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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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는 
제출 서류의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함.

1 단 계
합격자 발표

2017.11.24(금) 11:00 예정
▪본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http://enter.jbnu.ac.kr

▪개별통지 없음

면 접 고 사 2017.12.02(토) 09:00 예정

▪의과대학 학생회관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화: 063) 270-3063

▪세부일정은 1단계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최
초
합
격
자

발 표 2017.12.22(금) 11:00 예정
▪본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http://enter.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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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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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http://enter.jbnu.ac.kr)에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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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1. 모집인원

모집단위 전형유형 모집인원 비고

의학과

특별전형

Ⅰ. 지역 고교 졸업자 10명

Ⅱ.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 10명

Ⅲ. 자유·정의·창조형  2명

일반전형 11명

합    계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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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음.

※ 특별전형 Ⅰ 미충원 인원은 특별전형 Ⅱ에서 우선 선발하고, 미충원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 특별전형 Ⅱ 미충원 인원은 특별전형 Ⅰ에서 우선 선발하고, 미충원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 특별전형 Ⅲ 미충원 인원은 특별전형 Ⅱ에서 우선 선발하고, 미충원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 일반전형 미충원 인원은 추가모집으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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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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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유·정의·창조형 전형

     다음 사항 중 1가지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m 국내에서 취득한 한의사 면허 소지자 (2018년 2월말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자 포함)

     m 국가고시(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기술고시) 최종합격자

     m 국내에서 취득한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m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14.10.17 ~ 2017.10.16, 병역기간 제외)에 생명  

        과학분야 SCI급 학술지에 제1저자(공동 제1저자가 있을 경우 제1저자는 제일 선행저자  

        1인에 한하여 인정)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의 impact factor합이 15점 이상인 자  

        (생명과학분야 및 impact factor는 Thomson Reuters사의 최근 Journal Citation Reports 기준)

http://enter.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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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통사항(일반전형·특별전형)  

모집단위 지원 자격 비고

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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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경우
수학한 전 과목의 평균성적

영어성적

 TEPS 66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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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점 이상

 TOEIC 830점 이상

M/DEET
2017년도 M/D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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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참조)

 ※ 선수과목 이수 필요 없음

 

Ⅲ 전형요소별 선발방법

1. 전형요소 및 배점

구분 모집

인원

1단계 2단계 최종

서  류  전  형
심층
면접 합계대학성적

(GPA)
의․치의학교육입문

검사(M/DEET) 영어 서류
평가

특별
전형

지역 고교 졸업자 10 40점 80점 40점 - 40점 200점

지역 대학교 졸업(예정)자 10 40점 80점 40점 - 40점 200점

자유·정의·창조형 2 40점 80점 40점 - 40점 200점

일반전형 11 40점 80점 40점 - 40점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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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과정이 예과와 본과로 나누어진 경우 본과 성적만 반영함

※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성적은 자연과학Ⅰ, 자연과학Ⅱ 표준점수의 합계점수를 반영하며  

  영역별 가중치 없음

2.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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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전형 :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00% 이내 선발

나. 2단계 전형 : 심층면접 (인성영역, 지성영역, 전공 관련 지식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결시자 및 심층면접 배점의 40%미만을 취득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최종 합격자 선발 : 1단계 평가점수와 2단계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함.

3.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가. 대학성적

       1) 환산표의 급간 점수는 하위 점수를 적용한다.

       2) 대학 편입생 성적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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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을 인정받고, B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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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M/DEET 점수는 자연과학Ⅰ, 자연과학Ⅱ 표준점수의 합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영역별 가중치는 없음)

       1) 합계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환산점수는 0점 부여

       2) 합계 점수가 140점 이상인 경우 80점 만점 부여

       3) 합계 점수가 60점 초과 140점 미만인 경우 다음 공식 적용

          M/DEET 배점 = (지원자 M/DEET 점수-60점)×(80/[140-60])

                       = (지원자 M/DEET 점수-60점)×1

    다. 공인영어 성적

       TEPS 관리위원회의 TEPS-TOEIC-TOEFL Conversion Table(2011기준)에 의하여 우리대학에서

대학성적 배점 대학성적 배점

100 40.00 89 37.00 

99 40.00 88 36.66

98 40.00 87 36.33 

97 39.66 86 36.00 

96 39.33 85 35.66

95 39.00 84 35.33 

94 38.66 83 35.00 

93 38.33 82 34.66 

92 38.00 81 34.33

91 37.66 80 34.00 

90 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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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공인영어성적 구간별 TEPS점수로 환산하여 배점

  

     1) 환산표의 급간 점수는 하위 점수를 적용한다.

  2) 환산된 텝스 점수가 669점은 0점 부여, 912점 이상은 40점 만점 부여 

  3) 환산된 텝스 점수가 669점 초과 912점 미만인 경우 다음 공식 적용

        영어배점 = {지원자 영어점수-669} × (40/243)

                 = {지원자 영어점수-669} × 0.1646

  

 

마. 심층면접

    1) 일반전형, 특별전형

TEPS TOEIC TOEFL TEPS TOEIC TOEFL TEPS TOEIC TOEFL

989~990 990 120 884~886 965 114 766~767 900 105
984~988 990 120 879~883 960 114 758~765 895 104
979~983 990 120 873~878 960 113 754~757 890 104
974~978 990 120 871~872 955 113 751~753 890 103
968~973 990 120 866~870 955 113 744~750 885 103
963~967 990 120 865 955 112 742~743 880 103
958~962 990 120 863~864 955 112 740~741 880 102
954~957 990 120 862 950 112 737~739 880 102
949~953 990 120 859~861 950 112 731~736 875 102
945~948 990 120 857~858 950 112 730 875 101
941~944 990 120 853~856 950 112 727~729 870 101
937~940 990 119 852 950 111 723~726 870 101
934~936 990 119 842~851 945 111 720~722 865 101

933 990 119 840~841 940 111 716~719 865 100
931~932 990 119 833~839 940 110 713~715 860 100
929~930 990 118 831~832 935 110 710~712 860 100
927~928 990 118 828~830 935 110 708~709 860 99
925~926 985 118 824~827 935 109 707 855 99
922~924 985 118 820~823 930 109 701~706 855 99
920~921 985 117 815~819 930 109 700 850 99

919 985 117 808~814 925 108 699 850 98
916~918 980 117 806~807 925 108 695~698 850 98
912~915 980 117 803~805 920 108 690~694 845 98

911 980 116 798~802 920 107 688~689 845 97
906~910 975 116 796~797 915 107 686~687 840 97
902~905 975 116 792~795 915 107 682~685 840 97
900~901 970 115 791 915 107 681 840 96

899 970 115 782~790 910 106 675~680 835 96
894~898 970 115 778~781 905 106 674 830 96

893 970 115 777 905 105 673 830 96
891~892 965 115 774~776 905 105 669~672 830 95
887~890 965 114 768~773 90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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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층면접 점수의 배점 : 40점

     ② 심층면접 점수부여 방법

        - 면접위원 3인의 평균 값 

        - 면접점수 49점 만점 중 면접위원 3인의 평균점수 20점 미만 취득자는 불합격 처리함 

        - 위원 3인 점수의 평균값을 40점 만점으로 환산함

           (실 반영점수 = 취득점수 × 0.8163)   

   
   3) 각 고사실별 점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한 표준화 점수제를 적용

 
   4) 기본소양(인성, 예절과 태도, 가치관, 의사소통능력, 봉사활동 등)과 전공수행 기초능력

     (문제해결능력, 전공관련지식, 전공적성 및 연구활동 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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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자리 숫자의 처리는 소수점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4. 동점자 처리기준  

  가. 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모두 면접대상자로 선발

 나. 2단계 전형(최종 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위에 의해서 선발

1) 심층면접 점수 고득점자

2) 서류평가 점수 고득점자

3) M/DEET 성적 고득점자

4) 자연계 및 이공계 출신자 

5) 영어 성적 고득점자

5. 예비합격자 선발 방법
    가. 예비합격자는 각 전형별로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한다.

    나. 미등록이나 등록포기 등으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각 전형별로 예비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다. 전형별 예비합격자 부족으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1) 특별전형 Ⅰ 미충원 인원은 특별전형 Ⅱ에서 우선 선발하고, 미충원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2) 특별전형 Ⅱ 미충원 인원은 특별전형 Ⅰ에서 우선 선발하고, 미충원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3) 특별전형 Ⅲ 미충원 인원은 특별전형 Ⅱ에서 우선 선발하고, 미충원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4) 일반전형 미충원 인원은 추가모집으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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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에 대해 본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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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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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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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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체국 소인분 또는 2017.10.16(월) 18:00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 

공인 국어능력시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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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체국 소인분 또는 2017.10.16(월) 18:00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  

지원자 확인 서약서

자유·정의·창조형

▪<서식 1~3>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우편이나 방문 제
출하고, 반드시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
(jbmed@jbnu.ac.kr)로도 별도 전송하여야 함

경력사항 기술서

증빙서류 목록

경력사항 증빙서류
▪자기계발의 성과물이나 자신의 능력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경력, 자격, 면허, 특허나 실용신안과 장학금 수혜, 수상, 사회봉사 
활동 관련 증명서, 연구경력 증명서 및 연구 실적물 각 1부

자격증ㆍ면허증

▪국내에서 취득한 한의사 면허증
  (2018년 2월말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자 포함)

▪국가고시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 기술고시 
최종합격자
▪국내에서 취득한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14.10.17 ~ 
2017.10.16, 병역기간 제외)에 생명과학분야 SCI급 학술지에 
제1저자(공동 제1저자가 있을 경우 제1저자는 제일 선행
저자 1인에 한하여 인정)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의 
impact factor 합이 15점 이상인 자(생명과학분야 및 
impact factor는 Thomson Reuters사의 최근 Journal 
Citation Report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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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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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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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자유·정의·창조형 전형의 서류 <서식 1~3> 작성한 후 출력하여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고

     반드시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jbmed@jbnu.ac.kr)로도 별도 전송하여야 함

     ※ <서식 1~3>는 본교 홈페이지 입학정보(http://enter.jbnu.ac.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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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본부 입학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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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방문 및 택배] 2017. 10. 16(월) 18:00시까지 도착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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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1단계 전형 합격자의 경우 심층면접이 끝나고 본교 

입학관리과에서 별도 반환 예정임

http://enter.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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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형료 및 원서접수 방법

    1. 전형료 반환대상 및 금액
    가. 전형료 : 250,000원

    나. 1단계 전형 불합격자는 10만원을 환불함

    다. 1단계 전형 합격자가 2단계 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할 경우 전형료는 환불하지 아니함 

   라.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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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전형료 반환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불 조치함

    사.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납부한 입학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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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부득이하게 인적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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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까지 완료

   하여야 유효한 원서접수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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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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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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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초 합격자 발표

 구 분 발표일자 비고

1단계 합격자 2017.11.24.(금) 11:00 예정 - 본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http://enter.jbnu.ac.kr)에서 확인

- 개별 통지 하지 않음.
최 초 합격자 2017.12.22.(금) 11:00 예정

2. 최초 합격자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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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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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ter.jbnu.ac.kr
http://enter.chon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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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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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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및 등록절차에 있어서 정확하고 거짓 없는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 경력 사항 기술서 등 내용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기재 시 심의를 거쳐 실격 처리 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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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관리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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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및 의·치의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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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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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에서 불합격처리한다.

마. 합격하여 대학에 등록한 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로 명단이 제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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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바. 등록자 명단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 제출된 이후(2018년 1월 19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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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등록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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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평가 성적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성적이 본  

    의과대학 수학능력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정원에 관계없이 선발  

    하지 아니함. 

아. 입학원서에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와 연락  

   두절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수험생은 심층면접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지각 및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차. 심층면접 시 휴대전화, 무전기, 녹음기, 카메라, 컴퓨터, PDA 등은 일괄 수거하여 보관  

   하며 개인 휴대를 일체 금함. 위반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카.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 및 입학정보 홈페  

   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아니함.

타. 본교가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파.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원서 접수 시 불합격 처리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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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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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행정실 063-270-3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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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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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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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7

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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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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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

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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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다음 사항을 자세히 읽어본 후 작성하십시오.

1.  제출서류는 [지원자 확인서약서], [경력 사항 기술서], [증빙서류 목록]을 말하며 이는 입학

전형의 중요한 평가 자료이므로 다음의 항목별 지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서식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서식 1>: 지원자 확인 서약서

   <서식 2>: 경력 사항 기술서 

   <서식 3>: 증빙 서류 목록  

3. 경력 사항 기술서 등 내용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기재 시 심의를 거쳐 실격 처리 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4. [경력 사항 기술서]를 작성할 때 행(줄)은 추가할 수 있으나 양식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5. 작성이 완료된  [경력 사항 기술서]는 반드시 누락, 낙장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스테이플러

  좌측 상단을 철하여 주십시오.

6. 원본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한 이후에도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작성한 문서는 출력하여 입학원서와 함께 우편이나 택배로 우송하고,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jbmed@jbnu.ac.kr)로도 별도 전송하여 주십시오.

   ※ 파일명은 본인 성명과 접수번호의 조합임(예: 홍길동2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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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자 확인 서약서]      
        

지원자 확인 서약서

□ 접수번호 :                          □ 수험번호 :                      

□ 전형구분 : 자유·정의·창조형

지원자 인적사항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           -          -                

  최종학위(예정)명 :                          최종학위 취득(예정)년도 :                           

  최종학위(예정) 대학교 :                          전공 :                                         

  학사학위 취득 대학교 :                          전공 :                   (소재지:             ) 

  학사학위 취득 대학교 입학년도 :                 학사학위 취득 대학교 졸업년도 :                

  졸업한 고등학교 :                          (졸업년도:             소재지:                     )

  졸업한 중학교   :                          (졸업년도:             소재지:                     )

  졸업한 초등학교 :                          (졸업년도:             소재지:                     )

 1. 본인은 이 경력사항기술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이 경력사항기술서에 고의적인 허위내용 기재나 대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입학허가 취소 또는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3. 또한 경력사항기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귀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습니다.

  4. 경력 사항 기술서 내용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기재 시 심의를 거쳐 실격 처리 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인)                

전 북 대 학 교 총 장  귀 하

지원자 확인 서약

- 16 -

[서식 2. 경력 사항 기술서] 

경력 사항 기술서 
 

 1. 학사과정 및 이후의 학력(석/박사 과정 포함)   

기간 학교(소재지) / 대학 학과(부) / 전공 학위 또는 수료

   

※ 학사과정 입학 이후 전과(轉科), 편입을 포함한 모든 학력사항 기재

 2. 경력(학사과정 졸업 이후의 경력)  

재직기간
직장명 / 부서

수행업무/직위
주당 

근무시간
비고

직장 주소

～

～

※ 학사과정 중의 단기 경력 사항은 <7. 기타 경력>란에 기재

 3. 장학금 수혜 경력(고교 시절은 기록하지 아니함)

기간 장학금 이름 수여기관 비고

 

 ※ 학사과정만 기록. 종친회 장학금 등은 제외

4. 수상경력(고교 시절은 기록하지 아니함)

수상 일자 수상 내용(이름) 시상기관(단체) 비고(개인, 단체) 

    

※ 학사과정과 그 이후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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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증, 면허, 특허 및 실용신안

취득 일자 종류 또는 이름 발급기관

 

※ 교통관련 면허 제외

 6. 봉사 활동 경력

기간 및 총 시간 활동명 설    명(간략하게) 기관

※ 학사과정과 그 이후의 사항을 순서대로 기록(군 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은 제외함)

 7. 기타 경력(교육, 연수, 프로그램 이수, 연구, 창작 등을 연도순으로 기술)

<교육, 연수, 창작 및 기타 사항 기록>  

기간 활동명 설    명(간략하게) 주관 기관

※ 학사과정과 그 이후의 사항을 순서대로 기록

<국내, 국제 학술발표(구연 혹은 포스터) 경력이 있을 경우 기록>

연제

학술대회명/초록집

본인역할

 * 표를 복사하여 추가 기록할 수 있음

<연구논문이 있을 경우 기록. 단, 학위논문 제외>

논문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

본인역할

* 표를 복사하여 추가 기록할 수 있음

- 18 -

[서식 3. 증빙 서류 목록] 

증빙 서류 목록

연번  항목번호 증빙서류 이름(또는 내용) 발급기관 비고

※ 유의사항

   1. 항목번호는 학력(1), 봉사활동(6) 등을 의미함.

      (경력사항기술서 외의 증빙서류 항목번호는 “지원서류”, “자기기술서” 등으로 표시함)

   2. 증빙서류는 연번 순으로 제출 하여야 함.

   3.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발급기관의 원본 대조필인(印)이 있어야 함.(필요 시 본교 입학전

형관리위원회에서 원본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음)

   4. 학술대회 발표나 논문게재 시 초록집과 논문을 제출 하여야 함.

   5. 문서 형태가 아닌 CD나 DVD, 비디오테이프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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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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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학사편입학모집에 합격하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할 것을 동의하며, 이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모든 등록절차를 

따를 것이며, 등록금은 납부기간[2018. 1. 10. ~ 1. 11]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 .   .   .

                          수험생                      [인]

                          보증인                      [인]  

                          [관계 : 수험생의               ]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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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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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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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학사편입학 모집에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함.

  2. 지정된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3. 위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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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 년 도  의 과 대 학  학 사 편 입 학  입 학 원 서 (견 본 )

수험번호 *

전형구분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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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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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