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wiki/%EA%B8%B0%EC%88%A0%EA%B3%A0%EC%8B%9C%EB%B0%98(%EC%84%9C%EC
%9A%B8)

기술고시반(서울)
소속: 서울 고시지원단 기술고시반 (서울) / ERICA 캠퍼스는 기술고시반(ERICA)에서 확인
유형: 서울 부속기관
영문명:PREPARATION COURSE FOR THE NATIONAL TECHNOLOGY EXAM
중문명: 技术资格班（首尔）
공식 홈페이지 http://tech-exam.hanyang.ac.kr/
위치 : 공업센터 본관 404호
연락처 : 02-222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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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총괄 지도교수 이주 (0349)
토목 지도교수 최동호 (0328)
기계 지도교수 윤길호 (0451)
전기 지도교수 정진욱 (0344)
통신 지도교수 윤동원 (0362)
화공 지도교수 서영웅 (0329)
전산 지도교수 조인휘 (1088)
건축 지도교수 김주형 (0304)

성과
2020
한양대 합격자 배출 총 14명
전국 직렬별 최다 수석 배출 (2개직렬)
2019
한양대 합격자 배출 총 14명
2018
한양대 합격자 배출 총 9명
전국 직렬 수석 배출 (1개직렬)

2017
한양대 전국 2위 합격자 배출 (총 15명)
전체 수석 배출 (화공직렬)
전국 직렬별 최다 수석 배출 (4개직렬)
2016
한양대 전국 합격자 최다 배출 (총 19명)
전국 직렬별 수석 배출 (4개직렬)
2015
한양대 합격자 배출 (총 10명)
전국 직렬별 수석 배출 (1개직렬)
2014
한양대 합격자 배출 (총 9명)
전국 직렬별 수석 배출 (2개직렬)
2013
한양대 역대 최고 합격자 배출 (총 13명)
전체 수석 배출 (전기직렬)
전국 직렬별 최다 수석 배출 (4개직렬)

시설
1.
2.
3.
4.

자습실
생활관
식당
세면실

특전
고시반 입반(학생생활관 거주)
기숙사비 지원 (전체 인원), 기숙사 식비지급(입반시험 성적 우수자)
기술고시 준비를 위한 특별 지도(1,2차 과목 특강 실시)
선배들의 특별지도 및 자료 제공
학습실 1인 1좌석 제공 (제1생활관, 제3생활관)
재학생 1차 합격자에 한해서 1회에 한해 50% 등록금 감면(직전학기 학점 2.0이상, 기술고시반, 중복혜택불
가)
강의/특강지원
1. 1차 시험대비: PSAT특강, 모의고사
2. 2차 시험대비: 매년 각 직렬별 공동서적 구비, 교육비 지원
3. 3차 시험대비: 모의 면접 실시
4. 헌법 시험대비: 방학과 학기중에 학생들에게 주중/주말 강의 무료 지원

입반 자격
매년 선발시험을 거쳐 약 80명의 학생들로 운영 중
(2019년 기준)
한양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영어성적(권장점수)
토플(TOEFL)
시험명

PBT

IBT

텝스(TEPS)
토
TEPS
TEPS
익(TOEIC) ('10.5.12. 전 시 ('10.5.12. 이후 시
험)
험)

지텔프(GTELP)

플렉
스(FLEX)

5급공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제

340점 이상

Level 2의 65
점 이상

625점 이상

외교관
590점 이상 97점 이상 870점 이상 800점 이상
후보자

452점 이상

Level 2의 88
점 이상

800점 이상

시험은 약식 PSAT(상황판단, 자료해석, 언어논리)와 헌법
입반지원서와 함께 증빙 서류 제출
입반시 기숙사 및 학습실 제공, 기술고시 대비 모의고사와 특강 지원, 1차 합격시 한 학기 등록금 50% 감
면(직전학기 3.0 기준) 혜택이 주어진다.
기술고시 2차 합격자 및 입반시험(4월, 11월)에 합격한자

관련 기사
<뉴스H> 2019.11.10 한양대 기술고시반, 공학 및 기술 분야 고급 관료의 산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