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종합시험 신청 안내(학생용)
Ⅰ. 종합시험 일정
❙접수기간 : 2022. 3. 4.(금) ~ 3. 18.(금) 17:00까지
✔추가접수는 어떠한 사유로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시험기간 : 학과별 일정 상이
✔학과별 시험일정과 장소가 다르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발표 : 2022. 4. 26.(화) 14:00 (예정) - 한양인(HY-in) 개별 확인

Ⅱ. 종합시험 신청자격 / 과목선정 및 합격기준
※ 2022-1학기 변경 사항 :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2021.10.07.)에 따라 ‘종합시험 응시자격, 과
목, 배점 및 합격기준, 재시험은 학과 내규로 따로 정한다’
※ 종합시험 학과 내규 확인 방법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대학원 요람 - 해당 학과 내규 확인] (http://www.grad.hanyang.ac.kr/info/cradle.php)
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공지 확인
※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기존 시행세칙대로 운영됨.
[참고용] 2021-2학기 종합시험 신청자격 / 과목선정 및 합격기준
◎ 신청자격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등록

-

-

6기 이상

18학점 이상 취득완료
학점

(2007학번까지는 과정이수학점 이상
취득완료)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이번학기까지 취득가능한 자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이번학기까지 취득가능한 자

(1999학번~2009학번은
60학점이상 취득하였거나
이번학기까지 취득가능한 자)

선수과목

이수완료

이수완료

이수완료

재학연한

입학후 7년이내
(휴학기간제외)

입학후 9년이내
(휴학기간 제외)

입학후 9년이내
(휴학기간 제외)

※ 휴학생 응시 불가

◎ 과목선정 및 합격기준
과정

시험과목

합격기준

석사

전공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선정하며, 2과목을 학과내규로 선정

60점 이상

전공과목 중에서 4과목 이상 선정하며, 학과내규로 선정

60점 이상

박사/
석박통합

재시험
· 1과목 불합격 시 다음 학기
재응시하며 2과목 이상 불합격
시 전과목 재응시 하여야 함
· 재응시 시 과목변경가능

Ⅲ. 종합시험 접수방법

1. 한양인(HY-in) 로그인 ID (학번10자리) 및 패스워드 입력
2. 로그인 후 상단메뉴 [신청] ➜ [어학/종합/학위취득시험] ➜ [종합시험 접수 및 확인] 클릭
3. 종합시험 과목접수 및 저장
- [금학기 합격기준]의 전체 합격기준 및 부분 합격기준 과목수 확인
- [금학기 접수]의 과목목록 중 본인 해당 과목에 대하여 우측의 “접수”버튼 클릭
금학기 접수에 과목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목명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시험 유의사항
※ 종합시험 과목 지정 및 시험 진행은 각 학과별로 진행되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2021.10.07.)은 2022-1학기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