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본
과

 혁신의 직업교육 선
도

대

학

www.asc.ac.kr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

간호교육인증평가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 획득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2021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

기본과 혁신의 직업교육 선도대학



기본과 혁신의 직업교육 선도대학

안동과학대학교 교육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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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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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03.
공립 안동간호고등기술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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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9.
본관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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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04.
교육과학기술부,

2011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우수대학 선정

2011. 12.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
2011 전문대학 지속가능지수 

전국 2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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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2

1983 2011 2013

걸어 온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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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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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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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
경상북도, 2016년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사업 선정

2016. 03.
교육부, 2016학년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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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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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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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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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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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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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6 2018

2015 2017

2020



04   ANDONG SCIENCE COLLEGE

장학금

장학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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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1학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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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 60% 1학기 2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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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 50% 1학기 3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장춘복지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혜자
입학금

+수업료전액
1학기 4

지방자치
단체발급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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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춘가족장학(A)
· 본인 본 대학 졸업자
· 부모 중 1인 본 대학 졸업자의 자녀
· 가족(2촌이내) 중 본 대학 졸업자의 형제·자매

수업료 70% 1학기 8
졸업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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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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과정), 사회복지과(야간과정)
※ 1학년 2학기부터 장학 지급

수업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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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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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장학금(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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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관

2  평생교육관

3  간호관

4  보건관, 창업보육센터

5  정보관

6  과학관

7  사회관

8  자동차관

9  산학협력관

10  학계도서관(중앙도서관)

11  안동국민체육센터

12  학생회관

13  함백생활관

14  축구부 숙소

15  골프연습장

안동과학대학교
CAMPU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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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5층, 연건평 2,200평의 학계도

서관은 13만여권의 도서자료 등을 

마련하여 재학생들의 학문 연구를 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내 전

자정보실은 컴퓨터 50대와 3D상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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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임토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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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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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과학대학교는 함백인들의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안동국민

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헬스장, 바른

자세운동센터, 검도, 탁구, 배드민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전문강사를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자신에게 맞

는 운동법을 맞춤 지도하고 있습니다. 

맞춤 운동이 가능한

안동국민체육센터

7,673㎡를 리모델링한 인조잔디구장

은 축구부의 축구 경기장으로 활용되

어, 재학생들이 경기를 관람하며 스트

레스를 풀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습니

다. 또한 인공폭포와 벤치는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청량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힐링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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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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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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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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9)

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 운영
-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 취득(9개 학과)

- 산업체 경력 있는 과정 : 간호학과

- 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 :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뷰티아트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공학과, 축구학과, 건설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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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안내

01

전형일정

02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시기 원서접수 면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수시모집 1차
2020. 9. 23.(수)

 ~ 10. 13.(화)
2020. 10. 22.(목)

~ 10. 24.(토)
2020. 10. 30.(금)

2020. 12. 28.(월)
~ 12. 30.(수)

수시모집 2차
2020. 11. 23.(월)

~ 12. 7.(월)
2020. 12. 11.(금)

~ 12. 12.(토)
2020. 12. 18.(금)

정시모집
2021. 1. 7.(목)

~  1. 18.(월)
2021. 1. 20.(수) 2021. 1. 27.(수)

2021. 2. 8.(월)
~ 2. 10.(수)

자율모집
2021. 1. 19.(화)

~ 2. 28.(일)
미실시 개별통보

※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 발생 시 추가모집 실시 (마감일 : 2021.02.28.(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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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인재

체육
특기자

일반
전형

대학자체
전형

특성화고
전형

지역
인재

일반
전형

대학자체
전형

특성화고
전형

의생명계열

간호학과(4년) 200 140 5 0 5 0 25 5 0 5 1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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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위생과(3년) 77 65 0 0 0 0 10 0 0 0 2 0 0

의약품질분석과 75 68 0 0 0 0 5 0 0 0 2 0 0

의료공학과 30 14 12 0 0 0 1 1 0 0 1 1 0

보건계열

보건의료행정과(3년) 30 23 3 0 0 0 3 0 0 0 1 0 0

국방의료과 35 15 5 6 0 0 5 2 2 0 0 0 0

산업보건관리과 30 24 0 0 0 0 4 0 0 0 2 0 0

식품영양과(3년) 25 16 0 4 0 0 3 0 1 0 1 0 0

뷰티아트과 30 27 0 0 0 0 3 0 0 0 0 0 0

융합기술계열

건설정보과 35 3 13 13 0 0 1 1 4 0 0 0 0

건설정보과(야간) 12 0 0 0 0 0 1 2 2 0 1 5 1

전기자동화과 30 24 0 0 0 0 4 0 0 0 2 0 0

소방안전과 35 27 2 4 0 0 2 0 0 0 0 0 0

교육복지계열

유아교육과(3년) 28 16 2 7 0 0 1 1 1 0 0 0 0

사회복지과 38 23 11 0 0 0 2 2 0 0 0 0 0

사회복지과(야간) 15 7 5 0 0 0 2 1 0 0 0 0 0

글로벌
비지니스

계열

항공보안과 35 32 0 0 0 0 2 0 0 0 1 0 0

호텔조리과 30 20 2 6 0 0 1 1 0 0 0 0 0

체육계열
스포츠레저과 40 28 0 0 0 7 4 0 0 0 1 0 0

축구과 35 0 24 0 0 3 0 5 0 0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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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시 및 정시 모집(정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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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원서 접수 
방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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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0

29 24 29
모집인원
제한없음

모집인원
제한없음

물리치료과(3년) 9

치위생과(3년) 6

의약품질분석과 5

의료공학과 2

보건계열

보건의료행정과(3년) 2

국방의료과 2

산업보건관리과 2

식품영양과(3년) 2

뷰티아트과 2

융합기술계열

건설정보과 2

건설정보과(야간) 1

전기자동화과 2

소방안전과 2

교육복지계열

유아교육과(3년) 1

사회복지과 2

사회복지과(야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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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학도전형(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는 모집하지 않음)

가. 원서 접수 방법

구 분 접수장소 및 이용방법 비고(유의사항)

방문접수 본관 1층 교무처

인터넷접수

우리 대학 홈페이지 : www.asc.ac.kr 우리대학 홈페이지 접수 무료

인터넷원서접수대행
· 유웨이어플라이 : www.uwayapply.com
· 진학어플라이     : www.jinhakapply.com

· 제출 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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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졸업예정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공통 제출 서류

나. 수시 및 정시 정원외 모집

지원자 공통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접수자는 제외)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에 한함)
3.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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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내 특별전형

구 분 지    원    자    격 제출서류

정원내
특별전형

특성화고 (전문계) 특성화(전문계) 및 예·체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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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자격 기준

인문계 전문계

고교 내신성적 4.99등급 이내인 자 고교 내신성적 3.99등급 이내인 자

1. 공통제출서류
2. 학교장 추천서

체육특기자

스포츠레저과

대한체육회 또는 소속 단체에서 주최한 전국단위대회 8강 및 도, 
시, 군, 구 대회에서 3위안에 (개인 단체)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 종목 : 축구, 수영, 보디빌딩, 배드민턴, 사격, 육상, 탁구,
               태권도, 복싱, 레슬링, 역도, 펜싱, 사이클, 볼링 외
               대한체육회 등록 종목 해당됨.

1. 수상실적물 수여 기관장
    확인증명서 1부
2. 수상내역(상장 등) 사본 1부

축구과 축구 전국단위대회 8강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 정원외 특별전형

구 분 지    원    자    격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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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당시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지역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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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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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 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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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간호학과 일반전형

※ 내신최저학력기준 적용
    간호학과 대학자체,
    지역인재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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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간호학과 대학자체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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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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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2021학년도 수능 성적만 반영)

모집
시기

학과 전형 최저학력기준
활용
지표

성적반영 영역 및 비율

수시 간호학과 일반전형 수능성적 3개 영역 등급 합이 18등급 이내 등급
국어, 수학, 영어 영역중 우수2개 + 사탐/과탐/
직탐 중 최우수 1개영역의 등급 합(3개영역)정시 간호학과

특별전형
(대학자체)

수능성적 3개 영역 등급 합이 18등급 이내 등급

다. 내신최저학력기준

모집
시기

학과 전형 최저학력기준
활용
지표

성적반영 영역 및 비율

수시 간호학과

특별전형
(대학자체)

내신성적 평균이 4.99등급 이내

등급 1/1학기 ~ 3/1학기까지 전과목 평균등급
특별전형

(지역인재)
인문계 : 내신성적 평균이 4.99등급 이내
전문계 : 내신성적 평균이 3.99등급 이내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2021학년도 수능 성적만 반영)

모집
시기

학과
전형
구분

수능 반영비율(%)
활용
지표

비고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탐구

정시

전체학과 일반전형

33.3 33.3 33.3 33.3
표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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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반영(3개영역)간호학과
특별전형

(대학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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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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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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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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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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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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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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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4년)
- (수시모집) :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전과목 등급평균 4.99등급 이내인 자
- (정시모집) : 수능 반영 3개 영역 등급 합이 18등급 이내인 자

- 없음

축구과 -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된 자에 한함 - 선수등록 확인서

건설정보과

국방의료과

보건의료행정과(3년)

사회복지과

소방안전과

유아교육과(3년)

의료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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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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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 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자 및 그 자녀 - 지방자치단체 발급서류

- 직업군인 자녀 - 보호자 재직증명서

06

특별전형
(대학자체
기준)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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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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이익 및 차별을 두지 않음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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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할 수 있다.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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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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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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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한다.

10

업무별
연락처

구 분 문의처 전 화 팩 스

입학관련 문의

전화문의 교무처 T. 054-851-3515,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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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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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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생명계열
간호학과(4년)

물리치료과(3년)

치위생과(3년)

의약품질분석과

의료공학과

보건계열
보건의료행정과(3년)

국방의료과

산업보건관리과

식품영양과(3년)

뷰티아트과

융합기술계열
건설정보과(주간/야간)

전기자동화과

소방안전과

교육복지계열
유아교육과(3년)

사회복지과(주간/야간)

글로벌비지니스계열
항공보안과

호텔조리과

체육계열
스포츠레저과

축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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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학과 054.851.3546
 http://nursing.asc.ac.kr

 학과특성
First! Best! 인간존중 간호인재 양성!
53년의 역사로 7,700명의 간호사를 배출, 4년제 교육과정을 통한 
간호학사 학위 취득, 교원양성과정(보건교사) 운영, 우수한 임상실
습기관 확보, 원거리 임상실습기관별 주거시설 지원, 16년 연속 글
로벌 현장학습 참여, 체계적인 학생지도 체제, 취업역량강화를 위
한 단계별 직무진로지도 교과운영 등 전문화된 교육으로 바른 인
성과 간호역량을 갖춘 스마트(SMART)한 간호인재를 양성한다.

 취득자격 및 면허
간호사 면허증, 교원자격증(보건교사), BLS-Provider 이수증

 졸업 후 진로
임상간호사(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 근무),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교정직, 소방직), 보건교사(초·중·고등학교 보건
실), 산업간호사(사업장 건강관리실), 조산사, 공기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학과 전망
인구의 노령화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시작 이후 간호사의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의료
기관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거나 해당 국가의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다면 해외진출이 가
능하다.

 우수취업처
서울경기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
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북삼
성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순천대
학교 부속 서울병원,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국립 중앙의료원, 경희대학교병원, 노원 을지대학교병원, 서울의료
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 목
동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
톨릭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일산
병원, 수원아주대학교병원 등
강원권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청권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을지대학
교병원
경상권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부산동
아대학교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산대학교병원, 경
주 동국대학교병원
제주권 제주대학교병원

의생명계열

의생명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의료산업 전문기술인 양성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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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과

학과 054.851.3559, 3554
 http://adpt.asc.ac.kr

 학과특성
- 전국수석합격 : 2003년 제30회 물리치료사국가시험(손기훈) 
- 높은 국가고시합격률 : 제45회 물리치료사국가시험 100% 합격
률(2018년 83명 응시자 모두 합격)
- 높은 취업률 : 건강보험 DB 기준, 2019년 95.1%, 2018년 
87.6%, 2017년 88.6%, 2016년 90.7%(정보공시 년도 기준임)
- 4년제 학사학위과정 : 2018년 3월부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학사학위 123명 취득)

 취득자격 및 면허
물리치료사 면허, 응급처치 자격증 등

 졸업 후 진로
의료기관(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재활병원, 일반병(의)
원, 보건소 등), 복지관, 재활원, 실버타운, 스포츠시설, 산업체물리
치료, 보건직공무원, 편입학 및 대학원 진학 등

 학과 전망
노인인구의 증가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하여 물리치료영
역의 치료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물리치료과의 미래 전망이 
밝음

 우수취업처
서울·경기권 서울재활병원, SRC재활병원, 강서솔병원, 잠실선수촌
병원, 삼육재활병원, 일산동국마음요양병원, 미추홀재활병원, 로체
스터병원, 명지춘혜병원, 춘천시노인전문병원, 휴&유재활병원 서
울삼성의원, 더탑재활의학과의원, 솔솔마취통증의학과, 금호탑정
형외과, 수지러스크병원, 호평재활요양병원, 스피크재활의학과의
원, 서울베스트통증의학과, 마디튼튼신경외과의원 등
충청권 마디사랑병원, 아이엠재활병원, 청주현대병원, 공주의료원, 
청주씨엔씨재활병원, 청주푸른병원, 청주삼성재활요양병원, 원광
효도요양병원, 천안요양병원, 예미담요양병원, 서울척척마취통증
의학과의원, 예스바로나의원, 윤통증의학과의원 등
경상권 유리한방병원, 경북도립전문요양병원, 부산파크사이드재
활병원, 성소병원, 안동병원, 복주병원, 경도요양병원, 희연병원, 우
리연합의원, 동부산정형외과의원, 침산제이병원, 현대제통의원 등

학과 홈페이지

치위생과

학과 054.851.3676, 3635
 http://hygiene.asc.ac.kr

 학과특성
“Humanity를 갖춘 치과현장실무역량, 핵심 Skill을 갖춘 치과현
장실무역량, 4차 산업 대응 Elite 구강전문실무역량”이라는 학과 
인재상을 바탕으로 25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치위생과는 21
세기 4차 산업혁명 치과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
장실무중심교육을 실시하며, 국가고시 합격률 향상과 높은 취업률
을 매년 유지하고 있다.

 취득자격 및 면허
치과위생사 면허증,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 보건교육사 자격증, BLS proivder 자격증, 치과감염관리
자 자격증

 졸업 후 진로
대학부속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 치과병(의)원, 보건(지)소, 구강
보건연구기관 및 유관단체, 치위생부사관, 보건직공무원, 해외취
업, 대학원 진학

 학과 전망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 장비 및 기술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 치
과진료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년 간 약 1,300여명의 치과위생사를 배
출하였다. 대학부속 치과병원, 종합병원, 치과 병(의)원, 공공기관, 
교육기관, 보건(지)소, 군부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이 후배
들의 진로와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매년 높은 취업률을 자
랑한다. 또한 치위생학 전공심화과정(4학년 15명)은 주간으로 운
영하여 치위생학 학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
공하고 있으며, 창의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유능한 구강보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우수취업처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중앙보훈병원, 서울 국립의료원,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단국대학교 죽전병원, 안동병원, 영주시 보건소, 군부대, 
전국 치과 병(의)원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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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질분석과

학과 054.851.3730, 3566
 http://medicine.asc.ac.kr

 학과특성
전국에서 최초로 제약회사의 업무성격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
영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제약 업체에서 인정하고 산학협력체결
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를 약정한 비전있는 학과로서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이수로 취업이 가능
LINC+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이수 후 협약산업체로 취업

 취득자격 및 면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졸업 후 진로
제약회사(QC, QA, 제약공정관리부서), 백신제조회사(QC, QA, 제약
공정관리부서), 식품·화장품회사 품질 관리부서 및 보건직 공무원·
관공서 등 분석 관련 분야, 4년제 대학 편입

 학과 전망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BT) 시대의 핵심인 제약산업은 국
민건강과 국가경제를 위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
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의 증가, 고혈압 및 당뇨병 등 관리형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제약업계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
며, 최근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의 강화로 의약품 품질
관리 인력에 대한 제약회사의 인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을 21세기를 선도할 미래성장 동력산업
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미래의 먹을거
리 산업”으로써 의약품질분석과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유망 
전문분야이다.

 우수취업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동
아제약, 대웅제약, 셀트리온제약, 코오롱생명과학, 중외제약, 제일
약품, 환인제약, 한국얀센, 일양약품, 녹십자, 한국콜마, 한국백신, 
한림제약

학과 홈페이지

의료공학과

학과 054.851.3541
 http://me.asc.ac.kr

 학과특성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 기술자로서 바람직한 인성과 자질을 갖춘 
전문기술인 양성과 함께 기초적인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의료기
기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취업 연계형 학기제 현장실습, 
글로벌 해외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4년) 운영
- 작품활동에 의한 학생 특허출원/등록 장려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이수 후 협약산업체 취업

 취득자격 및 면허
- 의공(산업)기사, 전자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AutoCAD 등

 졸업 후 진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의공실(의공사), 병원 의료기기 연구소 연구
원, 보건 기술 공무원, 의료기기 및 전자기기 제조회사 개발/연구
원, 의료기기 및 IT 관련 제조 품질관리자, 의료기기 수출·입 업체, 
의료공학사 전공심화 학위과정 진학(3,4학년), 대학원 진학

 학과 전망
의료공학은 공학기술을 의학과 인체에 적용시키는 융합 학문이며, 
첨단과학의 의료기기를 통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의 한 분야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연평균 
세계시장 규모가 5.6%씩 증가하는 고성장 산업으로 미래사회 대
비형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의료기기 관련 산업체 및 
기관 6,000여개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6년 7월
부터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전면 의무화(의료기기법 개정) 도입으
로 의공기사 자격 소지자 및 의료기기 관련 학사학위 전공자의 인
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수취업처
안동병원
㈜대화기기
㈜삼성전자 
㈜휴인스
㈜오스템 
㈜한미사이언스 그룹
㈜Philips

안동성소병원
㈜루트로닉
㈜셀바스헬스케어
㈜미르시스템
㈜캠스타
㈜LG Display
㈜SK하이닉스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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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계열

바람직한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목표로 체계적인 건강생활을
확립하기 위한 전문인 육성

보건의료행정과

학과 054.851.3560, 3561
 http://healthad.asc.ac.kr

 학과특성
보건계열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건의료행정과는 보건
의료기술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사의 의료기관 전문가 활용과 
의료환경 변화에 맞는 현장 실무중심 교육을 통하여 차별화된 전
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금 혜택으로 학생들의 학업
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고시 면허 및 자격시험의 합격률 향상과 높
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자격 및 면허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면허, 위생사 면허, 보건교육사 
자격, 병원행정사 자격, 건강보험사 자격, 병원코디네이터 자격, 간
호조무사 자격, 보험심사평가사 자격 중 졸업 전까지 3가지 이상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졸업 후 진로
보건직공무원(중앙직/지방직), 종합병원(대학병원), 요양병원, 국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검진센터, 제약회사, 보험
회사(의료심사요원), 손해사정법인, 병원코디네이터, 간호·보건계
열학과 대학편입, 보건대학원 진학 등

 학과 전망
36년 최고의 역사와 전통으로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졸업생들은 안동, 서울, 대구, 경기, 구미, 울산, 원주, 
인천, 충주, 대전 등에서 보건직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학부
속병원 및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 손해사정법인, 보험회사(의료
심사요원), 병원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
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 전문직업인의 수요 확
대로 체계적인 이론과 현장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직업인으로 
병원 및 보건의료관련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우수취업처
- 보건직공무원
- 고려대학교안산병원
- 강동연세병원
- 삼성서울병원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구미차병원   
- 안동의료원
- 국군수도병원

- 영주가톨릭병원
- 안동병원
- 안동성소병원
- 서울아산병원
- 현대병원
- 안동유리한방병원  
- 분당차병원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원광대학교산본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 삼성화재 보험심사팀
- 천안단국대학교병원
- 청주시보건소
- 연세대학교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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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료과

학과 054.851.3574
 http://isnc.asc.ac.kr

 학과특성
“2008년 10월 17일 육군과 부사관 양성 협정”을 시작으로 많은 
학생들이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부사관으로 임관. 화랑정신을 이
어 받아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체력을 기르고, 학업에 전념하여 인
성과 체력, 학식을 고루 갖춘 의무(간호)부사관 양성을 목표

 취득자격 및 면허
간호조무사, PCT, 문서실무사, E-test, 실용글쓰기, 실용수학, 태권
도 및 무도 단증,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한자, 토익, 병원코디네이터

 졸업 후 진로
육군, 해군, 공군, 특전사, 해병대의 부사관, 3사관학교 편입 및 4년
제 대학 편입, 각 군의 군무원, 병역 특례 산업체, 부사관 복무 중 장
교지원 가능(준사관), 각종 병원 근무(간호조무사 취득)

 학과 전망
육·해·공군, 특전사, 해병대의 부사관으로 임관하며 국방부 공무
원으로 채용,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 직업군인으로 투
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겸비한 전문인으로 
사회에 진출한다. 또한 3군사관학교에 편입을 통해 미래의 장교로 
임관할 수 있으며, 전문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부사관 장학생 
시험으로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다.

 우수취업처
- 육군부사관
- 공군부사관
- 안동병원
- 복주병원
- 분당백병원 응급구조센터
- 해군부사관
- (사)129서울응급센터
- 해병대

학과 홈페이지

산업보건관리과

학과 054.851.3585, 3619
 http://occuhea.asc.ac.kr

 학과특성
일반인 및 일 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관리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보건관리 기본지식은 물론 건강검진(특수건
강 검진), 측정분석(일반질병 및 직업병 예방), 건강상담 분야의 실
무능력을 갖춘 보건관리전문가 양성

 취득자격 및 면허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특수건강검진분석사, 
병원 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응급처치

 졸업 후 진로
종합병원(건강관리과, 산업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건강증진센
터), 연구소(산업의학연구소, 산업보건연구소), 안전보건공단, 대한
산업보건협회, 기업체(보건관리자), 7급보건직공무원(산업위생관
리산업기사), 병원 코디네이터, 건강검진센터, 건강상담사

 학과 전망
전국 대학 최초 설립(1991년) 학과, 졸업생들에 의한 “산업보건관
리과 졸업생 취업프로그램”을 구축,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취
득자 전원취업, 기업체 보건관리자 법적 의무고용, 보건직(7급) 국
가공무원 응시자격(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부여

 우수취업처
- 차의과학대학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 안동병원
- 안동성소병원
- 수원중앙병원
- 대전선병원
- 대한산업보건협회
- 포스코
- (주)대림산업
- (주)롯데건설
- (주)금호건설
- 한국EH연구소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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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과

학과 054.851.3596, 3598
 http://foodlove.asc.ac.kr

 학과특성
1학년(조리관련기능사), 2학년(위생사면허증) 및 3학년(영양사면
허증)중심으로 학년별 중요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체계화된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인성이 겸비된 
푸드서비스, 식품영양관련 전문인양성

 취득자격 및 면허
면허증(영양사, 위생사) / 자격증(실기교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졸업 후 진로
영양관리 관련분야 : 병원, 약국, 산업체, 급식위탁전문회사, 사회복
지시설, 보건소, 학교, 유치원 등
식품관련산업분야  : 식품회사, 전문음식점 조리사, 제과제빵사 등
교육분야 : 학원, 유치원, 초등교육기관, 교육대학원졸업 후 영양교
사임용시험응시가능
공무원 : 위생직 공무원(제한경쟁응시)

 학과 전망
우리나라 대표직업 195개에 대한 10년간(2018-2027)일자리 전
망에서 영양사는 다소 증가군에 속하고 있다. 시대적 큰 흐름에 따
른 먹을거리 식문화를 창조하는 유망학과로 급식관리 전문영양사, 
위생직 공무원, 영양 컨설턴트, 급식산업 관련 매니저, 식품산업체 
및 연구원, 전문음식점의 조리사, 프랜차이즈 전문업체 메뉴개발,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식품과 관련되어 어떤 직종에서도 유능한 전
문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또한 산업체 및 공공기관 등
의 산학협동체결 확대와 더불어 추천취업처도 증가추세이다.

 우수취업처
- 복주병원
- 경북요양병원
- 신세계요양병원
- 안동농협
- 경도요양병원
- (주)대명콘도
- 이마트
- (주)뚜또

학과 홈페이지

뷰티아트과

학과 054.851.3672~4
 http://beauty.asc.ac.kr

 학과특성
전문학사(2년제) 및 4년제 학사학위 취득과정(전공심화 과정), 실
무 중심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체 공동 교육과정 운영(캡스톤디
자인 및 현장실습중심 교육), LINC+ 사회맞춤형 기업주문 협약반 
운영(주니어헤어스타일리스트반)

 취득자격 및 면허
미용사(종합)면허[졸업시 무시험 취득], 미용사(일반, 피부, 메이크
업, 네일) 국가자격증, 미용실기 교사, 발건강관리사, 컬러리스트, 
아로마테라피스, 두피관리사, 간호조무사

 졸업 후 진로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특수 분장사, 네일
아티스트, 미용관련 교육강사, 실업계 고등학교 실기교사, 뷰티미
용 성형외과 및 피부과, 방송국

 학과 전망
실무중심형 교육을 위한 협력업체와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현
장의 요구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전
국 단위의 브랜드 shop(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그리고 기업과
의 가족회사 체결을 통해 우수업체로의 취업생들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창업을 하는 졸업생의 수도 증
가하고 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4년제 학위과정) 진학시 4년
제 학위취득이 가능하고 교육계 진출도 용이하다.

 우수취업처
- 이가자헤어비스(서울 및 전국)
- 세마헤어(서울지역)
- 크레이머파리 헤어살롱(서울)
- RARAPM
  (라라피엠, 서울 청담)
- 박승철헤어스투디오(전국)
- 콘래드호펠 스파(서울) 
- LOTUS SPA
  (로터스스파, 호주 시드니)
- ECLADO SPA
  (에끌라두, 싱가포르)
- 대명리조트 소노펠리체
- 더마로지카스파(서울지역)
- 세레니끄(전국)

- MBC, KBS 방송국(분장)
- MAC 메이크업
- 메이크업포에버
- ㈜아모레퍼시픽
- 병원 조무사
- 병원 피부관리실
- 포쉬네일
- 위치네일(서울지역)

학과 홈페이지학과 SNS학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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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계열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사회의 변혁을
주도할 각종 기술 습득을 목표로

전문인을 양성

건설정보과(주간/야간)

학과 054.851.3603
 http://civileng.asc.ac.kr

 학과특성
“ 드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독창적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다 ”
현장실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능한 건설기술인 양성.
건설산업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공학에 대한 전문 이
론함양과 실습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고, 건설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으로 유능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
- 드론을 교육과정에 접목한 4차산업 선도학과
- 교육부 혁신지원사업·LINC+사업 운영 학과
- 교수 학습방법 모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취득자격 및 면허
- 토목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지적산업기사
- 콘크리트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드론자격증)

 졸업 후 진로
- 건설 및 지적직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 한국도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건설 관련 공사 
- 시공분야 : 대기업 종합건설회사 및 지역 전문건설업체
- 설계분야 :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 종합엔지니어링
- 4년제 대학 편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남대학교, 3군사관학교 등

 학과 전망
건설기술은 국가기간사업으로서 정부 및 공공기관, 대기업 건설회
사 및 설계회사 등에서 많은 건설 전문 기술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
며, 세계화 추세에 따라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미개척 건설
시장 진출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지역 건설시장 확대로 
취업 전망이 우수하다. 특히 안동과학대학교 건설정보과는 21세
기 4차산업을 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 드론(Drone), 지리 및 위치
정보(GIS & GPS) 등 최첨단 장비를 확보하고 건설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수취업처
- 토목/지적직 공무원
- 한국철도공사
- LX한국국토정보공사
- 한화건설(주)
- 대림산업
- 극동건설
- 한국건설품질시험원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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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화과

학과 054.851.3573
 http://ea.asc.ac.kr

 학과특성
전기 자동화 분야의 특성화 학과 
- 정부 8대 미래성장산업분야(전기 자동화, 스마트팩토리) 선도학과
- 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된 교육과정 운영
- 산업체 현장중심의 실무 교육과정 운영 
- 2018년 ~ 현재 첨단실습실, 실습기자재 도입 운영

 취득자격 및 면허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졸업 후 진로
전기 기술직 공무원, 전기 설계/감리/안전진단, 자동화 기기 설계 
분야 취업
- 정부기관 및 공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 4년제 전기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스마트팩토리공학과 편입

 학과 전망
정부 8대 미래성장산업분야
- 전기자동화는 스마트팩토리 산업의 핵심기술
- 전기 자동화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핵심 분야 중의 하나 
- 정부의 4차 산업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으로 7만 
   500개 일자리” 분야로 선정
- 스마트팩토리 설계 인력, 스마트공장 코디네이터 등의 스마트 
  제조 기술인력 10만명 인력양성 추진
- 4차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팩토리의 수요는 2023년까지
  연평균 37% 성장 전망

 우수취업처
공무원 전기직,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 국영기업체(한전KEPCO, 한전KPS, 한전KDN, 철도청),
   전기 관련 도, 시, 군 공무원 
- 대기업(삼성전자, LG DIsplay, LG 이노텍 등), 
  중견기업 : 설비자동화 부서

학과 홈페이지

소방안전과

학과 054.851.3591
 http://fire.asc.ac.kr/interior/index.do

 학과특성
미래를 주도할 맞춤형 소방전문가(소방공무원, 소방기술인) 양성학과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시설 및 기기의 설계, 
제작, 시공, 감리, 점검 및 방화관리에 관한 최신 현장실무 지식 및 체
계적인 소방안전기술을 습득을 통한 소방안전 전문기술인 양성학과
- 소방안전 기술교육 기반의 소방공무원 및 방재안전직 공무원 양성
- 공학적 전문기술 기반의 소방재난안전 선도인력 양성
- 전문 소방기술 국가자격 기반 현장실무 중심의 소방전문기술인 
   인력 양성

 취득자격 및 면허
소방안전분야 : 소방안전관리자 1,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
기분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등
안전관리분야 :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관리산업기사 등

 졸업 후 진로
- 소방공무원 : 소방관련 학과 졸업생 경력경쟁, 의무소방 경력경쟁,  
  소방분야 공개채용
- 안전관련 공무원 : 지역인재 선발(방재직, 시설 안전직),
  기술직(건축, 기계, 전기 등)
- 소방기술자 : 대기업 방재센터,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체,
   소방시설 점검 및 시공업체, 소방시설 감리업체,
   각종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 공학기술자 : 기계·전기·화학 분야 강소기업 등
- 편입학 : 공학 포함 안전관리 분야 대학 편입 등

 학과 전망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향상, 안전분야에 대한 인식 강조에 따라 소
방안전과 관련한 기준(법령, 기술 등)이 한층 강화되어 있으며 의무
적으로 소방기술자를 채용토록 법령으로 기준하고 있다. 또한 소방
안전관련 기술은 미래사회에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영역으로 공공
사회적분야(공무원), 기술 전문인력분야(소방기술자)의 수요는 향
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인 요구와 직접적인 
고용 전망은 매우 우수하다.

 우수취업처
- 소방공무원(소방사)
- 방재안전직, 시설관리직 공무원
- 대기업 소방방재직, 안전관리직
- 소방 설계, 감리, 시공, 점검 산업체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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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계열

질 높은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 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

유아교육과

학과 054.851.3771, 3651, 3629
 http://educare.asc.ac.kr

 학과특성
- 현장 실무형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활동 중심 교육과정 운영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4년제 과정)
- 부설 함백어린이집 운영
-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운영
- 국공립 유치원교사 임용고시 준비 특강 운영

 취득자격 및 면허
국가공인자격증 : 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민간자격증 : 유아국악지도자, 유아체육지도자, 종이접기지도자, 
                     풍선아트, 클레이아트 자격증 등

 졸업 후 진로
-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 직장보육시설, 법인 및 민간보육시설
- 놀이 프로그램 운영기관, 영유아행정지원센터, 유아교육기관 등

 학과 전망
여성의 사회진출, 부모의 의식변화,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
상에 따른 국가의 공교육 및 공보육 정책이 활성화되어 유아교사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취업전망이 매우 우수함

 우수취업처

- 경북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05학번 박O애
- 경북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10학번 권O지
-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06학번 심O영
-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13학번 김O연
- 부산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김O진

- 안동(동산유치원, 안동유치원, 영재유치원, 오상유치원, 강남유치
원), 서울(천호유치원), 경기 일산(오늘유치원), 경기 남양주(장현유
치원), 대구(중앙유치원, 마리아유치원), 원주(봉화산숲유치원, 예
지유치원), 구미(나리유치원), 영주(자연유치원)
- 안동(안동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성소직장어린이집), 서울(삼선
예일 국공립어린이집), 강원 인제(상남 국공립어린이집), 포항(포스
코직장어린이집), 울진(꿈나무직장어린이집), 원주(애플 어린이집), 
청송(보라미직장어린이집), 예천(군립풍양어린이집, 아롱다롱어린
이집)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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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지니스계열

21세기 통합글로벌인재 양성을 목표로
충분한 현장실무기회를 제공하여
유능한 비지니스 현장실무자 육성

사회복지과(주간/야간)

학과 054.851.3630, 3631, 3632, 3628
 http://welfare.asc.ac.kr

 학과특성
-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주간) 
-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야간)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야간/3학년, 4학년)

 취득자격 및 면허
전문학사과정(주간 / 야간)
- 국가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간호조무사(선택), 
요양보호사(선택)
- 민간자격증 : 풍선아트(선택), 북아트(선택), 미술치료사 3급(선택), 
응급처치법 강사(선택), 레크리에이션지도자 2급(선택), 유아체육
지도자(선택), POP 자격증(선택)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야간/3학년, 4학년)
- 국가자격증 :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건강가정사, 
학교사회복지사

 졸업 후 진로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 어린이집 보육교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청소년 시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복지관련 공기업
- 사회복지·상담·심리학·유아교육 등 관련 전공 4년제 편입
-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 입학(3학년, 4학년)

 학과 전망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여건 및 환경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의 복지요구가 다양화, 고도화될 것이며,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노령인구의 증가 등 정
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복지수요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복지정책의 수립과 발전이 예상된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더불어 사회복지 전문인력 또한 향후 양적·질적으로 그 성
장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고용 전망 등 사회복지분야의 전망
이 매우 긍정적으로 예상된다.

 우수취업처
-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 안동시청소년문화센터
- 안동성좌원
- 열린어린이집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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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과

학과 054.851.3608
 http://police.asc.ac.kr

 학과특성
민간항공기, 탑승객, 승무원, 지상직 요원, 공항상주 직원 및 공항
을 이용하는 일반인 등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과 관련
된 공항시설물 및 기타 시설물 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것들
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공항 및 일반 보안 업체에서 운용하는 보안
검색장비인 X-Ray검색기와 X-Ray 검색훈련 프로그램인 X-Ray 
CBT(Computer Based Training) 프로그램을 완비해 놓고, 학생 
개개인별로 1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X-Ray CBT 프로그램을 통
한 보안검색실습을 완벽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문형금속탐지기, 휴
대용금속탐지기, 무전기, 가스총 및 전자충격기 등을 완비해 놓고 
이론 및 실습을 통한 심도 있는 학습을 하여 우수한 항공보안검색
요원, 항공경비요원 및 일반보안검색 요원 등을 양성하고 있다.

 취득자격 및 면허
보안검색운영자, 보안검색감독자, 항공보안책임자, 항공경비감독자, 항
공경비요원, 특수경비요원,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응급처치사, 위험
물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경호원(1급·2급·3급), 경호무술 단증, 
경호시범 자격증, 무도 단증, SMAT 서비스 경영자격 Module A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항공보안검색요원, 항공경비요원, 항공기내 보안 승무원, 공항 지
상직, 항공보안관련업체, 일반보안 관련업체, 유명인 경호, 국내 카
지노 보안, 공무원(경찰직 및 교정직), 4년제 대학 편입 등의 희망
자가 매우 높은 취업 및 편입

 학과 전망
현재 우리나라 항공보안은 여객분야와 화물분야로 나누어져 현재 
8개 정도의 업체가 국내 항공보안검색에 전문 인력을 투입해 활동
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개청 및 신공항의 건설 
등으로 인하여 항공보안검색 전문업체들의 항공보안검색요원들에 
대한 수급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
국공항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로 인
한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항공보안검색 
및 항공경비, 항공화물보안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한다면 취업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단
축으로 인한 일반보안업체들의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수급의 대폭
적인 확대와 최저임금의 조정으로 인한 급여의 대폭적인 상승 등
으로 인하여 보안검색요원의 근무여건 및 후생복지가 질적으로 크
게 향상 및 개선될 것이므로 학과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우수취업처
인천국제공항 / 한국공항공사 소속 14개 민간공항 / 에스원, KT텔
레캅, ADT캡스 등 / 휴먼티에스에스 / 에스텍시스템

학과 홈페이지

호텔조리과

학과 054.851.3597, 3773
 http://culinary.asc.ac.kr

 학과특성
호텔을 비롯한 다양한 외식산업 전반에서 각광받고 있는 음식문화
와 관련한 다양한 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조리실
무 기술과 역량을 습득하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창의력과 실
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취득자격 및 면허
- 기능사 :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기능사, 떡제조기능사
- 산업기사 :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 민간 자격증 : 커피바리스타, 푸드코디네이트, 와인소믈리에,
   파티플래너, 아동요리지도자 
- 면허증 : 위생사(보건복지부 장관)  

 졸업 후 진로
- 외식서비스 산업 : 국내외 특급호텔 조리사, 급식서비스 관련
   전문음식점 조리사, 대기업 단체급식조리사, 제과 제빵사,
   커피 바리스타, 와인소믈리에 등
- 방송 및 교육 : 요리연구가, 요리강사, 요리방송 진행 등
- HMR식품 및 외식사업체 : 메뉴개발팀(메뉴개발, 음식관련 전문 MD)
- 창업 : 청년 CEO(윈도우 베이커리까페, 떡까페 등),
  전문 음식점 창업 등
- 기타 : 지방공무원(학교 급식조리사), 4년제 편입 및 유학

 학과 전망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가정에서
의 식생활이 가정 밖의 식생활로 변화함에 따라 외식산업이 활성
화되어 외식업의 취업인력은 증가추세에 있다. 졸업 후 자신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식분야로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도 가능하며, 글로벌시대 우리음식의 해외진출 및 
외국음식의 한국진출 등 새로운 외식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은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본 학과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본다.

 우수취업처

- 롯데호텔
- 조선호텔
- 반야트리호텔 
- 소노호텔&리조트
- 스텐포드호텔
- 솔비치 호텔
- 엘시티 시그니엘호텔

- 인천하얏트호텔
- 탑스텐호텔
- 처가방(일본)
- 아띠(창업)
- 책이랑놀다가게(창업)
- 예천초등학교
- 힐튼호텔(부산)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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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바른 인성을 교육하여 우수한 자격과

기술을 갖춘 전문지도자 양성

스포츠레저과

학과 054.851.3622, 3755
 http://sl.asc.ac.kr

 학과특성
전문 스포츠 레저 지도자 양성
- 국가공인자격증 스포츠지도사(유소년, 일반, 노인, 장애인) 취득 인정학과
-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실내체육관)
- 재활운동 전문시설(체력측정센터, 바른자세운동센터 시설운영)
   전국최대규모
- 에어로빅 및 전문 댄스교과 과정 운영을 통한 댄스전문지도자 배출
2+2 연계교육 및 무시험 편입학
- 울산대학교 체육학부,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전체학과 연계교육 체결
- 순천향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안동대학교 체육학과 연계교육체결 
  <편입학 후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연계교육 시스템 운영>

 취득자격 및 면허
국가  [스포츠지도사 2급<유소년, 일반, 노인, 장애인>, 전문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실기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

민간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유아체육지도자, 전문댄스지도자, 뉴스
포츠지도자, 스포츠심리상담사, 스포츠마사지, 슬링 엑티비티 
지도자, 응급처치강사, 선수트레이너 지도자, 종목별 심판자격
증, 노인체육지도자, 스포츠애널리스트(경기분석)자격증]

 졸업 후 진로
각 지자체 체육회 지도자, 시설관리공단 체육관련 지도자, 스포츠
센터 지도자, 방과 후 체육전담교사(초·중·고), 선수트레이너, 보건
소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심리상담사, 스포츠레저관련업체, 골프
장 캐디, 경기분석요원, 종목별 심판자격증, 경기분석사, 연계 편입
학을 통한 체육교사 등

 학과 전망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포츠산업은 다른 분야들
과 융복합을 통해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
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국가 복지정책으로서 스포츠 산업
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미래 유망직종 순위에도 스포츠 헬스지
도자, 인체 케어지도자가 전문직종으로 등록 되어 있다.

 우수취업처
- 삼척시 체육회, 안동시 체육회, 봉화군 체육회
- 안동과학대학교 국민체육센터, 대구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센터
- 체육교사, 소방공무원, 특수부대 하사관, 경찰특공대, 해양경찰
- 감포 J's CC, 한맥 CC & 노블리아, 블랙밸리 CC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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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과

학과 054.851.3647
 http://afc.asc.ac.kr

 학과특성
급속도로 성장하는 축구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학과 특성화를 추진
하고 이를 통해 학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축구산업에 이바지하는 
인력을 배출하고, 생활체육에도 인기가 높은 전문 축구인 양성하고 
있음

 취득자격 및 면허
생활/전문 스포츠지도사 2급, 축구심판 자격증, 축구지도자 자격증,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졸업 후 진로
프로축구선수, 축구지도자, 축구심판, 경기분석가, 생활체육지도자 등

 학과 전망
축구과는 프로선수 육성 뿐만 아니라 지도자, 심판 및 경기분석가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축구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타 대학과 차별화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우수취업처
- 전남드레곤즈
- FC안양
- 천안시청
- 대전코레일
- 부천FC

- KBS N 제1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우승(2016년)
- KBS N 제15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우승(2019년)
- '2019 KEB하나은행 FA컵' 4ROUND 32강 진출(2019년)

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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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 산 업 보 건 관 리 과 18 사  회  복  지  과 26 호  텔  조  리  과

02 보 건 의 료 행 정 과 ( 3 년 ) 11 식 품 영 양 과 ( 3 년 ) 31 사 회 복 지 과 ( 야 간 ) 27 전 기 자 동 화 과

03 물 리 치 료 과 ( 3 년 ) 15 유 아 교 육 과 ( 3 년 ) 21 스 포 츠 레 저 과 29 소  방  안  전  과

04 의 약 품 질 분 석 과 16 건   설   정   보   과 22 뷰  티  아  트  과

05 치 위 생 과 ( 3 년 ) 30 건 설 정 보 과 ( 야 간 ) 23 의  료  공  학  과

06 국   방   의   료   과 17 항   공   보   안   과 25 축    구    과

수시모집
합격여부

본인은 지원방법위반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2021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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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2021학년도 졸업(예정자) 동 의 □                  비동의 □

수능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2021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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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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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성명, 주민번호
처리목적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공통원서접수,
대입위반자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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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대학은 위와 같이 입학전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서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 합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5. 손해배상 등 책임

※ 주의 :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성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학년도를 포함하여 6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제공 불가)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5년이상 된 수험생과 온라인제공 미신청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제공 불가)
              단, 수시모집은 당해연도 2회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대학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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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8조, 

제35조, 제73조
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성명,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
한 법률 제36조의 2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
한 법률 제50조

장학 및 학자금 대출 처리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모집

단위명, 합격여부, 등록여부 등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도 제3자 제공이 가능 합니다. 
다만 귀하는 이에 대하여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시며 이를 거부하여도  입학원서는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학생 선발 및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 원 자 :                                                (서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스쿨버스 운행안내
 시외버스편

동서울 ↔ 안동 배차간격 : 약 30분 김천 ↔ 안동 배차간격 : 1일 15회

대   구 ↔ 안동 배차간격 : 약 25분 포항 ↔ 안동 배차간격 : 1일 5회

단   양 ↔ 안동 배차간격 : 1일 4회 울산 ↔ 안동 배차간격 : 1일 4회

태   백 ↔ 안동 배차간격 : 1일 3회 부산 ↔ 안동 배차간격 : 1일 13회

제   천 ↔ 안동 배차간격 : 1일 8회 마산 ↔ 안동 배차간격 : 1일 4회

대   전 ↔ 안동 배차간격 : 1일 10회

 시내버스편
시내버스 승강장 시내버스 번호

안동역 건너편 11번, 28번

안동초등학교 정문 옆 44번, 76번

중앙파출소 옆 11번

교보생명(구 버스터미널) 건너편 46번

시외버스터미널(송현동) 22번

경북 도청 11번

 철도편
청량리 ↔ 안동 안동 ↔ 청량리

06:40 ~ 10:10 02:22 ~ 05:51

07:38 ~ 11:16 07:13 ~ 10:48

10:33 ~ 14:04 11:19 ~ 14:52

12:15 ~ 15:52 13:50 ~ 17:34

15:38 ~ 19:10 15:03 ~ 18:50

19:13 ~ 23:07 17:10 ~ 20:49

21:03 ~ 00:23 19:25 ~ 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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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안동 약 2시간 30분 소요
 경북도청 15분 소요
 고속열차 중앙선 복선화 2021년 개통 서울 ↔ 안동 1시간 3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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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과정(4년제), 전문학사학위 과정(2·3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4년제 학사학위 취득과정)

문의 : 교무처   T. 054) 851-3515, 3514   F. 054) 851-3666   www.asc.ac.kr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

간호교육인증평가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 획득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