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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립대학교는
연 혁 비전 및 스마트인재상

1996. 12. 
도립전문대학 설립인가

1997. 03. 
“예천전문대학” 개교

1998. 12. 
“경도대학”으로 교명 변경  

2008. 09. 
“경북도립대학”으로 교명 변경

2013. 01. 
“경북도립대학교”으로 교명 변경

비전 새 경북의 중심대학! 실용교육 TOP 10 대학!

스마트 인재

Goal
목표, 비전

Passion
열정

Communication
소통

Challenge
도전

Love
사랑

+

핵심가치

인재상

인성 전문성 창의성 글로벌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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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북도립대학교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 사업 및
각종 대외 평가에서 경쟁력있는 대학 선정

2019년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2020 ~ 2024년

교육부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GPC 바이오)

2008 ~ 2019년

교육부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라오닐)

2016년

교육부 기관평가인증 대학 선정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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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지급범위

경북인재육성장학 등록금 전액

다자녀 가구장학 등록금 일부

저소득층지원장학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사회적약자지원장학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전액, 생활비 지급

장애 및 다문화가정장학 등록금 일부

특기, 공로, 공무원양성원, SNS서포터즈 장학금 등 다수 자세한 사항 장학안내 참고

등록금과 장학금

공립대학교로서 
저렴한 등록금과

폭넓은 장학금 혜택!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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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국 대학

평균 등록금
전국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

연간평균등록금

경북도립대학교
평균 등록금

(2020 대학알리미)

부담 비용

1인당 평균 장학금
1,878.9천원

2,446.2천원

6,716.3천원

5,809.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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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와 통학버스

●2개동�474명�사용
●여학생�전용관�운영
●체력단련실��휴게실과�각종�편의시설�구비
●2021년�신축�기숙사�개관�예정

■ 관리비 : 200,000 ~ 250,000원

■ 식    비 : 400,000원
       - 주중 점심, 저녁 포함
       - 조식 및 주말 식사는 식권 구입

한학기 60~65만원 

저렴한 기숙사비

※ 신입생 우선 선발 : 정원의 50%

전국 대학 평균 기숙사 수용률 비교

전국 전문대학 
평균 기숙사 수용률16.3%

경북도립대학교 
평균 기숙사 수용률

69.1%

영주
·

풍기

안동
·

풍산

상주
·

점촌

경제적인 기숙사 통학버스 무료

칠곡 · 대구
군위 · 구미

매주

서울 · 충주

매월

금요일과 일요일 운행

평일 매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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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수습직원

추천

공무원 양성원

모의고사
성적우수자

장학금

심화
학습실

컴퓨터실

스터디실

매월
무료

모의고사

전문
기숙사

공무원
양성원

합격
수험생활

학습비 지원
(학기별 30만원)

공무원의 꿈을 이루어 줄 수준 높은 특성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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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준

재학생 
누구나

횟수 별 인원

매년 2회 이상
20~30명(회당)

연수 목적

직무연수, 학점 인정
문화탐방, 

해외봉사 등

참여 국가

미국, 아일랜드,
중국, 호주 등

글로벌 마인드와 리더십을 갖춘 스마트 인재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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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학 프로그램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으로 입학부터 취업까지 관리

취업 능력향상ㆍ활동지원 프로그램입학에서 취업까지 1:1 진로취업지도취업준비 시스템

평생지도교수제

진로취업컨설턴트 맞춤 개인상담

입사서류, 면접, 직장적응 컨설팅

1:1 취업알선서비스

진로취업교과목

학생경력관리시스템

온라인 취업솔루션

전공분야, 취업필수 자격취득과정 운영

취업캠프, 선후배취업워크숍,

기업체 탐방, 구직활동비 지원

취업 프로그램

진로상담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심리상담

CAT검사를 통한 신입생 적응력 지원

MBTI를 활용한 자기성장 프로그램

학업중단 위기학생 심리상담

인ㆍ적성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학생 1:1 맞춤형 진로상담

학생 1:1 심층심리상담

심리진단검사

심리특강

상담 프로그램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또는 편입학

소방방재과(3년) 졸업 ▶ 소방방재학과(1년) 졸업 ▶ 4년제 공학사학위 취득

유아교육과(3년) 졸업 ▶ 유아교육학과(1년) 졸업 ▶ 4년제 교육학사학위 취득

일반대학교 연계 교육과정 운영 생활체육과(2년) + 영남대 체육학부(2년)

그 외에도 학과 졸업 후 편입학을 통해 여러 일반대학으로 진학

진학 프로그램

8



413명

2021학년도 대학 입학 모집인원

● 일반전형 259명

● 일반고전형 18명

● 특기자전형 15명

● 대학자체기준전형 54명

● 정원 외 전형 7명

● 일반전형 18명

● 정원 외 전형 42명

수시 모집 정시 모집

14.5%

60명

85.5%

353명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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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선발방법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모집시기 전형 선발방법 면접

수시
모집

면접 위주

일반전형 교과 40% + 면접 60%

대학자체기준전형 교과 40% + 면접 60%

특기자전형 교과 32% + 출결 8% + 면접 60%

정원 외 전형 교과 40% + 면접 60%

학생부 위주 일반고전형 교과 100%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일반전형 교과 40% + 수능 60%

학생부 위주 정원 외 전형 교과 100%

모집시기별로 한번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  수시1차 한번, 수시2차 한번 지원(수시1차 지원자 중 합격자 제외하고 지원 가능)

학생부 최저 및 수능 최저 해당없음

전문대학은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수시합격자는 정시지원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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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학생부 성적반영 방법
교과
40%

교과
40%

교과
32%

교과
100%

면접
60%

면접
60%

면접
60%

일반전형

대학자체
기준전형

특기자
전형

일반고
전형

모집인원

18명

학생부 반영방법

석차등급이 있는 과목 전체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1학기 40% 

모집인원

15명

학생부 반영방법

석차등급이 있는 과목 전체

1학년 40%, 2학년 60%

모집인원

54명

학생부 반영방법

석차등급이 있는 과목 전체

1학년 40%, 2학년 60%

모집인원

259명

2020 경쟁률

신규전형

2020 경쟁률

1.6 : 1

2020 경쟁률

2 : 1

2020 경쟁률

5.3 : 1
학생부 반영방법

석차등급이 있는 과목 전체

1학년 40%, 2학년 60%

출결
8%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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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면접 평가지표

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청

면접일, 시간

면접안내에 따라 대기실

입실 후 도착확인

질의 응답

학생부 기재내용 확인

안내에 따라 

종료 확인 후 귀가

면접 사전 신청 면접 대기실 입실 면접평가 퇴실

면접방식

전년도 면접 질문은 입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참고�

잠재적 자질
표현력

33%

학과 관심도
기초학업 수행능력

33%

성실성

17%

품성

17%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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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학생부 성적반영 방법

일반전형

정원 외 전형 

모집인원

18명

모집인원

42명

2020 경쟁률

2.7 : 1

수능 반영방법
국어 25%, 영어 25%, 

수학 25%, 탐구 25% 
(탐구과목은 가장 높은 점수 1과목 반영)

학생부 반영방법
석차등급이 있는 과목 전체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학생부 반영방법
석차등급이 있는 과목 전체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교과
40%

교과
100%

수능
60%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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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점수표
출결반영(고교 3년간 무단결석 일수 기준) 

등급 1 2 3 4 5 6 7 8 9

미인정결석일수 3일 이하 4~6일 7~9일 10~12일 13~15일 16~18일 19~21일 22~24일 25일 이상

반영점수 80점 78점 76점 74점 72점 70점 68점 66점 64점

수능 영어성적 반영
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성취평가 Z점수 석차등급 조견표(성취평가 과목 반영,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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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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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입시결과
수시모집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학  과

수시모집 1차 수시모집 2차

일반전형 대학자체특별전형 특기자특별전형 일반전형 대학자체특별전형

지원율
학생부

지원율
학생부

지원율
학생부

지원율
학생부

지원율
학생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자동차과 3.5 6.0 8.5 1.6 5.1 5.6 1.4 3.3 4.3 3.8 5.7 7.6

소방방재과 13 5.2 7.3 1.3 5.7 7.5 9.7 5.5 6.0

토목공학과 4.1 6.5 8.5 9.5 5.3 7.8 1 2.2 2.2

전기전자과 5.2 6.3 8.3 3.7 6.3 8.2 9 5.7 7.8 4 4.9 7.5

군사학과 5.4 6.3 8.5 3 6.7 8.2 10 6.9 7.7 4

응급구조과 13 5.9 7.5 21.7 5.5 6.7

보건미용과 2.6 6.3 8.7 3 5.5 6.7 17 6.9 8.6 2 6.2 6.2

축산과 4.2 5.8 7.5 2.2 6.0 7.7 4.5 6.3 7.0 1 7.2 7.2

지방행정과 3.6 5.5 8.1 1 4.5 4.5 2.9 4.4 6.8

지방행정과(야) 1.3 4.9 8.3 1 8.1 8.1 1.5 4.8 6.7

사회복지과 4.2 6.3 7.9 8.7 6.1 8.3

유아교육과 5.1 5.9 8.6 6.8 6.0 8.1

생활체육과 3.4 7.0 8.8 1.7 7.1 8.5 11 6.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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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일반전형

지원율
학생부 수능

평균 최저 평균 최저

자동차과 1.7 6.8 7.7 5.8 6.2

소방방재과 12 5.9 7.4 4.9 6

토목공학과 0.4 5.3 6.9 5.7 6.2

전기전자과 2.4 6.1 8.3 5.6 8.2

군사학과 1.4 6.6 8.4 6 8

응급구조과 23 6.1 7.2 4.6 5

보건미용과 0.5 8.7 8.7

축산과 8 6.4 6.7 5.2 6

지방행정과 4 5.6 7.6 5.0 7.5

지방행정과(야) 2.5 6.2 8.1 7 7

사회복지과 3.6 6.2 8.3 5.8 7.7

유아교육과 1.5 6.1 7.9 5.5 8

생활체육과 2 6.1 8.5 6.6 8

전년도 입시결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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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취업

박○○
자동차과 졸업

자동차 도장, 차체수리 산업현장 중심형 전문기술인 양성

듀얼 교육시스템 학과! 실용교육 중심학과! 취업이 잘되는 학과! 

• 호주, (주)KCC, CJ케미칼,(주)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엑솔타코리아, KCC 

오토그룹, 포르쉐, 토요타, 볼보, 폭스바겐, 아우디, 렉서스, BMW코리아, 푸조, 

GS글로벌,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더클레스효성, 스카니아, MAN, GS글로벌, 

경동원, 스카니아, ㈜한진화학,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 ㈜한솔씨앤피 조광페인트, 

KB손해보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육군3사관 등 다수 취업

자동차과  www.gpc.ac.kr/car
학과 안내

•해외취업(호주)    박○호 외 다수(Transport Body Works, Torrisi 

Collision Repairs, Miranda Auto Body 등)

•기업    박○하 외 다수(KCC, 현대로템, 엑솔타 코리아, KCC오토그룹, 투산

인프라코어, 볼보, BMW코오롱 등)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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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대기업 안전센터, 공공기관, 소방설계분야 등의 기업에 취업하고, 

전공심화과정(3+1)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설비(기계, 전기)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 공무원  김○태 외 다수(소방공무원, 국방부)

• 기업    안○현 외 다수(삼성전자, 삼성S1, 삼삼기업, 한방유비스, 울산학교

안전공제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취업

삼성전자 취업

주○○
소방방재과 졸업

지역사회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전문기술인 양성

소방방재과  www.gpc.ac.kr/119
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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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설도시과 
취업

임○○
토목공학과 졸업

•최첨단 실습장비를 이용한 실무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 전문가 초청 특강 / 국내 대형 프로젝트 건설현장 견학)

•건설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자격검정 시험 대비 특강 운영으로 건설 관련 자격증 취득률 전국 최상위)

•공무원 시험대비 교육과정ㆍ특강 및 공무원양성반 운영

건설공간 창조 능력과 전문 자격을 겸비한 전인적 기술인 양성

“안전한 삶의 터전을 토목공학과가 이끌어 나갑니다.”

토목공학과  www.gpc.ac.kr/civil
학과 안내

•공무원  현○민 외 다수(예천군)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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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스원 취업
(빌딩전기시설 운전 및 감시)

이○○
전기전자과 졸업

• 대기업(삼성전자, LIG넥스원 등), 공기업(한국전력, 포스코 등), 공무원 등 취업

• 방위산업체 병역특례, 기술부사관 및 3사관학교 입학 및 4년제 국립대(경북대, 
충남대 등) 편입

•전기/전자/정보 관련 자격증 취득
    - 전기공사업기사, 전기산업기사, 공장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IT기반 전기 · 전자기기 개발분야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공기업과 대기업 취업의 꿈! 전기전자과에서 이루십시오.”

전기전자과  www.gpc.ac.kr/ee
학과 안내

•기업   장○별 외 다수(삼성전자, 포스코ESM, LIG넥스원, LIG이노텍, LG디스
플레이, SK네트워크, 현대중공업 등)

•편입   황○용 외 다수(경북대, 충남대, 강원대, 공주대, 금오공대, 창원대, 한밭대, 
경상대, 경희대, 동국대 등)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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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관학교 
사관생도 취업

이○○
군사학과 졸업

•진로 분야

      -  육·해·공군 부사관 & 특전부사관(경찰, 소방, 철도공무원, 경호업체 전문직으로 

취업 용이)

      - 부사관 복무 중 장교지원 가능(장교, 주사관)

      - 3사관/4년제 대학 편입 & 정보통신, 전자 관련 기업체 취업

• 관련 자격증 :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응급처치사, 각종 무도 단증 등

초급 간부의 꿈을 이루는 

전국 유일의 국ㆍ공립 대학교 군사학과

군사학과  www.gpc.ac.kr/military
학과 안내

•직업군인   김○환 외 다수(육군3사관, 특전부사관, 공군부사관, 해군부사관, 

육군부사관, 해병부사관, 여군부사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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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구미차병원 취업

이○○
응급구조과 졸업

• 1급 응급구조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급처치원(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일반응급처치강사1급(대한응급구조협회), BLS Provider(미국심장협회, 대한

심폐소생협회), 수상인명구조자격증(대한적십자사)을 취득할 수 있으며, 119

구조구급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센터, 

소방공무원, 산업체 의무실 등

전문적인 응급의료 제공

우수한 1급 응급구조사와 미래의 소방공무원(구급직)을 양성

응급구조과  www.gpc.ac.kr/em119
학과 안내

•119구급대, 해양경찰   김○수 외 다수

•응급구조사    대학병원(분당서울대, 천안단국대, 영남대,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국립중안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인천공항구급대, 현대제철, 
종합병원 등  손○락 외 다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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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오헤어 취업
(일산 주엽퍼스트점)

이○○
보건미용과 졸업

•미용관련 교육계, 산업체 취업 및 창업

•보건·의료계 취업

•4년제 편입학,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취득 및 해외유학

•해외취업 : 캐나다, 호주 MOU 체결

Well-being & Healing Life 창조의 미용 전문 인력 양성

졸업과 동시 무시험 자격증 취득 (종합미용사 면허, 미용 실기교사 등)

보건미용과  www.gpc.ac.kr/health
학과 안내

•보건   고○리 외 다수(안동성소병원, 서울성형외과, 경기한방의료원, DS피부과, 

당당한방병원 등)

•미용   김○주 외 다수(아이디헤어, 준오헤어, 리챠드헤어, 오무선헤어, 스파 라 스파, 

내아델 테라피, 아모레퍼시픽 등)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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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취업

박○○
축산과 졸업

• 축산관련 협동조합, 축산물 가공 및 축산물 유통 분야, 축산사료 관련 분야, 창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정적 지원 가능), 농장경영, 축산관련 공무원 및 

연구소, 4년제 대학 편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실무형 축산 전문 인력 양성!

대구 경북 유일의 공립대학교 축산과(3년제 전문학사 과정 운영)

축산과  www.gpc.ac.kr/animal
학과 안내

• 박○영 외 다수(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다있소축산물유통센터, 의성축협, 구미

칠곡축협, 구미칠곡축협 등)

취업

24



•공무원 공채 합격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개인 학습 공간 제공 : 공무원 양성반

•방학ㆍ학기 중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특강 및 모의고사 실시

• 공직체험박람회,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의회 방문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 제공

•공무원/일반행정직   황○영 외 다수(예천군, 울릉군,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공무원/기타직렬    권○섭 외 다수(경찰직, 교육행정직, 교정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소방직 등)

취업

예천군청 취업

엄○○
지방행정과 졸업

공무원 임용 대비 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행정전문인 배출!

지방행정과  www.gpc.ac.kr/admin
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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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자살, 재난 등의 위기(Crisis)관련 현장연계교육

• 다양한 전공동아리 활동을 통한 현장실무경험 교육

   (보듬이 꿈터, 사회복지실천연구회, 마음두레)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 실시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   강○린 외 다수(대구광역시립희망원, 달성지역자활센터, 

영주가톨릭병원, 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어린이집   권○영 외 다수(아이사랑어린이집, 성락어린이집, 동화나라어린이집, 

바울어린이집, 제일어린이집 등)

취업

경북서북부노인
보호전문기관 취업

이○○
사회복지과 졸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휴먼서비스 전문가 양성

사회복지, 보육 현장 중심 실무교육

사회복지과  www.gpc.ac.kr/welfare
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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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공립유치원 임용고시 합격 

상주시 상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취업

우○○
유아교육과 졸업

• 공립유치원 교사(임용고시), 사립 유치원 교사, 공·국립 어린이집 교사, 
직장 어린이집 교사, 법인 어린이집 교사, 민간 어린이집 교사 

•유아교육 전문직 취업(유아교육 행정직, 연구직, 학원 강사 등)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후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진학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 일반대학원 우선 선발권 협정)

미래 유아교육을 이끌어 갈 유아교육 전문인 양성

3년 유아교육과 + 1년 전공심화과정(주간)으로 4년제 학사학위 취득

유아교육과  www.gpc.ac.kr/ece
학과 안내

•공무원/임용고시  이○인 외 다수(예천, 안동, 상주)

•유치원    황○옥 외 다수(인천무지개유치원, 부산하늘빛유치원, 삼성숲유치원, 

부산유치원, 아이뜰유치원, 천사유치원 등)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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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ㆍ구ㆍ군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 기업체와 스포츠센터, 

    시ㆍ군실업팀(육상), 스포츠 관련 학원, 공공기관의 체육실무자 등

• 문○정 외 다수(영천시체육시설사업소, 강원도체육회, 예천군청, 강원도청, 

상주시체육회, 경산시청 등)

취업

영천시 체육시설
사업소 취업

문○○
생활체육과 졸업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현장형 스포츠지도자 양성

생활체육과  www.gpc.ac.kr/sports
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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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t, New Drea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새로운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