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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요강
2020 학년도

인간존중 융합형 인재 양성 대학

Since 1992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자율개선대학”선정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대학

간호학과 4년제 간호교육
평가원인증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유치·관리 인증기관

2019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운영

간호학과 최우수 
교원양성기관인증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인증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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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지원사업 선정,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선정

취업시스템 

입학이 곧 취업!  취업걱정 없는 대학

" 교육부 선정, 2018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대학 "

호산대학교

국제교류 
세계가 우리의 캠퍼스! 전 지구화 시대의 인재를 키우는 대학
글로벌 웰니스 인재 양성 선도대학

해외자매결연대학

미   국   블룸필드대학 / 베미지주립대학 / 윌크스대학교

영   국   치체스터대학

캐나다   국제언어학원 / 게이트웨이대학교 / 벤쿠버 커뮤니티대학 / 팬퍼시픽대학교

일   본   와까야마외국어전문학교 / 죠사이국제대학 / 쯔지학원조리·제과전문학교 / 폴라리스아카데미

필리핀   바시야스대학교 / MTM세부언어학원

중   국   정주재정세무대학 / 중국하남중의학원 / 산동국립섭외직업학교 / 산동과기직업학원

           산서여유요리직업학원 / 상해부민전수학원 / 심양시조선족직업고급중학 / 심양시중의학학교

           심양직업기술학원 / 서안외사대학 / 요녕단동방송영상대학 / 요녕시사범대학국제직업학원

           요녕성개원시직업기술교육센터 / 요녕임업직업기술학원 / 하문홍재직업기술학원 / 화남사범대학

           천진이공학원 / 천주여명대학 / 서안해당대학 / 정주관광직업대학 / 산동과학기술직업대학

베트남   하노이재정전문대학 / 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학교 / 하노이다이낭대학교 / 베트남나트랑관광전문대학교

           베트남해양대학교

Global Jump-up 해외자매결연대학 연수프로그램 신입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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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지원사업 선정,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선정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취업시스템 

입학이 곧 취업!  취업걱정 없는 대학

" 교육부 선정, 2018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대학 "

교외장학금

정암장학금 / 농촌희망재단장학금 / 대구은행장학금 / 국민은행장학금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금 / 보훈장학금 / 주심장학금 / 의용소방대장장학금 

푸른등대삼성SOS장학금 / 서울희망장학금 / 성심도문화장학금 / 쌍용곰두리장학금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 / 국가장학금Ⅱ유형 / 희망사다리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입학금감축대응지원장학금

호산1장학금 / 호산2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 보훈장학금 / 근로장학금 / 봉사장학금

특기자장학금 / 교직원복지장학금 / 특별장학금 / 면학장학금 / 신입생특별장학금

1가구2자녀장학금 / 샛별장학금 / 만학도장학금 / 외국인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결혼이민여성장학금/한마음복지장학금 / 생활관장학금 /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나이팅게일장학금 / 명품기능장학금 / 입학성적우수장학금 / 전공심화장학금

교내장학금

장학금 지급
반값 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풍부한 장학혜택

1인당 년 300만원 이상 장학금 수혜

대구·경북 최고 수준의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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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활, 보육, 보건, 치료, 간병, 간호, 상담, 여가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으로 평생직업이 보장되며, 사회복지시설 경영 및 
사회복지관련기관,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실버산업분야 / 보육시설(어린이집) / 학교 및 병원(종합병원, 노인전문
병원, 노인요양병원, 요양원 등) / 지역아동센터 등 취창업

졸업 후 진로

강0소(호산대학교 교수) / 김0순(유성 평생교육원 팀장) / 신0수(울산 
광역시 시설공단 이사장) / 윤0희(달서구 노인종합사회복지관) / 이0
섭(창녕군청) / 이0자(논산시 의회의원) / 오0호(대덕구 자원봉사센터
장) / 박0주(학교 사회복지사) / 정0경(산청재가지원센터 사무국장) /
정0자(미소복지센터) / 김0옥(포항 사랑채주간보호센터 소장) / 최0화
(성림노인요양원 원장) / 김0순(대구사랑채주간보호센터 소장) / 나0
환(아이뽀어린이집) / 백0화(선재어린이집) / 안0자(꼬마숲어린이집) /
안0희(열린어린이집)

졸업생 취업현황

·국가면허 및 자격증 :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졸업과 동시에 취득)
·협회 및 민간자격증(이수후 취득) : 방과후 돌봄교실 지도사, 다문화가족 

상담사, 실버댄스지도자, 노인심리상담사, 레크레이션지도사, 웃음지
도사, 리더쉽지도사, 아동안전지도사,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성
폭력상담사, 원예복지지도사, 가정폭력상담사, 발관리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사

취득가능 자격증

4년제 대학교 편입학 및 본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입학 학사학위 취득

특전

주/야노인보건복지전공■

사회복지, 상담, 여가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평생직업보장 / 사회

복지시설 경영 등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 / 전문

가 초청특강 및 각종 연수 실시

학과 특성

사회복지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 복지공무원,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취업 / 청소년상담원, 가족상담원 등 상담전문가로 상담관련기관에 취

업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 / 노인요양시설, 지

역아동센터 취, 창업 / 상담교사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졸업 후 진로

취득가능 자격증

4년제 대학교 편입학 및 본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입학, 학사학위 취득

특전

청소년상담, 복지, 보호, 교육, 자립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 교육자 및 학

업지도자를 양성한다. 

야청소년상담복지전공■

현장전문가 양성을 위한 일류교육

지식기반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기초, 핵심이론과 
기술을 배우며 산, 학, 연 협력체제 활성화를 통해 졸업 후 즉시 산업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실용학문을 익힌다

2년제

과정

휴먼복지학부 

· 국가면허 및 자격증 : 사회복지사2급(졸업과 동시에 취득), 청소년

지도사(관련전공과목 시험후 취득)

· 협회 및 민간자격증(연수후 취득) : 방과후 돌봄교실 지도사, 다문화

가족 상담사, 실버댄스지도자, 노인심리상담사, 레크레이션지도사, 

웃음지도사, 리더쉽지도사, 아동안전지도사, 심리상담사, 미술심리

상담사, 성폭력상담사, 원예복지지도사, 가정폭력상담사, 발관리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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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과정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을 융합한 사회복지 및 평생교육전문가

를 양성한다. 

평생학습매니저 / 창조적 생애가치 창출자 / 평생학습경험의 관리자

/ 지역사회의 성장촉진자

학과 특성

평생교육기관 취창업 / 사회복지기관 운영 및 취업 /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 지원센터 / 지역학습센터 / 공공도서관 / 각종문화센터 / 시

민단체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지역사회여성문화회관 / 사회복지전

담공무원 / 지역사회평생학습관 등

졸업 후 진로

·국가면허 및 자격증 : 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2급(졸업과 동시에 

취득)

·협회 및 민간자격증(이수후 취득) : 방과후 돌봄교실 지도사, 다문화가족 

상담사, 실버댄스지도자, 노인심리상담사, 레크레이션지도사, 웃음

지도사, 리더쉽지도사, 아동안전지도사,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

사, 성폭력상담사, 원예복지지도사, 가정폭력상담사, 발관리사, 산

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사, 건강가정사 등

취득가능 자격증

야평생교육복지전공■

4년제 대학교 편입학 및 본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입학, 학사학위 취득

특전

학
과
소
개

평생직업보장은 호산대학교 

휴먼복지학부 졸업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관련과목
이수 후 
취득

국가공인
자격증
관련과목
이수 후 
취득

국가공인
자격증
관련과목
이수 후 
취득(시험)

국가공인
자격증
관련과목
이수 후 
취득

관련과목
연수 후
취득

기본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보육교사

상담
심리사

평생
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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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의 문화

를 잘 이해하고 실용 한국어 언어능력을 갖춘 외국인 전문 인

력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융합학부는 다중언어 구

사능력을 갖춘 외국인,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를 대상으로 전

문분야의 통번역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각 전

공별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글

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해외교류 한국기업, 다국적기업, 전문통번역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면세점, 항공사, 다문화센터 등

졸업 후 진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통번역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다문화지도사 등 

취득가능 자격증

사회복지과(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단체의 유관협의체와 

일반 기업체 취업 / 우리들 노인요양원 / 지역아동센터, 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 보육시설 취업 및 운영 / 4년제 대학교 편입학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전문인과 보육교사로 갖추어야 하는 지식 습득 / 인성함양에 

중점을 두는 교과과정 편성 / 이론 및 전공의 실용화를 위한 사회복지

실습과 보육실습

학과 특성

·국가면허 및 자격증 :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졸업과 동시취득)
· 협회 및 민간자격증(연수후 취득) : 웃음치료사, 레크레이션지도사, 

심리상담사, 아동 및 노인미술지도사, 실버코칭상담사(연수후 취득)등

취득가능 자격증

4년제 대학교 편입학 및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입학

특전

복지국가와 정의사회 구현에 필요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취

득하여 현장에 바로 적응할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회복

지사를 배출한다.

글로벌 융합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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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과정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장인정신과 경쟁력을 갖춘 

조리인 육성을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를 겸비한 현장실무 전문가를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특급호텔 / 외식업전문점 / 식품연구원 / 푸드스타일리스트 / 커피바

리스타 / 4년제 대학편입학 /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취업 등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복어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조주기능사, 

위생사, 커피바리스타, 소물리에, 제과제빵사, 식품조각지도사 등

취득가능 자격증

국내 : 박0규, 엄0호(워커힐호텔) / 조0민(조선호텔베이커리) / 윤0준(이랜드

식품사업부) / 이0환, 조0환(힐튼호텔) / 김0희(코오롱호텔) / 주0형(롯데호텔) 

해외 : 싱가포르(서0아 - Amoury Restaurants, 나0수 - MayMay 

Restaurants, 모0범 Wine Culture, 권0령 - Wind Honey Pie .Limitted, 

조0원 - Peramakan, 강0웅 - Mangialutto Pre.Ltd) / 호주(엄0민, 백0환, 

윤0수 - LA Camera / 김0준, 김0호 - Oriental Spoon)

졸업생 취업현황

호텔외식조리과

손0리(싱가폴 해외취업)/ 문0준, 황0정, 박0정, 양0정, 박0솔(아모레퍼

시픽)/ 조0혜, 신0빈(피부과 근무)/ 홍0연(헤어샵 근무)/ 김0혜(더퍼스트

피부과의원 근무)/ 정0애(대구백화점)/ 황0실, 박0현,김0주(피부과, 성형

외과, 일반병원)/정0숙(피부샵 창업)/ 이0윤, 하0순(헤어샵 창업)/ 예0경, 

김0희, 허0지, 여0아, 이0영(뷰티인 외 미용학원)/ 이0비, 방0빈, 박0정, 

김0혜(피부관리실 근무)/최0록(미용학원 강사)

졸업생 취업현황

·국가면허 및 자격증 : 헤어미용사, 피부미용사, 네일, 메이크업

·협회 및 민간자격증 : 두피관리사, 아로마테라피, 발건강관리 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 대구광역시장배 피부미용기능경기대회 3년 연속대상 수상

- 국제대회 참가 및 전원 수상(대만, 일본 등)

- 2019 지방기능경기대회 동상 수상

- 2018 대구광역시장배 기능경기대회 수상(금상, 은상, 동상)

- 2017 대구뷰티엑스포 테라피쇼 대상 수상

- 활발한 대외활동 및 해외취업

- 전공동아리를 통한 미용봉사활동

재학생 활동 현황

헤어, 스킨케어, 메이컵, 네일아트 등 미용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감성적인 뷰티디자이너(Beauty Designer)를 양
성한다. 

뷰티디자인과

학
과
소
개

재학생 활동현황

2018 카빙국가대표 선발전 대상

불가리아 국제카빙경연대회 그랑프리(대상)수상

국제요리경연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

2019대한민국챌린지컵국제요리경연대회 금상외 전원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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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 시공, 인테리어를 위하여 건축적 사고와 예술적 

감각을 종합적으로 학습, 실습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디자이너를 양성한다. 

건축설계(건축설계사무소, 건축설계용역사무소, 건설회사 설계전문직) 

/ 건축시공(주택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 토목건설회사, 

건설자재회사) / 구조감리(견적사무소, 구조설계사무소, 구조물안전진

단사무소, 시공감리회사) / 인테리어(인테리어사무소 / 인테리어시공

회사, 조명회사, 인테리어자재샵) / 자영업 / 가구디자인설계업체, 건

축설비시공회사, 기술직공무원, 일반공장 시설관리직원 

졸업후 진로

건축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실내건축산업기사 / 방수산업

기사 / 도장기능사 / 미장기능사 / 조적기능사 / CAD기능사

취득가능 기술자격증

건축과

취업 : 정0우(GS건설) / 유0문(화성산업) / 장0은(동양종합건설), 이0

훈(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편입 : 정0진(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정0주(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최0지(영남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생 취업현황

도장기능사 자격증 취득, 초급기술자수첩 발급, 4년제 대학 무시험 편

입, 건축설계사무소, 인테리어사무소 건설회사 취업연계

졸업 후 특전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토목 / 철도토목산업기사 / 건

설안전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산업

기사 / 콘크리트 산업기사 / 조경,지적산업기사

취득가능 자격증

· 기술직공무원 : 행정자치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

단체(시, 군, 구청 등)

· 공기업 : 한국도시철도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조선소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지하안전평가회사 / 방재평가회사 / 시설물 안전진단 및 관리회사   

   등 시공 및 설계회사

· 편입학 : 4년제 대학(기계,철도,건설, 환경 등)

졸업후 진로

건설기계공학(Construction & Machine Engineering)은 4차 산

업혁명을 선도하는 최첨단 공학분야로서 철도, 해양플랜트, 조

선소, 방재, 안전진단, 도시계획 등의 건설 및 기계분야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건설기계과 주/야

편입 : 경북대 토목공학과 (김0호), 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이0진)

취업 : 진성이엔에스(최0성, 이0희), 대영엔지니어링(남0수)

졸업생 취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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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과정

학
과
소
개

2016 제24회 젊은 연극제 출전 “뜻대로 하세요”

제1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제 축제 출전

거창국제연극제 출전

미스코리아 경북대회 보컬녹음 참여

제1회 정기공연 “사랑은 비를 타고”

영천 한방과일축제 축하공연 참여

대구 현대백화점 축제 크리스마스 플래쉬몹 출연

2017 창작뮤지컬 오셀로(Othello) 출연

제25회 젊은연극제 “위비대왕” 출연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참여 -Busking 공연

대구컬러풀페스티벌 대학부 출전 - 장려상 수상

미스코리아 경북대회 스태프 참여

원주 다이내믹 댄싱 페스티발 출전

2018 제12회 DIMF 학생뮤지컬 출전 우수상, 연기상 수상 - “사랑꽃”

미스코리아 경북대회 본선무대 출전/ 스태프 참여

오페라 라보엠 나비부인, 투란도트 출연(대구 오페라하우스)

2019 제13회 DIMF 학생뮤지컬 페스티벌 본선진출 “장담그는날”

재학생 활동 현황

뮤지컬배우, 연극배우, 영화배우, 성우, 이벤트기획사, 음악PD, 영화

음악감독, 팝페라가수, CCM가수, 성악가, 연출가, 조명디자이너, 음

향디자이너, 무대분장사 등

졸업 후 진로

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계, 조명음향 예술전문가, 아르떼예술강사 등 

취득가능 자격증

문화예술산업의 주역이 될 뮤지컬배우 및 보컬리스트 양성을 

목표로 음악이론, 연기, 무용 등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

인 실기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아티스트 및 음악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폭넓은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뮤지컬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 / 위험물취급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

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전문기술인 / 응급처

치원 등 

취득가능 자격증

소방공무원 / 소방간부후보생 / 기업소방방재센터 / 소방시설설계, 감

리, 시공, 점검업체 / 기업,산업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

안전관리자 / 3사관학교 취업 등

졸업 후 진로

소방공무원특별채용 / 소방전문기술인자격증 취득(무시험) /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 교육면제 / 응급처치일반과정 수료증 취득 등

졸업 후 특전

황0환(경북소방공무원) / 이0환(서울소방공무원) / 김0수(서울소방공

무원) / 진0민(대구소방공무원) / 오0택(경북소방공무원) / 김0진(경

북소방공무원) / 박0규(경남소방공무원) / 최0혁 (롯데) / 김0섭(삼성

전자) / 오0일(대구지하철공사) / 이0원(세종시소방공무원) / 하0윤

(코오롱) / 장0우(이마트)

졸업생 취업현황

화재 및 자연재해,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소방공무원과 산업기술사회에서 요구하는 소방안전분야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소방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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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관련된 문화콘텐츠 개발과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미래문화콘텐츠 산업의 주역이 될 방송연예전문

인을 양성한다.

2016 제24회 젊은연극제 출전“뜻대로 하세요”

제1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제축제 출전

거창국제연극제 출전 / 연기상 수상(2학년 신효진)

창작뮤지컬 “외솔” 출연, “신춘향전” 출연

광복71주년 특별공연 “815” 재학생 출연

창작뮤지컬 오셀로(Othello) 출연

대구 현대백화점 주최 크리스마스 플래쉬몹 출연

독립영화 “사생” 출연

2017 제25회 젊은 연극제 출전 - “위비대왕”

제12회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출전 / 연기상 수상(1학년 이준수)

창작뮤지컬 오셀로(Othello) 출연

대구컬러풀페스티벌대학부 출전- 장려상 수상

미스코리아 경북대회 스태프 참여

2018 제26회 젊은 연극제 출전 - 맹진사댁 경사

제13회 거창전국대학 연극제 출전 “맹진사댁 경사”

오페라“나비부인”,“마술피리”,“투란도트” 출연(대구 오페라하우스)

2019 제27회 젊은연극제 출전-돐날

제36회 대구연극제 신인연기상, 무대예술상 수상

제17회 청소년연기경연대회 경상지역 거점대학

재학생 활동

최0희(개그방송활동) / 배0호(영화,모델 활동) / 임0임(연극뮤지컬배우) 

/ 조0준(시립극단배우) / 임0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극예술강사) 

/ 황0정(홍강문화예술그룹 연기예술강사) / 홍0화(TV조선기자)

스타 재학생

연기과

통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교육

첨단교육시스템, 현장밀착형 교육과 다양한 교양교육을 통해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육성한다. 

3년제

과정

전국최초로 기존의 병원행정 인력이나 의료정보인력과 차별

화하여 병원행정 및 의료정보능력뿐만 아니라 의료복지능력

까지 갖춘 창의적인 다기능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우0진(대구가톨릭대학병원)/ 강0훈(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백0훈(구

미차병원)/ 박0지(아주존병원)/ 최0혁(안강마루병원)/양0철(삼일병원)/

이0이(대구한솔병원)/안0현(푸른병원)/김0환(광개토병원)/김0랑(경주큰

마디병원)/서0혜(대구참조은병원) 등 다수

졸업생 취업현황

병원행정사 / 보험심사평가사 / 의료정보관리사 / 병원코디네이터

(시험후 취득) / 사회복지사2급(졸업후 무시험 취득)

취득가능 자격증

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사회복지기관 / 보

건직공무원 / 사회복지공무원 / 4년제 보건 및 병원관련학과 편입 / 

간호학과 특별전형 입학 등 

졸업 후 진로

병원행정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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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과정

학
과
소
개

· 보건 의료기관 :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건강검진센터

· 산업체 및 발전소 : 보건직 공무원, 의료관련 연구소, 국내외 의료

장비제조 및 관련 업체, 방사성동위원소취급업체, 군 의무부사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졸업 후 진로

· 면허증 : 방사선사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선취

급감독자면허

· 자격증 : 미국초음파사 등

취업가능 면허증 및 자격증

·실무능력 향상: 견학, 일반촬영실습, 초음파실습, MRI실습, CT실습, 
    PACS 실습실

방사선과 실습실 환경

방사선과는 과학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학문으로 대학에서 기

본원리와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전문직 방사

선사를 양성한다.

방사선과

전국 최초로 기존의 병원행정 인력이나 의료정보인력과 차별

화하여 병원행정 및 의료정보능력뿐만 아니라 의료복지능력

까지 갖춘 창의적인 다기능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우0진(대구가톨릭대학병원) / 강0훈(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백0훈(구

미차병원) / 박0지(아주존병원) / 최0혁(안강미루병원) / 양0철(삼일병원) 

/ 이0이(대구한솔병원) / 안0현(푸른병원) / 김0환(광개토병원) / 김0량

(경주큰마디병원) / 이0지(바로본병원) / 서0혜(대구참조은병원) 등 다수

졸업생 취업현황

병원행정사 / 보험심사평가사 / 의료정보관리사 / 병원코디네이터 / 

사회복지사2급(무시험 취득) 등

취득가능 자격증

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사회복지기관 / 

보건직공무원 / 사회복지공무원 / 4년제 보건 및 병원관련학과 편입 / 

간호학과 특별전형 입학 등

졸업 후 진로

병원행정정보과

· 대학병원 견학 및 실습

· 한국수력원자력본부 견학(한울원자력발전소, 월성원자력발전소, 고

리원자력발전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폐장) 견학

· 학년별 전용 강의실 운영

· 현장전문가 초청 특강 및 취업특강 실시

현장 실무형 교육프로그램보건의료기관 :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건강검진센터

산업체 및 발전소 : 보건직공무원, 의료관련 연구소, 국내외 의료장비

제조 관련업체,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업체, 군 의무부사관, 한국수력원

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졸업 후 진로

3년제 과정

학
과
소
개

대학병원 견학 및 실습

한국수력원자력본부 견학(한울원자력발전소, 월성원자력발전소,

고리원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패장)견학

학년별 전용강의실 운영

현장전문가 초청 특강 및 취업특강 실시

현장실무형 교육프로그램 

면허증 : 방사선사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자격증 : 미국초음파사

취득가능 면허증

방사선과는 과학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학문으로 대학에서 기

본원리와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전문직 방사

선사를 양성한다

방사선과

김0욱(대구파티마병원) / 배0강, 권0윤(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최0

섭(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김0석(경주동국대학교병원) / 김0모(경주모

닝병원) / 이0민(안동병원) / 정0수(동아대학교병원) / 김0람(서울산보

람병원), 우0희(경산중앙병원) / 김0현(울산 세민병원)

졸업생 취업현황

실무능력향상, 견학 일반촬영실습, 초음파실습, MRI실습, CT실습, PACS
실습실

방사선과 실습실 환경

작업치료과는 산업의 발달과 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고와 질병

으로 신체 혹은 정신기능이 손상되어 사회적응력이 떨어지거

나 발달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전문자료 활용(작

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

로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보건복지부 작업치료사 면허증

취득가능 면허증

의료기관분야 :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개인재활병원, 정신과, 소아신

경정신과

재활의료관련분야 : 재활치료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재활

원, 치매센터, 노인요양병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특수학교

실기교사, 가정 및 노인작업치료사, 장애전담어린이집

의료기기분야 : 의료기기관련회사, 의수족 보조기 제작분야

졸업 후 진로

작업치료과



호산대학교12

3년제 과정

고객중심의 행동과 팀웍을 배움으로써 인간을 존중하고 실무

중심 교육으로 의료복지사회를 실천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적

인 물리치료사를 양성한다.

· 의료서비스체계 : 대학병원 및 의료원, 준종합병원 및 의원 보건소

(의료기술직공무원), 산업체기관, 스포츠관련단체, 군병원 및 군대의

정장교, 부사관, 장애인복지관

· 사회복지체계 :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시설, 노인의

료복지시설(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 재가

노인복지시설(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졸업 후 진로

물리치료사면허증, 기타관련자격증(스포츠마사지, 운동처방, 응급처치)

취득가능 면허증 및 자격증

재활전문병원 및 종합병원 견학

소수정예 임상실무중심 실습특강 (도수치료, 슬링치료, 테이핑치료, 

소도구 치료)

다양한 현장실습 : 대학병원, 종합병원, 재활전문병원, 센터 등

직장체험 :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교외국가근로 등

물리치료 봉사동아리 : 동행, 경산공설시장 건강증진센터 운영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물리치료과

다양한 실무중심의 현장교육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교내실습

·팀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협력학습

·다양한 현장실습(대학병원, 종합병원, 재활전문병원, 센터 등)

·직장체험 :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교외국가근로 등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

·학과봉사동아리“동행” 5년째 운영

·경산공설시장건강증진센터 운영(2017년 ~ 2018년)

·대학축제를 통한 대학가족 물리치료 봉사활동

·해외봉사활동(2015년 중국 북경시 왕징)

·전공동아리(동행, GPS, 치료적 운동동아리)를 통한 자기주도적 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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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Pride

Pride

·첨단매체를 활용한 이론교육

·1:1 맞춤교육 및 학업지도

·다양한 교수방법

차별화된 
이론교육 2

·전공과목별 교내실습

·의료기관 임상실습(대학병원 등)

·지역사회간호실습

    (공공보건의료기관, 학교보건실, 산업장 건강관리실)

·시뮬레이션 실습

완벽하고 
철저한 현장실습

3
·임상간호사

·보건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장교, 군무원

·공무원

21C가 
요구하는 
전문직 간호사 양성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및 병원현장과 

유사한 최첨단 실습실 환경에서 

미래의 간호사를 준비하십시오.

1

●  교육목적 - 진리, 창의,봉사정신을 함양한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여 인간존중교육을 실현한다.

●  교육목표 - 전인간호를 실천하는 실무전문간호사, 진리를 
탐구하는 창의적 간호사,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인간중심
간호사,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간호사를 양성한다.

임상간호사 / 간호직·보건직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 심사간호사 / 보건교사 / 간호장교 / 해외취업 등

졸업 후 진로

간호사면허증 / 보건교사·보건교육사 자격증 / 기타 민간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전0호(서울삼성병원) / 이0람, 이0정(세브란스병원) / 이0원(고려대

학교의료원) / 안0문(강북삼성병원) / 서0현(경희의료원) / 김0리(이

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 은0호, 천0혜(아주대학교병원) / 장0주(경

북대학교병원) / 강0욱, 김0동, 김0영, 노0준, 문0지, 민0현, 박0영, 

박0빈, 배0경, 정0승, 진0화, 최0은, 노0성, 최0영, 윤0라, 이0진(영

남대학교 의료원) / 김0진, 배0은, 한0주(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장0환(보훈병원) / 서0주(부산백병원) 외 전국대학병원 등 100% 취업

졸업생 취업현황

간호학과

자기실현정신과 인간존중정신을 겸비한 혁신교육

따뜻한 품성을 가진 최고의 간호 전문인을 양성한다. 명확한 책임감과 열린사고 열린마음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로서의 품격을 연마한다. 

4년제

과정 4년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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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집인원

01  전형일정

모집시기 원서접수 면접 실기 합격자발표 합격자등록

수시
1차 '19.09.06(금) ~ 09.27(금) '19.10.11(금) 해당없음 '19.10.18(금) '19.12.11(수)~12.13(금)

2차 '19.11.06(수) ~ 11.20(수) '19.11.22(금) 해당없음 '19.11.29(금) '19.12.11(수)~12.13(금)

정시 '19.12.30(월)~'20.01.13(월) '20.01.17(금) 해당없음 '20.01.23(목) '20.02.06(목)~02.10(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 수시모집 95%(간호학과 80%), 정시5%(간호학과 20%) 모집함

※ 학과 및 모집인원은 교육부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우리대학에서 수학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만큼 선발하지 않을수 있음

※ 모든전형 복수지원 불가함.  모집시기별 1개학과만 지원가능

 전형구분

모집단위

주/야 학제
입학
정원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농어촌
출신

전문대이상
졸업자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인문
사회
계열

휴먼복지학부
주 2 62 44 18 1 2 18 10 1

야 2 100 70 30 1 3 30 16 1

글로벌융합학부 주 2 1 1 0 0 0 0 0 0

사회복지과 야 2 30 22 8 0 0 9 5 1

자연
과학
계열

간호학과 주 4 182 168 14 7 17 54     

물리치료과 주 3 30 22 8 1 3 4     

방사선과 주 3 26 19 7 0 0 4     

작업치료과 주 3 40 30 10 0 1 4     

병원행정정보과 주 3 20 14 6     6   1

호텔외식조리과 주 2 30 22 8     8   1

공학
계열

건축과 주 2 20 14 6     6   1

건설기계과
주 2 20 14 6     6   1

야 2 10 8 2     4     

소방안전관리과 주 2 25 18 7     7   1

예체능

뷰티디자인과 주 2 30 22 8     8   1

뮤지컬과 주 2 20 14 6     6   1

연기과 주 3 21 17 4     8   1

합계 667 519 148 10 26 182 3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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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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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03  전형방법

1) 수시모집

※ 학생부 성적은 학기별(2학년1학기, 2학년2학기, 3학년1학기)  석차 등급

※ 간호학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는 면접성적이 만점기준 60%미만일 경우 불합격 됩니다.

2) 정시모집

※ 정시모집에서 특별전형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학생부 성적은 전학년 국어,수학,영어, (사회, 과학 중 성적좋은 1과목) 총 4과목 반영 

※ 간호학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응시과목 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 성적좋은 1과목) 백분위   

     반영, 영어영역점수는 등급별 환산점 반영, 수학 “가”형 응시과목은 백분위 성적 15% 가산

※ 간호학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외 전체학과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응시과목 중 상위 2개영역의 백분위 반영, 

※ 정원외 전문대졸 이상 간호학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는 면접성적이 만점기준 60%미만일 경우 불합격됩니다. 

※ 한국사영역 미반영

전형구분 학과 총점 수능성적 학생부성적 면접성적

정원내 일반전형

전체학과
(연기과, 뮤지컬과 제외)

400(100%) 240(60%) 160(40%)   

연기과, 뮤지컬과 400(100%)     400(100%)

정원외

수급자 및 차상위 전체학과 400(100%) 240(60%) 160(40%)   

농어촌 출신 전체학과 400(100%) 240(60%) 160(40%)   

전문대이상 졸업자

전체학과 전적대학 성적 100%

간호학과, 방사선과, 물리치료
작업치료

전적대학성적 60%+면접40%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해당학과 면접100%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해당학과 면접100%

전형구분 전형명 모집단위명 총점 학생부성적 면접성적

일반전형 일반전형 전체학과 200(100%) 120(60%) 80(40%)

정원내
특별전형

특성화고 등 졸업자 전체학과 200(100%) 120(60%) 80(40%)

일반고 등 졸업자 전체학과 200(100%) 120(60%) 80(40%)

경력자 및 특기자 전체학과 200(100%) 120(60%) 80(40%)

추천자 및 
사회지역배려 대상 전체학과 200(100%) 120(60%) 80(40%)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전체학과 200(100%) 120(60%) 80(40%)

농어촌 출신 전체학과 200(100%) 120(60%) 80(40%)

전문대이상 졸업자
간호학과,방사선과,물리치료과,작업치료과 전적대학성적60%+면접40%

그 외 전체학과 전적대학성적100%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해당학과 면접100%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해당학과 면접100%

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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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내 전형

04  지원자격

05  제출서류

1) 정원 내 전형

전형구분 제출서류

공통사항
-  입학원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검정고시 합격자)
   (2015년 1회차 시험 이전 합격자 및 온라인제공 부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생부 온라인제공 부동의자)

일반전형 - 공통사항과 동일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
자체기준

고교 유형별
대상자

인문계고 전형 - 공통사항과 동일

특성화/전문계고전형 - 공통사항과 동일

추천자 및
특기자

추천자 - 추천서

특기자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대회입상 증명서류 1부

경력자 및
사회지역우선

관련경력자
-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1부
- 4대보험(건강,고용,산재,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중 1부

사회 지역배려대상 - 자원봉사자, 사회단체활동 관련 증빙서류 1부

전형구분 지원자격

공통사항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일반전형  - 공통사항과 동일

특별
전형

대학
자체
기준

고교유형별 
대상자

일반고 등 졸업자  - 일반계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특성화고 등 졸업자
 - 특성화(전문계)고, 예능계 고교졸업(예정)자
     일반고교 출신자로서 1년이상 직업과정 이수자 

추천자 및 
특기자

추천자  - 출신고교 교장, 담임교사 및 본대학 교직원 추천자

특기자  - 출신학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국대회규모 대회 입상자

경력자 및 
사회지역 우선

관련 경력자  -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거나 현재 재직중인 자

사회, 지역배려대상자
 - 자원봉사자, 사회단체활동경력자, 생활보호대상자, 편부모가족, 벽오지/도서벽지
     자녀, 각종 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자녀 등

2) 정원외 전형

전형구분 전형구분 지원자격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1호의 차상위계층자

농어촌 출신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의 학생 

①유형Ⅰ: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교육과정(6년)을 이수

                  하고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②유형Ⅱ : 학생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12년)을 이수 및 거주한 자

 - 농어촌지역 : 입학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근거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만학도 
- 전문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25세 이상인 자     
  (1995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성인재직자 - 입학일 기준 산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전문대졸 이상자
-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동등학력 인정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 2년이상(70학점 이상) 수료자

외국인 및 재외국인

-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새터민

※ 신체, 신념, 인종차별 유무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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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외 전형

모
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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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지원자격

공통사항
 - 입학원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2015년 1회차 시험 이전 합격자 및 온라인제공 부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생부 온라인제공 부동의자)

전문대졸 이상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수료증명서(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에 한함 : 70학점이상 이수)

농 · 어촌 출신자

유형Ⅰ
 본인 및 보호자 중 1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농어촌 특별전형

제출서류(지원자격
확인서, 농어촌 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유형Ⅱ  본인 주민등록초본,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만학도(만25세이상)  - 공통사항과 동일(1995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성인재직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재외국인 및 외국인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확인서(한글번역분 공증)1부
 - 새터민 통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관련 학력 및 자격증명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수급확인서(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지원사업대상자,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확인서
 - 저소득층 관련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에 발급한 증명서 제출

06  면접
 - 대상 : 수시모집 및 특기자 전형, 정시모집(일부전형)

 - 방법 : 개별면접(단, 간호학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대학 방문면접)

07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접수는 본인이 직접지참 또는 우편발송, FAX로 접수하되 마감될 17:00까지 본 대학에 도착한 원서에 한함

- 인터넷접수 : http:// iphak.hosan.ac.kr  전화 :  053) 850-8050-1.   fax : 053)853-9754

- 접수창구 마감은 마감일 17:00까지, 인터넷 접수마감은 마감일 24:00까지로 한다.

08  합격자 사정
- 학과, 주간, 야간, 전형별로 총점 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을 선발한다. 

- 서류미비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처리한다. 

- 수시모집 모집인원이 미달일 경우 정시모집 지원자로 충원하며, 정시모집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추가모집으로 충원한다.

-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호모집인원에 합산하여 모집한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 구분없이 선발한다

- 특기자전형 모집인원은 특별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하며 특기자전형으로 지원하여 탈락한 자는 특별전형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한다.

  : 정원외 만학도 전형 미충원 인원은 모집단위별 5% 범위내에서 타 모집단위로 이월하여 선발할수 있습니다. 

  : 정원외 기회균등선발제의 미충원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아래와 같이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전형구분 모집비율 비 고

농어촌전형 모집단위별 10% 범위내

저소득층전형 모집단위별 20% 범위내

※ 관련법령에 의거 모집단위별 모집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정해진 범위내에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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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합격자 발표 및 등록시 유의 사항
- 합격자 발표장소 : 우리대학 홈페이지  

- 합격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합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 우리대학 지정은행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합격자 발표시 후보자를 발표하고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해당학과에서는 후보순위에 의거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등록시킨다. 

- 후보합격자 추가합격 충원 시 수험생 또는 보호자 등의 부재로 인한 통신 두절시 차순위 후보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한다. 

10  입학포기자 및 등록금 환불
-  우리대학에 등록(예치금 포함)을 필한 후 환불을 요구할 시에는 지정한 기간내  우리대학 교육지원처에 입학포기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등록금(예치금)을 환불받을수 있다. 

  ● 환불신청 서류

1) 입학포기각서 1부(우리대학 교육지원체에 비치)

2) 우리대학 등록금(예치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3) 본인도장, 본인 예금통장 및 신분증

4) 부모님 통장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가족관계 확인)

  ● 입학포기에 따른 등록금(예치금)환불은 입학일 전까지는 기납부액 전액반환, 입학 개시일 이후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우리대학 규정과 교육부 제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처리됨

  ● 환불절차, 등록포기각서 작성 제출 후 우리대학에서 본인이 지정한 통장에 입금함(단 해당은행 휴무일은 환불불가)

1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수 없다 . 

- 수시모집 등록예치금을 2개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한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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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검색하여 대입지원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12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온라인제공 안내

- 본대학 원서접수(인터넷접수 포함)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열람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및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전산자료 열람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서접수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2015년 2월 졸업자
~ 2020년 2월 졸업대상자

수시 : 2015년 1회차 시험 - 2019년 1회차 시험
정시 : 2015년 1회차 시험 - 2019년 2회차 시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자료를 해당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됨

※ 제출된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증 자료를 해당 교육청에 조회하여 위변조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됨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성적증명서로 제출한 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조회하여 위변조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됨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온라인제공 미설치고 출신자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2015년 1회차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산자료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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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학문의

13  수험생 유의사항
-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은 개별통지 하지 않는다.

-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입학서류 조작 및 입학관련 부정행위 등으로 합격한 자가 추후 부정사실이 발견되었을때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14  장학시스템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호산Ⅰ장학금(1년 전면)
호산Ⅱ장학금(1학기 전면)

성적우수장학금
보훈장학금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특기자장학금
교직원복지 장학금

특별장학금
면학장학금

신입생특별장학금
1가구2자녀장학금

만학도장학금
외국인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결혼이민여성장학금
한마음복지장학금

생활관장학금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나이팅게일장학금
명품기능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전공심화장학금

샛별장학금

정암장학금
농촌희망재단장학금

대구은행장학금
국민은행장학금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금
보훈장학금
주심장학금

의용소방대장장학금
푸른등대삼성SDS장학금

서울희망장학금
성심도문화장학금
쌍용곰두리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장학금Ⅱ유형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입학금감축대응지원장학금

· 본대학 입학홈페이지(http:// iphak.hosan.ac.kr)    
· 카카오톡 ID로 실시간 입학상담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053)850-8050  모

집
요
강

학부 및 학과 학과장휴대폰 학과장 연구실 카카오톡 ID

인문사회계열

휴먼복지학부 010-2735-7349 053)850-8213 ohs7349

글로벌융합학부 010-2526-5692 053)850-8190 shanmei76

사회복지과 010-8595-8212 053)850-8212 hosan05203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010-4531-5818 053)850-8237 호산대학교

물리치료과 010-2517-0447 053)850-8035 119truth

방사선과 010-8470-9544 053)850-8231 bj0209kwak

작업치료과

병원행정정보과 010-9611-4874 053)850-8183 risingsu

호텔외식조리과 010-3819-5867 053)850-8281 jjk942001

공학계열

건축과 010-3525-0373 053)850-8286 KimTrajan

건설기계과 010-9350-6393 053)850-8232 kdr6324

소방안전관리과 010-3565-2541 053)850-8196 hosanfire

예체능

뷰티디자인과 010-4551-1970 053)850-8218 43nhj

뮤지컬과 010-7107-9929 053)850-8117 parkmoonhee0704

연기과 010-7107-9929 053)850-8117 parkmoonhee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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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 안심역에서 학교 오는 방법

   안심역 4번 출구로 나옴 ▶ 학교 셔틀버스 또는 508, 518, 708, 808, 814, 818번 승차

·지하철 2호선 사월역에서 학교 오는 방법

   사월역에서 3번 출구로 나옴 ▶ 학교 셔틀버스 또는 840번 버스 승차

인간존중 융합형 인재 양성

☎ 입 학 상 담 T.053) 850-8050
F.053) 853-9754

호산대학교

호산대학교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105길 19
T. 053) 850-8000    F. 053) 853-9715
http://www.hosan.ac.kr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자율개선대학”선정

교육부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운영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대학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간호학과 최우수 

교원양성기관인증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인증 

교육부

간호학과 4년제 

간호교육

평가원인증대학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유치·관리 인증기관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