목: 성장잠재력, 재능특기, 창의·통섭

면접고사 주요사항 ·면접위원 2인이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 | 인성 및 창의성 평가
·총 면접시간은 12분이며 공통문제가 없으므로 면접준비시간 별도로 없음 

*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 반영비율은 대략의 비율이며, 종합평가를 실시하므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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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국가보훈대상자/농어촌학생(정원외)/기회균형선발(정원외)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전형명 지원자격 주요사항 인원(명)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본교가 정한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35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3

농어촌학생(정원 외) 중·고 6년(부모 거주) 또는 초·중·고 12년(부모 비거주) 농어촌학교 출신자 20

기회균형선발(정원 외) 기초생활수급자(녀)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녀), 우선돌봄차상위가구 20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서류심사 100%  |  2단계 서류심사 70%+면접고사 30%

서류심사 주요사항 ·반영비율*: 학생부 교과 50+비교과 50  |  중점평가항목: 성장잠재력, 인성, 동기 

면접고사 주요사항 ·면접위원 2인이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  |  인성 및 창의성 평가
·총 면접시간은 12분이며 공통문제가 없으므로 면접준비시간 별도로 없음 

실기(실적)위주 <해외학생/해외선교사자녀/재외국민/전교육과정>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전형명 지원자격 주요사항 인원(명)

해외학생 해외에서 고교 2년 이상, 중·고·교 통산 3년 이상, 또는 초·중·고 통산 5년 이상 이수한 자 70

해외선교사자녀 해외선교자자녀로서 해외에서 일정기간 이수한 자 40

재외국민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14

전교육과정 해외에서 초·중·고 전과정을 이수한 자 제한없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서류심사 100%  |  2단계 서류심사 70%+면접고사 30%

서류심사 주요사항 ·평가방법: 학생부 교과영역, 비교과영역, 해외고교 성적, 자기소개서, 선택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중점평가항목: 글로벌, 동기, 성장잠재력

면접고사 주요사항
·면접위원 2인이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  인성 및 창의성 평가
·총 면접시간은 12분이며 면접준비시간 별도 부여
· 단 재외국민, 전교육과정은 개별 심층 면접이므로 별도 준비시간 없음

정시 (다)군 <일반학생 전형>
지원자격 주요사항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모집인원 ·인문 60명  |  자연 60명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수능 100%  |  2단계 수능 90%+면접고사 10%(2단계 실질반영비율 수능 99%+면접고사 1%)

수능 반영방법

전형유형 성적반영
방법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한국사

가형 나형

인문
백분위

25% - 30% 25% 20% 가산점

자연 25% 30% - 25% 20% 가산점

면접고사 주요사항 ·면접위원 2인이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  인성 및 창의성 평가
·총 면접시간은 10분이며 면접준비시간 별도 부여

참고사항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적용
·영어영역 등급별 환산점수 적용 

전
형
별
 주

요
사
항



18  Handong Global University

Q: 여러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한가요?

Q.  특별한 스펙이 없는데 수시 전형으로  
지원해도 될까요? 

Q.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Q.  입학 전형에서 전공 관련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A. 수시 전형 내에서는 면접일자, 면접시간이 다른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대학교 재외국민/전교육과정이수자 전형에 최초 합격한 학생은 우리 대학교 
해외학생/해외선교사자녀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복수지원 예시

면접일자/시간 전형명

2017.8.25(금) 13:00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2017.11.4(토) 13:00 학생부종합 

2017.11.25(토) 10:00 대안학교

2017.11.25(토) 13:00 일반학생, 지역인재 

2017.12.2(토) 13:00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회균형선발, 해외학생, 해외선교사자녀

A.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지원자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학교생활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학교생활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아가려는 노력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적이 많은 것보다는 교내활동 참여를 통한 자기 자신의 성장과 활동내용의 진정성이 
중요하므로, 부담갖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A.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졸업생의 경우에도 3학년 1학기 까지만 
반영) 이수한 전 과목 내신 성적을 학년별 동일비율로 반영하며, 과목별 이수단위, 이수자 수,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성취평가등급(석차등급), 학년별 성적 변화 추이, 심화교과 이수
상황 및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이수단위가 고려되므로 
주요 교과목의 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체능 과목의 경우, 재능특기개발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위하여도 중요한 교과목임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재능특기 및 학교생활 
충실도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합니다. 한편 학생부 교과 성적은 지원자의 학업역량 
및 학교생활 충실도, 성장잠재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전 과목을 
평가에 반영하는 목적은 모든 교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교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이니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A. 우리 대학교는 모든 신입생을 무전공·무학과로 선발하므로 입학전형에서 전공과 관련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로 관련 자기주도성은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특정 진로나 전공과 관련한 교내활동과 노력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 그것이 잘 나타
나도록 기술하면 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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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Q.  면접고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어로 면접을 볼 수 있나요?

Q.  한동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시 유리한가요?

Q.  학교생활기록부에 G-IMPACT 체험활동 
참여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기록해도 괜찮을까요? 

Q.  졸업생입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반드시  
고등학교 재학 중의 내용만   
작성해야 하나요? 

Q.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비기독교인도 입학할 수 있나요?

Q.  입학 후 정말 전공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성적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A. 면접고사에서는 지원자의 인성 및 창의성을 평가하며, 수험생 1인당 면접위원 2인이 참여
하는 개별면접으로 진행합니다. 공통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고사 전에 대기실에서 공통
질문을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으며 메모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고사장으로 
이동하여 공통문제와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공통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기실
에서 별도의 준비시간은 없으며 고사장에 입실하여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모든 면접 과정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진행하며, 부득이 한국어가 어려운 경우(해외학생, 
해외선교사자녀, 재외국민, 전교육이수자 전형 중 해당자)에만 면접관에게 영어로 면접을 
볼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A. 우리 대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의 진학 및 진로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G-IMPACT 체험
활동, 모의면접, 전공체험활동, 오픈캠퍼스-한소품’ 등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학생부 종합전형
에서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관심분야나 
적성에 대해, 또 한동대학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자기소개서 및 면접고사 등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우리 대학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양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1~3번 문항은 대교협 공통문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학별 자율문항인 4번 문항에 본교 지원동기 및 진학 후 학업/진로 
계획 등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A.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1~3번 문항의 경우 대교협 공통문항으로, 고등학교 재
학 중 활동내용 등에 관련해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활동내용 
등은 대학별 자율문항인 4번 문항을 활용하여 기술하시면 됩니다. 단, 해외학생/해외선교사
자녀/재외국민/전교육과정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1번과 2번 문항에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또는 최근 3년간의 활동내용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A. 지원자의 종교에 관계없이 본교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평가를 받아 
입학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약 10~15%의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학 
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인성 및 가치관 교육을 위해 마련된 필수 교양과목 등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A. 입학 후 1학년 때는 글로벌리더십학부에 속해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대해 탐색을 합니다. 
2학년으로 진학 시,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성적과는 관계없이 마음껏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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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입시결과 

2017학년도 전형별 경쟁률 
구분 전형명 모집인원(명) 지원자(명) 경쟁률

수시

학생부종합 260 859 3.30:1

일반학생 100 848 8.48:1

지역인재 60 210 3.50:1

대안학교 33 177 5.36:1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35 157 4.49:1

국가보훈대상자 3 12 4.00:1

농어촌학생(정원 외) 20 56 2.80:1

기회균형선발(정원 외) 20 141 7.05:1

해외학생 70 190 2.71:1

해외선교사자녀 40 106 2.65:1

재외국민(정원 외) 14 85 6.07:1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 외) 제한없음 38 -

북한이탈주민(정원 외) 제한없음 6 -

정시
일반학생(인문계열) 71 251 3.54:1

일반학생(자연계열) 71 217 3.06:1

2017학년도 신입생 지역별 분포(명)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 해외 부산/울산/경남

204 157 128 112
25.5% 19.5% 16% 14.0%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

88 87 25
11.0% 10.9% 3.1%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부산/울산/
경남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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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및 생활관비 안내 

2017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학부 구분 입학금(원) 수업료(원) 합계(원)

글로벌리더십학부
1학기 900,000 3,661,000 4,561,000

2학기 - 3,661,000 3,661,000

* 입학금은 최초 입학 학기에만 납부함
* 위 금액은 2017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017학년도 생활관비
구분 금액(원)/1학기 비고

생활관비 725,000 ·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최고 금액이며, 입학 후 배정된 생활관 호관에 따라 
생활관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생활관 입주 보증금 700,000
· 생활관 입주 시 1회 납부하며 졸업 또는 휴학으로 퇴사 시 반환함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2회 35만원씩 분납 가능함
· 면학장학금 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 합격자는 입주보증금을 면제함

* 신입생은 전원 생활관 입주가 가능함
* 위 금액은 2017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016학년도 입학생 연간 장학금 지급 현황             * 실제 수혜액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

입학생 수 수혜자 수
(중복 제외)

수혜율
(수혜자 수/입학생 수)

연간 장학금 총액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수혜자 1인당
연간 평균 장학금*

850명 599명 70.47% 2,825,458,150원
(약 28억 2천5백만원)

4,716,958원
(약 4백7십만원)

전
년
도
 입

시
결
과
    |   등

록
금
 및

 생
활
관
비
 안

내

2017학년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생 
평균 내신 등급

구분 대상인원(명) 등급*

학생부종합 255 2.28

일반학생 98 2.64

지역인재 55 2.73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35 2.95

농어촌학생(정원외) 18 2.94

기회균형선발(정원외) 20 2.92

*학생부 교과성적이 있는 모든 입학생의 전과목 평균 등급임

2017학년도 정시 합격생 평균 수능 등급 

구분 등급*

인문계열
최초 합격 2.07

최종 등록 2.23

자연계열
최초 합격 2.42

최종 등록 2.64

*  국어, 수학, 영어 평균 등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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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에 푹 빠지다
상담심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후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선배 덕분에 한동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팀제도, 명예제도, 1학년 무전공, 복수전공 등 한동의 
제도들에 푹 빠지게 되었고 입학설명회와 G-IMPACT 캠프에 참가
하면서 한동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자기소개서는 3 STEP으로 준비!
학교생활기록부를 꼼꼼히! - 자기소개서 작성의 바탕은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활동을 중심으로 써야 신뢰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작은 내용이라도 그 안에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막토막 문단 나누기! -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1문항은 학업과 
관련한 2가지 내용을 2개의 문단으로, 2문항에는 3가지 활동을 골라서 
3개 문단으로 작성했고 3문항은 2개의 문단을 통해 배려, 나눔, 협력, 
갈등의 내용을 모두 작성했습니다. 4문항에서는 지원동기, 학업계획, 
최종적인 꿈을 각각 한 문단씩 작성했습니다. 

노태수 | 17학번, 수시 학생부종합 전형

느낀 점이 포인트! - 무슨 활동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활동을 설명한 각각의 
문단 뒤를 느낀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무엇을 느꼈다’보다는 
‘무엇을 느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작성
했습니다. 

면접, 연습만이 살길이다
공통질문은 광범위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 예상되어 고3생활을 하며 
평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나 
사회, 문화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해서 배경지식을 많이 쌓아놓았
습니다.
개별질문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읽으며 예상문제와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직접 그 자리에 서면 떨리기 
때문에 친구들, 선생님과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덕분에 실제 면접 
때에도 떨지 않고 무사히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한동대학교는 선후배 간 교류가 원활하여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모르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학사일정, 학교행사, 기숙사신청, 등록금, 
예치금 납부 등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입학 후 선배들과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며 제가 선배들에게 받았던 
도움들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자기소개서, 

전략적으로
작성해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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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어요
한동대 G-IMPACT 캠프에 참가하여 사회적 기업 ‘향기내는 사람들’
을 운영하시는 한동 졸업생의 강의를 듣고, 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동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기른 전문성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한동대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선발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학생 선발기준인 G-IMPACT의 역량을 모두 갖춘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Potential(성장잠재력)에 관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국제화와 관련한 학교 특강을 듣고 느낀 점을 
작성했습니다. 특강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세계 곳곳의 배울 수 없는 환경의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어 
앎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
으로 영어 과목을 공부하였고, 영어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여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여 영어신문을 읽고 영어말하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1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Academic Ability(학업능력) 항목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선발기준과 관련하여 소재들을 미리 준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획한다면 후배님들도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큰 어려움 없이 잘 준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습과 피드백!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시사문제를 골라 찬반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후에는 서로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어떤 부분이 논리에 맞고, 맞지 않은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 한동대학교 면접 기출문제를 출력하여 10분 
동안 실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연습했습니다. 준비시간 내에 공통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근거를 종이에 적었고, 거울을 보며 종이에 적은 
내용을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 개별질문에 대비하여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정독한 후 예상 질문과 대답을 적어가며 
연습하였고, 실제 면접 때도 대답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대어가며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저는 힘든 시기마다 한동대에서 고등학생들을 위해 주최한 프로
그램에 참여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동은 사랑받
는 곳이고 저의 그릇을 넓혀 저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인도한 곳입니다. 한동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 또한 힘들 
때 한동대학교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많은 에너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지선 | 17학번, 수시 지역인재 전형

선발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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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Vision 2025

Change the World with Love and Wisdom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따뜻한 사랑과 창조적인 지혜로 
지역과 세계, 민족과 인류를 섬기는 글로컬 대학의 모범이 될 것이다.

10대 전략사업 Salt & Light

Strengthen the identity as christian university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Attract excellent and diverse students 다양한 우수 인재 유치

Lay out innovative higher education model 혁신적인 고등교육의 모델 제시

Tune system to improve research capability 탁월한 연구력 강화

Network as a genuine glocal University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네트워크 강화

Lead flexible academic restructuring 유연한 학사구조 개편

Internationalize student and faculty recruitment 외국인 학생 및 교원 유치

Govern stable and transparent financial system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정 구조 구축

Harmonize administration system for global standard 선진적인 글로벌 행정시스템 구축

Transform counselling system for effective career development 혁신적인 진로지도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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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인재상
‘工’ 자형 글로벌 창의융합인재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공역량과 글로벌 및 창의역량을 갖춘 
‘工(장인 공)’ 자형 글로벌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인재상 5대 핵심역량인재상의 특징

글로벌 및 창의역량

전
공
역
량

바른 인성 및 가치관

글로벌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다학제 융합 능력

논리적 사고와 소통능력

인성과 영성

글로벌 인재

창의적 인재

미래융합형 인재

자기주도형 인재

정직한 인재



2013  교육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3년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협력중심대학 선정 
교육부 주관, ‘2013학년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11  UNAI Global HUB 기관 선정 – 고등교육역량개발 분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1학년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1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도대학 선정

1995  초대총장 김영길 박사 취임    
한동대학교 제1회 입학식    

무전공 · 무학과(부) 입학제 도입

1996 - 1998 교육부 주관,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3년 연속 선정

1999 제1회 졸업식

한동대학교 
연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시작한 한동대학교의 한 걸음 한 걸음,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 명 한 명의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

없는 교육개혁으로 교육의 우수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앞으로도 더 큰 울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2014  제5대 총장 장순흥 박사 취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4년도 산업핵심 기술개발 사업’ 선정 (2014 ~ 2017)      

교육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4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주관, ‘2014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2014 ~ 2018) - 지역전략분야, 국제화분야 2개 사업단 선정   

교육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교육기부 지역센터 시범운영기관 사업’ 선정    
UNAI - 한동대학교 사모아 포럼 개최 (피지) ‘기후변화와 소도서국들을 위한 UN 국제회의’     

한동대 도서관, UN 기탁도서관(닥 함마르횔드 도서관, Dag Hammarskj*ld Library) 지정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서울어코드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 법무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대학’ 선정       
국내 최초 국제협상대회 세계결승전 유치          

미국 실리콘밸리 연락사무소 개소 및 창업멘토단 발족        

2014-2016 UNDP / 과학기술부 주관, 한-UNDP 국가사업(개도국 국제기업가 교육과정) 재지정

2001 영문 교명 변경(Handong University → Handong Global University) 
교육부 주관,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

2002 국제법률대학원(HILS) 제1회 입학식

2002 - 2003 교육부 주관, ‘지방대 육성사업 우수대학’ 2년 연속 선정

2006  교육부 주관, ‘2006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 선정    
과학기술부 주관, ‘2006 이공계융합교육연구센터 지원사업’ 선정

2007  UNESCO ‘UNITWIN(유니트윈)’ 프로그램 주관대학 선정  
UNDP(유엔개발계획) / 과학기술부 주관, ‘한-UNDP 국가사업’ 선정   

산업자원부 주관, ‘2007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

2008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년도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학년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한동대학교 ‘인턴파견 협정’ 체결 

2012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2단계)’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2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도대학 선정 

지식경제부 주관, ‘2012 RFID/USN확산 공모사업’ 선정 - 한동대-KT, NFC 스마트 캠퍼스 구축

2012-2015 ‘HGU-KOICA 중소기업역량강화 장기석사학위 연수과정’ 연수기관 선정

2009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9학년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9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도대학 선정   

UN Academic Impact(UNAI) 멤버 가입

2010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0학년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0학년도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사업)’ 선정 (2010-2013)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0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도대학 선정

26  Handong Glob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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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육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3년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협력중심대학 선정 
교육부 주관, ‘2013학년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UNAI Global HUB 기관 선정 – 고등교육역량개발 분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1학년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1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도대학 선정

2014  제5대 총장 장순흥 박사 취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4년도 산업핵심 기술개발 사업’ 선정 (2014 ~ 2017)      

교육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4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주관, ‘2014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2014 ~ 2018) - 지역전략분야, 국제화분야 2개 사업단 선정   

교육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교육기부 지역센터 시범운영기관 사업’ 선정    
UNAI - 한동대학교 사모아 포럼 개최 (피지) ‘기후변화와 소도서국들을 위한 UN 국제회의’     

한동대 도서관, UN 기탁도서관(닥 함마르횔드 도서관, Dag Hammarskj*ld Library) 지정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서울어코드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 법무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대학’ 선정       
국내 최초 국제협상대회 세계결승전 유치          

미국 실리콘밸리 연락사무소 개소 및 창업멘토단 발족        

 UNDP / 과학기술부 주관, 한-UNDP 국가사업(개도국 국제기업가 교육과정) 재지정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2단계)’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2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도대학 선정 

지식경제부 주관, ‘2012 RFID/USN확산 공모사업’ 선정 - 한동대-KT, NFC 스마트 캠퍼스 구축

2012-2015 ‘HGU-KOICA 중소기업역량강화 장기석사학위 연수과정’ 연수기관 선정

2016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주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프라임) 사업’ 선정 (2016 ~ 2018)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미디어 분야(언론정보문화학부)  

최우수 대학’ 선정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선정 (2016 ~ 2020)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경상권 교육기부 지역센터 운영기관 사업’ 3년 연속 선정  
교육부 주관, ‘201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UN 공보국 공동 주최, 외교부 / 교육부 후원, ‘제66차 UN NGO 컨퍼런스’ 주관  
UN 공보국 NGO 기관 등록 (국내 대학 최초)     

국제적십자위원회 / 한동대 공동 주최, ‘국제 인도법 심화과정 워크숍’ 개최   
우간다 쿠미대학교(Kumi University) 내 우간다 혁신기술거점센터(Uganda Innovation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Center: UITEC) 설립

2017    제19회 학위수여식(개교 이래 누적 학사 11,316명, 
석사 1,661명, 박사 7명 배출 / 개교 이래 의·치학전문

대학원 256명, 법률전문대학원 69명, 사법고시 12명, 
행정고시 8명, 외무고시 1명, 변리사 6명, 공인회계사 

29명의 합격자 배출, 한동국제법률대학원 미국변호사 
337명 배출)    

제22회 입학식(학부 신입생 803명 입학)

2015   교육부,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A등급)’ 획득  
2015 포스코 청암상(청암교육상) 수상    

교육부 주관, ‘2015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교육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2015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교육기부 지역센터 운영기관 사업’ 선정    
교육부 주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선정 (2015 ~ 2018) 

교육부 주관, ‘2015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 여성가족부 / 중앙일보 주관, ‘2015 대학민국 인성교육대상’ 수상 

교육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2015 제4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한동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식 (개교 기념일: 1995.3.7) 

2015-2017   ‘HGU-KOICA 전기전자 및 ICT융합기반 창업역량강화 장기석사학위 
 연수과정’ 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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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전공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전공
영어전공 

경영경제학부
경영학전공
경제학전공 

법학부
한국법전공
US & International Law 전공*

언론정보문화학부
공연영상학전공
언론정보학전공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전공*
글로벌이노베이션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Global Management*

* US & International Law전공, Global Management전공, Information Technology전공, 글로벌융합전공은 
  100% 영어 강의 전공입니다.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공학전공
도시환경공학전공   

기계제어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전공 

생명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전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공학심화전공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심화전공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ICT 창업학부
ICT 융합전공
ICT 창업전공
Global Entrepreneurship전공

Information Technology*

국제지역학 전공 
국가들의 관계를 탐구하는 국제관계학 트랙과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특색을 연구하는 지역학 트랙으로 구성
* 졸업 후 진로방향: 국제기구, NGO, 외국계 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 
* 한동 졸업생 취업: UN, OECD, UNESCO, UNAI, The World Bank,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 코리아, 한국IBM, 코카콜라, KOTRA 등

영어 전공 
언어학, 영문학 분야를 통해 학문적인 기초를 공고히 하고, 통•번역, TESOL 분야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전공
* 졸업 후 진로방향: 번역사, 통역사, 국제기구, NGO,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 한동 졸업생 취업:  유니세프(UNICEF),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국제 엠네스티(Amnesty), ODA WATCH,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 코리아, 드림터치포올 등

경영학 전공 
조직운영, 재무회계, 마케팅, 경영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분야 연구 및 국제적 경영인을 양성하는 전공
* 졸업 후 진로방향: 공기업, 금융계 기업, 일반기업, 회계법인, NGO, 정부기관 등
* 한동 졸업생 취업: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국전력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SK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경제학 전공  
제한된 재화를 잘 활용하고 선택하는 방법과 자원과 소득이 처리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전공
* 졸업 후 진로방향: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계 기업, 일반기업, NGO, 경제연구소 등
* 한동 졸업생 취업: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투자증권,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삼성전자, LG전자, 사무관(5급) 등

경영경제
학부

국제어문
학부



30  Handong Global University

법학부
한국법 전공  
공법, 사법, 사회법 연구를 통해 리걸 마인드 배양 및 통일법제론 등 통일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을 연구하는 전공  
* 졸업 후 진로방향: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공기업, 행정고시 등
*   한동 졸업생 진학·취업: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지방법원 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소명, 분쟁조정위원회 등 

US & International Law (UIL) 전공
미국법과 국제법 강의를 100%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
* 졸업 후 진로방향: 로스쿨 진학, 외국계 기업, 특허법인 등
*  한동 졸업생 진학·취업: 한동국제법률대학원, George Town Law School, Paul Hastings LLP, UN 본부 사무국 법무실 등 

언론정보
문화학부

언론정보학 전공 
언론학, 광고학, 방송학 각 분야의 기초적인 이론부터 실질적인 제작을 배우는 전공
* 졸업 후 진로방향: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광고기획자, 문화평론가, 출판편집자 등
* 한동 졸업생 취업: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사, CTS, 극동방송 등

공연영상학 전공 
공연, 영상에 대한 탄탄한 이론과 실습으로 맑은 콘텐츠를 만드는 미디어 리더를 양성하는 전공
* 졸업 후 진로방향: 공연기획자, 연출가, 배우, 성우, 작가, 공연관련 기업
* 한동 졸업생 취업: KBS, MBC, SBS, CJ E&M, 제일기획, JTN 미디어, 한국연극협회 등

상담심리
사회복지
학부

상담심리학 전공
 아동청소년 상담, 노인 상담, 진로 상담 등의 상담 트랙과 발달심리, 성격심리, 학습심리 등의 심리 트랙으로 구성
* 졸업 후 진로방향: 전문상담사, 심리치료사, 상담교사, 기업 인사팀 등 
*  한동 졸업생 진학·취업:  Stanford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서울대학교대학원, 고려대학교대학원, 청소년상담센터,  

학교상담교사, 기업 인사팀 등

사회복지학 전공 
일정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 시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여 및 1급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 가능 
* 졸업 후 진로방향: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 NGO 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 한동 졸업생 취업: 사무관(5급, 사회복지직렬), 이랜드복지재단,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 코리아 등

공간환경
시스템
공학부

건설공학 전공 자연과 사물에서 영감을 얻어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 분야와 환경공학, 구조공학, 지반공학 등을 연구
하는 토목 분야로 구성
* 졸업 후 진로방향: 건축가, 건축공학자, 구조공학자, 시공전문가, 연구원 등 
* 한동 졸업생 취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이랜드건설, 삼성물산,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도시환경공학 전공 도시계획 및 설계, 주택 및 주거론, 환경공학 등 도시환경 분야를 연구하는 전공

기계제어
공학부

기계공학 전공   
기계와 이에 관련된 장치설비의 설계, 제작, 운전 등에 대하여 기초 및 응용분야를 연구하는 전공
* 졸업 후 진로방향: 기계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기관 및 공공기관(자동차, 중공업, 에너지, 플랜트 등) 연구원, 변리사, 교수 등
*  한동 졸업생 취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핵융합연구센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볼보그룹코리아,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대우엔지니어링, 미래창조과학부 등

전자제어공학 전공   기계·전기시스템의 해석, 시스템의 설계 등을 연구하는 전공
* 졸업 후 진로방향: 기계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기관 및 공공기관(전자제어, 전기, 의료기기, 방위산업 등) 연구원, 변리사, 교수 등
*  한동 졸업생 취업: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캐논, 대한전선, 히로세 코리아, 삼성메디슨, 바이오스페이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등

기계제어공학부 – 현대자동차 메카트로닉스 특성화 트랙 
미래 자동차 분야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하여 현대자동차 그룹과 협약을 맺어 운영
*  2학년 2학기 재학생 중 매년 10명을 선발하여 2년간(3~4학년) 전액 장학금 지급, 재학 중 인턴십 기회 제공, 졸업 후 참여사의  
연구원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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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
교육원

ICT 창업 
학부 

생명
과학부

생명과학 전공   
생명과 관련된 현상 또는 생물의 기능을 탐구하여 인류의 복지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는 학문
* 졸업 후 진로방향: 의·치학전문대학원(의사), 제약회사,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 연구원 등
*  한동 졸업생 진학·취업: 의·치학전문대학원 248명 배출, 제일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정밀화학, CJ제일제당, 코오롱 생명과학,  
한국생명공학연구소, 한의학연구센터 등

콘텐츠융합
디자인학부

제품디자인 전공 
제품의 형태, 색상, 성격 등을 디자인 하는 순수제품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하는 UX · UI 디자인 분야로 구성된 전공
* 졸업 후 진로방향: UX·UI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등
* 한동 졸업생 취업: 삼성SDS, SK 커뮤니케이션스,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NC소프트 등 

시각디자인 전공 
광고, 편집, 그래픽디자인과 21세기 디자인의 최대 분야라 할 수 있는 브랜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분야를 연구하는 전공
* 졸업 후 진로방향: 뉴미디어, 광고업계, 출판업계, 디자인 전문회사, 기업 연구소 등
* 한동 졸업생 취업: 네이버, 다음카카오, SK플래닛, KT, KBS, 연합뉴스, 라인플러스, YG엔터테인먼트 등

Global Entrepreneurship 전공 (국제 기업가 정신) 
창의, 융합이 키워드가 된 시대의 흐름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전공
*졸업 후 진로 방향: 창업, 대학원 진학, 취업 등 각자가 추구하는 다양한 진로 속에서 GE 전공속에서 배운 기업가 정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치를 전달하고 도전. 

ICT 융합 전공 (ICT Convergence_2015학년도 신설) 
산업과 복지, 교육, 문화,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할 수  
있는 사회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전공

ICT 창업 전공 (Enterprise Development & System Engineering_2016학년도 신설) 
 ICT 역량과 창업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지식/지혜 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전공

글로벌융합 전공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100% 영어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공부하는 전공

학생설계융합 전공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3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전공 

글로벌이노베이션 전공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전공을 융합하고, ICT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글로벌 
사회의 혁신과 변혁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전공

글로벌 한국학 전공  한국에 대한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공부할 수 있으며, 한국어 교원자격 과정
을 이수하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공
*  졸업후 진로방향 - 외국인 학생 : 각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 관련 전 분야  - 내국인 학생 : 언론계, 교육계(국내외 공사립학교, 
한국어학당 등), 국내외기업, NGO, 선교단체 등

전산전자
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하는 전공
* 졸업 후 진로방향: 소프트웨어, 보안, 인터넷, 통신 등 공학 분야
*  한동 졸업생 취업: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라클(Oracle), 안철수연구소, 포스코 ICT, 한국IBM, 삼성엔지니어링, 
LG 전자 등

전자공학 전공   
물질 내에 존재하는 자유전자의 운동현상과 그 응용기술을 연구하는 전공
* 졸업 후 진로방향: 전자회사, 임베디드/모바일 전문업체, 전력, 에너지 등 공학 분야
* 한동 졸업생 취업: 삼성SDI,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삼성엔지니어링 등

컴퓨터공학심화과정, 전자공학심화과정-공학교육인증제도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평가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교육체계를 검증받은 공학전공 교육
과정으로 1학년 1학기부터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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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1학년들은 전공이 없다구요? 
한동대학교의 신입생들은 전원 모두 무전공·무학과로 입학하여 1학년 때는 글로벌리더십 학부에 소속됩니다. 1년 동안 학생들은 전공 
탐색의 시간을 가지며, 필수 외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기초 인문 및 수학, 과학 교육, 신앙 및 인성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진학 
시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합니다. 

그럼 전공을 정할 때 제한이 없나요?
고교시절 계열과 다른 계열의 전공도 선택할 수 있고, 학과별 인원 수의 제한이 없어 대학교 1학년 성적이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
니다. 또한 3학년 1학기 이전까지 전공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복수전공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 같은 학부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학부의 2개 전공을 선택 할 수도 있답니다.  

나를 디자인하는 역량기반 창의융합교육
한동대학교의 교육은 강의식이 아닌 토론식, 과제식 교육과 복수·연계전공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역량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통해, 전공을 선택 할 때 같은 학부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학부의 2개 전공을 선택 할 수 있어,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얻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심화전공 제외)

나를 발견하는

무전공 무학과 입학

적성과 재능을
잘 알지 못하고
대학 전공 선택

진학 후 전공에
만족하지 못해
당황! 방황!

대학 1학년 동안
적성과 전공을

충분히 탐색·파악

2학년 진입 시
전공 선택!!

변경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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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남 주자!
“한동인들은 또한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깃발을 
들고 공부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기꺼이 손해 보고 희생하는 삶, 
낮아지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흥미와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 김영길 초대총장, 공부해서 남 주자 中 -

진리와 사랑의 터 위에 나를 세우다

전인교육
한동대학교는 기독신앙에 기초한 학문적 탁월성과 전인교육을 추구합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교과과정, 신앙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어집니다. 개교 이래 계속되어 온 무감독 양심시험, 한동명예제도(Handong Honor Code) 등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을 지켜나가는 작은 훈련들과, “배워서 남 주자”는 나의 유익을 뛰어넘는 목표를 가지고 이웃을 돕는 전공봉사,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한동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리더로 자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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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 전공, 성별에 관계없이 30~40명의 학생들이 교수님 한 분과 함께 팀을 이룹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가 되면 팀이 모여 교제를 나누고 팀 프로젝트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서로 섬기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공동체의 힘을 경험
합니다. 또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사랑의 선물로 서로를 격려하고, 스승의 날이 되면 팀원들이 함께 모여 담임 교수님 오피스의 문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한동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Team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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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Residential College)는 한동대학교 고유의 전인교육을 담아내는 생활관(기숙사) 제도입니다. 한동대학교에는 현재 6개의 RC가 있고, 
소설 해리 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학교의 각 기숙사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듯이 각 RC마다 본받고자 하는 분들의 성함을 RC명으로 
하여 고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RC 학생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생활규칙을 정하고, 전담 목양팀의 영성훈련, 
담당 교수님과의 진로상담, 독서모임, RC 대항 운동경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관계 속에서 삶과 배움의 일치를 실현하는 
전인격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배운대로 살아가는 한동인이 되다

RC(Residenti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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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는 글로벌 대학이라는 비전에 따라 전공 강의의 약 40% 이상을 영어강의로 운영하고, 특히 Global Management, Information 
Technology, US & International Law, 글로벌융합 전공은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공봉사, OECD 인턴파견 
협정,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국제화 감각 배양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대학교는 개발도상국 교육지원을 위한 UNESCO-UNITWIN 프로그램의 주관대학, 2011년부터는 UNAI(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의 고등교육 역량개발 분야 글로벌 허브대학으로 선정되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하여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과 
함께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UN 공보국에 등록하고,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를 공동주최
하였습니다. 한동인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서 국제사회의 발전과 문제해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계를 품는 한동인

저는 적정기술 및 지역개발 학회활동을 하며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학회 담당 교수님과 그린적정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봉사
활동을 준비해 오던 중 학교에서 지원하는 GEM(Global Engagement 
& Mobilization)프로젝트에 공모하여 현지 봉사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인 비하르주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갠지스 강 하류에 위치한 비하르주에는 낙타섬이라고 불리는 
작은 하중도가 있는데, 그곳 주민들은 철과 염소가 들어있는 물을 마시
면서도 인체에 해가 되는지 모르며 살아갔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
하였고, 3년전 한동대학교 봉사팀이 이곳에 와서 만든 물을 정화
하는 Bio-sand Filter가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상상했던 현지 모습은 
실제와 다르다는 것과 작은 봉사가 현지에서는 꼭 필요한 
일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GEM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봉사를 다녀온 것이 
대학 생활 중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봉사 수기
정한별 |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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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서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구요?
한동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대학 수업을 듣는 대신에 
자신의 진로 및 비전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 현장실습, 창업활동, 해외대학 교육, 해외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진로탐색 및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 12학점까지 인정)

저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무에 얼마나 적용 및 응용되는지 궁금하여 
자유학기제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참여했던 베트남의 패션스타
라는 기업은 길거리 상점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베트남 전역에 60개 이상의 
오프라인 쇼핑몰을 가진 대규모 패션회사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첫 8주는 
패션사업부에서 일을 하면서 상품 기획, 마케팅, 판매, 유통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고, 이후 8주는 IT 신사업부로 자리를 옮겨 IT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창업되고 그 규모를 키워 나가는 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으로써는 경험하기 힘든 디렉터의 역할도 경험해 봤습니다. 컨텐츠팀 
팀장으로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연구하며 사업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A 부터 Z까지 세밀한 부분들이 정교하게 계획되어 만들어 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마케팅계획서 작성처럼 창업에 기초가 
되는 지식들과 실무 경험, 좋은 동료들과의 만남 등 이런 경험들이 졸업 후 
필드에 나가게 되었을 때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유학기제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무에서 
응용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나의 인생 회사를 만난 것 같아 패션스타
에서의 5개월은 매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찾아보는

대학 최초 자유학기제 시행

인생회사를 만나다! 
홍지호 | 전산전자공학부



창업의 꿈을 가진 한동인들은 ‘한동 RPM 창업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RPM’은 ‘Revolutions Per Minute’의 약자로 ‘주어진 투자 유치 
설명회 및 발표 시간 동안 혁명을 일으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창업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3팀은 3개월간,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상해, 이스라엘 중 한 곳으로 선진 스타트업 체험 및 현지 탐방 등을 위한 
파견 특전이 제공되며, 왕복 항공권 및 현지 숙소 등이 지원됩니다. 

청년이여 도전하라! 

한동 RPM 창업대회

저는 평소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2회 RPM 창업경진대회에 참여를 했고, 수상을 하여 신동원 교수님이 
계신 상해 네오위즈 중국 지사에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기업가정신과 세계적인 창업에 대해 고민하고 배우며 아이템을 구체화
하였고 한국에 돌아와 ‘사용자 패턴에 따른 홈화면 배열 어플리케이션’이란 주제로 
실제 창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이 창업에 대해 장려하고 교육하지만 ‘세상을 바꾸자’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가를 양성하는 대학은 한동대학교가 
유일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의 교수님들은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기업가정신을 
가르쳐 주시며 돈이 목표가 아닌,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해주십니다.
창업경진대회의 경험과 한동대학교의 창업 교육, 지원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한 전국 대학, 대학원생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 2위(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를 
수상하고 네이버 partner & care 스타트업에 선정되어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삼성, LG 등 대기업 및 한국, 외국 유명 대학 출신 창업가들과 경쟁을 하며 
한동대학교가 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과 창업 교육에 있어 얼마나 앞서가며 

특성화 되어있는지 느꼈습니다.
총장님 및 학교 기구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RPM 경진대회를 통한 글로벌 
창업 생태계 체험의 기회 등 한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뜨거움을 크리스찬 
기업가를 꿈꾸는 18학번 친구들이 꼭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정의 
크리스천 기업가를 
꿈꾸다  임석현 | ICT창업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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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제8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 
최우수상/금상/은상 (3개팀 수상)

2016년 환경부 주최 ‘제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대상

2016년 ‘제8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및 최우수변론서상

2016년 ‘제5회 로봇융합페스티벌 지능형  
로봇워 경진대회 휴로 대회’ 우승

2016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최 ‘제1회  
대학(원)생 공정거래 논문경진대회’ 우수상

2016년 한국은행 주최 ‘통화정책 경시대회’ 
동상

국제대회 ‘제5회 스텟슨 국제 환경 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준우승

2016년 산학협력 엑스포 주최 ‘창의 인재 
 발굴 오디션’ 최우수상

2016년 TBC 주최 ‘대학생 영상제’ 대상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가상훈련시스템 
공모전’ 대상

2016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 귀국보고대회’우수상

제2회 충주시장배 ‘전국생활체육대회조정대회’ 
남자부 및 여자부 동반우승

2016년 한동인의 열매
적정
기술

차세대
기술

국제
환경법

미래
산업

환경
정책

공정
거래

창의
인재

봉사

국제법

통화
정책

영상
제작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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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과 나의 
연결고리

G-IMPACT 체험활동

한동대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전공체험, 한동 문화 등을 미리 체험하고 
한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창의·인성 체험 프로그램
* 시기/장소:
- 1차(고 3학년):  2017.7.24(월)~26(수) / 한동대학교
- 2차(고 1,2학년):  2017.7.27(목)~29(토) / 한동대학교 
* 참여방법: 
2017.5월 중  전국 고등학교에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에 공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고교 교사가 추천 후 학생이 신청(선착순 모집)

HGU 전공특강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고교로 찾아가 생생한 전공 및 전공 관련 진로에 
대한 특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시기: 2017.4~8월
* 참여방법: 2017.3월 중 고등학교에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에 공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가 신청

고교방문 입시설명회

입학사정관이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을 만나 
한동대학교 및 입학전형에 대한 안내를 하고 개별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시기: 2017.3~7월 
* 참여방법: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교사가 신청

 찾아가는 입학상담

입학사정관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한동대학교의 특성화 교육 및 
입학전형에 대한 안내, 개별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시기: 2017.5~8월
* 참여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일 해당 장소에 방문
* 상세 일정 및 장소는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오픈캠퍼스

한동대학교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동대학교 특성화 교육 및 
입학 안내, 캠퍼스 투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일정: 방학기간(6~8월, 12~2월)을 제외한 학기 중 매월 2주차, 
4주차 토요일 오후 1시~오후 3시(*학교 사정에 따라 오픈캠퍼스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방법: 한동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

재학생 입학자문단 및 모교방문단 고교방문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모교 등 전국 고교를 방문하여 
한동대학교 대학생활 및 입시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시기: 2017.4~8월
* 운영방법: 한동대 재학생이 전국 고교에 연락하여 방문

HGU 카카오톡 상담

Yellow ID: 한동대학교 입학알리미

카카오톡 ⇨  플러스친구 클릭 ⇨ ID/플러스 친구검색 ⇨
‘한동대학교 입학알리미’ 추가!
평일 오전9시~오후6까지 한동대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입시부터 전공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에 친구처럼 답변해
드립니다!

HGU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gu.admissions

페이스북에서 ‘한동대학교 입학알리미’를 검색해보세요.
소소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한동인의 일상부터 최신 입학정보와 
입학상담까지 가능한 만능 페이지!
한동에 대한 모든 것을 손 안의 핸드폰으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ON-LINE
 만남

OFF-LINE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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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X 이용
서울-포항 간 KTX(동해선): 1일 왕복 26회 운행(행신, 인천공항 행은 서울역 경유)
KTX 포항역 – 한동대학교 : 이동거리 총 9.53km(택시로 약 10분 소요)

2. 시외버스 이용
포항시외버스터미널 → 시내버스 105, 109 ,200번 또는 택시를 타고 육거리 하차 후
포항중앙아트홀 앞에서 학교 셔틀버스 이용(학교까지 약 40분 소요, 셔틀 요금 800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바로 택시를 이용하여 한동대로 올 수 있음, 약 30분 소요)  

3. 고속버스 이용
포항고속버스터미널 → 시내버스 101,102번 또는 택시를 타고 육거리 하차 후
포항중앙아트홀 앞에서 학교 셔틀버스 이용(학교까지 약 40분 소요, 셔틀 요금 800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바로 택시를 이용하여 한동대로 올 수 있음, 약 30분 소요)  

4. 자가운전
서울, 대전, 대구권에서 포항으로 오시는 경우  대구-포항 고속도로 → 포항 IC → 영일만대로 → 한동대 IC → 한동대
부산권에서 포항으로 오시는 경우 부산 울산 고속도로 → 울산 포항 고속도로 → 영일만대로 → 한동대 IC → 한동대

한동대학교 오는 방법

대구-포항 고속도로

포스코

육거리

포항시청

흥해읍

한동대학교

포항공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포항IC

영일만신항

KTX포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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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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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평봉필드
효암관(채플)
교목실 1F/ 효암별관 2F,3F
언어교육원
International Faculty House 9
 International Faculty House 4-7
한동글로벌학교 기숙사
International Faculty House 1 
한동글로벌학교

창업보육센터
Global Green Development Center
히딩크 드림필드
Handong Guest House
교비 (사랑, 겸손, 봉사)
버스정류장
주차장
ICT창업학부 전공관
비전관  

창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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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Faculty House  8
국제관
파워플랜트
은혜관
하용조관
복지동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정문

11

23

10

21

24

25 26 27

28
29

30

31

3637
32

35

33

34

22

8

9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입학처

H
AN

DONG
GLOBAL UN

IV
ER

SI
TY

이사야 58: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방법으로·하나님의·인재를·양성하는·하나님의·대학

Honesty changes the world. 
Integrity moves the world.

정직이 세상을 바꿉니다. 성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