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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등록 안내
한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록금 납부는 한양대학교 등록의 최종절차입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므로
개인 사유, 은행마감시간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간 및 유의사항 준수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수시 · 정시 합격생 공통
일시 : 수시합격생 등록예치금 납부 : 2020. 12. 28(월) ～ 12. 30(수) (은행마감시간까지)
※ 추가합격자 : 합격자 유의사항의 별도 일정에 따라 납부
잔여등록금 납부 : 2021. 2. 8(월) ～ 2. 10(수) (은행마감시간까지)
정시합격생 등록 : 2021. 2. 8(월) ～ 2. 10(수) (은행마감시간까지)
∙ 장소 : 신한은행 전국지점(등록금 고지서 출력 지참)
1) 잔여등록금 고지서는 2021. 2. 5(금) 13:00부터 한양대학교 입학종합정보 지원자통합서비스 홈페
이지(http://go.hanyang.ac.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본교의 개별통지 및 별도교부 없음)
2) 등록예치금 납부 후 잔여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등록포기자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납부한 등록
예치금은 환불 처리됩니다.
3) 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도 등록 가능합니다. (은행업무시간 내에서만 가능)
4) 신한은행 이외의 모든 타 금융기관(은행업무시간 내)에서도 무통장 입금(타행환 입금) 처리 방식으로
등록 가능하나 별도의 타행 송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전액장학생(“0”원)은 신한은행에서만
등록이 가능]
5) 개인별 입금계좌(가상계좌)는 합격생 1인당 1개씩 부여되는 고유계좌이며, 본인의 등록(예치)금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6) 납부금액 ‘0원’으로 출력되는 전액장학생은 지원자통합서비스에 로그인하여 ①「합격여부/등록(금)확인 및
고지서(납부확인증) 출력」 → 「합격자 통지서 및 예치금고지서 출력」 → 「등록금고지서」 순서로 들어가서
신한은행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한 후, ② 「합격자 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 화면에서 「전액 감면대
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 ③이후 신한은행 가상계좌 번호 입력 및 등록신청 버튼을 누르면 자동 등록
처리됩니다. 혹은 등록예치금고지서 출력 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셔도 등록 처리 가능합니다.
7) 국가유공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양형제자매장학대상자 본인 혹은
자녀가 신입학 장학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관련 증명서 원본과 합격통지서를 각 캠퍼스 학생지원
팀으로 먼저 제출하여 장학 신청절차를 마친 후, 장학내역이 기재된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문의: 학생지원팀 ☎ 02-2220-0094～6)
- 국가유공보훈대상자 →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양형제자매장학대상자 → 형제, 자매의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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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행사

일시

∙ 2021. 2. 24(수)

*
내용

입학식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

및

참여방법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hanyang.ac.kr) ‘주요알림’ 또는 개별 연락처를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니 신입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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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 안내
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은 관생들이 함께 생활해 나가는 공동의 공간입니다.
학생생활관에 입사한 관생들은 수칙을 잘 지킬 뿐 아니라, 질서, 청결, 도덕적 행동 등 공공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별 입사정원 :
구분

2,162명

기숙사유형

대학직영
기숙사

교내

행복기숙사

정원

생활관명

입사정원

성별

제2학생생활관

464

남

학부생

개나리관

168

여

학부생
일반대학원생(비이공계)
외국인학생

한양테크노숙사

217

남

일반대학원생 (이공계)
일반대학원생 (비이공계)
외국인학생

한누리관

139

여

일반대학원생 (이공계)
외국인학생

제1학생생활관

631

남/여

외국인학생
학부생
고시반 / 로스쿨

제3학생생활관

150

남/여

고시반 / 로스쿨

제5학생생활관

393

남/여

학부신입생 전용

1,763

393

입사대상자 (모집단위)

▶ 학부생용 시설 안내

기숙사유형

생활관명

성별

호실
타입

호실
면적

제2학생생활관

남

2인실

4～5평

개나리관

여

2인실

6평

2인실

7평

3인실

14평

대학직영
기숙사

행복기숙사

제5학생생활관

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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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 개인 비품 및 시설

싱글침대, 옷장, 책상,
책꽂이, 의자, 에어컨,
빨래건조대

비고
층별 공용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
(호실 내 화장실 및
샤워실 없음)

싱글침대, 옷장, 책상,
책꽂이, 의자, 수납장,
에어컨, 화장실 및 샤워실
싱글침대, 옷장, 책상,
책꽂이, 의자, 신발장,
에어컨, 빨래건조대,
화장실 및 샤워실

2021 7월 중에
2021-2학기 생활관비
납부

▶ 2021학년도 생활관비(예정)

기숙사유형

대학직영
기숙사

행복기숙사

생활관명

성별

제2학생생활관
개나리관

제5학생생활관

1개 학기 생활관비

거주보장
기간

호실
타입

남

1개 학기

2인실

799,000

1,205,000

여

1개 학기

2인실

1,104,000

1,666,000

1인실
(장애인실)

-

1,572,000

남/여

2개 학기

학기
(118일)

비고

학기+방학
(178일)

층별 공용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

2021학년도
생활관비 미확정

2인실

-

1,572,000

3인실

-

1,506,000

1년 거주
가능자만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정규입사 모집요강 참조
§ 제5학생생활관 2021학년도 생활관비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2020학년도 금액임.
§ 생활관비에 식비는 포함되지 않음. 식권은 입사자가 식당에서 별도 구입하여야 함
① 2020-2학기 기준 : 식권발매기 3,300원, 정기 식권 구입 시 1식 2,900원, 1.5식 2,700원
② 식권 관련 업무 담당 및 문의 답변
㉮ 제2학생생활관 식당 : ☎ 제2학생생활관 영양사실 2290-3410
㉯ 제1학생생활관 식당 : ☎ 제1학생생활관 영양사실 2220-1865

▶ 생활관별 신입생 모집인원
2021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예정)
기숙사유형

생활관명

성별

호실
타입

학부 신입생
(재외국민+수시 합격자)

남학생
대학직영
기숙사

행복기숙사

제2학생생활관

남

2인실

개나리관

여

2인실

제5학생생활관

남/여

2인실
․
3인실

106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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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학부 신입생
(정시 합격자)
남학생

-

42
37

-

합계

여학생
-

148
15

52

127

152

50

60

389

233

189

92

75

589

§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에 비례하여 모집단위별로 배정 후 단과대학별 남/여 정원(T/O) 배정
– 모집단위별 단과대학별 모집인원(T/O)은 모집단위별 모집요강에서 확인 가능 (2020. 12월 공지)
§ 거주보장기간
① 대학직영기숙사 : 1개 학기 (학기단위로 입사자 선발)
② 행복기숙사 : 1년 (매년 학부 신입생에 한하여 입사자 선발)
§ 거주생활관 선택 : 입사신청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생활관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행복기숙사 신청 관련 필독사항
1년 거주가 가능한 자만 신청할 수 있음
§ 행복기숙사 호실타입 선택
① 생활관 입사신청 시에는 2인실만 선택할 수 있음
② 3인실은 합격자 중에서 전산시스템에서 임의 배정함 : 18명 (남 15명, 여 3명)

▶ 입사신청 자격
구분

*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학부 신입생 (재외국민+수시 합격자)

학부 신입생 (정시 합격자)
§ 서울캠퍼스 2021학년도 신입학 예정자 중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학적

§ 서울캠퍼스 2021학년도 신입학 예정자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모집
합격자

※ 단, 생활관 모집일정 상 정시모집 합격자는
최초합격자만 신청 가능
※ 추가합격자는 공실 추가모집 선발 시에만
신청 가능

§ 부모(양친) 모두 『서울 지역 외』 거주자
<예외> 신체장애학생 (3급 이상)은 서울 지역 거주자도 허용
- 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거주지순위

거주지

보호자 거주지역

1순위 지역

§ 해외(재외국민)
§ 강원도, 충청도 이하 지역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 경기도
가평군,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김포시 (월곶면, 하성면, 통진읍, 대곶면), 용인시 (처인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2순위 지역

§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 김포시 / 용인시 / 인천광역시 (1순위 지역이 아닌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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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우선순위

거주지순위

선발기준
§ 우선선발 대상자
대상자

1순위

1순위 지역

2순위

1순위 지역

거주지 순위

비고

신체장애학생

거주지 제한 없음
(서울지역도 허용)

장애 3급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1순위 지역 거주자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

1순위 지역 거주자

§ 1순위 지역 거주자 중 성적 우위자
§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우선선발 대상자

3순위

2순위 지역

4순위

2순위 지역

대상자

거주지 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2순위 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

2순위 지역 거주자

비고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성적 우위자

§ 합격자는 지원한 생활관의 단과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순으로 선발함
☞ 우선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순으로 선발
§ 1순위 및 3순위 우선선발대상자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 초과 시 선발기준
- 단과대학별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선발 대상자 지원자 중 입학성적 우위자순으로 선발
§ 입학성적 우위자 : 입학성적 총점(각 전형별 성적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순으로 선발
※ 입학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입사신청 및 입사 절차 (입사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모집요강 참조)

①

②

모집요강 → 인터넷 →
확인

입사신청

③
합격자
발표
확인

④
→ 생활관비 →
납부

⑤
합격자
증빙서류

⑥
→ 호실배정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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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⑦

⑧

결핵검진

입사원서 출력

결과표
발급

→

(입사등록 예정일
입력)

⑨
→ 입사등록
(입사)

▶ 모집일정 (예정)
§ 모집단위별로 모집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되는 모집요강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
§ 해당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합격자를 선발함
(예) 수시합격자가 수시합격자용 인터넷 입사신청 기간이 아닌 정시합격자용 인터넷 입사신청 기간에 입사신청
을 한 경우 입사자 선발대상에서 제외
§ 모집요강 공지
①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② 한양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구분
2021-1학기
모집요강 공지
생활관 입사신청
(인터넷 입사신청)
합격자 발표

학부 신입생 (재외국민+수시 합격자)

학부 신입생 (정시 합격자)

2020.12.11.(금) 16:00

2020.12.18.(금) 16:00

2021.01.08.(금) 10:00 ~ 01.13.(수) 23:30

2021.02.08.(월)10:00~2021.02.11.(목)23:30

2021.01.22.(금) 15:00

2021.02.15.(월) 15:00

<문의처>
학생생활관
웹사이트

http://www.dormitory.hanyang.ac.kr

문의전화

02-22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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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교과서 구입 안내

1. 구입 방식
- 2021학년도부터 기존 ‘교과서대금 납부 후 택배수령’ 방식에서 ‘직접 구입’ 방식으로 변경
- 교내서점(대학서적) 또는 기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책만 직접 구입

2. 구입 대상 도서
- ‘신입생 교과서’란? :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중 사용할 기초필수과목 교재
(입학 후 개인별로 수강 신청할 교양과목 등의 교재는 ‘신입생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음)
- <창의적 컴퓨팅>,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1 (제6판)>,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2 (제6판)>, <말이 힘이다>, <글이
삶이다> 등 학과별로 1~5권
- 구입할 도서는 해당 학과별로 상이하니 입학 이후 커리큘럼 및 수강신청 상황에 따라 교재 확인 후 구매 요망

3. 도서 상세 정보 (출판사명 : 한양대학교 출판부)

도서명

강의명

저자명

정가

창의적 컴퓨팅

창의적 컴퓨팅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위원회

16,000원
(미정)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1 (제6판)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21,000원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2 (제6판)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21,000원

말이 힘이다

말과 글

한양대학교
교양국어교육위원회

18,000원

글이 삶이다

말과 글

한양대학교
교양국어교육위원회

18,000원

4. 구입처
- 오프라인 구입 (5% 할인) : 서울 캠퍼스 교내서점 (대학서적) / 02-2220-1851 / 학생회관(건물번호 107) 1층
- 온라인 구입 (할인 없음) :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등 시중 서점 이용

5. 2021학년도 학과별 신입생 기초필수과목 교재 안내 (아래 URL 및 우측 QR 코드 참조)
- https://url.kr/NLBt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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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수강신청

일 시

2021. 2. 25(목) 11:00 ∼ 24:00 (예정)

장 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
한양대학교 홈페이지(www.hanyang.ac.kr) → 2021-1 수강신청 배너를 클릭 또는

방 법

홈페이지 상단 HY-in 시스템 → 수강신청 바로가기 클릭(우측 중간), 로그인 후 본인
이 희망하는 수강과목 신청 (필수과목을 우선적으로 수강할 것, 강좌별 인원제한으로
인기강좌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수강신청방법은 각 대학 오리엔테이션 시 자세히 안내
<문의처>
해당부서
웹사이트

단과대학
http://www.hanyang.ac.kr → 서울캠퍼스
→ 대학/학과소개 → 소속단과대학 선택

▶ 단과대학 행정팀 (수강신청 및 휴·복학 문의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과대학 행정팀

02) 2220-3110~3117

경영대학

02) 2220-2435, 2432

공과대학 WCD
에너지공학과그룹

02) 2220-2390

사범대학

02) 2220-1094, 1095

공과대학 WCD
건설환경공학과그룹

02) 2220-0320

생활과학대학

02) 2220-1173, 1175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행정팀

02) 2220-3133

음악대학

02) 2220-1223

의과대학

02) 2220-1841, 0676

예술‧체육대학

인문과학대학

02) 2220-0740, 0770

국제학부

02) 2220-0281

사회과학대학

02) 2220-0815, 0268

간호학부

02) 2220-3162, 3163

자연과학대학

02) 2220-0885, 0886

산업융합학부

02) 2220-2552, 2361

정책과학대학

02) 2220-2762, 2764

인텔리전스
컴퓨팅학부

경제금융대학

02) 2220-10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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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220-1314, 1315

02) 2220-2341

● S-한양핵심역량(Student-HanYang Core Competency)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
해 자기인식, 자율책임, 지식, 비판적 사고, 창의, 도전, 소통, 협업, 공감, 나눔이라는 10개의 『S-한양핵심역량』
을 증진시켜주는 교양교육 교과목을 꾸준히 개설해 오고 있습니다.
1. 『S-한양핵심역량』 이란?

S-한양핵심역량(Student-HanYang Core Competency)
◦ 『S-한양핵심역량』은 한양대학교 인재상을 기반으로 한 10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나를 바로 세우고, 내가 선택한 분야의 문제해결 전문가가 되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로
성장한다.」 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S-한양핵심역량』 진단검사 방법은?
신입생 여러분들의 『S-한양핵심역량』이 궁금하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검사가 가능합니다.
참고!! 3월 전에 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S-한양핵심역량』 진단검사 실시 절차
HY-IN ▶ 학사행정 ▶『S-한양핵심역량』▶ 검사실시 및 결과 ▶ 검사실시 ▶ 결과확인
① HY-IN(한양대학교 포털 한양인)에
접속한다

② ‘학사행정’ 메뉴로 들어간다.

③ 『S-한양핵심역량』에서
검사 실시 및 결과를 클릭한다.

④ 검사실시 후 결과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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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의 『S-한양핵심역량』 은?

◦ 『S-한양핵심역량』 검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1년에 1회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학 기간 동안 「S-한양핵심역량」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학생 개인별 『S-한양핵심역량』 의 연도별 변화 그래프>
<나의 『S-한양핵심역량』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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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영어기초학력평가 안내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는 대학영어 수준별 수업을 위한 반 편성 자료를 마련하고 기초가 부족한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영어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본인의 수강과목이 결정
되므로 대상자는 아래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시 대상자 및 면제 대상자
응시대상자

1. 서울캠퍼스 수시 합격자 전원(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
2. 정시 합격자 전원(정원 외 특별전형 포함)
1.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합격자
2.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국제학부)

면제대상자

3. 글로벌인재(영어)전형 합격자(영어영문학과)
4.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국제학부
※ 시험 면제 대상자는 기초학술영어, 전문학술영어 수강 불가

2. 시험일시 및 응시방법

1. 수시전형 입학생: 2021년 2월 2일(화), 10:00 - 2021년 2월 4일(목), 23:59 (한국시
간기준)
시험일시
(일정
변경가능)

2. 정시전형 입학생: 2021년 2월 20일(토), 10:00 - 2021년 2월 21일(일), 23:59 (한국
시간기준)
※ 본인의 입학 전형에 해당하는 기간에 응시하여야 하며, 위 기간 외 추가 응시 절대 불가
※ 응시기간 중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접속하여 시험응시
※ 미 응시자는 자동으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됨

시험형식

1. 시험유형: Reading, Listening, Essay Writing
2. 소요시간: 90분
1. 온라인 응시: 응시방법 및 매뉴얼은 추후 공지 예정
2. 준비물: 수험번호, 온라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환경(컴퓨터, 인터넷 연결)

시험방법
※ 반드시 매뉴얼에 명시된 PC 및 인터넷 환경을 설정한 후에 시험 응시요망
(미 설정시 발생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험 미 응시 처리됨)
1. 시험 시작부터 종료까지 총 90분간 시험 진행
주의사항

2. 시험 중간에 정지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한 후 로그인해야 함
3. 시험 중 다른 참고자료의 사용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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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결과 확인 및 수강신청
1. 결과 발표 일시: 2021년 2월 24일(수), 17:00
2. 결과 확인 방법
☞ 한양 포털(HY-in) > 로그인 > 신청 > 성적 > 특강/시험신청 및 조회 >
결과 확인
일시 및
방법

신입생 영어레벨테스트 ‘합격/통과여부’란 확인 (아래 이미지 참조)
※ 합격여부 ‘N’ 표시는 등급과 무관
※ 수강 신청 기간 중 수강신청 화면의 우측 상단에서도 확인 가능

1. 수강신청일시: 2021년 2월 25일(목), 11:00-23:59
2. 수강신청과목
등급

신청과목

비고
1) 기초학술영어, 전문학술영어 수강면제

A

-

2) 교양선택 글로벌영역의 고급 의사소통 4과목 중 수강 권장
※ 교과목명 아래 참조

평가결과에
따른
수강신청

B

전문학술영어

C

기초학술영어

1) 기초학술영어 수강면제
2) 2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전문학술영어 수강
1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기초학술영어 수강 후
→ 2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전문학술영어 수강 가능

※ 미 응시자는 C등급으로 자동 분류됨
※ 시험 면제대상자는 기초학술영어, 전문학술영어 수강이 제한됨
※ 전문학술영어는 반드시 2학년 기간 중 수강해야 함 (3, 4학년에는 전공과목 수강으로 전문
학술영어 수강이 어려워 졸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고급 의사소통 교과목명

수업목표

Writing for Engineering and Sciences

계열별 글쓰기 능력 함양

Persuasive Writing for Business and Social Science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Advanced Discussion: Persuasion and Influence

고급 토론 능력 함양

Advanced Discussion: Negotiation Skills

(Oral communication skills)

<문의처>
교무처 창의융합교육원
문의전화
위치

02-2220-2275
(창의융합교육원 대학영어교육위원회)
제2공학관 4층 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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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증 발급 안내
▶ 신입생 학생증 신규발급
본교 학생증 신규발급은 신한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발행되며, 학생 본인의 신분확인과 도서관 이용(출입,
대출, 열람좌석 배정), 생활관 출입, 건물출입(공휴일 및 야간), 충전식 교통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탑재된
다기능 학생증입니다. 2021학년도 신(편)입생은 다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학생증 신규발급 예약등록
절차에 따라 학생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대상
예약등록
신청기간

2021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2021. 2. 23(화) ~ 2021. 3. 3(수)

가. 본교 홈페이지 [2021학년도

발급비용

무 료

학부 신(편)입생 학생증 발급신청] 배너 클릭

나. [2021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학생증 예약 등록 가이드]를 참고하여 인터넷 예약등록
신청
다. 예약등록 완료(선택1,2 중 택1)
(선택1) 신한은행 SOL 앱에서 등록(은행방문 불필요)
[신한은행 SOL 앱 예약등록 가이드 보기]를 참고하여 등록완료 처리
- 등록기간 : 2021.2.23(화) ~ 2021.3.3(수)
예약등록

- 등록내용 : 학생증 발급 서류 본인 실명확인

절

- 구비서류 : 학생본인 신분증 지참

차

(선택2) 신한은행 한양대학교지점(동문회관 3층) 방문 등록
- 방문기간 : 2021.2.23(화) ~ 2021.3.3(수) 09:00~16:00
- 방문내용 : 학생증 발급 서류 본인 실명확인
- 구비서류 : 학생본인 신분증 지참
※외국인 학생증은 별도의 신청 절차 필요없이 해당 날짜에 단과대 수령
라. 학생증 신규발급 예약등록 완료
가. 수령기간 : 2021. 3. 9(화) 배부 예정
학 생 증
수

령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세부일정 추후 공지 예정)
나. 수령장소 : 각 단과대학 행정팀 사무실
다. 구비서류 : 학생본인 신분증 지참
▶ 학생증 일반상담 : 학생처 학생지원팀 ☎02-2220-0085

문 의 처

▶ 인터넷 예약등록 상담 : 신한은행 한양대지점 ☎02-2281-0895(대표전화)
▶ 외국인 학생 영어상담 :
국제팀 ☎02-2220-2444[학부 신(편)입생], 2445(대학원 신입생), 2454~5(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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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신(편)입생 학생증 발급 전 사진변경 안내
가. 사진변경 기간 : 2021. 2. 8(월) 09:00 ~ 2. 18(목) 17:00 까지
(※ 해당기간 이후 사진변경은 2021. 3. 9. 이후부터 학생증재발급 사진변경으로 유료입니다.)
나. 사진변경 방법 : 학생본인이 입학처 홈페이지 방문 → 지원자통합서비스 클릭 → 로그인 후 왼쪽메뉴
중 학생증 메뉴 클릭 → 증명사진 업로드 후 저장
(※ 지원자통합서비스 학생증 메뉴 서비스는 2021. 2. 5.부터 지원합니다.)
다. 사진파일 형식 및 용량 : JPG파일, 30kb이하
▶ 학생증 재발급
발급대상

학부 및 대학원생
유

료

학생증 분실 및 개인훼손, 사진교체 / 수수료 3,000원

무

료

학생증 기능 이상일 경우

발급비용

발급절차

HY-in 로그인 → 신청 메뉴 → 학생증재발급 신청 → 학생지원팀(학생회관 2층) 방문
→ 학생증 즉시발급
가. 분실 및 개인훼손, 사진교체의 경우 신분증 필수 지참

구비서류

나. 사진교체의 경우 증명사진 파일(32kb이하 JPG파일 USB 저장) 구비
다. 기존 학생증 (분실한 경우 제외)
가. 학생증은 1인 1카드가 원칙입니다. 학생증 재발급시 기존 학생증이 회수되오니

기 타
안내사항

교통카드 충전금은 미리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카드 충전금(T-money) 환불 방법
- T-money 가맹 편의점, 문의: T-money 고객센터 ☎1644-0088
- 교내 신한은행 ATM기

▶ 국제학생증 발급
발급대상

학부 및 대학원생

발급비용

13개월 17,000원

발급절차

구비서류

HY-in 로그인 → 신청 메뉴 → 국제학생증재발급 신청 → 신한은행 한양대지점(동문회
관 3층) 방문 → 국제학생증 즉시발급
학생 본인 신분증
세계 120여개국 가맹점 할인 및 항공 교통 할인 등

기

능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학생교류회(주) 홈페이지 (http://www.isic.co.kr/) 및 전화상
담 ☎02-733-9393 문의)
국제학생증 발급전 사진변경 방법

기

타

가. HY-in 로그인 → 신청 메뉴 →

국제학생증발급신청 온라인 신청서 작성

나. http://www.isic.co.kr 홈페이지 MY ID 메뉴에서 로그인 후 학생본인이 직접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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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의료 혜택 안내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학생들의 안전하고 활발한 학교생활을 위해 플러스교육기관보험을 다음과 같이 재가입 하였습니다.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치료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명 : 한양대학교 플러스교육기관보험 학생구내외치료비 (증권번호 : 2019-4422225)
나. 가입기간 : 2020. 8. 31. 16:00 ~ 2021. 8. 31. 16:00
다. 가입대상 :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 수강생(사회교육원, 국제교육원, 단기교육과정 등)
※ 운동선수 및 휴학생은 제외
라. 보상내용(상해사고에 한함)
1) 배상책임 : 1억/1인당, 10억/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학교부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2) 교내/외 치료비 : 2백만원/1인당, 2백만원/1사고당, 공제금액 5만원(학생부담)
(가) 교내치료비 : 교내수업 및 교육기관의 업무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
(나) 교외치료비 :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을 현장에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상해사고 보장
※ 공제금액 Q&A 보험 청구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나요?
☞ 보험서류 접수는 가능하지만 총 보상금액에서 공제금액 5만원(학생부담)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 보험 가입사 : KB손해보험
바. 보험 신청절차 및 청구서류 목록
1) 학 생
사고 발생 시 치료비(실손의료비) 학생본인이 선납 → 병원치료 후 보험 청구서류 준비 → 수업담당 지도
교수님 상담 → 단과대학(원) 행정팀 서류 제출
※ 이공계 실험실 안전사고(수업및실험)는 사고발생 즉시 관재팀(02-2220-01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청구서류 >
① 사고경위 및 확인서(양식: www.hanyang.ac.kr → 서울캠퍼스 → 대학생활 → 의료혜택 에서 다운로드)
②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사고발생 기간: 2016. 8. 31 ~ 2020. 8. 31)
③ 재학증명서 원본 1부
④ 병원진단서 원본 1부
⑤ 입원확인서 원본 1부 (해당자만)
⑥ 치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⑦ 의료비 비급여 상세내역 원본 1부 (병원 발급)
⑧ 학생 통장 사본 1부(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⑨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2) 단과대학(원) 행정팀 : 서류결재 후 학생지원팀으로 원본 발송
3) 학생지원팀 : 보험회사에 서류 접수 신청
4) 보험회사 : 보험접수 안내문자 발송,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보험접수 후 7일 이내 입금)
사. 기 타
1) 병원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의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며 2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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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
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를 포함 한다. (자세한 사항 : KB손해보험 문의)
4) 사고일 당시 재학생이었으나 이후 휴학을 하였으면 소속 단과대학(원) 행정팀에서 재학증명서를 대신 할
재학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사고경위 및 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작성시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처
1) 보상내용 상담 : KB단체전용콜센터(☎1544-1616) → 2번(상담원연결) → 상담원에게 학생정보 제공 후 상담
2) 보험 청구서류 상담 : 학생처 학생지원팀(☎02-2220-0085)
▶ 학생건강검진
한양의료원에서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생건강검진 진료비 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

상

학부 및 대학원생(특수, 전문대학원 포함)

기

간

연중 실시(학년, 횟수에 상관없음)

검진비용

본인 부담액의 30%감면 (2019년 기준 : 약 4만원)

검진장소

한양의료원 동관 3층 건강검진센터

검진항목

간염항원, 간염항체, 간기능검사(AST, ALT, GGT), 흉부방사선검사(직접촬영), 콜레스테롤검
사(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Cholesterol),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가. 진료할인의뢰서 학생본인 직접 발급
1)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접속하여 HY-in 포털 클릭 후 로그인
절

차

2) 증명발급 메뉴 클릭 → 포털증명발급(무료) → 증명조직 : 대학/대학원 선택
→ 진료할인의뢰서 선택 후 증명발급 클릭→ 진료할인의뢰서 작성 후 출력
나. 한양의료원 동관3층 건강검진센터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02-2290-9777~9)
다. 한양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접수창구에 진료할인의뢰서 제출 후 건강검진 실시

검진결과

문의사항

자택으로 우편 발송 또는 이메일 발송
가. 상세한 검진 항목 및 의료 절차 문의 : 한양의료원 건강검진센터(☎02-2290-9777~9)
나. 진료비할인의뢰서 발급 문의 : 학생처 학생지원팀(☎02-2220-0085)

※ 유의사항
가. 건강검진센터 당일 방문접수는 평일 08:30~10:30에 건강검진센터에 도착하여 접수하시기 합니다.
나. 건강검진을 위하여 검진 12시간 전 부터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다. HY-in에서 진료할인의뢰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학생건강검진의 검사 항목을 미리 확인하시고, 좀 더 다양한 검사를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실 분은
한양의료원 종합검진센터(서관 3층, ☎02-2290-9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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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할인
한양의료원에서는 본교의 학생과 졸업생 및 직계가족에게 진료비 할인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학생 본인
1) 진료할인의뢰서 학생본인 직접 발급
①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접속하여 HY-in 포털 클릭 후 로그인
② 증명발급 메뉴 클릭 → 포털증명발급(무료) → 증명조직 : 대학/대학원 선택
→ 진료할인의뢰서 선택 후 증명발급 클릭→ 진료할인의뢰서 작성 후 출력
학부

2) 진료할인의뢰서를 한양의료원 접수/수납 창구에 제출

및

나. 가족할인

대학원생

1) 학생이 HY-in 포털 로그인 하여 가족의 성명으로 진료할인의뢰서 발급
2) 진료할인의뢰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를 한양의료원 접수/수납 창구에 제출
3) 할인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다. 진료할인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대상

라. 문의처 :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팀 (☎02-2220-0085)

및
절차

가. 졸업생 본인
1) 한양대학교 총동문회 방문하신 후 동문우대카드(확인증) 발급
2) 동문우대카드(확인증)를 한양의료원 접수/수납 창구에 제출
나. 졸업생 가족할인
1) 졸업생 가족이 총동문회 사무실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동문우대카드(확인증)발급

졸업생

2) 동문우대카드(확인증)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양의료원 접수/수납 창구에 제출
3) 할인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다. 동문우대카드 발급비용 : 연회비 30,000원(2019년 기준), 평생회비 별도 문의
라. 진료할인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마. 문 의 처 : 동문회관 4층 총동문회 (☎02-2294-8585)
진료비(보험)
구

분

종합검진

장례식장
외래

할인 내역

할인 제외

입원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20%

30%

본인 부담액의

직계가족

10%

(대실료만 할인됨)

10%

가. 수혈, 주사, 약대 등의 일부항목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
나. 진료비 할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양의료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진료비 소급적용 : 진료당일 진료할인서 미지참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료영수증과
진료 할인의뢰서를 구비하여 진료접수 당시 수납창구에 제출(※가족할

기타 안내

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구비)
나. 문의처
입원환자 : 원무과 (☎02-2290-9076), 외래환자 : 각 접수/수납 창구(☎02-2290-9093)

※ 신입생은 입학식 이후부터 진료비할인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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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보건센터 운영 안내
1. 위

치 : 학생회관 3층(☎ 02-2220-1466~7)

2. 운영시간 : 평일 오전 08:30~17:30(점심시간 12시~13시)/방학 중 운영시간 변동 가능
3. 대

상 : 학생 및 교직원

4. 주요업무 : 경미한 외상(응급)처치/ 일반의약품(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투약/ 안정실 운영/ 건강 프로
그램 운영/ 체성분 분석검사/ 목발 및 휠체어 대여/ 폭염, 황사 및 감염병 관련 사항 등
5. 참고사항 : 2011년 7월 1일 공표된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
지부고시 제2011-77호) 교내 한양보건센터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응급환자 비상연락체계
총장
↑ 보고(위급환자/감염병 집단 발생시)
한양보건센터(☎02-2220-1466~7)
조치 ↓

협력

↑ 신고

관재팀 외 관련 행정부서
신고 및 확인

신고

신고자
(본인, 최초발견자, 단과대학 행정팀 등)

조치

위급 시 119
의식 또는 호흡 부재 시
자동심장충격기 동시 요청
(24시 종합상황실 ☎02-2220-2119)

* 응급상황(119 먼저 연락) : 의식이 없는 경우, 호흡곤란,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심장마비, 심장통증,
심한 출혈, 경련, 마비, 심한 외상 및 화상, 감전 등
* 감염병 신고 : 제1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홍역, 결핵 등
* 야간, 주말 위급상황 시 : 교내 24시 종합상황실(☎02-2220-2119) 운영

▶ “의식이 없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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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지원센터 ‘더불어숲’
더불어 함께 숨 쉬는 사랑의 실천
더불어숲은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학습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를 위해 소속 전담직원이 더불어숲에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업무로
는 도우미 지원(이동 및 수업, 생활관 생활지원), 기자재 지원, 시험시간 연장 등 교수학습 지원, 문화탐방 등
비교과 활동지원, 취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1. 교수학습 지원
가. 우선 수강신청
나. 시험시간 연장 (1.5배) : 시각, 지체(상지) 장애 등
다. 영어전용강좌 면제 : 시각, 청각(평형 제외), 언어장애 등
라. 장애 특성을 고려한 강의실 배정(이동이 편리한 1층 강의실 배정 등)
마.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제도 : 타이핑·대필·이동 및 생활관 생활 지원
바. 학습 기자재 구비, 대여 및 사용방법 교육
사. 장애학생 수강 과목 담당 교강사님께 장애 특성에 맞는 학습지원 요청(장애학생 지원 안내서 배부)
아. 장애학생 전용 열람실 제공(접근성 고려, 백남학술정보관 1층 최단거리 위치)
자. 도서관 이용 시 편의 제공(도서대여 및 반납 등)
2. 생활복지 지원
가.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 안내)
나. 생활관 신청 시 우선 배정
다. 보조공학기기 및 시설 및 설비 개선 지원
라.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에서 생활 상담 및 인·적성검사 실시
3. 학생활동지원, 비교과활동
가. 더불어숲 홈페이지 운영(장애 학생들 상호간 친목도모, 불편사항 건의 및 상담)
나. 센터장 간담회 및 문화 탐방 실시
다.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주요시설
시설

위치

비고

더불어숲1

백남학술정보관 (1F)

장애학생 전용 학습 공간

더불어숲2

법학학술정보관 (2F)

행정업무 공간 및 상담 공간

학부모휴게실

학생회관 (B1)

장애학생 학부모 휴게 공간

▶문의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웹사이트

http://soup.hanyang.ac.kr

문의전화

02-2220-0776, 1669

전송(Fax)

02-2220-2853 (팩스없음, 삭제요망)

위치

법학학술정보관 2층 더불어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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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을 위한 학사제도 안내
▶ 전과
신

청

시

기

‧ 매 학년도 1월말 경
‧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학칙 제44조 각 호의 1학년 수료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한

신

청

자

격

학생
‧ 1학년 필수과목을 1학년 재학 시 모두 이수하고, 성적 누적 평점 평균(F포함)이
3.00 이상이며 등록학기수가 6학기(유급학기 제외)를 초과하지 않은 학생
․ 모든 학과(전공), 학과군, 학부는 동일 캠퍼스 내에서 전과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1) 의과대학, 간호학부로의 전입 제한한다.
2) 서울캠퍼스 예체능계열학과, 산업융합학부 전출입은 제한한다.
3)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 에서는 전과 제한한다.
4) 전과 제한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 전과 제한한다.

모집범위 및

5) 전과를 위하여 전출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전출하는 학과(전공), 학과군, 학
부의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허용한다.

제한사항

대학

학과/학부

적용 학번

인문과학대학

전 학과

2009학번부터

생활과학대학

전 학과

2009학번부터

건설환경공학과

2016학번부터

도시공학과

2016학번부터

자원환경공학과

2016학번부터

건축학부

2017학번부터

건축공학부

2017학번부터

공과대학

전과 허용 인원
각 학과(전공),
학과군, 학부의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허용

▶ 부전공
부 전 공 제 란?
신

청

시

기

신

청

자

격

유

의

사

항

‧ 전공학과 외에 희망하는 타전공의 소정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학위증에 주전공과
부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수여하는 제도
․ 매 학기 정해진 기간 (5월/11월 진행)
․ 1학년 2학기(1학기 이상 성적 유효) 이상 재학생
(단,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제외)
․ 의과대학, 간호학부, 사범대학을 제외한 동일 캠퍼스에서 계열단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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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
복 수 전 공 제 란?

․ 졸업예정자가 주전공의 졸업을 미루고 복수로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로 2개의
학위가 병행 표기된 학위증을 수여하는 제도

신

청

시

기

․ 졸업예정자가 최종학기 중(5월/11월)에 신청

신

청

자

격

․ 졸업예정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 제외)
․ 캠퍼스 간 교차지원 가능
․ 의학계, 약학계, 사범계, 예․체능계열 학과 및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국방정보공학과,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를 제외를 제외한 서울 및 ERICA캠퍼스 전 학과 지원가능
(다만, 실용음악과를 제외한 예체능계학생은 주전공(제1전공)과 동일계열인 경우

유

의

사

항

예․체능계열도 지원가능)
․ 기존에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같은 학과를 선택한 경우 부전공
자격은 상실 됨
․ 최소 2학기(총1년) 전액 등록 필수이며 중도에 복수전공을 포기했을 경우 돌아오는
학기에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 다중전공
․ 재학 중 주전공 외에 타 학과/전공의 소정학점을 이수하면 양 학과(부) 또는 전
다 중 전 공 제 란?

공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2개의 학위가 병행 표기된 학위증을 수여하는
제도

신청 시기 및 자격

․ 1학년 2학기(1학기 이상 성적 유효) 이상 재학생
(단,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제외)
․ 의과대학, 간호학부를 제외한 전 대학에서 계열단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유

의

사

항

(단, 사범대학의 학과를 다중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할 때는 주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함)
․ 동일캠퍼스 내에서만 지원 가능

- 26 -

▶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
소

개

제 도 구 분

연 수 기 관
연 수 기 간
연 수 신 청

․ 본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일정 학점 범위 내
에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 학기 단위 파견과 계절학기 파견(어학연수 포함)으로 구분
․ 외국대학의 정규과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학연수는 학기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진행하는 대학부설어학원에 한하여 허용]
․ 연수기간은 최대 1년(2학기)으로 함
․ 학기 단위 파견/계절학기 파견 - 신청기간에 국제처로 신청하여 적합여부를 판정
․ 어학연수 - 어학연수 전에 국제처로 신청하여 적합여부를 판정
․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은 본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

학 점 인 정

․ 학기당 학점인정은 최대 20학점으로,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 인정
․ 계절학기는 1회 6학점까지 인정
․ 어학연수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3학점까지 인정
․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본교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전공, 교양, 일반

학점인정기준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 다만, 취득한 성적(학점)은 평점평균(GPA)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졸업학점)에만 포함
․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과목 포함)의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않음

<문의처>
학사팀
웹사이트

http://www.hanyang.ac.kr
(서울캠퍼스 → 학사안내)

문의전화

02-2220-0060～8

전송(Fax)

02-2220-0069

위치

신본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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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외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안내

장학금 제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매 학기마다 신청이 필요한 주요 교내 장학금
장학금명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금

장학대상

신청 기간

직전학기 성적에 따른 석차 상위자

매 학기 (6월초, 12월초) 장학금 신청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사랑의실천 장학금

실용인재 장학금

직전학기 장학평점 2.0이상
(국가장학금 1, 2유형 신청 의무.
미신청시 장학선발 대상에서 제외 됨)

매 학기 (6월초, 12월초) 장학금 신청

일반 저소득 가정

단, 신입학생의 경우 3월 초 별도 신청

직전학기 장학평점 2.0이상
(국가장학금 1, 2유형 신청 의무.
미신청시 장학선발 대상에서 제외 됨)

▶ 매 학기마다 신청이 필요한 주요 국가 장학금
장학금명
국가 장학금 1, 2유형

장학대상

신청 기간

소득 8분위 이하 가정
한국장학재단의 각 장학금 종류별

저소득 가정 학생 중
국가 근로 장학금

교내 행정부서 및 교외 지정 근로기관

공지를 따름(www.kosaf.go.kr)

근로를 희망하는 자
▶ 진로준비 또는 학교생활에 따라 오는 주요 장학금
장학금명
고시반 장학금
미디어 장학금
리더십 장학금

학군단 장학금

국제팀 장학금

장학대상

선발 방법

각 고시반 입반자 중
1차고시 합격자
한대신문사, 한대방송국의 학생 기자 등
학생회, 중앙동아리 등의

장학금 주관 부서의 심사 및 추천에

학생자치기구 간부 등

따라 장학생으로 별도 선발

학군후보생 중
훈련 성과가 탁월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
국제팀 주관의
각종 국제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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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장학금명

장학대상

장학금액 및 신청방법
- 장학금액
1학년 1학기 등록금 50% 감면(입학금 제외)
- 제출서류
신입학생의 합격통지서 1부
(입학 후에는 재학증명서)

한양형제자매 장학금

서울, ERICA캠퍼스 학부 과정에

형제의 재학(휴학)증명서 1부

형제가 재적 중인 신입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출처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팀
- 제출기한
입학 후 3월 말 이내
(1-1학기 종료 후 소급 신청 불가)
- 장학금액
총 8학기 이내 8회까지 등록금 전액 감면
- 제출서류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지원)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보훈청 발급)
- 제출처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팀
- 제출기한
국가유공자 확정 후 즉시
- 장학금액
총 8학기 이내 8회까지 등록금 전액 감면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보훈 장학금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중 대한민국 학력을
인정받은 학부과정 학생

(통일부 발급)
- 제출처
입학처 입학운영지원팀
(북한이탈주민 입학 전형 지원시 제출)
- 제출기한
확정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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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기 쉬운 장학금 제도 자세히 알자!
▶ 고른기회전형으로 입학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고른기회전형에는 장학금이 약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형과 관계없이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가계
곤란 가정의 학생은 매학기 마다 진행되는 교내 및 국가 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장학금 1, 2유형만 신청하면 교내 장학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
- 교내 장학금과 국가 장학금은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 각기 독립된 장학금 제도로써, 반드시 교내 장학금
과 국가 장학금 1, 2유형을 각각 신청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국가 장학금 1, 2유형만 신청했을 경우에는
교내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교내 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 장학금 1, 2유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판
정이 나오지 않으므로 국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모두 수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국가 및 교내
장학금을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이아몬드7 장학금 또는 정시 가군 장학금과 같이 등록금 전액을 면제 받을 경우에도 국가 장학금 1, 2유
형을 신청해야 한다?
- 한양대학교가 보다 많은 장학금 예산을 국가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께서 국가 장학금 1,
2유형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한양대학교 국가 장학금 신청자 숫자에 따라 국가 장학금 예산이 추가로 확
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록금 전액 면제에 해당되더라도 꼭 국가 장학금 1, 2유형을 신청하여
다른 친구들이 국가 장학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다이아몬드7 장학금, 정시 가군 장학금, 보훈 장학금과 같이 2개 이상의 학기 동안 연속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매 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2개 이상의 학기 동안 장학금 수혜를 보장 받는 일반적 연속 장학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교내 장학금을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매 학기 자동 장학생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교내 장학금을 신청하여 한양브레인 장학금 또는 가계곤란 장학금 심사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성적 미달 등의 사유로 연속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내 가계곤란 장학금을 대신 수혜
받고자 하는 경우
→ 이번 학기 석차 1등이 예상되어 기존의 연속 장학금 대신 한양브레인 장학금을 수혜하고 싶은 경우
→ 기타 연속 장학금 혜택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장학금 여러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학비감면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지급을 금지하며, 1인이 복수의 장학금에 지급대상이 될 때에는 가장 유
리한 것으로 적용하되, 다음 각 호 순으로 장학을 선정 합니다.
1. 교외장학(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설, 기타)
2. 교내장학
3. 중복수혜로 성적장학금 지급이 취소된 경우는 ‘명예선발 제도’ 적용
- 교내 장학금 중 등록금 10% 이하의 리더십장학금, 근로 장학금, 실비 지원 성격 또는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은 다른 학비감면 장학금과 이중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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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장학금 1, 2유형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 학비지원 성격의 장학금과 이중수혜 됩니다. 국가 장학금
우수유형(이공계, 인문사회계)은 등록금 전액 면제이므로 학비지원 성격의 다른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
니다.
- 교외 장학금은 해당 교외 장학금을 출연한 각 장학재단의 판단에 따라 다른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Case by Case.

▶ 교내 연속 장학금 유지조건(평점 3.5)에 2번 이상 미달하는 경우, 영구탈락 된다?
- 교내 연속 장학금에는 연속 탈락제도가 없습니다. 직전학기 평점이 기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학기에 다시
연속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 장학금 우수유형(이공계, 인문사회계)은 정해진 횟수 이상 탈락했을 경우, 영구탈락될 수 있으니
구분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회사의 자녀 학자금 지원을 이중으로 받기 위해 학교 장학금을 숨겨 달라는 요청
- 이러한 요청은 부모님 회사에 대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추후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양
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학금 숨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F학점이 있으면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 현재 각종 교내, 교외, 국가 장학금 심사 시, F학점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F학점이
있을 경우 평균평점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장학심사시 확인하는 직전학기 성적은 F학점이 포함된 장학평점입니다.
※ 장학평점이란 :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학점의 성적(F포함, 재수강과목포함)
재수강3학점 과목 포함하여 20학점을 신청하였을 경우 20학점에 대한 성적
(HY-in 포털→ 성적→ 학기별 성적조회에서 '장학평점'으로 확인할 수 있음.)

▶ Pass and Fail 과목은 장학용 평균 평점에 반영되지 않는다?
- P/F 과목은 Pass 취득 또는 Fail 취득과 관계없이 장학용 평균 평점 계산 시, 분자(취득성적의 총합)와 분모
(이수학점 수의 총합)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 성적이 좋아 한양브레인 장학금 대상자가 되는데, 다음 학기 휴학을 하는 경우
- 휴학 예정자도 등록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등록-휴학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교내 장학금을 신청하
여 한양브레인 장학금 심사 대상이 되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으며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해당 장학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내 한양브레인 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후, 장학금을 받아 등록-휴학 하고 싶다고 단과대학의 휴학 담당자에
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휴학 시 교내 한양브레인 장학은 취소됩니다.

▶ 자연재해, 투병, 파산 등으로 긴급한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는 높게 확인되지만 실제로는 긴급한 가계곤란 사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실
용인재 장학금) 선발 권한은 각 단과대학 단위로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소속 단과대학의 장학 담당자와 상의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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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교외 장학생 선발 제도
▶ 학교에서 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의 업무 절차
① 외부 장학재단의 장학생 추천 의뢰 공문 접수
② 각 단과대학 장학 담당자에게 외부 장학재단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장학생 추천 의뢰
③ 각 단과대학별 장학생 심사 및 추천 대상자 선발
④ 추천 대상자 취합 후 외부 장학재단에 장학생 추천 회신
▶ 장학생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의 업무 절차
① 외부 장학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공고 확인
② 외부 장학재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생 개별적 장학금 신청 진행
※ 장학생 공개모집의 경우, 해당 모집 공고를 학교 홈페이지의 장학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
므로 장학 공지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
▶ 국가 장학금 1,2유형
- 신청대상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대상자로 입학 성적 또는 학기 성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 신청시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매학기 말, 신입생의 경우 3월 초)
▶ 입학금 지원 장학금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 신청대상 :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편입/재입학생 (본교 해당)
- 신청방법 : 대학이 대표신청(학생 개별 신청은 없음)
- 상세내용 : 입학 후 1학기만 해당 (사전 감면 및 추가합격자의 경우 환불 처리)
- 지원금액 : 2017년 입학금의 20%수준으로 지원
▶ 국가 장학금 우수유형(이공계)
- 신청대상
이

공

계 :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생활과학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단, 생활과학대학의 경우 2학년 전공 선택 시 식품영양학으로 하여야 함

- 선발유형 및 지원 자격
① 수능우수 유형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별도의 한국장학재단 제시기준에 충족되는 신입생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수시우수 유형 : 학교에서 별도 추천을 받은 수시 입학생
학교의 연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③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요강 공지를 확인하고 www.kosaf.go.kr에서 온라인신청 후
학생처 학생지원팀에 서류제출
④ 신청시기 및 상세내용 : 2~3월 중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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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100년장학금(인문사회계)
- 신청대상
① 인문사회계 :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경영대학, 경제금융대학,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에 입학한 신입생
- 선발유형 및 지원자격
① 전공탐색 유형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요강 공지를 확인하고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신청
② 신청시기 및 상세내용 : 2~3월 중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 예정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 신청대상 및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선취업 후학습자를 위한 장학금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요강 공지를 확인하고 www.kosaf.go.kr에서 온라인신청
- 신청시기 및 상세내용 : 2~3월 중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 예정

▶ 국가 근로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근로장학 제도
- 신청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하는 가계곤란 자격(소득분위, 성적, 학기 수 등)에 부합하는 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본교 포털사이트에 공지(매 학기 말 또는 매 학기 초)
▶ 학자금 대출 제도
종 류

기 준

비 고

1. 대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100분위 환산
점수 70점(C학점) 이상인 학생
2. 신청방법 : 인터넷 포털 사이트 http://www.kosaf.go.kr
일반/든든

에서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에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홈페이지 또는 모바
일)제출 (공인인증서 필요)
3. 대출금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
류 목록이 표시됨.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됨.

4.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생활비 무이자지원 가능
1.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대학생 본인

- 필수 서류
1)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2) 본인 기준 신청자 :

2. 신청방법 : 인터넷 포털 사이트 http://www.kosaf.go.kr 에서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선택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3. 융자금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계층, 장애인, 다자녀, 농어업종사자,

4. 년이율 : 무이자

다문화가정,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

5. 상환조건 : 2012년 이후 졸업자는 졸업 후 1년 최대 2년

불명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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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 확인 후 제출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학자금 대출(융자)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①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한국장학재단)
②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수혜자
③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수혜자
④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학자금대여 수혜자
⑤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⑥ 기타 타 기관에서 등록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등
※ 상기에 해당하는 대출(융자)을 이중으로 받았을 경우, 이중수혜로 적발되어 보증제한 대상이 되어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대출금은 전액 상환 조치)

<문의처>
학생지원팀
웹사이트

http://sc.hanyang.ac.kr/

문의전화

국가장학 02-2220-0094
교내장학 02-2220-0095
교외장학 02-2220-0096
학자금대출 및 국가근로 02-2220-2041

전송(Fax)

02-2293-3824

위치

학생회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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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활이 편안해 질 때까지!
장학복지회
장학복지회에서 한양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사업을 통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학교에서 다 해결해 보세요. 저렴한 음료, 할인된 복사비에 왠지 모르게
흐뭇해집니다. 저렴한 건 기본! 깨끗하고 편안하게!
▶ 식당
식 당

명

좌석수

위

치

운영시간

연락처

제1학생식당

342

학생복지관 3F

09:30∼18:30

02) 2220-1883

제3학생식당(사랑방)

376

학생회관 2F

10:30∼14:30
15:30 ~18:00

02) 304-7691

나누리식당

463

경영관 앞 주차장 B2F

09:30∼19:00

02) 2290-2762

신소재공학관 학생식당

240

신소재공학관 B1F

09:30∼19:00

070-4651-2388

제1학생생활관식당
(고시반식당)

183

제1학생생활관 1F

07:30∼09:00 (조)
12:00∼13:30 (중)
17:30∼18:30 (석)

02) 2220-1865

제2학생생활관식당

220

제2학생생활관 1F

07:30∼09:00 (조)
12:00∼13:30 (중)
17:30∼19:00 (석)

02) 2290-3410

생활과학대학 교직원식당

276

생활과학대학 7F

11:30∼14:00 (중)
17:00∼18:30 (석)

02) 2298-8797

신소재공학관 교직원식당

395
(룸:112)

신소재공학관 7F

11:30∼13:30 (중)
17:30∼19:00 (석)

070-4651-2388

144

한양종합기술연구원 6F
(HIT)

10:00~21:00

02) 2220-4771

92

한양종합기술연구원 6F
(HIT)

10:00~21:00

02) 2220-4771

식

당

벽제갈비
연회장

▶ 편의점
건 물 명
신소재공학관
편의점(미니스톱)
사자가 군것질할 때
편의점(미니스톱)
인문관
편의점(이마트24)

위

치

연 락 처

건 물 명

B1F

010-4187-1315

올림픽체육관

학술정보관 앞

010-4187-1315

B1F

02) 2296-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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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생활관
편의점(CU)
제2생활관
편의점(CU)

위

치

연 락 처

2F

02) 2220-1874

1F

02) 2293-6105

1F

02) 2281-5715

▶ 복사실
건 물 명

위

치

연 락 처

건 물 명

위

치

연 락 처

학생복지관

1F

02) 2220-4700

경제금융관

B1F

02)2291-1726

학술정보관

B1F

02) 2298-2041

공업센터

3F

02)2295-5746

제1공학관

1F

02) 2220-1555

의대계단강의실

2F

02)2296-0730

인문관

1F

02) 2293-9598

신소재복사출력센터

B1F

02)2296-2049

의과대학 본관

3F

02) 2295-2076

IT/BT관

1F

02)2297-2049

연 락 처

매 장 명
구두방

▶ 기타 복지편의시설
매 장 명

위

치

딕 셔너리 카페

간호학부
미래교육관 1F

0103494-6910

역사관 기념품점

역사관 1F

02)2220-4141

미용실

학생회관 1F

02)2220-1554

학생회관 B1F

위

치

연 락 처

학생회관 앞

02)2220-1867

학생회관 B1F

02)2220-1851

휘트니스센터

학생회관 5F

02)2299-9688

02)2296-9500

띠아모카페

학술정보관 앞

02)2298-8901

신소재공학관 B1F

02)2298-2049

Book 카페

학생회관 1F

0708866-3534

팬도로시 카페

인문관 B1F

02)2296-9664

카페 큐

IT/BT관 3F

02)2294-0222

블루포트

FTC관 3F

02)4755-1122

팬도로시 카페

과학기술관 1F

0108413-1615

문구점

서

점

▶ 한양플라자(학생복지관)
매 장 명

위

치

연 락 처

매 장 명

위

치

연 락 처

미니스톱
편의점

학생복지관 1F

디지털사진관

학생복지관 1F

02) 2220-4747

북촌손만두

학생복지관 1F 010-9447-5764

매란방

학생복지관 1F

010-5125-8333

코페아 카페

학생복지관 1F

02) 2220-4748

안경점

학생복지관 1F

02) 2292-7501

프로커피

학생복지관 1F

02) 2297-3173

기념품점

학생복지관 1F

02) 2296-6694

신의주 찹쌀
진순대

한컴퓨터

학생복지관 1F

02) 2291-4006

김밥나라

학생복지관 1F

02) 2281-5659

공차

학생복지관 1F

070-8876-5000

투썸플레이스

학생복지관 1F

02) 2292-8880

모닝글로리

학생복지관 1F

02) 2282-0543

복사실

학생복지관 1F

02) 2220-4700

더 컵밥

학생복지관 1F

02) 2281-4990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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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관 1F

02) 911-8888

학생복지관 1F 010-8924-4223

▶ 정몽구 미래자동차연구센터
매 장 명

위

치

연 락 처

매 장 명

위

치

연 락 처

이마트24 편의점

B1F

070-4211-8901

크라제버거

B1F

070-4211-8901

띠아모카페

B1F

070-7760-3173

빈스피자

B1F

010-6229-1281

공씨네 주먹밥

B1F

070-8829-8901

<문의처>
장학복지회
문의전화

02-2220-0098∼9

전송(Fax)

02-229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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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er’가 ‘Leader'다!
백남학술정보관
백남학술정보관은 미래의 글로벌 리더(Leader)인 한양인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학술정보관에서는 도서 및 전자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정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학습/연
구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남학술정보관에서는 ‘책 읽는 한양인’ 육성을 위해 HY-Reader 독서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양인
독서대축제’의 일환으로 명사초청강연, 하브루타 디베이트 대회, 북페스티발, Ask a Book, 독서골든벨 등 다
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심장’인 학술정보관에서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1. 대출규정
신분

단행본

비도서(DVD 등)

교수, 강사

100책 90일

10개 7일

교수(외부)

30책 90일

3개 3일

직원

20책 30일

3개 7일

조교(한양대/외부), 직원(외부)

10책 30일

3개 3일

대학원(한양대/한양사이버대)

20책 30일

3개 3일

학부(한양대/한양사이버대)

10책 14일

3개 3일

5책 14일

3개 3일

미래인재교육원

비고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은 대출 불가

※ 신분별 외부 이용자는 한양사이버대, 한양여대, 한양대 병원 소속임

2. 반납연장 및 대출예약
예약가능 자료 수
단행본

비도서

회당연장일
(단행본)

교수, 강사

10책

3개

45일

교수(외부)

10책

3개

45일

직원

5책

3개

15일

조교(한양대/외부), 직원(외부)

5책

3개

15일

대학원(한양대/한양사이버대)

5책

3개

15일

학부(한양대/한양사이버대)

3책

3개

7일

미래인재교육원

3책

3개

7일

신분

비고

- 도서당 반납일 연장은 10회 가능
- 도서당 예약은 5명까지 가능
- 연체 등 제재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
연장/예약불가

※ 반납예정일을 초과할 경우 1일 1자료당 1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료는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결제로 납부(현금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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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시설
인문과학실(5F)

사회과학실(4F)
자유열람실
(3F)
과학기술실(2F)

이종훈 Lounge
(1F)

이순규 Lounge
(1F)
백남학술정보관

북

카 페
(1F)

- 철학(100)·어학(400)·문학(800)·역사지리(900) 분야의 단행본 및 지도
자료, English Library
- 총류(000)·종교(200)·사회과학(300)·경제학(330)·경영학(650) 분야의
단행본 및 취업관련 자료
-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오픈형 열람 공간(제3, 4열람실)
- 전자사물함 / FSM(Free Speaking Movement 휴게실), 옥외휴게실
- 컴퓨터(000)·자연과학(500)·응용과학(600)·예술체육(700) 분야의 단행
본, 강의도서
- 전자저널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인터넷 정보검색
- 편안한 휴식과 토론 공간, 영화감상 DVD Room 9실 및 멀티미디어
이용 공간, Creative Zone 7실
- 전자저널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인터넷 정보검색
- 편안한 휴식과 토론 공간, 수면큐브 8실, 전동 리클라이너 5개
VR스튜디오 1실 / Creative Zone 2실
- 편안하게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문화 공간
- 한양인 권장도서와 교수 저서, 신간/테마도서, 인기 잡지 등 다양한
도서 기획전시
1. 특별자료실
- 개인문고 (신용하, 조창현, 무돌, 구름재 등)

특별자료실/코너

- 고전자료실/북한자료실
2. 특성화코너 서가
- 신간/테마도서코너(1F), 강의도서서가(2F), 취업도서코너(4F),
English Library(5F), 트랜스내셔널인문학(B2), 동양문집실(B2) 등

Creative Zone

- 토론 및 그룹스터디가 가능한 공간(홈페이지 예약 신청)

하브루타 존

- Creative Zone 21실(4인용 18실, 8인용 2실, 10인용 1실)

(3F, 1F, B1)

- 하브루타 존 5실(2인용)

자유열람실
(3F, B1)
연속간행물실
(B2)

-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총4개의 자유열람실)
- 3F(제3, 4열람실), B1(제1, 2열람실)
- 신문, 잡지, 학술지 등의 정기간행자료, 연속간행물실 내에서만 이용
가능(대출불가),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의학학술정보관 - 의대본관 2층에 위치
법학학술정보관 - 경제금융관 1층에 위치
건축학술정보관 - 건축관 지하 1층에 위치
음악자료실

- 제2음악관 2층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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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서비스

도서관 아카데미

정보 검색 및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정기교육, 맞춤교육, 1:1 리서치컨설팅)
신청방법 : 백남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학습·연구 - 도서관 아카데미에서 희망 교육 신청

캠퍼스

서울/ERICA캠퍼스 학술정보관 간에 서로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 또는 소장 도서가
전권 대출중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가 신청하여 자관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타관의 소장상태가 대출가능인 단행본 도서만 신청)

타대학

학술정보관(백남, 의학, 법학, 건축, 음악)에 소장되지 않은 도서를 이용자가 타 대학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신청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관외 대출 가능한 단행본 도서만 가능)

상호대차
서비스

희망자료 신청
원문복사 서비스
타 기관
학술정보 제공

학술정보관의 미보유 국내·외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구입 신청
(연간계약 대상자료 제외)
학술정보관(백남, 의학, 법학, 건축, 음악)에 소장되지 않은 자료를 타 기관에 복사 의뢰
타 대학 소장 자료를 통합검색, 종합목록, 학술정보 제공(KERIS 등)

5. 근로장학생

국가근로장학생

본교 재학생은 개인시간을 활용하여 도서대출 및 서가배열 등의 근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매학기 선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처>
백남학술정보관
웹사이트

https://lib.hanyang.ac.kr/
모바일 앱 : '한양대학교 도서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yulibrary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hyulibrary

문의전화

02-222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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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
사회혁신센터(Social Innovation Center)
한양을 당당하게 만드는 건학이념 ‘사랑의 실천’.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혁신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우리.
내가 한양인임이 자랑스럽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 1994년 대학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조직하여, 지난 22년간 학생(희망한대),
교직원(행복한대), 동문(함께한대), 지역사회 등과의 교육, 봉사, 창업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사회공헌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학 ‘최초’라는 자부심과, 사회혁신 선도대학으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목표로 2017년
사회봉사단 산하의 ‘사회혁신센터’를 설치하였고, ‘사회봉사교과목’ 운영과 지역/기관의 연대를 통한 교내‧외 사회
혁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과 UN이 선포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인 17 SDGs을 접목하여 우리
한양인들이 직접 17 SDGs가 녹아 있는 사회혁신센터의 프로그램들에 직접 참여 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의 사
회혁신을 주도할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17 SDGs)를 향한 선언과 행동

한양대학교 지속가능발전목표 선언문
한양대학교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한양의 인재는 이웃, 지역사회,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해 배움을 실천하는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한양의 인재상은 모든 세계시민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한양인은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함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1. 사회봉사교과목(졸업필수, 핵심교양/일반영역) 운영
1) ‘사회봉사교과목’ 이란?
가. 1995년 ‘사회봉사교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졸업필수 요건
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학부과정 중, 사회봉사교과목 1학점을 이수해야 졸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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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봉사교과목’은 매학기(정규/계절) 개설되며, 수강신청 시 ‘신청 최대학점’을 초과 할 수 있습니다.
다. ‘졸업학점’에는 최대 4학점까지 인정됩니다.
라. 학기별 수강신청 대상이 상이하니, 신청 전 확인바랍니다.
- 정규학기(1학기/2학기) :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재학생
- 계절학기(여름학기/겨울학기) :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재학생 및 휴학생
마. ‘졸업예정자(8학기 이수, 조기졸업 및 의과대학 본과 진급 포함), 9학기 이상 학업연장자’는 졸업학기
직전 계절학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 당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신청 불가
- 당학연도 2월 졸업(예정)자 : 당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신청 불가

2) ‘사회봉사교과목’ 수강신청
가. ‘사회봉사교과목’의 수강신청은 각 단과대학 수강신청 일정과 독립하여 진행되므로, 각 학기 공지되는
수강신청 일정을 확인바랍니다.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www.hanyang.ac.kr)→전체공지→사회봉사 공지
나. 각 학기 개시 전 한양대학교 수강신청 페이지(portal.hanyang.ac.kr/sugang/sulg.do)을 통해 신청
다. 수강신청 페이지 로그인 → 상단 ‘사회봉사’ 메뉴 → ‘사회봉사수강신청’ 클릭 후 팝업 안내문 확인(사
회봉사교과목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3) 성적부여 안내
가. ‘사회봉사교과목’은 ‘P(PASS)/F(FAIL)’로 부여
나. 해당학기 이수조건을 평가하여 성적반영
① 사회혁신센터 기본교육 2시간(1회) 이수
② 사회봉사 신청 프로그램의 30시간 이상 활동
③ 한양인 포털을 통한 활동소감문(보고서) 3,000byte 이상 작성
다. ‘사회봉사교과목’의 성적은 학기성적(평점)에 반영되지 않음

2. 순수봉사시간 시스템(한양인 포털) 운영
1) ‘사회봉사교과목’을 통한 학점 활동 이외의 개인봉사 활동내역에 대하여. 활동시간 등록 및 증명서(한양대
학교 사회봉사단장) 발급 지원
가. 활동입력 가능기간 : 재학기간 중, 활동한 모든 개인활동(자원봉사)
나. 대상 : 한양대학교 전 구성원(한양인 포털 가입자)
다.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상단 ‘신청’ 메뉴 → ‘자원봉사입력’ 메뉴 클릭 → ‘추가’ 버튼 클릭 후 활동증명서 및
확인서의 정보 입력 → 입력 후, 활동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원본을 ‘사회혁신센터 사무실(한양플라자
2층)으로 제출
2) 등록(확정처리)된 순수봉사 확인서 발급
- HY-in 로그인 → 상단 ‘증명발급’ 메뉴 → ‘포털증명발급(무료)’ 메뉴 클릭 → 증명조직 ‘사회봉사단’ 클릭
후, ‘자원봉사증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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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한대 리더그룹
1) ‘희망한대 리더그룹’ 이란?
한양대학교 재학생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하며,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위
하여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개인 및 단체
2) 활동내용
가. 사회혁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지원하여 활동(매 학기 별 상이)
나.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구성원 모집하여 활동
3) 지원자격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해당학기 휴학생 및 군입대 예정자, 교환학생 예정자 제외)
4) 선발방법 :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 서류전형 및 면접
5) 활동혜택
가. 프로그램은 학기단위로 진행되며, 30시간 이상 활동을 의무로 함
(활동 완료 시 사회봉사 1학점, 미완료 시 F부여)
나. APYE 참가 지원 시 우대(서류전형 면제)
[Asia-Pacific Youth Exchange : 한양대학교-UYA-ADB 공동 주최의 아시아 태평양 청년교류 프로그램]
다. 수행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혁신센터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라. 사회봉사단장 명의 임명장 수여
마. 우수 활동자는 총장 명의 희망한대 리더그룹 활동 확인서 발급
* 우수활동자 : 본인 소속 프로젝트 포함 사회혁신 관련 80시간 이상 활동자(주 5시간 16주 활동 기준)
* 최소 활동 기준은 1학기 기준이며, 리더그룹 임명 이후의 모든 활동 시간은 누적 적용으로 졸업
전까지 기준 시간을 이수 시 총장 명의 리더그룹 활동 확인서 발급 가능
* 총장명의 증서 발급 :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 → “희망한대(사회봉사)리더그룹”
4. 활동 영역

국내

캠퍼스

멘토링, 행사, 홍보, 환경, 안내

농어촌

의료, 교육, 기술, 생활, 근로

지역사회

의료, 복지, 예술, 체육, 교육

기관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 복지시설

국제사회

국제단체, 의료, 기술, 교육

지방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4박 5일간 교육캠프를 진행하며 중, 고등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
도록 교과목(영어, 수학, 과학, 미술, 진로 등)을 창의적인 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습의 동기를 부여
해주고 1:1멘토링을 통해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으로 2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방학인 8
월, 12월에 진행됨.
2008년을 시작으로 충남 태안, 강원도 인제, 전라도 김제, 경남 함안, 충북 충주, 충남 공주 등
전국으로 학생 파견
국제경험 및 봉사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봉사 활동 기회 제공 해외봉사는 매년 여름, 겨울방학에
활동이 이루어지며 참가학생은 사회봉사단에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선발

해외

1994년 사회봉사단 창단 이래 러시아, 필리핀,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르완다, 라오스, 우간다, 아르헨티나 등 50여 개국 학생 파견
2016년 동계이후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희망한대 리더 그룹에서 기획한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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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혁신융합전공(학부전공)
1) ‘사회혁신융합전공’ 이란?
산적한 사회문제는 새로운 사고체계와 자원연계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사회혁신이라 명명할 수 있다. 사
회적경제를 포함해 사회혁신은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전과정을 포함
하며, 이를 통해 높은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낫게 변화시키는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자질함양과 실천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됨직한 다양
한 학문영역과 전공지식과의 융합을 지향한다.

• 교육목표
사회혁신융합전공은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의 전문지식과 실천능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적인 인
재양성을 지향하며, 다양한 사회생태계를 더 나은 방식으로 기획·연계·실현하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
목표를 갖는다. 또한 UN이 선포한 17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관된 사회문제에 대한 지속가능 솔루션
을 제시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융합전공을 목표로 한다.
2) 학위명 : 사회혁신학사 (Bachelor of Arts in Social Innovation)
3) 이수조건 : 주 전공 36학점 + 융합전공 36학점(전공핵심 21학점+전공심화6학점 포함)
4) 신청대상 : 1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이 있는 서울캠퍼스 학생 (매 학기 5월/ 11월 경 선발 예정)
(단, 학칙에 의해 다중전공 신청이 불가한 학생 제외)
5) 전공특징
가. PBL 중심 교육과정
나. 인턴십 연계활용 : 성수밸리 및 국내외 NGO 등과 연계
다. 사회혁신 비교과과정 참여 우선권 부여
라. 교육과정 자문그룹 : 사회혁신 관련 국내외 전문가의 교육 및 창업 관련 자문 협력 지원

6. 사회혁신융합전공 교육과정 및 커리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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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눈에 보는 한양의 사회혁신
프로그램

대상

시기

한양사회봉사

재학생

2019.03~2020.02

Ÿ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로 연간 총 4회 진행
Ÿ 이수자 수: 3,258명
Ÿ 프로그램 수: 898개

사회혁신 융합전공

재학생

2019.03~2019.12

Ÿ 2019 사회혁신융합전공생: 61명(누적 146명)
Ÿ 특징: PBL 중심 교육과정, 인턴십 연계 활용, 사회혁신 비
교과 과정 참여 우선권 부여, 교육과정 자문그룹 운영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재학생

운영내용 및 성과

19.3~20.2

Ÿ 목적: 전공 연계 사회문제 해결 실전 역량 제고
Ÿ 내용: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관리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학생지원 체
계 마련, 이공계열, 비이공계열간 특성화를 통한 확산
Ÿ 참여자 수: 948명(이공계열 : 754명 / 비이공계열 : 194명)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

재학생

2019.03~2019.12

Ÿ 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청 선정 지역 취
약계층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학업 및 정서지원의 1:1 멘토링
프로그램
Ÿ 참여인원: 23명

현장실습

재학생

2019.01.15.~
2019.12.23

Ÿ 내용: 산업현장에서의 실무 경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
여 사회혁신인재로서의 역량 증진
Ÿ 누적참여자 수: 카이나 현장 파견 실습생 31명(단기봉사 포함)

개교기념
사회봉사상 시상식

재학생 수상자

19.5.15.

Ÿ 목적: 건학정신에 따라 ‘사랑을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를 취합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재학생에게 시상

희망한대 리더그룹

재학생

2019.03~2020.2

Ÿ 목적: 사회혁신형 봉사문화 창출
Ÿ 참여인원: 109명
Ÿ 성과: 총 7개의 프로젝트 운영, 각종 학회 및 워크샵 운영

2019.12.~2020.2.

Ÿ 목적: Action Learning을 통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경제의 실제
경험 제공
Ÿ 참여인원: 58명
Ÿ 성과: Play Changemaker 퍼실리테이터 58명 양성, 5개 지역 멘토링
캠프 운영

사회적경제리더과정
(Play Changemaker)

재학생

Ÿ 목적: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보장
2019.11.14.~2020.0 Ÿ 참여인원: 17명
Ÿ 성과: 중국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과제와 창업팀의 과제
1.18
를 국내, 국제에서 수행하여 우수 창업아이템은 사업화 지원
추진

한양 Red Lion 글로벌
인턴십 프로젝트

재학생

리빙랩 프로젝트

재학생

2019.10.01.~
2020.01.31

Ÿ 목적: 성동구 내 지역사회 혁신
Ÿ 이수학생: 17명
Ÿ 성과: 총 5건의 사회혁신 솔루션 도출

IBC 사회혁신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전교 및 타대학 확산)

대학

2019.07.03.~
2019.08.21

Ÿ 목적: 사회혁신전문 기관과 협력을 통한 심화과목 운영
Ÿ 참여인원: 재학생 5명, 타교생 21명
Ÿ 성과: 루트임팩트와 공동으로 산학협력 교과목 운영

APYE (Asia Pacific
Youth Exchange)

한양 체인지메이커
멘토링캠프

재학생,
해외 대학 학생

재학생,
전국 중고등학생

2019.07~2020.02

Ÿ 목적: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청년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
는 국제교류프로그램
Ÿ 참여인원: 38명
Ÿ 성과: 사회혁신 가치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

2019.07~2019.08
/2019.01~2020.02

Ÿ 목적: 교육-문화 소외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대인관
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멘토링 캠프
Ÿ 참여인원: 재학생 멘토 89명, 청소년 멘티 336명
Ÿ 성과: 교육 소외 지역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자질 함양 및 재학
생 멘티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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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유스체인지메이커스
프로젝트

대상

시기

운영내용 및 성과

Ÿ 목적: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양성
대학생 멘토
2019.09 ~ 2019.11 Ÿ 참여인원: 27명(재학생 10명, 멘티 17명)
수도권 지역 고등학생
Ÿ 성과: 총 6개의 사회문제 솔루션 도출

2019.08.18. ~
08.26.

Ÿ 목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한국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청년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Ÿ 참여인원: 178명(한양대 23명)
Ÿ 성과: 사회혁신가치 공유 및 지역사회 협력기반 구축

2019.09.16.~
2019.09.27

Ÿ 목적: 대학, 지역, 기업, 국제기구의 사회혁신 산학협력을 위한
노력/성과를 국내외 청년들과 공유하는 축제
Ÿ 참여인원 : 1,048명
Ÿ 성과: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산학협력의 실적을 지역사회 및 글
로벌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

스탠퍼드소셜이노베이 소셜섹터 종사자
션리뷰(SSIR) 글로벌 사회혁신 연구자 및
활동가
임팩트 컨퍼런스

2019.10.29.~
2019.10.30

Ÿ 목적: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협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의 장 마련
Ÿ 참여인원: 150여명
Ÿ 성과: SSIR 발행인, 편집인, 아시아의 5개국의 사회혁신 활동가
들이 참여

2019 제 8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청소년 및
교육업 종사자
교육기부박람회

2019.10.23.~
2019.10.26

Ÿ 목적: 유아동, 청소년 등을 위해 한양대학교의 사회혁신 교육
컨텐츠 공유 및 시연
Ÿ 성과: 부스 방문자 약 500명, Play Aid Kit, SDGs 리터러시 보드
게임 등의 교구 효과 검증

지역 사회혁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19.11~2020.1

Ÿ 목적 :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대학의 건강한 산학협력을 통해
‘사회혁신 산학협력’의 가치 공유 및 확산
Ÿ 선정기업 : 23개
Ÿ 성과 : 1차년도 ‘금호동 금남시장’ 일대 가게 대상 착한기
업 21개 선정, 2차년도 체인지메이커스그룹에 참여한 산학협
력 활성화 참여 기업 등 21개 선정, 3차년도 ‘한양대 앞 상
점가’일대 상점 대상 23개를 선정하여 총 65개 기업 확보

재학생

2019.07.06.~
2019.7.15

Ÿ 목적: APYE 후속 프로그램으로, 퀘존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유학생 자체 기획 봉사 프로그램
Ÿ 참여인원: 재학생 17명, 수혜 커뮤니티 주민 약 200명
Ÿ 성과: 현지 커뮤니티 주민의 마인드셋 고취,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 형성

APYE in KOREA

Seventeen Hearts
Festival

더착한기업 성동 선정

2019 자체개발 하계
해외봉사
(필리핀 퀘존시)

재학생,
해외 대학학생

전 대학 및
지역사회혁신기업

상기 활동들은 [2019학년도 기준이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매년 이루어지기도 하며 일부는 1회성이나 유
사한 프로그램으로 사회혁신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오니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 기대 바랍니다.]

<문의처>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
웹사이트

http://www.hvc.hanyang.ac.kr

문의전화

02-2220-0537~0540
02-2220-2407~2409

전송(Fax)

02-2220-1745

위치

한양플라자 2층, 사회혁신센터 사무실

● 나는 지금 세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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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통하는 한양의 관문 : 국제교육원”

대부분의 사람에게 외국어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어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입니다. 여기서 외국어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도 포함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중국에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중국어 잘 하는 방법은 없을
까?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일본어를 한 시간 더 배울 수는 없을까? 한국어를 짧은 기간 안에 배워
바로 전공 수업을 들을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을 오랜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실제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곳이 바로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입니다.
우리 국제교육원의 장점은 우수한 교수진입니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 엄선된 전문 교·강사들이 영어․중국어․일
본어 원어민 회화, TOEIC․TOEFL 등의 수험영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과정 등 학생들의 눈높이
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학생능력에 따른 교육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외국어 과정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본인의 레벨에 따라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
다. 학교 수업 전․후, 공강 시간을 할애하여 강좌를 수강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강좌를 수강하면 어느새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교양과 국제 매너를 갖춘 멋진 내가 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하게 될 것입니다.

2. 등록
10주 단위(여름 및 겨울 방학 동안은 8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장기간 등록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적
합합니다. 개강은 3, 6, 9, 12월로 일 년에 4번, 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
니다. 한양대학교 재학생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3. 정규 프로그램

집중 영어 과정

ㆍ원어민 영어회화
ㆍTOEIC
ㆍ TOEFL

전화 외국어과정

ㆍ영어 ㆍ중국어 ㆍ일본어

기타 언어 과정

ㆍ원어민 중국어 회화과정(공자 아카데미) ㆍ 원어민 일본어 회화 과정

ㆍ 한양대 대학원 졸업인증을 위한 영어 과정

※ 각 프로그램은 학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4. 정규 프로그램 등록기간 :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참고(iie.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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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입생을 위한 특별과정
대학생활과 사회진출 시 반드시 필요한 ‘공인 어학성적’을 향상시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글로벌 리더를 양성
하기 위한 어학 프로그램
구분

내용
▸수준별로 다양한

과정 구성

시험영어 과정운영

▸수강과목: 토익, 토플, 아이엘츠, 토익스피킹, 오픽,

등

▸현장수업 9개월 + 온라인으로 부족한 부분 집중보충(여름학기, 겨울학기)
▸제휴를 통해 유명 강사의 온라인 강좌 할인 제공

강의기간
강사
강의시간
레벨
혜택

[현장강의]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학기별 수강 가능)
[온라인 강의] 상시 수강가능
한양대학교 어학특강 전임강사 및 전화영어/온라인 강사진
▸현장수업 - 1일 1~2시간, 주 2~4일 전공시간표에 맞춰 어학시간표 작성
▸온라인수업 - 본인 희망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가능
Test 및 학생 컨설팅 결과에 따라 수준별 학습 진행과정 및 레벨설정
▸과정별 Test 무료 제공
▸우수 강사진의 온라인 강의 제공

6. 한양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중국 정부에서 파견한 원어민 중국강사로부터 중국어를 배워볼 수 있는 한양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판의 지원 아래, 중국 길림대학과 협력하여 한양대학교 학우 및 인근지역주민을 위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강의하고, 중국문화 행사 등을 열어 G2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자아카데미 중국어 강좌 수강을 통해 중국어 실력도 쌓고, 이를 바탕으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국단기
연수에도 참가할 수 있고,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장학제도에 신청하여 1학기, 1년, 석사과정을 학비, 기숙사,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중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처>
국제교육원
웹사이트

http://iie.hanyang.ac.kr/
http://kongzi.hanyang.ac.kr

문의전화

02-2220-1666
02-2220-1449(토익, 토플)
02-2220-1682(공자아카데미)

전송(Fax)

02-2220-1664

위치

국제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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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세계로 간다
“세계로 통하는 한양의 관문 : 국제교육원”

대부분의 사람에게 외국어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어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입니다. 여기서 외국어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도 포함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중국에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중국어 잘 하는 방법은 없을
까?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일본어를 한 시간 더 배울 수는 없을까? 한국어를 짧은 기간 안에 배워
바로 전공 수업을 들을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을 오랜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실제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곳이 바로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입니다.
우리 국제교육원의 장점은 우수한 교수진입니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 엄선된 전문 교·강사들이 영어․중국어․일
본어 원어민 회화, TOEIC․TOEFL 등의 수험영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과정 등 학생들의 눈높이
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학생능력에 따른 교육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외국어 과정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본인의 레벨에 따라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
다. 학교 수업 전․후, 공강 시간을 할애하여 강좌를 수강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강좌를 수강하면 어느새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교양과 국제 매너를 갖춘 멋진 내가 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하게 될 것입니다.

2. 등록
10주 단위(여름 및 겨울 방학 동안은 8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장기간 등록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적
합합니다. 개강은 3, 6, 9, 12월로 일 년에 4번, 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
니다. 한양대학교 재학생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3. 정규 프로그램
집중 영어 과정

ㆍ원어민 영어회화
ㆍTOEIC
ㆍ TOEFL

전화 외국어과정

ㆍ영어 ㆍ중국어 ㆍ일본어

기타 언어 과정

ㆍ원어민 중국어 회화과정(공자 아카데미) ㆍ 원어민 일본어 회화 과정

집중 한국어 과정

ㆍ10주 정규 한국어과정(봄/여름/가을/겨울)
ㆍ1:1 한국어반(본인 스케쥴에 맞춰 1:1 한국어 수업 가능)

※ 각 프로그램은 학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4. 정규 프로그램 등록기간 :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참고(iie.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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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입생을 위한 특별 어학과정
대학생활과 사회진출 시 반드시 필요한 ‘공인 어학성적’을 향상시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글로벌 리더를 양성
하기 위한 어학 프로그램
구분

내용
▸수준별로 다양한

과정 구성

시험영어 과정운영

▸수강과목: 토익, 토플, 아이엘츠, 토익스피킹, 오픽,

등

▸현장수업 9개월 + 온라인으로 부족한 부분 집중보충(여름학기, 겨울학기)
▸제휴를 통해 유명 강사의 온라인 강좌 할인 제공

강의기간
강사
강의시간
레벨
혜택

[현장강의]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학기별 수강 가능)
[온라인 강의] 상시 수강가능
한양대학교 어학특강 전임강사 및 전화영어/온라인 강사진
▸현장수업 - 1일 1~2시간, 주 2~4일 전공시간표에 맞춰 어학시간표 작성
▸온라인수업 - 본인 희망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가능
Test 및 학생 컨설팅 결과에 따라 수준별 학습 진행과정 및 레벨설정
▸과정별 Test 무료 제공
▸우수 강사진의 온라인 강의 제공

6. 한양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중국 정부에서 파견한 원어민 중국강사로부터 중국어를 배워볼 수 있는 한양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판의 지원 아래, 중국 길림대학과 협력하여 한양대학교 학우 및 인근지역주민을 위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강의하고, 중국문화 행사 등을 열어 G2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자아카데미 중국어 강좌 수강을 통해 중국어 실력도 쌓고, 이를 바탕으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국단기
연수에도 참가할 수 있고,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장학제도에 신청하여 1학기, 1년, 석사과정을 학비, 기숙사,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중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처>
국제교육원
웹사이트

http://iie.hanyang.ac.kr/
http://kongzi.hanyang.ac.kr

문의전화

02-2220-1667(한국어)
02-2220-1449(토익, 토플)
02-2220-1682(공자아카데미)

전송(Fax)

02-2220-1664

위치

국제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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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주요부서 전화번호
업

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록

재무팀

02) 2220-0204~5

입학식

교무팀

02) 2220-2057

생활관 입사 신청

학생생활관

02) 2220-1471~2

학사제도

학사팀

02) 2220-0060∼8

학생증 발급, 학생의료혜택

학생지원팀

02) 2220-0085

장학

학생지원팀

02) 2220-0094～6, 2041

Placement Test
HY-CCA

창의융합교육원

복지 서비스

장학복지회

도서관 이용

백남학술정보관

사회봉사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

어학

국제교육원

총동문회

총동문회

02) 2220-2275(Placement Test)
02) 2220-2875(HY-CCA)
02) 2220-0097～100
02) 2220-1353
02) 2220-0536～40
02) 2220-1663, 1667
02) 2294-8585

▶ 단과대학 행정팀 (수강신청 및 휴학(휴) 안내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공과대학 행정팀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행정팀
의과대학

02) 2220-3110~3117

경영대학

02) 2220-2435, 2432(휴)

02) 2220-3133

사범대학

02) 2220-1094

02) 2220-0676(의예)
02) 2220-1841(의학)

생활과학대학

02) 2220-1173, 1175(휴)

인문과학대학

02) 2220-0740, 0770(휴)

음악대학

02) 2220-1223

사회과학대학

02) 2220-0814, 0815(휴)

예술‧체육대학

자연과학대학

02) 2220-0886, 0885(휴)

국제학부

02) 2220-0281

정책과학대학

02) 2220-2762, 2764(휴)

간호학부

02) 2220-3162, 3163(야)

경제금융대학

02) 2220-1012

02) 2220-1315, 1314(휴)

● 교통안내
ㆍ버스 : 121, 263, 302, 2012, 2013, 2014, 2016, 2220, 2222, 2411, N62 한양대 앞 하차
ㆍ지하철 : 2호선 한양대역 하차(2번 출구 - 교내 바로 연결), 5호선 및 국철 왕십리역 하차(도보 10∼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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