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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은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경상북도가 설립한 300만 경북도민의 대학, 
대구·경북 유일의 공립대학 ‘경북도립대학교’가 
실용 교육 중심의 명문대학으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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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길을 찾아나서는 도전정신을 응원합니다.

창조형 실용 인재 육성이라는 말이 헛되지 않도록

경북도립대학교가 당신의 꿈을 위한 GPS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닌 실력으로 말하며,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

실용 교육의 명문 경북도립대학교에서 꿈을 시작하십시오.

미래를 찾기 위한 나만의 GPS, 
경북도립대학교가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유일의 공립대학교

1개

장학금수혜율

(2013년 대학 정보공시 기준)

188.3%

2013년 해외교류 프로그램에 160명 참가

[재학생(934명) 대비 16.1%]

160명

6년 연속(2008~2013) 교육부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6년

7년 연속(2008~2014) 교육부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라오닐)

7년 연속(2002~2008) 교육부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7년

저렴한 등록금

전국 대학 평균 등록금 대비 37.8%

(2014년 정보공시 기준)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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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에서 더욱 인정받는 
실용 인재 양성                                               1

● 공무원의 꿈을 이루세요
   - 공무원 특채 실시 및 공무원 시험 대비 심화학습실 운영(입실 학생에게 특강, 독서실, 교재 무료 제공)

   - 공무원 임용 : 107명(2012년 이전 누계 69명, 2012년 17명, 2013년 11명, 2014년 10명)

     ※ 공무원 특채 : 62명,  공채 : 45명

● 4년제 대학으로 편입 가능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안동대학교 등과 연계교육과정(2+2) 운영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가능

● GPC Pride인증제를 통한 단계별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취업캠프, 인성진로캠프, 인문고전 만남 프로젝트

● 실용 인재 특별 교육과정 운영
    - 도장기술센터 연수 교육과정,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 연계교육과정

● 국제적 감각과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 2013년 해외 교류프로그램에 160명 참가[※ 재학생(996명) 대비 16.1%]

   - 다양한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마련 : 외국어학습센터 운영(영어), 영어캠프(대구경북영어마을 등)

   - 어학연수 : 중국, 필리핀, 미국 등

   - 해외 현장견학, 문화탐방 : 중국, 대만, 터키, 일본, 필리핀 등

   - 해외 새마을봉사단 : 동남아시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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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학(공립대학)이라 
전국 최저 수준의 등록금과 생활비   3

● 저렴한 등록금(※ 2014년 정보공시 기준)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전국 대학 평균 등록금

전문대 평균 등록금

경북도립대학교 평균 등록금 2,495,300원

6,609,900원

5,876,000원

<전국 대학 평균등록금 대비 37.8%>

● 기숙사비(학기당)

  •관리비 : 150,000원 ~ 280,000원

  •식비 : 272,000원

- 주중 점심·저녁 포함

- 조식 및 주말 식사는 식권 구입

● 통학버스(무료운행)

  •매일 : 영주·풍기, 안동·풍산, 상주·점촌

  •매주 : 칠곡, 대구, 군위, 구미 

  •매월 격주 : 서울, 충주

다양한 교류협력으로 
탄탄한 인프라 구축                                   2

● 기업체와의 MOU 체결로 학생 진로 개발에 더 많은 기회 제공
   •산학협약체결 기관 : ㈜덕우무역, ㈜삼한 C1, ㈜시온플러스, 경동건설기계, 권미장, 네스랩, 성산건설㈜, 

     성진C&T㈜, 우일음료, 이노디자인, ㈜엘리소프트, ㈜트리엔, SK하이닉스, ㈜히기야, ㈜T&P, 큐에이스, 

     한방미인화장품, 예천천문우주센터 항공우주사업본부, Biospace, KS시스템, LIG넥스원㈜

기숙사

매점

기숙사 내부

식당

● 다양한 장학금 혜택(※ 2013년 정보공시 기준)

  •장학금 수혜율 : 188.3% 

  •장학금 수혜인원 : 3,462명 

  •1인당 평균 장학금 : 약 1,900천원

   (※ 2011년 985천원, 2010년 1,435천원)

(단위 : 만원)   



Support Your Dream! GPC  ●  경쟁력

유용한 학사정보 가이드

Support Your Dream! GPC  ●  유용한 학사정보 가이드

01 아래 모집단위는 3년제 과정입니다.

소방방재과 응급구조과 유아교육과

3년제 과정 학과

아래 모집단위는 교원양성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교직과정 또는 교육과정 이수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모집단위입니다.  (문의 : 교학과 054-650-0128)03

유아교육과

교원양성 과정 개설 학과

학  과

지방행정과

생활체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실기교사(워드프로세서)

실기교사(체육)

교원자격증

02 아래 모집단위는 지방공무원임용장학생선발을 실시하는 학과로 선발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공고(선발) 기준에  

따릅니다.  (문의 : 기획홍보과 054-650-0116)

지방공무원임용장학생선발 실시 학과

학  과

소방방재과

예천군, 청송군, 영덕군, 울릉군, 영양군, 봉화군

경상북도 소방본부

지방자치단체

건설공간시스템과 지방행정과

04 아래 모집단위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 시 자격(면허)증 신청이 가능한 모집단위입니다.  (문의 : 각 학과) 

유아교육과

학  과

사회복지과

지방행정과(야간)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2급

보건미용과 미용사 면허

자격(면허)증 신청 가능 학과(졸업 시)

자격(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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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의 학점교류(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시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문의 : 교학과 054-650-0118)

프로그램명 선발인원기간 학점인정

교환학생 4명1학기 교류대학 이수학점

어학연수 20명 정도3주 2학점

어학연수·교환학생 참여 시 학점인정

06 아래 모집 단위는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 각 학과)

생활체육과

건설공간시스템과

안동대학교 체육학과           영남대학교 체육학부

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연계교육과정 학과

07 모집단위별 신입생 입학 등록금액은 2014학년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 : 행정사무국 054-650-0133)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 1,602,800원(입학금 포함)

인문사회계열 1,377,400원(입학금 포함)

신입생 입학 등록금액

08 학업성적 장학 이외 다음의 장학제도가 있으며, 자격기준과 신청 시기는 홈페이지 장학/융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교학과 054-650-0124)

경북인재육성장학금

특기장학

저소득층 지원 장학

등록금 전액(전체 학기)

등록금 전액(전체 학기 또는 2개 학기)

국가장학금 + 월 15만원(경북)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장학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

가족장학

근로장학, 공로장학, 특별장학 등 다수

등록금 ~ 기성회비 전액(기준별 차등 지급)

등록금 전액(전체 학기 또는 2개 학기)

기성회비 전액(가족 중 1인)

장학안내 페이지 참고

장학제도

09 해외봉사단과 어학연수 및 해외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발시기와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과별 공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문의 : 교학과 054-650-0118, 산학협력단 054-650-0174)

2013학년도 운영 프로그램 2013학년도 프로그램국가 국가

해외어학연수

소방방재 해외 산업현장 탐방

해외어학연수

녹색친환경축산선진기술 연수

미국(샌디에이고 주립대)

대만(소방훈련센터)

중국(연변과학기술대)

일본

해외어학연수

해외 산업현장 견학

경주문화엑스포 문화탐방

토목과 현장 견학

IT특약계열 해외산업현장 견학

새마을 해외봉사단

필리핀(막사이사이기술대학)

중국

터키

중국

일본

필리핀

해외교류 프로그램



Support Your Dream! GPC  ●  취업 성공기

Career Success취업 성공기

사회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한전병원 응급의학과 응급구조사 조성진입니다. 저는 현재 지역응

급의료센터에서 현장과 병원을 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EMT가 되고 싶었던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응급구조과

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등록금이 저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되어 지원을 잘해줄 수 있는 경북도립대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남들보

다 조금 늦은 나이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교의 지원과 교수님들의 지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등을 통해 

사회생활에 대해 조금 더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후배 여러분 응급구조과에 들어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겪은 일이지만 현장에 나와 있는 지금은 항상 

학교생활이 그립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나중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지금 배우는 것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선배가 없는 1기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선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선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멋진 응급구조사가 되어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조성진(응급구조과 졸업)      한전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성공한 사회인으로서 
든든한 발판이 되어준 GPC!

저는 예천군청 문화체육사업소에 근무 중인 권순욱입니다. 현재 

예천군청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본교 생활

체육과 및 교양수업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체육특기생으로 지낸 저는 체육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너

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체육학도로서

의 길을 잠시 미뤄 두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

한 사회생활은 곧 시들해졌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평생하고 싶다

는 생각과 함께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의 필

요성을 느껴 만학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지도교수님이셨던 장세창 교수님의 많은 조언으로 체육

지도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에 대해 배웠고 불투명했던 지도자로서

의 꿈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대한적십

자사 인명구조법 강사,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

다. 젊은 시절 잃어 버렸던 꿈을 찾아준 학교에도 작은 보탬이 되고

자 제4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교와 지역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습

니다. 현재에도 본교 마린스 동아리 후배들과 교류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졸업 후 진로를 정하면서 지도자의 길을 걸으려면 공부를 더 해야겠

다는 생각에 4년제 대학에 편입해서 졸업을 했고 교육대학원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후배 여러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이란 시간에 자신의 목표를 

정해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고 성공한 사회인으로서의 든든한 발판

이 되었으면 합니다. 덧붙여 저와 같이 늦게나마 꿈을 가지고 시작

하시는 만학도들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학업의 긴 여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권순욱(생활체육학과 졸업)      예천군청 문화체육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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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노력하고 실행하면
목표는 다가온다

저는 서울 렉서스 천우모터스 서비스센터에 근무 중인 김정재

입니다.

먼저, 저는 자동차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과를 접하게 

되었고 경북도립대학교 자동차과만의 특성화로 타 대학과 다른 

이유태 교수님의 열정을 보고 제 인생을 걸게 되었습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자동차과의 4단계 테스트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

여 목표를 달성하고 지금 이곳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렉서스 천우

모터스에 입사하여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에서도 도장을 많이 교육하지만 경북도립대학교 자동차과는 

개인의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고 현장실무적인 교육까지 사회에 나가

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움으로써 다른 어느곳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과의 교육시스템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달하

는 과정을 스스로 알아보고 계획함으로써 누구보다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과 선배님들부터 조교님, 교수님까지 옳고 그름을 적나라하게 분석

해주며 해결에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기보다 힌트를 줌으로써 자신이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경북도립대학교 자동차과가 고진감래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학교, 학과라고 확신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잡아 계획 및 노력 

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고, 길의 폭이 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목표를 보고 장애물을 건너고 좁은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김정재(자동차과 졸업)      렉서스 천우모터스 서비스센터 

실무 중심 교육의 힘!

저는 CMA 코스메틱&스파의 스파 사업부에서 테라피스트로 활동

하고 있는 임성현입니다. 제가 경북도립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해외연수나 장학금 등 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는 점이었습

니다. 저 역시 매 학기 장학금을 받아 학비 부담을 덜 수 있어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항상 도전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과 교수님들의 열정적 가르침과 소신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은 

저의 도전정신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재학 중 저는 미용경진대

회에 4번 참가하여 금상, 은상 등에 입상했습니다. 또한 학점·자격

증 취득에도 노력하여 총 1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중국과 필리핀 어학연수에도 두 차례 참여했

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에는 과대표를 맡아 하며 모든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후배 여러분! 현대는 경쟁사회입니다. 준비가 필요하고 능력으로 

말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에 도전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목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실무에 맞는 공부로 현장에서도 준비된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경

북도립대학교에서 그 날개를 펼쳐 보세요!

임성현(피부미용과 졸업)      CMA 코스매틱&스파 스파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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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Your Dream! GPC  ●  경쟁력Support Your Dream! GPC  ●  취업 성공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취업준비 만사 OK

LIG넥스원 신뢰성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정동훈입니다. 늦은 나이에 

전문대학 입학을 결심하던 제가 경북도립대학교 IT특약계열을 선택

한 이유는 대기업과의 협약과 부사관제도 운영으로 취업이 잘된다

는 입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지속

적으로 살펴보던 저는 경북도립대학교가 제시하는 실용교육에 믿음

이 갔습니다. 

실제로 전문대학은 2년 후에 바로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입학과 동시에 자격증 취득, 학점관리는 물론이

고 다양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된 취업

캠프, 해외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졸업을 

앞두고 참가한 취업캠프는 취업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

던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초적인 이력서, 자기소개

서 작성방법부터 실전 모의면접까지 모두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

습니다. 모의면접 덕분에 실제 면접을 볼 때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LIG넥스원은 안정적이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으로 경북도립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제가 처음으로 취업하였

습니다.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격증 및 어학공부를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며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낸다면 많은 후배님들과 같이 근무하

실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배님들이 우리 회사에 취업을 원한다면 아낌

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에서 

얻은 큰 배움을 후배님들에게 작게나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동훈(IT특약과 졸업)      LIG넥스원 신뢰성센터

취업의 길을 열어준 
풍부한 네트워크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김천부곡아동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경식입니다. 김천부곡아동센터는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되어 지역 내 13개의 아동센

터를 지원,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회복지과로 진로를 확정하였지만 4년제 대학을 가기

에는 가정형편상 부담이 되어 전문대학 중 사회복지과를 물색했습

니다. 그러던 중 경상북도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북도립대학교

를 찾았고 도립대학은 등록금이 저렴하고 경북 내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과 연계가 잘 되어 있어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는 전보경 교수님의 조언으로 입학을 결심하였습니다. 

2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4년 동안 배워야 할 내용을 2년 만에 배워야하는 전문대의 특성상 

1학년 때는 학업과 자격증 취득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했습니다. 

2학년 때는 다양한 실습과 봉사동아리 활동 등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과 부과대표로 활동하면서 체육

대회 및 한울축제 진행, 팸플릿 제작 등 사회에서 필요한 경험을 

미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적극 준비한다면 

이루지 못할 꿈은 없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가 가진 경상북도의 

무궁무진한 네트워크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후배님들도 

꿈을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경식(사회복지과 졸업)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 김천부곡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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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을 위한 
최적의 교육시스템

예천군 예천읍사무소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은현

입니다. 공무원 꿈을 이루기 위해 행정학과를 알아보던 제가 경북도

립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공무원은 학벌 제한이 없어 4년제 대학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으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59명의 공무원을 

배출한 경북도립대학교만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지방행정과는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만큼, 우수한 교수진과 

더불어 노량진 공무원학원처럼 이론에 취중하지 않고 실전에 강한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 실제 공무원시험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과 전공심화학습실에서 제공하는 개인용 독서실, 무료 

동영상 강의로 공무원 준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

기기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졸업 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었습니다. 더 나아가 방학기간 중에는 공무원 특강을 실시하여 자

칫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

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높은 경쟁률로 공무원의 길을 고민하던 저에

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신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방황 없이 준

비할 수 있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와 함께라면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을 배출한 경북도립대학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거라 확신합니다. 후배님들 꿈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

다. 노력하는 열정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준비한다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조은현(지방행정과 졸업)    예천군 예천읍사무소

풍부한 장학 혜택으로
학비 부담 제로!

SBS 일산드라마제작센터에서 방송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한나입니다. 저는 의상팀에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의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작품이 잘 나올 

때 기쁨을 느낍니다.

어렸을 때부터 TV 드라마, 영화에 관심이 많아 방송 분야로 진출하고 

싶었으나 수도권 외에 방송 관련 학과를 찾을 수 없어 고민하던 중 

경북도립대학교 방송연예코디과를 알게 되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방송연예학과에 다녔다면 학비와 생활비 부담에 아르바

이트를 병행해야 했지만 경북도립대학교는 대구 경북 유일의 공립

대학이라 학비, 기숙사비가 저렴하여 생활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부모님께 큰 부담을 드리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딱딱한 수업에는 집중을 잘 못했는데 대학시절 방송 

관련 수업은 실습이 많아 즐거웠습니다. 의욕적인 학교생활은 저에게 

생애 처음으로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내내 성적장학금도 

받고 학과 대표로 활동하며 리더십도 발휘하였습니다. 체육대회의 

백미인 치어리더 경연대회에서 우리 학과가 우승할 때가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후배님들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후배님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최한나(방송연예코디과 졸업)   SBS 일산드라마제작센터 방송 스타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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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Your Dream! GPC  ●  경쟁력Support Your Dream! GPC  ●  취업 성공기

소방공무원의 꿈을 실현해준 학교

구미소방서 원평119안전센터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미래입니다. 저는 화재 진압 및 생활안전구조활동 임무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소방방재과는 화재와 재난에 신속한 대처와 예방을 위

해 점점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되었고 또한 비전 있는 전공이

라며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추천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는 등록금이 저렴하고 소방방재 전공  

졸업생에게 부여되는 특채시험자격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와의 협약

으로 마지막 학기 재학생 중 2~3명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특전을 부여하여 소방공무원의 꿈을 실현해줄 기회가 타 

대학보다 많아 주저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

은 학과 공부와 체력관리입니다. 소방공무원 특전의 기회를 받으려

면 우선 학과성적이 우수해야합니다. 그리고 1차 전형인 학과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체력검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임용이 되지 않아 틈틈

이 체력도 관리했습니다. 교수님의 애정어린 지도로 졸업과 동시에 

저는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후배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

니다. 무엇이든 지금 시작하세요. 당장은 ‘어디에 쓰일 것인가, 꼭 필

요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

나 모여 큰 성과가 됩니다. 그 성과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행복을 가

져다 줄 것입니다.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전력을 다해 노

력하여 준비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임을 믿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와 함께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김미래(소방방재과 졸업)      구미소방서 원평119안전센터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준 대학

홍수경(유아교육과 졸업)     제일모직 구미어린이집 보육교사

구미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홍수경입니다. 제일 

모직 구미어린이집은 유능한 여성 인력의 손실을 막고 양질의 육아

환경을 지원해 주기 위한 직장보육시설로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

전하게 보호하며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입 

니다.

제가 경북도립대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등록금과  

함께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의 혜택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여 입학해야 했던 저로서는 장학

금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에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들. 가령, 교육역량강화사

업에서 추진하는 국토순례, 각종 수업발표대회, 봉사, 실습 등 다양

한 활동을 통해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풍선아트, POP, 동화구연 등 자격증 취득 등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하

여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어떤 일이든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

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라는 메시지를 후배님들에게 꼭 전해주

고 싶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에서의 교수님과 선후배님들과 함께

하면서 도전해본 그 경험이 쌓여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어

떤 일이라도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믿고 도전하면 어떤 일이든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에서 그 능력과 잠재력을 믿고  

한 번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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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은 내 인생의
든든한 멘토

김세일(토목과 졸업)     예천군 풍양면사무소

예천군 풍양면사무소에서 시설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토목

과 졸업생 김세일입니다.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던  

제가 경북도립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졸업을 하면 경상북도 내 지방

자치단체에 시설직(토목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다

면 반드시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때부터 공무원이라는 멋진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학 중 학교에서 제공해준 국내 대형 프로젝트 현장 견학, 해외  

건설현장 탐방 등을 통해 토목기술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

게 되었고, 이렇게 생긴 자신감은 학업 성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리고 마침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공무원 취업이라는 제 인생의 

첫 번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해준 다양한 프로

그램을 통해 넓고 깊어진 전공지식과 견문은 지금도 현업에서 실무

를 수행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는 또 하나 자랑거리가 있는데, 바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교수님입니다. 제가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한번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교수님들의 열정과 

애정 어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과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어려운 전공과목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현업에 나와 있는 지금도 어려

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교

수님께서는 멘토로서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경북도립대

학교에서는 취업준비랄 게 따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프로그램과 교수님의 헌신적인 지도는 2년 후 여러분이 꾸는 꿈

을 현실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를 믿고 내일을 준비

한다면 꿈꾸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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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자동차도장 특성화로 지정받은 전문기술교육 학과입니다. 자동차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책임지도 능력별 세부전공코스를 도입하여 ‘입학=취업’이라

는 공식을 증명합니다. 세부전공별 학생별 전담취업 지도교수 지정, 세부전공별 학

생별 맞춤형 교육전담 책임 지도교수 지정을 운영해 해외 유명 자동차기업과 국내  

자동차기업입사의 꿈을 펼칠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내 최정상의 학교기업 ‘라오닐’

에서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을 주도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듀얼 교육 시스템과 실용 교육으로  

취업이 잘 되는 특성화 학과, 자동차과 입니다

안전학부 자동차과
School of Safety  Dept. of  Automobile

졸업 후 진로

도요타 모터CORP, GM컴퍼니, 폭스바벤그룹AG, 포드 모터컴퍼니, 현대기아자동차그룹, PSA푸조시트로엥S.A, 혼다자동

차, 닛산자동차, 피아트S.P.A, 스즈키, 르노, 다임러, BMW AG, 마쓰다, 크라이슬러그룹, 미쓰비시, 타타자동차, 상하이자

동차, 이스즈, 마힌드라, 프로톤홀딩스, 포르쉐,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GS글로벌 등 다수 취업

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

현대로템

김만✽, 어성✽

조용✽, 최상✽

김민✽, 방성✽

신동✽

Dupont Korea 이찬✽

현대중공업
황운✽, 김태✽

한정✽

Transport Body Works (호주) 정영✽

두산인프라코어 박승✽

볼보 김선✽

KCC
오세✽, 윤✽

장주✽

조광페인트 선금✽

삼화페인트 왕태✽, 곽윤✽

노루페인트 예으✽

GS글로벌 (주)PLS

강병✽, 고동✽

김재✽, 이대✽

김호✽, 신기✽

최현✽, 박정✽

정재✽

BMW 코오롱

이상✽, 정상✽

윤여✽, 장만✽

신재✽, 정정✽

김최✽

BMW 바바리안
동현✽, 고영✽

김준✽, 김거✽

BMW 신호 류영✽, 이우✽

BMW 한독 장✽, 정용✽

렉서스 LS넥트웩스 김동✽

렉서스 천우 김정✽, 박주✽

렉서스 동일 이진✽

렉서스 센트럴
원광✽, 허진✽

이형✽

렉서스 프라임 임기✽

폭스바겐 마이스터 김광✽, 이성✽

폭스바겐 뉴젠 김학✽

폭스바겐 PDI 김영✽

폭스바겐 VAG 이평✽, 박충✽

폭스바겐 아우토플라츠 이승✽

(주)SSCP 유진✽

아우디 한영 배준✽, 장호✽

아우디 참존 이광✽

메르세데스벤츠 PDI 김동✽

도요타 김문✽, 진동✽

메르세데스 벤츠
김남✽, 김주✽

조규✽, 김홍✽

학과장

054-650-0281

학과사무실

054-650-0280

팩스

054-650-0289

http://car.gpc.ac.kr



전담교수제 운영으로 소방공무원, 소방전문가의 길을 안내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재학생 전원이 소방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대기업 안전센터, 공공기관, 소방설계 기업으로 취업합니다.

졸업 후 진로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포함 경상북도 관할 소방서 소방관 및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국E&C, 한방유비스, 제일

모직, 한화63시티, 도레이, KH바텍, 웅진케미칼, 농협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소방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봉사와 희생의 가치를 보람으로 돌려받으십시오

안전학부 소방방재과
School of Safety  Dept. of  Fire-protecting

학과장

054-650-0284

학과사무실

054-650-0288

팩스

054-650-0289

http://119.gpc.ac.kr

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

경상북도 관할 소방서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포함)

-소방공무원

배성✽, 이제✽

이지✽, 정수✽

차효✽, 현복✽

권용✽, 김민✽

서경✽, 오남✽

이상✽, 정연✽

강지✽, 권봉✽

박영✽, 소성✽

이성✽, 이성✽

이수✽, 신영✽

장순✽, 황성✽

권순✽, 김미✽

이인✽, 임재✽

박건✽, 최재✽

황혜✽

제일모직 서우✽

한화63시티 신영✽

광개토프로덕션 김경✽

삼성전자 나아✽

YK건기 이재✽

김천 구성농협 정석✽

SK하이닉스
권경✽, 김성✽

박기✽

주식회사산업전기소방 최운✽

안국E&C 김민✽, 이진✽

도레이 김신✽

KH바텍 김재✽

웅진케미칼 김진✽

화천플랜트 박동✽, 박승✽

종우소방기술단 박동✽

OKF 안영✽

한방유비스(서울) 이재✽

한방유비스(신고리원자력) 유경✽

LG디스플레이 이보✽,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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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와 각종 재난에 의해 발생하는 응급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1급 응급구조사와 미래의 소방공무원(구급직)을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1급 응급구조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급처치원(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일반 응급처치강사1급(대한응급구조협

회), BLS Provider(미국심장협회, 대한심폐소생협회), 수상인명구조자격증(대한적십자사)을 취득할 수 있으며, 119구조구

급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센터, 소방공무원, 산업체 의무실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봉사정신과 용기, 사명감을 가진 응급구조 인력 양성에 

경북도립대학교 응급구조과가 함께 합니다

안전학부 응급구조과
School of  Safety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학과장

054-650-0286

학과사무실

054-650-1999

팩스

054-650-0289

http://em119.gpc.ac.kr

http://club.cyworld.
com/gpc11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기술, 건설!

그 중심에 경북도립대학교 

건설공간시스템과가 있습니다

• 경북도 내 지자체 공무원 특채 프로그램 운영

• 최첨단 실습장비를 이용한 실무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공기업 및 대기업과 공동으로 실습 프로그램 운용

- 현장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용

- 국내 대형 프로젝트 건설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용

- 해외 선진기술 견학을 위한 해외 현장탐방 프로그램 운용

- 전공경진대회 프로그램 운용

• 건설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 자격검정 시험 대비 특강 프로그램 운용

- 전국 최상위의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 유지

건설공간시스템과
Dept. of  Civil Engineering

전공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현황
(2013년 : 29명) 

토목산업기사(17명)

김도✽, 박규✽

신지✽, 이광✽

이진✽, 이수✽

조재✽, 주재✽

차진✽, 한상✽

서만✽, 김우✽

임재✽, 조경✽

정매✽, 박순✽

안동✽

건설안전산업기사(2명) 박순✽, 한국✽

사무자동화산업기사(1명) 차진✽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9명)

차진✽, 이진✽

신지✽, 조경✽

서만✽, 임재✽

조재✽, 주재✽

안동✽

(2014년 6월 현재)

토목산업기사(5명)

현영✽, 김영✽

정창✽, 지승✽

최윤✽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 

준비중

토목산업기사 7명

지적산업기사 2명

건설재료산업기사 1명

학과장

054-650-0291

학과사무실

054-650-0290

팩스

054-650-0299

http://civil.gpc.ac.kr

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

공무원

예천군

최승✽

임연✽

김세✽

주재✽

울릉군

박준✽

이준✽

정창✽

(임용 예정)

영덕군 김경✽

성남시 김시✽

안동시 변대✽

봉화군 이명✽

공기업

(공사)

한국철도공사

정의✽

하천✽

조영✽

농협
안정✽

권✽

대한지적공사 김영✽

일반기업

삼성엔지니어링 박순✽

현대중공업 류동✽

동아건설
박근✽

김기✽

TSK 남순✽

대명건설 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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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

● 해외 취업자 및 연수자

나라 업체 취업자

캐나다

(벤쿠버)

Aviang Beauty 김성✽

Pin tree acupuncture 심민✽, 구혜✽

Working Holiday

(캐나다 대사관)
김인✽

 ● 국내 취업자

지역 업체 취업자

서울

(청담동)
㈜스파클럽씨앰에이

한정✽,임성✽

이명✽,이미✽

구민✽,권다✽

임설✽

서울

(강남)

오후의테라피 강미✽

사틴헤어
허소✽,박민✽

양지✽

경기도

(분당)
준호헤어

김미✽,최상✽

박✽, 최재✽

백인✽

대구
오무선미용실 이창✽

아발리코네일 변현✽

경북

(구미)
성피부과 김은✽

경남

(창원)
정규덕피부과 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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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가 요구하는 

건강한 아름다움의 주역!

Well-Bing & Healing Life를 주도하는 보건미용과

● 특이사항

• 무시험취득 자격사항 : 미용사면허증(졸업과 동시 취득)

•  미용 관련 자격사항 :  미용사(일반, 피부), 이용사 국가자격증, 발관리사, 두피관리사,  

 메이크업(3급, 2급), 네일테크니션(기초,아트), 타이테라피자격증 등

• 보건직공무원 자격사항 : 간호조무사, 위생사(국가의료자격증), 병원 코디네이트(민간자격증) 등

• 산업체 장학금 수령

• 졸업생 리콜교육 실시

• 석·박사학위 취득 및 경력 단절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

보건미용과
Dept. of Health & Beauty Science

학과사무실

054-650-0260

팩스

054-650-0269

http://beauty.gpc.ac.kr



국내 최고의 축산 전문인력 양성!

억대 축산농가의 꿈을 실현합니다

• 국내 최고의 실습장에서 가축 생산 및 가공 관련 실습교육 실시

• 축산과 재학생 전원 해외연수 실시로 선진 축산기술 습득

• 경북 농어업 1만 명 육성 프로젝트 실시로 졸업 후 다양한 영농지원 혜택

• 축산산업기사, 식육처리기능사, 인공수정사 등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실시

졸업 후 진로

축산관련 공무원, 연구소, 축협, 축산물 가공, 유통 및 사료 분야

축산과
Dept. of Animal Science

학과장

054-650-0342

학과사무실

054-650-0340

팩스

054-650-0299

http://animal.gp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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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buk Provincial colleGe

우리 시대 최고의 직업으로 손꼽히는 공무원!

공무원 특채 및 공무원 임용 대비 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능한 공무원의 자질을 키워드립니다

•공무원 특채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맞춤형 전문 공무원 양성 

- 예천군·울릉군·영양군·청송군·영덕군·봉화군 특채 

•공무원 시험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공무원 특강

•각종 자격증 취득으로 공무원 시험 가산점 확보 및 취업지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사회복지사 2급(야간), 실기교사자격증, ITQ, ICDL 등

•방학기간 중 공무원시험 대비를 위한 특강 및 모의고사 실시

•경북도청, 경북도의회, 국회아카데미, 사회복지현장 방문 등을 통한 실무연계 교육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마을 입소 프로그램 운영

지방행정과
Dept. of  Local  Administration

학과장

054-650-0273

학과사무실 (주간)

054-650-0270

학과사무실 (야간)

054-650-0278

팩스

054-650-0279

http://admin.gpc.ac.kr

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

● 공채 현황

일반행정직

강민✽, 박경✽, 

손종✽, 나윤✽, 

조원✽

교육행정직
김정✽, 김성✽,

김구✽

사회복지직 신현✽, 박명✽

교정직 김명✽, 현은✽

경찰직
김남✽, 김현✽,

엄경✽, 이한✽

군무원 박서✽

기타 직렬
권미✽, 김명✽,

문순✽, 서정✽

● 특채 현황

예천군

이혜✽, 구본✽, 

우충✽, 김영✽, 

박찬✽, 엄소✽,

박수✽, 조은✽, 

최수✽

울릉군

김익✽, 성인✽, 

박지✽, 김민✽, 

정향✽, 고가✽,

고남✽

영양군

조형✽, 임초✽, 

김윤✽, 이재✽, 

전지✽, 성주✽,

김명✽

청송군
신성✽, 강경✽, 

노혜✽

영덕군 김찬✽, 신다✽

● 금융기관 • 기업체 및 기타

농협·축협·수협

김✽영, 서✽진,

이✽경, 전✽영, 

정✽수, 천✽민

새마을금고·신협 김✽이, 정✽원

대창고등학교 여✽영, 이✽남

예천군노인복지회관 남✽태, 안✽준

예천사랑마을 김✽우, 안✽란

KT ITS
김✽민, 우✽철

손✽훈

경북테크노파크 안✽주

경북 환경 현✽준



Human Service Coach, 사회복지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꿈터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의 꿈을 이루세요

휴먼서비스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의 취득과정 이수와 

더불어 졸업 후 사후관리까지 2+1 시스템으로 One Stop Service를 Case by Case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Dept. of  Social Welfare

학과장

054-650-0331

학과사무실

054-650-0250

팩스

054-650-0259

http://welfare.gpc.ac.kr

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

경주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혜✽

제천노인종합복지관 진미✽

영월종합사회복지관 박민✽

동부초등학교 전영✽

문경시청 전희✽

대구애망원 정다올누✽

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성✽

김천부곡종합사회복지관 정경✽

군위지역자활센터 김병✽

예천지역자활센터 손미✽

문경제일병원 현슬✽

영주새희망병원 최광✽

예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미✽

성프란체스카어린이집 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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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능력을 갖춘 국·공립 유아교사 양성!

미래의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맞춤형 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학생 개별화 수준에 따른 교수법 강의로 step by step

- 유아교육과 중심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 cheer up

- 1 : 1 현장실습지도 강화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 취득 

- 국가자격증 : 유치원 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무시험 검증) 취득

- 민간자격증 : POP, 풍선아트, 구연동화, 유아요가, 유아 레크레이션 지도사 등 

                     유아교육 관련 민간자격증 3개 이상 취득(방학 특강-무료)

•폭넓은 진로

-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 어린이집 취업

- 기타 교육기관 관련(학원, 학교 방과 후 교사 등) 취업 

- 졸업 후 4년제 편입이나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취득 후 대학원 진학

유아교육과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학과장

054-650-0231

학과사무실

054-650-0230

팩스

054-650-0239

http://ece.gpc.ac.kr

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

경북 천사유치원 강호✽

경북 조은유치원 이보✽

경북 해성유치원 최지✽

경북 해동사유치원 김규✽

경북 예성유치원 이영✽

경북 푸른하늘어린이집 김현✽

경북 군립죽변어린이집 주유✽

여성회관어런이집(오산) 김유✽

예인유치원(오산) 이수✽

슈필렌유치원(대전) 임성✽

BK사랑유치원(대전) 최다✽

유성원광유치원(대전) 오수✽

하버드어린이집(세종) 지미✽

창원시립어린이집(경남) 이지✽

충북 한담유치원 권지✽

충북 상지유치원 김사✽

충북 보슬유치원 신현✽

충북 키즈랜드유치원 안미✽

충북 성모유치원 임은✽

충북 루시유치원 장은✽, 여주✽

충북 요셉어린이집 김소✽

한국교통대학교 진학 김태✽, 박이✽

강릉원주대학교 진학 김소✽, 유미✽

태양유치원(대구) 이원✽

한솔유치원(경남) 김은✽

군립세라어린이집(경남) 안미✽



당신의 취업 꿈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국내 최고의 전자통신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 및 협력업체들과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특수전자기술에 대한 주문식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방위산업 

현장 및 미래의 IT융복합 분야에 주역이 될 수 있는 학과입니다. 

● 특이사항

• 국가직무표준(NCS)기반 기업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전자 정보통신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책임지도

• 해외 선진기술 견학을 위한 해외 산업체 탐방 및 어학연수

• 학생별 전담교수제 운영으로 학교생활 및 취업진로 상담

• 폭넓은 진로 지도

- LIG넥스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한전KPS 등 취업

- 서울시립대, 경북대, 충남대, 금오공대 등 4년제 대학 편입

- 방위산업체 병역특례, 기술부사관, 기술병 입대 및 3사관학교 입학

IT학부 IT특약과
Dep. of IT Cooperative Systems

학과장

054-650-0214

학과사무실

054-650-0220

팩스

054-650-0229

http://it.gpc.ac.kr

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

LIG넥스원 이헌✽, 정동✽

LG이노텍
한용✽, 박창✽ 

박종✽

LG디스플레이 조해✽

LG전자서비스

김나✽, 이정✽ 

조✽, 이민✽

김종✽

삼성전자서비스

박다✽, 김은✽ 

백태✽, 임예✽ 

주선✽, 황보✽

(주)에이알텍 홍은✽

SK네트워크 홍희✽

한전KPS(주) 이재✽, 유민✽

금호타이어 김슬✽

육군3사관 홍건✽, 김규✽

금오공대 편입

김보✽, 김소✽ 

이현✽, 배승✽ 

김대✽

서울시립대 편입 박근✽

경북대 편입 황순✽

충남대 편입 김진✽, 김세✽

안동대 편입
권랑✽, 김태✽ 

이성✽, 정진✽

한국교통대 편입 윤성✽

동국대 편입 박지✽

목포대 편입 정소✽

계명대 편입 김학✽

공주대 편입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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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국·공립대학교 군사학과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초급 간부의 꿈과 희망을 실현합니다

● 특이사항

• 맞춤형 교육
- 학·군제휴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

- 이론은 대학에서 실무교육은 군에서

• 국가공무원(군인)서 확실하고 안정적인 평생 직장 제공

• 전문기술자격증 및 무도단증 취득을 위한 실무진 특강

• 육군과의 협약을 통한 군장학생 선발

• 3사관/4년제 대학 편입 및 군무원 시험 응시자격 부여

IT학부 군사학과
Dep. of Military

학과장

054-650-0211

학과사무실

054-650-0220

팩스

054-650-0229

http://military.gpc.ac.kr

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

육군3사관
김규✽, 김경✽

홍건✽

공군부사관 김기✽, 황덕✽

여군부사관 김민✽, 최윤✽

군 장학생

김건✽, 김준✽

박찬✽, 이규✽

정수✽, 김원✽

김진✽, 김희✽

유시✽, 현종✽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과 건강 지킴이! 

스포츠 지도자의 꿈을 이루세요!

2+2+2 학사운영 입학+무시험 4년제 편입(영남대 3명, 안동대 3명) + 교육대학원(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태권도부 운영

- 도·시 단위 입상자(1년 장학), 전국 단위 입상자(2년 장학)

•졸업 후 진로 

- 취득 자격증 : 실기고사자격증, 3급 생활체육지도자(23개 종목), 종목별 심판 및 사범자격

- 초·중·고 실기고사, 시·군 교육청 팝스 전문인력, 시·군 스포츠 관련 공무원

- 시·군 3급 생활체육지도자, 종합병원 운동처방사, 체육시설업, 4년제 편입 등 

생활체육과
Dept. of Practical Physical Education

학과장

054-650-0242

학과사무실

054-650-0240

팩스

054-650-0249

http://sports.gpc.ac.kr

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

예천군 : 양궁
김현✽, 김규✽

장진✽

정선시 : 육상 우유✽

해군 부사관 백제✽

육군 부사관 이관✽, 김승✽ 

특전사 부사관 김진✽

안동 생활체육지도자 황일✽

경북축구협회 사무국장 조명✽

부산시 태권도 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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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Your Dream! GPC  ●  모집요강

2015학년도 경북도립대학교 입시 안내

1. 모집단위 및 인원

□ 수시모집

모집단위
수업

연한
구분

입학

정원

1차 2차 정원외 특별전형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전문대 이상

졸업자
농어촌 기초수급 만학도 외국인

안전

학부

자동차과 2년

주간

40 22 6 4 4 2 1 1 2 3

소방방재과★ 3년 30 10 10 4

응급구조과★ 3년 20 14 1 2 1 1

건설공간시스템과 2년 35 22 5 2 2 2 1 1 1

IT학부
IT특약과 2년 40 28 3 4 2 1 1 1 1

군사학과 2년 30 24 2 1 1 1 1 1

보건미용과 2년 40 22 10 2 2 2 1 1

축산과 2년 20 7 5 3 2 1 1 1 2

지방행정과 2년
주간 40 15 3 8 2 2 1 1 2

야간 30 9 5 6 3 2 1

사회복지과 2년

주간

40 30 7

유아교육과★◎ 3년 40 34 4

생활체육과 2년 30 7 20 1

합       계 435 244 70 48 19 12 8 7 9 4

※ ★는 3년제 학과, ◎는 교직과정 설치 학과

※ 모집 또는 등록결과에 따라 모집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정시모집

모집단위
수업

연한
구분

입학

정원

1차 2차 정원외 특별전형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전문대 이상

졸업자
농어촌 기초수급 만학도 외국인

안전

학부

자동차과 2년

주간

40 2 2

소방방재과★ 3년 30 4 2 1 1 1

응급구조과★ 3년 20 1 1

건설공간시스템과 2년 35 2 2

IT학부
IT특약과 2년 40 1 1 1

군사학과 2년 30 1 1

보건미용과 2년 40 2 1 1

축산과 2년 20 2 1

지방행정과 2년
주간 40 7 5

야간 30 3 2 1 1

사회복지과 2년

주간

40 2 1 2 1 1 1

유아교육과★◎ 3년 40 1 1 1 1

생활체육과 2년 30 1 1 1 1 2

합       계 435 29 4 20 1 3 4 4 3

※ ★는 3년제 학과, ◎는 교직과정 설치 학과

※ 모집 또는 등록결과에 따라 모집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2. 전형일정

모집구분 전형구분 원서접수 면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기간

수시모집 1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특별전형
2014. 9. 3 ~ 9. 27 2014. 10. 3 2014. 10. 8

2014. 12. 8 ~ 12. 10

(충원등록 2014. 12. 11 ~ 12. 18)

수시모집 2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2014. 11. 4 ~ 11. 18 2014. 11. 22 2014. 11. 26

정시모집 1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특별전형
2014. 12. 19 ~ 2015. 1. 2 미실시 2015. 1. 7

2015. 1. 26 ~ 1. 28

(충원등록 2015. 1. 29 ~ 2. 9)

정시모집 2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2015. 2. 10 ~ 2. 14 미실시 2015. 2.16 2015. 2.17

◆ 정시모집 2차 종료 후 추가모집, 충원등록 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면접 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간단한 필기도구 등 지참(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면접 불참자는 전화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음)

3.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

•경북도립대학교 (http://ipsi.gpc.ac.kr)

•유웨이 (http://www.uwayapply.com)

•진학사 (http://www.jinhakapply.com)

방문접수 •경북도립대학교 기획홍보과(본관 1층)

우편접수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접수

  (우)757-807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기획홍보과

  (전형서류 제출 대상자인 경우 서류와 함께 도착해야 접수 가능)

원서접수

유의사항

•정원외 특별전형은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만 실시함(전형별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수험번호 기재) 송부하여야 함 

•서류 미비자와 지원자격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 됨

•원서접수 후에는 원서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음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연락이 두절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며,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입시부서로 변경 신청하여야 함

원서접수 확인 
•원서접수 및 수험표 확인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gpc.ac.kr)→원서접수→접수확인/수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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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Your Dream! GPC  ●  모집요강

4. 응시자격 및 전형 안내

□ 정원내 전형

전형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일반전형,

특별전형,

공통서류

•입학원서 1부(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는 미제출)

•학교생활기록부 1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10~2015년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시·도교육청 발급)

특별

전형

독자기준

특별전형

공통

(소방방재과,

응급구조과 

제외)

•소년, 소녀가장 •교사(담임) 또는 기관(원)장 추천서

•고교입학이후 학교장상,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상

  (모범,효행,봉사상) 수상자
•상장 사본

•고등학교 3개년 동안 봉사활동 실적 70시간 이상 실시한 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외)손자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참전유공자 제외), 지원공상(순직)군경 또는 지원공상

(순직)공무원 또는 그 자녀, 6·18자유상이자 또는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또는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자녀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지방보 훈청 

또는 보훈지청)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015년 졸업예정자 중 각 과별 전공분야에 소질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 추천을 받은 자
•경북도의원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추천서

안전

학부

자동차

과

•TOEIC 500점 이상, JLPT 3급 이상, CPT 400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성적증명서

•기능올림픽 수상자(전국·지방)-기계관련 분야(자동차, 도장,

  농기계, 용접 등)
•상장 사본

•실업계,공업계(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일반고 직업과정 이수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소방

방재

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대원 또는 그 자녀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추천을 받은 자
•추천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중 

  1개 과목이 평균 5등급 이내인 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중 

  1개 과목이 평균 3등급 이내인 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2015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전공분야에 소질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 추천을 받은 자
•경북도의원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추천서

응급

구조과
•TOEIC 550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성적증명서

건설공간

시스템과

•군 공병 출신자 •전역증 사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인정 건설, 환경 관련 자격증 취득자 •관련 자격증 사본

•5인 이상 상시고용 산업체의 건설, 환경 관련 근무경력자 또는 

  사업소득자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IT

학부

IT

특약과

•IT 사업체 종사자 또는 그 자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일반고 직업과정 이수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IT, 정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군부대 근무 경력자(통신병 또는 전산병)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군사

학과

•군부대 종사자의 자녀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IT, 정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무도 유단자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단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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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특별

전형

독자기준

특별전형

보건미용과

•보건, 간호, 의료, 산림, 미용 관련 교육기관이나 산업체 운영 또는 

   종사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보건, 간호, 의료, 산림, 미용 관련 산업체 근무 경력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보건, 간호, 의료, 산림, 미용 관련 대회 수상자 •상장사본

•보건, 간호, 의료, 산림, 미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축산과

•축산농가 종사자 또는 자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정 축산 관련 자격증 취득자 •관련 자격증 사본

•축산 관련 업체 근무경력자 또는 사업소득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행정과

•고교 졸업(예정)자로 학생부성적 4등급 이내인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행정 또는 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학과장이 인정한 자) •관련 자격증 사본

•5인 이상 행정 또는 복지 관련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생활체육과

•체육교사 또는 지도자의 추천을 받은 자 •체육교사(지도자) 추천서

•광역시·도·시 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자 •경기실적증명서

•체육고교 출신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관련 자격증 사본

•스포츠시설업체의 근무경험자 또는 각종 스포츠 자격증을 가진 자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태권도)

생활체육과

(4명)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광역시·도·시 단위 이상의 

   태권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상장 사본

※ 공통 또는 해당학과별 지원자격 기준 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지원 가능함(단, 소방방재과, 응급구조과는 학과 기준만 적용)

※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해야 함.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 과목별 등급(평균등급) 산출식 : (과목별 이수단위수 × 과목별 등급)의 합/이수단위의 합

※ 수시모집은 1, 2학년 성적 반영, 정시모집은 전 학년 성적반영(성적반영 방법에 따름)

□ 정원외 특별전형

전형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지원자 공통서류 •입학원서 1부(해당학과 상담 및 서류 확인 후 방문 접수)

전문대학·

대학졸업자 전형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대학/대학 졸업증명서, 평균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농·어촌지역

학생전형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소재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제외)

※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지역으로 봄

•학교생활기록부

•부/모/학생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내역 포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서류 제출)

만학도전형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25세(입학일 기준) 이상인 자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검정고시합격 및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검정고시합격 및 성적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복지급여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검정고시합격 및 성적증명서

•차상위복지급여수급관련 증빙서류(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본인 또는 그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검정고시합격 및 성적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가구확인서

외국인전형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국적증명서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고교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전 가족 호적등본

•재정보증서류

※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 제출

※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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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적반영 방법

가. 모집시기 및 전형별 성적반영 방법

반영비율

수시모집 정시모집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학생/만학도/
기초생활수급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
외국인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학생/만학도/
기초생활수급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400점

(50%)

대학평점평균

환산점수

400점(50%)

400점

(40%)

1,000점

(100%)

대학평점평균

환산점수

1,000점(100%)

면접
400점

(50%)

400점

(50%)

800점

(100%)

수학능력시험
600점

(60%)

만점 800점 800점 800점 1,000점 1,000점 1,000점

※ 외국인전형 정시모집의 경우 : 면접 100% 반영(만점의 40%, 400점 미만의 경우 불합격)

※ 수시모집의 면접점수가 만점의 40%(160점)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됨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모집구분
전형구분

전형총점
실질반영비율 반영

과목수

학년별반영비율
항목별

반영비율 점수산출

방식
최고 최저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수시모집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농어촌학생, 만학도,

기초수급)

400점 400점 240점 20% 전 과목 40% 60% - 100% 석차등급

정시모집

일반전형 400점 400점 240점 16% 전 과목 20% 30% 50% 100% 석차등급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농어촌학생, 만학도,

기초수급)

1,000점 1,000점 600점 40% 전 과목 20% 30% 50% 100% 석차등급

※ 석차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2)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모집구분
2009년 2월 이전

고교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공업계2+1출신자,

일반계고교직업교육과정이수자

수시모집
종전 학교생활

기록부 사본활용

검정고시 취득 평균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수능성적이 있는 자는 수능성적의 계열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 

수능성적이 없는 자는 최저성적 부여

1, 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1학년 - 40%, 2학년 - 60%)
정시모집

※ 생활기록부가 없거나 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만으로 교과성적에 의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와 동일하게 적용

Support Your Dream! GPC  ●  모집요강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공통사항)

< 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 >

모집구분 학과(계열)
점수활용

지표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100%)

비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

탐구

정시 전학과 백분위 25 25 25 25

※ A/B형 가중치 없음

※ 탐구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1과목 반영, 영역별 가중치 반영 안함

라. 동점자 처리기준(공통사항)

1) 학교생활기록부의 3학년, 2학년, 1학년 순에 의한 내신 환산점수(검정고시의 경우 평균점수)가 높은 자

2) 학교생활기록부 전체(전 학년)의 국어과목 내신 환산점수가 높은 자

   (과목별 동점일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차순위로 한다 - 검정고시 출신자 동일 적용)

[참고] 성적 산출 방법

구분 활용항목 성적 산출방법 비고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

① 학기 석차등급 = (과목별 이수단위×과목별 등급)의 합/이수단위의 합

② 학년 석차등급 = (1학기 석차등급+2학기 석차등급)/2

③ 석차등급

  •수시모집 석차등급 = (1학년 석차등급×0.4)+(2학년 석차등급×0.6)

  •정시모집 석차등급 = (1학년 석차등급×0.2)+(2학년 석차등급×0.3)+(3학년 석차등급×0.5)

④ 교과성적 = 240+20×(9-석차등급) 

최고 400점

최저 240점

원 점 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① Z점수 = (과목별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② Z점수 석차등급 조견표에서 석차등급 확인

③ 석차등급 산출과 동일(석차등급 산출방법 ①~④)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성취평가제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백분위 점수의 합×1.5

※ 탐구영역은 사회, 과학, 직업탐구 중 가장 높은 점수 1과목 반영
600점 만점

검정고시 평균점수 평균점수 환산표의 환산점수 활용

＜성취평가 Z점수 석차등급 조견표＞

Z점수구간 석차등급 Z점수구간 석차등급 Z점수구간 석차등급

0.00~1.24 1 2.27~2.74 4 3.74~4.22 7

1.25~1.77 2 2.75~3.25 5 4.23~4.75 8

1.78~2.26 3 3.26~3.73 6 4.76~6.00 9

＜검정고시 취득 평균점수 환산표＞

취득평균점수 환산점수 취득평균점수 환산점수 취득평균점수 환산점수

100.00~98.40 400 90.79~84.00 340 69.19~64.40 280

98.39~95.60 380 83.99~76.00 320 64.39~61.60 260

95.59~90.80 360 75.99~69.20 300 61.59~60.0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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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적사정 원칙

가. 모집단위별로 지원자 중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모집정원의 100%를 선발함

나. 각 전형별 지원자격 구분 없이 성적순에 의해 사정함

다. 전형별 미달 시 정원조정 기준

    •특별전형에서 미달된 인원은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일반전형에서 미달된 인원은 특별전형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라. 모집시기별 예비후보자를 발표하며, 복수지원으로 타 대학에 동시 합격한 자가 등록기간 전 등록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음

마. 전형별 지원자 중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학업성취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쳐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음

바. 면접(전화 면접 포함) 미응시자 또는 면접점수 만점의 40%(160점)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단색식별이 불가능한 색맹 및 

유전성 선천성 질환으로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음

사. 모집단위별 각 모집시기의 미달인원은 다음 모집시기 전형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

•수시예치등록자가 잔액 납부기간(2차 등록기간) 중 미등록 시 입학이 불허되며, 인원은 다음 모집시기 전형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

아. 서류 미비자와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자.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름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본교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복수지원 시 모든 합격이 취소된다.

나. 전형별 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다. 전액장학생 및 보훈장학생도 등록고지서에 납부금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은행에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라. 추가합격자 통보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하며 원서에 기재한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당일 연락이 두절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차순위자로 충원한다. 또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본교 입시 담당부서(기획홍보과)로 변경통지(전화 및 본인 내방) 조치하여야 한다.

마. 면접 시 면접대기실에서 신분을 확인받기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바. 인터넷접수 시 입학원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다만 전형기준에 해당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입시 담당부서(기획홍보과)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여야 한다.

사.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없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한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 또는 발급기관에 조회하여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아.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자는 입학이 취소된다.

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는 당해연도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차.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수시모집 6회 제한).

8. 원서접수 방법

가. 방문접수 : 기획홍보과 접수창구에 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나.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 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입학원서 재중’ 표기하여 우송한 후 지원자가 직접  접수여부를 확인

     ※ 주소 : (우)757-807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경북도립대학교 기획홍보과 

다. 인터넷 접수 : 본교 홈페이지(www.gpc.ac.kr)에 접수. 홈페이지 메뉴 ‘입학안내’ 또는 ‘입학안내 바로가기’에서 원서 작성 또는 

입시 홈페이지(ipsi.gpc.ac.kr)에서 원서 작성

라. 전형료 : 무료

          ※ 정원외 특별전형은 방문,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전형별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

Support Your Dream! GPC  ●  모집요강



9. 등록금 납부 안내

가. 등록기간

1) 수시모집 등록기간 : 2014. 12. 8 ~ 12. 10(1차 등록 확인예치금 납부)

   ※ 충원 등록기간 : 2014. 12. 18(수)까지

2) 정시모집(1차) 등록기간 : 2015. 1. 26 ~ 2015. 1. 28

3) 정시모집(2차) 등록기간 : 2015. 2. 17

4) 등록안내 : 등록금 고지서는 인터넷(대학 홈페이지 www.gpc.ac.kr)으로 출력

출력한 등록금 고지서(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 또는 대학에서 우편발송한 등록금 고지서(수시모집 합격자)로 지정(농협)은행에 

납부하여야 함(장학생의 경우 등록금액이 0원 이더라도 은행에 등록(납부)필을 받아야 함)

                    

6) 등록장소 : NH농협은행(단위농협 포함) 전국 각 지점 (은행업무 마감시간 전까지)

   ※ 수시 등록자는 2회에 걸쳐 등록  

       - 1차 기간 : 등록 확인예치금 납부

       - 2차 기간 : 등록 확인예치금 제외한 차액 납부 【2015. 1. 26 ~ 1. 28】

나. 등록금액(2014년 기준)

     - 입학금 : 283,000원

     - 수업료 : 인문·사회계열 695,400원, 그 외 학과 839,800원

     - 기성회비 : 인문·사회계열 399,000원, 그 외 학과 480,000원

10. 등록금 환불 안내

가. 등록 포기

- 등록기간 이전 타 대학 합격 등으로 인하여 본교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는 등록포기서를 작성 본교 기획홍보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나. 등록금 환불

1)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입학전형 기간이 다른 타 대학의 전형에 합격(추가합격 포함)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등록포기서 및 구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환불절차 : 구비서류를 대학(기획홍보과)에 확인을 받은 후 등록금 납입 부서(행정사무국)에서 환불 받음

- 등록금 환불신청서(본교 소정양식)

- 본교 합격증 및 등록금 납입 영수증

- 지원자 신분증 및 환불신청자 본인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수험생과의 관계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 지원자 도장(대리인일 경우 반드시 지원자와 대리인의 도장 지참)

- 본인 통장사본

3) 입학식 당일까지는 전액  환불, 이후에는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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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및 기숙사 안내>

● 장학안내

장학명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범위

성적

우수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S
•수능성적 + 학생부성적의 총점 우선순위자

(전체 수석, 전체 2등, 전체 3등)

①전체수석 : 입학성적A + 100만원(1회)

②전체 2등 : 입학성적A + 70만원(1회)

②전체 3등 : 입학성적A + 60만원(1회)

A •학생부성적 2등급 또는 수능성적 3등급 이내인 자
등록금 전액(4/6개 학기)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100 이내인 자에게 장학금 계속지급

B •학생부성적 2.5등급 또는 수능성적 3.5등급 이내인 자
등록금 전액(2개 학기)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100 이내인 자에게 장학금 계속지급

C
•학과별 입학성적우수자(석차순)

단, 정원의 10% 이내

등록금 전액,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전액,

입학금 전액(당해 학기)

학업성적

우수장학금

•직전학기 3.0 이상인 자로서 소속 학과(계열)장이 

추천한 자(석차순). 단, 재학인원의 10% 이내

등록금 전액,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전액,

30만원 지급(학기별 선발)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A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장학금 자격요건에 충족한 자

①신입생 : 국가장학금 + 월 15만원

단, 월 지급금은 경상북도에 소재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또는 본인 및 부모 주소지가 지원일 현재 

경상북도일 것

B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가장학금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자. 단 신입생은 아래 자격요건에 

충족하여야 함(택 1일)

① 학생부성적 6등급 또는 수능성적 7등급 이내인 자

② 학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소득 수준별 차등지급(학기별)

특기

장학금

A •전국 단위 이상 각종 경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등록금 전액(4/6개 학기)

직전학기 성적 50/100 이내이거나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 

입상실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장학금 계속 지급

B •도 단위 이상 각종 경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등록금 전액(2개 학기)

직전학기 성적 50/100 이내이거나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 

입상실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장학금 계속 지급

근로

장학금

A
•국가근로장학생 자격요건에 충족한 자로 전공실습실 및 

관련부서에 배치된 자
근로시간 대비 지급(월별)

B
•기타 국가근로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  

 (교내 근로생)

공로장학금 •학생자치회 간부학생으로 승인받은 자 직책별 차등지급(학기별)

가족장학금
•2인 이상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자

(가족 중 1인)
기성회비 전액(학기별)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영어 : TOEIC 600점 이상자 중 상위성적 순위자

※ TEPS 제공 TOEIC-TOEFL-TEPS 환산표 사용

•중국어 : 新HSK(4급, 5급) 140점 이상 중 상위성적 순위자

등록금 전액(4/6개학기)

매 학기 선발기준 유지 시 계속 지급

(선발기간 성적표 제출)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는 총장 추천에 의해 적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

※ 지원금액은 특별히 정함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 장학금

•본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중 직전학기 성적평점 2.0 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로서 장애등급 6등급 이내인 자 또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1~2급 : 등록금 전액

3~4급 : 수업료 전액

5~6급 : 기성회비 전액

다문화가정 : 수업료 전액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pport Your Dream! GPC  ●  모집요강



● 기숙사 안내

1. 학생생활관 시설 및 정원, 생활관비 안내

생활관명
실수 신입생

선발인원

1학기 생활관비

(관리비 및 식비)
문의전화 복지시설

수용인원

본관

83실

294명

관리비 : 150,000원
식   비 : 272,000원

- 주중 점심, 저녁 포함 
- 조식 및 주말 식사는 식권 구입

평일, 휴일 주/야간

 054)650-0300 •개인별 사용

- 침대, 책상, 의자, 옷장

• 공동이용 시설

- 샤워실, 세면실, 세탁실

- 독서실 

- 체력단련실

- 휴게실(TV 시청실) 

- 무선 네트워크 등 편의시설 제공

415명

별관-A실

(여학생 전용)

14실 관리비 : 200,000원

식   비 : 272,000원
- 주중 점심, 저녁 포함 
- 조식 및 주말 식사는 식권 구입

평일, 휴일 주/야간

 054)650-0305

56명

별관-B실

(여학생 전용)

10실 관리비 : 280,000원

식   비 : 272,000원
- 주중 점심, 저녁 포함 
- 조식 및 주말 식사는 식권 구입20명

※ 2014학년도 기준

2. 신입생 생활관 입사 선발기준

가. 원거리 거주자

※ 전염성 질환 보균자 및 예천관내 및 통학버스 운행지역(안동·영주·점촌·상주 시내) 거주자 제외

나. 지체부자유자,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글로벌인재육성 장학생 우선선발

3. 신청방법 : 입학원서 작성 시 해당란 선택   예) 기숙사 신청 □

※ 2014년 12월 중순 이후 홈페이지에 선발 관련사항 게시 예정

※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통학버스 안내

매일 운행  영주·풍기, 안동·풍산, 상주·점촌 - 평일 등하교 시 운행

매주 운행  칠곡·대구, 군위·구미 - 금요일과 일요일 운행

매월 운행  서울·경기 - 둘째, 셋째, 넷째주 금요일과 일요일 운행

※ 2014학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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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운행

●매월	운행(격주)



2015학년도 경북도립대학교 신입생 모집 안내

1. 2015학년도 입학전형일정

모집구분 전형구분 원서접수 면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기간

수시모집 1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특별전형
2014. 9. 3 ~ 9. 27 2014. 10. 3 2014. 10. 8 2014. 12. 8 ~ 12. 10

(충원등록 12. 11 ~ 12 .18)
수시모집 2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2014. 11. 4 ~ 11. 18 2014. 11. 22 2014. 11. 26

정시모집 1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특별전형
2014. 12. 19 ~ 2015. 1. 2 미실시 2015. 1. 7

2015. 1.26 ~ 1.28

(충원등록 1.29 ~ 2. 9)

정시모집 2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2015. 2. 10 ~ 2. 14 미실시 2015. 2. 16 2015. 2. 17

◆ 정시모집 2차 종료 후 추가모집, 충원등록 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면접 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간단한 필기도구 등 지참(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면접 불참자는 전화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음)

2. 2015학년도 입학전형 성적반영방법

반영비율

수시모집 정시모집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학생/만학도/
기초생활수급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
외국인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학생/만학도/
기초생활수급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400점

(50%)

대학평점평균

환산점수

400점(50%)

400점

(40%)

1,000점

(100%)

대학평점평균

환산점수

1,000점(100%)

면          접
400점

(50%)

400점

(50%)

800점

(100%)

수학능력시험
600점

(60%)

만    점 800점 800점 800점 1,000점 1,000점 1,000점

※ 외국인전형 정시모집의 경우 : 면접 100% 반영(만점의 40%, 400점 미만의 경우 불합격)

※ 수시모집의 면접점수가 만점의 40%(160점)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됨

 

3. 2015학년도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구분
입학

정원

정원내 모집인원 정원외 모집인원

수시모집 정시모집
전문대

이상
농어촌

기초

수급
만학도 외국인1차 2차 1차 2차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안전

학부

자동차과

주간

40 22 6 4 4 2 2 2 1 1 2 3

소방방재과★ 30 10 10 4 4 2 1 1 1

응급구조과★ 20 14 1 2 1 1 1 1

건설공간시스템과 35 22 5 2 2 2 2 2 1 1 1

IT학부
IT특약과 40 28 3 4 2 1 1 1 1 1 1 1

군사학과 30 24 2 1 1 1 1 1 1 1

보건미용과 40 22 10 2 2 2 1 1 2 1 1

축산과 20 7 5 3 2 2 1 1 1 1 2

지방행정과
주간 40 15 3 8 2 7 5 2 1 1 2

야간 30 9 5 6 3 3 2 1 1 2 1

사회복지과

주간

40 30 7 2 1 2 1 1 1

유아교육과★◎ 40 34 4 1 1 1 1

생활체육과 30 7 20 1 1 1 1 1 2

합       계 435 244 70 48 19 29 4 20 1 15 12 11 12 4

※ ★는 3년제 학과, ◎는 교직과정 설치 학과

※ 모집 또는 등록결과에 따라 모집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수시모집 □    정시모집 □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교
정보

고등학교 졸업
      년       월       일                                      고등학교

                                        과  졸업(예정)

검정고시
년     월     일   

          
지구 합격전문대학 이상 졸업

 년       월       일                                       대학(교)
                                        과  졸업

      □  전문대학 졸업                         □   4년제대학 졸업

지원
사항
※

모집

요강

확인

지원학과(계열) 과(계열)
고교(과정)구분
해당란 ◯표

【 모집 학과 현황 】 전 형 구 분
해당란
◯표

일반계고 특수목적고

    안전학부

▶ 자동차과

    안전학부

▶ 소방방재과(3년제)

    안전학부

▶ 응급구조과(3년제)

▶ 건설공간시스템과

    IT학부

▶ IT특약과

    IT학부

▶ 군사학과

▶ 보건미용과 

▶ 축산과

▶ 지방행정과

▶ 지방행정과(야)

▶ 사회복지과

▶ 유아교육과(3년제)

▶ 생활체육과 

일 반 전 형 특성화고 외국고

정원내
특별전형

독자기준 일반고직업과정 검정고시

체육특기자 공업계2+1과정 연계교육과정

정원외
특별전형

전문대 이상 졸업자

※ 해당란 ◯표 농· 어촌 학생 

만학도(25세 이상) 기숙사 신청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외국인특별전형

수시모집
합격관련
안     내

<정시모집전형 지원자의 경우 기재>
본인은 지원방법위반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2015학년도 수시모집(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있다. □   없다. □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 및 충원합격)는 등록(예치금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입학이 무효됨을 인지하고 있음.

지원자 확인

               (서명)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

학생생활기록부 자료[2010년~2015년 졸업(예정)자]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2010년 이전 졸업자 또는 부동의 시 학생생활기록부를 대학에 직접 제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자료(2014년 응시)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부동의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대학에 직접 제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원자
정  보

주소

  □   □   □     -     □   □   □

(e-mail :                                                       )

연락처  ☎ (        )          -

휴대폰  ☎ (        )          -

보호자 연락처  ☎ (        )          -

※ 충원합격자 발표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입시담당부서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기 원서는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입학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 접수 절대 불가] .

■ 대입 허위지원 또는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허위인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뒷면 내용을 읽으신 후 해당사항에 ‘V’표와 확인 서명을 하셔야 원서 접수가 완료됩니다(미기재 시 접수 불가).

실용교육의 명문

‘경북도립대학교’
  2015학년도 입학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필수항목 :   지원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인/재외국민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호자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최종 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대학명/학과］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입 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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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원자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접수 및 입학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원자 서명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접수 및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생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원자 서명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거부할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주의 :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6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생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제공 불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장학재단 장학, 학자금 대출 처리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모집 단위명, 합격여부, 등록여부 등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원자 서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장학생 선발 및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입 지원 위반 안내

• 수시모집에서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합격자나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지원자 서명                                      

◈ 다음 내용을 읽으신 후 해당사항에 ‘V’표와 확인 서명을 하셔야 원서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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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경북도청이 예천으로 이전해 경북도립대학교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집니다(8km 내외).

새 경북의 중심대학! 경북도립대학교가 거듭납니다.

안동시

영주시

경북도청
신도시

중앙고속도로 
예천IC

경북도립대학교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 함창 IC

문경시

30분

10km

20k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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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실습장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15

16 17

18

19

축산과 실습장1 기숙사

2 본관

3 제2강의관

4 제3강의관

5 차량개발실습실

6 제1강의관

7 대운동장

8 도장기술센터

9 학생회관

10 산학협력관

11 제4강의관

12 제2기숙사

13 체육관

14 문화체육관

15 한우사

16 강의동

17 계사

18 돈사

19 발효사



http://www.gpc.ac.kr

실용 교육의 명문 ‘경북도립대학교’

757- 807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청복리 947-1)   
입학상담  054. 650. 0112     홈페이지  http://www.gpc.ac.kr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롭게 할 
실용 인재 양성의 아이콘, 경북도립대학교!
300만 경북도민이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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