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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총장 이덕훈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 한남대학교 캠퍼스는 신입생들을 맞이할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남대학교에
입학할 신입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는 자녀를 올곧게 키워 우리 대학에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남대학교는 1956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어 올해로 창학 6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현재 재적 학생은 17,852명이며, 교수 423명, 직원 221명, 그 동안 졸업한 동문은 10만 여명의
중부권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대전.충청 사립대학 브랜드 평판도 1위》, 《교원창업기업 매출 1위》, 《대학창업지수 대전 1위
(국립대포함)》 등을 달성했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었으며,
《제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30개 평가준거 모두를 충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LINC+ 사업》, 《도시재생뉴딜 사업》, 《청년TLO육성 사업》 등 정부 주관 주요 국책사업에 20여개에
선정되어 약 1,317억원의 사업비를 수주하여,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취업 및 진로활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저는 평소에 Student First(學生第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융복합 교육을 통한 사회정의와 세계평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학생주도형 열린교육 시스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대학은 연간 430억원의 장학금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의 33%가 등록금 전액 수혜자이고, 70%의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약 3백7십만원의 장학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48개 국가 256개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유학 프로그램 및 각종 단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우리 한남대학교는 여러분의 귀중한 자녀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세계 인류에 크게 기여하는 일꾼이 되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다정다감한 자녀가 되고, 춥고 가난한 자에게는 따뜻하고 나누는
이웃이 되고, 불의 앞에서는 신념과 믿음을 전파하고 세우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대학에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부모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가내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남대학교 총장 이   덕   훈 드림

우리 한남대학교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모든 한남대학교 구성원과 함께 

합격자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Message from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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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1등 사립대학 한남대학교

대학연혁
Brief History

1954.05

1956.04

1959.04

미국 남장로교 세계선교부 한국선교회, 대전에 대학을 건립 결의
대전기독학관(3개학과)으로 개교하고, 초대학장에 인돈박사 취임
정규 4년제 대학으로 발전, 대전대학으로 교명 변경

1950

1960.07

1963.01

제 2대 학장에 타요한 박사 취임
제 1회 학사자격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

1960

1971.01

1972.01

1979.12

숭전대학 설립 인가
문교부로부터 대학원 설립 인가
지역개발대학원(現사회문화대학원) 신설

1970

1982.12

1985.11

1986.03

1988.11

1989.11

한남대학으로 교명 변경
종합대학교로 승격, 한남대학교 인가
한남대학교 제9대 총장 이원설 박사 취임
교육대학원 신설
중소기업대학원(現경영대학원) 신설

1980

1992.03

1995.03

1995.10

1996.03

1996.10

1997.02

1997.10

1997.11

제10대 총장 박종민 박사 취임
한국지역대학연합 결성
산업대학원(現경영대학원) 신설
제11대 총장 김세열 박사 취임
교육부로부터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멀티미디어대학 신설
학제신학대학원, 행정정책대학원 신설

1990

2000.02

2004.02

2004.03

2005.02

2005.03

2007.04

2007.12

2008.03

2010.03

2012.02

2012.03

2012.06

2012.12

2013.01

2013.08

2013.08

2014.06

2014.07

2014.07

2016.02

2016.03

2016.04

2016. 05

2017. 01

2017. 03

2017. 04

2017. 06

2017. 10

2017. 11

2018. 03

2018. 05

2018. 06

2018. 07

2018. 08

2018. 09

2018. 10

제12대 총장 신윤표 박사 취임
산학협력단 신설
제13대 총장 이상윤 박사 취임
대덕밸리캠퍼스 조성
미술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신설
대덕밸리캠퍼스 내 HNU SCIENCE PARK 개소
대전국제학교(TCIS) 부지 인수 
제14대 총장 김형태 박사 취임  
간호학과 신설
대전광역시 유일 창업선도대학 선정(중소기업청)
제15대 총장 김형태 박사 재취임 
56주년기념관 신축 및 경상대 증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 선정(교육부, 법무부)
대학기관 평가 인증(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전국제대학교(TCIS) 부지에 글로벌캠퍼스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지원대학 선정(교육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교육부)
대학특성화(CK) 5개 사업단 선정(교육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제20대 이락원 이사장 취임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 선정
제16대 총장 이덕훈 박사 취임
사범대학,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 A등급 선정
중소기업청의 ‘연구마을 주관대학’ 선정
산학협력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기관 선정
개교 60주년
미국장로교대학연맹(APCU) 가입 
미래창조과학부 대학〮연합 TMC사업 선정
괴테교육혁신원 설립
IPP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
창업선도대학 3년 연속 A등급 평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선정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산학협력단,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지역 운영기관 선정
대학기관평가인증 30개 준거 모두 충족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최고등급) 선정(고용노동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교육부)
IPP형 일학습병행제 우수대학상 수상(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창업지수 대전 1위(국립대 포함), 전국 15위 달성(매일경제)
제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교육부)
‘2018 청년TLO 육성사업’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국토교통부)
‘영어수업 능력 인증평가기관’ 선정(대전시교육청)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2년 연속 선정(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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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평가를 통해 

검증된 한남대학교

2018 교육부 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자율개선대학) ➡ 일반 재정 지원 확정

제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30개 평가준거 ALL PASS

2015 교원양성기관평가 ‘A’ 등급 획득

2017년
창학이래 최대 국책사업
LINC+ 고도화형 선정

5년간 최대 230억

2017년
창업선도대학

3년 연속 A등급 평가

약 146억원 국가지원금
총 142개 기업 창업지원

2018년
청년TLO(대학기술이전)

육성사업 최종 선정

3년간 약 30억원 지원

2017-2020년
IPP형 일학습병형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4년간 80억원

2017년
교원창업기업 매출

전국대학 1위

학생창업지원금
전국대학 6위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대전권) 최대 금액 8.1억원

대전지역 사립대학 중
유일 선정

중소기업청
연구마을 주관대학

선정

대학과 중소기업 집적화
2년간 최대 44억원

2016-2020년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

4개 사업단 선정

5년간 8개 학과/전공
115억원 지원

CK-1
교육/취업지원
정부사업 선정

학생제일.창업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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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생 수 (2018. 4. 1 기준)

17,851명

국책사업선정 건수 및 총 금액
최근 주요 20여 개 사업 (2018. 12. 1 기준)

약1,317억원

졸업생 수 10만명

직원 수 219명

교수(전임교원)

423명

240명
교환학생 수(2017학년도 기준)

파견 131명, 수용 109명

해외자매대학 수
48개 국가 256개 학교

전국대학44위
대전.충청권 사립대학1위한국기업평판연구소 

대학브랜드 빅데이터 분석발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815,212원
3,163,218원

3,530,519원

3,696,717원

(2018. 4. 1 기준)

1인당 장학금3,696,717원

장학금 430억
학기당 실질 등록금 174만원(등록금의 48%)

*2017학년도 정보공시 기준
*2017학년도 2학기 재학생 11,619명

전체 수혜자 8,162명

등록금 80% 이상 수혜자 4,779명

등록금 전액 수혜자 3,860명

70%

41%

33%

∎ 재학생 장학금 수혜 통계

등록금(실제부담) 48% 349만원장학금 52% 369만원

∎ 1인당 장학금 비율(평균)

*2017학년도 정보공시 기준 연간 평균등록금

신입생 모집인원
(2019학년도 기준)

2,866명

한눈으로 보는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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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한남대학교는 진리·자유·봉사의 기독교 정신과 학문의 수월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연구와융복합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와 세계평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글로컬 인재를 양성한다.

학문적 소양과 기독교적 인성을 갖춘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선도대학

Student First! Start-Up First

5C

Christianity
기독교정신

Convergence
융 합

Change
변  화

Creativity
창  조

Challenge
도  전

대 학 혁 신 전 략

“창의적 글로컬 인재”육성을 위한 DIA 교육혁신 플랫폼

∙기초교양교육 재정립을 통한 교양교육 혁신 
∙실천체험을 통한 전공교육 혁신
∙창의혁신교육을 통한 비교과교육 혁신
∙빅데이터 기반 교육지원시스템 혁신

대학-지역 동반성장
Quartet 산학협력혁신

플랫폼

차별화(창업), 
전문화(중점육성분야),
집중화(클러스터)를 
통한 특성화 혁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혁신 플랫폼
∙e-L.IN.C 산학연계교육 플랫폼
∙동상다몽 청년청업 플랫폼
∙ICC/RCC 혁신 플랫폼

GLOBAL
글로벌대학

LEADING
선도대학

OPEN
열린대학

REGIONAL
지역밀착대학

YOUNG
젊은대학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미래를 여는 선도적
R&BD 경쟁력 강화

학생주도형
열린교육 시스템 강화

지역사회(산업)와 함께하는
한남공동체 조성 및
산학협력 고도화

도전적 대학발전
시스템 고도화

G.1 글로벌 교육기반 확충
G.2 글로벌 역량제고 교육프로그램 확충
G.3 글로벌 현장 프로그램 확대

L.1 연구지원 체계개선
L.2 연구역량 제고
L.3 산학연구역량 제고

O.1 학생중심 학사구조 개편
O.2 역량기반 교육과정 체계 수립
O.3 교육성과 운영체계 안정화

R.1 산학연계 교육과정 편성
R.2 지역사회 발전 지원체계 구축
R.3 캠퍼스 특성화 및 기능 강화

Y.1 대학 위상 강화
Y.2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
Y.3 재정건전성 강화

∙클러스터형 캠퍼스특성화
∙Start-Up 청년창업 혁신
∙중점육성분야 특성화

LINC CAMP

DIA

✚ ✚ ✚ ✚

미션

비전

슬로건

핵심가치

혁신전략

발전목표

전략방향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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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별 운영현황

GLORY 전략과제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GLOBAL(글로벌교육)
LEADING(교원역량)
OPEN(교육역량)
REGIONAL(산학협력)
YOUNG(대학경영)
총합계

30

5

213

46

23

317

42

8

2

23

30

107

13

21

21

50

317

43

43

196

57

55

179

61

317

128

60

57

55

13

4

317

전략과제별 

프로그램 평균운영비

GLOBAL(글로벌교육)
LEADING(교원역량)
OPEN(교육역량)
REGIONAL(산학협력)
YOUNG(대학경영)
평균

프로그램 속성별 

운영 현황

교수학습
교양교육
인성교육
전공교육
창업교육
취업교육
캡스톤디자인
학생상담
현장실습
기타
총 합계

핵심역량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글로컬
나눔리더십
실용전문
의사소통
자율실천
종합적사고
창의융합
총 합계

국책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9.5%

1.6%

67.2%

14.5%

7.3%

11,806

1,280

8,906

32,384

10,567

11.9%

0.8%

0.2%

5.5%

5.7%

10.1%

7.1%

5.2%

28.4%

25.1%

5.9%

40.4%

18.9%

18%

17.4%

4.1%

1.3%

5.6%

30.6%

6.8%

18.2%

24.3%

8.6%

100%

100%

100%

12,989

100%

구분 프로그램 점유율 프로그램 수

(단위: 천원)

자체사업(교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기타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
창업선도대학
IPP형 일학습병행제
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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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한남대학교

신입학(수시/정시) 합격자 유의사항 /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등록확인 예치금

● 수시모집 합격자
▪납부기간 : 2018. 12. 17(월) 09:00 ~ 12. 19(수) 17:00까지
▪납부방법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ibsi.hnu.kr)의 [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기간 내에 고지된 예치금(30만원)을
납부

∙고지서 납부액이 ‘0원’(등록금 전액 면제자)인 수험생도 반드시 KB 국민은행 또는 본교 경리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에 수납인
을 받아야 함(수납인을 받지 않는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됨)

∙KB 국민은행 전 지점 방문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 등을 통한 납부
∙납부기간 내에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 정시모집 합격자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예치금 납부 불필요

등록확인 예치금 및 등록금 납부 안내

등록금 납부

● 수시모집 합격자 / 정시모집 합격자
▪납부기간 : 2019. 1. 30(수) 09:00 ~ 2. 1(금) 17:00까지
▪납부방법

∙2019년 1월 25일(금) 17시 이후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ibsi.hnu.kr)의 [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기
간 내에 고지된 등록금을 납부(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예치금 30만원이 차감된 금액이 고지됨)

∙고지서 납부액이 ‘0원’(등록금 전액 면제자)인 수험생도 반드시 KB 국민은행 또는 본교 경리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에 수납인
을 받아야 함(수납인을 받지 않는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됨)

∙KB 국민은행 전 지점 방문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 등을 통한 납부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예치금 납입을 완료한 수시모집 합격자 포함)

▬ 등록금(예치금 포함) 납부 문의 : 경리팀 등록담당 (042. 629-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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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 문의 및 연락처 : 학생복지처 장학팀 (042. 629-7260/8355/7938)

국가지원 장학금 종류 및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이공계)

∙신입생 :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우수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우수 유형 : 수능성적 우수자 
- 수시전형입학 성적우수 유형 : 수시전형입학 성적 우수자
※ 장학생 선발은 장학팀에서 주관하며, 대학에 배정된 인원 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추천(최종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
∙재학생(계속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평점 3.5이상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3월 ~ 4월 1학기/2학기
등록금 전액

인문100년
장학금

∙신입생 :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우수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우수 유형 : 수능성적 우수자
- 수시전형입학 성적우수 유형 : 수시전형입학 성적 우수자
※ 장학생 선발은 장학팀에서 주관하며, 대학에 배정된 인원 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추천(최종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
∙재학생(계속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평점 3.5이상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지역인재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자체기준에 의거 선발·심사 예정

∙진행과정 : 입학 후 장학팀에서 최종 선발된 학생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매학기별로 선발시기, 성적기준, 제출서류 등 변동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장학금명 선발대상 선발시기 장학금액

● 기타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Ⅰ유형]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성적기준 충족자

[Ⅱ유형]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성적기준 충족자

[성적기준]
∙신입생 -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1학기
1차 – 11월 말 ~12월 초
2차 – 2월 말 ~ 3월 초

2학기
1차 - 5월말
2차 - 8월말

장학금명 선발대상 선발시기 장학금액

장학금 안내

[Ⅰ유형]
소득분위            장학금액

기초 2,600,000원
1분위 2,600,000원
2분위 2,600,000원
3분위 2,600,000원
4분위 1,950,000원
5분위 1,840,000원
6분위 1,840,000원
7분위 600,000원
8분위 337,500원

※ 2018학년도 기준 장학금액으로
2019학년도엔 변동될 수 있음

[Ⅱ유형] 
소득분위별로 예산범위 내 

일정금액 지원

푸른등대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활용한 장학금으
로 기부처에 따라 신청조건 상이함(자세한 내용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1학기 : 미정 
2학기 : 미정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매학기별로 신청시기, 성적기준, 제출서류 등 변동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
합

격
자

 유
의

사
항

 (수
시

/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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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금 종류 및 등록(신청) 방법

국가유공자자녀장학금
∙합격통지서사본 1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부모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본인장학금 ∙합격통지서사본 1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장학금

∙합격통지서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구청 발행) 1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구청 발행) 1부
∙학력확인서(구청 발행) 1부
∙학력인정증명서(검정고시합격자해당/교육청발행) 1부

한남가족사랑장학금
(본교 교직원 자녀)

∙주민등록등본 1부   
∙재직증명서(보호자) 1부
∙합격통지서사본 1부

2019. 1. 31(목) ~
2.1(금) 14:00까지

∙등록금고지서와 해당 증빙서류
를 지참하여 학생복지처 장학
팀(학생회관 1층)으로 제출

∙장학증서를 발급 받아 교내 경
리팀(본관 1층)에 제출하여 등
록처리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대전.충청군부사관자녀장학금 
대전.충청경찰관자녀장학금
대전.충청소방관자녀장학금

∙주민등록등본 1부  
∙재직증명서(보호자) 1부
∙재학증명서 1부    
∙학생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2019. 3월안에 서류제출

- 홈페이지 게시
개인별 지급 또는 
학자금 대출상환

가족우대장학금
※ 본교 학부에 2명 이상이 재학중

일 때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각1부
∙학생명의 입금통장사본 각1부

동문자녀장학금
※ 본교 학부 졸업생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입생)재학증명서 1부
∙(부모)졸업증명서 1부
∙학생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2019. 9월안에 서류제출
- 홈페이지 게시

교육자 및 직계자녀장학금
(대전,충남·북,세종)

교역자 및 직계자녀장학금
(현직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주민등록등본 1부   
∙재직증명서(보호자) 1부
∙재학증명서 1부

2019. 4월안에 서류제출
- 홈페이지 게시

서류제출자에 한해  입학 후 
2번째 학기부터 매학기 일정 인원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면학장학금

∙장학금 지급액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및 장학 홈페이지(http://janghak.hannam.ac.kr) 참고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우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필요 없음

∙장애인증명서(보호자 또는 본인) 1부
∙재학증명서 1부

서류제출자에 한해  입학 후 
2번째 학기부터 성적기준에 의거
장학생 선발
※ 자세한 기준은 장학 홈페이지 참고

장학금명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록 절차

▬ 문의 및 연락처 : 학생복지처 장학팀 (042. 629-7260/8355/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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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자금 대출 안내

2019년 정부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가구원 정보제공의 기간 및 방법 

● 2019년 정부학자금 지원 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자금지원 대상의 소득수준을 산정합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료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금융자산, 부채 등의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실질적 소득수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가구원(부모,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합니다.
∙2019학년도에 대학 진학 및 정부학자금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가구원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기간 ∙2018년 12월 이후 한남대학교 장학 홈페이지(http://janghak.hnu.kr) 공지

대상 ∙2019년 1학기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학생 및 입학 예정인 대학
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내용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수준 산정에 가구원(부모 등)의 개인·금융정보의 활용 동의

동의 방법 ∙가구원(부모 등)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

준비 사항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구분 내   용

정부학자금 대출 종류 및 신청방법

기간 ∙1학기 : 2018년 11월말 ~
∙2학기 : 2019년 5월 ~ 9월말

∙1학기 : 2018년 11월말 ~
∙2학기 : 2019년 5월 ~ 9월말

∙1학기 : 2018년 11월말 ~
∙2학기 : 2019년 5월 ~ 7월초

구분 든든(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성적기준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점 70/100이상 이수

소득기준
∙소득 8분위 이내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

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가입후 대출신청 ➞ 가족정보 서류 제출(재단) ➞ 승인결과
확인 후 대학 등록기간에 대출금지급신청

기타 ∙대출관련 모든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참조바람

∙소득 9분위 이상 ∙해당 사항 없음

●
합

격
자

 유
의

사
항

 (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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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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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신청 안내

지원자격 및 신청기간  

▪지원자격 : 대전권 이외의 타 지역 거주자 (성적순) 
▪신청기간

신청방법 

▪본교 통합정보시스템(http://portal.hannam.ac.kr/wps/index.jsp)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신청 시 본인이 희망하는 건물을 [제1지망], [제2지망]으로 선택하여 신청 (복수지원 가능)

선발기준 

개인별 입학성적 순 (원거리 지역에 따라 가산점 적용하지 않음) 
▪우선선발 : 기회균형선발제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새터민 및 새터민 자녀 등) 합격자

(진리의집, 자유의집 기숙사)
▪신청불필요 : 글로벌비즈니스 전공 신입생은 1년 동안(1학년)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입사해야 함에 따라 별도로 신청을 하지않음 

문의 : 042) 629-8494

기숙사(생활관) 관리비 납부  

▪수시모집 합격자 기숙사비 납부기간 : 2019. 01. 17(목) ~ 2019. 01. 23(수)
▪정시모집 합격자 기숙사비 납부기간 : 2019. 02. 15(금) ~ 2019. 02. 21(목)
▪관리비 및 식대(조식대 250,000원 포함) : 진리의집 · 자유의집 660,000원 / 소망관 800,000원

수시 2019 .01 .02(화) 10시 ~  
2019 .01. 11(금) 17시

2019 .01 .16(수) 10시 
인터넷발표

2019. 01. 17(목) ~ 23(수)  
가상계좌(전국 국민은행)

정시 2019. 02. 01(금) 10시 ~ 
2019. 02. 12(화) 17시

2019. 02 .14(목) 10시
인터넷발표

2019. 02. 15(금) ~ 21(목)
가상계좌(전국 국민은행) 

구분 신청기간 발표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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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소망관 및 진리의집 · 자유의집 중 택일하여 신청
▪소망관 및 진리의집 · 자유의집 중복신청 가능 (예) 제1지망(진리의집), 제2지망(소망관)
▪입사일 : 2019년 3월 2일부터 가능
▪입사는 09:00~21:00까지입니다.
▪방 배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할 때는 각 건물 1층 사무실에서 먼저 입사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입사기간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1년(1, 2학기)입니다. 단, 1학기 성적이 불량할 경우 2학기 퇴사조치 함.

입사 시 준비물

▪폐결핵 특이소견이 없다는 건강진단서(소견서, 확인서 등)
▪보증금(10,000원) : 열쇠 보증금 10,000원(퇴사시 반환)
▪침구(이불, 담요, 베개), 세면도구, 화장지, 개인용 물컵, 세탁세제 등

문의 및 연락처

▪소망관 : 남자 042) 629-0307 / 여자 042) 629-0306 / 사무실 042) 629-0301
▪진리의집 · 자유의집 : 남자 042) 629-7454 / 여자 042) 629-7282
▪린튼글로벌칼리지 : 042) 629-7845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예비대학(Pre-School)

일시 및 장소  

▪2019년 2월 셋째주 이후 시행  
▪상세일정은 2019년 2월 이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문의 및 연락처  

▪입학식 : 입학관리팀 042) 629-828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학생복지팀 042) 629-7256
▪신입생 예비대학(Pre-School) : 학사관리팀 042) 629-7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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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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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아너스 프로그램
Hannam Honor’s Program

-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과 학과 추천을 통한 우수 재학생을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선발하여 졸업시까지 집중지원

- 영어 능력, 전공 역량, 인성과 봉사정신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양성

아너스클럽 회원 선발 시 혜택

장학금 혜택

▪학업장려비 학기별 100만원 지원
∙회원자격 유지 시 총 8개 학기 지급
∙장학금 중복수혜에 따른 제한 없음

▪해외단기어학연수단 구성 시 특별장학금 지급
∙아너스클럽회원만으로 구성된 해외단기어학연수단

파견 시 특별장학금(체재비 일부 및 수업료) 1회 지원

학사 및 교육(환경) 혜택  

▪맞춤형 영어 특별강좌 무상 제공
▪인성 교육 특별강좌 무상 제공
▪취업전략개발팀 주관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 무상 제공
▪전담 지도교수 배정
▪회원 전용 스터디룸(예약제) 배정
▪도서 대출권수 확대 제공(20권)
▪기숙사 신청 시 우선 배정(2학년부터 적용되며 입사요건

을 갖추어야 함)

기타 혜택 

▪연간 성취도 평가에 따른 우수회원 총장 표창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
▪학생복지처 주관 국내‧외 봉사프로그램 신청 시 특전
▪총장 명의 취업추천서 우선 발급, 회원증서 발급

회원 유지자격 및 의무

▪맞춤형 영어 특별강좌 이수
▪회원 대상 기타 특별강좌(인성 교육, 기타 분야 등) 이수
▪학기별 평점평균 3.8 이상 획득
▪공인어학성적 학년별 기준점수 획득

∙2학년 : 토익(TOEIC) 700점 이상
∙3학년 : 토익(TOEIC) 800점 이상

▪자체 친목활동 및 교내 봉사활동 적극 참여
▪학교 주관 주요행사 참석 및 학교 발전을 위한 활동(졸업

후 활동 포함)

*상기의 아너스클럽 회원 선발기준, 혜택, 유지자격, 의무 등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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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센터
취업전략개발팀
Hannam Career Navigation System

입학에서 취업까지~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전략개발팀은 

당신의 가능성을 잘 알기에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전략개발팀에서 하는 일  

재학생 및 졸업생을 포함한 모든 지역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하여 대학,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운영하는 
진로/취업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하여 센터를 통한 원스탑 고용서비스를 제공

참여 혜택 

▪각종 청년고용정책 사업 정보 제공 및 참여 지원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체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 지원

▪취업컨설턴트 개인별 맞춤형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저학년의 진로상담 및 취업상담 실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코칭과 서류 및 면접 전형 지원
∙전공별 맞춤식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취업특강, 자격증 취득,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등 행사 참가 지원

▪취업시까지 사후 지원(졸업생 등)

1205가가가가(가가):Layout 1  18. 12. 7.  가가 5:14  Page 17



2019학년도 한남대학교 신입학 합격자 가이드북

18

STUDENT 

FIRST

2019 Hannam University

Guide for Freshman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학생경력

마일리지

시스템

진로/전공 탐색 진로/전공 설정

진로탐색

A-6, 7, 8, 11, 12

B-2, 4, 6, 8, 11, 12, 13, 14, 15, 16, 18, 20, 21, 

25, 28, 29, 31, 32

B-6, 8, 11, 12, 14, 15, 16, 17, 18, 20, 22, 23, 24, 

25, 29

E-1, 3, 4

C-1, 3

E-1, 3, 4

B-6, 8, 11, 12, 14, 15, 16, 17, 18, 20, 22, 23, 24, 

25, 29

B-2, 4, 6, 8, 11, 12, 13, 14, 15, 16, 18, 20, 21, 

25, 28, 29, 31, 32

A-6, 7, 8, 10, 11, 12

진로설계

학년별

진로/취업

목표체계에

따른 

로드맵

상담

공통역량

진로설계

직무역량

구직기술

멘토교수/일반교수

취업지원관(취업컨설턴트)

진로/취업 교과목

진로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정부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시스템

1학년 (진로탐색) 2학년 (진로설계)학년별 진로/취업 목표체계

1학년 (진로탐색) 2학년 (진로설정)학년별 진로/취업 목표체계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빨 주 노 초 파 남 보

350
이상

349 
~

300
299 
~

250
249 
~

200
199 
~

150
149 
~

100
99

이하
430
이상

429 
~

380
379 
~

330
329 
~

280
279 
~

230
229 
~

180
179
이하

100 65 45 35 25 20 15 100 65 45 35 25 20 15

레벨

마일리지

장학금 (단위: 만원)

한남커리어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Hannam 
Career 
Navigation 
System

학년별 
진로/취업준비
프로세스
프로세스

다양한 교양(인문)강좌 수강 전공기초과정을 통한 진로결정

토익시험 응시 정기적 토익시험 응시

학년별 

개발역량

(Mission)

상담

교과이수

영어

기초 컴퓨터 자격증 취득 MOS 등 OA 자격증 취득정보화자격증

자격증 정보 수집(취득방법) 전공 자격증 준비전공자격증

봉사활동, 학과활동 및 대외활동 정보 수집 교내외 활동 참가교내외 활동

정보 수집 해외 봉사활동 및 어학연수해외연수

관심 동아리 탐색 및 가입 교내 그룹 스터디 활동동아리

공모전 정보 수집 공모전 응시(동아리 연계)공모전

인턴십 관련 정보 수집 인턴십 가능 기업 탐색인턴십

다양한 경험(아르바이트, 여행) 전공(직무) 관련 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

희망직무 관련 멘토 탐색 직무관련 인맥 형성멘토찾기

진로/전공 탐색 진로/전공 설정멘토교수/일반교수

진로탐색 진로설계취업지원관(취업컨설턴트)

기본
이력

심화
이력

기타
이력

직업기초역량(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등),                 

진로탐색

직무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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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전공역량 개발 직무/전공역량 완성

E-1, 3, 4 E-1, 2, 3, 4 E-2, 3, 4

C-1, 3 C-1, 2, 3 C-3

B-1, 3, 4, 6, 7, 8, 9, 11, 12,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9, 33

B-3, 4, 6, 7, 8, 9, 11, 12,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9, 33
B-3, 7, 25, 27

B-6, 8, 11, 12, 13, 14, 15, 16, 18, 20, 21, 25, 29, 

32
B-6, 8, 11, 12, 13, 14, 15, 16, 18, 20, 21, 25, 29

A-1, 2, 3, 4, 5, 6, 7, 8, 9, 10, 11, 12 A-2, 3, 4, 5, 6, 7, 8, 9, 10, 11, 12

직무역량 개발 직무경력 및 취업역량 완성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

취업, 이직 재취업에 필요한 
역량교육 및 취업상담 진행

3학년 (직무역량강화) 4/5학년 (구직기술 함양) 졸업생 (취업/이직)

3학년 (직무역량강화) 4/5학년 (구직기술 함양) 졸업생 (취업/이직)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빨 주 노 초 파 남 보

600
이상

599 
~

530
529 
~

460
459 
~

390
389 
~

320
319 
~

250
249
이하

800
이상

*학년별 어학성적 최저기준 및 
교내 장학금 지급 기준 충족 시 

장학금 지급 

799 
~

700
699 
~

600
599 
~

500
499 
~

400
399 
~

300
299
이하

100 65 45 35 25 20 15 100 65 45 35 25 20 15

전공심화 과정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취업강좌 수강을 통한 취업역량 완성

목표 토익 완성 후 회화 훈련 영어면접 준비

취업, 이직 재취업에 필요한 
역량교육 및 취업상담 진행

정보화 자격증 취득 완료 자격증 활용

국가기술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방학특강 활동)

교내외 직무관련 심화 활동 참가 교내외 직무교육 연수 참여

전공(직무)관련 활동 및 유학 프로그램 참가 해외인턴·현장학습 참가

교내외 그룹스터디 연계 활동 직무 관련 취업 스터디 활동

공모전 응모 및 수상 직무 관련 공모전 포트폴리오 완성

직무 관련 인턴십 참가 직무 관련 인턴십 포트폴리오 완성

전공(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직무 관련 연수·인턴 연계

희망직무/입사기업 멘토 만들기 멘토링

직무/전공역량 개발 직무/전공역량 완성

직무역량 개발 직무경력 및 취업역량 완성

                 공통역량(외국어, 컴퓨터, 봉사 등)

구직정보 탐색

경력개발계획 수립

전공 자격/과정

직무 자격/과정

공모전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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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FIRST

2019 Hannam University

Guide for Freshman

진로/취업 교과목 (학점취득) A
교육/활동 내용교과목명 신청대상 인원(명) 학점(평가방법)교육기간 학생경력마일리지NO. 구분

A-1
∙개인의 역량을 진단하여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의 가치를 알게하며, 

역량기반 입사서류 작성능력과 면접능력을 함양
경력관리와 취‧창업
(풀온라인 강좌) 3학년 - 1학기

2학기
1학점
(P/F) -

A-2
∙해외 취업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륙별 문화와 특징, 국가별 취업 사례를 파악하여

나에게 맞는 해외취업처 파악 및 해외취업전략 수립해외취업역량개발 3~4학년 60 1학기
2학기

2학점
(절대평가) 30점

A-3
∙국내 채용 시장에 대한 이해, 입사서류 준비, 면접 준비, 채용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취업전략수립국내취업역량개발 3~4학년 60 1학기
2학기

2학점
(절대평가) 30점

A-4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NCS기반 채용에 따른 자기소개서 작성법, 
NCS직업기초능력필기시험, 면접준비 등의 취업전략 수립 NCS기반 채용준비 1~4학년 60 1학기

2학기
2학점

(절대평가) 30점

A-5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선택과 체계화된 
취업전략을 수립직업탐색과 준비역량

취업과 경제경영
(TESAT)

1~2학년

3~4학년

30

30
1학기
2학기

2학점
(절대평가) 30점

A-6

∙산업현장의 생생한 정보 전달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배양취업전략 3~4학년 120 1학기

2학기
2학점

(절대평가) 30점

A-7

∙단편적인 경제지식의 습득에서 나아가 복잡한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함양 (경제경영분야 자격시험-TESAT 준비)3~4학년 60 1학기

2학기
3학점

(절대평가) 30점

중소(강소)기업의 이해

A-8

∙기업경영의 다각화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양성 훈련 프로그램 (계절학기 학점 인정)

비즈니스훈련
BTC(Businessman Training Course)

3~4학년 60 3~5월
9~11월

2학점
(절대평가) 30점A-9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지역 핵심 산업분야 분석을 통하여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함1~4학년 60 1학기

2학기
2학점

(절대평가) 30점

교양
필수

교양
선택

A-10
∙청년취업아카데미, K-Move스쿨, 내일배움카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수료생 대상 (계절학기 학점 인정)현장실무능력Ⅰ,Ⅱ,Ⅲ 2~4학년 250 5~12월
동계방학

3학점
(P/F) 30점

A-11 ∙직업관 형성, 진로의사결정, 취업준비 실무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대학생진로지도과정
(CDP-C)

1~2학년 200

3~4학년 200
1학기
2학기

1학점
(P/F) 10점

A-12 ∙신문읽기, 글(기사) 작성법, 언론사 이해방법 등을 통해 경력 개발과 취업역량강화신문읽기와 경력개발 1~4학년 60 1학기
2학기

2학점
(절대평가) 30점

교육/활동 내용프로그램명 신청대상 인원(명) 교육기간 학생경력마일리지NO.

B-1
∙취업동아리 활성화로 취업준비 분위기 확산 및 취업률 향상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강의, 모의면접, 멘토링 진행 등취업동아리 3~4학년

졸업생 참가자 9~11월 20점

B-2
∙개인별 커리어 로드맵 작성을 통하여 성공적인 진로설정의 기반 구축
∙수상자에 대한 상금(장학금) 지급

한남커리어네비게이션맵 
공모전 1~2학년 참가자 9월 5점

B-3
∙해외취업시장 현황 및 준비전략, 해외취업 사례특강, 

해외취업 입사서류 작성 방법 특강 등(국고지원 신청)해외취업특강 3~4학년 
졸업생 참가자 연중 5점

B-4
∙소그룹 토론형 집단상담형식으로 자기탐색, 목표설정, 적성·흥미에 맞는 직업탐색, 다양한 직업·

진로 설계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NCS기반 
즐기면서 진로찾기 1~2학년 20명 연중 20점

B-5
∙소그룹 토론형 집단상담형식으로 자기탐색, 목표설정, 적성·흥미에 맞는 진로설계, 기업분석 입사서류

작성, 면접준비 등 취업역량강화를 통해 성공취업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NCS기반 
즐기면서 취업하기 3~4학년 20명 연중 20점

B-6
∙취업프로그램을 졸업인증 필수조건으로 지정한 학과 대상
∙진로탐색, 직무찾기, 취업동향, 직무분석, 입사서류작성법, 면접준비 방법, 비즈니스매너 등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진행

단과대학별, 학과별 맞춤형 
진로/취업특강 1~4학년 참가자 학기중 -

B-7
∙고학년을 대상으로하여 취업 트렌드와 입사서류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심도있게 다루는 워크숍

(경력관리와 취‧창업 수강생 필수 과제)
자기소개서 워크숍

3~4학년
졸업생

- 학기중 5점

진로/취업 프로그램(비교과) B ※ 신청방법 : Hi-portal “교육/강습 모집” 신청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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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1등 사립대학 한남대학교

교육/활동 내용프로그램명 신청대상 인원(명) 교육기간 학생경력마일리지NO.

B-8
∙팀별 기업 및 직무 주제를 선정하여 국내 기업 탐방을 수행
∙우수팀에 대한 시상 진행

Hannam Local Career
Frontier(HLCF) 1~4학년 35명 10~12월 20점

B-9
∙직무분석,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 진행 등
∙종합적인 취업역량을 키우기 위한 집중 캠프고학년 취업캠프 3~4학년 40명 11월 20점

B-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캠프외국인유학생 취업캠프 외국인 
유학생 40명 2학기 중 20점

B-11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특강
∙해외취업 정보 파악 및 위버전략 수립(조별 자체활동)해외취업동아리 1~4학년 50명 6~12월 20점

B-12
∙취업프로그램 홍보방법 기획, 홍보 및 체험 등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우수활동인원에 대한 관련 직무인재 추천 명단으로 활용Job 서포터즈 1~4학년 20명 4~12월 20점

B-13
∙학생경력마일리지 점수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글로벌한 경험의 기회 제공
∙글로벌 기업문화 체험을 통하여 해외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가능성 제고글로벌 해외기업탐방 1~4학년 20명 동계방학 20점

B-14 ∙멘토링을 통하여 직무와 취업에 대한 이해도를 직접적으로 제고하는 프로그램취업 멘토링 1~4학년 참가자 9~12월 5점

B-15 ∙여대생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각 분야 여성 멘토와의 토크 콘서트여대생 멘토특강 1~4학년 참가자 9월 5점

B-16
∙여성 선배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남대 여대생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을 돕고자 함여대생 멘토링 프로그램 1~4학년 100명 11월 5점

B-17
∙미래의 승무원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양성과정
∙전체인원 중 30%는 남학생 참여 가능여대생 항공승무원 양성과정 1~4학년 40명 학기중 20점

B-18 ∙NCS직업기초능력평가 검사 수행, NCS반영 입사지원서 작성법 등NCS기반 직무적성검사 캠프 1~4학년 50명 학기중 20점

B-19
∙주요 기업의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 및 교육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최신 기출 문제 트렌드 이해 및 취업 경쟁력 제고 / 전체인원 중 30%는 남학생 참여 가능여대생 직무적성검사캠프 3~4학년 50명 9월 20점

B-20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현장 리쿠르팅에 도전하고 취업

트렌드를 취득할 수 있게 함
리쿠르팅 노마드
(채용박람회 참가) 1~4학년 참가자 연중 5점

B-21
∙매주 요일별 진로(NCS) Day로 지정하여 운영
∙진로탐색과 진로설정을 돕고 공기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년별 진로 계획 수립을 돕는 강의진로(NCS) Day 1~4학년 참가자 학기중 5점

B-22
∙매주 요일별 입사서류(직무) Day로 지정하여 운영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를 이해하고, 입사서류 작성법을 익혀 취업역량 강화입사서류(직무) Day 1~4학년 참가자 학기중 5점

B-23
∙매주 요일별 면접 Day로 지정하여 운영
∙면접의 이해와 지속적인 면접 훈련을 통한 취업역량 제고면접 Day 1~4학년 참가자 학기중 5점

B-24
∙매주 요일별 해외취업 Day로 지정하여 운영
∙해외취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 취업을 목표해외취업 Day 1~4학년 참가자 학기중 5점

B-25 ∙취업전략개발팀 홍보이벤트, 취업특강, 해외취업특강, 정부사업 홍보 등이 진행되는 취업 페스티벌한남 커리어데이(취업주간) 1~4학년 참가자 2학기중 -

B-26
∙일본취업(IT계열)에 관심있는 고학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커리어 플랜 구축, 일본취업정보,

교육비 등을 제공하는 통합 관리 특별반일본취업 특별반 3~4학년 20명 학기중 20점

B-27
∙온‧오프라인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면접지원 등 졸업생(미취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졸업생 집중관리 프로그램 졸업생 참가자 연중 -

B-28
∙리더십, 비전설정, 의사소통능력, 발표력 향상
∙1주일(5일), 야간 3시간데일카네기리더십과정 1~2학년 40명 1학기중 20점

B-29
∙팀별 기업 및 직무 주제를 선정하여 해외 기업 탐방을 수행
∙우수팀에 대한 시상 진행

Hannam Global Career
Frontier(HGCF) 1~4학년 35명 하계방학중 20점

B-30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에 대한 이해도 제고
∙팀별 직무분석과 직업 갤러리 워크, 내 인생의 커리어 네비게이션 등외국인 유학생 진로캠프 1~2학년 35명 1학기중 20점

B-31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변화는 채용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진로 계획 수립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을 이해저학년 진로캠프 1~2학년 30명 1학기중 20점

B-32
∙MBTI 진단을 활용한 개인성향 탐색, 기업 이해와 직무 탐색
∙직업기초역량 개발, 역량개발 로드맵 작성 등

진로가 어렵군(君), 
힘든걸(Girl) 모여라 1~3학년 40명 1학기중 20점

B-33
∙인사팀장과 함께 알아보는 직장인의 기본소양
∙인사팀장과의 입사서류 작성법 강의, 면접준비 및 모의면접 등

취업 Job Go!
인사팀장 Job Go! 3~4학년 40명 1학기중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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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FIRST

2019 Hannam University

Guide for Freshman

정부(지자체)지원 프로그램C

C-1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 연수과정을 통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현장실무능력 Ⅰ,Ⅱ,Ⅲ(3학점 P/F, 계절학기)로 학점 인정 가능

청년취업아카데미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2~4학년 - 7~12월 -

C-2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단계별 통합적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one stop 취업지원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인턴 등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취업알선
∙운영기관: 인지어스(유), ㈜제이엠커리어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주관:고용노동부)

졸업예정자
졸업생

- 연중 -

C-3

∙대전광역시 지원 사업으로, 대학 재학 중 산업현장의 일경험 기회를 통한 진로탐색 및 조
기취업을 위한 기업(기관) 연수 프로그램

∙직무연수지원금 지급, 특별학점 인정 가능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
(대전광역시)

재학생
휴학생

- 9~12월 20점

교육/활동 내용프로그램명 신청대상 인원(명) 교육기간 학생경력마일리지NO.

D-2

∙취업희망자 취업역량강화 컨설팅 및 구직활동 지원(개별상담)
∙단과대학(학과)별 특성에 맞는 취업특강 및 컨설팅
∙1회 상담시 학생경력마일리지 3점 부여

취업지원관(취업컨설턴트) 상담 상시
단과대학별 취업준비실 방문 및 
전화예약 후 방문 상담

D-1

∙진로, 학업, 취업 등에 대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지정된 멘토 교수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알찬 대학생활과 성공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상담시스템

∙멘토교수 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및 학생경력마일리지 5점 부여

멘토교수상담시스템
(멘토교수장학금) 상시

Hi-Portal(로그인) ➞ 통합/학사 ➞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상담신청

E-2
∙해외취업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연수과정을 통해 글로벌지역전문가로 육성
∙해외취업(인턴) 확정 후 장학금 지급(고용계약서 체결한 자에 한함)

해외취업장학금지원시스템 상시 해외취업프로그램 참가

개인
면접

단체
면접

E-3

∙모의면접 신청 후 예약번호 인증 후 면접 실시
∙업종별, 직무별, 외국어별 모의면접 선택 가능
∙대면면접에 대한 두려움 극복과 적응력 향상 기능

∙학과별, 개인별, 그룹별 면접 클리닉

모의 면접 지원 시스템 09:00~
18:00

Hi-Portal(로그인) ➞ 통합/학사 ➞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취업지원 ➞ 모의면접

취업전략개발팀 방문 신청

E-4 취업전략개발팀 홈페이지 상시 http://job.hnu.kr/ (Hi-Portal 로그인 후 내용 열람 가능)

취업지원시스템E
교육/활동 내용시스템 명 운영기간 신청/활용방법NO.

E-1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취업준비사항을 점수화(마일리지)하고, 객관적인
취업준비사항을 파악하여 부족한 역량에 대해 자발적·주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경력관리
시스템(최소 수혜 조건 : 학년별 어학성적 및 교내 장학금 지급 기준 충족시 장학금 지급)

∙레인보우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른 장학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없음)

학생경력마일리지시스템
(레인보우장학금) 상시

Hi-Portal(로그인) ➞ 통합/학사 ➞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취업지원 ➞

학생경력마일리지(경력입력)
*일부 경력은 취업전략개발팀 방문제출

진로/취업상담D
교육/활동 내용상담명 운영기간 신청/활용방법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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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FIRST

대전.충청1등 사립대학 한남대학교

진로/취업 컨설턴트 현황  

상담대상 상담장소컨설턴트 전화번호

진로·취업상담(학과 공통)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전략개발팀현재희 042) 629-8106

∙진로 및 취업 상담(경력계획 수립 지원 및 취업지도) ∙진로/취업 교과목 운영
∙CAP+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구직희망자 발굴 및 취업알선, 워크넷 DB 관리
∙구인기업 발굴 및 DB 관리 ∙학교 특성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단과대학별/학과별 취업 특강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계사업 ∙취업훈련과정 운영 입사서류 및 면접 컨설팅 지원 
∙진로캠프(리더십, Vision 및 시간관리/목표 관리 등)

진로·취업상담(학과 공통)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전략개발팀신희영 042) 629-7166

문과대학 문과대학 40317호신미여 042) 629-7882

사범대학 / 조형예술학부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전략개발팀
사범대학 30202호노수화 042) 629-7881

042) 629-7167

공과대학 공과대학 90515호윤수영 042) 629-7887

경상대학 (경영, 회계, 경제, 비즈니스통계, 경영정보) / 간호학과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전략개발팀정지영 042) 629-7883

법정대학 법정대학(56주년기념관)
560406호권명희 042) 629-7890

생명‧나노과학대학 대덕밸리캠퍼스 봉사관 로비김미정 042) 629-8926

린튼글로벌비즈니스 스쿨, 
경상대학 (중국경제통상, 무역, 컨벤션호텔경영)
해외취업 상담

경상대학 50345호김은총 042) 629-717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31번길 72, 702호(둔산동, 홀리뷰빌딩)인지어스(유) 042) 321-9984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22번길 17(대흥동, 대일빌딩 3층)㈜제이엠커리어 042) 223-0135~6

진로/취업
컨설턴트

*주요업무

∙1단계 : 자가진단 및 심층상담
∙2단계 : 직업훈련, 인턴 등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3단계 : 취업알선 서비스

*주요업무

청년취업성공
패키지

(졸업예정자, 졸업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31번길 65(둔산동) 금강빌딩 3층㈜데일리잡 042) 828-3022

구분

전화/방문 예약 방문 상담

워크넷 예약
(work.go.kr 로그인) 청 년 ▶ 우리학교 

취업지원실 ▶ 한남대학교 선택 ▶ 상담예약 신청 ▶ 방문 상담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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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창업마실
학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
Hannam Career Navigation System

창업의 A to Z

한국 최대의 창업 클러스트 ~

한남대학교 창업마을

2019학년도 한남대학교 신입학 합격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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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재를 위한 혜택 _ 1년 총 1억원 창업장학금 지급

창업인재전형 장학금 

▪장학 대상 : 창업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중 창업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학생 선발방법 : 2018학년도 창업인재전형 입학 학생 중 서류평가를 통하여 창업활동이 우수한 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 : 입학금 전액, 수업료 50% 후지급, 6명이내

창업재도전 우수학생 장학금

▪장학 대상 : 창업에 도전하여 실패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창업재도전을 희망하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학생
▪장학생 선발방법 : 장학금 신청자 중 장학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을 추천받아 재도전 아이템 및 이후 창업계획 등을 서류평가 또는 면접

평가 진행
▪장학금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 : 최대 200만원(등급별 지급)

창업마일리지 장학금

▪장학 대상 : 학업과 병행하여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동아리, 창업강좌, 창업캠프,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등 각종 창업지원프로그램
을 참여하고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대학의 창업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학생

▪장학생 선발방법 : 1년 동안 창업 활동내역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단계별 지급
▪장학금 지급액 : 최대 200만원 (등급별 지급)

창업 CEO 장학금

▪장학 대상 : 학업과 병행하여 창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자등록 후 다양한 창업 성과를 이루어내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대학의
창업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학생

▪장학생 선발방법 :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예비)창업자 중 창업 CEO 활동내역 점수를 적립하여 단계별 지급
▪장학금 평가항목 : 매출, 고용, 수출, 투자유치, IPO 등 실적 취합
▪장학금 지급액 : 최대 300만원 (등급별 지급)

2019 Hannam University

Guide for Fres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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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창업 입주(실습) 공간 (전체 33실, 282평)

● 입주 권장 업종

- 기념품, 잡화, 스포츠, 레저, 여행, 환전소

- 제품디자인, 온라인창업, 이벤트사

- 의류, 액세서리, 패션매장 

- 창업카페, 공동판매장, ATM기 등

● 열린책방존(교수 기증도서 전시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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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탐색 공간

● 창업아이디어 발전소

● 만남, 토론 자유공간

● 동아리, 캡스톤디자인팀 환영

● 창업도서 열람실 ● 플리마켓

● Co-Working Space 공간

창업기업 보육 공간 

● 보육실 11개, 대회의실 1개

● 시제품 제작실(3D 프린터)

● 창업 및 시제품제작&시험판매

● 엑셀러레이팅 지원

멘토링 및 아이템 발굴

● 컨설팅룸 6개

● 전문가 컨설팅 & 멘토링 공간

● 창업마실 행정사무실

● 창업전문가 상주

● 심의위원회 심사 후 C존으로 입주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Hannam StartUp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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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팀
해외교류 프로그램
Overseas Exchange Program

한남대학교는 세계 48개국 250여개 대학 및 기관과 자매결연을 통한 다양한 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매대학과의 학술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위한 학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유학 기회를 포함하여 학내에서도
국제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재학생들의 국제화를 돕고 있다. 또한, 해외 자매대학과의 활발한 학술 및
학생교류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국제적인 감각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언어연수는 물론
문화교류를 통해 나의 세계관을 더욱 넓혀 보자.

한남을 세계로, 세계를 한남으로 ~

48개국 256개 자매대학, 세계를 품다.

교류유학제도

재학기간 중 해외 자매대학에 3개월~1년(통상 6개월 또는 1년)을 수학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동안 언어는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자매대학간의 교류를 통하여 세계 속의 한남대학교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전 

▪수업료 면제 : 본교 등록금만 납부하고, 해외 자매대학의 수업료 면제(기숙사비 및 생활비, 보험비 등 학생부담)
▪학점인정 : 연간 최대 35학점까지 이수 가능

∙자매대학에서 어학과정만 수학 시 연간 최대 24학점까지 인정. 어학과정과 함께 학부과목 1과목 이상 수강하는 경우 연간 35학점
이수 가능

공통지원 자격

▪직전학기까지 총 평접평균이 3.0이상
▪2학기-6학기 해당하는 재학생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으며,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언어권별 응시자격

최근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하여 획득한 공인 성적표를 제출(대학 주최 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미국, 유럽, 말레이시아(노팅험)

- 미국 IBT TOEFL78점 이상, 유럽IBT TOEFL 70점 이상(일부 유럽지역은 상이함)
② [①에 해당되지 않는 영어권 국가]

- 싱가폴, 필리핀, 모로코, 태국, 몰도바, 키르키즈스탄 등 대학자체 토플시험실시
③ 일본 – 외국어공인능력시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JPT 660점, JLPT N2이상 소지자 우선선발
④ 중국 - 新 HSK 성적이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新 HSK 4급 이상 소지자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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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유학제도 - 추천유학 인정유학제도 - 자비유학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해외자매대학의 감면된 수업료를 납부하여 6개
월~1년을 수학할 수 있으며, 유학기간 동안에도 본교 재학생 신분이
유지되어 휴학 없이 유학이 가능하다.

특전 

  ▪수업료 일부 감면 : 한남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외 자매대학의 수업료는 일부 감면 받아 납부

▪학점 인정 : 학기당 최대 12학점, 연간 최대 24학점 인정

공통지원 자격

▪2학기 이상 재학생
▪일정수준의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으며,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세부사항

▪지원시기 : 매년 2학기 중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Hi-Portal 접수

▪파견대학 : 일본 시코쿠학원대학, 긴조학원대학
※ 단, 유학가능 대학 및 프로그램 사전 확인 및 상담 후 지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학생이 희망하는 해외대학의 어학연수기관에
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전 

▪학점 인정 : 학기당 최대 12학점, 연간 최대 24학점 인정

공통지원 자격

▪ 2학기~6학기인 재학생
▪일정수준의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으며,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세부사항

▪지원시기 : 매 학기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Hi-Portal로
지원 가능

▪해당 국가 교육부 인가된 4년제 대학 (University or College) 부속
기관 (어학연수과정)에서 취득한 학점만 인정 

▪본교 등록금 및 유학대학의 학비 동시 납부

자비유학 신청 절차

① 유학기관 확정 및 수속완료
② 본교 홈페이지 공지기간(매년 1월 / 7월 중 공지) 내 

Hi-Portal로 자비유학 신청
③ 유학절차 관련 구비서류를 소속 학과 및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진행절차 

서류접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적·인성 면접 ➞ 예비합격자 공지

가산점안내

▪국제교류팀 주관 국제학생도우미 프로그램 이수 학생 : 2점
▪비전공학과 학생 지원 시 : 3점 (*비전공학과-아래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영어권 : 영어영문, 영어교육, 아동영어,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중국 : 중국경제통상학과, 경제학과 (중국경제통상트랙)
∙일본 : 일어일문학과, 일본·프랑스어문 (일어일문트랙), 외국어문학부 (일어일문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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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유학제도

본교에서 4년 학부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기간 내 
해외 소재한, 해외대학 석사과정에 입학 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전 

▪교비장학증서 발행
▪교비장학금 지급 : 졸업 후 1년 6개월 이내에 해외

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
출하면 소정의 교비장학금을 지급
※ 교비장학증서의 유효기간이 졸업 후 1년 6개월까
지 이므로 기간 내에 해외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할
것(단, 군 복무 기간은 유예)

공통지원 자격

▪직전학기까지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3·4학년
재학생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으며,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언어권별 응시자격

▪교비유학생선발규정에 명시된 각 언어권별 공인성
적 제출

※ 공인성적표만 인정(단체, 기관, 특별시험 제외)

복수학위프로그램

해외대학과 체결한 교육과정에 따라 본교에서 일정학기를 이수한 후 
해외 자매대학에 설치된 전공을 수학하여 보교 학사학위와 자매대학의 학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디.

캐나다 Providence University College와 3+1 복수학위제

▪개요 : 3+1 복수학위(한남대 3년, Providence University College 1년)로 2개의
학사학위 취득

▪취득학위 : Bachelor of Arts / TESOL Certificate
▪지원자격

∙본교에서 3학년(6학기)까지 이수한 자 중에서 10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본교 영어 관련학과(린트글로벌비지니스스쿨, 영어영문, 아동영어, 영어교육)재학생
∙복수학위에 따른 한남대학교 이수학점을 충족한 자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능력 보유자 [IBT TOEFL 75점 이상(작문영역 21점 이상,

기타 영역 각 18점 이상]
▪등록금

∙본교 등록금 감면액+Providence University College 등록금의 약 50% 감면
※ 현지대학 이수기간 연장시 국제교류팀 서면 동의 필요

미국 Dordt College 3+1 복수학위(준학사) 취득 프로그램

▪개요 : 본교 정규학위 및 Dordt College 준학사 (Assicuate Degree)학위를 취득
하는 3+1 프로그램

▪지원자격 : 2-4학년중 해당 영어성적 기준에 부합한 자
▪취득학위 : AA Degree(The Associate of Arts Degree)
▪학위과정 : 본교에서 선수과목 이수 후 Dordt College에서 1년 동안 지정과목을 이

수 완료하여 복수학위 취득
▪혜택 : Dordt College 학위 취득 후 1년동안 미국 취업(구직)활동 비자 발급 기회제공

Linton School of Global Business 복수학위 프로그램

※ 자세한 사항은 린튼글로벌컬리지로 문의

대학원생 대상 _ 일본 Toyota Technological Institute와 1+1 복수학위제

▪취득가능 학위 : Master of Advanced Sciences and Technology
대학원생 대상 석사과정 복수학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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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본교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이수 시 소정의 연수지원금 및 학점(교양 3학점)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대상국가 : 미국,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일본 등 (변경
가능)

▪특전 : 해외단기어학연수(3학점) 과목 인정 및 소정의 연수지원금 지급
(총 2회 참여 가능)

▪연수지원금 : 프로그램 출석율 80%이상, 어학성적 70점이상 취득시
지원됨

KSSP (Korean Studies Summer Program)

▪여름방학 3~4주간 외국인학생과 영어강의 수강 및 1:1 버디활동을
통하여 소정의 봉사시간 인정

▪참가활동 : 영어강의 수강, 현장견학 체험, 그룹활동 등 모든 프로그
램에 외국인학생과 함께 참여

국제학생도우미

▪외국 자매대학 초청교류학생과 본교 재학생을 1:1로 매칭하여 유학
생활 및 교류

▪매 학기 방학중 모집하며, 교류/교비 유학 지원 시 가산점 2점 부여
▪소정의 봉사시간 인정

멘토멘티프로그램

▪재학중인 학부 소속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해당학과 국내 학생과
1:1로 매칭하여 학과생활 및 전공분야 수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매 학기 개강 후 각 학과사무실을 통해 신청하며 학기 단위로 운영
▪교류/교비 유학 지원 시 가산점 2점 부여 및 소정의 봉사시간 인정

해외 유학제도 문의 – 한남대학교 국제교류팀
Tel_ 영어권 042.629.7739,7755

일 본 042.629.7923 / 중화권 042.629.8514
Fax_ 042.629.7779
http://cir.hannam.ac.kr

한·일 국제학생세미나

1979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는 한·일 국제학생세미나는 여름방학을
이용, 매년 세미나 주제를 결정하여 서로의 의견을 발표·교환함으로,
한·일 학생들의 보다 활발한 학문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전통적인 학
생교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기간 : 매년 8월초 약 1주일 실시
▪참가비용 ∙본교 주최 시 : 실비 납부 (약 5만원)

∙일본 시코쿠학원대학 주최 시 : 참가비 6만 엔 
(숙식 및 교통비 포함, 항공료 별도)

▪모집시기 : 매년 4, 5월 중
▪특전 : 본교 주최 시 소정의 봉사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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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육원(FLEC)
외국어 역량강화 지원
Foreign Language Education Center

앞선 미래와 가장 먼저 만나는 곳 ~

세계와 내가 만나는 곳.

꿈이 큰 내일을 준비하는 곳!

오프라인 
강좌

TOEIC

졸업인증제의 어학 능력 인증 요건에 해당되는 점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외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토익 강좌를 말하며 강좌별 목표점수반을 운영하고 있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토익강좌를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TOEIC Speaking

단계별 시나리오 작성법과 실전에 적응하는 훈련을 위주로 하는 수업으로 단계별로 모의시험 참여 및 분석으로 차별
화된 수업 제공합니다.

OPIc

OPIc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연관된 주제들의 범주 안에서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수업으로 문법, 억양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수업입니다.

iBT TOEFL

교류 학생 및 유학을 꿈꾸는 TOEFL 초심자, 중급자를 위한 수업입니다.

영어회화

단계별로 운영되는 회화수업으로 재미, 자신감으로 회화를 시작하여 더욱 풍부한 표현과 자연스러운 영어감각을 익
힐 수 있도록 해주는 수업입니다.

중국어

HSK시험반과, 회화반으로 운영이되며 원어민 선생님의 꼼꼼한 지도로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어렵지 않
게 실력을 향상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스페인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테마별 스페인어와 일상 회화문법을 익혀 레벨을 점점 높여갈 수 있습니다.

일본어

일본어 기초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다양한 표현을 중심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베트남어를 처음 배우시는 학습자를 위한 수업으로, 빠른 시간안에 기초 문법과 기본 회화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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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생복지팀과 외국어교육원이 함께 운영하는 장학프로그램으로 본교 장학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학생으로 
해당학기 과목 출석률 80%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온라인 강좌

비즈니스 영어
발음교정 학습, 의사표현하기,
동영상 강좌(52강좌), EC학습

공무원 영어
연습문제, 기출문제
동영상 강좌(39강좌)

프로그래밍 영어
(코딩)

기초적 프로그래밍 언어,
이해 알고리즘, 변수 등

영어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영문법과
기초어휘를 습득하여 영어의 기본기를 다지고, 영
어의 부담감을 극복한다.

90,000

90,000

42,000

42,000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면접, 토익스피킹 등을 학습하여 영어 말하기 과정
을 마스터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기초적인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학습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필수언어인 코딩의 기본기 학습 프
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
양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능력을 기른다.

영어 스타트반
(기초영문법)

AI 학습진단, 기초영문법, 기본어휘, 
학습가이드동영상 강좌(67강좌)

수강료 비고구분 구성 강좌설명

학과장 및 멘토교수
추천을 받은 재학생

재학생지원자격

전체성적 중 한 학기 이상 평점 3.0이상이고, 
공인어학 시험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재학생 
(TOEIC 700점, TOEFL 71점, TEPS 501점, IELTS 6,
JPT 700점, NJLPT 2급, 新HSK 4급 이상)

학과장 및 멘토교수 추천서, 
장학프로그램 지원서

장학프로그램 지원서제출서류 성적증명서,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장학프로그램지원서

선착순 300명 선착순 90명선발인원 선착순 30명

구분 PART 1. 우수어학성적 장학생 PART 2. 학과장 및 멘토교수 추천 장학생 PART 3.토익 특별 장학생 (T.S.S.C.)

외국어교육원의 모든 강좌
(토익특별장학생과정 제외)

토익특별장학생과정
(초급·중급·고급)

지원강좌
외국어교육원의 모든 강좌
(토익특별장학생과정 제외)

해당강좌 수강료 선납 후, 
최종 출석률 80% 이상 확인 시 

수강료 1/2 환급

해당강좌 수강료 선납 후,
최종 출석률 80% 이상 확인 및 

테스트 3회 응시 확인 시 
수강료 2/3 환급

장학혜택
해당강좌 수강료 선납 후, 최종 출석률 80% 이상 확인 시 

수강료 전액 환급

∙수강기간 : 1년
∙PC & 모바일 동시수강 가능
∙접수방법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 ➞ 

‘스마트온라인 과정’ 클릭 ➞ 

희망 강좌 등록 후 수강

장학프로그램

장학제도 공통 지원 자격 : 직전학기 성적 2.0이상, 15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 (4학년 2학기 : 직전학기 2.0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
•Hi-portal 신청 후 제출서류를 외국어교육원 사무실에 제출(미제출 시 장학 취소)
•장학제도로 인한 환급대상자는 한남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자로 한함
•전 학기 장학제도 신청 시 개강 이후 취소한 자는 연이은 장학제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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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학기에 따라서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봄학기 

여름학기 2주 / 4주 

2019. 03. 04 ~ 05. 17 (중간고사 기간 휴강)

2019. 09. 16 ~ 11. 29 (중간고사 기간 휴강)

2019. 07. 01 ~ 07. 12

2019. 07. 01 ~ 07. 26

가을학기

2주 수업기간

4주 수업기간

2019년 외국어교육원 수업일정

정규과정

  봄 학 기        일반과정(10주)          2019. 03. 11 ~ 05. 24 (중간고사 1주 휴강)                    2019. 02. 11 ~ 03. 15 (5주)

    여름학기        일반과정(6주)                           2019. 06. 24 ~ 08. 02                                   2019. 05. 27 ~ 06. 28 (5주)

    가을학기        일반과정(10주)          2019. 09. 16 ~ 11. 29 (중간고사 1주 휴강)                    2019. 08. 19 ~ 09. 20 (5주)

    겨울학기        일반과정(6주)                           2020. 01. 02 ~ 02. 14                              2019. 12. 02 ~ 2020. 01. 08 (5주)

구분 과정 수업일정 접수기간

토익특별장학생 (T.S.S.C)

T.S.S.C 특별장학생과정 1-1차 (8주)       2019. 03. 18 ~ 05. 17 (중간고사 1주 휴강)                     2019. 02. 18 ~ 03. 22

T.S.S.C 특별장학생과정 1-2차 (4주)                      2019. 06. 24 ~ 07. 19                                     2019. 05. 27 ~ 06. 28

T.S.S.C 특별장학생과정 2-1차 (8주)       2019. 09. 16 ~ 11. 15 (중간고사 1주 휴강)                     2019. 08. 19 ~ 09. 20

T.S.S.C 특별장학생과정 2-2차 (4주)                 2019. 12. 30 ~ 2020. 01. 23                           2019. 12. 02 ~ 2020. 01. 03

과정 수업일정 접수기간

신입생과정

수 업 기 간

수 업 기 간

｜ 홈페이지 ｜
http://flec.hannam.ac.kr/main/main.php

｜ 문의전화 ｜
042) 629-7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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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지원센터
National Exam Preparation Center

준비된 미래, 당당히 빛나다 ~

최상의 학습지원 시스템. 최고의 수험지원 시스템!

최상의 학습지원시스템
국가시험지원센터는 소수정예의 6개반 100여석
규모의 최상의 학습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실력배양을 위하여 1차와 2차 시험과
목에 대한 전문수험서적은 물론 유명강사의 강의
자료, 그리고 각종 수험자료 및 정보검색 등 사이
버강의지원을 위한 최신형 컴퓨터와 프린터를 갖
추고 있으며, 고시생들의 그룹스터디 지원을 위해
스터디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에서도 쾌적한 수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에어콘 및 온풍기 등 냉난방시설과 정수기 및
가습기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충분한 휴식공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험지원시스템
국가시험지원센터는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수험준
비를 위해 매학기 방학 중 출제위원급 교수들과 국
내 유명학원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전액 무료로
집중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고시 및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
생들이 서울 고시학원가에 가지 않더라도 교내에
서 국내 유명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를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24시 사이버강의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통
합모의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들
에게는 본 센터 입실기회와 소정의 도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중 본 센터에서 지정하는 시
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면제 및 월 소정의 도서지원비를 지원함은 물론 서
울지역 제2차 시험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입실인원 총 100명(6개반)
▪입실자격 - 본교 재학생 및 재적하고 있는 휴학생

- 졸업 후 3년 이내의 자. 단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각종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1
차 합격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사정기준 - 고시 및 전문자격시험 1차 합격자는 입실시험 면제
- 공직 및 전문자격시험 준비생은 국가시험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에서 시행하는

객관식 입실시험에 의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입실 합격자를 결정한다.

▪입실시험 학기를 단위로 4월과 9월, 연 2회 실시 [입실시험 시행 30일 전 학교 홈페이지 및
국가시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exam.hannam.ac.kr) 공지사항 란에 공고]

입실절차

고시장학금(신입생)  

▪지급기준 
∙국가직 및 지방직 5급(외교관후보자시험 포함),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변

리사시험 제1차에 합격한 자. 또는 수능 응시영역 중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영역이 모두 B
형 1등급이며, 탐구영역은 두 과목 모두 1등급 이내인 자.
※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4년 동안 등록금 전액 지급

∙수능 응시영역 중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영역이 모두 B형 2등급이며, 탐구영역은 두 과목 모
두 2등급이내인 자
※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2년 동안 등록금 전액 지급  

▪지급액 : 입학시 - 등록금 전액, 도서비 - 학기당 120만원 

고시장학금(재학생) 

▪지급기준
∙국가직 및 지방직 5급(외교관후보자시험 포함),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변

리사시험 제1차에 합격한 자. 
※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4년 동안 등록금 전액 지급 

▪지급액 : 등록금 전액(1차 합격 학기부터) 

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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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Freshman

장학금 안내
Scholarship

아낌없이 주는 한남 ~

꼼꼼히 따져 볼수록 역시 한남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다양한 장학금을 골라 받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유의사항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로 재선발하지 않습니다. 

▪성적 장학금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구분하여 선발합니다.

▪본 장학금의 명칭 및 지급 기준은 우리대학 장학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장학금 신청 및 수령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 납부 시 학비감면 형태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고 휴학한 경우 추후 복학 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대상자에게는 수혜금액이 가장 높은 1개의 장학금만 배정되며, 이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는 장학금에서는 최초 합격자 중 후
순위 합격자가 수혜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예시 : A지원자가 ‘청림장학금 수석(예 : 100만원)’과 ‘지방인재장학금(예 : 110만원)’ 수혜대상자로 중복 선정된 경우, A지원자는 지방인재장
학금 수혜대상자로만 선정되고, 기존의 ‘청림장학금 차석 수혜대상자’는 ‘청림장학금 수석 수혜대상자’로 선정됨

▪장학관련 문의 : 장학팀(042-629-7260/8355)

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구분 장학금 명칭
학생부교과 
진리장학금

수
시
모
집

학
생
부
교
과

전교과 전과목(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을 반영한 
환산총점 상위 3명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 과목 등급평균이 1.5등급 이내인 자

에 한함.
※ 환산총점과 등급평균은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성적산출 방법에 따름
※ 검정고시자의 경우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산출총점에 따른 등급 기준 2등

급 이내

▪학기 초
▪선감면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전액
▪도서비 : 학기당 200만원
※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4년

동안 등록금, 도서비 전액 지급
※ 성적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2회 탈락한 경우

자격상실

학생부교과 
자유장학금

전교과 전과목(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을 반영한 
환산총점 상위 6명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 과목 등급평균이 1.7등급 이내인 자

에 한함.
※ 환산총점과 등급평균은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성적산출 방법에 따름
※ 검정고시자의 경우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산출총점에 따른 등급 기준 2등

급 이내

▪학기 초
▪선감면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전액
▪도서비 : 학기당 150만원
※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2년

동안 등록금, 도서비 전액 지급
※ 성적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2회 탈락한 경우

자격상실

학생부교과 
봉사장학금

전교과 전과목(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을 반영한 
환산총점 상위 9명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 과목 등급평균이 2등급 이내인 자에

한함.
※ 환산총점과 등급평균은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성적산출 방법에 따름
※ 검정고시자의 경우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산출총점에 따른 등급 기준 3등

급 이내

▪학기 초
▪선감면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전액
▪도서비 : 학기당 70만원
※ 지원기간 : 1학년만 지급(1,2학기)
※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2학

기에도 등록금, 도서비 전액 지급

신입생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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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구분 장학금 명칭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수
시
모
집

학
생
부
교
과

학
생
부
종
합

일
반
전
형

한
남
인
재
/
지
역
인
재

단과대학, 독립학부별(자유전공학부 포함) 수석합격자 각 1명
※ 실기위주 일반전형 모집학과 포함

단과대학, 독립학부별(자유전공학부 포함) 수석합격자 각 1명
※ 한남인재전형,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를 통합하여 선발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전액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전액

성적우수
장학금

실
기
위
주

정시
모집

가/나군
일반
전형

일
반
전
형

단과대학, 독립학부별(자유전공학부 포함) 수석합격자 각 1명
※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모집학과 포함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전액

청림장학금 모집단위 우수합격자
▪수석, 차석 : 모집단위별 1명 선발
▪차차석 : 모집단위별 10명당 1명 선발
※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수석자만 선발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석 : 수업료 100%(입학금 제외)
▪차석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차차석 : 수업료 30%(입학금 제외)

청림장학금 모집단위 우수합격자
▪수석, 차석 : 모집단위별 1명 선발
▪차차석 : 모집단위별 10명당 1명 선발
※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수석자만 선발
※ 한남인재전형,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를 통합하여 선발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석 : 수업료 100%(입학금 제외)
▪차석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차차석 : 수업료 30%(입학금 제외)

창업인재장학금 창업인재전형 합격자 중 창업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서류평가 또는 면접평가를 통하여 창업활동이 우수한 자를 선발)

▪학기 초
▪후지급

▪입학금 전액
▪수업료 100%

다문화가정자녀
장학금

다문화가정자녀전형 수석합격자 1명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업료 70% 지급(입학금 제외)

어학인재장학금 수석합격자 1명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업료 70% 지급(입학금 제외)

한남장학금
(진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국어, 수학(가 또는 나형), 영어영역이 모두 1등급
이며, 탐구영역은 한 과목이 1등급 이내인 자

▪학기 초
▪선감면

(충원합격자는 
입학 후 지급)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전액
▪도서비 : 학기당 200만원
※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4년

동안 등록금, 도서비 전액 지급
※ 성적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2회 탈락한 경우

자격상실

한남장학금
(자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국어, 수학(가 또는 나형), 영어영역이 모두 2등급
이며, 탐구영역은 한 과목이 2등급이내인 자

▪학기 초
▪선감면

(충원합격자는 
입학 후 지급)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전액
▪도서비 : 학기당 150만원
※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2년

동안 등록금, 도서비 전액 지급
※ 성적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2회 탈락한 경우

자격상실

청림장학금 모집단위 우수합격자
▪수석, 차석 : 모집단위별 1명 선발
▪차차석 : 모집단위별 10명당 1명 선발
※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수석자만 선발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석 : 수업료 100%(입학금 제외)
▪차석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차차석 : 수업료 30%(입학금 제외)

지역인재
교과우수자
장학금

지역인재교과우수자전형 우수 합격자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석(1명) : 수업료 70%(입학금 제외)
▪차석(1명)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차차석(3명) : 수업료 30%(입학금 제외)
※ 동점자 발생 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역인재교과

우수자전형 동점자 처리원칙에 따라 장학인원 선발

고른기회 장학금 고른기회전형 수석합격자 1명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업료 70% 지급(입학금 제외)

특성화고교출신자
장학금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수석합격자 1명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업료 70% 지급(입학금 제외)

농어촌학생
장학금

농어촌학생전형 수석합격자 1명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업료 70% 지급(입학금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전형 수석합격자 1명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업료 70% 지급(입학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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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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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구분 장학금 명칭
한남장학금
(봉사)

정시
모집

가/나군
일반
전형

전체
공통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국어, 수학(가 또는 나형), 영어영역이 모두 3등급
이며, 탐구영역은 한 과목이 3등급 이내인 자

▪학기 초
▪선감면

(충원합격자는 
입학 후 지급)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전액
▪도서비 : 학기당 70만원
※ 지원기간 : 1학년만 지급(1,2학기)
※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2학기에도 등록금, 도서비 전액 지급

인돈장학금 단과대학, 독립학부별 수석합격자 각 1명(단, 자유전공학부는 제외)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2년 동안 등록금, 도서비 전액 지급
▪성적기준을 유지 못해 2회 탈락한 경우 자격 상실

▪학기 초
▪선감면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전액
▪도서비 : 학기당 100만원

청림장학금 모집단위 우수합격자
▪수석, 차석 : 모집단위별 1명 선발
▪차차석 : 모집단위별 10명당 1명 선발
※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수석자만 선발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석 : 수업료 100%(입학금 제외)
▪차석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차차석 : 수업료 30%(입학금 제외)

다니엘장학금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 과목(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등급평균이 2등급 이내인 자(검정고시출신자 별도
산식 적용) 중 등급 상위 5명

▪정시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상위 한 과목)의 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인 자 중 등급 상위 2명

▪학기 초
▪후지급

▪입학금 및 4년간(정규학기 내) 수업료 전액(평점
평균 4.0유지시)

▪도서비 200만원(학기당)
▪학기별 기숙사비(입실 시)

한남엘리트
장학금

수시 학생부 교과등급 3.0이하(1~3등급) 및 
정시 수능등급 2.5이하(1~2.5등급)인 최초합격자
※ 학생부 등급은 전교과 전과목 평균 등급, 

수능 등급은 우리대학 성적 반영방법 기준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수업료 25%

지역인재장학금 입학성적 우수 등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학생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학 첫 학기
▪선감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역인재장학금 
도서비

지방인재장학생 선발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1년간 지급 ▪학기당 일정액

동문자녀장학금 본교 학부 졸업생의 자녀 ▪입학 첫 학기
▪후지급

▪수업료 70만원(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지급 

글로컬
인재육성장학금

대전 외 지역 고교 신입생 일정인원 ▪학기중 ▪일정액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특례 신.편입학자 ▪학기 초
▪선감면

▪입학시 :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 
▪재학중
- 평점평균 4.00 이상 : 수업료 100%
- 평점평균 3.50 이상 4.00 미만 : 수업료 50%
- 평점평균 2.50 이상 3.50 미만 : 수업료 30%

해외선교사 자녀 
장학금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입학한자 중 선교 파송훈련을 받고 외국에서
2년 이상 선교 활동을 하거나, 선교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선교사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ㆍ고교 과정에 연속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단, 선교 파송기관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가 인정하는 기독교 단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독교 단체이어야 함

▪학기 초
▪선감면

▪입학시 :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   
▪재학중
- 평점평균 4.00 이상 : 수업료 100%
- 평점평균 3.50 이상 4.00 미만 : 수업료 50%
- 평점평균 2.50 이상 3.50 미만 : 수업료 30%

고시장학금 ① 국가직 및 지방직 5급(외교관후보자시험 포함),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제1차에 합격한 자. 또는 수능 응시영역 중
국어, 수학(‘가’형), 영어 중 2개 영역이 모두 1등급이며, 탐구영역은 두 과
목 모두 1등급 이내인 자

※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4년 동안 등록금 전액 지급

② 수능 응시영역 중 국어, 수학(‘가’형), 영어 중 2개 영역이 모두 2등급이며,
탐구영역은 두 과목 모두 2등급 이내인 자

※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2년 동안 등록금 전액 지급

단, 교내 국가시험센터 입실을 희망하는 자에 한함

▪학기 초
▪선감면

▪입학시 : 등록금 전액 
▪도서비 : 학기당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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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FIRST

대전.충청1등 사립대학 한남대학교

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구분 장학금 명칭
미술우수자 
장학금

전체
공통

고교재학 중 우리대학 주최 전국고교 미술실기대회에서 입학시점 3년 이내에
실기종목별 최우수상과 우수상(2016학년도부터는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
한자로 융합디자인전공, 회화전공, 미술교육과에 입학한 자. 단, 충원대상자
로서 합격.입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성적우수로 인한 중복 수혜
는 불가

▪장학생 선발 : 응시분야에 관계없이 학생부(내신) 또는 수능 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

▪평점평균 3.50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 대상은 4년, 금상은 2년 동안 장학
혜택 부여

▪학기 초
▪선감면

▪최우수상(3명 이내) 
- 수업료, 입학금 전액(2016학년도부터는 대상)

▪우수상(6명 이내) 
- 수업료 70% (입학금 제외)

(2016학년도부터는 최우수상)

문학우수자 
장학금

고교재학 중 우리대학 주최 전국고교 백일장에서 입학시점 3년 이내에 입상
한 자로서 국어국문.창작학과, 영어영문학과, 외국어문학부, 국어교육과, 영
어교육과에 입학한 자. 단, 충원대상자로서 합격.입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성적우수로 인한 중복 수혜는 불가

▪장학생 선발 : 응시분야에 관계없이 학생부(내신) 또는 수능 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

▪평점평균 3.50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 대상은 4년, 금상은 2년 동안 장학
혜택 부여

▪학기 초
▪선감면

▪대상(1명 이내) : 수업료, 입학금 전액
▪금상(2명 이내) : 우수상 입상자로 수업료 70%   

(입학금 제외)

모의UN경시
장학금

고교재학 중 우리대학 주최 전국 모의UN경시대회에서 입학시점 3년 이내에
입상한 자로서 한남대학교에 입학한 자. 단, 충원대상자로서 합격·입학한 자
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성적우수로 인한 중복 수혜는 불가

▪장학생 선발 : 부문에 관계없이 학생부(내신) 또는 수능 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

▪평점평균 3.50 이상 계속 유지하면 대상은 4년, 최우수상은 2년 동안 장학
혜택 부여

▪학기 초
▪선감면

▪대상(4명 이내) : 수업료, 입학금 전액
▪최우수상(4명 이내) : 수업료 70%(입학금 제외)

학교장추천장학금 우수고교로 선정된 학교장 추천자(50명 이내) ▪학기 중 ▪100만원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재학생 중 국제교류팀이 정한 선발 조건에 부합하는 자 ▪학기 중
▪연수 완료 후 지급

▪해외 어학 연수경비 일정액 지급

대전.충청지역 
군부사관자녀 장학금

대전.충청 지역에 근무하는 군부사관 자녀 ▪입학 첫 학기 ▪수업료 20% (입학금 제외)
▪신청자에 한함

대전.충청지역 
경찰관자녀 장학금

대전.충청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 자녀 ▪입학 첫 학기 ▪수업료 20% (입학금 제외)
▪신청자에 한함

대전.충청지역 
소방관자녀 장학금

대전.충청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관 자녀 ▪입학 첫 학기 ▪수업료 20% (입학금 제외)
▪신청자에 한함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시.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입학 첫 학기 ▪수업료 70% (입학금 제외)
▪신청자에 한함

융합기술·경영학과 
장학금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융합기술·경영학과에 입학한 자 
▪평점평균 2.50 이상 유지하면 4년 간 장학금 지급

▪학기 초
▪선감면

▪입학 시 : 수업료 50% (입학금 제외) 

편입생장학금 일반/학사 편입학생 ▪학기 초
▪선감면

▪수업료 100만원(입학 첫 학기)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장학금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으로 선발된 신입생 ▪학기 초
▪선감면

▪수업료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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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장학금 명칭
성적우수장학금 ▪각 학부별, 전공별 및 학년별 학생수의 12%내에서 선발하며, 기 선발된 학생의 학적변

동으로 인한 재 선발은 하지 않음
▪각 학부(과)별 전공별 및 학년별 재학생이 9명 미만인 경우 평점평균이 4.0이상인 학생

을 대상으로 성적순 3명 이내 선발하며, 기선발된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재선발은
하지 않음

▪학기 초
▪선감면

▪수업료 60% 

가족우대장학금 부모, 형제, 자매가 본교에 2명 이상 학부에 재학 중인 경우 모두에게 지급.
- 등록 후 군 휴학 당해학기에는 지급

▪학기 초
▪선감면

▪학기당 50만원 

한남드림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및 기타 경제사정 곤란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학기 초
▪선감면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보람장학금 학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학기당 130시간 이상을 봉사한 학생 중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지급 

▪학기말 ▪학기당 50만원 

면학장학금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3급 이내)이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입학 후 2번째 학기부터 지급

▪학기 초
▪선감면

▪평점평균 3.70 이상(장애학생은 3.0이상) : 
수업료 40% 

▪ 평점평균 3.50 이상 3.70 미만(장애학생은 2.0
이상 3.0 미만) : 수업료 30%

교육자 및 직계자녀
장학금

대전, 충남·북, 세종 교육회 산하 교육자 및 자녀 중 성적우수자 순으로 학기당 일정 인원
선발

▪학기 초
▪선감면

▪학기당 50만원 

교역자 및 직계자녀 
장학금

전국의 현직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목사 및 그 자녀 중 성적우수자 순으로 학기당 일정
인원 선발

▪학기 초
▪선감면

▪학기당 50만원 

학생임원장학금 ① 총학생회장
② 총학생회 부회장, 각 단과대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취업대책위원장, 총대의원

회의장, 실레스트총무
③ 총학생회국장(18명 이내), 각 단과대부회장, 총동아리연합회부회장, 총대의원회부의

장, 총대의원회상임대의원, 각 학과학생회장
④ 각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국장 2명,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총동아리연합회 및

총대의원회 국장 각 2명
⑤ 전임 간부중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부회장은 임기 후 2개 학기에 한하여 ‘①’, ‘②’에

준하여 지급

▪학기 초
▪선감면

① 수업료 전액 
② 수업료 70% 
③ 수업료 50% 
④ 100만원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자녀 : 8학기까지만 지급하며, 직전 학기의 환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에만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성적 및 학기에 관계없이 졸업시까지 지원
- 보훈처 교육지원 업무기준에 의거 지원

▪학기 초
▪선감면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 자녀로 직전 학기의 환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통일부 교육지원 업무기준에 의거 지원

▪학기 초
▪선감면

▪등록금 전액 

UN장학금 ▪21개 참전국(의료지원 5개국 포함) 출신 학생중 본교총장이 추천하는 자로 본교에 입
학시 지급

▪재학기간 중 직전 학기 성적이 2.50 이상, 취득학점 15학점 이상이면 외국인․재외국민
장학금 지급기준과 관계없이 지급

▪학기 초
▪선감면

▪등록금 전액 

장애도우미장학금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편의 및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도우미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 ▪학기중 ▪일정액

학군단장학금 ① ROTC대대장 후보생
② 참모장교 후보생(인사, 정작, 군수, 정훈공보)과 중대장 후보생 2명
③ 전국단위 경쟁에 의해 선발된 여후보생

▪학기중 ① 수업료 70% 
② 수업료 30% 
③ 수업료 50% 

신문방송봉사
장학금

① 신문사편집국장, 방송국장
② 영자신문사국장, 교지편집실국장
③ 신문방송국 소속 부장 및 정기자 16명 이내

▪학기초
▪선감면

① 수업료 70% 
② 수업료 50% 
③ 수업료 30% 

교내봉사장학금 교내 행정부서 및 대학사무실 등에서 봉사한 학생에게 지급 ▪근로후 매월말
지급

▪일정액

미천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과 추천에 의거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학기초 ▪일정액

재학생 교내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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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장학금 명칭
학과 및 부서
장학금

학과 및 부서별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 선발된 자에게 지급 ▪학기중 ▪일정액

특별장학금 총장 추천에 의거 선발된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급 ▪학기중 ▪일정액

해외봉사장학금 하계 해외봉사 및 동계 해외봉사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일정 인원 선발하여 참가자에게
지급 

▪하계, 동계 방학중 ▪일정액

해외유학장학금 국제교류팀 선발규정에 의해 선발된 자에게 지급
(교비유학장학금)

▪학기중 ▪학기당 400만원 

중국위탁교육장학금 중국자매대학 위탁교육 파견 학생 대상 ▪학기중 ▪중국위탁교육비 전액 

발전기금기탁
장학금

발전기금으로 모금된 장학금으로 학과에서 추천된 자에게 지급 ▪학기중 ▪일정액

교류유학생장학금 국제교류팀에서 선발된 외국인유학생에게 지급 ▪학기중 ▪일정액

군위탁생장학금 군위탁 편입생에게 지급 ▪학기초
▪선감면

▪일정액

본교 우수 학군단 
직계자녀 장학금

본교 학군단장 및 부장의 직계자녀가 본교에 입학한 경우 지원
- 학기당 장학 성적기준에 의거 지급

▪선감면 ▪등록금 전액 

한남가족사랑
장학금

① 본교 교직원(전임교원 및 15년 이상 재직한 계약직원 포함) 및 그의 직계자녀가 본교
에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

② 본교에서 10년 이상 봉직한 교직원이 재직중에 사망 시 자녀가 입학할 경우 지원

▪학기초
▪선감면

▪등록금 전액 

레인보우장학금 학생경력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레벨별로 차등 지급 ▪학기중 ▪레벨별 20~150만원 지급

한국어우수장학금 ① 한국어공인시험은 교육과학기술부 직속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
험(S-TOPIK)에 한함

② 공인성적은 신청학기 기준 직전학기에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함

▪학기중 ▪장학금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

멘토교수장학금 멘토교수로부터 지도를 받고 추천 받은 자 ▪학기중 ▪50만원

외국어특별장학금 외국어교육원 특별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학기중 ▪일정액

튜터장학금 학과에서 튜터로 추천된 자 ▪학기중 ▪70만원

독서·문화장학금 독서·문화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일정 인원 선발 ▪학기중 ▪A : 70만원
▪B : 50만원
▪C : 30만원

성적향상장학금 직전학기 보다 성적이 2등급 이상으로 향상된 자 중 일정 인원 선발 ▪학기중 ▪50만원

학술경진대회
장학금

단과대학장 주최의 학술경진대회 입상 자 ▪학기중 ▪대상(1명) : 100만원
▪우수상(1명) : 70만원
▪장려상(2명) : 50만원

취업특별장학금 취업특별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학기중 ▪일정액

고시장학금 국가직 및 지방직 5급시험(외교관후보자시험 포함), 입법고시,법원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시험, 변리사시험 제1차에 합격한 자
※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재학 중 등록금 전액 지급

▪학기초
▪선감면

▪등록금 전액 

해외취업장학금 졸업예정자로 해외취업이 확정된 자 ▪해외취업이 확정된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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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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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Freshman

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장학금 명칭
인문100년장학금
학업장려비

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장학금 선발자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업장려비를 지원받은 자 ▪학기중 ▪150만원

린튼리더십
장학금

학과신앙공동체, 린튼리더십스쿨 및 국내외 봉사프로그램 참여자 중 신앙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린튼리더십운영위원회가 선발하여 교육훈련비 장학금으로 지급

▪학기중 ▪일정액

다니엘장학금 담임목사의 추천서를 받은 3학기 이상 이수자 중 총 평점평균 4.3 이상, 공인외국어성적
을 보유한 차세대 리더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선발함. 

▪학기초
▪선감면

▪입학금 및 4년간(정규학기 내) 수업료 전액
(평점평균 4.0유지시)

▪도서비 200만원(학기당)
▪학기별 기숙사비(입실 시)

차세대연구학생
장학금

우리대학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진학을 위한 명확한 학업계획을 가진 4학년 7~8학기
(건축학과 9~10학기) 재학생을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여 서류심사로 선발

▪1학기, 2학기 
총 2회 지급

▪교육훈련비 100만원(학기당)
▪도서비 50만원(학기당)

희망드림장학금 ▪평소 품행이 단정학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재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 보조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매학기 단과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등록금고지서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잔액발생
시 학생복지처에서 별도 선발(후지급)

▪학비감면
▪후지급

▪최대 100만원

창업마일리지
장학금

학업과 병행하여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동아리, 창업강좌, 창업캠프, 창업교육, 창업경
진대회 등 각종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대학의
창업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학생
※ 창업마일리지 평가항목에 따라 등급별 차등지급

▪학기 중
▪창업관련 활동 점수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급

※ 장학생 수에 따라 금액 변동
▪A : 200만원
▪B : 100만원
▪C : 50만원

창업재도전우수학생
장학금

창업에 도전하여 실패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창업재도전을 희망하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학생
※ 장학금 지급 기준표에 따라 평가 후 지급

▪학기 중
▪후지급

▪A : 200만원(1명)
▪B : 100만원(1명)
▪C : 70만원(1명)

창업동행장학금 본교에서 승인 받은 전임교원 운영 창업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 ▪학기 중 ▪학기당 120만원

학과홍보대사
장학금

학과 사무실에서 행사 및 기타 홍보 지원을 위한 홍보도우미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 ▪학기 중 ▪학기당 60만원

정부지원 
장학금

▪장학금 명칭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
육비전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 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푸른등대장학금, 국가교육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지급기준 :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

▪학기중
▪선감면

▪일정액

사설, 개인 및 
기타 기관기탁 
장학금

▪장학금 명칭 : 농어촌희망재단장학금, 정수장학회 장학금, 교수장학금, 직원장학금, 동
문장학금, 계룡장학재단 장학금,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키움증권 금융장학금,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교목실 기탁장학금 등 

▪지급기준 : 장학금을 기탁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학기중 ▪일정액

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장학금 명칭

재학생 교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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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Q&A
시작이 좋다, 한남이 좋다.

출발! 우리는 한남인 

등록

Q1.정규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다전공 등으로 이수학기가 9학기 이상일 때 학점당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1~3학점 : 전체 등록금의 1/6
∙4~6학점 : 전체 등록금의 1/3
∙7~9학점 : 전체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 전체 등록금
∙채플과목 수강에 따른 등록금 : 없음
※ 정규학기(8학기까지)는 취득할 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Q2.자퇴를 하거나 미 복학으로 인해서 제적된 경우에 등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전인 경우 : 등록금  전액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인 경우 : 등록금의 5/6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인 경우 : 등록금의 2/3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인 경우 : 등록금의 1/2
∙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인 경우 : 등록금 반환 없음

※ 단, 휴학중인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와 휴학중인 학생의 복학과 자퇴시점이 모두 학기 개시일 이전인 경우 모두 반환사유 발
생일을 최초 휴학일로 합니다.

방식을 바꾸자, 대학은 다르다! 
대학에선 학생이 스스로 강의를 선택하고 시간마다 강의실도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 
강의시간에 필기할 시간도 따로 없다. 그래서 강의 짬짬이 필기도 해야 하고, 
요점을 잘 파악·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아무도 숟가락으로 떠주며 밥 먹여주는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주적인 공부”이다.

한남대학교 입학이 확정되면 2월 중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고, 3월부터 대학생으로 처음 정규 강의를 듣게 된다. 등록에서 전공 선택
까지, 알찬 대학생활을 위해 새내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학사제도에 대해서는 학사관리팀에서 신입생들에게 별도로 제작·배포하는
“쉽게 풀어보는 학사제도” 핸드북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 등록
● 휴학.복학
● 수강신청
● 전공변경(전과)
● 다(연계.융합)전공 / 부전공
●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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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Q1.휴학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일반휴학,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이 있습니다.

Q2.휴학은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한가요?

∙ 일반 휴학은 재학 중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됩니다. 

∙군휴학은 병역의무 기간만 휴학기간으로 산정하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병 휴학, 창업휴학은 1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2년(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휴학은 본인의 임신기간(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중 1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학은 1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휴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I 개강일 이전에 휴학 할 경우 I
매학기 개강일 이전 신청기간 중에 통합정보시스템 (“하이포탈 ➞ 학사행정 ➞ 학부생서비스 ➞ 학적”)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승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I 개강일 이후에 휴학 할 경우 I
∙일반휴학의 경우, 개강일 부터 수업일수 1/3선까지 온라인 휴학신청을 통해 등록금 이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강일 이후부터는 휴학 종류에 관계없이 미등록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 필수)
∙정규 휴학 기간내(2월, 8월 중순경) 입영통지서가 미발급되어 군휴학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정규 휴학기간에는 일반휴학을 신

청 한 후, 차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군입대 7일전까지 군휴학으로 재신청하면 됩니다.

Q4.온라인으로 휴학신청 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일반휴학 : 없음
∙군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제출용) 또는 병적증명서
∙질병휴학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임신·출산휴학 : 본인의 임신확인서(출생예정일 포함)
∙육아휴학 : 출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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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휴학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매 학기 개강일 이전까지는 등록금 납입없이 휴학이 가능하나,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일반휴학을 하였을 경우는 복학 시 등록금이 인상되어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3선을 초과하고,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휴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과 학기를 포기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합니

다. 다만, 수업일수 2/3선을 초과하여 조기 학기말고사를 응시하고 군휴학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휴학은 학년에 관계없이 가능한가요?

입학(신입학/재입학/편입학)한 첫 학기에는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학기부터는 휴학
종류에 관계없이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의 경우 신입생은 3년(6학기), 편입생은 1.5년(3학기), 재입학생은 잔여 휴학기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7.일반휴학 중에 군입대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대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군휴학을 재신청하면 됩니다. 일반휴학을 군휴학으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Q8.일반휴학 중 군입대하게 될 경우에 휴학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말고사 이전에 군입대할 경우는 당해학기를  ‘군휴학’ 기간으로 계산하지만, 기말고사 이후에는 군입대할 경우 당해학기를  ‘일반휴학’ 기
간으로 계산합니다.

∙일반휴학 중 군휴학을 하게 될 경우, 입대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군휴학을 재신청하면 됩니다. 일반휴학을 군휴학으
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한 휴학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9.휴학기간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생개인주소는 “하이포탈 ➞ 학사행정 ➞ 학부생서비스 ➞ 학적 ➞ 학생신상정보관리”에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에 학번, 학과, 본인 연락처를 기입하여 학적담당자에게 제출(방문 혹은 FAX 제출)하고 보호

자 주소지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을 때는 주민등록 초본에 학번, 학과, 본인 연락처를 기입하여 학적담당자에게 제출(방문 혹은 FAX제출)
하고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Q10.복학은 언제 해야 하나요?

∙휴학할 때 정했던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복학예정학기에 복학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신청(휴학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미 이행시 미복학 제적처리 됨)
∙복학예정학기는 “하이포탈 ➞ 학사행정 ➞ 학부생서비스 ➞ 학적 ➞ 학생신상정보관리 ➞ 학적변동이력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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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복학예정 학기 이전에 복학을 하고 싶은데요?

∙복학예정 학기 이전이라도 정규 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이하 '조기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복학은 일반 복학예정자와 동일하게 “하이포탈 ➞ 학사행정 ➞ 학부생서비스 ➞ 학적 ➞ 복학신청”에서 복학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정규 복학 신청 기간내 신청 할 경우 본교로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12.복학 시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하이포탈 ➞ 학사행정 ➞ 학부생서비스 ➞ 등록”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휴학 신청당시 등록 후 휴학을 하신 경우에는 복학 예정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0”원이라고 표기됩니다. 
∙해당학기 고지서에 등록금이 “0”으로 표기된 학생들도 이를 출력하여 해당은행에서 수납확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미 이행

시 미등록 제적 될 수 있음)

Q1.예비 수강신청이 무엇인가요?

∙수강신청 기간 전에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축된 제도입니다.
∙예비 수강신청에는 ‘장바구니’와 ‘자동신청’ 기능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기능은 본 수강신청 때 수강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미리 등록해두는 기능입니다. 이 목록에는 총 30학

점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기능은 신청자가 전공, 교양, 교직과목별로 설정된 제한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처리 되는 기능입니

다. 이 목록에는 총 12학점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목록에 등록된 과목의 신청자가 수강제한인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처리 되지 않은 과목은 장바구니 목록으로 자동등록

됩니다.
∙예비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을 위한 임시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학년별 날짜는 따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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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수강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수강신청은 매 학기 학년별로 지정된 날짜에 수강신청을 위한 임시홈페이지의 “수강신청하기”를 통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강편람 및 수업시간표 등은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공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신청 내역조회」에서 수강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을 위하여 HI-Portal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주시고, 수강신청시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별로 수강신청 학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Q3.예비 수강신청과 본 수강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선착순’ 여부입니다. 본 수강신청은 선착순 기반이므로 신청이 빠를수록 수강신청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비 수강신청은 정해
진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수강신청 기간에는 ‘장바구니’ 기능과 수강신청 기능만 활성화됩니다.

Q4.수강신청 시 몇 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강신청은 매 학기 15~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달라집니다.

4학년(건축학전공 5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전체 학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직전학기
평점평균 인문사회계열, 법학부,

린튼글로벌비즈니스 스쿨
공학‧이학‧예체능,

사범계열, 건축학전공
인문사회, 건축학과,

린튼글로벌비즈니스 스쿨 공학‧이학‧예체능 사범계열, 공학인증학과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4.20이상

4.00이상

1.50이상

1.50미만

23학점

20학점

18학점

15학점

24학점

21학점

19학점

16학점

22학점

19학점

17학점

14학점

23학점

20학점

18학점

15학점

23학점

20학점

18학점

15학점

※ 수강신청 시간은 10:00~21:00입니다.
※ 위 일정은 교내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후 첫 학기에 한하여 21학점(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사범계열, 공학인증학과 소속 학생), 19학점(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공학.이학, 예체능 계열 소속 학생), 18학점(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인문사회, 린튼글로벌비즈니스 스쿨, 건축학과 소속 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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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수강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과목이 있거나, 해당 교과목 이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개강일 일주일 이내 수강신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Q6.개강 후 수강과목취소가 가능한가요?

▪취소대상 : 수강능력부족, 적성의 부적합, 착오신청 등의  사유로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
▪취소제한 : 매 학기 2과목 이내 (6학점까지)
▪취소기간 : 학사일정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학사공지 참고)
▪취소신청 : 하이포탈을 통해
▪유의사항 : 수강취소만 가능하며, 추가 수강신청은 할 수 없음, 취소 시 취소한 과목의 학점세이브는 적용되지 않음, 취소로 인해 폐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 불가

Q7.학점세이브제도가 무엇인가요?

▪학점세이브제도란? : 수강신청시 신청가능학점이 남는 경우 이를 세이브하여 다음학기에 사용하는 제도
▪제한사항 : 3학점 내에서만 세이브가 가능하며, 다음 학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학점세이브는 별도의 절차없이 수강신청 시에 학점이 남는다면 다음 학기로 자동 이월됨

Q8.모바일 출결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모바일출결시스템이란? : 엄정한 수업관리(수업시간 준수, 학생 출결관리, 휴강 및 보강관리)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질 높은 교육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된 모바일출결시스템입니다. 앱 설치 후, 해당 학기 수강학고 있는 수업에 대한 출결상활을 실
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업에 대한 주요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앱 설치방법
∙안드로이드 폰 : http://a.hnu.kr 접속 ➞ “한남대학교 전자출결” 검색 ➞ 다운로드
∙IOS(아이폰)용 폰 : http://a.hnu.kr 접속 ➞ “전자출결설치” ➞ 앱 설치 후, 설정〉일반〉프로파일(기기관리)〉Xid System Co.,LTD〉

“XidSystem Co.,LTD 신뢰함”을 클릭

▪주요기능
∙블루투스 방식으로 단시간 출석체크 완료 및 출결 확인 가능
∙모바일학생증 : 도서대출, 열람실 예약, 채플 좌석번호 알림
∙시간표 확인

【예시】 2017-2학기에 수강신청가능학점이 19학점(세이브학점 1포함)이었을 때 17학점만 신청하였을 경우, 2018-1학기에 세이브되는 학점은 1학점임
(세이브된 1학점은 다음 학기로 세이브되지 않으므로 미사용 2학점에서 1학점만 세이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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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결 시스템 학생 안내 (Smart 출석앱 스마트폰 설정 방법) http//a.hnu.kr

∎ 웹 페이지 학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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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학점교류가 무엇인가요?

▪학점교류란? : 국내대학 간 학점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학생이 소속된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협약대학에서 수학하는 제도
▪협약대학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8개교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학교,
호남대학교

∙대전, 충남·북지역대학연합 대학 : 공주교육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서원대학
교, 세명대학교, 영동대학교, 우송대학교, 을지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
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서대학교

∙기타 : 연세대학교, 충남대학교
∙추후 협약이 체결될 경우 협약대학 추가

▪신청방법 : 학점교류는 협약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춰 진행되므로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여 첨부된 서
류를 작성한 후 학사관리팀 창구에 제출

▪등록금 납부 ∙정규학기 : 학생 소속대학에 납부
∙계절학기 : 한국지역대학연합 협약대학 - 교류대학에 납부

대전, 충남·북지역 대학연합 협약대학 - 학생 

▪신청 제한 ∙2개 학기 이상 교류 불가
∙1학년 이상 수료자
∙재학 기간의 학업 성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최종학기 이수중인(졸업예정)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장애시 조치사항(앱완전 종료, VPN해제) 3Play 스토어 
한남대학교 전자출결 검색하여 다운로드2
http://a.hnu.kr접속하여 다운로드1
QR코드 인식 후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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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전공변경(전과)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두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전공변경 이력이 있거나 4학년 진급예정자가 아니라면 이수학점, 평점평균 등과 상관없이 신청
이 가능합니다.

Q2.전공변경(전과)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방학 중 소정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1월초(1학기), 7월초(2학기)에 신청/접수가 진행되오니, 대표홈페이지 “학사공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신청 및 접수, 면접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에서 신청서 및 소견서 출력 ➞ 전과 신청서 및 소견서 작성 ➞ 현재학과(전공)장과의 상담 진행 및 소
견서, 신청서 직인 날인 ➞ 소속대학장 직인 날인 ➞ 성적증명서 첨부 후 학사관리팀에 신청서 및 소견서 직접 방문 제출

▪전입희망학과 면접 응시 ➞ 합격자 발표 ➞ 학사관리팀 성적 담당자 상담(전과 전, 후 학과 전공과목 상담)

Q4.승인(선발) 횟수제한 없이 가능한가요?

∙전공변경(전과) 지원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해서만 승인(선발)이 가능합니다. 즉 A학과에서 B학과로 전과한 이력이 있는 학생이
추후 C학과로 다시 전과할 수 없습니다.

Q5.전공변경(전과)은 학과(전공)별 제한 없이 가능한가요?

∙편입학생의 전공변경(전과)은 불가능합니다.(단, 외국인 특례입학자의 전과는 가능합니다.)
∙동일 학부 내의 전공 간에도 전공변경(전과)이 가능하나 모집단위별 전공변경(전과) 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 법령에 의해 정원이 관리되는 사범대학 학과,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불가합니다.
.

전공변경(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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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교육과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공변경(전과) 후 과목이수원칙 
∙교양필수과목, 계열(학부)기초과목은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
∙전공필수과목은 해당전공(학과) 소속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전공변경(전과) 시점의 해당학년 교육과정 적용도 가능함)

▪전공변경(전과) 전 전공(학과)에서 취득 교과목 처리 방법
∙전출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이 전입한 전공(학과)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며, 전출학과(부)에서

취득한 교필 및 전공과목이 전입한 전공(학과)의 교과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교양선택으로 인정됨

Q7.신설 또는 통·폐합 등으로 해당 학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공변경(전과) 시점의 학년과 동일한 학년으로 전공변경(전과)을 실시합니다.
∙신설 또는 통·폐합 등으로 전공변경(전과)할 해당 학년이 없으면 전공변경(전과)이 불가능합니다.

Q8.특별전형 입학자의 전공변경(전과)도 가능한가요?

현재 정원 외와 정원 내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될 모든 특별전형자도 전공변경(전과)이 가능합니다.

Q9.신청인원이 선발가능 인원을 초과할 때 선발방법은 무엇인가요?

해당학과(전공)의 선발기준 및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해당학과의 선발기준은 학과(전공)별로 다르나 전 학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10.전공변경을 승인받은 후 휴학해도 되나요?

전공변경을 허가받은 자는 해당학기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개강일 이전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전공변경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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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다(연계)전공 제도란 무엇인가요?

재학 중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1전공 이수를 전제로 제2, 제3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한 전공
별로 학위증이 수여됩니다.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전공 교육과정을 융합한 가상의 학과를 전공하는 것으로 다전공과 동일하게 학
위증을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2.융합전공 제도란 무엇인가요?  

다(연계)전공은 제1전공 이수를 전제로 하나,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전공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만든 교육과정을 제1전공을 이수
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융합전공은 다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Q3.다(연계ㆍ융합)전공 신청과 선발은 언제 하나요?

∙6월 첫째주/12월 첫째주 하이포탈에서 신청 가능
[하이포탈 ➞ 통합/학사 ➞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학적 ➞ 다전공신청]에서 신청

∙다전공 희망자는 방학 중 선발하여 수강신청 전에 최종 승인여부를 통지 합니다.

Q4.다(연계ㆍ융합)전공 신청 자격은 어떻게 하나요?

▪다(연계)전공 신청자격 : 두 학기 이상 이수(예정)한 학생으로서, 다전공 포기이력이 있거나 4학년 2학기 진급예정자가 아니라
면 이수학점, 평점평균 등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합전공 신청자격 : 한 학기 이상 이수(예정)한 학생으로서, 융합전공 포기이력이 있거나 4학년 2학기 진급자가 아니라면 이수
학점, 평점평균 등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3전공 신청자격 : 제2전공 신청에서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제2전공 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했을 경우 신청가능
▪다전공 신청 제한사항

∙건축학(5년제)전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단, 건축공학전공자는 가능)
∙간호학과 또는 사범대학으로 신청하는 경우 (단, 교직이수자는 사범대학 신청 가능)
∙교직 미이수자가 교직다전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전공을 승인 받은 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Q5.휴학생의 경우 다(연계ㆍ융합)전공 신청은 언제하나요?

▪직후학기 복학예정자 : 소정의 기간에 신청가능(단, 미복학시 승인취소 및 타학부(과)로의 다전공 신청 기회상실 됨)
▪직후학기 복학예정자 이외의 휴학생 : 신청불가

다(연계ㆍ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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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다(연계ㆍ융합)전공 이수에 제한은 없나요?

▪동일학부 : 인원에 제한 없이 승인 가능       ▪타학부 : 입학정원의 40% 내로 승인 가능
▪교직다전공(교직이수자만 신청 가능) 

∙교직과정설치 일반학과: 교직승인인원의 2배수 내(전체 다전공 선발인원인 입학정원의 40% 내에 포함하여 선발)
∙사범대: 입학정원의 100% 내
∙융합전공 : 인원에 제한 없이 승인 가능

Q7.신청자가 전공별 편제정원 140%(사범대 학생 200%)를 초과할 때의 선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1순위 : 전체 교과목 성적순 ▪제2순위 : 학부 기초과목 성적순 ▪제3순위 : 지망전공 교과목 성적순

Q8.다(연계ㆍ융합)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과 동일한 기간(6월 첫째주/12월 첫째주)에 하이포탈에서 포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연계ㆍ융합)전공 시작 첫번째 학
기에는 포기가 불가능하며, 다전공 시작 후 두번째 학기부터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포기가 가능합니다.

Q9.다(연계ㆍ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포기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1전공과 제2, 제3전공 등록금이 서로 다를 때 다(연계)전공 교과목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 차액의 1/2을 다(연계)전공 신
청부터 포기 이전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융합전공의 경우 등록금 차액을 융합전공 신청부터 포기 이전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연계ㆍ융합)전공 포기 순간에 다(연계ㆍ융합)전공 교과목의 이수기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에 통합정보시
스템을 통해서 포기를 해야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10.계열이 다른 전공으로 다(연계ㆍ융합)전공을 이수할 때 등록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제1전공과 다른 계열로 다(연계)전공할 때 계열별 등록금 차액의 1/2을 다(연계)전공 승인 학기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융합전공의 경우 제1전공과 다른 계열을 전공할 때 계열별 등록금 차액을 융합전공 승인 학기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Q11.신청절차 없이 다(연계ㆍ융합)전공을 이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합정보시스템의 “다전공 신청 및 포기기간”에 다전공 신청을 했는데 선발이 되지 않았다면, 다전공 인정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졸업 시 다전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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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다(연계ㆍ융합)전공을 인정 받으려면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나요?

▪일반학과(전공) 및 연계전공 : 36학점 이상, 글로벌학부 : 42학점 이상, 법학부 : 48학점 이상, 건축학전공 72학점 이상
▪융합전공 : 학과별 졸업 최저 이수학점 기준에 따름. 다전공으로 인정받을 시 36학점,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시 21학점 이상

단, 2015학번 이후부터 린튼글로벌비지니스스쿨 및 법학부는 36학점 이상 
 

Q13.제2, 제3전공을 8학기 내에 이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전공 졸업요건을 만족(【참고1】의 입학년도별 제1전공 졸업이수학점)했으나 제2, 3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2, 3전공 포기 후 제1전공만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1전공의 학점을 36학점 이상 이수(졸업
요건 미충족)하고 제2, 제3전공의 부족한 학점에 대해서만 학점등록을 하여 다(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Q14.전공과목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제2, 제3전공의 다(연계ㆍ융합)전공 시작 시점의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단, 필수교과목(전공필수, 교양필수, 계
열교양)은 다전공 승인자의 입학년도 교육과정과 신교육과정의 공통 교과목으로 하며, 입학년도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시작 시
점의 해당학년/해당학기의 교육과정을 입학년도로 합니다.

Q15.계열교양(2016년 입학자까지: 역량기초)과목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계열교양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최종 다전공 이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계전공 이수자는 계열교양과목이 면제됩니다.

【참고1】 제1전공만을 이수할 경우 전공을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참고2】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범계 학과와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에서 다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2011년 이후 입학생은 제1, 제2전공
각각 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대상자는 사범계 학생과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으로 제한됩니다.

【예시】 경영학과 2008학번으로 3학년인 A군이 2012-1학기부터 영어영문학전공에서 다전공을 시작하였다면, 전공과목의 이수는 영어영
문학전공의 2008년 입학년도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전공과 3학년으로 학적변동이 없는 자의 교육과정인 2010학년도 교육과정의
전공과목 중 공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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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다전공 이수 전에 부전공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요?

면제과목과 인정과목이 다전공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전공 시작 전에 어떤 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과목으로 2 개의 전공에서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나, 3 개의 전공으로
는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7.제2, 제3전공에 대한 졸업논문을 각각 제출해야만 하나요?

다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 및 제2, 제3전공(연계전공 포함)에 대한 졸업논문(종합시험, 졸업작품 포함)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논문 제출 대상자 확인은 졸업예정신고서 제출기간(후기 : 3월말 ～ 4월초, 전기 : 9월말 ～ 10월초) 동안에 가능합니다.

Q18.신설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교육과정 개설이 안된 전공(학과)에서의 다전공이 가능한가요?

▪신설 전공(학과) : 3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학년도부터 다전공 이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 전공(학과)에 대한 다전공
학위는 신설 전공(학과)을 제1전공으로 하는 최초 졸업자가 발생하는 학년도에 수여합니다.

▪통․폐합 전공(학과) : 통․폐합되어 2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학년도부터 다전공 신청 및 이수가 불가능합니다.

Q19.편입생의 다전공시 유의사항은?

∙신청 : 3학년 2학기까지 신청 가능
∙선발 : 타학부 다전공시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선발
∙해당학부의 학부기초과목 및 전공필수를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직다전공의 경우 사범대 편입생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1】 면제과목이란 : 타 학부로 다전공을 할 때 다전공하지 않는 전공의 학부기초과목 중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

【참고2】 인정과목이란 : 타 학부로 다전공을 할 때 다전공 시작 이전에 이수했던 과목 중 다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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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부전공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졸업직전 마지막 학기(4학년 8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동안에 통합정보시스템의 “통합/학사 ➞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학적 ➞ 부전공 신청”에서 부전공 신청을 하면 됩니다. 

Q2.부전공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  

학점이나 평점평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 학과로의 부전공은 불가능합니다. 

Q3.부전공 이수에 따른 교과목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부전공 과목의 이수는 전필, 전선과목 구분 없이 21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부전공 신청 전에 취득한 과목이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될 경우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부전공 신청 전까지는 부전공과목을 이수해도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기호가 부여되나 부전공 신청을 완료하면 일괄적으로 부전공

과목으로 이수기호가 변경됩니다.

Q4.부전공을 이수하면 부전공 학위증이 발급되나요?

부전공을 이수하면 부전공 이수 여부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명시되며, 별도의 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학위
를 취득하려면 다전공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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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신청자격 및 절차
∙2학기 수료 후 3학기(2학년 1학기) 이수중인 자
∙3학기 평균 17학점 이상(총 51학점이상), 전체평점평균이 2.30이상인 자
∙1학기 휴학 등의 사유로 3학기 이수중에 교직이수 신청기회를 갖지 못한 자는 4학기 이수중에 신청

▪신청시기 : 3학기(2학년 1학기) 이수중(4, 5월 중)
▪신청방법 : 하이포탈 신청 후 해당전공(학과) 사무실로 교직과정이수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선발기준 및 선발자 통보 : 3학기(2학년 1학기)까지 전체 평점평균 50%, 전공성적 30%, 면접 및 인·적성검사 20%의 비율로

이수자를 선발하여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개별 전공(학과)으로 통보
▪선발인원 : 교육부 교직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문에서 확인)
▪교직과목 이수 :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후 4학기부터 이수

Q2.교직 다전공할 때 이수원칙은? 

▪다전공으로의 교직이수는 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후 교직 다전공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으면 주전공 및 다전공으로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

급되지 않습니다.
▪교직 다전공 이수는 사범대학과 비사범계 전공(학과)중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에서만 가능합니다.
▪2019학년도 입학자(2020학년도 교직이수 선발자) 적용 주전공 및 다전공의 “기본이수영역”, “교과교육영역”, “학교현장실습”

의 이수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직 

구  분 주전공
1전공
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이상 포함)

12학점 (6과목)

6학점 (3과목)

4학점 (2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2전공

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면제

면제

주전공(1전공)으로 실시하며, 다전공(2전공)의 ‘교육실
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전공(2
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21학점 (7과목) 이상

다전공

전공이수 학점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기본이수영역

성적기준

자격증발급기준

6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이상 포함)

12학점 (6과목)

6학점 (3과목)

4학점 (2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사범대학과, 교직일반학과 모두 전공평균 75점, 교직평균 80점 이상

•식품영양학과 : 영양사면허증 취득
•외국어관련학과(영문,일문,영교)는 외국어 자격기준 점수에 합격해야 함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폭력예방교육 I~Ⅲ 이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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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수과목이 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학점에 포함되고, 교양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공과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기본이수과목 중 00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영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음.[다전공자는 전공 3학점 추가이수]
∙전공학점 이수 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취득 학과만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이수함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기타교과교육과목을 지정한 학과는 이수해야함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론과목[12학점(6과목)]을 중복인정할 경우 전공12학점을 추가로 이수

하여야 함.
∙2015학년도 이후 2015학년도 이후 국어국문.창작학과[국어국문트랙] 입학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트랙에서 전공학점 50

학점 이상 이수

▪현행 우리대학의 교원자격증의 자격종별은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중등정교사(2급) :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 설치전공(학과)
∙사서교사(2급) : 문헌정보학과
∙영양교사(2급) : 식품영양학과

Q3.교원자격증 취득에 성적제한이 있나요? 

▪적용기준 : 2013학년도 입학자(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4학년도 교직이수 선발자)부터

▪사범대학, 교직과정설치학과 모두 주전공/교직다전공 평균성적 75점, 교직평균성적 80점 이상
∙졸업평균성적 또는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각각

산출 합니다.(소수점이하 버림)
∙평균성적 환산방법은 성적계(취득 학점수×100만점으로 평가된 실점)를 수강신청

학점계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대 학 학과(전공) 자격기준 시행시기

문 과
대 학

사 범
대 학

영어영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 토익 700점 이상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 외국어 관련학과 자격기준

영어영문학과(아동영어학전공) 토익 700점 또는 토플 70점

일어일문학전공(일본.프랑스어문학과) JLPT 1급 또는 JPT 750 이상

영어교육과
영어수업실연 1회 이상(심사 후 70점 이상)

Extensive Reading Program 참여(심사 후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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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 4학년(6학기 이상 이수) 진급자에만 해당됩니다. 2013학년도 이후 사범대 입학자
는 3학년(4학기 이상 이수) 진급자부터 해당됩니다.

▪학교현장실습신청은 3학년 2학기(9월말 경)에 해당전공(학과) 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2013학년도 이후 사범대 입학자는
2학년 2학기에 신청)

▪“학교현장실습신청원”을 해당학과에 제출하기 전에 본인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야 하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는 학교현장실습 및 모든 교직과목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Q5.교육봉사활동은 어떻게 실시되나요? 

▪적용대상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학과 :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직과정설치학과 : 2010학년도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이수학점 : 2학점(6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P/F 처리
→ 졸업자격기준인 사회봉사활동 72시간에 포함되어 인정 (교육봉사활동 60시간 + 일반봉사 12시간 = 72시간 이수 인정)

※ 교직다전공으로 2개 이상 교원자격 취득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에 특별학점으로 교육봉사(2학점) 인정
▪수강신청 : 3학년 1학기부터 한 학기만 ‘교육봉사활동(2학점)’과목을 수강 신청 
▪서류제출 :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교직부」와 「사회봉사지원센터」에 제출
▪실시시기 :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나,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운영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공공기관의장은 학교장, 교육
감, 시장, 구청장을 말함)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봉사활동 내용에 보조교사, 부진아지도, 방과후교사,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지도 중 봉사활동한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양식은 교직과 홈페이지(http://teaching.hannam.ac.kr/) 공지사항에 있음

Q6.사범계에서 사범계를 다전공할 때 교원자격기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범대학 졸업자 : 정교사 2급 제1호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정교사 2급 제5호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의 사범계 다전공 : 정교사 2급 제5호
▪사범계 학생이 비사범계 다전공 : 정교사 2급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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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교직영역별 필수 이수과목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기준 :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년도 기준,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4년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론과목[12학점(6과목)]을 중복인정할 경우 전공 12학점을 추가로 이수
하여야 함.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학개론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구 분 과목명 학 점 이수구분 비 고

교직이론
택 6

교직소양

교육실습

총 22학점 
이수

(11과목)

2

2

2

2

2

2

2

2

2

2

2

2

2
교직 4학점

교직

교직 6학점

16학점 중
12학점 이수

※ 교직이론 중복인정과목표(교육학과 주전공 해당)

교육부고시 교직이론과목 입학년도 교육학과 중복인정과목

◉ 11과목(33학점)중 7과목(21학점)이상 선택이수

◉ 교육학과 학생이 교직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학과전공 50학점+12학점=62학점

대체인정
교육학개론(2)

교육철학 및 교육사(2)

교육심리(2)

교육평가(2)

교육사회(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교육과정(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교육학개론(3)

교육철학(3)+한국교육사(3)

교육심리(3)

교육평가(3)

교육사회학(3)

교육행정(3)+교육조직관리론(3)

교육과정(3)

교수·학습이론(3)+교육공학(3)

교육사 → 한국교육사

교육사회 → 교육사회학

교육경영 → 교육조직관리론

교육방법 → 교수·학습이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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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업무관련 전화번호 안내 

업무내용 전화번호(국번 629) 담당 부서 위 치

등록 7273 경리팀 본관 1층 후면

등록/장학 장학 7260 장학팀 학생회관 1층 (서편)

학자금대출 7260 장학팀 학생회관 1층 (서편)

학적
휴.복학(자퇴) 8103 학사관리팀 학생회관 1층 (동편)

다(부)전공 7248 학사관리팀 학생회관 1층 (동편)

채플 7714 교목실 선교관 3층

전공
소속학과 소속학과 사무실

수강신청 7246, 7247 학사관리팀 학생회관 1층 (동편)

교양 8097, 8264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탈메이지 기념관 2층

온라인 8369 교수학습센터 선교관 2층

특별학점
주관학과 주관학과 사무실

성적 7920 학사관리팀 학생회관 1층 (동편)

학점포기 7920 학사관리팀 학생회관 1층 (동편)

교직
교직과목 7469 사범대학 교직과 사범대학 2층

교원자격증, 교직과정 7249 학사관리팀 학생회관 1층 (동편)

졸업 졸업 7920 학사관리팀 학생회관 1층 (동편)

하이포탈 시스템관련문의 7111 정보시스템관리팀 학술정보관

계절학기 계절학기 7246, 7247 학사관리팀 본관 1층 (동편)

국내대학 7246, 7247 학사관리팀 본관 1층 (동편)

학점교류
영어권 7739

해외대학 일본어권 7923 국제교류팀 50동2층

중국어권 8514

봉사 봉사활동 7942 사회봉사지원센터 학생회관 1층 (서편)

증명 제증명 8103 학사관리팀 학생회관 1층 (동편)

*2018년 기준 수업료(1개 학기)

인문ㆍ사회 이학ㆍ체육 공학ㆍ예능 글로벌 간호

3,217,300원 3,774,350원 4,150,550원 3,689,950원 3,962,200원

수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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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대학생활 관련 부서 담당업무 및 전화번호 안내

부서명 전화번호담당업무
채플
학적(휴/복학, 제증명, 신분증)
학적(다/부전공, 전과, 재입학)
수업(교육과정/강사료)
수업(시간표/수강신청)
성적, 졸업
교직사정, 무시험 검정
교양교과목(교필/교선), 연계전공
시청각 기자재
학습법 프로그램
온라인 교과목
영어권
중화권
일본어권
진로 및 취업 상담 
취업교육
채용정보
채용상담
토익 수강신청
교육과정개설 운영관리 및 수강접수 관리
교내장학, 근로, 학자금
교외장학, 국가장학, 학자금
학생복지
사회봉사지원
장애학생지원
등록금 수납
자료 대출, 반납
전자정보 서비스
응급의료
개인, 집단, 심리, 성상담

신문사
방송국
오정캠퍼스
대덕밸리캠퍼스

선 교 훈 련 팀

학 사 관 리 팀

탈 메 이 지 교 양 교 육 대 학
구 매 관 재 팀

교 수 학 습 센 터

국 제 교 류 팀

취 업 전 략 개 발 팀

외 국 어 교 육 원
국 제 I T 교 육 센 터

장 학 팀

학 생 복 지 팀
사 회 봉 사 지 원 센 터 
장 애 학 생 지 원 센 터
경 리 팀

정 보 서 비 스 팀

건 강 관 리 실
학 생 상 담 센 터
생 활 관

신 문 방 송 국

멘 사 크 리 스 티 (통 합 식 당 )
학 생  및  교 직 원 식 당
서 점 / 문 구 점
예 비 군 연 대 
셔 틀 버 스

629-7714
629-8103
629-7248
629-7246
629-7247
629-7920
629-7249
629-8097, 8264
629-7773
629-8117
629-8369
629-7739, 7755
629-8514
629-7923
629-7167
629-7734, 7259
629-7874
629-8106
629-7770~2
629-7760, 8118
629-7260, 7938
629-8355
629-7256
629-7942, 7257
629-7942, 8040
629-7273
629-7689
629-7601
629-7283
629-7732
629-0301
629-7717
629-7719
629-7625
629-8782
629-7803
629-7278
629-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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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FIRST

2019 Hannam University

Guide for Freshman

통학버스 노선도

가오동 네
거리

계룡, 진
잠, 관

저동
지역노선

도
안

지
역

노
선

세
종

, 노
은

지
역

노
선

시
내

↔
대

덕
캠

퍼
스

노
선

청
주

지
역

노
선

천
안

지
역

노
선

성원A 승강장

홈플러스 농
협 앞

두계사 입
구

진잠4거
리 SK주유소 앞

건양대병원 4거
리

가수원 육
교

정림동 세
영프라자

도마4거
리 버

스승강장

유천시장 입
구

서대전 4거
리

오룡역 7번
출구

판암역 전
자랜드

신흥동시외버스 매
표소 건

너

대동역 5번
 출

구

가오동 네
거리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대

덕캠퍼스)

학교

학교

가수원파출소 승
강장(유

성방향)

세종소방서

가수원 육
교

정림동 세
영프라자

도마1동
 주

민센터 승
강장

향우 네
거리

가장 네
거리

용문동 서
부농협

타임월드 맞
은편

둔산경찰서

만년동 육
교아래

CBM아트홀

센트럴A 90
5동

 도
로 옆

범지기마을11
2동

 옆

가락마을20
03

동 건
너편

푸르지오A10
20

동 뒤
편

도램마을 80
3동

 버
스승강장

청사북쪽 지
선승강장

청사남쪽 지
선승강장

첫마을 지
선승강장

시외버스터미널

반석역 승
강장

극동방송국 승
강장

노은역 승
강장

온천2동
 주

민센터 승
강장

월평중 버
스승강

정부청사역 버
스승강장

린풀하우스 승
강장(유

성방향)

수목토 승
강장(유

성방향)

목원대네거리 승
강장

트리플시티9단
지 승강장 (유

성방향)

강포수산 도
로변

유성온천역2번
출구 버

스승강장

갈마1동
주민센터 버

스승강장

탄방동 SK브로드밴드 버스승강장

시청역7번
출구 버

스승강장

국화아파트 버
스승강장

분평네거리 육
교아래

천안역 동
광장 건

너편

천안고속터미널 건
너편

상당네거리 독
일보청기 앞

청주체육관 앞
 보

건소 간
판

국민은행 청
주서지점 앞

가경동 시
외버스 터

미널 앞

가
오

동
, 판

암
동

지
역

노
선

08:10 / 09:30

07:25

07:11 / 09:00

07:10

07:35

07:05

07:05 07:22 08:25

07:15 07:20 07:25 07:30 08:25

07:37 07:40 / 09:15 07:44 / 09:19 07:48 / 09:23 07:55 / 09:30 08:00 / 09:35 08:05 / 09:40 08:08 / 09:43 08:10 / 09:45 08:30 / 09:55

07:13 07:16 07:18 07:22 07:25 07:27 07:30 07:32 07:35 07:50 07:52 07:55 08:00 08:10 08:13 08:40

07:13 / 09:02 07:15 / 09:04 07:23 / 09:08 07:25 / 09:10 07:28 / 09:13 07:30 / 09:15 07:35 / 09:20 07:40 / 09:25 07:45 / 09:30 07:50 / 09:35 08:10 / 09:50

07:30 07:35 07:45 / 09:10 07:48 / 09:13 07:50 / 09:15 07:53 / 09:18 07:58 / 09:23 08:02 / 09:27 08:07 / 09:32 08:12 / 09:37 08:35 / 10:00

08:13 / 09:35 08:17 / 09:38 08:20 / 09:40 08:25 / 09:45 08:4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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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FIRST

대전.충청1등 사립대학 한남대학교

캠퍼스 맵

인돈기념관 (대학본부)
탈메이지기념관 (교양융복합대학)
화이트기념관 (사범대학)
문과대학
경상대학
계의돈기념관
성지관
조형예술관
학생회관
공과대학
중앙도서관
인사례교양동 (박물관/우편취급국)
기독교박물관
행정관
김기수기념관
종합운동장
창업마켓
창업캠프
테니스장
정문  Main Gate
고루각
시빌리하우스
국가시험지원센터1
스타트업기숙사
국가시험지원센터2
산학협동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6-1
7
8
9
10
11
12
13
14
15
15-1
15-2
15-3
16
17
18
19
20
21
22

학생군사교육단
산학인재교육원
정성균선교관
영빈관
평생교육원
캠퍼스타운
선교사사택
타요한하우스
인돈하우스
인돈학술원
크림하우스
진리의집 (여자기숙사)
자유의집 (남자기숙사)
북문  North Gate
조형예술관실습동2
글로벌하우스
소망관 (남,여기숙사)
제2체육관
강의동
초빙교육사택
조형예술관실습동1
강의동
한국어학당기숙사
한남글로벌센터
린튼글로벌칼리지기숙사
동문  East Gate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24
26
27
30
30-1
28
29
31-1
31-2
31-3
32
33
34
35
36
37
38
42
43
44
45
46
47
48
49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창업마을 (컨설팅존1)
창업마을 (컨설팅존2)
창업마을 (행정동)
창업마을 (창업실천존)
창업마을 (아이디어존)
56주년기념관
동문경비실
한남창업클러스터1
한남창업클러스터2
한남창업클러스터3
시빌리하우스2
시빌리하우스1
사회적경제지원관
상징탑
오정못
린튼공원
UN기념공원
공용주차장
둘레길

●
●
●
●
●
●
●
●
●
●
●
●
●
●
●
●
●
●
●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A

B

C

D

E

F

창조관 (행정동)
진리관 (생명시스템과학과/화학과/화공신소재공학과)
자유관 (식품영양학과/공용강의실)
봉사관 (학교기업/공장동/휴게실/식당/매점)
HNU Science Park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정문
Inno-Biz Park (창업보육센터)

●
●
●
●
●
●
●

71
72
73
74
75
76
78

오정동 캠퍼스

대덕밸리 캠퍼스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오정동)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전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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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교육사랑  5계명

♥ 수업 중 학생의 질문이 엉뚱해도 무안주지 않기

♥ 학생과 상담할 때는 마칠 때까지 웃으며 공감하기

♥ 교수가 가는 길은 사제동행의 길임을 잊지 않기

♥ 좋은 교육은 훌륭한 연구와 함께 함을 잊지 않기

♥ 교육은 항상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수행하기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오정동 133)∙Tel. 042-629-8282(입학관리팀)∙Fax. 042-629-7838∙http:// ibsi.hnu.kr

학생은 지식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의 사랑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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