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전기 편입학 모집요강

(3년제·4년제)



2021학년도 전기 편입학 안내  - 1 -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중계열 모집단위 학제 수업
구분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모집인원 모집인원 모집인원

보건 방사선과 3

주간

1 5

보건 *임상병리과 3 1 1

생활과학 식품영양학과 3 5 6

화학·생명과학·환경 식품제약과 3 0 6

보건 물리치료과 3 1 0

화학·생명과학·환경 바이오환경보건과 3 8 8

교육 유아교육과 3 5 3

간호 *간호학과 4 2 3 26

보건 치기공과 3 4 3

보건 치위생과 3 2 1

보건 안경광학과 3 1 2

교육 아동보육복지과 3 4 5

경영·경제 세무회계학과 3 8 3

경영·경제 글로벌관광서비스과(일본어전공) 3 3 10

경영·경제 글로벌관광서비스과(중국어전공) 3 4 5

경영·경제 항공서비스과 3 6 4

보건 응급구조과 3 3 0

보건 뷰티케어과 3 2 8

보건 작업치료과 3 3 4

보건 보건3D프린팅융합과 3 5 5

- 유아교육과 편입학생은 전적대학 학점인정시 Pass학점으로만 인정함

- 임상병리과, 간호학과는 공인영어성적(TOEIC 또는 TOEFL)을 반영함 – 모집요강 4. 전형방법 가. 성적반영 참조

2. 지원자격

가. 일반편입학

구분 지원자격

일반
편입학

2학년
1학기

① 국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②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제적(자퇴 등) 후 2학
기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과정 학점 취득자 중 40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적 대학의 출신학과와 상관 없이 지원 가능함. 단, 간호학과는 동일모집단위 전공자에 한함

3학년
1학기

① 국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② 전문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제적(자퇴 등) 후 2학
기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2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과정 학점 취득자 중 80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적 대학의 출신학과와 상관 없이 지원 가능함. 단, 간호학과는 동일모집단위 전공자에 한함

- 전문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으며, 제적(자퇴 등)된 후 2학기 이상 경과자만 지원할 수 있음

- 편입(전공심화)한 자는 편입 이후 최소 4개 학기 이상 성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함

- 지원자의 자격심사(전적대학 학과 등)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동남보건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함

- 외국대학 출신자는 지원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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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사편입학(간호학과)

구분 지원자격

학사
편입학

3학년
1학기

① 국내에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1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②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③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편입(전공심화)한 자는 편입 이후 최소 4개 학기 이상 성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함

3.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원서 접수 2021.01.26.(화) ∼ 02.02(화) 24:00 진학사(www.jinhakapply.com) 인터넷 접수만 시행

서류 제출 2021.02.04.(목) 18:00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 직접방문, 등기우편 등

합격자 발표 2021.02.10.(수) 14:00 동남보건대학교 입학홈페이지 개인별 통지/발송 안함

등록금 납부 2021.02.15.(월) ∼ 02.16(화) 16:00 가상계좌(우리은행 전국지점) 세부일정은 고지서 참조

충원
일반편입학 2021.02.17.(수) ∼ 02.23.(화)

학사편입학 2021.02.17.(수) ∼ 02.25.(목) 18:00까지
동남보건대학교

등록결원 발생 시
모든학과에서 충원 함

4. 전형방법

가. 성적반영(공인영어성적- TOEIC 또는 TOEFL은 임상병리과, 간호학과만 적용함)

구분 전적대학
취득점수

공인영어성적
(TOEIC, TOEFL) 총계 비고

일반편입학 100% - 100% - 전문대학(각종 학교 포함)과
일반대학간의 우선순위는 없음

일반편입학
(임상병리과) 50% 50% 100% - 전문대학(각종 학교 포함)과

일반대학간의 우선순위는 없음
일반편입학
(간호학과) 30% 70% 100% - 전문대학(각종 학교 포함)과

일반대학간의 우선순위는 없음
학사편입학
(간호학과) 30% 70% 100%

- 전적 대학(교) 전체 학년 취득 평점평균의 백분율 성적 반영

- TOEFL(iBT) 점수는 Test Date Scores만 인정함. 공인영어성적 반영 방법 모집요강 6쪽 [별첨 1] 참조

나.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취득학점이 많은 자 연소자

-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여도 발생하는 동점자는 동남보건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함

5. 복수지원 안내

전형구분 복수지원횟수

편입학전형 공통 최대 2회

- 복수지원시 전형료는 지원시마다 결제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지원해야 함

- 복수지원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접수할 경우, 원서접수 시간을 확인하여 마지막 원서접수 사항부터 지원 횟수 초과 지

원한 만큼 취소 처리함
- 일반편입학 지원자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모집요강 2. 지원자격 나. 학사편입학 지원자격 참조)에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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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수험표 1부(수험표는 인터넷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출력)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①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백분율성적 기재) 1부

일반대학 대학 수료(예정)자 ① 수료(예정)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백분율성적 기재) 1부

전문대학 자퇴자 ① 제적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백분율성적 기재) 1부

학점은행제(독학사) 학위 취득자 ① 학위수여(학점인정)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부
②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부

학사편입학(간호학과) - 일반대학 졸업자 ①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백분율성적 기재) 1부

학사편입학(간호학과) - 학점은행제(독학사) 학위 취득자 ① 학위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부
②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부

임상병리과, 간호학과 지원자 추가 제출 서류 ① 공인영어성적증명서(TOEIC 또는 TOEFL) 1부

-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오기되었거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

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함(영어성적증명서는(TOEIC 또는 TOEFL)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2년)

- 2개 이상의 대학(교) 학력이 있는 경우에도 1개 대학(교)의 증명서만 제출

- 성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전 학년 백분율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상기 서류 이외에도 지원 자격 심사에 필요하거나 서류 원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증명서는 ｢인터넷발급증명서｣ 및 ｢어디서나 민원(동사무소발행 등)｣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 모두 제출 가능함

- 모든 제출서류는 A4 규격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등록금 및 전형료 환불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계좌번호 변경에 따른 등록금 환불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생되

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지원 자격 서류심사 시 제출된 서류로 지원 자격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제출서류는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기간 내에 도착하여야 함. 서류제출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함(FAX 및 온라인 제출 불가) - 공인영어성적 미제출 시는 0점 처리함

- 보내실 곳: (우: 1632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정자동)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대학본부 5층) (발송

봉투에 수험번호 기재) - 제출서류 발송용 라벨은 온라인 원서접수 시 출력 가능함

7. 전형료 : 25,000원(원서접수 위탁수수료 5,000원 포함)

구 분 전형료 인터넷 원서접수
업무위탁 수수료 원서접수비용 합계

편입학전형 공통 20,000원 5,000원 25,000원

-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해당 모집시기 서류제출 마감일(모집일정 참조)까지 관련증명서(국가유공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

명서 각 1부)를 서류 제출기간 까지 제출시 전형료를 반환함

- 원서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시점)된 이후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단, 천재지변, 질병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전

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원서접수 수수료 제외)할 수 있음(전형료의 면제·감액·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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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격자 발표(등록) 및 충원(예비자 추가 합격) 안내

구분 일정 비고

합격자 발표 2021.02.10.(수) 14:00 - 동남보건대학교 입학홈페이지 발표
- 개별 통보 및 발송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 2021.02.15.(월) ∼ 02.16(화) 16:00 -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를 통해 납부고지서 출력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등록금 전액 납부

충원
일반편입학 2021.02.17.(수) ∼ 02.23.(화)

학사편입학 2021.02.17.(수) ∼ 02.25.(목) 18:00까지
- 합격자발표 후 등록결원 발생 시 지원자
예비순위대로 모든학과에서 충원함

-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은 전액 납부이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 충원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일정 및 충원방법(입학홈페이지 또는 개별 전화 발표)은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

공지함

- 충원합격통보 전화통화 시 모든 통화 내용은 녹취됨

- 합격증 및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내에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 → 편입학 → 충원합격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함

- 원서접수 시 연락처 오입력(기재)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입학원서에 기재된 모든 연락처로 충원합격통보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문자메세지 포함 5번)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9.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 안내
- 우리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 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간 내에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등록포기 및 환불신

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완료와 동시에 포기 처리됨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시 입학원서에 기재한 은행 계좌로 반환함

- 등록금 및 전형료 환불계좌번호를 잘못 기재(입력)하였거나 계좌번호 변경에 따른 등록금 환불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

생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당일 입금액에 대하여 당일 반환이 불가하며, 입금 다음날 반환이 가능함

- 학기개시일 이후 등록금 반환신청자는 입학포기가 아닌 자퇴처리 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에 의거 반환함

10. 학사관리 유의사항
- 편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학 후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가 허용되지 않음

- 편입생은 편입학 후 잔여 학기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 학칙에 의거 졸업요건을 갖추어

야 졸업이 가능함

- 학과별로 졸업 시 발급되는 관련 자격증이 있을 경우, 편입생에게는 학과 발급기준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

의하기 바람

- 전적대학의 이수학점은 본 대학의 기준으로 인정되며, 전적대학 이수 과목과 인정학점이 상이할 수 있고 학점인정범위

에 따라 추가 교과목을 수강해야 할 경우 재학 연한이 늘어날 수 있음

- 편입학 후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은 학칙시행세칙 등 본교 관련 규정을 따름

11. 지원자 유의사항
-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시점)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단, 천재지변,

질병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원서접수 수수료 제외)할 수 있음)(전형료의 면제․감액․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

- 모집요강에 있는 금지조항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이후에도 합격 또

는 입학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

-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남보건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적용함

- 원서접수 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031-249-6262∼5)로 통보하여 변경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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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문자 메시지 포함 5번 이상)에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동남보건대학교는 학생 모집 및 선발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별을 두지 않음.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수학이 불

가능한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성 질병이 있는 자, 제3자의 지속적 도움이 필요한 자 등)는 수업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 학생지원팀에 상담을 바라며, 학과 특성(현장실습, 실험실습 등)에 따라 제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모집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

한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12. 기타
- 문의: 동남보건대학교 교무처 입학관리팀(031-249-6262∼5) 및 입학홈페이지(입시상담게시판)를 이용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교육부령 제1호]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함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은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참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
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
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
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본조신설 2013.11.20.]



2021학년도 전기 편입학 안내  - 6 -

[별첨 1] 공인영어성적 반영 방법

평가점수 TOEIC
TOEFL

평가점수 TOEIC
TOEFL

iBT CBT PBT iBT CBT PBT
100 990 117 287 660 50 740∼744 78 210 547
99 985∼989 115 283 653 49 735∼739 78 210 547
98 980∼984 113∼114 280 650 48 730∼734 77 210 547
97 975∼979 111∼112 273 640 47 725∼729 77 210 547
96 970∼974 110 270 637 46 720∼724 76 207 543
95 965∼969 109 267 630 45 715∼719 76 207 540
94 960∼964 108 263 627 44 710∼714 76 207 540
93 955∼959 107 263 623 43 705∼709 75 203 537
92 950∼954 105 260 617 42 700∼704 75 203 537
91 945∼949 104 257 613 41 695∼699 74 203 537
90 940∼944 103 257 613 40 690∼694 74 203 537
89 935∼939 102 253 610 39 685∼689 73 200 533
88 930∼934 101 253 607 38 680∼684 73 200 533
87 925∼929 101 253 607 37 675∼679 72 200 533
86 920∼924 100 250 603 36 670∼674 72 200 533
85 915∼919 100 250 600 35 665∼669 71 197 530
84 910∼914 99 247 597 34 660∼664 71 197 527
83 905∼909 98 247 597 33 655∼659 70 193 523
82 900∼904 98 247 597 32 650∼654 70 193 523
81 895∼899 97 243 593 31 645∼649 69 193 523
80 890∼894 97 243 590 30 640∼644 69 193 523
79 885∼889 96 243 590 29 635∼639 69 193 523
78 880∼884 96 243 590 28 630∼634 68 190 520
77 875∼879 95 240 587 27 625∼629 68 190 520
76 870∼874 94 240 587 26 620∼624 67 187 517
75 865∼869 94 240 587 25 615∼619 67 187 517
74 860∼864 93 237 583 24 610∼614 67 187 517
73 855∼859 92 237 580 23 605∼609 66 187 517
72 850∼854 91 233 577 22 600∼604 66 187 517
71 845∼849 91 233 577 21 595∼599 65 183 513
70 840∼844 90 233 577 20 590∼594 65 183 513
69 835∼839 90 233 577 19 585∼589 65 183 513
68 830∼834 89 230 573 18 580∼584 64 180 510
67 825∼829 88 230 570 17 575∼579 64 180 507
66 820∼824 88 230 570 16 570∼574 63 177 503
65 815∼819 87 227 567 15 565∼569 63 177 503
64 810∼814 87 227 567 14 560∼564 63 177 503
63 805∼809 86 227 567 13 555∼559 62 177 503
62 800∼804 85 223 563 12 550∼554 62 177 503
61 795∼799 84 223 563 11 545∼549 62 177 503
60 790∼794 84 223 563 10 540∼544 61 173 500
59 785∼789 83 220 560 9 535∼539 61 173 500
58 780∼784 83 220 557 8 530∼534 61 173 500
57 775∼779 82 217 553 7 525∼529 60 170 497
56 770∼774 82 217 553 6 520∼524 60 170 497
55 765∼769 81 217 553 5 515∼519 60 170 497
54 760∼764 81 217 553 4 510∼514 60 170 497
53 755∼759 80 213 550 3 505∼509 59 170 497
52 750∼754 80 213 550 2 500∼504 59 170 497
51 745∼749 79 213 550 1 500 미만 59 미만 170 미만 497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