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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를 이끄는 글로벌 선진 교육!

한림대학교 경쟁력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운영 사업

대학특성화

(CK-1) 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ACE) 육성사업

(2010~2017)

두뇌한국

(BK)21플러스 사업

한림의 성과, 주요 5대 국책사업 / K-MOOC 운영 사업 선정

한림의 경쟁력, 학생 중심의 선진 교육 환경 및 행정서비스

2018 THE 세계대학평가

Student : Staff Ratio 부문

국내 1위 

고교 교육 기여대학

3년 연속 선정

2016 대학사회책임지수평가

전국 4위

고용노동부 대학청년고용센터평가

3년 연속 A등급

2016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역우수사립대학 전국 3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상위

A등급 TOP CLASS

교육부가 주관하는 5개 주요 재정지원사업 및 국내 유수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K-MOOC 운영 사업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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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와 한계가 없는 한림의 열린 교육! 

전공 자유선택제 도입 & 
다양한 융합전공 선택

입학시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단위로 자유롭게 소속 변경

2학년 이후 전공선택, 자격 및 횟수 제한 없음

(단, 의과대학, 융합인재학부 제외)

해당학과/학년 기준정원의 120% 이상 인원 허가

2017년 이후 입학생은 복수전공 필수화

(의과대학, 국제학부 제외)

소속 학부, 학과 또는 전공 이외에 타 학과(학부, 전공) 소정의 학점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과 복수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 취득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이 학문의 경계없이

마음껏 배우고 또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선진 융합 프로그램 운영

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소속변경 자율화

입학 후 자유로운 전공 선택

신입생 전원 복수전공으로 통섭형 인재 양성

아직 어떤 전공이
맞는지 모르겠어?

복수전공으로
내 잠재력을 찾은 것 같아!

인문/사회/자연/공학 계열에 관계없이 
60여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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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진 일류대학을

지향하는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는 2017년, 교육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산업체와의 

공생발전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융합 전공 신설을 확대하여 융합 선도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2017                사업 선정

융합 전공

l  르네상스인문학  l  동북아지역학  l  

l  영상문예창작  l  생사학자살예방  l

l  영중 언어·문화  l  한중비즈니스  l

l  논술지도자자격  l 
l  문화콘텐츠교육사  l  

l  청소년학  l  고령친화서비스  l

l  ICT융합콘텐츠  l  

l  디지털게임  l  디지털북  l

l  의료BIT융합전문가  l

l  Pre-MED  l

신규 융합 전공

융합 전공

산학협력특성화

l  데이터 테크 l  4차산업혁명  l   

l  의약신소재  l  

l  헬스케어진단  l  지능형 IoT  l

인문학

정보기술
사회과학

의료생명

l  6차산업비즈니스  l   

l  건강돌봄디자인  l  

l  디지털인문예술  l  

l  동북아지역  l  융합관광경영  l

다양한 융합 전공의 신설 확대

융합 전공

지역협력특성화

경계와 한계가 없는 교육,

※ 융합 전공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신설, 조정, 변경 등)으로 운영됩니다.



인체에서 유래한 시료를 대상으로 정성·정량 분석하는 

체외진단분야 산업과 바이오마커, 바이오센서, 진단디바

이스에 기초하는 진단 시약 및 진단기기 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인재 양성

헬스케어진단 전공

합성 소재, 천연물 소재, 생체고분자 바이오소재를 기반

으로 하는 신약개발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융합형 전문 

인력을 배출

의약신소재 전공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 정보기술을 갖춘 Data 

Scientist 전문인재, 선도적 빅데이터분석 파워를 겸비

한 Data analyst 전문인재, 미래사회의 헬스케어 서

비스 전문성을 선도할 DT기반 헬스케어 전문가(Job 

Competence Technician) 양성

데이터 테크 전공

헬스케어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에서 IoT에 초점을 맞춘 

헬스 케어 서비스 산업과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하여 전문적인 헬스

케어 IoT 전문 인력을 양성

지능형 IoT 1전공

농어촌 융합산업 실무자 육성사업에 

요구되는 융합형 전문 인력을 배출 

6차산업비즈니스 전공 

(경영과 기술의 결합)
지역 역사, 예술 등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 기획·제작하고, 수요 맞춤형 형

태로 유통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을 함

양한 전문 인력을 배출

지역문화 콘텐츠 전공

건강돌봄지표가 열악하고 건강불평

등 및 자살률이 높은 지역사회 단위

에서 맞춤형 건강 돌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건강돌봄디자인 전공LIFE
CARE

HEALTH
CARE

분야

분야

차별화된 특화 교육과정 지원
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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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위주 
- 일반전형

실기위주 
- 일반전형

명504

명

정시

529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1. 정시모집 개요

2.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Ⅰ

명 명 명 명9 49 446 25

전형유형
전형

방식
전형요소 및 반영비울(%)

수능

위주

일반

전형

나군 의예과

일괄

합산

가군

다군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간호학부

국제학부

융합인재학부

실기

위주
나군 체육학과

수능 100%

수능 90%
학생부
10%

실기 50%수능 40%학생부
10%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 Ⅴ. 세부전형별 안내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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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중국학과) 나군(의예과) 다군 나군(체육학과)



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3. 전형유형별 자격기준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일반고

특수

목적고
자율고 검정고시 특성화고 해외고

수능위주,

실기위주

(체육학과)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 O O O O O O

고른기회

(수시 미충원 

인원)

농어촌학생 O X O X O X

기초생활및

차상위계층
O O O O O X

※ 위 내용은 전형별 지원 자격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모집요강의 전형별 지원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모집단위명 변경

4. 수능 최저학력기준 

경영대학

공과대학

경영학과

재무금융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과

경제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융합신소재공학과

경영대학

IT계열

컴퓨터공학과

융합신소재공학과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전체학과(의예과 제외) 의예과

한국사 응시 한국사 3등급 이내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과) / (전공) 입학정원(정원내)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철학          , 사학) 113

영어영문학과 38

중국학과 40

일본학과 38

러시아학과 35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36

사회학과 39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59

정치행정학과 39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81

광고홍보학과 37

법학과 65

경영대학 경영대학 (경영, 경제, 금융재무) 210

자연과학대학

금융정보통계학과 60

응용광물리학과 30

화학과 35

생명과학과 48

바이오메디컬학과 52

환경생명공학과 40

식품영양학과 50

언어청각학부 (언어병리학, 청각학) 65

체육학과 53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70

IT 계열 (전자공학, 융합소프트웨어) 102

융합신소재공학과 35

의과대학
의예과 76

간호학부 105

국제학부 국제학부 (국제통상·경영, 정보법과학) 30

융합인재학부 융합인재학부 30

계 1,711

※ 학사안내[소속변경(전과), 복수전공, 교직과정, 전공 선택 등] 45페이지 참조

※ 의예과 : 교육부 지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간 : 2015. 3 ~ 2019. 2)

※ 간호학부 : 교육부 지정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간 : 2015. 6 ~ 2020. 6)

※ 국제학부의 모든 전공수업은 영어로 진행

표시된 모집단위는 

정원의 10% 내에서 

교직이수가 가능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Ⅱ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

Ⅴ. 세부전형별 안내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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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과, 전공)
모집
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기초생활및차상위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다군

인문대학

인문학부(국어국문학, 철학           , 사학) 113 23 ◦

영어영문학과 38 9 ◦

중국학과 41 9 ◦

일본학과 38 10 ◦

러시아학과 35 9 ◦

사회과학
대학

심리학과 36 12 ◦

사회학과 39 11 ◦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59 14 ◦

정치행정학과 39 11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81 25 ◦

광고홍보학과 37 10 ◦

법학과 65 19 ◦

경영대학 경영대학(경영, 경제, 금융재무) 212 47 ◦

자연과학
대학

금융정보통계학과 60 16 ◦

응용광물리학과 30 9 ◦

화학과 36 11 ◦

생명과학과 48 15 ◦

바이오메디컬학과 52 24 ◦

환경생명공학과 40 12 ◦

식품영양학과 50 25 ◦

언어청각학부(언어병리학, 청각학) 65 20 ◦

체육학과 53 25 ◦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70 17 ◦

IT 계열(전자공학, 융합소프트웨어) 103 30 ◦

융합신소재공학과 35 11 ◦

의과대학
의예과 76 49 ◦

간호학부 105 46 ◦

국제학부 국제학부(국제통상·경영, 정보법과학) 30 ◦

융합인재학부 융합인재학부 30 10 ◦

계 1,716 9 74 446

※            표시된 모집단위는 정원의 10% 내에서 교직이수가 가능

※ 수시모집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해당 모집단위에서 선발(단,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은 제외)

※ 수시 등록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형별 모집인원Ⅲ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원서접수사이트 접속
(www.uwayapply.com)

1
접수대학 선택

‘한림대학교’

2
모집요강 및 원서접수

유의사항 숙지

3
원서작성

(지원내용 입력)

4

5
전형료 결제 전

입력내용 최종 확인

7
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8
발송용 봉투
표지 출력

6
전형료 결제

* 수정, 취소, 환불 불가

가.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 완료

나.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접수취소, 지원 사항(전형유형, 모집단위 등) 수정, 전형료 환불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작성하기

바라며 전형료 결제 전에 반드시 재차 확인 요함

다. 원서 작성 시 기재(입력)사항 누락, 오기, 입력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과 연락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연락 두절되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라. 지원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상담센터

(☎033-248-1302~1315)로 즉시 통보해야 함

마. 접수 시 전형유형과 모집단위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함(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바. 원서작성 시 업로드하는 사진이 본인이 아닌 경우, 상반신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신원확인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에는 부정행위 및 부적격자로 처리하여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접수사이트

1. 원서접수 주요사항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2. 원서접수 방법 

사이트 전화번호

유웨이어플라이 www.uwayapply.com

한림대학교 홈페이지 www.hallym.ac.kr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유웨이어플라이 1588-8988

입학관리팀 033-248-1302~1304

입학전형연구실 033-248-1305~1315

제출서류 도착여부 조회
2018. 1. 15(월) ~ 1. 16(화)

10

가. 접수일정

접수일정 접수방법 비고

2018. 1. 6(토) 09:00 ~ 1. 9(화) 18:00 인터넷 접수 별도 원서교부 및 방문접수 없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Ⅳ

원서접수 시 사진 업로드를 

위하여 수험생 본인의 증명사진 

파일(jpg, gif 형식) 준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서류 준비하여
2018. 1. 6(토) ~ 1. 11(목) 17:00까지 입학처로 제출

9
※ 등기우편 제출 : 2018. 1. 11(목) 발송 소인까지 인정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Ⅴ. 세부전형별 안내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13

12

※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변경된 전형일정

※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변경된 전형일정



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4.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18. 1. 6(토) 09:00 ~ 1. 9(화) 18:00

서류제출(해당자)
2018. 1. 6(토) 09:00 ~ 1. 11(목) 17:00
※ 등기우편 제출 : 2018. 1. 11(목) 발송 소인까지 인정

제출서류 도착 확인 2018. 1. 15(월) ~ 1. 16(화)

체육학과 

실기고사 일정 공지 2018. 1. 19(금) 16:00

실기고사 실시 2018. 1. 27(토) 09:00 ~

합격자 발표

전체학과(체육학과 제외) 2018. 1. 22(월) 16:00

체육학과 2018. 2. 1(목) 16:00

등록금 납부 2018. 2. 7(수) 09:00 ∼ 2. 9(금) 16:00

충원합격

발표 · 등록

1차

발표 2018. 2. 10(토) 14:00

등록금 납부 2018. 2. 10(토) 14:00 ~ 2. 12(월) 16:00 

2차

발표 2018. 2. 13(화) 14:00

등록금 납부 2018. 2. 13(화) 14:00 ~ 2. 14(수) 12:00 

3차

발표 2018. 2. 14(수) 18:00

등록금 납부 2018. 2. 14(수) 18:00 ~ 2. 19(월) 16:00 

최종

개별 전화 통보 2018. 2. 20(화) 14:00 ~ 21:00

등록금 납부 2018. 2. 20(화) 21:30 ~ 2. 21(수) 16:00 

※ 서류제출 대상자의 서류 입력·제출이 기한 내에 되지 않을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제출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방문제출 시간 11:00~17:00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변경된 전형일정



나. 등록금 납부

일정 납부방법

2018. 2. 7(수) 09:00 ∼ 2. 9(금) 16:00 은행 방문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계좌이체

다. 유의사항

1) 합격자는 지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2) 정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다수의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3)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본교에서 정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함

4) 예비후보의 순위는 합격자 발표 시 일괄발표함

5) 학업능력이 대학수학능력에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는 

해당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합격자 발표

5.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분 일정 발표

전체학과(체육학과 제외) 2018. 1. 22(월)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체육학과 2018. 2. 1(목) 16:00

합격자 발표, 합격증, 등록금 납부통지서는 개별통보·발송하지 않고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에서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15

14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Ⅴ. 세부전형별 안내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변경된 전형일정



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합격자 발표, 합격증, 등록금 납부통지서는 개별통보·발송하지 않고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에서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6.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나. 유의사항

1) 충원합격자는 지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2)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등록포기로 간주함. 단,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3) 최초합격자의 등록마감 후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은 모집단위별 예비후보순위에 의한 성적순으로 

충원합격자를 선발함

4) 수험생은 충원합격 발표기간 중 항시 연락 가능하도록 하며, 입학원서 작성 시 연락처(본인 휴대폰, 자택, 

추가 연락처, 출신고교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정확히 모두 기재해야 함

5) 최종 충원합격자에 대한 개별 유선통보 시 대학의 노력(연락처별 각 2회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어 충원합격 사실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학업능력이 대학수학능력에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는 

해당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최종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후 발생한 미충원인원은 추가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함

가. 일정

1차  ~ 3차 충원합격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 충원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구분 일정

1차 충원합격자 발표

발표 2018. 2. 10(토) 14:00

등록금 납부 2018. 2. 10(토) 14:00 ~ 2. 12(월) 16:00 

2차 충원합격자 발표

발표 2018. 2. 13(화) 14:00

등록금 납부 2018. 2. 13(화) 14:00 ~ 2. 14(수) 12:00 

3차 충원합격자 발표

발표 2018. 2. 14(수) 18:00

등록금 납부 2018. 2. 14(수) 18:00 ~ 2. 19(월) 16:00 

최종 충원합격자 발표

개별 전화 통보 2018. 2. 20(화) 14:00 ~ 21:00

등록금 납부 2018. 2. 20(화) 21:30 ~ 2. 21(수) 16:00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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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단,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는

졸업자만 지원 가능)로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모집단위별 반영영역을 응시한 자
2. 지원 자격

구분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검정고시 특성화고 국외고

자격 여부 ○ ○ ○ ○ ○ ○

해당 모집단위 기준 내역

전체학과(의예과 제외) 한국사 응시

의예과 한국사 3등급 이내

※ 수능 최저학력기준

세부전형별 안내 『일반전형』Ⅴ

529명

ㅣ모집인원ㅣ ㅣ체육학과 실기고사ㅣ

1.27
2018

SAT (토)

ㅣ전형방법ㅣ

★ 수시모집 미충원에 따른 이월인원 발생 시 모집인원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과) / (전공) 입학정원 가군 나군 다군

인문
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철학           , 사학)

113 23

영어영문학과 38 9

중국학과 40 9

일본학과 38 10

러시아학과 35 9

사회
과학
대학

심리학과 36 12

사회학과 39 11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59 14

정치행정학과 39 1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81 25

광고홍보학과 37 10

법학과 65 19

경영
대학

경영대학(경영, 경제, 금융재무) 210 47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과) / (전공) 입학정원 가군 나군 다군

자연
과학
대학

금융정보통계학과 60 16

응용광물리학과 30 9

화학과 35 11

생명과학과 48 15

바이오메디컬학과 52 24

환경생명공학과 40 12

식품영양학과 50 25

언어청각학부(언어병리학, 청각학) 65 20

체육학과 53 25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과 70 17

IT 계열(전자공학, 융합소프트웨어) 102 30

융합신소재공학과 35 11

의과
대학

의예과 76 49

간호학부 105 46

국제학부 국제학부(국제통상·경영, 정보법과학) 30 ◦

융합인재
학부

융합인재학부 30 10

계 1,711 9 74 446

교직

교직

교직

교직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주) 1.            표시된 모집단위는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교직이수가 가능

2. 국제학부 : 수시 미충원인원 발생 시 이월하여 다군 모집

교직

100%

수능성적

전체학과
(체육학과, 

의예과 제외)

90%

수능성적

10%

학교생활기록부

의예과

40%

수능성적

10%

학교생활기록부

체육학과

50%

실기성적

17

16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Ⅴ. 세부전형별 안내
일반전형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3. 전형방법

4. 선발원칙

구분 구분 수능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실기성적 계
교과 성적 출결 상황 소계

전체학과
(체육학과, 의예과 제외)

비율 90% 9% 1% 10% - 100%

배점 900점 90점 10점 100점 - 1,000점

체육학과
비율 40% 9% 1% 10% 50% 100%

배점 400점 90점 10점 100점 500점 1,000점

의예과
비율 100% - - - - 100%

배점 1,000점 - - - - 1,000점

주) 1. 수능 반영방법 28페이지 참조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30페이지 참조

3. 체육학과 실기고사 34페이지 참조

가. 일괄합산 :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 만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성적 산출·반영하여 선발

나.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가. 일괄합산을 통해 전형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나. 예비순위는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지(단,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순위 없이 불합격)

다. 불합격 처리대상자 및 예비순위 미부여자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원자격 부적격자, 제출서류 미제출자,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반영영역을 포함하여 3개 영역 이상 미 응시 한 자

・ 한국사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 자 : 전체학과(의예과 제외) 미 응시자 , 의예과 4~9등급

・ 의예과 : 국어, 영어, 수학(가), 과학탐구(2과목 이상) 중 하나라도 미 응시한 자

・ 체육학과 : 실기고사에 한 종목 이상 불참, 결시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

라. 충원합격자 선발 :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 후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모집단위별 예비순위에 따라 

성적순으로 선발

5.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8. 1. 6(토) 09:00 ~ 1. 9(화) 18:00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www.uwayapply.com

서류제출(해당자) 2018. 1. 6(토) 09:00 ~ 1. 11(목) 17:00
등기 우편 : 

2018. 1. 11(목) 
발송 소인까지 인정

제출서류 도착 확인 2018. 1. 15(월) ~ 1. 16(화)
한림대학교 홈페이지
www.hallym.ac.kr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
15페이지 참조

체육학과 
실기고사 일정 공지 2018. 1. 19(금) 16:00

실기고사 실시 2018. 1. 27(토) 09:00 ~

합격자 발표
전체학과(체육학과 제외) 2018. 1. 22(월) 16:00

체육학과 2018. 2. 1(목) 16:00

※ 서류제출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방문제출 시간 11:00 ~ 17:00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변경된 전형일정



6. 제출서류

제출기간 제출형태 비고

2018. 1. 6(토) ~ 1. 11(목) 17:00
등기우편 제출 2018. 1. 11(목) 발송 소인까지 인정

방문 제출 토요일, 일요일 제출시간 11:00~17:00

가.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발급기관, 출신 고등학교,

본교 입학처)을 받은 서류를 제출함

나. 필수 제출서류가 기한 내에 미입력, 미제출 될 경우에는 입학전형대상에서 제외됨

다. 전형기간 중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라. 제출기간

Ⅴ. 세부전형별 안내  『일반전형』

※ 동점자 처리기준

가.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 필수영역 유형(가형, 나형) 구별 없음(의예과 제외)

나. 선택영역 탐구 선택 시 1과목 반영(의예과 제외)

■ 입학원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개명한 자,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자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
■ 원서접수 시 사이트에서 동의 체크

■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비동의자 ■ 입학원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비대상교 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온라인 제공 신청 방법

세부안내 27페이지 3번 

참조)

■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

(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

■ 입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

(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제공동의 확인번호’

를 확인하여 입력

■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도 오프라인(등기우편, 택배, 방문)으로

제출 가능

- 입학원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입학원서 1부

- 합격증 사본 1부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마. 대상자별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영어
순위

1

영어
순위

실기고사 총점

수학(가)

순위

순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국제학부, 융합인재학부

자연과학대학(체육학과 제외), 

공과대학, 간호학부

체육학과

의예과

※ 모든 지원자는 필수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비동의자는 별도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지원 자격에 해당

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모든 자격증명 서류는 

2017. 12. 1(금)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함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Ⅴ. 세부전형별 안내
농어촌학생전형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19

18

1

1

1

국어
순위

2

영어
순위

순위

2

2

선택영역
순위

3

수학
순위

2
선택영역

순위

3

국어

국어
과학탐구

(2과목 평균)

순위

순위

3

3

선택영역
순위

4

영어
순위

4

※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변경된 전형일정



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세부전형별 안내 『농어촌학생』Ⅴ

수시모집 이월인원

ㅣ모집인원ㅣ ㅣ체육학과 실기고사ㅣㅣ전형방법ㅣ

★ 수시모집 미충원에 따른 이월인원 발생 시 모집인원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과) / (전공) 입학정원 모입인원 모집군

인문
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철학           , 사학)

113

수시
모집

이월
인원

다군

영어영문학과 38 다군

중국학과 40 가군

일본학과 38 다군

사회
과학
대학

심리학과 36 다군

사회학과 39 다군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59 다군

정치행정학과 39 다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81 다군

광고홍보학과 37 다군

법학과 65 다군

경영
대학

경영대학(경영, 경제, 금융재무) 210 다군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과) / (전공) 입학정원 모입인원 모집군

자연
과학
대학

금융정보통계학과 60

수시
모집

이월
인원

다군

화학과 35 다군

생명과학과 48 다군

바이오메디컬학과 52 다군

환경생명공학과 40 다군

식품영양학과 50 다군

언어청각학부(언어병리학, 청각학) 65 다군

체육학과 53 나군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70 다군

IT 계열(전자공학, 융합소프트웨어) 102 다군

융합신소재공학과 35 다군

의과대학

의예과 76 나군

간호학부 105 다군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주)            표시된 모집단위는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교직이수가 가능교직

100%

수능성적

전체학과
(체육학과, 

의예과 제외)

90%

수능성적

10%

학교생활기록부

의예과

40%

수능성적

10%

학교생활기록부

체육학과

50%

실기성적

2013학년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태백시 포함)에 거주하며 해당지역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6년간 재학한 자

2. 지원 자격

구분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검정고시 특성화고 국외고

자격 여부 ○ × ○ × ○ ×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1.27
2018

SAT (토)



1) 농어촌지역 적용기준 

- 지방자치법 제3조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읍 ·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 ·면)]

-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태백 포함)

- 2개 이상의 중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 또는 도서·벽지소재 고등학교여야 함

- 중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의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부모의 사망,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적용함

-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학생과 사실상 동거한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 인정 (친권에 관계없음)

*  부모사망 : 중 ·고교 재학 중 사망한 경우 사망 전까지의 거주지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이어야 함

*  부모이혼 : 중 ·고교 재학 중 이혼인 경우 부모의 이혼 전 거주지와 현재 주민등록상 학생과 동거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거주지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이어야 함

2) 농어촌학생전형 지원 불가자

-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 또는 도서 ·벽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 읍 ·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에 재학한 자

(※ 고교 유형은 고등학교 입학 시점 기준)

- 검정고시 출신자

해당 모집단위 기준 내역

전체학과(의예과 제외) 한국사 응시

의예과 한국사 3등급 이내

※ 수능 최저학력기준

3. 전형방법

구분 구분 수능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실기성적 계
교과 성적 출결 상황 소계

전체학과
(체육학과, 의예과 제외)

비율 90% 9% 1% 10% - 100%

배점 900점 90점 10점 100점 - 1,000점

체육학과
비율 40% 9% 1% 10% 50% 100%

배점 400점 90점 10점 100점 500점 1,000점

의예과
비율 100% - - - - 100%

배점 1,000점 - - - - 1,000점

주) 1. 수능 반영방법 28페이지 참조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30페이지 참조

3. 체육학과 실기고사 34페이지 참조

가. 일괄합산 :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 만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성적 산출·반영하여 선발

나.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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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4. 선발원칙 가. 일괄합산을 통해 전형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나. 예비순위는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지(단,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순위 없이 불합격)

다. 불합격 처리대상자 및 예비순위 미부여자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원자격 부적격자, 제출서류 미제출자,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반영영역을 포함하여 3개 영역 이상 미 응시한 자

・ 한국사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 자 : 전체학과(의예과 제외) 미 응시자 , 의예과 4~9등급

・ 의예과 : 국어, 영어, 수학(가), 과학탐구(2과목 이상) 중 하나라도 미 응시한 자

・ 체육학과 : 실기고사에 한 종목 이상 불참, 결시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

라. 충원합격자 선발 :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 후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모집단위별 예비순위에 따라 

성적순으로 선발

5.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8. 1. 6(토) 09:00 ~ 1. 9(화) 18:00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www.uwayapply.com

서류제출(해당자) 2018. 1. 6(토) 09:00 ~ 1. 11(목) 17:00
등기 우편  : 

2018. 1. 11(목) 
발송 소인까지 인정

제출서류 도착 확인 2018. 1. 15(월) ~ 1. 16(화)
한림대학교 홈페이지
www.hallym.ac.kr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
15페이지 참조

체육학과 
실기고사 일정 공지 2018. 1. 19(금) 16:00

실기고사 실시 2018. 1. 27(토) 09:00 ~

합격자 발표
전체학과(체육학과 제외) 2018. 1. 22(월) 16:00

체육학과 2018. 2. 1(목) 16:00

※ 서류제출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방문제출 시간 11:00 ~ 17:00

6. 제출서류

제출기간 제출형태 비고

2018. 1. 6(토) ~ 1. 11(목) 17:00
등기우편 제출 2018. 1. 11(목) 발송 소인까지 인정

방문 제출 토요일, 일요일 제출시간 11:00~17:00

가.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발급기관, 출신 고등학교,

본교 입학처처)을 받은 서류를 제출함

나. 필수 제출서류가 기한 내에 미입력, 미제출 될 경우에는 입학전형대상에서 제외됨

다. 전형기간 중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라. 제출기간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변경된 전형일정



■ 입학원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개명한 자,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자

마. 대상자별 제출서류

※ 모든 지원자는 필수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비동의자는 별도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지원 자격에 해당

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모든 자격증명 서류는 

2017. 12. 1(금)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함

지원자

전체

입학원서 1부 ■ 원서접수사이트(www.uwayapply.com)에서 출력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

■ 원서접수 시 사이트에서 동의 체크

■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비동의자 ■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비대상교 출신자

농어촌 학교 재학 확인서 1부

■ 본교 지정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확인자 서명·날인하여 제출

 - 원서접수사이트(www.uwayapply.com)

 -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admission.hallym.ac.kr)

농어촌 거주 사실 확인서 1부

■ 본교 지정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확인자 서명·날인하여 제출

 - 원서접수사이트(www.uwayapply.com)

 -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admission.hallym.ac.kr)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주민등록초본 총 3부

(부, 모, 지원자 각 1부)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 모든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해

당

자 

추

가

서

류

부모의

이혼

지원자의

기본증명서 1부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 지원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기준

부 또는 모

사망·실종

사망자의

제적등본 1부

■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 동점자 처리기준

가.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 필수영역 유형(가형, 나형) 구별 없음(의예과 제외)

나. 선택영역 탐구 선택 시 1과목 반영(의예과 제외)

영어
순위

1
국어

순위

2
선택영역

순위

3

영어
순위

1
수학

순위

2
선택영역

순위

3

실기고사 총점
순위

1
영어

순위

2
국어 선택영역

순위 순위

3 4

수학(가)
순위

1
순위

2
국어 영어

순위 순위

3 4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국제학부, 융합인재학부

자연과학대학(체육학과 제외),

공과대학, 간호학부

체육학과

의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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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세부전형별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Ⅴ

수시모집 이월인원

▶전체학과 ‘다군’

ㅣ모집인원ㅣ ㅣ체육학과 실기고사ㅣㅣ전형방법ㅣ

★ 수시모집 미충원에 따른 이월인원 발생 시 모집인원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과) / (전공) 입학정원 모입인원 모집군

인문
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철학           , 사학)

113

수시
모집

이월
인원

다군

영어영문학과 38

중국학과 40 가군

일본학과 38

다군

러시아학과 35

사회
과학
대학

심리학과 36

사회학과 39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59

정치행정학과 39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81

광고홍보학과 37

법학과 65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과) / (전공) 입학정원 모입인원 모집군

경영
대학

경영대학(경영, 경제, 금융재무) 210

수시
모집

이월
인원

다군

자연
과학
대학

금융정보통계학과 60

응용광물리학과 30

화학과 35

생명과학과 48

바이오메디컬학과 52

환경생명공학과 40

식품영양학과 50

언어청각학부(언어병리학, 청각학) 65

체육학과 53 나군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과 70

다군IT 계열(전자공학, 융합소프트웨어) 102

융합신소재공학과 35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주)            표시된 모집단위는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교직이수가 가능

※ 차상위 가구 및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지원자가 아닌 세대의 구성원 중 해당 대상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 지원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됨

교직

전체학과
(체육학과

제외)

90%

수능성적

10%

학교생활기록부

40%

수능성적

10%

학교생활기록부

체육학과

50%

실기성적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원 자격

구분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검정고시 특성화고 국외고

자격 여부 ○ ○ ○ ○ ○ ×

구분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인 자

차상위 가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학생

※ 수능 최저학력기준 : 한국사 응시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1.27
2018

SAT (토)



3. 전형방법

구분 구분 수능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실기성적 계
교과 성적 출결 상황 소계

전체학과
(체육학과 제외)

비율 90% 9% 1% 10% - 100%

배점 900점 90점 10점 100점 - 1,000점

체육학과
비율 40% 9% 1% 10% 50% 100%

배점 400점 90점 10점 100점 500점 1,000점

주) 1. 수능 반영방법 28페이지 참조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30페이지 참조

3. 체육학과 실기고사 34페이지 참조

가. 일괄합산 :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 만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성적 산출·반영하여 선발

나.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5.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8. 1. 6(토) 09:00 ~ 1. 9(화) 18:00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www.uwayapply.com

서류제출(해당자) 2018. 1. 6(토) 09:00 ~ 1. 11(목) 17:00 등기우편 : 2018. 1. 11(목) 
발송 소인까지 인정

제출서류 도착 확인 2018. 1. 15(월) ~ 1. 16(화)
한림대학교 홈페이지
www.hallym.ac.kr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
15페이지 참조

체육학과 
실기고사 일정 공지 2018. 1. 19(금) 16:00

실기고사 실시 2018. 1. 27(토) 09:00 ~

합격자

발표

전체학과

(체육학과 제외)
2018. 1. 22(월) 16:00

체육학과 2018. 2. 1(목) 16:00

※ 서류제출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방문제출 시간 11:00 ~ 17:00

6. 제출서류

제출기간 제출형태 비고

2018. 1. 6(토) ~ 2018. 1. 11(목) 17:00
등기우편 제출 2018. 1. 11(목) 발송 소인까지 인정

방문 제출 토요일, 일요일 제출시간 11:00~17:00

가.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발급기관, 출신 고등학교,

본교 입학처처)을 받은 서류를 제출함

나. 필수 제출서류가 기한 내에 미입력, 미제출 될 경우에는 입학전형대상에서 제외됨

다. 전형기간 중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라. 제출기간

4. 선발원칙 가. 일괄합산을 통해 전형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나. 예비순위는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지(단,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순위 없이 불합격)

다. 불합격 처리대상자 및 예비순위 미부여자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원자격 부적격자, 제출서류 미제출자,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반영영역을 포함하여 3개 영역 이상 미 응시 한 자

・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 한국사 미 응시자

・ 체육학과 : 실기고사에 한 종목 이상 불참, 결시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

라. 충원합격자 선발 :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 후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모집단위별 예비순위에 따라 

성적순으로 선발

Ⅴ. 세부전형별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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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 세부전형별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전형

※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변경된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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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전체

입학원서 1부 ■ 원서접수사이트(www.uwayapply.com)에서 출력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
■ 원서접수 시 사이트에서 동의 체크
■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비동의자

■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비대상교 출신자

2009년 이전 졸업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자 기준)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차상위가구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가구 구성원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자활근로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수급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아래 중 해당서류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이하 주민센터 발급)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 입학원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개명한 자,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온라인 제공 신청방법 세부안내 

27페이지 3번 참조)

■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

■ 입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

하여 입력

■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도 오프라인

(등기우편, 택배, 방문)으로 제출 가능

- 입학원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입학원서 1부

- 합격증 사본 1부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검정고시

출신자

※ 동점자 처리기준

가.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 필수영역 유형(가형, 나형) 구별 없음

나. 선택영역 탐구 선택 시 1과목 반영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체육학과 제외),

공과대학

체육학과

마. 대상자별 제출서류

※ 모든 지원자는 필수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비동의자는 별도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지원 자격에 해당

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모든 자격증명 서류는 

2017. 12. 1(금)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함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영어
순위

1
국어

순위

2
선택영역

순위

3

영어
순위

1
수학

순위

2
선택영역

순위

3

실기고사 총점
순위

1
영어

순위

2
국어 선택영역

순위 순위

3 4



1. 제출서류 안내사항Ⅴ

제출기간 제출형태 비고

2018. 1. 6(토) ~ 1. 11(목) 17:00
등기우편 제출 2018. 1. 11(목) 발송 소인까지 인정

방문 제출 토요일, 일요일 제출시간 11:00~17:00

가. 제출처 : (우)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입학상담센터(대학본부 1층)

나. 제출방법 : 전형별 제출서류 확인 후 원서접수사이트에서 ‘발송용봉투 표지출력’을 인쇄하여 봉투에 붙인 후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가. 제출대상 : 2018학년도 최종합격자 중 국외고등학교 졸업자

※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및 운영되는 “재외한국학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나. 해당서류 : 국외고등학교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다. 발급방법

(우)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입학상담센터

(대학본부 1층)

2)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에서 발급하며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정부 국무부(Secretary of State)의 인증사무소에서 발급함

3) 각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의 위치 및 연락처 안내 받을 수 있음

※ 관련 정보 : www.mofa.go.kr 외교부

1. 제출방법

2. 국외고등학교출신자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서 
제출 안내

구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발급서류 아포스티유 확인서 영사확인서

발급기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기관명 전화번호

외교부 02-2100-7600, 02-3210-0404

교육부 02-6222-6060

법무부 02-720-8027

한림대학교 입학상담센터 033-248-1302~1315

외교부 소개   ▶   재외공관   ▶   재외공관 정보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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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 세부전형별 안내

※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변경된 전형일정

※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변경된 전형일정라. 제출기한 : 2018. 2. 9(금)

마. 제출처 : (우)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입학상담센터(대학본부 1층)

바. 유의사항

1)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원본과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함께 제출

2) 입학지원 시 서류제출 기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사. 기타

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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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관련 정보 : www.0404.go.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

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가.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각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

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확인)

※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발급한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나. 입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

다.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도 인터넷 원서접수 시 오프라인(등기우편, 택배, 방문)으로 제출 가능

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2013년도 제1회 ~ 2017년도 제1회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이며, 

2013년도 이전 및 2017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를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2013년도 제1회 ~ 2017년도 제2회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이며, 

2013년도 이전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를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출

3. 검정고시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 수시 >   

< 정시 >   



1. 수능 반영방법Ⅵ

1. 총괄

2.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 일본학과는 일본어, 중국학과는 중국어, 러시아학과는 러시아어가 탐구영역 보다 성적이 좋을 경우 제2외국어영역’을 반영

※ 수능 한국사 : 전체학과(의예과 제외) 응시 필수 / 의예과 3등급 이내

※ 간호학부, 국제학부 : 직업탐구 제외

※ 영어 등급별 반영점수(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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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구분 전체 모집단위 체육학과 국제학부 의예과

반영영역 필수 2, 선택 1 필수 1, 선택 2 수학(가) 40%, 국어 20%, 영어 10%, 과학탐구(2과목) 30%

반영점수
모든 영역(영어 제외) : 백분위점수

영어 : 등급별 반영점수

수학(가), 국어 : 표준점수 

영어 : 등급별 반영점수

과학탐구 : 백분위를 활용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산출한 

변환표준점수

반영비율

수능 90% 수능 40% 수능 90%

수능 100%
학교생활기록부 10%

(교과 성적 90% + 출결상황 10%)

구분 필수영역 선택영역 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융합인재학부
영어 36%, 국어 36% 수학(가/나), 탐구영역 중 1과목 18% 90%

자연과학대학(체육학과 제외), 공과대학 영어 36%, 수학(가/나) 36% 국어, 탐구영역 중 1과목 18% 90%

체육학과 영어 16%, 국어 16% 수학(가/나), 탐구영역 중 1과목 8% 40%

간호학부 영어 36%, 수학(가/나) 36% 국어, 탐구영역 중 1과목 18% 90%

의예과 국어 20%, 영어 10%, 수학(가) 40%, 과학탐구(2과목) 30% 100%

국제학부 영어 45%
국어, 수학(가/나), 탐구영역 중 2개영역 

각 1과목씩 22.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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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 세부전형별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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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산출 방법

4. 과목별 가산점

※ 국제학부 : 수시(외국어특기자전형) 미충원인원 발생 시 정시로 이월하여 다군에서 모집

모집단위 산출공식 최고점 최저점

전체학과 (체육학과, 국제학부, 의예과 제외) (3.6 X 필수 1) + (3.6 X 필수 2) + (1.8 X 선택영역) 900 0

체육학과 (1.6 X 영어) + (1.6 X 국어) + (0.8 X 선택영역) 400 0

국제학부 (4.5 X 영어) + (2.25 X 선택 1영역) + (2.25 X 선택 2영역) 900 0

모집단위 산출공식 최고점 최저점

의예과

1) 영역별 성적 산출

- 국어(①) : (취득표준점수 / 전국최고점수) X 200
- 영어(②) : (취득등급의 반영점수 / 100점) X 100
- 수학(가)(③) : (취득표준점수 / 전국최고점수) X 400
- 과학탐구(④) : [(a과목취득 변환점수 / a과목 변환최고점수) +

(b과목취득 변환점수 / b과목 변환최고점수)] / 2 X 300
※ 과학탐구는 변환점수 최고성적 2과목(a, b)을 반영하며, 변환점수는 우리대학 자체 

변환점수를 적용

2) 반영 성적 산출  -  국어(①) + 영어(②) + 수학(가)(③) + 과학탐구(④)

1,000 0

소수점 이하 점수 산출 : 모든 계산 과정의 최종 단계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백분위 취득점수에 가산. 가산 후 만점 초과 시 만점

모집단위 내용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체육학과

간호학부 수학(가) 10%

과학탐구 I 5%
과학탐구 II 7%

수학(가) 10%
과학탐구 I 5%
과학탐구 II 7%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Ⅵ

석차등급

단과대학별,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교과에서 학년, 학기별 본인이 이수한 과목별 석차등급이 가장 좋은 1개 과목 반영

(반영교과 중 석차등급이 같은 과목의 경우 이수단위가 큰 과목을 우선 반영). 

반영교과수가 최소 1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체육학과는 9과목 이상)

가. 교과 성적

1) 석차등급이 있는 자(2008년 2월 졸업자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가) 평균석차등급 산출

* 소수점 이하 점수 : 모든 계산과정의 소수점은 최종 단계에서 세 번째 자리 반올림 

1. 점수산출 활용지표

5. 반영방법

2. 반영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3. 학년별 반영비율

4. 반영교과

구분 교과 성적 출결 상황 계

전체학과

(의예과 제외)

반영비율 9% 1% 10%

배점 90점 10점 100점

모집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전체학과 100%

■ 6개 학기 반영

- 1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 졸업생도 동일

■ 학년별 가중치 없음

구분 반영교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국제학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과학대학(체육학과 제외), 공과대학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학과 국어, 영어 필수 / 과학 또는 사회 중 상위교과

간호학부, 융합인재학부 국어, 영어, 수학 필수 / 과학 또는 사회 중 상위교과

나) 평균석차등급을 이용한 산출

∑(반영교과목석차등급 X 반영교과목이수단위 X 교과목반영비율)

∑(반영교과목이수단위 X 교과목반영비율)

※ 사회 교과영역에는 역사(국사) 및 도덕(윤리) 교과영역을 포함함

※ 국민공통교과(보통교과) 및 선택교과(전문교과) 구분 없이 해당 고등학교에서 분류한 교과편제에 따라 반영함

※ ‘외국어 교과’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 중 영어 과목군은 영어교과에 포함하여 반영하되, 제2외국어는 제외함

※ ‘과학에 관한 교과’는 과학교과에 포함하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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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 세부전형별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반영비율 교과 성적(최고점 ~ 최저점) 산출 공식

90% 90점 ~ 0점 101.25 - [11.25 X (평균석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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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 모집단위별 교과별 반영비율 >

단과대학 모집단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인문대학

인문학부 40 10 30 20 X

영어영문학과, 국제학부 30 10 40 20 X

중국학과

30 10 30 30 X

일본학과

러시아학과

사회과학

대학

심리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부

정치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홍보학과

법학과

경영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

대학

금융정보통계학과
20 30 30 X 20

응용광물리학과

화학과

20 20 30 X 30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언어청각학부

체육학과 30 X 40 30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20 30 20 X 30IT 계열

융합신소재공학과

의과대학 간호학부 20 30 30 20

융합인재학부 융합인재학부 30 10 30 30

2) 석차만 있는 자(2000년 2월 졸업자 ~ 2007년 2월 졸업자)

가) 반영방법

- 교과목별 석차를 활용한 석차등급 구하기(동 석차는 인정하지 않음)

각 교과목별 석차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 공식에 의거 ①중간석차산출(A), 중간석차를 이용하여 

②중간석차백분위(B) 산출, 백분위를 등급표에 의거 ③석차등급을 구함

① 중간석차(A) : 석차 + (동점자 인원수 – 1) / 2

② (중간)석차 백분위(B) : (A / 인원수) x 100

③ (중간)석차를 적용한 석차백분율에 의한 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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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차백분율 4%이하 11%이하 23%이하 40%이하 60%이하 77%이하 89%이하 96%이하 100%이하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 세부전형별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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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균석차등급 산출

다) 평균석차등급을 이용한 산출

라) 평균석차등급을 이용한 산출

라) 평균석차등급을 이용한 산출

나) 교과별 이수단위 : 3단위(국어, 영어, 수학 교과), 2단위(국어, 영어, 수학을 제외한 기타 교과)

다) 평균석차등급 산출 

나) 교과별 이수단위 : 3단위(국어, 영어, 수학 교과), 2단위(국어, 영어, 수학을 제외한 기타 교과)

다) 평균석차등급 산출 

∑(반영교과목석차등급 X 반영교과목이수단위 X 교과목반영비율)

∑(반영교과목이수단위 X 교과목반영비율)

∑(반영교과목 취득성적에 해당하는 석차등급 X 반영교과목이수단위 X 교과목반영비율)

∑(반영교과목이수단위 X 교과목반영비율)

∑(반영교과목 평어에 해당하는 석차등급 X 반영교과목이수단위 X 교과목반영비율)

∑(반영교과목이수단위 X 교과목반영비율)

3) 검정고시출신자

가) 아래 기준에 의거 검정고시 취득성적을 석차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

4) 평어만 있는 자

가) 아래 기준에 의거 평어를 석차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

5) 국외고등학교 출신자 및 기타 성적반영이 어려운 자

- 해당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에 따른 수능 성적 100%

취득성적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60점 미만

석차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8등급

평어 수 우 미 양 가

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9등급

반영비율 교과 성적(최고점 ~ 최저점) 산출 공식

90% 90점 ~ 0점 101.25 - [11.25 X (평균석차등급)]

반영비율 교과 성적(최고점 ~ 최저점) 산출 공식

90% 90점 ~ 0점 101.25 - [11.25 X (평균석차등급)]

반영비율 교과 성적(최고점 ~ 최저점) 산출 공식

90% 90점 ~ 0점 101.25 - [11.25 X (평균석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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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예시 ]

■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교과에서 학년, 학기별 본인이 이수한 과목별 석차등급이 가장 좋은 1개 과목 반영

■ 반영교과 중 석차등급이 같은 과목의 경우 이수단위가 큰 과목을 우선 반영

< 간호학부 지원자 예시 : 석차등급이 있는 자 >

교과 과목

1학년

1학기 2학기

이수
단위

석차
등급

이수
단위

석차
등급

국어 국어 4 2 4 3

수학 수학 4 3 4 3

영어 영어회화 - - 4 2

영어 실용영어회화 4 2 - -

사회 사회 3 1 3 2

사회 한국사 3 2 3 2

사회 생활과 윤리 - - 3 2

과학 과학 3 2 3 1

교과 과목

3학년

1학기 2학기

이수
단위

석차
등급

이수
단위

석차
등급

국어 화법과 작문 I 7 2 - -

국어 국어생활 - - 6 2

수학 수학연습 I - - 4 2

수학 수학의 활용 4 2 - -

영어 영어 II 5 2 - -

영어 실용영어독해와 작문 - - 5 3

사회 한국지리 3 4 - -

사회 법과 정치 - - 4 2

과학 생명과학 I 2 2 - -

교과 과목

2학년

1학기 2학기

이수
단위

석차
등급

이수
단위

석차
등급

국어 문학 II - - 5 2

국어 문학 I 5 2 - -

수학 수학 I 5 2 - -

수학 미적분과 통계기본 - - 5 2

영어 영어 I 5 2 - -

영어 영어독해와 작문 - - 5 3

사회 동아시아사 3 2 3 1

사회 사회문화 2 2 2 2

과학 지구과학 I 2 2 2 2

반영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반영비율 20% 30% 30% 20%

       분자 산출

(4×2×0.2)+(4×3×0.3)+(4×2×0.3)+(3×1×0.2)+(4×3×0.2)+(4×3×0.3)+(4×2×0.3)+ (3×1×0.2)+(5×2×0.2)+

(5×2×0.3)+(5×2×0.3)+(3×2×0.2)+(5×2×0.2)+(5×2×0.3)+ (5×3×0.3)+(3×1×0.2)+(7×2×0.2)+(4×2×0.3)+

(5×2×0.3)+(2×2×0.2)+(6×2×0.2)+(4×2×0.3)+(5×3×0.3)+(4×2×0.2) = 56.4

       분모 산출

(4×0.2)+(4×0.3)+(4×0.3)+(3×0.2)+(4×0.2)+(4×0.3)+(4×0.3)+(3×0.2)+(5×0.2)+(5×0.3)+(5×0.3)+(3×0.2)+

(5×0.2)+(5×0.3)+(5×0.3)+(3×0.2)+(7×0.2)+(4×0.3)+(5×0.3)+(2×0.2)+(6×0.2)+(4×0.3)+(5×0.3)+(4×0.2)=26

    ∑(반영교과목이수단위 X 반영교과목석차등급 X 교과목반영비율)

    ∑(반영교과목이수단위 X 교과목반영비율)

1

2
평균석차등급 산출

2

1

■ 평균석차등급 : 56.4 / 26 = 2.1692307...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 101.25 – [11.25 x (2.1692037...)] = 76.8461538...

■ 출결상황(결석 0일) : 10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점수

76.85점 + 10점 = 86.85점

나. 출결상황

■ 출결 : 6개 학기 (1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반영

- 무단(결석, 지각, 조퇴)만 반영하며, 지각, 조퇴 3회 시 결석 1회로 처리

반영등급 1 2 3 4 5 6 7 8 9

결석일수 0 ~ 2 3 ~ 5 6 ~ 8 9 ~ 12 13 ~ 16 17 ~ 20 21 ~ 25 26 ~ 30 31이상

출결확인 가능자 10 8.75 7.5 6.25 5.0 3.25 2.5 1.25 0

검정고시출신자 - - 7.5 6.25 5.0 3.25 - 1.25 0

평어만 있는 자 10 8.75 7.5 6.25 5.0 3.25 2.5 1.25 0



종목 100 95 90 85 80 75 70 65 60 0

지그재그런
 (초)

남 31.5이하
31.6

~ 32.2
32.3

~ 32.7
32.8

~ 33.2
33.3

~ 33.6
33.7

~ 34.1
34.2

~ 34.4
34.5
~ 35

35.1
~ 35.8

35.9
이상

여 34.3이하
34.4

~ 35.1
35.2

~ 35.6
35.7

~ 36.1
36.2

~ 36.4
36.5

~ 36.9
37

~ 37.4
37.5

~ 38.0
38.1

~ 38.6
38.7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72이상 265 ~ 271 260 ~ 264 255 ~ 259 251 ~ 254 247 ~ 250 243 ~ 246 238 ~ 242 231 ~ 237
230
이하

여 220이상 211 ~ 219 208 ~ 210 201 ~ 207 195 ~ 200 190 ~ 194 185 ~ 189 178 ~ 184 170 ~ 177
169
이하

윗몸
일으키기

(회)

남 76이상 73 ~ 75 70 ~ 72 68 ~ 69 66 ~ 67 64 ~ 65 62 ~ 63 59 ~ 61 56 ~ 58 55이하

여 68이상 64 ~ 67 62 ~ 63 60 ~ 61 58 ~ 59 56 ~ 57 54 ~ 55 52 ~ 53 50 ~ 51 49이하

배구브래디
테스트(회)

남 75이상 71 ~ 74 67 ~ 70 61 ~ 66 55 ~ 60 51 ~ 54 45 ~ 50 41 ~ 44 36 ~ 40 35이하

여 58이상 54 ~ 57 50 ~ 53 46 ~ 49 40 ~ 45 34 ~ 39 30 ~ 33 26 ~ 29 21 ~ 25 20이하

농구골밑슛
(회)

남 19이상 18 17 16 15 14 13 12 11 10이하

여 16이상 15 14 13 12 11 10 9 8 7이하

점수

성별

일정 공지 전형 일정 장소

2018. 1. 19(금) 16:00 2018. 1. 27(토) 09:00 ~ 한림스포츠센터 3층 체육관

실기종목 배점 총점

지그재그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배구브래디테스트, 농구골밑슛
각 종목별 100점 만점 500점

1) 지그재그런

•고사장에 표시한 코스를 2바퀴 돕니다.

•출발방법은 스탠딩 스타트 법으로 하고 1명씩 출발합니다.

•1회 시기를 원칙으로 하며, 출발신호 전에 출발하였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출발을 시킵니다.

•달리는 도중 표시물을 넘어뜨렸을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결승선 통과 직전 넘어졌을 때 몸의 일부가 결승선에 닿으면 유효로 합니다.

3.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1. 일시 및 장소

3. 종목별 배점표

2. 실기종목 및 배점

4. 종목별 실시방법

지그재그런

코스도

15m

8m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 세부전형별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35

34

※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변경된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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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Ⅸ. 전형료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2) 제자리멀리뛰기

•구름판 위 제자리에서 모듬발로 굴러 멀리 뛰어야 하며 한발로 굴러서는 안 됩니다.

•공중자세는 자유로이 합니다.

•이중구름은 무효이며, 1회 시기로 간주합니다.

•시기는 2회로 하며 좋은 기록을 반영합니다.

3) 윗몸일으키기

•측정대에 앉아 고리에 발을 끼우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힌 누운 자세에서 두 손을 머리 뒤로 하여 

깍지를 끼워 잡습니다.

•측정원의 “시작”이란 구령에 따라 수험생은 복근력만을 이용하여 상체를 일으켜 앞으로 굽힙니다.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누운 자세로 복귀합니다.

•위와 같은 동작을 1분간 실시합니다.

•실시 도중 목뒤로 잡은 손이 떨어지거나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을 경우 횟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상체를 일으킬 때 몸을 앞, 뒤, 좌, 우로 흔들거나, 반동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누웠을 때 손등이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4) 배구브래디테스트

•수험생은 벽면으로부터 1.4m라인 밖에서 자유롭게 자세를 취합니다.

•측정원의 “시작”이란 구령에 따라 벽면에 표시된 2.5m 높이의 가로1.5m x 세로1.5m 라인의 

정사각형에 공을 던짐으로써 측정이 시작됩니다.

•튀어나오는 공을 1분간 오버핸드토스로 연속적으로 실시합니다.

•공을 놓치거나 이탈했을 때, 발이 제한선을 침범했을 경우 다시 처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5) 농구골밑슛

•수험생은 농구공을 잡고 골대 밑 정해진 위치에 대기합니다.

•측정원의 시작신호와 함께 골밑슛을 30초간 시행합니다.

•수험생은 좌측 혹은 우측 방향에서 슛을 시도하며, 이후부터는 처음 시도한 방향(좌, 우측)의 

반대방향에서 번갈아 슛을 시도합니다.

•공이 골대로부터 멀리 벗어날 경우 수험생 본인이 직접 가져와 정해진 위치에서 나머지 시간까지 

골밑슛을 계속 시행합니다.

•슛 시도 후 바운딩 여부는 수험생 자유에 맡기나 워킹 바이얼레이션에 의한 슛 성공은 무효로 합니다.



1. 대학지원 방법

3. 정시모집 등록자의 
복수지원 금지사항

4. 합격자 발표

2. 복수지원 관련 사항

가. 한림대학교에는 모집군별(가군, 나군, 다군) 1회씩 최대 3회 지원 가능

군별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동일 모집 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하며, 수험생은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중 모집 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한림대학교 내 

모집 기간 군이 다른 경우 복수지원 가능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한림대학교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 기간 군의 제한 없음

• 본 모집요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함

• 본 모집요강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무효로 함

가.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나. 대학의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지원자 유의사항Ⅶ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 세부전형별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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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Ⅶ. 지원자 유의사항
Ⅵ-1. 수능 반영방법 Ⅸ. 전형료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가. 이중등록 금지

■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다수의 대학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함

■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합격 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합격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 본교에 지원하는 모든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대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학원서와 함께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됨

8. 수능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10. 기타

9. 교차지원

■ 본교에 지원하는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대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자연계열 학생이 본교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인문계열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과목이 1개 과목이라도 있다면 교차지원 가능. 또한 인문계열 학생이 본교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연계열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과목이 1

개 과목이라도 있다면 교차지원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예시 30페이지 참조)

■ 교차지원자는 수능 반영영역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도 지원한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함

■ 입학전형자료(성적, 평가내용 등) 및 제출서류는 일체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 고교졸업예정자가 본교 입학 시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6. 입학전형 부정에 
대한 조치

5. 등록

■ 입학전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 허위, 위 ·변조 등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상기의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상기의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 세부전형별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미등록 충원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순위 합격자에게는 충원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됨

■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정시모집 합격자가 본교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포기 및 환불을 

신청해야 함

■ 합격취소 및 등록포기에 따른 환불신청은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서 가능함

■ 정시 등록금 납부자 중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을 해야 함.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불됨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완료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

구분 내용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신청장소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신청기간   2018. 2. 10(토) ~ 2. 23(금) 16:00까지

환불절차

①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접속하여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② 신청자 정보 및 환불 계좌정보 확인 후 승인

③ 환불(3일 이내. 주말, 공휴일 환불 없음)

환불금액  납부한 금액 전액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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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변경된 전형일정



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Ⅵ-1. 수능 반영방법 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Ⅹ. 학사안내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Ⅶ.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전형료 전액 환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수수료 5,000원 제외한 전형료 전액 환불

1) 모든 전형 지원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구성원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에 지원하지 않은 자 중 해당자 신청)

가) 원서작성 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전형료환불계좌를 입력하고, 접수 완료 후 서류제출기간 내에 입학원서와

해당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한 지원자

나) 제출처 : (우)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입학상담센터(대학본부 1층)

1. 전형료

2. 전형료 환불

전형
전형료 원서접수

대행업체
수수료

실 결제총액
서류 실기 계

일반전형

전체학과

(체육학과 제외)
25,000원 X 25,000원 5,000원 30,000원

체육학과 25,000원 35,000원 60,000원 5,000원 65,000원

농어촌학생

전체학과

(체육학과 제외)
20,000원 X 20,000원 5,000원 25,000원

체육학과 25,000원 35,000원 60,000원 5,000원 65,000원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25,000원

감면
X 25,000원

감면
5,000원

감면(대학부담)
0원

전형료Ⅸ

2) 수험생의 귀책이 없는 사유(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고사일 

기준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본교가 

인정한 지원자

다) 대상자별 제출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가구

수급자 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가구 구성원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자활근로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수급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아래 중 해당서류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이하 주민센터 발급)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우)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입학상담센터

(대학본부 1층)

제출처

제출기간 제출형태 제출서류 환불기간 비고

2018. 1. 6(토) ~ 

1. 11(목) 17:00

등기우편 제출 입학원서 1부
합격자발표 후

일주일 이내

2018. 1. 11(목) 발송 소인까지 인정

방문 제출 자격 증빙서류 1부 토요일, 일요일 제출시간 11:00~17:00

Ⅸ. 전형료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 세부전형별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다. 전형료 비례 환불 

1)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2018년 4월 30일까지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2) 입학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여야 함

①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② 대학에 직접 방문 : 반환방법 추후 공지

3) 반환방법 중 금융기관의 환불계좌 이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단,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하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라. 유의사항

1) 체육학과 지원자로 실기에 응시하여야 하나 타 대학과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결시, 

한 종목 이상 불참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2) 원서접수 시 입력하는 전형료환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번호를 입력함. 

입력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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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료 일부 환불 

1) 체육학과 지원자 중 수험생의 귀책이 없는 사유(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고사일 기준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본교가 

인정한 지원자

해당전형 대상학과 환불금액 환불기간 비고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체육학과 35,000원
합격자발표 후

일주일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지원자는 

상기의 2조 가항에 의거하여 환불



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선발인원 해당 모집단위

한림인재
장학금

Ⅰ

수능 4개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 (제2외국어 제외)

- 입학금·수업료 전액 8학기

- 기숙사비 전액 8학기

- 도서구입비 학기당 180만원 해당자
전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수능 3개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 (제2외국어 제외)

- 입학금·수업료 전액 8학기

- 기숙사비 전액 8학기

- 도서구입비 학기당 90만원

한림인재
장학금

Ⅱ

수시
전체

학생부 반영 4개 교과목 등급의 합이 8등급 이내로 전형총점 상위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 8학기

- 기숙사비 전액 8학기

- 도서구입비 학기당 90만원

10명 내외

수시
(교과우수자)

교과우수자전형 합격자로 학생부 반영 4개 교과목 등급의 합이 

10등급 이내로 전형총점 상위자

수업료 전액 8학기

14명 내외

수시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로 학생부 반영 4개 교과목 등급의 합이 

10등급 이내로 전형총점 상위자
20명 내외

한림인재
장학금

Ⅲ

수시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학생부 국어, 영어, 수학 중 1개 교과목 평균 1.5 이내

수업료 전액 2학기
해당자
전원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학생부 영어, 수학, 과학 중 1개 교과목 평균 1.5 이내

정시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수능 국어, 영어, 수학 중 1개영역 1등급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수능 영어, 수학 1등급[수학(가) 2등급], 과학(2과목 평균) 중 

1개영역 1등급

한림
메디컬
인재

장학금

수시
전체

▶ 의예과, 간호학부

학생부 반영 4개 교과목 등급의 합이

의예과 4.4등급, 간호학부 6등급 이내로 전형총점 상위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 12학기

(간호학부 8학기)

- 기숙사비 전액 12학기

(간호학부 8학기)

- 도서구입비 학기당 90만원

학과별 
1명

의과대학

(의예과, 간호학부)

수시
(교과우수자)

▶ 간호학부

교과우수자전형 합격자로 학생부 반영 4개  교과목 등급의 합이 

8등급 이내로 전형총점 상위자 - 수업료 전액 12학기

(간호학부 8학기)

1명

수시
(학생부종합)

▶ 의예과, 간호학부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로 학생부 반영 4개 교과목 등급의 합이  

의예과 6등급, 간호학부 10등급 이내로 전형총점 상위자

의예과 2명,
간호학부 1명

정시

▶ 의예과

수능 4개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로 전형총점 최상위자

▶ 간호학부

수능 3개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로 전형총점 최상위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 12학기

(간호학부 8학기)

- 기숙사비 전액 12학기

(간호학부 8학기)

- 도서구입비 학기당 180만원

학과별
1명

▶ 의예과

수능 4개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로 전형총점 차상위자

▶ 간호학부

수능 3개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로 전형총점 차상위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 12학기

(간호학부 8학기)

- 기숙사비 전액 12학기

(간호학부 8학기)

- 도서구입비 학기당 90만원

학과별
1명

한림인재
장학금

Ⅳ

수시
수시모집 합격생으로 모집단위별 전형총점 최상위자 

(경영대학, IT계열은 2명)
수업료 전액 2학기

학과별
1~2명 한림인재Ⅰ~Ⅲ 장학생, 

한림메디컬인재 장학생이 
없는 학과

정시
정시모집 합격생으로 모집단위별 전형총점 최상위자 

(경영대학, IT계열은 2명)

학과별
1~2명

※ 2017. 9월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 ☎ 033-248-1063~1065

신입생 장학금

학사안내Ⅹ

Ⅸ. 전형료

1. 입학성적우수장학금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 세부전형별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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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선발인원 해당 모집단위

한림특성화고교
인재장학금

수시모집 특성화고교 출신 합격생으로 학생부 반영 4개 교과목 

등급의 합이 8등급 이내로 전형총점 상위자
수업료 50% 4학기 3명 내외 전 모집단위

한림종합전형
인재장학금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생으로 면접총점 상위자 5명

(동점이 있을 경우 전형총점 순)
수업료 50% 4학기 5명

전 모집단위

(의과대학, 

융합인재학부 제외)

한림케어장학금 한림케어전형 합격생으로 전형총점 상위자 5명 수업료 50% 8학기 5명 전 모집단위

한림
국제학부
장학금

A 국제학부 전형총점 1위

- 입학금·수업료 전액 8학기

- 기숙사비 전액 2학기

- 도서구입비 학기당 90만원

1명

국제학부

B 국제학부 전형총점 2위
- 수업료 전액 4학기

- 기숙사비 전액 2학기
1명

C 국제학부 전형총점 3위
- 수업료 전액 2학기

- 기숙사비 전액 2학기
1명

D A, B, C 장학생 외 국제학부 합격생 전원 기숙사비 전액 2학기 27명 내외

한림 
Honors
장학금

A 융합인재학부 합격생으로서 상기 선발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 8학기

- 기숙사비 전액 8학기

- 연구활동비 학기당 80만원

- 왕복항공권 지급

 [글로벌리더프로그램 참여시]

해당자
전원

융합인재학부B 융합인재학부 합격생으로서 상기 선발기준 중 두 가지 충족하는 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 8학기

- 기숙사비 전액 8학기

- 연구활동비 학기당 50만원

C 융합인재학부 합격생으로서 상기 선발기준 중 한 가지 충족하는 자
- 수업료 전액 8학기

- 기숙사비 전액 8학기

D A, B, C 장학생 외 융합인재학부 합격생 전원 - 기숙사비 전액 8학기

한림글로벌인재
장학금

어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의예과 제외, 국제학부는 영어만 해당)

 - TOEIC : 930점 이상(국제학부는 950점 이상)

 - TOEFL : CBT 253점, PBT 607점, IBT 102점이상

 - TEPS : 848점 이상

 - JLPT : 1등급 이상, JPT : 715점 이상

 - HSK : 5급 이상

 - TORFL : 3단계이상

수업료 전액 1학기
해당자
전원

전 모집단위

수시

① 학생부 반영 교과목 중 1과목 1.5등급 이내

② 학생부 반영 교과목 중 2과목 등급 합이 5등급 이내

③ 학생부 반영 교과목 4과목 3등급 이내

정시

① 수능 반영영역 중 1개영역 1등급

② 수능 반영영역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5등급 이내

③ 수능 반영영역 4개영역 평균 3등급 이내

선발
기준

※ 장학유지조건 : 직전학기 3.50 이상(국제학부는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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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학사안내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Ⅸ. 전형료

※ 장학유지조건 : 직전학기 2.0 이상

※ 장학유지조건 : 직전학기 2.0 이상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선발인원 해당 모집단위

체육특기장학금 체육특기자전형 합격생 전원
입학금·수업료 전액

8학기
11명 체육학과

특허장학금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명의로 특허 출원 및  등록한 자 수업료 전액 1학기
해당자
전원

전 모집단위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선발인원 해당 모집단위

한림형제자매장학금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명 이상이 본교에 동시 

재학 중인 학생

재학기간 내 1명 

수업료 50% 

해당자
전원

전 모집단위
한림동문장학금 본교 학부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 수업료 50% 1학기

한림교직원자녀장학금 본교에 입학한 교직원 자녀 학기당 100만원

2. 특기장학금

3. 한림가족장학금

4. 국가장학금

※ 장학생 선발 :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 수시 학생부 반영 교과목 :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기준

※ 수시 특성화고교 출신자 장학생 선발은 한림특성화고교인재장학금만 해당

※ 지급기간이 2학기 이상인 장학금은 수혜기간동안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성적 및 자격조건을 유지해야 함

[한림대학교 홈페이지(www.hallym.ac.kr) - 장학안내 참조]

※ 재학기간 중 계속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준 성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다시 지급함

※ 신입생장학금과는 별개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당해학기 등록금으로 지급함.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장학금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학생지원팀 ☎ 033-248-1063~1065

장학금명 선발기준 및 내용

국가

장학금

유형1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8분위 이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80점(평점2.6) 이상 소득분위별 

금액 지원(단, 0~2분위 70점 이상 2회 한해 가능)

유형2 국가장학금 유형1 지급자 중 소득 8분위 이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80점(평점2.6) 이상 정액 지원

지방인재장학금
수도권 이외 지역 신입생 중 입학성적 우수자(고교내신 3등급 또는 수능 2개영역 이상 3등급)로 

자체 기준에 의거 선발, 등록금 2개 학기 지원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 이공계열 학과 재학생으로 수시, 수능성적우수 입학생의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인문100년 장학금 인문사회계열 학과 재학생으로 전공탐색, 확립유형별 선발,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조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 학업지원비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외부기관의 한국장학재단 위탁장학금으로 삼성, LPG협회 등 지원이며 등록금 또는 생활비 일부 지원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 세부전형별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구분 1관 2관
3관

(외국어 사용

전용관)

4관 5관 6관 7관 8관 비고

입사인원

계(2,743) 729 189 159 186 186 186 122 986

남(1,101) 315 189 54 - - 186 - 397

여(1,642) 414 - 105 186 186 - 122 629

실별 인원 3인실 2인실

기숙사비

(자치회비 포함)

학기별

(16주)
630 578 724 724 724 942 1,202

매학기

납부방학 포함

(6개월)
942 - - - - - 1,800

주요 시설
Wi-Fi, 냉방기, 컴퓨터실, 휴게실, 층별 세미나실, 독서실, 유료세탁실, 자율카페(브리꼴라쥬), 탁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세미나실(7실), 강당, 요가실, 헬스장, 다목적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

교육 프로그램

■ 정주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학생생활관은 주거 및 생활 공간을 넘어 배움의 공간으로서 입사생을 대상으로 다년간 정주(RC)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 공동체 생활을 통한 협동심과 리더십 함양 및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며 

커뮤니티 활동, 스포츠 리그제, 캠퍼스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정규 교과 프로그램

3관(외국어 사용 전용관, HID)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필수 교양 교과로 100% 외국어로 진행되며 

외국학생들과 특화된 프로그램 및 실생활을 함께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습득하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1. 기숙사 입사인원
(재학생 포함) 및
기숙사비

 (2017년 2학기 기준, 단위 : 명, 천원)

기숙사

2. 사용기간

4. 관련 문의

3. 입사 인원 신입생 희망 시 전원 입사 (추후 공지될 신청기간 내 신청자에 한함)

※ 3관(외국어 사용 전용관) : 면접을 통해 입사여부 결정

학생생활관(기숙사) ☎ 033-248-3601~2, http://dorm.hallym.ac.kr

3관(외국어 사용 전용관) ☎ 033-248-2973, http://ige.hallym.ac.kr

사용기간 입사신청 선정 및 혜택

12개월(1년간) 년초

1회 신청

관 우선배정 / 1년간 호실 이동 없이 계속 사용 / 1관, 8관의 특정층 배정

8개월(1, 2학기) 관 우선배정 / 관 이동 없이 계속 사용(관내 호실 이동 있음)

6개월(방학 포함) 학기별

신청

방학 중 호실 이동 없이 계속 사용 / 1관, 8관의 특정층 배정

16주(학기별) 방학 중 이용 희망 시 기숙사비 별도 부담

45

44



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Ⅸ. 전형료

소속변경(전과), 복수전공, 교직과정, 전공 선택

3. 교직과정 가. 교직과정 설치현황 및 인원

설치학과(부) 및 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승인인원

영어영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3

철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철학 3

중국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중국어 4

일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본어 3

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3

생명과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생물 4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4

컴퓨터공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정보·컴퓨터 4

간호학부 보건교사(2급) - 8

계 36

1. 소속변경(전과) 

2. 복수전공

소속변경이란 입학 시의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사례 1) 소속변경 - 인문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심리학과로 전과

소속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하 제1전공)이외에 타 학과(학부, 전공)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제1전공과 복수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가. 이수대상 : 2017년 이후 입학생은 반드시 복수전공 이수(단, 의과대학 및 국제학부 학생은 제외)

나. 허가인원 : 학부, 학과별 기준정원의 120% 이상

다. 대상학과(전공) : 의과대학(의예·의학과, 간호학부)을 제외한 모든 학과

가. 신청자격  

1) 소속변경 : 2학년 이후

2) 자격 및 횟수 제한 : 없음

- 타 학과생 : 의과대학, 융합인재학부로 소속변경 불가

- 의과대학, 융합인재학부 재학생 : 타 학과로의 소속변경 불가

나. 허가인원 : 해당학과/학년 기준정원의 120% 이상

나. 교직과정 선발  

1) 교직과정 신청 : 2학년 1학기(1월초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신청)

2) 선발방법 : 신청자 중 학과(부)별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성적 및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자세한 내용은 한림대학교 홈페이지(www.hallym.ac.kr) → 대학생활 → 학사안내 메뉴 참고

※ 학사 관련 문의 : 교무팀, ☎ 033-248-1013~1015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 세부전형별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4. 전공 선택

5. 전공 예약제 및 
전공 박람회

가. 전공 선택 시기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최소 1년 동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며, 이수 둘째학기말(일부학부 여섯째

학기) 소정기간에 자신의 모집단위 내의 전공 중에서 반드시 하나의 전공을 선택해야 함

가. 전공 예약제

- 입학 첫 학기(1학년 1학기)에 원하는 전공으로의 소속변경, 복수전공, 전공배정을 미리 예약 선택 할 수 있는 제도

- 모든 전공을 안내하는 전공 박람회 기간을 활용하여 원하는 전공을 탐색하는 기간을 부여함

나. 전공 박람회 

학생들이 소속 전공 외의 타 전공에 대한 교과과정 및 성과를 확인하고 소속변경, 복수전공, 전공배정 등을 탐색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

나. 모집단위별 전공 선택 시기와 기준정원

다. 전공 배정 기준  

1)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기준정원을 초과하거나 미달된 경우 전공배정 신청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학과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함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전공
기준
정원

전공선택 시기 정원배정기준

인문대학 인문학부 113

국어국문학전공 34
2학년

진급 시

- 기준인원의 120% 

이상 배정

(단, 기준인원이 별도 

없는 경우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함)

철학전공 31

사학전공 48

사회과학

대학

사회복지학부 59
사회복지학전공 49 4학년

진급 시노인복지학전공 10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81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41

2학년

진급 시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40

경영대학 경영대학 210

경영학과 118

경제학과 53

금융재무학과 39

자연과학

대학
언어청각학부 65

청각학전공 33

언어병리학전공 32

공과대학 IT계열 102
융합소프트웨어학과 40

전자공학과 62

국제학부 국제학부 30
국제통상·경영전공 15

정보법과학전공 15

47

46



2018학년도 한림대학교
정시 신입학 모집요강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전공
기준
정원

전공선택 시기 정원배정기준

인문대학 인문학부 113

국어국문학전공 34
2학년

진급 시

- 기준인원의 120% 

이상 배정

(단, 기준인원이 별도 

없는 경우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함)

철학전공 31

사학전공 48

사회과학

대학

사회복지학부 59
사회복지학전공 49 4학년

진급 시노인복지학전공 10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81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41

2학년

진급 시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40

경영대학 경영대학 210

경영학과 118

경제학과 53

금융재무학과 39

자연과학

대학
언어청각학부 65

청각학전공 33

언어병리학전공 32

공과대학 IT계열 102
융합소프트웨어학과 40

전자공학과 62

국제학부 국제학부 30
국제통상·경영전공 15

정보법과학전공 15

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Ⅸ. 전형료

나. 하교 강변역 또는 구리역 방면

출발시간 경유지 도착지

13:10 강변역 구리역

15:10 구리역 강변역

16:10 강변역 구리역

17:10 구리역 강변역

18:10

강변역 구리역

강변역 천호역

상일초교    ▶     상일동역     ▶     고덕역    ▶    명일역

20:10 강변역 구리역

1. 등 ·하교 노선 안내

가. 등교

구리 출발           대학 도착

천호 출발           대학 도착

노원 출발           대학 도착종합운동장 출발           대학 도착

Ⅹ. 학사안내 _ < 교통 >

충전금액(단위) 1회 운행요금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200,000원

5,500원

5%

150,000원 4%

100,000원 3%

 50,000원 2%

2. 통학버스 요금

3. 관련 문의 통학버스사무실   ☎ 033-248-3963

통학버스

구리시청
건너편

(버스정류장)

07:00

08:00

천호역
6번 출구

07:00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야구장

횡단보도)

07:10

08:10

미금농협

07:15

08:15

고덕역
4번 출구

07:14

평내
(주민자치센터

앞)

07:25

08:25

상일초교
건너편

버스정류장

07:24

구리
(전자랜드

버스정류장)

07:10

구리
전자랜드

버스정류장

07:10

08:10

명일역
3번 출구

07:11

길동역
2번 출구

07:05

남양주 시청
건너편

(중앙어린이집)

07:20

08:20

상일동역
4번 출구

07:17

노원 KT
정문

06:40

대학교

08:30~40

09:30~40

대학교

08:30~40

대학교

08:30~40

대학교

08:30~40

09:35~55



춘천역(한림대역)           한림대학교 시내버스

승하차 위치 버스 노선번호

한림대학교 정문 앞 12

서울(상봉, 용산)           춘천역(한림대역)  * 문의 : 한국철도공사 ☎ 1544-7788

4. 참고사항 가. 대중교통(시외버스, 전철) 시간은 2017년 9월 기준이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교에서 학기 중 운행하는 무료시내셔틀버스(시외버스터미널, 한림대역)를 이용하면 시외버스와

전철이용이 편리합니다

다. 학기 중 춘천시내 무료셔틀버스는 학생의 수요에 따라 운행대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시외버스

2. 경춘선 전철

3. 시내버스

동서울터미널
(강변역)

10 ~ 15분 간격
잠실역

40 ~ 60분 간격

성남
시외버스터미널

(야탑)

60분 간격

강남
(센트럴시티

터미널)

40 ~ 60분 간격

* 배차간격과 운행시간은 터미널 및 기차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울           춘천

성남           춘천

춘천역
(한림대역)

용산역
(급행)

청량리역
(급행)

상봉역

06:00(첫차) ~ 22:44(막차) 05:10(첫차) ~ 23:55(막차)

1시간 20분 소요 1시간 소요 1시간 20분 소요

전철 ➔

급행전철 ➔
ITX

06:00(첫차) ~ 23:59(막차)

07:20(첫차) ~ 21:00(막차)

07:00(첫차) ~ 19:35(막차)

06:50(첫차) ~ 21:00(막차)

1시간 10분 소요

1시간 10분 소요

1시간 20분 소요

1시간 3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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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Ⅲ. 전형별 모집인원Ⅱ. 모집단위별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Ⅴ. 세부전형별 안내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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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 수능 반영방법 Ⅶ. 지원자 유의사항Ⅵ-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3. 체육학과 
실기고사

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Ⅹ. 학사안내

Ⅸ. 전형료

1. 주요 민원부서

2. 단과대학 교학팀

담당업무 부서명 내선번호

전과, 복수전공, 수업 등 학사안내 교무팀 1013~1015

등록금 수납, 환불, 납부영수증 안내 재무팀 1181~1184

휴학, 복학, 장학금, 학자금대출 안내 학생지원팀 1062~1065, 1070

학생생활관(기숙사) 안내 학생생활관 3601~3602

통학버스 안내 통학버스 사무실 3963

구분 내선번호 구분 내선번호

인문대학 교학팀 1501 공과대학 교학팀 2301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1701 의과대학 교학팀 2503

경영대학 교학팀 1801 국제학부 교학팀 1881

자연과학대학 교학팀 2001 융합인재학부 교학팀 2481~2482

033 - 248 - 내선번호

033 - 248 - 내선번호

033 - 248 - 내선번호

3. 학과(부) 행정실 단과대학 학과명   내선번호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1510

철학전공 1550

사학전공 1570

영어영문학과 1530

중국학과 1590

일본학과 1610

러시아학과 1630

사회과학

대학 

심리학과 1720

사회학과 1740

사회복지학부 1760

정치행정학과 178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911

광고홍보학과 1949

법학과 1950

경영대학

경영학과 1830

경제학과 1810

금융재무학과 1850

단과대학 학과명 내선번호

자연과학

대학

금융정보통계학과 2030

응용광물리학과 2050

화학과 2070

생명과학과 2090

바이오메디컬학과 2110

환경생명공학과 2150

식품영양학과 2130

언어청각학부 2210

체육학과 2250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2310

IT계열
전자공학과 2340

융합소프트웨어학과 2330

융합신소재공학과 2360

의과대학
의예과 2503

간호학부 2710

국제학부 국제학부 1881

융합인재학부 융합인재학부 2482

교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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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국제회의관

일송기념도서관

한림스포츠센터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학생생활관 1관

학생생활관 2관

학생생활관 3관

학생생활관 4관

학생생활관 5관

학생생활관 6관

학생생활관 7관

학생생활관 8관

국제교육관

학생복지관

실내테니스장

선수숙소

씨름장

동문

대운동장

학군단

사회 · 경영 1관

사회 · 경영 2관

기초교육관

테니스장

골프장

다용도 체육장

산학협력관

탁구장

일송아트홀

실험동물센터

대학본부•인문 1관(1층 입학상담센터)

인문 2관

대학본부 별관

한림중개의과학연구원

의학관

자연과학관

공학관

생명과학관

산학관

서문

1

5

9

2

6

10

3

7

11

4

8

23

27

31

24

28

32

25

29

26

30

12

16

20

13

17

21

14

18

22

15

19

34

38

35

39

36

40

37

4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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