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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편입학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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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ADUAT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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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통사항
1. 전형 일정
일시
구분

장소

비고

1학기

2학기

원서 교부

2018.10.1.(월)
~10.31(수)
5pm

2019.4.1(월)
~4.30(화)
5pm

한동대학교 홈페이지
안내 참조
(www.handong.edu/eng)

지원관련
서류 제출

2018.10.1.(월)
~10.31(수)
5pm

2019.4.1(월)
~4.30(화)
5pm

한동대학교

1단계 합격자
발표

2018.11.23(금)
2pm

2019.5.28(화)
2pm

한동대학교 홈페이지
안내 참조
(www.handong.edu/eng)

• 발표에 사용되는 E-mail을 정확히
기재 바람
(기재 누락,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면접고사

2018.11.28(수)

2019.6.1(토)

한동대학교 지정장소

방문면접 또는 화상 전화면접(skype
등 사용) 중 택 1

합격자 발표

2018.12.14(금)
2pm

2019.6.18(화)
2pm

한동대학교 홈페이지
안내 참조
(www.handong.edu/eng)

• 발표에 사용되는 E-mail을 정확히
기재 바람
(기재 누락,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등록금 납부

[등록]

[등록]

2019.1.30(수)
~ 2.1(금)
*등록금 전액
납부

2019.7.1(월)~
7.5(금)
*등록금
전액납부

지정은행
(합격안내 시, 내용 참고)

·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1단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를 시행합니다.
· 날짜 및 시간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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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제출 하여야 함. 단, 토, 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없음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개설 학부

모집단위

한동코너스톤
장학금 지원자

일반지원자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인문사회계열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전공
영어전공
경영경제학부
경영학전공
경제학전공
*Global Management전공
법학부
한국법전공
*US & International Law전공
언론정보문화학부
공연영상학전공
언론정보학전공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글로벌이노베이션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이공계열
15명 이내
생명과학부
전학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신,편입 포함
생명과학전공
총 수혜가능 인원임)
전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공학심화전공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심화전공
*Information Technology전공
기계제어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전공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공학전공
도시환경공학전공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제품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ICT창업학부
ICT창업전공
Global Entrepreneurship전공
ICT융합전공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수학통계전공
* US & International Law 전공, Global Management 전공, Information Technology, Global
Convergence Studies, Global Korean Studies 전공은 100% 영어 강의 전공입니다.
* 모집학부 및 전공 명칭 변경 시에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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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 및 전공의 선택
가. 우리 대학교는 계열, 학부 및 전공의 구분 없이 입학하며, 2학년 진학 시 학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공학계열 전공 중 전산전자공학부 진학 희망자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소속되는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합니다.(이후 다른 전공으로 3학년 1학기까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함)
다. 우리 대학교는 복수전공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입생
은 단수전공도 가능합니다.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은 복합전공 내용으로 구성된 단수전공 교육과
정임)
학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선택 시의 전공

일반 전공

전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심화 60학점 또는
전자공학심화 60학점

컴퓨터공학 33학점과
전자공학 33학점

라. Global Management, US & International Law, Information Technology, 글로벌융합전공은 100%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으로 이 중 하나를 전공할 경우, 다른 하나의 전공을 모든 전공(동일전공 제
외, GM-경영학, IT-컴퓨터공학 연계전공 불가)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 2학년 진학시 ICT 창업학부를 선택할 경우, 1전공은 Global Entrepreneurship, ICT 융합, ICT
창업 중 하나를 선택하고, 2전공은 타학부 전공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단, ICT 융합, ICT 창
업 전공을 1전공으로 선택시 2전공으로 컴퓨터공학 전공 선택 불가). 다학제간 융합을 위해
ICT 창업학부 내 2개 전공을 선택하여 복수 전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타학부 전공을 1
전공으로 하면서, ICT 창업학부 내 전공을 2전공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 창의융합교육원의 학생설계융합전공, 글로벌융합전공, 글로벌이노베이션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수학통계전공은 2전공으로만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학부에서 개설하는 전공과 연계가 가능합
니다. (외국인의 경우, 글로벌융합전공과 학생설계융합전공을 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음)
- 글로벌융합전공은 외국인 학생의 경우 1전공(33학점), 1전공심화(66학점)로 신청 가능
- 글로벌융합전공과 학생설계융합전공은 학생 스스로가 설계 가능한 전공으로, 글로벌융합전공
은 최소 2개의 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은 최소 3개의 전공을 융합한 전공을 설정해야 함
- 글로벌이노베이션전공은 경영경제학부, 국제어문학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도시공학전공)
3개 학부가 공동 참여하며, 모든 학부학생이 선택 가능함
- 창의융합교육원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신청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창의융합교육원 신청서 제출→심의 및 승인→전공변경
※ [문의] 창의융합교육원 054-260-3306
사. 인문사회계열 모든 학부 및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와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를 택할 경우, 2전공
은 계열 구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공계열 학부 중 생명과학부에서 생명과학(33학점)을 1전공으로 선택할 경우, 인문사회계열 및 이
공계열 모든 전공을 2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기계제어공학부의 기계공학 혹은 전자제어공학을 1전공으로 선택할 경우, 모든 인문사회계열 및 이
공계열 전공을 2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기계공학을 1전공으로, 전산전자공학부의
전자공학을 2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 학부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차. 전산전자공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을 1전공으로 선택할 경우, 경영경제학부의 경영학과 ICT창업
학부의 Global Entrepreneurship전공만 연계전공이 가능합니다.(그 외의 타 학부 전공과는 연계전
공이 불가함)
카. 전산전자공학부의 전자공학을 1전공으로 선택할 경우, Global Entrepreneurship, ICT 융합, ICT
창업, 학생설계융합전공, 글로벌융합전공, 글로벌이노베이션전공만 연계전공이 가능합니다. (단, 지
정 필수과목 이수조건 있음)

※ 학부 및 전공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입학 후 ‘수강편람’을 확인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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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입생 학점인정
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5 학점까지 인정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교양, 실무 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
하고 잔여학점(교양필수, 실무 또는 전공으로 인정받은 이외의 학점)은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나.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의 이 대학교 전공학점으로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수전공(33학점+33학점) : 각 전공별 18학점 이내
- 단수전공 : 33학점 이내(단수전공 66학점) / 30학점 이내(단수전공 60학점)
- 부전공 : 각 전공별 12학점 이내
※ 전적대학 학점을 우리대학교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음에 있어 복수전공인 경우 각 전공별로 18학점 이내에만 인정이
되므로 졸업에 필요한 잔여 전공학점을 채워야 하고, 교양과정 및 실무과정 요건 또한 갖춰야 하므로 편입생은 졸업
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5. 접수 안내
마감일까지 지원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한동대학교로 우편 제출(tracking이 가능한 등기우편 사용)하고,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보낼 곳 :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국제처(올네이션스홀 413호) 순수외국인 전형 담당자 앞
우편번호 37554 / 전화번호 054-260-1806
모든 서류가 한동대학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지원자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해외발송 시  DHL/EMS 사용, 국내발송 시  우체국 등기 사용 권장)

6. 전형료
가. 전형료 안내
일반 지원자

한동코너스톤장학금 지원자

100,000원

50,000원

※ 일반지원자의 전형료 120,000원(1단계: 100,000원/ 2단계: 20,000원)와 한동코너스톤 장학금 지원자의 전형료
60,000원(1단계: 50,000원/2단계: 10,000원) 중 2단계 전형료는 면제함

나. 전형료 납부 방법
- 무통장 납부 : 아래 전형료 납부 계좌로 지원자 이름을 기재하여 전형료를 입금하며,
입금 후 반드시 지원자 이름, 출신국, 입금일자, 입금금액, 입금하신 은행명을
입학사정관팀 E-mail (iAdmissions@handong.edu) 로 보내야 함.
※ 전형료는 송금 및 수신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수수료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전형료 무통장 입금 계좌 안내

From
abroad

In Korea

-

Swift Code: KOEXKRSE
Bank Name: KEB Hana Bank
Bank Address: 101-1, Eulji-Ro 1-Ga, Jung-gu, Seoul, KOREA
Account Holder’s Name: Handong Global University
Account Number: 910-910005-26904
Handong Global University’s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한동대 사업자번호) : 506 82 03966

- 입금은행: 하나은행
- 예 금 주: 한동대학교
- 계좌번호: 910-910005-26904

다. 유의사항
1)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형과정에서 제외됩니다.
2) 접수가 완료된 경우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처리 합니다.
(a)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대학의 장은 응시자가 전형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반환
(b) 대학의 귀책, 천재지변,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전형료 전액(수수료 제외)을 반환
4) 전형료 반환 대상자는 학교를 방문하거나 금융전산망(응시자가 원서 접수시 입력한 금융기관 환불계
좌)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형료 반환 대상자가 금융전산망 등을 통
해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금융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잔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수
수료 등이 반환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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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모집요강
1. 지원 자격
가. 2학년 편입
1) 일반 지원자: 부·모 및 학생이 모두 생득적 외국인(순수 외국인)인 경우와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시민권
획득 등)로서 한국의 4년제 정규 대학에 준하는 국내,외 소재 정규대학(영국학제의 경우 3년제 대학
포함) 또는 한국의 2년제 정규 대학에 준하는 국내,외 소재 정규 대학을 1년 이상 수료한 자
2) 한동코너스톤장학금 지원자: 부,모, 학생 모두 태생국적이 개발도상국(저개발국)인 생득적 외국인학생으
로서 한국의 4년제 정규 대학에 준하는 국내.외 소재 정규대학(영국학제의 경우 3년제 대학 포함) 또
는 한국의 2년제 정규 대학에 준하는 국내,외 소재 정규 대학을 1년 이상 수료한 자
나. 3학년 편입
1) 일반 지원자: 부·모 및 학생이 모두 생득적 외국인(순수 외국인)인 경우와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시민
권 획득 등)로서 한국의 4년제 정규 대학에 준하는 국내,외 소재 정규대학(영국학제의 경우 3년제 대학
포함)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한국의 2년제 정규 대학에 준하는 국내,외 소재
정규 대학 졸업한 자
2) 한동코너스톤장학금 지원자: 부,모, 학생 모두 태생국적이 개발도상국(저개발국)인 생득적 외국인학생으
로서 한국의 4년제 정규 대학에 준하는 국내.외 소재 정규대학(영국학제의 경우 3년제 대학 포함)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한국의 2년제 정규 대학에 준하는 국내·외 소재 정규 대학을
졸업한 자

※ 지원 자격 세부사항
가. 일반 지원자 국적 인정 기준 : 외국인이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인 경우, 부모 및 학생이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는 지원이 불가함)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초등학교 취학(G1)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복수 국적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 중 한 명과 가족인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국적으로
지원 자격을 갖습니다. 이 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외국학교 과정 인정기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하며,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
과정,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과정, 성인대학과정, 통신교육과정, 인터넷교육과정 등은 제외됩니다.
마. 지원 자격 관련 해석에 시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한동코너스톤장학금 지원자의 경우 일반 지원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엄격한 합격기준을 적용합니다.
· 일반지원자와 한동코너스톤장학금 지원자 두 개의 유형 모두 지원한 자가 한동코너스톤장학금
지원자에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일반 지원자 유형은 불합격 처리하며, 한동코너스톤장학금 지원자
유형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단계 성적결과에 따라 일반지원자 유형의 합, 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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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목록’(Form 8)을 표지로 하여 아래의 제출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주세요.
제출서류
(본인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세요)

우리대학
지정 서식
사용

Form
No.

지원자격 유형
한동
일반
코너스톤
지원자
장학금
지원자

1

입학지원서 1부

○

Form 1

○

○

2

자기소개서 1부

○

Form 2

○

○

3

서약서 1부

○

Form 3

○

○

4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만점기준이 명시된 고교 성적증명서 제출
※외국소재의 학교의 경우 최종 합격 후 영사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 필요

○

○

5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외국소재의 학교의 경우 최종 합격 후 영사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 필요

○

○

○

○

○

○

○

○

○

○

○

○

전적대학교 성적 증명서(평점 평균이 기재된 성적) 1부
6

7
8
9

※평점 평균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제출
※외국소재의 학교의 경우 최종 합격 후 영사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 필요
외국대학 출신자는 졸업 소요학기, 졸업 요구학점, 성적
산출 기준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지원자의 국적 증명서 1부
(여권사본 또는 국적이 표기된 신분증 사본 등)
부모의 국적 증명서 각 1부
(여권사본 또는 국적이 표기된 신분증 사본 등)

10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입증 서류 1부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1

학력조회 동의서

○

Form 4

○

○

12

재정지원 확인서

○

Form 5

○

×

13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US$ 10,000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1개월 이상 예치) 1부

○

×

14

한동코너스톤 장학금 신청서 1부

○

Form 6

×

○

15

추천서
- 추천인 : 선교사, 출석교회 목사, 출신대학(교) 학장/총장,
출신대학 교수

○

Form 7

○

○

16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 입증 서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 TOEIC 700점 이상

선택

선택

17

SAT / IB / GCE A-Level / AP 등의 공인 성적
각종 상장,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각종 특별활동 증명서,
School Profile 등

선택

선택

*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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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가. 일반지원자와 한동코너스톤장학금 지원자 두 가지 유형에 모두 지원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각각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외국에서 재학한 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서’
또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학지원시 졸
업예정자는 우리대학교 최종 합격 후 등록 시 마지막 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에 대하
여 ‘영사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기간에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영사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아 모두 제출하신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최종 합격자의 제출서류 영사 확인서/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안내 참고
라.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사본공증, 번역공증 시에는 일반적으로 서류가 여러 장으로 구성됩니다. 공
증 받은 그대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이 된 공증서류를 풀어서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공증내용을 인
정하지 않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본 제출을 원하는 경우 우리대학교를 방문
하여 원본 대조필한 사본은 제출 가능합니다. (사본 공증이 되어 있는 경우 원본으로 간주합니다. 단 ‘영
사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복사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등에는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전화 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예 : 복사, 스캔, 컬러복사, FAX, 이메일 등)에는 해당 서
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며, 지원서류 미비로 지원자격 심사에 통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아. 제출서류가 한글 또는 영문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후에
원본과 함께 공증 번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제출된 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재외공관장 발행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제출서류 심사과정 또는 입학이후 우리나라 학제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초중등교
육법 제98조)에 의한 학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형요소 및 선발 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 (%)

총점 비율

서류심사

면접 구술고사

1단계

100%

-

100%

2단계

50%

50%

100%

나. 서류심사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자체
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 선발방법
(1) 1단계 서류심사
•서류심사로 2단계 면접구술고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2) 2단계 면접심사
•1단계 합격자에 한해 2단계 심사를 진행합니다.
•면접고사는 인성 및 창의성을 평가하며, 이에 따른 평가 내용은 본교 인재상 부합도, 의사소통 및 면접
태도, 성장잠재력, 논리성, 독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지원자와 한동코너스톤장학금 지원자 두 개의 유형 모두 지원한 자가 1단계에 모두 합격한 경우
면접은 한번만 시행합니다.
•면접고사에 결시 또는 과락한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예비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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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안내사항
1. 유의사항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서류가 미비된 경우
- 원서 및 지원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접수 이후에 지원 자격을 검토하여 자격에 미달되었을 경우
- 우리 대학에서 기대하는 수학능력, 재정능력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기소개서에 표절 의심이 발생될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합격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2단계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접고사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고사를 결시 또는 과락한 경우에는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 면접고사 당일에는 수험표, 신분증(여권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면접고사 중에는 휴대
전화, 전자사전, PDA 등 전자기기 일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면접고사 중 부정행위자(예: 화상전화면접시 주변 도움 등)는 발견 즉시 퇴장 조치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4) 합격자 중 미등록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5)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입학이전에 졸업하지 못하면 입학을 취소합니다.
(6) 합격 후 국내ㆍ외 전적 학교에 학적 및 거주사실 등 지원 서류 조회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ㆍ후
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7) 합격한 경우라도 입학 후 6개월 내에 학력조회 회신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출신학교에
연락하여 학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력조회가 최종적으로 미회신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재 착오, 기재 누락, 연락처 불명,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
게 있습니다. 또한,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9) 입학허가 후에라도 개강일까지 입국허가가 되지 않은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입학 후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 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
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11) 등록 포기(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관계법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12) 대학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
우에는 입학 취소후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3) 신입생은 학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14)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시 제출한 서류 및 기록 일체를 복사할 수 없으며 반환
되지 않습니다.
(15) 외국인 전형에 최종 합격한 자는 법령에 따라 타 대학 및 본 대학교의 타 전형에 지원할 수 없
습니다.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은 반드시 한 대학교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 등록
시에는 등록한 모든 대학교의 합격이 취소됩니다.
(16) 본 모집요강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17) 이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모든 사항 및 모집요강 해석에 시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
교 입학 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8) 입학원서의 지원동기 등에는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
지하고 기재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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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금 및 생활관비 안내
* 금액은 2019학년도 1학기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입학금 및 등록금
학부

등록금 (원)
(한 학기 기준)

입학금 (원)

인문사회계열

3,019,000

이공계열

612,000

3,874,000

인문사회계열 + 이공계열

3,446,000

* 입학금은 최초 입학시에만 납부합니다.
나. 생활관비 및 기타 제반비용
구분

금액 (원)

비고

생활관비

약 700,000

• 한 학기당 금액임

생활관
입주 보증금

약 700,000

• 생활관 입주시 납부하여야 하며 졸업 또는
휴학으로 퇴사 시 반환함

식비

약 3,000~5,500

• 1식 금액임

* 한동코너스톤 장학생은 자격 유지 기간 동안에 생활관 거주가 의무입니다. 자격 박탈 시에는 생
활관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3. 장학금
장학금명

한동
코너스톤
장학금

수혜자격

부·모 및 학생의 태생국적이
개발도상국의 생득적 외국인
(순수 외국인)으로서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우리대학교 인재상에
부합한 자 중 선발
* 신․편입 통합 연간 15명
선발함

외국인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수혜내용
Type A
(수업료 100%)

Type B
(수업료 50%)

- 학기 중 : 입학금,
수업료,

- 학기 중 : 입학금,
수업료 50%,

생활관비,식비,학업지
원장학금
(월 20만원 정도)

생활관비,식비,학업지
원장학금
(월 20만원 정도)

- 방학 중 :
생활관비, 식비
(1일 2식)
(계절학기 수강료
제외)

- 방학 중 :
생활관비, 식비
(1일 2식)
(계절학기 수강료
제외)

- 장학금 지급 학기
수
* 신입생: 8학기
* 2학년 편입생:
6학기
* 3학년 편입생:
4학기

- 장학금 지급 학기
수
* 신입생: 8학기
* 2학년 편입생:
6학기
* 3학년 편입생:
4학기

일반국 또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우리대학교 인재상에 부합한
자 중 선발

- 상위 10%: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 입학성적은 1단계(서류평가)
와 2단계(면접평가) 평가 점수
를 합산함

*
*
*

- 상위 30%: 입학금 면제,
수업료 30%

비고

- 재학 중 다음의 경우
에는 자격이 상실됨
: 평점평균 3.0미만
또는 징계위원회에
서 징계 처리가 된
경우. 생활관 강제
퇴거 혹은 고벌점으
로 인한 생활관 탈락
한 학생이 한 학기
후 입주 신청을 하지
않거나 2회 강제 퇴
거 및 생활관 탈락
시 장학생 자격 박탈
- 정규 학기 이내 수혜
가능하며, 초과 학
기를 등록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은
학생이 부담하여야
함

장학금 지급 학기 수
신입생: 8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는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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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동코너스톤장학금 소개
한동코너스톤장학금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순수 외국인 학생 중 우수 학생
을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가. 장학금 취지
- 개발도상국의 생득적 외국인(순수 외국인)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
- 한동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여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지
도자로 교육시키고자 함
* 개발도상국의 범위 : KOICA의 지원 수혜국 명단에 따른 국가 출신자 및 한인 후손 (중국 조선
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멕시코 유카타 한인 후손 등)으로 정하며, 명단에 미포함된 국가 출신
지원자가 있을 경우 입학 업무 담당 부서에서 별도 심사하여 선발할 수 있음)
나. 지원내용
- 학기 중 : 입학금, 수업료 (Type A 100%, Type B 50%), 생활관비, 식비, 학업지원장학금(월 20
만원 정도)
- 방학 중 : 생활관비, 식비(1일 2식) (계절학기 수강료 제외)
[2학년 편입: 6학기, 3학년 편입: 4학기]
다. 장학생 자격 유지 조건
- 장학생은 매 학기 평점평균 3.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평점평균 3.0점 미만 취득 시, 다음 학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단, 입학 첫 번째 및 두 번째 학기는 유예됨)
- 강제 퇴거 혹은 고벌점으로 인한 생할관 탈락 학생이 한 학기 후 입주 신청을 하지 않거나 2회
강제 퇴거 및 생활관 탈락 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
- 초과 학기를 등록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은 학생이 부담하여야 함
라. 장학인원 : 연 15명 (신편입학 1,2학기 총 수혜가능 인원)
- 1학기 신.편입학 인원 선발 후 미선발 인원을 2학기 선발함
마. 선발 기준
- 서류 및 면접성적과 아래 기준을 종합하여 최종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②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를 통해 우리대학 인재상에 적합한 자(신앙, 인성 등)
③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세상과 민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크리스천 지도자로서의 자질
을 갖고 있는 자
④ 선교사, 선교단체 등의 추천서를 통해 선교 비전이 확인된 자
⑤ 가계가 곤란한 자 등
바. 기타 사항
- 생활관 강제 퇴거 시 다음 학기 학업지원장학금(월 20만원 정도)와 생활관비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한동코너스톤 장학생은 자격 유지 기간 동안에 생활관 거주가 의무입니다. 자격 박탈 시에는 생

활관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l 한동코너스톤장학금 지원자의 경우 자비유학생 또는 외부장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엄격한
합격기준을 적용합니다. 한동코너스톤 장학생 인원은 신편입 지원자중 연간 15명으로 제한적
으로 선발하며 가급적 다양한 국가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개발도상국 출신자라고
하더라도 자비유학이 가능한 지원자 또는 외부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은 일반 지원자 유형으
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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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합격자의 제출서류 영사 확인서/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안내
가. 개요
우리 대학교 최종합격자가 외국 학교(초,중,고)에서 수학하여 제출서류로

외국학교(초,중,고) 각종

증명서(재학,성적,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출서류가 해당국의 공문서(Public Document)임
을 증명하는 영사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상 : 최종합격자 중 외국 학교(초,중,고)에서 수학한 자
(제출서류로 외국학교(초,중,고) 각종 증명서(재학,성적,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우리나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는 영사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됨.
다. 해당서류 : 입학 지원시 제출한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재학, 성적, 졸업증명서 등)
라. 방법
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출신 최종합격자
① 발급기관 :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② 제출방법 : 위 해당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우
리 대학교 등록 후 제출
2)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출신 최종합격자
① 발급기관 :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② 제출방법 : 위 해당서류에 대한 “영사 확인서”을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우리
대학교에 등록 후 제출
마. 제출기간 : 가을학기 입학자 8월 31일, 봄학기 입학자 2월 28일
바. 제출처 :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팀
[(우편번호 37554)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팀]
사. 유의사항
1)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서류제출기간에 영사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신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
아도 됩니다. 단, 입학지원시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에
대하여 영사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아서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1) 문의처
① 외교부: 02-2100-7600, 02-3210-0404
② 교육부 : 02-6222-6060
2)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에서 발급하며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정부 국무부(Secretary of State)의 인증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3) 각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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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가 ( hcch.net에서 최종 현황을 참조)
지

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아 시 아
대 양 주
(21개국)

몽골, 키르키즈스탄, 호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그루지야, 오만, 우즈베키스탄, 바
누아투

유
럽
(47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
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
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
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
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북미
(1개국)
중남미
(22개국)

미국,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
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
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10개국)

카보베르데, 상투에 프린시페,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질
란드, 말라위, 모리셔스

※ 아포스티유 협약국 안내 : 0404.go.kr (여권과 비자→영사서비스→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 현황 참조)
※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기관 정보 안내 : hcch.net

6. 문의처
가. 입학 문의 : 입학사정관팀
Phone

(054) 260-1806 / 82-54-260-1806

Fax

(054) 260-1809 / 82-54-260-1809

E-mail

iAdmissions@handong.edu

Homepage

http://handong.edu/eng/admission/undergraduate/

나. 비자 문의 : 국제교류협력실
Phone
E-mail

(054) 260-1768 / 82-54-260-1768
oia@handong.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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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Handong
Handong Standard
Standard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으로서 학생, 교수, 직원 모두가 성경에 기초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질 한동 고유의 역사와 유일한 사명을 지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동대학교는 학문적 탁월함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인성교육의 터전이 되고자 하여 19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고 도덕적 책무가 사라져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직과 지혜와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모범적 지도자로 섬기게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한동인들로 하여금 세상 문화의 가치체계와 구별된 성경적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룩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그리스도의 삶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체계로의
초청입니다. 한동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동체의 활동들은 학생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교육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동 공동체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성경적 덕목들입니다.

사랑... 사랑은 다른 사람을 기꺼이 맞이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며 용서하고, 때로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겸손히 섬길 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습니다.

지혜... 지혜는 선한 것과 옳은 것,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
분을 아는 지식은 사물의 참된 본질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잠언 2장). 이 지혜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주변 세계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된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무익하고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정직...정직은 생각, 언어 및 행동이 진리와 도덕적 기준에 일치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며 “중심에 진실함”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 5:8, 시 51:6,10).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정직이야말로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해 결연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순결... 순결은 정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순결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性)을 지키는 성적
순결로 이어집니다. 성적 순결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고, 결혼의 언약 안에서 두
동반자 사이의 신비한 연합을 가능케 하며 보존해 줍니다. 성적 오용과 그 순결의 실패는 인간의 순수한
성품을 무너뜨리고 영혼과 삶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절제... 절제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감정, 사고, 그리고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방종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절제 없이 성숙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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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사랑과 지혜와 정직 그리고 순결은 무너질 것이며, 우리가 받은
은사(恩賜)들은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덕목들은 단순히 규율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덕목들은 경건한 성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을 어느정도 양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성품을 온전하게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한동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령들이 기독교 신앙인들뿐
아니라 한동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동의 규범들을 존중하는 것과 이러한 덕목들을 계발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기꺼이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견고한 기독교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한동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환경을 제공하고자
헌신해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학생들의 인격적이고 지성적이며, 도덕적, 사회적,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한동 공동체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삶을 손상시키는 다음과 같은 행실과 관행들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1. 알코올 소지, 구매 및 음주상태
2. 혼전 성교, 동거, 성희롱, 포르노, 동성애 행위
3. 언어, 복장, 공연, 전시 등에서의 외설적인 표현
4. 낙태
5. 시험 부정행위, 표절 및 다른 형태의 학문적 부정행위
6. 마약 판매 및 복용, 절도, 폭력, 도박 등의 불법행위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한동의 외침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 변화하라는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성장하며, 진리로 자유케 되는
능력과 아름다운 도덕성을 통하여 변화를 이루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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