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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학교

46년 전통의 지역대표 보건계열 특성화 전문대학

바람직한 가치관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진 전문직업인을 육성한다. 

직업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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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인재상

Joyful Person
도전을 즐기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

Honest Person
바른 인성과 옳은

가치관을 가진 참된 인재

Creative Person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혁신적인 인재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
(교육부)

2012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교육부)

2015년 전문대 취업률 1위
(나 그룹 : 졸업생 1,000명이상)

2014 ~ 2017년 간호학부 

교원 양성기관(보건교사)평가 

A등급 획득

간호학 학사학위프로그램

인증대학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6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교육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국수석 배출
(치기공과 2003년, 임상병리과 2004년, 

치위생과 2007, 2015년)

글로벌현장학습사업 10년 

연속선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BASIC SYSTEM INTRO

KCCE Symbol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심벌마크 의미와 상징

1. Circle :  인류, 소통, 협력(Humanity, Communication, Collaboration)의 Conceptual Shape

2. Globe : World Class 수준의 교육을 상징하는 Conceptual Shape

3. Red Color  : 대학 협의체로서 리더십(Leadership)을 상징

4. Indigo Blue Color :  소통(Communication)과 성취(Attainment)를 상징

5. Gold Color : 최고(World Class)를 상징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심벌마크의 이미와 상징은
대학 협의체로서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세계적 수준의(World Class) 교육 품질 제고에 앞장섬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지성과�인성을�겸비한�최고의�전문직업인�양성대학

진주보건대학교 학과소개

간호학부
4년 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간호지도자 양성

교육목표

성실 ․봉사 ․창의정신을� 바탕으로�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

할�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와�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역량을� 갖춘� 간호지도자를� 양성한다.

취득면허(자격) 간호사,� 보건교사(교직이수자),� BLS-Provider

졸업�후�진로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병원,� 간호직공무원,� 보건교사,�

공 ․사기업� 의무실,� 보험심사� 간호사,� 조산사,� 전문� 간호사,�

항공승무원� 등

학과정보
자연과학계열,� 입학정원� 250명

입학상담� :� 학부(과)장� 055-740-1920～2

임상병리과
3년 제

인체의 질병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임상병리사

교육목표

인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신속정

확하게� 분석하여� 환자의� 예후� 및�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현장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며� 국내외� 취업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임상병리사를� 양성한다.

취득면허(자격) 임상병리사,� BLS-Provider

졸업�후�진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보건직공무원,� 전문� 임상검사센터,� 적

십자혈액원,� 검시관,� 군무원,� 연구소,� 의료기기회사,� 제약회

사,� 해외산업체� 취업� 등

학과정보
자연과학계열,� 입학정원� 80명

입학상담� :� 학과장� 055-740-1821

치위생과
3년 제

아름다운 치아! 건강한 미소

교육목표

국민의� 구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성을� 함양

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임상실무능력과� 치위생지도자로서

의� 리더십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한다.

취득면허(자격) 치과위생사

졸업�후�진로
대학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직공무원,� 학교� 구강보

건실,� 치과의료� 관련� 산업체� 등

학과정보
자연과학계열,� 입학정원� 127명

입학상담� :� 학과장� 055-740-1831

치기공과
3년 제

과학과 예술, 치과기공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교육목표

치과기공에� 관한� 전문� 이론교육과� 심미적인� 치과� 보철기공

물� 및� 가철성� 치열� 교정� 장치의� 제작,� 수리� 등에� 대한� 실

무능력을� 배양시켜� 국민� 구강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

의� 치과기공사를� 양성한다.

취득면허(자격) 치과기공사

졸업�후�진로
국내외�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 창업,� 치과병 ․의원,� 치과기

자재회사,� 치과기공관련� 연구소,� 보건관계� 연구기관� 등

학과정보
자연과학계열,� 입학정원� 60명

입학상담� :� 학과장� 055-740-1841

보건행정과
3년 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보건의료의 기수

교육목표

21세기� 보건의료산업을� 선도하고� 인성,� 기초능력,� 전공역

량,� 현장중심� 실용교육의� 4단계� 맞춤식� 교육역량강화를� 통

해� 최고의� 전문� 보건의료인을� 양성한다.

취득면허(자격)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청

구관리사,� 의학용어능력인증(1급/2급),� 병원서비스관리사,�

병원경영관리사� 등

졸업�후�진로

보건직� 공무원,� 군무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ㆍ의원,� 국

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회사,� 보건

의료관련단체,�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등

학과정보
자연과학계열,� 입학정원� 75명

입학상담� :� 학과장� 055-740-1851

피부미용과
2년 제

21세기 Total Beauty Artist!

교육목표

실무중심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통합적용능력을� 기르고� 올

바른� 참인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관을� 확립하여� 미용�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미용�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

취득면허(자격)

미용사면허증,� 미용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국가자격

증,� 미국� 주� 정부� 미용자격증(NIC),� 두피관리사� 자격증,� 발

관리사� 자격증,� 화장품� 전문가� 자격증� 등

졸업�후�진로

국내 ․외�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스파테라피스트,� 발관리사,� 코디네이터,� 메디칼

에스테티션,� 트라콜로지스트,� 뷰티아카데미교육강사,� 화장

품회사� 교육강사� 등

학과정보
자연과학계열,� 입학정원� 65명

입학상담� :� 학과장� 055-740-1861

항공서비스과
2년 제

Fly to the sky! 하늘을 나는 미소천사

교육목표

교양� 및� 전공지식을� 체계적으로� 겸비한� 항공사� 객실승무원�

및� 지상직승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실무위주의� NCS

기반� 교육과정을� 통해서�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항공승무원

을� 양성한다.

취득면허(자격)
항공예약� 1ㆍ2급,� 항공발권� 1ㆍ2급,� 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

(T/E),� TOEIC,� HSK,� JLPT� 등

졸업�후�진로 항공사� 객실승무원,� 지상직승무원,� 공항보안검색� 요원

학과정보
인문사회계열,� 입학정원� 40명

입학상담� :� 학과장� 055-740-1871

사회복지계열
2년 제

아름다운 내일을 약속하는 행복코디네이터

교육

목표

사회복지 사회복지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갖춘�사회복지사�양성

유아보육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전문� 보육교사� 양성

취득
면허
(자격)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 1급

유아보육 보육교사� 2급,� 특수교사

졸업�후

진� � 로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유아보육 보육시설(국 ․공립� 및� 법인 ․민간어린이집)� 등

학과정보
인문사회계열,� 입학정원� 주65명� 야20명

입학상담� :� 학과장� 055-74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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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우: 52655) 경남 진주시 의병로 51

￭ 입학상담 ☎ : (055) 740 - 1711, 1717

￭ FAX : (055) 743 - 3010

￭ 입학홈페이지 : http://ibsi.jhc.ac.kr

대학특징

1. 대학소개

• 우리대학은 1972년 교육 도시이자 서부경남의 중심지인 진주시에서 개교하여 간호․보건, 항공서비스,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

는 요람으로 4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직업인 양성”의 비전을 가지고 현장밀착형 실무교육에 강한대학, 참인성을 겸비한 명품인재 특

화대학, 취업에 강한 산학협력 중심대학, 앞서가는 글로벌 인재 양성대학을 4대 발전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최신 교육인프라 구축, 국제교류 및 해외현장실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

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대학 특색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국수석 배출(치기공과(2003, 2016), 임상병리과(2004), 치위생과(2007, 2015))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 100% 합격달성(치기공과(2011, 2016, 2018))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임상병리학과 1년, 사회복지학과 2년)

  • 국내․외 200여개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및 취업인프라 구축

  • 참인성교육원, 실용영어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T/E교육원, JHC건강증진교육원 등 특수교육원 운영

  • 재학생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JHC영어집중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4년 전문대학 취업률 1위(‘나’그룹 졸업생 1,000명 이상)

  • 3주기(2014년), 4주기(2017년) 연속 교원양성기관(보건교사) 평가 A등급 획득

  • 한가람봉사단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2017년 라오스 방비엔市와 해외봉사 MOU체결, 2019년 몽골)

  • 2012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2016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3. 학생1인당 등록금 (2019학년도 신입생 기준, 1학기 기준)

구분 입학금(원) 수업료(원) 합계(원) 비고

자연과학

간호학부,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241,200 3,002,000 3,243,200

보건행정과, 피부미용과 241,200 2,816,000 3,057,200

인문사회 항공서비스과, 사회복지계열 241,200 2,405,000 2,646,200

주) 입학금은 대학의 입학금 인하정책에 따라 입학지원 장학금을 지원하여 사전 감면한 금액임

4. 특성화장학금 현황(국가장학금 제외) : 해당 없음

5. 통학지원 여부(통학버스 등) : 해당 없음

6. 기숙사(학생생활관) 현황

시설 수용인원(명, %) 기숙사비(학기) 식비포함여부 배정원칙 비고

2인 1실 414(20) 1,028,970 조식, 석식포함 원거리 우선 여자(교내)

7.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계열 모집단위 주/야 모집정원(명) 수업연한 산업체경력유무

자연과학 임상병리학과 야 30 1년 무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야 25 2년 무

8. 일반대학 무시험 연계편입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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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성화 전공명

모집단위명
전년도 

취업률(정보공시)
특성화 모집단위 소개 비고(혜택)

간호학부 89.2%

․ 1972년 개설된 학과로 4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참인성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서 윤리적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실무중심의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간

호술을 통합적용 할 수 있고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및 투철한 직업정신을 갖

춘 간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인증기관으로서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 재학생 전원 의료인 기본심폐소생술(BLS Provider) 자격을 취득하며 학년별 

전공기초, 전공입문, 전공심화과정 등의 교육과정운영과 서울, 부산, 대전, 진

주 등에 소재한 대학병원 등에서 이론과 실습을 연계한 임상실습을 실시하고 

있다.(서울, 부산, 대전, 외부 기숙사 운영)

․ 진출분야는 전국의 우수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간호직 공무원, 보건교사, 

지역사회 보건간호사 및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등의 개원과 교정직공무원, 소

방공무원, 과학수사대, 간호장교 및 해외취업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JHC영어집중교육(지원)

호주/뉴질랜드 글로벌현

장학습(선발)

몽골/라오스 해외봉사활

동(선발)

임상병리과 78.2%

․ 인체의 질병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첨단 검사분야 및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국내외 취업경쟁력이 있는 

최고의 임상병리사를 양성하고 있다.

․ 분자생물학, 임상생물학, 진단세포학 등 산업체 맞춤식 교육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8주간의 체계적인 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졸업 후 전공심화과

정(1년)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진출분야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연구소, 보건소 및 국립보건연구원, 

제약회사 연구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건강관리협회, 생명공

학 관련 연구소에 진출하고 있다.

JHC영어집중교육(지원)

미국/호주/뉴질랜드 글

로벌현장학습(선발)

몽골/라오스 해외봉사활

동(선발)

치위생과 89.3%

․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성과 인격을 함양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임상실무능력과 치위생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함양하며 지역주민과 치과질

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 협조 및 경경관리를 지원

하는 유능한 치과위생사를 양성한다.

․ 40년의 역사와 전통(부산, 경남, 울산지역 최초 치위생과 개설)으로 2007년, 

2015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 전국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 치위생사 면허증, 치과병원코디네이터,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서비스대화전문

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학병원, 치과병의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치과연구

전문직, 구강보건 관련기관 및 업체로 진출하고 있다.

JHC영어집중교육(지원)

호주/뉴질랜드 글로벌현

장학습(선발)

몽골/라오스 해외봉사활

동(선발)

10. 계약학과 [주문식교육 / 채용약정형 /사회맞춤형 학과] : 해당 없음

11. 취업지원프로그램 (글로벌(해외) 취업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내용 파견국가 비고(혜택)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우수학생 선발 학기 중 12주간 해외현장실습 실시

현지적응교육 4주+전공관련 현장실습 8주
호주, 뉴질랜드

총 경비 1천만 원 상당

90%장학금 지원, 자비부담 10%

해외취업 희망 시 우선 추천

전공심화해외연수 프로그램
우수학생 선발 방학 중 2주간 전공 해외연수 실시

학과별 전공심화 해외연수 실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총 경비 4백만 원 상당

90%장학금 지원, 자비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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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주요사항

1. 전형일정

모집

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접수일정

(인터넷 접수 기준) 1단계

합격자발표
대학별고사

최종

합격자발표
합격자등록

시작 마감

수시

1차

정원내 일반전형

(전체학과)
09.06(금) 09.27(금)/18:00 - -

10.23(수)

14:00예정

12.11(수)

~12.13(금)

☞충원등록

12.23(월)

21:00까지

정원내 대학자체기준 전형

정원외 특별 전형

(전체학과)

09.06(금) 09.27(금)/18:00 -

면접

10.05(토)

~10.06(일)

10.23(수)

14:00예정

수시

2차

정원내 대학자체기준 전형

(전체학과)
11.06(수) 11.20(수)/18:00 -

면접

11.23(토)

12.04(수)

14:00예정

2. 복수지원 가능 여부

복수지원 지원방법

× 모든 전형 복수 지원 불가능, 시기별 1개 학과만 지원 가능

3. 모집인원

계 열 모집단위
학
제

모
집
인
원

수 시  1 차 수 시  2 차

정원내 전형 정원외 전형 정원내 전형

일반
전형

특별전형 전문대
이상

졸업자

농어촌
출신자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만학도
성인재직

일반
전형

특별전형

대학자체
기준전형

대학자체
기준전형

자연

과학

간호학부 4 329 30 160 60 23 6 10 40

임상병리과 3 84 5 62 4 1 1 1 10

치위생과 3 134 8 100 6 3 1 1 15

치기공과 3 67 2 52 5 2 1 1 4

보건행정과 3 80 3 58 6 1 12

피부미용과 2 68 5 53 4 1 5

인문

사회

항공서비스과 2 41 4 30 2 1 4

사회복지계열

주 2 69 2 55 4 2 6

야 2 26 10 1 10 5

합 계 898 59 580 92 29 9 28 0 101

주) 수시모집 중 정원내(일반, 대학자체기준) 모집인원 740명은 정원내 모집정원 782명의 94.6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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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구분 전형유형 모집단위 지  원  자  격  

공통사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정원내

특별전형

일반전형 전체학과 공통사항과 같음

대학자체

기준전형
전체학과

공통사항과 같음

- 면접고사에 응시하여야 하며 결시 할 경우 ‘면접결시(0)점’처리함

정원 외

특별전형

전문대이상

졸업자전형
전체학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2학년 또

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외국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2학년이상 수료 또는 전부를 이

수(졸업)한 사람

※ 외국대학출신 지원자는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공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농어촌

출신자전형

간호/임상병리

치위생/치기공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

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으로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Ⅰ유형)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사람

(Ⅱ유형)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사람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학교이어야 함

※ 제외대상 :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읍·면 지역에 소재한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에 재학한 

사람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전형

간호/임상병리

치위생/치기공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지원일 현재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

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가정지원, 우선돌봄차상위가구만 해당

만학도

성인재직자전형
전체학과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지원일 현재 만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합

산)이 2년 이상인 사람

- 만25세 이상인 사람(만학도) : 주민등록초본 제출

- 산업체 근무경력(합산) 2년 이상인 사람(성인재직자)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주) 우리대학 전 전형은 고교계열(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예술고, 체육고 등) 구분 없이 지원 가능

5. 전형별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요소별 반영비율 (100%) 기타 세부기준

(학생부 비교과․면접․실기․

서류 반영내용 등)

학생부
면접 실기 서류

교과 비교과

수시

1차

일반전형 전체학과 80 20
[교과]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 반영

[비교과] 출석 20%

대학자체기준전형 전체학과 56 14 30

[비교과] 출석 14%

[면접] 30%

- 평가영역 : 인성, 가치관, 교과적성

- 평가요소 : 사고력, 표현력, 상황대처능력, 적

극성, 준비성을 종합 평가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기초수급 차상위/

만학도 성인재직)

전체학과 56 14 30

[비교과] 출석 14%

[면접] 30%

- 평가영역 : 인성, 가치관, 교과적성

- 평가요소 : 사고력, 표현력, 상황대처능력, 적

극성, 준비성을 종합 평가

정원외 특별전형

(전문대이상 졸업자)
전체학과 30 70

[서류] 평균평점56%+취득학점14%

[면접] 30%

- 평가영역 : 인성, 가치관, 교과적성

- 평가요소 : 사고력, 표현력, 상황대처능력, 적

극성, 준비성을 종합 평가

수시

2차
대학자체기준전형 전체학과 56 14 30

[비교과] 출석 14%

[면접] 30%

- 평가영역 : 인성, 가치관, 교과적성

- 평가요소 : 사고력, 표현력, 상황대처능력, 적

극성, 준비성을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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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교과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 : 해당 없음

7. 학생부 반영 방법
  가. 교과목 반영방법

모집

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학년별(%)

반영교과

점수산출 요소별(%)

1학년 2학년 3학년
활용지표 교과 비교과 기타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수시1차

일반전형 전체학과 30 30 40 학년별 반영비율, 전 교과 석차등급 80
(출석)

20
-

대학자체

기준전형
전체학과 30 30 40 학년별 반영비율, 전 교과 석차등급 56

(출석)

14

(면접)

30
정원외

특별전형

간호/임상병리

치위생/치기공
30 30 40 학년별 반영비율, 전 교과 석차등급 56

(출석)

14

(면접)

30

수시2차
대학자체

기준전형
전체학과 30 30 40 학년별 반영비율, 전 교과 석차등급 56

(출석)

14

(면접)

30

  나. 학생부 없는 자 교과성적 반영방법

모집시기 모집단위 반영방법

수시1차, 수시2차 전체학과

[검정고시합격 지원자]

전체과목 평균점수를 대학이 정한 자체등급으로 적용

- 산출방법 : 합격평균점수를 점수구간별 18등급으로 분류하여 산출점수에 적용

- 합격 평균점수 100~60점을 점수구간별 1~18등급으로 분류하여 산출점수에 적용

  다. 검정고시 성적 등급산출표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검정고시

성적

100.00

~97.80

97.79

~95.60

95.59

~93.40

93.39

~91.20

91.19

~89.00

88.99

~86.80

86.79

~84.60

84.59

~82.40

82.39

~80.20

80.19

~78.00

77.99

~75.80

75.79

~73.60

73.59

~71.40

71.39

~69.20

69.19

~67.00

66.99

~64.80

64.79

~62.60

62.59

~60.00

주) 등급은 대학자체 등급임

8. 최저학력기준 반영
  가. 학생부 : 해당 없음

  나. 수능 : 해당 없음

9. 수능 수학‘가’형 및 탐구 반영 방법 : 해당 없음

10. 전년도 입시결과
  가. 수시1차

모집차수 모집단위 학제
활용

지표

일반전형 특별전형

경쟁률
합격자

최저점

합격자

평균

대학자체기준
성적반영방법

경쟁률
합격자

최저점

합격자

평균

수시1차

간호학부 4 석차등급 11.8 2.3 2.0 6.28 4.7 4.1

1학년~3학년 전체

(3학년은 1학기까지)

임상병리과 3 석차등급 15.8 4.0 3.8 2.46 4.6 4.0

치위생과 3 석차등급 14.8 3.4 3.2 2.99 5.3 4.7

치기공과 3 석차등급 15.0 4.2 3.9 2.34 6.7 5.9

보건행정과 3 석차등급 19.2 3.4 3.1 2.35 7.2 6.1

피부미용과 2 석차등급 7.6 4.3 4.0 2.17 7.6 6.4

항공서비스과 2 석차등급 6.0 4.8 4.3 2.70 4.1 3.8

사회복지계열
주 2 석차등급 12.6 3.9 3.6 2.27 6.0 5.5

야 2 석차등급 - - - 1.00 5.4 5.0

  나. 수시2차

모집차수 모집단위 학제
활용

지표

일반전형 특별전형

경쟁률
합격자

최저점

합격자

평균

대학자체기준
성적반영방법

경쟁률
합격자

최저점

합격자

평균

수시2차

간호학부 4 석차등급 14.4 4.3 4.1

1학년~3학년 전체

(3학년은 1학기까지)

임상병리과 3 석차등급 7.4 6.0 5.8

치위생과 3 석차등급 6.7 5.3 5.0

치기공과 3 석차등급 8.6 6.1 5.7

보건행정과 3 석차등급 6.2 6.6 6.0

피부미용과 2 석차등급 6.8 6.8 6.1

항공서비스과 2 석차등급 3.1 7.1 6.7

사회복지계열
주 2 석차등급 7.3 5.5 5.2

야 2 석차등급 2.0 4.3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