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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구   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교과성적

우수자전형)1)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

전형)

학생부교과
(사회배려

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

전형)

학생부종합
(자기추천

전형)

학생부종합
(성직자·

수도자추천
전형)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전형)3)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대상자전형)

지원

자격

일반고
자율고

○ ○ ○ ○ ○ ○ ○ ○

특목고 △ X ○ ○ ○ ○ ○ ○

특성화고 X ○ ○ ○ ○ ○ ○ ○

검정고시 X X ○ X ○ ○ X ○

외국고 X X  ○2) X ○ ○ X  ○2)

전형방법

및

반영비율

학생부 교과 100%
(일괄합산)

서류 100%
(일괄합산)

<1단계>
서류 100%(5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제출

서류

온라인
학교생활
기록부4) ○ ○ ○ ○ ○ ○ ○ ○

우편/
방문

지원자격
증빙서류

X ○ ○ X X ○ X ○

자기소개서 없음

 

◎ 전형 안내 사항

1)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은 특목고 중 일부 유형(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합고의 
특성화학과, 대안학교, 학생부 성적 체제가 다른 학교 출신자, 외국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능함

2)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전형) 및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 지원자격 중 외국 소재 고교를 졸업한 
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외국 초・중・고 졸업 학력 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3)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은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4) 2015년 2월 졸업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는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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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형별 모집인원
(단위 : 명)

대학 모집단위
법정
정원

모집인원 수시

정원
내

정원
외

정원내 정원외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

소계

학생부교과

소계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
(고교
학생부
전형)

학생부
종합
(자기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성직자·
수도자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대상자
전형)

학생부
교과

(농어촌
학생
전형)

학생부
교과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

간호

대학

 간호학과 115 115 15 33 18 10 8 19 11 99 5 10 15

 노인복지보건학과 20 20 - 9 6 1 1 1 - 18 - - -

보건

과학

대학

 임상병리학과 65 65 4 18 13 6 4 13 4 58 2 2 4

 물리치료학과 60 60 8 18 10 5 3 10 6 52 3 5 8

 방사선학과 80 80 5 23 16 9 3 15 6 72 2 3 5

 치기공학과 80 80 4 23 20 12 4 12 3 74 2 2 4

 병원경영학과 50 50 1 20 15 3 2 4 2 46 - 1 1

 언어청각치료학과 45 45 1 18 10 3 3 5 2 41 - 1 1

 안전보건학과 25 25 - 9 9 3 - - - 21 - - -

응용

과학

대학

 소방방재학과 30 30 - 12 12 2 - - - 26 - - -

 컴퓨터정보공학과 25 25 - 11 10 2 - - - 23 - - -

사회

과학

대학

 경영학과 20 20 - 9 7 2 - - - 18 - - -

 유통마케팅학과 25 25 - 9 10 3 - - - 22 - - -

 사회복지학과 40 40 - 13 12 4 2 3 2 36 - - -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27 27 - 9 8 2 2 2 1 24 - - -

계 707 707 38 234 176 67 32 84 37 630 14 24 38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 획득 학과

 *  청년해외취업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학과

 *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의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인증 획득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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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일정

구분 대상 일시 안내사항

원서접수 모든 전형
2022. 9. 13.(화) 09:00

~ 9. 17.(토) 18: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해당자
2022. 9. 13.(화) 09:00

~ 9. 23.(금) 17:00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2022. 9. 23.(금) 17:00 도착까지 유효함

1단계 합격자 

발표

학생부종합(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2022. 10. 25.(화)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 2022. 11. 22.(화) 14:00

면접평가

학생부종합(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2022. 10. 29.(토)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2022. 10. 30.(일)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 2022. 11. 26.(토)

합격자 발표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

2022. 11. 4.(금)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고교학생부전형)

학생부종합(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 2022. 12. 2.(금) 14:00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모든 전형

2022. 12. 16.(금)
∼ 12. 19.(월) 16:00

⦁등록확인예치금 고지서는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에서 출력
⦁기간 내 미납부 시 등록포기 처리

충원합격자 

발표
모든 전형

2022. 12. 20.(화)
~ 12. 26.(월)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또는 개별 통보

충원합격자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모든 전형
2022. 12. 20.(화)

~ 12. 27.(화)

⦁등록확인예치금 고지서는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에서 출력
⦁합격차수에 따라 등록기간 다름
⦁기간 내 미납부 시 등록포기 처리

등록금 납부 모든 전형
2023. 2. 7.(화)

~ 2. 9.(목) 16:00
⦁기간 내 미납부 시 등록포기 처리



Ⅳ.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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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 명)

대학 모집단위 인원 대학 모집단위 인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33

응용과학대학 
소방방재학과 12

 노인복지보건학과 9 컴퓨터정보공학과 11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18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9

 물리치료학과 18  유통마케팅학과 9

 방사선학과 23 사회복지학과 13

 치기공학과 23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9

 병원경영학과 20

 언어청각치료학과 18

안전보건학과 9

  2. 지원자격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 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종합고의 보통과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 실질반영비율 : 학생부 교과 100%(최고점 1,000점, 최저점 902.5점)

선발단계 전형요소 반영비율 총점

일괄합산 학생부 교과 100% 1,000점

  5.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반영학기 반영과목 비고

⦁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5학기

   (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

⦁ 총 10개 과목 반영

  -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사회·과학) 각 2과목

  - 기타교과 2과목

 • 과목은 학기 기준

 • 등급이 부여된 과목에 한함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반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인 9등급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 진로선택과목 환산등급

   

성취도 A B C

환산등급 1.00 3.00 5.00

입학처 홈페이지 학생부교과전형 교과성적산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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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전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2순위 : 3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3순위 : 2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7. 전형일정

구분 일시 안내사항

원서접수 2022. 9. 13.(화) 09:00 ~ 9. 17.(토) 18: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2022. 9. 13.(화) 09:00 ~ 9. 23.(금) 17:00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합격자 발표 2022. 11. 4.(금)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8.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개명한 지원자
⦁개명한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명과 다를 경우에만 제출

    나. 제출기한 : 2022. 9. 23.(금) 17:00 도착까지 유효함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4625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본부관 210호 입학처

      ※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 후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봉투 미사용, 발송용 봉투 표지 미부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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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 명)

대학 모집단위 인원 대학 모집단위 인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5

응용과학대학 
소방방재학과 -

 노인복지보건학과 - 컴퓨터정보공학과 -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2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

 물리치료학과 3  유통마케팅학과 -

 방사선학과 2 사회복지학과 -

 치기공학과 2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

 병원경영학과 -

 언어청각치료학과 -

안전보건학과 -

  2. 지원자격

국내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단, 인정 농어촌 지역은 별도로 정함)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유형 1] -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유형 2] -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본인은 재학기간 중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부・모의 거주지는 관계없음) 

     ※ 인정 농어촌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로 

지정된 지역은 인정함

      -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 지역이 재학 도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함

     ※ 농어촌 소재 특목고(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제외함

     ※ [유형 1] 참고사항

구분 세부내용

공통 사망(실종)・이혼 이전까지 부・모 및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사망(실종)
부・모 중 한 명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이혼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 실질반영비율 : 학생부 교과 100%(최고점 1,000점, 최저점 902.5점)

선발단계 전형요소 반영비율 총점

일괄합산 학생부 교과 100%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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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반영학기 반영과목 비고

⦁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5학기

   (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

⦁ 총 10개 과목 반영

  -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사회·과학) 각 2과목

  - 기타교과 2과목

 • 과목은 학기 기준

 • 등급이 부여된 과목에 한함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반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인 9등급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 진로선택과목 환산등급

   

성취도 A B C

환산등급 1.00 3.00 5.00

입학처 홈페이지 학생부교과전형 교과성적산출 바로가기

  6.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전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2순위 : 3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3순위 : 2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7. 전형일정

구분 일시 안내사항

원서접수 2022. 9. 13.(화) 09:00 ~ 9. 17.(토) 18: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2022. 9. 13.(화) 09:00 ~ 9. 23.(금) 17:00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합격자 발표 2022. 11. 4.(금)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8.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개명한 지원자
⦁개명한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명과 다를 경우에만 제출

[유형 1] 해당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부, 모,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본인기본

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 1부)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지 변동사항이 모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유형 2] 해당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지 변동사항이 모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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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기한 : 2022. 9. 23.(금) 17:00 도착까지 유효함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4625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본부관 210호 입학처

      ※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 후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봉투 미사용, 발송용 봉투 표지 미부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의 기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최종합격자(등록자) 중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추가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23년 2월 중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 제출서류

    [유형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졸업일 이후 발급분) 1부

    ⦁부, 모,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분,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유형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졸업일 이후 발급분) 1부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분,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4625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본부관 210호 입학처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서류가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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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 명)

대학 모집단위 인원 대학 모집단위 인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10

응용과학대학 
소방방재학과 -

 노인복지보건학과 - 컴퓨터정보공학과 -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2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

 물리치료학과 5  유통마케팅학과 -

 방사선학과 3 사회복지학과 -

 치기공학과 2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

 병원경영학과 1

 언어청각치료학과 1

안전보건학과 -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포함) 또는 자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또는 자녀
        ※ 차상위계층의 인정범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및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속하는 자 또는 자녀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 실질반영비율 : 학생부 교과 100%(최고점 1,000점, 최저점 902.5점)

선발단계 전형요소 반영비율 총점

일괄합산 학생부 교과 100% 1,000점

   

  5.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반영학기 반영과목 비고

⦁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5학기

   (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

⦁ 총 10개 과목 반영

  -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사회·과학) 각 2과목

  - 기타교과 2과목

 • 과목은 학기 기준

 • 등급이 부여된 과목에 한함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반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인 9등급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 진로선택과목 환산등급

   

성취도 A B C

환산등급 1.00 3.00 5.00

입학처 홈페이지 학생부교과전형 교과성적산출 바로가기
 



- 12 -

  6.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전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2순위 : 3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3순위 : 2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7. 전형일정

구분 일시 안내사항

원서접수 2022. 9. 13.(화) 09:00 ~ 9. 17.(토) 18: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2022. 9. 13.(화) 09:00 ~ 9. 23.(금) 17:00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합격자 발표 2022. 11. 4.(금)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8.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없음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내 고교에서 1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내 고교 학교

생활기록부도 추가 제출

개명한 지원자
⦁개명한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명과 다를 경우에만 제출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원서접수 기간 내(2022. 9. 13.(화) ~ 9. 17.(토))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자활 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추가서류]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 1부)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원서접수 기간 내(2022. 9. 13.(화) ~ 9. 17.(토))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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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제출서류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추가서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 1부)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원서접수 기간 내(2022. 9. 13.(화) ~ 9. 17.(토))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

    나. 제출기한 : 2022. 9. 23.(금) 17:00 도착까지 유효함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4625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본부관 210호 입학처

      ※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 후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봉투 미사용, 발송용 봉투 표지 미부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

(2022. 9. 13.(화) ~ 9. 17.(토))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의 기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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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전형 교과성적 반영방법

  1. 해당전형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전형)

  2. 학년별 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과목
 

반영학기 반영과목 비고

⦁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5학기

   (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

⦁ 총 10개 과목 반영

  -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사회·과학) 각 2과목

  - 기타교과 2과목

 • 과목은 학기 기준

 • 등급이 부여된 과목에 한함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반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인 9등급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학생부교과전형 교과성적산출 바로가기

  3. 진로선택과목 환산등급

성취도 A B C

환산등급 1.00 3.00 5.00

  4.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

구분 산출방법

2008년 이후 고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사회·과학) 각 2과목, 기타교과 2과목 등급의 합) / 10
의 해당 적용점수 반영

  

 ※ 등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의 소수점은 모두 인정하고, 최종 산출한 등급에서의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 교과목별 또는 학기별 석차백분율을 산출하여 학년별 석차등급 산출)

    가. 학생부 교과성적 적용점수표
   

평균등급 배점 평균등급 배점 평균등급 배점 평균등급 배점

1.00~1.20 1,000 3.01~3.20 975 5.01~5.20 950 7.01~7.20 925

1.21~1.40 997.5 3.21~3.40 972.5 5.21~5.40 947.5 7.21~7.40 922.5

1.41~1.60 995 3.41~3.60 970 5.41~5.60 945 7.41~7.60 920

1.61~1.80 992.5 3.61~3.80 967.5 5.61~5.80 942.5 7.61~7.80 917.5

1.81~2.00 990 3.81~4.00 965 5.81~6.00 940 7.81~8.00 915

2.01~2.20 987.5 4.01~4.20 962.5 6.01~6.20 937.5 8.01~8.20 912.5

2.21~2.40 985 4.21~4.40 960 6.21~6.40 935 8.21~8.40 910

2.41~2.60 982.5 4.41~4.60 957.5 6.41~6.60 932.5 8.41~8.60 907.5

2.61~2.80 980 4.61~4.80 955 6.61~6.80 930 8.61~8.80 905

2.81~3.00 977.5 4.81~5.00 952.5 6.81~7.00 927.5 8.81~9.00 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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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전형) 중 검정고시 출신자 성적 반영(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취득 점수를 합산 후 환산)

취득점수 환산점수 취득점수 환산점수 취득점수 환산점수 취득점수 환산점수

498～500 1,000 468～470 975 438～440 950 408～410 925

495～497 997.5 465～467 972.5 435～437 947.5 405～407 922.5

492～494 995 462～464 970 432～434 945 402～404 920

489～491 992.5 459～461 967.5 429～431 942.5 399～401 917.5

486～488 990 456～458 965 426～428 940 396～398 915

483～485 987.5 453～455 962.5 423～425 937.5 393～395 912.5

480～482 985 450～452 960 420～422 935 390～392 910

477～479 982.5 447～449 957.5 417～419 932.5 387～389 907.5

474～476 980 444～446 955 414～416 930 384～386 905

471～473 977.5 441～443 952.5 411～413 927.5 383 이하 902.5

    다.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환산등급

등급 A B C D 이하

환산등급 2.00 4.00 6.00 8.00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고교학생부전형)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                     

                     학생부종합(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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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고교학생부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 명)

대학 모집단위 인원 대학 모집단위 인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18

응용과학대학 
소방방재학과 12

 노인복지보건학과 6 컴퓨터정보공학과 10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13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7

 물리치료학과 10  유통마케팅학과 10

 방사선학과 16 사회복지학과 12

 치기공학과 20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8

 병원경영학과 15

 언어청각치료학과 10

안전보건학과 9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 실질반영비율 : 서류 100%(최고점 1,000점, 최저점 500점)

선발단계 전형요소 반영비율 총점

일괄합산 서류 100% 1,000점

  ※ 평가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5.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블라인드 서류평가 : 지원자 평가자료(수험번호, 성명)에 가번호를 부여하며, 출신고교명 등 지원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2명이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합니다.

    ◦서류 조정평가 : 1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평가위원 간 서류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 2명이 재평가한 후 점수를 조정하여 반영합니다.

    ◦서류평가 보정점수 반영 : 동일 전형 및 동일 모집단위에서 분반을 두어 각기 다른 위원이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점수를 보정(정규화)하여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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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내용 전형자료

인성

(30%) 

학교생활충실성

(20%)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성실성

⦁다양한 교내활동 경험을 통한 학교생활의  

  우수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인성)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봉사정신

(10%)

⦁봉사활동의 진정성 및 지속성

⦁타인에 대한 배려심 및 공동체 의식

⦁수상경력(봉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전공적합성

(50%)

학업역량

(30%)

⦁기초 학업역량

⦁모집단위 관련 교과 학업역량

⦁학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 

⦁수상경력(교과)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년별 학업 향상 추이

자기주도성

(20%)

⦁교과 선택 및 이수 노력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로탐색 노력 및 모집단위 관련 활동 경험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모집단위 관련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상황(모집단위 관련)

발전가능성 

(20%)

발전가능성

(20%)

⦁경험의 다양성, 창의성, 문화적 소양

⦁도전정신 및 문제해결능력

⦁수상경력(기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타)

⦁독서활동상황(기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배점

평가영역 A B C D E

인성
학교생활충실성 200 175 150 125 100

봉사정신 100 87.5 75 62.5 50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300 262.5 225 187.5 150

자기주도성 200 175 150 125 100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 200 175 150 125 100

  6.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모두 합격・선발합니다.

  7. 전형일정

구분 일시 안내사항

원서접수 2022. 9. 13.(화) 09:00 ~ 9. 17.(토) 18: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2022. 9. 13.(화) 09:00 ~ 9. 23.(금) 17:00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합격자 발표 2022. 11. 4.(금)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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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개명한 지원자
⦁개명한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명과 다를 경우에만 제출
 

    나. 제출기한 : 2022. 9. 23.(금) 17:00 도착까지 유효함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4625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본부관 210호 입학처

      ※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 후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봉투 미사용, 발송용 봉투 표지 미부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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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 명)

대학 모집단위 인원 대학 모집단위 인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10

응용과학대학 
소방방재학과 2

 노인복지보건학과 1 컴퓨터정보공학과 2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6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2

 물리치료학과 5  유통마케팅학과 3

 방사선학과 9 사회복지학과 4

 치기공학과 12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2

 병원경영학과 3

 언어청각치료학과 3

안전보건학과 3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 실질반영비율 : [1단계] 서류 100%(최고점 1,000점, 최저점 500점)

[2단계] 1단계 성적 70%(최고점 700점, 최저점 350점) + 면접 30%(최고점 300점, 최저점 150점)

선발단계 전형요소 반영비율 총점

1단계(5배수 선발) 서류 100%
1,000점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70% + 30%

  ※ 1단계 평가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5.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가. 서류평가

      ◦블라인드 서류평가 : 지원자 평가자료(수험번호, 성명)에 가번호를 부여하며, 출신고교명 등 지원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2명이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합니다.

      ◦서류 조정평가 : 1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평가위원 간 서류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 2명이 재평가한 후 점수를 조정하여 반영합니다.

      ◦서류평가 보정점수 반영 : 동일 전형 및 동일 모집단위에서 분반을 두어 각기 다른 위원이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점수를 보정(정규화)하여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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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내용 전형자료 

인성

(30%) 

학교생활충실성

(20%)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성실성

⦁다양한 교내활동 경험을 통한 학교생활의  

  우수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인성)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봉사정신

(10%)

⦁봉사활동의 진정성 및 지속성

⦁타인에 대한 배려심 및 공동체 의식

⦁수상경력(봉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전공적합성

(50%)

학업역량

(30%)

⦁기초 학업역량

⦁모집단위 관련 교과 학업역량

⦁학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 

⦁수상경력(교과)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년별 학업 향상 추이

자기주도성

(20%)

⦁교과 선택 및 이수 노력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로탐색 노력 및 모집단위 관련 활동 경험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모집단위 관련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상황(모집단위 관련)

발전가능성 

(20%)

발전가능성

(20%)

⦁경험의 다양성, 창의성, 문화적 소양

⦁도전정신 및 문제해결능력

⦁수상경력(기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타)

⦁독서활동상황(기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배점

평가영역 A B C D E

인성
학교생활충실성 200 175 150 125 100

봉사정신 100 87.5 75 62.5 50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300 262.5 225 187.5 150

자기주도성 200 175 150 125 100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 200 175 150 125 100

    나. 면접평가

     

 ♣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 비대면 면접 운영 안내

  -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은 비대면(면접영상 업로드 방식) 면접으로 운영됩니다.

  -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 지원자는 원서 접수 시 면접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면접영상 업로드 기간 : 2022. 9. 19.(월) 14:00 ∼ 9. 29.(목) 14:00

  - 비대면 면접 관련 세부사항(면접문항, 업로드 방법 등)은 2022년 9월 중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https://ipsi.cup.ac.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면접평가

        - 지원자 평가자료(수험번호, 성명)에 가번호를 부여합니다.

        - 출신고교명 등 지원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 출신고교를 인지할 수 있는 복장(교복, 체육복 등)은 착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원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언급은 금지합니다.

      ◦개별면접 :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2명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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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면접문항의 답변을 토대로 인성, 전공적합성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합니다.

      ◦교과지식 및 공인어학성적,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 등의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면접평가 보정점수 반영 : 동일 전형 및 동일 모집단위에서 분반을 두어 각기 다른 위원이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점수를 보정(정규화)하여 반영합니다.

      ◦면접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 모집단위에서는 면접과정 녹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접 불참 시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내용

인성 

(10%)

학교생활충실성
(5%)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성실성 및 우수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봉사활동의 진정성 및 지속성

⦁배려심 및 공동체 의식
봉사정신

(5%)

전공적합성

(20%)

학업역량
(10%)

⦁학업성취도

⦁학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모집단위와 관련된 자기주도적 노력
자기주도성

(10%)

        ◦평가배점

평가영역 A B C D E

인성
학교생활충실성 50 43.75 37.5 31.25 25

봉사정신 50 43.75 37.5 31.25 25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100 87.5 75 62.5 50

자기주도성 100 87.5 75 62.5 50

  

  6.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모두 합격・선발합니다.

  7. 전형일정

구분 일시 안내사항

원서접수 2022. 9. 13.(화) 09:00 ~ 9. 17.(토) 18: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2022. 9. 13.(화) 09:00 ~ 9. 23.(금) 17:00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면접영상 업로드

(지원자 전원)
2022. 9. 19.(월) 14:00 ∼ 9. 29.(목) 14:00

⦁면접문항, 업로드 방법 등 세부사항은 2022년 

9월 중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사항 참조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 11. 22.(화)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면접평가 2022. 11. 26.(토)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합격자 발표 2022. 12. 2.(금)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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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지원자 전원

⦁비대면 면접영상 업로드

  ※ 면접영상 업로드 기간 : 2022. 9. 19.(월) 14:00 ∼ 9. 29.(목) 14:00

  ※ 면접문항, 업로드 방법 등 세부사항은 2022년 9월 중 입학처 홈페이지

(https://ipsi.cup.ac.kr) 공지사항 참조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없음

⦁[선택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1부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내 고교에서 1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내 고교 학교

생활기록부도 추가 제출

⦁[선택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1부

개명한 지원자
⦁개명한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명과 다를 경우에만 제출

    나. 제출기한 : 2022. 9. 23.(금) 17:00 도착까지 유효함

      ※ 단, 면접영상 업로드 기간은 2022. 9. 19.(월) 14:00 ∼ 9. 29.(목) 14:00까지입니다.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4625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본부관 210호 입학처

      ※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 후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봉투 미사용, 발송용 봉투 표지 미부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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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 명)

대학 모집단위 인원 대학 모집단위 인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8

응용과학대학 
소방방재학과 -

 노인복지보건학과 1 컴퓨터정보공학과 -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4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

 물리치료학과 3  유통마케팅학과 -

 방사선학과 3 사회복지학과 2

 치기공학과 4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2

 병원경영학과 2

 언어청각치료학과 3

안전보건학과 -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가톨릭 사제 또는 현직 수도회 장상(총원장, 관구장, 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톨릭계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 실질반영비율 : [1단계] 서류 100%(최고점 1,000점, 최저점 500점)

[2단계] 1단계 성적 70%(최고점 700점, 최저점 350점) + 면접 30%(최고점 300점, 최저점 150점)

선발단계 전형요소 반영비율 총점

1단계(5배수 선발) 서류 100%
1,000점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70% + 30%

  ※ 1단계 평가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5.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가. 서류평가

      ◦블라인드 서류평가 : 지원자 평가자료(수험번호, 성명)에 가번호를 부여하며, 출신고교명 등 지원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2명이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합니다.

      ◦서류 조정평가 : 1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평가위원 간 서류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 2명이 재평가한 후 점수를 조정하여 반영합니다.

      ◦서류평가 보정점수 반영 : 동일 전형 및 동일 모집단위에서 분반을 두어 각기 다른 위원이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점수를 보정(정규화)하여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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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내용 전형자료

인성

(30%) 

학교생활충실성

(20%)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성실성

⦁다양한 교내활동 경험을 통한 학교생활의  

  우수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인성)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봉사정신

(10%)

⦁봉사활동의 진정성 및 지속성

⦁타인에 대한 배려심 및 공동체 의식

⦁수상경력(봉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전공적합성

(50%)

학업역량

(30%)

⦁기초 학업역량

⦁모집단위 관련 교과 학업역량

⦁학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 

⦁수상경력(교과)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년별 학업 향상 추이

자기주도성

(20%)

⦁교과 선택 및 이수 노력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로탐색 노력 및 모집단위 관련 활동 경험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모집단위 관련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상황(모집단위 관련)

발전가능성 

(20%)

발전가능성

(20%)

⦁경험의 다양성, 창의성, 문화적 소양

⦁도전정신 및 문제해결능력

⦁수상경력(기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타)

⦁독서활동상황(기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배점

평가영역 A B C D E

인성
학교생활충실성 200 175 150 125 100

봉사정신 100 87.5 75 62.5 50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300 262.5 225 187.5 150

자기주도성 200 175 150 125 100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 200 175 150 125 100

    나. 면접평가

      ◦블라인드 면접평가

        - 지원자 평가자료(수험번호, 성명)에 가번호를 부여합니다.

        - 출신고교명 등 지원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 출신고교를 인지할 수 있는 복장(교복, 체육복 등)은 착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원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언급은 금지합니다.

      ◦개별면접 :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2명이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토대로 인성, 전공적합성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합니다.

      ◦교과지식 및 공인어학성적,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 등의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면접평가 보정점수 반영 : 동일 전형 및 동일 모집단위에서 분반을 두어 각기 다른 위원이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점수를 보정(정규화)하여 반영합니다.

      ◦면접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 모집단위에서는 면접과정 녹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접 불참 시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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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내용

인성 

(10%)

학교생활충실성

(5%)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성실성 및 우수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봉사활동의 진정성 및 지속성

⦁배려심 및 공동체 의식

봉사정신

(5%)

전공적합성

(20%)

학업역량

(10%)

⦁학업성취도

⦁학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모집단위와 관련된 자기주도적 노력

자기주도성

(10%)

      ◦평가배점

평가영역 A B C D E

인성
학교생활충실성 50 43.75 37.5 31.25 25

봉사정신 50 43.75 37.5 31.25 25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100 87.5 75 62.5 50

자기주도성 100 87.5 75 62.5 50

 

  6.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모두 합격・선발합니다.

  7. 전형일정

구분 일시 안내사항

원서접수 2022. 9. 13.(화) 09:00 ~ 9. 17.(토) 18: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2022. 9. 13.(화) 09:00 ~ 9. 23.(금) 17:00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 10. 25.(화)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면접평가 2022. 10. 29.(토)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합격자 발표 2022. 11. 4.(금)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8.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지원자 전원
⦁2023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학생부종합(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추천서 1부

  ※ 추천서는 지원자격 요건으로 활용하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없음

⦁[선택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1부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내 고교에서 1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내 고교 학교

생활기록부도 추가 제출

⦁[선택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1부

개명한 지원자
⦁개명한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명과 다를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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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기한 : 2022. 9. 23.(금) 17:00 도착까지 유효함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4625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본부관 210호 입학처

      ※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 후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봉투 미사용, 발송용 봉투 표지 미부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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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 명)

대학 모집단위 인원 대학 모집단위 인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19

응용과학대학 
소방방재학과 -

 노인복지보건학과 1 컴퓨터정보공학과 -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13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

 물리치료학과 10  유통마케팅학과 -

 방사선학과 15 사회복지학과 3

 치기공학과 12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2

 병원경영학과 4

 언어청각치료학과 5

안전보건학과 -

  

  2. 지원자격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 실질반영비율 : [1단계] 서류 100%(최고점 1,000점, 최저점 500점)

[2단계] 1단계 성적 70%(최고점 700점, 최저점 350점) + 면접 30%(최고점 300점, 최저점 150점)

선발단계 전형요소 반영비율 총점

1단계(5배수 선발) 서류 100%
1,000점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70% + 30%

  ※ 1단계 평가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5.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가. 서류평가

      ◦블라인드 서류평가 : 지원자 평가자료(수험번호, 성명)에 가번호를 부여하며, 출신고교명 등 지원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2명이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합니다.

      ◦서류 조정평가 : 1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평가위원 간 서류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 2명이 재평가한 후 점수를 조정하여 반영합니다.

      ◦서류평가 보정점수 반영 : 동일 전형 및 동일 모집단위에서 분반을 두어 각기 다른 위원이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점수를 보정(정규화)하여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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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내용 전형자료 

인성

(30%) 

학교생활충실성

(20%)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성실성

⦁다양한 교내활동 경험을 통한 학교생활의  

  우수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인성)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봉사정신

(10%)

⦁봉사활동의 진정성 및 지속성

⦁타인에 대한 배려심 및 공동체 의식

⦁수상경력(봉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전공적합성

(50%)

학업역량

(30%)

⦁기초 학업역량

⦁모집단위 관련 교과 학업역량

⦁학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 

⦁수상경력(교과)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년별 학업 향상 추이

자기주도성

(20%)

⦁교과 선택 및 이수 노력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로탐색 노력 및 모집단위 관련 활동 경험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모집단위 관련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상황(모집단위 관련)

발전가능성 

(20%)

발전가능성

(20%)

⦁경험의 다양성, 창의성, 문화적 소양

⦁도전정신 및 문제해결능력

⦁수상경력(기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타)

⦁독서활동상황(기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배점

평가영역 A B C D E

인성
학교생활충실성 200 175 150 125 100

봉사정신 100 87.5 75 62.5 50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300 262.5 225 187.5 150

자기주도성 200 175 150 125 100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 200 175 150 125 100

    나. 면접평가

      ◦블라인드 면접평가

        - 지원자 평가자료(수험번호, 성명)에 가번호를 부여합니다.

        - 출신고교명 등 지원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 출신고교를 인지할 수 있는 복장(교복, 체육복 등)은 착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원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언급은 금지합니다.

      ◦개별면접 :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2명이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토대로 인성, 전공적합성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합니다.

      ◦교과지식 및 공인어학성적,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 등의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면접평가 보정점수 반영 : 동일 전형 및 동일 모집단위에서 분반을 두어 각기 다른 위원이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점수를 보정(정규화)하여 반영합니다.

      ◦면접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 모집단위에서는 면접과정 녹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접 불참 시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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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내용

인성 

(10%)

학교생활충실성
(5%)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성실성 및 우수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봉사활동의 진정성 및 지속성

⦁배려심 및 공동체 의식
봉사정신

(5%)

전공적합성

(20%)

학업역량
(10%)

⦁학업성취도

⦁학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모집단위와 관련된 자기주도적 노력
자기주도성

(10%)

 

       ◦평가배점

평가영역 A B C D E

인성
학교생활충실성 50 43.75 37.5 31.25 25

봉사정신 50 43.75 37.5 31.25 25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100 87.5 75 62.5 50

자기주도성 100 87.5 75 62.5 50
 

  

  6.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모두 합격・선발합니다.
 

  7. 전형일정

구분 일시 안내사항

원서접수 2022. 9. 13.(화) 09:00 ~ 9. 17.(토) 18: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2022. 9. 13.(화) 09:00 ~ 9. 23.(금) 17:00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 10. 25.(화)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면접평가 2022. 10. 30.(일)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합격자 발표 2022. 11. 4.(금)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8.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개명한 지원자
⦁개명한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명과 다를 경우에만 제출
 

    나. 제출기한 : 2022. 9. 23.(금) 17:00 도착까지 유효함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4625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본부관 210호 입학처

      ※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 후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봉투 미사용, 발송용 봉투 표지 미부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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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최종합격자(등록자) 중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추가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23년 2월 중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졸업일 이후 발급분) 1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4625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본부관 210호 입학처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서류가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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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 명)

대학 모집단위 인원 대학 모집단위 인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11

응용과학대학 
소방방재학과 -

 노인복지보건학과 - 컴퓨터정보공학과 -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4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

 물리치료학과 6  유통마케팅학과 -

 방사선학과 6 사회복지학과 2

 치기공학과 3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1

 병원경영학과 2

 언어청각치료학과 2

안전보건학과 -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함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포함) 또는 자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또는 자녀

        ※ 차상위계층의 인정범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및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속하는 자 또는 자녀

    나. 특성화고교 졸업자

국내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포함)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해당 모집단위와 동일 계열인 학과 출신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기준학과표>

모집단위명 특성화고 교육과정 기준학과명

간호학과 보건간호과(간호과)

임상병리학과
농업과(생명공학기술과), 보건간호과(간호과), 사회복지과(복지서비스과), 식품가공과, 

원예과(생명공학기술과), 화학공업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간호과(간호과), 사회복지과(복지서비스과), 사회체육학과, 체육교육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간호과(간호과), 사회복지과(복지서비스과), 사회체육학과, 전기과, 전자과, 

정보컴퓨터과(컴퓨터응용과), 체육교육학과, 화학공업과

치기공학과
건축시공과, 금속재료과, 기계과, 디자인과, 보건간호과(간호과), 사회복지과(복지서비스과), 
산업설비과, 유통과(전자상거래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정보컴퓨터과(컴퓨터응용과), 

조경과, 조선과, 판매과

병원경영학과
경영사무과(경영정보과), 금융과(금융정보과), 문화콘텐츠과(콘텐츠개발과), 방송통신과(통신과),

보건간호과(간호과), 사회복지과(복지서비스과), 식품가공과, 유통과(전자상거래과),
재무회계과(회계정보과), 정보컴퓨터과(컴퓨터응용과), 조리식음료과, 판매과

언어청각치료학과
경영사무과(경영정보과), 금융과(금융정보과), 보건간호과(간호과), 보육과,

사회복지과(복지서비스과), 재무회계과(회계정보과), 정보컴퓨터과(컴퓨터응용과)

사회복지학과 경영사무과(경영정보과), 금융과(금융정보과), 문화콘텐츠과(콘텐츠개발과), 방송통신과(통신과), 
보건간호과(간호과), 보육과, 사회복지과(복지서비스과), 원예과(생명공학기술과), 

재무회계과(회계정보과), 정보컴퓨터과(컴퓨터응용과), 조리식음료과, 판매과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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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애인 등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에 의한 상이등급이 1~7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라. 서해 5도 학생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형 1] -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유형 2] -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서해 5도 :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마.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바. 농어촌학생

국내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단, 인정 농어촌 지역은 별도로 정함)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형 1] -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2] -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본인은 재학기간 중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부・모의 거주지는 관계없음)

        ※ 인정 농어촌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로

지정된 지역은 인정함

        -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 지역이 재학 도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함

        ※ 농어촌 소재 특목고(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제외함

        ※ [유형 1] 참고사항

구분 세부내용

공통 사망(실종)・이혼 이전까지 부・모,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사망(실종)
부・모 중 한 명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이혼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 실질반영비율 : [1단계] 서류 100%(최고점 1,000점, 최저점 500점)

[2단계] 1단계 성적 70%(최고점 700점, 최저점 350점) + 면접 30%(최고점 300점, 최저점 150점)

선발단계 전형요소 반영비율 총점

1단계(5배수 선발) 서류 100%
1,000점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70% + 30%

  ※ 1단계 평가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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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가. 서류평가

      ◦블라인드 서류평가 : 지원자 평가자료(수험번호, 성명)에 가번호를 부여하며, 출신고교명 등 지원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2명이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합니다.

      ◦서류 조정평가 : 1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평가위원 간 서류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 2명이 재평가한 후 점수를 조정하여 반영합니다.

      ◦서류평가 보정점수 반영 : 동일 전형 및 동일 모집단위에서 분반을 두어 각기 다른 위원이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점수를 보정(정규화)하여 반영합니다.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내용 전형자료

인성

(30%) 

학교생활충실성

(20%)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성실성

⦁다양한 교내활동 경험을 통한 학교생활의  

  우수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인성)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봉사정신

(10%)

⦁봉사활동의 진정성 및 지속성

⦁타인에 대한 배려심 및 공동체 의식

⦁수상경력(봉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전공적합성

(50%)

학업역량

(30%)

⦁기초 학업역량

⦁모집단위 관련 교과 학업역량

⦁학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 

⦁수상경력(교과)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년별 학업 향상 추이

자기주도성

(20%)

⦁교과 선택 및 이수 노력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로탐색 노력 및 모집단위 관련 활동 경험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모집단위 관련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상황(모집단위 관련)

발전가능성 

(20%)

발전가능성

(20%)

⦁경험의 다양성, 창의성, 문화적 소양

⦁도전정신 및 문제해결능력

⦁수상경력(기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타)

⦁독서활동상황(기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배점

평가영역 A B C D E

인성
학교생활충실성 200 175 150 125 100

봉사정신 100 87.5 75 62.5 50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300 262.5 225 187.5 150

자기주도성 200 175 150 125 100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 200 175 150 1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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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면접평가

      ◦블라인드 면접평가

        - 지원자 평가자료(수험번호, 성명)에 가번호를 부여합니다.

        - 출신고교명 등 지원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 출신고교를 인지할 수 있는 복장(교복, 체육복 등)은 착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원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언급은 금지합니다.

      ◦개별면접 :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2명이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토대로 인성, 전공적합성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합니다.

      ◦교과지식 및 공인어학성적,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 등의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면접평가 보정점수 반영 : 동일 전형 및 동일 모집단위에서 분반을 두어 각기 다른 위원이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점수를 보정(정규화)하여 반영합니다.

      ◦면접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 모집단위에서는 면접과정 녹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접 불참 시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내용

인성 

(10%)

학교생활충실성
(5%)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성실성 및 우수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봉사활동의 진정성 및 지속성

⦁배려심 및 공동체 의식
봉사정신

(5%)

전공적합성

(20%)

학업역량
(10%)

⦁학업성취도

⦁학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모집단위와 관련된 자기주도적 노력
자기주도성

(10%)

  

      ◦평가배점

평가영역 A B C D E

인성
학교생활충실성 50 43.75 37.5 31.25 25

봉사정신 50 43.75 37.5 31.25 25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100 87.5 75 62.5 50

자기주도성 100 87.5 75 62.5 50

  

  6.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모두 합격・선발합니다.

  7. 전형일정

구분 일시 안내사항

원서접수 2022. 9. 13.(화) 09:00 ~ 9. 17.(토) 18: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2022. 9. 13.(화) 09:00 ~ 9. 23.(금) 17:00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 10. 25.(화)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면접평가 2022. 10. 29.(토)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합격자 발표 2022. 11. 4.(금) 14:00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개별 연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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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없음

⦁[선택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1부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내 고교에서 1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내 고교 학교

생활기록부도 추가 제출

⦁[선택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1부

개명한 지원자
⦁개명한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명과 다를 경우에만 제출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원서접수 기간 내(2022. 9. 13.(화) ~ 9. 17.(토))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자활 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추가서류]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 1부)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원서접수 기간 내(2022. 9. 13.(화) ~ 9. 17.(토))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추가서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 1부)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원서접수 기간 내(2022. 9. 13.(화) ~ 9. 17.(토))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2023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확인서 1부

장애인 지원자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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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제출서류

서해 

5도 

학생

[유형 1] 해당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부, 모,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본인 기본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 1부)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지 변동사항이 모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유형 2] 해당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지 변동사항이 모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1부 보훈(지)청장 발급

농어촌

학생

[유형 1] 해당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부, 모,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본인 기본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 1부)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지 변동사항이 모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유형 2] 해당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지 변동사항이 모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나. 제출기한 : 2022. 9. 23.(금) 17:00 도착까지 유효함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4625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본부관 210호 입학처

      ※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 후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봉투 미사용, 발송용 봉투 표지 미부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

(2022. 9. 13.(화) ~ 9. 17.(토))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서해 5도 학생,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의 기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 - 서해 5도 학생 및 농어촌학생 최종합격자(등록자) 중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추가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23년 2월 중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공지

  - 제출서류

    [유형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졸업일 이후 발급) 1부

    ⦁부, 모,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유형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졸업일 이후 발급) 1부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4625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본부관 210호 입학처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서류가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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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자 유의사항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가. 복수지원 허용 범위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6개 전형에는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이 해당됩니다(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 포함).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전형 수를 의미합니다.

      ⟹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모두 취소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됩니다.

♣ 부산가톨릭대학교 내 전형 간 복수지원 범위

   ◦1개의 전형으로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면접일이 다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형에

     복수지원(최대 6회)이 가능합니다.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이중등록 금지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시모집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하나의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할 경우 : 기존에 등록한 대학에 즉시 등록 포기 신청(등록 포기 의사 

명확히 표현)을 한 후 충원 합격한 타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시모집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

됩니다.

2.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가. 원서접수 기간 : 2022. 9. 13.(화) 09:00 ~ 9. 17.(토) 18:00까지

  나. 접수처 :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 또는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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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원서 작성

▶https://ipsi.cup.ac.kr

www.jinhakapply.com

⦁회원가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공통원서 작성

전형료 결제

▶

입학원서 접수 확인

▶

서류제출

⦁전형료 결제

※ 전형료 결제 후 변경  

  및 취소 불가능

⦁수험표 등 출력

⦁해당자에 한하여 ‘발송용 봉투 표지’ 

출력 후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우편 또는 방문제출

 

  

  라.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동의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온라인 동의자)는 별도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학원서 접수 시 사진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입학원서의 내용 변경(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변경 등) 및 접수 취소, 전형료 환불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신중하게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수험표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출력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입학원서 접수 오류 등은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형기간 중 연락 가능한 본인, 부, 모 등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처(☎ 051-510-0705~8, 0804~9)로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봉투에 ‘발송용 봉투 표지’를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부산가톨릭대학교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2022. 9. 23.(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확인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 서해 5도 학생,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입학원서 접수 시 학생부 자료 온라인 제공에 미동의한 지원자, 학생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고교 출신자 및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간 내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출신학교장 

직인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 서류제출자인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명과 

      다를 시에만 제출).

    ◦제출서류의 지연도착, 제출서류의 미비, 기재 상의 착오 및 누락,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 우리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원서접수 시 아래와 같이 지원자 및 학교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지원자 정보 : 성명, 모집단위(지원학과),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교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성적 등

◦학교 정보 : 최종학력,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고교 FAX 번호 등

◦기타 정보 : 추천서, 추가 연락처,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 등

◦민감 정보 : 개인의 병적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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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장학, 등록금, 전형료 환불 및 통계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

되지 않습니다.

  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하며, 입학자의 경우 학사관리를 위하여 준영구 보관합니다.

4. 전형자료 검증
  가. 전형자료 검증 및 입학취소

    ◦우리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증명서 등의 전형자료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형자료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되거나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서 입학

이나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학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출서류가 상기 사항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 선발
  가.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학생부종합(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학생부종합(고른

기회대상자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여 모집인원의 5배수를 1단계 합격자(면접대

상자)로 선발합니다.

  나. 최하위 순위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모집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을 1단계 합격자(면접대

상자)로 선발합니다.

6. 합격자 선발
  가. 모집단위 전형별로 총점 성적 상위자 순으로 최초합격자를 선발하며, 예비후보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후보 

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2개 전형 이상 복수합격자 선발방법 : 지원자 선택에 의해 선발

  다.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열등하여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라. 전형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선발합니다. 단,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전형)・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1순위 : 전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2순위 : 3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3순위 : 2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마. 2023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7.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가. 합격자 발표 일정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 발표 일정

전 형 발표 일시

학생부종합(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2022. 10. 25.(화) 14:00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 2022. 11. 22.(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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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일정

전 형 발표 일시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고교학생부전형)・학생부종합(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2022. 11. 4.(금) 14:00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 2022. 12. 2.(금) 14:00

    ◦합격자는 개별 연락하지 않으므로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각종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격자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납부기간 : 2022. 12. 16.(금) ~ 12. 19.(월) 16:00까지

    ◦납부방법 : 부산은행 및 농협 전 지점 방문 납부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등록확인예치금 고지서는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에서 개별적으로 출력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8. 등록포기 및 등록확인예치금 환불 안내
  가. 환불기간 : 2022. 12. 20.(화) ~ 12. 26.(월) 18:00까지(타 대학에 등록하기 위한 환불)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환불 신청은 가능하나 계좌입금은 익일 은행업무 개시 시간부터 가능합니다.

  나. 환불절차 :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의 환불시스템을 통

해 신청합니다.

9. 등록금 납부
  가. 납부기간 : 2023. 2. 7.(화) ~ 2. 9.(목) 16:00까지

  나. 납부처 : 부산은행 및 농협 전 지점

  다. 등록금고지서는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cup.ac.kr)에서 개별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장학생 중 등록금 납부 금액이 ‘0원’인 경우라도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0.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가. 전형료

전 형 전형료 전형료 환불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 33,000원 -

학생부종합(고교학생부전형)・학생부종합(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
42,000원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

면접대상자로 미선발 된 

경우 면접료 5,000원 환불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 

33,000원

※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28,000원 면제)

-

  나. 전형료 환불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접수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료를 정산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원서접수 시 기재한 계좌로 환불받거나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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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형료 반환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료

12. 합격취소
  가.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등록자) 중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자격을 확인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서류가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13. 전형결과 이의신청
  가. 전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가능기간 : 해당 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 입학처(051-510-0707) 문의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4. 부정입학
  가. 제출한 전형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되거나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면접평가 시 대리 

참여, 평가자 사전 접촉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거나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나.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상기 조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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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022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1. 2022학년도 수시모집 학과별 입시결과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등급 평균과 80%cut은 최종등록자의 17개 과목(필수교과 10과목, 선택교과 5과목, 진로
선택 2과목)으로 산출한 값입니다(2022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교과성적 산출방법 기준 참조).
※ 2023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교과성적 산출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2022학년도 입시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 교과 등급 평균과 표준편차는 최종 등록자의 전 교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입시결과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등록자의 교과등급만을 나타낸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32 487 15.2 30 1.9 1.8 - 117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전형) 5 62 12.4 5 2.2 2.4 - 11

학생부교과
(사회배려대상자전형) 9 59 6.6 9 1.8 2.1 - 4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20 193 9.7 20 3.4 - 0.4 6

학생부종합
(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8 73 9.1 8 3.5 - 0.3 2

학생부종합
(고른기회대상자전형) 11 107 9.7 12 3.7 - 0.4 5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19 203 10.7 19 3.3 - 0.2 9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9 101 11.2 8 4.0 - 0.4 1

 □ 노인복지보건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0 31 3.1 3 5.5 5.3 - 19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8 11 1.4 6 6.4 - 1.1 -

학생부종합
(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2 2 1.0 1 - - - -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2 4 2.0 1 8.0 - - -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4 8 2.0 0 - - - -

 □ 임상병리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8 225 12.5 17 2.6 2.8 - 50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전형) 2 14 7.0 2 3.3 3.5 - 3

학생부교과
(사회배려대상자전형) 3 18 6.0 3 4.1 4.2 - 10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13 55 4.2 12 4.7 - 0.7 2

학생부종합
(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4 23 5.8 4 5.4 - 0.3 3

학생부종합
(고른기회대상자전형) 4 11 2.8 4 5.5 - 0.6 -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13 82 6.3 13 5.1 - 0.4 10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6 42 7.0 6 4.8 - 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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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2 162 13.5 12 2.2 2.4 - 35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전형) 3 28 9.3 3 2.4 2.4 - 2

학생부교과
(사회배려대상자전형) 5 40 8.0 4 2.5 2.4 - 6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13 117 9.0 13 4.1 - 0.6 6

학생부종합
(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3 24 8.0 3 4.5 - 0.6 2

학생부종합
(고른기회대상자전형) 5 31 6.2 5 4.5 - 0.2 3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14 159 11.4 14 3.9 - 0.4 4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5 71 14.2 5 4.1 - 0.4 3

 □ 방사선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22 333 15.1 22 2.9 3.1 - 58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전형) 2 15 7.5 2 3.9 4.2 - 4

학생부교과
(사회배려대상자전형) 5 42 8.4 5 3.1 3.5 - 1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15 81 5.4 14 5.0 - 0.4 8

학생부종합
(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4 21 5.3 4 4.2 - 1.3 -

학생부종합
(고른기회대상자전형) 7 24 3.4 7 4.2 - 1.3 -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15 96 6.4 15 5.1 - 0.5 8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9 78 8.7 9 5.4 - 0.4 3

 □ 치기공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23 236 10.3 22 3.4 3.8 - 67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전형) 2 11 5.5 2 5.1 5.1 - 4

학생부교과
(사회배려대상자전형) 2 7 3.5 2 4.1 4.2 - -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26 61 2.4 23 5.5 - 1.2 28

학생부종합
(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3 9 3.0 3 6.0 - 0.7 -

학생부종합
(고른기회대상자전형) 4 10 2.5 4 4.8 - 1.0 2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8 25 3.1 8 5.6 - 1.1 12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10 37 3.7 10 5.9 - 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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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경영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20 177 8.9 20 4.0 4.5 - 60

학생부교과
(사회배려대상자전형) 1 5 5.0 1 - - - -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18 40 2.2 10 5.4 - 1.1 12

학생부종합
(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2 5 2.5 2 7.0 - 0.7 3

학생부종합
(고른기회대상자전형) 1 6 6.0 1 5.6 - - 1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2 7 3.5 2 6.8 - 0.0 -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3 12 4.0 3 6.0 - 0.7 -

 □ 언어청각치료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6 81 5.1 16 4.1 4.5 - 37

학생부교과
(사회배려대상자전형) 1 4 4.0 1 5.1 5.1 - -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14 30 2.1 14 6.0 - 0.7 13

학생부종합
(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3 4 1.3 1 7.1 - - -

학생부종합
(고른기회대상자전형) 1 5 5.0 1 6.7 - - -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4 15 3.8 4 6.2 - 0.4 4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3 8 2.7 2 5.7 - 0.2 1

 □ 안전보건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2 41 3.4 9 5.1 6.0 - 29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6 12 2.0 6 6.4 - 1.0 2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3 5 1.7 3 5.9 -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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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2 88 7.3 12 4.8 5.2 - 51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12 41 3.4 12 6.1 - 0.6 7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2 12 6.0 2 5.3 - 1.2 1

  □ 컴퓨터정보공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2 52 4.3 5 4.9 5.3 - 20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11 25 2.3 8 5.4 - 1.2 8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3 8 2.7 2 5.8 - 2.0 1

 □ 경영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2 85 7.1 8 5.6 5.9 - 66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11 24 2.2 4 7.3 - 0.5 6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3 7 2.3 1 6.3 - - 2

 □ 유통마케팅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1 53 4.8 11 5.7 6.6 - 34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8 18 2.3 4 6.4 - 1.3 -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3 10 3.3 3 6.7 - 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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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1 173 15.7 11 4.1 4.3 - 45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10 57 5.7 10 5.7 - 0.5 13

학생부종합
(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2 5 2.5 2 7.0 - 0.6 1

학생부종합
(고른기회대상자전형) 4 15 3.8 1 6.9 - - 3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5 22 4.4 3 6.6 - 0.1 7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4 15 3.8 4 5.9 - 0.5 2

 □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현황
최종

등록인원

최종등록자
학생부교과 등급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평균 80%cut 표준편차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0 61 6.1 10 4.5 4.9 - 40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
(고교학생부전형) 9 38 4.2 8 5.5 - 0.7 17

학생부종합
(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2 4 2.0 2 7.6 - - 2

학생부종합
(고른기회대상자전형) 1 4 4.0 1 5.0 - - -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3 9 3.0 3 6.2 - 1.3 3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2 6 3.0 2 5.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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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점수
 □ 학생부종합(고교학생부전형) 

학과 평가구분
합격자 등록자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간호학과
서류평가 695.63 644.42 591.14 694.52 641.65 591.14

면접평가 300.00 287.62 269.97 300.00 286.97 269.97

노인복지보건학과
서류평가 612.50 532.66 393.75 586.25 519.90 393.75

면접평가 300.00 267.97 196.88 281.25 258.34 196.88

임상병리학과
서류평가 665.00 627.09 555.63 660.63 623.08 555.63

면접평가 300.00 280.35 245.53 300.00 278.47 245.53

물리치료학과
서류평가 700.00 637.54 587.26 697.90 643.35 596.88

면접평가 300.00 284.94 245.29 300.00 282.67 245.29

방사선학과
서류평가 656.72 607.96 560.69 640.54 603.52 560.69

면접평가 300.00 284.43 259.79 300.00 285.25 265.57

치기공학과
서류평가 651.88 566.65 468.13 630.00 560.19 468.13

면접평가 300.00 255.51 203.70 299.58 258.81 216.80

병원경영학과
서류평가 678.13 573.49 450.63 660.63 591.94 507.50

면접평가 293.75 260.25 184.38 290.63 270.00 234.38

언어청각치료학과
서류평가 691.25 629.36 555.63 678.13 630.32 555.63

면접평가 300.00 262.97 203.13 300.00 263.40 203.13

안전보건학과
서류평가 643.13 584.07 551.25 643.13 591.36 551.25

면접평가 293.75 286.33 275.00 293.75 287.50 275.00

소방방재학과
서류평가 665.00 580.04 529.38 643.13 584.79 538.13

면접평가 300.00 292.77 278.13 300.00 292.97 278.13

컴퓨터정보공학과
서류평가 651.88 584.07 511.88 621.25 579.69 555.63

면접평가 300.00 277.19 231.25 300.00 282.03 250.00

경영학과
서류평가 686.88 566.95 494.38 560.00 535.94 494.38

면접평가 296.88 283.27 268.75 281.25 275.78 268.75

유통마케팅학과
서류평가 665.00 589.60 472.50 665.00 645.32 621.25

면접평가 300.00 259.75 206.25 300.00 266.41 234.38

사회복지학과
서류평가 656.25 588.92 533.75 656.25 602.00 555.63

면접평가 300.00 271.33 221.88 300.00 275.31 228.13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서류평가 643.13 548.73 428.75 603.75 527.19 428.75

면접평가 290.63 256.61 212.50 281.25 248.05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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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종합(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학과 평가구분
합격자 등록자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간호학과
서류평가 669.38 640.94 577.50 669.38 637.66 577.50

면접평가 293.75 277.19 256.25 290.63 276.17 256.25

노인복지보건학과
서류평가 551.25 551.25 551.25 551.25 551.25 551.25

면접평가 284.38 284.38 284.38 284.38 284.38 284.38

임상병리학과
서류평가 630.00 601.25 560.00 630.00 608.13 586.25

면접평가 300.00 285.27 250.00 300.00 287.50 250.00

물리치료학과
서류평가 669.38 655.38 638.75 669.38 659.17 638.75

면접평가 296.88 284.38 265.63 293.75 282.29 265.63

방사선학과
서류평가 660.63 635.47 616.88 660.63 635.47 616.88

면접평가 281.25 274.22 265.63 281.25 274.22 265.63

치기공학과
서류평가 590.63 573.13 551.25 590.63 573.13 551.25

면접평가 281.25 273.96 268.75 281.25 273.96 268.75

병원경영학과
서류평가 651.88 609.88 546.88 634.38 590.63 546.88

면접평가 293.75 274.38 256.25 284.38 270.31 256.25

언어청각치료학과
서류평가 603.75 581.88 560.00 603.75 603.75 603.75

면접평가 278.13 275.00 271.88 278.13 278.13 278.13

사회복지학과
서류평가 656.25 589.17 538.13 656.25 597.19 538.13

면접평가 256.25 233.33 203.13 240.63 221.88 203.13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서류평가 621.25 555.63 437.50 555.63 496.57 437.50

면접평가 281.25 264.06 250.00 268.75 259.38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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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

학과 평가구분
합격자 등록자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간호학과
서류평가 651.08 623.63 605.49 651.08 622.02 605.49

면접평가 297.39 277.22 241.09 297.39 279.04 247.22

임상병리학과
서류평가 643.13 600.47 551.25 643.13 600.47 551.25

면접평가 293.75 275.78 240.63 293.75 275.78 240.63

물리치료학과
서류평가 660.63 643.68 625.63 656.25 640.50 625.63

면접평가 296.88 271.09 225.00 296.88 277.50 225.00

방사선학과
서류평가 555.63 526.25 485.63 555.63 526.25 485.63

면접평가 284.38 264.73 221.88 284.38 264.73 221.88

치기공학과
서류평가 612.50 585.52 555.63 603.75 586.25 560.00

면접평가 271.88 254.17 240.63 271.88 257.81 246.88

병원경영학과
서류평가 616.88 603.76 590.63 590.63 590.63 590.63

면접평가 281.25 275.00 268.75 268.75 268.75 268.75

언어청각치료학과
서류평가 546.88 546.88 546.88 546.88 546.88 546.88

면접평가 281.25 281.25 281.25 281.25 281.25 281.25

사회복지학과
서류평가 665.00 554.32 472.50 503.13 503.13 503.13

면접평가 287.50 222.50 150.00 234.38 234.38 234.38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서류평가 573.13 573.13 573.13 573.13 573.13 573.13

면접평가 262.50 262.50 262.50 262.50 262.50 2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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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학과 평가구분
합격자 등록자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간호학과
서류평가 700.00 648.45 611.06 700.00 646.12 618.60

면접평가 300.00 277.66 234.67 300.00 279.68 237.43

노인복지보건학과
서류평가 665.00 619.07 573.13 573.13 573.13 573.13

면접평가 275.00 270.31 265.63 265.63 265.63 265.63

임상병리학과
서류평가 694.83 603.32 535.77 652.00 598.51 553.50

면접평가 300.00 284.79 262.14 300.00 281.37 262.14

물리치료학과
서류평가 691.87 652.08 627.86 691.87 650.80 627.86

면접평가 300.00 281.31 255.50 300.00 281.75 255.50

방사선학과
서류평가 655.61 593.69 533.42 635.50 587.71 533.42

면접평가 300.00 278.06 252.50 298.02 275.58 252.50

치기공학과
서류평가 630.00 516.03 433.13 630.00 537.03 433.13

면접평가 296.88 275.63 246.88 296.88 278.52 246.88

병원경영학과
서류평가 673.75 673.75 673.75 673.75 673.75 673.75

면접평가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언어청각치료학과
서류평가 608.13 556.72 406.88 608.13 542.50 406.88

면접평가 300.00 274.22 200.00 300.00 300.00 300.00

사회복지학과
서류평가 660.63 518.59 398.13 564.38 506.05 459.38

면접평가 296.88 233.96 190.63 259.38 233.33 215.63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서류평가 634.38 613.96 586.25 616.88 596.46 586.25

면접평가 300.00 277.60 253.13 275.00 263.54 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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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 

학과 평가구분
합격자 등록자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간호학과
서류평가 664.63 633.29 600.73 647.20 626.10 600.73

면접평가 282.46 264.23 229.50 282.46 269.65 244.96

노인복지보건학과
서류평가 678.13 595.00 481.25 - - -

면접평가 271.88 255.21 231.25 - - -

임상병리학과
서류평가 669.38 608.75 590.63 669.38 609.59 590.63

면접평가 300.00 279.91 259.38 300.00 283.33 262.50

물리치료학과
서류평가 621.25 609.22 586.25 621.25 615.13 599.38

면접평가 300.00 286.53 266.96 300.00 284.66 266.96

방사선학과
서류평가 647.50 615.42 590.63 647.50 616.39 590.63

면접평가 291.00 264.25 235.36 291.00 265.97 244.09

치기공학과
서류평가 630.00 585.52 546.88 612.50 578.38 546.88

면접평가 284.38 265.10 253.13 284.38 266.25 253.13

병원경영학과
서류평가 608.13 597.92 586.25 608.13 597.92 586.25

면접평가 287.50 275.00 268.75 287.50 275.00 268.75

언어청각치료학과
서류평가 682.50 595.88 533.75 682.50 608.13 533.75

면접평가 300.00 264.38 165.63 300.00 295.31 290.63

안전보건학과
서류평가 638.75 613.60 581.88 638.75 615.42 581.88

면접평가 296.88 275.00 237.50 296.88 272.92 237.50

소방방재학과
서류평가 603.75 573.13 529.38 586.25 557.82 529.38

면접평가 300.00 286.46 271.88 287.50 279.69 271.88

컴퓨터정보공학과
서류평가 643.13 573.13 498.75 643.13 570.94 498.75

면접평가 300.00 280.47 243.75 300.00 298.44 296.88

경영학과
서류평가 647.50 620.38 586.25 586.25 586.25 586.25

면접평가 290.63 267.50 231.25 243.75 243.75 243.75

유통마케팅학과
서류평가 621.25 596.25 555.63 595.00 578.96 555.63

면접평가 296.88 246.43 196.88 296.88 247.92 209.38

사회복지학과
서류평가 673.75 629.27 595.00 673.75 639.85 608.13

면접평가 300.00 270.31 206.25 300.00 265.63 206.25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서류평가 581.88 579.69 577.50 581.88 579.69 577.50

면접평가 300.00 295.31 290.63 300.00 295.31 2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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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2023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학생부종합(성직자·수도자추천전형)

추    천    서

 ▣ 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가 기록)

 ▣ 추천인 인적사항(추천인이 기록)

성    명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소속교구 근 무 지 

현 직 위 서품(서원) 연도

지원자와교류기간       년        개월 지원자와 관계

 ▣ 지원자를 알게 된 경위와 추천하게 된 동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
지원자의 부모(또는 친척)는 알고 있으나 

지원자는 이번에 처음 만났다
□

지원자를 알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 지원자를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다 □

 추천 동기: 

※ 자유 양식으로 기술하며, 필요 시 작성 칸을 늘려서 기술

위의 사항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내용만을 기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추천인(작성자)                      (서명)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추천서는 입학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작성된 추천서는 봉투에 밀봉 후 밀봉 된 부분에 추천서에 기재한 서명(또는 날인)과 동일하게 서명(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출신고교                     고등학교 졸업(예정) 일             년     월     일

지원학과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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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2023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확인서

 

상기 본인은 귀 대학교의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지원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확인서는 입학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작성된 확인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 후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출신고교

         년   월   일 (         )고등학교 (         )과 입학

         년   월   일 (         )고등학교 (         )과 졸업□ 졸업예정□

동일계열

부합여부

지원자의 특성화고 교육과정 기준학과명 (                       ) 과

 ※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인 학과 출신자

 ※ 동일계열 확인과정에서 타 계열로 인정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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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지원자
정보

전 형 명                      

지 원 학 과                       수 험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학력정보

☐ 검정고시 출신자 합격지역 합격일   년     월     일

☐ 외국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 기관 
출신자

1.
소 재 국 가
입 학 일     년     월     일 졸업(예정)일   년     월     일
학 교 명

2. 
소 재 국 가
입 학 일     년     월     일 전 출 일   년     월     일
학 교 명

3.

소 재 국 가
입 학 일     년     월     일 전 출 일   년     월     일

학 교 명

<작성 유의사항>
 1. 본 서식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여 본인이 작성합니다.
 2.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야 합니다. 
 4.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5.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불합격) 

처리됩니다.
   가.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
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나.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

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

라도 작성 시 “0점”(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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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 항목]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사. 도서출간 사실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사실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 위 내용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이하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2학년도 학교생

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7.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
명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본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2022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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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방법>
 1. 활동기간 
   - 검정고시 출신자 :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 외국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출신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2. 활동내용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준하는 활동(※ 작성 유의사항의 제한 내용 확인)

연번 활동명
활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활동내용 활동(발행)기관

1

2

3

4

5

6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