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약학대학 모집요강
원서접수
2016년 11월 16일 (수) 09시~ 18일 (금) 17시까지
면접고사
2017년 1월 4일 (수)

Ÿ

본 모집요강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니 지원 전 반드시
본교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약학대학 주요 사항
II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일반·특별전형 전형방법 동일]
선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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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일반선발 합격자 전형총점 순 3명 등록금 전액 지급
일반선발 합격자 전형총점 순 7명 등록금 반액 지급
일반선발 장학 10명은 입학 후 학과성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I

1,000점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성적 영역별 반영비율
생물추론

II

2017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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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전 형 일 정

일 시

수학선수과목
확인신청

2016. 10. 31(월) ~

원서접수기간

11. 7(월) 17시까지
2016. 11. 16(수) 9시
~ 11. 18(금) 17시까지

장

소

goerica@hanyang.ac.kr

goerica.hanyang.ac.kr

비 고
선수과목 확인 희망자
이메일 접수

인터넷 접수
방문제출 11. 21(월)

서류제출기간
(원서접수자)

2016. 11. 16(수)
~ 11. 21(월) 17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제출

17시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은 11. 21(월)
소인분까지 유효

1단계
합격자 발표

2016. 12. 29(목)

2단계
기초학력평가
및 인성면접

2017. 1. 4(수)

합격자 발표

2017. 1. 16(월)

합격자
등록기간

2017. 1. 24(화)

추가합격자
발표
추가합격자
등록

~ 1. 26(목)

goerica.hanyang.ac.kr

1단계 불합격자
전형료 일부 환불

ERICA캠퍼스 내
지정 고사장

goerica.hanyang.ac.kr

개별통지 없음

신한은행 전국지점

등록일자는

2017. 2. 13(월) 21시까지

개별적으로 지정 통지
2017. 2. 13(월)

2017. 2. 14(화) 16시까지

15시 이후
추가합격자에 한함

수학선수과목 확인신청은 지정된 양식([양식1] 수학 선수과목 인정신청서)을 사용하여 해
당과목 강의계획서를 첨부. 신청기간 이외에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및 회신을 하
지 않으며 신청결과는 추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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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유의사항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약학대학 선발원칙 및 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지원자는 입학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공지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II

지원 유의사항
동일 모집군에서는 1개교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본교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복수 지원 시에는 모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두 개 이상의 약학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
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등록이 확인될 경우, 그 합격 및 입학을 모두 취
소합니다.
2017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성적자료는 본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것으
로 별도 동의절차 없이 온라인 전산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초과하더라도 적절한 학력수준에 못 미친다고 본
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원서접수 유의사항
별도의 원서교부 및 방문접수는 없으며, 모집요강은 본교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조
회하거나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원서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의 접수에 의해 발생하는 모
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인터넷으로 입력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입력오류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가 오기 또는 변경
되어 연락이 두절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
으니 기재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팀으로 변경사항을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일 경우 모든 전적대학 및 성적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학원서의 사진은 인터넷 접수 시 안내하는 정해진 규격의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나 상반신이 보이는 증명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학 3학점 선수과목 판단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는 수강한 과목의 강의계획서와 “수학 선
수과목 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수학선수과목 확인신청 기간 내에 E-mail로 문의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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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유의사항
고 이에 대한 인정여부의 회신은 2016. 11. 11(금)까지 개별 E-mail로 회신 합니다. 이때 회
신 받은 선수과목 인정확인 E-mail을 출력하여 서류제출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형료 결제 후에 수험번호가 부여되어 수험표출력이 가능하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원서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입력)해야
합니다.
수험표 재출력은 원서접수대행사 홈페이지 및 본교 입학종합정보 지원자통합서비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2단계고사 기초학력평가 및 인성면접 응시자는 수험표를 출력하여 신분
증과 함께 고사 당일에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 모집요강에 공지한 “전형료 환불” 사유로 인한 건은 예외로 합니다.
II

서류제출 유의사항
모든 제출 서류의 우측하단에 반드시 본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증명서 등 여러 장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직접 방문접수를 통한 원본대조필 서류도 인정하나, 최종등록(입학)을 완
료한 후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원서의 기재사항도 변경 및 취소 할 수 없습니
다. 합격자에 대해서 제출 서류의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한 내 서류미제출자 또는 2단계고사(기초학력평가 및 인성면접) 미응시자는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단계 합격자 중 수학선수과목 이수중인 자 및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기초학력
평가 및 인성면접 고사“ 당일에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서류 미비자로 분류하여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적대학
학사일정으로 인해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고사 당일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기초학력평가 및 인성면접 고사“ 유의사항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최종합격자 중 TOEFL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2017년 1월 말까지 ERICA캠퍼스 입학팀에
ETS사로부터 직접 공식성적표가 도착하도록 Score Reporting을 신청해야 합니다. ETS사
로부터 직접 공식성적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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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유의사항
∎ 성적표 발송 요청 시 수신기관 코드 및 주소
[ETS사(www.ets.org)에 Score Reporting을 신청]
° Name of Institution : Admissions Team Hanyang Univ. ERICA Campus
° Institution Code : 7339

° Department Code : 00

° Address : Admissions Team, Hanyang University ERICA Campus, 55
Hanyangdaehak-ro,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15588, Korea
II

전형 및 등록 관련 유의사항
본교에 합격 또는 추가 합격되었을 때는 지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또
한,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
동으로 등록포기 신청이 됩니다.
합격여부는 본교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goerica.hanyang.ac.kr) “지원자통합서비스”
를 통해 조회가능하며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합격여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약학대학 입시전형과 관련하여 실시된 평가내용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에 안내된 입실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고사대기장소에 입실하지 않으면
결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고사 응시 중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
여야 하며, 전자 및 통신기기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II

입학상담 및 문의
입학팀 : 1577 – 2876
약학대학 : 031 – 400 – 5793, 5794
학생지원팀 [장학 관련 문의] : 031 – 400 – 4308, 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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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방법 및 전형료
II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일시 : 2016. 11. 16(수) 09:00 ~ 11. 18(금) 17:00까지
방법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클릭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의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
감일을 피하여 미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장애 발생 시 문의처
입학팀 : 1577 – 2876

II

전형료
전형료 :

150,000원

1단계 불합격자 환불금액 : 50,000원(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기재한 통장계좌로 입금처리)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가 부담합니다.

II

전형료 환불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고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통하여 사실을 입증
해야 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형료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수수료 제외)
부득이한 사유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입학전형료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타대학교 입학전형과의 시간중복으로 인한 고사 미응시 또는 지각, 입시일시 착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고사 미응시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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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신청 안내
II

신청방법
본교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http://goerica.hanyang.ac.kr) “지원자통합서비스” 에

접속

하여 신청
II

구분
등록포기 : 합격자로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로 합격자 발표 후부터 등록기간 내 신청
환불신청 : 등록자로서 등록금 환불을 원하는 자로 등록금 납부일 익일부터 지정기한
까지 가능

II

신청기한
등록금 환불신청은 2017년 2월 13일(월) 20:00까지 완료해야 함

II

신청절차
1단계인증(로그인)
수험번호, 생년월일
2단계인증
학생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메뉴선택
등록포기/등록금환불
신청

신청의사 재확인

신청사항 입력

신청확인서 출력

신청버튼 클릭

로그아웃

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잘 보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로그아웃 할 것
환불은 은행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최대 3시간 정도 소요됨.

단, 평일 오후

4시 이후 접수된 것은 다음날 오전에 처리되며,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접수된 것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환불 처리됨
환불이 완료되면 '환불처리상태'가 ‘환불신청’에서 ‘환불완료’로 바뀌어 있음

- 6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

분

모집인원

비고

일 반 전 형

30명

정원 내

특 별 전 형 [농어촌지역출신자]

2명

정원 외

정시‘가’군

합

계

32명

지원자격
II

일반전형 (정원 내)
다음 조건 (1-5)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가-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교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예정)자로서 60학점 이
상 취득(예정)한 자
출신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이상 수료기준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
며 1년 2학기제 기준임. 계절 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서류제출기간 전까
지 수료한 계절학기 학점은 인정됨.
외국대학의 경우 본 대학의 별도 심사에 따르며, 2학년 이상 수학하고 졸업학점의
1/2이상 수료자 (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의 경우 4학기(2학년) 이상 수학하고 졸업학
점의 2/3 이상 수료자)
나) 국내외 정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8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전적대학에서의 전공은 제한하지 않으나 전적대학(본교 포함) 학칙에 의거,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2017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이하 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3. 영어능력인증시험 (TOEFL iBT, TOEIC, TEPS)에 응시하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인어
학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자 (2015. 3. 1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한함). 단,
TOEIC은 국내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 제출자만 지원 자격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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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4. 선수과목으로 대학과정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과정에서 수학 3학점 이상을 이
수한 자
수학 선수과목 인정 과목
수학, {일반, 공업, 공학, 대학}수학, 미적분(학), 수학 및 연습, {일반, 공학, 대학, 고급,
화학}수학 및 연습, {생명과학, 인문사회계, 경영}을 위한 수학, 미분적분학과벡터해석,
미적분학과 행렬 및 연습, 수학과 기하학, 수의 기초와 응용수학, 다변수미적분학 및
연습, Elementary Calculus
수학 선수과목 불인정 과목
(일반)통계(학) {및 실습, 및 연습}, 확률 및 통계,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인정과목명 앞에 일반, 기초, 고급, 응용이 있거나 과목명 뒤에 이해, ~학(공학), 특강
(특론), 연습, 입문, 아라비아 숫자가 포함된 경우는 예시된 과목으로 인정
외국대학의 경우 인정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과목은 같은 과목으로 인정 (“General
Mathematics”는 ”일반수학“과목으로 인정)
5. 약사법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II

농어촌지역출신 특별전형 (정원외)
1.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면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 하는 자
구분

자격요건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6년 과정
이수자

- 중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
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부·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
지역
초․중․고
12년 과정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
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본인이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읍·면) 또는 도
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

2. 농어촌(읍·면) 및 도서·벽지 지역 근거 : 지방자치법 제3조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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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3. 제외 대상자 :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4. 행정구역 적용범위 :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
학교(또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재학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5. 위장전입 등 지원 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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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II

일반전형
1. 대학교 2년(4학기) 이상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예정)증명서]
편입학하여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일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수료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
전적대학 사정으로 수료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재학·제적·휴학증명서로 제출 가능
하나 2학년 수료 사실(수료예정일, 수료학점, 졸업학점)이 기록(해당 학교 증명서 담당
자의 수기 기록 가능하며 담당자 성명, 연락처 및 날인 필수) 되어있어야 함
학점은행제 등으로 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학사(혹은
전문학사) 학위수여증명서(혹은 예정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80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증명서 1부 제출
2. 최종 학기 성적증명서
2017년 2월 수료예정자는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성적증
명서 제출
편입학한 자는 편입 전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
3. 공인영어(TOEFL iBT, TOEIC, TEPS)성적표 또는 기타 영어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격
및 성적표
2015. 3. 1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
공인영어성적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성적표 제출이 가능해야 함
TOEIC은 국내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특별시험 및 국외에서 취득한 성
적은 인정 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5. 기타 본인의 연구실적물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선택)
6. 수학 선수과목 관련 자료 (해당자에 한함)
사전에 본교에 수학 선수과목 인정여부를 신청한 자의 경우, 본교에서 회신한 수학
선수과목 인정 확인 메일을 출력하여 제출
원서접수 현재 수학 선수과목을 수강 중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강
신청내역 화면 인터넷 출력본이나 수강확인서)를 제출(해당 선수과목에 형광펜 표시)
7.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외국대학 출신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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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외국대학 출신자
수료(예정)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출신대학의 재학증명서와 2학년 수료기준이 명
시 된 규정(인터넷 출력물 가능)을 제출
증명서 하단에 출신대학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를 기재
해야 함
국문 및 영어 이외 다른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원본과 함
께 제출
수료(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수료예정자 및 선수과목 이수예정자 중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고사(기초학력평
가 및 인성면접) 당일에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II

농어촌지역출신 특별전형(정원외)
1. 공통제출서류 : 일반전형 제출서류 전체
2. 추가서류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된 것
구

분

제 출 서 류
∎ 본인, 부, 모 주민등록초본 각 1부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6년 과정 이수자

(주소변경 내역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중학교 학생부 1부
∎ 고등학교 학생부 1부
(학생부에는 해당기관의 직인과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이수자

(주소변경 내역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초등학교 학생부 1부
∎ 중학교 학생부 1부
∎ 고등학교 학생부 1부
(학생부에는 해당기관의 직인과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3. 6년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재혼/사망 등의 경우 기본증명서(본인 기준), 혼인관계 증
명서(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를 추가 제출 (추후 추가 서류제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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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II

제출방법
<우편번호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입학팀 (제1과학기술관 1층)

등기우편 : 2016. 11. 21(월) 소인분까지
(원서접수 완료 후 출력되는 발송용 봉투표지를 우편봉투 겉면에 부착: 우편요금 무료)
직접방문 : 2016. 11. 21(월) 17:00까지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2번 출구에서 무료 셔틀버스 이용)
주소 오기재 및 우편배달사고 등 기타사유로 서류제출 마감일내<【직접방문】2016. 11.
21(월) 17:00>에 도착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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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II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일반·특별전형 동일]
2017학년도

선발구분

II

서류평가

공인영어

PEET

전형총점

1단계

200점

100점

500점

800점

2단계

800점 (1단계 성적의 합) + 면접 200점

1,000점

평가방법
1.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기타 본인의 연구실적물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2. 공인영어 성적 반영방법

평가점수

100

98

96

94

90

85

80

TOEIC

950
이상

900
이상

850
이상

800
이상

700
이상

650
이상

650
미만

TEPS

901
이상

828
이상

762
이상

713
이상

572
이상

520
이상

520
미만

TOEFL-iBT

109
이상

103
이상

96
이상

88
이상

71
이상

65
이상

65
미만

공인영어
(100점)

3.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성적 반영방법
전 영역의 취득 표준점수를 반영
영역

생물추론

반영비율

35%

화 학 추 론
일반화학
유기화학
25%

물리추론

20%

20%

4. 면접평가
1단계 선발 인원을 대상으로 기초학력평가 및 인성면접 실시 후 1단계 점수(800점
만점)와 2단계 면접점수(200점 만점)를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최종선발
- 13 -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사전 문제풀이 12분
인성면접을 포함한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질의 12분
기초학력평가는 생물 및 화학 각 1문항씩 PEET 범위 내에서 출제
인성평가점수가 Fail인 경우에는 합격선발 대상에서 제외 됨
고사장 배정 및 유의사항은 2016. 12. 29(목) 이후 공지

II

선발방법 및 동점자 처리 기준
1단계 선발 : 전형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일정배수를 선발
최종선발 :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를 거쳐 전형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발표
(단, 2단계 서류 미제출자는 합격선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추가합격자 선발 :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시, 모집단위내의 예비합격 후보자 중에
서 전형 총점 순으로 교육 및 수업환경, 학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충원
동점자 처리기준
1) PEET 성적 우위자
2) 면접 성적 우위자

II

약학대학 학생 선발 공정성 확보 방안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에는 부모 ·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서류평가 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함
지원자격 미달자 또는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기재하였거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자, 대리 시험 등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는 위 사실이 합격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더라도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취소 또는 입학취소가 된 자에게는 향후 본교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편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정
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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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등록
II

최초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1단계 합격자 발표
2016. 12. 29(목), 본교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 “지원자통합서비스”에서 조회
2. 최초합격자 발표
2017. 1. 16(월), 본교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 “지원자통합서비스”에서 조회
3. 등록
등록기간 : 2017. 1. 24(화) ~ 1. 26(목) 은행 창구 마감시간까지
등록장소 : 신한은행 전국지점
등록금 고지서 : 등록금 납부기간에 본교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 “지원자통합서비스”
에서 직접 출력하여 납부하여야 함

II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발표
발표일자 : 2017. 1. 27(금) ~ 2. 13(월) 21시까지 (결원발생 시)
추가합격 발표의 경우 본교에서 유선을 통해 개별 통보
2. 등록
등록기간 : 개별적으로 등록일자 지정 통지
등록장소 : 신한은행 전국지점
등록금 고지서 : 개별 통보된 지정기간 내에 본교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 “지원자통
합서비스”에서 직접 출력하여 납부하여야 함

II

유의사항
전액장학생도 반드시 등록금고지서(‘0’원)를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은행에서 등록을
필하여야 함
미등록 충원 시에는 본교에서 전화로 개별 통보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추가합격에
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 (전화번호 및 휴대
폰 번호 등)의 오류로 인하여 합격통보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 미등록 충원대상
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교는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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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장학종류

약학차세대
등록금100%감면
성 리더장학
(입학금 제외)
(A)
적
장
학 약학차세대
등록금50%감면
금 리더장학
(입학금 제외)
(B)
사랑의실천
일
반
장
학

실용인재

한양
형제자매

수혜기간
유지조건

인원

선발기준

입학시 1회

3명

일반전형 성적우수자

(입학 이후에는
4년 동안 매학기
학과성적에 따라
대상자 변동 됨)

7명

일반전형 성적우수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자

-

소득분위별로 각 단과대학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발
함

-

서울/ERICA캠퍼스 학부에
형제, 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중인 합격자

장학금

입학금 등록금
100%감면

4년, 매학기신청
학점 2.0이상

등록금 일부

매학기 신청
학점 2.0이상

등록금 50%

입학학년도
1학기(1회)

성적장학 수혜인원 : 총 10명
약학차세대리더 장학생(10명)의 경우 4년 동안 매학기 학과성적(입학전형 구분 없음)에
따라 수혜대상자는 변동될 수 있음

기숙사 안내
기숙사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입사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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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종류
-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가 연락처, 학
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대학명,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PEET성적 추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모집 지원횟수 검색 및 통보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원서접수 대행업체

기타
성적처리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대입 원서접수 대행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제공하는

제공받는 자의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교알리미에

지원자 출신 대학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 동의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도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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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입학전형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 합격자에 대해서 제출 서류의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
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제공하는

제공받는 자의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제출서류 진위여부

인적사항,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조회

제출서류 내용

달성시까지

제출서류 발급 기관

제출서류 진위여부 조회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기타

□ 동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진위여부 조회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동일 모집군에서는 1개교에만 지원 가능하며 복수 지원 시에는 모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약대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
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 대입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자가 동일한 모집군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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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수학 선수과목 확인 신청서

수학 선수과목 확인 신청서
모집 전형

성

일반전형(

)

특별전형(

)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신청 교과목명

강의개설년도/학기

개설학교

학

과

강의 및 실습시간 수
주 (

)시간 / (

학 점 수

담당교수

취득 성적

취득당시 학년

)주

교과목개요

기타

2016년

월

일

확인자 :

대학교

대학 학과장 :

(인)

신청자 :

(인)

한양대학교 총장 귀하
※ 확인방법 : 해당대학 지도교수, 주임교수, 학과장 중 1명의 날인
(날인은 도장으로만 가능, 서명 불가)
※ 수학 선수과목 확인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제출

※ 이 양식의 파일은 본교 입학종합정보홈페이지(입학상담-서류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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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 지원자 기재사항
성

명

전 형 명
주

소

생년월일
일반전형 (

)

특별전형 (

)

* 외국대학출신자는 이곳에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주소를 기재하시오

1. 지원동기(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로 작성)
25

100

200

300

400

500

2. 약학사로서의 장래 목표 및 계획
(향후 10여 년간의 구체적인 활동/발전계획 및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띄어쓰기 포함 1000자이내로 작성)
25

100

수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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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양식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25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수험번호 :

성명 :

※ 이 양식의 파일은 본교 입학종합정보홈페이지(입학상담-서류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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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캠퍼스 안내도 및 교통편
▣ 교통편
• 캠퍼스 내 운행버스
10, 20, 3100, 3101 ERICA캠퍼스 하차
• 지하철 이용하여 오시는 경우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에서 하차하여 한양대 무료셔틀버스 이용 (10~15분 간격 운행)
•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IC 이용
(매송IC -> ERICA캠퍼스 7Km, 10분 소요)
• 서울 강남, 판교에서 오시는 경우
과천-의왕-봉담간 고속화도로(서수원 IC) → 수인 산업도로(42번) 안산방면 →
북고개 삼거리 이용 (서수원IC -> ERICA캠퍼스, 12Km, 20분소요)
• 서울 서부(광명역 등)에서 오시는 경우
목감IC → 목감 사거리 → 수인 산업도로(42번) 이용
(목감IC -> ERICA캠퍼스, 15Km, 30분소요)
• 김포공항에서 오시는 경우
안산 종합여객 자동차 터미널 행 공항버스, 15~30분 간격 운행 , 1시간 30분소요)
• 안산종합여객 자동차 터미널 – ERICA캠퍼스 (택시 기준 10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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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캠퍼스 안내도 및 교통편
▣ 캠퍼스 안내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본관 Administration Building
제1과학기술관 Sciences and Technology Building
제1학술관 Educational Building I
실용영어교육관 PEEC (Practical English Education
Committee)
제1공학관 Engineering Building I
제2공학관 Engineering Building Ⅱ
국제문화관 International Culture Building
ERICA 학술정보관 ERICA Academic Information Center
and Library
학생복지관 Student Welfare Building
인재1관 Student Residence Hall I
체육관(생활체육대학) Gymnasium
디자인연구관 Design Research Hall
경상관 College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인재2관 Student Residence Hall Ⅱ
컨퍼런스 홀 Paiknam Academy House (Conference
Hall)
디자인문화관 Design Culture Hall
사회교육관 Continuing Education Center
학군단 R.O.T.C.
초대형구조실험동 Structural Experiment Laboratory
학생회관 Student Union
제3공학관 Engineering BuildingⅢ
제4공학관 Engineering Building Ⅳ(Ansan Techno
Park)
디자인교육관 Design Education Hall
인재3관 Student Residence HallⅢ
제2과학기술관 Sciences and Technology BuildingⅡ
건축디자인관 Architectural Design Hall
창업보육센터 Hanyang Business Incubator

28 언론정보관 College of Communication and Social
Sciences
32 포장가속실험동 Hanyang Accelerated Pavement
Testing Building
33 수리실험동 Hydraulics Lab
34 골프연습장 Golf Driving Range
37 창의관 Student Residence Hall Ⅳ
38 부품소재관(제5공학관) Engineering BuildingⅤ
39 퓨전전기기술응용연구센터 Applied Research Center
for Electro-Fusion Technology(EFT Center)
40 풍환경실험관 Environment Experiment
41 공장형실험동 ERICA Research Center
42 약학대학 College of Pharmacy
45 실용음악관 Applied Music Building
48 학연산클러스터지원센터 ERICA Center
49 게스트하우스 Hanyang Guest House
62 테니스장 Tennis Courts
70 자연사유물전시관 Natural Sciences Museum
77 버스승강장 및 휴게실 Bus Stop and Student Lounge
501 노천극장 Amphitheater
502 Lions’ Lake
800 대운동장 Stadium
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B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C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산연구센터 Korea Testing
laboratory
D 경기테크노파크 Gyeonggi Techno Park
E LG이노텍 안산 R&D캠퍼스 LG Innotek
F 정문 Front Gate(AGORA)
G 서문 West Gate
H 주차장 Parking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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