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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록금 납부는 입학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개인적 사유, 은행마감 시간 등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납부기간 및 유
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정시 합격생 공통

등록금 납부기간 2022.02.09.(수) 09:00 ~ 02.11.(금) 16:00까지

등록금 납부방법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되는 본인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1. 한양대학교 ERICA 입학처 홈페이지 – [지원자통합서비스 로그인] - ‘합격여부/등록(금)

확인 및 고지서(납부확인증) 출력’ 메뉴에서 출력 후 신한은행에 납부.

2.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납부 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납부 가능.

(등록 개시일 9시부터 23시 30분까지 입금 가능. 다만, 등록 마감일은 16:00까지)

3. 신한은행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서도 무통장 입금(타행환 입금) 처리 방식으로 등록 가

능하나 별도의 타행송금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증권사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는 불가능). 다만, 전액장학생(납부금액 ‘0’원)은 6. 전액장학대상자 등록방법 참조하

여 등록

4.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입금계좌는 학생 1인당 부여되는 고유계좌번

호로 입금자본인이 아니어도 해당 학생의 등록금으로 인식함.

다만, 입금 시 해당 가상계좌에 대한 예금주명이 “한양대+학생이름”(표시 예 : 한양대홍

길동)으로 표시되므로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 要.

5. 등록금 납부 확인 : [지원자통합서비스] 또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6. 전액장학대상자(납부금액 ‘0’원)의 경우 지원자통합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합격여부/등

록(금)확인 및 고지서(납부확인증) 출력」 메뉴에서 고지서 확인 후 [전액감면 대상자]를 

클릭하여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입력하면 자동 등록 처리 (등록을 원치 않

으면 「등록포기/등록금환불 신청」 메뉴에서 등록포기 신청 요망)

7. 보훈장학대상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

여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은 ’교육보호대

상자증명서‘를 <교내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ERICA캠퍼스 학생지원팀에 반드시 제출하

고 6. 전액장학대상자 등록방법 참조하여 등록

8. 한양형제자매장학대상자(동시입학자 및 편입생 제외)는 ‘합격증 및 형제자매의 재학(또

는 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내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ERICA캠퍼스 학생지원

팀에 반드시 제출하고 장학내역이 기재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신

한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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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일정

※ 입학식 이전에 군입대하는 학생은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COVID-19의 영향으로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일시 2022.02.23.(수) 10:00 ~ (예정, 변경가능)

장소 비대면 행사 진행 예정(Youtube 등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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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재원 입사 
1. 개요 

Ÿ 한양대학교 ERICA 창의인재원은 현재 2,74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창의관으로 입사하며, 1,000명(남 550명, 여 450명)을 선발합니다.

Ÿ 개인마다 책상, 책꽂이, 옷장, 침대 무선인터넷 WiFi(공유기)는 기본이고 RC맘대로

Zone(Open Space), RC 지혜로운Zone(독서실, 스터디룸), RC신나는·재밌는 Activity 

Room(탁구,다트장), RC즐거운 Activity Room(악기연습실, 노래연습실), RC Noriter(다

목적 휴게공간), 카페테리아(식당, 분식집, 치킨집, 까페), 편의점, 문구점, 체력단련실, 

샤워실, 세면장, 세탁실, 미용실, 공동조리실, 학생 상담실(창人마음터) 등 복지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2. 입사신청 절차 

모집요강 
확인

→
인터넷 

입사신청
(필수)

→

우선입사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간내)

→
합격자 
발표 
확인

→

합격자
생활관비

납부
(필수)

→
호실 배정 

신청

 

※ 모집요강은 창의인재원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 바람(hydorm.hanyang.ac.kr)

3. 입사자격 및 선발 기준

4. 모집인원
* 관리비는 매학기 다르며, 창의인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필수. 기재된 생활관비는 2022-1학기 관리비 기준

§ 입사기간 선택 

  - [생활관 입사신청]시 입사신청자가 [학기] or [학기+방학] 중 직접 선택

  - 입사기간에 따라 생활관비가 다르며, 신청 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여야 함 

구분 입사자격

학적
§ ERICA캠퍼스 소속 재학생 (신청학기 신입생 포함) (휴학예정자 제외)

§ 정규학기 등록자 (수료생 제외)

선발

기준

§ 우선선발: 장애인(중증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 기숙사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필수 제출 (FAX: 031-400-4373 또는 창의관 2층 행정팀 방문)

§ 기숙사 선발총점 순 [거리점수 + 성적점수 + 상벌점]

 * 기숙사 주소이전 시행 (주소이전 불가 학생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창의인재원 홈페이지 참조 (http://hydorm.hanyang.ac.kr)

생활관명

(성별)

모집

인원

학기 

(117일)

학기+방학

(177일)
호실 타입

호실 개인 비품 

및 시설
문의전화

창의관

남 550

1,158,000 1,752,000

2인실 싱글침대, 옷장,

수납장, 책상, 의자, 책꽂이, 

에어컨,

화장실 겸 샤워실

031-400-4379

여 450 2인실 031-400-4378

http://www.hydorm.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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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발 시기

※ 입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창의인재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 바람

6. 입사 및 퇴사 절차
[입사절차]                                    [퇴사절차]

행정팀에 
입사신고

→ 서류 제출 →
유의사항 

수령
→ 입실

     

본인방 
정리 및 짐 
정리 완료

→
행정팀에 
퇴사신고

→ 호실점검 → 퇴실

입사신고시

제출서류

가. 입사원서 (출력 후 입사일에 창의관 행정팀 제출)

나. 흉부 X선 검사(폐결핵) 확인서 / 

   결핵검진확인서는 매 학기 입사일 기준 1달 전 촬영분에 한해 인정함

  * 미제출시 창의인재원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제 출 일 : 해당 학기 입사 신고 시 제출

§ 제출장소 : 창의관 2층 행정팀
  

*입·퇴사 신고하지 않을시 벌점 3점 부과 됩니다.

7. 호실 확보 현황

§ 생활관비에 식비는 포함되지 않음. 식권은 입사자가 식당에서 별도 구입하여야 함 

  - 2021-2학기 기준 : 식권발매기 3,500원

구 분 1학기 입사 여름방학 입사 2학기 입사 겨울방학 입사

신청 기간
 수시: 12월 중순 ~

 정시: 1월 중순
5월 중순 ~ 6월 말 ~ 11월 중순 ~

합격 및 납부기간
 수시: 1월 초

 정시: 2월 초
6월 초 8월 중순 12월 초

구분 2021학년도

비고직영 / 
공공

건물 호실유형
운영 인원

총인원 남 여

직영

창의관

1인실 36 18 18 원룸형

2인실 1,384 692 692 원룸형

장애인실 16 8 8 원룸형

인재관
1인실 14 14   0 원룸형

2인실 504 504   0 공용 화장실, 세면장

공공 행복관
2인실 784 380 404 원룸형

장애인실 4 2 2 원룸형

합 계 2,742 1,618 1,124



- 7 -

8. 기타  
    • 호실 반입 금지 품목 

      - 전열/전자기기 : 전기장판, 다리미, 찜질팩(치료목적으로 진단서 제출 시 가능), 전기포트,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냉장고 51L 이상, 취사도구 등

     - 인화물질 : 향초, 양초, 라이터, 휴대용 가스버너 등

     - 주류 : 소주, 맥주 등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포함

     - 기타 : 애완동물

    

    • 상벌점 제도 운영 

     - 상점 : 봉사활동, 호실 청소 양호, 화재대피훈련, 수시로 공지되는 교육 참가 등으로  

              상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점 : 금지물품 반입 및 사용, 외부인 출입, 호실 청소불량, 소음 유발 등으로 벌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원생은 퇴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무인 택배함 운영 : 개인 정보 보호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무인 택배함을 운영 중이며,   

                          원생들의 공동 편의를 위해 보관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창의인재원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수학하는 창의인재원에 입사한 학  

      생을 위해 매년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맑은누리 생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행복관에서는 소외계층(장애인,저소득층)학생을 위해 매학기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기숙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 문의 
- 홈페이지 : http://hydorm.hanyang.ac.kr             - 전화번호 : 031-400-4374~9

- Fax : 031-400-4373                              - 위치 : 창의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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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College센터
● Residential College센터란?
 Residential College센터(RC센터)는 기숙사(창의인재원)를 단순 주거 공간만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대학생다운 지적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생활 교육과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융합 교육의 장을 제공합니다. 학업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 함양, 소통 능력 강화, 인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삶과 배움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총 4가지 영역인 공통필수, 공통선택, 개인선택, 자율선택 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되
는 Leadership House와 ERICA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Honor House(Honor 인증 프로그
램), 마지막으로 교내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필수 졸업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Global 
Hous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Leadership House

◯ 리더십하우스 멘토/멘티 선발

1. 신청 대상
  - 창의인재원 (인재관, 창의관, 행복관)거주자/신청자 중 학부 소속 1~2학년 재학생(신입생 
포함)

2. 선발 절차
  - 멘토/멘티 참가 신청서 작성 → 개별 지원 → 서류 전형 → 합격자 발표

3. 신청 방법
  - Residential College센터 홈페이지(https://ericarc.hanyang.ac.kr/) 공지사항 참조(1~2월
/7~8월 예정)
 
◯ 리더십하우스 참여 멘토/멘티 지원 내용

1. 창의인재원 입사
  - 리더십하우스 합격자 창의관 배정 지원

2. 활동 수료 시 포인트 별 장학금 차등 지급
  - 135,000원~200,000원 / 인, 학기당 지급

구  분 내   용 학기별

공통필수

리더십 특강 명사 초청 강연 6회

기타 특강 사회봉사, MBTI, 진로 및 취업 특강 외 4회

RC체육대회 심신 건강 및 공동체 의식 함양 1회

RC 학술제 
& High Table Dinner

한 학기 전체 활동 결과 보고 
및 공동체의 소통과 융합

1회

공통선택 전인교육 및 창의교육
RC도우미 활동 상시

멘토 주관 활동 9회

개인선택
토론 활동 다양한 주제의 토론 활동 4회

개인 Activity 리더십하우스 內 동아리 활동 자율

자율선택
언어카페(영어, 중국어) 원어민 회화 8~9회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일회성 Activity(문화 탐방, 현장 체험 등) 상시인성 및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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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nor House(Honor 인증 프로그램)

Honor 인증 프로그램은 ERICA캠퍼스의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실용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Honor 인증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년과 전공의 학생들
이 상호 교류를 통해 통섭형 인재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자기 주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자
기 계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Honor 인증 과정생은 한양대학교
의 리더십 증진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특화된 교육을 받으며 학교를 대표하는 인
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 Honor 인증 과정생 선발

1. 지원 요건
  - 단과대학별 직전학기 성적 3.75이상이며 프로그램 수행 의지가 강한 자

2. 선발 절차
  - 신청 기간 확인 후 → 개별 지원 → 서류 전형 → 합격

3. 지원 방법
  - 일정 : Residential College센터 홈페이지(https://ericarc.hanyang.ac.kr/) 공지사항 참조
  - 방법 : 한양대학교 포털사이트(http://portal.hanyang.ac.kr)의 
          [교육인증]-[HONOR인증]-[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지원
 

◯ Honor 인증 프로그램 학기 수료 및 졸업 인증 기준

1. 교육 과정 이수 : 한양대학교 교육 목표 인재상 충족
  - 교양인: 교내외 특강 2회/워크숍 2회 참석
  - 전문인: 성적 변동 시 차등 점수 부여/학과별 상위 10%이내
  - 실용인: 자기 주도 프로그램 기획/진행/결과 보고, 교내외 활동 (공모전/인턴/대회 참석)
  - 세계인: 공인 영어 성적 (단과대학 학년별 기준 점수 충족)/영어 글쓰기 기준 점수 충족
  - 봉사인: 교내외 국내/해외 봉사 활동 참가 (의무 시수 10시간 이상) 

2. 학기 수료 및 포상
  - 해당 학기 평가 점수의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 학기 수료 가능
  - 상위 입상자에게 시상금 전달 (개별 공지하며 매년 3월, 9월에 시상식 개최)

3. 졸업 시 Honor 인증서 발급 조건
  - 재학 기간 공인 영어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 취득
  - Honor인증 프로그램 3개 학기 이상 수료 
  - 전 학년 누적 평점이 4.00 이상 (4.5 만점)



- 10 -

3. Global House
Global House에서는 ERICA 유학생의 소속감을 높이고, 교내 내국인 학생들과의 교류 뿐 아
니라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자녀들 교육 및 보살핌과 같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제공함으로
써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외국인 학부생
의 졸업필수학점인 ‘사회봉사 1학점’ 취득을 지원함.

○프로그램 내용

● 문의

- 전화번호: 031-400-4376
- 위치: 창의인재원 교육관 1층 RC운영실

순 

번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대상 해당학기 ERICA 창의인재원 거주 외국인 학부생

2 최대인원 00명

3 혜 택 봉사활동 30시간 완료시 사회봉사 1학점 부과

4 프로그램 내용

교내

- 국내 학부생들과 모국어로 프리토킹 언어카페 활동

- 외국인 학부 후배들과 멘토링(학교 생활, 전공 학습 

등)

교외
“안산 다문화 작은도서관”내 동화책 읽어주기, 외국인

어린이들과 소통하기 등

5 기대 효과

교내

- 외국인학부생의 졸업필수학점 취득 지원

- 한양대학교 ERICA 소속감 증대로 이탈율 감소

- RC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교류 및 

유대감 강화

교외

- 안산지역 외국인 자녀들의 한국 내 적응력 향상

- 안산 거주 외국인 어린이들의 한국어 및 자국어 

교육 지원

- 한양대학교 ERICA 홍보

-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한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이해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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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교과서 구입 안내
● 구입 방식

- 기존 ‘교과서대금 납부 후 택배수령’ 방식에서 ‘직접 자율 구입’ 방식으로 변경

- 교내서점(대학서적) 또는 기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책만 직접 구입

● 구입 대상 도서

- ‘신입생 교과서’란? :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중 사용할 기초필수과목 교재

  (입학 후 개인별로 수강 신청할 교양과목 등의 교재는 ‘신입생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음)

- <아카데믹 글쓰기>, <IC-PBL을 위한 일반물리학실험>, <IC-PBL을 위한 일반화학실험>, <일반생물

학실험 (2판)> 등 학과별로 1~3권

- 구입할 도서는 해당 학과별로 상이하니 입학 이후 커리큘럼 및 수강신청 상황에 따라 교재 확인 

후 구매 요망

● 도서 상세 정보 (출판사명 : 한양대학교 출판부)

도서명 강의명 저자명 정가

아카데믹 글쓰기 아카데믹 글쓰기
한양대학교 

ERICA 국어교육위원회
22,000원

IC-PBL을 위한

일반물리학실험
일반물리학실험 1 정희준 18,000원

IC-PBL을 위한

일반화학실험
일반화학실험 1 박경호

18,000원

(미정)

일반생물학실험 (2판) 일반생물학실험 1
한양대학교 

분자생명과학과
12,000원

● 구입처

- 오프라인 구입 (5% 할인) : ERICA 캠퍼스 교내서점 (대학서적) 

                           031-400-4536 / 복지관(건물번호 102) 2층

- 온라인 구입 (할인 없음) :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등 시중 서점 이용

● 2022학년도 학과별 신입생 기초필수과목 교재 안내 (아래 링크 및 우측 QR 코드 참조)

- https://url.kr/ktcKCo

https://url.kr/ktc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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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단과대학 전화번호 안내

일시
1. 신청기간 : 2022.2.24.(목) 11:00 ~ 24:00

2. 개강 후 정정기간 : 2022.3.7.(월) 17:00 ~ 3.8.(화) 24:00

방법

한양대학교 홈페이지(www.hanyang.ac.kr) 하단의 사이트 바로가기 선

택 → 수강신청시스템(수강편람) 선택 → 팝업창에서 우측 상단 로그

인 후 본인이 희망하는 수강과목 신청(필수과목을 우선적으로 수강할 

것, 강좌별 인원제한으로 인기강좌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주의사항
입학 후 소속대학에서 진행하는 수강신청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에 참

석하여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단과대학 전화번호

공학대학 031) 400-5115
소프트웨어융합대학 031) 400-1004
약학대학 031) 400-5793
과학기술융합대학 031) 400-5456
국제문화대학 031) 400-5310
언론정보대학 031) 400-5395
경상대학 031) 400-5620
디자인대학 031) 400-5686
예체능대학 031) 40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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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교과목 
[IC-PBL과 비전설계]

● 과목소개

‘IC-PBL과 비전설계(VCC1001)’ 교과목은 신입생이 자기 이해와 함께 대학 생활에의 적응과 
전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비전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제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인 IC-PBL(Industry-Coupled Problem-Based Learning)을 활용하
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교과목입니다.

● 교육목표

1. 고등학교 4학년이 아닌 대학교 1학년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
2. 대학생활의 주체로서 ‘나에 대한 이해’
3. 한양대학교 ERICA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이해’
4. 한양대학교 ERICA 학생으로서 ‘ERICA IC-PBL 수업 방식에 대한 이해’
5. 성공적 학습 준비를 위한 ‘주도적 학습역량 배양 및 학습전략 개발’

● 수업 개요

● 문의

- 이메일 : leej222@hanyang.ac.kr (이은지)
- 전화번호 : 031-400-4898

구분 내용 비고

수강 신청
2022-1학기 수강 신청 시

소속 학과 교수님이 개설한 [IC-PBL과 비전설계] 신청
수강 신청 기간

수업 일시

수업 장소
- 담당 교수 자율적으로 운영

담당 교수 결정수업 내용

- 담당 교수 상담, 동영상 시청, 교내 프로그램 참여, 조별 

  활동 및 발표, 평가 등으로 구성

- 담당 교수의 수업 계획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음

수업 

진행방법

- 온라인에서 학생 개인별로 동영상 시청 후 오프라인 
  개별·조별학습 진행
- 담당 교수는 Facilitator 역할 수행

- 담당 교수의 수업 계획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음

성적 평가 - 출석, 과제, 학습태도 등으로 1학점 P/F 평가 졸업 필수 조건

만족도 조사
강의평가 기간에 [IC-PBL과 비전설계]의 만족도 설문조사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개선 사항으로 활용 예정
IC-PBL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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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영어교과목]
● 교과목 안내
   영어교육위원회에서는 2학년에 수강해야 하는 교양필수
   영어 교과목 두 과목을 아래와 같이 (계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단계 과목명 내용 비고

전문 학술영어 기본
학술영어 1 : 통합

(2학점-2시간)

본 교과목은 각 대학 계열(이공·자
연계 1권, 인문·예체능계 1권)과 학
과 특성에 맞게 진행되는 전공 학
술 영어로서 「학술영어2:글쓰기」
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학습한다. 
전공 학문뿐만 아니라 전공 외 교
과와 미래 직업 관련 내용에 관한 
읽기와 발표, 토론을 통한 말하기 
능력을 함양하고 통합 교육을 목
표로 한다.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선택하는 학과에
한하여 2-1학기에 
전체학과가 공통으로
수강

전문 학술영어 심화
학술영어 2 : 글쓰기

(2학점-2시간)

본 교과목은 「학술영어1:통합」을 
통해 읽기와 말하기의 기초 실력
을 갖춘 학생들의 학술영어 글쓰
기이다. 전공 학문뿐만 아니라 전
공 외 교과와 미래 직업 관련 내
용에 관한 논리적 사고, 글쓰기, 
교정 과정을 통해 학술적, 비즈니
스, 디지털 글쓰기 능력 향상을 목
표로 한다.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선택하는 학과에
한하여 2-2학기에 
전체학과가 공통으로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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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Writing Center 
[English Clinic]
● English Clinic이란?
 
English Clinic은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영어교육위원회에서 2009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ERICA 소속 재학생 대상의 1:1 대면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대비 이력서(Resume), 
자기소개서(Cover letter), 면접(Interview) 준비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당면한 발음 교정
(Pronunciation), 글쓰기(Writing), 어휘(Vocabulary&Collocation)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
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찾는 것은 물론 소그룹 주제 토론(Topic Discussion)을 통해 말하기
(Speaking) 능력 향상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 상담시기
  - 매 학기 10~12주간 운영 : 오전 9:00 ~ 오후 5:00
  - 계절학기 7~8주간 운영 : 오전 10:00 ~ 오후 5:00

● 상담교수
  - 창의융합교육원 영어교육위원회 원어민 교수진

● 신청방법
  1. 사전 예약 필수: 1주일에 2번 신청 가능, 최소 5일 전 예약
  2. HY-In 로그인 > Writing Center 접속 > “영어클리닉” 탭 > 시간 선택 후 신청 
  3.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무단 결시가 2번 이상일 경우 한 학기 이용 제한
  4.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영어교육위원회로 사전 통보
  5. Resume, Cover Letter, & Writing : 본인이 작성한 영작문(A4 5매 내외)을 갖고 방문
  6. Topic Discussion : 토론 주제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
  7. Vocabulary & Collocation : 교수진의 교재 및 자료로 수준에 맞는 클리닉 진행

● 상담장소 및 문의처
- 장소 : 현재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
  대면 수업 진행 시, 1학기 : 학생복지관 4층 패컬티라운지, 2학기 : 과학기술대 1층
- 문의처 : 창의융합교육원 영어교육위원회 (031-400-4210 / 5902)

[실용 글쓰기 튜터링 (Practical Online 
Writing Lab, OWL) - 영어 (E-OWL)]
● E-OWL 이란?

English Online Writing Lab(E-OWL)은 창의융합교육원 라이팅센터(HYU ERICA Writing 
Center)에서 2020년 9월부터 운영하는 실용 글쓰기 튜터링 프로그램 (Practical E-OWL)으로 
ERICA 소속 재학생 대상 1:1 무료 비대면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교양필수 및 
선택 교과목 글쓰기 과제를 제외한 에세이, 면접 스크립트,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상담
을 통해 영작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교정을 제공합니다. 

● 상담 시기

- 매 학기 10~12주간 운영 : 기간 내 시간 무관 (온라인 첨삭)
- 계절학기 7~8주간 운영 : 기간 내 시간 무관 (온라인 첨삭)

● 상담 교수

- 창의융합교육원 영어교육위원회 원어민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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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HY-In 로그인 > Writing Center 접속 > “영어 글쓰기 튜터링” 탭
    > 상담자 선택 > 글쓰기 초고 파일 업로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신청 완료
  2. 파일명 및 형식: “E-OWL-성명-학번.docx”, A4 6매 이내
  3. 이메일 본문: 성명, 소속대학, 학과, 학번, 학년,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기입
  4. 교정이 필요한 날짜 최소 3~4일 전 제출 (첨삭기간: 3~4일 정도 소요)

● 문의처
  - 창의융합교육원 영어교육위원회 (031-400-4210 / 5902)

[실용 국어 글쓰기 튜터링
(Practical Korean Online Writing Lab, K-OWL)]

● K-OWL 이란?

Korean Online Writing Lab(K-OWL)은 창의융합교육원 라이팅센터(HYU ERICA Writing 
Center)에서 2020년 9월부터 운영하는 실용 국어 글쓰기 튜터링 프로그램 (Practical 
K-OWL)으로 ERICA 소속 재학생 대상 1:1 무료 비대면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교과 
수업과 연계한 글쓰기, 에세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논문 초록 등에 대하여 상
담을 통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글쓰기 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합니다.

● 상담 시기

- 매 학기 10~12주간 운영 : 기간 내 시간 무관 (온라인 첨삭)
- 계절학기 7~8주간 운영 : 기간 내 시간 무관 (온라인 첨삭)

● 상담 교수

- 창의융합교육원 라이팅센터 교수진

● 신청방법
  1. HY-In 로그인 > Writing Center 접속 > “영어 글쓰기 튜터링” 탭
    > 상담자 선택 > 글쓰기 초고 파일 업로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신청 완료
  2. 파일명 및 형식: “K-OWL-성명-학번.hwp”, A4 4매 이내
  3. 이메일 본문: 성명, 소속대학, 학과, 학번, 학년,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기입
  4. 교정이 필요한 날짜 최소 3~4일 전 제출 (첨삭기간: 3~4일 정도 소요)

● 문의처
  - 창의융합교육원 영어교육위원회 (031-400-4210 / 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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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inic]
● K-Clinic이란?
 
K-Clinic은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영어교육위원회에서 2021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ERICA 소속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1:1 무료 비대면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 유
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문자 및 이메일 등의 간단한 한국어 글쓰기 교정
작업과 더불어 다양한 짧은 글쓰기의 맞춤법, 문법 및 어휘, 문장구조 첨삭 등을 실시간 온
라인 클리닉을 30분 이내로 제공합니다.

● 상담시기
  - 매 학기 10~12주간 운영 : 오전 9:00 ~ 오후 5:00
  - 계절학기 7~8주간 운영 : 오전 10:00 ~ 오후 5:00

● 상담 튜터
  - 국제문화대학 어문 전공 재학생

● 신청방법
  1. HY-In 로그인 > Writing Center 접속 > “K-Clinic” 탭 > 시간 선택 후 신청 

● 문의처
  - 창의융합교육원 영어교육위원회 (031-400-4210 / 5902)

[K-Tutoring]
● K-Tutoring이란?
 
K-Tutoring은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영어교육위원회에서 2021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ERICA 소속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1:1 무료 비대면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외국
인 유학생의 수준 높은 한국어 글쓰기 역량 강화를 위해 에세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논문 초록 등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에 대한 문장 단위의 교정작업과 더불어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 상담시기
  - 매 학기 10~12주간 운영 : 기간 내 시간 무관 (온라인 첨삭)
  - 계절학기 7~8주간 운영 : 기간 내 시간 무관 (온라인 첨삭)

● 상담 교수
  - 창의융합교육원 라이팅센터 교수진

● 신청방법
   1. HY-In 로그인 > Writing Center 접속 > “K-Tutoring” 탭 > 상담자 선택
    > 글쓰기 초고 파일 업로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신청 완료
   2. 파일명 및 형식: “K-tutoring-성명-학번.hwp”, A4 4매 이내
   3. 이메일 본문: 성명, 소속대학, 학과, 학번, 학년,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기입
   4. 교정이 필요한 날짜 최소 3~4일 전 제출 (첨삭기간: 3~4일 정도 소요)

● 문의처
  - 창의융합교육원 영어교육위원회 (031-400-4210 / 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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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Writing Tutoring]

● English Writing Tutoring 이란?

English Writing Tutoring은 창의융합교육원 라이팅센터(HYU ERICA Writing Center)에서 
2021년 12월부터 운영하는 ERICA 소속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1:1 무료 비대면 온라
인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교양필수 및 선택 교과목 글쓰기 과제를 제외한 에세이, 면접 
스크립트,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영작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교
정을 제공합니다. 

● 상담 시기

- 매 학기 10~12주간 운영 : 기간 내 시간 무관 (온라인 첨삭)
- 계절학기 7~8주간 운영 : 기간 내 시간 무관 (온라인 첨삭)

● 상담 교수

- 창의융합교육원 영어교육위원회 원어민 교수진

● 신청방법
  1. HY-In 로그인 > Writing Center 접속 > “English Writing Tutoring” 탭 > 상담자 선택
    > 글쓰기 초고 파일 업로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신청 완료
  2. 파일명 및 형식: “E-OWL-성명-학번.docx”, A4 6매 이내
  3. 이메일 본문: 성명, 소속대학, 학과, 학번, 학년,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기입
  4. 교정이 필요한 날짜 최소 3~4일 전 제출 (첨삭기간: 3~4일 정도 소요)

● 문의처
  - 창의융합교육원 영어교육위원회 (031-400-4210 / 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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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 역량 새로 배우기 (ERICA CORE : 
Competence-Oriented REstart program)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 역량 및 소양 함양을 위한 6개 교과목 – 
통계, 기하 벡터, 미적분, 물리학, 화학, 파이썬–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성실히 수강
하여 CORE 인증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교양선택 1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CORE 인증시험
을 합격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2~3회의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며,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ERICA 교육을 미리 체험하고, 전공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제반 능력을 향상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주도할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 대    상 : 한양대학교 ERICA 신입생 

○ 과    목 

분야 과목명

1

수학

CORE 기초 통계

2 CORE 기초 기하 벡터

3 CORE 기초 미적분

4
과학

CORE 기초 물리학

5 CORE 기초 화학

6 IT 및 SW CORE 기초 파이썬
 

○ 기    간 : 수시 전형 입학생 : 2022년 1월 17일 (월)부터 

             정시 전형 입학생 : 2022년 2월 28일 (월)부터 

             추가 합격생 :  2022년 3월 7일 (월)부터  

○ 수강방법 : 한양대학교 LMS 수강

              - 기본 로그인에서 ID (22+수험번호 8자리) 및 PW (생년월일 6자리) 입력

○ 특이사항 : 프로그램 이수 시 과목당 교양선택 1학점 부여 

             프로그램 불합격 시 연계된 전공과목 F학점 부여

             자세한 내용은 ericacore.hanyang.ac.kr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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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과학 학력 강화 프로그램 
 기초 과학 교과목의 수강 신청은 신입생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학대
학과 과학기술융합대학의 전공 교과목이 「미분적분학」, 「물리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과의 
신입생은 본인의 수학, 물리의 능력에 따라 「기초미분적분학」, 「기초물리학」을 수강하여 기
초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 과학 능력 배양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공학대학과 과학기술융합대학 신입생의 기초 과학 
학력 신장을 위한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초 과학 학력 강화를 위한 교과목 수강 안내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공학대학과 과학기술융합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기초 과학 학력 
강화를 위한 기초 과학 교과목 「기초미분적분학」, 「기초물리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과학 교과목은 공학대학과 과학기술융합대학 1학년 전공 기초 교과목인 「미분적분학1」, 
「일반물리학1」 수업의 선수 과목 성격으로 진행됩니다. 기초 과학 교과목은 전공 기초 교과
목과 함께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 과학 학력 강화 교과목 수강 신청 안내

○ 대    상 : 공학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1학년
○ 과    목 : 「기초미분적분학」, 「기초물리학」
○ 특이사항 : 전공 기초 교과목과 동시 수강 가능
○ 권장대상 : 기초 과학 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신입생

● 기초 과학 학력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기초 과학 학력 강화를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으로 HY 
SMART CLASS 「미적분학」, 「일반물리학실험1」, 「일반화학실험1」을 운영하고 있으며 PC 및 
모바일 기기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 웹페이지 http://hysc.hanyang.ac.kr

과목명 학수번호 과목구분 학점 비고 2022-1학기

기초미분적분학 GEN3031 교양선택 2
[수강 권장] 

공학대학 1학년, 

과학기술융합대학 1학년

개설

기초물리학 GEN3032 교양선택 2

http://hysc.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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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발급 

● 학생증 발급

● 국제학생증 발급

발급대상 

구분
신(편)입생

재발급 신청 학생

(분실, 훼손, 사진변경, 전과, 

건물출입이상 등)

발급방법

- 최초 발급자에 한하여 발급 

- 본교홈페이지 [2022학년도 

신(편)입생 학생증 발급신청] 배너 

클릭 → 안내된 예약등록 절차에 따라 

신한은행 앱 ‘SOL’ 설치 및 접속하여 

신청

※ 외국인 신(편)입생의 경우, 

인터넷예약 신청 없이

학생지원팀에서 일괄 발급하여 

단과대학으로 배부할 예정

- HY-in 로그인 → 학생증 재발급 

신청

(사진변경 시 USB 저장하여 방문)

수령방법 단과대학 각 학과사무실 방문
학생지원팀 방문 수령

(신분증 지참필수)

수령시기
개강 후 공지된 날짜에 따름

(보통 3월 둘째 주)
즉시 수령

발급비용 무료
사유에 따라 무료 또는 

현금(3,000원)

기능
학술정보관이용(출입, 대출, 열람좌석 배정), 전자출결, 교통카드(T머니), 

체크카드, 건물출입(공휴일 및 야간), 창의인재원 출입

비고 사진변경 희망자 : USB에 증명사진(jpg파일)을 담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구분 신규

신청절차 http://www.hanyang.ac.kr HY-in 로그인 ➞ 학생증 발급 ➞ 국제학생증 신청

수령방법 신청한 카드 종류에 따라 자택 수령 또는 은행 방문

발급비용 17,000원(1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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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발급료 : 재학생·휴학생·수료생 (국문:500원, 영문:1,000원) / 졸업생·제적생 (국·영문:1,000원)

● 발급방법 : 한양대학교 HY-in 로그인 → 증명발급
             ①인터넷증명발급(유료) : 인터넷 발급 수수료 추가 발생(1통 당 1,000원)
             ②우편증명발급신청 : 우편 요금 추가 발생
               -국내 빠른등기(3,640원~) 1~2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국외 DHL(26,000원) 3~5일 소요

종류 발급대상 관련부서 발급료

졸업증명서 학부 졸업생

학사팀

유료

졸업예정증명서
8학기 재학생/수료생

(건축학과는 10학기)

재학증명서 재학생

성적증명서 전체 학생

휴학증명서 휴학생

수료증명서 재학생/휴학생/제적생/수료생

재적증명서 휴학생/제적생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대학원 재학생

대학원팀학위수여증명서 대학원 졸업생

연구등록증명서 대학원 추가연구등록자

● 발급방법 : 한양대학교 HY-in 로그인 → 증명발급
             ①포털증명발급(무료)         

종류 관련부서 발급료

장학금(비)수혜증명서

전체 학생 중 해당자

학생지원팀

무료

교내장학금수혜증명서

교외장학금확인서

학생활동증명서

재무팀
진료할인의뢰서

등록금납부확인증

창의인재원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관비납부확인서

거주확인서

학생경력개발확인서 커리어개발센터

사회봉사이수증명서 사회봉사팀

● 발급방법 : 학사팀 방문(ERICA 캠퍼스 본관 3층)

종류 발급대상 관련부서 발급료

학적부(국문) 전체 학생
학사팀

유료성적증명서(석차기재) 전체 학생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교직이수자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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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대여도서 미반환자는 증명발급이 불가능하며 미반환도서를 반환한 후 발급 가능 합니다.

   (문의처 : 학술정보관 ☎ 031-400-4250)

2. 영문증명서 발급 시에는 증명발급 대상자의 신상정보에 영문성명이 입력되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HY-in 로그인 -> 신상정보에서 확인 및 입력)

● 기타

1. 무인자동발급기 설치장소 : 학생복지관 2층 편의점 옆 (24시간 이용 가능)

2. 담당부서 : 교무처 학사팀 본관 3층  (TEL: 031-400-4216  FAX: 031-400-5025)

3. 자세한 안내 사항은 대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haksa.hanyang.ac.kr/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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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보험) 지원
한양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교내활동 또는 공식 교외 행사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석·박사), 기타수강생(사회교육원, 국제교육원 등) 

단, 운동선수 및 휴학생은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

교내치료비

- 교내 활동 중 당한 상해사고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

  (수업, 동아리활동, 개별운동, 계단에서 실족으로 인한 상해 등)

- 한도 : 2백만원

- 공제금액 : 5만원(학생부담)

교외치료비

- 학교에서 인정한 교외행사 중 당한 상해사고에 대하여 실비를 지

급

- 한도 : 2백만원

- 공제금액 : 5만원(학생부담)

배상책임

- 학교시설물 또는 교직원으로 인한 사고 시 지급

  (본인부담금 10만원은 학교에서 부담)

- 한도 : 1억/인, 10억/사고

절차

학생(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제출) → 단과대학 행정팀(접수 및 점검과 학생지원팀 

전달) → 학생지원팀(접수 및 점검과 보험사 전달) → 보험사(접수 및 학생 상담) 

→보험금 지급 심사 후 학생 계좌로 지급(서류제출 후 2~4주 소요)

※ 제출서류 : 보험신청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영수증(세부내

   역포함),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보험청구서, 사고경위서 양식은 단

   과대학 행정팀에 비치)

유의사항

①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내역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사고발생일이 2022년 3월 1일인 경우 180일이 되는 2022년 8월 27일까지 

진료 내역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진료 받은 내역은 2024년 2월 

28일까지 청구가능)

③ 교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항목 –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

반검사(X선검사 등),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 치료비, 구급차, 입원(6인실 기준), 

전문간호 및 장례비,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

④ 보험약관에 의해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고의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⑤ 추후 보험 재가입에 따른 진료비 지원 범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사무실 및 학생지원팀(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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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진
한양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과 예기치 않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생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정확한 건강검진을 위하여 검진 12시간 전부터 금식 바랍니다.
2. 11시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검진대기시간이 다소 길게 소요 됩니다. 11시 이

후 한양대학병원 산업의학과를 방문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3. HY-in에서 진료비 할인 의뢰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부생 (재학생 및 휴학생), 신입생은 입학식 이후 검진가능

기간 연중실시

검진비용 본인 부담액의 30% 감면

검진장소 한양대학교병원 동관3층 건강검진센터

검진항목

간염항원 간염항체, 간기능검사(AST, ALT, GGT), 흉부방사선검사(직접촬영),

콜레스테롤검사(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Cholesterol),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절차

①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접속하여 HY-in 포털 클릭

② HY-in 종합포털 메인 화면에서 ID/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③ 인트라넷에서 각종 증명신청 및 발급 클릭, 진료할인의뢰서 출력

④ 한양대학교 병원 동관 3층 ‘건강검진센터’ 방문하여 접수 후 검진

검진결과 자택으로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 발송

문의
상세한 검진 항목 및 의료 절차 문의 : 

한양대학교 병원 건강검진센터(02-2290-9777)



- 26 -

학사제도 
● 전과

- 전과 관련 자세한 내용 확인 : ERICA학사안내 홈페이지 > 학적변동 > 전과
                              ehaksa.hanyang.ac.kr/change  

● 마이크로전공

마이크로전공이란 본인의 전공학과 외에 타 전공의 소정학점을 이수하여 성적증명서에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매 학년도 1월 말 경

신청자격

- 2, 3, 4학년 지원 가능하며, 전과 지원 시 2학년은 2학기, 3학년은 4학기, 

4학년은 6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지원 시 해당 학년 필수과목 모두 이수

- 성적 기준 없음

모집범위

및

제한사항

- 전과 최대 가능인원은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이며,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되지 않음

- 계열 구분 없이 전과 지원 가능

-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만 허용. 단, 전과 신청자 중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전과 신청 가능

- 학부 입학자 중 전공을 배정 받은 학생의 동일학부 내 전과는 불가

(단, 소프트웨어융합대학 ICT융합학부는 전공 배정 이후 1회에 한해 동일

학부 내 전공 변경 가능)

- 전과 제한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 전과 불가

-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와 과학기술융합대학의 전출은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함

- 국방정보공학과, 약학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은 전출입 불가

- 공학대학 융합공학과와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는 두 학과간의 전과에 

한하여 허용함

신청시기 및 자격

- 한 학기 이상의 유효한 성적이 있는 재학생

- 매 학년 매 학기(1학기:5월, 2학기:11월)

- 신입생 신청기간 : 2022-2학기 11월

                   (2022-1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유의사항

- ERICA 마이크로전공 32개 전공 개설

- 동일캠퍼스 내에서만 지원 가능

※ 2022 신입생은 2023년 1학기부터 마이크로전공 이수자가 됨

※ 학사팀 마이크로전공 홈페이지 : https://ehaksa.hanyang.ac.kr/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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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공

주전공 외에 타 학과(부,전공)의 소정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학위증에 주전공과 부전공을 병
행 표기하여 수여하는 제도

● 다중전공(제2전공, 제3전공)

주전공 외에 타 학과(전공)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주전공 포함 2개 이상의 학위를 취
득하는 제도

● 복수전공

주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졸업을 유보하고 타 전공의 지정학점을 이수하면 주 전
공과 복수전공의 2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신청시기 및 자격
- 주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가 최종학기(4학년 2

학기) 말에 신청

유의사항

- 캠퍼스 간 지원 가능

  (ERICA에서 서울캠퍼스로, 서울캠퍼스에서 ERICA로 지원가능)

- 의학계, 사범계, 약학대학, 산업융합학부, 융합공학과, 회계세무

학과,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예․체능계열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지원가능(예․체능계는 주 전공 학과가 동일계

열인 경우는 지원 가능하나, 실용음악학과는 제외)

※ 학사팀 복수전공 홈페이지 : ehaksa.hanyang.ac.kr/doublemajor

신청시기 및 자격

- 한 학기 이상의 유효한 성적이 있는 재학생

- 매 학년 매 학기(1학기:5월, 2학기:11월)

- 신입생 신청기간 : 2022-2학기 11월

                   (2022-1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유의사항

- 제외학과 : 스마트융합공학부, 약학대학, 실용음악학과, 융합공학

  과, 회계세무학과를 제외한 전 대학에서 계열 단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동일캠퍼스 내에서만 지원 가능

※ 2022 신입생은 2023년 1학기부터 부전공 이수자가 됨

※ 학사팀 부전공 홈페이지 : ehaksa.hanyang.ac.kr/minor

신청시기 및 자격

- 한 학기 이상의 유효한 성적이 있는 재학생

- 매 학년 매 학기(1학기:5월, 2학기:11월)
- 신입생 신청기간 : 2022-2학기 11월
                   (2022-1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유의사항

- 약학대학, 실용음악학과, 융합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회계세

무학과를 제외한 전 대학에서 계열단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동일캠퍼스 내에서만 지원 가능

※ 2022 신입생은 2023년 1학기부터  다중전공 이수자가 됨

※ 학사팀 다중전공 홈페이지 : ehaksa.hanyang.ac.kr/multi-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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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전공

재학 중 주 전공 외에 융합전공(디자인공학전공, 신산업소프트웨어전공, 산업인공지능전공, 
글로벌전략커뮤니케이션전공)을 이수하면 주 전공과 융합전공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 문의처

-홈페이지 : http://ehaksa.hanyang.ac.kr              
-FAX : 031-400-5025               
-전화번호 : 031-400-4214(수업), 4215(학적, 전공제도), 4216(증명), 4217(계절학기)
-위치 : 본관 3층 학사팀

신청시기 및 자격

- 한 학기  이상의 유효한 성적이 있는 재학생

- 매 학년 매 학기(1학기:5월, 2학기:11월)

- 신입생 신청기간 : 2022-2학기 11월

                   (2022-1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유의사항
- 융합전공은 별도로 개설된 교육과정의 과목 중 전공핵심 18학

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36학점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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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장학 및 학자금 대출 

● 교내 장학금

1) ERICA캠퍼스 학비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ERICA캠퍼스 재학생이 교내 장학(한양브레인 성적장학 포함)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 2유형의 1차 신청을 완료해야 함

- 교내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등록금 성격의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 

가능(초과 시 초과 금액 환수)

※ 복학생이 아닌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2) 교내 장학은 이중수혜 불가(다만, 학부리더십장학의 경우 등록금의 10%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를 허용함)

3) 장학금은 정규 8학기(공학대학 건축학전공 10학기) 내에서만 지급되며 학업연장학기 및 

복수전공학기에는 지급되지 않음

4) 당해학기 한양브레인 성적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장학 대상학기 등록을 필해야 

장학생으로 인정됨. (특히 휴학 시 유의해서 등록을 필할 것) 미등록자의 경우 

복학학기로 장학금이 이월되지 않음

5) 전과가 확정될 경우 지원 예정된 신입학장학금, 한양브레인장학금 및 실용인재 장학금은 

취소됨

6) 장학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HY-in에 입력한 학생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처리함

  본인계좌 입력방법 : HY-in 로그인> 신청> 등록,장학>본인계좌관리에서 본인명의 계좌입력

7) 2022학년도 신설 장학 『ERICA미래로 생활장학금』 

 - 장학대상 :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판정자 중 ERICA미

래로 생활장학 신청자(3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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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 대상 장학 유지 조건 장학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신‧편입생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및 상승 

500,000원/월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및 상승

차상위계층
신‧편입생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및 상승

400,000원/월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및 상승

<공통 자격 유지 조건>
- 신청 첫학기 평점 무관
- 직전학기 대비 성적(평점) 하락으로 장학에서 탈락한 경우, 탈락 직전학기 평점 이상 
  취득 시 재신청 가능
- 3.5이상의 평점을 유지하는 경우 수혜 자격 유지

·신 ᆞ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이 3.0 이상이어야 두번째 학기에도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2학년 이상은 첫 학기 성적이 2.0 이상이어야 두번째 학기에도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공통) 전체 학년은 3.5미만에서는 직전 학기보다 성적이 상승하여야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3.5이상인 경우에는 장학금이 계속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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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장학생 종류 및 선발기준

※ 유지조건 중 ‘평점’은 직전학기 장학용 평균평점임(학생지원팀 기준)

※ 학과(전형)명으로 된 장학은 해당학과(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입학장학

장학명칭
▶장학금 / ▷수혜기간, 

유지조건
선발기준

레인보우 장학

(2022학년도 개편 

적용)

▶ 수업료 50%

▷ 입학 당해학기 1회

생명나노공학과, 로봇공학과, 분자생명과학과,

인공지능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광고홍보학과,

보험계리학과 정원내 최초합격자

소프트웨어인재 

장학

▶ 수업료 100%

▷ 입학 당해학기 1회
학생부종합(SW/ICT인재) 전형 최초합격자

약학차세대리더 

장학

(2022학년도 신설)

▶ 수업료 50%

▷ 입학 당해학기 1회
약학과 정원내 최초합격자

체육특기 장학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 수업료 70%

▶ 수업료 50%

합격자 중 대학에서 별도 심사를 통해 선발

국방정보공학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 4년, 성적 70/100 이상

국방정보공학과 입학자 전원

(별도 기준 적용)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Ⅰ유형)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 1학년 정규학기
(계절학기 제외)

스마트융합공학부 입학자 전원(별도 기준 적용)

 * 2~3학년의 경우 기업체에서 50% 지원

• 유지조건 중 ‘성적’은 직전학기 평점평균(F포함)으로 환산한 점수임

• 교내 장학은 이중수혜 불가

• 국방정보공학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교내외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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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가계소득별(소득구간)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매학기 신청 (미신청시 교내장학 미선발)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홈페이지 참고

구

분
장학명

장학금내

용
대상 비고

국

가

장

학

국가

(대통령과학)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4년간 감면

유지조건 : 한국장학재단 

내규에 따름

국가

(이공계)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이공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 중 입학성적 우수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4년간 감면

유지조건 : 한국장학재단 

내규에 따름

국가 (인문100년)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4년간 감면

유지조건 : 한국장학재단 

내규에 따름

국가

(예술체육

비전)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예체능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4년간 감면

유지조건 : 한국장학재단 

내규에 따름

국가

(가계곤란 

Ⅰ,Ⅱ유형)

가계소득별

(학자금 

지원구간)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성적기준은 한국장학재단 공지

매 학기 신청(미신청 시 

교내장학 취소),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국가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업료 

100% 지원, 

학업장려비 

200만원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장학자격 유지 시 

정규학기 내 계속장학 

가능,

상세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국가 (고졸 

후학습자 

희망사다리 

장학금)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산업체 재직기간 3년 이상이며, 

학기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선발조건 유지 시 

정규학기 내 계속장학 

가능,

상세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입학금 및 

수업료 50% 

지원

산업체 재직기간 3년 이상이며, 

학기 중 대기업에 재직중인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국가

(푸른등대 

기부장학)

학기당 

지급한도액 : 

유형 내 

기부처에 

따라 금액 

상이함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한국장학재단 기부처 별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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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장학

국가

(근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계층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이 70점 

이상인 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에 따름)

-시간급 :교내근로(9,160원)

-시간급 : 교외 및 전공 

산업체 근로 (11,150원)

구

분
장학명 장학금내용 대상 비고

일

반

장

학

한양형제자매

수업료 50%

(입학금 제외)

지원

서울/ERICA 학부에 형제, 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중인 합격자

입학 학년도 1학기(1회)

*동시입학자 및 편입생 제외

사랑의실천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자

4년간 감면, 매학기 신청, 

학점 2.0이상 유지

한양브레인

(성적)

수업료 일부 

지원

학점 3.5 이상자 중 석차 순으로 

대학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직전학기 성적에 따른 석차 

상위자

실용인재
수업료 일부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별 각 단과대학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발함

매학기 신청,

학점 2.0이상 유지

고시반
각 고시반 

내규에 따름

각 고시반 소속 학생 중 입반 시험 

성적 우수자 또는 해당 고시 1/2차 

시험 합격자

보훈

입학금 1회 

100%,

수업료 8학기 

100% 지원

해당 보훈청(국가유공자)의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자

단, 타 대학에서 수혜 받은 

지원도 상기 횟수에 합산됨

북한이탈주민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100% 

지원

통일부(북한이탈주민)의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자

단, 타 대학에서 수혜받은 

지원도 상기 횟수에 합산됨

교외단체

아산사회복지

재단 외 

100개 단체

단체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향토

광주시민장학

회 외 14개 

단체

단체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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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구분 내용 안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등록금(입학금 포함)내에서 대출 

가능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계의 학생

들에게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대출 제도

든든 취업후상환 

학자금

등록금(입학금 포함)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 최대 학기당 150만원 추가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 8

구간 이하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직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대출 제도

일반상환 학자금

등록금(입학금 포함)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 최대 학기당 150만원 추가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직접대

출 방식을 도입하여 1.7%대의 이

율(매 학기 변동)로 지원하는 수요

자 중심의 대출 제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자금 대출과 동시에 받으실 수 없으며, 만약 동시에 받았을 경우

이중수혜에 해당되어 보증 제한 대상이 되므로, 대출 실행 이후에 수혜대상이 되신 경우에

는 반드시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농어촌 출신 무이자 융자 수혜자(한국장학재단)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학자금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등

● 문의처

- 전화번호 : 031-400-4308~9, 4312

- Fax : 031-400-4310

- 위치 : 학생회관 3층 학생처 학생지원팀(장학업무)



- 35 -

장학복지 사업
장학복지회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한양인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학교에서 다 해결해 보세요.

저렴한 음료와 복사비에 왠지 모르게 흐뭇해집니다. 저렴한 건 기본! 깨끗하고 편안하게!

● 식당

식당명 위치 이용시간 비고

제1학생식당(런치콕) 학생복지관 2층 11:30 ~ 13:30 중식

교직원식당 학생복지관 3층 11:30 ~ 18:30 중식, 석식

창의관식당 창의관 1층 07:50 ~ 18:40 조식, 중식, 석식

창업보육센터식당 창업보육센터 B1층 11:30 ~ 18:30 중식, 석식

● 편의점

명칭 위치 이용시간 명칭 위치 이용시간

세븐일레븐
학생복지관

2층
24시 세븐일레븐

제3공학관 

B1층
08:00-20:00

세븐일레븐
언론정보관 

B1층
08:00-20:00 세븐일레븐

창의인재원

교육관 1층
07:00-01:00

CU 창의관 1층 07:00-24:00

● 기타복지시설

건물명 위치 복지시설

학생복지관

1층 카페드림커피숍

2층
서점‧문구/안경점/컴퓨터점/기념품점/복사실/기획사/갑을전
산/꽃집/블루포트커피숍/뉴욕핫도그/뉴욕버거/컵밥전문점

3층 까페ING

경상대학 1층 카페드림커피숍

학술정보관
1층 로봇까페 b;eat

2층 복사실

제1학술관 1층 복사실

창의인재원 교육관 1층 미용실

창의관 1층 도서대여․문구점/빨래방/분식점/BHC(치킨)/그라찌에커피숍

셔틀버스승차장 1층 오가다커피숍/구두방

ERICA컨벤션센터 1F 행복한짬뽕/바르바커피앤플라워

● 문의

- 전화번호 : 031-400-4324~5

- Fax : 031-40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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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학술정보관
  ERICA학술정보관은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학술정보관은 도서, 전자자료, 학술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자료를 비

치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사서들이 학습과 연구 자원을 위해 학술정보활용교육 및 정

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및 시문학축제(시이

어짓기대회, 문학기행) 등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심장’이라 일컫는 학술정보관에서 여러분의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 신입생 필수 이수교육 ‘HELLO~ 처음 만나는 도서관’ 

  ERICA학술정보관에서는 매 학년도 초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HELLO~ 처음 만나는 도

서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자원을 평가·선별하고, 이를 연구 윤리에 맞게 학습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보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신입생 교육은 대학생활

은 물론 사회 진출 후에도 유용한 정보 활용에 도움을 주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교육 일정 : 매 학년도 3월 중 실시

-교육 공지 : ERICA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참조 (http://information.hanyang.ac.kr)

● 자료 이용안내(학부생)

층 자료구분 대출기간 가능권수 비고

3층
도서 14일 10권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검색, 예약, 연장 

가능

비도서자료는 연장 불가비도서 3일 3점

2층

정기간행물 

참고도서

강의도서

취업도서

시자료

대출불가 관내 열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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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자료

4층 서양서보존서고

제2,3,4열람실

그룹스터디룸

-총 5실(8인석: 4실, 12인석: 1실)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3층

동양서자료실1,2,3, 비도서자료실

대출/반납데스크, 교육실, 서고층 연결통로

서고5,6층 서양서자료실1,2

서고2,3층 연속간행물자료실(동양서,서양서)

2층

한국시문학관/연속간행물실

-강의자료,취업자료,참고자료

-신간학술지, 신간잡지, 신문

-시자료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제공 서비스 PC

제1열람실

아틀리에, 라운지, 복사실, 휴게실,

자율위원실

1층
멀티스페이스, 동양서보존서고

커리어개발센터

● 서비스

원문제공서비스
학술정보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를 타 기관에 복사 의뢰
(협정관계 대학의 자료,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은 무료제공)

타기관 학술정보 제공 타기관자료 통합검색, 종합목록, 학술정보제공(KERIS, NDSL 등)

학술정보활용교육
자료검색 및 정보활용 방법 습득을 위한 학술정보활용교육

(홈페이지 공지)
희망자료 신청 학술정보관에 없는 국내·외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구입 신청

캠퍼스 상호대차
서울 백남학술정보관 자료(ERICA에 대출가능한 도서가 없을 경
우)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ERICA에서 대출하는 서비스

● 근로장학생

국가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의 근로조건 대상 학생은 공강시간을 활용해 도서
대출 및 서가배열 등 근로활동을 할 수 있음

● 문의

- 홈페이지 : http://information.hanyang.ac.kr

- 전화번호 : 대출/반납 031-400-4250~1 시설 031-400-4245

- Fax : 031-406-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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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단
 사회봉사단은 우리대학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곳곳의 현장체험을 통해 우리사회의 귀중한 일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

다. 특히, 국내 대학 최초로 「사회봉사」 교과목을 개설하여 연 4학기제로 운영하며 학생들

이 지역사회 및 해외봉사 활동을 폭 넓게 체험함으로써 이웃사랑과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하

고 나아가 인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교과목 운영

과목명 내     용

사회봉사

· 일반교양 선택과목으로 재학생이 학년, 학과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음 (신입생은 여름학기부터 신청 가능함)

· 학업연장자, 졸업대상자는 졸업 직전 계절학기는 수강신청 할 수 

  없음 

· 정규학기 중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가능

· 재학기간 중 이수 학점은 제한이 없으나, 최대 4학점까지만 인정

· 졸업 전까지 1학점이상을 이수해야 졸업 가능함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요건임)

● 수강신청 및 평가

구분 과목 내    용

수강신청 사회봉사

·교양선택과목(1학점) : 매 학기 시작 전(2월, 6월, 8월, 12월)

 학교 대표홈(http://www.hanyang.ac.kr)-시스템바로가기(수강신청 

 및 편람)-로그인-사회봉사-수강신청메뉴에서

성적평가 사회봉사

· “P”(Pass) 혹은 “F”(Fail)로 평가

 (소양교육 참석, 봉사활동 30시간 활동 및 봉사태도 평가, 

  활동보고서 3,000바이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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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영역

국내

캠퍼스 멘토링, 행사, 홍보, 환경, 안내

농어촌 교육, 기술, 생활, 근로

지역사회 복지, 예술, 체육, 교육

기관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 복지시설

국제사회 국제단체, 기술, 교육

해외

국제경험 및 봉사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봉사는 매년 여름, 겨울방학에 활동

이 이루어지며 참가학생은 사회봉사단에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선발

1994년 사회봉사단 창단 이래 필리핀, 베트남, 몽골, 키르기스스탄, 우간다 

등 20여개국에 500여명의 학생을 파견

·베트남 퀴년대학교 -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 한국어 교육 및 사막화방지작업

·키르기스스탄 오쉬공과대학교 -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

·우간다 글루지역 - 프라이머리스쿨 교육 및 난민지역 봉사

·기타 - 국제봉사 기관과 연계한 해외봉사 프로그램 등

● 사회봉사 이수자에 대한 특전

· 사회봉사 이수 증명서 발급

· 사회봉사 장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해외봉사 파견자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우수 자원봉사자와 동아리 등을 선발하여 사회봉사상 시상

●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 학점봉사 이외의 봉사활동(순수봉사)에 대하여 봉사시간 누적관리 및 확인서 발행

· 신청방법 : 포탈 – 신청 – 자원봉사(자원봉사 입력메뉴) / 봉사확인서 봉사단에 제출

● 문의

- 홈페이지 : http://vol.hanyang.ac.kr

- 전화번호 : 031-400-4342~3

- Fax : 031-400-5099

- 위치 : 학생복지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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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대부분의 사람에게 외국어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어를 목적으로 생각하

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입니다. 여기서 외국어란 외국인을 위한 한국

어도 포함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영어를 잘 하는 방

법은 없을까?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영어를 한 시간 더 배울 수는 없을까? 한국어

를 짧은 기간 안에 배워 바로 전공 수업을 들을 수는 없을까? 오랜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이러한 고민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는 곳이 바로 한양대학교 

ERICA국제교육원입니다.

 우리 국제교육원의 장점은 우수한 교수진입니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 엄선된 전문 교·강사

들이 원어민 영어회화를 비롯하여, TOEIC, TOEIC Speaking, OPIc 등의 수험영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정규과정 및 TOPIK II 대비반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실용 어학 교육 서비스, 학생능력에 따른 맞춤 교육

 국제교육원에서는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 자세한 개강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에 걸

쳐 취업 및 졸업 등에 필요한 다양한 실용 어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

어회화 프로그램의 경우, 철저한 영어회화 테스트를 통하여 본인의 영어구사능력 수준을 확

인해 보고 레벨에 따른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 및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TOEIC 및 TOEIC Speaking, OPIc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전·후 공강 시간을 이용하여 꾸준히 강좌를 수강하면 유창한 어학실력과 교양, 

글로벌 매너를 갖춘 멋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TOEIC과정의 경우 일정 조건 만족 시 수강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장학 혜택도 있어 

누구나 수강료 부담 없이 취업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한국어 과정은 10주 단위, TOEIC관련 과정은 8~10주 단위 및 단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강은 3, 6, 9, 12월로 1년에 4번, 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정규프로그램 

영어과정

TOEIC 700, 800 및 900 보장반  

TOEIC Speaking, OPIc

원어민 영어회화

온라인 영어강좌 (야나두&스파르타 인간 베스트 강좌)

전화영어 및 전화중국어

기타 언어 

과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정규과정

TOPIK II 대비반(TOPIK 3급 및 4급 취득 대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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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프로그램 모집 일정 및 자세한 과정 안내는 홈페이지 참고.

· 수강료 할인 및 환급 : 외국어과정의 경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할인 및 수료조건 충족시 

수강료 환급 혜택이 있습니다.

· 장학 혜택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과정의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다음 학기 재등록 시 장학금 혜택을 드립니다.

· 멘토링 프로그램 : 한국어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과 본교 학부생을 연결하여   

               본원 한국어 정규과정 학기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학생에게는  

               한국 문화, 생활 및 언어 등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며, 멘토인              

               학부생들에게는 멘토링 수행 평가를 통하여 사회봉사학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문의

- 홈페이지 : http://ericaiie.hanyang.ac.kr 

- E-mail : ericaiie@hanyang.ac.kr

- Fax : 031-400-5834

- 전화번호 : 한국어과정 031-400-5842/5847

            외국어과정 031-400-5833/5841

- 위치 : 게스트하우스 2층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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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은 HY-in으로 통합니다. 

한양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HY-in) : https://portal.hanyang.ac.kr

 - 단일 로그인의 시스템 통합 환경 제공

 - 서비스 접근의 편의성 향상

 -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양대학교 모바일 정보시스템 : SMART CAMPUS

 - 안드로이드 폰 : Play 스토어 > 한양대학교

 - 아이폰 : App Store >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무선 랜 사용방법 : http://hyuwlan.hanyang.ac.kr

 - 안드로이드 폰 / 아이폰 : 무선 신호 중 “ERICA-WiFi”연결  

                           ⇒ 한양인 아이디/비밀번호 인증 후 사용

● 문의

- 홈페이지 : http://iic.hanyang.ac.kr/

- 전화번호 : 031-400-4484, 4485

- 위치 : 제4공학관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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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무료) 
■ 셔틀버스 이용안내

1. 셔틀버스는 ERICA캠퍼스(셔틀콕)와 한 대앞역(전철4호선, 수인분당선), 예술인APT(시외버

스터미널)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교내 구성원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운행노선

   가. 직행버스 : 창의인재원↔한대앞역

   나. 직행버스 : 창의인재원 ↔예술인APT

   다. 순환버스 : 창의인재원(기점)→셔틀콕→한대앞역→예술인APT→셔틀콕→창의인재원(종

점)

3. 이용방법  

 가. 한대앞역 셔틀버스(무료) : 한대앞역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 전철4호선, 수인분당선 이용 시 한대앞역 2번 출구 앞 광장(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나. 안산버스터미널 셔틀버스(무료) : 예술인APT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 안산버스터미널 이용 시 롯데마트 좌측 100m → 푸르지오아파트 102동 앞 (예술인APT)

   - KTX(광명역) 이용 시 안산행 좌석버스(5601번 경원여객) → 예술인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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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노선 및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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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통학버스(유료)

■ 통학버스 이용안내

  1. 통학버스 운행일은 학기중이며(방학중 운행없음)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주 5일), 
     평일 중 법정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2. 통학버스 노선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운행종료 될 수 있습니다.
  3. 통학버스가 수업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여야하며 도착시간 지연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이용방법

구분 출발시간 출발장소 요금 지불방법 (현금) 이용요금 (편도)

등교 노선별 상이. 운행노선 및 시간 확인 하차시 일반노선 2,000원
일    산 3,000원하교 17:40 (A~D노선) 본관사거리 승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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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노선 및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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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실시간위치안내 서비스 운영
1. 시행일시 : 2020.06.01.

2. 서비스앱 : ADT 세이프버스

3. 서비스내용 : 

    - 셔틀·통학·통근버스 실시간위치서비스 제공

    - 버스노선 및 정류장 정보 제공

    - 칭찬/불편사항/분실물 신고 창구 제공

    - 공지사항 알림 제공

4. 설치·이용방법

    - GooglePlay Store와 App Store에서『ADT 세이프버스』를 다운로드

    - 학교에서 제공되는 공용ID와 인증키6자리를 입력 후 앱 이용

    * 공용ID : ericabus , 인증키 : TXVUYC (영문6자, 대/소문자 구분 안함)

     - 노선 검색 후 자주 타는 노선 즐겨찾기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안내

1. 교내 출입하는 버스 

정류장 정류장번호 버스 노선

한양대ERICA컨벤션센터
17361
17368

일반 10-1

직행 3102

상록수역앞 ↔ 푸르지오6차후문

세영리첼 ↔ 강남역우리은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365
17362

한양대기숙사앞
17367
17364

2. ERICA캠퍼스 정문 정류장

정류장 정류장번호 버스 노선

한양대 17017

일반 10-1 상록수역앞 ↔ 푸르지오6차후문

직행 3100 신안산대학교 ↔ 강남역우리은행

직행 3101 신안산대학교 ↔ 강남역우리은행

좌석 707-1 신안산대학교 ↔ 수원역.AK플라자

한양대정문 17311

직행 3100 신안산대학교 ↔ 강남역우리은행

직행 3101 신안산대학교 ↔ 강남역우리은행

직행 3102 세영리첼 ↔ 강남역우리은행

좌석 707-1 신안산대학교 ↔ 수원역.AK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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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RICA캠퍼스 주변 정류장

  ▸성안고사거리 하차 → 학교까지 도보로 10분

정류장 정류장번호 버스 노선

한양대입구
17042
17039

좌석 110 선부동차고지 ↔ 수원역.노보텔수원

좌석 707 경인합섬앞 ↔ 수원역.AK플라자

좌석 909 수원역.AK플라자 ↔ 안산역(도로변)

시외 700 동남아파트 ↔ 강남역우리은행

시외 700-1 안산역 ↔ 강남역우리은행

시외 737 수원공용버스터미널(시외) ↔ 부평역

시외 8467 성남터미널 ↔ 시화터미털

 ▸ 한양대앞사거리 → 학교까지 도보로 10분

정류장 정류장번호 버스 노선

동산교회
17379
17031

일반 4-1 본오아파트종점 ↔ 한대역앞

일반 71-1 태화상운차고 ↔ 안산대학교

■ 문의안내

  - 학교홈페이지 – ERICA캠퍼스 – 캠퍼스 소개 – 통학·셔틀 

    https://www.hanyang.ac.kr/web/www/shuttle_guide

  - 수도관광(주) : 통학 · 셔틀버스 문의 031-400-4412, FAX) 031-400-4466

  - 총무인사팀 차량담당 : 031-400-4406, 4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