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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D O N G  S C I E N C E  C O L L E G E

열정만 가지고 오십시오!

취업으로 답해 드립니다!



대학이념 주인의식을 함양한 창의적인 전문인 양성

ASC 2025 비전 기본과 혁신의 직업교육 선도대학, 안동과학대학교

핵심가치 1. 50년 역사를 바탕으로 한 기본에 충실한 교육

2. 새로운 50년을 만들어가는 혁신과 지속가능성

3. 학생-대학-산업체-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대학의 핵심역량  
SMA+RT

Self-leadership, Meistership, Adventure

Responsibility, Teamwork

교육목표 1. 학생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2. 직업교육의 품질을 보증하는 역량과 제도

3. 지역사회와 산업에 공헌하는 협업체계

안동과학대학교 교육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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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4.
교육과학기술부,
2011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2011. 12.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
2011 전문대학 지속가능지수 전국 2위 선정

2014. 05.
교육부, 2단계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현장실습집중형 부분 경북 유일)

2014. 05.
교육부,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2차년도 성과평가 우수 등급 획득

2014. 05.
경상북도, 2014년 경상북도 우수창업보육센터 운영
기관 선정(3년 연속)

2014. 06.
중소기업청, B I 보육역량강화사업 선정(3년 연속)

2014. 12.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 획득

2014. 12.
토마토 CRS, 2014 전문대학 지속지수
경북지역 2위

2012. 01.
교육과학기술부-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2011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2012. 03.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1차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선정

2012. 03.
안동시, 2012년도 청년CEO 육성사업 선정

2012. 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획득

2012. 12.
경향신문(ERISS),
2012년 전문대 지속가능지수 전국 4위

2013. 05.
교육부,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1차년도 성과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2013. 12.
고용노동부, 2013년도 일자리창출지원
유공포상 장관 표창 수상

1983. 01.
사립으로 설립자 변경인가 / 
설립자 : 학교법인 장춘학원

1967
1983

2010
2011

2012
2013

2014
1967. 03.
공립 안동간호고등기술학교 설립

 주  요
 발자취

2010. 03.
교육과학기술부, 2010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3년 연속)

2010. 09.
본관 개축



2016. 01.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취업률 73.5% 
(2014. 12. 기준, 2015. 공시기준)

2016. 03.
경상북도, 2016년 경북여성일자리
사관학교 사업 선정

2016. 03.
교육부, 2016학년도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사업 12년 연속 선정

2016. 04.
안동시, 2016년 청년CEO 육성사업 
선정(5년 연속)

2016. 05.
교육부,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4차년도 성과평가 
우수 등급 획득

2016. 06.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교육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2017. 03.
교육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13년 연속 선정

2017. 03.
안동과학대학교 개교 50주년

2017. 04.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선정

2017. 04.
2017년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 선정

2017. 06.
2017년 BI 보육역량강화사업 참여대학 선정

2018. 02.
안동대학교 교육과정 연계 운영 협약 체결

2018. 02.
2018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14년 연속 선정

2018. 07.
경상북도, '2018년 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

2018. 08.
교육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최종 선정

2018. 11.
교육부, '2018 우수 교수학습센터' 지정

2018. 12.
교육부, '2018년 진로체험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2020. 06.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3차년도 연차평가 최고등급
"매우우수" 선정

2020. 06.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4차 산업 혁신선도 협약반
[빅데이터 기반 경기분석반] 선정

2020. 07.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배드민턴부 창단

2021. 05.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신산업분야 특화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2021. 06.
안동형 일자리 사업 선정

2019. 01.
한국대학축구연맹,
'KBS N 제15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우승

2019. 04.
고용노동부, '2019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2019. 04.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LINC+) 육성사업' 2단계 사업 선정

2019. 06.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9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2019. 11.
안동과학대학교 '산학협력 EXPO 팀프로젝트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15. 02.
교육부, 2015학년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
(11년 연속, 9명 선발)

2015. 05.
안동시, 2015년도 청년CEO 육성사업 
선정(4년 연속)

2015. 05.
교육부,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3차년도 성과평가 
우수 등급 획득

2015. 09.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우수 등급 획득

2015. 09.
교육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열린선발 경북 최다 선정(7명 선정)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취업에 강한 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최근 3년간 취업률 77.0% 달성!!

�2020년 의료보건계열(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취업률 87.1% 달성!! (2020년 정보공시기준)

�2019년 대학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른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지원!!

�전공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1인 1개 이상 자격증 취득 지원!!

【 연도별 취업률 현황(최근 3개년)】

※ 2018, 2019, 2020년 정보공시

안동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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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들의 도전과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합니다.

내일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학금 지급!!

2015년부터 6년 연속 

등록금의 60% 이상
장학금 지급

(2015 ~ 2020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2020학년도 재학생 

전체 1인 1장학금 실현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358만원 

등록금 대비 64% 지원
(2020년, 대학 정보공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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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
기간

신청장학
항목번호

비고
(제출서류)

성 

적 

우 

수

학계장학
입학성적이 전체수석인 자
※ 단, 재학기간 성적 평균80점이상 유지

입학금
+수업료전액

전학년

성적장학
(선발)

수능성적
우수 장학

수능성적 평균 3등급 이내
※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 사탐/과탐/    
    직탐 중 상위 1개 영역, 총 3개영역 평균 등급 반영

수업료전액 최초1년

학생부성적
우수 장학

학생부 성적 인문계 3.0등급, 전문계 2.0등급 이내
※ 수시 :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
               전과목 평균등급 반영
※ 정시 : 1학년1학기부터 3학년2학기
               전과목 평균등급 반영

수업료전액 최초1년

계열성적
우수 장학

입학성적 계열 우수 수업료전액 1학기

특별성적
장학

최초 합격자 중 전형별 입학성적 상위 50% 이내인 자
※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해당
※ 일반, 특별(대학자체)전형에 한함

150만원 1학기

장춘인재장학
주인의식을 함양한 창의적인 전문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
※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제외

수업료 50% 1학기 1

안동IN장학
안동시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제외

수업료 70% 1학기 2

경북IN장학
경북지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제외

수업료 60% 1학기 3

장춘복지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혜자
입학금

+수업료전액
1학기 4

지방자치단체
발급서류

체육특기자장학 특별전형 체육특기자 수업료 70% 1학기 5

국가유공자장학
법령에 의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 자녀인 경우, 학기중 직전학기 성적 평균70점이상

입학금
+수업료전액

전학년 6
교육지원, 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장학
법령에 의거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학기중에는 직전학기 성적 평균70점이상

입학금
+수업료전액

전학년 7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만학도장학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 입학당시 신청자만 전학년 지급

수업료 30% 전학년 8
졸업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장춘가족장학(A)

· 본인 본 대학 졸업자
· 본 대학 졸업자의 직계가족(2촌이내)
· 본 대학 졸업자의 형제·자매(2촌이내)
※ 단, 본인, 부모, 가족(2촌이내)이 본 대학 졸업예정자일 경우   
      학기 중 지급(신입생 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차액분만 추가 지급)

수업료 70% 1학기 9
졸업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Scholarship System Information

장학제도 안내

교내 장학금



장학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
기간

신청장학
항목번호

비고
(제출서류)

장춘가족장학(B)
가족(2촌이내) 중 1인이상 본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 인자
※ 학기중 신청 장학으로 재학 중인 2인 수혜
※ 학기중에는 직전학기 성적 평균80점이상

50만원
(생활비)

전학년

학기 중
신청

부엉이장학
건설정보과(야간), 사회복지과(야간), 치위생과(야간)과정
※ 1학년 2학기부터 장학 지급

수업료 30% 전학년

외국인유학생장학
외국인유학생으로 입학한자
※ 학기중 신청 장학으로 1학년 2학기부터 지급

수업료 20% 전학년

장애인장학
장애등급을 받은자
※ 학기중 신청 장학으로 1학년 2학기부터  지급, 
     학기중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1-3등급(중증)
수업료30%

4-6등급(경증)
수업료20%

전학년

교직원장학
장학신청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
(전임교원, 직원) 및 그 자녀와 배우자
※ 학기중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수업료 전액 전학년

장춘메디컬장학

주인의식을 함양한 의료인·의료기사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있고, 해당 학과장이 추천한 자
※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해당
※ 학과별 입학정원 20%이내

50만원
(생활비)

1학기
학과
추천

1학기 중
지급

※ 신청 장학은 1개만 선택가능

장학명 대상/기준 지원금액

Ⅰ유형
(다자녀 포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0 ~ 8구간 이하
(신입생)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장학재단 성적기준 적용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별 정액지원,
장학재단 지급기준 적용
(연간 최대 520만원 지원)

Ⅱ유형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으로 학기말 지급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대학별 자체기준

※ 국가장학금 사업기준 변경 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s://www.kosaf.go.kr

학교 및 입시에 관한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홈페이지

www.asc.ac.kr

카카오톡

안동과학대학교

인스타그램

@asc_andong

페이스북

andongscience

교내 장학금

국가 장학금(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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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양경관(간호학과 실습관)

 간호관

 보건관, 창업보육센터

 정보관

 과학관

 사회관

 자동차관

 산학협력관

 학계도서관

 안동국민체육센터

 학생회관

 함백생활관(기숙사)

 축구부 숙소

 골프연습장

●● Campus Map

CAMPUS MAP



지상 5층, 연건평 2,200평의 학계도서관은 13만여권의 도서자료 등을 마련하여 

재학생들의 학문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내 전자정보실은 컴퓨터 50대와 

3D상영관 64석을 구비하여 학생들의 휴게 공간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장서의 보고  학계도서관

대학 주요 시설 안내

학생들의 휴식과 여가생활을 하는 기숙사는 총 4개동으로 최대 1,400여 명의 학생이 

생활 가능하며 신입생은 희망자의 경우 100%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숙사내에 독서실

(24시간), 세탁실, 휴게실, 분임토의실 등이 있어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학기 90만원(식대 포함)의 합리적인 기숙사 비용으로 주말 포함 1일 

3식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넓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  함백생활관(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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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과학대학교는 함백인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안동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헬스장, 바른자세운동센터, 

탁구, 배드민턴 등의 운영장을 갖추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전문

강사를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신

에게 맞는 운동법을 맞춤 지도하고 있습니다. 

맞춤 운동이 가능한  안동국민체육센터

7,673㎡를 리모델링한 인조잔디구장은 축구부의 축구 경기장으로 활용되어, 

재학생들이 경기를 관람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

공폭포와 벤치는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청량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

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힐링공간



2022학년도

안동과학대학교 신설학과를 
소개합니다!!

10

■  경북 산업용 헴프(HEMP, 대마) 규제자유특구지정!!

■  경상북도·안동시 협약(예정) 및 안동형 일자리 사업 연계로 

인하여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 가능합니다.

■  4차 산업 바이오 시대를 맞아 산업용 대마, 헴프(CBD)를 

활용한 원료 의약품 제조·실증으로 한국형 헴프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 바이오 산업에 관심있는 지원자를 

기다립니다.

바이오헴프과

반려동물케어과
■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반려동물에 대해 실전 위주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훈련과 펫케어를 비롯한 

모든 영역을 관리하는 토탈 전문가를 양성 합니다.

■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지원자를 

기다립니다.

■  탄소배출권 확보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반려식물을 

활용한 원예치료 등을 위한 원예·조경(산림)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를 신설 하였습니다.

■  삶의 질 향상으로 전원생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태환경 공존을 위한 조경(산림) 생태복원 전문인도 양성

하게 되며, 반려식물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원예, 산림, 조경 

최고의 전문가를 꿈꾸는 지원자를 기다립니다.

원예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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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D O N G  S C I E N C E  C O L L E G E

자율개선대학
■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2018)

혁신지원사업
■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2019~202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선정(2017~2020)

■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3차년도 연차평가

    최고등급 "매우우수" 선정(2020)

■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4차산업 혁신선도 협약반 

    [빅데이터 기반 경기분석반] 선정(2020)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 교육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15년 연속 선정(2005~2019)



신산업분야 특화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1년 신산업분야 

    특화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2021)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
■ 고용노동부, 2019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2019~2023)

특성화 전문대학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특성화전문대학(SCK) 선정(2016~2018)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대학
■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2020~2023)

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 운영
■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 취득(6개 학과)

■ 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 :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뷰티아트학과, 사회복지학과,  

                                           축구학과, 건설정보학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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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형일정

02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시기 원서접수 면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수시모집 1차
2021. 9. 10.(금) ~ 

10. 4.(월)
2021. 10. 14.(목) 

~ 10. 15.(금)
2021. 10. 22.(금)

2021. 12. 17.(금) 
~ 12. 20.(월)

수시모집 2차
2021. 11. 8.(월) ~ 

11. 22.(월)
2021. 11. 26.(금) 2021. 12. 3.(금)

정시모집
2021. 12. 30.(목) ~ 

2022. 1. 12.(수)
2022. 1. 14.(금) 2022. 1. 21.(금)

2022. 2. 9.(수) 
~ 2. 11.(금)

자율모집
2022. 1. 13.(목) ~ 
2022. 2. 28.(월)

미실시 개별통보 개별통보

※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 발생 시 추가모집 실시(마감일 : 2022.02.28.(월)까지)
※ 수시모집 면접 : 전학과 면접 실시
※ 정시모집 면접 : 축구과 면접 실시

계열 학과
입학
정원

수시모집 1차 수시모집 2차 정시모집

일반
전형

대학자체
전형

특성화고
전형

체육
특기자

지역
인재

일반
전형

대학자체
전형

특성화고
전형

지역
인재

일반
전형

대학자체
전형

특성화고
전형

의생명계열

간호학과(4년) 216 153 0 0 0 5 38 0 0 5 10 5 0

물리치료과(3년) 90 60 0 0 0 0 20 0 0 0 10 0 0

치위생과(3년) 60 55 0 0 0 0 3 0 0 0 2 0 0

치위생과(3년)
     (야간)

17 13 0 0 0 0 2 0 0 0 2 0 0

바이오백신제약과 60 53 0 0 0 0 5 0 0 0 2 0 0

보건계열

뷰티아트과 25 23 0 0 0 0 2 0 0 0 0 0 0

반려동물케어과 25 17 3 3 0 0 2 0 0 0 0 0 0

원예조경과 20 14 2 2 0 0 2 0 0 0 0 0 0

바이오헴프과 20 14 2 2 0 0 2 0 0 0 0 0 0

융합기술계열

건설정보과 28 3 10 10 0 0 1 2 2 0 0 0 0

건설정보과(야간) 24 2 2 2 0 0 2 6 2 0 4 4 0

소방안전과 25 19 0 3 0 0 2 0 1 0 0 0 0

교육복지계열
사회복지과 30 20 7 0 0 0 2 1 0 0 0 0 0

사회복지과(야간) 20 15 2 0 0 0 2 1 0 0 0 0 0

글로벌
비지니스

계열

항공보안과 25 23 0 0 0 0 2 0 0 0 0 0 0

호텔조리과 25 18 2 3 0 0 1 1 0 0 0 0 0

체육계열
스포츠레저과 25 15 0 0 7 0 2 0 0 0 1 0 0

축구과 25 0 19 0 2 0 0 2 0 0 0 2 0

※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함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4년제) :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건설정보과, 사회복지과, 뷰티아트과, 축구과
※ 모집학과와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수시 및 정시 모집(정원 내)

●● 2022 School Year Guide to Recruitment Guidelines for New Students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안내



04

전형 별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동일)

정  원  외

계열 학과
대학졸업자

전형
농·어촌 저소득층

만학도·
성인재직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의생명계열

간호학과 64

23 19

6

모집인원
제한없음

모집인원
제한없음

물리치료과 9 4

치위생과 6 3

치위생과(야간) 1 1

바이오백신제약과 2

21

보건계열

뷰티아트과 2

반려동물케어과 2

원예조경과 2

바이오헴프과 2

융합기술계열

건설정보과 2

건설정보과(야간) 2

소방안전과 2

교육복지계열
사회복지과 2

사회복지과(야간) 2

글로벌 비지니스 
계열

항공보안과 2

호텔조리과 2

체육계열
스포츠레저과 2

축구과 2

※ 정원외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전체선발 인원 임 
※ 정원외전형(농어촌, 저소득층)의 지원자가 학과별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미달되는 인원만큼 대학전체 모집인원 범위내에서 다른 학과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함

03

원서 접수 
및 
지원 방법

가. 원서 접수 방법

구 분 접수장소 및 이용방법 비고(유의사항)

방문접수 본관 1층 교무처

인터넷접수

우리 대학 홈페이지 : www.asc.ac.kr

· 제출 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함

인터넷원서접수대행
· www.uwayapply.com(유웨이어플라이)
· www.jinhakapply.com(진학어플라이)

우편접수 (우)36616 경북 안동시 서선길 189번지 안동과학대학교 교무처
· “원서재중” 명시
· 원서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함

팩스접수 팩스번호 (054)851-3666 · 원서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함

나. 지원 방법 : 모든 학과 3지망까지 가능

■ 일반전형

구 분 지    원    자    격 제출서류

일반전형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2년도 졸업예정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공통 제출 서류

나. 수시 및 정시 모집(정원외) 

지원자 공통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접수자는 제외)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에 한함)
 3.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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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특별전형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1.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2. 4년제 대학 2학년(70학점) 이상 수료자

1.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확인)서 1부
2.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농·어촌

1. 유형 Ⅰ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읍·면)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중·고등학교 6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 유형 Ⅱ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읍·면)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소재지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당시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
지역으로 봄

※  지원자격 유형 Ⅰ, 유형 Ⅱ 지원자격 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지원 
가능

1. 유형 Ⅰ 제출서류
 - 농어촌 출신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 1부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2. 유형 Ⅱ 제출서류
 - 농어촌 출신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 1부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으로 발급

저소득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2.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
    장애수당,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 대상자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1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1.  주민등록상 만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재직(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입학일 기준)

1.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2. 재직증명서 1부 (재직·경력자에 한함)

3.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중 1가지 또는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발행한 국세, 지방세 납부 증명서 중 
    1가지 (재직·경력자에 한함)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북한 이탈주민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1. 외국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1부
2. 기타 서류는 우리 대학 교무처에 문의

■ 정원내 특별전형

구 분 지    원    자    격 제출서류

정원내
특별전형

특성화고(전문계) 특성화(전문계) 및 예ㆍ체능계 고교 졸업(예정)자 공통제출서류

대학자체기준 모집요강  “6.특별전형(대학자체기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
모집요강 “특별전형(대학자체기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

지역인재
(간호학과)

1. 해당지역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공통제출서류

2. 학교장 추천서

체육특기자

스포츠레저과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에서 주최한 전국단위대회 8강 및 

도, 시, 군, 구 대회에서 3위안에 (개인·단체)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 종목 : 수영, 보디빌딩, 배드민턴, 사격, 육상, 복싱, 레슬링,

               역도 (8종목)

1. 수상실적물 수여 기관장
     확인증명서 1부

2. 수상내역(상장 등) 사본 1부

축구과 축구 전국단위대회 8강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1. 선수등록 확인서(대한축구협회) 1부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 정원외 특별전형

구 분 지    원    자    격 제출서류



05

성적
반영
방법

모집
시기

전형구분

성적반영 비율

비  고
학생부성적 수능성적 면접 서류점수 수상성적

수시

정
원
내

일반전형

80%
(400점)

20%
(100점)

특별전형

특성화고

대학자체

지역인재

특기자
80%

(400점)
20%

(100점)
가산점

(400점)

정
원
외

농·어촌 
저소득 
만학도·성인재직자

80%
(400점)

20%
(100점)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20%

(100점)
80%

(400점)
※ 대학 평점 평균 반영

재외국민 및 외국인 100%

정시

정
원
내

일반전형
40%

(400점)
60%

(600점)

특별전형

특성화고
100%

(400점)

대학자체
100%

(400점)

대학자체(간호학과)
100%

(600점)

대학자체(축구과)
80%

(400점)
20%

(100점)

정
원
외

농·어촌, 저소득 
만학도·성인재직자

100%
(400점)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100%

(400점)
※ 대학 평점 평균 반영

재외국민 및 외국인 100%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기준

  1) 학생부 전산자료 있는 자

모집
시기

전형구분
전형
총점

학생부성적 반영 출결
성적

수능
성적

반    영
과목수

학년별 반영(%) 요소별 반영(%) 점수산출
방식최고 최저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출결

수시

일반전형
특별전형
농·어촌
저소득층
만학도·성인재직자

400 400 344 - - 전과목 100 100 - 석차등급

정시

일반전형 1000 320 296 80 600 전과목 20 30 50 80 20 석차등급

특별전형
농·어촌
저소득층
만학도·성인재직자

400 320 296 80 - 전과목 20 30 50 80 20 석차등급

※ 수시모집 학생부 성적은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5학기) 전과목 성적 반영(단, 3학년 1, 2학기 성적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3학년 전체 성적 반영)
※ 정시모집 학생부 성적은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까지(6학기) 전과목 성적 반영

  2) 학생부 전산자료 없는 자 및 기타

모집
시기

2014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공업계 2+1출신자,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위탁생

수시 생활기록부 사본 활용 최저 점수 반영 1, 2학년 성적 활용(1, 2학년 100% 적용)

정시 생활기록부 사본 활용 최저 점수 반영 1, 2학년 성적 활용(1학년 40%, 2학년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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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취평가제 전문교과의 성적 반영 방법

   1) 성취평가제 전문교과의 성적 반영방법 = {성취평가 성적산출 공식}에 의거 'Z' 점수를 구한 다음 석차등급으로 환산

   2) Z점수에 따른 석차등급

Z 점수 3.00 ~ 1.76 1.75 ~ 1.23 1.22 ~ 0.74 0.73 ~ 0.26 0.25 ~ -0.25 -0.26 ~-0.73 -0.74 ~ -1.22 -1.23 ~ -1.75 -1.76 ~ -3.00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2022학년도 수능 성적만 반영)

모집
시기

전형구분 학과
수능 반영비율(%)

활용
지표

비고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탐구영역

정시 일반전형 전체학과 33.3 33.3 33.3 33.3
표준
점수

수능성적 중 국어, 수학, 영어영역 중 우수 2개 
+ 탐구영역(사탐/과탐/직탐)중 최우수 1개영역의 

표준점수 반영(3개영역)

  ※ 수능성적 영어영역 등급별 표준점수 환산표

등 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200 185 170 155 140 125 110 95 80

라. 체육특기자 수상성적 반영 비율

학과명 우승(금) 준우승(은) 4강(동) 8강 도대회 시.군.구 대회

스포츠레저과
100%

(400점)
90%

(360점)
80%

(320점)
70%

(280점)
60%

(240점)
50%

(200점)

축구과
100%

(400점)
90%

(360점)
80%

(320점)
70%

(280점)
- -

※ 당해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경기 성적을 우선으로 함

마.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부 성적산출방법

전과목
평균성적

100~96.01 96~93.01 93~90.01 90~86.01 86~81.01 81~76.01 76~71.01 71~66.01 66~60

환산 등급 1 2 3 4 5 6 7 8 9

바. 면접

모집시기 학 과 전 형 면접 평가 및 유의사항

수시모집 전체학과 전 전형 1. 면접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반영

2. 면접 점수는 100점 만점 반영

3. 면접 불참시는 0점 처리

4. 면접시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지참정시모집 축구과 전 전형

※ 면접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면접고사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응시
※ 장애수험생의 경우 필요에 따라 면접시 이동보조 및 면접도우미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함 

면접고사 평가내용 배점

1. 지원동기 20

2. 인성 및 자질 20

3. 학업의지 20

4. 전공적합성 20

5. 발전가능성 20

Z 점수 =  Z = 
X - m

σ

 X = 원점수[본인이 받은 시험 점수]
m = 평균점수
  σ  = 표준편차

Z 점수를 구한 다음   석차등급 환산

                                      (정규분포 비율 적용)



사. 공인어학성적(영어) 가산점 적용 기준

가산점                         구분 TOEIC TEPS TOEFL(IBT) TOEIC-S TEPS-S

3점 550~650점 450~520점 63~74점 100~110점 38~46점

5점 651~750점 521~597점 75~85점 111~129점 47~53점

7점 751점 이상 598점 이상 86점 이상 130점 이상 54점 이상

※ 해당자는 최근 2년(접수일 기준) 이내의 공인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가산점이 반영되며, 정원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가산점으로 적용됨

아. 선발 및 동점자처리 기준

   1) 수시모집

전형구분 선발 및 동점자처리 기준

일반전형
①교과성적      → ②출결성적   → ③결석일수

특별전형(특성화고)

특별전형(대학자체기준) ①교과성적      → ②출결성적   → ③결석일수

특별전형(지역인재) ①학교장추천  → ②교과성적   → ③출결성적  → ④결석일수

특별전형(체육특기자) ①교과성적      → ②수상성적   → ③출결성적  → ④결석일수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①대학성적

농·어촌, 저소득층, 만학도·성인재직자 ①교과성적      → ②출결성적   → ③결석일수

    2) 정시모집

전형구분 선발 및 동점자처리 기준

일반전형 ①내신+수능 → ②내신성적 → ③수능성적 → ④결석일수

특별전형(특성화고) ①내신성적   → ②출결성적 → ③결석일수

특별전형(대학자체기준(간호학과 제외)) ①내신성적   → ②출결성적 → ③결석일수

특별전형(대학자체기준(간호학과)) ①수능성적   → ②내신성적 → ③출결성적 → ④결석일수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①대학성적

농·어촌, 저소득층, 만학도·성인재직자 ①내신성적   → ②출결성적 → ③결석일수

학과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축구과 -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된 자에 한함
- 선수등록 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

반려동물케어과

원예조경과

바이오헴프과

건설정보과(주/야)

사회복지과(주/야)

호텔조리과

- 지원학과에 관심과 소질이 있거나 모범, 봉사, 선행 정신이 뛰어난 자로
   담임교사 이상 추천자

- 추천서(원서 앞면)- 지원학과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자영업자 또는 그의 추천을 받은 자

- 고교 3년간(입학원서 작성일 기준) 무결석자로 담임교사 추천자

- 지원학과 학과장 / 교수 추천자

- 지원학과 관련 분야에서 시(군)단위, 대학, 법인, 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전이나 대회 참가자 
   또는 입상자

- 참가확인 및 상장 사본

- 지원학과 관련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과정을 수강하거나 수료(이수)한 자 - 수료증 또는 이수확인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 전업주부 또는 만학도(만25세 이상) - 주민등록초본

- 헌혈 1회 이상 실시하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인정받은 자 - 헌혈확인서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대학수업료면제증명서

- 우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자녀 또는 형제, 자매
- 주민등록등본,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각 대학 부설 사회(평생)교육원 과정 이수자 및 수료자 - 수료증 또는 이수확인서

- 소년ㆍ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자 및 그 자녀 - 지방자치단체 발급서류

- 직업군인 자녀 - 보호자 재직증명서

-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

- 다문화 가족 자녀 - 기본증명서(국적표기)

- 다자녀 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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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선발방법 
및 결원자 
충원방법

가.  학과별 전형별로 제1지망에서 성적순에 따라 100%를 우선 선발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순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하고 

충원합격자가 없을 경우 2, 3지망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각 전형별로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에는 미달 인원만큼을 해당학과 타 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자 중 모집시기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반전형으로 분류 

      사정되거나 불합격 처리 될 수 있다.

라.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탈락할 경우 각 전형별 후보로 한다.

마. 생활기록부가 없거나 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만으로 교과성적과 결석일수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최저성적을 부여 한다.

※ 모든 선발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이익 및 차별을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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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발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http://www.asc.ac.kr)와 합격통지서 발송을 통해 게시 또는 통지한다.

나. 합격여부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치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으로 한다.

다.  충원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연락처의 기재가 잘못되어 당일 연락이 불가능한 충원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선발한다. [원서접수 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교무처(☎054-851-3515)로 통보]

라.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예비등록 포함)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우리 대학 홈페이지(http://www.asc.ac.kr)에서 합격증 및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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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가. 학생부 사본 제출 대상자

  1) 학생부 온라인 전산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2)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산업체부설학교 등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교 중 미제공 학교의 지원자

  3) 2014년 2월 이전 졸업생

나. 수능 성적증명서 제출 대상자

  1) 온라인 전산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다. 입학원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 지원자격 미달 또는 불법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라. 수시모집에 최초합격 또는 충원합격 시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마. 수시모집에 복수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최종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위반시 대학입학지원방법위반자에 해당되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바.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입학 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사. 각 지원차수에서 불합격한 자가 다음 지원차수에 지원하는 경우 입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원서접수 완료 이후에는 지원사항 변경이나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접수된 입학원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자. 제출서류 미비, 기재사항 또는 입력사항의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한다.

차. 개인별 입학고사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카. 본 대학에 등록한 자가 입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 환불은 교육부의 관련규정(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환불한다.

타. 신입생 모집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을 진다.

파.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 세부시행계획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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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연락처

구 분 문의처 전 화 팩 스

입학관련 문의

전화문의 교무처 T. 054-851-3515, 3516

F. 054-851-3666방문상담 안동과학대학교 교무처(본관 1층)

인터넷상담 입시홈페이지(http://ipsi.asc.ac.kr/)

신입생 장학 문의 교무처, 기획행정처 T. 054-851-3515, 3701 F. 054-851-3666

등록금 관련 문의 기획행정처 T. 054-851-3719 F. 054-852-9907

기숙사 문의 함백생활관 T. 054-851-3526~9 F. 054-853-5030



안동과학대학교
학과소개
새 시대를 선도하는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사회 산업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Department  Introduction

간호학과(4년)

물리치료과(3년)

바이오백신제약과

치위생과(3년)

(주간/야간)

뷰티아트과

반려동물케어과

원예조경과

바이오헴프과

건설정보과(주간/야간)

소방안전과

항공보안과

호텔조리과

사회복지과(주간/야간)

스포츠레저과

축구과

의생명
계열

보 건
계 열

융합기술
계열

글로벌
비지니스계열

교육복지
계열

체 육
계 열



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55년의 역사로 8,200여명의 간호사 배출                        •4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최고등급(5년) 획득, 

•경북지역 최신의 간호학과 실습동 구축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직무진로지도 교육운영

•우수한 임상 실습기관 확보 및 원거리 주거시설 지원       •교원양성교육기관(보건교사 과정 운영)

•간호사 면허증, 교원자격증(보건교사), BLS-Provider 이수증

•임상간호사(상급종합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외, 종합병원 등), 

    공무원(간호직, 보건직, 교정직, 소방직), 보건교사(초·중·고등학교 보건실), 공기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간호학과

학과 054) 851-3546
 http://nursing.asc.ac.kr

학과 홈페이지

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33년의 역사로 2,000여명의 물리치료사 배출(1988년 개설)

•전국 최고 수준의 국가시험 합격률(45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100% 합격) 및 전국수석 합격자 배출(30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높은 전공 연계 취업률 : 건강보험 DB 기준, 2020년 86.4%, 2019년 95.1%, 

                                           2018년 87.6%, 2017년 88.6%(정보공시 년도 기준)

•전공심화과정(졸업 후 1년 과정) 운영을 통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 부여

•물리치료사 면허증, BLS-Provider 이수증,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 스포츠 테이핑 자격증

•물리치료사(종합병원, 대학병원, 재활병원, 일반 병의원 등 의료기관), 공무원(보건직 공무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복지관, 재활원, 실버타운, 요양 시설 물리치료사, 스포츠 구단, 스포츠 전문병원, 피트니스센터 물리치료사, 

    산업체 물리치료사, 편입학 및 대학원 진학 등

물리치료과

학과 054) 851-3559, 3557
 http://adpt.asc.ac.kr

학과 홈페이지

●● Department  Introduction

의생명
계열

Medical  Life  Department

의생명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의료산업 전문기술인 양성



Medical  Life  Department

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오백신 제약회사와 동일한 바이오백신제약과 설치운영

•국내 유수 제약회사에서 본 학과의 교육과정을 인정하고 산학협력체결

•제약회사와의 주문식 교육과정 이수로 취업이 가능

•바이오백신 분야 산업체 전문가와 공동으로 설정한 교육과정 운영

•실습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품질분석(QC)/품질보증(QA)/제약공정분야 취업

•제약회사의 주문식 교육과정 이수로 취업가능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셀트리온, 동아제약, 한미약품, 코오롱생명과학, 한국백신, 

    종근당, 대웅제약, 한림제약,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바이오백신제약과

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경북지역 전문대학 치위생과 중 최고의 전통(25년간 1300여명 치과위생사 배출)

•주간/야간교육과정운영을 통한 치과위생사면허취득 교육과정 운영(직장인, 만학도 학업가능)

•주간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치위생학사학위취득)

•평생지도교수체제운영(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및 취업)

•치위생과 단독건물 교육시설 및 우수한 임상실습기관 확보

•최첨단 치과실습기자재 및 실습실 시설 구축

•치과위생사면허증, 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BLS Provider이수증, 치과보험청구사자격증, 치과감염관리자 자격증

•�대학부속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 치과병(의)원, 보건(지)소 , 구강보건연구기관 및 유관단체, 치위생부사관, 

    보건직공무원, 대학원 진학,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서울중앙보훈병원, 안동병원, 

    단국대학교치과병원(죽전), 영주보건소, 영주시청, 유한양행 외

치위생과
(주간/야간)

학과 054) 851-3676, 3635
 http://hygiene.asc.ac.kr

학과 홈페이지

학과 054) 851-3566, 3730
 http://medicine.asc.ac.kr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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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전문학사(2년제) 및 4년제 학사학위 취득(전공심화과정)

•실무중심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체 공동 교육과정 운영(캡스톤디자인) 및 현장실습중심 교육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직무진로지도 교육

•전국 단위의 브랜드 shop(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 병원, 기업과의  가족회사 체결을 통해 우수업체로의 취업생들이 매년 확대

•�미용사 종합면허증(졸업시 무시험 취득), 미용사(일반, 피부, 메이크업, 네일) 국가자격증, 미용실기 교원자격증,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 업스타일

•이가자헤어비스(서울 및 전국), 크레이머파리 헤어살롱(서울), 세마헤어(서울), RARAPM(라라피엠, 서울 청담), 

    박승철헤어스투디오(전국), 준오헤어(전국), 대명리조트 소노펠리체, 콘래드호텔 스파(서울), 더마로지카스파(서울지역),

    병원 피부관리실, 병원 조무사, ㈜아모레퍼시픽, MAC, 메이크업포에버 외, MBC, KBS방송국(분장), 포쉬네일, 

    LOTUS SPA(로터스파, 호주 시드니)

뷰티아트과

학과 054) 851-3672~4
 http://beauty.asc.ac.kr

●● Department  Introduction

보 건
계 열

Health  Department

바람직한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목표로 체계적인 건강생활을 

확립하기 위한 전문인 육성

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반려동물관련 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가능

•정부와 각 지역자치단체의 반려동물 관련 사업 지원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제도 2021년 시행 추진

•반려동물 시장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

•반려동물 전용 교육장 시설 운영

•동물보건사, 반려동물관리사, 핸들러라이센스,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반려동물 스타일리스트,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반려동물 훈련사

•동물병원, 반려동물 훈련기관, 애견유치원, 동물사료제조 및 판매회사, 애완동물 뷰티샵, 펫관련 창업

반려동물케어과

학과 054) 851-3515~6
 http://pet.asc.ac.kr

학과 홈페이지

학과SNS학과 페이스북 학과 홈페이지



Health  Department

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국토환경과 식물자원 보존, 탄소배출권 확보 및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원예·조경(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삶의 질 향상 및 생태환경 공존을 위한 조경(산림) 생태복원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반려식물을 활용한 원예(매개)치료 전문가 양성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산림산업기사

•원예기능사, 시설원예산업기사, 화훼장식기능사, 화훼장식산업기사

•원예심리상담지도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등

•관공서(원예·조경 관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등)

•조경전문업체, 조경시공업체, 조경설계업체, 환경 관련 업체 등

•식물원 및 수목원, 관광농원, 골프장, 리조트

•병원(원예치료사 등), 숲해설사 등

•창업(화훼, 조경 분야) 등

원예조경과

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지정에 따른 한국형 헴프 산업 전문인력 양성

•경상북도·안동시와 연계하여 신설한 지역 산업 기반 특성화 학과

•산업용 대마, 헴프(CBD)를 활용한 원료의약품 제조·실증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유한건강생활, 한국콜마(주), 교촌F&B(주), 한국씨엔비바이오(주), ㈜엔에프씨, ㈜버던트테크놀로지, ㈜유셀파마, 

    한국유니온제약(주), ㈜씨티사이언스 등

바이오헴프과

학과 054) 851-3515~6
 http://forest.asc.ac.kr

학과 054) 851-3515~6
 http://hemp.asc.ac.kr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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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지정에 따른
특성화 학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의료용 대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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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2020년 건설관련 공무원 총 11명 배출                •공무원 및 공사 취업반 운영(개인별 책상 지급)

•단계별 진로지도를 통한 특화된 공무원 교육        •무료특강을 통한 전공 자격증 취득률 70% 이상

•학과 장학금 지급

•건설 관련 자격증(토목기사/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기사, 

    지적산업기사/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기사 등)

•드론자격증(초경량무인장치비행조종자) 무료 취득기회 부여

•공무원(토목직, 지적직) : 중앙부처, 경북도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

•건설관련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다수

•4년제 편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육군3군사관학교 등 다수 합격 (영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무시험 편입 가능)

•대기업, 중견 건설회사 : 롯데건설, 대림산업, 쌍용건설 등 다수

건설정보과
(주간/야간)

●● Department  Introduction

융합기술
계열

Convergence  Technology  Department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사회의 변혁을 주도할 각종 기술 습득을 목표로 

전문인을 양성

학과 054) 851-3603, 3602, 3605
 http://civileng.asc.ac.kr

학과 홈페이지

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소방공무원 배출을 위한 특화된 단계별 비정규교육과정 운영 

•학과 졸업과 동시에 소방공무원 특별 채용(경력채용) 시험 지원 가능

•학과 졸업과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시험 자격 부여

•학과 졸업과 동시에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취득(소방시설공사 설계·관리업 취업 필수 자격)

•최첨단 소방실습시설과 체계적인 체력 관리를 위한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하여 전문소방기술 및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소방안전분야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안전관리자 1·2급,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안전관리분야 :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관리산업기사

•소방공무원, 공공기관(국립재난연구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대기업 소방안전 분야, 

   엔지니어링 회사(소방설계, 감리, 점검, 공사, 빌딩관리), 창업(자격 취득 및 관련 경력 후 전문엔지니어링, 소방점검, 소방시설공사)

소방안전과

학과 054) 851-3591, 3641
 http://fire.asc.ac.kr

학과 홈페이지



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인천국제공항 및 한국공항공사 소속 민간공항 항공보안검색요원 다수 진출

• ㈜에스원·ADT캡스·KT텔레캅 등 다수 진출

•전용실습실 구축 X-Ray검색기·CBT프로그램(X-Ray 검색훈련프로그램 : 1인 1컴퓨터) 운용 통한 완벽한 실습

•공항·일반보안업체 인사초청 특강실시를 통한 취업 확대

•공항 및 일반보안업체 외 자치경찰 및 방호직 공무원 진출 가능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SMAT서비스경영자격,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태권도, 합기도, 유도 등 각종 무술 단증(2단 이상)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인천공항 항공보안검색요원), KAC 공항서비스주식회사(한국공항공사 소속 민간 공항 항공보안

검색요원), ㈜에스원·ADT캡스·KT텔레캅(CS 및 SE요원), ㈜휴먼티에스에스·에스텍시스템·발렉스서비스, 중앙경찰 및 

자치경찰 등

항공보안과

Global  Business  Department

글로벌
비지니스계열

Global  Business  Department

21세기 통합글로벌인재 양성을 목표로 충분한 현장실무기회를 제공하여 

유능한 비지니스 현장실무자 육성

학과 054) 851-3608
 http://police.asc.ac.kr

학과 홈페이지

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호텔 및 현장직무 경험 풍부한 교수진 : 조리기능장 2인, 제과기능장1인, 산업체 대표(원장) 등 최우수 교수진 구성

•1인 1실습 가능한 실습실 및 총 6개 실습실 구성

•조리, 제과·제빵·떡, 커피, 팻푸드실습 등 외식산업 실무중심 교육과정운영

•학과 직무관련 각종 특강, 호텔 등 현장견학 체험 등 100% 대학지원 등

•취업과 연계된 하계 현장실습 및 학기제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기능사 :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떡제조 기능사                                        •기사 : 조리산업기사

•민간자격증 : 커피바리스타, 와인소믈리에, 푸드코디네이트, 파티플래너, 아동요리지도자        •면허증 : 위생사(보건복지부)

        
•�조리사, 제과·제빵·떡제조기능사, 커피바리스타 (롯데호텔 등 국내외 특급호텔, 전문음식점, 단체급식, 베이커리 및 까페 등 

외식서비스산업근무), 대기업 HMR 식품 및 외식사업체 메뉴개발팀, 청년 CEO 창업(윈도우 베이커리까페, 떡까페 등), 

    전문음식점 창업, 학교급식조리사(지방 공무원), 요리강사, 4년제 편입 및 유학 등

호텔조리과

학과 054) 851-3597, 3773
 http://culinary.asc.ac.kr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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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주간/야간)  

•직장인 및 만학도 학생들의 평생교육기회 제공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사회복지 전문인력 수요 증대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및 취업 지원

•휴먼 서비스 분야로 미래 유망 직업 사회복지사 양성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야간) 운영(4년제 학사학위 취득과정)

•전문학사과정(주간 / 야간)

    - 국가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 민간자격증 : 간호조무사(선택), 요양보호사(선택), 유아체육지도자(선택), POP 자격증(선택) 등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야간/3학년, 4학년)

    - 국가자격증 :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건강가정사, 학교사회복지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정신보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복지관련 공기업

•사회복지·상담·심리학·유아교육 등 관련 전공 4년제 편입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 입학(3학년, 4학년)

사회복지과
(주간/야간)

●● Department  Introduction

교육복지
계열

Education  Welfare  Department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학과 054) 851-3630, 3631, 3632
 http://welfare.asc.ac.kr

학과 홈페이지



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전국 최고수준의 체육관련 시설 구축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GX룸, 체육관, 운동재활시설, 체력측정실)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실기시험장 지정

•스포츠지도사 필기 합격을 위한 비정규 무료특강 및 취업 관련 자격증 무료취득

•체육전공별 맞춤 진로 지도가 가능한 교과 구성 (관련 취업처 및 교수진 확보)

•전공별 맞춤형 무시험 편입학 연계 체결(동아대, 울산대 스포츠계열 전체학과, 안동대, 대구대 체육학과, 순천향대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생활), 실기교사 자격증, 응급처치 /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유아 / 노인 체육지도자 자격증, 

    스포츠마사지 / 스포츠테이핑 자격증

•�전국 시, 군, 구 체육회 지도자 및 행정직원, 골프 CC 및 스키장 케디 및 지도자, 대형 피트니스센터 및 스포츠센터 지도자, 

체육교사 및 방과 후 지도자, 특수직 공무원 (소방, 경찰, 군인)

스포츠레저과

Physical  Department

체 육
계 열

Physical  Department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바른 인성을 교육하여 우수한 자격과 기술을 

갖춘 전문지도자 양성

학과 특성 및 전망

취득자격 및 면허

진로 및 우수취업처

•국내 전문대 최초(2013년도) 축구과 신설로 축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

•2년제 졸업 후 심화과정(3,4년제) 교육과정을 통한 체육학사 취득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과학적인 체계적인 운동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경기분석가, 축구심판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

•�축구부 전용 숙소, 축구전용 구장 및 국민체육센터를 교내에 보유하고 있어 학생선수들이 운동하는데 있어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프로축구 선수 외 다양한 분야 진출 가능

•생활(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대한축구협회 축구심판 자격증,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증        

•�각 프로축구구단(프로축구구단 등 프로선수로 근무), �축구심판(대한축구협회 소속), 축구 지도자(유소년 축구교실, 코치)

    공기관(경북축구협회 등), 부천FC, 안양FC, 전남드래곤즈, 천안시청 외

축구과

학과 054) 851-3622, 3755
 http://sl.asc.ac.kr

학과 홈페이지

학과 054) 851-3647
 http://afc.asc.ac.kr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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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과학대학교에서 

인스타그램 소식을 만나보세요!

asc_andong

입학안내부터 

대학생활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 보세요!!

안동과학대학교 SNS 에서

카카오톡으로 입학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입학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립니다.

"안동과학대학교" 친구 추가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주세요!

http://www.facebook.com/
            andongscience

안동과학대학교
@andongscience·커뮤니티 칼리지



모집구분 (해당란에 √ 표기) □ 수시1차     □ 수시2차     □ 정시     □ 자율모집

지    

원    

자    

정    

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숙사 신청

신청자○표

장학금 신청
※ 장학금명 
또는 번호

주     소 휴  대  폰

출 신 고 교              년         월                              고등학교                             과(졸업/졸업예정) 전     화

대     학
졸  업  자

             년         월                              대학(교)                     과(졸업/졸업예정/수료)
추     가
연  락  처

관계

검 정 고 시              년(합격년도)         회(합격회차)         (                                     )지구
제공동의

확인번호(18자리)

지    

원    

사    

항

전
형
구
분

정원내(해당전형 √ 표기) 정원외(해당전형 √ 표기)

일반전형 대학자체기준
특성화고
(전문계)

지역인재
체육

특기자
전문대졸

이상
농어촌 저소득층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재외국민
및외국인

지 원 학 과
(제 3지망 까지 지원 가능)

제 1 지망 제 2 지망 제 3 지망

학과
코드

학과
코드

학과
코드

학과
코드 ※ 지원학과명 확인 후 학과코드를 위의 지원학과에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정 금지)

01 간 호 학 과 ( 4 년 ) 16 건   설   정   보   과 21 스 포 츠 레 저 과 33 반 려 동 물 케 어 과

03 물 리 치 료 과 ( 3 년 ) 30 건 설 정 보 과 ( 야 간 ) 22 뷰  티  아  트  과 34 원  예  조  경  과

04 바 이 오 백 신 제 약 과 17 항   공   보   안   과 25 축    구    과 35 바 이 오 헴 프 과

05 치 위 생 과 ( 3 년 ) 18 사  회  복  지  과 26 호  텔  조  리  과

32 치 위 생 과 ( 야 간 ) 31 사 회 복 지 과 ( 야 간 ) 29 소  방  안  전  과

수시모집
합격여부

본인은 지원방법위반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지원자 확인 :                                (서명)

대입지원

위반사항

안내

■ 전문대학, 산업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음

■ 수시모집 충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함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 취소

■ 최종 등록 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 취소

위 내용을 확인 하셨습니까? □ 확인함

학생부자료 / 검정고시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온라인제공대상자 : 2014~2022학년도 졸업(예정자) 동 의 □                  비동의 □

수능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2022학년도 수능만 인정 동 의 □                  비동의 □

위 본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접수자(대학관계자) 확인 (서명)

추
천
서

대학 자체기준 특별전형 추천서

소   속 직   위 성  명

수험번호 ※수험생은 기재하지 마세요.

기본과 혁신의 직업교육 선도대학

2022학년도 안동과학대학교 입학원서



대입지원 확인 사항 및 개인 정보 동의서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단, 입학등록자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 과정을 거친후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용도로 사용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고교명, 졸업(예정)연도), 주소, 전화번호, 추가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입학 전형, 장학, 통계업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시전형 종료 시 까지 이용,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5년까지 보유 합니다.

  지원자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도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 가능 합니다. 다만 귀하는 이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 내용을 확인 하셨습니까?

□ 확인함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확인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 또는 지원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그 법정대리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입학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 하셨습니까?

□ 확인함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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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하셨습니까?

□ 확인함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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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관(업체) 위탁 목적 및 업무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성명, 주민번호

처리목적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추출

성명, 주민번호, 합격정보, 과목성적정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성명, 주민번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공통원서접수,
대입위반자 사전예방

모집시기, 성명, 주민번호, 수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모집차수,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졸업년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대학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성명,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한국장학재단 장학 및 학자금 대출 처리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모집단위명, 합격여부, 등록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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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 원 자 :                                                (서명)   



대중교통 스쿨버스 운행안내
 시외버스편

동 서 울 ↔ 안동 배차간격 : 1일 17회 김     천 ↔ 안동 배차간격 : 1일 4회

서울 경부 ↔ 안동 배차간격 : 1일 18회 포     항 ↔ 안동 배차간격 : 1일 7회~8회

대구 북부 ↔ 안동 배차간격 : 1일 14회~15회 울     산 ↔ 안동 배차간격 : 1일 3회

동 대 구 ↔ 안동 배차간격 : 1일 30회 부산 동부 ↔ 안동 배차간격 : 1일 9회

태     백 ↔ 안동 배차간격 : 1일 1회 마     산 ↔ 안동 배차간격 : 1일 4회

제     천 ↔ 안동 배차간격 : 1일 3회~6회 강     릉 ↔ 안동 배차간격 : 1일 1회

대     전 ↔ 안동 배차간격 : 1일  8회~9회

 시내버스편
시내버스 승강장 시내버스 번호

시외버스터미널, 안동역 건너편 11번

경북 도청 11번

안동초등학교 정문 앞 242번, 276번

교보생명(구 버스터미널) 건너편 243번, 246번, 272번, 377번

학가산 온천 628번

길안정류소 628번

 고속철도(KTX)
안동 → 청량리 청량리 → 안동

06:00 ~ 08:03 06:00 ~ 08:02

08:30 ~ 10:36 09:00 ~ 11:03

11:30 ~ 13:33 11:00 ~ 13:02

13:35 ~ 15:37 14:00 ~ 16:04

16:30 ~ 18:30 16:00 ~ 18:04

19:00 ~ 21:05 19:00 ~ 21:04

21:25 ~ 23:24 22:00 ~ 00:00

※ 요일에 따라 시간변동 있음

 평일 등·하교 버스
운행
코스

승차
(등교)

승차지역
하차

(하교)
하차지역

영주

08:00 구 영주버스정류장 18:10 대학 출발

08:03 영주 상공회의소 맞은편 소방서 18:42 영주시민운동장

08:05 영주역 맞은편(새마을금고 앞) 18:45 영주역

08:08
영주시민운동장
(정문 옆 버스승강장)

18:47 영주 상공회의소

08:40 대학 도착 18:50 구 영주 버스정류장

점촌
예천

07:50 점촌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앞 18:10 대학 출발

07:55
점촌 북부 정류장
(버스정류소/문경축산농협 본점 옆)

18:28 예천 남본삼거리

08:20 예천 기차역 18:30 예천 기차역

08:23
예천 남본삼거리
(마트 앞 버스승강장)

18:52
점촌 북부 정류장
(버스정류소/삼성디지털프라자 
문경중앙점 앞)

08:43 대학 도착 18:55 점촌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앞

 주말 등·하교 버스
운행
코스

등교버스
(일요일)

승/하차 지역
하교버스
(금요일)

운행지역

제천/원주
방면

18:00
원주

(고속버스터미널
칙칙포크 앞)

학교출발
14:10

학교→제천→원주

18:50 제천(남당초 입구)

충주
방면

18:00 충주(기차역)
학교출발
14:10

학교→충주

대구
방면

18:00
대구(홈플러스 북문)

북구 칠성동
학교출발
14:10

학교→대구

서울
방면

16:00
서울

광나루역(3번출구)
학교출발
14:10

학교→서울
광나루역(3번출구)

※ 상황에 따라 노선이 변경될 수 있음

 KTX(고속철도) : 서울 ↔ 안동 (약 2시간  소요)
 고속버스 : 서울 ↔ 안동 (약 2시간 40분 소요)
 경북도청 : 15분 소요

오시는 길

안동역, 시외버스터미널



36616 경상북도 안동시 서선길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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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054) 851-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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