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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일정

구  분 기간 및 일시 장  소 참고사항

원 서 접 수
(인터넷 접수)

 2017. 10. 12(목) 09:00 
 ~ 10. 16(월) 17:00

▪유웨이
 (http://uwayapply.com)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입학원서는 작성 후 출력해야 함,
▪수험표는 출력하여 보관해야 함.

입학원서 및
지원서류제출

2017. 10. 12(목) 09:00 
 ~ 10. 16(월) 18:00

▪(우)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입학관리과

▪직접방문,택배,등기우편
 [등기우편] 2017.10.16(월)
 국내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
 [직접방문, 택배]
 2017.10.16(월) 18:00까지 도착분 유효
 - 서류제출일시 기한 엄수
▪토,일요일,공휴일 서류접수 받지 않음

제출서류도착
확 인

2017. 10. 12(목) 09:00 
 ~ 10. 18(수) 16:00

▪본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http://enter.jbnu.ac.kr)

▪개별 통지하지 않으니, 모든 지
원자는 제출 서류의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함.

최
초
합
격
자

발 표
2017.12. 15(금) 

14:00예정
▪본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http://enter.jbnu.ac.kr)

▪본교 홈페이지에서“합격통지서”출력 
▪개별 통지 없음

등 록
확 인 
예 치
금 납
부

2017.12. 26(화) 09:00
~ 12. 27(수) 16:00

▪본교 지정은행
▪합격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납부함
▪등록확인예치금 미납 시 합격 취소
▪입학동의서 제출

충
원
합
격
자

발 표
2018.1. 3(수) 
14:00예정

▪본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http://enter.jbnu.ac.kr)

▪개별 통지 없음

등록금 납부
2018. 1. 4(목) ∼ 

  1. 5(금)
▪본교 지정은행

▪고지서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jbnu.ac.kr)에서 출력
▪등록금 미납 시 합격 취소.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8. 1. 9(화) ~       
1.26(금)

▪본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http://enter.jbnu.ac.kr)

▪미등록이나 등록포기로 결원 발생
  시 충원합격자 발표
▪충원합격자 발표일정 추후 공지
▪개별통지 없음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입학관리과 홈페이지 입학정보 (http://enter.ac.kr)에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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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1. 모집인원

모집단위 전형유형 모집인원 비고

치의학과

특별전형
Ⅰ. 지역 고교 졸업자  2명

Ⅱ.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  3명

일반전형  7명

합    계 12명

  ※ 동일한 모집단위의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은 동시에 지원할 수 없으며, 특별전형 내에서는 한 가지 유형의

     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음.

  ※ 특별전형 Ⅰ 미충원 인원은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 특별전형 Ⅱ 미충원 인원은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 일반전형 미충원 인원은 추가모집으로 선발함.

  ※ 수학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 자격 및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특별전형

   1) 지역 고교 졸업자 전형

     전라북도 지역 소재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 전형

     전라북도 지역 소재 정규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18. 2월말 취득예정자 포함)

 나. 공통사항 (특별전형·일반전형)

모집단위 지원 자격 비고

치의학과

대학성적
학사학위 전 과정의 평균성적이 80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상인 자

졸업예정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경우 수학한 전 과목의 평균성적

영어성적

 TEPS 601점 이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015.10.17 ~ 2017.10.16.)국내에서 취득한 
공인영어시험성적 중 2017.10.16(월)국내
우체국 소인분 또는 2017.10.16(월) 18:00
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 
※ 영어성적 2개 이상 취득시 본인
  에게 유리한 성적 1개만 제출

 TOEFL(IBT) 86점 이상

 TOEIC 755점 이상

M/DEET
2017년도 M/DEET에 응시하여 취득한 
2개 영역의 표준점수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자

2017년도 취득한 성적에 한함

KBS

한국어시험
4급이상(1급~4+급)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015.10.17 ~ 2017.10.16.)국내에서 취득한 
시험성적 중 2017.10.16(월)국내우체국 소
인분 또는 2017.10.16(월) 18:00까지 제출
한 성적만 인정 
※ 외국인 또는 외국 소재 대학 출신 학생에 한함

국어능력시험
(TOKL)

5급이상 (1~5급)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18. 2월말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표 1 page 11참조)

  ※ 선수과목 이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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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요소별 선발방법

1. 전형 요소 및 배점                                

구분
전     형     요     소

최종

계대학성적
(GPA)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M∙DEET)

공인영어
성적

일반전형

특별전형

20%

(40점)

50%

(100점)

30%

(60점)

100%

(200점)   

※ 졸업예정자(2018년 2월까지)의 경우 대학성적은 수학한 모든 학기의 성적을 반영함

※ 예과와 본과로 나뉘어 있는 성적은 본과 성적만 반영함

※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성적은 자연과학 Ⅰ, 자연과학 Ⅱ 표준점수의 합계점수를 반영하며, 

영역별 가중치는 없음

2. 전형 방법  
 - 전형요소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3.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가. 대학성적

    1) 산출식 : X*40/100 [X=본인의 대학성적 평균점수]

    2) 대학 편입생 성적 산출 방법

       A대학(2․3․4년제)에서 ㉮학점을 취득한 후 B대학(4년제)에 편입학하여, ㉮학점 중 

㉯학점을 인정받고, B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학점X㉮학점의 평균성적)+(㉰학점X㉰학점의 평균성적)]÷(㉯학점+㉰학점)

   나.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산출식 : X/1.5 [X=본인의 M/DEET 표준점수] 

         합계점수가 150점 이상인 경우 100점 만점 부여

   다. 공인영어 성적

      TEPS관리위원에서 발표한 TEPS-TOEIC-TOEFL Conversion Table(2011년)을       

      이용한 구간별 점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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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TOEFL TEPS TOEIC 평점 TOEFL TEPS TOEIC

60 120 941~990 990 50 100 708~715 860

59.5 119 927~940 　 49.5 99 695~707 850~855

59 118 919~926 985 49 98 688~694 845

58.5 117 912~918 980 48.5 97 681~687 840

58 116 902~911 975 48 96 669~680 830~835

57.5 115 884~901 965~970 47.5 95 663~668 825

57 114 873~883 960 47 94 652~662 815~820

56.5 113 863~872 955 46.5 93 647~651 810

56 112 852~862 950 46 92 642~646 805

55.5 111 833~851 940~945 45.5 91 632~641 795~800

55 110 824~832 935 45 90 623~631 785~790

54.5 109 815~823 930 44.5 89 619~622 780

54 108 798~814 920~925 44 88 611~618 770~775

53.5 107 791~797 915 43.5 87 606~610 765

53 106 774~790 905~910 43 86 601~605 755~760

52.5 105 766~773 900
 ※ 평점 59.5의 TOEIC 점수가 없는 이유는   

 TEPS-TOEIC-TOEFL Conversion Table에서

 TOEIC점수가 동일하게 990점이어서 이를  

 평점 6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임

52 104 751~765 890~895

51.5 103 737~750 880~885

51 102 730~736 875

50.5 101 716~729 865~870

 

  ※ 대학성적, M/DEET성적, 공인영어성적 등 모든 점수의 연산 시 발생하는 소수점 아랫자리  

     숫자의 처리는 소수점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4. 동점자 처리기준
  가. 최종합격자 사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함

      1) M∙DEET 점수 고득점자 

      2) 자연계열 및 이공계열 출신자

      3) 공인 영어 점수 고득점자

5. 충원합격자 선발 방법
  가. 미등록이나 등록포기 등으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각 전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나. 전형별 미충원 인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1) 특별전형 Ⅰ 미충원 인원은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2) 특별전형 Ⅱ 미충원 인원은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3) 일반전형 미충원 인원은 추가모집으로 선발함 

  ※ 예비후보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해 본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의·치과대학에서 수학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 자격 및 모집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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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

구  분 전형유형별
제 출 서 류 세 부 사 항

입 학 원 서 공통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www.uwayapply.com)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공통

▪학위등록번호 기재된 졸업증명서 제출
▪2018. 2월말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제출
▪외국대학 출신자는 반드시 졸업장 원본을 제출 후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 야 함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전북지역 고교 
졸업자 전형

▪전라북도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만 제출

학사학위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

공통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수학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편입학
  한 자는 편입학 모든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
(M/DEET) 성적표

공통 ▪2017년도에 취득한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M/DEET)]성적표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원본)

공통

▪국내에서 취득한 TOEFL(IBT), TEPS 성적표, TOEIC성적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015.10.17. ~

   2017.10.16.)국내에서 취득한 공인영어시험성적 중

   2017.10.16(월)국내우체국 소인분 또는 2017.10.16(월) 
18:00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 

공인 국어능력시험 
성적표

공통

▪KBS한국어능력시험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TOKL)의 
 성적표 (외국인 또는 외국소재 대학 출신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015.10.17. ~

   2017.10.16.)국내에서 취득한 시험성적 중

   2017.10.16(월)국내우체국 소인분 또는 2017.10.16.(월)

  18:00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 
 
  ※ 외국 대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별도로 각 1부씩을 직접 본인의 졸업대학교에 신청하여    

     해당 출신대학교에서 바로 본교 입학관리과로 직접 우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증본과 제출본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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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전북대학교 입학관리과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CITY JEONBUK SOUTH KOREA 54896 

CHONBUK NATIONAL UNIVERSITY NEW SILKROAD SENTER Admission Affairs Division Office   

  ※ 입학 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원본 및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일 경우 원본과 사본을 각 

1부씩 동봉하여 받을 주소 등이 명시된 회송용 봉투와 함께 제출)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의무종사만료예정증명서 제출 (해당자에 한함)

2. 서류 제출방법

  가.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 가능하며 방문 제출도 허용함.

   

우편접수처 :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 센터 2층 입학본부 입학관리과

  나. [등기우편] 2017. 10. 16(월) 국내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직접방문 및 택배] 2017. 10. 16(월) 18:00시까지 도착분 유효 

      ※ 서류제출일정 이후 접수 된 경우 접수가 취소되니 타 지역 및 외국거주자    

    지원자 등은 서류제출마감일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송달과정의 사고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전형료 반환은 해당되지 않음.

  다. 우편이나 택배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서류의 접수 유무를 본교 입학본부 

입학관리과(063-270-3902)에 확인하여야 함.

  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서류접수를 받지 아니함.

   마. 제출서류 중 즉시 반환이 필요한 서류가 포함된 경우 본교 입학관리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Ⅴ 전형료 및 원서접수 방법

 1. 전형료 반환대상 및 금액
   가. 전형료 : 150,000원

   나.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다.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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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료 반환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불 조치함

   마.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납부한 입학   

 전형료 전액

     ⇒ 전형료 반환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불 조치함

2. 반환 방법
    - 입학원서 작성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전형료 환불 계좌로 이체

3. 입학원서 접수 절차(인터넷 접수)   

   가. 접속: http://www.uwayapply.com으로 접속

   나. 회원 가입(무료)

   다. 전북대학교 의.치의학 학사편입학 입학원서 접수 선택

   라. 입학원서 작성(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업로드) 

   마. 전형료 결제 (http://www.uwayapply.com 방법 참고)

   바. 전형료 결재 후 부여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바. 전형료 결제 후 입학원서를 출력,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입학본부 입학관리과에 

방문 및 우편접수 제출 함.

4. 주의사항 
  가. 이미 입력(접수)된 사항은 정정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본교 입학본부 입학관리과[063-270-3902]로 연락하여 수정하여야 함

  나. 원서접수 후 전형료를 납부한 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다. 입학원서 접수 마감시간인 2017. 10. 16[월] 17:00까지 입학원서 작성과 전형료 입

금까지 완료하여야 유효한 원서접수로 인정함

  라. 접수 마감일은 인터넷 접속 폭주로 접수 지연 또는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서접수 오류, 접수 불능 등 지원자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함.

  마. 입학원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며,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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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최초 합격자 발표

구분 발표일자 비고

최초 합격자 2017.12.15(금) 14:00예정
- 본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http://enter.jbnu.ac.kr)에서 확인
- 개별 통지 하지 않음.

  

2. 최초합격자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구분 기간 비고

 납부방법
2017.12. 26(화) 09:00 ~ 

12. 27(수) 16:00까지

- 합격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납부함

- 등록확인예치금 미납 시 합격 취소

- 입학동의서 제출

3. 충원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18. 1. 3(수) 14:00예정

  나. 장소 :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정보(http://enter.jbnu.ac.kr)

  다. 합격여부 조회 : 본교 홈페이지에서 수험생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를 입력하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라. 합격통지서 교부 : 최종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 또는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합격통지서」를   

                         출력하여 소지하여야 함.

  

4. 합격자 등록
  가. 최종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입학동의서(본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를  

     작성하여 전북대학교 입학관리과에 제출하여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입학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나. 입학동의서 제출기간 : 2017. 12월 ~ 2018. 1월 중

    
5. 입학 포기
  가. 최종ㆍ추가 합격자로서 입학동의서를 제출한 후 본교에 입학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입학포기서(본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학포기는 전화 및 팩스 등 구두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입학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Ⅵ

http://enter.jbnu.ac.kr
http://enter.chonbuk.ac.kr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I
D
ab
cd
ef
_:
M
S_
00
01
M
S_
00
01

- 9 -

Ⅶ 등록금 납부

 1. 납부기간 : 2018 1. 4(목) ~ 1. 5(금) 16:00시 예정

 2. 납부장소 : 본교 지정 은행(추후 고지서에 명기)

 3. 유의사항

가. 등록금 납 부 고지서를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납부 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  

   기관에 반드시 납부해야 함

나. 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합격이 취소됨

Ⅷ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입학원서 작성 및 등록절차에 있어서 정확하고 거짓 없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지원자는 정해진 마감시간까지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지원한 대학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지원자는 1월 말 등록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  

  되는 경우 즉시 전북대학교 입학관리과(063-270-3902)로 알려야 한다.

 라. 지원자는 의대, 치대 중 2개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의/치과대학과 의/치전원간의 

상호 중복지원이 가능함.  [초과지원금지] 2개교 초과 지원자의 지원서는 3순위(접수순) 

이후 대학에 접수한 지원서를 무효처리 함(2개교 초과 지원으로 인한 무효 처리 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2018년도 의 ·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및 의·치의학전문대

학원에 중복 합격한 사람은 하나의 대학(원)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지원자가 합격한 대

학(원)에 입학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에 통보하고 입학(등록)포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명단이 제출된 경우(2018년 1월 19일, 17시 

이후)에 중복 등록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우리대학에서 불합격처리한다.

 마. 합격하여 대학에 등록한 후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로 명단이 제출  

 된 자(이하 ‘등록자’)는 이후에 실시되는 동일 학년도 의과대학, 치과대학, 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바. 등록자 명단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 제출된 이후(2018년 1월 17일)에  

    각 대학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치의학과 및 의/치의학전문   

    대학원 등록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선발한다.

 사. 합격자 중 허위 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는 입학 후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납부한 등록금 등을 환불하지 않음

 아. 평가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성적이 본 치과대학 
- 10 -

수학능력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정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아니함

 자. 입학원서에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 [http://www.jbnu.ac.kr]에  공고 

한 후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본인이 확인하고 지시에 따라야 함

 카. 전북대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타. 입학지원서 입력착오 또는 지원자의 연락 불명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원서 및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처리함

Ⅸ 입학전형 안내

  1.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 입학안내

  2. 주소 :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 센터  

           2층 입학본부 입학관리과

  3. 전화 : 전북대학교 입학관리과 063-270-3902 (FAX : 063-270-4745)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실 063-270-4427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 전북대학교 의료과정 운영학교 평가 ·인증

   ① 의예과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6년(2015. 3. 1 ~ 2021. 2.28)인증 획득

   ② 치의예과 :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치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5년(2016. 3. 1 ~ 2021.2 .28)인증 획득

 

http://www.chonbuk.ac.kr
http://enter.jbnu.ac.kr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I
D
ab
cd
ef
_:
M
S_
00
01
M
S_
00
01

- 11 -

(★별표 1)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   

  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  

  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  

  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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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입학동의서]  

입 학 동 의 서

수 험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 신 대 학
(            )대학     

(            )학부(과)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위 수험생은 2018학년도 치과대학 학사편입학모집에 합격하여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할 것을 동의하며, 이후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의 모든 등록절차

를 따를 것이며, 등록금은 납부기간[2018. 1. 4. ~ 1. 5]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7.  12.   .

                          수험생                      [인]

                          보증인                      [인]  

                          [관계 : 수험생의               ]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 유의사항 
  1. 치과대학 학사편입학 모집에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함.
  2. 지정된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3. 위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D%98%EB%A3%8C%EB%B2%95&x=10&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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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입학(등록)포기서]                                           전북대학교 

입학(등록) 포기서
수 험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 신 대 학
(            )대학     

(            )학부(과)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위 본인은 2018학년도 치대 학사편입학 모집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입학(등록)을 포기합니다. 입학(등록)포기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법률상의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보증인과 연

대하여 서약합니다.

◈ 입학(등록)포기 사유

사   유

201 .     .      .

                          수험생                      [인]

                          보증인                      [인]  

                          [관계 : 수험생의               ]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 유의사항 
  1. 치대 학사편입학 모집에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함.

  2. 지정된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3. 위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2018학 년 도  치 과 대 학  학 사 편 입 학  입 학 원 서 (견 본 )

수험번호 *

전형구분 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접수번호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

인
 
 
적
  
사
 
 항

지원학과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성  명(영문)

연락처 전화 휴대폰 E-mail

주  소 재외국민 외국인

직장명 출신고등학교

학
 
 력
 
 
사
  
항

학 사

과 정

대학교 대  학

학  과 학과계열

캠퍼스명 학위등록번호 졸업년월일

(편입학)
전 적
대 학

대학교 대  학

학  과 학위등록번호 졸업년월일

석 사

과 정

대학교 대학원

학  과 학위등록번호 졸업년월일

박 사

과 정

대학교 대학원

학  과 학위등록번호 졸업년월일

대

학

성

적

전학년 평균성적(GPA)             /100(백분율환산점수)

편입학
경  우

전적 대학
평균 성적

편입학 시
인정 학점

편입 후
순수 취득학점

편입학 후
평균 성적

영

어

구  분 등록번호 응시일자(국가) 점 수 2017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토

플

CBT 수험번호

IBT 표준점수 합계

PBT 구    분 자연과학추론 1 자연과학추론 2

TOEIC 표준점수

TEPS 백 분 위

공인

국어

국어능력시험

KBS한국어능력시험

병역사항 전역예정일

보 호 자
성  명 관  계 연락처

주  소

환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본인은 귀 의과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7년   월   일

지원자                 (인/서명)

전 북 대 학 교  총 장  귀 하

* 본 입학원서는 제출서류와 함께 2017. 10. 12(목) ~ 10. 16(월) 17:00까지 전북대학교 입학관리과로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제출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