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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1.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 수능 100% 선발

❏ 선발인원 : 수능(일반학생) 35명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수능(일반학생전형) 55명

수능(일반학생전형) 35명

수능(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0명

▶

수능(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외) 0명

수능(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0명
수능(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외) 0명

※ 정원외 전형은 별도의 모집인원이 없으며,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과 수시(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외)에서 선발하지 못
한 인원을 각각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수시 정원내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수능(일반학생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2022학년도

2023학년도

⦁ 국어 : 35 %

▶

⦁ 수학 : 35 %

전년도와 동일

⦁ 영어 : 20 %
⦁ 탐구(사회/과학) : 10%
※ 수학(미적분) 또는 수학(기하) 선택 시 10% 가산점을 부여함
※ 탐구영역은 사탐,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

❏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
2022학년도
1등급(100점), 2등급(95점), 3등급(90점),
4등급(80점), 5등급(70점), 6등급(60점),

2023학년도
▶

전년도와 동일

7등급(50점), 8등급(40점), 9등급(30점)

❏ 한국사 등급별 반영점수
2022학년도
1등급~4등급 : 10점, 5등급 : 9.8점,
6등급 : 9.6점, 7등급 : 9.4점,

2023학년도
▶
전년도와 동일

8등급 : 9.2점, 9등급 : 9점

2023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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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별 모집인원
개설 학부

모집단위

전형유형

전형별 모집인원

전 학부
(자율전공)

[정시(다)군]
수능 위주

수능(일반학생전형) 35명*
수능(농어촌학생전형)(정원 외) 00명*
수능(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 외) 00명*

인문사회계열
경영경제학부
경영학전공
경제학전공
Global Management전공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전공
영어전공
법학부
한국법전공
US and International Law전공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학전공
공연영상학전공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전공
글로벌한국학(한국어교육)전공
글로벌한국학(한국언어문화)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이공계열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공학전공
도시환경공학전공
기계제어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전공
생명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전공
수학통계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
IT융합대학
전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AI·컴퓨터공학심화전공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심화전공
Information Technology전공
AI융합교육원
AI융합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ICT창업학부
ICT융합전공
AI Convergence&Entrepreneurship전공
Global Entrepreneurship전공
합

계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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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 정원내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다)군 수능(일반학생전형)으로,
정원외 전형은 정시(다)군 수능(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과 수능(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외)으로 각각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신입생 100% 전 학부 자율전공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 학부 자율전공은 입학 시 전공을 정하지 않고, 2학년 진학
시에 계열의 구분 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단위입니다.
- 모집학부 및 전공명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부 및 전공명칭 변경사항은 우리대학교 입학홈페이지
(https://admissions.handong.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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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 및 전공 선택
가. 우리 대학교는 계열, 학부 및 전공의 구분 없이 입학하며, 2학년 진학 시 학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부(전공)를 선택한 이후에도 학기 수 제한 없이 학부(전공)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우리 대학교는 복수전공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입생은 단수전공
도 가능합니다.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은 복합전공 내용으로 구성된 단수전공 교육과정임
※ 전산전자공학부 전공 희망자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며,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전
공을 선택하여야 함(문의 : 공학교육혁신센터 054-260-1527~8)

다. 학부간 복수전공(연계전공) 허용 범위
학부
ICT창업학부

국제어문학부
경영경제학부
법학부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공간환경
시스템공학부
생명과학부

1전공
Global Entrepreneurship(GE)
ICT융합
AI Convergence &
Entrepreneurship(ACE)
국제지역학
영어
경영학
경제학
Global Management(GM)
한국법
UIL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언론정보학
공연영상학
건설공학
도시환경공학
생명과학부
기계공학

기계제어
공학부

전산전자
공학부

콘텐츠융합
디자인학부

전자제어공학
AI·컴퓨터공학심화
컴퓨터공학
전자공학심화
전자공학
Informantion Technology(IT)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모든 전공

창의융합
교육원

글로벌융합
글로벌한국학(한국언어문화)
경영
경제
생명
컴퓨터공학을 제외한 모든 전공

외국인

AI융합교육원

2전공
ACE 제외한 모든 전공
컴퓨터공학 / IT 제외한 모든 전공
GE / ICT융합 / 컴퓨터공학 / IT 제외한 모든
전공

비고

모든 전공
GM 제외한 모든 전공
모든 전공
경영학 제외한 모든 전공
모든 전공
모든 전공
모든 전공
모든 전공
모든 전공
모든 전공
(단, 전자공학은 양학부장의 승인시 가능)
모든 전공
단수전공
- 모든 전공(단, IT / ICT융합 제외)
- 전자공학 2전공자는 컴퓨터공학 1전공 가능
단수전공
모든 전공(단, 전자제어공학 제외)
모든 전공(단, 컴퓨터공학 제외)

단수전공도 가능

공학교육인증제

공학교육인증제

모든 전공
글로벌한국학(한국어교육)
글로벌한국학(한국언어문화)
수학통계학
학생설계융합
글로벌융합

2전공으로만 가능

모든 전공
AI융합전공

단수전공도 가능

2전공으로만 가능

데이터사이언스

라. 글로벌융합전공과 학생설계융합전공은 학생 스스로가 설계 가능한 전공으로, 글로벌융합전공은 최소 2개의 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은 최소 3개의 전공을 융합한 전공을 설정해야 함
(창의융합교육원 신청서 제출 → 심의 및 승인 → 전공 변경)
[문의] 창의융합교육원 054-260-3306
※ 학부 및 전공 선택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입학 후 ‘수강편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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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 방법
가.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 본교 입학홈페이지(https://admissions.handong.edu) 원서접수 배너 클릭
- 접수대행사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http://www.jinhakapply.com)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이용한 접수도 가능함

나. 원서접수기간 : 2022.12.29(목)~2023.1.2(월) 18시까지
다. 서류제출기간 : 2022.12.29(목)~2023.1.3(화) 18시까지
＊수능(농어촌학생, 기회균형선발) 전형 지원자의 경우 지원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
＊국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2023.1.3(화) 우체국 접수 우편물까지 인정

라. 원서접수 절차

대입 공통원수접수시스템
회원가입(무료), 반드시 지원자 명의로 가입
＊입학홈페이지(https://admissions.handong.edu) 원서접수 배너 클릭으로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에 접속 가능함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후

입학원서 작성
(반드시 컬러사진 업로드)

⬇
전형료 결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
나의 원서관리 메뉴
(수험번호 부여 여부 확인)

⬇
(해당자) 전형별 지원자격 확인서류 우편 제출
＊입학원서는 출력·제출할 필요가 없음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서 실시합니다.
나. 지원자가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면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별도로 접수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서접수 확인 방법 : 전형료 결제 완료 후 원서접수 사이트의 ‘내 원서 보관함’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인터넷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입학원서의 내용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원서의 기본 인적사항 수정이 필요할 경우, 우리 대학교 입학사정관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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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인터넷접수)

2022.12.29(목)~2023.1.2(월) 18시까지

입학홈페이지 또는
진학어플라이

서류제출
(해당자만)

2022.12.29(목)~2023.1.3(화) 18시까지

한동대학교

＊수능(농어촌학생, 기회균형선발)전형
지원자만 지원자격 확인서류 제출

최초합격자 발표

2023.1.20(금) 15:00

입학홈페이지

＊https://admissions.handong.edu
＊합격증서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

최초합격자 등록

2023.2.7(화)~2.9(목)
각 은행 업무시간까지

지정은행

충원합격자 발표

2023.2.16(목) 18:00까지

충원합격자 등록

2023.2.17(금)

입학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세부 일정은 합격자 발표시 안내

지정은행

4.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가. 합격자 발표
1) 모집요강에 명시한 일자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2) 우리 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를 발표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단, 충원합격자
의 경우 개별통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
정, 고지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반드시 합격여부를 조회 및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정시모집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할 경우 예비 후보자 중 충원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때,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
락이 되지 않는 자는 우선순위의 예비 후보자라도 충원 합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3회 이상 통화가 되지 않을 시 충원 합
격 대상에서 제외함).
4) 정시모집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는 그 순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즉, 정시모집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나. 등록금 납부
1) 등록의사는 등록금 납부로 판단하며, 등록금 납부기한에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초합격자 등록금 납부기간 : 2023.2.7(화)~2.9(목) 각 은행 업무시간까지
- 충원합격자의 경우, 충원합격자 발표 시 안내한 기한에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방법 : 우리 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 학생회비, 생활관비 등을 함께 납부(합격자 안내문
참조)
3) 납부장소 : 지정은행

2023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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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형별 안내
1. 수능 일반학생전형
2. 수능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3. 수능 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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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

일반학생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35명

＊2023학년도 수시 전형(정원 내)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다)군 수능(일반학생전형)으로 이월
하여 선발합니다. 이월되는 모집인원은 원서접수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3. 전형방법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최저점~최고점)

일괄합산

100%

100%(0~1,000점*)

총

점

1,000점(100%)

＊가산점을 받을 경우 1,045점까지 가능함

4. 선발원칙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한 과목)

한국사

35%

35%

20%

10%

등급별 가산점

※ 수학(미적분) 또는 수학(기하) 선택 시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함
※ 탐구영역은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

나.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탐구영역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100%를 선발합니다.
①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② 영어영역은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100

2등급
95

3등급
90

4등급
80

5등급
70

6등급
60

7등급
50

8등급
40

9등급
30

6등급
9.6

7등급
9.4

8등급
9.2

9등급
9

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

5등급
9.8

※ 성적 산출방법은 28페이지 참조
※ 동점자 처리기준은 29페이지 참조

5. 전형일정

19페이지 참조

6. 제출서류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2023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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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0명

＊2023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다)군 수능 (농
어촌학생전형)(정원외)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이월되는 모집인원은 원서접수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
해 발표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
1)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부모 거주)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부모 비거주)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함(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신활력지역의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는 제외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전의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의 주민등록상에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단,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전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학생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자격 특이사항의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지원자격이 모호한 경우 전형의 취지
를 고려하여 심의함)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3. 전형방법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최저점~최고점)

일괄합산

100%

100%(0~1,000점*)

＊가산점을 받을 경우 1,045점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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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1,000점(100%)

4. 선발원칙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한 과목)

한국사

35%

35%

20%

10%

등급별 가산점

※ 수학(미적분) 또는 수학(기하) 선택 시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함
※ 탐구영역은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

나.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탐구영역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100%를 선발합니다.
①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② 영어영역은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

95

90

80

70

60

50

40

30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9.8

9.6

9.4

9.2

9

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

※ 성적 산출방법은 28페이지 참조
※ 동점자 처리기준은 29페이지 참조

5. 전형일정

19페이지 참조

6. 제출서류

아래 목록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주요사항 및 제출방법
∙ 온라인 작성
∙ 원서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로 온라인 제출 가능.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비동의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모든 지원자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지원자의 전 주소지가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지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중·고교 6년
거주자*

부와 모의 전 주소지가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1) 중·고교 6년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거주자* 중
해당자
2) 초·중·고교
12년 거주자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우리 대학교 소정서식
∙ 학교장 직인 날인 및 봉인하여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후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고교 졸업일자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
∙ 학교장 직인 날인
∙ 재학 당시의 학교 소재지 명기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 대체가능서류 :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포함)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후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고교 졸업일자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
∙ 부·모 이혼인 경우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 부 또는 모 사망한 경우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 학교장 직인 날인
∙ 재학 당시의 학교 소재지 명기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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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능

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0명

＊2023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외)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다)군 수능
(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외)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이월되는 모집인원은 원서접수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
를 통해 발표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학생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이어야 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3. 전형방법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최저점~최고점)

일괄합산

100%

100%(0~1,000점*)

총

점

1,000점(100%)

＊가산점을 받을 경우 1,045점까지 가능함

4. 선발원칙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국어

수학

영어

35%

35%

20%

사회/과학탐구
(한 과목)
10%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 수학(미적분) 또는 수학(기하) 선택 시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함
※ 탐구영역은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

나.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탐구영역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100%를 선발합니다.
①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② 영어영역은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100

2등급
95

3등급
90

4등급
80

5등급
70

6등급
60

7등급
50

8등급
40

9등급
30

6등급
9.6

7등급
9.4

8등급
9.2

9등급
9

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

※ 성적 산출방법은 28페이지 참조
※ 동점자 처리기준은 29페이지 참조

5.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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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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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9.8

6. 제출서류

아래 목록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제출서류

모든 지원자

입학원서 1부

주요사항 및 제출방법
∙ 온라인 작성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1)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1부

∙ 2022.12.26(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지원자 본인이 수급(권)자일 경우에만 지원자격 인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가능)
∙ 2022.12.26(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2) 차상위계층
(해당 지원자격 서류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1부 제출)

(차상위부가급여 대상 해당자)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 2022.12.26(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지원자 기준 발급서류 제출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주민등록표등본상 차상위계층 대상자와 지원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자격 인정

※ 기회균형선발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가 타 전형으로 합격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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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학생선발기준 안내(서식 포함)
1. 제출서류
2.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4. 동점자 처리기준
5. 기타 선발 유의사항
6. 이의신청 안내
7.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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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구분

인터넷 제출
(모든 지원자)

우편 제출
(해당자)

제출서류

비고
- 입학원서에는 서약서가 포함되어 있음

입학원서 1부

- 인터넷 제출 (출력본은 제출하지 않음)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컬러사진(3cm × 4cm 사진)을 반드시 업로드해야 함

- 수능(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수능(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외) 지원자는 전형별
지원자격 확인서류

지원자격 확인서류를 제출기한 내 우편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는 세부 전형별 안내 참조

2.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 마감일(2023.1.3(화) 18:00)까지 전형별 해당서류(해당자)가 우리 대학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전형별 해당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지원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대학교가 읍 단위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우편배달이 시·도 단위 지역보다 1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2023.1.3(화)에 우체국에서 접수한 우편물까지 인정됩니다.

나. 입학원서는 인터넷 제출이므로 지원자가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 대학교 정시(다)군 수능 위주 전형에 원서접수한 자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서류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우편제출

(우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현동홀 105호 입학사정관팀 정시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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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국어

수학

영어

35%

35%

20%

사탐/과탐

한국사

(1개 과목)
10%

등급별가산점

※ 수학(미적분) 또는 수학(기하) 선택 시 수학영역 취득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함
※ 탐구영역은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
나. 성적에 반영하는 영역 중 하나 이상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탐구영역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성적 순으로 100%를 선발합니다.
①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② 영어영역은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

95

90

80

70

60

50

40

30

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9.8

9.6

9.4

9.2

9

라. 성적 산출 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영역별 반영점수 × 반영비율) × 10 + 한국사 가산점
- 1,000점 만점. 단, 가산점을 받을 경우 1,045점까지 가능함
- 기본점수 없음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마. 성적 산출 예시
구분

국어

수학(미적분)

영어

백분위/등급

90

95

1등급

반영비율에 따른 영역별
환산점수
최종 반영점수

28

90×0.35=31.5

95×1.1(가산점)
×0.35=36.575

탐구

가산점

화학 1

물리학 1

한국사

80

70

1등급

100×0.2=20

80×0.1=8

{(국어 31.5 + 수학 36.575 + 영어 20 + 탐구 8) × 10} + 한국사 가산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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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75 + 10 = 970.75점

10

4.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백분위 점수 우수자
2)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백분위 점수 우수자
3)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탐/과탐(1과목) 백분위 점수 우수자
4)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별 점수 우수자
5) 위의 처리기준으로도 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입학사정위원회 심의에 의해 순위를 정함

5. 기타 선발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입학원서 기재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원서접수 이후 지원자격을 검토하여 자격에 미달되었을 경우
나. 합격자(충원 합격자 포함) 중 미등록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합격자 중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 성적 순위에 따라 충원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라. 우리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일정 학력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 및 지원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 안내
일정 기간 내에 전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시기 및 방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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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서식
모든 서식은 우리 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제출 서식은 제외)
(인터넷 작성) - 온라인 제출

입 학 원 서
(Application for Admission)
아래 서식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의 입학원서 화면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통 원서 ]
지원자 정보
이름(한글)(Legal Name)
주민등록번호(ID No.)
국적(Nationality)
주소(Address)
이메일(E-mail)
휴대전화
(Mobile No.)
추가전화번호(1)
(Additional Contact. 1)

구분(Applicant Type)

○ 내국인 ○ 외국인(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 포함)

전화번호
(Phone No.)

(International calling code/
(local)area/the rest of numbers)

추가전화번호(2)
(Additional Contact. 2)

대입 공통원서접수 (선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대입 공통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항목
추가전화번호(최소1개 ~ 최대4개)

보유기간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통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접수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전화번호(2)
추가전화번호(3)
추가전화번호(4)
추가전화번호(5)

학교 정보
최종학력
(Last Attended School)
졸업(예정)년도
(Year of Graduation(or
expected)/Year-Month)
재학/출신 고교명
(Name of High School)

○ 고등학교졸업예정(현 고3)
○ 조기졸업예정
년

○ 고등학교 졸업
○ 검정고시 합격

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본인은 한동대학교의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형료 비례환불 방법 동의 여부

1. 고등교육법 제 34조의 4 제 ⑤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3에 의거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아도 됨)
2. 입학전형료 반환방법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 환불계좌 이체(이체수수료 차감 후 반환) (Refund Account)
② 대학 직접 방문 (Visit the School Directly)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라 잔액이 발생할 경우 본 대학교에서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 환불 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Agree) ○ 동의안함(Disagree)
＊전형료 환불계좌는 등록금 환불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의안함의 경우에는 대학에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간주함

대입 공통원서접수 (선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대입 공통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

항목
환불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보유기간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통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접수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형료 비례환불 계좌정보

＊전형료 또는 등록금을 반환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하이픈(-)을 포함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카드번호 입력 금지)
＊입력오류(계좌 미입력, 계좌 오기재 등)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은행명(Bank Name)
예금주 이름(Account Holder’s Name)
계좌번호(Account No.)
＊1단계 사정 불합격 시 전형료 환불계좌로 2단계 전형료를 환불합니다.(계좌오류로 인한 환불지연 등의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해외 연락처(전화번호)의 경우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 국적자는 ‘국적’란에 대한민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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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원서 ]
지원 사항
지원전형 유형

수능(일반학생)

(

)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지망 학과(Department)

(

)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

)

전학부

지원자 정보
한자 성명
(Chinese Character)
영문 성명
(English Name)
이중 국적
(Country)

[성]

, [이름]

□ 이중국적인 경우 체크
[국적]

(여권명과 일치하도록 입력)

(이중국적일 경우 모두 기재)

학력 사항
출신 고교명
(High School)
출신고 소재국
(Country of High
School)

[국가]

출신고 주소
(Address of High
School)
출신고 연락처
(Telephone of High
School)
출신고 Fax
(Fax of High School)

사진 입력사항
사진 파일 업로드 유의사항
원서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어깨까지 나온 반명함판 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이 있는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의 규격은 3:4비율이 적절합니다.
2MB이내의 gif, jpeg, jpg, png 등 이미지 파일만 등록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전형료 결제 전 작성한 원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해당 대학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결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지원자
출신고등학교
제공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원서접수 관련안내(마감일시, 결제관련 통보 등), 민원처리
전형 종료일까지

※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미결제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지원자출신고등학교) 제공에 대한 동의(선택)
제공받는자
지원자출신고등학교

제공항목
이름, 성별, 대학구분,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제공 목적
진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열람

보유기간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2023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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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인은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입학 후 한동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제반 교육과정 및
생활원칙을 충실히 따르기 원하며 다음의 내용을 서약합니다.

• 한동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이념에 기초한 모든 정규교육과정, 즉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 그리고 실무교육과
정을 학교가 정하는 제도에 따라 성실히 이수한다.
• 전인적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체리더십훈련, 사회봉사 및 인성교육과정과 채플 및 기독교 관련 교과목 등의 신앙
교육과정을 한동대학교가 정하는 제도에 따라 성실히 이수한다.
• 한동대학교 전 지역에서는 무감독양심시험제도, 한동명예제도, 한동스탠다드, 금주 및 금연, 마약류(항정신성의약
품) 금지 등을 포함하는 모든 기독교적 생활 덕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 한동대학교의 학칙 및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 그 밖에 교내·외의 활동에 있어서 한동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
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지원자

한 동 대 학 교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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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자료 생성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1. 입학원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사용되며, 그중 일부 항목은 입학 후 학적자
료 생성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안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제공받는 곳
대학본부(입학처,
교무처, 학생처 등)
한동
대학교

제공정보

제공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사진,
주소, (추가)연락처,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고교명 등

입학업무, 학적자료 생성, 학력
조회, 장학생 선발, 통계, 안내
문자 발송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언어교육원

성명, (추가)연락처 등

안내 문자 발송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GLS학부

성명, (추가)연락처 등

안내 문자 발송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RC신청 안내, 안내 문자 발송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학생생활관 운영팀

성명, 성별, (추가)연락처 등

2.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8조 등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4. 학적자료 생성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원서접수 시 필수항목으로 받고 있으며, 비동의 시
원서접수 불가합니다.

□ 학적자료 생성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33

(입학원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 온라인 제출

대입 공통원서접수 (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대입 공통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항목
이름, 국적, 공통원서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1개),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졸업(예정)연도, 고교전화번호)

보유기간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공통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감염병예방법(제6조4항) 및 재난안전법(제74조3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항3호)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리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권리는 제37조2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권리 거절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2항2호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 및 안내
수탁받는자

내용 및 항목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추출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합격정보, 과목성적정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위탁기간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지원방법 위반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위반자에게 통보(항목 : 모집시기, 이
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수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출신고교 유형코드, 졸업연도, 등록일자구분)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의 유사도 검색 및 대학 통보(항목 : 대학코드, 수험번호, 이름, 주민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교코드,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자기소개서)
표준 공통원서접수서비스 관련 대입원서접수정보 연계 (항목 : 이름,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 이메일,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고교
전화번호}, 은행명, 예금주 이름, 계좌번호, 공통자기소개서)

※ 즉시 연계수행함으로
개인정보 보유하지 않음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 미취득자의 대학 진학 현황 검색 및 후속조치(항목 : 고 고등교육법 제33조 근거
교명, 고교졸업자격 미취득사유, 수능응시여부, 이름)
수집 및 활용종료 시까지
수능시험 대리응시자 확인을 위한 수능응시원서 요청 명단 수합(항목 : 학력정보 (출신고 고등교육법 제33조 근거
교, 검정고시, 기타수능응시자격정보), 수능수험번호, 이름)
수집 및 활용종료 시까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개인정보 모니터링(항목 : ID, 접속정보, 개인민감정보 복호화 로그, 접속IP주소)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대입원서접수대행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 진학어플라이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대입원서접수대행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 유웨이어플라이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대학원서 일치성 검사(항목 : 대학명, 수험번호, 이름, 모집단위, 전형유형, 접수기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어플라이
㈜유웨이어플라이

대입 공통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
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공통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은 지원하시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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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최초,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특별법 설립대(KAIST, UNIST, GIST, DGIST, KENTECH, 경찰대학 등)은 제외.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
소됩니다.
▪ 정시모집에서 모집군이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을 금지합니다. 단, 특별법 설립대(KAIST, UNIST, GIST, DGIST, KENTECH, 경찰
대학 등), 산업대, 전문대학은 제외.
▪ 정시모집에서 동일 대학의 모집군이 같은 모집단위(계열/학과/전공)에 복수지원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충원등록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단,
특별법 설립대(KAIST, UNIST, GIST, DGIST, KENTECH, 경찰대학 등), 산업대, 전문대학은 제외.
▪ 추가모집 기간 중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합니다. 단, 특별법 설립대(KAIST, UNIST, GIST, DGIST,
KENTECH, 경찰대학 등), 산업대, 전문대학은 제외.
▪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 지원 가능합니다. 단, 산업대, 전문대학 정시모집 등록자는 포기하지 않
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
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
니다.

위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 대입 공통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입 허위지원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입 수시모집 합격 확인
▪ 대입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최초, 충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023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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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성명

수험번호

년

생년월일

월

일

농ㆍ어촌 소재 학교 재학사실
학교명

소재지

재학기간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 ～

년

월

중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 ～

년

월

※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일 포함)까지 재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해
야 합니다.
※ 전학 등의 경우에는 위의 서식에 추가하여 재학했던 모든 학교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 학생은 귀 대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전형 대상자로 인정됨을 확인합니다.

년

고

월

등 학 교

일

장

(직인)

한 동 대 학 교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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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환불 신청서
수험번호

전형명

성

연락처

명

환불 요청 사유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2023학년도 한동대학교 신입학 정시모집 전형료 환불대상자로서
아래 해당 서류를 갖추어 환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지원자:

일

(서명 또는 인)

한 동 대 학 교 총 장 귀하

⇒ 서류제출기한: 2023.1.3(화) 도착분까지
※ 국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2023.1.3(화) 우체국에서 접수한 우편물까지 인정
※ 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시 환불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통장 사본
2. 자격별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해당자)
첨부서류

3)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차상위부가급여 대상 해당자)
4) 자활근로자 확인서(해당자)
5)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
- 차상위계층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 주민등록표등본도 함께 제출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1)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서류 제출)

・국가보훈대상자
1)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2023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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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1. 복수지원 및 등록 관련 사항
2. 기타 유의사항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산 제공 동의 안내
4. 등록금 및 생활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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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지원 및 등록 관련 사항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내용임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 해당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다수의 전형에 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
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
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함.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정시모집 지원 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기간 군의 제한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
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
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
나,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
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 등을 동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다. 등록(「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
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 시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
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 시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대교협은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
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취소하여야 함
∙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
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타 대학 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
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미등록 충원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합격자에게는 충원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수험생은 관련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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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유의사항
가.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당해 연도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졸업예정자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졸업해야 합니다(단,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3년 3월말까지 졸업해야 합니다).
나. 입학 후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 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
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기재 착오, 기재 누락,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
의 허위기재, 변조, 복수지원 금지 위반, 전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위장전입, 부정한 방법의 입학자격취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환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학전형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부정행위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며, 입학 취소 후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마. 등록 포기(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관계법령 「대학등록금에 관
한 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우리 대학교에 등록한 후 등록금 환불을 희망할 경우, 등록금 환불은 관계법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
라 처리합니다.
사. 신입생은 학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아.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최종합격한 자는 법령에 따라 타 대학 및 우리 대학교의 타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
한 학생들은 반드시 한 대학교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등록 시에는 등록한 모든 대학교의 합격이 취소됩니다.
차. 본 모집요강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모집요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카. 이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모든 사항 및 모집요강 해석에 시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
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산 제공 동의 안내
가. 대상 : 2023학년도 한동대학교 수능(일반학생, 농어촌학생, 기회균형선발) 전형 모든 지원자
나. 우리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능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공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는 입시전형 자료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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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금 및 생활관비 안내
가. 입학금 및 수업료
학부

구분

입학금(원)

수업료(원)

합계(원)

1학기

180,000

3,661,000

3,841,000

2학기

-

3,661,000

3,661,000

글로벌리더십학부
※ 입학금은 최초 입학학기에만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은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생활관비 및 기타 제반비용
구분

금액(원)

생활관비(식비 별도)

743,000~779,000

생활관 입주 보증금

700,000

자치회비

10,000

식비

약 3,000~4,000

비고
∙ 한 학기당 금액임
∙ 입학 후 배정된 생활관에 따라 생활관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생활관 입주 시 납부하여야 하며 졸업 또는 휴학으로 퇴사 시 반환함
∙ 가정형편에 따라 2회 35만원씩 분납 가능함
∙ 면학장학금 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전형 합격자는 입주보증금을 면제함

∙ 1식 금액임

※ 신입생은 전원 생활관 입주가 가능합니다.
※ 위 금액은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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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포기 및 환불/전형료 안내
1.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2. 전형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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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는 우리 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합니다.
등록포기에 따른 서식은 입학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합격하여 등록을 필한 후 등록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등록포기각서(우리 대학교 소정서식) 1부
※ 지원자와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2) 등록자(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계좌번호 및 예금주 나오는 앞면)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록자(본인), 보호자(등록포기각서의 보호자 및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제출 시 해당 보호자)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함

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 시 ‘안내문’ 참조
다. 제출방법: 아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1) 이메일(admissions@handong.edu)로 해당서류 제출 후 원본서류는 등기로 제출
※ 이메일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학사정관팀 전화 : 054-260-1084~1086)

2) 등록자(본인) 또는 보호자가 우리 대학교 입학사정관팀에 방문하여 제출
※ 토, 일, 공휴일은 방문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라. 등기우편 제출처
(우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현동홀 105호 입학사정관팀

마. 등록금 환불
등록포기 관련 서류가 접수된 다음날까지 해당 계좌로 입금함
※ 단, 토·일·공휴일의 경우에는 환불일자가 늦어질 수 있음

바. 기타
1) 등록자(본인) 중 학비면제자가 타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도 등록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정시모집에 최종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3) 충원합격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하여 해당
대학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4) 충원합격 발표기간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합격자에게는 충원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충원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등록포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5) 등록포기(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관계법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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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료 안내
가. 전형료
전형명

전형료

면제안내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수능(일반학생)

30,000원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형료 환불신청서’(37페이지)와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
❏ 면제금액 : 각 전형의 전형료 30,000원에서 업체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25,000원)을 환불함
❏ 면제방법: 원서접수 완료 후 ‘전형료 환불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서류제출기한 까지 제출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30,000원

⇒ 서류제출기한: 2023.1.3(화)까지
※ 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시 환불이 불가함

30,000원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실제 결제금액
5,000원)

❏ 수능(기회균형선발전형) 지원자는 사전면제 처리되어 원서접수 시
5,000원만 납부하면 됨(‘전형료 환불신청서’와 ‘관련서류’ 미제출)

나. 안내사항
1)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형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2)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입학원서 작성 시 전형료 환불 계좌가 사용 가능한 계좌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정확
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010’ 핸드폰 번호로 시작하는 평생계좌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정상적인 반환처리가 불가합니다.

4) 대학의 장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 3 제2항에 의거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형료를 반환합니다.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④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대학입학 전형이 종료된 후 입학전형료 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료 반환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우리 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전형료 반환은 2023년 4월 30일 이전까지 이루어지며,
반환금액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환산하여 정해집니다.
6) 전형료 반환대상자는 학교를 방문하거나 금융전산망(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 환불계좌)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형료 반환대상자가 금융전산망 등을 통해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금융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잔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수수료 등이 반환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
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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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1. 장학제도 안내
2. 생활관 안내
3. 공학교육인증제도 안내
4. 한동대학교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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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제도 안내

장학금 문의처
학생지원팀 Tel) 054-260-1093

※ 일부 장학금을 제외하고 장학금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중복수혜 대상자의 경우 높은 수혜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등록금지원성 장학금은 매학기 본인의 등록금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장학금 변경사항은 우리대학교 입학홈페이지(admissions.handong.edu)를 통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입생 교내 장학금
1) 2023학년도 정시(다)군 전형별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구분

대상전형

2023학년도 수혜자격
대상인원*
(전형별 입학성적 기준임)

수혜금액

비고**

상위 5% 해당자

1명

수업료 전액(1년)

상위 10% 해당자

2명

수업료의 70%(입학시 1학기)

상위 5% 해당자

○명

수업료 전액(1년)

상위 10% 해당자

○명

수업료의 70%(입학시 1학기)

수능(일반학생)
정시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수능(농어촌학생)

*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은 사전 감면 장학금으로 운영되며 최종합격자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미등록이 있을 경우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선발합니다(모집인원에 따라 합격자 상위 10% 이내 또는 5% 이내 장학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음).
* 수혜자격의 대상인원은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원이며, 미등록이 있을 경우 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학 중 다음의 경우 자격이 상실됨> : ▪ 평점평균 3.5미만 ▪ 과락(F)이 있는 경우 ▪ 취득학점 17.5학점 미만

2) 2023학년도 정시(다)군 수능성적 우수 장학금(전 전형)
장학금명

유형

수혜자격

수혜금액

국·영·수·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3등급 이내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

4년간 등록금 전액

유형Ⅰ
차세대 리더
장학금
(이윤섭 장로
장학금)

국·영·수·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4등급 이내

유형Ⅱ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3구간 이내에
해당하는 자

비고

1~2년간** 등록금 전액

<재학 중 다음의 경우
자격이 상실됨>
▪평점평균 3.3 미만
▪정규학기(8학기) 초과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

1학기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

* 탐구영역은 우수한 1개 과목만 반영함
** 국·영·수·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4등급 이내인 경우, 지원 기간은 대상 인원 및 면담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 반드시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1차 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 외부 자체장학금(부모 직장지원, 교회지원 등) 수혜자로 등록금 지원이 필요치 않을 경우, 생활지원장학금 학기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유형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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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대상 장학금
장학금명

대상전형

한동 가족
장학금

전(全) 전형

면학 장학금

전(全) 전형

보훈 장학금

전(全) 전형

북한이탈
주민장학금

전(全) 전형

디딤돌
장학금
가계 곤란자
지원 장학금

수혜자격

수혜금액

형제자매가 우리 대학교 학부 과정에
재적 (재학/휴학) 중인 자
국가장학금 1유형에 신청하여 선발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해당자(본인),
- 아동복지시설 출신자(본인),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및 부모),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자녀 중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매학기 6월 또는 12월 학생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직계가족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가능자)
독립유공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가능자)

본인 및 자녀

비고
▪입학 후 신청 가능
▪입학 학기에만 수혜

20만원

<재학 중 다음의 경우
자격이 상실됨>
▪취득학점 17.5학점
미만(4학년 제외)
▪평점평균 2.0 미만
▪정규학기(8학기) 초과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재학 중 다음의 경우
자격이 상실됨>
평점평균 백분위 환산
70점 미만
<재학 중 다음의 경우
자격이 상실됨>
▪본인: 직전 학기의
평균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 미만
▪자녀: 직전 학기의
평균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

전액(최대 4년간)

전액(최대 4년간)

-

신용불량자, 실직, 파산, 장기요양자 자녀
등 가계 곤란자

-

재학생으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

등록금의 100%이내

입학 후 신청 가능

40만원

입학 후 신청가능

나. 신입생 교외 장학금
장학금명

한국
장학
재단

대상자

수혜자격

수혜금액

국가 이공계
장학금

신입생

- 성적 우수자

등록금 전액(4년간)

국가 인문
100년 장학금

신입생

- 성적 우수자

등록금 전액(4년간)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Ⅱ유형

신입생

- Ⅰ유형: 소득 분위 8분위 이하
- Ⅱ유형: 소득 분위 8분위 이하

국가근로
장학금

가계곤란 학생 중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지정된 근로 부서에서
근로한 경우

-

일정액

대통령 과학
장학금

신입생

고교 성적 우수자로 공학 계열 학부
진학 예정자

등록금 전액(4년간)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기초~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
4년 전 학기 지원
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 8구간: 1년(2학기) 지원
중 우수자 선발

지역인재
장학금

비고

일정액

상세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 교외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외부 재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다수의 사설 및 개인 기탁 장학금이 있으며, 입학 후 신청 및 수혜 가능하며 자격과 수혜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각 해당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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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학생 교내 장학금
장학금명

재학 성적
우수 장학금

보훈장학금

수혜자격
소속별 상위 1%이내

등록금 전액
(해당 학기)

소속별 상위 3%이내

등록금의 70% 면제
(해당 학기)

소속별 상위 7%이내

등록금의 45% 면제
(해당 학기)

소속별 상위 10%이내

등록금의 25% 면제
(해당 학기)

소속별 상위 15%이내

등록금의 15% 면제
(해당 학기)

국가보훈대상자 직계가족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가능자)
독립유공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가능자)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본인 및 자녀

교비 근로 장학금

수혜금액

교내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전액(최대 4년간)

<재학 중 다음의 경우 자격이 상실됨>
▪ 본인: 직전 학기의 평균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 미만
▪ 자녀: 직전 학기의 평균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

월정액

전액 또는 일정액

유학 장학금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정된
대학으로 유학 가는 자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정액

디딤돌 장학금

가계 곤란자
지원 장학금

신용불량자, 실직, 파산, 장기요양자
자녀 등 가계 곤란자

재학생으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

<재학 중 다음의 경우 자격이 상실됨>
▪취득학점 17.5학점(Grade과목 9학점 포함)
미만(4학년은 Grade과목만 9학점 미만자)
▪정규학기(8학기) 초과자

<재학 중 다음의 경우 자격이 상실됨>
평점평균 백분위 환산 70점 미만

학생 자치기구에서 활동한 자

면학장학금

무전공일 때는 계열 구분 없이 선발
학부가 있을 경우 동 학년, 동 학부
기준으로 선발함

전액(최대 4년간)

섬김 장학금

국가장학금 1유형에 신청하여
선발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해당자(본인),
- 아동복지시설 출신자(본인),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및 부모),
- 차상위계층 수혜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 자녀 중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매학기 6월 또는 12월 학생 신청

비고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일정 자격 충족 시 지급

중복 수혜 가능

<재학 중 다음의 경우 자격이 상실됨>
▪취득학점 17.5학점 미만(4학년 제외)
▪평점평균 2.0 미만
▪정규학기(8학기) 초과

등록금의 100%이내

40만원

* 근로 장학금 및 유학 장학금을 제외한 학비감면 장학금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중복 수혜 대상자의 경우 높은 수혜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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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외 장학금(신입생·재학생 모두 해당)
장학금명

한국
장학
재단

수혜자격

수혜금액

국가 이공계 장학금

등록금 전액 (최대 4년간)
신입학 시 선발된 계속 장학생 및 일시
* 단, 일시 대체자는 1회
대체자
수혜 가능

국가 인문 100년 장학금

등록금 전액 (최대 4년간)
신입학 시 선발된 계속 장학생 및 일시
* 단, 일시 대체자는 1회
대체자
수혜 가능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Ⅱ유형

-Ⅰ유형: 소득 분위 8분위 이하
-Ⅱ유형: 소득 분위 8분위 이하

일정액

국가 근로 장학금

가계 곤란 학생 중 일정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지정된 근로 부서에서 근로한 경우

일정액

지역인재 장학금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이며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일정 조건 충족자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가계곤란자학업지원 장학금

경원문화재단 장학금

고(故) 권영민 순교 장학금

김찬 장학금
남천장학회 장학금

상세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등록금 전액

가계 곤란자 및 성적 우수자

일정액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로 신청을 통해 선발된 자

일정액

성적 우수자로 가계 곤란자

일정액

소수 민족 유학생 혹은 교환학생,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아웃리치나 해외봉사활동을 한 학기
이상 한 자 중 교수추천자

일정액

가계 곤란자 및 선교사 자녀

일정액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

일정액

더라이트핸즈 선교사자녀 장학금 선교사 자녀

비고

일정 자격

일정액

대산농촌재단 농업리더 장학생

재단에서 지정한 영농 희망자

전액

일정 자격

동일문화재단 장학금

가계 곤란자 및 성적 우수자

일정액

일정 자격

동포항로타리 장학금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로 신청을 통해 선발된 자

일정액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장학금

해외 교환학생으로 파견 확정된 장학생
중 일정 자격 충족자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지역별 차등) 지원

미래의 동반자 재단 장학금

재단에서 지정한 자

박소연 장학금

등록금 전액

오르 선교동아리 교수 추천자

일정액

백영장학재단 장학금

가계곤란자

일정액

사랑의 열매 장학금

가계곤란자 및 성적우수자

일정액

일정 자격

일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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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샬롬장학회 장학금

서울희망 장학금

성혜장학회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제3세계 출신 학생

수혜금액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로 장학회 선발된 자

일정액

일정 자격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교의 정규학기 학부생

일정액

자격 조건 충족 시

재단에서 지정한 자

일정액

성적 우수자로 가계 곤란자

일정액

일정액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일정액

연강장학재단 장학금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로 신청을 통해 선발된 자

일정액

영은3애재단 장학금

성적 우수자로 가계 곤란자

일정액

우곡장학재단 장학금

성적 우수자로 가계 곤란자

일정액

이공계열 전공자 중 성적 우수자

일정액

가계 곤란자 및 국제개발영역 관심자

일정액

여호수아 장학금

운봉장학 문화재단 장학금
이상웅 장학금

비고

등록금을 제외한
생활비 및 기타비용 지원

재학생(3~4학년)으로, 성적 우수자 중
가계 곤란자(8학기 이내 자)

애터미장학금

일정 자격
<재학 중 다음의 경우
자격이 상실됨>
ㆍ취득학점 12학점 미만
ㆍ평점평균 3.0 미만
ㆍ정규학기(8학기)
이상자
일정 자격

일정 자격

인우장학재단 장학금

재단에서 지정한 자

등록금 전액

주심장학재단 장학금

재단에서 지정한 자

일정액

성적 우수자로 가계 곤란자

일정액

재단에서 지정한 자

일정액

가계 곤란자 및 성적 우수자

일정액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로 신청을 통해 선발된 자

일정액

재단에서 지정된 자

일정액

일정 자격

전액 이상

일정 자격

태성장학회 장학금
포항제일교회 장학금
포항중앙교회 중앙장학회

포항중앙로타리 장학금

하나은행 장학금
한국지도자육성재단 장학금

성적 우수자

한동나눔간증 공모 장학금

신입생 간증문을 공모하여 선발된 자

일정액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로 신청을 통해 선발된 자

일정액

한동대 교수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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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자격

장학금명

수혜자격

수혜금액

한동대 직원 장학금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로 신청을 통해 선발된 자

일정액

한동대 총동문회 장학금
한동대학교회 장학금
한동상 장학금

재단에서 지정한 자
가계 곤란자 및 성적 우수자

등록금 전액
전액 또는 일정액

성적 향상자

일정액

성적 우수자로 가계 곤란자

일정액

흥해기독교연합회 장학금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로 신청을 통해 선발된 자

일정액

흥해중앙교회 사랑 장학금

가계 곤란자 및 성적 우수자

일정액

희진희망 장학금

가계 곤란자 및 성적 우수자

일정액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일정액

홍산장학재단 장학금

CCF 한동가디언스 장학금
DB 김준기문화재단

재단에서 지정한 자

등록금 전액

JH사랑나눔재단 장학금

선교사 자녀로서 재단에서 지정한 자

일정액

KRA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농업인 자녀로 가정 형편이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일정액

KT장학금

성적 우수자로 가계 곤란자

일정액

OECD인턴 장학금

OECD 인턴으로 선발된 자

일정액

S&T장학재단 장학금

재단에서 지정한 자

비고

일정 자격

일정 자격

일정 자격

일정 자격

전액

* 교외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외부 재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다수의 사설 및 개인 기탁 장학금이 있으며, 입학 후 신청 및 수혜 가능하며 자격과 수혜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각 해당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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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관 안내
※ 한동대학교 RC 소개영상

신입생은 별도의 생활관 입주신청 없이 전원 입주가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생활관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
RC·생활관 운영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4-260-1605)
※ 상세 정보 : RC·생활관 홈페이지(rc.handong.edu)

가. 생활관 건물현황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생활관 운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물명

수용인원(명)*

생활관비(원)
[1학기 기준]

설립연도

비 고

비전관(토레이RC)

452

743,000

1998.06.10

RC 호관

로뎀관(열송학사RC)

546

743,000

1999.04.08

RC 호관

국제관(카마이클RC)

288

743,000

2000.03.06

RC 호관

은혜관(장기려RC)

472

743,000

2007.02.06

RC 호관

벧엘관(손양원RC)

668

770,000

2012.04.20

RC 호관

하용조관(카이퍼RC)

538

779,000

2016.12.21

RC 호관

창조관

168

1,298,000

1998.06.10

1인 1실

갈대상자관

290

946,400

2020.03.05

2인 1실

계

3422

＊수용인원은 RC호관의 경우 4인 1실(최대수용) 기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 위 내용은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치회비 10,000원을 별도로 부과합니다.

나. 시설현황
1) 공통사항 : 휴게실, 다리미실, 독서실, 세미나실, 기도실, 상담실, 각 호관 1층에 프린터 및 복사기 설치,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 각 방 무선공유기 사용 가능
2) 호관별 사항 : 체력단련실(비전관, 로뎀관, 갈대상자관), 코이노니아실(RC 호관), 보건실(복지동 2층), 세탁소(산학
협력관1층), 매점(벧엘관 지하), 팜스발리(피자 및 치킨 판매, 벧엘관 지하) 등

다. 생활관 입주 준비물
1) 생활관 지급 품목 : 책상(의자 포함), 책꽂이, 침대, 옷장(옷걸이 없음), 신발장
2) 개인준비물: 바닥매트와 이불(혹은 침낭), 베개, 옷걸이, 세면도구 외 개인물품
3) 생활관 사용 가능물품 / 사용 금지물품
사용 가능 물품

사용 금지 물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스탠드 등 조명기기, 각종 충전기,
충전식 전기제품, 드라이기 등의 각종 헤어용 가전제품,
가습기, 공기청정기, 선풍기, 소형 청소기, 전기 모기향

조리 혹은 발열을 목적으로 하는 가전제품,
전열기, 전동킥보드, 휴대용가스 기구의 사용 및 보유

※ 허용 물품 외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물품의 경우 RC생활관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RC학장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함.
악기나 전자제품의 사용 시 지나친 소음이 발생할 경우 그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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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C(Residential College)안내
(1) RC는 한동대학교 고유의 전인교육을 담아내는 생활관 제도입니다. 생활관을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팀, 생활관, 교목실이 연계해 인성, 영성, 지성 통합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공동체 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삶
과 배움의 일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RC에서는 목사님과 간사님이 함께하는 전담 목양팀의 영성훈련, RC 담당
교수님과의 진로상담, 독서모임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들은 RC 학생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생활 규칙을 정하고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리더십을 체득하게 됩니다.
(2) RC 주요 특징 (아래 내용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RC

사용호관

핵심가치

구성

팀수

Torrey College
토레이 칼리지
Sine 2011

비전관

Living and Learning Together
일치, 관계, 공동체, 자치

Headmaster,
목사. 간사,
교수진, 학생회

19팀

Kuyper College
카이퍼 칼리지
Since 2013

하용조관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

Headmaster,
목사. 간사,
교수진, 학생회

17팀

장기려 College
Since 2013

은혜관

섬김과 나눔의 삶을 배우는 공동체

Headmaster,
목사. 간사,
교수진, 학생회

18팀

Carmichael College
카마이클 칼리지
Since 2013

국제관

봉사와 헌신의 삶을 배우는 공동체

Headmaster,
목사. 간사,
교수진, 학생회

12팀

손양원 College
Since 2014

벧엘관

진리안에서 자유함, 사랑의 실천,
용서와 화합

Headmaster,
목사. 간사,
교수진, 학생회

23팀

悅松學舍
열송학사
Since 2014

로뎀관

진리, 자유, 거룩

Headmaster,
목사. 간사,
교수진, 학생회

21팀

마. 기타: 입주일과 입주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합격 후 ‘합격자 안내문’을 통해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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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학교육인증제도 안내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전공 중 2개 전공(컴퓨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은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평가를 통과하여 2011년 2월 공식적인 공학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한동대학교 인증교육과정이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 및 서울 어코드(Seoul Accord)가 규정
한 Global Standard를 만족하는 공학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본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전문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증을 의미합니다. 공학인증전공은 입학 직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수학/과학 교
과과정이 마련되어 있어 문과출신 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공학교육인증(ABEEK)제도 개요
1) 공학인증이란?
공학교육인증은 인증된 공학교육프로그램 및 졸업생의 수준에 대한 인증 제도입니다. 공학교육인증은 한국공학교
육인증원(ABEEK: Accreditation Board of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의 평가를 통해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우수한 품질의 교육체계를 갖추었음이 검증된 공학전공 교육과정에 주어집니다.
2) 공학교육인증의 특징
공학교육인증 전공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가) 성과 중심 교육: 교육의 성과, 즉 졸업생들의 능력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나) 수요자 중심 교육: 대학, 교수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교육의 수요자(학생, 산업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국제적인 공학교육협의체인 워싱턴 어코드 및 서
울 어코드 가입에 성공하여 한국의 공학인증이 세계적 수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검증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
라의 공학인증 교육기관을 졸업할 경우 모든 회원국에서 자국의 공학계열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교육내용과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공학교육인증의 체계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은 교육의 전 분야(교육목표,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교과영역, 학생, 교수진, 교육환경,
교육개선, 전공분야별 기준)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만족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주어집니다.
4) 참여국
2019년 기준으로 워싱턴 어코드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21개 정회원국과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7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 어코드에는 8개 정회원국과 6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 공학교육인증 혜택
공학인증과정 졸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국제적 수준의 전공 실력 및 이를 활용하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함양
2)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튼튼한 기초실력을 함양
3) 1학년부터 전공지도교수 배정, 면담에 의한 체계적인 학업/진로 지도
4) 워싱턴 어코드 및 서울 어코드 회원국으로 취업 시 현지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 인정(미국, 영국, 일본 등)
5) 취업 시 혜택 (삼성, 현대, LG전자, SK, KT, NHN, ㈜안철수 연구소 등 60여개 우수 기업의 서류, 또는 면접
전형에서 가산점 부여)

다. 공학교육인증 전공의 신청 및 이수
입학 후 학기 초에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되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지정된 교육과정
을 이수하게 됩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공학교육인증과정 선택 이후에도 전공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증과정
에서 비인증과정으로의 변경이 쉬운 반면, 그 반대는 부담이 있으므로 인증과정에 대하여 고민 중인 신입생은 일단
인증과정을 시작하되, 추후 개인의 희망전공이 바뀌면 전공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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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동대학교 종합 안내
원서접수

입학상담 안내

온라인 정보제공

합격자 발표
한동대
「학생생활덕목」

생활관

신체검사서 제출

• 인터넷 원서접수처 : 입학홈페이지 또는 진학어플라이
• 서류제출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팀(현동홀 105호)
전화: 054-260-1084~6 / 팩스: 054-260-1809
• 우리 대학교 입학에 관한 정보제공, 생활 및 교육과정안내, 진학상담 등
- 이용방법: 방문, 전화, 이메일(방문 상담시 미리 예약해주시면 입학상담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팀(현동홀 105호)
- 운영시간: 평일(월~금) 9:00~17:00(토·일·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음)
- 전화번호: 054-260-1084~6 / 팩스: 054-260-1809
- E-mail: admissions@handong.edu
• 입학홈페이지(입학정보 제공, 상담, 합격자발표 등): https://admissions.handong.edu
• 한동대학교 입학처 페이스북 ‘입학한동’: https://www.facebook.com/hgu.admissions
• 카카오톡 입학상담 채널 ‘입학한동’
• 우리 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https://admissions.handong.edu
•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안내문, 등록금고지서, 합격증서 등 출력 가능
• 한동대학교 교내에서는 금주·금연이 원칙입니다.
• 위반 시 엄중한 징계·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우리 대학교 신입생은 전원 생활관 입주가 가능합니다(52페이지 참조)
생활관비: 743,000원~779,000원 (식비 별도이며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생활관 입주 보증금: 700,000원 (2회 분납 가능하며, 퇴사 시 반환)
단, 면학장학금 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 합격자는 입주보증금을 면제함

• 신체검사 내용: 차후 합격자 안내문을 통해 안내함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생활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동대 보건진료소 054-260-1995
※ 코로나19로 인해 운행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 일정은 각 터미널에서 확인 바랍니다.
• KTX(포항역에서 학교까지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
- 서울 → 포항 간: 1일 10회 운행 (약 2시간 30분 소요)
- 포항 → 서울 간: 1일 10회 운행 (약 2시간 30분 소요)

교통편 안내

•
-

고속버스
서울 ↔ 포항: 매일 30분 ~ 1시간 20분 간격 운행 (3시간 40분 소요)
대전 ↔ 포항: 매일 1시간 ~ 3시간 간격 운행 (2시간 40분 소요)
광주 ↔ 포항: 매일 4회 운행 (3시간 50분 소요) *매진 시 추가운행

•
-

시외버스
동서울 ↔ 포항: 매일 약 50분 ~ 4시간 간격 운행 (4시간 30분 소요)
대구 ↔ 포항: 매일 약 10분 간격 운행 (1시간 30분 소요)
부산 ↔ 포항: 매일 약 10분 간격 운행 (1시간 30분 소요)
마산 ↔ 포항: 매일 약 30분 간격 운행 (2시간 30분 소요)
울산 ↔ 포항: 매일 약 30분 간격 운행 (1시간 40분 소요)
안동 ↔ 포항: 매일 약 1시간 간격 운행 (2시간 소요)
강릉 ↔ 포항: 매일 약 20회 운행 (4시간 소요)
속초 ↔ 포항: 매일 약 10회 운행 (4시간 40분 소요)

• 포항시내버스 302번
- 한동대학교 정류장에서 하차(포항시 버스정보시스템 참고: http://www.pohang.go.k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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