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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2019학년도 정시 추가모집 전형별 모집인원 

1.  일반전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방법 비고

일반전형 28 수능 100

2.  특별전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방법 비고

외국인 1

서류종합평가 100

국제학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1 미래융합대학

※ 상기 모집인원은 환불자 발생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재공지 예정임

  - 공지일시: 인원 변동사항 발생 시 상시

  - 공지방법: 본 모집요강 모집인원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변동사항

전형명 모집단위 추가 인원(명) 변동일자
일반 건축학부(자연) 1 2. 18(월)
일반 아태물류학부(자연) 1 2. 18(월)
일반 기계공학과 1 2. 18(월)
일반 소비자학과(자연) 1 2. 18(월)
일반 경영학과 1 2. 18(월)

http://admission.inha.ac.kr/


2019학년도 정시 추가모집 3

2019학년도 정시 추가모집 지원자격 /전형방법 /제출서류 요약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표 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 모집요강-Ⅴ.전형별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 : 해당 없음

구 분 일반
전형

특별전형

외국인
평생

학습자
*1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지
원
자
격

일반고 O O O ×*2 O ×
자율고 O O O × O ×

특목고 O O O ×*3 × ×
특성화고 O O O O O O

해외고 O O × × × ×

검정고시 O O*4 O × × ×

졸업생 O O O O O O*6

제
출
서
류

온
라
인

학생부*5 O O O O O O

검정고시 합격증*5 O O O × × ×

자기소개서 × O O O × ×

우편
또는
방문

입학원서 × O O O O O

지원자격
확인서류 × O O O O O

*1 2019년 3월 1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2 일반고 재학 중 1년 이상의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종합고의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가능

*3 특목고 중 마이스터고 출신자 지원가능

*4 국내 검정고시만 인정

*5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자의 경우에 한해 입학원서를 동봉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6 2017년 2월 이후 졸업자 지원가능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표 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 모집요강-Ⅴ.전형별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요강 중 일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원서접수 직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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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단과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계열 단과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계열

공과
대학

기계공학과 ★ 170

자연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73

인문
항공우주공학과 70 정치외교학과 54

조선해양공학과 69 언론정보학과 56

산업경영공학과 56 경제학과 73

화학공학과 ★ 124 소비자학과 27 인문/자연

생명공학과 ★ 50 아동심리학과 30
인문

고분자공학과 ★ 52 사회복지학과 30

신소재공학과 ★ 116

문과
대학

한국어문학과 44

인문

사회인프라공학과 ★ 75 사학과 35
환경공학과 ★ 50

철학과 33
공간정보공학과 ★ 41 인문/자연

중국학과 57건축학부 ★ 89 인문/자연

일본언어문화학과 52에너지자원공학과 30

자연전기공학과 ★ 93 영어영문학과 64

전자공학과 ★ 102
프랑스언어문화학과 35

컴퓨터공학과 160 인문/자연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75정보통신공학과 ★ 120

자연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39
의과
대학

의예과 49 자연

통계학과 35 간호학과 80 인문/자연
물리학과 46

예술
체육
학부

조형예술학과 28

예체능

화학과 56
디자인융합학과 38

생명과학과 39
스포츠과학과 64

해양과학과 40
연극영화학과 28식품영양학과 48 인문/자연

의류디자인학과 48 인문/예체능

경영
대학

경영학과 171 인문

글로벌금융학과 43
인문/자연

국제학부 1 인문

아태물류학부 85

미래
융합
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

인문/자연

국제통상학과 82

인문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1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28

산업경영학과 8영어교육과 27

사회교육과 27
금융투자학과 1

체육교육과 39 예체능
교육학과 27 인문

총 정원 3,411
수학교육과 27 자연

• 미래융합대학은 평생학습자/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국제학부는 외국인전형을 통해 선발함
• "★"가 표시된 공과대학의 모집단위는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에서 제시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교과과

정을 운영하고, 졸업 시 "공학전문" 학위가 수여됨. 단, 학과 사정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음

• 건축학부는 건축공학전공(ABEEK 공학인증 프로그램에 따른 4년제 교과과정 운영)과 건축학전공(KAAB인증기준에 따른
  5년제 교과과정 운영)으로 나눠지며, 세부전공은 1학년 2학기에 선택
• 항공우주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의 경우 2~4학년 과정은 송도국제도시 항공우주캠퍼스(2019년 이후 개교예정)에서
  진행 될 수 있음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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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접수기간 중 모집단위 및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일반 평생학습자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특성화고교
졸업자

외국인

공
과
대
학

기계공학과 3

항공우주공학과 1

조선해양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1

고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1

사회인프라공학과

환경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자연)

공간정보공학과(인문)

건축학부(자연) 2

건축학부(인문)

에너지자원공학과

전기공학과 1

전자공학과 1

컴퓨터공학과(자연) 3

컴퓨터공학과(인문) 1

정보통신공학과 2

자
연
과
학
대
학

수학과 2

통계학과

물리학과 1

화학과

생명과학과

해양과학과 1

식품영양학과(자연)

식품영양학과(인문)

경
영
대
학

경영학과 1

글로벌금융학과(인문)

글로벌금융학과(자연)

아태물류학부(인문)

아태물류학부(자연) 1

국제통상학과

사
범
대
학

국어교육과 1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체육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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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일반 평생학습자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특성화고교

졸업자 외국인

사
회
과
학
대
학

행정학과 2

정치외교학과

언론정보학과

경제학과

소비자학과(인문)

소비자학과(자연) 1

아동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문
과
대
학

한국어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중국학과 1

일본언어문화학과

영어영문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의
과
대
학

의예과

간호학과(자연)

간호학과(인문)

예
술
체
육
학
부

조형예술학과(자유소묘)

디자인융합학과

스포츠과학과

연극영화학과(연기)

연극영화학과(이론/연출)

의류디자인학과(일반) 1

의류디자인학과(실기)

국제학부 1

미
래
융
합
대
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산업경영학과 1

금융투자학과

합계 28 - 1 - - 1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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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학교생활기록부 / 수능성적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온라인 제공 동의 안내

1.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 제공 적용 대상 : 2014년 1월 1일 이후 졸업자 및 2019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

  ※ 방송통신고,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은 제공 가능 학교만 해당

  ※ 2013년 12월 31일 이전 졸업자는 온라인제공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학생부자료 온라인제공 동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생부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 체크

  ※ 원활한 입학사정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 동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자료 온라인제공을 동의하지 않거나 온라인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출신자의 학생부자료 제출 방법

  가. 학생부(학교장 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를 발급받아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한 후 입학원서와 

동봉하여 제출

  나. 제 출 처 :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입학처 앞

  다. 제출기한 : 2019. 2. 19(화) 17:00까지(인하대학교 입학처 도착 기준) *2.17(일) 방문 제출 불가

  라. 제출방법 : 등기(특급)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유의사항

가. 온라인으로 송부 받은 학생부 자료는 입학전형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나. 온라인제공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성명, 출신학교 코드, 졸업년도 등을 잘못 기재하

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교에서 해당자에게 학생부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하며 이 때 해당 학생은 즉시 

학생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입시 일정 상 부득이하게 학생부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출신고교에서 학생부 온라인제공을 하지 않는 수험생이 제출한 학생부

는 본교에서 추후 해당 출신 고등학교에 확인합니다.

2. 수능성적

• 본교에 인터넷으로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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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적용대상 : 2014년 1회차부터 2018년 2회차까지(5년간)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나이스(NEIS)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방법

  가. 인터넷주소창에 http://www.neis.go.kr 접속하여 검정고시 클릭

  나. 시도교육청 선택 화면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정보가 있는 시 • 도 교육청 클릭

  다.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 메인화면에서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메뉴 클릭

  라.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제공 서비스 메인화면에서 자료확인 및 신청 버튼 클릭

  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식별번호 처리 동의에 체크한 뒤, 인증서 로그인 클릭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합격한 고졸 검정고시 현황 중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자료의 합격증번호

      (예 : 2016-1-3-K10-00008) 클릭

 사. 해당년도 / 회차의 합격증명서페이지, 성적증명서 페이지가 나오면, 본인의 합격년도 / 회차 및 성적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하단의 자료 제출 동의 여부에 체크하고, 신청 클릭

  아. 신청 완료 후 제출현황 조회 메뉴에서 신청 내역(제출동의 확인번호) 확인

  자. 수신대학 현황 메뉴에서 대입전형자료를 수신한 대학 현황 확인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각 시 • 도 교육청으로 문의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온라인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검정고시 합격자의 검

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방법

  가. 인터넷 신청(www.minwon.go.kr) 혹은 방문 신청(시 • 도 교육청, 초 • 중 • 고교 행정실 등)으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우측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한 후 입학원서와 동봉하여 제출

  나. 제 출 처 :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입학처 앞

  다. 제출기한 : 2019. 2. 19(화) 17:00까지(인하대학교 입학처 도착 기준)

  라. 제출방법 : 등기(특급) 우편 또는 방문 제출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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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접수 마감일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마감시간 1시간 전에 미리 접수하여 지원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홈페이지 접속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inha.ac.kr)에서 링크된 원서접수 사이트 클릭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원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부모 등 타인 ID로는 원서접수 불가)

원서작성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접수 관련 동의서 확인

입학원서 작성
(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개인인적사항, 연락처, 지원전형, 모집단위 등 기입
 ▶ 사진은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3㎝ × 세로 4㎝)을 JPG 파일로 업로드

 ▶ 지원자의 주소는 실제 주민등록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재

 ▶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지원자 또는 보호자가 전형기간 중 가장 신속히 연락될 수 있

는 곳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전형료 결제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모집단위 변경 등 입학원서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

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않음

접수 완료 확인 후
입학원서 및 수험표 출력

수험표가 출력되면 정상 접수 완료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 2019. 2. 19(화) 17:00까지 
*2.17(일) 방문 제출 불가

제출서류를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 수험표출력 페이지에서 출력한 봉투 표지를 서류봉투에 

    부착 후 제출

▶ 제출서류가 있는 전형 지원자는 지정된 기한 내 본교 입학처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각종서식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제출서류의 도착여부는 문의전화 폭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서류 발송 3 ~ 4일 이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팝업창 “제출서류 확인”에서 확인 가능

 ▶ 인하대학교 입학처 도착 기준이며 단, 우편배달 사고 등 기타 사유로 도착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해서는 본교에 책임이 없음

 •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입학원서의 수정(지원전형, 모집단위 등)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기재의 누락 ‧ 오기 등으로 인하여 수험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본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교에 원서 접수하는 것은 본교가 그 정보를 입시업무 목적
으로 수집,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입시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본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정보는 제공될 수 
있으며, 최종 입학생의 경우에는 학적자료로 이관되어 학사업무 및 신입생 안내 업무 등에 사용됨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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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구분 주요일정

원서접수
2019. 2. 17(일) 09:00

~ 2019. 2. 19(화) 17:00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inha.ac.kr)

※ 접수기간중 모집단위 및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입학원서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서류  본 모집요강 VI.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하여 전형별 제출서류 확인

제출방법
 등기(특급) 우편 또는 방문 제출〔2019. 2. 19(화) 17:00까지〕 
  *2.17(일) 방문 제출 불가

제출장소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입학처 앞

서류제출
유의사항

 * 기일 내 서류 미제출자는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서류 도착여부 확인은 문의전화 폭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2019.2.20.(수) 16:30 

이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팝업창 “제출서류 확인”에서 확인 가능

      최초 합격자 발표
2019. 2. 21(목) 

22:00 예정
 ‧ 모든 전형 일괄발표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등록
2019. 2. 22(금)
09:00 ~ 16:00

 ‧ 등록 장소 및 방법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안내
 ‧ 미등록자는 불합격 처리함

      추가 합격자 발표 2019. 2. 24(일)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및 전화통보(추후 안내)

      추가 등록
2019. 2. 25(월)
09:00 ~ 16:00

 ‧ 등록 장소 및 방법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안내
 ‧ 미등록자는 불합격 처리함

      수강 신청
2019. 2. 28(목)
10:00 ~ 17:00

 ‧ 본교 학교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안내
  (sugang.inha.ac.kr)

 ※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의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원서접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오류, 미기재 또는 연락두절로 인하여 3회 이상 합격통보가 되지 아니할 경우 

    미등록 충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미등록 충원 시에는 본교에서 전화로 개별 통보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추가 합격에 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항상 대기하여야 합니다.

 ※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에 다른 대학의 합격 통보를 받고 타 대학 등록을 결정한 본교 추가합격자는 즉시 본교에 등록포기 의사를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본교 기 등록자는 「온라인등록금환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입니다.

 ※ 본교 등록을 결정한 추가합격자는 타 대학에 추가 합격 또는 기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 등록자는 해당 대학의 안내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http://admission.inha.ac.kr/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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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형별 안내

일반전형

1. 지원자격

  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교구분에 따른 지원가능 여부
졸업생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해외고 검정고시

O O O O O O O

2.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사정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전형총점
수능

일괄합산 100% 1,000점 1,000점

나. 선발방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 성적의 총점 순으로 선발

다.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선발 

   

본교 인문계열 지원자 본교 자연계열 지원자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환산점수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표준점수       

③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자체변환 표준점수

③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환산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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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입학원서 1부

Ÿ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자의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학원서 출력 후 제출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필요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1부

Ÿ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자의 경우 학교장 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필요 없음)

Ÿ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 등을 통하여 발급 가

능

※ 학생부 우측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기재

검정고시 출신자

입학원서 1부

Ÿ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온라인제공 적

용대상이 아닌 검정고시 합격자인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학원서 출력 후 제출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필요 없음)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Ÿ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자의 경우 원본

을 출력하여 제출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필요 없음)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입학원서 1부 Ÿ 입학원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제출

고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Ÿ 사본 제출 시 원본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후 

제출 

Ÿ 졸업예정자는 지원 시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최종합격 후 

2019. 2. 28(목)까지 졸업증명서를 입학처로 아포스티유 인증(혹은 영사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단, 지원 시 졸업증명서에 인증을 받아서 

제출한 경우 또는 교육부 학력인정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증명서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또는 개명자

입학원서 1부 Ÿ 입학원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1부
Ÿ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학생부, 입학원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서로 

다른 자에 한함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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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 외국인

1. 지원자격

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교구분에 따른 지원가능 여부
졸업생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해외고 검정고시

○ ○ ○ ○ ○ ○* ○

    * 국내 검정고시만 가능

다. 기본자격을 만족하고 아래 외국어 능력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② 국내 4년제 대학 한국어강좌 4급 이상 수료

   ③ TOEFL IBT 71점 이상 취득

   ④ IELTS 5.5 이상 취득

2.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사정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전형총점
서류종합평가

국제학부 100% 1,000점 1,000점

나. 선발방법 : 제출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

다.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가 발생 할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선발하며,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고도 동점인 경우에는 사정기준을 따름

   

Ÿ 서류종합평가 중 아래 순으로 적용

① 종합평가영역 점수        

② 인성평가영역 점수

③ 적성평가영역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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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입학원서 1부 Ÿ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제출(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1부 Ÿ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해당양식을 내려받아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

학업계획서 1부
Ÿ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해당양식을 내려받아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

   ※ 영문 또는 국문으로 작성

초,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Ÿ 외국소재학교 졸업(예정)자는 다음과 같은 확인을 받아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중국 :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 공증본에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Ÿ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 확인본은 모두 원본이어야 함

초, 중,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Ÿ 만점기준이 명시된 성적증명서 제출

Ÿ 외국소재학교 졸업(예정)자는 다음과 같은 확인을 받아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중국 :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 공증본에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Ÿ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 확인본은 모두 원본이어야 함

각 국 대학 입학 
학력고사 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Ÿ 각 국 대입 입학 학력고사 성적표(예 - 중국 高考)

   ※ 각 국 대학입시성적이 있는 경우 제출, 2017년 이후 성적만 유효

외국학교 현황 기록표 
1부

Ÿ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제출 
Ÿ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현황 입력(학교명, 재학기간,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등)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 1부

Ÿ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소정 양식)

추천서 1부
(해당자에 한함)

Ÿ 추천자 성명, 직위,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날인 포함(자유양식)

   ※ 외국정부파견장학생의 경우 장학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지원자격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부모 및 수험생 모두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Ÿ 중국학생 : 호구부 사본 (전 가족이 명기된 호구부) 및 영문번역본,
   번역자확인서, 친속관계증명서 사본

    - 하나의 호구부에 전 가족이 같이 없을 경우, 부모님과 학생 각각의 호구부
      사본 제출. 즉 모든 가족의 구성원의 호구부를 제출해야 함

Ÿ 대만학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화교협회 호적등본(한글번역본) 

Ÿ 기타학생 : 호적등본 또는 친족관계 공증서

Ÿ 부모님이 이혼 한 경우 ‘이혼증명서’ 필요, 부모님이 사망 했을 시 ‘사망증명서’ 필요 
   ※ 영문 번역본 및 번역자확인서 함께 제출

증명사진 2부 Ÿ 증명사진(여권용) 3.5cm × 4.5cm

수험생 및 부모 신분증
(사본) 1부

Ÿ 수험생 본인 : 여권 사본 및 신분증(거민증) 사본(중국인)
          부모 : 여권 사본(없을 시 해당국가 신분증 사본)

은행잔고증명서(원본)

1부

Ÿ 본인 혹은 부모님 명의의 미화＄20,000 상당 예금잔고증명서

Ÿ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Ÿ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 최대 6개월까지 유효기간 인정, 서류접수 마감일에 유효해야 함
Ÿ 본인 혹은 부모님 명의여야 함. 형제, 자매 및 친척의 은행잔고 증명서는 불인정 

외국어능력 증명서 중

1부(1개 이상)

Ÿ 외국어 성적증명서(영어 TOEFL IBT / IELTS) 

   ※ 원서접수개시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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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형 - 평생학습자

 1. 지원자격

가. 국내 고교 졸업학력 인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019년 3월 1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고교구분에 따른 지원가능 여부
졸업생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해외고 검정고시
○ ○ ○ ○ Ｘ ○ ○

 2.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사정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전형총점
서류종합평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00% 1,000점 1,000점
산업경영학과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금융투자학과

나. 선발방법 : 제출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

다.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선발하며, 동점자처리기준을 적용
하고도 동점인 경우에는 사정기준을 따름

   

Ÿ 서류종합평가 중 아래 순으로 적용

① 종합평가영역 점수  ② 인성평가영역 점수  ③ 적성평가영역 점수

 3.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공통

입학원서 1부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제출
자기소개서 1부 · 원서접수 사이트에 온라인 입력(별도 제출 필요 없음)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지원자 기준 발급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자의 경우 학교장 
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필요 없음)

·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 등을 통
하여 발급 가능(※ 학생부 우측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기재)

검정고시 출신자
(해당자에 한함)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
자의 경우 원본을 출력하여 제출(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필요 없음)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본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서류를 요구 시 지원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모든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내(2019. 1. 19(토)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 (XI. 부록(각종서식)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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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형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학생부위주(종합)

 1. 지원자격

▪ 산업체 근무 경력이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재직중인 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
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

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

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④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고교구분에 따른 지원가능 여부
졸업생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해외고 검정고시

Ｘ* Ｘ Ｘ** ○ Ｘ Ｘ ○

      * 종합고의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 가능, 일반고 재학 중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지원 가능
     ** 특목고 중 마이스터고 출신자 지원 가능
  

※ 산업체의 범위(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단,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

인을 통해 인정 할 수 있음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재직기간의 산정
 •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재직중이며, 총 재직기간(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3년 이상되어야 함

   (원서접수 시 재직중이어야 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함

    (근무(영업)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

 • 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며, 병역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경력도 인정함

 • 근무(영업)기간 산정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날부터 근무(영업)한 것으로 간주 함

 2.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사정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전형총점
서류종합평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00% 1,000점 1,000점
산업경영학과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금융투자학과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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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발방법 : 제출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

다.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선발하며, 동점자처리기준을 적용
하고도 동점인 경우에는 사정기준을 따름

   

Ÿ 서류종합평가 중 아래 순으로 적용

① 종합평가영역 점수  ② 인성평가영역 점수  ③ 적성평가영역 점수

 3. 제출서류

  ※ 본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서류를 요구 시 지원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교과(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 교외 수상실적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서류를 표절 할

     경우 서류종합평가점수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모든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모든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내(2019. 1. 19(토)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의 최종 등록자는 본교 입학일(2019. 3. 1)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 (XI. 부록(각종서식)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참조)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공통

입학원서 1부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제출

자기소개서 1부 · 원서접수 사이트에 온라인 입력(별도 제출 필요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자의 경우 학교장 직인 또는 원
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필요 없음)

·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 학생부 우측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기재

해당사항
필수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 사업체 재직자

· 재직증명서(현 직장에 한함) 1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www.nhic.or.kr) 1부 제출
  ※ 재직기간 3년에 해당하는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상실)일이 기록되어야 함.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시 아래 내역서(확인서) 중 1부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또는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에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부 제출
    ※ 국민연금 인터넷 서비스(www.nps.or.kr)에서 발급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및 
자영업자

·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

·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현재 폐업한 경우 제출
 - 폐업사실증명 1부
 -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

1차 산업종사자
(농업, 수산업 등)

· 국립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급 가능
  ※ 농업: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어업: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군경력 재직 인정자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주민등록표(초본) 군복무기간 명시
  ※ 군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자에 한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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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 농어촌학생

1.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유형 1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같은 기간 부‧모‧학생(본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② 유형 2 :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본인이 농어촌 지

역에 거주한 자

  

고교구분에 따른 지원가능 여부
졸업생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해외고 검정고시

○ ○ Ｘ ○ Ｘ Ｘ ○

  

※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를 의미함

※ 재학 중(유형1 중ㆍ고등학교, 유형2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은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는 불인정)

※ 거주기간으로 지정한 기간 내의 단 하루라도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유형1), 초·중·고등

학교(유형2)에서 재학한 자. 본인 및 부모(유형1) 또는 본인(유형2) 중 1인이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 단 하루라

도 거주한 자는 지원 불가(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 지원자의 상황을 참작하여 부 또는 모의 거주지역과 

거주기간을 본교에서 심사)

※ 농어촌 학교 및 지역으로 전입한 시점은 유형1은 중학교 1학년이 시작하는 해 3월 말까지 유형2는 초등학교 1학년

이 시작하는 해 3월 말까지 인정함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유형1은 중ㆍ고등학교, 유형2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해야함 

※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농어촌 지역이라도 인정함

※ 부모의 사망 및 이혼이 발생한 경우 발생시점부터 졸업까지 부모 중 1인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도 인정함

  ※ 농어촌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부모에 해당하는 자(부모의 사망, 실종, 이혼 등)

  

구분 부모에 해당하는 자

사망 및 

실종

ㆍ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ㆍ부모 모두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의 친권이 있는 자

이혼

ㆍ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실제 거주를 같이한 부 또는 모

ㆍ거주를 같이한 부모가 없을 경우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

ㆍ양육권(자녀교육권)이 불확실할 경우 친권을 가진 자

입양자
ㆍ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

ㆍ친권과 양육권(자녀교육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장기여행, 중병, 심신상실, 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친권행사 금지 가처분, 친권상실 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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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사정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전형총점
수능

농어촌학생 100% 1,000점 1,000점

나. 선발방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 성적의 총점 순으로 선발

다.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선발하며,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고도 동점인 경우에는 사정기준을 따름

    

본교 인문계열 지원자 본교 자연계열 지원자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환산점수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표준점수    

③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자체변환 표준점수

③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환산점수 

     ※ 농어촌학생 중 예체능계열 지원자는 본교 인문계열 지원자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따름

 3. 제출서류

※ 본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서류를 요구 시 지원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모든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내(2019. 1. 19(토) 이후) 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농·어촌학생 [유형1, 2] 최종 등록자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

로 제출해야 함

   - [공통] 증명서 발급 기준일: 2019. 2. 18(월) *18일 기준 증명서 제출 시 추가제출 불필요

   - [유형1] 제출서류: 부, 모,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총 3부) 

   - [유형2] 제출서류: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제출 방법: 2019. 2. 28(목)까지 입학처로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도착 기준)

 ▪ 유형1. 기본서류(거주확인 기본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공통

입학원서 1부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 기준 발급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1부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하여 학교장 직

인을 받아 제출

학교

생활

기록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을 통해 
발급 가능(학생부 우측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기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자의 경우 학교장
  직인 및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필요 없음)

부·모·본인의 각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 모든 거주지 변동사항 기재
· 부·모·본인 각 1부(총 3부)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부모 
이혼 시

기본증명서 1부 · 지원자 기준 발급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와 함께 거주(주소지 동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
부모 

사망 시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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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1. 직장관련 서류(지원자 부모의 농·어촌 거주확인용)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공통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www.nhic.or.kr)
· 부·모 각 1부(총 2부)
  ※ 지원자 중학교 입학일~고등학교 졸업(예정)에 해당하는 기간

※ 위의 (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직장가입자로 1회 이상 기재된 경우, 직장주소 확인을 위해 아래 추가 서류 제출
단, 해당기간(지원자 중학교 입학일~고등학교 졸업(예정)일) 전체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한하여 하단의 ‘선택 추가서류’ 제출 필요 없음

선택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일반
직장가입자

개별사업장 피보험 
자격내역서(피보험용) 1부

· 해당 부·모 각 1부
· 고용노동청 각 지역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www.ei.go.kr)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조

회>고용보험가입이력(상용이력) 조회 후 하단의 피보험상세이
력 출력

  ※ 지원자 중학교 입학일~고등학교 졸업(예정)에 해당하는 기간
· 자격내역서 상, 실제 근무한 지역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사 등 대표주소가 기재된 경우, 실제 근무한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 부·모 각 1부
· 반드시 근무지 주소 및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부·모 중 해당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 반드시 사업장 주소 및 사업기간이 명시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현재 폐업한 경우 제출
 - 사업장 주소, 개업일, 폐업일이 명시

1차 산업종사자
(농업, 수산업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1부

· 국립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급 가능
  ※ 농업: 농업인확인서 / 어업: 어업인확인서

▪ 유형2. 공통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공통

입학원서 1부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제출

학교생활

기록부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을 통해 발급 
가능(학생부 우측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기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자의 경우 학교장직인 및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필요 없음)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1부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을 

받아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지원자 기준 발급(주소지 전체 이력 포함)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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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 특성화고교졸업자

1. 지원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일반계고등학교(舊 종합고등학교)의 전문

계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 모집단위(우리학교 기준표)에 지원한 자 또는 이수한 교과목이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2017년 2월 이후 졸업자)

※ 다음의 해당자는 지원 불가

  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②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계(종합)고의 보통과 졸업(예정)자

  ③ 특성화고, 일반고(종합고)의 전문계학과 재학 기간이 5개 학기 미만인 자

  ④ 평생교육법 31조의 규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교구분에 따른 지원가능 여부
졸업생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해외고 검정고시

Ｘ* Ｘ Ｘ ○ Ｘ Ｘ ○

   * 종합고의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가능, 일반고 재학 중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지원 가능

※ 동일계열 확인

   • 모집단위별 교육과정 기준학과 

     ⇒ 특성화고교출신자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기준학과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예시)

  

단과

대학
모집단위명 

특성화고 교육과정 기준학과명 전문교과

지원가능 

이수조건*공통 적용 모집단위별 적용

공과

대학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컴퓨터게임과

농업기계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공업’에

해당하는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생명공학기술과, 동물자원과

사회인프라공학과, 환경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 건축학부

식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해양환경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 특성화고교졸업자 모집단위별 교육과정 기준학과와 상이한 계열로 지원한 경우는 지원자가 이수한

     전문교과 중 30단위 이상이 지원한 모집단위와 관련된 과목인 경우 동일계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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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사정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전형총점
수능

특성화고교
졸업자

100% 1,000점 1,000점

나. 선발방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 성적의 총점 순으로 선발

다.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선발하며, 동점자처리기준을

                     적용하고도 동점인 경우에는 사정기준을 따름

   

본교 인문계열 지원자 본교 자연계열 지원자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환산점수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표준점수    

③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자체변환 표준점수

③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환산점수 

    ※ 특성화고교졸업자 중 예체능계열 지원자는 본교 인문계열 지원자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따름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입학원서 1부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제출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자의 경우 학교장 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필요 없음)

·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 학생부 우측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기재

동일계열 확인서 1부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해당양식을 내려받아 지원자 소속(출신) 

특성화고 교사가 작성하여 제출

·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또는 개명자

입학원서 1부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자의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제출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필요 없음)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학생부, 입학원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서로 다른 자에 한함

※ 본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서류를 요구 시 지원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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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제출서류안내

제출서류

1. 서류 미제출자는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본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서류를 요구 시 지원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4. 제출서류는 정해진 기한 내에 등기(특급)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제출요령 및 유의사항

1. 지원자 공통

가. 서류제출 마감일 : 2019. 2. 18.(월) ~ 19(화) 17:00까지
  ※원서접수 시작일(2.17.(일)) 방문접수 불가 / 점심시간(12시~13시) 방문접수 불가
나. 우편 및 방문 제출처 : (우)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입학처 앞
다. 우편 발송시 지정된 서류제출 마감일은 인하대학교 입학처 도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단, 우편배달 사고 

등 기타 사유로 도착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해서는 본교에 책임이 없습니다.   
라. 개명으로 인하여 제출서류 상 이름이 다를 경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입학원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필요
마. 2019년 2월 국내고 조기졸업 예정자 : 조기졸업예정증명서(재학고교발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증

명서 제출 필요 

2. 학교생활기록부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적용대상 : 2019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 및 

2014년 1월 1일 이후 졸업자

나.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미동의자 및 비대상자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 직인 또
는 원본대조필 날인)를 2019. 2. 19(화) 17:00까지 본교 입학처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도착기준)해야 하며, 
기일 내 학교생활기록부 미제출 시 합격자 사정대상에서 제외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가. 검정고시 출신자 중 인터넷 원서접수 시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별도 제출 불필요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적용대상 : 2014년 1회차 부터 2018년 2회차 까지(5년간) 검정고시

에 합격한 자
나. 검정고시 출신자 중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미제공자 및 비대상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2019. 

2. 19(화) 17:00까지 본교 입학처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도착기준)해야 하며, 기일 내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미제출 시 합격자 사정대상에서 제외

4. 자기소개서
  : 평생학습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지원자는 자기소개서를 2019. 2. 19(화) 17: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해야 함.



24   입학안내 http://admission.inha.ac.kr/

국외서류 제출자 유의사항

1. 본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서류를 요구 시 지원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함

2.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본을 원본(사본일 경우 본교로 

방문하여 원본대조 필요)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외국인전형 지원 서류는 영문번역본으로 제츨하며, 

번역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   

3.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 후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DIPLOMA)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2019. 2. 28(목)까지 인하대학교 입학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단, 지원 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

(DIPLOMA)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영사확인서를 제출한 합격자, 교육부 학력인정 재외한국학교 출신 

합격자는 제출 불필요

4. 우리나라와 학제가 다른 국가의 고교를 졸업한 경우의 학력 인정 여부는 본교에서 심의하여 결정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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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정시 추가모집 25

VII. 수능 반영방법

수능성적 반영방법

1. 국어·수학영역은 표준점수, 영어영역은 등급별 환산점수,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의 백분위를 활용한 자체변환표

준점수를 활용하여 반영(탐구과목 자체변환 표준점수 변환방법은 수능성적 발표 이후 홈페이지 공지)

2. 인문/예체능계열은 제2외국어/한문을 사탐영역의 1개 과목으로 인정

3. 2019학년도 수능에 응시할 때 본교가 전형유형, 계열 및 모집단위별로 반영하는 모든 영역(유형)에 응시해야 함

4. 2019학년도 수능 성적만 반영하며, 2019학년도 수능 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됨

5. 수능성적 반영영역 및 반영 비율

계열 세부구분

수능 반영영역 및 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가 나 사회 과학 직업

일반, 농어촌학생 전형

인문

일반(아래 모집단위 제외) 30 - 25 20 20 - - 5
공간정보공학과(인문), 건축학부(인문), 
컴퓨터공학과(인문), 간호학과(인문), 

아태물류학부(인문), 글로벌금융학과(인문)
30 - 30 20 15 - - 5

자연 일반(전 모집단위) 20 30 - 20 - 25 - 5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인문 전 모집단위 35 25 20 20 -

자연 전 모집단위 25 35 20 20 -

예체능 디자인융합학과, 연극영화학과 40 - 40 20 -

※ 수능성적 반영점수 산출 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체능 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은 한국사 반영비율은 없으나 응시 여부로 지원 자격 확인 예정(필수 응시)

※ 의류디자인학과(일반)의 경우 실기고사 미실시하며, 수능 반영방법은 ‘인문-일반’을 따름

6. 영어 영역은 다음의 자체 등급별 환산점수 활용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200 195 190 180 170 150 120 80 0

7. 한국사 자체 등급별 환산점수 활용

전형 계열 50점 45점 40점

일반·농어촌
인문 1~4등급 5~6등급 7~9등급

자연 1~5등급 6~7등급 8~9등급

※ 전 전형 수능 한국사 필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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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반영 예시

※ 탐구과목 자체변환 표준점수 변환방법은 수능성적 발표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수능 환산점수는 마지막 단계의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환산점수 산출식

영역별표준환산점수만점최고점
영역별표준환산점수

 ×영역별반영비율×반영총점

※ 영역별 표준(환산) 점수 만점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정의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유형별) 수능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200 (영역별) 자체변환 최고점 + 100 50

환산식 표준점수
/ 표준점수 최고점

표준점수
/ (유형별) 표준점수 최고점

환산점수
/ 200

100 + 자체변환점수 평균
/ 100 + (영역별) 자체변환 최고점

환산점수
/ 50

 • 일반, 농어촌학생, 예체능 전형 [ 1,000점 만점 ]

  가. 인문 · 자연 계열

표준점수(최고점) 등급 환산점수 자체변환 표준점수(최고점) 등급 환산점수

국어 인문 : 수학(나)
자연 : 수학(가) 영어 인문 : 사탐 2과목 평균

자연 : 과탐 2과목 평균 한국사(6등급)

129(135) 133(140) 195 66.75(68.88) 45

계열 모집단위 계산식

인문

일반
(아래학과 제외)

[(129/135×0.3)+(133/140×0.25)+(195/200×0.2)+((100+66.75)/(100+68.88)×0.2)
+(45/50×0.05)]×1000 = 961.64

공간정보공학과, 건축학부, 

컴퓨터공학과, 간호학과, 

아태물류학부, 글로벌금융학과

[(129/135×0.3)+(133/140×0.3)+(195/200×0.2)+((100+66.75)/(100+68.88)×0.15)
+(45/50×0.05)]×1000 = 959.77

자연 전 모집단위
[(129/135×0.2)+(133/140×0.3)+(195/200×0.2)+((100+66.75)/(100+68.88)×0.25)

+(45/50×0.05)]×1000 = 9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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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다군 특성화고교졸업자 [반영총점: 1,000점] 

  가. 인문 · 자연 계열

표준점수(최고점) 등급 환산점수 자체변환 표준점수(최고점)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 2과목 평균(사탐/과탐/직탐)

129(135) 133(140) 195 66.75(68.88)

모집단위 계산식

인문 전체모집단위 [(129/135×0.35)+(133/140×0.25)+(195/200×0.2)+((100+66.75)/(100+68.88)×0.2)]×1000 = 964.42

자연 전체모집단위 [(129/135×0.25)+(133/140×0.35)+(195/200×0.2)+((100+66.75)/(100+68.88)×0.2)]×1000 = 963.87   

 ※ 수학(가/나) 및 탐구(사회/과학/직업) 모두 인정

  나. 예체능 계열 

표준점수(최고점) 등급 환산점수 자체변환 표준점수(최고점)

국어 영어 탐구 2과목 평균(사탐/과탐/직탐)

129(135) 195 66.75(68.88)

모집단위 계산식

디자인융합학과, 
연극영화학과(이론/연출)

[((129/135)×0.4)+(195/200×0.4)+((100+66.75)/(100+68.88)×0.2)]×1000=959.7

 ※ 탐구(사회/과학/직업)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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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지원자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불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해당사항 없음)

 

가. 전형별 1개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추가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여 입학할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라. 입학 학기가 서로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마. 추가모집에 최종 등록한 자는 타 대학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바. 등록마감 이후 입학 학기가 같은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사.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충원합격 등록 포함)을 완료한 경우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추가모집 시작 전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경우 지원가능(대교협 지정 시일)

2. 선발원칙

가. 정시 추가모집은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나. 최종합격점수와 동점인 자는 본교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서도 

동점인 경우는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세부사항은 2019학년도 정시 추가모집 사정기준에 따름)

다. 전형유형별 모집단위의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교 심의를 거쳐 합격자 선발 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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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료

전형유형 전형료

일반전형
￦20,000

외국인

평생학습자

￦5,00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4. 전형료 환불기준

Ÿ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 사항을 수정,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Ÿ 단, 아래의 전형료 환불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형료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합니다.

① 환불기준

환불사유 환불금액
환불신청 기한 및 

서류제출 여부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없음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명백한 지원 자격 미달의 경우

환불요청서 제출일 환불금

원서접수 마감 전
[원서접수기간: 2.17(일)~2.19(화) 17:00]

전형료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반환하지 않음

② 환불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처 홈페이지 > 정시모집 > 제출서류 자료실 > 전형료 환불 요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E-mail 또는 방문 제출하면 본교에서 환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E-mail: aoinha@inha.ac.kr)

③ 전형료 수입 · 지출에 따른 잔액은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지원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④ 반환되는 입학전형료는 원서접수 시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학교 방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⑤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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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자 핵심 유의사항

 • 인터넷으로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서접수 시 신중히 입력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이후에 지원자격을 검토하여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 한 경우에는 위 사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합격 또는 입학취소가 된 자에게는 향후 

본교의 지원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출된 서류는 발급기관에 추후 확인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9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단,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학제차이를 감안하여 수업시수가 미달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사범대학 지원자 중에서 장차 교육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함을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 신입생은 학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단, 군 입대 예외)

 •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최초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통보방법을 숙지하여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학전형 성적, 평가 내용 및 석차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적정인원의 예비순위만 공고)

 •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2019학년도 신입학전형 추가모집과 관련하여 본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은 본교의 학칙, 규정 및 

해당 사정기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 2019학년도 정시 추가모집에 합격한 자가 추후 수능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합격이 자동 취소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교에 원서 접수하는 것은 본교가 그 정보를 입시업무
     목적으로 수집,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입시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본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정보는
     제공될 수 있으며, 최종 입학생의 경우에는 학적자료로 이관되어 학사업무 및 신입생 안내 업무 등에
     사용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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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

 • 원서접수 방법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 → 인터넷 원서접수클릭 →회원가입→인하대학교선택 →접수유의사항
확인 → 원서작성(입력)→전형료결제→ 입학원서(해당자), 해당양식(해당자) 및 수험표 출력

 

 • 유의사항

   가. 입학원서는 기재사항을 원칙적으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습니다(전형유형, 모집단위 등)

   나.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접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지원사항(전형유형/지원모집단위 등)

을 필히 재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합니다.

   다. 원서접수 시 입력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정정 또는 변조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마.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의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이전에 

미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는 인터넷상으로만 가능합니다.

나. 지원자의 주소는 실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지원자 또는 보호자가 전형기간 중 가장 신속히 연락될 수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는 즉시 본교 입학팀(032-860-7221~4)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라. 모든 기재 사항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본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인터넷 접수 시 문의처 http://www.uwayapply.com : 1588-8988

http://www.uway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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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최초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납입 안내

  나. 최종 합격여부는 지정된 합격자 발표 당일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 예비합격후보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모집단위별로 적정인원을 예비순위와 함께 발표합니다.

  

  라.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예비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등록금액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 시 등록금고지서 출력을 통해 안내합니다.

  

  바.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최종 합격여부는 반드시 합격자 발표 당일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1) 입학상담전화 : 032) 860 - 7221 ~ 4 (입학팀)

    2)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http://admission.inha.ac.kr

구분 일시  및  장소 비고

일반전형,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2019. 2. 21(목) 20:00 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

록금고지서 출력  (별도 교부 없음)

・등록 관련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본교 입
학안내 홈페이지에 안내

발표방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최초 합격자 등록기간
2019. 2. 22(금)
09:00 ~ 16:00

http://admission.inha.ac.kr/
http://www.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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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충원

  가. 최초 합격자의 등록시한이 종료되었으나 미등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교의 입학전형 성적순위에 따

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나. 추가 합격여부는 지정된 합격자 발표 당일 합격자 등록이 종료된 이후에는 입학전형 성적순위에 따라 

미등록 충원을 실시하며, 추가 합격자를 별도로 발표하지 아니하고 해당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다. 추가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된 추가 합격자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등

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 합격자의 통보기간은 2019. 2. 24(일) 15:00 ~ 21:00 예정 입니다. 

     ※ 추가 합격자 통보예정 시간인 24일(일) 15시에서 21시 사이에는 반드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연락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2019년 2월 25일(월)은 미등록 충원대상자로 이미 통보한 추가 합격자의 등록과 다른 대학에의 추가 등

록을 위한 등록금 환불 업무만을 시행합니다.

  바.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오류, 미기재 또는 연락두절로 인하여 3회 이상 합격통보가 

되지 아니할 경우 미등록 충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에 다른 대학의 합격 통보를 받고 타 대학 등록을 결정한 본교 추가합격자는 즉

시 본교에 등록포기 의사를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본교 기 등록자는 「온라인등록금환불」을 신청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입니다.

  

  아. 본교 등록을 결정한 추가합격자는 타 대학에 추가 합격 또는 기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대

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 등록자는 해당 대학의 안내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

받아야 합니다.

통보일시 등록일시 통보방법

2019. 2. 24(일) 15:00 ~ 21:00 예정 2019. 2. 25(월) 09:00~16:00 전화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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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전화 안내

상담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입학 안내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admission.inha.ac.kr)

입학팀

Tel. 032) 860-7221~4
    032) 860-9231

  
fax. 032) 872-2592
    032) 860-7210

 관련 부서
  

상담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금 납부에 관한 안내 재무팀 032) 860-7126

장학금에 관한 안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학생지원팀
032) 860-7074
032) 860-7075

생활관(기숙사)에 관한 안내 생활관 행정팀 032) 860-8319

교직에 관한 안내 사범대학 행정실 032) 860-7833

대학행정실

 • 교과과정, 졸업 후 진로, 수강신청, 
   복수전공, 휴학, 복학, 학적 등 
 • 학사안내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 행정실 및 학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과대학 행정실 032) 860-7288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032) 860-7612

경영대학 행정실 032) 860-7822

아태물류학부 행정실 032) 860-8222

사범대학 행정실 032) 860-7833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032) 860-7902

문과대학 행정실 032) 860-7982

의과대학 행정실 032) 860-9804

미래융합대학 행정실
032) 860-9304
032) 860-8871

국제학부 행정실 032) 860-9125

예술체육학부 행정실 032) 860-8162

   ※ 항공우주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송도국제도시 항공우주캠퍼스 관련 문의 : 산학융합지구사업단 032)858-8766 

   ※ 통학버스 노선안내 : (032)860-8628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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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등록포기 및 환불 
  가.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부득이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등록금 환불 절차에 의하여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다. 최종 등록마감일인 2019년 2월 25일(월)은 미등록 충원대상자로 이미 통보한 추가 합격자의 등록업무만을 

실시하여 추가합격 통보를 할 수 없으니,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2019년 2월 24일(일) 16시 

까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금 환불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일 경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라. 학기 개시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해당학과에서 반환받아야 하며 자퇴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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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부록(각종서식)

입학원서 전형 공통

인하대학교 입 학 원 서
2019학년도 추가모집 수험번호

모집시기  추가모집 전형유형  일반전형

성   명  (한글)  김   인   하 

사   진
3Cm X 4Cm

주민등록
번  호 990424―1234567

출신고교

 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졸업)

학교코드  1234567890

전화번호 (032) 860 -1111 FAX (032) 860 - 2222

지    원
모집단위     문과 대학      인문 (학부/계열/학과)

지원자
주  소

 (우편번호 : 07946)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 1동 101호
 e-mail : inha@inha.ac.kr

추
가
연
락
처

추가연락처1 010-111-1111

추가연락처2 010-222-2222

지원자와의 관계 부

전 형
기 간

중
연락처

현주소(자세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253번지

연   락   처

 전화 (032)860 - 0114,  
 이동전화 010 - 123 - 4567,      이동전화 010 - 567 - 0000 

※ 전형기간 중 연락이 두절될 경우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이 책임져야 합니다. 

등록금 및 전형료 환불계좌  은행명 : 우리          계좌번호 : 11111111111     예금주 : 김명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안함 / 해당없
음 중 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

동의함 / 해당없음 중 표시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김   인   하 

 인 하 대 학 교  총 장  귀 하

대행업체

확인인장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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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평생학습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자 기 소 개 서
￭ 지원자 기재사항

성명                  (한자:              ) 수험번호

주소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재학/출신 고등학교              (시/도)                (시/군/구)                 고등학교

전형구분 □ 평생학습자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지원 모집단위  인하대학교                대학                                   학부/학과

  지원자 본인이 기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표절,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

격 또는 입학 취소, 향후 입학지원 불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 입니다. 

위 내용을 서약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평가 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

직하게 기술하십시오.

2. 자기소개서는 전형별로 입력기간을 확인하여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입력한 후, 정확히 입력되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잘못된 입력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3. 자기소개서는 입학 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전형 대상 자기소개서 입력(제출)기간 제출방법

평생학습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지원자

전체

원서접수시작일

[2019. 2. 17(일)]

 ~ 인터넷입력마감일

[2019. 2. 19(화) 17:00]

온라인

접수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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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유의 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
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
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
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 학생부 위주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기록
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논문, 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
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
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6. 학생부 위주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
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7. 표준 공통원서접수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시 입력 허용 가능한 문자는 영문자, 숫자, 
한글만 가능하며, 특수문자는 아래의 특수문자 및 기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허용 문자 및 기호: ~ ! @ # ^ ( ) - _ + / { } [ ] : “ ‘ , . ?

   * 한컴 오피스 한글에 문자표 및 윈도우 한자키를 이용한 특수문자는 입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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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1. 자신의 성장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학교생활 또는 직장생활 중 배려, 나눔, 갈등관리, 리더십 발휘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3.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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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외국인

자 기 소 개 서
￭ 지원자 기재사항

성명                수험번호

여권번호 출생국

생년월일  (남 , 여) 국적

주소

전화번호
본국  (      )         -         (Cell)         -         -

국내  (      )         -         (Cell)         -         -

재학/출신 고등학교 고등학교

전형구분  □ 외국인

지원 모집단위  인하대학교 국제학부

  지원자 본인이 기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표절,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 취소, 향후 입학지원 불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 입니다. 

위 내용을 서약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평가 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

직하게 기술하십시오.

2. 인하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며, 기한 내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해야
합니다.(마감일자 우편 소인분 불인정. 도착분에 한함)

3. 자기소개서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제출 및 확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는 입학 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전형 대상 자기소개서 입력(제출)기간 제출방법

외국인
지원자

전체

원서접수시작일

[2019. 2. 17(일)]

 ~ 인터넷입력마감일

[2019. 2. 19(화) 17:00]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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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1. 자신의 성장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세요. (1,000자 이내) 

2. 학교생활 또는 직장생활 중 배려, 나눔, 갈등관리, 리더십 발휘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1,500자 이내) 

3.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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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확인서 외국인

번역자 확인서
번역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    )     -      

번역물 원본의 

명의인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번역대상물

 첨부한 번역 내용은 원본의 문구에 맞게 사실대로 번역하였으며,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번역자: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주의사항 : 외국어의 번역문은 본인 외에도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으나, 행정사법 제2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민원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

된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고,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 없이 수수료를 받고 

위 업무를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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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력조회동의서 외국인

Inha University 
 Admissions Department

Inha University, 100 Inha-Ro, Michuhol-Gu, Incheon 22212, KOREA
TEL : 82‐32‐860‐7221~5  FAX : 82‐32‐860‐7210

  【For Students】
□ School Name :
□ Address          :  
To whom it may concern : 

I am writing to request your kind assistance in Inha University 's admission process.
I would appreciate if you could verify this document and let us know the results either by 
mail or fax.  I a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Sincerely yours,  Hyeon-Jung Kim, Ph.D.

                                   Dean of Admission's Office at Inha University
                                         (FAX) 82-32-860-7210  (TEL) 82-32-860-7221~5

Letter of Agreement
I have applied to Inha University in Incheon, Korea for admission in the 2019 academic year 
and agreed to allow Inha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the verification. In this matter, I would 
like to request you to provide Inha University with full cooperation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the verification of transcripts.

*Date of admission(transfer)       : 　 　 　 　
*Date of graduation(withdrawal) :

                                                                  Sincerely yours, 　 　 　
　 　 　 　 　　 　

                           * Student ID Number : 　
                             * Name                       :                                   (signature)

                     * Date of birth            : 　

  【For School】 - 수험생은 공란으로 제출

Formal Verification
□ Above records & transcripts  :   Correct □    Incorrect □

□ Additional comments              :                                                                             

□ Signature and Title                 :                                                                 

     ※ 재학한 해외 학교 수 만큼 본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본 양식은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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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계획서 외국인

학업계획서
(Study Plan)

 

지원모집단위
Field of Study

국제학부(International School of Global Studies)

수험번호
Application No.

지원자 성명
Applicant name

 인하대학교 입학 후에 본인의 학업 계획 및 향후 진로에 대해서 기술 하시오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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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확인서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확인서
                                          * 지원자 소속(출신) 특성화고 교사가 작성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학적 특이사항
 전출 학교명 :        전입 연월일 :         년     월    일

※ 현재 재학 중인 고교로 전학 온 학생만 전출 학교명과 전입 연월일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재학사항        년      월     일  입학                 년     월    일 (졸업/예정)

학 교 명                     학교 연락처 :

담당교사 성명                     교사 연락처 : 

학교주소

  아래 지원자격 중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     ) 안에 √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교 정시모집요강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       )

  ② 본교 정시모집요강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       ) 

고교

학과계열

 상업정보  (     )

고교

학과명

학과의 해당 

고교기준학과명

 가사  (     )

 농생명산업  (     )

 공업  (     )

 기타  (     )

 ※ 지원자격 ‘②‘ 해당자만 아래 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칸을 나누거나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이수과목

학년/학기 과목명 이수단위 학년/학기 과목명 이수단위
/ /
/ /
/ /
/ /
/ /
/ /

 위의 학생은 귀 대학의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________ 고등학교장  (직인)                       

                       

인하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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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학생 지원서[유형1] 농어촌학생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유형1) 중ㆍ고교에서 전 교육과정(6년)을 모두 이수한 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폰:

지원자격

유형Ⅰ (6년)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ㆍ고교에서 전 교육과정(6년)을 연속으로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재학했던 학교 정보

학교명
학생 재학 기간

(년.월.일 ~ 년.월.일)
학교 주소(정확한 주소 기재)

중학교 ~
               도(시)                시/군               읍(면) 

중학교 ~
               도(시)                시/군               읍(면) 

고등학교 ~
               도(시)                시/군               읍(면) 

고등학교 ~
               도(시)                시/군               읍(면) 

거주지 정보: 지원자 기준 중학교 1학년 개시일부터 작성

구분 성명
거주 기간

(년,월,일 ~ 년,월,일)
거주 지역(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 비고

지원자 

본인

~

~

부
~

~

모
~

기타
~

~

※ 필요한 경우 칸을 나누거나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주소명 변경의 경우, 변경 이후의 주소만 기재할 것

※ 확인서는 본 양식 수기 작성 또는 타이핑 입력 후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함

※ 이 밖에도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위 학생은 농어촌 또는 도서 · 벽지 지역 학교에서 중ㆍ고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였고, 그 기간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또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________ 고등학교장  (직인)    

                        

인하대학교 총장 귀하

견본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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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학생 지원서[유형2] 농어촌학생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유형2) 초ㆍ중ㆍ고교에서 전 교육과정(12년)을 모두 이수한 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폰:

지원자격

유형Ⅱ (12년)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 벽지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교에서 전 교육과정(12년)을 연속으로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재학했던 학교 정보

학교명
학생 재학 기간

(년.월.일 ~ 년.월.일)
학교 주소(정확한 주소 기재)

초등학교 ~
               도(시)                시/군               읍(면) 

초등학교 ~
               도(시)                시/군               읍(면) 

중학교 ~
               도(시)                시/군               읍(면) 

중학교 ~
               도(시)                시/군               읍(면) 

고등학교 ~
               도(시)                시/군               읍(면) 

고등학교 ~
               도(시)                시/군               읍(면) 

거주지 정보: 지원자 기준 초등학교 1학년 개시일부터 작성

구분 성명
거주 기간

(년,월,일 ~ 년,월,일)
거주 지역(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 비고

지원자

본인

~

~

~

※ 필요한 경우 칸을 나누거나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주소명 변경의 경우, 변경 이후의 주소만 기재할 것

※ 확인서는 본 양식 수기 작성 또는 타이핑 입력 후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함

※ 상기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위 학생은 농어촌 또는 도서 · 벽지 지역 학교에서 초ㆍ중ㆍ고교에서 전 교육과정(12년)을 모두 이수하

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 · 벽지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________ 고등학교장  (직인)     

    

인하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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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환불 요청서

전형료 환불 요청서 
     접수번호 : 제   -    호

지원학부(과)                    학과 (학부)
모집시기

전형

수험번호 성명

연  락  처

환불사유

      위 사유로 전형료 환불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 전형료 환불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붙임: 관련 증빙 서류 각 1부. 끝.

 인하대학교 총장 귀하

   ※ 본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E-mail 또는 방문 제출
     Email : aoinha@inha.ac.kr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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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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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 안내

http://admissio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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