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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THE 취업에 강한 대학, 공무원 양성대학

나의 미래를 THE 새롭게 만드는 대학

01

학과소개

자동차과

소방방재과

토목공학과

전기전자과

군사학과

축산과

응급구조과

보건미용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생활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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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4

_08

모집요강

전형일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지원자 유의사항

전형안내

성적반영 방법

성적사정 원칙

학생복지

입학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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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나은 내일을 위한 경북도립대학교의  5가지 약속 TURNS

학비 걱정 없는
교육복지 실현 대학

Touching
Edu-welfare

신입생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국가장학금
+ 경상북도장학금

끊임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대학

Usual Learning

평생교육기능 확대

머무르고 싶은 대학

Residential
campus

생활비

걱정은 그만! 

학기당 기숙사비 65만원,

2022년 신축 기숙사 완공

이웃하는 혁신 협력대학

Neighboring
innovative-cooperation

각자의 개성과
진로를 열어주는 대학

Systematic pathway
Education

전문학사에서

학사학위까지!
편입학·전공 심화과정

2+2·3+1

T

S

R

U

N
지역 산업체와 

연계강화!

경상북도 중심 
    대학 구현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가대, 대구대 등 편입

다문화가정
성인학습자와 함께하는

전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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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취업에 강한 대학,
공무원 양성대학

준비된 인재를 만듭니다!

다양한 취업, 진학 프로그램으로 입학부터 취업, 실무까지!

RC형(Residential campus) 공무원 양성원에서 공직 진출을 지원합니다

심화학습실, 컴퓨터실, 스터디실이 갖춰진 전문 기숙사 지원

수험생활을 위한 공공인재 양성 장학금 지원

(기숙사비 장학금, 수험생활학습비 장학금, 모의고사성적우수장학금)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추천

매월 무료 모의고사 실시

공무원의 꿈, 꼼꼼하고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줄게! 

청년 취업난 시대, 공무원 양성원의 수준 높은 특성화 교육을 통한 전국 전문대 평균 6배 

수준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률

최근 3년간 공직 진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률

82명
25.3%

4.3% 전국 전문대 평균 

경북도립대 평균 

◆ 

◆ 

●     진로상담

●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     심리상담

●     취업준비 시스템

●     취업 능력 향상
         활동지원 프로그램

●     학사학위전공
         심화과정 또는 편입학

취업 프로그램 진학 프로그램상담 프로그램

●     입학에서 취업까지
         1:1 진로취업지도

평균 72.8%의 취업률

2020년 취업률 72.8% (전국대학 평균취업률 63.4%)

‘경북형 일자리센터’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지원

, 

졸업과 동시 자격증과 면허 취득 

유치원정교사2급_ 유아교육과, 실기교사자격증(미용)_ 보건미용과, (체육)_ 생활체육과, 

사회복지사2급_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야) 보육교사2급_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미용사면허_ 보건미용과

(2020년 취업통계)

대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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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저렴하게,
THE 스마트하게

 

새마을사업프로그램  |  

해외취업  |  캐나다, 대만, 호주

교육역량강화 사업프로그램  |  호주 , 싱가포르, 라오스, 덴마크

네덜란드, 인도, 터키 

필리핀, 라오스, 탄자니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세네갈

상호교류 협력체결  |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일본시마네현립대학,중국 황하과학기술대학

연변과학기술대학, 베트남 호치민대학, 

필리핀 막사이사이기술대학, 

인도네시아 쪽로아미노또대학

경제적인 기숙사

  ·

향상
·

프로그램

취업

전국대학
평균기숙사
수용률비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후생복지시설 및 학생복지

전국전문대학

16.7%

56.5%
경북도립대학교

 

왜 사냐건 웃지요. 나를

 

관리비: 200,000원 ~ 250,000원

식비: 400,000원 
   (주중 점심 저녁 포함 / 조식 및 주말 식사는 식권 구입)

활동지원*  신입생 우선 선발: 정원의 50%

평일 매일 운행_ 영주·풍기, 안동·풍산, 상주·점촌

매주 금,일요일_ 칠곡, 대구, 군위, 구미

매월 금,일요일_ 서울, 충주

경제적인 기숙사

통학버스 무료운행

2개동 484명 사용 / 여학생 전용관 운영 / 2022년 신축 기숙사 완공

체력단련실, 휴게실등 각종편의시설  구비

한학기 60~65만원

저렴한 기숙사비

가자 세계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재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해외 교육프로그램 제공 !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등 차별화된 지원체계 시스템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와 지역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인을 양성합니다.

참여 기준

재학생

누구나

직무연수, 학점 인정,

문화탐방,

연수 목적
매년 2회 이상

20~30명(회당)

횟수 별 인원

미국, 아일랜드,

중국, 호주 등

참여 국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장학금

도립대학교(공립대학교)로서 전국 최저 수준의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금 혜택으로 학비 걱정 

없이 졸업할 수 있는 경북도립대학교는 언제나 학생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평균 등록금

(2021 대학알리미)전국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

경북도립대학교
평균 등록금

800

600

400

200

0

연간평균등록금6,726천원

5,821천원

2,440천원

장학금전액지원
2.440천원

공립대학교로서
폭넓은 장학금 혜택!

성인학습자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전문 프로그램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신입생 장학금 지원

대학생활 적응프로그램 지원(심리, 진로 상담 프로그램)

대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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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실, 휴게실등 각종편의시설  구비

한학기 60~65만원

저렴한 기숙사비

가자 세계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재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해외 교육프로그램 제공 !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등 차별화된 지원체계 시스템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와 지역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인을 양성합니다.

참여 기준

재학생

누구나

직무연수, 학점 인정,

문화탐방,

연수 목적
매년 2회 이상

20~30명(회당)

횟수 별 인원

미국, 아일랜드,

중국, 호주 등

참여 국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장학금

도립대학교(공립대학교)로서 전국 최저 수준의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금 혜택으로 학비 걱정 

없이 졸업할 수 있는 경북도립대학교는 언제나 학생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평균 등록금

(2021 대학알리미)전국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

경북도립대학교
평균 등록금

800

600

400

200

0

연간평균등록금6,726천원

5,821천원

2,440천원

장학금전액지원
2.440천원

공립대학교로서
폭넓은 장학금 혜택!

성인학습자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전문 프로그램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신입생 장학금 지원

대학생활 적응프로그램 지원(심리, 진로 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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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https://www.gpc.ac.kr/car

학과장_ 054-650-0154

학과사무실_ 054-650-0280

메일_ youtaelee@hanmail.net

팩스_ 054-655-0280

자동차과

자동차 도장, 차체수리 산업현장 중심형 전문기술인 양성
듀얼 교육시스템 학과, 실용교육 중심학과, 취업이 잘 되는 학과

Dept. of  Automotive Engineering

교육부의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서 자동차도장 특성화로 지정받은 전문기술교육 학과입니다. 자동차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책임 

지도, 능력별 세부전공코스를 도입하여 "입학=취업"이라는 공식을 증명합니다. 

●	 외국어 교육을 통한 해외취업 실현
●	 해외 유명 자동차기업과 국내 자동차기업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	 국내 최정상의 학교기업「라오닐」에서의 훈련을 통한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

자동차 도장분야, 자동차 판금분야 특성화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학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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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KCC,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CJ케미칼, (주)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엑솔타코리아, 

KCC오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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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취업성공기

저는 KCC중앙연구소 리피니쉬 칼라 팀에 입사하여 중앙 

연구소에서 칼라 개발을 담당하며 조색 업무 매뉴얼을 기획,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자동차 보수도장을 공부

했고 전문적인 기술과 이론을 배우고 싶어 전국에서 유일

한 자동차보수도장, 차체수리 특화 대학인 경북도립대학교 

자동차과에 진학했습니다. 취업을 위한 자동차과만의 ‘꿈의  

4단계’를 통해 꿈은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진로를 정하고 꾸준히 준비하여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한다면 

꿈은 이루어 집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한다면 
기회는 여러분의 것!

정0진(자동차과 졸업) 

KCC 중앙연구소

[해외취업]  Transport Body Works(호주) 박0호, 정0구, 구0건, 배0영, 김0철 Torrisi Collision 

Repairs(호주) 이0우, 박0규, 김0태, 조0범, 김0우 Miranda Auto Body(호주) 정0진, 

정0우 Exclusive Auto Centre(호주) 박0영, 박0춘 McCarthy Prestige(호주) 정0제, 이0성

[기업]  ㈜KCC 박0하 외 다수 한국철도공사 배0성 외 다수 한국도로공사 박0 외 다수 ㈜현대로템 

최0우 외 다수 엑솔타 코리아 김0현 외 다수 KCC오토그룹 남0광 외 다수 두산인프라코어 

박0상 외 다수 볼보 김0길 외 다수 CJ케미칼 심0훈 외 다수 한진화학(주) 김0규 외 

다수 KCC연체사 최0윤 외 다수 조광페인트 이0우 외 다수 삼화페인트 조0수 외 다수 

노루페인트 박0진 외 다수 GS글로벌 (주)PLS 이0재 외 다수 KCC경도P&P 최0우 외 다수 

BMW코오롱 최0현 외 다수 SK스피드메이트 김0호 외 다수 BMW 바바리안/BMW 신호/

BMW 내쇼날/BMW 한독 김0인 외 다수 렉서스 LS넥트웩스/렉서스 천우/렉서스 센트럴/ 

렉서스 프라임 배0현 외 다수 폭스바겐 마이스터/폭스바겐 뉴젠/푸조한불모터스/푸조 PDI 

신0남 외 다수 폭스바겐 VAG/ 폭스바겐 아우토플라츠/(주)SSCP 박0호 외 다수 아우디 

한영/아우디 참존/아우디 태안모터스/토요타 류0열 외 다수 메르세데스 벤츠/닛산/벤츠 

한성자동차/더클레스 효성 변0배 외 다수 스카니아/경동원/㈜한솔씨앤피/KB손해보험 

김0한 외 다수 [육군3사관] 한0혁

취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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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pc.ac.kr/119

학과장_ 054-650-0284

학과사무실_ 054-650-0288

메일_ thjeong@gpc.ac.kr

팩스_ 054-650-0289

소방방재과
Dept. of  Fire-protecting

지역사회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뛰어난 소방기술인을 양성합니다.
창조(creative), 혁신(innovation), 글로벌(Grobal) 능력 함양 소방기술교육실현

학과소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인명보호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소방안전에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소방공학기술자, 소방플랜트와  

소방시설 설계·감리 등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유능한 소방기술인력을 양성합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소방학교와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우수  

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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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김0태, 박0범, 이0석, 정0원, 김0환, 류0균, 서0건, 여0수, 이0진, 손0희, 류0욱, 배0기, 

김0식, 이0이, 이0석, 장0권, 신0민, 최0제, 김0현, 홍0성, 권0민, 변0진, 최0헌, 홍0헌,  

김0연, 안0일, 이0성, 신0아, 정0, 윤0진, 윤0희, 김0곤

[삼성전자] 안0현, 노0식, 고0걸, 박0우, 김0 / [삼성S1] 이0수 / [울산학교안전공제회] 이0현

[한방유비스] 양0호, 안0용 / [삼삼기업] 최0석 / [경산터널 관리사무소] 박0현 / [KT E&C] 배0기

[국방부 재난지원관리과] 박0경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최0정 / [㈜사파이어] 이0훈

[신우엔지니어링] 김0주, 박0현 / [지역인재 9급 공무원] 남0섭 / [GMENC] 김0수, 김0성

취업현황

[진로]

소방공무원, 대기업 안전센터, 공공기관, 소방설계분야 등 기업에 취업하고, 전공심화과정(3+1)

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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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

진로 및 자격증

저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과에서 개설된 소방 

CAD 과목으로 설계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었고, 소방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어 학과 강의만 집중 

해도 취업준비와 장학금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방학교 체험실습, 소방서 현장실습, 스킨스쿠버, 인명구조

활동 등과 소방설비를 직접 작동해보고 연구할 수 있는 실습

실이 있어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0현(소방방재과 졸업)

삼성전자

“�후배님들�학교생활�재미있게�충분히�즐기시고��

학과�교육과정에�충실히�임하여��

좋은�기회�꼭�잡으시길�바랍니다.”

취업성공기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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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pc.ac.kr/civil

학과장_ 054-650-0292

학과사무실_ 054-650-0290

팩스_ 054-650-0299

토목공학과
Dept. of  Civil Engineering

공간의 개념을 넓혀 미래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인류의 터전을 경북도립대학교 토목공학과가 이끌어 나갑니다.

학과소개

건설 공간 창조능력과 전문자격을 겸비한 전인적 기술인을 양성합니다.

현장중심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최첨단 실습장비 활용, 현장 전문가 초청 특강, 국내 대형 프로젝트 건설 현장 견학 등 현장 

중심 실무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건설 관련 자격증 특강으로 개개인의 진로 맞춤형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토목공학  

공무원 네트워크 구축과 공무원시험 대비 프로그램 운영으로 토목공무원을 배출합니다.

학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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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예천군청 김0일, 최0복, 임0기, 최0호, 주0근, 현0민, 박0완, 정0구, 손0민 / 김천시청 

임0영, 권0훈 / 의성군청 신0부 / 행정안전부 이0화(국가직) / 안동시청 이0욱, 변0현 

/ 포항시청 박0록 / 영덕군청 김0호, 박0영 / 울릉군청 이0형, 박0용, 정0화 / 성남시청 

김0왕

[기업]  TSK워터 남0태, 박0수, 이0수, 하0욱, 김0환 / 한국빅텍 박0진, 권0진 / 한국건설안전 

진단 오0윤

[2019년 자격증 취득현황]  토목산업기사(8명) 

박0진, 이0준, 강0현, 신0부, 윤0영, 이0태, 이0화, 한0희 

건설재료산업기사(2명) 

권0진, 노0영

[2020년 자격증 취득현황] 건설재료산업기사(9명) 

     김0성, 박0민, 이0민, 김0중, 김0환, 김0민, 오0윤, 김0수, 김0현

취업현황 및 자격증 취득현황

진로 및 자격증

[진로]

●  중앙 및 지방 시설(토목, 지적, 환경) 공무원

●  국영기업체(도로공사, 수자원공사, LH, 국토정보공사 등)

●  국내전문건설업체

●  전문용역업체(설계전문건설업체, 건설관리용역업체)

●  환경관련업체(상수도 및 하수처리업체 등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체)

[자격증]

토목산업기사, 건설재료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등

토목공학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이 될 기회를  

열어준 토목산업기사를 따기 위함이었습니다. 토목공학과 

학생 대부분이 ‘토목산업기사는 무조건 취득하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학과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렴한 학비에 폭넓은 장학금 제도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오히려 저에게 집중할 기회가 많이 생겼습

니다. 덕분에 대학 생활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한 목표가 있다면 목표

에 집중하세요.

임0영(토목공학과 졸업) 

김천시 건설도시과

취업성공기

여러 가지 
특강 프로그램 참여와
폭넓은 장학금을 기반으로
학교생활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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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https://www.gpc.ac.kr/ee

학과장_ 054-650-0214

학과사무실_ 054-650-0220

팩스_ 054-650-0229

전기전자과
Dept. of  Electrical & Electronics

"세상을 비추는 기술로 평생 직업의 꿈" 공기업과 대기업 취업의 꿈! 

전기전자과에서 꿈을 이루십시오.

전기전자과는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IT기반 첨단 전기·전자기기개발 분야 맞춤형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특성화학과입니다.

현장 적응력과 문제해결

IT 기술과 전기·전자 관련 기술을 융합한 역량기반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기·전자/통신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특강반 운영합니다. 첨단 실습 장비 활용과 현장 전문 기술사 직강 및 초청 특강 등 실무위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별 전담교수제 운영으로 생활과 진로 그리고 취업 상담을 시행합니다.

학과 소개



빠
르

다
! 강

하
다

! 새
롭

다
!

대
구
·

경
북

 유
일

한
 공

립
대

학

15

[취업]  메인트란스 홍0진 동원건설산업 김0호 호텔인터불고 이0우 현대자동차 홍0빈 관세청 장0별 

삼성 에스원 이0석 원주 TBN 김0한 포스코ESM 배0수 삼성전자 박0우 LIG넥스원 이0돈 LIG

이노텍 한0희 외 2명 LG디스플레이 조0범 SK네트워트 홍0우 한국수력원자력 박0솜 현대중

공업 채0기 KOTITI연구원 이0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최0영 일진그룹 권0욱 LG 루셈 김

0섭 대우전기 이0준 동양전기 김0환 파카텍스 황0수 유니맥스글로벌 김0현 외 6명 한중선박

기계 백0영 상승기업 최0훈 이수전력 김0택 무궁화금고 박0찬 외1명 제일테크 이0갑 비엔테

크 이0기 코닝어드밴스드 이0희

[편입]  영남대 전0진 공주대 조0묵 외3명 충남대 김0일 외1명 강원대 박0교 금오공대 김0웅 외5명 창

원대 정0욱 한밭대 전0람 외 1명 경상대 이0희 한국교통대 이0롬 외 4명 안동대 오0석 외11명

[주요 취업처 및 진학 분야]

●  한국전력, 포스코, 전기직공무원, 국가직 지역인재 등 공기업 및 공무원 취업

●  삼성전자, LIG넥스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S산전 등 대기업 취업

●  방위산업체 병역특례, 기술부사관 및 3사관학교 입학

●  경북대, 충남대, 경상대, 금오공대 등 4년제 국립대 편입

[전기/전자/정보 관련 자격증 취득]

●  전기공사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진로 및 자격증

취업현황 / 편입현황
2020년 공시 취업률 81.3%

학교를 다니면서 버킷리스트들을 적어보고 졸업 전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정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과의 자격증 수업과 특강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으

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캡스톤디자인 및 전공동아리 등 

각종 학내 경진대회에 참여한 경험으로 취업 면접에서 다양

한 경험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취업센터에서 면접연습, 재직자 상담 등 취업프로그램

에 참여하여 여러 회사에 합격하였고 전공을 살리고 전기 

기술사 꿈을 키울 수 있는 삼성에스원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전기전자과를 선택해서 공부한 시간을 생각해보면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0석(전기전자과 졸업) 

삼성 에스원(빌딩전기시설 운전 및 감시)

취업성공기

대학생활의 버킷리스트!
사소한 것부터
목표를 정해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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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pc.ac.kr/military

학과장_ 054-650-0211

학과사무실_ 054-650-0220

팩스_ 054-650-0229

군사학과
Dept. of  Military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초급 간부의 꿈과 희망을 실현

"전국 유일의 국·공립 대학교 군사학과", 학교에서 배우고 군에서 일하자!

학과소개

학·군 제휴 협약(20.10.20. 육군3사관학교 MOU 체결)을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국가공무원(군인)으로서 확실하고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제공합니다. 전문 기술 자격증 및 무도 단증 취득을 위한 실무진 특강을 실시하며 특전사를 포함하여 육군과의  

협약을 통하여 군 장학생 선발 제도를 운영합니다.

학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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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 정0성 김0희 김0환 박0영 배0한 이0욱

[특전부사관] 권0영 정0민 유0극 곽0광  

[해군부사관] 김0완 강0훈

[육군부사관]  김0우 류0원 박0찬 한0석 김0섭 김0석 김0윤 박0우 유0주 이0계 이0원 이0호                  

이0석 전0혁 정0원 정0진 정0환 

[여군부사관] 이0진 우0선 정0주

취업현황

[진로 분야]

●  육·해·공군 부사관 

●  특전부사관: 경찰·소방(응급 포함)·철도공무원, 경비·경호업체 전문직으로 취업용이

●  부사관 복무 중 장교지원 가능(장교, 주사관)

●  3사관/4년제 대학 편입

●  정보통신, 전자 관련 기업체 취업

[관련 자격증]

●  컴퓨터 활용능력, 인터넷 정보검색사, 워드프로세서

●  응급처치사

●  각종 무도 단증, 태권도 사범 단증

●  한자 자격증, 군 특기 병과와 관련된 자격증 

진로 및 자격증

경북도립대학교 군사학과에서 3사관, 부사관, 기타 희망하는 

꿈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군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과목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및 해외문화 탐방, 특강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많고, 군 관련 동아리 활동과 군사학과 졸업

생들과의 멘토링 활동들이 3사관학교 입교를 도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내 꿈을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시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역량을 마구 뽐내주시길 바라며 후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박0영(군사학과 졸업)

3사관학교 사관생도

취업성공기

시도를 해보고 실패하는
것과 시도조차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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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pc.ac.kr/animal

학과장_ 054-650-0343

학과사무실_ 054-650-0340

메일_ dhkim@gpc.ac.kr

팩스_ 054-650-0299

축산과
Dept. of  Animal Science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실무형 축산 전문 인력 양성!

대구 경북 유일의 공립대학교 축산과

학과소개

실무형 축산 전문인 양성을 위한 3년제 전문 학사 과정을 운영합니다. 축산자원을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생산하는 핵심

전문기술을 교육하며 동물 실습장을 활용하여 현장 실무에 특화된 맞춤형 전공교육을 실시합니다. 전공 실습장에서 가축 생산, 가공,  

유통 및 경영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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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박0영, 황0훈, 송0호

[다있소축산물유통센터] 임0욱

[경북도립대학교] 박0환

[농업회사법인㈜산수골] 강0영

[농업회사법인㈜동남농장] 이0

[의성축협] 송0준

[상주축협] 오0택

[구미칠곡축협] 김0동, 김0수

[포항축협] 김0완

취업현황

[진로]

축산관련 협동조합, 축산물 가공 및 축산물 유통 분야, 축산사료 관련 분야, 창업(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재정적 지원 가능), 농장경영, 축산관련 공무원 및 연구소, 4년제 대학 편입

[자격증]

축산산업기사, 식육처리기능사, 가축인공수정사 등

진로 및 자격증

저는 누구보다도 빨리 축산 현장에 진출하기 위해 경북도립 

대학교 축산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실습장을 활용해 현장  

실무를 위주로 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축산 전문 학과는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축산과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3년 동안 현장중심 교육과 충분한 실습을 통해 가축

을 접해서인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취업하여 현장근무 

때에도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금방 적응해 나갈 수 있

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첨단 축산 산업을 이끌고 나갈  

전문 축산인이 되길 희망한다면 경북도립대학교 축산과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박0영(축산과 졸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취업성공기

체계적인 실습
교육을 통한 축산
현장으로의 빠른 진출



https://www.gpc.ac.kr/em119

학과장_ 054-650-0286

학과사무실_ 054-650-0250

메일_ lgh3485@naver.com

팩스_ 054-650-0259

응급구조과
Dept. of  Emergency Rescue

학과 설립 이래 8년 연속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100% 합격!

봉사정신과 용기, 사명감을 가진 응급구조 인력 양성에 경북도립대학교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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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기후이상과 각종 재난에 의해 발생하는 응급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1급 응급구조사와 미래의 소방 

공무원(구급직)을 양성합니다. 산·관·학 협력을 통한 전문응급처치분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경북 응급의료센터 및 일반 

의료병원과 연계하여 응급처치 실무교육 강화로 현장 실무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과 소개



[소방공무원]  김0수, 김0로, 김0기, 박0창, 박0욱, 최0기, 허0재, 윤0호, 김0목, 김0우 

                  반0우, 이0건

[서산중앙병원] 김0미 / [진천성모병원] 김0범 / [해양경찰] 남0아, 신0학 / [문경제일병원] 송0민, 

이0숙 / [문산중앙병원] 이0주 / [한림병원] 조0진 / [안동병원] 강0우, 양0기 / [안동성소병원] 유

0엽 / [구미강동병원] 이0우, 최0천 / [계명대 동산병원] 허0림 / [제일종합병원] 이0호 / [영동병

원] 허0훈 / [대청병원] 김0준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김0수, 이0지 / [광나루안전체험관] 이0진 

/ [혜원의료재단] 박0태 / [갑을장유병원] 신0호 / [해운대백병원] 신0경 / [예산종합병원] 황0영

취업현황

[졸업 후 진로]

119구조구급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센터, 소방공무원, 

산업체 의무실 등

[자격증]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급처치원(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일반

응급처치 강사1급(대한응급구조협회), BLS Provider(미국심장협회, 대한심폐소생협회), 수상인

명구조자격증(대한적십자사)

진로 및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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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분류 및 처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재난훈련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빠른 판단력과 강한 정신력, 체력이 필요한  

분야라서 힘들 때도 있지만 제 작은 손길로 누군가 건강을 

되찾는 모습에 힘을 얻고 제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

니다. 자연재해, 교통사고, 손상, 급성질병의 증가로 병원이

나 소방서, 닥터헬기, 해양경찰 등 꾸준하게 수요가 늘고 있

어 앞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많은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경북도립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0숙(응급구조과 졸업)

권역응급의료센터 구미차병원

취업성공기

두려워 
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https://www.gpc.ac.kr/health

학과장_ 054-650-0263

학과사무실_ 054-650-0260

팩스_ 054-650-0269

인스타그램_ Http://instagram.com/gpc.beauty/

보건미용과
Dept. of  Health Cosmetology

Health & Beauty Welfare를 주도하는 현장 실무형 미용전문인재 양성

바른 인성과 덕성을 함양한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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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인류의 미용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융합 전문 직업 인재를 양성합니다.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봉사할 인재로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인성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적인 지식 함양과 취업진로 개척을 위하여 국가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재학 중 1인 5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실무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글로벌 전문 미용인 

육성을 위하여 정규 교과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합니다.

학과 소개



[iD헤어]  김0주, 김0현, 박0림, 박0기, 진0주, 박0수, 배0민, 이0수, 이0이, 조0실, 전0은, 유0진, 

            최0림, 이0윤, 정0윤, 김0연, 박0윤, 최0림, 

[JUN0헤어] 김0, 김0지, 유0빈, 이0택, 정0훈, 박0유, 우0정

[끌리메] 김0현 / [압구정 스파나무] 황0림 / [내아델 테라피] 이0진 / 

[차&박 피부과] 이0인 / [당당한방병원] 남0리 /  

[DS 피부과] 조0영 / [서울성형외과] 이0주  

취업현황

진로 및 자격증

[졸업 후 진로]

● 미용관련 교육계, 산업체 취업 및 창업

● 보건·의료계 취업

● 4년제 편입학,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 및 해외 유학

● 해외취업 : 캐나다, 호주 MOU 체결

[자격증]

●  졸업과 동시 무시험 취득 자격 : 종합미용사면허증(피부, 헤어, 메이크업, 네일), 실기교

사 자격증(교육부)

● 미용 관련 시험 취득 자격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미용 국가기술자격증(피부, 헤어, 

 메이크업, 네일, 이용사), 식약처주관 국가자격(맞춤형 화장품제조기술자격),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공인민간자격증(두피모발관리사, 발관리사, 아로마 테라피스트, 비만관리 

 코디네이터, 네일케어 등), 국제피부미용관련자격(Itech Spa(영국), 시데스코(스위스)) 

●  보건 관련 시험 취득 자격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가자격 (간호조무사, 요양보호

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인민간자격증(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등)

양궁선수로 활동하던 고등학교 시절,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미용에 관심에 관심을 가져 공부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해외직무 연수를 통해 다른 나라의 미용  

관련 문화도 접해보고 자격증 특강과 전공 대회 준비를 하며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학과에서의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준오헤어 합격하여 현재  

준오헤어 선릉역 1호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저에게는 꿈을 향해 나아가

는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할 때 실력은 더욱 성장한다

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박0유(보건미용과 졸업)

주노헤어

취업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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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



https://www.gpc.ac.kr/admin

학과장_ 054-650-0273

주간학과사무실_ 054-650-0270 

야간학과사무실_ 054-650-0278

팩스_ 054-650-0279

자치행정과
Dept. of  Autonomy Administration

공무원 임용 대비 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능한 공무원의 자질을 키워드립니다!

공무원 임용 대비 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무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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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공무원 공채 합격을 위한 교육과정(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기초이론 학습·심화 및 문제 풀이 과정) 편성·운영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하여 공무원 양성원, 심화 학습실 등 개인 학습 공간을 제공하며 모의고사 실시 및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방학·

학기 중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특강 등도 실시하며 공직 체험 박람회,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의회, 지방 자치박람회, 국회 아카데미,  

사회복지현장 방문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과 소개



[공직진출/일반행정직]  황0영 외 다수 [예천군] 엄0빈 외 13명 [울릉군] 고0하 외 6명 [영양군] 조0원  

외 9명 [청송군] 김0운 외 7명 [영덕군] 김0미 외 1명 [봉화군] 김0지 외  

7명 [김천시] 조0빈 [공직진출/기타직렬] [경찰] 권0섭 외 다수 [교육행정] 

박0희 외 다수 [교정] 김0원, 현0혜 [농업] 권0정 [사회복지직] 강0욱 외  

다수 [군무원] 설0민 외 1명 [소방] 박0운 외 다수 [기타] 김0식

[금융기관 등] [농협] 김0종 외 다수 [수협] 서0진 [우체국(구미)] 남0석 [신협] 서0은, 김0유 [경상

북도청] 김0민 외 5명 [경북도립대학교] 황0열 외 4명 [김천중학교] 노0현 [영주상공회의소] 강0현 

[㈜TESK] 강0우 [㈜애니룩스] 엄0진 [삼성물산(주)에버랜드] 서0진 [안동청과] 강0호, 강0나

취업현황

[진로]

행정직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소방 공무원, 경찰공무원, 금융기관 등 

사무직 진출

[자격증]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 S-MAT, 행정관리사, ITQ, ICDL, 사회복지사 2급

(야간학과) 등

진로 및 자격증

경북도립대학교 자치행정과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최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를 꿈꾸던 저에게 학과 커리큘럼은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토록 하였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특히, 교수님들의 

강의는 학문의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

며 나아가 실전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

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시험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앞에서 이끌어

주는 경북도립대학교 자치행정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

없이 노력한다면 누구라도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엄0빈(자치행정과 졸업)

예천군청

취업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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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되기 위한
최적의 길!



https://www.gpc.ac.kr/welfare

학과장_ 054-650-0331

학과사무실_ 054-650-0250

팩스_ 054-650-0259

사회복지과
Dept. of  Social Welfare

생애주기별 맞춤형 휴먼서비스 전문가 양성의 요람!

사회복지, 보육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한 휴먼서비스 전문가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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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대, 자살, 재난 등의 위기(Crisis) 관련 현장 연계 교육을 실시하며 다양한 전공동아리 활동(보듬이 꿈터, 사회복지실천연구회, 마음두레)으로  

현장 실무 경험을 교육합니다. 특히 경상북도 사회복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전문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수요 발굴·맞춤

교육·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공 심화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 모래놀이치료, 효율적인 의사소통, ITQ, 풍선아트,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창의미술 등 비교과자격과정을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통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과 소개



[공무원공채]  노○하, 이○민, 이○회, 김○혁, 박○민, 박○설, 이○남, 함○숙, 이○진, 장○수, 

한○동, 박○순, 이○영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 새하늘전문요양원 강○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김○현, 대구광역시시립

희망원 김○선,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박○규, 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미 외 2, 부산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오○민, 달성지역자활센터 허○성, 효성요양원 김○우, 선산엔젤요양원 김○림,  

엘요양원재가노인복지시설 김○철, 고령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민, 음성노인복지센터 박○서,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박○우, 장애인재활협회 서○림, 효삼백재가센터 신○준, 음성꽃동네사랑

의연수원 이○희, 문경효사랑요양원  이○기, 희망샘지역아동센터 이○현, (사)경북장애인부모회

구미지부 최○지, 마야예림원 하○호, 예천공군부대 김○희, 예천자활센터 김○수, 아네뜨의집  

박○솔, 경남산청건강다문화지원센터 박○주,  유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우○경, 성심원 이○

준, 영주카톨릭병원 윤○성, 엘리엘동산 김○호,  유니실버요양원 김○희, 안동장애인협회 김○

현, 청소년수련관 이○민, 예천군노인복지회관 함○균, 안동지역 아동복지관 현○이

[어린이집] 아이사랑어린이집 권○영, 해남파랑새어린이집 박○선, 동화나라어린이집 김○리,  

예천자연어린이집 오○진, 재일어린이집 서○, 바울어린이집 이○은, 성락어린이집 강○숙, 김○자

[편입] 한국교통대, 대구대, 카톨릭대, 경북대, 군산대, 안동대, 공주대, 경성대

취업현황

진로 및 자격증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공무원, 공림 및 사립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 사회복지이용시설 복지사, 사회복지생활

시설 복지사, 사회복지관련상담사, 4년제 편입 등

[국가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졸업과 동시에 국가자격증 무시험 취득)

[민간자격증]

아동미술지도사, 풍선아트,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등

저렴한 등록금으로 관심있는 분야를 전공할 수 있다는 점은 

제게 큰 매력으로 다가와 경북도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봉사동아리 활동, 선배들이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관방문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을 계획 및 실행하여 자신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경진대회 등 다양한 커리큘럼은 일선의 감각을 깨우치며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삶의  

가치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학 2년의 시간동안 주어지는 과업들을 통하여 후배 여러

분들도 예비 사회복지사로 거듭날 거라 믿습니다.

박0수(사회복지과 졸업)

예천군청

취업성공기

공립대학의
강점을 
나의 강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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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pc.ac.kr/ece

학과장_ 이은하 교수 054-650-0231

학과사무실_ 054-650-0230

팩스_ 054-650-0239

유아교육과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스무살의 우먼파워! 유아교사는 아름답다! 

우리나라 2개뿐인 공립대학교 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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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Gyeongbuk Provincial College

학과소개

전문능력을 갖춘 공·사립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를 양성합니다.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실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학사 학위 취득 및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 고시 교육 

과정으로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국가자격증(유치원2급 정교사, 보육교사2급)은 졸업과 동시에 무시험으로 취득하며, 가베, 동화

구연, 유아 코딩 등 민간자격증은 방학 중 무료특강으로 취득합니다.

학과 소개



[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  2019, 2020, 2021년 졸업생 : 임용합격 4명, 유치원 교사 26명, 어린이 

집 교사 34명, 한국교통대 편입 1명, 강원대학교 편입 1명, 심화과정 19명,  

기타 기관 14명

[교육 공무원_임용고시] 경북교육청 이0인(예천), 우0영(안동), 우0은(상주), 김0원(김천)

[유치원] 서울 무지개유치원(황0옥) 부산 하늘빛유치원(정0은) 제주 새순유치원(고0은)

        경기 실로암유치원(강0리) 하나린유치원(김0진) 삼성숲유치원(이0정) 외

          충북 영재몬테소리유치원(전0혜, 최0정) 초록유치원(장0희, 홍0희) 키즈랜드유치원(박0빈) 외

           경북 옥계유치원(고0이, 권0정) 천사유치원(조0은) 샛별유치원(김0영) 외

            대구 순심유치원(김0윤) 동신유치원(이0라) 아이뜰유치원(정0지) 외

[어린이집]  충북 금곡(김0나) 해찬솔(이0은) 사임당(윤0아) 어린이집 외 서울 국공립더샵어린이집

              (최0선)  경기 시립구갈어린이집(방0록)  수원시립호매실어린이집(이0나) 외

             강원 푸른솔(손0진) 도계어린이집(김0수) 외  경북 아롱다롱(윤0정 외 3명) 성심(이0제) 

             성락(윤0화) 외

취업현황

[졸업 후 진로]

●  공립 유치원 교사(임용고시), 사립 유치원 교사, 공·국립 어린이집 교사, 직장 어린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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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  국가자격증 : 유치원 정교사 2급(교육부), 보육교사 2급 취득(보건복지부)

            (졸업과 동시에 무시험으로 국가자격증 취득, 4년제와 동일한 자격증)

● 민간자격증 : 유아코딩, 종이접기, 풍선 및 노리 아트, 동화구연, 가베, 캘리그라피 등

            (유아교육 관련 민간자격증 1인 3개 이상 무료 취득)

진로 및 자격증

경북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저에게 공립교사로서의 꿈을 이루

게 해주었으며 직무 전문성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 1학년때부터 교수님과 함께한 수업실연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형성하였습니다.

둘째, 흥미에 맞는 전공동아리(창의미술 동아리)를 통해 유아교사

로서의 자질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심화과정(4학년)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공립유치원 임용

고시를 준비하고, 전공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후배 여러분! 경북도립대학교와 함께 쨍!하고 해 뜰 날을 만들어

나가기를 현장에서 응원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김0원(유아교육과 졸업)

김천시 공립 단설 율빛유치원 교사

취업성공기

2021학년도 공립유치원 임용고시 합격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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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pc.ac.kr/sports

학과장_ 054-650-0242

학과사무실_ 054-650-0240

메일_ nht7795@korea.kr

팩스_ 054-650-0249

생활체육과
Dept. of  Practical Physical Education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현장형 스포츠지도자 양성

30     Gyeongbuk Provincial College

학과소개

생활체육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개인이 지니고 있는 운동 소질을 개발하고, 운동능력을 파악해서 이에 알맞은 운동처방 실무를 익힙니다. 

종합체육관 및 잔디 우레탄 운동장, 태권도장, 트레이닝장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실습을 통해 시민의 스포츠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생활체육지도자 및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상업 스포츠 시설업(에어로빅장, 헬스장, 등)  

개설에 필수적인 정보를 습득함과 동시에 스포츠 이벤트 행사를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학과 소개



[영천시 체육시설 사업소]  문0정

[포항시청_육상] 강0지,

[경산시청_육상] 김0주

[부천시청_육상] 박0연

[익산시청_육상] 김0빈

[상주시 체육회] 안0진

[구미시청_육상] 심0순

[문경시 생활체육회]  유0선

취업현황

진로 및 자격증

[진로]

각 시, 구, 군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 기업체와 스포츠센터, 각종 이벤트 행사진행의 실무자, 

스포츠 관련 학원, 공공기관의 체육실무자 등

[자격증]

2급 생활체육지도자, 종목별 심판, 태권도 사범자격증 등

즐기면서 공부하고 취업에 이른 제 경험을 후배분들께 얘기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수영에 애착을 갖게 되었고, 이 일을 평생 

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의 격려와 조언으로 스포츠지도자의 자질과 전문

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라이프가

드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님들! 교수님

과 동기, 후배들과 함께한 모든 경험이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라는 든든한 발판을 가지고 성공

한 사회인으로서 현장에서 만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문0정(생활체육과 졸업)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

취업성공기

대학생활은
사회생활의
첫걸음이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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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 정

장소 비고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원서접수
2021. 9.10(금)
∼ 10. 4(월)

2021.11. 8(월)
∼ 11.22(월)

2021.12.30(목)
∼ 2022.1.12(수)

본대학 기획홍보처
대학입학홈페이지(ipsi.gpc.ac.kr)

원서접수대행사이트
(jinhakapply.com/uwayapply.com)

방문접수 평일
18:00 까지

서류제출
2021. 9.10(금)
~ 10. 5(화)

2021.11. 8(월)
~ 11.23(화)

2021.12.30(목)
~ 2022.1.13(목)

우)36830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경북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 입시담당자

평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면접신청
2021. 9.10(금) 
~ 10. 5(화)

2021.11. 8(월)
~ 11.23(화)

-
대학입학홈페이지
(ipsi.gpc.ac.kr)

신청 후 변경 가능

면접일
2021.10. 8(금) 
~ 10. 9(토)

2021.11.26(금) - 학과별 면접장 또는 비대면 면접
수시모집 일반고특별전형을 
제외한 전 전형 면접 실시

합격자 발표
2021.10.14(목)

09:00~
2021.12.1(수)

09:00~
2022.1.18(화) 

09:00~
대학입학홈페이지
(ipsi.gpc.ac.kr) 합격 조회

등록확인예치금납부
등록금 납부

 등록 예치금(1회) 2021.12.17(금) ∼ 12.20(월)
 잔여 등록금(2회) 2022.  2.  9(수) ∼   2. 11(금)

2022. 2. 9(수)
  ∼  2.11.(금)

우리 대학 지정 은행
가상계좌 이체

수시합격자는 예치금과 
등록금으로 나누어 납부

미등록 충원 발표
및 등록예치금 납부 2021.12.29(수)까지

대학입학홈페이지
(ipsi.gpc.ac.kr)합격 조회

순차적으로 입학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
(일정은 입시 홈페이지 공지)

미등록 충원 발표
자율모집 등록금 납부 -

2022. 2.12(토)
     ~ 2.28(월)

대학입학홈페이지
(ipsi.gpc.ac.kr)

순차적으로 입학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
(일정은 입시 홈페이지 공지)

※ 위 일정은 입학전형이 진행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홈페이지(http://ipsi.gpc.ac.kr) 참고

원서접수방법 및 관련서류 제출방법

원서접수방법

온라인접수 대학 입시홈페이지(ipsi.gpc.ac.kr) “원서접수”

 전형료 : 무료

방문접수 기획홍보처 원서접수 창구에 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우편접수

•접수 겉봉투에 “입학원서 재중” 표기하여 등기우편 발송, 지원자 본인이 

   접수 여부 확인

•제출시간: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36830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경북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
   입시담당자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고등학교졸업(예정)자
2014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학생부 사본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검정고시 출신자
2015년 이후 합격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2014년 이전 합격자

※ 원서접수 대행사이트에서 접수 시 수수료 있음(접수번호가 발급되며 대학에 원서 반영 시 수험번호 부여)
※ 개명한 자(학생부 및 각 증명서에 기재된 성명과 원서접수 시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입시팀으로 제출
※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입시팀으로 제출해야 함
※ 외국어(영어 제외)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1 전형일정

신입생모집요강
2022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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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시모집

          전형구분

모집단위          .
주/야 편제

입학
정원

일반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전문대
이상졸업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농어촌 출신 장애인 만학도 외국인

공학

자동차과 주간 2년 35 1 2 1 1 3

소방방재과 주간 3년 30 1

토목공학과 주간 3년 25 2 1 3

전기전자과 주간 3년 25 1 1 1 1 2

군사학과 주간 2년 25 1

자연
과학

응급구조과 주간 3년 25 1

보건미용과 주간 3년 25 1 1 1 1 1

축 산 과 주간 3년 25 1 1 2 2

인문
사회

자치행정과
주간 3년 25 2

야간 2년 25 3 2

사회복지과 주간 2년 30 1 1 1 1 1

유아교육과 주간 3년 35 1 1 1

예체능 생활체육과 주간 2년 25 1

합  계 355 17 10 4 6 1 9 3

1) 등록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종료 후 자율모집을 실시할 수 있음

 가. 수시모집

                    전형구분

모집단위                    .

주/야 편제
입학
정원

수시 1차 수시 2차 정원 외 특별전형

일반
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
일반
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 전문대

이상
졸업자

기초
수급

농어촌 만학도

일반고 특기자
대학자체

기준
대학자체

기준

공학

자동차과 주간 2년 35 20 8 3 3

소방방재과 주간 3년 30 15 11 3 1 1 1

토목공학과 주간 3년 25 14 5 3 1

전기전자과 주간 3년 25 17 3 3 1

군사학과 주간 2년 25 20 2 1 1 1

자연
과학

응급구조과 주간 3년 25 20 4 2

보건미용과 주간 3년 25 15 7 1 1

축 산 과 주간 3년 25 13 6 3 2

인문
사회

자치행정과
주간 3년 25 15 2 6 2

야간 2년 25 10 4 6 2

사회복지과 주간 2년 30 26 3

유아교육과 주간 3년 35 31 3

예체능 생활체육과 주간 2년 25 14 9 1 1 1 1 1

합  계 355 215 15 17 43 40 8 3 3 4 2

1) 유아교육과는 교직과정 설치 학과

2) 각 모집시기별 미충원 인원은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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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

• 입학원서 작성시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

• 검정고시 대학입학전형자료는 6년간의 대상기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
  ※ 수시전형의 경우, 당해 연도 2회차(8월 응시) 합격자의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음

I 검정고시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학과 정시모집 합격자 수시모집 합격자 비고예치금(1차) 잔여 등록금(2차)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1,071,900원 60,000원 1,011,900원 인문사회계열

자동차과, 소방방재과, 토목공학과, 전기전자과, 군사학과, 
응급구조과, 보건미용과, 축산과, 생활체육과 1,293,800원 80,000원 1,213,800원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등록기간 및 관련안내

등록기간
수시모집  2021.12.17(금) ~ 12.20(월) (1차 등록 확인예치금 납부)  ▶ 충원 등록기간 : 2021. 12.29(수)까지 충원 일정에 따라 진행

정시모집  2022.02.09(수) ~ 02.11(금)  ▶ 충원 등록기간 : 2022. 2.12(토)부터 충원 일정에 따라 진행

납부안내

납부방법

 모집 시기별로 정해진 등록기간 중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 계좌로 이체 또는 NH농협은행 전국지점 및 지역농협 방문 납부
 ▶ 등록금 고지서는 본 대학 입시 홈페이지(ipsi.gpc.ac.kr)에서 출력 가능
 ▶ 가상계좌는 각 개인별로 부여한 계좌번호로서 등록금 납부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장학생의 경우 등록금액이 ‘0’원 이더라도 은행에 등록(납부)필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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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
 1차【2021.12.17(금) ~ 12.20(월)】등록 확인예치금 납부 (인문사회계열 60,000원,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 80,000원)
 2차【2022. 2. 9(수) ~ 2. 11(금)】잔여 등록금 납부

등록금 환불 안내

등록포기 및 환불 신청
제출서류

 • 수험생 본인 신분증 및 환불 신청자 신분증(환불 신청자가 수험생 본인이 아닌 경우 수험

   생과의 관계 확인서류 필요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 수험생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보호자 통장인 경우 관계 확인서류 필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및 반환불가

제출방법  방문 및 FAX(054-650-0119)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는 전액환불, 이후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환불 함       

등록금액 _ 2021년 기준

등록금 환불 안내 _ 본 대학 입시홈페이지(ipsi.gpc.ac.kr)에서 학과 확인 후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

가. 면접, 등록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http://ipsi.gpc.ac.kr)에 게시함

나. 입학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다. 전형별 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라.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당해 연도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함

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인터넷 접수 가능

나. 본 대학은 모집 시기별로 한 번만 지원 가능함(중복지원 불가)

다.  수시모집 대학(산업, 교육,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본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복수 지원 시 모든 합격이 취소됨

라.  전형기간 중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입시팀으로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원서 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한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 또는 발급기관에 조회하여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음(일반대학 수시모집 6회 제한)

일반사항

원서접수

면접진행

합 격 자
 발표 및
등록안내

가. 면접준비물: 수험표 및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공무원증, 사진이 있고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을 지참

나. 수시모집 면접 점수 40% 미달의 경우 불합격 처리됨

다. 수시모집 일반고특별전형(소방방재과)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음

라. 면접에 미응시한 경우 학생부 성적(전문대 이상 전형의 경우 대학 성적)만 반영(면접 미응시로 인한 불합격 없음)

마. 장애 수험생을 위해 전형 실시 전 장애 편의 물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독서확대기, 음향증폭기, 면접도우미 등 수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가.  합격자는 우리 대학 입시홈페이지에 공고함(본인이 직접 조회하여야 하며, 합격자 및 등록금 고지서 조회 시 본인의 수험번호와 성명, 

    학과명, 등록금액 및 등록금 수납계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나. 전액장학생 또는 보훈장학생으로 등록고지서에 납부금이 ‘0’원인 경우라도 반드시 등록기간내에 은행에서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2회(1차 예치금, 2차 등록금 잔액)에 걸쳐 납부. 지정된 기간에 미납 시 등록포기 처리됨

라.  별도의 합격자 발표 공지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추가합격자 통보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하며 등록(충원등록 포함)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등록포기 처리 됨

마. 본인의 귀책사유(전화번호 잘못 기재, 연락 두절 등)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바.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 및 산업, 교육,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3  지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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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내 전형   
전형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공통서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자

•입학원서 1부(학과 상담 후 지원 및 
   서류제출)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4~2022년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서류 참고

일반고
특별전형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일반계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영재고)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공통서류 참고

특기자
특별전형

자동차과

•기능올림픽 또는 기능경기대회(전국・지방) 수상자 (기계관련 분야-자동차, 도장, 
   차체수리, 용접 등)

•정부(산하기관 포함) 또는 광역시・도 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실시하는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경진대회 3위 이내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분야-조선용접, 용접, 드론, 자동차, 산업기계, 공작기계, 기계정비, 기계조립, 기계,
   기계가공, 건설기계, 농기계, 항공, 무인자동차 등)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상장사본

생활체육과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광역시・도 단위 이상의 태권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광역시・도 단위 이상의 육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상장사본

대학자체기준
특별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자
    상기 해당자 중 [별표1]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별표1] 참고

학과 지원자격 제출서류

공통기준

소년소녀 가정 담임 또는 기관(원)장 추천서(본 대학 양식)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퇴소 또는 보호 종료 5년 이내 포함) 재원확인(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중 택1
다자녀 가정 자녀(3자녀 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고교재학시 모범, 효행, 봉사상 수상자(학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상장사본
고교재학시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실시한 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2022년 졸업예정자 중 추천을 받은 자(경북도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서(본 대학 양식)

자동차과

자동차 관련 산업체 근무경력자 사업자등록증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실업계 또는 마이스터고 또는 공업계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일반고 직업과정 이수(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정 자동차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소방방재과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일반고 직업과정 이수(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토목공학과
군 공병 출신자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정 건설 또는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건설, 환경 관련 산업체 근무경력자 또는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전기
전자과

전기 또는 전자 또는 IT 사업체 종사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일반고 직업과정 이수(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전기 또는 전자 또는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전산 또는 과학 관련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교사추천서(본 대학 양식)

군사학과

무도유단자 무도 단증 사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IT 또는 정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체육교사 또는 지도자의 추천을 받은 자 교사추천서(본 대학 양식)

보건미용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일반고 직업과정 이수(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미용, 보건 관련 교육기관이나 산업체 운영·종사자 또는 근무 경력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미용, 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미용, 보건 관련 대회 수상자 상장 사본

축산과

축산농가 종사자 또는 종사자의 자녀
사업자등록증 사본,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축산업 종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정 축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축산관련 업체 근무경력자 또는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자치행정과

정보화 또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확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학교생활 기록부로 확인

사무직 경력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별표 1] 대학자체기준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공통기준 또는 학과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전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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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전형

전형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공통서류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법령에 의해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각 전형별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

 • 입학원서 1부(학과 상담 후 지원 및 서류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14~2022년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형 지원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농어촌지역 학생 전형은 고교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

전문대학·
대학졸업자 전형

 •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대학 졸업증명서, 평균 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농・어촌지역
학생전형

 • (Ⅰ유형)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6년 과정 이수자
   읍・면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또는 도서・벽지 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며,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연속된 연수만 인정)

 •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 부/모/학생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소지 내역 전체가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 모 모두 확인되어야 함) 1부

 • 중학교 생활기록부
   [부모가 이혼 시]
  친권자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본인명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부모가 사망 시]
  친권자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망한 부모 명의 기본증명서

 • (Ⅱ유형)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이수자
   학생 본인이 읍・면지역(지방자치법제3조) 또는 도서・벽지지역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졸업(예정)자이며, 재학기간 중 거주한 자

 •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학생의 주민등록초본 1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소지 내역 전체가 기재된 것)
※ 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제외
※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당시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지역으로 봄.

만학도전형  •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25세(입학일 기준) 이상인 자  • 주민등록등본

2021. 9. 1.(수) 
이후 본인 명의 발급 서류
※ 본인 명의의 서류가 아닐 경우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 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자활 증명서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중 택1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전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장애인증명서(지원자 본인이

   장애인등록자일 경우만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자 (국가보훈처
   등록)

 • 국가유공자 증명서(지원자 

  본인이 상이등급자일 경우만
  지원)
 ※상이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전형  •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국적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여권 사본

 • 수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국문 자필)

 • 고교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학력확인서류(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 서류 또는 출신

   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표(TOPIC 3급이상 성적표)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전가족 호적등본

 • 재정보증서류(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수입증명서,은행잔고

   증명서)
※  원본 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표기된 경우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 첨부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증명서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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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①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③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모집구분 전형구분
반영
교과

학년별반영비율 항목별
반영비율 점수산출

활용지표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수시모집

일반전형

대학자체기준특별전형

정원외특별전형(농어촌,만학도,기초수급)

전과목 40% 60% - 100% 석차등급

일반고특별전형 전과목 30% 30%
40%

(1학기)
100% 석차등급

특기자특별전형 전과목 40% 60% - 100% 석차등급

정시모집
일반전형 전과목 20% 30% 50% 100% 석차등급

정원외특별전형

(농어촌,만학도,기초수급,장애인)
전과목 20% 30% 50% 100% 석차등급

모집구분
2009년 2월 이전

고교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공업계2+1출신자,
일반계고교직업교육과정이수자

수시모집 종전 학교생활

기록부 사본활용

검정고시 취득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수능성적이 있는 자는 수능성적의 계열별
백분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

수능성적이 없는 자는 최저성적 부여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활용

(1학년-40%, 2학년-60%)정시모집

※ 석차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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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비율

수시모집 정시모집

일반전형, 대학자체기준
정원외특별전형

(농어촌/만학도/기초수급자)

일반고
특별전형

특기자
특별전형

전문대이상
졸업자전형

일반전형
정원내・외 특별전형

(농어촌/만학도/
기초수급/장애인)

전문대이상
졸업자전형

외국인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40% 100%
40%

(교과80%
출결20%)

40%
(대학평점평균

환산점수)
40% 100%

100%
(대학평점평균

환산점수)

면접 60% 60% 60% 100%
대학수학능력시험  60%

가. 전형별 성적반영 방법

※ 면접점수가 만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됨

   ② 수시모집 특기자 특별전형 출결성적 등급 : 고교 3년간의 무단 결석일수를 아래의 출결성적 등급표에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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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시 합격자는 출결성적 1등급 적용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모집
구분

학과
(계열)

점수활용
지표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100%)
비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정시
전
학
과

백분위 25 25 25 25

•  탐구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1과목  
반영, 영역별 가중치 반영안함

•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수 활용

[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반영방법]

등급 1 2 3 4

환산점수 100 95 90 85

5 6 7 8 9

80 75 70 65 60

라. 동점자 처리기준
1) 학교생활기록부의 3학년, 2학년, 1학년 순에 의한 내신 환산점수(검정고시의 경우 평균점수)가 높은 자
2)  학교생활기록부 전체(전학년)의 국어과목 내신 환산점수가 높은 자  

(과목별 동점일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차순위로 한다.-검정고시출신자 동일 적용)

 성적반영 방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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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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내 특별전형에서 미달된 인원은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일반전형에서 미달된 인원은 정원 내 특별전형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라.  모집시기별 예비후보자를 발표하며, 복수지원으로 타 대학에 동시 합격한 자가 등록기간 전 등록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차 순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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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점수 만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단색식별이 불가능한 색맹 및 유전성 선천성 질환으로 수학이 불가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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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적사정원칙

  참고       성적 산출 방법
구분 활용항목 성적 산출방법 비고

학교생활기록부

수시모집
석차등급

활용

① 학기석차등급 = (과목별 이수단위×과목별 등급)의 합/이수단위의 합
② 학년석차등급 = (1학기 석차등급+2학기 석차등급)/2
③ 석차등급 = (1학년 석차등급×0.4)+(2학년 석차등급×0.6)
 ·일반고특별전형 = (1학년 석차등급×0.3)+(2학년 석차등급×0.3)+(3학년 석차등급×0.4)
④ 교과성적 = 240+{20×(9-석차등급)} 

최고 400점
최저 240점

정시모집
석차등급

활용

① 학기석차등급 = (과목별 이수단위×과목별 등급)의 합/이수단위의 합
② 학년석차등급 = (1학기 석차등급+2학기 석차등급)/2
③ 석차등급 = (1학년 석차등급×0.2)+(2학년 석차등급×0.3)+(3학년 석차등급×0.5)
④ 교과성적 = 240+{20×(9-석차등급)} 

최고 400점
최저 240점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① Z점수 = [{(과목별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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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점 만점

검정고시 평균점수 평균점수 환산표의 환산점수 활용

모집구분 전형 성적 산출방식

수시모집

일반전형, 대학자체기준특별전형, 농어촌전형, 
기초수급전형, 만학도전형

240+{20×(9-석차등급)}+면접점수

일반고특별전형(소방방재과) 240+{20×(9-석차등급)}

특기자특별전형(자동차과, 생활체육과) [240+{20×(9-석차등급)}]×0.8+출결점수+면접점수

정시모집
일반전형 240+{20×(9-석차등급)}+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성적

농어촌전형, 기초수급전형, 만학도전형, 장애인전형 240+{20×(9-석차등급)}

[전형별 성적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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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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범위

성적
우수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

S
● 수능성적+학생부성적의 총점우선순위자
  (전체수석,전체2등,전체3등)

① 전체수석:입학성적A+100만원(1회)
② 전체 2등:입학성적A+70만원(1회)
② 전체 3등:입학성적A+60만원(1회)

A ● 학생부성적 2등급 또는 수능성적 3등급 이내인자
등록금 전액(4/6개학기)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100 이내인자에게 장학금 계속 지급

B ●  학생부성적 2.5등급 또는 수능성적 3.5등급 이내인자
등록금 전액(2개학기)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100 이내인자에게 장학금 계속 지급

C ● 학과별 입학성적 우수자(석차순) 단,정원의 10%이내 등록금 전액, 수업료 일부, 입학금 전액(당해학기)

학업성적
우수장학금

●  직전학기 3.0이상인자로서 재학인원의 10%이내에서 석차순
등록금(해당학기)+장학증서
석차별 차등 지급

저소득층지원
장학금

A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장학금 자격요건에 충족한자
국가장학금+월15만원
단, 월 지급금은 경상북도에 소재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자 또는 본인 및 부모 주소지가 지원일 현재 경상북도일 것

B
●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가장학금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 분위별 차등지급

경북인재육성
장학금

●  고교 졸업예정자 중 각 과별 전공분야에 소질이 있거나 관심 있
는 자로 도의원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생과 부모 주소지가 경북 도내인 자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과목 중 1/2이상이 5등급 이
내인 자  

 ※ 상기 조건 모두 충족

등록금 전액(4/6개학기)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에 한하여 장학금 계속 지급

특기
장학금

A ●  전국 단위 이상 전공관련 경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등록금전액(4/6개학기)
직전학기 성적 50/100 이내이거나 도단위 이상 각종대회 
입상실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장학금 계속 지급

B ●  도 단위 이상 전공관련 경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등록금전액(2개학기)
직전학기 성적 50/100 이내이거나 도단위 이상 각종대회 
입상실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장학금 계속 지급

근로장학금 B ● 기타 국가근로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교내근로생) 근로시간 대비 지급(월별)

공로장학금 ● 학생자치회 간부학생으로 승인받은 자 직책별 차등 지급(학기별)

가족장학금 ● 2인 이상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자(가족 중 1인) 수업료 일부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 아래 기준점수(등급) 이상 상위성적 순위자
● 영어 
 -TOEIC 600점, NewTEPS 260점(TEPS485점), TEPS 
   Speaking 42점, TOEFL 69점, TOEIC Speaking 110점, 
   OPIc IM 1등급, IELTS 5.5점
● 중국어: 新HSK(4급, 5급, 6급) 140점

등록금전액(4/6개학기)
매 학기 선발기준유지 시 계속지급(선발기간 성적표 제출)

특별장학금 ●  지급이 필요한 경우는 총장 추천에 의해 적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   ※ 지원금액은 특별히 정함

장애학생장학금
●  본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중 직전학기 성적평점 2.0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로서 등록장애인

지급시 결정

다문화학생장학금
●  본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중 직전학기 성적평점 2.0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로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지급시 결정

다자녀가구학생
장학금

●  다자녀(미혼 자녀가 3명 이상) 가정의 자녀(신입생의 경우 입
학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등록 마감
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가정의 자녀)로서 성적평점 2.0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
준 없음)

지급시 결정

사회적 
약자 지원 
장학금

등록금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이거나 보호종료 후 5년 이

내의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평점 2.0이상 인 자(신입
생은 성적기준 없음)

등록금전액(4/6개학기). 단, 1학년 1학기 등록금은 본인 우선 
부담, 국가장학금 신청을 우선하며 등록금을 충족하지 않은 
금액에 한하여 지급

기숙사비 기숙사비 전액 지급(4/6개학기)

생활비
월15만원×12개월=180만원(매월지급)
저소득층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가능

장학제도

 학생복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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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안내

1. 기숙사 현황 (2021학년도 1학기)

 통학버스 운행안내

공무원
양성원 
장학금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
● 공무원양성원생으로 선발된 자 중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 지급시 결정

기숙사비 ● 공무원양성원생으로 선발된 자
① 기숙사비 전액 지급
② 기숙사 식비보조-기숙사 식비단가에 의거 지급

학생홍보대사 
장학금

● 학생홍보대사로 선발된 자
  단, 당해 연도 지급기준을 충족한 자

지급시 결정

SNS서포터즈 
장학금

● SNS서포터즈로 선발된 자
  단, 당해 연도 지급기준을 충족한 자

지급시 결정

3개 생활관

498명

320명/ 학기당 600,000원(주중 중식, 석식 포함)
평일, 휴일 주/야간 054)650-0300

창조관(남)

희망관(여)
156명/ 학기당 650,000원(주중 중식, 석식 포함)
평일, 휴일 주/야간 054)650-0306

성실관
22명/ 생활지원 장학금
054)650-0116

창조관(남)_4인희망관(여)_4인성실관(공무원양성원)_2인

•  개인별 이용 시설
   - 침대, 책상, 의자, 옷장

•  공동 이용 시설
   - 샤워실, 세면실, 세탁실
   - 독서실 
   - 체력단련실
   - 휴게실(TV시청실) 
   - 무선네트워크 등 편의시설 제공

2022년 신축 기숙사 개관 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숙사 호실별 입사인원 변동 가능(2021학년도 1학기 기준 2인 1실 운영)

2. 신입생 생활관 입사 선발기준

가. 원거리 거주자
     ※ 전염성 질환 보균자 및 예천 관내 및 통학버스 운행지역(안동・영주・점촌・상주 시내) 거주자 제외

나. 지체부자유자,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글로벌인재육성 장학생 우선 선발
다. 성실관(공무원 양성원)은 별도 선발시험 실시

3. 신청방법 : 입학원서 작성 시 해당란 선택 (예시: 기숙사 신청   )

              (2022년 1월 홈페이지에 기숙사생 선발 결과 발표)
                ※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2021학년도 기준(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노선 및 기간 변경 가능)

영주·풍기, 안동·풍산, 상주·점촌 - 평일 등·하교 시 운행

칠곡·대구, 군위·구미 - 금요일과 일요일 운행

서울·충주 - 금요일과 일요일 운행

매일 운행

매주 주말 운행

매월 운행

장학명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범위



2022학년도
경북도립대학교 입학원서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집요강, 지원자격,학력기준확인).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함

<수시모집 합격자 관련 안내>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 및 충원합격)는 등록(예치금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입학이 무효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함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함

※ 뒷면 내용을 읽으신 후 해당 사항에 “V”표와 확인 서명을 하셔야 원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학년도

수험번호

2022

①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고교
(                                                 )고등학교

          년                 월 (졸업예정/졸업)
② 구분

 일반고(  ) 자율고(  ) 특수목적고(  )

 특성화고(  )  검정고시출신자(  ) 

 일반계고직업과정위탁생(  )

 공업계2+1과정생(  ) 외국고(  )검정고시
(                                                 )지구     .

          년                 월           일 합격  

전문대학이상 (                                          )대학교/                      년    월(졸업예정/졸업)  .

③ 전형유형
※중복지원

불가

정원 내 전형
 1. 일반전형(   )                    2. 일반고전형(   )                      3. 특기자전형(   )
 4. 대학자체기준전형(   )

정원 외 전형
 5. 농어촌학생전형(   )           6. 기초생활수급자전형(   )           7. 장애인전형(   )
 8. 만학도전형(   )                 9. 전문대이상전형(   )                10. 외국인전형(   )

④지원사항 지원학과 (                                         )과
⑤  대학자체기준 

특별전형지원기준

※모집요강 [별표1]에서 선택

⑥ 학생부 및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
[2014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2015년 1회~2021년 1회 검정고시 합격자]

동의함 (    )     동의안함 (     )

 ⑦ 대학수학능력시험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 동의함 (    )     동의안함 (     )

⑧ 연락처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전화 휴대폰

주소

추가 연락처1(보호자) 추가 연락처2 E-mail

⑨ 신청사항 기숙사 신청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



다음 내용을 읽으신 후 해당 사항에 ‘V’ 표와 확인 서명을 하셔야 원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이름, 모집단위(지망학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2개),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전형구분, 모집단위(지망학과)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선택)>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추가전화번호, 환불신청서 환불계좌정보(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이름), 이메일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일부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감염예방법(제6조4항) 및 재난안전법(제74조3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항3호)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권리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권리는 제37조2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및 위탁에 대한 동의 및 고지사항>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 입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합격정보, 과목성적정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수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출신고
교유형코드, 졸업연도, 등록일자구분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 모집시기,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모집단위명, 접수시간, 접수장
소, 합격여부, 예치금납부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일방향으로 암호화
된 상태로 제공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 미취
득자의 대학 진학 현황 검색 및 후속조치

고교명, 고교졸업자격 미취득사유, 수능응시여부, 이름
고등교육법 제33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수능시험 대리응시자 확인을 위한 수능
응시원서 요청 명단 수합

학력정보(출신고교, 검정고시, 기타수능응시자격정보), 수능수험번호, 이름
고등교육법 제34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의: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9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제공 불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선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진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열람 이름, 성별, 대학구분,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한국장학재단 장학, 학자금 대출 처리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모집단위명, 합격여부, 등록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최초,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확인
●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①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
      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② 산업대,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③  수시모집(대학에서 분리 실시하는 1차 및 2차)의 모든 전형에 해당함. 재외국민 전형(모집정원의 2% 정원외 선발), 본인만 외국인, 초·중등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등 ‘재외
      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임.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은 제외
  ④ 수험생이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함

지원자 이름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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