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후기)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인원
수업연한

학 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골프레저경영학과
공연예술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4학기(2년제)

언론홍보광고학과
정보통계학과

학과별
0명

조형미술학과
청소년지도학과
특허법무학과
한국전통복식학과
행정정책학과
향장미용학과

■ 수업연한 및 졸업
• 석사학위과정 : 4학기(2년제)
• 졸업논문 대체학점(6학점)제 운영 (공연예술학과∙조형미술학과∙향장미용학과 제외)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 학사학위 전공과 관련 없이 모든 학과 지원가능

■ 전형방법 및 전형료 납부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구술)고사

2) 전형료 납부
• 전형료 : 5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10401-00-006094
• 예금주 : 한남대학교

1. 서류전형
2. 면접(구술)고사

■ 특기사항
• 골프레저경영학과 졸업 시 “스포츠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체육학”⇛“스포츠경영학”으로 변경)
• 사회복지학과 졸업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취득 (취업기간 단축 및 복지센터 운영 가능)
• 상담심리학과는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등 자격증 취득 가능
• 청소년지도학과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보호사(2급) 자격증 취득 가능
• 향장미용학과 졸업 시 종합미용면허(헤어·피부·메이크업·네일) 취득
• 편입생의 경우 최대 14학점까지 학점 인정 가능 (단, 전공 관련 학과가 아닌 경우, 최대 6학점까지 인정 가능)
• 졸업논문 대체학점(6학점)제 운영 (공연예술학과∙조형미술학과∙향장미용학과 제외)
• 다양한 장학제도 (30~50%학비감면)
※ 공무원, 현직교사, 협약기관, 전공 관련 기관(시설) 재직자, 원우회 임원, 동문(본교 학부 졸업자) 등

■ 전형일정
지원서 및 접수

2017.07.12.(수) ~
2017.07.21.(금)15:00까지

► 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원서작성 클릭]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교학팀에 우편발송요망

면접일시

접수마감 후 공지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서류전형 및 면접

합격자 발표

전형실시 후 공지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 제출서류 접수처(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오정동 133번지)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교학팀(56기념관 A동 3층 특수대학원 560311호)

■ 제출서류
• 지원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지원 서류는 공증된 국문 번역
서를 첨부하여야 함.
입학원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부성적증명서 1부

원서는 인터넷 접수 후, 전형료 납부 시 출력 가능.
최근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X4규격)부착 (※ 2매 별도제출)
졸업예정자(2017년도 8월) 중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됨. (※ 입학 후, 졸업증명서 필수 제출)
필요한 경우 전문대학 성적표 포함(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
경력• 재직증명서

대상자에 한함

※ 외국인(정원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 13장 참조 바람.

■ 문의사항
사회문화 · 행정복지대학원 홈페이지 (http://top.hannam.ac.kr)
☎ 042-629-7226~7, 8098

FAX. 042-624-9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