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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2.01.07 간호학과 안혜정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수상

22.02 전공심화과정 운영평가 A등급

22.02.08 제51회 학위수여식

22.04.13 간호학과 한미화교수 ‘생애 첫 연구사업’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22.02.17 간호학과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경북지역 유일 보건교사 양성과정 A등급 획득

22.04.25 죽도초등학교 MOU 체결

22.07.05 포스코플랜택 MOU 체결

22.09.30 제53회 간호학부 나이팅게일 선서식

22.10.18 간호학부 NCLEX-RN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교육과정 수료식

22.11.11 제19회 간호학부 학술제

22.11.25 제9회 포항‧경주지역 간호학부 연합학술제

22.12.15 의료법인성하의료재단 포항인성병원 MOU체결

22.12.27 의료법인안흥의료재단 영남병원 MOU체결

22.12.30 “간호학과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우수 A등급 획득” 우수기관 선정 표창 _ 교육부

2021 21.02.05. 제50회 학위수여식

21.03.20. 대학 개교 52주년 기념일

21.09.28-29. 제52회 나이팅게일선서식 개최(2학년 238명)

21.10.20. NCLEX-RN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21.11.16. 간호학부 제18회 학술제

21.11.26. 제8회 포항.경주 연합학술제

2020 20.02.07. 제49회 학위수여식

20.4.20. 포항 신흥초등학교 MOU체결

20.4.20. 포항 청림초등학교 MOU체결

20.4.20. 포항 항구초등학교 MOU체결

20.09.11. 간호학과 안혜정 교수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

20.11.03. NCLEX-RN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20.11.16. 간호학부 제17회 학술제

20.11.27. 제7회 포항.경주 연합학술제

21.01.05-01.15. 제29회 간호학부 산학협력위원회

간호학과 > 학부소개 > 학부연혁학부연혁학부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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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2.08 제48회 학위수여식

03.29 포항 항도초등학교 MOU 체결

04.05 포항 초곡초등학교 MOU체결

04.12 포항 연일형산초등학교 MOU체결

11.15 제16회 학술제

11.15 제5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11.22 제 6회 경주.포항 간호학과 연합학술제

12. 간호교육인증평가인증 획득

2018 02.08 제47회 학위수여식

03.28 2018 글로벌 현장학습 2명 선정 (교육부)

04.03 대이초등학교 MOU 체결

04.03 포항중앙초등학교 MOU 체결

08.25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우수등급' 자율개선대학 선정 (교육부)(포항ㆍ경주 전문대학 유일)

09.20 제49회 나이팅게일선서식 개최

11.02 제5회 포항.경주지역 간호학과 연합 학술제 개최

2017 02 제 46회 학위수여식

03. 31 포항영일초등학교 mou 체결

05. 26 포항북구보건소 mou 체결

09. 28 제 4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2016 02 제 45회 학위수여식

02. 18 사회복지법인브솔시냇가복지재단 mou 체결

02. 24 한마음정신보건재활센터 mou 체결

04. 14 두호남부초등학교, 창포초등학교 mou 체결

04. 21 포항송곡초등학교, 장흥초등학교 mou 체결

05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 2명(미국)

09. 27 제47회 나이팅게일선서식 개최

12. 21 좋은선린요양병원 mou 체결

2015 02 제 44회 학위수여식

06 간호교육인증평가인증 획득

10. 간호학과에서 간호학부로 승격

10. 27 제 4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2014 01. 01 교육부 지정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교육품질 인증대학 수여

02. 13 제43회 학위수여식



10. 14 교육부 교원양성기관평가인증 획득

10. 21 제4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2013 02. 14 제 42회 학위수여식

02. 28 황조 근정 훈장 수여 (이태조 교수)

04. 02 포항북구보건소 MOU체결

07. 03 2012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선정 (5년 연속)

10. 01 제4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2012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4년 연속 선정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미국(5명)

2011 간호학과 4년제 학사학위 승격 (주관: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2년 연속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

교명변경-선린대학에서 선린대학교

NCLEX_RN 9기 수료식 개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 미국(3명), 중국사체해부실습실(56명)

제 4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2010 2010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A등급 선정(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 선정

포항세명기독병원과 산학협력체결

포항여성병원과 산학협력체결

경주동국대학교병원과 산학협력체결

포항성모병원과 산학협력체결

졸업생리콜교육, 지역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미국 엠포리아 대학교 간호학부 유학(7명)

NCLEX_RN 8기 수료식 개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 미국(7명), 캐나다(10명), 베트남(10명), 중국사체해부실습(58명)

제 4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2009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에스포항병원과 산학협력체결

NCLEX_RN 7기 수료식 개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 호주(10명)

제 4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2008 간호보건계열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 2년 연속 선정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

방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 캐나다(4명), 중국(1명)

제 4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2007 한국간호평가원 평가 A+

간호보건계열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 선정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 캐나다(4명), 호주(5명)

2006 전문대학 특성화 영역 및 주문식 교육 사업단에 선정

간호사 학사학위 교육기관 인증(학점은행제)

하계 S.A.P 학생 발대식

2005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평가 교육운영 및 성과최우수, 환경부분 우수

NCLEX_RN 교육센터 개소

2003 학생복지관(만나홀) 및 여학생기숙사(진리관) 준공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NCLEX_RN) 교육과정 개설

창업보육센터 ISO 9001 인증획득

포항MBC 선린대학 디지털교육센터 "국가공인자격센터"개소

2002 S.A.P 동계 해외연수 및 해외현장실습생 파견

S.A.P 하계 해외연수 및 해외현장실습생 파견

제 2기숙사 및 학생복지관 기공식

1998 교명변경 - 포항선린전문대학에서 선린대학

1994 교명변경 - 선린여자전문대학에서 포항선린전문대학

1989



1989 교명변경 - 포항간호전문대학에서 선린여자전문대학

1969 포항간호고등기술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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