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한림대학교

편 입 학

모집요강

2018. 12. 3.(월) ~ 12. 5.(수) 

1차 2019. 1. 22.(화) ~ 1. 23.(수) 
2차 2019. 2. 7.(목) ~ 2. 8.(금) 

최초모집 원서접수

추가모집 원서접수



미래 사회를 이끄는 

한림대학교의

성과와 
경쟁력

한림대학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주요 사업에 다수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국책사업 선정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특성화 사업

두뇌한국 21 플러스 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지원대학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2019학년도 한림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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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2017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중앙일보 대학평가
전국 1위 

5년간 장학금 총액
59% 증가 

2016 대학사회책임지수평가
전국 4위 

글로벌 네트워크
47개국 256개
교육기관과의 교류

2016 기숙사 수용률
중앙일보 대학평가
전국 8위 

고용노동부
대학청년고용센터평가
3년 연속 A등급 

2017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역우수사립대학
전국 3위 

2018 QS
세계대학평가

국내 21위 

2018 THE 세계대학평가
신흥대학 국내 6위, 
세계 200위권 최초 진입 /
Student : Staff Ratio 
국내 1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상위 A등급
TOP CLASS

잘 가르치는 대학
Best 11 선정 

8

4

47

11

A

TOP

3

1

59

4

1

21

국내 순위 대학명 세계 순위

1 서울대 36

2 카이스트 40

3 포스텍 83

20 건국대 581-590

21 한림대 591-600

22 아주대 651-700

23 전남대 651-700

24 경북대 651-700

25 세종대 651-700

26 서울시립대 651-700

※ 세계 100개 대학에 한국대학교 30개 선정

Power of

Hallym University

* 개교 50년 미만 
국내 대학 중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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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이끄는 

한림의

혁신 
교육

우리 사회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100세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급변하는 

지식과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는 

세계에서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비전을 세우고, 

선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진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일류 대학

VISION

NEW 
VISION & ACTION 
2019 

Vision & Action 2016 ~ 22

교육, 연구, 
산학/지역협력

패러다임의 
혁신 주도

글로벌 혁신

지역발전 혁신
스쿨중심 혁신

선진교육 혁신

교육시스템 
선진화

학생지원 
선진화

교육인프라
개선

연구지원 
선진화

지역화 융합화 글로벌화

2019학년도 한림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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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School) 시스템

스쿨 중심 교육 체제 (융합교육)

세계 명문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는 유연성과 전문성을 살린 학사제도입니다. 한림대학교 학생들은 탄

력적인 전공 운영을 통해 학문의 벽을 넘어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

에 대응하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스쿨제는 사회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의 융합형 전공교육을 실천하여 선진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일류대학으로 가는 한림대학교의 핵심전략입니다.

SCHOOL
융합스쿨제도 도입

기존의 칸막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시켰

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수요에 맞는 

학과와 전공의 협력과 융합을 바탕

으로 미래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을 제공합니다.

다학제간 융합형 교육

산업, 학교, 병원, 지자체가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깊이 있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수자와의 1:1 학습, 

학생 참여 공동 project, 3~6개월의 

현장실습 등을 통해 학생들은 충분

한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산/학/연/관 연계 교육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고

려해 융합적인 전공을 설계할 수 

있고,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해당 

전공 프로그램(트랙)을 이수할 경우 

해당 전공 학위증을 취득할 수 있

습니다.

학생선택에 의한 전공 운영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미디어
스쿨

나노융합
스쿨

미래융합
스쿨

인문학

자
연과학/융합

의과학

사
회

과
학

공
학

스쿨 중심 교육 체제
(융합교육)

금융정보

의학통계

데이터

콘텐츠 IT

빅데이터

IoT

디지털

언론

콘텐츠
바이오신소재

인문사회

산업혁명

반도체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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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9학년도 한림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

최초모집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원서접수 기간 중에 마지막 학기 성적과 취득학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학점은행제 포함)

최초모집에는 마지막 학기 성적이 나오지 않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합격하여 등록 완료 후 2019. 2. 18.(월) ~ 2. 22.(금)에 최종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모집(1차, 2차) 시에는 마지막 학기 성적이 나온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초모집에 지원하려고 하는 수료예정자 또는 졸업예정자입니다. 원서접수 기간 중에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최초모집에는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모집(1차, 2차)에 지원시

에는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완료 후 2019. 2. 18.(월) ~ 2. 22.(금)까

지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가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최초모집에 지원할 경우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모집(1차, 

2차)에 지원할 경우에는 학점인정증명서(80학점 이상 이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완료 후 

2019. 2. 18.(월) ~ 2. 22.(금)에 전문학사과정자는 전문학사학위 수여증명서, 학사학위과정자는 학사

학위수여증명서와 학점인정증명서(80학점 이상 이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일반편입학은 면접일자가 다른 경우에 중복지원 가능하며, 연계교육특별편입학 지원자는 일반편입학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학사편입학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중복지원 할 경우에는 전형별로 각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호학부에 지원하려면 공인영어성적이 꼭 필요한가요?

공인영어성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며 해당 점수(10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모집은 어떤 경우에 진행하나요?

최초모집에서 최종 등록 마감 후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모집단위에서 진행합니다.

단, 의학과는 추가모집 진행하지 않습니다.

편입생도 복수전공, 소속변경(전과)가 가능한가요?

네, 마지막 학기 때까지 매 학기 가능합니다. ☎ 교무팀 033-248-1013~1015

3년제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2년 수료 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 불가합니다. 2, 3년제 전문대학은 졸업(예정)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72학점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지원 전형 및 이수 학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편입학 규정 참조). 입학 후 학과에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교직이수 가능한가요?

불가능 합니다. 1학년 2학기에 신청 마감됩니다.

전적대학에서 60학점을 이수하고, 3학년 재학 중입니다. 일반편입학 지원이 가능한가요?

학점기준은 충족하나 대학별 기준이 달라 2학년 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재학 중인 대학에 수료 가능 여부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Q.

Q.

Q.

Q.

Q.

Q.

Q.

Q.

Q.

Q.

Q.

A.

A.

A.

A.

A.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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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I 8

전형별 모집인원II 11

제출서류 안내사항V 32

지원자 유의사항VIII 38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III 13

면접고사 안내VI 35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IX 39

체육학과 실기고사VII 36

세부 전형별 안내IV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연계교육특별편입학』

17
24
28

< 정원외전형 입학확인서 >

전형료X
40

39

전체 모집단위

(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I 42

제출서류 안내사항IV 49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II 42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VII 52

면접고사 안내V 50

세부 전형 안내III 45

< 제출서식 >

52

53

전형료VIII

지원자 유의사항VI 51

의학과 

일반편입학

모집요강

소속변경(전과), 복수전공, 전공 선택III 57

편입생 장학금I 56

교통IV 58

기숙사II 56

교내 연락처 60

학사안내

(전체 모집단위 공통)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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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면접 실시!

▶ 수험생 개인신상 관련 정보(성명, 수험번호, 출신대학, 대학성적 등) 비공개로 면접 진행

240명

2 명

34 명

5 명

4 명

51명

3 명

일반전형정원내

특성화고교출신자

정원외

학사편입학

일반편입학
2019학년도
한림대학교
편입학모집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연계교육특별편입학

의학과 일반편입학

명240

11 명251 명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1. 편입학모집 개요

2.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3. 추가모집

Ⅰ

주) 학사편입학, 연계교육특별편입학 : 간호학부 모집 없음

4. 블라인드 면접 실시

구분 전형방식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적대학성적 면접성적 실기성적 공인영어성적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연계교육특별편입학

전체 모집단위(체육, 간호 제외)

일괄합산

60% 40% - -

체육학과

최초모집 30% 30% 40% -

추가모집 60% 40% - -

간호학부 50% 40% - 10%

■ 모집단위별 최초모집 미충원 인원에 한하여 모집(단, 의학과 추가모집 없음)

■ 모집인원 공지

- 1차 추가모집 : 2019. 1. 21.(월)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2차 추가모집 : 2019. 2. 1.(금)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의학과 일반편입학 세부내용은 41페이지 이후 참조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Ⅳ. 세부 전형별 안내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Ⅱ. 전형별 모집인원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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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11월 5일 이후 발행한 성적증명서만 인정(외국대학 출신자 제외)

2.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성적증명서의 성적만 반영

- 2019. 2. 22.(금)까지 최종 수료(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 아래의 반영학기 성적이 나온 성적증명서를 서류제출 기간 중 제출할 수 있는 자만 지원 가능

2019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성적증명서만 인정(외국대학 출신자 제외)

5. 전적대학성적 반영

구분
반영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2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자 ●

3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자 ●

4년제 대학교

수료예정자 ●

수료자 ● ● ● ● ●

졸업예정자 ●

졸업자 ●

구분
반영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2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자 ●

3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자 ●

4년제 대학교

수료예정자 ●

수료자 ● ● ● ● ●

졸업예정자 ●

졸업자 ●

가. 최초모집

나. 추가모집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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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모집단위 신설

7. 모집단위 및 전공 명칭 변경

국제학부
국제통상 · 경영

정보법과학

융합인재학부

글로벌학부

융합인재학부

글로벌비즈니스

정보법과학

의과학융합

빅데이터 • 콘텐츠IT • 스마트IoT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데이터테크 • 임상의학통계 • 디지털금융정보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4차산업혁명 • 디지털인문예술 • 동북아지역 • 융합관광경영 • 의약신소재 • 융합신소재공학

미래융합
스쿨

반도체 • 디스플레이 

나노융합
스쿨

언론방송융합미디어 •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미디어
스쿨

글로벌
융합대학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Ⅳ. 세부 전형별 안내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Ⅱ. 전형별 모집인원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11

10



전형별 모집인원Ⅱ

주) 1. 학사편입학은 총 34명을 모집하며 표에 기재된 인원은 모집단위별 최대선발 가능 인원임

2. 모집단위별 최초모집 미충원 인원에 한하여 추가모집 실시

3. 추가모집인원 공지

• 1차 추가모집 : 2019. 1. 21.(월)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2차 추가모집 : 2019. 2. 1.(금)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1. 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스쿨, 단과대학 모집단위(전공)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최대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 농어촌 특성화 기초생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빅데이터, 콘텐츠IT, 스마트IoT) 32 1 6

미디어스쿨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2 3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데이터테크, 임상의학통계, 디지털금융정보) 8 1 2

나노융합스쿨 (반도체, 디스플레이) 5 1 1

미래융합스쿨 (융합신소재공학) 1 0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학부

(글로벌비즈니스) 3
1

(정보법과학) 2

융합인재학부 (의과학융합) 4 1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6

4(철학) 6

(사학) 7

영어영문학과 10 1 1

중국학과 3 1

일본학과 2 1

러시아학과 6 1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3 1 1

사회학과 1 1

사회복지학부 1 2

정치행정학과 8 1

광고홍보학과 3 1

법학과 17 2

경영대학

경영학과 17 4

경제학과 15 1 2

금융재무학과 6 1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4 1

생명과학과 6 1 1

바이오메디컬학과 16 2

환경생명공학과 9 1 1 1

식품영양학과 3 2

언어청각학부 
(언어병리학) 3

2
(청각학) 3

체육학과 11 2 2

의과대학 간호학부 7

합계 240 5 2 4 34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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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단과대학 모집단위(전공) 모집인원 연계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빅데이터, 콘텐츠IT, 스마트IoT) 9
디지털문화콘텐츠과, 영상콘텐츠과, 인터넷비즈니스과, 
정보통신네트워크과, 컴퓨터정보기술과(야간), 의료기기정보과

미디어스쿨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3 아트앤디자인과, 인터넷비즈니스과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3 관광영어과

일본학과 3 관광일어과 

사회과학
대학

심리학과 1 유아교육과

사회학과 2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부 5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정치행정학과 3 행정과

광고홍보학과 1 아트앤디자인과, 인터넷비즈니스과

법학과 3 행정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8 호텔리조트경영과, 세무회계과, 관광외식경영과, 의료기기정보과

금융재무학과 1 세무회계과

자연과학
대학

환경생명공학과 1 보건환경과

식품영양학과 2 식품영양과, 관광외식조리과 

언어청각학부 (청각학) 1 의료기기정보과

체육학과 5 스포츠레저과

계 51

주) 1. 모집단위별 최초모집 미충원 인원에 한하여 추가모집 실시

2. 추가모집인원 공지

• 1차 추가모집 : 2019. 1. 21.(월)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2차 추가모집 : 2019. 2. 1.(금)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2. 연계교육특별편입학  

  ※ 한림성심대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

Ⅳ. 세부 전형별 안내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Ⅱ. 전형별 모집인원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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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 주요사항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접수일정

나. 접수사이트

사이트 전화번호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유웨이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처 033-248-1316, 1318

유웨이어플라이 1588-8988

구분 일정 접수방법 비고

최초모집 2018. 12. 3.(월) 09:00 ~ 12. 5.(수) 18:00

인터넷 접수
별도 원서교부 및 
방문접수 없음

1차 추가모집 2019. 1. 22.(화) 09:00 ~ 1. 23.(수) 16:00

2차 추가모집 2019. 2. 7.(목) 09:00 ~ 2. 8.(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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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처(☎033-248-1316, 131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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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Ⅲ

2. 원서접수 방법

원서접수 시 사진 업로드를 

위하여 수험생 본인의 증명

사진파일(jpg, gif형식) 준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원서작성
(지원내용 입력)

76 85
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전형료 결제 전
입력내용 최종 확인

전형료 결제
(※수정, 취소, 환불 불가)

원서접수사이트 접속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접수대학 선택

‘한림대학교’

1 2 3 4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

숙지

109 11
서류제출

(등기우편, 직접방문)
제출서류 확인 우편봉투 표지 출력

(서류제출 대상자)

12
제출서류 도착여부 조회

(입학안내 홈페이지)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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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일정

구분 일정

최
초
모
집

원서접수 2018. 12. 3.(월) 09:00 ~ 12. 5.(수) 18:00

서류제출
2018. 12. 3.(월) 09:00 ~ 12. 7.(금) 17:00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제출서류 도착 확인 2018. 12. 11.(화) ~ 12. 12.(수)

면접고사
· 

실기고사
(체육학과)

일정 공지 2018. 12. 28.(금) 16:00

미디어스쿨,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글로벌융합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2019. 1. 3.(목)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나노융합스쿨, 미래융합스쿨,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학부

2019. 1. 4.(금)
※ 체육학과 실기고사 실시

합격자 발표 2019. 1. 10.(목) 16:00 

등록금 납부 2019. 1. 10.(목) 16:00 ~ 1. 14.(월) 16:00

충원합격 
발표 · 등록

1차
발표 2019. 1. 15.(화) 14:00

등록금 납부 2019. 1. 15.(화) 14:00 ~ 1. 16.(수) 16:00

2차
발표 2019. 1. 17.(목) 10:00

등록금 납부 2019. 1. 17.(목) 10:00 ~ 1. 18.(금) 16:00

최종
개별 전화 통보 2019. 1. 18.(금) 18:30 ~ 21:00

등록금 납부 2019. 1. 18.(금) 21:30 ~ 1. 21.(월) 12:00

추
가
모
집

1차 
추가모집

원서접수 2019. 1. 22.(화) 09:00 ~ 1. 23.(수) 16:00

서류제출
2019. 1. 22.(화) ~ 1. 24.(목) 12:00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면접고사 2019. 1. 24.(목) 13:00 ~

합격자 발표 2019. 1. 28.(월) 16:00

등록금 납부 2019. 1. 28.(월) 16:00 ~ 1. 29.(화) 16:00

충원합격자  
발표 2019. 1. 29.(화) 20:00 ~ 21:00

등록금 납부 2019. 1. 29.(화) 21:30 ~ 1. 30.(수) 16:00

2차 
추가모집

원서접수 2019. 2. 7.(목) 09:00 ~ 2. 8.(금) 16:00

서류제출
2019. 2. 7.(목) 09:00 ~ 2. 11.(월) 12:00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면접고사 2019. 2. 11.(월) 13:00 ~ 

합격자 발표 2019. 2. 12.(화) 16:00

등록금 납부 2019. 2. 12.(화) 16:00 ~ 2. 13.(수) 16:00

충원합격자 발표 2019. 2. 14.(목) 15:00 ~ 21:00

충원합격자 등록금 납부 2019. 2. 14.(목) 21:30 ~ 2. 15.(금) 16:00

주) 1. 모집단위별 최초모집 미충원 인원에 한하여 추가모집 실시

2. 추가모집인원 공지

• 1차 추가모집 : 2019. 1. 21.(월)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2차 추가모집 : 2019. 2. 1.(금)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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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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 발표

구분 일정 발표

최초모집 2019. 1. 10.(목)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1차 추가모집 2019. 1. 28.(월) 16:00

2차 추가모집 2019. 2. 12.(화) 16:00

구분 일정 납부방법

최초모집 2019. 1. 10.(목) 16:00 ~ 1. 14.(월) 16:00

은행 방문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계좌이체

1차 추가모집 2019. 1. 28.(월) 16:00 ~ 1. 29.(화) 16:00

2차 추가모집 2019. 2. 12.(화) 16:00 ~ 2. 13.(수) 16:00

나. 등록금 납부

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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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편입학모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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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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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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일정

최초모집

1차 충원합격자

발표 2019. 1. 15.(화) 14:00

등록금 납부 2019. 1. 15.(화) 14:00 ~ 1. 16.(수) 16:00

2차 충원합격자

발표 2019. 1. 17.(목) 10:00

등록금 납부 2019. 1. 17.(목) 10:00 ~ 1. 18.(금) 16:00

최종 충원합격자

개별 전화 통보 2019. 1. 18.(금) 18:30 ~ 21:00

등록금 납부 2019. 1. 18.(금) 21:30 ~ 1. 21.(월) 12:00

1차
추가모집

충원합격자

개별 전화 통보 2019. 1. 29.(화) 20:00 ~ 21:00

등록금 납부 2019. 1. 29.(화) 21:30 ~ 1. 30.(수) 16:00

2차
추가모집

충원합격자

개별 전화 통보 2019. 2. 14.(목) 15:00 ~ 21:00

등록금 납부 2019. 2. 14.(목) 21:30 ~ 2. 15.(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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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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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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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모집 최종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후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1차 추가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 1차 추가모집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후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2차 추가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함

가. 합격자 발표

Ⅳ. 세부 전형별 안내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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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40명

세부전형별 안내 『일반편입학』Ⅳ

주) 1. 모집단위별 최초모집 미충원 인원에 한하여 추가모집 실시

2. 추가모집인원 공지

• 1차 추가모집 : 2019. 1. 21.(월)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2차 추가모집 : 2019. 2. 1.(금)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스쿨, 단과대학 모집단위(전공)
정원내 정원외

일반 농어촌 특성화 기초생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빅데이터, 콘텐츠IT, 스마트IoT) 32 1

미디어스쿨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2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데이터테크, 임상의학통계, 디지털금융정보) 8 1

나노융합스쿨 (반도체, 디스플레이) 5 1

미래융합스쿨 (융합신소재공학) 1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학부

(글로벌비즈니스) 3

(정보법과학) 2

융합인재학부 (의과학융합) 4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6

(철학) 6

(사학) 7

영어영문학과 10 1

중국학과 3

일본학과 2

러시아학과 6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3 1

사회학과 1

사회복지학부 1

정치행정학과 8

광고홍보학과 3

법학과 17

경영대학

경영학과 17

경제학과 15 1

금융재무학과 6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4

생명과학과 6 1

바이오메디컬학과 16

환경생명공학과 9 1 1

식품영양학과 3

언어청각학부 
(언어병리학) 3

(청각학) 3

체육학과 11 2

의과대학 간호학부 7

합계 240 5 2 4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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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가. 공통 지원자격 :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학사학위과정), 원격(사이버)대학(학사학위과정) 및 학력인정 

각종 학교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되지 않은 자) 또는 

2019년 2월까지 취득 예정인 자 

2)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 원격(사이버)대학(전문학사 과정), 학력인정 각종학교(전문학사학위과정)를 

졸업(또는 졸업예정)한 자(전문학사 학위수여증명서가 있는 자) 또는 2019년 2월까지 취득 예정인 자 

3) 4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하고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 (3년제 전문대학 출신자는 졸업 기준) 또는 

2019년 2월까지 취득예정인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은행제에서 학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에 의하여 8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2월까지 

취득 예정인 자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은행제에서 전문학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에 의하여 전문학사 학위수여증명서가 있는 자 또는 

2019년 2월까지 취득 예정인 자 

6) 외국소재 4년제 이상 정규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하였거나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7) 법령에 의하여 상기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정원외 전형 지원자격 

상기 가항의 일반편입학 공통 지원자격과 아래의 전형별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형명 내용

정원외

전형

농어촌학생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입학한 자

특성화고교출신자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으로

입학하였으며, 아래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 한림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지원 불가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Ⅳ. 세부 전형별 안내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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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가. 일괄합산 :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만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성적을 산출·반영하여 선발

나.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다. 전적대학성적 산출

구분 전적대학성적 면접성적 실기성적 공인영어성적 계

전체 모집단위
(체육학과, 간호학부 제외)

비율 60% 40% - - 100%

배점 60점 40점 - - 100점

체육학과

최초모집
비율 30% 30% 40% - 100%

배점 30점 30점 40점 - 100점

추가모집
비율 60% 40% - - 100%

배점 60점 40점 - - 100점

간호학부
비율 50% 40% - 10% 100%

배점 50점 40점 - 10점 100점

주) 1. 간호학부 : 공인영어성적 없어도 지원 가능. 단, 해당 점수 0점  

2. 체육학과 실기고사 36페이지 참조

2)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3) 중복지원자 면접성적 반영

①일반편입학과 연계교육특별편입학에 동일학과를 중복지원 : 1회 면접으로 동일한 면접점수를 전형별로 반영

②면접고사일이 다른 모집단위를 중복지원 : 해당 모집단위 면접점수 각각 반영

구분 내용

평가방식 구술면접

평가형태 블라인드 면접

면접팀 구성 면접위원 2명 : 수험생 1명

면접시간 10분 내외

반영점수 면접위원 평균값 반영

구분
평가항목

계
전공기초지식· 수행능력 수학능력·적성 의사표현·태도 장래계획

전체 모집단위(체육학과 제외) 0점~16점 0점~8점 0점~8점 0점~8점 0점~40점

체육학과
최초모집 0점~10점 0점~5점 0점~5점 0점~10점 0점~30점

추가모집 0점~16점 0점~8점 0점~8점 0점~8점 0점~40점

주) 1. 블라인드 면접 : 성명, 수험번호, 출신대학, 대학성적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비공개 면접

2. 면접 안내 35페이지 참조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구분 산출방법

전체 모집단위(체육학과, 간호학부 제외) (취득평점평균 / 평점평균 만점) x 60점

체육학과
최초모집 (취득평점평균 / 평점평균 만점) x 30점

추가모집 (취득평점평균 / 평점평균 만점) x 60점

간호학부 (취득평점평균 / 평점평균 만점) x 50점

라. 면접

1) 평가방식 및 면접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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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점수 TOEIC TOEFL (IBT) TEPS New TEPS

10점 845 이상 97 이상 688 이상 379 이상

8점 760 ~ 844 86 ~ 96 602 ~ 687 328 ~ 378

6점 675 ~ 759 77 ~ 85 538 ~ 601 290 ~ 327

4점 590 ~ 674 67 ~ 76 476 ~ 537 255 ~ 289

2점 590 미만 67 미만 476 미만 255 미만

0점 공인영어성적 미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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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모집단위 :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

• 체육학과(최초모집) : 실기고사에 한 종목 이상 불참, 결시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

• 면접고사 기준 성적 미달자

- 최초모집 : 전체 모집단위(체육학과 제외) 8점 미만, 체육학과 6.25점 미만

- 추가모집 : 전체 모집단위 8점 미만

라. 수료예정자, 졸업예정자, 학위수여예정자 성적 반영

• 최초모집 : 마지막 학기 성적은 접수기간 중 나오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 추가모집 : 마지막 학기 성적 반영(※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도착만 인정)

마. 2개 이상 대학에 재학했던 자(학점은행제 포함) : 정해진 기간 내 제출된 성적 중 최종 재학한 대학성적 반영함

바. 외국대학 출신자 : 해당 모집단위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편적 기준에 따라 평가

사. 간호학부 공인영어성적 평가 기준 : 아래 기준에 의거 취득성적을 환산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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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출서류

가.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발급기관, 본교 입학처)을 받은 서류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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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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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간

구분 제출기간 제출형태 비고

최초모집 2018. 12. 3.(월) ~ 12. 7.(금)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1차
추가모집

2019. 1. 22.(화) ~ 1. 24.(목)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1. 24.(목)은 12:00까지

2차 
추가모집

2019. 2. 7.(목) ~ 2. 11.(월)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주말 11:00~16:00, 2. 11.(월)은 12:00까지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Ⅳ. 세부 전형별 안내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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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모집

※ 모든 지원자는 필수로 전적대학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모든 자격증명 서류는 아래의 기간 이후 발행된 것만 인정함(단, 외국대학 출신자 서류 예외)

•최초모집 : 2018. 11. 5.(월)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

•추가모집 : 2019. 1. 1.(화)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

마. 대상자별 제출서류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수료증명서 1부

■ 수료자 제출

■ 수료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미제출.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 제출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미제출.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수료자, 졸업자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수료예정자,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 성적 미포함된 증명서 제출

■ 최종 등록 후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성적증명서 2019. 2. 22.(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대

학

출

신

자

간호학부 지원자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2016. 12. 1 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

■ 필수 제출서류 아님

■ TOEIC, TOEFL(IBT), TEPS 성적만 인정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

정원외전형 입학확인서
■ 본교 지정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확인자

서명·날인하여 제출(40페이지 참조)

- 원서접수사이트(www.uway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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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전형 지원자

정원외전형 입학확인서

아래 중 해당 자격증명서류  추가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 차상위 가구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가구 

구성원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자활근로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수급가구

아래 중 해당서류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이하 주민센터 발급)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 제출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부 또는 모 기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 제출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해당

서류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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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모집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전문학사학위수여

증명서 1부

■ 전문학사학위수여자 제출

■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미제출.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제출(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학점인정증명서 1부

■ 학사학위과정에 있는 자로 8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제출

■ 학사학위과정에 있는 자로 8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마지막 취득학점이 미포함된

증명서를 제출.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제출(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성적증명서 1부

전문학사학위수여자, 

학사학위수료자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전문학사학위수여 예정자, 

학사학위 수료 예정자

■ 마지막 학기 성적 미포함된 증명서 제출

■ 최종 등록 후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성적증명서 

2019. 2. 22.(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성적증명서 1부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최종 등록자는 2019. 2. 22.(금)까지

증빙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원본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수료증명서 1부 ■ 수료자 제출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 제출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수료증명서 1부 ■ 수료자 제출

수료예정증명서 1부
■ 수료예정자 제출

■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수료증명서 제출(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 제출

■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졸업증명서 제출(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수료자, 졸업자
수료예정자,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대

학

출

신

자

간호학부 지원자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2016. 12. 1 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

■ 필수 제출서류 아님

■ TOEIC, TOEFL(IBT), TEPS 성적만 인정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
정원외전형 입학확인서

■ 본교 지정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확인자

서명·날인하여 제출(40페이지 참조)

-원서접수사이트(www.uway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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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전형 지원자

정원외전형 입학확인서,
자격증명서류(최초모집 참조)

해당

서류

택 1

해당

서류

택 1

해당

서류

택 1

해당자

추가 

서류 

간호학부 지원자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2016. 12. 1 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

■ 필수 제출서류 아님

■ TOEIC, TOEFL(IBT), TEPS 성적만 인정

해당자

추가 

서류 

간호학부 지원자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2016. 12. 1 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

■ 필수 제출서류 아님

■ TOEIC, TOEFL(IBT), TEPS 성적만 인정

해당자

추가 

서류 

외

국

대

학 

출

신

자

학

점

은

행

제 

출

신

자

주) 1. 한글 또는 영어 이외의 작성서류는 원본과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함께 제출

2.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 본교 입학처에서 확인하고 원본 대조필 후 사본 제출 가능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Ⅳ. 세부 전형별 안내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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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전문학사학위수여

증명서 1부

■ 전문학사학위수여자 제출

■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미제출. 최종 등록 후 전문학사학위수여증명서 

2019. 2. 22.(금)까지 제출(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학점인정증명서 1부 ■ 학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로 80학점 이상 취득한 증명서 제출

성적증명서 1부

전문학사학위수여자,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자,

학사학위수료자, 

학사학위수료예정자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모집단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미디어스쿨,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나노융합스쿨,
미래융합스쿨, 글로벌융합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체육학과 제외)

면접성적 전적대학 성적 면접평가 항목 순

체육학과

최초모집 실기성적 면접성적 전적대학 성적 면접평가 항목 순

추가모집 면접성적 전적대학 성적 면접평가 항목 순

간호학부 면접성적 공인영어 성적 전적대학 성적 면접평가 항목 순

6. 동점자 처리기준

가.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나. 최종 순위까지 동점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

※ 면접평가항목 순 : 전공기초지식·수행능력 →  수학능력·적성 → 의사표현·태도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성적증명서 1부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 최종 등록자는 2019. 2. 22.(금)까지

증빙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원본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수료증명서 1부 ■ 수료자 제출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 제출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해당

서류

택 1

해당

서류

택 1

간호학부 지원자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2016. 12. 1 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

■ 필수 제출서류 아님

■ TOEIC, TOEFL(IBT), TEPS 성적만 인정

해당자

추가 

서류 

간호학부 지원자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2016. 12. 1 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

■ 필수 제출서류 아님

■ TOEIC, TOEFL(IBT), TEPS 성적만 인정

해당자

추가 

서류 

외

국

대

학 

출

신

자

학

점

은

행

제 

출

신

자

주) 1. 한글 또는 영어 이외의 작성서류는 원본과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함께 제출

2.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 본교 입학처에서 확인하고 원본 대조필 후 사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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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형별 안내 『학사편입학』Ⅳ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34명

주) 1. 학사편입학은 총 34명을 선발하며, 상기 표의 인원은 모집단위별 최대선발 가능 인원임

2. 모집단위별 최초모집 미충원 인원에 한하여 추가모집 실시

3. 추가모집인원 공지

• 1차 추가모집 : 2019. 1. 21.(월)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2차 추가모집 : 2019. 2. 1.(금)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주) 체육학과 실기고사 36페이지 참조

2. 지원자격 

가.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학력인정 각종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2019년 2월까지 

취득 예정인 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2019년 2월까지 취득 예정인 자 

다. 법령에 의하여 상기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스쿨, 단과대학 모집단위(전공) 최대선발인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빅데이터, 콘텐츠IT, 스마트IoT) 6

미디어스쿨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3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데이터테크, 
임상의학통계, 
디지털금융정보)

2

나노융합스쿨 (반도체, 디스플레이) 1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학부

(글로벌비즈니스)
1

(정보법과학)

융합인재학부 (의과학융합) 1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4(철학)

(사학)

영어영문학과 1

중국학과 1

일본학과 1

러시아학과 1

단과대학 모집단위(전공) 최대선발인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

사회학과 1

사회복지학부 2

정치행정학과 1

광고홍보학과 1

법학과 2

경영대학

경영학과 4

경제학과 2

금융재무학과 1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1

생명과학과 1

바이오메디컬학과 2

환경생명공학과 1

식품영양학과 2

언어청각
학부 

(언어병리학)
2

(청각학)

체육학과 2

3. 전형방법 

가. 일괄합산 :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만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성적을 산출·반영하여 선발

나.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Ⅳ. 세부 전형별 안내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구분 전적대학성적 면접성적 실기성적 계

전체 모집단위
(체육학과 제외)

비율 60% 40% - 100%

배점 60점 40점 - 100점

체육학과

최초모집
비율 30% 30% 40% 100%

배점 30점 30점 40점 100점

추가모집
비율 60% 40% - 100%

배점 60점 40점 - 100점

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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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적대학성적 산출

2)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구분 내용

평가방식 구술면접

평가형태 블라인드 면접

면접팀 구성 면접위원 2명 : 수험생 1명

면접시간 10분 내외

반영점수 면접위원 평균값 반영

구분
평가항목

계
전공기초지식· 수행능력 수학능력·적성 의사표현·태도 장래계획

전체 모집단위(체육학과 제외) 0점~16점 0점~8점 0점~8점 0점~8점 0점~40점

체육학과
최초모집 0점~10점 0점~5점 0점~5점 0점~10점 0점~30점

추가모집 0점~16점 0점~8점 0점~8점 0점~8점 0점~40점

주) 1. 블라인드 면접 : 성명, 수험번호, 출신대학, 대학성적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비공개 면접

2. 면접 안내 35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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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모집단위 : 면접고사에 결시 한 자

•체육학과(최초모집) : 실기고사에 한 종목 이상 불참, 결시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

• 면접고사 기준 성적 미달자

- 최초모집 : 전체 모집단위(체육학과 제외) 8점 미만, 체육학과 6.25점 미만

- 추가모집 : 전체 모집단위 8점 미만

라.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수여예정자 성적 반영

•최초모집 : 마지막 학기 성적은 접수기간 중 나오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추가모집 : 마지막 학기 성적 반영(※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도착만 인정)

마. 2개 이상 대학에 재학했던 자(학점은행제 포함) : 정해진 기간 내 제출된 성적 중 최종 재학한 대학성적 반영함

바. 외국대학 출신자 : 해당 모집단위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편적 기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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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라. 면접

1) 평가방식 및 면접팀 구성

구분 산출방법

전체 모집단위(체육학과, 간호학부 제외) (취득평점평균 / 평점평균 만점) x 60점

체육학과
최초모집 (취득평점평균 / 평점평균 만점) x 30점

추가모집 (취득평점평균 / 평점평균 만점) x 60점

25



 5. 제출서류

가.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발급기관, 본교 입학처)을 받은 서류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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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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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간

마. 대상자별 제출서류

1) 최초모집

학점은행제 

출신자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학사학위수여

증명서 1부

■ 학사학위취득자 제출

■ 학사학위수여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미제출.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성적증명서 1부

학사학위수여자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학위학위수여
예정자

■ 마지막 학기 성적 미포함된 증명서 제출

■ 최종 등록 후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성적증명서 2019. 2. 22.(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 제출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미제출.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제출(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졸업자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 성적 미포함된 증명서 제출

■ 최종 등록 후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성적증명서 2019. 2. 22.(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대학 

출신자

※ 모든 지원자는 필수로 전적대학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모든 자격증명 서류는 아래의 기간 이후 발행된 것만 인정함(단, 외국대학 출신자 서류 예외)

•최초모집 : 2018. 11. 5.(월)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

•추가모집 : 2019. 1. 1.(화)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

구분 제출기간 제출형태 비고

최초모집 2018. 12. 3.(월) ~ 12. 7.(금)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1차
추가모집

2019. 1. 22.(화) ~ 1. 24.(목)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1. 24.(목)은 12:00까지

2차 
추가모집

2019. 2. 7.(목) ~ 2. 11.(월)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주말 11:00~16:00, 2. 11.(월)은 12:00까지

Ⅳ. 세부 전형별 안내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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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모집

외국대학 

출신자

외국대학 

출신자

6. 동점자 처리기준

가.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나. 최종 순위까지 동점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

※ 면접평가항목 순 : 전공기초지식·수행능력 →  수학능력·적성 → 의사표현·태도

학점은행제 

출신자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학사학위수여증명서 1부

■ 학사학위수여자 제출

■ 학사학위수여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미제출.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성적증명서 1부 학사학위수여자, 학사학위수여예정자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 제출

■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졸업증명서 제출(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졸업자,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대학 

출신자

모집단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미디어스쿨,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나노융합스쿨, 글로벌융합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체육학과 제외)

면접성적 전적대학 성적 면접평가 항목 순

체육학과
최초모집 실기성적 면접성적 전적대학 성적 면접평가 항목 순

추가모집 면접성적 전적대학 성적 면접평가 항목 순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성적증명서 1부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 최종 등록자는 2019. 2. 22.(금)까지

증빙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원본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 제출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성적증명서 1부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 최종 등록자는 2019. 2. 22.(금)까지

증빙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원본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 제출

주) 1. 한글 또는 영어 이외의 작성서류는 원본과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함께 제출

2.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 본교 입학처에서 확인하고 원본 대조필 후 사본 제출 가능

주) 1. 한글 또는 영어 이외의 작성서류는 원본과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함께 제출

2.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 본교 입학처에서 확인하고 원본 대조필 후 사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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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형별 안내 『연계교육특별편입학』Ⅳ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51명

주) 1. 모집단위별 최초모집 미충원 인원에 한하여 추가모집 실시

2. 추가모집인원 공지

• 1차 추가모집 : 2019. 1. 21.(월)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2차 추가모집 : 2019. 2. 1.(금)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2. 지원자격 

한림성심대학교에 2002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연계대상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연계대상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전 ·후 모두 대상이 됨)

스쿨, 단과대학 모집단위(전공) 모집인원 연계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빅데이터, 콘텐츠IT, 스마트IoT) 9
디지털문화콘텐츠과, 영상콘텐츠과, 인터넷비즈니스과, 
정보통신네트워크과, 컴퓨터정보기술과(야간), 의료기기정보과

미디어스쿨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3 아트앤디자인과, 인터넷비즈니스과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3 관광영어과

일본학과 3 관광일어과 

사회과학
대학

심리학과 1 유아교육과

사회학과 2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부 5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정치행정학과 3 행정과

광고홍보학과 1 아트앤디자인과, 인터넷비즈니스과

법학과 3 행정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8 호텔리조트경영과, 세무회계과, 관광외식경영과, 의료기기정보과

금융재무학과 1 세무회계과

자연과학
대학

환경생명공학과 1 보건환경과

식품영양학과 2 식품영양과, 관광외식조리과 

언어청각학부 (청각학) 1 의료기기정보과

체육학과 5 스포츠레저과

합계 51

연계교육특별

편입생 특전
장학금명 등급 선발기준 장학금액

한림
연계편입학

장학금

A 연계편입학 합격생으로 전형총점 상위자 2명 수업료 전액 4학기

B 연계편입학 입학생 전원 수업료 20% 감면 4학기

  ※ 한림성심대학교 출신자만 지원 가능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Ⅳ. 세부 전형별 안내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 입학생 전원 입학금 전액 감면 (2018학년도 기준 771,960원) + 아래의 장학 혜택

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29

28



주) 체육학과 실기고사 36페이지 참조

3. 전형방법 

가. 일괄합산 :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만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성적을 산출·반영하여 선발

나.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전적대학성적 면접성적 실기성적 계

전체 모집단위
(체육학과 제외)

비율 60% 40% - 100%

배점 60점 40점 - 100점

체육학과

최초모집
비율 30% 30% 40% 100%

배점 30점 30점 40점 100점

추가모집
비율 60% 40% - 100%

배점 60점 40점 - 100점

다. 전적대학성적 산출

라. 면접

1) 평가방식 및 면접팀 구성

2)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구분 내용

평가방식 구술면접

평가형태 블라인드 면접

면접팀 구성 면접위원 2명 : 수험생 1명

면접시간 10분 내외

반영점수 면접위원 평균값 반영

주) 1. 블라인드 면접 : 성명, 수험번호, 출신대학, 대학성적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비공개 면접

2. 면접 안내 35페이지 참조

3) 중복지원자 면접성적 반영

①일반편입학과 연계교육특별편입학에 동일학과를 중복지원 : 1회 면접으로 동일한 면접점수를 전형별로 반영

②면접고사일이 다른 모집단위를 중복지원 : 해당 모집단위 면접점수 각각 반영

구분
평가항목

계
전공기초지식· 수행능력 수학능력·적성 의사표현·태도 장래계획

전체 모집단위(체육학과 제외) 0점~16점 0점~8점 0점~8점 0점~8점 0점~40점

체육학과
최초모집 0점~10점 0점~5점 0점~5점 0점~10점 0점~30점

추가모집 0점~16점 0점~8점 0점~8점 0점~8점 0점~40점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구분 산출방법

전체 모집단위(체육학과 제외) (취득평점평균 / 평점평균 만점) x 60점

체육학과
최초모집 (취득평점평균 / 평점평균 만점) x 30점

추가모집 (취득평점평균 / 평점평균 만점) x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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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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모집단위 : 면접고사에 결시 한 자

• 체육학과(최초 모집) : 실기고사에 한 종목 이상 불참, 결시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

• 면접고사 기준 성적 미달자

- 최초모집 : 전체 모집단위(체육학과 제외) 8점 미만, 체육학과 6.25점 미만

- 추가모집 : 전체 모집단위 8점 미만

라. 졸업예정자 성적 반영

• 최초모집 : 마지막 학기 성적은 접수기간 중 나오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 추가모집 : 마지막 학기 성적 반영(※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도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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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출서류

가.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발급기관, 본교 입학처)을 받은 서류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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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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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간

※ 모든 지원자는 필수로 전적대학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모든 자격증명 서류는 아래의 기간 이후 발행된 것만 인정함(단, 외국대학 출신자 서류 예외)

•최초모집 : 2018. 11. 5.(월)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

•추가모집 : 2019. 1. 1.(화)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

마. 대상자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기간 제출형태 비고

최초모집 2018. 12. 3.(월) ~ 12. 7.(금)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1차
추가모집

2019. 1. 22.(화) ~ 1. 24.(목)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1. 24.(목)은 12:00까지

2차 
추가모집

2019. 2. 7.(목) ~ 2. 11.(월)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주말 11:00~16:00, 2. 11.(월)은 12:00까지

Ⅳ. 세부 전형별 안내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Ⅱ. 전형별 모집인원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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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모집

2) 추가모집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 제출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미제출.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성적증명서 1부

졸업자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 성적 미포함된 증명서 제출

■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재제출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성적증명서(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지원자 

전체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 제출

■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졸업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성적증명서 1부 졸업자,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지원자 

전체

6. 동점자 처리기준

가.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나. 최종 순위까지 동점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

※ 면접평가항목 순 : 전공기초지식·수행능력 →  수학능력·적성 → 의사표현·태도

모집단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미디어스쿨,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체육학과 제외)

면접성적 전적대학 성적 면접평가 항목 순

체육학과

최초모집 실기성적 면접성적 전적대학 성적 면접평가 항목 순

추가모집 면접성적 전적대학 성적 면접평가 항목 순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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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사항

원서접수사이트(www.uwayapply.com)

수험(접수)번호 접수사항 결제정보 출력물

20181205
한림대학교
일반편입학
간호학부

2018.12.05
12:25:03

작성내용확인
원서출력
수험표출력
발송용봉투출력
작성내용수정
사진수정

2019학년도 한림대학교 편입학 모집

접수완료 수험(접수)번호 및 출력물을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공통원서작성        |        원서작성        |        전형료결제        |        접수완료확인

Ⅴ

[아래의 서류 중 해당 서류 1부 제출]
□ 수료증명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보내는 사람]
지원자 성명 : 한림이
수 험 번 호 : 20181205
전 형 유 형 : 일반편입학
지 원 학 과 : 간호학부
지원자 주소 : 서울틀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6

0 6 5 9 3

[받는사람]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입학처(대학본부 1층)
편입학모집 담당자 앞
TEL : 033-248-1316, 1318

2 4 2 5 2

입  학  관  련  서  류  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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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방법 : 원서작성 후 전형료 결제를 완료하고 접수완료확인-발송용봉투출력을 인쇄하여 봉투에 붙인 후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1. 제출방법

구분 제출기간 제출형태 비고

최초모집 2018. 12. 3.(월) ~ 12. 7.(금)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1차
추가모집

2019. 1. 22.(화) ~ 1. 24.(목)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1. 24.(목)은 12:00까지

2차 
추가모집

2019. 2. 7.(목) ~ 2. 11.(월)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주말 11:00~16:00, 2. 11.(월)은 12:00까지

Ⅳ. 세부 전형별 안내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Ⅱ. 전형별 모집인원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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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졸업 및 수료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들을 2019. 2. 18.(월) 이후에 발급 받아 2019. 2. 22.(금)까지 다시 제출

하여야 함. 기간 내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됨

1) 최초모집 최종등록자

2) 추가모집 최종등록자

2. 졸업예정자, 수료예정자 증빙서류 재 제출

가. 제출대상 : 2019학년도 최종등록자 중 외국대학 졸업자

나. 해당서류 : 외국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다. 발급방법

구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발급서류 아포스티유 확인서 영사확인서

발급기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라. 제출기한 : 2019. 2. 22.(금)

마. 제출처 : (우)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입학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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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대학 출신자 아포스티유/영사확인서 제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간

졸업예정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졸업증명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

2019. 2. 18.(월) ~ 2. 22.(금)

수료예정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수료증명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

학점

은행제

학사학위 수료예정자로

일반편입학 등록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점인정증명서 1부(80학점 이상 취득) 
③ 성적증명서 1부(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전문학사학위수여증명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

학사학위수여예정자로

학사편입학 등록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사학위수여증명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간

졸업예정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졸업증명서 1부

2019. 2. 18.(월) ~ 2. 22.(금)

수료예정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수료증명서 1부 

학점

은행제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전문학사학위수여증명서 1부

학사학위수여예정자로

학사편입학 등록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사학위수여증명서 1부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33



사. 기타

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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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상단) 외교부 소개   ▶   재외공관   ▶   재외공관설치현황, 재외공관정보

기관명 전화번호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100-7600, 02-739-8219

법무부 02-720-8027

한림대학교 입학처 033-248-13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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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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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Ⅳ. 세부 전형별 안내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Ⅱ. 전형별 모집인원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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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구분
일정

최초모집 1차 추가모집 2차 추가모집

면접일정 공지 2018. 12. 28.(금) 16:00 2019. 1. 23.(수) 20:00 2019. 2. 8.(금) 20:00

면접
고사

미디어스쿨,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글로벌융합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2019. 1. 3.(목)

2019. 1. 24.(목) 
13:00 이후

2019. 2. 11.(월)
13:00 이후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나노융합스쿨, 
미래융합스쿨,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학부

2019. 1. 4.(금)

가. 면접순서는 면접 당일 공개

나. 공지된 개별 면접시간 및 순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조정 및 변경 불가함

다. 면접 장소 이동

가. 면접시간은 입학안내홈페이지(admission.hallym.ac.kr)를 통해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함

나. 수험생은 면접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다. 면접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

-수험생 개인신상 관련 정보(성명, 수험번호, 출신대학, 대학성적 등) 비공개

라. 면접대기실 입실 이후 휴대전화, 전자사전,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 일체의 사용을 금지하며, 면접대기실에서 

일괄회수 한 뒤 면접 종료 후 반환

마. 면접고사 당일 수험표를 분실 또는 미 지참 시에는 입학처(대학본부 1층)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함

바. 기타 면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면접일정 공지 시 안내되는 내용 참조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임시신분증(유효기간 이내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면접일정

2. 준비물

3. 면접시간

4. 유의사항

면접대기실

■ 본인 면접순서 확인

■ 면접순서대로 착석

■ 신분증 확인

■ 면접장소로 이동

면접실

■ 개별 면접 진행

■ 면접 종료 시 퇴실 후 귀가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admission.hallym.ac.kr) 확인면접고사 안내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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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1. 일시 및 장소

2. 실기종목 및 배점

종목 8.0점 7.6점 7.2점 6.8점 6.4점 6.0점 5.6점 5.2점 4.8점 4.4점

지그재그런
 (초)

남 3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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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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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이상 265 ~ 271 260 ~ 264 255 ~ 259 251 ~ 254 247 ~ 250 243 ~ 246 238 ~ 242 231 ~ 237 2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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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몸
일으키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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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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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브래디
테스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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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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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골밑슛
(회)

남 19 이상 18 17 16 15 14 13 12 11 10 이하

여 16 이상 15 14 13 12 11 10 9 8 7 이하

점수

성별

3. 종목별 배점표

일정 공지 실기고사 장소

2018. 12. 28.(금) 16:00 2019. 1. 4.(금) 오후 예정 한림레크리에이션센터 3층 체육관

실기종목 배점 총점

지그재그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배구브래디테스트, 농구골밑슛

각 종목별 8점 만점 40점

  ※ 추가모집은 실기고사 없음

체육학과 실기고사

Ⅳ. 세부 전형별 안내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Ⅱ. 전형별 모집인원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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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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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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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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목별 실시방법

지그재그런 코스도

15m

8m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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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Ⅷ

1. 중복지원 허용 범위

2. 합격자 발표

3. 입학전형 부정에 대한 조치

4. 이중등록 금지

5. 기타

가. 최초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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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나. 추가모집 :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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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허가 취소, 학적말소 조치함

■ 상기의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합격 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합격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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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수료)예정자가 본교 입학 시까지 졸업 또는 수료하지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 편입학과의 전공과목 이수학점, 편입생의 이수과목 및 성적인정 등에 관한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졸업이 1~2학기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편입학 후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은 본교 교과과정 이수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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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주의사항

일반편입학 최대 2회까지 중복지원 가능 면접고사 일자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

연계교육특별편입학 최대 2회까지 중복지원 가능

일반편입학과 중복지원 가능

- 면접고사 일자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

- 동일 모집단위는 면접고사일이 같아도 중복지원 가능. 

단, 면접은 1회만 응시하여 전형별로 각각 점수 반영

학사편입학 중복지원 불가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Ⅳ. 세부 전형별 안내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Ⅱ. 전형별 모집인원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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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포기 및 환불안내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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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완료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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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납부금액 전액 환불됨

※ 2019학년도 학기 개시일인 2019. 2. 25.(월) 이후 등록포기 신청자는 자퇴 처리되며 본교 규정에 의거 해당 구분에 따라 환불 

처리함(한림대학교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6절 제14조 2항)

구분 내용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신청 사이트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신청기간 2019. 1. 15.(화) ~ 2. 24.(일)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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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Ⅹ

구분 전형명 전형료

최초모집
일반편입학(체육학과 제외)*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 포함
학사편입학(체육학과 제외)
연계교육특별편입학(체육학과 제외)

60,000원

추가모집
일반편입학(체육학과)*특성화고교출신자 포함
학사편입학(체육학과)
연계교육특별편입학(체육학과)

최초모집
일반편입학(체육학과)*특성화고교출신자 포함
학사편입학(체육학과)
연계교육특별편입학(체육학과)

95,000원

최초모집, 추가모집 일반편입학(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0원

(60,000원 감면)

1. 전형료 환불

가. 일반편입학과 연계교육특별편입학을 동일 모집단위 중복지원자 : 30,000원 환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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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0원 환불

다. 환불기한 : 합격자 발표 후 일주일 이내

라. 유의사항

원서접수 시 입력하는 전형료환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번호를 입력함. 입력 오류 및 미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Ⅶ. 체육학과 실기고사Ⅵ. 면접고사 안내 Ⅷ. 지원자 유의사항 Ⅹ. 전형료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주) 전형료 : 원서접수 대행업체 수수료 5,00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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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 아래 양식은 본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mission.hallym.ac.kr

                                       대학교 입학처장

상기 학생은                                대학교에 정원외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전형명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해당여부(○)

성명 학번

학과 전공

입학일자 생년월일 년         월         일

※ 해당여부 ○ 표기 후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테이핑 처리 부탁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지원자는 해당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학담당자                                    ( 서명 )

  년             월             일

(직인 날인)

정원외전형 입학확인서

정원외전형 입학확인서

제출서식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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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033-248-2501~2503 de2500@hallym.ac.kr

한림대학교
의학과
일반편입학
모집요강

원서접수 :
2018. 12. 3.(월) ~ 12. 5.(수)

※ 추가모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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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 주요사항

가. 접수일정

나. 접수사이트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일반편입학 의학과 3명

일정 접수방법 비고

2018. 12. 3.(월) 09:00 ~ 12. 5.(수) 18:00 인터넷 접수 별도 원서교부 및 방문접수 없음

사이트 전화번호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유웨이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처 033-248-1316, 1318

유웨이어플라이 1588-8988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Ⅰ

Ⅱ

2. 원서접수 방법

원서접수 시 사진 업로드를 

위하여 수험생 본인의 증명

사진파일(jpg, gif형식) 준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원서작성
(지원내용 입력)

76 85
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전형료 결제 전
입력내용 최종 확인

전형료 결제
(※수정, 취소, 환불 불가)

원서접수사이트 접속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접수대학 선택

‘한림대학교’

1 2 3 4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

숙지

109 11
서류제출

(등기우편, 직접방문)
제출서류 확인 우편봉투 표지 출력

(서류제출 대상자)

12
제출서류 도착여부 조회

(입학안내 홈페이지)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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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Ⅲ. 세부 전형 안내Ⅱ.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의학과 일반편입학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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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일정

5.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8. 12. 3.(월) 09:00 ~ 12. 5.(수) 18:00

서류제출 2018. 12. 3.(월) 09:00 ~ 12. 7.(금) 17:00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제출서류 도착 확인 2018. 12. 11.(화) ~ 12. 12.(수)

1단계 합격자 발표 2018. 12. 28.(금) 16:00

면접고사 2019. 1. 3.(목) 면접장소 의학관(춘천)

합격자 발표 2019. 1. 10.(목) 16:00

등록금 납부 2019. 1. 10.(목) 16:00 ~ 1. 14.(월) 16:00

충원합격
발표 · 등록

1차
발표 2019. 1. 15.(화) 14:00

등록금 납부 2019. 1. 15.(화) 14:00 ~ 1. 16.(수) 16:00

최종
개별 전화 통보 2019. 1. 17.(목) 14:00 ~ 21:00

등록금 납부 2019. 1. 17.(목) 21:30 ~ 1. 18.(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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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처(☎033-248-1316, 131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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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하는 사진이 본인이 아닌 경우, 상반신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신원확인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에는 부정행위 및 

부적격자로 처리하여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 1단계 합격자 발표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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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발표

2018. 12. 28.(금)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admission.hallym.ac.kr)

일정 발표

2019. 1. 10.(목)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admission.hallym.ac.kr)

Ⅳ. 제출서류 안내사항 Ⅴ. 면접고사 안내 Ⅶ.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Ⅵ. 지원자 유의사항 Ⅷ. 전형료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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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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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편입학모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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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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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초합격자의 등록마감 후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은 모집단위별 예비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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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더라도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등록금 납부

가. 일정

※ 충원합격자발표, 합격증, 등록금 납부통지서는 개별통보·발송하지 않고 입학안내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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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일정 납부방법

2019. 1. 10.(목) 16:00 ~ 1. 14.(월) 16:00 은행 방문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계좌이체

구분 일정

1차 충원합격자
발표 2019. 1. 15.(화) 14:00

등록금 납부 2019. 1. 15.(화) 14:00 ~ 1. 16.(수) 16:00

최종 충원합격자
개별 전화 통보 2019. 1. 17.(목) 14:00 ~ 21:00

등록금 납부 2019. 1. 17.(목) 21:30 ~ 1. 18.(금) 16:00

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Ⅲ. 세부 전형 안내Ⅱ.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의학과 일반편입학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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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지원 자격

3. 전형방법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고

일반편입학 의학과 3명 의학과 1학년 입학

평가자료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추천서, 자기평가서 주) 학업성취역량, 성장잠재역량, 인성역량

세부 전형 안내Ⅲ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대학(방통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하고,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외국대학 출신자는 수료자 또는 졸업자만 가능)

나. 전적대학에서 전공과목으로 화학, 생물학, 물리학 또는 이에 준하는 2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단, 전적대학에서 교육부 대학알리미의 표준분류 체계 중 자연과학계열 의료예과계열(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수료자는 제한 없음

다.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다단계전형

■ 1단계 :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 2단계 : 1단계 서류평가 80%, 면접평가 20%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나. 서류평가

1) 평가자료 및 평가요소

2) 평가방법

자기소개서, 추천서, 자기평가서(입증/인증 자료)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성취도, 지원동기, 진로계획, 인성 및 적성, 성장잠재력, 

자기주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 성적은 접수기간 중 나오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 추천서 : 추천인은 지원자가 임의 선택할 수 있으며(부모 제외), 추천자가 직접 작성하여 서명 후 추천자 서약서와 함께 제출

3) 평가위원 : 지원자 1명에 대하여 총 3명(의과대 교수 2명, 입학사정관 1명)의 위원이 평가함

전형
방법

단계 선발비율(%)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계서류평가
(자기소개서 외)

대학성적
(GPA)

공인영어 성적 면접평가

다단계

전형

1단계
모집인원의

1,000% 내외

비율 50% 25% 25% - 100%

배점 40점 20점 20점 - 80점

2단계
모집인원의 

100%

비율 80% 20% 100%

배점 80점 20점 100점

주) 자기평가서 입증/인증 자료(해당 시)

1. 전적 학부전공이 인문사회계열인 경우 학진등재지 게재논문, 이공계열인 경우 SCIE급 학술지 게재논문, 전국대회 이상 과학·정보·발명대회 수상자, 

전국대회 이상 문예상 수상자 등

2. 1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입증/인증 자료(MDEET 성적 등. PEET 성적은 해당 안 됨)

3. 단, 입증/인증 자료는 대학입학 이후 내용에 한함

Ⅳ. 제출서류 안내사항 Ⅴ. 면접고사 안내 Ⅶ.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Ⅵ. 지원자 유의사항 Ⅷ. 전형료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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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5. 제출서류

가. 다단계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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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고사 결시자,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서류평가 점수 2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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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발급기관, 본교 입학처)을 받은 서류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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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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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간

평가방식 MMI(Multiple Mini-Interview) 

면접팀 구성 실별 면접위원 2명 : 수험생 1명 3개의 면접실 운영

면접시간 총 30분 내외

반영점수 각 면접실별 평균값의 합

제출기간 제출형태 비고

2018. 12. 3.(월) ~ 12. 7.(금)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다. 면접평가

※ 블라인드 면접 실시 : 성명, 수험번호, 출신대학, 대학성적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비공개 진행

1) 평가방식 및 면접팀 구성

3) 면접 진행

2)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30%점100

40%

30%

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Ⅲ. 세부 전형 안내Ⅱ.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의학과 일반편입학 모집요강

인성

관용, 배려, 포용,

개방성 등 파악

모의상황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파악

상황

가치관과 태도,

문제해결능력 등 파악

주) 면접 안내 50페이지 참조

면접시간 10분

면접문항 1문항

제시문 공개
면접실 앞 대기 시 공개

(면접실 안에서도 공개)

모의상황 면접

면접시간 10분

면접문항 2문항(주문항 1, 예비문항 1)

문항공개 없음

면접위원 2명 

수험생 1명

면접위원 2명 

수험생 1명

인성면접

면접시간 10분

면접문항 1문항

제시문 공개
면접실 앞 대기 시 공개

(면접실 안에서도 공개)

상황면접

10분 면접, 다음 면접실 이동 1분, 제시문 확인 1분

면접위원 2명 

수험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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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원자는 필수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자기평가서, 전적대학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모든 자격증명 서류는 2018. 11. 5.(월)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함(단, 외국대학 출신자 서류 예외)

마. 대상자별 제출서류

외국대학 출신자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성적증명서 1부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 최종 등록자는 2019. 2. 22.(금)까지

증빙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원본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33페이지 참조)

수료증명서 1부 ■ 수료자 제출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 제출

지원자 서약서 1부 ■ 본교 지정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53~54페이지 참조)

- 원서접수사이트(www.uway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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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평가서 입증/인증 자료(해당 시)

① 전적 학부 전공 인문사회계열인 경우 학진등재지 게재논문, 이공계열인 경우 SCIE급 학술지 

게재논문, 전국대회 이상 과학·정보·발명대회 수상자, 전국대회이상 문예상 수상자 등

② ①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입증/인증 자료

(MDEET 성적 등. PEET 성적은 해당 안 됨)

③ 단, ①, ② 입증/인증 자료는 대학입학 이후 내용에 한함

④ 실적이 없는 경우 <붙임 4> 자기평가서 표지에 지원자 정보만 기재하여 제출

자기소개서 1부

자기평가서 1부

추천서 1부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2016. 12. 1 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

■ TOEIC, TOEFL(IBT), TEPS 성적만 인정 

편입학 원서 1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수료증명서 1부

■ 수료자 제출

■ 수료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미제출.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50페이지 참조)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 제출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미제출. 최종 등록 후 2019. 2. 22.(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50페이지 참조)

지원자 서약서 1부
■ 본교 지정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53~54페이지 참조)

- 원서접수사이트(www.uway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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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평가서 입증/인증 자료(해당 시)

① 전적 학부 전공 인문사회계열인 경우 학진등재지 게재논문, 이공계열인 경우 SCIE급 학술지 

게재논문, 전국대회 이상 과학·정보·발명대회 수상자, 전국대회이상 문예상 수상자 등

② ①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입증/인증 자료 

(MDEET 성적 등. PEET 성적은 해당 안 됨)

③ 단, ①, ② 입증/인증 자료는 대학입학 이후 내용에 한함

④ 실적이 없는 경우 <붙임 4> 자기평가서 표지에 지원자 정보만 기재하여 제출

자기소개서 1부

자기평가서 1부

추천서 1부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2016. 12. 1 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

■ TOEIC, TOEFL(IBT), TEPS 성적만 인정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수료자, 졸업자 ■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증명서 제출

수료예정자,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 성적 미포함된 증명서 제출

■ 최종 등록 후 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된 성적증명서 2019. 2. 22.(금)까지 제출

(제출서류 안내사항 50페이지 참조)

지원자 전체

Ⅳ. 제출서류 안내사항 Ⅴ. 면접고사 안내 Ⅶ.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Ⅵ. 지원자 유의사항 Ⅷ. 전형료 제출서식

주) 1. 한글 또는 영어 이외의 작성서류는 원본과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함께 제출

2.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 본교 입학처에서 확인하고 원본 대조필 후 사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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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반영점수 20점 18점 14점 8점 0점

TOEIC TOEFL(IBT) TEPS New TEPS 반영점수

950 이상 112 이상 853 이상 490 이상 20점

935~949 110~111 828~852 471~489 19점

920~934 108~109 803~827 454~470 18점

905~919 106~107 778~802 436~453 16점

890~904 104~105 745~777 416~435 14점

860~889 100~103 710~744 392~415 12점

830~859 96~99 673~709 370~391 9점

800~829 92~95 645~672 352~369 6점

800 미만 92 미만 645 미만 352 미만 0점

6. 성적 반영방법

가. 대학성적(GPA) 산출 : 환산점수 = 취득평점평균 / 평점만점 × 100

나. 공인영어성적 평가 기준 : 아래 기준에 의거 취득성적을 환산하여 반영

다. 외국대학 출신자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편적 기준에 따라 평가

< 전적 대학이 두 개 이상인 경우 >

- A대학에서 취득한 총 학점(a), A대학에서 취득한 총 학점의 평점평균(b), B대학에서 취득한 총 학점(c), B대학에서 취득한 

총 학점의 평점평균(d)

[(a x b) + (c x d)] / (a + c)

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Ⅲ. 세부 전형 안내Ⅱ.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동점자 처리기준

 

7. 동점자 처리기준

가. 1단계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

나. 2단계 :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최종 순위까지 동점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

면접총괄점수 인성면접점수 상황면접점수 모의상황면접점수

1단계 점수 계 공인영어성적 서류평가(자기소개서 외) 전적대학성적(GPA)

의학과 일반편입학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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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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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출방법

제출기간 제출형태 비고

2018. 12. 3.(월) ~ 12. 7.(금)
등기우편 제출 ※ 기간 내 제출·도착된 서류만 인정

방문 제출 평일 09:00~17:00

Ⅳ

나. 제출방법 : 원서작성 후 전형료 결제를 완료하고 접수완료확인-발송용봉투출력을 인쇄하여 봉투에 붙인 후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원서접수사이트(www.uwayapply.com)

수험(접수)번호 접수사항 결제정보 출력물

20181203
한림대학교
일반편입학

의학과

2018.12.03
10:01:10

작성내용확인
원서출력
수험표출력
발송용봉투출력
작성내용수정
사진수정

2019학년도 한림대학교 편입학 모집

접수완료 수험(접수)번호 및 출력물을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공통원서작성        |        원서작성        |        전형료결제        |        접수완료확인

[아래의 서류 중 해당 서류 1부 제출]
□ 수료증명서 1부
□ 지원자 서약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자기평가서 1부
□ 공인영어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보내는 사람]
지원자 성명 : 한림이
수 험 번 호 : 20181203
전 형 유 형 : 일반편입학
지 원 학 과 : 의학과
지원자 주소 : 서울틀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6

0 6 5 9 3

[받는사람]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입학처(대학본부 1층)
편입학모집 담당자 앞
TEL : 033-248-1316, 1318

2 4 2 5 2

입  학  관  련  서  류  재  중

Ⅳ. 제출서류 안내사항 Ⅴ. 면접고사 안내 Ⅶ.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Ⅵ. 지원자 유의사항 Ⅷ. 전형료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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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고사 안내Ⅴ

가. 면접시간 및 순서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Random) 추출로 배정됨

나. 개별 면접순서는 면접 당일 면접대기실에 공개

다. 공지된 개별 면접시간 및 순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조정 및 변경 불가함

라. 면접 장소 이동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임시신분증(유효기간 이내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면접일정 공지

2. 준비물

3. 면접시간

면접대기실

■ 본인 면접순서 확인

■ 면접순서대로 착석

■ 신분증 확인

■ 면접장소로 이동

면접실

■ 개별 면접 진행

■ 면접 종료 시 퇴실 후 귀가

면접대상 일정공지 면접고사 면접고사장

1단계 합격자

2018. 12. 28.(금) 16:00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2019. 1. 3.(목) 한림대학교 의학관(춘천)

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Ⅲ. 세부 전형 안내Ⅱ.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최종 졸업 및 수료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들을 2019. 2. 18.(월) 이후에 발급 받아 2019. 2. 22.(금)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함. 

기간 내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됨

■최종등록자

2. 졸업예정자, 수료예정자 증빙서류 재 제출

3. 외국대학 출신자 아포스티유/영사확인서 제출 안내 : 33~34페이지 참조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간

졸업예정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졸업증명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

2019. 2. 18.(월) ~ 2. 22.(금)

수료예정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수료증명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마지막 학기 성적 포함)

의학과 일반편입학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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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접시간은 입학안내홈페이지(admission.hallym.ac.kr)를 통해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함

나. 수험생은 면접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다. 면접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

-수험생 개인신상 관련 정보(성명, 수험번호, 출신대학, 대학성적 등) 비공개

라. 면접대기실 입실 이후 휴대전화, 전자사전,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 일체의 사용을 금지하며, 면접대기실에서 

일괄회수 한 뒤 면접 종료 후 반환

마. 면접고사 당일 수험표를 분실 또는 미 지참 시에는 입학처(대학본부 1층)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함

바. 기타 면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면접일정 공지 시 안내되는 내용 참조

4.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Ⅵ

1. 합격자 발표

2. 입학전형 부정에 대한 조치

3. 이중등록 금지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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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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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허가 취소, 학적말소 조치함

■ 상기의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합격 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합격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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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료예정자, 졸업예정자가 본교 입학 시까지 수료 또는 졸업 하지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 편입학과의 전공과목 이수학점, 편입생의 이수과목 및 성적인정 등에 관한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졸업이 1~2학기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편입학 후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은 본교 교과과정 이수지침에 따름

■ 자기소개서 등 지원양식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서류평가 ‘0’점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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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제출서류 안내사항 Ⅴ. 면접고사 안내 Ⅶ.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Ⅵ. 지원자 유의사항 Ⅷ. 전형료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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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포기 및 환불안내Ⅶ

구분 내용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신청 사이트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신청기간 2019. 1. 15.(화) ~ 2. 24.(일)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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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Ⅷ

1. 전형료 환불

가. 의학과 일반편입학 1단계 불합격자 : 2단계 전형료 30,000원 환불

나. 다단계전형 1단계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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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0원 환불

다. 환불기한 : 합격자 발표 후 일주일 이내

라. 유의사항

원서접수 시 입력하는 전형료환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번호를 입력함. 입력 오류 및 미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구분
전형료

1단계 2단계 계

일반편입학(의학과) 128,000원 30,000원 1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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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완료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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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납부금액 전액 환불됨

※ 2019학년도 학기 개시일인 2019. 2. 25.(월) 이후 등록포기 신청자는 자퇴 처리되며 본교 규정에 의거 해당 구분에 따라 환불 

처리함(한림대학교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6절 제14조 2항)

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Ⅲ. 세부 전형 안내Ⅱ.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주) 전형료 : 원서접수 대행업체 수수료 8,000원 포함

의학과 일반편입학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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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기재사항

1. 지원자의 성장 과정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 및 자기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3.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내용 중, 스스로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소명이 필요하다면, 이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2. 학부 과정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행했던 활동의 배경 및 결과를 기술하고, 이러한 활동이 향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학업 수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대 학 명 / 학 과 명 /

/

:

:

:

1. 자기소개서는 문항별 1,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띄어쓰기 포함).

2. 글자체는 굴림, 크기 10, 줄간격 160으로 합니다.

3.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 자료로서 활용되며 비공개문서로 관리될 것입니다.

4.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 서류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에 관련한 어떠한 표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의사집안에서 성장했다(X), 가족의 의료활동을 보고 의사의 꿈을 키웠다(X), 아버지가 대기업에 근무하신다(X)

자기소개서

<붙임 2> 자기소개서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지원자 기재사항

한림대학교 총장 귀하

성 명

생 년 월 일

수료(예정) / 졸업(예정)
대 학 명 / 학 과 명

/

/

:

:

:

다음 사항은 2019학년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 자기평가서, 추천서 작성 시 

지원자의 확인 서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본인은 자기소개서, 자기평가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자기소개서, 자기평가서에 허위 사실 기재나 대필을 하지 않았으며, 추천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3. 본인은 입학전형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추천서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추천서에 관한 정보의 열람 및 공개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자기소개서, 자기평가서, 추천서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 기재, 대필 의뢰 사실과 허위 정보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취소,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지원자 성명                                 서명                             

                       년             월             일

지원자 서약서

<붙임 1> 지원자 서약서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 지원자 서약서

■ 자기소개서

■ 추천서

■ 자기평가서

■ 자기평가서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별 자기평가서

[ 별첨 ]

※ 아래 양식은 본교 입학안내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mission.hallym.ac.kr

Ⅳ. 제출서류 안내사항 Ⅴ. 면접고사 안내 Ⅶ.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Ⅵ. 지원자 유의사항 Ⅷ. 전형료 제출서식

(1,5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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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자기평가서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지원자 기재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수료(예정) / 졸업(예정)
대 학 명 / 학 과 명

/

/

:

:

:

자기평가서

1. 입증/인증 자료는 자기평가서 증빙서류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자기평가서 증빙서류 목록표에 기록된 입증자료는 순서대로 증빙서류별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입증자료별로 1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10개 이내로 작성하며,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3. 글자체는 굴림, 크기 10, 줄간격 160으로 합니다.

4. 자기평가서는 입학전형 자료로서 활용되며 비공개문서로 관리될 것입니다.

유의사항

<붙임 5> 자기평가서 증빙서류 목록

번 호 일  자

1 년      월

3 년      월

6 년      월

9 년      월

2 년      월

5 년      월

8 년      월

4 년      월

7 년      월

10 년      월

제    목 비 고발행기관

자기평가서 증빙서류 목록

※ 대학입학 이후 내용에 한하여 기재·제출합니다. 

※ 증빙서류는 10개 이내로 제출 가능하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발급기관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 시 본교에서 원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0개 목록 외에 초과로 기재·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붙임 6> 증빙서류별 자기평가서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증빙서류 번호 증빙서류 제목

1. 본 자료와 관련된 지원자의 능력 (창의성 등), 역할,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특히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에서 기여한 구체적인 연구활동 및 교신저자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자료와 관련된 지원자의 능력과 의학자 또는 의사로서의 역할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증빙서류별 자기평가서>

※ 자기평가서 증빙서류 목록에 작성하신 각각의 입증자료별로 1쪽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목록을 작성했다면 3개 목록에 대한 자기평가 기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피추천인 인적사항

추천인 기재사항

한림대학교 총장 귀하

성 명

성 명

소속기관/전공(부서)

생 년 월 일

H . P

직    위

:

:

:

:

:

:

위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추 천 인                                 자필서명                             

                       년             월             일

추 천 서

소 속 기 관 / 전 화 번 호 :

<붙임 3> 추천서

1. 추천자께서 지원자를 알게 된 계기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지원자의 성품과 능력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3. 추천자께서 경험하신 지원자의 창의적 능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추천인 확인서약

1. 본인은 이 추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이 추천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자와 제3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본인은 귀교가 추천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4. 본인은 지원자의 5촌 이내 친인척이나 전·현직 한림대학교 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추천서의 내용 중에 지원자의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6. 본인은 추천서를 밀봉, 날인된 상태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하였습니다.

※ 이 추천서는 편입학 지원자 본인이 아닌 지원자를 추천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 추천서는 1부만 제출하며 반드시 밀봉, 날인된 상태로 추천자께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교는 지원자의 인성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추천인의 소견을 학생 선발에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추천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견

을 부탁드립니다.

※ 수험번호는 입학처에서 기재함.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제출서식의학과 일반편입학 모집요강

(1,5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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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안내 (전체 모집단위 공통) >

■ 편입생 장학금

■ 기숙사 

■ 소속변경(전과), 복수전공, 전공 선택

■ 교통(통학버스, 대중교통)

■ 교내 연락처

H A L L Y M  U N I V E R S I T Y

5555



※ 2018년 11월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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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선발인원

한림편입장학금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합격생으로 

전형총점 상위자

수업료 전액 

4학기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스쿨(4개 스쿨 통합선발) : 2명 이내

- 글로벌융합대학 : 1명

한림

연계편입학

장학금

A
연계편입학 합격생으로 전형총점 상위자 

(특별편입학 장학금과 중복 가능)
수업료 전액 4학기 2명

B
연계편입학 입학생 전원

(특별편입학 장학금과 중복 가능)

수업료 20% 감면

4학기
49명 이내

특별편입학 장학금 특별편입학 및 연계교육특별편입학 입학생 전원 입학금 전원

편입생 장학금Ⅰ

구분 1관 2관 3관 4관 5관 6관 7관 8관 비고

입사인원

계 (2,746) 729 177 174 186 186 186 122 986

남 (1,012) 315 177 57 - - 186 - 277

여 (1,734) 414 - 117 186 186 - 122 709

실별 인원 3인실 2인실

기숙사비

(자치회비 포함)

학기별

(4, 8개월)
630 724 942 1,202

매학기

납부방학포함

(6,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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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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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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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학생생활관) Ⅱ

※ 장학유지조건 : 직전학기 3.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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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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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체육학과 18학점 이상, 그 외 전체학과 15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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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생 선발 :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2019학년도 한림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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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기간

4. 관련 문의

3. 입사 인원

추후 공지될 신청기간 내 신청인원 전원 입사

■ 입사신청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hallym.ac.kr)

※ 3관(외국어 사용 전용관) : 면접을 통해 입사 여부 결정

학생생활관(기숙사) ☎ 033-248-3601~3602, http://dorm.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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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입사신청 선정 및 혜택

12개월(1년간)

연초 1회 신청

2학기 우선선발 / 기숙사비 : 매 학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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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1, 2학기)
2학기 우선선발 / 기숙사비 : 매 학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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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수업기간) 방학 중 이용 희망 시 기숙사비 별도 부담

소속변경(전과), 복수전공, 전공 선택Ⅲ

1. 소속변경(전과)

소속변경이란 입학 시의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사례1) 소속변경 - 사회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심리학과로 소속변경 가능

2.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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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가. 이수대상 : 편입생도 복수전공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단, 의과대학 및 글로벌학부 학생은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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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학과, 의과대학, 융합인재학부로 소속변경 불가

- 의과대학, 융합인재학부 재학생 : 타 학과로의 소속변경 불가

나. 허가인원 : 학부 및 학과별 제1전공자를 포함하여 기준정원의 1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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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 관련 문의 : 교무팀  ☎ 033-248-1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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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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금액(단위) 1회 운행요금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200,000원

6,000원

10%

150,000원 5%

100,000원 2%

 50,000원 1%

2. 통학버스 요금

※ 관련 문의 : 통학버스사무실   ☎ 033-248-3963통학버스

구리 출발           대학 도착

구리시청
건너편

(버스정류장)

07:00

08:00

미금농협

07:15

08:15

평내
(주민자치센터

앞)

07:25

08:25

구리
전자랜드

버스정류장

07:10

08:10

남양주 시청
건너편

(중앙어린이집)

07:20

08:20

대학교

08:30~40

09:30~40

천호 출발           대학 도착

천호역
6번 출구

07:00

고덕역
4번 출구

07:14

상일초교
건너편

버스정류장

07:24

명일역
3번 출구

07:11

길동역
2번 출구

07:05

상일동역
4번 출구

07:17

대학교

08:30~40

노원 출발           대학 도착

구리
(전자랜드

버스정류장)

07:10

노원 KT

정문

06:40

대학교

08:30~40

종합운동장 출발           대학 도착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야구장

횡단보도)

07:10

08:10

대학교

08:30~40

09:35~55

교통(통학버스, 대중교통)Ⅳ

2019학년도 한림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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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 위치 버스 노선번호

한림대학교 정문 앞 12

춘천역(한림대역)           한림대학교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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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고사항 가. 대중교통(시외버스, 전철) 시간은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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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춘선 전철

3. 시내버스

용산역
(급행)

청량리역
(급행)

06:00(첫차) ~ 22:48(막차) 05:10(첫차) ~ 23:16(막차)

1시간 20분 소요 1시간 소요 1시간 20분 소요

전철 ➔

급행전철 ➔
ITX

춘천역
(한림대역)

상봉역

1. 시외버스 동서울터미널
(강변역)

10 ~ 15분 간격
잠실역

40 ~ 60분 간격

성남
시외버스터미널

(야탑)

60분 간격

강남
(센트럴시티

터미널)

40 ~ 60분 간격

서울         춘천

성남         춘천

06:00(첫차) ~ 23:59(막차)

07:20(첫차) ~ 21:00(막차)

07:10(첫차) ~ 17:35(막차)

06:50(첫차) ~ 21:00(막차)

1시간 10분 소요

1시간 10분 소요

1시간 30분 소요

1시간 30분 소요

※ 배차간격과 운행시간은 터미널 및 기차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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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한림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

1. 주요 민원부서

2. 단과대학,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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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학팀 2301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1701

통합 스쿨 교학팀 3551 경영대학 교학팀 1801

글로벌융합대학 교학팀 2481~2482 자연과학대학 교학팀 2001

인문대학 교학팀 1501 의과대학 교학팀 2503

3. 스쿨, 학과(부) 행정실

대학, 스쿨 학과(부), 전공 내선번호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빅데이터, 콘텐츠IT, 스마트IoT 2301

미디어스쿨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3556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데이터테크, 임상의학통계,

디지털금융정보
3552

나노융합스쿨
반도체 2360

디스플레이 2050

미래융합스쿨

4차산업혁명, 디지털인문예술, 

동북아지역, 융합관광경영, 

의약신소재, 융합신소재공학

3555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학부 1881

융합인재학부 2482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1510

철학 1550

사학 1570

영어영문학과 1530

중국학과 1590

일본학과 1610

러시아학과 1630

단과대학 학과(부), 전공 내선번호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720

사회학과 1740

사회복지학부 1760

정치행정학과 1780

광고홍보학과 1949

법학과 1950

경영대학

경영학과 1830

경제학과 1810

금융재무학과 1850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2070

생명과학과 2090

바이오메디컬학과 2110

환경생명공학과 2150

식품영양학과 2130

언어청각학부 2210

체육학과 2250

의과대학
의예과 2503

간호학부 2710

033-248-내선번호

033-248-내선번호

033-248-내선번호

교내 연락처Ⅴ

교내 연락처

61

60



국제회의관

일송기념도서관

Hallym Recreation Center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학생생활관 1관

학생생활관 2관

학생생활관 3관

학생생활관 4관

학생생활관 5관

학생생활관 6관

학생생활관 7관

학생생활관 8관

국제관

Campus Life Center

실내테니스장

씨름장

대운동장

학군단

사회 · 경영 1관

사회 · 경영 2관

기초교육관

테니스장

골프장

다용도 체육장

산학협력관

일송아트홀

실험동물센터

대학본부•인문 1관(1층 입학처)

인문 2관

대학본부 별관

한림중개의과학연구원

의학관

자연과학관

공학관

생명과학관

창업보육센터

도헌글로벌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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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http://admission.hallym.ac.kr
Tel 033-248-1316, 1318    Fax 033-255-7171          admission@hallym.ac.kr

글로벌 선진 일류대학을 

지향하는 한림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