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학기 전부(과) 전형 결과
2022.1.13. 전입학부순

순번 학번 성명 전입학부 전입학부 전공 현 소속학부 결과 불가사유

1 20***879 노*정 기독교학부 기독교상담학전공 보건학부 합격

2 20***619 박*영 기독교학부 신학전공 어문학부 합격

3 20***708 김*훈 어문학부 중국어학전공 기독교학부 합격

4 20***142 권*현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전공 컴퓨터공학부 불합격 심사탈락

5 20***440 조*훈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전공 컴퓨터공학부 합격

6 20***095 우*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경상학부 합격

7 20***553 원*혁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컴퓨터공학부 합격

8 20***652 윤*희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경찰학부 합격

9 20***512 지*인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어문학부 합격

10 20***866 황*하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기독교학부 합격

11 20***295 심*연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경상학부 합격

12 20***420 안*혁 경찰학부 경찰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부 합격

13 20***162 손*민 경찰학부 경찰행정학전공 보건학부 합격

14 20***548 최*수 경찰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경상학부 합격

15 20***209 서*성 경찰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관광학부 합격

16 20***178 장*희 경찰학부 경찰행정학전공 어문학부 합격

17 20***528 진*경 경찰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관광학부 합격

18 20***519 서*훈 경찰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기독교학부 심사중 계절학기이수중

19 20***522 이*성 경찰학부 경찰행정학전공 스마트IT공학부 합격

20 20***524 이*빈 경찰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기독교학부 합격

21 20***560 고*한 경찰학부 교정보안학전공 기독교학부 합격

22 20***102 고*연 경찰학부 범죄학전공 사범학부 합격

23 20***865 민*현 경찰학부 범죄학전공 사회복지학부 합격

24 20***099 박*현 경찰학부 범죄학전공 스마트IT공학부 불합격 수료학점미달

25 20***189 변*우 경찰학부 범죄학전공 어문학부 합격

26 20***020 이*원 경찰학부 범죄학전공 스마트IT공학부 합격

27 20***188 임*목 경상학부 경영학전공 어문학부 합격

28 20***049 동*흠 경상학부 경영학전공 디자인영상학부 심사중 계절학기이수중

29 20***272 임*범 경상학부 경영학전공 보건학부 합격

30 20***558 김*혜 경상학부 경영학전공 기독교학부 합격

31 20***109 임*욱 경상학부 경영학전공 관광학부 합격

32 20***243 전*휘 경상학부 경영학전공 컴퓨터공학부 합격

33 20***876 황*연 경상학부 경영학전공 기독교학부 합격

34 20***137 송*나 경상학부 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부 합격

35 20***287 김*경 경상학부 경영학전공 관광학부 합격

36 20***675 홍*은 경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사범학부 합격

37 20***524 김*명 경상학부 회계학전공 컴퓨터공학부 합격

38 20***818 홍*연 경상학부 회계학전공 컴퓨터공학부 합격

39 20***566 김*환 경상학부 회계학전공 컴퓨터공학부 불합격 수료학점미달

40 20***450 박*원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스마트IT공학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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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033 이*정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 어문학부 합격

42 20***494 최*연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 어문학부 불합격 수료학점미달

43 20***066 강*석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학전공 기독교학부 합격

44 20***885 이*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학전공 기독교학부 합격

45 20***531 주*영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학전공 사범학부 합격

46 20***681 최*혁 디자인영상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컴퓨터공학부 합격

47 20***762 한*희 디자인영상학부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어문학부 합격

48 20***357 조*주 디자인영상학부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컴퓨터공학부 불합격 심사불참

49 20***453 서*영 디자인영상학부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스마트IT공학부 합격

50 20***504 고*림 디자인영상학부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스마트IT공학부 합격

51 20***979 박*규 스포츠과학부 레저스포츠산업전공 기독교학부 합격

52 20***471 이*호 스포츠과학부 생활스포츠전공 관광학부 합격

53 20***944 문*희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 스마트IT공학부 합격

54 20***550 한*늘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 기독교학부 합격

55 20***541 박*태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 사범학부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