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 558 Handong-ro, Buk-gu, Phang-si, Kyeongbuk, 37554 Republic of Korea 

Tel. 054-260-1733 | Fax. 054-260-1739 | Web. http://his.sc.kr 

2023 학년도 1 학기 

한동글로벌학교 중고등학교과정 편입학 추가 전형 공고 

 

학력인정 초ㆍ중ㆍ고 통합 대안학교인 한동글로벌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2023 학년도 1 학기 중고등학교과정 

편입학 추가 전형을 공고합니다. 

 

1. 모집정원  

 

 

 

 

 

* 11학년 편입생만 선교사 자녀 장학 TO가 있습니다.  

* 남학생 생활관 입사는 한 명만 가능합니다. 생활관 입사는 선교사 자녀, 고학년, 입학 평가 우수자 순입니다.  

 

2. 지원자격 

가. 부모와 학생이 정통 개신교 기독교인이고 본교의 신앙교육에 동의하는 자 

나. 이수한 과정이 지원하는 과정보다 1 년 이상 앞서지 않는 자 

다.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 이상과 거주하며 통학이 가능한 자 또는 생활관 입사 가능한 자 

라.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본교에서 학업 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전형일정  

가. 지원서류 접수(추천서 포함) : 2023. 1. 9(월) 오전 9 시~ 2023. 1. 17 (화) 오전 11 시까지 

나.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1)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1. 19(목) 14:00 

2) 면접 및 평가 : 2023. 1. 30(월) 09:00 부터  

3) 학부모 면접 : 2023. 1. 30(월) 서류 합격자 발표 시 부모 면접 일정 공지  

다.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1) 일시 : 2023. 2. 1(수) 14:00 

2) 방법 : 본교 Website(https://his.sc.kr/category/admission-notice-board/) 

3) 합격자 등록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 일 이내 (입학금, 1 학기 수업료 및 생활관비 납부) 

 

4. 서류접수 

가. 온라인 원서 접수  

 학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원서접수 (https://his.sc.kr/admissions/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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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인원  

8 
학년별  

약간 명  
9 

11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 558 Handong-ro, Buk-gu, Phang-si, Kyeongbuk, 37554 Republic of Korea 

Tel. 054-260-1733 | Fax. 054-260-1739 | Web. http://his.sc.kr 

5. 지원서류  

항목  ※ 온라인 입학원서 작성 유의사항 ※ 

① 입학 지원서  

② 지원자 자기소개서  

③ 담임교사 의견서 담임교사 성함 및 이메일 주소 입력해야 함 

④ 학생용 담임교역자 의견서 담임교역자 성함 및 이메일 주소 입력해야 함 

⑤ 부모용 담임교역자 추천서  
(선교사 자녀) 파송기관 추천서 및 주후원교회 추천서 

담임교역자 성함 및 이메일 주소 입력해야 함 
 (선교사 자녀) 파송기관명, 주후원교회명 및 이메일 주소 입력해야 함 

⑥ 한동글로벌학교 교육 동의서  

⑦ 학부모 소개서  

⑧ 건강 설문서  

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⑩ 학교 생활기록부Ⅱ 사본 
(국외 학교 출신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성적증명서로 대체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해야 함(파일 형식:pdf, jpg) 

⑪ 재학(사실)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출신자) 합격증명서로 대체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해야 함(파일 형식:pdf, jpg) 

⑫ 특별 증명서 
(해당자만 한함) 

(선교사 자녀) 선교사 파송증명서 및 선교사 재직증명서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교직원 자녀) 재직증명서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해야 함(파일 형식:pdf, jpg) 

[유의사항]  

* 지원자의 최종학교가 해외소재학교인 경우에는 국내 최종학교 학교 생활기록부Ⅱ 사본 1 부와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기간 명시)와 성적증명서 각 1 부씩 업로드 해야 함 

* 국외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단, 교육부 

학력인정 해외소재학교는 학교장 발급 서류로 인정됨) 

* 최종 합격자는 합격 후,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의 원본을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6. 전형료 

가. 전형료 : 200,000 원 

나. 납부계좌 : 기업 158-081297-01-047 (예금주: 한동글로벌학교) 

다. 납부마감 : 지원서류 접수기간과 동일 

라. 납부명의 : 반드시 지원학년+학생이름으로 납부 (예:9 김한동) 

마. 부분환불 : 서류심사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100,000 원을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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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형방법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배점 

학부모 면접 100 점 

학생 면접 100 점 

영어 100 점 

국어  100 점 

수학 100 점 

총점  500 점 
 

나. 평가영역  

1) 면접 

- 시간 : 1 인당 15 분 

-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해, 신앙생활, 학교생활, 교우관계, 취미생활, 학습계획, 장래 희망과 준비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 평가함 

 

2) English 

- Oral Test 

- Written Test(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Writing test) 
 

3) 국어  

- 범위 및 교재 

8학년 – 중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 전체 (1. 표현의 즐거움, 2 읽고 대화하고, 3. 능동적인 언어생활, 4. 성장의 

시간) (교과서: 국어 1-1, 미래엔, 신유식 외, 2017 교육부 검정) 

9학년 - 중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 전체  (교과서: 국어2-1, 미래엔, 신유식 외) 

11학년 - 1. 문학과 빛깔, 3. 생각하고 표현하고, 5. 바른 언어생활, 6. 한국문학의 흐름 (교과서 : 고등학교 국어, 

미래엔, 신유식 외, 2015 개정 교육과정) 

- 시간 : 45분 

  

4) 수학 

- 범위 및 교재 : 

 [한국 교육과정] 

8학년 - I. 수와 연산 ~ IV. 도형의 기초 (교과서: 중학교 수학1, 천재교육, 이준열, p10~p191) 

9학년 - I. 유리수와 순환소수 ~ IV. 도형의 성질 (교과서: 중학교 수학2, 천재교육, 이준열, p10~p185) 

11학년 - I. 다항식 ~ V. 함수 (교과서:고등학교 수학, 좋은책 신사고, 고성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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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교육과정] 

                 8
th

 grade – Pre Algebra (Prentice hall 2009)  P235~450, Chapter 5 Operations with Fractions, 

Chapter 7 Solving Equations and Inequalities, 8 Linear Functions and Graphing 

                9
th

 grade – Algebra 1 (Prentice hall 2009) P251-425, Chapter 5 Graphs and functions, Chapter 

7 Systems of equations and inequalities                 

11
th

 grade -  Algebra 2 (Prentice Hall) Pearson 2009, Chapter 7 Radical Functions and Rational 

Exponents (p367-427), Chapter 8 Exponential and Logarithmic Functions (p 428-485)   

- Test time : 45 min 

- 특이사항 : 한국 교육과정과 영어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함 

 

다. 전형유형 및 방법  

 

전형유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 선교사자녀 및 학교법인 

한동대학교교직원자녀 

1) 일반전형 

- 1 차 서류전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비 

- 2 차 면접 및 교과 평가로 최종 인원 선발 

2) 특별전형(선교사 자녀,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자녀) 

- 서류 및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 

3) 특별전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반전형으로 전환 

4) 선발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모집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비고 

가. 입학 지원서와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나. 합격자가 등록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수험생에게만 전형 당일의 중식을 제공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9. 유의사항  

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변경 될 경우, 면접 및 평가 일정 연기 될 수 있음 

나. 코로나-19 확진자는 가정 및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응시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1. 30(월) 37.5도 이상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의 교실에서 치르게 됨 

라. 수험생 및 학부모 면접 참여한 학부모는 시험 시행일로 10일간 이내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시, 학교에 연락

해야함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 558 Handong-ro, Buk-gu, Phang-si, Kyeongbuk, 37554 Republic of Korea 

Tel. 054-260-1733 | Fax. 054-260-1739 | Web. http://his.sc.kr 

10. 문의처 

담당자 : 김미경 

Tel : 054-260-1734 

Fax : 054-260-1739 

Email : kidalis@his.sc.kr 

Website : http://his.sc.kr 

2022. 12. 12.  

한 동 글 로 벌 학 교 장 

mailto:kidalis@his.sc.kr
http://his.s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