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전기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및 일반 편입학 추가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인원

 □ 일반편입학 추가모집 인원

 

계열 학과 학제
모집인원(명)

주간 야간

사회실무
사회복지상담과 2년제 5 2

유아교육과 3년제 2 -

자연과학
뷰티케어과

2년제

3 -

호텔외식조리과 7 -

보건계열

보건의료행정과 8 -

안경광학과
3년제

6

임상병리과 2 -

총 모집인원 33 2

 □ 학사 편입학 모집 인원

 

계열 학과 학제 모집인원(명)

보건계열 간호학과(주) 4년제 4명

2  지원자격

  가. 공통자격(간호학과 제외)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019년 2월 졸업예정)

    - 전문대학 1학년 과정을 수료한 자

    - 4년제 대학 1학년과정을 수료한 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간호학과(학사편입학)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간호학과 3학년 1학기에 학사편입학 지원가능

    1. 국내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예정)자(2019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2. 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학력인정(예정)증명서”를 

제출 받은 경우 2019.02.22.(금)까지 학사 학위 취득여부를 반드시 확인 함

3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방법 및 내용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9.02.07(목) ~ 15(금)

✍방문접수  우리대학 입학홍보처(정의관 1층)

✍우편접수
 우)50811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입학홍보처 편입학 담당자

합격자 발표 2019.02.19.(화) 우리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2019.02.21.(목) ~ 22(금) 우리대학 등록계좌

4  전형방법

  가. 성적반영방법 : 전적대학 4.5만점 기준으로 반영

  나. 반영배점

 

학과
배점

비고
전적대학성적 부가점수

전학과 100점 10점
※ 전적대학의 출신(전공) 학과와 동일(유사)한 

학과에 편입할 경우 우선 선발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① 전적대학 유사전공자  ② 전적대학 취득학점  ③ 전적대학 성적우수자



5  제출서류

  가. 전적대학 제적, 졸업(예정) 증명서, 수료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 1부(원본제출)

  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2개 이상의 대학에서 수학한 학생은 모든 대학의 원본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의 경우 4.5만점 기준으로 환산된 것이어야 함.

  다. 전형료 : 20,000원(계좌 이체 및 무통장입금)

6  부가점수

   가. 반영방법 - 항목별 가산점 부여(제출자에 한하여 부여함)

   나. 가산점 종류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대 10점까지 부여

   다. 가산점 종류

      ❍ 영어 : 가산점 최대 7점

             종  류
 가산점

영    어

TOEIC TOEFL TEPS

7점 595점 ~ 68점 ~ 555점 ~

6점 515점 ~ 594점 59점 ~ 67점 500점 ~ 554점

5점 455점 ~ 514점 48점 ~ 58점 400점 ~ 454점

4점 410점 ~ 454점 42점 ~ 47점 355점 ~ 399점

3점 380점 ~ 409점 36점 ~ 41점 300점 ~ 354점

2점 355점 ~ 379점 22점 ~ 35점 255점 ~ 299점

      ❍ 한국사 자격증 : 가산점 최대 3점

           종  류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점 1급

2점 2급

1점 3급 이하



7  유의사항

 

   가. 합격 후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입학원서 등 제출

서류를 변조하였거나 불법한 행위 등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편입생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학전형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다. 등록자 중 개강 이후 환불 신청한 자는 학칙시행세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등록금 일부를 공제 후 반환함

   라. 동일전공 지원이 아니거나 전적대학(교)의 이수교과 내용 및 학점이 우리

대학교 지원학과와 상이하여 학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학기간이 

연장 될 수 있으니 지원 학과(전공)에서 교과 내용 인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8  문의처

   가. 입학문의

      ❍ 김해대학교 입학홍보처 : 055-320-1650/1652

      ❍ 김해대학교 홈페이지 : ipsi.gimhae.ac.kr

   나. 학과별 문의사항(교육과정 및 자격증 취득여부 관련)

      

학과 전화번호 학과 전화번호

사회복지상담과
학과사무실    055-320-1615

뷰티케어과
학과사무실    055-320-1620

교수 정현정   055-320-1725 학과장 진유리 055-320-1712

보건의료행정과
학과사무실    055-320-1748

호텔외식조리과
학과사무실    055-320-1616

학과장 박선욱 055-320-1723 학과장 이정우 055-320-1739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055-320-1613

안경광학과
학과사무실    055-320-1628

학과장 고영희 055-320-1760 학과장 소종필 055-320-1730

임상병리과
학과사무실    055-320-1634

간호학과
학과사무실    055-320-1683

학과장 김미경 055-320-1756 학과장 조영란 055-320-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