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변경사항)

 2018학년도 수시 전형요약 및 모집인원

구분 정원내/외 전형명
모집인원(명)

(B)-(A) 비 고2017 
(A)

2018 
(B)

수시

정원내

적성우수자 - 363 +363 적성우수자 전형 시행

교과성적

우수자

기본교과 514 381 -133 교과성적우수자-기본교과 전형 축소

전교과 219 - -219 교과성적우수자-전교과 전형 폐지

실기우수자 80 79 -1

특기자

무용 6 6

뷰티디자인

매니지먼트
- 4 +4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특기자 전형 신설

학생부

종합

한성인재 180 180  

국가보훈

대상자
32 - -32

배려대상자 32 - -32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른기회

사회배려대상자

- 45 +45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른기회사회배려대상 전형
통합 신설

정원외

농어촌학생 56 57 +1

특성화고교 졸업자 21 20 -1

특성화고교졸재직자 80 80

재외국민과 외국인 28 28

수시 모집인원(비율)
1,248

(75%)

1,243

(75%)

2018학년도: 1,647명 기준

(정원내1,461명/정원외158명/재외국민28명) 

 2017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 수시 주요 변경사항

모집시기 변경사항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수시

적성우수자 전형 시행 - 적성우수자 전형 시행

특기자 전형 신설 -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특기자 전형 신설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

․ 정원내 학생부종합 일반학과(244명)

 - 한성인재: 180명

 - 고른기회-국가보훈대상자: 32명

 - 대학독자-배려대상자: 32명 

․ 정원내 학생부종합 일반학과(225명)

 - 한성인재: 180명

 -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른기회사회배려

   대상자: 45명(전형 통합 신설)

전형 방법
․ 1단계: 서류평가 100%

․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40%

단일전형평가: 학생부(기본교과) 40% + 

서류평가 60%

※ 면접평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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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수시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계열 / 단위 최저학력기준 반영비율(100%) 반영교과

수

시

학
생
부
︵
교
과
︶
위
주

적성우수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글로벌패션산업학부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60%+전공적성(40%)

국/영/
수/사

IT공과대학
국/영/
수/과

교
과
성
적
우
수
자

기본

교과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글로벌패션산업학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주
국어, 수학나형,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학생부(기본교과) 100%

국/영/
수/사

야
국어, 수학나형,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IT공과대학

주
과탐 응시자로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학생부(기본교과) 100%
국/영/
수/과

야
과탐 응시자로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특기
자

미용

특기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없음 학생부(기본교과)100%

국/영/
수/사

학
생
부
종
합

한성인재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글로벌패션산업학부
없음

학생부(기본교과)40% +

서류평가 60%

국/영/
수/사

국/영/
수/과 IT공과대학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회적배려
대상[고른기회]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글로벌패션산업학부
없음

학생부(기본교과)40% +

서류평가 60%

국/영/
수/사

 IT공과대학
국/영/
수/과

농어촌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글로벌패션산업학부
없음

학생부(기본교과)40% +

서류평가 60%

국/영/
수/사

 IT공과대학
국/영/
수/과

특성화고교

사회과학부,글로벌패션산업학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IT공과대학

없음
학생부(전교과)40% +

서류평가 60%
전교과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사회과학부(야),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야)
없음

학생부(전교과)40% +

서류평가 60%
전교과

실

기

위

주

실기우수자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30% + 

실기고사 70% 국/영/

수/사
ICT디자인학부(주/야)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40% + 
실기고사 60%

농어촌학생 ICT디자인학부(주)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40% + 

실기고사 60%

국/영/

수/사

특성화고교
졸업자 

ICT디자인학부(주) 없음
학생부(전교과) 40% + 

실기고사 60%
전교과

특기
자

무용 

특기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20% + 
실기고사 80%

국/영/

수/사

기타
재외국민/

외국인
전 모집단위 없음 면접고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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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2018학년도 수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정원내)

단과대학 학부(전공)

수시 선발인원

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위주

교과성적 우수자
특기자

학생부
종합

국가보훈
대상자및
고른기회
사회적

배려대상

실기

우수
특기자

적성
우수자

기본
교과

한성
인재 배려대상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주) 41 25 40 12 　 118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야) 22 15 30 　 67

예술학부

동양화 　 　 　

서양화 　 　 　 　

한국무용 　 　 　 4 2 6

현대무용 3 2 5

발   레 　 　 　 4 2 6

미래융합사회

과학대학

사회과학부(주) 43 47 25 15 　 　 130

사회과학부(야) 44 44 25 113

디자인대학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 19 22 5 3 　 　 49

글로벌패션산업학부(야) 21 24 5 　 50

ICT디자인학부(주) 56 56

ICT  

디자인학부(야) 

게임

일러스트레이션
12 12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주) 8 2 　 　 10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야) 8 2 10

IT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주)

[주간]

116

[주간]

126

[주간]

25

[주간]

15
　 　

[주간]

282

컴퓨터공학부(야)

기계전자공학부(주)

기계전자공학부(야)

[야간]

57

[야간]

62

[야간]

25

[야간]

144

IT융합공학부(주)

IT융합공학부(야)

스마트경영공학부(주)

스마트경영공학부(야)

총 계(명) 363 381 4 180 45 79 6 1,058

※ 미충원 이월 인원 포함(3명)

※ IT공과대학의 경우 학부 구분 없이 입학하며(주/야 단위별 통합) 2학년 진학시 학부(트랙) 선택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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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수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정원외)

단과대학 학부(전공) 

 선발인원

소계
학생부종합 실기위주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
고교졸
재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크리

에이

티브

인문

예술

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주간] 9명
[야간] 5명

예술학부

동양화

서양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   레

미래융합

사회과학

대학

사회과학부 [주간] 9명
[야간] 7명

[주간] 4명
[야간] 3명

[야간]40명

디자인

대학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주간] 2명
[야간] 2명

[주간] 2명
[야간] 1명

ICT디자인학부 [주간] 3명 [주간] 2명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주간] 1명
[야간] 1명 [야간]40명

IT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주간] 9명
[야간]10명

[주간] 3명
[야간] 4명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총 계 53명 19명 80명 3명 2명 157명

※ IT공과대학의 경우 학부 구분 없이 입학하며(주/야 단위별 통합) 2학년 진학시 학부(트랙) 선택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 모집

※ 학부(과)별 트랙(전공) 소개    

※ 세부트랙 및 트랙선택 관련 사항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입학후 학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학부 내에서 세부 트랙의 구분 없이 입학하며, 2학년 진학시 트랙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IT공과대학은 학부 구분 없이 입학하며, 2학년 진학시 트랙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사회과학부(야)/디자인대학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야)에 입학한 경우, 

  사회과학부(야)☞ 공직진출, 법&정책, 회계‧재무경영 트랙만 선택 가능, 디자인대학(야)☞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만 선택 가능

단과대학 학부(과) 트랙(전공)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영미문학문화, 영미언어정보, 한국어교육, 문학문화콘텐츠, 

글로컬역사, 역사문화콘텐츠, 도서관정보문화, 디지털인문정보학

예술학부 동양화, 서양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다문화예술복지

미래융합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국제통상, 글로벌비즈니스, 기업‧경제분석, 금융‧데이터분석, 

*공직진출, *법&정책, 부동산자산관리, 스마트도시계획‧환경비즈니스, 

벤처경영, 기업경영, *회계‧재무경영(*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가능트랙)

디자인대학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패션크리에이티브디렉션

ICT디자인학부

뉴미디어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 

제품‧서비스디자인, 패키지‧브랜드디자인, 인테리어‧코디디자인, 

VMD‧전시디자인, 게임일러스트레이션(야)

뷰티디자인
매니지먼트학과

IT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모바일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디지털콘텐츠‧가상현실, 웹공학

기계전자공학부 기계설계, 기계자동화, 전자, 정보시스템

IT융합공학부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ICT융합엔터테인먼트

스마트경영공학부 스마트시스템경영, 스마트생산물류, 스마트융합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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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충원합격발표 및 등록 등 안내

 1. 원서접수

 1. 원서접수 안내
  본교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원서를 접수하며, 원서접수 대행업체는 [유웨이]입니다. 원서접수 경로는 [본교 입학 홈페

이지 http://enter.hansung.ac.kr]를 통하거나, [(주)유웨이 http://www.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여 해당 사이

트의 안내에 따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가 온라인으로 제공됨에 따라 본교에 입학원서를 접수 완료한 수험생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수능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접수취소 불가 및 전형료 환불 불가  

 인터넷으로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서는 신중히 입력하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완료 이후 취소 및 수정 불가

  원서접수 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 접수자의 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은 불가하며, 또한 결시, 부정

행위 등의 사유로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가. 입학원서는 인터넷상으로만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인터넷 접수 100%)

  

  나. 단, 서류제출은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마감 : 2017. 9. 18(월) 17:00 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9월 18일 소인 유효)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전형유형별로 요구되는 지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 또는 보호자와 가장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의 착오ㆍ누락ㆍ오기 등으로 인하여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1.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또는

        [(주)유웨이 http://www.uwayapply.com]사이트에 접속

     2. 인터넷 원서접수 클릭  대입표준공통원서 회원가입 

     3. 표준공통원서 작성  한성대학교 선택  유의사항 확인  추가지원사항 작성  전형료 통합결제

     4. 수험표 확인 및 출력  첨부서류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Step. 05
 해당자 서류제출

http://enter.hansung.ac.kr
http://www.uwayapply.com
http://enter.hansung.ac.kr
http://www.uway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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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형일정 및 등록 안내

 2018학년도 수시 모집일정표

구     분 일    정    안    내 비     고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적성우수자, 교과성적우수자(기본교과), 미용특기자 

학생부종합
한성인재, 배려대상,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교졸재직자

실기위주 실기우수자, 무용특기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원서접수 2017. 9.12(화) 10:00 ~ 9.15(금) 17:00 ․ 인터넷 접수

서류접수 
2017. 9.18(월) 17:00 까지

․ 9월18일 
 소인유효(우편발송시)

적성고사 2017.10.22(일)

실기고사

예술학부
(한국무용,

현대무용,발레)

ICT디자인학부(주)

 「사실표현과 응용표현」

 ICT디자인학부(주)
「상황표현」,「발상표현」

 ICT디자인학부(야)
게임일러스트레이션
「게임상황표현」

2017.10.28(토) 2017.10.29(일)  2017.11. 5(일)

※ 세부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교 입학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구     분 일    정    안    내 비     고

합격자발표(수시)

학생부
교과

▪ 적성우수자

▪ 미용 특기자전형 

2017.11. 9(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 및 

  예치등록금

  고지서 출력

 *별도 교부 없음

 실기전형

▪ 실기우수자
▪ 무용 특기자전형

▪ 농어촌학생 실기학과
▪ 특성화고교졸업자 실기학과

학생부종합

▪ 한성인재 일반학과
▪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른기회사회적배려대상자 
▪ 농어촌학생 일반학과
▪ 특성화고교졸업자 일반학과
▪ 특성화고교졸재직자

▪ 교과성적우수자(기본교과) 전형 2017.12.12(화) 

발  표  방  법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및 ARS

등  록  기  간

(예치등록금)

2017. 12.18(월)10:00 ~ 12.21(목) 16:00

*** 예치등록금 : 전 학과(부) 300,000원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발표차수 발표일정 등록기간(예치등록금) 발표방법

1차 충원발표
2017.12.22(금) 

10:00
2017.12.23(토) 

12:00까지

본교 입학 

홈페이지

2차 충원발표
2017.12.23(토) 

18:00 
2017.12.26(화) 

12:00까지

3차 충원발표
2017.12.26(화)

18:00
2017.12.27(수) 

12:00까지

4차(최종)
충원발표

2017.12.27(수)
18:00

2017.12.28(목) 
16:00까지

최종 등록 기간

(최종등록금)
2018. 1.31(수) 10:00 ~ 2. 2(금) 16:00

등  록  장  소 합격자 발표 시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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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원합격여부는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합격자 발표 당일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2.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포기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3. 등록예치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4. 수시 모집하는 대학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시 지원 횟수는 학생 1인당 최대 6회(6개 전형)로 제한(한 대학

의 여러 전형 지원도 모두 횟수로 산정,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되며, 수시 모집에서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

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입학허가가 취소됩니다.

  5.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됩니다. 

  6. 수시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7. 수시 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모두 등록여부에 관계없

이 이후에 실시하는 모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수

시 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모두 해당)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 시 입학을 취소합니다.

  8. 보훈장학생의 경우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보훈(지)청 발급]를 지참하고 본교 입학관리팀에 직접 방문

     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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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전형별 안내

 [정원내] 적성우수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학부 주간 야간

인문계열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41 22

사회과학계열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43 44

예술계열 디자인대학 글로벌패션산업학부 19 21

공과계열 IT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116 57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총 계 219 144

    ※ 글로벌패션산업학부의 경우 디자인대학(예술계열)이지만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IT공과대학의 경우 학부 구분 없이 입학하며(주/야 단위별 통합) 2학년 진학시 학부(트랙) 선택  

    ※ 최종 주요사항이나 모집요강은 6월 이후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 전형방법

  

전형유형 수능최저 학력기준 구분 반영비율 만점 기본점수

적성우수자 없음
전공적성고사 40% 400점

1000점
100점

학생부 60% 600점 150점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47~49쪽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사항) 참조

5. 적성고사

 가. 전형일: 2017.10.22.(일)

    [인문/사회과학/예술계열: 10:00~11:00, 공과계열: 14:00~15:00]

* 장소 및 기타 세부사항은 수험생 안내문에 최종 공지함 

나. 출제영역 및 고사시간

영역구분 출제영역 문항수 및 고사시간

국어 고교 교과과정 30문항
60분(총 60문항)

수학 수학 나형에서만 출제 3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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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성고사 점수 배점

   

해당전형 계열 반영비율 만점 기본점수 영역별 문항당 배점

학생부(교과) 

위주

 - 적성우수자

인문계열

(패션학부포함)
40% 400점 100점

국어 :  6.0점 x 30문항 = 180점

수학 :  4.0점 x 30문항 = 120점

사회과학계열 40% 400점 100점
국어 :  5.0점 x 30문항 = 150점

수학 :  5.0점 x 30문항 = 150점

공과계열 40% 400점 100점
국어 :  4.0점 x 30문항 = 120점

수학 :  6.0점 x 30문항 = 180점
  

라. 기출문제 :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enter.hansung.ac.kr) 자료실 – 영향평가 - 적성고사 참조

마. 기타 :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출제하며 오답에 대한 감점 없음

바. 유의사항 

    1) 고사준비물 : 수험표 및 신분증 (※ 필기도구는 본교에서 배부) 

    2) 적성고사에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3) 적성고사 실시와 관련된 고사 시간 및 고사장 배정에 대한 수험생 안내문은 2017년10월19일(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니, 반드시 안내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4) 적성고사 수험생 안내문 및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6. 세부 전형일정 

7. 전형료 

   전 모집단위: 70,000원 

    ※ 인터넷 접수 수수료 : 학교부담

8. 제출서류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반드시 출신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나.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 : 주민등록초본 1부

서류제출 장소 :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제출 기한 : 2017. 9.18(월) 17:00 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9월 18일) 소인 유효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제출서류 하단에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부(과)명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외 지원자격 및 사실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전형유형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17. 9. 12(화) 10:00 

~ 9. 15(금) 17:00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해당자)

2017. 9. 18(월) 17:00 까지  우편발송 시 9월 18일 소인 유효

적성고사 2017. 10. 22(일) 

 세부 사항은 “수험생 안내문” 참조

    *** 적성고사 관련 수험생 안내문은 

    2017. 10. 19(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 2017. 11. 9(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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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내] 교과성적우수자(기본교과)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가. 기본교과

     

계열 단과대학 학부 주간 야간

인문계열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25 15

사회과학계열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47 44

예술계열 디자인대학
글로벌패션산업학부 22 24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8 8

공과계열 IT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126 62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총 계 228 153

       ※ IT공과대학의 경우 학부 구분 없이 입학하며(주/야 단위별 통합) 2학년 진학시 학부(트랙) 선택  

       ※ 최종 주요사항이나 모집요강은 6월 이후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에 이월하여 선발하며,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고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본교 반영교과인 5개영역 교과(국,영,수,사,과) 이수단위 100 이상을 충족한 자

3. 전형방법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47~49쪽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사항) 참조

전형명 모집계열 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비율/과목 전형총점 

교과성적

우수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사회과학부/글
로벌패션산업학부/뷰티
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주
국어, 수학나형,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학생부(기본교과) 
100%

(국/영/수/사 반영)
1,000점

야
국어, 수학나형,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IT공과대학

주
과탐 응시자로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학생부(기본교과) 

100%
(국/영/수/과 반영)

1,000점

야
과탐 응시자로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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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전형일정 

6. 제출서류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반드시 출신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나.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 : 주민등록초본 1부

서류제출 장소 :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제출 기한 : 2017. 9.18(월) 17:00 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9월 18일) 소인 유효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제출서류 하단에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부(과)명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외에 지원자격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전형유형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17. 9.12(화) 10:00~ 9. 15(금) 17:00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해당자)
2017. 9. 18(월) 17:00 까지  우편발송 시 9월 18일 소인유효

합격자 발표 2017.12.12(화)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 등록 및 충원합격자 발표 등 세부일정은 모집요강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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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내] 특기자 특별전형 -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학부 주간 야간

예술계열 디자인대학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2 2

총 계 2 2

※ 최종 주요사항이나 모집요강은 6월 이후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특기자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 미용사자격증(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이용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민간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본교 반영교과인 5개영역 교과(국,영,수,사,과) 이수단위 100 이상을 충족한 자

3. 전형방법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47~49쪽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사항) 참조

5. 세부 전형일정 

   ※ 특기자전형 지원자의 경우, 서류 미제출시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니 이 점을 유념하여 서류 제출 

      마감일 2017년 9월 18일(월)까지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취득자격증에 대한 확인서 제출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반드시 출신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 : 주민등록초본 1부

   

전형유형 수능최저 학력기준 반영비율/ 과목 전형총점 

특기자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100%

(국/영/수/사 반영)
1,000점

전형유형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17. 9.12(화) 10:00~ 9. 15(금) 17:00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해당자)
2017. 9. 18(월) 17:00 까지  우편발송 시 9월 18일 소인 유효

합격자 발표 2017.11. 9(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 등록 및 충원합격자 발표 등 세부일정은 모집요강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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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장소 :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제출 기한 : 2017. 9.18(월) 17:00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9월 18일) 소인 유효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제출서류 하단에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부(과)명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외 지원자격 및 사실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15 -

 [정원내] 일반학부(과): 학생부종합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학부

주간 야간

한성

인재

국가보훈

대상자 및

고른기회

사회배려

대상

한성

인재

인문계열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40 12 30

사회과학계열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25 15 25

예술계열 디자인대학 글로벌패션산업학부 5 3 5

공과계열 IT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5 15 25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총 계 95 45 85

 

    ※ IT공과대학의 경우 학부 구분 없이 입학하며(주/야 단위별 통합) 2학년 진학시 학부(트랙) 선택 

    ※ 최종 주요사항이나 모집요강은 6월 이후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3. 전형방법

한성인재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3개 학기(3학년 1학기 포함) 이상 있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국외고교 졸업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 할 수 없음

※ 특성화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또는 유사 교육기관 등의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른기회

사회적배려대상자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3개 학기(3학년 1학기 포함) 이상 있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발급이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호(수급자)의 가구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복지급여(건강보험본인부담

금 경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학생

 -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 아동보육 시설에 3년 이상 재원한 자

 - 소년소녀가장 대상자

전형명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과목 전형총점 

학생부
종합전형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학생부 40%+ 서류평가 60%
학생부

(국/영/수/사 반영)
1,000점

 IT공과대학 학생부 40%+ 서류평가 60%
학생부

(국/영/수/과 반영)
1,000점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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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 학교생활기록부 + 서류평가

      1) 대상 : 지원자 전원

      2) 평가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3) 평가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 47~49쪽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사항) 참조 

        -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비교과)와 자기소개서에 대해 평가영역인 전공잠재력 및 인성의 

                     세부 평가 요소들을 정성·종합 평가함

       ※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며, ‘유사도 검증결과에 따른 처리기준’을 준용함.  

    - 검색 결과 표절, 대필, 허위사실 등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형 종료 후 사후 

          모니터링 결과 표절, 대필 및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이 허가된 이후라도 입학을 취소함

        - 유사도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4)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서류평가 성적 우위자, 2순위-학교생활기록부(교과) 성적 우위자

  

 5. 세부 전형일정 

전형유형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및

자기소개서 입력

- 원서접수: 2017. 9. 12(화) 10:00 

          ~ 9. 15(금) 17:00 

- 자기소개서입력: 

  2017. 9.12(화) 10:00 ~ 9. 16(토) 17:00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해당자)        2017. 9. 18(월) 17:00까지  우편발송 시 9월18일 소인 유효

합격자발표 2017.11. 9(목) 예정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 등록 및 충원합격자 발표 등 세부일정은 모집요강 7쪽 참조

6. 제출서류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반드시 출신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나.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 : 주민등록초본 1부

 

세부전형 제출서류

공통
▪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하며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 없음) 

해

당

자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확인서 1부 (국가보훈처, 대상구분 명시)

고른기회사회적배려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대상자 또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확인서 1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1부

인·허가된 국내 아동보육 시설 재원 대상자 ▪ 아동보육시설재원 확인서 1부

소년소녀가장 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대상자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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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

 - 본교 수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검정고시 출신자는 원서 접수 시 요구되는 지원자 동의(대입전

형자료 온라인 제공 등)사항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 또는 비대상

자는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본인 자료 확인 및 온라인 제공 신청 홈페이지: www.neis.go.kr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발급한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활용)

 -2013년도 제1회∼2017년도 제1회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 이며, 2013년도 이전 및 2017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의 경우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출

※ 온라인 제공에 따른 “제공동의 확인번호” 입력 안내

① [나이스 대국민서비스-검정고시 대입전형- 대입전형자료 확인 및 신청]화면에서 온라인 제공 동의 및 신청  

   을 하는 시점에 “제공동의 확인번호” 생성

② 대학 수시/ 정시전형 원서접수 기간 동안[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대입전형자료 제출현황  

   조회] 화면에서 “ 제공동의 확인번호” 조회 가능

③ “제공동의 확인번호” 양식: 예)K20171201410000011

④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 대입전형자료 수신대학 이력조회]에서 수험생 확인 가능

▶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시 유의사항 안내

지원자는 원서접수시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은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만일 본인이 발급받

지 않은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사용한 경우, 지원서류 허위 및 위‧변조한 사항으로 간주되어 불합격처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장소 :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제출 기한 : 2017. 9.18(월) 17:00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 9월18일) 소인 유효

※ 해당 전형 국가기관 발급 서류는 2017년 9월 1일(금) 이후 발급받아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제출서류 하단에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부(과)명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외에 지원자격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http://www.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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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내] 실기우수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주간 야간

인문계열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예술학부

한국무용 4

현대무용 3

발레 4

예술계열 디자인대학

ICT디자인

학부

사실표현과 응용표현

택 1 56상황표현

발상표현

ICT디자인학부

게임일러스트레이션
게임상황표현 12

총 계 67 12

    ※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 중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는「정시모집 “가”군」에, 

        ICT디자인학부(주)/(야)는 「정시모집 “다”군」에 포함하여 선발하며, 모집인원 변동 사항은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고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 최종 주요사항이나 모집요강은 6월 이후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 전형방법

  

전형유형 
수능최저

학력기준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배점) 
전형총점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실기우수자 없음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주) 30%(300점) 70%(700점) 1,000점

ICT디자인학부(주/야) 40%(400점) 60%(600점) 1,000점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47~49쪽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사항) 참조

5. 실기고사 

   가. 무용 실기우수자 

    1) 전형일시 : 2017. 10.28(토) 10:00 ~

    2) 고사종목

 

세부전공
고사 종목

비 고
전공실기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    레

2분 이내의 전공 작품 
「따라하기」 

종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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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사 종목별 수험생 복장 

 

      ※ 전공별로 본교에서 지정한 복장 미착용자는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한국무용 응시자에게는 본교에서 풀치마(여), 바지(남)를 제공합니다.

      ※ 발레 응시자에게는 본교에서 검은색 쉬폰치마(여)를 제공합니다. 

      ※ 분장 및 소도구는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작품에 필요한 음악은 반드시 USB에 MP3 파일 형식으로 해당 작품 1곡만을 수록하여 고사 당일 지참합니다.

      ※ 남·여 레오타드 옷감 소재는 반드시 면스판이어야 하며, 벨벳․광택 소재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미술 실기우수자

    1) 전형일시

   

세부전공 전 형 일

ICT디자인학부(주)
「사실표현과 응용표현」 2017.10.29(일) 10:00~16:00

「상황표현」,「발상표현」

2017.11. 5(일) 10:00~14:00ICT디자인학부(야)-

게임일러스트레이션
「게임상황표현」

    2) 고사종목 

   ※  ICT디자인학부(주)는「사실표현과 응용표현」, 「발상표현」, 「상황표현」의 세 가지 고사과목 중 

       한 가지 고사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전공실기 (2분 이내의 작품)

구분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여

상의
검정색 레오타드 (앞/뒤-V 또는 U자형, 면스판)

긴소매(긴팔) 소매 없는 것 (긴팔, 반팔, 끈 안됨)

하의 살구색 타이즈, 검은색 쉬폰치마 검정색 7부타이즈

슈즈 흰색 코슈즈         분홍색 토슈즈         없음

남

상의 흰색반팔 레오타드 (앞/뒤-U자형, 면스판)

하의 검정색 타이즈 발목검정색 타이즈

슈즈 흰색 슈즈 (흰색 양말 함께 착용) 없음

모집단위 고사과목 비 고

ICT디자인학부(주)

사실

표현

제시된 사물 사진

이미지를 사실적

으로 표현 하시오

응용

표현

제시된 사물 사진

이미지를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시오

 * 화지 사이즈 (2장 배부) 
   · 사실표현 : 8절
   · 응용표현 : 6절(394x364)
 * 화지방향 : 가로 방향 
 * 사실표현 : 연필(샤프펜슬 포함)만
              사용 가능
 * 응용표현 : 채색재료에는 제한 
              없으나 컬러로 
              표현해야 함
 * 고사시간 : 6시간
 * 평가비율 : 사실표현 50%
     (100%)   응용표현 50%

상황

표현

제시된 제목을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애니메이션상황

표현’ 하시오  * 화지 사이즈 : 4절 (1장 배부)
 * 화지방향 : 가로 방향 
 * 상황/발상표현 : 채색재료에는 
              제한 없으나 컬러로 
              표현해야 함
 * 고사시간 : 4시간

발상

표현

제시된 사물 사진 이미지를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발상표현" 하시오

ICT디자인학부(야)

게임일러스트레이션

게 임

상 황

표현

제시된 제목을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게임상황표현’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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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기고사 소재 및 문제는 고사당일 공개

   

   ☞ 상황표현 상세설명 및 예시문제

    

「애니메이션상황표현」 상세설명 및 예시문제

표현 형식 정의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상황의 연출

캐릭터 및 

배경 표현

 등장하는 캐릭터와 배경은 스토리 또는 상황에 부합하도록 상상력을 발휘하여 애니메이션 작품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여야 함

제한 내용  기존에 발표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를 활용하여 표현할 경우 감점요인이 됨

예시 문제

 · BC 200년, 수중도시에서 생활하는 소년이 인어와 아틀란티스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상황을 표현하시오.

 · 2300년 미래, 첨단 도시에서 생활하는 요정 ‘미미’와 안드로이드 ‘준’이 신비의 검을 찾아 여행을 하던 

   중 괴물 ‘용’을 만나 대결을 펼치는 상황을 표현하시오.

 · 들판왕국에 사는 꿀벌 ‘씩씩이’와 무당벌레 ‘강심이’가 숲속왕국에 잡혀간 공주를 구하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 만반의 준비를 한다. 둘은 숲속왕국으로 찾아가고 첨탑에 갇혀있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숲속왕국
   근위대와 격돌하게 된다. 이 내용을 상상하여 상황표현하시오.

    ☞ 게임 상황표현 상세설명 및 예시문제

    

「게임상황표현」 상세설명 및 예시문제

표현 형식 정의  게임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상황의 연출

캐릭터 및 

배경 표현

 등장하는 캐릭터와 배경은 스토리 또는 상황에 부합하도록 상상력을 발휘하여 게임그래픽 제작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여야 함

제한 내용  기존에 발표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를 활용하여 표현할 경우 감점요인이 됨

예시 문제

 · 미래도시에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주인공과 몬스터.

  하늘을 날아다니는 몬스터를 잡기위해 주인공이 기진맥진한 상황을 표현하시오.

 · 첨탑에 감금되어있는 공주를 구하기 위한 기마병들의 출동.

   장군인 주인공은 바람처럼 빠르게 말을 달려 첨탑을 향하고 뒤이어 기마병들은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

   키며 달려오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시오.

 · 자동차 레이싱 경기장.

   주인공 차와 경쟁자의 차가 서로 경쟁을 하며 레이싱을 펼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곡예운전을 감행

   하는 상황을 표현하시오.

  유의사항 

     ☞ 실기고사에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실기고사 실시와 관련 세부 전공별 고사장 배정에 대한 수험생 안내문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니, 반드시 안내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실기고사 수험생 안내문 및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

        므로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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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 전형일정 

7. 제출서류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반드시 출신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나.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 : 주민등록초본 1부

   

서류제출 장소 :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제출 기한 : 2017. 9.18(월) 17:00 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9월 18일) 소인 유효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제출서류 하단에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부(과)명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외에 지원자격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전형유형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17. 9.12(화) 10:00 

~ 9. 15(금) 17:00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해당자)

2017. 9. 18(월) 17:00 까지  우편발송 시 9월18일 소인 유효

실기고사

예술학부-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2017.10.28(토) 

 세부 사항은 ‘수험생 안내문’ 참조

    *** 수험생 안내문은 2017.10.25(수)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ICT디자인학부(주)의 

「사실표현과 응용표현」
2017.10.29(일) 

 세부 사항은 ‘수험생 안내문‘ 참조

    *** 수험생 안내문은 2017.10.26(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ICT디자인학부(주)의 

「상황표현」,「발상표현」,

ICT디자인학부(야)-게임

일러스트레이션의 

「게임상황표현」

2017.11. 5(일)

 세부 사항은 ‘수험생 안내문’ 참조

    *** 수험생 안내문은 2017.11. 2(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합격자

발표

예술학부-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2017.11. 9(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ICT디자인학부(주)

ICT디자인학부(야)게임

일러스트레이션

※ 등록 및 충원합격자 발표 등 세부일정은 모집요강 7쪽 참조



- 22 -

 [정원내] 특기자 특별전형 - 무용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주간

인문계열
크리에이티브인문

예술대학
예술학부

한국무용 2

현대무용 2

발레 2

  ※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인원에 이월하여 선발하며, 모집인원 변동사항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고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 최종 주요사항이나 모집요강은 6월 이후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가. 무용 특기자 

    1)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본교가 지정한 대회의 1~5순위 이내 개인전 

입상자(대회별 최상위 등위를 1순위로 간주)

    2) 입상실적 인정 기간 : 2015년 3월 1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7년 9월 15일까지

    3) 본교 지정 대회

3. 전형방법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47~49쪽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사항) 참조

5. 실기고사

 가. 무용 특기자 

    1) 전형일시 : 2017.10.28(토) 10:00 ~

    2) 고사종목

· 한성대학교가 주최한 무용 경연대회

· 교육부가 인가한 4년제 정규대학 주최의 전국규모 무용 관련 경시대회

· 동아콩쿨(동아일보)

· 한국무용협회콩쿨(한국무용협회)         * 협회 산하 지회 주최 대회 불가

· 한국현대무용협회콩쿨(한국현대무용협회) * 협회 산하 지회 주최 대회 불가

· 한국발레협회콩쿨(한국발레협회)         * 협회 산하 지회 주최 대회 불가

· 전주대사습(전주시/문화방송) 

전형유형
수능최저

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배점)
전형총점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무용 특기 없음 20%(200점) 80%(800점) 1,000점

세부전공
고사 종목

비 고
전공실기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    레

2분 이내의 전공 작품 
「따라하기」

종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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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사 종목별 수험생 복장 

      ※  전공별로 본교에서 지정한 복장 미착용자는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한국무용 응시자에게는 본교에서 풀치마(여), 바지(남)를 제공합니다.

      ※ 발레 응시자에게는 본교에서 검은색 쉬폰치마(여)를 제공합니다. 

      ※ 분장 및 소도구는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작품에 필요한 음악은 반드시 USB에 MP3 파일 형식으로 해당 작품 1곡만을 수록하여 고사 당일 지참합니다.

      ※ 남·여 레오타드 옷감 소재는 반드시 면스판이어야 하며, 벨벳․광택 소재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실기고사에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실기고사 실시와 관련 세부 전공별 고사장 배정에 대한 수험생 안내문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니, 반드시 안내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실기고사 수험생 안내문 및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

        므로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6. 세부 전형일정 

   ※ 특기자전형 지원자의 경우, 서류 미제출시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니 서류 제출 마감일 2017년 9월 

      18일(월) 까지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전형유형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17. 9. 12(화) 10:00 

   ~ 9. 15(금) 17:00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해당자)

2017. 9. 18(월) 17:00까지  우편발송 시 9월18일 소인 유효

실기고사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2017.10.28(토) 

 세부 사항은 ‘수험생 안내문’ 참조

    *** 수험생 안내문은 2017.10.25(수)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합격자

발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2017.11. 9(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 등록 및 충원합격자 발표 등 세부일정은 모집요강 7쪽 참조

전공실기 (2분 이내의 작품)

구분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여

상의
검정색 레오타드 (앞/뒤-V 또는 U자형, 면스판)

긴소매(긴팔) 소매 없는 것 (긴팔, 반팔, 끈 안됨)

하의 살구색 타이즈, 검은색 쉬폰치마 검정색 7부타이즈

슈즈 흰색 코슈즈         분홍색 토슈즈         없음

남

상의 흰색반팔 레오타드 (앞/뒤-U자형, 면스판)

하의 검정색 타이즈 발목검정색 타이즈

슈즈 흰색 슈즈 (흰색 양말 함께 착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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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가. 무용 특기자

    ① 입상실적증명서 1부 (본교 소정양식 사용)

      

 ☞ 입상실적증명서는 본인의 실적 중 최상위(급) 증명서 1부만 제출 

 ☞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상에 본교에서 필요로 하는 등위(급)별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도 제출 가능함 (***반드시 본교 양식 확인)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반드시 출신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 : 주민등록초본 1부

      

서류제출 장소 :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제출 기한 : 2017. 9.18(월) 17:00 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9월 18일) 소인 유효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제출서류 하단에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부(과)명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외에 지원자격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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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일반학부(과) : 학생부종합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학부 주간 야간

인문계열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9 5

사회과학계열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9 7

예술계열 디자인대학 글로벌패션산업학부 2 2

공과계열 IT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9 10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총 계 29 24

   ※ 글로벌패션산업학부의 경우 디자인대학(예술계열)이지만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IT공과대학의 경우 학부 구분 없이 입학하며(주/야 단위별 통합) 2학년 진학시 학부(트랙) 선택   

   ※ 최종 주요사항이나 모집요강은 6월 이후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 소

재 한 중·고등학교에서 중·고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중1학년 개시일부터 고교 졸업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제2

      조에 의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검정고시 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 비인가 대안학교 등의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지원자 확인사항 

    1)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며, 해당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학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2) 2개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이나 도서·벽지에 소재해야 함(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함)

    3)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및 학교 소재지는 반드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어야 하나, 동일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4)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

된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5)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반드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 인정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지를 옮겨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부모가 이혼한 경우 중1학년 개시일부터 고교 졸업까지 친권자와 거주 시 친권 입증서류를, 양육권자와

       거주 시 양육권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친권 또는 양육권 입증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불가)  

    7) 전형요소 이외에「농가인구비율, 지역 교육환경, 부모의 직업 등」의 전형취지부합도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합자의 경우 합격 또는 입학 무효 처리를 할 수 있음     

    8) 지원자격 기간 동안의 부모의 직장 소재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9) 지원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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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4. 선발원칙 : 학교생활기록부 + 서류평가

   1) 대상 : 지원자 전원

   2) 평가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3) 평가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 47~49쪽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사항) 참조 

        -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비교과)와 자기소개서에 대해 평가영역인 전공잠재력 및 인성의 

                     세부 평가 요소들을 정성·종합 평가함

       ※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며, ‘유사도 검증결과에 따른 처리기준’을 준용함.  

    - 검색 결과 표절, 대필, 허위사실 등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형 종료 후 사후 

          모니터링 결과 표절, 대필 및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이 허가된 이후라도 입학을 취소함

        - 유사도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4)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서류평가 성적 우위자, 2순위-학교생활기록부(교과) 성적 우위자 

                        

 5. 세부 전형일정 

전형유형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및

자기소개서 입력

- 원서접수: 2017. 9. 12(화) 10:00 

          ~ 9. 15(금) 17:00 

- 자기소개서입력: 

  2017. 9.12(화) 10:00 ~ 9. 16(토) 17:00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해당자)        2017. 9. 18(월) 17:00까지  우편발송 시 9월18일 소인 유효

합격자발표 2017.11. 9(목) 예정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 등록 및 충원합격자 발표 등 세부일정은 모집요강 7쪽 참조

전형명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과목 전형총점 

학생부
종합전형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학생부 40%+ 서류평가 60%
학생부

(국/영/수/사 반영)
1,000점

 IT공과대학 학생부 40%+ 서류평가 60%
학생부

(국/영/수/과 반영)
1,000점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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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공

통

자기소개서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하며 별도 제출 없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 없음

농어촌학생전형 추천서 1부 

(본교 소정양식)
 ▪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있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초본
 (지원자 본인·부·모) 각 1부 (총 3부)

 ▪ 지원자 본인·부·모 거주지 및 거주여부 확인용

  (주소 이전 이력 전체 포함,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각 1부 (총 2부)

 ▪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지원자 중학교 입학일~고등학교 졸업일에 해당하는 기간 전부 포함)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재학했던 모든 중학교의 주소 및 재학기간, 전학기록 확인용

  (해당 서류에 중학교 소재지 기재,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학교장 직인은 중  

  학교장 및 고등학교장 둘 다 가능함) 

부·모 직장소재지 확인서류 
부·모 각 1부 

 ▪ 학생의 지원자격 기간(6년: 중학교 입학 ~ 고교 졸업)중 부모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1호 ~ 3호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호 해당자  관련서류

1 일반 직장가입자

-개별사업장 피보험 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 1부

-해당하는 부·모 각각 서류 제출

-고용노동청 각 지역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2 공무원, 군인
-경력(재직)증명서 1부

-근무지 주소 및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1부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1부(사업장 주소 및 사업

시작부터 폐업일까지 사업기간 명시 / 인터넷 발급)

 ※ 지역가입자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없음

해

당

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자(온라

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부모 이혼 시 부모 사망 시

▪ 지원자 기본증명서

▪ 친권이 있는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재혼 시 계부 또는 계모 주민등록초본

▪ 친권이 있는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서류제출 장소 :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제출 기한 : 2017. 9.18(월) 17:00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9월 18일) 소인 유효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제출서류 하단에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부(과)명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외 지원자격 및 사실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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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실기학부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주간

예술계열 디자인대학
ICT디자인

학부

사실표현과 응용표현

택 1 3상황표현

발상표현

총 계 3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인원으로 이월하여 선발하며, 모집인원 

      변동사항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고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 최종 주요사항이나 모집요강은 6월 이후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 소재

      한 중·고등학교에서 중·고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중1학년 개시일부터 고교 졸업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제2

      조에 의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검정고시 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 비인가 대안학교 등의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지원자 확인사항 

    1)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며, 해당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학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2) 2개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이나 도서·벽지에 소재해야 함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함)

    3)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및 학교 소재지는 반드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어야 하나, 동일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4)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

된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5)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반드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 인정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지를 옮겨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부모가 이혼한 경우 중1학년 개시일부터 고교 졸업까지 친권자와 거주 시 친권 입증서류를, 양육권자와

       거주 시 양육권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친권 또는 양육권 입증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불가)  

    7) 전형요소 이외에「농가인구비율, 지역 교육환경, 부모의 직업 등」의 전형취지부합도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합자의 경우 합격 또는 입학 무효 처리를 할 수 있음     

    8) 지원자격 기간 동안의 부모의 직장 소재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9) 지원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중 서양화 모집인원[1명]은 정시 “가” 군에서 선발합니다(수시모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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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전형유형 수능최저 학력기준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배점) 

전형총점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농어촌학생 없음 ICT디자인학부(주) 40%(400점) 60%(600점) 1,000점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47~49쪽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사항) 참조

5. 실기고사 

   1) 전형일   

   

세부전공 전 형 일

ICT디자인학부(주)

「사실표현과 응용표현」 2017.10.29(일) 10:00~16:00

「발상표현」,「상황표현」 2017.11. 5(일) 10:00~14:00

   2) 고사종목 

   

   ※ ICT디자인학부(주)는 「사실표현과 응용표현」, 「발상표현」, 「상황표현」의 세 가지 고사과목 중 한 가지 

      고사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 실기고사 소재 및 문제는 고사당일 공개

   

 

모집단위 고사과목 비 고

ICT디자인학부(주)

사실

표현

제시된 사물 사진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표현

하시오

응용

표현

제시된 사물 사진 

이미지를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시오

 * 화지 사이즈 (2장 배부) 
   · 사실표현 : 8절
   · 응용표현 : 6절(394x364)
 * 화지방향 : 가로 방향 
 * 사실표현 : 연필(샤프펜슬 포함)만
              사용가능
 * 응용표현 : 채색재료에는 제한 
              없으나 컬러로 
              표현해야 함
 * 고사시간 : 6시간
 * 평가비율 : 사실표현 50%
     (100%)   응용표현 50%

발상

표현

제시된 사물 사진 이미지를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발상표현’ 하시오

 * 화지 사이즈 : 4절 (1장 배부)
 * 화지방향 : 가로 방향 
 * 상황/발상표현 : 채색재료에는 
              제한 없으나 컬러로 
              표현해야 함
 * 고사시간 : 4시간

상황

표현

제시된 제목을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애니메이션상황

표현’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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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표현 상세설명 및 예시문제

    

「애니메이션 상황표현」 상세설명 및 예시문제

표현 형식 정의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상황의 연출

캐릭터 및 

배경 표현

 등장하는 캐릭터와 배경은 스토리 또는 상황에 부합하도록 상상력을 발휘하여 애니메이션 작품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여야 함

제한 내용  기존에 발표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를 활용하여 표현할 경우 감점요인이 됨

예시 문제

 · BC 200년, 수중도시에서 생활하는 소년이 인어와 아틀란티스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상황을 표현하시오.

 · 2300년 미래, 첨단 도시에서 생활하는 요정 ‘미미’와 안드로이드 ‘준’이 신비의 검을 찾아 여행을 하던 

   중 괴물 ‘용’을 만나 대결을 펼치는 상황을 표현하시오.

 · 들판왕국에 사는 꿀벌 ‘씩씩이’와 무당벌레 ‘강심이’가 숲속왕국에 잡혀간 공주를 구하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 만반의 준비를 한다. 둘은 숲속왕국으로 찾아가고 첨탑에 갇혀있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숲속왕국
   근위대와 격돌하게 된다. 이 내용을 상상하여 상황표현하시오.

  
   유의사항 

     ☞ 실기고사에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실기고사 실시와 관련 세부 전공별 고사장 배정에 대한 수험생 안내문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니, 반드시 안내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실기고사 수험생 안내문 및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

        므로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6. 세부 전형일정

전형유형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17. 9.12(화) 10:00 ~ 9. 15(금) 17:00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해당자)

2017. 9. 18(월) 17:00까지  우편발송 시 9월 18일 소인 유효

실기고사

ICT디자인학부(주)의 

「사실표현과 응용표현」
2017.10.29 (일) 

 세부 사항은 ‘수험생 안내문’ 참조

    *** 수험생 안내문은 2017.10.26 (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ICT디자인학부(주)의 

「발상표현」과「상황표현」
2017.11. 5 (일)

 세부 사항은 ‘수험생 안내문’ 참조

    *** 수험생 안내문은 2017.11. 2 (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합격자

발표
ICT디자인학부(주) 2017.11. 9 (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 등록 및 충원합격자 발표 등 세부일정은 모집요강 7쪽 참조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과 관련된 서류 미제출시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니 이 점을 유념하여

     서류 제출 마감일인 2017년 9월 18일 (월) 까지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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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공

통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 없음

농어촌학생전형 추천서 1부 

(본교 소정양식)
 ▪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있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초본
 (지원자 본인·부·모) 각 1부 (총 3부)

 ▪ 지원자 본인·부·모 거주지 및 거주여부 확인용

  (주소 이전 이력 전체 포함,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각 1부 (총 2부)

 ▪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지원자 중학교 입학일~고등학교 졸업일에 해당하는 기간 전부 포함)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재학했던 모든 중학교의 주소 및 재학기간, 전학기록 확인용

  (해당 서류에 중학교 소재지 기재,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학교장 직인은 중  

  학교장 및 고등학교장 둘 다 가능함) 

부·모 직장소재지 확인서류 
부·모 각 1부 

 ▪ 학생의 지원자격 기간(6년: 중학교 입학 ~ 고교 졸업)중 부모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1호 ~ 3호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호 해당자  관련서류

1 일반 직장가입자

-개별사업장 피보험 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 1부

-해당하는 부·모 각각 서류 제출

-고용노동청 각 지역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2 공무원, 군인
-경력(재직)증명서 1부

-근무지 주소 및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1부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1부(사업장 주소 및 사업

시작부터 폐업일까지 사업기간 명시 / 인터넷 발급)

 ※ 지역가입자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없음

해

당

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자(온라

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부모 이혼 시 부모 사망 시

▪ 지원자 기본증명서

▪ 친권이 있는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재혼 시 계부 또는 계모 주민등록초본

▪ 친권이 있는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서류제출 장소 :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제출 기한 : 2017. 9.18(월) 17:00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9월 18일) 소인 유효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제출서류 하단에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부(과)명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외 지원자격 및 사실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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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일반학부(과): 학생부종합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학부 주간 야간

사회과학계열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4 3

예술계열 디자인대학
글로벌패션산업학부 2 1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1 1

공과계열 IT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3 4
기계전자공학부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총 계 10 9

   ※ 글로벌패션산업학부/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의 경우 디자인대학(예술계열)이지만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IT공과대학의 경우 학부 구분 없이 입학하며(주/야 단위별 통합) 2학년 진학시 학부(트랙) 선택

    ※ 최종 주요사항이나 모집요강은 6월 이후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특성화고교에서 이수한 학과가 본인이 지원한 본교 모집단위에서 제시한 고교 기준학과를 충족하는 자

      - 본교 모집단위별 해당 기준학과 미이수자 중 해당 모집단위 관련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수한 자 

   →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및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종합고 보통과 졸업자는 제외)

 

   ※ 모든 지원자는 반드시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동일계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계열 확인서를 제출

      하였더라도 심사결과 동일계열이 아닌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3. 전형방법

4. 선발원칙 : 학교생활기록부 + 서류평가

      1) 대상 : 지원자 전원

      2) 평가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3) 평가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 47~49쪽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사항) 참조 

        -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비교과)와 자기소개서에 대해 평가영역인 전공잠재력 및 인성의 

                     세부 평가 요소들을 정성·종합 평가함

       ※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 

전형명 모집계열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과목 전형총점 

학생부
종합전형

사회과학부/글로벌패션
산업학부/뷰티디자인매니지
먼트학과

학생부 40%+ 서류평가 60% 전교과 1,000점

 IT공과대학 학생부 40%+ 서류평가 60% 전교과 1,000점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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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며, ‘유사도 검증결과에 따른 처리기준’을 준용함.  

    - 검색 결과 표절, 대필, 허위사실 등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형 종료 후 사후 

          모니터링 결과 표절, 대필 및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이 허가된 이후라도 입학을 취소함

        - 유사도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4)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서류평가 성적 우위자, 2순위-학교생활기록부(교과) 성적 우위자  

      

5. 세부 전형일정 

  

전형유형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및

자기소개서 입력

- 원서접수: 2017. 9. 12(화) 10:00 

          ~ 9. 15(금) 17:00 

- 자기소개서입력: 

  2017. 9.12(화) 10:00 ~ 9. 16(토) 17:00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해당자)        2017. 9. 18(월) 17:00까지  우편발송 시 9월18일 소인 유효

합격자발표 2017.11. 9(목) 예정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 등록 및 충원합격자 발표 등 세부일정은 모집요강 7쪽 참조

    

6.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비고

 공  통

자기소개서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하며 별도 제출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 없음

동일계열확인서 1부

(본교 소정양식)
 ▪ 모든 지원자 (동일계열확인서는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제출)   

해당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자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초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

 

서류제출 장소 :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제출 기한 : 2017. 9.18(월) 17:00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9월 18일) 소인 유효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제출서류 하단에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부(과)명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외 지원자격 및 사실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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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외]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실기학과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주간

예술계열 디자인대학
ICT디자인

학부

사실표현과 응용표현

택 1 2상황표현

발상표현

총 계 2

   
   ※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인원에 이월하여 선발하며, 모집인원 변동사항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고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 최종 주요사항이나 모집요강은 6월 이후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특성화고교에서 이수한 학과가 본인이 지원한 본교 모집단위에서 제시한 고교 기준학과를 충족하는 자

    - 본교 모집단위별 해당 기준학과 미이수자 중 해당 모집단위 관련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수한 자 

  

   →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및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종합고 보통과 졸업자는 제외)

 

   ※ 모든 지원자는 반드시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동일계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계열 확인서를 

      제출 하였더라도 심사결과 동일계열이 아닌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3. 전형방법

   

전형유형 수능최저 학력기준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배점) 

전형총점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특성화고교

졸업자
없음 ICT디자인학부(주) 40%(400점) 60%(600점) 1,000점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47~49쪽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사항) 참조

5. 실기고사 

   1) 전형일

   

세부전공 전 형 일

ICT디자인학부(주)

「사실표현과 응용표현」 2017.10.29(일) 10:00~16:00

「상황표현」,「발상표현」 2017.11. 5(일) 10: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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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사종목 

   
  ※ ICT디자인학부(주)「사실표현과 응용표현」, 「발상표현」, 「상황표현」의 세 가지 고사과목 중 한 가지 고사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 실기고사 소재 및 문제는 고사당일 공개

  

 ☞ 상황표현 상세설명 및 예시문제

    

「애니메이션 상황표현」 상세설명 및 예시문제

표현 형식 정의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상황의 연출

캐릭터 및 

배경 표현

 등장하는 캐릭터와 배경은 스토리 또는 상황에 부합하도록 상상력을 발휘하여 애니메이션 작품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여야 함

제한 내용  기존에 발표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를 활용하여 표현할 경우 감점요인이 됨

예시 문제

 · BC 200년, 수중도시에서 생활하는 소년이 인어와 아틀란티스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상황을 표현하시오.

 · 2300년 미래, 첨단 도시에서 생활하는 요정 ‘미미’와 안드로이드 ‘준’이 신비의 검을 찾아 여행을 하던 

   중 괴물 ‘용’을 만나 대결을 펼치는 상황을 표현하시오.

 · 들판왕국에 사는 꿀벌 ‘씩씩이’와 무당벌레 ‘강심이’가 숲속왕국에 잡혀간 공주를 구하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 만반의 준비를 한다. 둘은 숲속왕국으로 찾아가고 첨탑에 갇혀있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숲속왕국
   근위대와 격돌하게 된다. 이 내용을 상상하여 상황표현하시오.

   유의사항 

     ☞ 실기고사에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실기고사 실시와 관련 세부 전공별 고사장 배정에 대한 수험생 안내문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니, 반드시 안내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실기고사 수험생 안내문 및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

        므로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모집단위 고사과목 비 고

ICT디자인학부(주)

사실

표현

제시된 사물 사진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표현

하시오

응용

표현

제시된 사물 사진 

이미지를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시오

 * 화지 사이즈 (2장 배부) 
   · 사실표현 : 8절
   · 응용표현 : 6절(394x364)
 * 화지방향 : 가로 방향 
 * 사실표현 : 연필(샤프펜슬 포함)만
              사용가능
 * 응용표현 : 채색재료에는 제한 
              없으나 컬러로 
              표현해야 함
 * 고사시간 : 6시간
 * 평가비율 : 사실표현 50%
     (100%)   응용표현 50%

상황

표현

제시된 제목을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애니메이션 상황

표현’ 하시오

 * 화지 사이즈 : 4절 (1장 배부)
 * 화지방향 : 가로 방향 
 * 상황/발상표현 : 채색재료에는 
              제한 없으나 컬러로 
              표현해야 함
 * 고사시간 : 4시간

발상

표현

제시된 사물 사진 이미지를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발상표현’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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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 전형일정 

 ※ 특성화고교 졸업자 지원자격 심사와 관련 서류 미제출시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니 이 점을 유념하여 

    서류 제출 마감일 2017년 9월 18일 (월)까지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대    상    자 제 출 서 류

 ▪ 모든 지원자 (동일계열확인서는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동일계열확인서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자 

   (온라인 사용에 동의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 ▪ 주민등록초본 1부

서류제출 장소 :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제출 기한 : 2017. 9.18(월) 17:00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9월 18일) 소인 유효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제출서류 하단에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부(과)명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외 지원자격 및 사실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전형유형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17. 9.12(화) 10:00 

    ~ 9.15(금) 17:00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해당자)

2017. 9.18(월) 17:00까지  우편발송 시 9월 18일 소인 유효

실기고사

ICT디자인학부(주)의 

「사실표현과 응용표현」
2017.10.29(일) 

 세부 사항은 ‘수험생 안내문’ 참조

    *** 수험생 안내문은 2017.10.26(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ICT디자인학부(주) 

「발상표현」과「상황표현」
2017.11. 5(일)

 세부 사항은 ‘수험생 안내문‘ 참조

    *** 수험생 안내문은 2017.11. 2(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합격자

발표
ICT디자인학부(주) 2017.11. 9(목)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 등록 및 충원합격자 발표 등 세부일정은 모집요강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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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본교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고교 기준학과

 

 ※ 출신 고교 기준학과가 위 참고표에 해당되는 계열이라도 동일계열 인정여부는 본교에서 심사 후 최종 판단합니다.

 ※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명 변동 시 본교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전형기간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 계열 기준학과

글로벌패션

산업학부(주/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공업 디자인과, 섬유과, 만화애니메이션과

가사 의상과

뷰티디자인

매니지먼트학과

(주/야)

농생명 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생물공학과

공업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인쇄과, 영상제작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경영과, 정보처리과, 전자상거래과, 응용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가사‧실업 의상과, 관광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사회과학부

(주/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가사 관광과

농생명 농산물유통정보과,조경과, 환경·관광농업과, 농업토목과

수산해운 항만물류과,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ICT
디자인학부

(주/야)

상업정보 콘텐츠개발과, 상업디자인과

공업 금속재료과, 디자인과, 인쇄과, 섬유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가사 실내디자인과, 미용과

IT공과대학

(주/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농생명 조경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기계과, 동물자원과

수산해운 전자통신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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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불가 고교
 
※ 아래 고등학교들은 특성화고교가 아닌「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해당 고교 졸업(예정)자는 본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이 불가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016. 3. 1 기준 참조)

※ 2017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기준 적용 예정

연번 시도 학 교 명 주        소 전화번호

1

서울

경일중ㆍ경영정보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990-65번지 02-807-9222

2 성지중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40-35번지 02-2657-6240

3 신동신중ㆍ정보산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9번지 02-599-5586

4 연희미용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7-21번지 02-855-0736

5 일성여자중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02-715-7081

6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98번지 02-703-7869

7 정암미용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4번지 02-962-9125~6

8 진형중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0-26번지 02-2235-2205

9 청량정보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78-3번지 02-2212-9104

10 청암중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1동 411-1번지 02-930-6511

11 한국예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150번지 02-2296-1946

12 한림초ㆍ중ㆍ실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번지 02-400-6201

13

부산

국제금융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1동 산173-4 051-261-8141

14 부경보건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송길 39번지 051-261-4611~3

15 부산경호고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530번지 051-523-0209

16 부산골프고등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4동 1183-25번지 051-521-7771~6

17 부산미용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452-56번지 051-805-6131~4

18 부산조리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목련 2길29(359-1) 051-302-0103

19 예원여자고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250-1번지 051-529-4441

20
대구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중구 장관동 1번지 053-253-3612

21 한남중ㆍ미용정보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58-1번지 053-632-4451

22

인천

남인천중ㆍ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1동 686-8번지 032-863-9941

23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6-1번지 032-517-5354

24 예화여중ㆍ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114-83번지 032-574-3351

25 대전 대전예지중ㆍ고등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4-24번지 042-535-0737~8

26

경기

경기미용고등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45-30번지 031-876-6381

27 계명고등학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산9-1 라비돌 1018호 031-258-0231~2

28 고양실업고등학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57-13번지 031-977-6194

29 부천실업고등학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390-5번지 032-674-7823

30 안양상업고등학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41-33번지 031-441-4634

31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1동 190-4번지 032-349-5111~4

32 강원 한국YMCA원주중ㆍ고등학교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09번지 033-742-7250

33 충북 예일미용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2번지 043-224-2121

34

전북

군산평화중ㆍ고등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787-2번지 063-462-2319

35 전주금암고등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79-23번지 063-252-7773

36 남일초ㆍ중ㆍ고등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826번지 063-571-5362

37 도립여성중ㆍ고등학교 전라북도 완산 효자2가 더샵효자A 107/704호 063-290-6901

38 인하초ㆍ중ㆍ고등학교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산2길 19 063-642-1255

39 백제고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962번지 063-858-9831~2

40 진북고등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44-9번지 063-252-5074

41
전남

운성중ㆍ고등학교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35-1 061-818-0112

42 목포제일정보중ㆍ고등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1동  1052-16번지 061-276-4947

43 경북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률리 16번지 054-436-3830

44

경남

경남미용고등학교 경상남도 마산시 봉암동 451-32번지 055-251-5102

45 경남보건고등학교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124 055-583-6300 

46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943번지 055-329-1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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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외] 특성화고교졸재직자 특별전형 : 학생부종합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학부 야간

사화과학계열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40

예술계열 디자인대학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40

총 계 80

   ※ 최종 주요사항이나 모집요강은 6월 이후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

       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일반(종합)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종합고의 보통과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군 의무복무 경력 재직기간에 포함

     가. 산업체의 범위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 포함)

         (단, 4대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나. 재직기간 산정

       -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하며, 재직 중이어야 함. 

       - 2개 이상 산업체에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날 근무일부터 인정함

3. 전형방법

4. 선발원칙 : 학교생활기록부 + 서류평가

    1) 대상 : 지원자 전원

    2) 평가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3) 평가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 47~49쪽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사항) 참조 

전형명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과목 전형총점 

학생부
종합전형

사회과학부(야)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야)

학생부 40%+ 서류평가 60% 전교과 1,000점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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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비교과)와 자기소개서에 대해 평가영역인 전공잠재력 및 인성의 

                     세부 평가 요소들을 정성·종합 평가함

       ※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며, ‘유사도 검증결과에 따른 처리기준’을 준용함.  

    - 검색 결과 표절, 대필, 허위사실 등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형 종료 후 사후 

          모니터링 결과 표절, 대필 및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이 허가된 이후라도 입학을 취소함

        - 유사도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4)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서류평가 성적 우위자, 2순위-학교생활기록부(교과) 성적 우위자  

5. 세부 전형일정

6.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공

통

자기소개서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하며 별도 제출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 제출 없음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현 직장에 한함

산업체 4대보험 1개 이상

가입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또는 4대 보험 가입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행] 중 1부 제출 (해당기간 전부)

해

당

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자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1부  ▪ 현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 이전 직장에 한함

병적증명서
 ▪ 현 직장과 전 직장을 합산한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재직자 중, 군 의무복무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 및 자영업 종사자

납세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자

 

전형유형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및

자기소개서

입력

- 원서접수: 2017. 9.12(화) 10:00 

         ~ 9.15(금) 17:00 

- 자기소개서입력: 

  2017. 9.12(화) 10:00 ~ 9.16(토) 17:00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해당자)

2017. 9.18(월) 17:00까지  우편발송 시 9월 18일 소인 유효

합격자발표 2017.11. 9(목) 예정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 등록 및 충원합격자 발표 등 세부일정은 모집요강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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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장소 :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제출 기한 : 2017. 9.18(월) 17:00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9월 18일) 소인 유효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제출서류 하단에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부(과)명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외에 지원자격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9. 장학사항

    특성화고교졸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한해 수업료 30% 감면의 장학혜택을 부여함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 50% 감면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의 경우 우리대학과 MOU를 체결한 업체에 재직중인 자에 한해 50% 감면 

    지급기간 : 등록 8학기 [단, 재학 중 해당자격 유지(산업체 재직)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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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출서류(양식) 안내

2018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모집

무용 특기자 수상실적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고등학교명
(학년)

응시년월일
(회) 응시분야 수상내역

대  회  내  용
대회명칭

주최기관 후 원 기 관

대회연혁 최초개최년도 총 개최횟수

대회구분
대 회 규 모 □ 국제      □ 전국      □ 도      □ 광역시

참 가 자 격 총 참가인원 명
참가자격이 고교생만이 아닌 

경우 고교생 참가인원        명 지원자 응시분야
세부지원인원                명

평가방법

시상내역

순위 수상내역 인원 순위 수상내역 인원

1 4

2 5

3

대    회
개최기관

주  소 (    -    )

연락처 담당자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대회개최기관장 :                                                  [직인]

 한성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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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작성시 유의 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

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

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

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프랑스어(DELF, DALF),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러시아어

(TORFL), 스페인어(DELE), 독일어(ZD, TESTDAF, DSH, DSD),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

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

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

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생

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경시대

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 

(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 학생부 위주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해외 어학 연수 등)을 

작성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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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의 활동만을 기재합니다.

전 형 명 지원학부(과)

지

원

자

성       명 수 험 번 호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출 신 고 교                     고등학교      20   년      월      일 졸업(예정)

자 기 소 개 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자기소개서 공통양식」활용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

다.(1,500자 이내)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4. 한성대학교와 지원 학부에 대한 각각의 지원 동기와 대학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45 -

2018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모집

농어촌학생전형 추천서

지 원 자
성    명

지    원
모집단위

출신고교
재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졸업예정인 경우 졸업예정일자를 기재

 * 고교재학 중 2개 이상의 고교에 재학한 경우, 이전에 재학한 적이 있는 고등학교의 재학기간과 학교주소를 모두 기재

 ☞ 직전학교명 :            고등학교                                
 ☞ 직전학교 재학기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전학)   
 ☞ 직전학교 주소 :                                        

출신고교
연락처

 학교 주소 :  

 학교연락처 : (         )             - 

고교 재학
기간 중
주소지
확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상 거주지 거주 기간 비고
(사망/이혼)

부 ~

모 ~

본인 ~

   위의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에 위 학생을 귀교의「농어촌학생전형」지원 대상자로 추
천합니다. 

2017 년  ____ 월 ____ 일

                                    
          ________ 고등학교장  [직인]

  한성대학교 총장 귀하                 
 1. 지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부·모)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3. 부·모 직장소재지 확인서류 각 1부 

 4.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해당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5.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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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 출신자 동일계열 확인서

지원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출신고교 

학교명 /
고교 졸업학과                      고등학교   /                  학과

설치계열   □ 상업정보     □ 공업     □ 농생명  
  □ 수산해운     □ 가사     □ 기타 (             ) 

연락처  (      )       - FAX  (      )      -

동일계열 

인정사유

 <사유1> 본교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고교 학과별 기준학과를 이수한 경우 『기준학과 이수』로 기술

 <사유2> 본교 모집단위별 해당 기준학과 미이수자 중 해당 모집단위 관련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수한 학생의 경우 『해당 전문교과 30단위의 과목명』을 기술

    위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특성
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포함) 졸업(예정)자로
서, 귀 대학교의 2018학년도 신입학 전형 수시모집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에 지
원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출신자임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고 등 학 교 장  
 

  한성대학교 총장 귀하                

   ※ 지원 모집단위는 지원한 학부(과)을 기재하고, 주간 또는 야간을 표시 함

 ※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시 발급되는 번호로, 접수사이트에서 수험표 출력 시 확인할 수 있음

 ※ 유의사항

    모든 지원자는 반드시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동일계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동일계열확인서”를 제출 하였더라도,  

    심사결과 동일계열이 아닌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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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 반영비율 점수산출 활용 지표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해당 전형명 반영교과별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인문/
사과/
예술

국, 영, 수, 사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참조(3쪽)
반영교과 전과목반영비율 동일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공대 국, 영, 수, 과

이수한 전과목(반영비율 동일)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교졸재직자

전과목 

     ※ ‘반영교과 전과목’은 계열별 ‘반영 교과영역’ 중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을 말함 

     ※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교졸재직자 전형의 성적 반영방법은 ‘석차등급’이 있는 성적은 ‘석차등급’

을 활용하고, ‘성취도[A(수)-B(우)-C(미)-D(양)-E(가)]’만 표시된 성적의 경우 환산 석차등급으로 변환

하여 성적 산출함(라. 특성화고교 졸업자(실기학과) 전형 성취도 환산 석차등급 및 배점 참조)

     ※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교졸재직자 전형 이외의 모든 전형은 석차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성적 

        반영함

     ※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른기회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다” 참조

  

   나. 학교생활기록부 과목에 대한 등급별 배점

    

전형명
학생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학생부

(교과)

위주

적성우수자 600 592 584 576 564 540 440 340 150

교과

성적

우수자

기본교과
1,000 980 960 940 900 850 750 600 400

특기자(미용)

학생부

(종합)

위주

한성인재/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른기회사회적배려대상자/농어

촌/특성화고졸/특성화고졸재직자

400 392 384 376 360 340 300 240 0

실기

위주

특기자 무용 특기 200 197.5 195 192.5 187.5 181.3 175 150 0

실기

우수자

한국무용,현대무용,

발레
300 295 290 285 275 262.5 250 200 0

ICT디자인학부 400 380 360 340 300 250 200 100 0

농어촌학생
(ICT디자인학부)

400 380 360 340 300 250 200 100 0

특성화고교졸업자
(ICT디자인학부)

400 380 360 340 300 250 200 100 0

  

  다. 검정고시 성적 등급 환산표                                       

검정고시 

성적
100~98 98미만~96 96미만~91 91미만~84 84미만~76 76미만~69 69미만~64 64미만~62 62미만

환산등급 1 2 3 4 5 6 7 8 9

※ 반영교과별 검정고시 인정과목

  

반영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검정고시 

인정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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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성화고교 전형 성취도 환산 석차등급 및 배점

     

전형명
성취도 수/A 우/B 미/C 양/D 가/E

환산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특성화고교졸업자
(일반학과),

특성화고교졸재직자 배점

400 392 384 376 360 340 300 240 0

특성화고교졸업자
(실기학과)

400 380 360 340 300 250 200 100 0

 마. 동점자 처리 기준

    1. 교과성적우수자(기본교과)/적성우수자/특기자(뷰티디자인) 전형

     

                  전형

                  유형

 순위

학생부 100% 전형(기본교과, 특기자) 적성우수자

1순위 학생부 3학년 성적 우위자 전공적성 우위자

2순위 학생부 2학년 성적 우위자 학생부 3학년 성적 우위자

3순위 ※1 5개학기 이수단위 수 우위자 학생부 2학년 성적 우위자

4순위 ※1 5개학기 이수단위 수 우위자

     ※ 15개학기 이수단위 수 :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5개 학기임

     ※ 해당 학년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한다.

    2. 실기 전형(무용특기자/실기우수자/농어촌학생/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유형

 순위

무용특기자

실기우수자(미술/무용)

농어촌학생(미술실기)

특성화고교졸업자(미술실기)

1순위 실기고사 점수 우위자

2순위
무용 : 실기고사 평가위원 3인의 점수 중 최고점 우위자

미술 : 응용(상황 또는 발상)표현 실기고사 평가위원 3인의 점수 중 최고점 우위자

3순위
무용 : 실기고사 평가위원 5인의 점수 중 최고점 우위자

미술 : 응용(상황 또는 발상)표현 실기고사 평가위원 5인의 점수 중 최고점 우위자

      ※ 1. 3인의 점수 중 최고점 : 평가위원 5명의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평가위원의 점

수 중에서 최고점을 말함.

         2. 5인의 점수 중 최고점 : 평가위원 5명의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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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산출 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에 석차등급이 있는 경우

 

    2) 학교생활기록부에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

       ①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석차와 재적수에 따른 석차 백분위를 구하여 석차백분위에 따른 등급표를 적

용한다.

           ㄱ. 동석차 인원이 없는 과목

                 석차백분위 = 과목석차/재적수 X 100 

                   ㄴ. 동석차 인원이 있는 과목

                 석차백분위 = {석차 + (동석차 -1) / 2} / 재적수 X 100

<석차백분위에 따른 등급표>

석차백분위(%) 등급

0 ≤ 석차백분위 ≤ 4 1

4 < 석차백분위 ≤ 11 2

11 < 석차백분위 ≤  23 3

23 < 석차백분위 ≤  40 4

40 < 석차백분위 ≤  60 5

60 < 석차백분위 ≤  77 6

77 < 석차백분위 ≤  89 7

89 < 석차백분위 ≤  96 8

96 < 석차백분위 ≤ 100 9

       ② 교과 성적을 산출한다.

K =
∑(반영과목 이수단위× 반영 과목 석차등급별 배점)

              반영과목 이수단위 합

K =
∑(반영과목 이수단위× 반영 과목 석차등급별 배점)

             반영과목 이수단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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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지원자 유의사항

 1. 수험생 유의사항
 

 1.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모든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전형의 경우에는「전형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확인하기 바랍

니다.

  나.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의 경우 해당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동일계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성

화고교에서 이수한 학과가 본인이 지원한 본교 모집단위에서 제시한 고교 기준학과를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가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모집 단위와 관

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동일계열 인정여부는 본교에서 심사 후 

      최종 판단함)

  다. 동일전형 내에서는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해야 합니다. 본교 수시모집은 수시모집 내에서 전형유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별고사 전형일시가 동일한 전형 간 복수지원과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의 

복수지원은 불가 합니다. 

  라. 수시 모집하는 대학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시 지원 횟수는 학생 1인당 최대 6회(6개 전형)로 

제한(한 대학의 여러 전형 지원도 모두 횟수로 산정,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되며, 수시 모집에서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

      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

  마.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됩니다. 

  바. 수시 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모두 등록여부

에 관계없이 이후에 실시하는 모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수시 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모두 해당)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 

시 입학을 취소합니다.

  사. 학생부종합 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외부활동(해외 어학 연수 등)’을 기입할 경우, ‘0점’ 또는 ‘불합격’, ‘평가 제외’ 등

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enter.hansung.ac.kr)에 게시된 요강이 최종 모집요강이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원서 접수 

   이전에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모집요강(최종)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본교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되므로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완료 이후에는 접수 취소 및 수정 또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접수시 최종 사항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http://www.hansun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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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교 합격자 중 타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아 타 대학에 등록을 할 경우, 본교 입학관리팀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02-760-5800)

      (등록금 환불 요청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강이 최종 모집요강이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원서접수 이전에 반드시 

     인터넷 모집요강(최종본)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기 바랍니다.

 2. 지원제한 조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더라도 전형별로 본교에서 정한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3. 불합격 처리 

  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전형유형별로 요구되는 지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전형유형별로 해당되는 고사에 결시할 경우에는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라. 허위로 지원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하며, 본교 또는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바. 졸업예정자인 경우 201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4. 합격자 선발에 관한 사항

  가.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수시 모집인원 중 선발인원이 총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다. 입학전형성적이 현저히 부족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2018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모집과 관련하여 본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시행합니다.

 

 5. 기 타 사 항

  가. 인터넷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 해당자의 지원자격을 검토하여 본교가 지정한 지원자격에 미달되었을 경우  

      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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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자격 미달자에 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원서접수 전에 본인의 지원자격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접수하기 바랍니다.

  나. 본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신체조건상 수학에 지장이 없는 학과(부)를 선택하여 지원해

      야 하며,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유의하여 지원

해야 합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지원자는 수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 전에 반드시 

입학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 입학상담 : 입학관리팀 ☎ (02) 760-5800

 

 다. 신입생은 학칙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입학 후 1년간은 휴학할 수 없습니다.

 라. 합격자 발표 등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enter.hansung.ac.kr)를 통하

여 수험생이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야간학부를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은 야간강좌 수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교의 야간 정규수업은 18:00

     부터 22:30까지 편성되며, 일부 과목은 주간 수업시간에 편성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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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관련 수험생 유의사항

  가. 개요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제공 동의여부를 원서접수 시 확인하여 동의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요청하고, 온라인으로 학생부를 송부 받아 입학전형에 
      활용합니다.
      ※ 온라인으로 송부 받은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는 입학전형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음

  나. 적용 대상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시스템이 설치된 고교의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7년‧2016년ㆍ2015년
     ㆍ2014년ㆍ2013년 졸업자
      ※ 2012년 이전(2012년 포함) 졸업자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다. 학생부자료 온라인제공 동의 방법

학생부 온라인
제공관련 유의사항

가. 적용 대상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시스템이 설치된 고교의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2017년‧2016년ㆍ2015년ㆍ2014년ㆍ2013년 졸업자

※ 2012년 이전(2012년 포함) 졸업자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나. ‘동의’를 선택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미동의’를 

    선택한 학생과 비대상고교 출신자는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시일정상 부득이 학생부 미제출자로 처리

     되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 nmlkji동의nmlkji 미동의(학교생활기록부 제출대상자)nmlkj비대상고교(학교생활기록부 제출대상자)

- 인터넷 접수 시 원서접수 페이지 중간부분의 학생부 온라인제공 동의여부 란에「동의」와「미동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동의」를 선택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미동의」를 선택한 학생과 비대상고교
           출신자는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고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출신고교에서
      발급받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뒤, 학생부 우측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한 후 봉인하여 제출합니다.

 

서류제출 장소 :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입학관리팀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제출 기한 : 2017. 9.18(월)17:00 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9월 18일) 소인 유효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시일정상 부득이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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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1. 등록포기

 가.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등록으로 인한  

     등록포기로 처리합니다. 

 2. 환불

  가.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입학전형 기간이 다른 타 대학의 전형에 합격(충원합격 포함)하여 부득이 

본교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환불기간 안에 납입한 등록금(예치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금(예치금) 환불신청을 하기 바랍

니다.

  나. 등록금(예치금) 환불은 2017년12월22일(금) 10:00부터 가능하며, 수시 충원합격 최종 등록마감일인 

2017년 12월 28일 (목) 16:00까지 반드시 본교 입학 홈페이지 등록 사이트를 통해서 환불신청을 접수해

야 합니다.

  다. 정해진 환불기간이 경과한 후의 등록금(예치금) 환불에 대하여는 교육부령 제1호[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에 따

릅니다. 

  

  라. 등록금(예치금) 환불방법 : 본교 입학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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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전형료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 본교 부담

전형유형 세부 전형유형 전형료 비고

학생부교과

적성우수자 65,000원 대학별 고사비용 포함

교과성적

우수자

기본교과
35,000원 -

특기자(뷰티)

실기위주

실기우수자(무용, ICT디자인학부) 80,000원

-
무용 특기자 80,000원

농어촌학생(ICT디자인학부) 50,000원

특성화고교졸업자(ICT디자인학부) 50,000원

학생부종합

한성인재 50,000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른기회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50,000원

농어촌학생(일반학과) 40,000원

특성화고교 졸업자(일반학과) 40,000원

특성화고교졸재직자 2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른기회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 감면액: 50,000원

    ※ 원서 접수시 전액 감면처리(원서접수 수수료 대학부담)

 ☞ 질병․사고 등으로 대학별고사를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으므로 원서접수 시 입력한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을 신중히 확인한 후 전형료 결제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질병·사고 등으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연락하여 환불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진단서,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전형료 중 일부를 심사 후 환불해 드립니다.)

    ※ 원서접수 전형료 결제 이후에는 상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단위 변경/취소/환불이 일체 제한

       되오니 원서접수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전형료 환불

   가. “고등교육법 제34조 4(입학전형료) 제4항”에 의거한 입학전형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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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결시자(부분결시 포함) 중도포기자의 실기고사료는 환불하지 않음

   나. “고등교육법 제34조 4(입학전형료) 제5항”에 의거한 입학전형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본교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년도 4월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지원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함.

   다. 입학전형료 반환: 입학전형료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교 입학정보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학년도 

    4월30일까지 반환일정 및 절차등을 안내하며, 반환방법은 직접방문 또는 반환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으로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다만, 반환금액 이상의 반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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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학사안내(장학금,기타)

 1. 장학제도 안내

  신입생 성적장학

※ 신입생 성적장학의 경우 전형별 모집인원에 따라 장학인원이 배정됩니다.   

※「삼학송장학금」, 「낙산장학금」, 「다이내믹한성장학금」은 군별ㆍ전형별 모집인원에 따라 장학인원이 배정되며

    1학기에만 지급합니다.

※ 「진리장학금」, 「지선장학금」, 「한성수능우수장학금」은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2개 과목 응시자로서 

    공과대학 지원자는 「수학가형」응시자에 한합니다.

※ 학사구조개편 결과에 따른 모집단위 변화로 신입생 성적장학의 경우 규정개정을 통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특별장학

장학명 지급대상 지급내역 비고

 진리장학금 

정시 / 수시 입학전형에서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2과목 평균) 

영역 중 3개 영역 1등급, 

1개 영역 3등급 이내

·수업료, 입학금 전액

·교재비 월 30만원

·재학 중 평점평균 3.80 이상 유지 시
 수업료 전액 / 교재비 월 30만원 
 계속 지급

·유학 시 3년 학비 지원(연 3만$)

 지선장학금 

정시 / 수시 입학전형에서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탐구(2과목 평균) 

영역 2등급 이내

·수업료, 입학금 전액

·교재비 월 30만원

·재학 중 평점평균 3.80 이상 유지 시

 수업료 전액 / 교재비 월 30만원 

 계속 지급

 우촌장학금 
정시 입학 전형에서 일반학과/실기

학과 성적우수자

·수업료, 입학금 전액

·교재비 20만원(학기당)

·재학 중 평점평균 3.50 이상 유지 시

 수업료 전액 / 학기당 교재비 20만원 

 계속 지급

한성수능우수

장학금

정시 / 수시 입학전형에서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2과목 평균)

영역 중 3개 영역 2등급 이내, 

1개 영역 3등급 이내

·수업료 100% 
·재학 중 평점평균 3.50 이상 유지 시

 4개 학기(2년) 수업료 전액 지급

 삼학송장학금

정시 / 수시입학전형에서 군별 /

모집단위별 성적 최우수자

(모집단위별 배정)

·수업료 100%

 낙산장학금 

정시 / 수시 입학전형에서 군별 /

모집단위별 성적 우수자

(모집단위별 배정)

·수업료 70%

 다이내믹한성

장학금

정시 / 수시 입학전형에서 군별 /

모집단위별 성적 우수자

(모집단위별 배정)

·수업료 50%

장 학 명 대 상 장학금액 지급기간 비고

한성인재

장학금

한성인재상에 특별히 부합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로 학생지원

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지정하는 자  

일정액    1학기
학생처장 제청 시 

총장이 지명

한성복지장학금 가사곤란자 지원 장학금 일정액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통과자

교직원

자녀장학금
 본 법인(한성학원) 교직원의 직계 비속

 으로 입학한 학생

입학금, 

수업료전액
등록 8학기      증빙서류 제출

보훈장학금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직계 비속
입학금, 

수업료 전액
등록 8학기  국가보훈처 관계 법령

국가고시

합격장학금

국가기관이 시행한 고등고시 및 세칙이

정한 자격고시에 합격한 학생
일정액 시행세칙적용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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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명 대 상 장학금액 지급기간 비고

한성가족

장학금

한성여고 졸업자로 본교 입학한 학생 입학금 전액 입학 시 증빙서류 제출

한성여고 재학 중 본교 입학을 서약한 자

로 고교 성적이 전체학생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석차 백분위 10% 이내인 학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

여고3년 등록금지원

등록 8학기

증빙서류 제출

(재학 중 평점평균 3.80 
이상 유지 시 수업료 전액
계속 지원)

형제자매장학금
형제자매로서 2명 이상이 재학하는 

경우 손위자 1인
100만원 등록 8학기 증빙서류 제출

다자녀장학금
세 자녀 이상(다자녀) 가정 자녀 중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

 100만원 해당학기  증빙서류 제출

한성사랑

장학금

 정시 / 수시 입학전형에서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1~3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업료 50% 입학 시 증빙서류 제출

장애학생복지

장학금
장애등급 1∼6등급인 학생

1~3등급 100만원

4~6등급  70만원
등록 8학기

특성화고교졸 

재직자장학금

 특성화고교졸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재학중에도 해당자격 유지시 적용)

수업료 30%

 (단.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
 는 수업료 50% 감면의 
 장학혜택을 부여함)

등록 8학기

입학홍보처장 추천 시 

학생처장 제청, 

총장 승인

북한이탈학생

지원 장학금

 해당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자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
등록 8학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홍보대사

봉사장학금
 학교 홍보대사로 선발된 학생 일정액 해당학기

학기별 지급

홍보대상 봉사활동 

종합평가후 장학금 지급

군위탁장학금 학ㆍ군 제휴 협약에 의거 신(편)입학 한 학생 수업료50% 등록 8학기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고교 전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하고 순수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부․모․학생 모두 외국인)

TOPIK5급
취득자

수 업 료 
80% 지급

등록 8학기

기획협력처장 추천 시 

학생처장 제청, 

총장 승인

TOPIK4급
취득자

수 업 료 
50% 지급

TOPIK3급
취득자

수 업 료 
30% 지급

본교 어학원 출신자는
상위 수업료 혜택 + 
입학금 면제(본교 한

국어과정에 재학 중이
거나 4 학기 이상 수료
한 자가 입학시에는 입
학금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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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학교오는길)

4호선 한성대 입구역 

1. 마을버스 :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 한성대학교행 마을버스(02번) 이용 5분 거리 

2. 도    보 : 한성대입구역 1번, 2번, 3번 출구 → 도보 10분 ~ 15분 거리 

3. 스쿨버스 : 한성대입구역 1번 출구 (월~금) 08:00~10:00, 17:00~19:00 수시운행

            * 스쿨버스 운행시간은 학교 행사와 관련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6호선 창신역 

창신역 4번 출구 낙산행 마을버스(03번) 이용 5분 거리 [쌍용아파트 입구에서 하차 후 동문으로 진입]  

1호선 동묘앞역 

동묘앞역 10번출구 낙산행 마을버스(03번) 이용 5분 거리 [쌍용아파트 입구에서 하차 후 동문으로 진입]

1호선, 4호선 동대문역 

동대문역 5번 출구 낙산행 마을버스(03번) 이용 10분 거리 [쌍용아파트 입구에서 하차 후 동문으로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