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9월 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 유의사항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2018학년도 9월 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본교 포함)에 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2.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납부 안내
가.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지원자통합서비스'에서 출력
가능 합니다. (별도교부 없음)
나. 등록금 납부 기간 : 2018.06.26(화) 09:00 ~ 06.28(목) 16:00까지
다. 등록금 납부 장소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 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이외의 타 금융기관(은행업무 시간 내)에서도 무통장 입금 처리 방식으로
납부 가능하나 타행 송금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 입금계좌(가상계좌)는 합격생 1인당 1개씩 부여되는 고유계좌이며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 단과대학별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표
(단위 : 원)/한 학기분

구분

대학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경제금융대학, 경영대학, 국제학부

학부
수업료

금액
3,513,000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스포츠산업학과)

4,092,000

공과대학

4,630,000

예술·체육대학(연극영화학과, 무용학과)

4,641,000

음악대학

5,202,000
신입생 학부 입학금

820,000

※ 보훈장학대상자는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북한이탈주민은 「교육보호 대상
자 증명서」를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 02-2220-0095)에 제출하고 장학혜택을 받은
후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신한은행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3.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 안내
가.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자는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 '지원자통합서비스'에 접속
하여 등록포기신청 또는 등록금 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구분

대 상

신 청 기 간

신 청 방 법

등록포기
신청 및 조회

합격자로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

2018.06.28(목) 16:00까지

환불신청 및 조회

등록자로서 등록금
환불을 원하는 자

등록금 납부 이후부터
2018.08.24(금) 17:00까지

입학처 홈페이지
'지원자통합서비스'
에서 인터넷신청

4. 기타 유의사항
가. 최종등록자 해외학교 학력 검증 서류 원본 제출 안내
1. 제출대상자 : 2018학년도 9월 입학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특별전형 최종 등록자
2. 영사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대상 서류
- 해외 초․중․고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해외고교 졸업증명서 등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모든 서류 일체
3. 제출 기한 : 2018년 8월 24일(금)까지
4. 제출 방법 : 본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 기타 유의사항
1) 기한 내 해당 서류에 영사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2)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에는 학교장 확인(직인)이외의 영사확인을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최종등록자 공인 성적증명서 Score Reporting 안내
1. 제출대상자 : 2018학년도 9월 입학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특별전형 최종 등록자
2. 스코어 리포팅 대상 서류 : 제출한 모든 공인 성적증명서(TOEFL iBT, SAT, AP, IB)
3. 한양대학교 기관번호 : ETS(7106), College Board(5751), IBO(003826)
4. 제출 기한 : 2018년 8월 24일(금)까지
5. 도착 확인 방법
1)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지원자통합서비스 로그인 후 ‘Score Reporting 도착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
2) Score Reporting 도착 여부는 2018.06.15(금)부터 확인 가능함
※ Score Reporting이란 성적증명서 발행기관에서 본교로 직접 증명서를 보내는 것을 의미
※ 기타 사유로 해당 기간까지 성적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최종등록자 중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한 학생 추가 서류 제출 안내
1. 제출대상자 : 2018학년도 9월 입학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특별전형 최종 등록자 중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2. 추가 제출 서류 :
①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②고등학교 최종 성적증명서, ③출입국사실증명서(2018.04.01.~
해당 고교 졸업일자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제출 기한 : 2018년 8월 24일(금)까지
4. 제출 방법 : 본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 기타 유의사항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최종 성적증명서에 반드시 영사확인/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함

라. 기타문의사항(등록금 환불 등)은 입학처(☎ 02-2220-0074~9)로 문의바랍니다.
5. 기숙사 관련 문의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모집안내 참조
6. 수강신청 기간 : 2018. 08. 09(목)~17(금)
※ 1학년 수강신청 날짜는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수강신청 시작 전에 정확한 일정과
기타 관련사항을 각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학부

02)2220-0300

미래자동차공학과

02)2220-0440

건축공학부

02)2220-0310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02)2220-2386

도시공학과

02)2220-0330

정보시스템학과

02)2220-2385

자원환경공학과

02)2220-0410

경영대학

02)2220-1177∼8

건설환경공학과

02)2220-0320

경제금융대학

02)2220-1012∼3

융합전자공학부

02)2220-0350

인문과학대학

02)2220-0723

전기생체공학부

02)2220-0379

사회과학대학

02)2220-0813

신소재공학부

02)2220-0389

정책과학대학

02)2220-2762

생명공학과

02)2220-0521

생활과학대학

02)2220-1173

화학공학과

02)2220-0520

자연과학대학

02)2220-0883

유기나노공학과

02)2220-0490

사범대학

02)2220-1092

에너지공학과

02)2220-2390

음악대학

02)2220-1223

기계공학부

02)2220-0460

예술․체육대학

02)2220-1313

원자력공학부

02)2220-2300

국제학부

02)2220-0281

산업공학과

02)2220-0470

간호학부

02)2220-0700

7. HY-CARE 프로그램 안내
가. HY-CARE 프로그램 : 신입생의 전공 기초 학업능력 강화 및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
는 프로그램
나. 참가대상 : 이공계열 전공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학업(수학/물리/화학)역량
을 다지고자 하는 학생
다. 기초과목 온라인 강의 : 2018.07.09.(월)~2018.08.31.(금)
라. ‘HY-CARE 수강 매뉴얼 바로가기’ (☜클릭)
마.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SMS 통해 6/29(금) 개별 공지 예정

2018. 6. 15
한 양 대 학 교

입 학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