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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한동대학교의 꿈은

정치사회, 문화예술, 비즈니스, 국제개발, 교육학문, 선교교회 등 각 영역에서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기독교적 모델을 보여줄 

창의적이고 정직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개발도상국을 섬기고 봉사하는 깨끗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세계관 아래 여러 학문분야에서 성경적 창조론을 회복하며,

혼돈한 사회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참된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는

탁월한 기독 지성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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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총장 장순흥입니다.

한동대학교는 1995년 개교 이래 지난 20여년 간 교육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정직하고 유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교 때부터 무감독 양심시험제도를 통해 정직성을 교육의 핵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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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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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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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였고,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LINC+)사업 

등 주요 국가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학부생 기준 1인당 수혜금액이 전국 최상위권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글로벌 인턴십 지원, 

수업 및 각종 프로젝트를 포함한 국내외 활동 지원,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최초로 시작한 한동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및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학생들을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등 해외 각 지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 및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국내·외 현장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역량을 갖추고 보다 

적극적이며 선행적인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 대학 최초로 자유

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물론, 주변사회와 이웃, 국가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선배가 아닌 인생의 동역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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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인재,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세상을 선하게 바꾸는 세대, 그리고 가장 행복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 인성·지성·영성의 영역에서 

삶으로 열매 맺는 한동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그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총장 

WELCOME



4  Handong Global University

한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2019학년도
한동대학교 

학생선발 주요사항

2019학년도 
전형 주요일정

수시 전형 
평가방법

6 148

한동대학교 2019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기독 신앙에 기초한 
교육철학

무감독 양심시험
정직과 성실의 Honor Code
“배워서 남 주자”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인성교육

팀 제도 및 팀 담임교수제
Residential College
새내기 섬김이 내리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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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육 환경

해외 33개국 출신(15%) 입학
전공 영어 수업 비율 38% 이상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탁월한 전공 역량

복수전공 필수
창의 융합 교육
학부 교육 지원 사업
( ACE, LINC+, PRIME, CK, SW 등)

학생 중심 학사 제도

무전공 무학과 입학
자유로운 전공 선택과 변경
학생설계융합전공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

프로젝트형 수업

대학 최초 자유학기제
(현장참여형 수업)

학부생 연구 학회 지원 사업
(STAR & WISE)

전형별
지원자격 요약

FAQ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수기

한동대학교 
특성화교육 안내

18 20 2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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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포트폴리오 없음

인성
 및 창의성 면접

2019학년도 한동대학교 학생선발 주요사항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시 전형의 제출서류는 
국내고교 출신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전형에 따라 지원자격 서류는 별도 제출) 

수시 전형의 면접고사는 
문제풀이식 학업능력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며, 

인성 및 창의성을 평가합니다.

신입생 100% 전학부 무전공/무학과 자율전공 선발

수시 100% 선발 (학생부 종합전형 83.1%)

학생부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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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생선발 주요 계획

구
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명)
전형요소(%)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고사

평가방법 선발비율 수능최저 평가항목 평가방법

수
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종합 270
1단계:서류 100

2단계:서류 90 면접 10

학생부
전체를
종합평가

200%

없음
인성 및 
창의성 
면접

개별면접

일반학생 158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지역인재 60

대안학교 70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35

국가보훈대상자 3

농어촌학생
(정원 외)

15

기회균형선발
(정원 외)

25

소프트웨어인재
(소프트웨어특기)

5 300%

실기 위주 
전형

해외학생 9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제출된
서류를
종합평가

200%

해외선교사자녀 40

재외국민
(정원 외)

14 300%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 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외국인(정원 외)

제한 
없음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50 면접 50

북한이탈주민
(정원 외)

제한 
없음

일괄합산
서류 40 면접 60

정
시

수능 위주 
전형

일반학생 0*
수능 100

* 수시 미충원으로 이월인원발생시 선발함

합계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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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19학년도 1학기)

※아래 사항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요약으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명 모집인원(명) 1단계 합격자발표 면접고사 최종 합격자발표 전형요소(%) 1단계 선발비율 공통사항

재외국민(정원 외)
(2년/3년 특례)

14

2018.8.16(목) 14:00 2018.8.24(금) 13:00 2018.8.31(금) 14:0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300% 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인터넷 원서접수: 2018.7.5(목)~7.11(수) 18시까지 www.jinhakapply.com(진학어플라이)
  •서류제출: 2018.7.5(목)~7.12(목)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제출 (국내 등기우편 2018.7.12(목) 소인분까지 인정) 
2. 합격자 등록 안내
  •합격자 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2018.12.17(월)~12.19(수) 지정은행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재외국민 전형만 해당): ~2018.12.26(수) 21시까지 본교 입학 홈페이지(admissions.handong.edu)
  •등록금 납부: 2019.1.30(수)~2.1(금) 지정은행  

전교육과정(정원 외)
(12년 특례)

제한없음 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정원 외) 제한없음
일괄합산 

서류 40+면접 60
제한 없음

2019학년도 전형 주요일정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1단계 합격자발표 면접고사 최종 합격자발표 전형요소(%) 1단계 선발비율 공통사항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소프트웨어인재
(소프트웨어특기)

5 2018.10.26(금) 15:00 2018.11.3(토) 10:00 2018.11.16(금) 15:0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300%

 1. 모집단위 전 학부(자율전공)

 2.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인터넷 원서접수: 2018.9.10(월)~9.14(금) 18시까지 www.jinhakapply.com(진학어플라이)
  •서류제출: 2018.9.10(월)~9.17(월)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제출 (국내 등기우편 2018.9.17(월) 소인분까지 인정)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9.14(금)에 마감되며 자기소개서 등 입력은 9.17(월)에 마감됩니다. 
- 원서접수(원서작성 및 전형료 결제) 완료 후 자기소개서 등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간 중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방문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등록 안내
  •합격자 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2018.12.17(월)~12.19(수) 지정은행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2018.12.26(수) 21시까지 본교 입학홈페이지(admissions.handong.edu)
  •등록금 납부: 2019.1.30(수)~2.1(금) 지정은행  

※ 복수지원 안내
- 수시 전형 내에서는 면접일자 또는 면접시간이 다른 전형 간에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복수지원 예시
면접일자/
면접시간

11.3(토) 11.24(토) 12.1(토)

10:00 13:00 13:00 15:30 10:00 13:00

전형명 소프트웨어인재
(소프트웨어특기) 학생부종합

해외학생
해외선교사자녀 일반학생 지역인재

대안학교, 국가보훈대상자,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농어촌(정원외), 기회균형(정원외)

(동일 면접일에 면접시간이 다른 경우도 복수지원 가능)

학생부종합 270 2018.10.26(금) 15:00 2018.11.3(토) 13:00 2018.11.16(금) 15:0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90 면접 10

200%

일반학생 158 2018.11.16(금) 15:00 2018.11.24(토) 15:30 2018.12.12(수) 15:0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지역인재 60 2018.11.23(금) 15:00 2018.12.1(토) 10:00 2018.12.12(수) 15:00

대안학교 70 2018.11.23(금) 15:00 2018.12.1(토) 13:00 2018.12.12(수) 15:00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35

2018.11.23(금) 15:00 2018.12.1(토) 13:00 2018.12.12(수) 15:00
국가보훈대상자 3

농어촌학생 (정원 외) 15

기회균형선발 (정원 외) 25

실기 위주 
전형

해외학생 90
2018.11.16(금) 15:00 2018.11.24 (토) 13:00 2018.12.12(수) 15:0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해외선교사자녀 40

정시
(다)군

수능 위주 
전형

일반학생 0 - - 2019.1.15(화) 16:00 수능 100 -
 •인터넷 원서접수: 2018.12.29(토)~2019.1.3(목) 18시까지 www.jinhakapply.com(진학어플라이)
 •등록금 납부: 2019.1.30(수)~2.1(금) 지정은행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2019.2.14(목) 21시까지 본교 입학 홈페이지 (admissions.handong.edu)

합계 785

추후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admissions.handong.edu)를 통해 공지되는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다’군 일반학생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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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합격자 발표는 한동대학교 입학 홈페이지(http://admissions.handong.edu)를 통해 공지합니다. 
합격자 중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예비 후보자 중 충원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 및 충원 합격자 등록 세부 안내사항은 추후 입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19학년도 1학기)

※아래 사항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요약으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명 모집인원(명) 1단계 합격자발표 면접고사 최종 합격자발표 전형요소(%) 1단계 선발비율 공통사항

재외국민(정원 외)
(2년/3년 특례)

14

2018.8.16(목) 14:00 2018.8.24(금) 13:00 2018.8.31(금) 14:0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300% 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인터넷 원서접수: 2018.7.5(목)~7.11(수) 18시까지 www.jinhakapply.com(진학어플라이)
  •서류제출: 2018.7.5(목)~7.12(목)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제출 (국내 등기우편 2018.7.12(목) 소인분까지 인정) 
2. 합격자 등록 안내
  •합격자 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2018.12.17(월)~12.19(수) 지정은행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재외국민 전형만 해당): ~2018.12.26(수) 21시까지 본교 입학 홈페이지(admissions.handong.edu)
  •등록금 납부: 2019.1.30(수)~2.1(금) 지정은행  

전교육과정(정원 외)
(12년 특례)

제한없음 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정원 외) 제한없음
일괄합산 

서류 40+면접 60
제한 없음

2019학년도 전형 주요일정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1단계 합격자발표 면접고사 최종 합격자발표 전형요소(%) 1단계 선발비율 공통사항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소프트웨어인재
(소프트웨어특기)

5 2018.10.26(금) 15:00 2018.11.3(토) 10:00 2018.11.16(금) 15:0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300%

 1. 모집단위 전 학부(자율전공)

 2.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인터넷 원서접수: 2018.9.10(월)~9.14(금) 18시까지 www.jinhakapply.com(진학어플라이)
  •서류제출: 2018.9.10(월)~9.17(월)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제출 (국내 등기우편 2018.9.17(월) 소인분까지 인정)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9.14(금)에 마감되며 자기소개서 등 입력은 9.17(월)에 마감됩니다. 
- 원서접수(원서작성 및 전형료 결제) 완료 후 자기소개서 등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간 중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방문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등록 안내
  •합격자 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2018.12.17(월)~12.19(수) 지정은행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2018.12.26(수) 21시까지 본교 입학홈페이지(admissions.handong.edu)
  •등록금 납부: 2019.1.30(수)~2.1(금) 지정은행  

※ 복수지원 안내
- 수시 전형 내에서는 면접일자 또는 면접시간이 다른 전형 간에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복수지원 예시
면접일자/
면접시간

11.3(토) 11.24(토) 12.1(토)

10:00 13:00 13:00 15:30 10:00 13:00

전형명 소프트웨어인재
(소프트웨어특기) 학생부종합

해외학생
해외선교사자녀 일반학생 지역인재

대안학교, 국가보훈대상자,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농어촌(정원외), 기회균형(정원외)

(동일 면접일에 면접시간이 다른 경우도 복수지원 가능)

학생부종합 270 2018.10.26(금) 15:00 2018.11.3(토) 13:00 2018.11.16(금) 15:0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90 면접 10

200%

일반학생 158 2018.11.16(금) 15:00 2018.11.24(토) 15:30 2018.12.12(수) 15:0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지역인재 60 2018.11.23(금) 15:00 2018.12.1(토) 10:00 2018.12.12(수) 15:00

대안학교 70 2018.11.23(금) 15:00 2018.12.1(토) 13:00 2018.12.12(수) 15:00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35

2018.11.23(금) 15:00 2018.12.1(토) 13:00 2018.12.12(수) 15:00
국가보훈대상자 3

농어촌학생 (정원 외) 15

기회균형선발 (정원 외) 25

실기 위주 
전형

해외학생 90
2018.11.16(금) 15:00 2018.11.24 (토) 13:00 2018.12.12(수) 15:00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해외선교사자녀 40

정시
(다)군

수능 위주 
전형

일반학생 0 - - 2019.1.15(화) 16:00 수능 100 -
 •인터넷 원서접수: 2018.12.29(토)~2019.1.3(목) 18시까지 www.jinhakapply.com(진학어플라이)
 •등록금 납부: 2019.1.30(수)~2.1(금) 지정은행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2019.2.14(목) 21시까지 본교 입학 홈페이지 (admissions.handong.edu)

합계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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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입시 결과

2018학년도 신입학 전형별 경쟁률

구분 전형명 모집인원(명) 지원자(명) 경쟁률

수시

학생부종합 250 716 2.86:1

일반학생 108 743 6.88:1

지역인재 60 235 3.92:1

대안학교 45 196 4.36:1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35 194 5.54:1

국가보훈대상자 3 9 3.00:1

농어촌학생(정원 외) 20 105 5.25:1

기회균형선발(정원 외) 20 105 5.25:1

해외학생 70 247 3.53:1

해외선교사자녀 40 110 2.75:1

재외국민(정원 외) 14 60 4.29:1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 외) 제한없음 58 -

북한이탈주민(정원 외) 제한없음 2 -

정시
(다)군

일반학생(인문계열) 66 307 4.65:1

일반학생(자연계열) 66 296 4.48:1

2018학년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생 내신 등급     *학생부 교과성적이 있는 모든 입학생의 전과목 평균 등급임

구분 대상인원(명) 평균* 80% 커트라인

학생부종합 244 2.54 2.95

일반학생 106 2.89 3.20

지역인재 59 3.02 3.28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33 3.42 3.77

농어촌학생(정원외) 20 2.52 3.11

기회균형선발(정원외) 19 3.74 3.93

2018학년도 정시(다)군 합격생 수능 성적*          * 국어, 수학, 영어 평균 성적

구분
백분위 점수 등급

평균 80% 커트라인 평균 80% 커트라인

인문계열
최초 합격 92.48 91.33 1.85 2.00

최종 등록 91.26 89.67 2.02 2.33

자연 계열
최초 합격 89.95 87.33 2.15 2.33

최종 등록 87.81 84.67 2.35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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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및 생활관비 안내

입학금 및 수업료

학부 구분 입학금(원) 수업료(원) 합계(원)

글로벌리더십학부
1학기 756,000 3,661,000 4,417,000

2학기 - 3,661,000 3,661,000

* 입학금은 최초 입학 학기에만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은 2018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활관비 및 기타 제반비용

구분 금액(원)/1학기 비고

생활관비 689,000
∼ 755,000

·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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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 위 금액은 2018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학년도 입학생 연간 장학금 지급 현황

입학생 수 수혜자 수
(중복 제외)

수혜율
(수혜자 수/입학생 수)

연간 장학금 총액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수혜자 1인당
연간 평균 장학금*

801명 580명 72.4% 3,075,040,725원
(약 30억 7천5백만원)

5,301,794원
(약 5백3십만원)

* 실제 수혜액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

2018학년도 신입생 지역별 분포(명)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 해외 부산/울산/경남

248 153 121 97
30.7% 18.9% 15% 12%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

84 83 23
10.4% 10.3% 2.8%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부산/울산/
경남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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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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섭(C), 재능 특기(T)로 본교 특성화 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G
I
M P A

C
T

Global 
국제화

Integrity 
인성

Creativity & Consilience 
창의·통섭

Talent
재능 특기

Potential 
성장잠재력

Motivation 
동기

Academic Ability 
학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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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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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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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자료** 

글로벌*
(Global)

의사소통능력
(영어, 한국어) 본교에서 수학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 교과성적, 선택서류 등

글로벌마인드 및 
제2외국어 능력

제2외국어, 다문화 관련 활동 및 제 2외국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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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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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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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M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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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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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전형 평가방법  [1단계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 성적과 학교내 다양한 활동 참여 내용 및 결과),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학생 선발기준인 G-IMPACT 
(글로벌, 인성, 동기, 성장잠재력, 학업능력, 창의·통섭, 재능특기) 기준에 따라 본교 교육이념 및 인재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교과성적 반영방법 
1. 교과성적은 정성 및 정량 평가 방식으로 종합 평가합니다. 
2.  정량평가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과목(이수단위 고려)에 대하여 학년별 동일비율로 반영합니다.  
(졸업생의 경우에도 3학년 1학기 까지만 반영함)

학년(학기) 1학년(1~2학기) 2학년(1~2학기) 3학년 (1학기)

반영 비율 33.3% 33.3% 33.3%

3.  정성평가는 교과목별 학습 활동 특기사항, 학년별 학업성취도의 향상, 심화교과 이수 및 성취도,  교과 관련 교내수상, 교과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평가합니다. 

4.  교과 성적과 그 외 영역의 대략적인 반영비율은 전형 유형에 따라 60:40(학생부종합 전형), 50:50(일반학생 전형 등) 정도 되나,   
종합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검정고시, 해외고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비교내신을 적용하지 않으며, 학생부에 해당하는 성적증명서, 선택서류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

G-IMPACT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평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출결상황, 비교과 
관련 교내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통해 인성, 성장잠재력, 창
의·통섭, 재능특기 등을 평가함  

지원동기, 학업 및 진로계획,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리더십 발휘 등을 통해 나타나는 인성, 본교 
인재상과의 부합도 등을 평가함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자수, 이수단위, 학년별 학업성취
도 향상, 심화과목 이수 및 성취도, 교과
관련 교내 수상경력,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을 통해 학업능력,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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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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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입학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활동 및 경험과 배운점, 학업계획과 비전, 지원동기 등에 대하여 지원자의 관점에서 평가자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글로 작성한 
전형자료로서,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와 함께 고교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자료로 반영됩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특징, 전공, 인재상 등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작성한다. 
▪자기소개서 각각 문항에서 어떤 내용을 기술할지 개요를 먼저 준비하고 작성한다. 
▪ 여러 활동 내용에 대한 나열이 아닌 의미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 전·중·후의 느낀점 및 구체적인 변화 과정, 우리대학 지원동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현란한 미사여구 또는 근거 없는 자기미화가 아니라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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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유사도검색 등을 통하여 표절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인재, 일반학생, 지역인재, 대안학교,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회균형선발 전형 지원 시  

공인어학성적, 교외수상실적 등에 대해 기술할 경우 서류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기재할 경우 서류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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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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전형 평가방법 [2단계 면접고사]

면접고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방법으로 본교는 개별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 및 창의성을 평가합니다. 공통질문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며, 개별질문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위주로 맞춤형 문제로 진행됩니다. 

면접고사 평가항목 및 내용

전형별 면접고사 주요사항

전형명 면접 반영 비율(%) 면접 시간 준비 시간 문제 유형

학생부종합 10 10분 -

개별 심층 질문1) 
소프트웨어인재 30 20분 -

대안학교, 국가보훈대상자,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기회균형선발(정원 외), 농어촌학생(정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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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질문2018학년도 수시 일반학생 전형 등의 면접고사 유형과 유사함

성장잠재력논리성

본교 인재상
부합도

인성 및 창의성 평가

독창성
의사소통 및
면접태도

우리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지원동기, 학업계획과 
비전 등을 평가 

학생부 등 제출서류에 기술된  
활동에 대한 개별 질문을 통하여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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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018학년도 수시 일반학생 전형 공통질문] 
▪ 국가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그 근거

를 제시하시오. 

[2018학년도 수시 지역인재 전형 공통질문] 
▪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환자, 노약자는 대피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상황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이 문제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개별질문 예시] 
▪ 시사토론반을 하면서 토론했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 주제에 대한 찬성 근거와 반대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학생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 책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학생은 그 주장에 동의하나요? 
▪ 자기소개서에 ‘약한 건축’의 저자 일본의 건축가 ’쿠마켄고’가 추구했던 친환경 건축과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인간을 위한 건축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출문제 확인
입학홈페이지→ 입학도우미→ 면접고사 기출문제

면접고사 진행 순서

* 공통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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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지원자격 요약

전형명
모집 인원

(명)
지원자격 주요 사항

소프트웨어인재
(소프트웨어특기)

5 2016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역량이 우수한 인재

학생부종합 270 2016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개 학기 이상의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모두 있는 자
일반학생 158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역인재 60
2016년 2월 이후 대구·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구·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에서   
3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대안학교 70
국내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대안학교의 3개 학기 이상 학교생활기록부가 모두 있는 자
(단, 비인가 대안학교 출신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함)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35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도관공무원, 환경미화원, 집배원의 자녀
2)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통산 5년 이상 도서·벽지에서 근무한 공무원(일반직, 교육직)의 자녀
3)  연속 2년 이상 현재 시무하고 있는 농어촌교회 전임목회자, 미자립교회 전임목회자, 국내외 파송 선교사의 

자녀(단, 농어촌교회 목회자의 경우 통산 5년 이상 현재 시무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함)
4)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5) 장애등급 1, 2, 3급 해당자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3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농어촌학생
(정원 외)

15
2016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1)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부모 거주) 또는 
2)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부모 비거주)

기회균형선발
(정원 외)

25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해외학생 90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 외국고교 교육과정 2년 이상 이수한 자 
2) 외국고교 교육과정 1년을 포함 중·고등과정 통산 3년 이상 해외에서 이수한 자 
3) 해외에서 초·중·고교 5년 이상 이수한 자

해외선교사자녀 40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선교사 파송을 받아 연속 2년 이상 사역 중 혹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통산 5년 이상 파송 받은 
해외선교사의 자녀로서
1) 외국고교 교육과정 2년 이상 이수한 자 
2) 외국고교 교육과정 1년을 포함 중·고등과정 통산 3년 이상 해외에서 이수한 자 
3) 해외에서 초·중·고교 5년 이상 이수한 자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시(다)군 일반학생 전형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다)군 일반학생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로 이월되는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아래 과목에 모두 응시한 자
· 반영 과목 : 국어, 수학(가) 또는 수학(나), 영어, 한국사

모집인원 수시 미충원 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수능 100% (국어 35%, 수학 35%, 영어 30%)

수능반영방법
· 국어, 수학은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 영어영역은 등급별 환산점수를 반영합니다. 

·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가산점으로 부여합니다. 
· 수학(가)형을 선택한 경우, 수학 점수에 10%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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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부종합 전형과 일반학생 전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수시 학생부종합 전형과 일반학생 전형 모두 크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모집인원과 지원자격, 면접고사 반영비율 및 시기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전형은 면접고사 일시가 다르므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은 복수지원도 가능합니다.  

학생부종합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년도 경쟁률 

일반학생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년도 경쟁률 

270명 158명

2016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로서 3개 학기 이상의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모두 
있는 자

(해외고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등 지원 불가능)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
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외고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등도 지원 가능)

2.86:1 6.88:1
학생부 교과:비교과 반영비율

 

약

60:40

학생부 교과:비교과 반영비율

 

약

50:50

서류:면접 반영비율

 

90:10

서류:면접 반영비율

 

70:30

개별맞춤형
심층질문
면접고사 질문유형 

공통질문+
개별질문
면접고사 질문유형 

수능 
이전
면접고사 시기 

수능 
이후
면접고사 시기 

Q. 소프트웨어인재 전형이 신설되었는데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되나요?
A. 지원포인트  소프트웨어 역량은 전산전자공학부 전공 수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 및 잠재적인 능력으로, SW 관련 진로를 

목표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SW나 관련 교과목(수학 및 과학 등) 위주의 탐구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2016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역량이 우수한 인재
모집인원 5명

1. 1학년 때 컴퓨터공학심화 전공 선택

2. 졸업 시까지 컴퓨터공학심화 또는 컴퓨터공학 1전공 유지

3. 2학년 이후 학기 당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수강 및 전공평점 3.0 이상 유지  

4. 1학년때 이수해야 할 과목 : 

1학기( 수학 1개 과목, 물리학 1개 과목, 소프트웨어입문, 컴퓨터 및 전자공학개론)

2학기(공학설계입문,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실습, 수학 1개 과목) 이수

의무
사항

1. 등록금 50% ~ 100% 감면 (사업기간 중) 

2. 1학년 방학 중 SW캠프 참가비 면제

3. SW중심대학 학생 수혜프로그램 신청 시 가산점 부여

4. SW중심대 사업단 주관 코딩캠프 참가비 면제

5. 학생 대상 사업 참여 우선순위 10% 가산점 (해외인턴/
연수 파견생 선발, 최신 노트북 지급 대상자 선발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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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여러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한가요?

특별한 스펙이 없는데 
수시 전형으로 지원해도 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면접고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어로 면접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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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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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전형 내에서는 면접일자 또는 면접시간이 다른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 재외국민/전교육과정이수자 전형에 최초 합격한 학생은 우리 대학교 해외학생/해외
선교사자녀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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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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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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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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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고사에서는 지원자의 인성 및 창의성을 평가하며, 면접위원 2인에 수험생 1명으로 개별면접
으로 진행합니다. 공통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고사 전에 대기실에서 공통질문을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으며 메모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고사장으로 이동하여 공통문제와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공통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별도의 준비시간은 
없으며 고사장에 입실하여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모든 면접 과정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진행하며, 부득이 한국어가 어려운 경우(해외학생, 해외선교사자녀, 재외국민, 전교육
이수자 전형 중 해당자)에만 면접관에게 영어로 면접을 볼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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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양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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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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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9시~오후6까지 
한동대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입시부터 전공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우리, 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친구추가는 
이렇게 하세요!

1. 상단에 있는 돋보기(안드로이드), 검색창(아이폰) 터치 2. 검색창에서 ID(한동대학교 입학알리미) 입력 3. 친구 추가 버튼 누르기

+

++

졸업생입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반드시 고등학교 재학 중의 
내용만 작성해야 하나요? 

입학 전형에서 전공 관련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비기독교인도 입학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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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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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도록 기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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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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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
저는 통일비전트립을 통해 북한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았고 재난지역긴급구호활동가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전트립에서 한동대 졸업생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비전을 
이뤄나가는 한동 선배님들을 알게 되었고 저 또한 
한동에서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동의 기독교적 관점,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가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어떤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를 생각
했습니다. 자소서 문항 각각에 넣을 내용을 활동 
위주로 정리한 후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중점을 두고 글을 적었습니다. 1번 문항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자세로 공부
하였는지’를 표현했고 2번 문항은 두 가지 교내활동과 
전공적합성을 연결시키며 교내활동을 통해 ‘어떤 
가치’를 배웠는지를 작성했습니다. 3번 문항은 흔한 
갈등사례보다는 저의 내면이 ‘성장할 수 있었던’ 사
례로 선택했고 4번 문항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동
대의 내용을 적고 한동의 정신인 ‘정직’ 위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제 자신을 꾸밈없이 표현했습니다.

철저한 연습!
철저한 연습으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다시 읽으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형광펜으로 
표시했고 친구들과 함께 모의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 모습은 영상으로 녹화하며 태도나 자세를 
점검했고 두괄식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공통질문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 여러 분야들의 예상 질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근거를 대며 논리적으로 답하는 
연습을 했고 실제 면접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그리며 면접을 준비했던 것이 한동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동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저에게 한동은 ‘남 주기 위해 공부’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선으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한동
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만난 선배님
들은 입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하며 사랑
으로 맞아주셨습니다. 후배님들 또한 한동을 통해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 많은 사랑과 힘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기 위한
나만의 성장 스토리

한동대학교
합격수기

김에녹 
18학번 수시 일반학생 전형
해운대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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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을 소망하다
어렸을 적, 교회에서 만난 선교사님으로부터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후 
한동에서 진행하는 G-IMPACT 체험활동에 참가하였고 기독교 가치관 교육, 1학년 자율전공, “세상을 바꾸자”, 
 “배워서 남 주자”는 비전을 보고 한동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신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 한동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짜임새 있게 
첫째,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솔직하게 저의 진심을 담은 
학교생활을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둘째, 구조화 하기 –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다 보니 내용은 있지만 구조는 없는 자기소개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책들의 발췌본과 합격 자기소개서를 참조하고 선생님과 선배님들의 도움을 통해 짜임새 있는 
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셋째, 조언 구하기 –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이야기지만 남에게 읽히기 쉬워야 합니다. 제가 쓴 자기소개서를 
어떤 입학사정관님이 읽을지 몰랐기에 다양한 연령층의 지인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조언을 바탕으로 
수정하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드러나게끔 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면접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은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닌 ‘면접관이 나에게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었고 필요에 따라 답변에 통계지표 등 공식기관의 
자료를 인용하며 저의 주관적인 내용도 결합시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영상도 촬영하며 자세와 대답할 때의 
목소리 등 세세한 것들 또한 고쳐나갔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복하며 실제 
면접에서도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한동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한동대학교는 저에게 밤바다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꾸자는 한동의 비전은 동력이라는 
힘을 주었습니다. 중, 고등학교라는 바다를 거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밤이 
올 때마다 한동대학교를 생각하며 제 속의 소망과 가야할 길을 다시금 찾을 수 있었고 비전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후배님들도 길을 잃고 헤메일 때마다 한동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와 이곳에서 만나길 간절
히 소망합니다.

솔직하고 
짜임새 있게
진심을 전하다

한동대학교
합격수기

백승균
18학번 수시 학생부종합 전형
안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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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상위 등급(A등급)」 획득 (2015)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사업」 선정,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7)

·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 사업」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2017~2020)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교육부 (2014~2017)

·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Women in Engineering - Undergraduate Leading Program) 사업」 선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6)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미디어 분야(언론정보문화학부) 최우수 대학」 선정,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선정,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6~2018)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대학」 선정, 고용노동부 (2016~2020)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선정, 교육부 (2015~2018, 2010~2013)

·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네팔)」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2015~2019)

· 「대학 특성화 사업(CK)」 선정, 한국연구재단 (2014~2018)

· 「서울어코드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선정, 산업통신자원부 (2014~2017)

· 「경상권 교육기부 지역센터 운영기관 사업」 4년 연속 선정, 한국과학창의재단 (2014~2017)

·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수상, 교육부•여성가족부•중앙일보 (2015)

· 「포스코청암교육상」 수상, 포스코청암재단 (2015)

· 페루, 케냐, 가나 등 국제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2008~계속)

· 「글로벌 전공봉사활동(GEM), ACE사업 공모전 최우수사례」 선정, 교육부 주관 (2012)

· 포항교육지원청과의 교류협약 체결 (2012)

A등급!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중심 대학! 
대한민국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 및 
대학평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한동인 
인성교육 및 교육기부 선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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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인증 대학 선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7)

·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 착공, 유엔아카데믹임팩트(UNAI) 한국협의회•한동대 (2017)

· 국제 인도법 심화과정 워크숍 개최, 국제적십자위원회•한동대 (2016)

·  우간다 쿠미대학교(Kumi University) 내 우간다 혁신기술거점센터(Uganda Innovation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Center: UITEC) 설립 (2016)

· UN 공보국 NGO 기관 등록(국내 대학 최초!) (2016)

· 제66차 UN NGO 컨퍼런스 개최, UN 공보국•한동대 공동주관 / 외교부•교육부 후원 (2016)

· UNESCO-UNITWIN 주관대학 세미나 개최 (2016)

· 제2차 UN Academic Impact 서울포럼 개최 (2015)

· 한동대학교 도서관, UN기탁도서관으로 지정(Dag Hammarskj*ld Library) (2014)

· UNAI-한동대학교 사모아 포럼 개최-기후변화와 소도서국들을 위한 UN국제회의 (2014)

· 제2회 UNAI 대학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경시대회(한동대학교 팀 대상 수상) (2014)

· UNAI Global HUB 기관 선정-고등교육역량개발 분야 (2011)

· UN Academic Impact(UNAI) 멤버 가입 (2009)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한동대학교 인턴파견 협정 체결 (2008)

· UNESCO UNITWIN(유니트윈) 프로그램 주관대학 선정 (2007)

· 한-UNDP 국가사업 선정, UNDP(유엔개발계획)•과학기술부 (2007)

Arise and Shine, 

빛이 없는 곳에 

희망을! 
국제기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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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학부

경영학전공

경제학전공 

Global Management*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전공

영어전공 

법학부

한국법전공

US & International Law 전공*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언론정보문화학부

공연영상학전공

언론정보학전공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전공*

글로벌이노베이션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공학전공

도시환경공학전공   

기계제어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전공 

생명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수학통계전공

전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공학심화전공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심화전공

Information Technology*

ICT 창업학부

ICT 융합전공

ICT 창업전공

Global Entrepreneurship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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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융합
대학

이공계열인문사회계열

한동대학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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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사랑!      
사람 사랑!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Seize the Day   
God’s Way

경영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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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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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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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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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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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Bridge Builders   
for Christ 

국제어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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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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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Handong Global University

생각대로 움직인다,   
낭만기계 

기계제어공학부

이웃을 위한    
공간 환경설계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생명의 지혜!    
생명을 살리는 열정!  

생명과학부

건설공학 전공 
자연과 사물에서 영감을 얻어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 분야와 환경공학, 
구조공학, 지반공학 등을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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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하는 전공

졸업후 진로방향
도시계획 및 설계가, 건축가, 토목기술자, 수자원전문가, 연구원 등
한동 졸업생 취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NIBC, 국토
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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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
공업, 볼보그룹코리아,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대우엔지니어링, 미래
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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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 전공   
생명과 관련된 현상 또는 생물의 기능을 탐구하여 인류의 복지의 다양
한 측면에서 기여하는 학문

졸업 후 진로방향
의·치학전문대학원(의사), 제약회사,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 연구원 등
 한동 졸업생 진학·취업
의·치의학전문대학원 280명(누적, 2018.1월 기준), 서울대학교대학원, 
연세대학교대학원, POSTECH대학원, KAIST대학원, 제일제약,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정밀화학, CJ제일제당, 코오롱 생명과학, 한국생명
공학연구소, 한의학연구센터 등

청년한동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한동대학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보건의료 계열로 
진학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모임으로, 오픈세미나, 정기 의료봉사, 한동 
방문 행사 등 사랑과 나눔 실천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꾼다!

언론정보문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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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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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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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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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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통계전공(2017년 2학기 신설)
국가의 신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수학을 교육하여, 기타 전공과의 융합 및 
응용을 돕고, 산업인력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공  

보시기에 좋았더라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창의융합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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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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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으로 1학년 1학기부터 
이수 가능

하나님의 마음,    
미래기술의 심장

전산전자공학부

Creation beyond technology
ICT창업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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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속에서 배운 기업가 정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치를 전달하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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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창업 전공(Enterprise Development & System Engineering)
ICT 역량과 창업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지식/지혜 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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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줄 수 있다!
사랑과 섬김은 문화! 팀제도

정직이 세상을 바꿉니다 성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무감독 양심시험, 한동명예제도(Handong Honor Code) 

배운대로 살아가는 한동인이 되다 
RC(Residential College)

나의 유익을 뛰어넘는 목표
“배워서 남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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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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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씨씨 #다양한전공선배 #하나건너연결되는한동대 #팀덕분이지  
#선배들사랑독차지 #새내기의길 #한동만의 #특별한 #팀제도 
#우리는 #하나 #공동체  #팀모임 #수요일이기다려져요 #아싸박멸

한동대학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덕목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개교 
이래 계속되어 온 무감독 양심시험, 한동명예제도(Handong Honor 
Code) 등을 통해 학생들은 정직과 성실을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의 
양심을 지켜나갑니다. 대학생활 동안 이러한 작은 훈련들을 통해 한동인
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리더로 자라납니다.  
#니양심살아있니 #세상과다른 #한동만의가치 #정직 #교수님도날믿고 
#나도날믿고 #너희는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계신다 #아너코드 
#하나님앞에 #사람앞에 #정직한 #한동인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이유는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봉사 과목 
수강, 팀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해외봉사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낙후된 지역을 먼저 생각합니다. 탁월한 실력과 성실한 삶이 
이웃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과 연결되었을 때 학생들의 삶은 더욱 더 
풍성해지고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내전공살린봉사 #이론을실전에서 #전공밑거름 #새벽1시까지  
#팀프로젝트하는 #학교는 #한동대학교 #새내기들 #준비됐나  
#배워서 #남주자 #전공으로 #세상을 #바꾸자

소설 해리 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학교의 각 기숙사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듯이 한동대학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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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해리포터 #그리핀도르는 #토레이 #기숙사가 #아닌 #생활관 
#배려 #이해 #거주형 #대학 #RESIDENTIAL_COLLEGE    
#RC별 #다양한문화 #4인1실 #방돌이방순이 #가족처럼고민상담

Handongstagram
 진리와 사랑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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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발견하는 
무전공 무학과 입학

꿈과 비전을 찾아보는 대학 최초 
자유학기제 시행

나를 디자인하는 
역량기반 창의융합교육

RPM을 올려라! 
한동 RPM 창업대회

한동대학교의 신입생들은 모두 무전공·무학과로 입학하여 글로벌리더십 
학부에 소속됩니다. 1년 동안 학생들은 전공 탐색의 시간을 가지며 국제화,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 외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기초 인문 및 
수학, 과학 교육, 신앙 및 인성교육을 받고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합
니다. 고교 계열과 다른 계열도 선택할 수 있으며, 전공 변경도 자유로워 
대학시절 동안 충분히 자기 탐색 및 발견이 가능합니다.
#전공선택어려워 #선택장애 #한동인을위해준비했어 #여러교양맘껏
듣고 #전과도쉬워 #미래를위한 #고민 #전공이 #생각처럼 #쉽지않다 
#미리 #겪어보고 #결정하자 #1년동안 #자신의전공 #마음껏 #찾아봅시다  
#한동인의전공선택방법 

한동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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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학점
까지 인정)
#내가정하는 #나의학기 #국내대학최초 #창의력대장 #현실에부딪히기 
#내가_만드는_내공부 #창의 #잠재력 #외부에서 #학교처럼 #12학점  
#취업연계 #꿈을위해설계해 #학점인정_꿀이득 #인턴 #실습

한동대학교의 교육은 강의식이 아닌 토론식, 과제식 교육과 복수·연계
전공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역량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됩
니다. 특히 복수전공을 필수로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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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프로젝트 #팀플없음 #한동대가아니지 #1수업1팀플이면 #꿀수업  
#백분토론_우린맨날한다 #새벽세시_과제중 #불이꺼지지않는대학  
#내전공도_내전공_니전공도_내전공 #기계하며_심리도_해   
#전공두개는_기본이지

창업의 비전과 꿈을 가진 한동인들은 ‘한동 RPM 창업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RPM’은 Revolutions Per Minute의 약자로 주어진 몇 분간의 
발표 시간 동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어놓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창업의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3팀은 3개월간,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상해, 이스라엘 중 한 곳
으로 선진 스타트업 체험 및 현지 탐방 등을 위한 파견 특전이 제공되며, 
왕복 항공권 및 현지 숙소 등이 지원됩니다.
#번뜩번뜩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승한김에창업까지...?   
#창업스타그램 #반짝이는 #너의아이디어 #멋진피티로 #해외연수까지 
#전공융합끝판왕 #60초_피칭 #스타트업 #혁명

Handongstagram
한동에서 나를 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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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ongstagram
세계를 품는 한동인

아시아 네팔 Tewa, Agriculture and Foreign University 대만 Chang Jung Christian University, Providence University 라오스 National University of Laos, Suphanouvong University  몽골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Huree Institute of Information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미얀마 University of Computer Studies Yangon, 
Yangon Technological University 베트남 Banking Academy of Vietnam, Nguyen Tat Thanh University, Saigon Tech University, Van Lang University 우즈베키스탄 Westminster Internation-
al University in Tashkent 인도 Anugrah Narayan College, Christ University, Jaipur National University 인도네시아 Duta Wacana Christian University, Universitas Pelita Harapan, Universitas 
Surabaya 일본 United Nations University, Kyoto International University 중국 Chongqing University, Dalian Polytechnic University, Dalian University, Heilongjiang East University, South-
west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Dalia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Southwest China Normal University, Yenbie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rbin Medical University 
카자흐스탄 Kazakh American Free University 캄보디아 Goel Community, Life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of Management, New International Bethany Institute, Pannasastra University 
of Cambodia, Royal University of Law and Economics 키르기즈스탄 Kyrgyz Economical University, kyrgyz State Technical University 태국 Asian University, Assumption University 파키
스탄 Forman Christian College 필리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유럽 네덜란드 CH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Open Universiteit, University College Utrecht, Wittenbo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덴마크 Aalborg University, Dania Academy 
of Higher Education 독일 ISW Business School Freiburg, Macromedia University 라트비아 Liepaja University, Riga Technical University, Turiba University 러시아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Siberian State Aerospace University  리투아니아 Aleksandras Stulginskis University, Kazimieras Simonavicius University, LCC International University, Vilnius University 벨기
에 Evangelical Theological Faculty 불가리아 Technical University of Sofia 스웨덴 J*nk*ping University, Konstfack University College Arts Crafts and Design 스페인 University of Granada, 
Universitat Autonomade Barcelona 영국 Ravensbourne 이탈리아 University of Udine 체코 Czech University of Life Sciences Prague, University of Chemistry and Technology Prague 포
르투갈 University Fernando Pessoa 폴란드 Adam Mickiewicz Univers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프랑스 European School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UCL 핀란드 
South-Eastern Finlan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Saima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헝가리 Károli Gáspár University of the Reformed Church 

아메리카 미국 Campbellsville University, Cornerstone University, Dordt College, Eastern Mennonite University, Grace College, John Brown University, Marywood University, Northwest 
University,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School of Visual Arts, Simpson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Commerce, Trinity Christian College, University of Mississippi, Wheaton 
College, Grove City College, Dallas Baptist University, LeTourneau University, University of Sioux Falls, Sterling College, Cedarville University,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Calvin College, 
The King's College, Taylor University, Huntingdon College 캐나다 Lakehead University, The King's University 사이판 EUCON International University 아르헨티나 Universidad del Salvador 
페루 San Agustin National University, Universidad Catolica San Pablo

아프리카·중동 르완다 ISAE, Kigali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testant Institute of Arts and Social Sciences 마다가스카르 University of Antananarivo 말라위 Daeyang College of 
Nursing - Daeyang University 스와질랜드 Swaziland Christian University 에티오피아 Addid Ababa Institute of Technology 우간다 Kumi University 짐바브웨 Harare Institute of Technology 
케냐 University of Nairobi 콩고 Evangelical University in Africa, Universite Libre des Pays de Grands Lacs, Universite Protestante au Congo 탄자니아 The United African University of 
Tanzania 아프가니스탄 Kandahar University 이스라엘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TECHNION-Israe lInstitute of Technology 팔레스타인 Bethlehem University

52개국 129개교 (2018.3월 기준)

한동대학교는 글로벌 대학이라는 비전에 따라 전공 강의의 약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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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교육
지원을 위한 UNESCO-UNITWIN 프로그램의 주관대학, UNAI(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의 고등교육 역량개발 분야 글로벌 
허브대학으로 선정되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하여 전 세계 고등
교육기관과 함께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수업 #겁내지말아요 #친절한 #외국인교수님들이_함께하십니다
#영어울렁증?!_빠빠이 #교환학생 #외국인친구들 #국제관

한동대에선 지원자격만 갖추면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수 있습니다. 전교생 
수 대비 파견 가능 교환대학이 많아 경쟁률이 낮고, 또 지원한 대학에 파견이 
되지 못할 경우 다른 대학으로 파견 가능하도록 안내합니다. 또 학업, 인턴 
및 연구 연계, 영어실력 향상, 문화체험 및 여행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평점평균 3.0이상, 지원대학 어학기준* 충족, 35학점 이상 이수(예정자) 
* 어학 최소기준: TOEFL IBT 61 (ITP 500) 혹은 추천서 (대학마다 상이)
#영어실력_쑥쑥 #한동대처럼_외국학생교수님이랑_즐거운교제  
#세계여행_문화체험 #전공연구_확장의기회 #글로벌한동인

교환학생 대학 리스트

Why Not Change the World?
글로벌 인재 양성

불합격이 없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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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동인의 열매

SW개발보안 경진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3D 프린팅 활용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UCC 공모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4팀)’ 수상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 학부생, 
SCI 저널에 논문 게재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학술대회 
‘학부생 논문상’ 수상

제7회 TBC 대학생영상제 
‘최우수상’ 수상

제11회 세계해양포럼 스타트업 대회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

LG글로벌챌린저 
‘최우수상’ 수상

효성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제9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승
 

제6회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동메달

제5회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경진대회 
‘대상·인기상’ 수상

SW

차세대
기술

창업

국제
인권법

차세대
기술

차세대
기술

창의
인재

창의
인재

국제법

여성
공학

영상

창업



34  Handong Global University

   교환학생 수기        
   권혜림 (전산전자공학부 15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 위치한 Rigas 
Tehniska Universitate(이하 RTU)에 입학 전부터 꿈꾸던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습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비전을 
함께 하기 위해 한동에 온 저는, 시간이 지나며 비전보단 
현실과 타협하여 한 발자국씩 물러나고 있는 것 같아 
자신감을 잃어가던 때에, 잊고 있던 꿈인 교환학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환학생에 지원하려면 공인어학성적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했는데, RTU는 영어 성적 없이 
교수님 추천서를 통해서 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서둘러 
교환학생 지원서와 제출서류, 영어 면접 등 필요한 준비
를 꼼꼼히 하여 한동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뽑힐 수 있었
습니다. 
라트비아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제 자신과의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난 누구인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하며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 차근차근 
다시 저의 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의 생활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부터 
프랑스인 친구와 룸메이트로 살아가는 것, 이민청에서 
비자 발급을 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고 혼자 
이겨나가야 할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해 
갔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전과 다르게 빨리 일어설 힘을 얻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잃지 말고 일상 속에서 수많은 도전을 
통해 성장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외인턴십 이야기
    양호정 (ICT창업학부 14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농림축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하는 해외개척단 AFLO 인턴 프로그램으로 약 4개월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다녀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국음식을 세계로 알리는 일을 항상 하고 싶었는데, 마침 4학년을 
앞두고 좋은 기회가 주어져 다녀왔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한국 
배를 홍보하여 브라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바이어들을 만나 미팅을 진행하고 수출업체와 연결을 시켜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일을 하며 제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남은 한동 생활동안 어떤 면에서 
성장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또 타지생활이지만 
함께 하는 친구들과 동고동락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 현지 
한인교회의 성도분들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인턴십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비전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어렵고 세상에 물들어가기 
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중심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굳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한동에서 배운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4년 동안 신앙, 인성, 직무능력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 한동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학교를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하며 나를 되돌
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겐 중요한 경험이었다
고 생각합니다. 
한동을 꿈꾸는 여러분들도 한동에 오면 인턴 뿐만 아니라 공부, 
학회, 동아리, 공모전, 운동 등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길 권해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 시키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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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 이야기
   윤영찬 (전산전자공학부 / 국제개발협력대학원)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아시아 유목민을 위한 가축관리
시스템으로 창업을 한 Cosoros 대표 윤영찬입니다. 
한동대학교에 입학 할 때만 해도 특별히 하고 싶었던 
것도 꿈도 없었던 저는 한동의 무전공 무학과 입학 
시스템 덕분에 다양한 전공 입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고, 
두 학기 만에 재미있고 잘하는 전산전자 전공을 선택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동대학교 내의 다양한 국내/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졸업 할 때 즈음에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 지와 또 앞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명
확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재미있어하고 잘하는 IT
를 가지고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
습니다. 
학부 졸업 후 한동대 국제개발협력대학원에 진학
하여 국제적인 문제와 해결 방법들을 배우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논문 작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갔
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현제 저는 국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장 소외 받고 있는 유목민을 위한 가축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양한 창업 경진대회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에서 
주최한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
하였고, 후속 지원으로 내년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동대학교의 모토인 “Why not Change the 
World”를 가슴에 품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동을 소망하는 여러분들도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꿈을 꾸고 또 실력을 기르는 한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재학생 이야기
     정영인 (전산전자공학부 15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에 대해 수험생활 끝 무렵 알게 되어 부모님과 
주변의 권유로 입학하였지만,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돌아보면 한동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각기 다른 전공의 선후배들이 어울려서 
팀을 이루는 것이 제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팀이 좋았지만 특별히 1학년 때 팀이 아직도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고학년 선배들이 바쁜 와중에도 먼저 나서서 팀 
분위기를 이끌어 주고 새내기인 저에게 특별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학교를 사랑하게 되었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 HanST 한스트 스탶으로, 
또 2학년 여름방학 땐 고등학생들을 위한 G-IMPACT 캠프의 도우미로 
섬기며 피곤을 이기게 하는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총학생회에서 협력국 부국장으로 활동하였는데,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였지만 단순히 업무적으로만 임하기 보다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낮은 자세로 섬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제게도 색다른 경험이었고, 겸손한 자세와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을 
수 있었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열매 맺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동아리, 학회, 학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꿈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우리’를 만나고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곳도 사람이 사는 공동체라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있어 한동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동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 
질 수 있었고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획하신 일을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저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됨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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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U 입학 홈페이지
https://admissions.handong.edu
예비 한동인의 필수 방문지!
한동대학교의 모든 입학정보와    
전공안내, 학교생활을 만나보세요!
캠퍼스투어, G-IMPACT 체험활동도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GU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andong.edu
하나님의 대학, 한동을 소개합니다. 
한동대학교에 대한 모든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세요!
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원, 산학협력, 국제교류 협력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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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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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과 나의 연결고리

OFF-LINE
 만남

H

오픈캠퍼스
한동대학교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캠퍼스 투어, 입학상담, 
재학생 상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일시: 학기 중 매월 2주차, 4주차 토요일 오후 1시~오후 3시까지 
* 장소:한동대학교
* 참여방법: 입학 홈페이지에서 방문 8일 전까지 신청

찾아가는 입학상담
입학사정관이 전국 주요도시에서 입학상담을 개최하여 한동
대학교의 특성화 교육 및 입학전형 안내,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일시/장소: 4~7월 중 국내외 주요도시
* 상세 일정은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방문 입학상담 및 전화상담
한동대학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평일 근무시간동안 상시 
입학상담 제공
* 일시: 평일 오전10시~오후4시
* 장소: 한동대학교 현동홀 105호 입학사정관팀
* 참여방법:  전화 예약 후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054-260-1084~6)

 G-IMPACT 체험활동
한동대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전공체험, 한동 문화 등을 미리 
체험하고 한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창의·인성 체험 프로그램
* 대상: 고등학교 1~3학년
* 일시/장소: 2018년 7월말, 한동대학교 
* 참여방법: 5월 말 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청

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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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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8: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Honesty changes the world. 
Integrity moves the world.
정직이 세상을 바꿉니다. 성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