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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Where industry meets art



4개의 캠퍼스                         4色 혁신

미술, 건축 등 전공 간 교류의 장 

‘홍익 아트스퀘어’  

문화예술 인프라와 IT 기술이 

접목되는 ‘스마트밸리’  조성 계획

대극장 702석, 소극장 15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극장 보유

산학연 협동 연구의 중심, 

4차산업혁명캠퍼스 조성 중

서울캠퍼스 세종캠퍼스 

대학로캠퍼스 화성캠퍼스 

2. 사립대 최고 수준의 장학금 지급 

· 28종의 다양한 교내 장학제도
· 인당 평균 장학금 약 4,011,000원 

3. 국내 단일건물 최대규모 기숙사

· 최첨단 시설의 기숙사
·  주거 걱정 없이 학업 전념

1. 우수한 교수진

·  높은 전임교원 강의 비율 73.9%
   (타 대학 평균 66.7%)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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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ㅣ건축도시대학ㅣ사범대학ㅣ경영대학ㅣ문과대학ㅣ법과대학

미술대학ㅣ경제학부ㅣ공연예술학부ㅣ디자인경영융합학부

젊은이들의 열정을 맘껏 느낄 수 있는  

국제적 문화·예술의 중심에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홍익 아트스퀘어」 신축, VR 뮤지엄 개관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융합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합니다.

 Draw your creative dream

Seoul 
 Campus

<홍익 아트스퀘어, 2018년 4월 기공>



과학기술대학ㅣ상경대학ㅣ조형대학ㅣ광고홍보학부

게임학부ㅣ산업스포츠학과

Where industry meets art

행정복합도시 내 광활한 자연 친화형 교지 속에 자리잡은  

세종 캠퍼스는 복수전공·부전공이 활성화된 교과과정의 운영과  

현장 밀착형 공학, 디자인, 미디어, 정보관련 분야가 특성화된 캠퍼스입니다.

중부권 산학협력단지의 메카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0만평의 스마트 밸리 조성을 추진합니다.

Sejong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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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집단위�

캠퍼스 계열 대학/학부 모집단위 전공

서울

자연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 화학공학전공

컴퓨터공학과

산업·데이터공학과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공(5년제)

건축학부�실내건축학전공

도시공학과

인문

경영대학 경영학부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국어국문학과

법과대학 법학부

경제학부 경제학부

미술 미술대학

예술학과

동양화과

회화과

판화과

조소과

디자인학부 시�디자인전공� /� 산업디자인전공

금속조형디자인과

도예·유리과

목조형가구학과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공연

예술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연기)

실용음악전공(보컬/작곡)

세종

자연
과학기술대학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나노신소재학과

건축공학부 건축디자인전공(5년제)� /� 건축공학전공

기계정보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게임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공학계)

인문
상경대학 상경학부 ���경영전공� /� 회계학전공� /� 금융보험학전공

광고홍보학부 광고홍보학부

미술
조형대학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영상·애니메이션학부

게임학부 게임그래픽디자인전공(미술계)

�� ��인���제�������학과���정과�지�자��학업��������정� 인���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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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학절차

입학원서

���� 접수
➡➡ 서�� 제출 ➡➡ 서�� 심사 ➡➡ ��자� 발표 ➡➡

��서��

제출
➡➡ ��자� 등록

��� 강�� 수강

���� 강�� 5��� 수강� 후� ��� 강�� 수강

�학� 후

�교�국제언어교육원

�국어�교육과정

2학기(6개월�� 이상�

이수

➡➡ �국어���기��

�����복학

�� ����� ‘Ⅷ�� ������ 기준�� 참조

���국어���기�� �� 대상자��경우,� �교����������������여��교�국제언어교육원��

� � � ������������경우�����교���이�취소됨��

구분 2023�� 3�� 입학� 지원자

어학연수(����� �자�잔여기간 2�2������� 이�� ���� 잔여기간���자� (���� �자�연�� 불가자��

�교�국제언어교육원�출석�
� �교�국제언어교육원�수����이���� 자로,

�원� 출��� 부족(80%미만)�로��원���제�� ����자

�교�국제언어교육원����
�교�국제언어교육원�수����이����자로,

��급� ��� 3�� ��� 유급�로��원���제�� ����자

기��
� �교�국제언어교육원�수����이���� 자로,

출석,� ������ �원��정����로��원���제�� ����자

�국어���기준A� 대상자

�국어���기준B� 대상자

�국어���기준C�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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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격

��� 국적

∙ 부�� 모�� �원자�모���원자��고등학교��학�������국� 국적����한�자
� � (부/모는�생부/생모/양부/양모���뜻하며�� 계부/계모는���되��않음)

∙ 부모가�����는� ��한������부모� 모���국적��확인함
∙ �원자��는�부모가�한국계��국�국적자� �� 대한�국�국적���기� �는�상실하�음��증빙하는
� � ������시������하며�� ������는�국적상실/�����한�내�� �� ��가�명시되어

� � �어��함

[�원�불가]

∘ 중학교��학���� �국인����양되어��국�국적����한�자
∘ 대한�국�국적���는�복수국적자
∘ 원��수�����기준�� �원자���부모� 중� 1인����대한�국�국적����한�자

��� 학력

∙ 국내·����� 정��고등학교�졸업(예정)자
� � (초·중·고교� 학�가� 12�� ��인�국가� �신���원자인���� 대한�국�교육부�����고등

� � � 학교����하는�학교교육과정��상�하는�����인정하는��국��교육과정��부��수료한

� � � 자�� 한��고교�졸업자���등한�자���가������인정함)

∙ 대한�국��� ��� 국가��교육�계������� �정��정�학���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 � 교육과정��인정함

[�원�불가]

∘ 어학�수��적��교육과정��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과정�� 성인대학과정�� 통신교육과정�� 인���
� � 교육과정�� 국내·��검정고시(�국� ����� 중국�자학고시�등)� �� �����등��인정하��않음

∘ 유아원�� 유치원�� 어학�수��적��교육기���인정하��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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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인��� 접수

7.21(목)� 09:00

~

7.28(목)� 17:00

∙ 입학원서��원서접수���이지�서�����로�접수
∙ 원서접수��� �����진� 이미지��일을�업로드
∙ ��료� :� 130,000원
∙ ����원서접수�수수료([주]진학어플라이)� :� 8,000원�

서류� 제출

7.21(목)� 09:30

~

7.29(금)� 17:00

∙ 원서접수� �� ��을�입����� ��� 서식(서식� 1~3)을�
� � 출�하������수� 서류��함�� ����주소로� ‘방문’�

� � ��� ‘조�� ����우편’�로�제출���함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술학과

공�� �수� 서류

[�.11� ‘1.�공���수�서류’�참고]

미술계열

(�술학��제외)

공�� �수� 서류� �� ��서� �� 포트폴리오

[�.12� ‘2.미술계열(�술학��제외)��수�서류’�참고]

공연예술학부
공�� �수� 서류� �� 실기동영상

[�.13� ‘3.공��술학부��수�서류’� 참고]

(04066)� 서�����마����우�로� 94

���학���문관� 1��입학관리본부

����������� ������,� 1�� ��������� ����,�

������� ����������,� 94� ���������,�

�������,� �����,� ��������� ��� �����,�

���� ����� :� 04066

�� 방문제출� :� 마감일� 17��지�접수하며�주�� �� 공�일�� �

� � � 방문접수���지�않음

��우편제출� :� 마감일[2022.7.29(금)]�지��소�이�찍혀

� � ‘조�� ���� 우편’�로� ���� ��� 유효하며,� ��� 서류

�� 2022.8.12(금)�지� �����함

합격자� 발표 11.11(금) ∙ 본��입학관리본부���이지��공지

���인예��� 납부

12.16(금)� 09:00

~

12.19(월)� 16:00

∙ 등록����금을������� �부하지�않���
� � 합격이�취소됨

∙ �.21� ‘Ⅹ.� 등록’� 참조

합격자

��� 서류� 제출

12.16(금)� 09:30

~

12.30(금)� 17:00

∙ 제출방������ ‘서류� 제출’� 방���동일함
∙ �.14� ‘�.� 합격자� ��� 서류’� 참고

���� ��� 납부

2023.2.7(화)� 09:00

~

2.9(목)� 16:00

∙ 등록금���� �부����� ����부하지�않���
� � 합격이�취소됨

∙ �.21� ‘Ⅹ.� 등록’� 참조

개강 2023.3.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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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원서접수

��� 원서접수� 홈페이지� �� 연락처

구분 홈페이지 연락처

���학��입학관리본부 http://admission.hongik.ac.kr �� +82-2-320-1056~8

[주]진학어플라이 http://www.jinhakapply.com �� +82-1544-7715

2�� 원서접수� 절차

��� 입����부� 홈페이지� 접속


‘2023�� 3�� 입�� ��인� 특별전형’

원서접수� ��� ��� �� 원서� 입력
…

∙ 입학�서�접수��������서접수일�부�� 6���이���촬영한
� � �����진�이����일��������함



입�원서� 입력사항� 확인 …

∙ 입학�서�입�����������오기가���������인���함
∙ 입학�서�접수�완료� ������������ 입���������접수
� � 취소가�불가하���전�료��결제하기�전�� �����인���함


�

전형료� 납부(결제)

�

…

∙ 전�료������부�����서접수�수수료��수�생이�부담함
∙ 수�����전�료�납부����인� 가능함
∙ 전�료�납부������불이�불가함


접수�� 확인 … ∙ 접수�완료� �� 접수증(본인보관)����하��접수� �인����� 함

3�� 원서접수� 유의사항

��모집단위� :� ���������서울/�������� 하��������함

⑵�내용확인� :� 입학�서��제��서류��작성오류�� 기재����������인한�불이�����자�본인��

책임이���서류�접수� 또�� 제��전�� 이�이������인���함

�� 연락처� :� ��자�� 전자메일(�-mail)�� 주소�� 전����� 전�� 기�� �� ������ ��하�� 기재

��� 하며�� ����� 오기� 또�� ����� ��이� ���어� 발생하�� 불이��� ��자� 본인�� 책임

임.� 또한�� 입학�서�� 기재한� ���가� ���� ����� ���� ��� ����� 입학관리본부��

�����함(특�� 원서접수� �� ��� 전�지� 전�� �� 전����� 수시�� 확인��� 함)

�� 접수완료� :� 입학�서�� 작성하��라�� 전�료� 납부(결제)�� 하�� 않��� �서접수가� ������

완료��� 않음.� �라서� �서� 작성� �� 전�료� 결제��� 완료하�� 수���가� 부��어�� 입학�서�

접수가�������완료됨

��결제� :� 전�료��납부(결제)한�이�����서��접수����� 취소�� 전�료���이�불가능함

��마감시간� :� 인��� �서작성�� ��� ��이� 소����� 접수��� �료�� 인한� �서� �접수가� 발생

하��않���������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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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서류

1�� 공통� 필수� 서류

� � � � � 지�자�����서�� 제출�기간� 내�� 아�의�서���제출���함(p�1�� ‘��� 서��제출� 유의사항’� 참고)

번호 서류 유의사항

1 입학원서(서식1)

∙ �서�����온라인��력����출력���서명����제출���함
∙ ������ 영�����력���함2 교��력�� 국적사항(서식2)

3 �국학교� 학력조회동의서(서식3)

4 자기소개서 ∙ ��� �� ��� A�� �지� 1��내외
∙ ������ 영�����성���함(자유양식)

5 학업계획서

6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 ��� ‘영사확인’���아��함
∙ ������영��서�가�아��경우� �� ��민��������가의�공증
� � 기�이�공증��������영�� ��서�������함

∙ 성적증명서� �� 졸업자�� 1학�� 1학기��� 3학�� 2학기�지� 성적이�
���명��어��어��함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일반고등학교
∙ 졸업자� �� 학신망온라인인증서�출력본(영어)�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영사확인�

보통중등전문학교��

직업고등학교��

성인중등전문학교

[�택� 1� �� � ��인� 발행��

지��교�������� 온라인�졸업증명서� ��

영사확인

[�택� 2� �� ���인� 발행��

①�� �� 중� 택1� �� 학교정보확인서

①� 지�� 교�� ��� ��� ��라인� 졸업증명서�

�� 영사확인

��학교� 자�����졸업증명서(성� 교���

� � � ��� �� 교���날인/철인)� �� 영사확인

�� ‘학교정보확인서’� 양식��본교� �학��

� � � 홈페이지���� ����확인�페이지� ��

� � � 출력��참조)

기술공업고

인적자�사회����공식�홈페이지

(�ttp�//�����o��ss��o����)� 온라인�조회본

��영사확인

기�� 고졸학력

인정� 학교

졸업증명서� �� 영사확인� �� 설립허가증

�� ‘설립허가증’�� 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法
⼈证书)� ���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
办学许可证)� 사본�제출

� � (단��학력교���정��인정��공증�불필요)

�� 고�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 ����� �� ��자� �가� 서�� 제출기간

�� '��� 고�학교�졸업증명서'(��의�경우� '학신망온라인인증서'��제출)��

� � � ‘고�학교�성적증명서(3학�� 2학기�성적�포함)’�� �가��제출���함�

7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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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계열(예술���제외)� 필수� 서류� � � �

미술계열(예술���제외)� 지원자�전원��서류� 제출�기�� 내�� ����서류���가��제출해��함

(�.16� ‘Ⅶ.전형방법�� 참고)

계열 서류 유의사항

미술계열

(예술���

제외)

1�� 추천서

∙ 지원자��출��고등����사가�작성해��함
∙ ���또는������작성해��함
∙ 지원자��이����������기해��함
∙ ����사��연락처�� 지원자���관계��� ���사�가�서술�������함
∙ 봉���면��밀봉하고��밀봉��부��위������사가�서명해��함

2�� 포트폴리오

∙ ��� �� A4�� 평면작품(또는�출력물)� 5��이내
� � �� �����는� A4� 1�당���작품�제출

� � �� 5�가� ����경우�� �����평가�제외(5��지만�평가)

∙ 지원자��이����������기해��함
∙ ������ 5��모��지원자�본���미술�사�또는�지��사가�직접� � �
� � 서명해��함

� ����사��소속/직위/성명/연락처��기�해��함

� � � � 예시)������������� ������� /� ���� �������� /���������-����� /�+82-2-320-1056

번호 서류 유의사항

8

���의� ��� 사본

및

���� 본인�� 부�� �� ��증� 사본

∙ ��증��앞면/�면�����이지���사하��제출해��함

9
가족관계증명서��해당하는

서류�사본(지원자�기준)

‣� ���국적자

� � �� 지원자�� 부�� 모� 모�����부� +� 친족관계증명서(또는�출생증명서)

‣ ��� 이외��국적자� �� 가족관계증명서��해당하는�서류

� � 예)� 미국� -� 출생증명서�� 일본� -� �적등본�등

�� 부�가� 이�� ��� 사망��경우

� � �� �부기관이�����이�증명서� ��� 사망증명서��제출해��함

�

∙ ���또는����서류가����경우� �� ���국�또는���국가��공증
� � 기관이�공증�����또는���� ��서���부해��함

10

TOPIKⅡ� 또는

������ ��������

성적증명서(취득자만)

∙ TOPIK����기���원서접��시작일[7.21(목)�� 이��만�����함

11
���국�법�부����

외국�등�증�사본(소지자만)
∙ 앞면/�면�����이지���사하��제출해��함

12
���국�국적상실(이탈)증명서류�

(해당자만)

∙ 지원자��� 부모��국적상실(이탈)�� 내�이�기���증명서류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적상실(이탈)사실증명서�또는�기본증명서

����자��경우� �� ��� 증�서류��� ������일이�명시��

서류(��증명서�또는�성적증명서)� 등�� �가��제출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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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예술학부� 필수� 서류

공연예�학����자�전���서류�제출� 기�� 내����의�실기동영상���가��제출���함

전공 뮤지컬전공(연기) 실용음악전공(보컬/작곡)

유의

사항

∙ 실기동영상(�� 2편)� ��
� � �� 편�하�� ��� 3�� 이내의�

� � � � � ��컬�가�� 1편

� ��� 편�하����� 3��이내의

� � � � � �스�동영상� 1편

∙ ��컬� 가��� ��어� ��� 영어�
� � 가���가능

∙ 실기동영상� �� 편�하�� ��� 3�� 이내의�
� � � � � � � � � � � � � � 동영상� 2편

보컬전공
∙ ��어��� 영어�가���가능
� � (자작곡�가능)

작곡전공

∙ ��이����연주하��연주곡
� � 실기� 동영상��제출���함

� � (자작곡�가능)

∙ 연주��������� 어쿠스틱
� � 기������함

제출

방법

�����������수�있��실기동영상�� USB�����제출���함

� � � 실기동영상����������함��전�이�������영���함

� � � ��의� ������ 1�B� 이하�� ��자�mp4

��동������이����� USB�� 2��제출���함

�� USB����자의�이���수험번호���기���함

�� USB� ��명� �� 수험번호_����기���영문명.mp4

4�� ��� 서류(��자��제출)

��자��서류�제출� 기�� 내����의�기��서류��제출��수� 있음

번호 서류 비고

1 ��어�연수기��서류
∙ 출�증명서� �� 성적증명서� ��� ��� ���서� ��대��� ��
사���제출���함

2
����가의�고�학��졸업학력고사

��대학�학�가�성적증명서

∙ ���������서���대�����사���제출���함
� � � � � 예)���� ��회고(会考)����고고(⾼考)� ���� �� S���

��� ��대학입시센터시험(⼤学⼊試センター試験)

3 고���학� �� 기��수상�경력 ∙ ���������서���대����사���제출���함

� � � � � � ����� ��� ��� 서류�� ��� 경우�

� � � � � � � � � �� 대����������가의�공증�기�이�공증�������� 영문�번�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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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 서류

��자는��가�서�� 제출� 기간[2022.12.16(금)� ~� 2022.12.30(금)�� ���아�의�서���제출���함

번호 서류명 ��� 날짜 비고

1

‘본인’�또는� ‘재정보증인’의

예금잔고증명서

(��� 20,000��� 이상)

����� ��� 것

:� 2022.12.16(금)� 이��

����유효

∙ ‘재정보증인’의� �금�고증명서�� 제출��

경우,� 아�의� ⑴,� ⑵� 모두� ��� 1���

제출���함

⑴�재정보증인의� ��증명서�

� � � � � � � � � � � � � (또는� 사업자�등록증)

⑵�재정보증인의� ��증명서�

� � � � � � � � � � � � � (또는� ��세�과세증명서)

��기준����자의��금�고증명서의�경우,�

유효기간이�����유효기간이� 1��

이상인�����제출�는����권고

����� 6��� ��인� 것

:� 2022.9.1(목)� 이������

유효

2

‘TOPIKⅡ’�또는

‘���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성적증명서

(��자��제출)

∙ 자세��사��� p.1�� ‘Ⅷ.� ���능��기준’� 참고
� � 단,� ����제��������증������지�제출

3

‘고�학교� 졸업증명서(��의�

경우,� 학신망온라인인증서)’와

‘고�학교� 성적증명서(3학��

2학기�성적�포함)’

(��자��제출)

∙ ��자� �� 고등학��졸업예정증명서�제출자

∙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 또는� ‘영사확인’���아��함
∙ ���또는�영문�서�가�아��경우� �� �����또는����가의�공증
� � 기�이�공증�����또는�영문� ��서�������함

� � � � � �

6�� 서류� 제출� 절차

입학원서,� 서류� 양식,

�송�� ��� ��� 출력
…
지�자는� �서��� ��� �� ‘���� ��� 표지’�� 출����

제출서�� ‘���겉면’�������함



제출서류� 송부 …
제출서�는� 서�제출� 기간� ��� ��� 서���스� �학������

��� ‘방문’� 제출���� ‘���가능��우편’��������함


제출서류� ��� 확인 … 서����� 2~3�������� �학�������이지�서�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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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처

��� 서��� 아�의� �소�� ‘방문’� ��� ‘조회� 가능�� 우편’으�� 제출��� 하며�� 입학관리본부�서� 요청�

�� 조회�������어��함

04066� 서�����마포���우��� 94� ��대학���문관� 1�� 입학관리본부

A��issio�s� ���i�e�� 1�� �o��-���� ������ �o��i�� ��i�e�sit��� 94����s��-�o��

��po-���� �eo�l�� �ep��li�� o�� �o�e��� �ip� �o�e� �� 04066

(�� +82-2-320-1056~8)

※�방문제출� �� 마감일� 17��지���하며��������일��방문�����지�않음

※� 우편제출� �� 마감일[2022.7.29(금)]�지의� 소인이� ��� ‘조회� 가능�� 우편’으�� ���� ��� 유효

하며�� ���서��� 2022.8.12(금)�지������함

��� ��� 제출� 유의사항

��졸업예정자� �� ������ �� 서�� 제출� ���� ‘고�학��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

�가�서��제출���� '���고�학��졸업증명서'(��의�경우� '학신망온라인인증서'��제출)��

� � � ‘고�학�����증명서(3학�� 2학�����포함)’���가��제출���함�

� � � �의� 서���� 제출하지� ��� 경우� 입학이� 취소되며�� 이�� 인하여� �생하�� �이��� 지원�� 본인

의�책임임
�

����� 번호순� �� 서����� ��� �아서�서�����서대��정리��� 제출���함

�� 원본� �� 서��� 원본�� 제출��� 함.� 부�이하�� 사본�� 제출��� �� 경우�� 원본�� 지�하고� 본��

입학관리본부�서� 원본대조�� 확인�� �아�� 함(단�� 여권�� 신분증�� 출생증명서�� ��인��증��

사본�제출�가능)

�� 언어� �� ��어�� 영어� 이�의� �어�� ���� 서��� ��� 대���� ��� ���가� �증�관이�

�증����� ��� 영문���서���부���함

�� 영사확인� �� ��학�� 졸업(예정)증명서�� ��증명서� �� ��� 정부� ��� �문서�� 제출�� ����

��� �가� 정부�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 ��� ��� �가의� 대���� 대사관(��� 영사관)

�서� ‘영사확인’�� �아�제출���함

��제출��� �의� ���� ��� ��� 경우� �� 동일인임�� 증명하�� ��� �가� �원의� 동일인� 증명서��

�부���함

��반환� �� 제출�� ��� 서��� 일�� ��하지� 않으며�� 본��서� �요�� �라� �가�� 요�하�� 서���

소정의��일�지�제출���하고�� 이����하지�않�� 경우� �����리����있음

�� 학력조회� �� 지원�의� 학력조회가� �요�� 경우�� 지원�가� 제출�� ‘학력조회동의서’�� ��으�� 지원

�의� ��� 출신학��� 대�� 학력� 조회가� 이루어짐.� 출신학��부�� 확인서가� 회신되지� 않�� 경우�

본인이���� 출신학�����하여�학력�조회가�이루어���� 있���조���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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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 가�국� 현황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

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

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

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

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중동·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 (�0���� 6�� 4� 기준)

Ⅶ�� 전형방법

��� 반영비율

계열 서류 실기동영상

인문계열/자연계열/미술계열 100% -

공연예술학부 60% 40%

��� 전형� 유의사항

�� ��의�미제출�� 허위기재�� 위조� �� 변조�� 부정행위(타인의�자��활용�� 대리�시�등)�� 지�자격�부적격

에���하��자��불�격�처리되며�� 입학이�허가���우에도�위의�사�이��인되���격��� 입학이�

취소됨

�� 학업능력(한국�능력� 포함)이� ��히� 부�하다고� ��되�� 자�� 본�� 입학���리위��의� 심의를�

��� 입학이�허가되지�않�� 수� 있음

�� 모�� 심의� �� �가에� �한� 사��� 본�� 입학���리위��에�� 결정하며�� 그� �의� 사��� 본��

입학�����와��정에�따름�� 입학��의�성적�� 심사� �� �가�용��공�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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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국어��� 기준

1. �국어��� 기준�� ��� �국어� 강좌� 수강

입학����음�한국어능��기준����� 지���한국어�����수�해��함

구분

�국어��� 기준
(한� 가지� 이상�충족)

�학� �� 수강��� 할

�국어� 강좌TOPIKⅡ

성적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수료� 성적

기준

A
4� �� 6급 �� �� 6급

∙ 본��지��한국어���� 1�����수����수�해��함
� � �� 본��지�� 한국어���� �� �리�� �고��글쓰기

∙ 본��고��한국어���� 2����이수��권장함
� � �� 권장�고�� 한국어���� �� 학��� 글�기��토론�� 학���글쓰기��발표

기준

B
3급 4급

∙ ��학기��본��지�� 한국어���� 5�����수�수�해��함
� � �� 본��지�� 한국어���� �� 글�기��방법론�� 한국����이해�� ���� � �

� � � � 기��� 실제�� 발표��토론�� 기�� 한국어

∙ �� 학기��� 본�� 지�� 한국어� ��� 5��� 이��� ��� 수�이�
불가능함

∙ 이수하지��한� �����음� 학기������수�해��함

기준

C
2급� 이하 3급� 이하

∙ �� 학기�� 휴학하고�� 본�� 국제�어����� 한국어� ������
2학기(6개월)� 이상� �수���� 수�해�� 함.� 이�� 기준�� ���

기준B�� 만족하면�� �음� 학기�� �학�� 수� 있음.� �학한� ����

본���한국어�기준��해�하��한국어�����수�해��함

단�� 한국어능�� 기준B� ��� 기준�� �상�가� ���� 발표� �� ���� 제출� ��일까지� 기준�� ���

기준B��충족한��������가��제출하면�충족���� 기준��해�하������수���수� 있음

증빙서류 제�� 마감일

TOPIKⅡ� 성적증명서 2022.12.30(금)� 도착분까지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수료증 국제�어���� 2022����학기�수료일

��제출처� �� 입학관리본부(�.15� ��.� ���제출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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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력� 기준�� ���� ��� 안내

�� 한국어능력� 기준�� ����� �� 학기�� �학하�� 필수적���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육

�정�� 2학기(6개월)� ��� ��� 수����함

��수����기준����� 기준B�� 만족하면�� �음� 학기에��학��수� 있음

� � � �학한��에��본인��한국어능력�기준에���하��한국어�����수����함

���학하�����경우�� 증�서���학기� 시�� �� ����제출� ������본�� 국제협력본부로� 제출

� � � ���함

�학� 학기 증빙서류 제�� 마감일

2023�� 9월

한국어

TOPIK��성적증명서 2023년� 7월�����학�����제출

본교�국제언어교육원�수료증
본교�국제협력본부에서

국제언어교육원��확인함

(학�� 개인�제출�불필요)출석률
본교�국제언어교육원

2023년� 봄/��학기�출석증명서

��제출처� �� 본교�국제협력본부�국제학��원�� (Q��정������ 107호�� �� +82-2-320-3222~3)

�� TOPIK� 성적증명서�제출������국제학��원�에서�������예정

�� �정�� 학기�� 출석률�� �학� 기준�� �족하���� 한국어능력� �학� 기준(본교� 국제언어교육원� 4�� 수료� ���

TOPIK�� 3��취득)���족하���하��경우�� �학����하��본교�국제언어교육원에��가� �����함

�� 출석� �� 학부� �학� ��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수�� 2개� 학기(6개월)� ��� 출석률� 80�� ���어���학� 가능함�� 출석률�

���� �족하�� �하�� 경우�� 국제언어교육원�� 학부� �시에� 제적처리� ��� 학부� ��학�� 불허됨��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가� ��� 시에�� �� 학기� 출석률�� 80�� ���어�� 함�� 출석률� ���� �족하�� �하�� 경우��

국제언어교육원에서�제적�처리���한국���가�불가함

����� �학���가능�기�인� 3년(본�� 6개�학기)� ��에��학하�����시�� ��학� 제적�처리�됨

��국제언어교육원�정�� ������한��에서��� �� �����한����학부���국제언어교육원���� 제적�처리됨

3�� �국��력� 졸업요건

������� TOPIK�� 4����� 취득�������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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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 장학금

���로�� �학��� 외�인� ��전��로� 입학한� 신입생� �� 재학생�� ���로� 지급하며�� ��� ���

‘신입생’� �� ‘재학생’�� 외�인���전��로�입학한�외����신입생���재학생��의미함

1. ���� 장학금

��지급��� �� TOPIK�� 5급�이�����한�신입생���선발

��선발��� �� ���입학전����원����신입생������� 2인� 이내로�선발하며�� �� 10명� 이내로

� � � 제한함(3�� 입학� �� 4명�� 9�� 입학� �� 6명)

�� 지급��� �� ∙ 입학���� 수업료
� � � � � � � � � � � � � ∙ ��학기��내�기숙사�이�� �� 기숙사비(2인� 1실� 기준)� 지원
� � � � � � � � � � � � � ∙ �내��사�학생�신�����선� 선발
��지급기간� �� 4년[������건축학전공(5년제)� �� ������건축디자인전공(5년제)�� 5년]이며��

� � � �����학기�����전�학기�� 12학��이��이수하������� 3�0� 이�인������지급함

2. ������ ��� 장학금

��지급��� �� TOPIK�� 4~6급����한�신입생

� � � (단�� ������건축���학�건축학��건축학전공(5년제)�� 실내건축학전공�� 미��학��지원한�

� � � � 신입생의���� TOPIK�� 5~6급����한�신입생��해당함)

�� 지급����� 지급기간

캠퍼스 구분 TOPIK�� 4급 TOPIK�� 5급 TOPIK�� 6급

서울

금액 수업료���기숙사비의� 50% 수업료���기숙사비의� 60% 수업료���기숙사비의� 70%

기간 입학��� 1학기

세종

금액 수업료���기숙사비의� 50% 수업료���기숙사비의� 60% 수업료���기숙사비의� 70%

기간 입학��� 1년 입학��� 1년 입학��� 2년

��기숙사비�� 2인� 1실� 기준이며�� ��학기�입사� ����지원함(�학���지원� �����제외)

�������의���������학기�����전�학기�� 12학��이�� 이수하������� 2�5� 이�인������지급함

3. ��� �������� ���� 장학금

��지급��� �� ����제����원�한��������� 2학기�이�� 이수한�자��� 4급� 이��수료자

��지급��� �� 수업료��� 기숙사비의� 30%

��지급기간� �� 입학��� 1학기

� � � � � � � � �� 기숙사비�� 2인� 1실�기준이며�� ��학기�입사�����기숙사비��지원함(�학���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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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금� (재학생)

��지급대상� �� 재학생(1학년� 2학����지급)

�� 지급�액��� ����� �� 1학년� 2학�� 이�����전�학�� 12학점�이상� 이����������차등

� � � 지급함(단,� ������건축�시대학�건축학��건축학전공(5년제),� 실내건축학전공,� 미�대학��각

� � � 대학의�재학생����전� 학�� ���상�� �%� 이내����� 한함)

��학�� 평균평점 지급금액

4�0� 이상 ��료의�전액

��5� 이상� 4�0� 미만 ��료의� 80%

��0� 이상� ��5� 미만 ��료의� 60%

2�5� 이상� ��0� 미만 ��료의� 40%

2�0� 이상� 2�5� 미만 1,200,000원

�� �학� �� 학��� ��� 지�� 한��� 강좌(15학점)�� �강하�� 15학점�� ��� 이�한� ��� �� ���

학��� 900,000원�� 지급함(단,� ������ 건축�시대학� 건축학�� 건축학전공(5년제),� 실내건축

학전공,� 미�대학��제외)

��� �학��� �학금� (재학생)

��지급대상� �� �학���의� 등급������ TOPIK�� 4급� 이상의�������제�한�재학생

��지급�액� �� TOPIK�� 4급���� 시� ��� 100,000원�지급하며,� 이�� 등급�상������응시료

� � � 40,000원�� 지급함

��� ����� 조항

������ �학��� 이�으�� 지급� ��� �� 없으며,� �� ��� 이상�� ��� ���� ��� ��� �액이�

����으��지급함(단,� �학����학���이�으��지급������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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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등록�

1. 등록금

캠퍼스 구분 등록금� (입�금� 포함)

서울

인문계열 4,163,200원

자연계열/미술계열 5,399,200원

공연예술학부 5,932,200원

세종
인문계열 4,163,200원

자연계열/미술계열 5,399,200원

(2022�� 3�� 입�� 기준)�

2. 등록금� 납부

���부�기�� ��

� � � �� 등록�인예�금� �� 2022.12.16(금)� �� 12.19(월)� � ��� 4시

� � � �� 등록금���� � � � �� 2023.� 2.� 7(화)� �� � �2.� 9(목)� � ��� 4시

�� �부�방법

� � � ∙ �인��등록금��부�����기��������가�계�������부� 기��내�� ��시��부���
� � � � � 함(���������부� ��� 인터넷뱅킹,� 폰뱅킹,� 계�이체�등����부� 가능)

� � � ∙ 등록금����시�원화���부���함(환전,� �금�������인� 부담)
� � � ∙ ���능��기준�� ��자����시���� �부�기�� 내�� 등록금���부���하며,� ��� ���� �
� � � � � �교� ����교�원�������부���함(�교� ����교�원������부����자�등록� 시

� � � � � 공�하�� ‘����교�원�안내문’� 참조)

� � � � � � �� ����교�원����� �� �� 3,400,000원� [전��가��함�� 2��학기� 등록분(1��학기� 10�� 과정)

� � � � � � � � � 이며,� ����������� 있음]

� � � � � � �� ����교�원���이�� �� �����//��������.������.��.��� (�� ��2�2�320�1372�3,� 2371)

� � � ∙ ���능��기준�� ��자가��교�����교�원������능��기준����� 기준B�� ����
� � � � � �� �학��경우,� �학� 시� �부��등록금이��학�학기��이월됨

3.� 등록� ��� 유의사항

�������등록금��정���기��내�� �부하��������이�취소됨

���� �학과���� ��이��� 경우�����시� 1�� �학���등록���함

�.� 의���� 의무가입

2021.3.1.부터� 교�부� ���� 따라,� ��� 외�인� �학��� 외�인등록��부터� 자���� ����보험��

가입됨.� ����보험�외,�학교단체보험(KB��보험�예정)� ���가입����있음.�자���사�����자�등

록�시��공�하�� ‘��자�등록�안내문’��참조하기�바람

�.� �준입��가서� 발급� �� 사증(����)� 발급

�준입학�가�� ��� �� 사증(����)� ��과� ���� 자��� 사��� ��자� 등록� 시�� 공�하��

‘��자�등록�안내문’�� 참조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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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Ⅺ.� 기숙사

���사�대상� �� �������� �정���������� ���인����정��������있음

�����방�� �� ������� 시�� ����� ‘�������안내문�� 참조

��기숙사�비용� �� �세��사����당� 기숙사로����문��기�바람

��시설���규모

구분 시설 ��� 규모

서울

제1기숙사

∙ 1실� 4인용
∙ 책상,� 서가,� 침대,� 옷장,� LAN� 시설,� ���화기����개인��집기
∙ 휴게실,� 세탁실,� 샤워시설����용��대시설�구비

398명

‧ �� 257명
‧ �� 141명

제2기숙사

∙ 1실� 2인용
∙ �� �실�� 개�� 샤워실� 설치,� 책상,� 서가,� 침대,� 옷장,� LAN시설,�
���화기���� 개인��집기

∙ 기숙사�구내식당�운영
∙ ����대식���시설�구비

1,082명

‧ �� 498명
‧ �� 584명

제3기숙사

∙ 1실� 1인,� 1실� 2인용
∙ �� �실�� 개�� 샤워실� 설치,� 책상,� 서가,� 침대,� 옷장,� LAN시설,� � �
� � ���화기����개인��집기

∙ ���조�실��용�가능
∙ ����대식���시설�구비

218명

‧ �� � 75명
‧ �� 143명

세종

두루암학사

∙ 1실� 2인(5개실),� 1실� 4인(89개실)
∙ 책상,� 서가,� 침대,� 옷장,� LAN� 시설,� ��� �화기���� 개인��집기�
∙ 휴게실,� 셀프빨래방����대시설�구비

1,370명�

‧ �� 681명
‧ �� 689명

새로암학사

∙ 1실� 2인(111개실),� 1실� 4인(196개실)
∙ ���실��화장실,� 샤워실�설치,�책상,� 서가,� 침대,�옷장,� LAN시설,�
� � ���화기����개인��집기

∙ 식당,� 휴게실,� 매점,� 패스트푸드점,� 샤워실,� 셀프빨래방,� 옥외휴게
� � ��� �� �대시설�구비

��연락처

구분 연락처

서울

홈페이지 http://dormitory.hongik.ac.kr

제1기숙사
�� +82-2-320-1591�2� � � � � � � � � � � � FAX.� +82-2-333-9103

04066� 서���시���구����로� 94� ��대학��서���스�제1기숙사�행정실

제2기숙사
�� +82-2-320-2402�4� � � � � � � � � � � � FAX.� +82-2-320-2406

04066� 서���시���구����로� 94� ��대학��서���스�제2기숙사�행정실

제3기숙사
�� +82-2-338-7440+1� � � � � � � � � � � � FAX.� +82-2-322-2167

03967� 서���시���구����로� 55� ��대학��서���스�제3기숙사�행정실

세종

홈페이지 http://house.hongik.ac.kr

두루암학사
�� +82-44-860-2323,� 2329� � � � � � � FAX.� +82-44-860-2440

30016� 세����치시�조치���세�로� 2639� ��대학��세���스�두루암학사

새로암학사
�� +82-44-860-2712�4� � � � � � � � � � � FAX.� +82-44-860-2715� �

30016� 세����치시�조치���세�로� 2639� ��대학��세���스�새로암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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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Ⅻ�� 교통� 안내

��� 서울캠퍼스

노선 상세 시간

지하철

2호선 ����역� 9�������도보 정문�지��� � 9분

경의선,� 공항철도 ����역� 4�������도보 정문�지��� 16분

6호선 �� � �� � 역� 2�������도보 �문�지��� � 3분

버스

���학교� (14-233) [간선]� 273� [지선]� 7011

정문�지��� � 1분���정문� (14-871) [마을]� 마포16

��� 정문� (14-899) [마을]� 마포08,� 마포09

���학교� (14-232) [지선]� 7711 정문�지��� � 2분

���학교� (14-015)

[간선]� 271,� 273,� 602,� 603,� 604,� 760,� N26,� N62

[지선]� 5712,� 5714,� 6712,� 6716,� 7016,� 7612,� 7733,�

� � � � � � 7737,� 7739

[직행]� 1004,� 3000

[광역]� 1000,� 1100,� 1101,� 1200,� 1300,� 1301,� 1302,

� � � � � � 1601,� M6117,� M6118,� M6628,� M6724

[좌석]� 921� [공항]� 6002

정문�지��� � 9분

����역� (14-225) [지선]� 7711� [광역]� 1400,� 1500 정문�지��� � 9분

����문� (14-953) [마을]� 마포07
�문�지��� � 1분

서강��학교� (14-125) [지선]� 7013A

��� 세종캠퍼스

교통 경로 노선 시간

서
울
��

�

조
치
원
�(

오
송)

기차 ��포��� 조치원 ��포역���조치원역 �차� 05�57,� 20~25분�간격,� �� 80분�소요

KTX 서울� �� 오송 서울역���오송역 �차� 05�40,� KTX� 운행시간��참조,� �� 50분�소요

SRT �서� �� 오송� �서역���오송역 �차� 05�08,� SRT� 운행시간��참조,� �� 40~50분�소요

버스

서울���조치원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스�정문
�차� 06�40,� 1~2시간�간격,� �� 90분�소요

서울������ �� 조치원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 고속버스터미널
�차� 05�50,� 15~30분�간격,� �� 90분�소요

(시내버스)� ���

고속버스터미널���조치원역
시내버스(502)� 10~20분�간격,� �� 40분� 소요

조
치
원
�(

오
송)��

�

학
교

시내

버스

조치원���학교�
조치원역�앞���학교 시내버스(91,� 92,� 94,� 95,� 801,� 910)� �� 20분� 소요

조치원역�뒤���학교 시내버스(991,� 1000)� �� 20분� 소요

오송���조치원� 오송역���조치원역�앞 시내버스(502,� 525)� 20분�간격,� �� 20분�소요

학교

버스
조치원���학교

조치원역� (���행�앞)

��학교

학기� �� �시�� �복� 운행하며(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운행시간�� 학교� ���지� 참조(����스� ���지� ��

�학소�� ��오시���� ���학버스� ��학교-조치원역)

택시
조치원���학교 조치원역�앞(뒤)� �� 학교 �� 8분� 소요

오송��� 학교 오송역��� 학교 �� 12분�소요

�� �기� 시간��� ��� �정�� ��� �경�� �� 있으며,� 학기� ���� 서울/�도�� 일�� 지역�서� ����스�지� �학버스�� 운

행됨(����스����지� �� �학소�� �� 오시���� �� �학버스� �� 학교-서울/�도��참조)

��문의�� �� ����스�학생복지팀(�� +82-44-86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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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正门 
Main Gate

홍문관 弘文馆 
Hong-Mun Hall

제1공학관 第一工学馆 
Engineering BLD 1

와우관 卧牛馆 
Wa-U Hall

제3공학관 第三工学馆  
Engineering BLD 3

과학관 科学馆 
Science BLD

학생회관 学生会馆 
Student Center

중앙도서관 中央图书馆 
Main Library

제2공학관 第二工学馆 
Engineering BLD 2

정보통신센터 信息通信中心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er

문헌관 文献馆 
Mun-Heon Hall

미술학관 美术学馆 

Fine Arts BLD

조형관 造型馆 
Design & Craft BLD

미술종합강의동 美术综合教学楼 
Fine Arts BLD

인문사회관 B동 人文社会馆 B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B

인문사회관 A동 人文社会馆 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A

인문사회관 C동 人文社会馆 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

인문사회관 D동 人文社会馆 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

국제교육관 国际教育馆
International Education BLD

남문관 南门馆 
South Gate Hall

제1기숙사 第一宿舍 
Dormitory 1

국제언어교육원 国际语言教育院 
International Language Institute

외국인숙소 外国人宿舍 
Foreign Faculty Residence

제2기숙사 第二宿舍 
Dormitory 2

제2강의동 第二教学楼 
Lecture BLD 2

제3강의동 第三教学楼 
Lecture BLD 3

제4공학관 第四工学馆 
Engineering BLD 4

강당 礼堂 

Auditorium

제1강의동 第一教学楼 
Lecture BLD 1

제4강의동 第四教学楼 
Lecture BLD 4

대운동장 大运动场 

Stadium

체육관 体育馆  

Gymnasium

가람홀 佳澜厅(嘉兰厅) 
Garam Hall

제3기숙사 第三宿舍 
Dormitory 3

sejong campus

야외조각공원 户外雕刻公园 
Outdoor Sculpture Park

축구장 足球场 

Soccer Stadium

농구장 篮球场 
Basketball Court

종합체육관 综合体育馆 
Gymnasium

세종연수원 世宗进修院 
Sejong Training Institute

골프연습장 高尔夫练习场 
Golf Range

학생회관 学生会馆 
Student Union Hall

새로암학사 宿舍2 

Dormitory 2

영상·애니메이션 촬영스튜디오 映像动画片摄影楼  
Video Animation Film Studio

산학협력관 产学合作馆 
Industry and University Cooperative Center

문정도서관 文井图书馆 
Moonjeong Library

홍익아트홀 弘益艺术厅 
Hongik Art Hall

체육관 体育馆 
Gymnasium

두루암학사(남) 宿舍1(男) 
Dormitory 1(male)
두루암학사(여) 宿舍1(女) 
Dormitory 1(female)

A교사동 A教学楼 
Building A

B교사동 B教学楼 
Building B

C교사동 C教学楼 
Building C

D교사동 D教学楼 
Building D

E교사동 E教学楼 

Building E

야외조각장 户外雕刻场 
Outdoor Sculpture Field  

정문 正门 
Main Gate

테니스장 网球场 
Tennis Court

세종관 世宗馆 
Sejong Hall

스마트 밸리 智能园区 
Smart Valley

seoul campus



정문 正门 
Main Gate

홍문관 弘文馆 
Hong-Mun Hall

제1공학관 第一工学馆 
Engineering BLD 1

와우관 卧牛馆 
Wa-U Hall

제3공학관 第三工学馆  
Engineering BLD 3

과학관 科学馆 
Science BLD

학생회관 学生会馆 
Student Center

중앙도서관 中央图书馆 
Main Library

제2공학관 第二工学馆 
Engineering BLD 2

정보통신센터 信息通信中心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er

문헌관 文献馆 
Mun-Heon Hall

미술학관 美术学馆 

Fine Arts BLD

조형관 造型馆 
Design & Craft BLD

미술종합강의동 美术综合教学楼 
Fine Arts BLD

인문사회관 B동 人文社会馆 B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B

인문사회관 A동 人文社会馆 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A

인문사회관 C동 人文社会馆 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

인문사회관 D동 人文社会馆 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

국제교육관 国际教育馆
International Education BLD

남문관 南门馆 
South Gate Hall

제1기숙사 第一宿舍 
Dormitory 1

국제언어교육원 国际语言教育院 
International Language Institute

외국인숙소 外国人宿舍 
Foreign Faculty Residence

제2기숙사 第二宿舍 
Dormitory 2

제2강의동 第二教学楼 
Lecture BLD 2

제3강의동 第三教学楼 
Lecture BLD 3

제4공학관 第四工学馆 
Engineering BLD 4

강당 礼堂 

Auditorium

제1강의동 第一教学楼 
Lecture BLD 1

제4강의동 第四教学楼 
Lecture BLD 4

대운동장 大运动场 

Stadium

체육관 体育馆  

Gymnasium

가람홀 佳澜厅(嘉兰厅) 
Garam Hall

제3기숙사 第三宿舍 
Dormitory 3

sejong campus

야외조각공원 户外雕刻公园 
Outdoor Sculpture Park

축구장 足球场 

Soccer Stadium

농구장 篮球场 
Basketball Court

종합체육관 综合体育馆 
Gymnasium

세종연수원 世宗进修院 
Sejong Training Institute

골프연습장 高尔夫练习场 
Golf Range

학생회관 学生会馆 
Student Union Hall

새로암학사 宿舍2 

Dormitory 2

영상·애니메이션 촬영스튜디오 映像动画片摄影楼  
Video Animation Film Studio

산학협력관 产学合作馆 
Industry and University Cooperative Center

문정도서관 文井图书馆 
Moonjeong Library

홍익아트홀 弘益艺术厅 
Hongik Art Hall

체육관 体育馆 
Gymnasium

두루암학사(남) 宿舍1(男) 
Dormitory 1(male)
두루암학사(여) 宿舍1(女) 
Dormitory 1(female)

A교사동 A教学楼 
Building A

B교사동 B教学楼 
Building B

C교사동 C教学楼 
Building C

D교사동 D教学楼 
Building D

E교사동 E教学楼 

Building E

야외조각장 户外雕刻场 
Outdoor Sculpture Field  

정문 正门 
Main Gate

테니스장 网球场 
Tennis Court

세종관 世宗馆 
Sejong Hall

스마트 밸리 智能园区 
Smart Valley

seoul campus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   

admission.hongik.ac.kr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년도

합격생들의 입시성적, 전형별 기출문제 등 

상세한 입학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시 도우미 Q&A 게시판을 통하여 

입학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___

입학상담실 운영

방문상담

본교 입학관리본부 

(평일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 5시)

전화상담 

02-320-1056~8

홍익대학교 입학상담 안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우) 04066

세종캠퍼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639 (우) 30016

대학로캠퍼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우) 03082

HONG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