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요강
【수시모집 최종 등록 결과 이월인원 반영】

원서접수 : 2016. 12. 31.(토) 09:00 ~ 2017. 1. 4.(수) 18:00

❚ 원서접수는 인터넷(http://www.jinhakapply.com)으로만 접수하며, 해당 모집요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입시 홈페이지(http://ipsi.cup.ac.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를 우송해야할 경우에는, 진학어플라이에서 『제출서류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서류제출 기한[2017.1.6.(금) 17:00]까지 우리 

대학(입학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서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수시모집 최종 등록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우리 대학 입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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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Ⅰ.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구분 가군

모집인원 214명

지원자격

(일반학생전형)

일반학생전형 : 고교 졸업자, 2017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017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응시자

지원자격

(농어촌고전형 및 

특성화고전형)

❚농어촌고전형(정원외) : 국내 고교 졸업자 또는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단, 수험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함(P.3 참조)

❚특성화고전형(정원외) : 국내 특성화고 졸업자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화계열 졸

업자 또는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중에서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 가능한 동일

계열 출신자

Ⅱ. 전형별 반영요소

구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비고

일반학생전형 100% -

농어촌고전형 100% -

특성화고전형 - 100%

❚전 모집단위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총 

6개 학기) 학년별로 국어⋅영어⋅수학 교과 

중에서 상위 3과목, 등급이 부여되는 교과 

중에서 상위 3과목 총 18과목의 등급 반영

❚학년별 반영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20% 30% 50%

Ⅲ.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전형구분 모집단위 수능시험 반영영역

가군 전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가 나 사회 과학

25% 25% 25% 25% -

※ 수학 영역‘가’형 응시자에게 취득 표준점수의 가산점 2%를 부여합니다.

※ 한국사 영역 점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Ⅳ.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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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세부사항

1. 모집인원                                                                      (단위 : 명)

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가’군

수능위주 학생부위주(교과)

일반학생전형 농어촌고전형 특성화고전형

간호

대학

간호학과 85 12 - -

노인복지보건학과 45 8 - -

보건

과학

대학

임상병리학과 50 5 1 -

물리치료학과 60 8 - -

방사선학과 80 16 - -

치기공학과 50 5 2 1

병원경영학과 70 13 1 -

언어청각치료학과 55 9 2 -

응용

과학

대학

환경공학과 30 8 - -

산업보건학과 35 8 - -

환경행정학과 35 9 - -

컴퓨터공학과 35 8 - -

소프트웨어학과 35 8 - -

사회

과학

대학

경영학과 76 45 - -

유통경영학과 40 18 - -

경영정보학과 40 20 - -

사회복지학과 40 1 1 -

사회복지상담학과 40 5 - -

계 901 206 7 1

※ 일반학생전형 및 농어촌고전형은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며, 특성화고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

적 100%로 선발합니다.

2. 전형 일정

모집군 구 분 일 시 비 고

정시

‘가’군

원서접수 2016.12.31.(토) 09:00 ~ 2017.1.4.(수) 18:00 
인터넷 접수 : 진학어플라이

(http://www.jinhakapply.com)

합격자 발표 2017.1.11.(수) 14:00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

등록 2017.2.3.(금) ~ 2.6.(월) 은행마감시간 부산은행, 농협 전 지점

충원 및 등록
 ‣ 충원기간 : 2017.2.7.(화) ~ 2.16.(목)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

 ‣ 등록기간 : 2017.2.7.(화) ~ 2.17.(금) 부산은행, 농협 전 지점

추가모집 접수/충원/등록 2017.2.18.(토) ~ 2.27.(월)
인터넷 접수 : 진학어플라이

(http://www.jinhak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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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가. 일반학생전형 : 고교 졸업자, 2017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나. 농어촌고전형(정원외) : 국내 고교 졸업자 또는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2017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응시자

    ※ 단, 수험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 참조

<< 농어촌고전형 세부 지원자격 >>

구분 지원자격

유형 Ⅰ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중

⋅고등학교 포함)의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Ⅱ

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 12년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부모의 거주지는 관계없음

공통

농어촌 인정 지역

 -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을 원칙으로 함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

⋅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지역을 읍․면 또는 도

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는 제외함

※ 농어촌 지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051)510-0701~4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 특성화고전형(정원외) : 국내 특성화고 졸업자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화계열 졸업자 또는 2017년 2

월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 가능한 동일계열 출신자

모집단위명 특성화고교 교육과정 기준학과명

간호학과 간호과

임상병리학과 간호과,  화학공업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생물공학기술과

물리치료학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방사선학과 간호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화학공업과, 영상제작과

치기공학과 간호과, 금속재료과, 디자인과

병원경영학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보육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

리과, 전자상거래과

언어청각치료학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보육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

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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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별 전형요소

 가. 일반학생전형⋅농어촌고전형(정원외) : 대학수학능력시험 100%

 

 나. 특성화고전형(정원외) : 학교생활기록부 100%

5.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모집단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전 모집단위 국어⋅수학⋅영어⋅탐구(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 2과목) 영역 등 4개 영역 반영
  

 가. 수능 반영 점수 환산 방법

  1) 전 모집단위 국어⋅수학⋅영어⋅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2과목) 영역 등 총 4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단, 제2외국어 영역과 직업탐구 영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4개 영역의 표준점수를 합산하여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영역 가중치 없음).

모집단위 점수산출 예시

전 모집단위 영역별 취득 표준점수의 합 × 1.25

  ※ 한국사 영역 점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나. 가산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수학 영역‘가’형 응시자에게 해당 영역 취득 표준점수의 가산점 2%를 부여합니다.

 다. 응시하지 않은 영역 또는 과목이 있는 경우의 처리

  - 지원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영역(또는 과목)이 있을 경우 그 영역(또는 과목)은  

    0점으로 적용합니다.

 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특성화고전형만 해당)

  1) 학년별 및 요소별 반영비율

학년별 반영비율(%) 요소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20 30 50 100

  2) 과목 수

과목 수

전 모집단위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총 6개 학기) 학년별로 국어⋅영어⋅수학 교과 중에서 상위 3

과목, 등급이 부여되는 교과 중에서 상위 3과목 총 18과목의 등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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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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점수산출방법

점수산출방법

<1학년 반영과목 평균 석차등급 × 0.2> + <2학년 반영과목 평균 석차등급 × 0.3>

 + <3학년 반영과목 평균 석차등급 × 0.5> 의 해당 적용점수 반영

※ 등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의 소수점은 모두 인정하고, 최종 산출한 등급에서의 소수점은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합니다.(단,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 과목별 또는 계열 석차백분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우선 반올림하여 등급산출)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목

교과명 과목명 교과명 과목명

국어

국어, 국어Ⅰ, 국어Ⅱ, 국어생활, 고전, 문법, 

실무국어, 문학, 문학I, 문학Ⅱ, 문학개론, 

현대문학감상, 독서, 논술, 문학의이해, 작문, 

고전, 생활국어, 화법, 독서와문법, 독서와문법I, 

독서와문법II, 통합국어Ⅰ, 통합국어Ⅱ,  

화법과작문, 화법과작문I, 화법과작문II, 

수학

수학, 수학I, 수학II, 수학III, 수학과사고,  

수학1-가, 수학1-나, 수학2-가, 수학2-나, 

생활수학, 수학Ⅰ 심화, 수학Ⅱ 심화, 심화수학, 

심화수학I, 심화수학Ⅱ, 응용수학, 수학연습I, 

수학연습II, 수학의 기본Ⅰ, 수학의 기본Ⅱ, 고급 

수학 기본, 고급수학의 기본, 미적분학Ⅰ, 

미적분학Ⅱ, 미적분과 통계기본 심화,  미적분과 

통계 심화, 미적분Ⅰ, 미적분Ⅱ, 인문통합수학, 

자연통합수학, 인문수학, 자연수학, 고급수학,  

고급수학Ⅰ, 기초수학, 수학연습II, 공통수학, 

미분과적분, 기하, 미적분과통계기본, 수학의활용, 

기하와벡터, 해석, 적분과통계, 고급응용수학, 

수학과제연구, 일반수학, 실업수학Ⅰ, 실용수학, 

실용수학(국제계열),  확률과통계,  일반수학, 

수학I-A, 수학I-B, 수학II-A, 수학II-B, 

이산수학, 수학3-가, 수학3-나, 수학4-가, 

수학4-나, 수학5-가, 수학5-나, 수학6-가, 

수학6-나, 수학7-가, 수학7-나, 수학8-가, 

수학8-나, 수학9-가, 수학9-나, 수학Ⅰ-A, 

수학Ⅰ-B, 수학10-가, 수학10-나, 

영어

영어회화, 영어회화I, 영어회화Ⅱ, 실무영어, 

영어독해, 영어독해I, 영어독해II, 영어, 영어I, 

영어Ⅱ, 생활영어, 고급영어회화, 공통영어, 

영어의 기본 Ⅰ, 영어의 기본Ⅱ, 심화영어, 실

용영어, 실용영어Ⅰ, 실용영어Ⅱ, 실용영어독

해와작문, 심화영어독해Ⅰ, 심화영어독해Ⅱ, 

심화영어작문, 심화영어회화, 심화영어회화Ⅰ, 

심화영어회화Ⅱ, 기초영어, 공통영어, 심화영

어독해와작문, 영어독해와작문, 고급실무영어, 

고급영어회화, 실용영어회화, 원어민영어회화, 

실무영어, 영어독해, 영어독해Ⅰ, 영어독해Ⅱ, 

영어듣기, 영어듣기연습, 영어문법, 영어문법Ⅰ, 

영어문법Ⅱ, 영어문화, 영어작문, 영어작문Ⅰ, 

영어작문Ⅱ, 영어청해, 영어강독, 영어권문화, 

영미문화Ⅰ, 영미문화Ⅱ, 영미문학, 영어TOEIC, 

영어작문, 영어작문I, 영어작문II, 영미문화I, 

영미문화II, 영어청해, 고급실무영어, 영미문학, 

영어문화, 영어강독, 영어듣기연습, 영어듣기, 

영어권문화, 영어10-A, 영어10-B

※ 위 교과별 반영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과목은 원서접수 전에 입학처로 문의(051-510-0701~4) 바랍니다.

※ 국어, 영어, 수학을 구분할 수 없는 ‘과제연구’ 교과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5) 학교생활기록부 등급 간 점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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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원 및 선발방법

 가. 지원

  1)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계열 구분 없이 모든 모집단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학과에서‘가’군으로만 모집하며, 1개 학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수학 영역‘가’형 응시자에게 취득 표준점수의 2%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4) 정시모집 대학 중 우리 대학과 같은‘가’군 모집 대학으로는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5)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충원 합격자 포함)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

우에는 모든 대학의 합격이나 입학을 취소합니다.

 나. 선발

  1)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 2과목)]영역의 표준점수 

총점 성적 상위자순으로 선발하고, 충원 합격은 예비후보자 중 표준점수 총점 성적 상위자순으로 

선발하며 합격자 발표 시 후보 순위가 부여됩니다.

  2) 특성화고전형(정원외)의 경우 모집단위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식에 따라 총점 상위자 순으로 

최초합격자를 선발하고, 충원 합격은 예비후보자 중 총점 상위자 순으로 선발하며 합격자 발표 시 

후보 순위가 부여됩니다.

  3)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열등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

단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학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4) 정원내로 선발하는 경우 전형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점자는 모두 선발합니다.

  5) 정원외(농어촌고전형 및 특성화고전형)로 선발하는 경우 전형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점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농어촌고전형 특성화고전형

- 1순위 : 수학 영역 표준점수 상위자

- 2순위 : 국어 영역 표준점수 상위자

- 3순위 : 영어 영역 표준점수 상위자

- 1순위 : 전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 2순위 : 3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 3순위 : 2학년 전과목 평균 등급 상위자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우리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원서접수 시 아래와 같이 지원자 및 학교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가) 지원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나) 학교 정보 : 최종학력,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고교 FAX 번호

   다) 기타 정보 : 추가연락처,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 등

  2)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장학, 등록금, 전형료 환불 및 통계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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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입학자의 경우 학사관리를 위하여 준영구 보관합니다.

  3)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거나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4) 2017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7. 제출서류

 가. 전형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일반학생전형 ∎ 원서접수 시 수능 점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농어촌고전형

유형 Ⅰ.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고

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

조에 의한 중⋅고등학교 포함)의 전 과정

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

주한 자

∎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부⋅모,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가족관계확인서(본인 명의) 1부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특이한 사유

가 있는 지원자는 부모 혼인관계증명

서 1부, 부 또는 모 제적등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에는 고교 재학기간 중 

주소지 변동사항, 행정구역 개편 등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 모두 등재되어 있

어야 함

유형 Ⅱ. 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

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 12년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거주지는 관계없음)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에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의 주소지 변동사항, 행정구역 개편 

등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 모두 등재되

어 있어야 함

∎ 최종등록자 중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추가 제출 서류

자격유형 제출서류 비고

유형 Ⅰ
고교졸업증명서, 부, 모,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졸업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 주소지 변동사항 

전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유형 Ⅱ
고교졸업증명서,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2017.2.24.(금) 17: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최종등록자 중 2017년 2월 졸업자의 추가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함

특성화고전형 ∎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 2012년 2월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미동의자 및 2011년 2월 이전 

졸업자 :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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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처 : (우 : 4625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부산가톨릭대학교 입학처

 다. 제출기간 : 2017.1.6.(금) 17:00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

  1) 우편 제출 : 2017.1.6.(금) 17:00까지 입학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2) 방문 제출 : 2017.1.6.(금) 17:00까지 대학본부관 입학처로 제출

8. 유의사항

 가. 수시모집 합격자(충원 합격자 포함) 지원 금지

  - 수시모집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최초 합격자⋅충원 합격자 포함)한 수험

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형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및 수시모집 합격자의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모집대학

에의 등록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적용 배제

  - ‘가’군에 속해 있는 교육대학과는 복수지원이 금지되지만, 산업대학(청운대, 호원대), 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경찰대학, 육⋅해⋅공군 사관학교 등

 다. 부정행위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거나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라. 전형료 환불

  1)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

다. 단,‘가’군인 타 대학과 우리 대학으로 동시에 지원한 경우 타 대학과 우리 대학 지원 시점을 

파악한 후, 우리 대학에 지원 시점이 늦은 경우 전형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인 경우에는 전형료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형료를 정산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원서접수 시 기재한 계좌로 환불 받거나 우리 대학을 방문

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 취소

  - 2017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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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6.12.31.(토) 09:00 ~ 2017.1.4.(수) 18:00까지

 

 나. 전형료 및 결제방법

  1) 전형료

구분 일반학생전형 농어촌고전형(정원외) 특성화고전형(정원외)

전형료 30,000원 30,000원 30,000원

  2) 결제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시 결제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등).

  ※ 농어촌고전형 및 특성화고전형 지원자 :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만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25,000원은 면제)

 다. 접수방법

  - 우리 대학 홈페이지(http://www.cup.ac.kr) 또는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http://www.jinhakapply.com)

에 접속하여 안내 순서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라. 유의사항

  1) 원서접수는 반드시 결제를 해야 접수로 인정됩니다.

  2) 접수가 완료(수험번호 부여)된 후에는 입학원서의 수정이 불가합니다(접수 완료 이전에는 수정 가능).

  3)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4)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회원 가입 시 해당 업체의 약관과 원서접수 과정 등 안내 내용을 반드시 확

인하고 원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회원가입 무료).

  5)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거나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우리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입학 취소 후 3년동안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8) 내용의 부정확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9) 원서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서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

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10) 수시모집 최종 등록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우리 대학 

입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0.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최초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시 비 고

합격자발표 2017.1.11.(수) 14:00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

등록 2017.2.3.(금) ~ 2.6.(월) 부산은행⋅농협 전국 전 지점   

  1) 최초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만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최초 합격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등록에 따른 제반 서류를 출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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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충원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시 비 고

충원 및 등록
충원기간 2017.2.7.(화) ~ 2.16.(목)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

등록기간 2017.2.7.(화) ~ 2.17.(금) 부산은행⋅농협 전국 전 지점   

  1) 충원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만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충원 합격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등록에 따른 제반 서류를 출력해야 합니다.

  3) 충원 합격자는 미등록 충원기간 중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장기간 출타할 경우, 반드시 우리 대학 

입학처(051-510-0701~4)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등록

  1)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자 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

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3)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4) 등록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등록포기자)으로 처리합니다.

  5) 충원합격 사실을 통보받은 자가 등록할 의사가 없을 경우 미등록(등록포기자)으로 처리합니다.

11.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가.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기간

  - 타 대학에 등록하기 위한 환불 : 2017.2.7.(화) ~ 2.16.(목) 21:00까지

  ※ 단,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 주말 이후 월요일 은행업무 개시시간부터 가능)

 나.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방법  : 입시 홈페이지 - 환불시스템을 통해 신청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사이트 접속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완료 ⇨

- 우리 대학 입시 홈페이지

  (http://ipsi.cup.ac.kr)

- 본인인증(로그인) 후 등록 

포기 및 환불사유입력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서 출력

환불처리 내역 확인 ⇨ 입금 확인

- 환불처리 진행경과 확인

(환불신청중→환불처리중→

환불완료)

- 환불완료 확인 후 

  입금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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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정시모집 결과 ◈

1. 지원 현황

구분
‘가’군

일반학생(정원내) 농어촌고(정원외) 특성화고(정원외) 계

학과 모집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경쟁률

간호 14 93 6.64 - - - - - - 14 93 6.64

노인복지보건 8 42 5.25 2 2 1.00 - - - 10 44 4.40

임상병리 6 21 3.50 - - - - - - 6 21 3.50

물리치료 8 35 4.38 - - - - - - 8 35 4.38

방사선 18 64 3.56 - - - - - - 18 64 3.56

치기공 4 31 7.75 - - - - - - 4 31 7.75

병원경영 14 89 6.36 2 3 1.50 - - - 16 92 5.75

언어청각치료 9 27 3.00 1 1 1.00 1 3 3.00 11 31 2.82

환경공 7 39 5.57 - - - - - - 7 39 5.57

산업보건 9 25 2.78 - - - - - - 9 25 2.78

환경행정 10 51 5.10 - - - - - - 10 51 5.10

컴퓨터공 12 71 5.92 - - - - - - 12 71 5.92

소프트웨어 8 76 9.50 - - - - - - 8 76 9.50

경영 26 126 4.85 - - - - - - 26 126 4.85

유통경영 8 28 3.50 - - - - - - 8 28 3.50

경영정보 11 55 5.00 - - - - - - 11 55 5.00

사회복지 4 25 6.25 2 5 2.50 - - - 6 30 5.00

사회복지상담 4 26 6.50 1 3 3.00 - - - 5 29 5.80

계 180 924 5.13 8 14 1.75 1 3 3.00 189 941 4.98

2. 충원 합격 현황

대학 학과

‘가’군

일반학생(정원내) 농어촌고(정원외) 특성화고(정원외)

선발 후보 선발 후보 선발 후보

간호대학
간호학과 14 5 - - - -

노인복지보건학과 8 7 2 0 - -

보건과학

대학

임상병리학과 6 3 - - - -

물리치료학과 8 1 - - - -

방사선학과 18 9 - - - -

치기공학과 4 1 - - - -

병원경영학과 14 19 2 0 - -

언어청각치료학과 9 3 1 0 1 1

응용과학

대학

환경공학과 7 25 - - - -

산업보건학과 9 9 - - - -

환경행정학과 10 6 - - - -

컴퓨터공학과 12 23 - - - -

소프트웨어학과 8 7 - - - -

사회과학

대학

경영학과 26 60 - - - -

유통경영학과 8 16 - - - -

경영정보학과 11 25 - - - -

사회복지학과 4 11 2 3 - -

사회복지상담학과 4 9 1 2 - -

※ 충원합격은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후보자에서 합격한 인원을 의미함

※ 선발인원은 수시모집에서 이월된 인원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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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등록자 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현황

구분 전형 학과 환산점수(70%컷) 환산점수(평균)

가군

일반학생(정원내)

간호학과 598.95 602.88

노인복지보건학과 501.10 503.09

임상병리학과 541.43 542.62

물리치료학과 571.25 573.63

방사선학과 543.08 551.57

치기공학과 561.50 568.02

병원경영학과 514.98 524.59

언어청각치료학과 500.05 517.49

환경공학과 489.78 494.72

산업보건학과 487.50 496.88

환경행정학과 480.00 488.41

컴퓨터공학과 487.50 495.40

소프트웨어학과 487.33 492.50

경영학과 464.88 474.96

유통경영학과 436.98 448.16

경영정보학과 466.05 475.68

사회복지학과 505.00 506.78

사회복지상담학과 491.53 598.03

농어촌고(정원외)

노인복지보건학과 - -

병원경영학과 473.23 456.39

언어청각치료학과 396.25 396.25

사회복지학과 487.68 473.74

사회복지상담학과 408.33 408.33

특성화고(정원외) 언어청각치료학과 940.00 940.00

※ 환산점수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2과목) 영역 표준점수를 합산하여 1,000

점으로 환산한 점수 / 표준점수 합 × 1.25

※ 특성화고전형 전형요소 : 학생부 100%



- 13 -

◈ 장학프로그램 ◈

 ❚1인당 평균 장학금 : 년 366만원(201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 54.4%(201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 CUP인재육성장학 外 4개 장학금

❚재학생 장학금

  - 성적우수장학 外 26개 장학금

❚국제화역량 강화 프로그램 장학금

  - 해외연수(어학, 문화체험 등) 장학

❚국가 장학금

  - 국가장학(1유형) 外 4개 장학금

  ※ 국가 장학금은 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

❚교외 장학금

  - 학교법인 성모학원 장학 외 36개 장학금

◈ 부산가톨릭대학교가 소속된 천주교 부산교구 산하기관 ◈

❚의료기관 : 부산가톨릭의료원(메리놀병원, 부산성모병원)

❚교육기관(자매결연 고등학교)

  - 지산고등학교, 성모여자고등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언론기관 : 부산평화방송, 가톨릭신문 부산지사

❚연구기관 : 부산교회사연구소 外 2개 기관

❚문화기관 : 가톨릭센터, 센다(SENDA)

❚사회복지기관 : 로사리오카리타스, 오순절평화의 마을 外 98개 기관

❚피정기관 : 정하상바오로영성관, 로사리오의 집 外 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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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체결 기관 ◈

❚국제자매대학 : Hiroshima University(일본), Douglas College(캐나다) 外 12개 대학

❚국제협력기관 : St. Mary's Hospital(일본), HammondCare(호주) 外 26개 기관

❚교육기관[대학(교)] : 서강대학교, 가톨릭대학교 外 9개 대학

❚교육기관(고등학교) :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外 4개 고등학교

❚의료기관 및 의료관련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外 124개 기관

❚공공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청 外 18개 기관

❚기    업 : (주)세정, (주)부산은행, (주)대선조선 外 145개 기업

❚사회복지기관 : 오순절평화의 마을,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外 21개 기관

❚기타기관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소비자연맹,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外 117개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