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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 학 식
가. 일시 : 2012년 3월 2일(금) 11:00
나. 장소 : 대학 대강당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 기간 : 2012년 2월 15일(수) ~ 21일(화)
나. 준비물 안내
- 준비물 : 7일간 식비(조식 : 2,000원, 중ㆍ석식 : 2,200원),
침구(이불ㆍ베개),운동화, 슬리퍼, 체육복, 방한용 의류, 장갑,
속옷, 세면도구, 우산, 기타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품은 교내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 일정계획 : 추후 별도 안내

▶문의 : 학생지원팀 권인혁 (054)279-2435, joomason@postech.ac.kr

3. 기숙사 입사
가. 오리엔테이션 기숙사 배정 : 2012년 2월 15일(수) 14:00 ~ 17:00
※ 신입생은 2월 15일(수) 14:00 ~ 17:00까지 기숙사 21동 1층 사무실에
도착하여 기숙사를 배정받기 바랍니다.
나. 침실 구조 : 2인 1실, 냉ㆍ난방, 화장실(샤워시설)
다. 침실 기본 비품
- 침대(매트리스 포함), 옷장, 책상, 책꽂이, 의자, 신발장, 이동서랍
라. 기숙사 공용 시설
- 휴게실 : TV, 전화기, 정수기, 냉장고, 씽크대, 전자렌지, 핫플레이트
- 세탁실 : 세탁기, 건조기, 다림대
- 간식실 : 전자렌지, 핫플레이트, 정수기
- 다목적실 : 회의, 세미나 등
마. 개인 준비물 : 침구(이불, 매트리스 커버 및 패드, 베개 등) 및 개인 생활용품
※ 매트리스 규격 : 가로 100cm × 세로 200cm 중간 사이즈 입니다.
※ 입학 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필요성을 판단하여
입학식 때 가지고 오면 되고, 부족 시 교내 편의점이나 주변 상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 유의사항
- 취사 및 난방 기구는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기숙사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생수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기숙사내 LAN 시설이 구축되어 개인별로 porter가 지급되며,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 개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 기숙사 각 방마다 전화번호가 부여되며, 전화기는 입사 후 룸메이트와 상의하
여 설치가능
- 기숙사내 모든 전원은 220볼트 입니다.
※ 오리엔테이션 기간 종료 후 기숙사에 계속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신입생은
입학식까지 잔류 할 수 있습니다.
사. 기숙사 입사신청서 제출 안내
- 제출방법 : 신청서(붙임 파일)를 작성하여 아래의 E-mail로 발송
<남> myeong@postech.ac.kr, <여> jyson@postech.ac.kr
- 제출기간 : 2012. 1. 30(월) ~ 2. 4(토)

▶문의 : 주거운영팀 《남》이태명, (054)279-3694 myeong@postech.ac.kr
《여》손진영, (054)279-3696 jyson@postech.ac.kr

4. 종합건강진단서 제출
- 검사항목 : 전염병(간염 및 결핵에 대한 소견이 필히 포함된 진단서이어야 함)
- 신체검사 병원 : 시. 군. 구 단위 보건소 또는 병원
- 제

출 :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분반 인솔자에게 제출

- 진단서 우측 상단에 학과, 학번, 성명 기재
※ 종합건강진단서는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 특성상 전염병 등 기타
질병으로 인해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문의 : 학생지원팀 권인혁(054)279-2435, joomason@postech.ac.kr

5. 학생증 발급 신청 및 준비서류
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3부(금융실명확인 용)
※주민등록증 미 발급 학생은 주민등록등본(부모 동거자) 1부 또는 호적등본
(부모 미 동거자) 1부와 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나. 기타 : 학생증 발급 시 계좌 개설이 병행됩니다. 계좌 개설 관련 절차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명 : ID-CARD 인터넷 신청 안내문)
- 신청사이트 :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 신청기간 : 2012. 2. 8(수) ~ 2. 14(화)

▶문의 : 안전관리팀 안성건 (054)279-2450, ansidmz@postech.ac.kr

6. 장학 관련
2012학년도 1학기 신입생의 등록금과 입학금은 장학금으로 사전 감면되어 통보되므
로 등록금 고지서에 명기된 금액 모두를 등록기간 중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종등록기간

2012. 2. 8(수) 10:00 ~ 2. 10(금) 16:00

자세한 내용은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 학생지원팀 박영란 (054)279-2433, ranny@postech.ac.kr

7. 영어 Placement Test(배치고사) 실시
모든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말하기와 쓰기 중심의 Placement Test를 치루
어야 합니다. 신입생들은 이 시험 결과에 따라 1학년 1학기부터 5등급 (영어 I,Ⅱ) 혹은
4등급(영어 Ⅲ,Ⅳ)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자신이 영어 I에 배치되면 추후에 영어 Ⅱ,
Ⅲ,Ⅳ를 수강해야 하고, 영어 Ⅱ에 배치되면 영어 Ⅲ,Ⅳ를 수강해야 하며, 영어 Ⅲ에 배
치되면 영어 Ⅳ를 수강하게 되는 식입니다. 이 시험 결과가 아주 우수한 학생은 5등급과
4등급 영어과목이 완전 면제되고, 실력에 따라 차상등급인 3등급, 2등급, 혹은 1등급 과
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차하등급을 완수해야 차상등급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1등
급을 완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5등급부터 1등급에 이르는 모든 영어 과목은 필수과목
이며,

A,

B,

C,

D,

F등과

같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고

통과여부

(Satisfactory/Unsatisfactory)만이 결정됩니다.
- 시험일시: 2. 29(수) 13:00 ~ 18:00
구분

내용

장소

영어프로그램 설명

영어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강당

쓰기시험

녹화된 영어강의를 듣고 요약문 쓰기

강당

말하기시험

영어교수진과 일대일 영어 인터뷰

교수연구실

시간

13:00 ~ 18:00

- 시험장소 : 대학 강당 및 교수 연구실
- 지 참 물 : 연필, 지우개, 신분증

▶문의 : 인문사회학부 이미정 (054)279-2711, helena@postech.ac.kr

8. 물리 기초학력 시험 실시
모든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일반물리에 대한 기초학력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신입생들은 이 시험의 결과, 일정성적 이상의 경우, 입학 후 이수하여야 할
기초과목인 해당 과목 수강을 면제함과 동시에 학점 및 성적(A+, A0, A-)을 부여하게
됩니다. 과목 면제가 되지 않는 학생은 이 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 물리학력이 평가
분류되어, 일반물리(H), 일반물리, 일반물리 개론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문의는 문의처로 하기 바랍니다.

과목명

일반물리I,II
(각3학점)

시험방법

출제범위

시험시기

문의처

일반물리 I,II
필기시험
2/18(토)
(각각 2시간 소요, 대학 일반물리과정 강의 내용 전 범위.
물리학과
09:30~11:30
한글로 문제 출제)
고교 물리 I,II 과정 포함.
(T.279-2713)
13:30~15:30
준비물 : 공학용
계산기

▶문의 : 물리학과 조설희 (054)279-2713, chosh@postech.ac.kr

9. 해모수 계정 및 수강신청 안내
가. 해모수 계정 신청
신입생들은 해모수(HEMOS) 계정을 통하여 수강신청, 성적 확인, IT종합정보시스
템ㆍ메일 등 교내 I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정등록
ㆍ신청기간 : 추후 별도 안내
ㆍ신청방법 : POVIS 홈페이지(http://povis.postech.ac.kr)
=> <Register> Click

ㆍ확인방법 : 계정신청 1일 후 POVIS 홈페이지 로긴을 통해 확인가능
- 주의사항
ㆍ해모수(HEMOS)계정은 E-mail계정으로도 사용되므로 신중한 결정 요망
ㆍ신청된 해모수(HEMOS)계정은 변경이 불가함.(연계진학 시에도 변경 불가)
ㆍHEMOS계정은 석․박사 연계진학 및 졸업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계정으
로, 개인을 대표하는 주소인 E-mail계정과도 동일하므로 향후 계속 사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자신의 영문이름을 조합하여 간명히 작성함)
ㆍ계정신청 후 서비스 사용은 신청 후 1일 이후부터 사용가능

▶문의 : 정보전략팀 (054)279-2524, povis@postech.ac.kr

나. 수강 신청
- 신청 과목
* 1학년 재학 중에 신입생들은 대학에서 지정하는 교양필수와 기초필수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습
니다.
◦ 교양필수 과목 : 영어 관련 2과목(4학점), 글쓰기(2학점),
체력관리(1학점), 체육과목(1학점)
HASS 2과목 (6학점)
※영어 I, II, III, IV는 동시 수강 불가
※영어 관련 과목은 졸업학점으로 4학점만 인정
※ http://www.postech.ac.kr > 학사/교육 > 대학/대학원 >
학사안내-개설과목정보에서 2011학년도 개설 과목 조회 가능
◦ 기초필수 과목 : 미적분학 + 연습(3학점 + 1학점),
응용선형대수(3학점), 미분방정식(3학점)
일반물리Ⅰ,Ⅱ(각 3학점), 일반물리실험Ⅰ,Ⅱ(각 1학점),
일반화학(4학점), 일반화학실험(2학점),
일반생명과학(3학점), 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3학점),
이 외 학과별로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대학 요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관련 서류는 해당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 수강신청 관련 사항은 O/T기간 중 별도로 안내합니다.

▶문의 : 학사관리팀

손혜진 (054)279-2447, hjsohn@postech.ac.kr

10. 학점취득 특별시험 및 단일계열(무학과) 신입생 지도교수 배정
가. 학점취득 특별시험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이수하여야 할 기초과목 중 일부 교과목 희망자에
대해 특별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학생에게는 해당 과목 수강을 면제함과 동시
에 학점을 부여하는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는 우수 학생에 대한 동기 부여와 다양하고 폭 넓은 교과목 이수를 가능하게
하여 조기졸업, 부전공, 복수전공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과목
및 상세 안내는 실시 안내문 “붙임 1”을 참고하고 희망자는 안내된 사이트로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 신청 : http://admission.postech.ac.kr/main.do (POSTECH 입학처홈피)
-> Login (원서접수 시 ID / Password 사용)
-> 주요일정 / 예비포스테키안 Program에서 신청
- 신청기간 : 2012년 1월 25일(수) ~ 1월 27일(금)까지

▶문의 : 학사관리팀

손혜진 (054)279-2447, hjsohn@postech.ac.kr

나. 단일계열(무학과) 신입생 지도교수 배정
단일계열 신입생들의 전공학과 선택 시 전공 학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학사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 배정을 위한 학과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지도교수 배정 학과를 안내된 사이트로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단일계열(무학과) 신입생은 지도교수 배정학과를 임의
배정함.
- 신청 : http://admission.postech.ac.kr/main.do (POSTECH 입학처홈피)
-> Login (원서접수 시 ID / Password 사용)
-> 주요일정 / 예비포스테키안 Program에서 신청
- 신청기간 : 2012년 1월 25일(수) ~ 1월 27일(금)까지

▶문의 : 학사관리팀

김은주 (054)279-2443, ejkim@postech.ac.kr

11. 학적부용 사진 제출
가. 학적부용 사진 파일 제출
- 제출방법: 파일명을 “학번.jpg”로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송부
- 제출기간: 2012. 3. 1(목) ~ 3. 5(월) 까지
- 제 출 처: 각 학과 사무실

▶문의 : 각 학과 사무실
수학: 279-2712 (jungjk@postech.ac.kr), 물리: 279-2713(chosh@postech.ac.kr),
화학: 279-2714(shinjua@postech.ac.kr), 생명: 279-2721(misunyi@postech.ac.kr),
신소재: 279-2715(syleem@postech.ac.kr), 기계: 279-2716(myiris@postech.ac.kr),
산경: 279-2717(junsang@postech.ac.kr), 전자: 279-2718(mjhwang@postech.ac.kr),
컴공: 279-2911(jwd@postech.ac.kr), 화공: 279-2720(thryu@postech.ac.kr)
단일계열 학생 : 지도교수 소속 학과사무실

12. 기타 제출서류
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해당자에 한함)
- 제출대상 : 고2조기졸업 입학자
- 제출방법 :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분반 인솔자에게 제출

▶문의 : 입학사정관실

김희경 (054)279-3625, pansy@postech.ac.kr

13. 첨부서류 목록
- 2011학년도 학사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안)
- 학점취득 특별시험 안내문
- 기숙사 이용신청서
- 신입생 모바일 단말기 신청 안내

♣♣ 기타 사항은 입학사정관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054)279-3625

2012학년도 학사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안)

시간

2/15(수)

2/16(목)

2/17(금)

아침

(40')

(09:30～

- 총장 환영사(50')

12:30)

- 도서관 안내(40')

- 기숙사 입사

18:30)

2/20(월)

- 대학생활안내책 지급
- 학생증 발급 신청
- POVIS & 봉사 ID 신청
- 캠퍼스 투어

- 대학에서 효율적인
학습방법(120')
- 교가배우기(50')
- 교수특강(90')
(포항공대인의 긍지)

- 실천교양교육과정 안내 - 물리 시험(120')
(40')

- 소방안전교육(30')

- 봉사활동

- 봉사활동

- 학생상담센터 안내
(180')
-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60')

- 장학제도 안내

- 물리 시험(120')
- 미션 투어(기획2)

- 봉사활동

- 봉사활동

- 전산보안 & POVIS교육
(60')

(19:00～ - 기숙사 생활 안내
22:00)

- 꼬리잡기(기획1 60')

- 학생자치단체 소개(60')
- 신입생 환영의 밤

- 학과 소개(60')
- 응원 OT(60')

- 분반별 신입생 인사

취침
(23:00～

- 동아리 탐방(180')

- The War(기획3)

- 봉사활동 준비

- 봉사활동 준비

- 어울림 한마당
․대학생활 다짐
․오리엔테이션 정리

기숙사 생활 점검 및 취침

휴식 및
귀가

- 리더십센터 안내(60')

- 입학학생처장 인사

저녁

2/21(화)

- 학사 및 강의평가 안내 - 성교육(60')

오전

(13:30～

2/19(일)

기상, 세면, 아침식사

(～09:00)

오후

2/18(토)

학점취득 특별시험 실시 안내
2012. 02. 01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이수하여야 할 기초과목 중 일부 교과목에 대하여
특별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학생에게는 해당 과목 수강을 면제함과 동시에 학점을
부여하는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는 우수 학생에 대한 동기 부여와 다양하고 폭 넓은 교과목 이수를 가능하게
하여 조기졸업, 부전공, 복수전공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의 학점 제한은 없으며, 합격자에 대하여는 성적 (A+,
A0, A-)을 부여하고 졸업학점에 포함합니다. 합격 인정된 학점 수는 학기 당 최대
수강신청 학점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합격된 학점 수만큼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12학년도 실시 과목은 아래와 같으며 출제 범위, 시험일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제범위의 상세 문의는 해당 학과로 하기 바랍니다.
과목명
미적분학(4학점),
응용선형대수
(3학점)

시험방법
필기시험(각
3시간 소요)

일반물리 I,II
(각각 2시간
소요, 한글로
문제 출제함)
준비물 :
공학용 계산기

출제범위
대학 수학과목 강의내용
참고교재: 1. Thomas’Calculus by Thomas,
Weir, & Hass (12th ed.)중 7,8,10장.
12장~16장
2. Linear Algebra and Its Applications,
4th edition, by Gilber Strang,
Chapter 1- Chapter 5

시험시기

해당학과

3/3(토)
13:00~
19:00

수학
(T.279-2712)

대학 일반물리 강의내용
참고교재 :
2/18(토)
1. Essential University Physics, by Richard
09:30~
일반물리 I,II
Wolfson(Pearson Addison, Wesley)
11:30
(각3학점)
2. Fundamentals of Physics by Halliday,
13:30~
Resnick, and Walker(8th ed.)
15:30
* 상기 참고교재 1, 2에 준하는 수준에서
출제됨.
대학 일반화학 전 범위
주관식
필기시험(3시
참고 교재:
3/3(토),
일반화학(H)
간 소요)
“Principles of Modern Chemistry”,
09:00~
(4학점)
준비물 :
Oxtoby/Gillis/Campion, Thomson(6th ed.)
12:00
공학용 계산기 * 상기 참고교재에 준하는 수준에서
출제됨.
*응시 신청: http://admission.postech.ac.kr/main.do (POSTECH 입학처홈피)

물리
(T.279-2713)

화학
(T.279-2714)

-> Login (원서접수 시 ID / Password 사용)
-> 주요일정 / 예비포스테키안 Program 에서 신청

* 신청기간 : 2012 년 1 월 25 일(수) 10:00 ~ 1 월 27 일(금) 17:00 까지
*일반물리I, II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모든 신입생이 시험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제범위 관련 문의처: 각 과목 해당 학과

신입생 모바일 단말기 신청 안내
- 포스텍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정보화 지식사회를 선도하고, 효율적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캠퍼
스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캠퍼스의 무선망 환경구축, 빌딩백본 업그레이드 및 인터넷 대
역폭 증대 등 IT 인프라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또한 전자책(e-book) 및 학사정보 모바일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오픈으로
모바일 학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캠퍼스의 인프라와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교육 및 학습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학부신입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단말기 보급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신입생은 세부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말기 선택사항 : 아래의 제품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제품명

슬레이트PC 시리즈7

갤럭시탭 10.1인치
(Wi-Fi only, 32G)

총학생회 특판 노트북

이미지

학생부담금
입금금액
배포시기

1,030,500원
1,030,500원

323,200원

제품가 - 350,000원

323,200원

3월 학기 초
1. 신청접수 마감(1/30) 후 제품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없음
3월 ~ 4월

2. 입금기한까지 학생부담금 미입금시 신청은 자동취소 처리됩니다.
3. 총학 특판 노트북은 입학 후(3월) 교내에 전시된 다양한 노트북을 보고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구입하는 방식입니다.(단, CPU Intel Core i7, 메모리 4G,
유의사항

하드디스크 320G 이상 제품에 한하여 보조금 35만원 지원됩니다.)
4. 총학 특판 노트북 구입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보조금(35만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외부 개별 노트북 구매시에는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5. 단말기 수령시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비고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1.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설명 예정입니다.
2. 해당 모바일 단말기는 대학지원금이 포함된 관계로 개인 매매가 불가합니다.

2. 신청안내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신청서작성 : http://goo.gl/8bvH0
(3) 신청마감 : 1/30(월)까지 신청서 접수
3. 입금안내
(1) 입금기한 : 1/30(월)까지 입금완료
(2) 입금계좌 : 1005-501-138745(우리은행), 예금주 : 포항공과대학교
(3) 입금자명 : 학생이름(※부모님 성명 기재 시 확인 불가)
(4) 입금금액 : 슬레이트PC 시리즈7(1,030,500원), 갤럭시탭 10.1인치(323,200원)
4. 문의처 : 054)279-2518, 010-9075-5785, hemos@postec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