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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한동글로벌학교 초등과정 편입학 추가전형 공고 
 
 
학력인정 초ㆍ중ㆍ고 통합 대안학교인 한동글로벌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1학기 초등과정 편입
학 추가전형을 공고합니다. 
 
 
1. 모집정원 
  6학년 1명 
 
2. 지원자격 

가. 부모와 학생이 정통 개신교 기독교인이고 본교의 신앙교육에 동의하는 자 

나. 연령 :  2010.01.01~2010.12.31 

다. 입학 후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거주하며 통학이 가능한 자 

라.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본교에서 학업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전형일정 

가. 지원서류 접수 : 2022.1.6(목) 9:00 ~ 1.18(화) 11:00 
나.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1)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1.20(목) 13:00 
2) 면접 및 평가 : 2022.1.24(월) 10:00부터  
3) 학부모 면접 : 2022.1.24(월) * 서류 합격자 발표 시 부모 면접 일정 공지  
다.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1) 일시 : 2022.1.25(화) 14:00 
2) 방법 : 본교 Website(http://his.sc.kr/admissions-2/admissions-notice-Board) 
3) 합격자 등록 :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2.1.28(금)까지 (입학금 및 1학기 수업료) 
 

4. 서류접수 

가. 온라인 원서 접수  
 학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원서접수( http://his.sc.kr/admissions-2/applicationforms/) 

나.  온라인 접수이므로 접수 대행료가 발생됨. 원서 접수 이후, 지원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소정의 비용이 
청구되오니 참고하여 지원서를 신중히 작성 및 제출함 

다.  원서접수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 

 

http://his.sc.kr/admissions-2/application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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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서류  

항목  ※ 온라인 입학원서 작성 유의사항 ※ 

입학 지원서  

학생용 담임교역자 의견서 담당교역자 성함 및 이메일 주소 입력함 

부모용 담임교역자 추천서 담임교역자 성함 및 이메일 주소 입력함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소개서  

건강 설문서  

한동글로벌학교 교육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PDF 파일로 업로드함. 합격 후 원본제출 
재학(사실)증명서 PDF 파일로 업로드함. 합격 후 원본제출 

특별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교직원 자녀) 재직증명서 

PDF 파일로 업로드함. 합격 후 원본제출 

 
6. 전형료 
가. 전형료 : 200,000원 
나. 납부계좌 : 기업 158-081297-01-047 (예금주: 한동글로벌학교) 
다. 납부마감 : 지원서류 접수기간과 동일 
라. 납부명의 : 반드시 지원학년+이름으로 납부 (예: 5김한동) 
마. 부분환불 : 서류심사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환불함 
 
7. 전형방법 
가. 전형 과목 및 배점 : 영어 English (Written & Oral) 100, 사회성 Social Skills 100, 학생 면접 Student 
Interview 100, 학부모 면접 Parents Interview 100 
나. 평가영역  
1) English 
Students will be evaluated in the following areas of the English language skills according to their 
appropriate grade level: 
- Reading : Students will read grade-level appropriate stories and answer comprehension questions. 
Students' fluency level will also be evaluated. 
- Writing : Students will respond to pictorial prompts by writing complete, grammatically correct 
sentences. 
- Listening : Students will listen to the stories read by the proctor and answer the questions accordingly.  
- Speaking : Students will respond to oral/pictorial prompts given by the assessor and orally 
describe/explain a given topic(e.g. family, friends, pets, hobb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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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cabulary Skill : Students will be assessed at their grade-level.  
 
2) Social Skills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a variety of activities and demonstrate social skills such as following 
directions, cooperation, teamwork, patience, etc. 
다. 전형유형 및 방법 

전형유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교직원자녀) 

1) 특별전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반전형으로 전환 
2) 지원자가 본교에서의 학업활동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집인원과 득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모든 평가영역에 과락이 적용됨 
 
8. 비고 
가. 합격자가 등록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합격자의 등록포기로 추가 여석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명단의 순위에 따라 입학자를 추가로 선발함 
 
9. 문의처 
담당자 : 김지은 
Tel : 054-260-1756 
Fax : 054-260-1739 
Email : kje@his.sc.kr 
Website : http://his.sc.kr 

 
 
 
 

2021. 12. 21.  
 

한 동 글 로 벌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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