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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일정

구분 일정 내용

원서 접수
2022. 11. 7.(월) 09:00

   ~ 11. 9.(수) 18:00

▪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jnu.ac.kr)

서류 제출
2022. 11. 7.(월) 09:00

    ~ 11. 11.(금) 18:00

▪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8층 입학과 

약학대학 편입학 담당자 앞 / 우) 61186  

▪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착분까지 인정)

▪ 토요일, 공휴일 휴무

최초합격자 발표 2023. 1. 5.(목) 16:00
▪ 전남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nu.ac.kr)

▪ 개별 통보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
2023. 1. 18.(수) 09:00

    ~ 1. 20.(금) 16:00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충원합격자 발표
2023. 1. 30.(월) 11:00

    ∼ 2. 6.(월) 18:00

▪ 전남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nu.ac.kr)

▪ 자세한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고 예정

충원합격자

등록금 납부
2023. 2. 7.(화) 16:00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추가서류 제출 2023. 2. 17.(금) 18:00 ▪ 해당자에 한함(도착분까지 인정)

 ※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Ⅱ. 모집인원

구분 전형유형 모집인원(정원 외)

가군
 일반전형 14명

특별전형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자 24명

나군

 일반전형 20명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1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명

합계 60명
  

 ※ 전남대학교 내 모집 군이 같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간 복수지원 금지

 ※ 전남대학교 나군의 특별전형 간 복수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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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격

   

   1. 일반·특별전형 공통 지원자격 (아래 ‘가 ~ 마’를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 1) ~ 4)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포함)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자

         *수료: 출신대학의 2학년(4학기)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학점 및 성적 취득

      2)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를 취득(예정)한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

하였거나, 같은 법에 의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

  4)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 학년 백분위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다. 선수과목으로 ‘수학’ 3학점과 ‘화학 또는 생물학’ 중 1개 과목 3학점, 총 6학점 이상 이수(예정)한  자

라. 2023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4개 영역 백분위 평균 60점 이상인 자

마. 공인영어시험 성적(NEW TEPS 322점, TOEIC 750점, TOEFL(IBT)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하여 취득한 공인영어시험성적만 인정함

   2.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자 (아래 1) ~ 2)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
  ① 인정
    ▪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신입학 후 타지역 대학에 일반편입 또는 학사편입한 자
  ② 불인정
    ▪ 타지역 대학에 신입학 후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일반편입 또는 학사편입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 의한 학위인정과정

구분 지원자격

1)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광주·전남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과정(입학부터 졸업까지)을 이수한 자

2)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입학하여 2학년(4학기) 이상 과정을 수료(예정)한 자

필수 택 1

수학 3학점 이상 화학 또는 생물학 3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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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어촌학생 (아래 1) ~ 2)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지원자격

1)

초‧중‧고교 
전 과정 
(12년)
이수자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2)

 중‧고교    
전 과정 
(6년)

이수자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구분 기준

부모의 사망·실종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부모 양방이 사망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부모의 이혼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입양자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기타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부모 중 일방이 장기여행·중병·심신상실·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친권행사 금지 가처분, 친권상실 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농·어촌지역 인정 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읍·면 포함). 다만,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는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 는 제외

  <지원자격 유의사항> 
  ▪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 재학 및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2개 이상의 초‧중‧고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되, 동일한 농·어촌지역이 아니어도 지원자격 있음
  ▪ 초‧중‧고교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표등본상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원자격 없음
  ▪ 초‧중‧고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초‧중‧고교재학 기간 

중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초‧중‧고교 소재지가 동일한 농·어촌지역이 아니어도 지원자격 있음
  ▪ 소년·소녀 가장 가정의 학생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할 경우 동 전형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함
  ▪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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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아래 1) ~ 3)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함

지원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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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특별전형 공통 제출서류(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추가서류 제출> 2023. 2. 17.(금) 18:00까지 제출  

  1) [필수] 학력조회 서류

    - 재학생, 제적생: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자: 졸업증명서

  2) [해당자만] 보완서류

    - 2학년 수료예정자: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 동계 계절학기 및 학점은행제 선수과목 이수 예정자: 성적증명서

제출서류 내용

입학원서 ▪[서식 5]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학력증명서

※ 해당하는
    증명서만
    제출

대학 졸업
(예정)증명서

▪대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졸업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대학 수료
(예정)증명서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예정)자
▪2022학년도 2학기(현재 4학기) 재학자 중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수료(예정)증명서와 2학기 수강내역서 제출
▪2022학년도 2학기(현재 4학기) 재학자 중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재적)증명서와 2학기 수강내역서 제출 
  - 졸업요구학점과 2학년 수료학점이 표기된 학칙 등 증빙자료 첨부
  - 동계 계절학기를 포함해야만 2학년 수료가 되는 경우는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서 추가 제출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대학(교)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점인정
증명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독학사 발급

성적증명서

▪전 학년 총 이수학점, 평균평점, 만점평점(4.00, 4.30 또는 4.50 등), 백분율 
점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2023년 2월 졸업 또는 수료예정자는 2022학년도 
1학기 성적까지 제출)

▪복수전공자는 모든 과정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편입학한 자는 편입학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해야 함
▪외국 대학 출신자는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제출
▪형광펜으로 이수한 선수과목을 표시하여 제출(계열별로 1과목만 표시,
  1개 과목으로 3학점 미충족 시 2개 이상 과목 표시)
  - 선수과목을 현재 이수중(예정)이라면 수강신청내역서 추가 제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2023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국내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공인영어시험
  [NEW TEPS, TOEIC, TOEFL(IBT)] 성적표 중 1개만 제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6]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선수과목 동일계열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서식 1] 국내대학 출신자, [서식 2] 외국대학 출신자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구 2~3급)만 제출

학적 및 성적조회 동의서 ▪[해당자만 제출] [서식 3] 외국대학 출신자

Ⅳ.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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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전형 추가 제출서류(2022. 11. 1. 이후 발급)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전형유형 제출서류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자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만 제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주민등록번호 기재) 1부

농어촌 
학생

초·중·고교 
전 과정
(12년)
이수자

▪[서식 4]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 1부
▪지원자 기준의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모든 주소 변경내역 기재) 1부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주민등록번호 기재) 각 1부

중·고교 
전 과정
(6년) 

이수자

[공통 제출]
▪[서식 4]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 1부
▪부·모·지원자의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모든 주소 변경내역 기재) 각 1부 
▪지원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기재) 1부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주민등록번호 기재)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1)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원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친권자 기준) 
▪친권을 입증할 만한 증명서 1부
▪양육권 판결문 등 양육을 입증할 만한 서류 1부(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경우)
2)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상세) 1부(사망일자 표기)
   ※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록, 2008년 이후 사망 시 기본증명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
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와 주민
등록표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 기준의 수급자 증명서 1부 
  ※ 정부24(온라인) 또는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차
상
위
계
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복지로(온라인) 또는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 복지로(온라인) 또는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온라인) 발급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정부24(온라인) 또는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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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란(Apostille)?

 공문서나 공증문서가 외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 국가기관에서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증명서를 말함
 ※ 아포스티유 문의: 외교부 02-2100-7600, 법무부 02-720-8027

지역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명 (2022. 6. 4. 기준)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
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중동 ·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문서 좌측 상단을 클립으로 철하여 제출해야 함 

2. 제출서류 좌측 하단에 원서접수 후 부여받은 수험번호와 성명을 연필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3. 원서접수 후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4. 제출서류는 특별히 발급기한이 명시된 항목 외에는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5. 우리 대학 가군 및 나군에 모두 지원하는 경우, 각 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6.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증명서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7.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가. 출신대학의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체계, 성적등급 및 평점기준, 성적산출 기준, 대학 인가 확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성적증명서 뒷면 또는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미제출)

  나. 졸업(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 성적증명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① 졸업(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 성적증명서 1부는 한글번역 공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며, 추가 
1부는 출신대학에서 우리대학 입학과로 직접 우편 발송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에 도착하도록 해야 함 
(추가 1부는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자가 출신대학에 증명서 발급 및 발송 신청을 해야함)

    ② 졸업(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 성적증명서 1부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출신대학 소재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후 한글 번역 공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원본을 첨부하여 해당 서류 발급)

       ※ 2002년 이후 중국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한글번역 공증서가 첨부된 “中國高等敎育學歷報告”(http://chsi.com.cn) 

추가 제출 

8.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조회하여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면, 입학 후라도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함(지원자는 
제출서류 진위조회요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9. 지원자격 확인 및 성적 자료 검증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10.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http://chs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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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2.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방법

     가. 전적대학 성적

      1) 학사과정 전 학년의 평균 성적(백분율 점수)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 예정자의 경우 수료 

직전 학기 성적까지 반영함

 

      2)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교의 산출방식에 의해 별도 산출함

※ 학사과정 성적 반영

 ▪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로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선수과목 이수 및 수료학점 

취득 요소로는 인정

 ▪ 학사과정이 예과와 본과로 나누어진 학과 출신자(졸업자)의 경우, 본과 성적만 반영

 ▪ 선수과목 이수를 위해 시간제등록, 학점은행제 등으로 취득한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에 반영하지 않음

  ※ 전적대학이 2개인 경우 성적 반영 방법(편입 등의 지원자격으로 지원할 경우)

산출식 =
(A대학 이수학점 × A대학 백분율 점수) + (B대학 이수학점 × B대학 백분율 점수)

A대학 이수학점 + B대학 이수학점

    나.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1) 2023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준점수)을 반영하며, 영역별 가중치 없음

    

2학년(4학기) 수료예정자 2학년(4학기) 수료자/졸업자 전적대학 2개인 자

2학년 1학기 성적 반영
2학년 2학기 성적 반영/
전체 학년 성적 반영

 전적대학 성적 모두 반영

 3) 산출식 =  기본점수 70 + 
실질반영점수 30 x 백분율 점수

100

2) 산출식 = ∑ ( 
PEET 영역별 개인 취득 표준점수

x  100 )  x
 600

PEET 영역별 전국 최고 표준점수  400

선발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점수)

전형총점
전적대학 성적 PEET 성적 공인영어 성적

일괄선발 12.5%(100점) 75%(600점) 12.5%(100점) 100%(800점)

Ⅴ.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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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인영어 성적

     1)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하여 취득한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반영함

     2) 공인영어 종류 및 최저 기준 점수

   

      3) 국내 TOIEC만 인정하며 기관에서 실시한 영어 성적은 미인정     

      4)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공인영어성적 환산표[별표 2]에 따름

      5)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함

     ※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구 2~3급)의  경우
           - (최저 기준) NEW TEPS 193점, TOEIC 375점, TOEFL(IBT) 63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택 1)

           - (점수 산정) 청해(듣기)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만 환산하여 반영함

   

  

NEW TEPS TOEIC TOEFL(IBT)

322 75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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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성적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함

구분 선발방법

최초 합격자

▪ 전형요소별 반영점수를 모두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서로 선발함

▪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낮아 수학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모집인원 내에 

포함되더라도 우리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함

▪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의해 선발함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 ⇨ 공인영어시험 성적 ⇨ 전적대학 성적

▪ 우리 대학 가군과 나군에 복수 지원하여 동시에 합격한 경우 군별 석차백분위가 

높은 군에서 합격 처리하고, 다른 군의 합격사정에서 제외함. 

   단, 석차백분위가 동일 할 경우 가군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

예비 순위자

▪ 미등록 등으로 인한 충원을 위하여 모집인원의 일정배수 이내를 성적순에 따라  

예비순위자로 선발하며,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함

▪ 예비 순위자는 각 군별·전형유형별로 선발함

충원 합격자

▪ 최초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등록포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은 예비순위자 

순서로 충원함

▪ 우리 대학 가군과 나군에 복수 지원하여 동시에 합격한 경우, 군별 석차백분위가 

높은 군에서 합격 처리하고, 다른 군의 합격사정에서 제외함. 

   단, 석차백분위가 동일 할 경우 가군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

▪ 우리 대학 가군과 나군에 복수 지원하여 하나의 군에 충원 합격하고 다른 군은  

예비순위자인 경우, 합격한 군에서만 합격자로 결정하고 다른 군의 예비 순위는 

합격사정에서 제외함

Ⅵ. 합격자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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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계열 및 학점

    가. 선수과목으로 ‘수학’ 3학점과 ‘화학 또는 생물학’ 중 1개 과목 3학점, 총 6학점 이상 이수(예정)한  자

       ※ 지정계열별 인정과목은 [별표 1] 선수과목 동일계열 인정교과목 확인

    나. 이수한 선수과목 성적은 관계 없음

   2. 선수과목 인정

    가. 성적증명서에 이수한 선수과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

       ※ 계열별로 1과목만 표시하되, 1개 과목으로 3학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개 이상 과목 표시

    

    나. 인정과목명 앞 또는 가운데 또는 뒤에 ‘일반’, ‘기초’, ‘고급’, ‘응용’, ‘대학’, ‘생’, ‘개론’, ‘이해’, 

‘학/공학’, ‘특강(특론)’, ‘연습’, ‘실험/실습’, ‘입문’, ‘의’, ‘및’, 또는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 알파벳이 

포함된 경우 같은 과목으로 인정

        예) “기초화학”은 “화학” 과목으로 인정

    

    다. 외국대학의 경우 인정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과목은 같은 과목으로 인정

        예) “General Biology”는 “일반생물학” 과목으로 인정

    

    라. 대학, 대학원, 4년제 사이버대학에서 취득한 시간제등록, 학점은행제도 인정하되 성적[전 학년 총 

이수학점, 평균평점, 만점평점(4.00, 4.30 또는 4.50 등), 백분율 점수]이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제출

    

    마.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동계 계절학기로 선수과목을 이수 또는 수료 예정인 과목도 인정하나,  

합격 후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2023. 2. 17.(금)까지 추가 제출하여야 함

   3. 선수과목 동일계열 확인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가. 동일계열로 인정받을 과목이 있는 경우 [서식 1] 또는 [서식 2] ‘선수과목 동일계열 확인서’ 제출

    

    나. ‘선수과목 동일계열 확인서’는 실제 강의를 담당한 과목담당 교수 또는 과목책임교수가 작성하되,  

담당교수가 시간강사이거나 연수, 퇴직 등의 사유로 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과목 

개설학과의 학과장(학장 또는 주임교수도 가능)이 작성할 수 있음

    

    다. ‘선수과목 동일계열 확인서’는 각각 과목별로 제출해야 함. 

       단, 해당과목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강의담당교수가 동일한 경우 하나로 작성할 수 있음

       예) 동물비교해부학, 동물비교해부학실습

필수 택 1

수학 3학점 이상 화학 또는 생물학 3학점 이상

Ⅶ. 선수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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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자 유의사항

    가.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은 개별 통지하지 않고 전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나. 복수지원 금지
      - 동일 모집 군에서 1개의 대학교에만 지원 가능함
      - 우리 대학 내 모집 군이 같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간 복수지원 금지
      - 우리 대학 나군 특별전형 간 복수지원 금지

    다. 이중등록 금지 
      - 모집 군별로 지원하여 동일 학년도에 2개 이상의 약학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라. 개인별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마.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낮아 수학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모집인원 내에 포함되더라도 

우리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함

    바. 지원자격 적부, 전형 공지에 따른 전형방법 및 선발원칙 불이행 등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사. 합격자에 한하여 학력 조회를 실시하며, 지원 자격 미달자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아. 마감시각 경과 및 서류 미비, 원서 미접수, 지원서 입력착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전남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자.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차. 지원 자격과 별도로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약사 자격 취득에 

제한이 될 수 있음

    카.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자격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타. 입학원서에 주소나 전화번호를 부실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우편배달 사고 및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사항 미확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Ⅷ.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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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서접수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함

    나. 전형료 결제를 완료하여 원서접수가 종료된 후에는 원서 내용의 수정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시간 2022. 11. 9.(수) 18:00까지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만 함

    다. 모든 제출서류는 2022. 11. 11.(금) 18:00까지 도착해야 하며,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됨 

 

    라. 입학원서 입력착오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전남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처리함

    마. 지원자의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는 입학전형기간 중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하고, 번호가 변경되면 즉시 전남대학교 입학과에 알려야 하며 연락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임

        ※ 본인 연락처 외 긴급연락처 1개 이상은 필수로 입력해야 접수가 가능함 

    바. 원서접수 마감일은 인터넷 접속 폭주로 접수지연 또는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서접수 오류, 접수 불능 등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3. 전형료

    가. 전형료: 60,000원

    나. 전형료 환불: 지원자가 입학원서에 기재한 환불 계좌로 반환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입학 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

  1. 입학전형 응시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간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단,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6.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반환하되,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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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초합격자 발표

 

   2. 등록금 납부

    가. 기간: 2023. 1. 18.(수) 09:00 ~ 2023. 1. 20.(금) 16:00

    나. 장소: 광주은행 가상계좌

    다. 방법: 전남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nu.ac.kr)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이 ‘0원’인 경우도 반드시 은행의 수납절차를 거쳐 본인의 등록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합격이 취소됨

 

   3.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가. 대상: 중복합격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나.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기간 

      1) 등록포기 의사 통보(학생 → 입학과 전화 및 서류제출) 

         ※ 포기 의사가 발생하면 즉시 입학과로 연락을 해야함

      2) 등록금 환불 기한: 등록포기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다. 제출서류

      1) 등록 포기서(본교 소정양식)

      2) 본교 등록금 납부영수증 

      3) 수험생 신분증

      4) 등록금 환불 통장 사본(수험생 명의)

   4. 충원 합격자 발표 

    - 자세한 일정 및 방법은 추후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일자 장소 조회방법

2023. 1. 5.(목) 16:00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jnu.ac.kr) 
▪개별 통보하지 않음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 

수험번호 및 성명 입력 후 조회

  Ⅸ. 합격자 발표 및 등록

http://www.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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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Ⅹ. 별표 및 서식

계열 과목명 계열 과목명 계열 과목명

수
학

경영(경제)통계학

화
학

공업유기화학

생
물
학

공학생물
경영(경제)수학 공학화학 농업생물학 및 실험
고등미적분학 나노소재화학 동물생명과학과 산업
공업수학 농화학 및 실험 면역학
공정계산 물리유기화학 미생물학
과학수학 물리화학 분자생물학
구강보건통계학 및 실습 생물리화학 생리학
그래프이론 생물유기화학 생명공학
금융수학 생활유기화학 및 식품생화학 생명과학
기초공학수학1 생활의 화학 생명과학과 공학
기초확률과정론 생활화학 생명의과학
기하특강 약품화학 생명의 미시적 세계
다변량분석 및 실습 유기화학 생물공학
다변수미적분학 유기약화학 생물과학
대수학 핵심화학 생물반응공학
물리수학 전공기초화학 생물약학
미분기하 생물화학
미분방정식 생화학
미(분)적분학 세포생물학
미적분학과 벡터해석 세포생물학교육
미적분학과 행렬 식물유전학
보건통계학 신경생물학
생명과학을 위한 미적분학 유전학
생물수학 자연과학개론
생물통계학 핵심생물학
생체의공수학 환경미생물학 및 실험
선형계획법 동물생리학
선형대수
섬유고분자응용수학
수리논리학
수학의 세계
실용수학
이공(계)수학
이산수학
컴퓨터수학
통계학
해석기하와 미적분학
현대수학의 이해
환경수학
화학미적분학
확률론 및 연습

별표 1 선수과목 동일계열 인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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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점수
NEW TEPS TOEIC TOEFL(IBT)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100 556 600 990 990 120 120

99.5 547 555 　 　 119 119

99.0 543 546 　 　 118 118

98.5 541 542 985 989 　 　

98.0 537 540 　 　 117 117

97.5 532 536 980 984 　 　

97.0 　 　 116 116

96.5 527 531 975 979 　 　

96.0 516 526 970 974 115 115

95.5 515 515 965 969 　 　

95.0 511 514 　 　 114 114

94.5 508 510 960 964 　 　

94.0 503 507 　 　 113 113

93.5 499 502 955 959 　 　

93.0 497 498 　 　 112 112

92.5 490 496 950 954 　 　

92.0 489 489 　 　 111 111

91.5 484 488 945 949 　 　

91.0 481 483 940 944 　 　

90.5 474 480 　 　 110 110

90.0 471 473 935 939 　 　

89.5 469 470 　 　 109 109

89.0 462 468 930 934 　 　

88.5 456 461 925 929 108 108

88.0 454 455 920 924 　 　

87.5 447 453 　 　 107 107

87.0 445 446 915 919 　 　

86.5 438 444 910 914 106 106

86.0 436 437 905 909 　 　

85.5 435 435 　 　 105 105

85.0 430 434 900 904 　 　

84.5 425 429 895 899 104 104

84.0 421 424 890 894 　 　

83.5 419 420 　 　 103 103

83.0 415 418 885 889 　 　

82.5 880 884 　 　

82.0 409 414 　 　 102 102

81.5 406 408 875 879 　 　

81.0 405 405 　 　 101 101

별표 2 공인영어성적 환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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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구 2~3급)의 경우, 청해(듣기)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만 환산하여 반영함

환산점수
NEW TEPS TOEIC TOEFL(IBT)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80.5 400 404 870 874 　 　

80.0 399 399 865 869 　 　

79.5 396 398 　 　 100 100

79.0 392 395 860 864 　 　

78.5 391 391 　 　 99 99

78.0 387 390 855 859 　 　

77.5 386 386 850 854 　 　

77.0 382 385 　 　 98 98

76.5 380 381 845 849 　 　

76.0 379 379 　 　 97 97

75.5 375 378 840 844 　 　

75.0 374 374 　 　 96 96

74.5 371 373 835 839 　 　

74.0 370 370 830 834 　 　

73.5 366 369 　 　 95 95

73.0 364 365 825 829 　 　

72.5 362 363 　 　 94 94

72.0 360 361 820 824 　 　

71.5 815 819 　 　

71.0 356 359 　 　 93 93

70.5 355 355 810 814 　 　

70.0 353 354 　 　 92 92

69.5 351 352 805 809 　 　

69.0 348 350 800 804 91 91

68.5 347 347 795 799 　 　

68.0 344 346 　 　 90 90

67.5 341 343 790 794 　 　

67.0 785 789 　 　

66.5 339 340 　 　 89 89

66.0 337 338 780 784 　 　

65.5 336 336 　 　 88 88

65.0 334 335 775 779 　 　

64.5 333 333 770 774 　 　

64.0 332 332 　 　 87 87

63.5 330 331 765 769 　 　

63.0 　 　 86 86

62.5 328 329 760 764 　 　

62.0 327 327 755 759 　 　

61.5 325 326 　 　 85 85

61.0 322 324 750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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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4.5/4.3/4.0체계의 대학 출신자로 평균평점은 제공되나 백분율 점수가 없는 경우 아래의 

평균성적 환산표에 따라 전체 백분율 점수 산출

2항. 전체 백분율 점수와 평균평점이 없이 각 과목별 실점 및 취득 학점만 제공되는 경우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51조 ①항에 의하여 전체 백분율 점수 산출

3항. 전체 백분율 점수와 평균평점 없이 각 과목별 백분율 점수만 제공되는 경우 성적이 산출된 

과목 성적의 합을 과목수(이수단위 고려)로 나누어 백분율 성적을 산출

4항. 전체 백분율점수와 평균평점, 각 과목별 실점이 없으며 과목별 취득 등급만 부여된 경우 

급간의 실점 중간점수를 취득점수로 보고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51조 ①항의 방법에 

의하여 전체 백분율 점수를 산출

5항. 기타 우리 대학과 학점체계 다른 경우(7.0/5.0/4.33체계 등)에는 4.5체계로 변환하여 산출

6항. 영국 학제 대학교 졸업자의 성적은 풀브라이트커미션에서 제공하는 환산표(http://www.fulbr

ight.org.uk/going-to-the-usa/postgraduate/educationusa-advice/choosing/academics)

를 적용하여 GPA(평균평점) 점수로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반영

UK module marks UK degree classification GPA

70+ First class honours 4

65-69 Upper-second class honours 3.7

60-64 Upper-second class honours 3.3

55-59 Lower-second class honours 3

50-54 Lower-second class honours 2.7

45-49 Third class honours 2.3

40-44 Third class honours 2

35-39 Ordinary/Unclassified 1

Below 35 Ordinary/Unclassified 0

【교학규정】

 제51조(성적평균평점산출 및 실점환산) ①학업성적의 성적평균평점은 평점(실점)에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학점수로 나눈 값을 구하여 소수점 2자리(실점인 경우 1자리)까지 

산출한다.

       ②성적평균평점을 실점으로 환산할 때에는 [별표 2(평균성적 환산표)]에 의한다.

별표 3 학점 체계 특이 대학 출신자 성적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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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성적 환산표  ❑

등급 A+ A0 B+

평균평점 4.5 4.4 4.3 4.2 4.15 4.1 4.0 3.9 3.85 3.8 3.75 3.6 3.53 3.4 3.2 3.05

실점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등급 B0 C+ C0

평균평점 2.95 2.9 2.85 2.8 2.75 2.6 2.5 2.4 2.3 2.25 2.1 2 1.9 1.8 1.75
실점 84 83 82 81 80 79 78 77 76 75 74 73 72 71 70

등급 D+ D0 F

평균평점 1.55 1.35 1.25 1.15 1.05 0.95 0.9 0.85 0.8 0.75 0.0
실점 69 68 67 66 65 64 63 62 61 60 59이하

■ 4.5/4.3/4.0 체계의 대학 출신자 백분율 성적 환산표

백분율 4.5체계 4.3체계 4.0체계 백분율 4.5체계 4.3체계 4.0체계
100 4.50 4.30 4.00 79 2.60 2.48 2.31

99 4.40 4.20 3.91 78 2.50 2.39 2.22

98 4.30 4.11 3.82 77 2.40 2.29 2.13

97 4.20 4.01 3.73 76 2.30 2.20 2.04

96 4.15 3.97 3.69 75 2.25 2.15 2.00

95 4.10 3.92 3.64 74 2.10 2.01 1.87

94 4.00 3.82 3.56 73 2.00 1.91 1.78

93 3.90 3.73 3.47 72 1.90 1.82 1.69

92 3.85 3.68 3.42 71 1.80 1.72 1.60

91 3.80 3.63 3.38 70 1.75 1.67 1.56

90 3.75 3.58 3.33 69 1.55 1.48 1.38

89 3.60 3.44 3.20 68 1.35 1.29 1.20

88 3.53 3.37 3.14 67 1.25 1.19 1.11

87 3.40 3.25 3.02 66 1.15 1.10 1.02

86 3.20 3.06 2.84 65 1.05 1.00 0.93

85 3.05 2.91 2.71 64 0.95 0.91 0.84

84 2.95 2.82 2.62 63 0.9 0.86 0.80

83 2.90 2.77 2.58 62 0.85 0.81 0.76

82 2.85 2.72 2.53 61 0.8 0.76 0.71

81 2.80 2.68 2.49 60 0.75 0.72 0.67

80 2.75 2.63 2.44

 ■ 4.5/4.3/4.0체계의 대학 출신자 백분율 점수 산출 방법(백분율 점수가 없는 경우)

산출식 =
급간점수최고값 - 급간점수최저값

× (본인취득학점 – 급간학점최저값) + 급간점수최저값
급간학점최고값 - 급간학점최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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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동일계열 확인서

[인적사항]

지원자

성   명 출신대학

생년월일 출신학과

휴대전화 이메일

확인자
성   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직   위 이메일

[선수과목]

계열 과목명 이수년도/학기 이수학점

※ 해당학기 강의계획서 첨부

지원자가 수강한 과목이 귀 대학에서 제시한 선수과목 분야의 동일계열 과목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담당교수)                     (서명/인)

전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 선수과목 동일계열 확인서(해당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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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COMPLETION

OF COURSE REQUIREMENT

 To: Dean of School of Pharmac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certificate confirms that the applicant has taken the following 

courses required for admission to the School of Pharmacy, Chonnam Nation

al University.

Applicant

Name University

Birth Date Major

Mobile E-mail

Authorized
Person 

Name
Institution

Phone
Position
(Title) E-mail

Course
Category

Title of Subject Year / Semester Credit

                                                                                        

Authorized Signature        Date (mm/dd/year) 

서식 2 선수과목 동일계열 확인서(외국대학 출신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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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to Transcript Release

  I have applied for admission t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I give my permission 

for the release of my school transcript. This could include courses taken, grades received, 

and credits awarded on record. I hereby authorize you to provide full assistance t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he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quests to verify my records. 

 University(Institution) Name:

 University(Institution) Address:

 University(Institution) TEL. E-mail

 Applicant Name:

 Date of Birth: (m)         (d)         (y) 

 Degree Conferred: 

 Degree Registration No.:

 Date of Degree Conferment: (m)         (d)         (y) 

 Department / Major(Transfer Applicant Only) 

 Dates of Attendance: From (m)         (d)         (y)    To (m)         (d)         (y) 

 
Name:                               

Signature:   

Date:  (m)          (d)          (y)   

서식 3 학적 및 성적조회 동의서(외국대학 출신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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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모집단위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전형구분  □ 초·중·고 과정  □ 중·고 과정

출신 대학
         년        월        일                         대학교 입학

         년        월        일                         대학교 졸업

재
학
사
실

학교명 소재지 재학 또는 거주 기간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중학교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중학교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거
주
사
실

부(父)
성 명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모(母)
성 명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학생
성명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도(시)       군       읍(면,동)        년     월  ～      년     월

※ 유의사항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주 소재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학사실(초․중․고) 및 학생본인 거주

사실을 작성하여 제출서류를 본 신청서와 함께 마감 전까지 제출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주 소재 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학사실(중․고) 및 부․모․학생본인의 거주

사실을 작성하여 제출서류를 본 신청서와 함께 마감 전까지 제출

전남대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학대학 편입학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전남대학교 총장 귀하

수험번호

서식 4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농어촌학생 지원자만 작성/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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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구분

모집군

전형유형 일반/특별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영문) 성별 청각장애인 예 ( ) 아니오 ( )

주민등록번호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사진)
출신
학교

고등학교
소재지

입학일자 졸업일자

학사과정

제출 성적
(백분율 점수)

백분율 
점수

취득
학점 종류 점수 응시일자

일반학생 점 점 TOEFL IBT (  ) 점

편입생
편입전 점 (   )학점 TOEIC (  ) 점

편입후 점 (   )학점 NEWTEPS (  ) 점

선수과목

수학
선수과목1

수학
선수과목2

화학
선수과목1

화학
선수과목2

생물학
선수과목1

생물학
선수과목2

지
원
자

주 소
□□□□□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E-mail

※ 수험기간 중 긴급연락처(수험생에게 직접 연락이 가능해야 함)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연락처1 ※ 긴급연락처 1개 이상은 필수 입력

긴급연락처2 ※ 선택 입력이며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긴급연락처3 ※ 선택 입력이며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학력

박사
학위

박사
수료

박사
과정

석사
학위

석사
수료

석사
과정

학사
학위

학사
수료

학사
과정

전문
학사

전문대
과정

본인은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전남대학교 총장 귀하

전형료 환불 계좌
은행명: 예금주:

수험번호
계좌번호:

서식 5  2023학년도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편입학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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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종류
  -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추가 연락처, 출신지역,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대학명, 졸업(예정)연도)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학력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 장학, 학사 통계업무,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다만 최종등록시 학사행정정보로 활용)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진학어플라이 원서 접수 대행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군별 복수 지원자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원서접수 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출신 초·중·고·대학 학력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학사항(지원 
전형, 학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특별전형 지원서류 
발급기관

특별전형 지원자격 
사실확인

성명, 주민번호, 발급서류, 발급번호, 
재학기간, 거주기간, 서류발급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특별전형 지원자격 
사실확인

성명, 주민번호, 발급서류, 발급
번호, 서류발급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텝스관리위원회, 한국토익
위원회,  ETS Korea

공인영어성적 
진위 확인

성명, 생년월일, 응시일자, 
공인영어성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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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편철방법 안내

1. 서류를 아래 순서에 따라 클립으로 편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가 맨 윗장에 오도록 편철)

2. 모든 제출 서류 좌측 하단에 지원자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연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식은 전남대학교 입학안내의 편입학 è 약학대학 è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지원자에게 해당하는 서류만 편철)

공통

▪ [서식 5]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 학력증명서[대학 졸업(예정)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등]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선수과목 계열별로 1과목씩만 형광펜으로 체크

▪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 공인영어 성적표

▪ [서식 6]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명 또는 날인)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자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농어촌학생

초·중·고교 

전 과정 이수자

(12년)

▪ [서식 4]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 지원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기타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중·고교 

전 과정 이수자

(6년)

▪ [서식 4]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 지원자·부·모의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지원자, 부, 모 순서)

▪ 지원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기타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타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기타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서식 1] 또는 [서식 2] 선수과목 동일계열 확인서

▪ [서식 3] 학적 및 성적조회 동의서(외국대학 출신자)

▪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 기타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