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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71년, 동이 트다 Now 2023년, 미래가 되다   
민족문화·정신의 진원지 천년고도(千年古都) 진주에서 

대한민국 간호보건교육 미래의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결같은 50여 년 외 길  

명성은 역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에   

꾸준한 경쟁력 향상과 남다른 차별화를 통해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간호보건의 미래, 진주보건대학교   



Vision of JHC

비전

JINJU  
HEALTH COLLEGE진주보건대학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설계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교육목표 ㅣ  The Educational Aims

바람직한 가치관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합니다.

To bring up democratic citizens with desirable values and reasonable judgement.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진 전문직업인을 육성합니다.

To cultivate experts with professional spirit to contribute to their nation and community.

직업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합니다.

To teach systematic knowledge and skills applicable to practical business.

인 재  상 ㅣ  Talent Ideology 

Joyful Person                도전을 즐기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

Honest Person               바른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참인성 인재

Creative Person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학      훈 ㅣ  College Motto 

건학정신 ㅣ  Sprit of Foundation

이상은 드높게 실질은 알차게                             Higher Ideals Practical Living

성 실

Sincerity
봉 사

Service
창 의

Originality



Since 1971,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간호보건 인재를 양성하다 

50년 전통의 지역대표 보건계열 특성화 전문교육

진주보건대학교 

History of JHC

연혁

Power of JHC

대한 경쟁력

1971 학교법인 한가람학원 설립, 진주간호학교 설립  

1972 개교 및 제1회 입학식(간호과 80명) 

1981 ‘진주간호전문대학’에서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1991 제5대 정종권 학장 취임 

1999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에서 ‘진주보건대학’으로 교명 변경 

 뉴질랜드 국립 크리아스트처치대학 Christchurch Polytechnic , 호주 국립 뉴캐슬대학 University of Newcastle 과 자매결연

2005 한가람학사(기숙사) 준공

2006 평생교육원 설치, 산학협력단 설치 

2007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학술교류 협정

2008 호주 TAFESA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미국 Tacoma Community College와 학술교류협정 

2009 뉴질랜드 Mowbray Dental Ltd. T/Adental Hygiene Clinic, New Zealand A to Z Limited와 해외 인턴십협정 체결

 캐나다 NANO Dental Laboratory INC와 산학협정  

2010 뉴질랜드 Seaside Dental Laboratory, 일본 SAYO STAR RESORT Golf&Sap, 미국 YM Dental Lab INC와 산학협정

2011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및 학과브랜드사업(간호과) 대학 선정 

 국제미용교육협회와 산학협정  

 ‘진주보건대학’에서 ‘진주보건대학교’로 변경 

2013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및 학과브랜드사업(간호과) 대학 선정 

 2015학년도 전문대학 수업 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승인 

2014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대학 선정(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임상병리학과 야30명)

2015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제43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전국 수석 배출

2016 제44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응시자 100% 합격  

2017 일본 나가사키대학 학술교류 한국방문

2018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사회복지학과 야25명)

 몽골 국립의과대학교 교육협력, 인적교류 및 봉사활동 협정 체결 

2019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피부미용학과 야20명)

 제46~47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응시자 100% 합격

2020 제46회 학위수여 845명(전문학사 460명, 학사 385명)

2021 제47회 학위수여 870명(전문학사 455명, 학사 415명)

2022 제48회 학위수여 879명(전문학사 477명, 학사 402명)

2022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선정(2022~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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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월 기준>> 높은 취업률

※ 2021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풍부한 장학혜택

우리 대학
1인당

평균 장학금

전문 대학 1인당
평균 장학금

만원
371.2 350.1

만원

82%
장학수혜

재학생 비율

52종총

교내·외
장학제도

82.1%

간호학부
(간호사)

60.7%

사회복지과
(간호사)

72.7%

임상병리과
(간호사)

81.0%

치위생과
(간호사)

68.2%

보건행정과
(간호사)

66.7%

치기공과
(간호사)

63.5%

뷰티디자인과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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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 현황 및 해외현장 실습 기관

간호학부 
임상병리과
미국 전공심화
(UCD대학)

치기공과
미국·캐나다 전공연수·현장실습

임상병리과
호주 현장실습(RPA대학병원)

간호학부·치위생과·보건행정과
호주 전공연수프로그램(TAFESA)

간호학부
일본 학생교류(나가사키대학)

치위생과·보건행정과
뉴질랜드 현장실습

몽골국립의과대학과 MOU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

(교육부)

간호교육평가원 

5년 인증 획득

(간호학 학사학위 인증)

2015년 전문대 취업률 1위

(나 그룹 : 졸업생 1,000명이상)

간호학 학사학위프로그램 인증대학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22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교육부)

2014 ~ 2017년 간호학부 

교원 양성기관(보건교사)평가 

A등급 획득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획득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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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위생과 2007, 2015년)

Global of JHC

산학연

진주보건대학교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직업인 양성대학

 즐거움과 낭만이 넘치는 

JHC 캠퍼스 활용법 

푸른 잔디밭, 야경이 멋진 루프탑, 형형색색 무지개 분수, 

나의 꿈을 이루게 하는 도서관, 맨발로 자연을 느끼는 지압길, 

펜션 느낌의 기숙사까지!

진주보건대학교에서 젊음의 특권을 맘껏 누리십시오.

향이 있는 쉼터, 카페테리아(블루포트)

양질의 커피와 차를 저렴한 가격에 마실 수
있는 쉼터로 잔디광장 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아군, 이마트24

한창 열정적이기에 허기진 대학생들에게 야식
이 보장되는공간. 휴식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
어서 담소도 나누고 허기도 채울 수 있습니다.

캠퍼스 안 힐링코스, 지압길

성실동 뒤편 테니스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지압길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맨발로
지압길을 걸으며 학업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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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간호학부 12 

임상병리과 14 

치위생과 16 

치기공과 18 

보건행정과 20 

뷰티디자인과 22 

사회복지과 24

특화된 교육 인프라와 교육열정으로 학생 개개인의 전문적 역량을 키웁니다.
스마트한 미래! 진주보건대학교가 함께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 JHC라는 현명한 솔루션  

Bright & Smart

별이 쏟아지는, 루프탑

진주 시내 전경을 한 눈에 관망할 수 있는 진주보건대학교의 숨은 명소로, 하나로 연결된 본부동, 성실동, 봉사동, 창의동 옥상을 산책

삼아 걷다보면 별빛이 쏟아지는 진주 시내 야경에 흠뻑 취할 수 있습니다.      

내 집만큼 편안한, 한가람학사

공동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학생들의 
캠퍼스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기숙사는 
최신식으로 설계되어 체육시설 및 휴게실, 
정보 검색실, 독서실, 세탁실, 샤워실 등의 
초현대식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식의 바다, 학술정보관

일반자료실에는 9만여 권 규모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 및 디지털정보 검색으로 

전자신문·전자잡지를 서비스 중이고, 이용자의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셀프 책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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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장 055-740-1920 ~ 3
학부사무실(Office) 055-740-1910
홈페이지(Homepage) http://nurse.jhc.ac.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injuhealth_college

_ Bachelor's Degree

Department of Nursing

간호학부는 참인성과 통합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전문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1971년 신설 

이래 1만 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간호 명문학과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현장실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국가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간호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has turned out over 10,000 graduates since 1971.
It aims to produce nurses to benefit the health of the community through promotion and recognition 
of professional excellence in nursing. The department provides students with the highest level of 
nursing theories and practices. Upon graduation, it is guaranteed to get jobs in various fields such 
as Nursing, Healthcare, Emergency Rescu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or 

Teaching. 

간호학부
4년제

간호학 학사학위프로그램

인증대학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나이팅게일! 

미래의 
간호전문 
리더를 꿈꾼다!

흥미 있는 학부 행사 

•나이팅게일 선서식

•산업체 간호관리자 모의면접

•뉴질랜드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미국, 호주 해외전공심화 프로그램

학부 동아리

•건강보감 : 한센병환우들의 생활터전인 성심원, 지역 경로당에서  봉사활동

•희망파트너스 : 자제동행 프로그램에 희망메신저 역할과  프로그램 전반에 봉사활동

추천 전공 도서 

•하리하라의 바이오 사이언스 : 유전과 생명공학(이은희, 출판사 : 살림)

•간호사라서 다행이야(김리연, 출판사 : 원더박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3가지 심리실험 : 뇌과학편(이케가야 유지, 출판사 : 사람과나무사이)

선배가 전하는 취업의 기술!

정동식 (2016년 2월 졸업) 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 전담간호사 

추천 JHC 프로그램 영어캠프

  호주 애들레이드 해외전공심화 프로그램

  일본 나가사키 자매병원실습

  네팔 해외 봉사활동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노하우 복습과 독서, 외부 봉사활동 및 영어공부를 통한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중요합니다! 

장래희망 신경외과 전담 간호사로서, 보다 전문적이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깊이 있는 공부와 간호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핵심기본간호술 교육 프로그램
Core and Basic Nursing Skills Study Program

의학용어 M-learning 학습 프로그램 
M-learning Program of Medical Terms

JHC 영어집중교육 프로그램
JHC English Immersion Program(on campus)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뉴질랜드)
Work Study Program (New Zealand)

해외전공심화 프로그램(미국, 호주TAFE-SA) 
Field Study Overseas(TAFE-SA, Australia)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일본 나가사키 대학)
Academic and Student Exchange Program
(Nagasaki University, Japan)

간호사, 보건교사(교직 이수자)
Nurse License, Nursing Teacher's License
(Only for completing courses in teaching)
BLS-Provider

간호사, 분야별 전문 간호사,
보험심사간호사, 의료분야 마케팅 전문가

국가·지방 간호직·소방직 공무원, 
보건교사, 간호장교, 산업 간호사, 
노인요양시설 운영
Hospital, Nursing Teachers at school,
Social Welfare Organization, 
Public Official, Military nursing officer, 
Child Care Center,
Overseas Employment 

Career after graduation

졸업 후 진로

Specialized Program

     특성화 프로그램

Qualifications to obtain

      취득면허·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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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055-740-1821 
학과사무실(Office) 055-740-1820
홈페이지(Homepage) http://medical.jhc.ac.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injuhealth_college

임상병리과는 인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신속·정확하게 분석해  

환자의 예후와 치료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과로, 최신 이론과 실무능력 

교육을 통해 국내외 경쟁력 있는 최고의 임상병리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focuses on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pathogenesis of human disease, as well as 
the process and cure of disease. The department aims to produce professional medical laboratory 
scientists who contribute to prevention of disease and promotion of human welfare by fostering 
excellence in the practice and theories of Medical Laboratory Science.

임상병리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진단검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임상병리사 양성  

흥미 있는 학과 행사 

•양산부산대학병원 현장 견학

•호주 시드니 해외 현장실습

•응급처치 경연대회

학과 동아리

•해피마이크로(임상미생물학 동아리) : 천연항균재료로부터 미생물 분리동정, 항균비누 제조

•호연지기(임상생리학 동아리) : 임상병리과 전공 실습 동아리로 임상생리학 실습의 핵심 술기 증진

추천 전공 도서 

•매력적인 심장여행(요하네스 폰 보르스텔, 출판사 : 와이즈베리)

•질병정복의 꿈, 바이오 사이언스(이성규, 출판사 : MID)

•생명의 분자 : 유전학 입문(클라우디아 에버하르트메츠거, 출판사 : 자음과 모음)

선배가 전하는 취업의 기술!

허정윤 (2020년 2월 졸업) 경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근무

추천 JHC 프로그램 호주 시드니 해외현장실습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노하우 성실한 전공공부로 학점관리를 하고 토익 점수를 올리세요!

장래희망 병원의 임상경험을 통해 경험을 쌓고 대학원 진학 후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_ Associate Degree

Department of Medical Laboratory Science

_ Bachelor's Degree

Department of Medical Laboratory Science

3년제

임상병리과

유전자 및 염색체실습 심화 프로그램 
Advanced Learning Program of Genes and 
Chromosome

병원 현장 체험 프로그램
Work Experience in Hospital

대학적십자사 연계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 
First-Aid Treatment Program with Korean Red 
Cross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호주 RPA 대학병원)
Work Study Program (RPA Hospital, Australia)

해외전공심화 프로그램(미국 UCD 대학병원) 
Field Study Overseas(UCD Hospital, USA) 

미국 임상병리사 인증 시험 과정(ASCPi) 
Preparation for ASCPi(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athology International)

임상병리사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BLS-Provider 

병원(대학 및 종합병원 임상병리사)
General hospital 

산업체(검시관, 군무원, 연구소, 보건직공무원, 
의무부사관, 적십자혈액원, 해외취업 등)
Red Cross Blood Center, Medical Examiner, 
Public Health Officer

Career after graduation

졸업 후 진로

Specialized Program

     특성화 프로그램

Qualifications to obtain

      취득면허·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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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055-740-1831 
학과사무실(Office) 055-740-1830
홈페이지(Homepage) http://dental.jhc.ac.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injuhealth_college

치위생과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구강보건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1981년 신설해 3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산업체가 요구하는 

임상실무능력과 치위생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s turned out over 3-thousand graduates since 1981. It aims to 
educate preventive oral health professionals who are capable of providing clinical and therapeutic 
services.

3년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역량중심의

치과위생사 양성  

흥미 있는 학과 행사 

•구강보건의 날 6. 9제 행사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뉴질랜드)

•해외전공심화 프로그램(미국, 호주)

•치위생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 전공봉사

학과 동아리

•TLC(Tender Loving Care) : 자기계발 및 전공활동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과 진로설계

•Hope 9020 : 지역주민, 특수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및 SNS 활용 구강보건교육매체 제작

•SOOD : SOOD Technique 적용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위생관리법 홍보

•사랑니 : 치위생 산업 관련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선배가 전하는 취업의 기술!

조유빈 (2018년 2월 졸업) 삼성서울병원(치과)

추천 JHC 프로그램 영어캠프와 뉴질랜드해외현장실습 

노하우 자신 앞에 마주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학점관리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참여하세요!

장래희망 다양한 임상경험 후에 대학원에 진학 후 

  대학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_ Associate Degr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치위생과

치과위생사

Dental Hygienist

치과건강보험청구사

Dental Health Insurance Manager

치과서비스코디네이터

Dental Services Coordinator

대학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Dental Hospital & Clinic 

보건직 공무원, 보건소

Public Official,  Public Health Center 

치과 의료관련 산업체

The Hygiene of Dental Materials office

미리 가보는 직업체험(산업체 견학) 프로그램

Work Experience Program

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 교육봉사 프로그램

Volunteer Program of Oral Health in Community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뉴질랜드)

Work Study Program(New Zealand)

해외전공심화 프로그램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호주 TAFE-SA)

Field Study Overseas(TAFE-SA, Australia)

치위생 전공 UP 골든벨

디지털 진료 프로세스 심화교육

Career after graduation

졸업 후 진로

Specialized Program

     특성화 프로그램

Qualifications to obtain

      취득면허·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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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055-740-1841 
학과사무실(Office) 055-740-1840
홈페이지(Homepage) http://dentec.jhc.ac.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injuhealth_college

치기공과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치과기공사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국민 구강 보건 증진에 헌신하며 현장 중심의 전문 기술을 갖춘 글로벌 

리더형 치과기공사 양성을 위해 우수한 교수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맞춤형 전문 

치과기공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aims to train students t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for 
prosthetic restorations and removable orthodontic appliances. Students acquires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of dental technology with education focusing on the field training.

3년제

실력으로 승부한다!
현장중심의 
전문기술을 갖춘 

치과기공사 양성

흥미 있는 학과 행사 

•해외전공심화 프로그램(미국, 캐나다)

•학생실기경진대회

학과 동아리

•이그니스 :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론 및 전공실습의 자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보다 발전적인 전공능력향상이 목적 

•100% :  창업 동아리로 창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봉사활동을 통한 전공교과 능력을 배양

추천 전공 도서 

•내 평생 이빨 한 가마 :  치과기공사가 털어놓는 둥글둥글 삶의 이야기 

(박용완, 출판사 : 휴앤스토리)

•자연치에서 배우는 치아 형태학(KataokaShigeo, NishimuraYoshimi, 출판사 : 지성출판사)

•The tooth Designe (임영빈, 출판사 : 웰)

선배가 전하는 취업의 기술!

김세영 (2022년 2월 졸업) skycad(캐나다 캘거리)

추천 JHC 프로그램 학생실기경진대회, 3D 디자인&프린팅 심화 프로그램,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노하우 해외 취업의 성공전략은? 도전정신!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장래희망 캐나다 현지에 진주보건대학교 출신의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_ Associate Degree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치기공과

납형제작향상 프로그램
Learning Program of Wax Pattern

치아형태조각향상 프로그램
Learning Program of Dental Morphology 
Carving

3D 디자인&프린팅심화 프로그램
Advanced Program of 3D Design & Printing 
Program

전공재능 나눔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
Volunteer Program in Community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미국, 캐나다)
Work Study Program (USA, Canada)

해외전공심화 프로그램(미국, 캐나다)
Field Study Overseas(USA, Canada)

치과기공사 
Dental technician

치과 병원 및 의원 치과기공실
Dental Hospital, Dental Laboratory 
Management

치과기공소 창업, 치과재료 및 기기 제조업체, 
치과재료 유통업체
Dental Material Office

해외취업
Overseas Employment 

Career after graduation

졸업 후 진로

Specialized Program

     특성화 프로그램

Qualifications to obtain

      취득면허·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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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055-740-1851 
학과사무실(Office) 055-740-1850
홈페이지(Homepage) http://health.jhc.ac.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injuhealth_college

보건행정과는 보건직 공무원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손해사정사 양성을 목표로 1980년 

신설되어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과이며 현장 실무경험이 우수한 교수진을 중심

으로 이론과 현장중심 실무교육 및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전문 보건의료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has cultivated over 2-thousand graduates since 1980.  It aims to provide both 
educational experience and theoretical background for students who will work at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settings after graduation.

빅테이터 맞춤형 
인재 양성!

나의 꿈을 키워주는
취업 명문학과!

흥미 있는 학과 행사 

•미국 해외 전용 심화프로그램

•뉴질랜드 해외 현장실습

•면접능력 향상 프로그램

•병원 · 금융 · 보험 실무자초청 특강 프로그램

학과 동아리

•청출어람 : 전공 및 봉사 동아리로서 학생들에게 보건행정인의 자부심 고취

•의학용어전공동아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면허 취득 준비 및 의학용어 향상

•하크 : 보건행정실무분야 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능력 향상 목적

•보험연구동아리 : 손해사정사 및 보험관련 자격시험 합격 목표 

•보행화랑도 : 보건직 공무원 관련 정보 및 학업 공유 

추천 전공 도서 

•삼형제의 병원경영이야기(선승훈,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성공하는 병원의 7가지 비밀(이승열, 출판사 : 위닝북스) 

•4차 산업혁명과 병원의 미래(이종철 엮음, 출판사 : 청년의사) 

선배가 전하는 취업의 기술!

강아영 (2019년 2월 졸업)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00팀 

추천 JHC 프로그램 토익 5주 집중 프로그램, 해외 현장실습(뉴질랜드, 미국)

노하우 多자격증 취득(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병원행정사, 손해사정사, 

  건강보험청구관리사, 컴퓨터 활용능력, 병원코디네이터 등)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의면접을 활용하세요!

장래희망 책임감, 성실성을 바탕으로 10년 안에 최고의 병원행정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보건행정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_ Associate Degree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_ Bachelor's Degree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3년제

보건행정과

건강보험청구능력 향상 프로그램
Learning Program of Health Insurance Charge 
Manager

의학용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Learning Program of Medical Terminology 
Ability

정보화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IT(Information Technology) Program

JHC 영어집중교육 프로그램
JHC English Immersion Program(on campus)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뉴질랜드)
Work Study Program(New Zealand)

해외 전공연수 프로그램(미국)
Field Study Overseas(TAFE-SA, Australia)

보건의료정보관리사
Health Information Manager 

손해사정사
Claim Adjuster

병원행정사
Hospital Administration Officer

건강보험청구관리사
Health Insurance Charge Manager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Hospital Service Coordinator

컴퓨터 활용능력
Computer Specialist in Spreadsheet&Database

대학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University hospital, General Hospital, Nursing 
Hospital

보건직공무원, 군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행정직 등
Public Health Officer, Military offic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Insurance Company

Career after graduation

졸업 후 진로

Specialized Program

     특성화 프로그램

Qualifications to obtain

      취득면허·자격증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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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055-740-1861 
학과사무실(Office) 055-740-1860
홈페이지(Homepage) http://beauty.jhc.ac.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injuhealth_college

3년제

뷰티디자인과는 헤어미용 · 피부미용 · 메이크업미용 · 네일미용 및 건강증진 실무수행능

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1998년 신설하여 국내·외 뷰티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성

과 기술의 통합적용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글로벌 미용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aims to train students to become professionals in hair, skin, nail care and makeup 
artistry. It has turned out over 1,500 graduates since 1998. The graduates can get jobs in various 
fields such as beauty shop, cosmetic company, or dermatology.

We are BTS!

Beautycare 
Technical 
Specialist

흥미 있는 학과 행사 

•피부미용 실기 경진대회

•헤어미용실기 경진대회

•장수사진 촬영 메이크업&헤어연출 나눔행사 프로그램

학과 동아리

•힐링케어(피부미용) :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피부미용서비스

•美마스터(창업동아리) : 학생 창업 관심도 향상을 통한 교내 학생 창업 분위기 활성화

•뷰티드림(헤어미용) : 국가원호대상자 대상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이미용 서비스

•큐라(메이크업, 네일) : 지역사회 메이크업, 네일아트 행사참여 및 봉사 활동

추천 전공 도서 

•헤어스타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사토 유미, 출판사 : 스몰빅라이프)

•화장품 선택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남부데리유끼, 출판사 : 문진)

•자존심을 버리고 자부심을 가져라!(박모란, 출판사 : 글로세움)

선배가 전하는 취업의 기술!

김정은 (2021년 2월 졸업) 더 스파앤톡스

추천 JHC 프로그램 피부미용실기 경진대회, 피부미용기초직무향상 프로그램 

노하우 전공분야의 기본에 충실히 하고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장래희망 실무를 축적하여 피부미용전문가로 활동을 희망합니다!

_ Associate Degree

Department of Beauty Design뷰티디자인과

뷰티디자인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_ Bachelor's Degree

Department of Beauty Design

전공역량향상 프로그램
Major Competency Improvement Program

두피관리자격증 프로그램
Scalp Care Certificate Program

고객상담스킬업 프로그램
Customer Counseling Skill-Up Program

염 · 탈색 기술비평회 프로그램
Dyeing and Bleaching Technology Review 
Program

지역사회미용봉사 프로그램
Community Beauty Service Program

해외전공심화 프로그램(미국 미주리대학교)
Overseas Major Development 
Program(University of Missouri)

미용사 종합 면허증(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아로마테라피 자격증, 발관리 자격증, 
트리콜로지스트
General hairdresser’s license, Aromatherapy 
certifisate, Foot care certificate, Tricolist

헤어숍, 피부관리실, 호텔스파, 병의원 피부관
리실, 백화점, 네일숍, 미용학원 및 화장품회사 
교육강사, 창업 
Hair shop, Skin care room, Spa, Nail shop, 
Startups

Career after graduation

졸업 후 진로

Specialized Program

     특성화 프로그램

Qualifications to obtain

      취득면허·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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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055-740-1881 
학과사무실(Office) 055-740-1880
홈페이지(Homepage) http://welfare.jhc.ac.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injuhealth_college

사회복지과는 전문성 확보와 현장 실무 능력 증대를 바탕으로 직업윤리와 인성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 전문인양성을 목표로 지역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s cultivated over 4-thousand graduates since 1992. It aims to 
produce social welfare workers who will render direct services to people in need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and capabilities.

3년제

국가와 사회의
행복을 약속하는

사회복지사
(복지코디네이터) 양성

흥미 있는 학과 행사 

•진주시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 및 진주시 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

•사회복지 현장실습 보고회

학과 동아리

·카리타스 :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눔과 공유를 실천하며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전공 동아리

·너나들이 :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재학생  

동아리 

추천 전공 도서 

•사회복지사의 희망이야기(노혜련 외 2, 출판사 : 학지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출판사 : 책읽는수요일)

선배가 전하는 취업의 기술!

최희철 (2008년 졸업)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추천 JHC 프로그램 지도교수님 면담과 봉사동아리 활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노하우 자원봉사 또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다양한 사회복지 경험으로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에 

  힘써야 합니다!

장래희망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는 복지사가 꿈입니다. 

_ Associate Degr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사회복지과(주간 · 야간)

사회복지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_ Bachelor's Degr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사 직무체험 프로그램
Work Experience Program

사회복지실무자 취업특강 프로그램
Job Fair of Social Welfare Workers

수어(화)능력 향상 프로그램
Sign Language Program

지역사회 자원봉사 프로그램
Volunteer Program in Community

사회복지시설 산학협정(취업실습)체결
Industry(Social Welfare Center) and Academic 
Cooperation

사회복지시설 창업 특강 프로그램

사회복지사 2급
2nd-level License of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
(학사학위 취득시 1급 국가시험 응시 가능)
1nd-level License of Social Worker

건강가정사
Healthy Family Supporter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Social Welfare Facilities

공공행정기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Public Social Welfare

학교, 병원 등 전문 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Medical Social Worker 
Mental Health Social Worker

Career after graduation

졸업 후 진로

Specialized Program

     특성화 프로그램

Qualifications to obtain

      취득면허·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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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요강

신 입 생   모 집 안 내

Ⅰ. 전형일정 

27  1. 수시모집 

28  2. 정시모집 

Ⅱ.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29 1. 수시모집 

   2. 정시모집 

Ⅲ. 전형별 세부사항 

30  1. 일반전형(면접 미실시) 

31  2. 대학자체특별전형(면접 실시) 

32  3.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형(면접 실시)

33  4. 농어촌학생전형(면접 실시) 

34  5.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전형(면접 실시)

35  6.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전형(면접 실시) 

Ⅳ. 성적반영방법 

36  1.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반영 

        가. 교과목 반영 

        나. 전형별 반영비율 및 반영요소 

        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없는자의 

           교과성적 반영방법

   2. 전형별 학생부성적 산출표 

        가. 교과성적 

        나. 출석성적 

        다. 석차백분율 등급산출표 

        라. 성취평가과목 성적산출 

37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및 동점자 처리기준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과목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점수 

38     다. 한국사 등급 가산점 

        라. 전형별 동점자 처리 

V. 원서접수방법 및 전형료 

38  1. 원서접수 방법  

   2. 복수지원 방법 

   3. 전형료

Ⅵ. 지원자 유의사항

39  1.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3. 신체장애자 지원 유의사항 

40  4. 면접고사 유의사항 

   5. 합격자 발표 유의사항 

   6. 합격자 등록금 납부 및 환불 

Ⅶ. 학생복지 안내

42  1. 장학제도 

43  2. 한가람학사(기숙사) 

44  3. 편의시설

    4. 입학 진로상담

Ⅷ.  2022학년도 입시결과

45  1. 정원내 전형

46  2. 정원외 전형

47  3. 입학원서

49  4. 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Ⅸ.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안내

50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소개

    2. 모집학과 및 인원

   3. 성적반영 방법

   4. 지원자격

   5. 제출서류 

   6. 지원자 유의사항 

http://ibsi.jhc.ac.kr

1. 수시모집

구  분 수시 1차 수시 2차 비  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10. 6.(목)

2022. 11. 7.(월)

∼11. 21.(월)

[방문]

•대학 본부동 5층 학생서비스센터 입학팀

•근무시간: 평일 9:00∼18:00, 토, 일, 공휴일은 인터넷 접수

[우편]

•발송 봉투에 입학원서, 자격 서류, 전형료 2만원 동봉

•52655) 경남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인터넷]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됨

[복수지원]

•모집시기별 3개 학과까지 복수지원 가능

필수서류 제출
9. 13.(월)

∼10. 10.(월)

11. 7.(월)

∼11. 23.(수)

•해당자는 지원자격 서류를 제출바람

•해당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기간 내 지원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바람

면접고사
10. 15.(토) 9:00

∼10. 16.(일) 17:00
11. 26.(토) 9:00∼

•수험번호별 면접고사 일시는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면접질문, 평가영역은 입학 홈페이지 면접안내 참조

•면접고사 불참자는 면접성적만 ‘0점’ 처리

합격자 발표
10. 28.(금) 

14:00 예정

12. 9.(금) 

14:00 예정

•문자발송

•입학 홈페이지(http://ibsi.jhc.ac.kr) 조회가능

예치금고지서 확인
10. 28.(금) 

14:00 부터

12. 9.(금) 

14:00 부터

•입학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

•고지서는 별도 우편 발송하지 않음

예치금 등록 12. 16.(금)∼12. 19.(월)

•농협 또는 하나은행의 본인 가상계좌로 납부

•납부기간에만 등록가능

•입금자는 본인과 무관하게 입금가능(부모, 친지 등)

충원합격자 발표 등록 12. 20.(화)∼12. 28.(수)

•원서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발송 또는 유선연락

•입학 홈페이지에서 합격 및 고지서 확인

•농협 또는 하나은행의 본인 가상계좌로 납부

최종 등록 2023. 2. 7.(화)∼2. 9.(목)

•대상자에게 최종 등록 문자발송

•입학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확인

•예치금을 제외한 등록금액을 본인 가상계좌로 납부

전형일정Ⅰ 

멋진대학, 멋진미래

•일반전형은 면접을 미실시하고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은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 시 입력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전형료 결제 후에는 수정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확인바람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타 대학에 충원합격 통보를 받으면 우리 대학에 등록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람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정시 또는 자율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됨을 유의바람

•수시모집 합격자의 예치금 납부액은 100,000원이고 최종 등록기간은 정시모집 합격자의 등록기간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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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시모집

모집시기별 모집인원Ⅱ 전형일정Ⅰ 

•일반전형은 면접을 미실시하고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충원합격자)는 입학 홈페이지(http://ibsi.jhc.ac.kr)에서 등록금고지서를 확인 · 출력하고 본인의 가상계좌로 등록하여야 하며 개별 우편발송

은 하지 않음

•지원자는 합격(충원합격)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최초 합격자발표 후 등록 포기자가 발생하면 전형별 예비합격 순위대로 충원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함

•충원합격자 발표기간에 타 대학에 충원합격 통보를 받았으면 우리 대학에 등록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바람 (전국대학 공통)

• 수시 예치금 납부자와 정시 합격자는 등록금 납부기간에 최종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등록처리가 완료되며, 납부기간 내에 미납하면 불이익은 본인

에게 있음

•정시모집 결과에 따라 정시 자율(추가)모집이 시행되며 모집인원과 접수 시기는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

1. 수시모집

계
열

모집학과 구분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일반 대학자체
전문대이상
졸  업  자

농어촌
학 생

기초수급
차상위

만학도
재직자

대학자체

자연
과학

간호학부 주간 4년 254 35 157 60 23 6 10 42

임상병리과 주간 3년 80 17 50 4 1 1 1 10

치위생과 주간 3년 127 35 83 6 1 5

치기공과 주간 3년 30 6 17 2 5

보건행정과 주간 3년 62 13 38 5 9

뷰티디자인과 주간 3년 58 5 46 3 5 5

인문
사회

사회복지과
주간 3년 40 7 27 2 1 4

야간 3년 23 14 1 8 5

 모집합계 674 118 432 83 24 8 25 85

•일반전형은 면접 미실시

•모든 전형은 고교계열(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에 구분 없이 지원 가능

•수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미반영으로 응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지원자는 모집시기별 3개 학과까지 복수지원이 가능

•수시1차 미달 시 수시2차에서 그 결원만큼 포함하여 모집하고, 수시모집(1차,2차) 결과 지원미달 및 등록포기 인원은 정시모집에 이월하여 모집

•일반전형 모집인원 미달 시 대학자체특별전형에서, 대학자체특별전형 모집인원 미달 시 일반전형에서 결원만큼 충원

    단, 정원외 특별전형은 해당하지 않음

•모집학과,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 추후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

2. 정시모집

계
열

모집학과 구분
수업
연한

모집
정원

정   시 정시 자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일반 대학자체
전문대이상
졸  업  자

농어촌
학 생

기초수급
차상위

만학도
재직자

대학자체

자연
과학

간호학부 주간 4년 254 15 5 16 2 2 2

임상병리과 주간 3년 80 2 1 4

치위생과 주간 3년 127 3 1 6

치기공과 주간 3년 30 1 1 1

보건행정과 주간 3년 62 1 1 1

뷰티디자인과 주간 3년 58 1 1 2 1

인문
사회

사회복지과
주간 3년 40 1 1 2 1

야간 3년 23 1 3 1 4

 모집합계 674 25 14 33 2 2 8

•일반전형은 면접 미실시

•정시모집 결과에 따라 정시 자율(추가)모집이 시행되며 모집인원과 접수 시기는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구  분 정  시 비  고

원서접수
2022. 12. 29.(목)

∼2023. 1. 12.(목)

[방문]

•대학 본부동 5층 학생서비스센터 입학팀

•근무시간: 평일 9:00∼18:00, 토, 일, 공휴일은 인터넷 접수

[우편]

•발송봉투에 입학원서, 자격 서류, 전형료 2만원 동봉

•52655) 경남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인터넷]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됨

[복수지원]

•모집시기별 3개 학과까지 복수지원 가능

필수서류 제출
2022. 12. 29.(목)

∼2023. 1. 16.(월)

•해당자는 지원자격 서류를 제출바람

•해당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기간 내 지원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바람

면접고사 2023. 1. 19.(목) 9:00∼

•수험번호별 면접고사 일시는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면접질문, 평가영역은 입학 홈페이지 면접안내 참조

•면접고사 불참자는 면접성적만 ‘0점’ 처리

합격자 발표 2023. 2. 3.(금) 14:00예정
•문자발송

•입학 홈페이지(http://ibsi.jhc.ac.kr) 조회가능

합격자 등록 2023. 2. 7.(화)∼2. 9.(목)

•농협 또는 하나은행의 본인 가상계좌로 납부

•납부기간에만 등록가능

•입금자는 본인과 무관하게 입금가능(부모, 친지 등)

충원합격자 

발표 등록
2023. 2. 10.(금)∼2. 28.(화)

•전형별 모집인원 결원만큼 예비합격 순위발표

•원서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발송 또는 유선연락

•입학 홈페이지에서 합격 및 고지서 확인

•농협 또는 하나은행의 본인 가상계좌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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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세부사항Ⅲ 

가.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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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공통사항과 같음

정시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2021학년도(2020년 응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이 부여된 사람

   - 당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하는 경우 수능 성적은 '0'점 처리

가.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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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 정시
•공통사항과 같음

   - 면접고사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참한 경우 ‘면접점수는 (0점)’ 처리

1. 일반전형(면접 미실시) 2. 대학자체특별전형(면접 실시)

나.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구분 수업연한 수시1차 정시

간호학부 주간 4년 35 15
임상병리과 주간 3년 17 2

치위생과 주간 3년 35 3

치기공과 주간 3년 6 1

보건행정과 주간 3년 13 1

뷰티디자인과 주간 3년 5 1

사회복지과
주간 3년 7 1
야간 3년 1

모집합계 118 25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

나.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구분 수업연한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간호학부 주간 4년 157 42 5
임상병리과 주간 3년 50 10 1

치위생과 주간 3년 83 5 1

치기공과 주간 3년 17 5 1

보건행정과 주간 3년 38 9 1

뷰티디자인과 주간 3년 46 5 1

사회복지과
주간 3년 27 4 1
야간 3년 14 5 3

모집합계 432 85 14

•수시모집 결과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에 이월하여 모집

다. 전형방법

모집시기
성적반영 요소 및 비율

전형방법학생부 성적
수능 성적 면접

교과 출석

수시 80% 20% × ×
[학생부 성적]
•석차등급 또는 성취평가제가 적용된 교과목의 평균 석차 등급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정시 32% 8% 60% ×

[학생부 성적]
•수시와 동일하며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
[수능 성적]
•국어, 수학, 영어영역 중 우수영역 2개와 탐구영역 우수과목 1개
•합의 평균등급 반영(평균등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 제2외국어,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반영비율: (수시) 교과 80%(800점)+출석20%(200점), (정시) 교과32%(320점)+출석8%(80점)

다. 전형방법

모집시기
성적반영 요소 및 비율

전형방법학생부 성적
수능 성적 면접

교과 출석

수시·정시 56% 14% × 30%

[학생부 성적]
•석차등급 또는 성취평가제가 적용된 교과목의 평균 석차 등급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
[면접]
•평가영역 : 기본소양, 가치관, 교과적성
•평가항목 : 사고력, 표현력, 상황대처능력, 적극성을 종합평가

•1000점 만점에 교과56%(560점)+출석14%(140점)+면접30%(300점)
•면접고사는 성적반영 요소이며 성적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년도 면접고사 질문을 참고하여 충분히 준비 바람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제출
• 2015년 2월∼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에 부동의 자 또

는 미제공자
※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을 동의한 사람은 제출 불필요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내용과 제출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사람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으로 지원하는 사람

•지원자격을 숙지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수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바라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제출
• 2015년 2월∼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에 부동의 자 또

는 미제공자
 ※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불필요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내용과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지원하는 자

•지원자격을 숙지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수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바라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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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세부사항Ⅲ 

3.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형(면접 실시) 4. 농어촌학생 전형(면접 실시)

가. 지원자격

공통사항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2년 또는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

수한 자(전문대학 재학(졸업예정)자는 수시모집 지원불가, 정시모집 지원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자(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

•외국대학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2학년 이상 수료 또는 전부를 이수(졸업)한 자

 -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는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공증서류를 제출

가.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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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정시

•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소재 학교의 학생으로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Ⅰ유형]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
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Ⅱ유형]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사람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하였으면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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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나.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구분 수업연한 수시1차 정시

간호학부 주간 4년 60 16

임상병리과 주간 3년 4 4

치위생과 주간 3년 6 6

치기공과 주간 3년 2 1

보건행정과 주간 3년 5 1

뷰티디자인과 주간 3년 3 2

사회복지과
주간 3년 2 2

야간 3년 1 1

 모집합계 83 33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

다. 전형방법

모집시기
성적반영 요소 및 비율

전형방법대학 성적
수능 성적 면접

평점 학점

수시·정시 56% 14% × 30%

[대학 성적]
평균평점56%+취득학점14%
[면접]
평가영역: 기본소양, 가치관, 교과적성
평가항목: 사고력, 표현력, 상황대처능력, 적극성을 종합평가

•1000점 만점에 반영비율은 평점56%(560점)+학점14%(140점)+면접30%(300점)
•면접고사는 성적반영 요소이고 성적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년도 면접고사 질문을 참고하여 충분히 준비를 바람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방법

대학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인 사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대학성적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1부

•지원일 현재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내용과 제출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사람

•지원자격을 숙지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수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바라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전문대학 재학(졸업예정)자는 수시모집에 지원이 불가하며 정시모집은 지원가능
•졸업예정자는 정시에 지원 가능하고 입학식 전까지 졸업확인 서류(졸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바람
•입학자는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일 전까지 전적 대학의 학적을 정리하여야 함

나.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구분 수업연한 수시 1차 정시

간호학부 주간 4년 23 2

임상병리과 주간 3년 1

모집합계 24 2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

다. 전형방법

모집시기
성적반영 요소 및 비율

전형방법학생부 성적
수능 성적 면접

교과 출석

수시 · 정시 56% 14% × 30%

[학생부 성적]
석차등급 또는 성취평가제가 적용된 교과목의 평균 석차 등급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
[면접]
평가영역 : 기본소양, 가치관, 교과적성
평가항목 : 사고력, 표현력, 상황대처능력, 적극성을 종합평가

•1000점 만점에 반영비율은 교과56%(560점)+출석14%(140점)+면접30%(300점)
•면접고사는 성적반영 요소이고 성적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년도 면접고사 질문을 참고하여 충분히 준비를 바람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제출
• 2015년 2월∼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부동의 자 

또는 미제공자
 ※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불필요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중·고교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Ⅰ유형으로 지원하는 사람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 시 학적사항이 기재된 생활기록부 첫 장 사본
•주민등록초본은 지원자, 부, 모 모두 제출(주소이동사항 기재)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초·중·고교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Ⅱ유형으로 지원하는 사람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 시 학적사항이 기재된 생활기록부 첫 장 사본
•주민등록초본은 지원자 본인만 제출(주소이동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내용과 제출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다른 사람

•지원자격을 숙지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수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바라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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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세부사항Ⅲ 

5.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전형(면접 실시) 6.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면접 실시)

가.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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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정시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지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가정지원, 우선돌봄차상위가구만 해당됨

가.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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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정시
•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지원일 현재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 만25세 이상인 사람(만학도) : 주민등록초본 제출
   - 산업체 근무경력(합산) 2년 이상인 사람(성인재직자)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나.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구분 수업연한 수시1차 정시

간호학부 주간 4년 6 2

임상병리과 주간 3년 1

치위생과 주간 3년 1

 모집합계 8 2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

다. 전형방법

모집시기
성적반영 요소 및 비율

전형방법학생부 성적
수능 성적 면접

교과 출석

수시·정시 56% 14% × 30%

[학생부 성적]
석차등급 또는 성취평가제가 적용된 교과목의 평균 석차 등급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
[면접]
평가영역 : 기본소양, 가치관, 교과적성
평가항목 : 사고력, 표현력, 상황대처능력, 적극성을 종합평가

•1000점 만점에 반영비율은 교과56%(560점)+출석14%(140점)+면접30%(300점)
•면접고사는 성적반영 요소이며 성적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년도 면접고사 질문을 참고하여 충분히 준비를 바람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제출
• 2015년 2월∼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에 부동의 

자 또는 미제공자
※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을 동의한 사람은 제출 불필요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상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차상위복지급여수급확인서 1부
차상위본인경감대상자증명서 1부

•차상위복지급여수급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 제출서류 중 발급 가능한 서류 택일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내용과 제출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다른 사람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으로 지원하는 사람

•지원자격을 숙지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수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바라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바람

나.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구분 수업연한 수시1차 정시

간호학부 주간 4년 10 2

임상병리과 주간 3년 1

뷰티디자인과 주간 3년 5 1

사회복지과
주간 3년 1 1

야간 3년 8 4

 모집합계 25 8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에 이월하여 모집

다. 전형방법

모집시기
성적반영 요소 및 비율

전형방법학생부 성적
수능 성적 면접

교과 출석

수시·정시 56% 14% × 30%

[학생부 성적]
석차등급 또는 성취평가제가 적용된 교과목의 평균 석차 등급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
[면접]
평가영역: 기본소양, 가치관, 교과적성
평가항목: 사고력, 표현력, 상황대처능력, 적극성을 종합평가

•1000점 만점에 반영비율은 교과56%(560점)+출석14%(140점)+면접30%(300점)
•면접고사는 성적반영 요소이며 성적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년도 면접고사 질문을 참고하여 충분히 준비를 바람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제출
• 2015년 2월∼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에 부동의 

자 또는 미제공자
※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을 동의한 사람은 제출 불필요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성인재직자 자격으로 지원하는 사람
•지원자 본인이 발급이 가능한 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

주민등록초본 1부
• 만학도 자격으로 지원하는 사람
•원서접수 내용과 제출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다른 사람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으로 지원하는 사람

•지원자격을 숙지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수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바라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바람

JINJU _ HEALTH COLLEGE2023 _ 진주보건대학교 모집요강 3534



성적반영방법Ⅳ 

1.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반영

나. 전형별 반영비율 및 반영요소

구분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출석 과목수 반영방법

일반고교, 특성화고교 졸업자
(일반, 대학자체, 정원외 특별)

30% 30% 40%

80% 20% 전 과목 과목별 등급, 이수단위
일반고교 직업과정
특성화고교 2+1과정

50% 50% 미반영

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없는자의 교과성적 반영

전형구분 학과 대상 반영방법

모든 전형 모든 학과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사람
검정고시합격으로 지원한 사람

• 전체과목 평균점수를 대학이 정한 자체등급으로 적용
[검정고시합격 지원자]
• 합격평균점수를 점수구간별로 18등급 분류하여 산출점수에 적용

나. 출석성적

등급
결석
일수

검정고시
합격점수

일반전형 대학자체
정원 외

등급
결석
일수

검정고시
합격점수

일반전형 대학자체
정원 외수시 정시 수시 정시

1 0 100.0~95.00 200 80 140 6 9 ~ 10 74.99~70.00 175 55 115

2 1 ~ 2 94.99~90.00 195 75 135 7 11 ~ 12 69.99~65.00 170 50 110

3 3 ~ 4 89.99~85.00 190 70 130 8 13일 이상 64.99~60.00 165 45 105

4 5 ~ 6 84.99~80.00 185 65 125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 병결은 제외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을 3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버림5 7 ~ 8 79.99~75.00 180 60 120

다. 석차백분율 등급산출표

등급 석차백분율(%) 등급 석차백분율(%) 등급 석차백분율(%)

1 0.01~4.00 4 23.01~40.00 7 77.01~89.00

2 4.01~11.00 5 40.01~60.00 8 89.01~96.00

3 11.01~23.00 6 60.01~77.00 9 96.01~100.00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점수

평균등급 점수 평균등급 점수 평균등급 점수 평균등급 점수 평균등급 점수

1.00 600 3.00 540 5.00 480 7.00 420 9 360

1.33 590 3.33 530 5.33 470 7.33 410

예시)
국어4/수학5/영어4
사탐(세계사3/경제2)
(국어4+영어4+경제2)/3
평균등급3.33, 점수530점

1.67 580 3.67 520 5.67 460 7.67 400

2.00 570 4.00 510 6.00 450 8.00 390

2.33 560 4.33 500 6.33 440 8.33 380

2.67 550 4.67 490 6.67 430 8.67 370

라. 성취평가과목 성적산출방법

1)  과목별 ‘석차등급’ 대신 ‘성취평가제’ 가 적용된 교과의 학생부성적 산출은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로 구한 Z-점수{(원점수-평균)÷표준편차}의  

정규분포 확률누적값p(z)를 계산 혹은 정규분포표에서 적용하여 1-p(z)로 백분위 계산하고 산출조견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산출

2) 석차등급이 없는 과목 중 과목별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까지도 제공되지 않는 교과목은 성적반영이 불가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모집
시기

전형 학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 활용

지표
비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정시
일반
전형

전 학과 33.33 33.33 33.33
등급별
가산점

33.33
수능
등급

국어, 수학, 영어영역 중 우수영역 2개와 탐구영역 
우수과목 1개합의 평균등급 반영 
(평균등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
제2외국어,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2023학년도(2022년 응시)성적만 활용함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및 동점자 처리

가. 교과목 반영방법

고교 졸업년도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출석
반영과목 수

반영방법
1학년 2학년 3학년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2008년 2월 졸업자

30% 30% 40% 80% 20%

전 과목 전 과목 전 과목
석차등급
이수단위

2007년 2월 졸업자
∼1999년 2월 졸업자

전 과목 전 과목 전 과목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1998년 2월 졸업자 학기별 계열석차 전 과목 전 과목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1997년 2월 졸업자 학기별 계열석차 학기별 계열석차 전 과목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1996년 2월 이전 졸업자 학기별 계열석차 학기별 계열석차 학기별 계열석차 석차백분율

•수시모집에서 졸업(예정)자의 3학년 학생부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정시모집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

가. 교과성적

대학
자체
등급

전체학년
계열석차
평균등급

검정고시
합격점수

산출점수 대학
자체
등급

전체학년
계열석차
평균등급

검정고시
합격점수

산출점수

일반전형 대학자체
정원외

일반전형 대학자체
정원외수시 정시 수시 정시

1 1.000~1.499 100.0~97.80 800 320 560 10 5.100~5.449 80.19~78.00 710 275 515

2 1.500~1.949 97.79~95.60 790 315 555 11 5.500~5.949 77.99~75.80 700 270 510

3 1.950~2.399 95.59~93.40 780 310 550 12 5.950~6.399 75.79~73.60 690 265 505

4 2.400~2.849 93.39~91.20 770 305 545 13 6.400~6.849 73.59~71.40 680 260 500

5 2.850~3.299 91.19~89.00 760 300 540 14 6.850~7.299 71.39~69.20 670 255 495

6 3.300~3.749 88.99~86.80 750 295 535 15 7.300~7.749 69.19~67.00 660 250 490

7 3.750~4.199 86.79~84.60 740 290 530 16 7.750~8.199 66.99~64.80 650 245 485

8 4.200~4.649 84.59~82.40 730 285 525 17 8.200~8.649 64.79~62.60 640 240 480

9 4.650~5.099 82.39~80.20 720 280 520 18 8.650~9.000 62.59~60.00 630 235 475

2. 전형별 학생부 성적 산출표

•입학 홈페이지(http://ibsi.jhc.ac.kr) 서식자료실 성적산출프로그램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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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Ⅵ 성적반영방법Ⅳ 

원서접수 방법 및 전형료Ⅴ 

다. 한국사 등급 가산점

등급 분할 원점수 가산점 등급 분할 원점수 가산점

1 40 ~ 50점 10 6 15 ~ 19점 6

2 35 ~ 39점 10 7 10 ~ 14점 4

3 30 ~ 34점 10 8 5 ~ 9점 4

4 25 ~ 29점 10 9 0 ~ 4점 4

5 20 ~ 24점 8 한국사의 필수과목 지정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성적반영

라.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 1순위 2순위 3순위 선발방법

일반
수시 학생부 성적 교과 성적 연소자 •합격자 선발은 1지망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

•결원에 대한 충원은 전형별 예비합격순위대로 선발

•모집인원 미달 시 타 전형에서 충원(일반, 대학자체)

•1지망 예비합격자 전부소진 시 2지망 성적순으로 선발

•합격자 중 최종 동점자가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상기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정시 수능 성적 교과 성적 연소자

대학자체/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학생부 성적 교과 성적 연소자

만학도·성인재직 학생부 성적 교과 성적 연장자

전문대이상 졸업자 평균평점 취득학점 면접점수

1. 원서접수 방법
가.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6회 지원 제한과 상관없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나.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자율(추가)모집에 지원이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바람

다. 수시모집에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에 반드시 1개 대학에만 예치금을 등록하여야 함

라. 2023. 2. 28.(화)까지 정시모집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을 진행함

1. 원서접수 유의사항

가. 우편 접수 및 인터넷 접수자의 제출서류는 반드시 ‘필수서류 제출기간’내에 대학 입학팀으로 제출바람

나.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기재바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으면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다. 지원자격 미달자는 원서접수를 취소처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함

라. 접수된 원서,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면 전형료를 반환할 수 있음   

      (본인의 과 · 오납, 천재지변, 질병, 사고, 기타사고, 대학의 귀책사유로 인한 응시불가자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환불가능)

마.  2015년 2월∼202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 제공에 부동의하거나 미제공자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함

바. 전형기간 중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입학 홈페이지(http://ibsi.jhc.ac.kr)에 공지

사. 대학은 학업능력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종교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특정학생에 대한 입학 차별정책이 없음

아.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

   1) 지원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긴급연락처, 이메일, 환불계좌 등

   2) 학생부 정보: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검정고시 자료, 졸업(예정)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등

   3) 학교 정보: 고교명, 학과, NEIS Code 등

나.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합격자 발표와 관련하여 외부업체 제공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에만 사용

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

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원서접수 시 받고 동의하지 않으면 입학전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학교생활기록

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는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이 정한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관함

2. 복수지원 방법

•정원외 전형의 복수지원은 지원자격이 해당될 경우 가능

모집시기 전형 모집단위 복수지원 내용

수시 · 정시
정원내
정원외

전체 학과

•모집시기별 3개학과 까지 복수지원 가능
•1개 학과에 3개 전형에 대한 복수지원은 불가
• 인터넷 접수자는 동일한 접수처에 복수지원하여야 하며 각기 다른 접수처에서 복수지원할 

경우 지원자의 동의없이 취소 처리함 

3. 전형료

•원서접수 대행사이트의 복수지원자는 2번째 지원학과부터 전형료는 무료이고 수수료만 납부함
•대학자체 인터넷 접수에서 전형료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무료로 할 수 있음

모집시기 모집단위 전형료 수수료 결제금액

원서접수 대행사이트
(진학사, 유웨이)

정원내
정원외

20,000원 5,000원 25,000원

대학자체 인터넷 접수
정원내
정원외

20,000원 무료 20,000원

3. 신체장애자 지원 유의사항

가.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시설과 대학의 시설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완벽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시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지원하시기 바람

나.  아래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학 재학 중 실험 · 실습 등 수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졸업 후 해당 분야 자격(면허)취득이 불가능

하거나 진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람

모집시기 복수지원 내용

간호학부, 임상병리과, 치
위생과
치기공과, 보건행정과

의료법 제8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허(자격)취득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뷰티디자인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②항에 규정한 미용사 자격취득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사회복지과 공무원, 기타 공 · 사기업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

JINJU _ HEALTH COLLEGE2023 _ 진주보건대학교 모집요강 3938



지원자 유의사항Ⅵ 

가.  합격자(충원합격자)는 대학 입학 홈페이지(http://ibsi.jhc.ac.kr)에서 예치금, 최종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확인하고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개별 우편 발송은 하지 않음

나. 입학전형과 관련된 성적은 비공개

다. 지원자는 합격(충원합격)사실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라.  수시모집 합격자(충원합격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하고 또한,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예치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을 납부하여야 최종 등록이 완료됨

마. 최초 합격자발표 후 등록 포기자가 발생하면 전형별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발표함

바.  일반전형 모집인원 미달 시 대학자체특별전형에서, 대학자체특별전형 모집인원 미달 시 일반전형에서 결원만큼 

충원

사.  충원합격에 관한 통화내용은 기록(녹음)하며 원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원서에 기재된 모든 전화번

호로 연락을 3회 이상 불가(문자메시지 포함)한 경우 등록포기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합격 처리하며, 연락처가 

변경되면 대학 입학팀(055-740-1711, 1717)으로 연락하여 즉시 변경하시기 바람

5. 합격자 발표

가. 면접고사가 있는 전형 지원자는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된 면접고사장 안내 및 유의사항을 숙지 바람

나. 지정된 시간에 학과별 지정장소에 집결하여 면접대기실로 입실바람

다. 면접고사는 성적반영 요소이며 점수에 따라 성적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4. 면접고사

모집시기 실시전형 실시학과 비율 점수 면접장소 평가항목 안내사항

수시
정시

모든 전형
(일반전형 

제외)
전 학과 30% 300점

학과
지정
장소

답변의 적절성
사고력, 표현력
상황대처능력,
준비성을 종합평가

•면접방식 : 다대일 면접
   (면접관3 : 지원자1)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일)
•면접복장 : 단정한 복장 (교복착용 지양)
• 면접고사장 입실 시 휴대전화, 녹음기, 
   카메라 등의 전자기기 소지 지양
•면접고사 불참자는 면접성적만
   ‘0점’ 처리

6. 합격자 등록금 납부 및 환불

구분 대상자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유의사항

예치금

수시합격자

100,000원

2022. 12. 16.(금)
∼12. 19.(월)

농협, 
하나은행
전국 지점

•납부기간 내 1개 대학에만 등록바람
• 개별 가상계좌로 납부하며 입금자와 상관없이 송금 

가능
•수시등록자의 최종 등록금은 기 납부한 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임
• 기간 내 등록(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함

수시충원합격자
2022.12. 20.(화)

∼12. 28.(수)

최종 
등록금

수시등록자 고지서 금액 2023. 2. 7.(화)
∼2. 9.(목)정시합격자 고지서 금액

정시충원합격자 고지서 금액
2023. 2. 10.(금)

∼2. 28.(화)

가. 합격자 등록금 납부

학과
등록금

비고
수업료(한 학기)

간호학부,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3,200,000원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은 수업료에 포함되며 2023학년도 
수업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보건행정과, 뷰티디자인과 3,014,000원

사회복지과 2,603,000원

나. 등록금 안내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1일 ~ 30일)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31일 ~ 60일)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61일 ~ 90일)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91일 ~ ) 반환하지 아니함

다. 등록금 환불

1) 예치금 및 등록금 환불 신청은 대학이 지정한 기간 내 신청해야 함

2) 환불신청서 접수 후 납부금 전액은 3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 본인 요청계좌로 송금함

3) 납부한 등록금의 환불은 반환기일인 2023. 2. 28.(화) 18:00 전까지 전액을 반환함

4) 환불신청서류: 환불신청서(대학 서식), 신분증 사본(보호자, 본인) 각 1부, 환불받을 계좌 사본(보호자 또는 본인)

5) 학기 개시 후 포기자는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에 의해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함

JINJU _ HEALTH COLLEGE2023 _ 진주보건대학교 모집요강 4140



학생복지 안내Ⅶ 

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구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지급액 매학기 신청가능(가구원 동의 필요)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등록금 전액+생활비 매학기 신청가능(가구원 동의 필요)

농어촌학생 학자금 융자 등록금 선택 농어촌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침대 책상

한가람학사 전경 휴게실 세탁실

■ 시설안내

1. 장학제도

나. 교내·외 장학제도

구분 장학
종류 장학명 수혜대상 자격 및 조건 지급금액

교내

성실
장학

성적
우수
장학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입학성적 우수자 수업료의 20%∼100%

재학생 성적우수(1호)

직전학기 학업성적우수자

수업료의 70%

재학생 성적우수(2호) 수업료의 50%

재학생 성적우수(3호) 수업료의 20%

글로벌 인재장학 해외현장실습, 취업, 영어캠프 등에 선발된 자 장학금 예산 범위

봉사
장학

학생
봉사
장학

학생회장

학생자치기구 임원, 과·반대표로 봉사하고  
아래 기준에 충족한 자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 학생간부평가 평가배점 50%이상을 취득한 자

수업료 전액

학생회부회장/대의원의장 수업료의 70%

학보/방송/교지국장 수업료의 50%

대의원부의장/학생회부장 50만원

학보/방송/교지부장/학회
장

40만원

반대표 35만원(30명 미만 30만원)

학생회 차장 30만원

학보/방송/교지수습국원 25만원

봉사활동 우수장학 재학생 중 대학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우수자 장학금 예산 범위

창의
장학

2인 이상 재학장학
가족 중 2명 이상 우리 대학 재학 중이고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수업료의 약 20%본교졸업 후 입학장학 본교 졸업 후 입학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동문자녀장학 본교 동문자녀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교직원가족장학
본인 또는 부모가 본교에 재직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입학금 포함 수업료 전액

학습지원장학
저소득층 자녀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재
학생

장학금 예산 범위

근로장학
일정시간 근로를 한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보훈장학
관련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5이상인 자

입학금 포함 수업료 전액

구분 장학
종류 장학명 수혜대상 자격 및 조건 지급금액

교외
교외
장학

총동창회장학, 간호학부 동문장학 
등29개 장학

지급기관(장학회)의 지급조건을 갖추고 직전학기 평균평점
이 3.0이상인 가계 곤란자

지정금액
가.  신입생의 등록 장학금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선감면 등 교비장학금 지급범위

를 확대할 수 있음

시설 수용인원 학사비 식비(조·석식) 손괴보증금 총 납부액 편의시설

2인 1실 414명 600,000원 384,000원 100,000원 1,084,000원
•세탁실, 휴게실 자판기비치
•실별 샤워부스, 화장실 완비

2. 한가람학사(기숙사) 안내

가. 선발대상 : 여자 신입생(진주시 외 신입생 우선 선발)

나. 선발방식 : 신청자 추첨방식

다. 사용기간 : 학기별로 선발하지만 1학기 입주자는 2학기 우선 입주권 부여

라. 신청기간 : 최종등록기간 부터 충원합격자(수시 · 정시포함)까지 모두 신청가능

마. 신청방법 : 입학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후 기숙사 신청(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바. 입사발표 : 입학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에서 확인 후 기숙사비 납부

사. 입사비 안내(2022학년도 기준)

•상기 입사비는 한 학기 기준 금액이며 1인실 사용 신청도 가능함 (학사비는 1.5배)
•입사 중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 · 집기를 훼손하면 손괴보증금으로 실비공제하며 정상 사용하였을 때 퇴사 시 전액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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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내 전형

나. 수시2차

학과

전형 대학자체특별전형

구분
지원현황 합격자 최저점(최종등록) 합격자 평균(최종등록) 충원합격

최종순위모집 지원 경쟁률 고교등급 출석등급 면접점수 고교등급 출석등급 면접점수

간호학부 주간 42 444 10.6 5.8 1 298 4.2 1.1 290.6 19

임상병리과 주간 10 47 4.7 8.1 8 298 6.3 2.0 278.5 37

치위생과 주간 5 50 10.0 7.5 1 270 6.1 1.7 291.7 45

치기공과 주간 5 20 4.0 7.6 1 282 6.4 2.0 283.0 15

보건행정과 주간 12 30 2.5 8.3 8 283 6.2 1.9 293.4 18

뷰티디자인과 주간 5 18 3.6 7.6 1 298 5.3 1.8 292.0 13

사회복지과
주간 4 7 1.8 7.0 8 295 5.9 2.6 282.4 3

야간 5 12 2.4 6.2 1 291 4.9 3.8 289.5 7

•대학자체특별전형은 면접을 실시하고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교과 56%(560점)+출석 14%(140점)+면접 30%(300점)

•충원합격 최종순위는 매년 입시 결과에 따라 변동됨

2022학년도 입시결과Ⅷ 학생복지 안내Ⅶ 

3. 편의시설

시설 위치 운영시간 메뉴

학생식당(아워홈) 봉사동 2층 10:30 ~ 18:30 정식, 양식, 일품

편의점(이마트 24) 봉사동 2층 8:00∼20:00 과자, 음료, 컵라면, 생활필수품, 문구류 등

자 판 기
본부동 4층, 성실동 2, 3층
창의동 2, 3, 6, 7층

24시간 캔/페트 음료 800원∼

카페테리아
(블루포트)

성실동 현관 8:00∼19:00 음료, 과자, 빵

 4. 입학 진로상담

학과/부서
전화번호

학과/부서
전화번호

학과장 학과사무실 학과장 학과사무실

간호학부 055-740-1920∼3 055-740-1910 보건행정과 055-740-1851 055-740-1850

임상병리과 055-740-1821 055-740-1820 뷰티디자인과 055-740-1861 055-740-1860

치위생과 055-740-1831 055-740-1830 사회복지과 055-740-1881 055-740-1880

치기공과 055-740-1841 055-740-1840 입학상담 055-740-1711

가. 수시1차

학과

전형 일반전형

구분
지원현황 합격자 최저점(최종등록) 합격자 평균(최종등록) 충원합격

최종순위모집 지원 경쟁률 고교등급 출석등급 고교등급 출석등급

간호학부 주간 35 705 20.1 4.1 1 3.8 1.0 184

임상병리과 주간 17 110 6.5 7.5 7 6.1 1.7 91

치위생과 주간 35 141 4.0 7.6 1 5.9 1.8 80

치기공과 주간 11 32 2.9 7.1 1 5.9 1.0 13

보건행정과 주간 20 38 1.9 7.9 4 6.8 1.4 18

뷰티디자인과 주간 5 13 2.6 8.0 1 6.8 1.0 4

사회복지과 주간 7 38 5.4 8.0 2 5.7 1.9 31

•일반전형은 면접이 없고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교과 80%(800점)+출석 20%(200점)

•충원합격 최종순위는 매년 입시 결과에 따라 변동됨

학과

전형 대학자체특별전형

구분
지원현황 합격자 최저점(최종등록) 합격자 평균(최종등록) 충원합격

최종순위모집 지원 경쟁률 고교등급 출석등급 면접점수 고교등급 출석등급 면접점수

간호학부 주간 157 620 3.9 6.3 1 298 4.9 1.1 291.2 58

임상병리과 주간 50 57 1.1 7.8 1 278 6.2 2.4 283.7 7

치위생과 주간 83 68 0.8 7.6 1 300 6.4 1.3 287.5

치기공과 주간 42 38 0.9 8.0 1 290 6.3 2.4 284.7

보건행정과 주간 41 47 1.1 8.1 1 295 6.4 2.4 294.6 6

뷰티디자인과 주간 46 52 1.1 8.5 1 295 6.4 3.0 294.2 6

사회복지과
주간 27 37 1.4 8.5 1 291 6.1 1.0 284.4 10

야간 14 10 0.7 8.7 1 290 5.7 1.4 289.5

•대학자체특별전형은 면접을 실시하고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교과 56%(560점)+출석 14%(140점)+면접 30%(300점)

•충원합격 최종순위는 매년 입시 결과에 따라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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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입시결과Ⅷ 

2. 정원외 전형
가. 수시1차

학과

전형 전문대이상 졸업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수급자/차상위계층전형 만학도/성인재직자전형

구분
지원현황 충원

합격
순위

지원현황 충원
합격
순위

지원현황 충원
합격
순위

지원현황 충원
합격
순위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간호학부 주간 60 138 2.3 43 23 42 1.8 14 6 21 3.5 12 10 62 6.2 7
임상병리과 주간 4 - 0.3 - 1 2 2.0 - 1 3 3.0 2 1 - - -
치위생과 주간 6 1 0.2 - 2 2 1.0 - 1 3 3.0 2 1 - - -
치기공과 주간 5 - - - - - 1 - - -
보건행정과 주간 6 - - - 1 - - -
뷰티디자인과 주간 3 - - - 1 - - -

사회복지과
주간 2 - - - 2 - - -
야간 1 - - - 10 - - -

나. 정시

학과

전형 전문대이상 졸업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수급자/차상위계층전형 만학도/성인재직자전형

구분
지원현황 충원

합격
순위

지원현황 충원
합격
순위

지원현황 충원
합격
순위

지원현황 충원
합격
순위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간호학부 주간 18 63 3.5 20 4 8 2.0 3 2 3 1.5 1 2 12 6.0 1
임상병리과 주간 12 - - - - - - 1 - - - 2 - - -
치위생과 주간 17 3 0.2 - - - - - - - 2 -
치기공과 주간 11 - - - - - - - - - 2 - - -
보건행정과 주간 13 - - - 2 - - -
뷰티디자인과 주간 8 - - - 2 - - -

사회복지과
주간 6 - - - 5 - - -
야간 3 - - - 10 3 0.3 -

다. 정시

학과
전형 일반전형

구분
지원현황 합격자 최저점(최종등록) 합격자 평균(최종등록) 충원합격

최종순위모집 지원 경쟁률 수능등급 고교등급 출석등급 수능등급 고교등급 출석등급
간호학부 주간 15 286 19.0 4.0 5.4 1 3.6 4.2 1.2 83
임상병리과 주간 2 38 19.0 5.3 6.5 2 5.3 6.1 1.3 36
치위생과 주간 34 54 1.6 6.0 7.7 8 5.0 6.2 1.6 20
치기공과 주간 15 12 0.8 - - - - - - -
보건행정과 주간 21 28 1.3 7.0 6.8 1 5.4 6.6 1.0 7
뷰티디자인과 주간 11 3 0.2 - - - - - - -

사회복지과
주간 3 12 4.0 6.3 5.2 8 5.8 6.1 4.5 9
야간 2 0 0.0 - - - - - - -

•일반전형은 면접이 없고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성적60%(600점)+교과40%(400점)
•충원합격 최종순위는 매년 입시 결과에 따라 변동되고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추가한 모집인원임

학과
전형 대학자체특별전형

구분
지원현황 합격자 최저점(최종등록) 합격자 평균(최종등록) 충원합격

최종순위모집 지원 경쟁률 수능등급 고교등급 출석등급 수능등급 고교등급 출석등급
간호학부 주간 5 37 19.0 6.0 1 270 5.3 1.0 282.0 6
임상병리과 주간 5 8 1.6 8.0 1 293 6.1 1.0 298.2 3
치위생과 주간 25 - - - - - - - - -
치기공과 주간 21 - - - - - - - - -
보건행정과 주간 12 5 0.4 7.6 7 295 5.8 2.4 293.0 -
뷰티디자인과 주간 11 24 2.1 7.9 8 287 5.8 3.5 291.5 13

사회복지과
주간 4 2 0.5 - - - - - - -
야간 4 8 2.0 6.0 6 288 4.8 1.8 291.1 4

•대학자체특별전형은 면접을 실시하고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교과 56%(560점)+출석 14%(140점)+면접 30%(300점)
•충원합격 최종순위는 매년 입시 결과에 따라 변동되고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추가한 모집인원임

2023학년도 진주보건대학교 입학원서

수험번호

추   가
연락처1

정원내
전   형

정원외
전   형

추   가
연락처2

※대학이 기재

주민등록번호

-

수시1차   

정시

년         월         일                                    고등학교                          과

년         월         일                                    지구 검정고시합격

년         월         일                                대학(교)         학년                          과

졸업

졸업예정

수료

졸업예정

졸업

수시2차   

자율(추가)

일반계고

동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
※ 미동의 시 수능성적표 사본 제출(정시 일반전형)

동의

미동의

미동의

비대상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검정고시합격자 공업계 2+1 일반고 직업위탁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진주보건대학교총장 귀하

접수 확인 전형료 납부확인

멋진대학, 멋진미래

모집구분    

인적
사항

성     명

학
력
사
항

출신고교

검정고시

고교구분

전 대 졸

연
락
처

본     인
휴대전화

주     소

지
원
사
항

전 형
구 분

 

지 원
학 과

원서접수 시
유 의 사 항

일반전형(면접 없음)

(면접 실시)

대학자체특별전형(면접 실시)

농어촌학생전형   

만학도/성인재직자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
[2015년 2월∼2023년 2월 졸업(예정)자만 해당]

※ 미동의 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과(학부)/계열

(우편번호 :                                 )

(지원학과 기재)  

■ 대학 전체 전형은 고교계열(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자는 모집시기별 3개 학과까지 복수지원 가능합니다.

■ 일반전형은 면접이 없고, 그 외 전형은 면접을 실시합니다.

■ 대학은 지원자의 편의와 입학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인터넷 접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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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 및 안내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

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대학 입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

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최초,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

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

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

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

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본인 확인 및 지원자격, 전형일자 확인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리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고 지원자격, 제출서류, 제출기간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대입 수시모집 합격확인(정시모집 지원자)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최초 또는 충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대입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입 정시모집 등록확인(추가모집 지원자)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등록한 상태입니까?

     □ 예             □ 아니오

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멋진대학, 멋진미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이름, 모집단위(지망학과),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1∼4개),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환불계좌정보(은형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합격정보, 

과목성적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수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출신고교유형코드, 졸업연도, 

등록일자구분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 모집시기,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모집단위명, 

접수시간, 접수장소, 

합격여부, 예치금납부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유사도 

검색 및 대학 통보

대학코드,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교코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 

미취득자의 대학 

진학 현황 검색 및 

후속조치

고교명, 고교졸업자격 

미취득사유, 

수능응시여부, 이름

고등교육법 제33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수능시험 대리응시자 

확인을 위한 

수능응시원서 요청 

명단 수합

학력정보(출신고교, 검정고시, 

기타수능응시자격정보), 

수능수험번호, 이름

고등교육법 제34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수험번호 지원학과 과(학부)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생

지원
자격
확인

유형구분 해당유형 지원자격

1 (      )

농어촌지역(읍·면)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중·고등학교 6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 (      )

농어촌지역(읍·면)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초·중·고등학교 12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재학
사실

학교명 소재지 재학기간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중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중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거주
사실

구분 소재지 재학기간

지원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모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부터

위 지원자는 진주보건대학교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로서

지원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진주보건대학교총장 귀하
멋진대학, 멋진미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안내Ⅸ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소개
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현장실무중심의 직업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도자급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2. 모집학과 및 인원
학과 모집인원 수업연한 수여학위 경력구분 주야구분

임상병리학과 30명 1년 보건학사 경력 없음 야간
보건행정학과 20명 1년 보건학사 경력 없음 야간

뷰티디자인학과 20명 2년 보건학사 경력 없음 야간
사회복지학과 25명 2년 사회복지학사 경력 없음 야간

3. 전형일정
구분 일정 안내사항

접수기간 2023. 1. 09.(월)∼1. 27.(금) 17:00 우편 및 방문접수(대학 본관 5층 교학처)
면접일자 2023. 2. 6.(월) 10:00 모집인원 미달 시 면접 미실시

합격자 발표 2023. 2. 10.(금) 14:00 입학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유선통보
합격자 등록 2023. 2. 13.(월)∼2. 24.(금) 농협, 하나은행 본인 지정계좌로 납부

4. 성적반영 방법    
전형 성적반영 비율 및 점수 동점자 처리

정원외 특별
•성적(700점): 취득평균평점 560점+취득학점 140점

•면접(300점): 지원동기, 전공이해, 학업계획, 품성과 자질

•1순위: 평균평점이 높은 사람

•2순위: 최종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사람

5. 지원자격    
학과 지원자격

임상병리학과 전문대학 동일계열 관련학과 3년제 이상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사람
보건행정학과 전문대학 동일계열 관련학과 3년제 이상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뷰티다자인학과 전문대학 동일계열 관련학과 2년제 이상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사회복지학과 전문대학 동일계열 관련학과 2년제 이상 졸업(예정) 또는 동일 계열 관련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제출서류    
구분 내          용

제출서류 입학원서(대학소정양식), 출신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기간 2023. 1. 09.(월)∼1. 27.(금) 17:00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접수
제 출 처 52655) 경남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담당자 앞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서류미비, 지원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은 입학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합격자 중 입학포기로 인한 결원은 성적순위별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 충원합니다.
다.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입학상담

구분 학과장실 학과사무실

임상병리학과 055-740-1821 055-740-1820

보건행정학과 055-740-1851 055-740-1850

뷰티다자인학과 055-740-1761 055-740-1760

사회복지학과 055-740-1881 055-740-1880

교학처사무실 055-740-1711,1717

2023학년도 신입생모집 입시일정표

일정 내용

2022 주요 입시일정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

~7. 1. 입학업무계획 수립, 전형료 예산편성 입학업무계획 수립, 입학전형료 집행예산 편성

3,000부 제작

540개 기관 1,200부/수험생 1,000부

경상남도교육청 주최 대학진학박람회(경상대)

 

~7. 8. 입학원서, 모집요강 제작

~7. 15. 모집요강 배부(고교, 학원, 산업체, 수험생)

7. 24.~7. 25. 제11회 아이좋아 대학진학 박람회(예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9

9. 2. 입학업무 종사자 교육

9. 13.~10. 6. 수시1차모집 원서접수기간 [23일간]

 16:00 교학처/학과조교, 해당 교직원 전부

방문, 우편, 인터넷(진학, 유웨이) 접수

9. 13.~10. 7. 필수서류 제출기간 일반, 대학자체, 정원외 지원자 중 해당자

9. 24.~9. 25. 부울경제주 전문대학 입학 박람회(예정) 부산 BEXCO/부경울제주 전문대학 22개교

2 3 4 5 6

7 8

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8. 2.~ 고교방문 입학설명회 14개 지역 72개교 /14개 지역 20개 산업체 방문

8. 30.~10. 4. 고교방문 입학설명회 집중 홍보기간 고교별 전담교수제 운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

31

4 25 26 27 28 29

30

10
10. 15.~10. 16. 수시1차모집 지원자 면접고사

10. 27. 수시1차모집 전형사정, 자체감사

10. 28. 수시1차모집 합격자 발표

 9:00~지정 고사장(일반전형은 면접없음)

16:00 전형사정/17:00 자체감사

14:00 입학홈페이지 조회/합격자 문자발송

3 4 5

6 7 8

1

9

2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 12. 10. 성적통지

11. 7.~11. 21. 수시2차모집 원서접수기간 [14일간]

11. 17.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문, 우편, 인터넷(진학, 유웨이) 접수

11. 26. 수시2차모집 지원자 면접고사 9:00~지정 고사장

11. 7.~11. 23. 필수서류 제출기간 일반, 대학자체, 정원외 지원자 중 해당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

12. 8. 수시2차모집 전형사정, 자체감사 16:00 전형사정/17:00 자체감사

12. 9. 수시2차모집 합격자 발표 14:00 입학홈페이지 조회/합격자 문자발송

12. 16~12. 19. 수시모집 합격자 예치금 등록기간 [4일간] 전국 농협, KEB하나은행 본인 지정 가상계좌 납부

12. 20.~12. 28. 충원합격자 발표 및 예치금 등록기간 [9일간] 결원 충원발표, 예치금 등록

12. 29.~2023. 1. 12.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 [14일간] 방문, 우편, 인터넷(진학, 유웨이) 접수

일정 내용

2023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 7

8 9 10 11 12

1 2 3 4 5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12. 29~1. 14. 필수서류 제출기간 일반, 대학자체, 정원외 지원자 중 해당자

1. 13.~2. 28. 자율(추가)모집 정시모집기간 중 전형별 결원 발생 시

1. 19. 정시모집 지원자 면접고사 9:00~ 지정 고사장(일반전형은 면접없음)

2. 3. 정시모집 전형사정, 자체감사 16:00 전형사정/17:00 자체감사

1 2 3 4 2. 3.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14:00 입학홈페이지 조회/합격자 문자발송

5 6 7 8 9 10 11 2. 7.~2. 9. 최종 등록기간 [3일간] 수시(예치금 제외), 정시합격자 전부

12 13 14 15 16 17 18 2. 10.~2. 28.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결원 충원발표 및 등록

19 20 2

27 28

1 22 23 24 25 2. 10.~2. 28. 자율(추가)모집, 발표 및 등록기간 전형별 결원 발생 시(면접 미실시, 지원자격 확인)

26 2. 28. 2023학년도 신입생모집 종료 신입생 최종 등록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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