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취업을 맨 앞에 둡니다”
대구공업大, 2018학년도 정시모집으로 30명 선발
원서는 내년 1월 6~16일 접수
공업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는 대구공업대학교(총장 이별나)가 15계열(학

일과) 등이 특성화 교육시스템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과)에서 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구공업대학교는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이 전문대학 최고 수준을 자

전체 입학정원 922명 가운데 96.7%인 892명은 수시로, 나머지 30명을

랑하고 있다.

정시로 뽑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든든학자금 대출 외에 30여 개의 다양한

정시 정원 내 모집유형으로 내신 50%, 수능 50%를 반영하는 일반전형,

교내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내신성적을 100% 반영하는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과 일반고 졸업자 전형

특히 국가장학과 연계한 학산나눔(기초생활수급자), 학산희망(소득1,2

이 있다. 또 정원 외로 전문대졸 이상, 농어촌 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분위)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차상위, 만학도, 재외국민 및 기타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전형을 통해 다

되고 있다.

수의 인원을 모집한다. 정원 내 전형에선 학과별 2회까지 복수지원이 가

또 800여 명을 수용하는 최신식 원룸형 기숙사를 운영하고 복지시설로

능하다.

는 매점, 학생식당, 카페, 체력단련실, 실내골프장, 풋살구장 등을 갖추고

1976년 설립된 대구공업대학교는 현장중심의 특성화된 교육시스템과

있다.

우수한 교수진을 자랑한다.

2018학년도 정시 원서접수는 2018년 1월 6일(토)부터 1월 16일(화)까

'취업제일주의 인재양성'을 모토로 학생중심의 실무교육 시스템을 강화

지다.

해 졸업생들은 삼성전자, 포스코,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넥센타이

현장 접수는 지식정보관 1층 입학홍보처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어 등 국내 대표 대기업으로의 취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구공업대 입학홈페이지(http://entr.ttc.ac.kr)나 진학어플라이(www.

자동차과, 전기전자계열, 전자정보통신과, 건축과, 토목조경과 등 공업계

jinhakapply.com)·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를 통해 할

열은 40년 가까운 역사를 배경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수 있다.

특히 공군 F-5 항공기용 J85엔진 4대, MD-500 디펜더 헬기 등 첨단 기

문의(☎) 053) 560-4000~4003

자재를 갖추고 미래항공시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항공정비과, 전국에
서 유일하게 육군본부와 공병분야 학·군 협약을 체결해 부사관 임용 시
가산점 혜택을 받는 공병부사관과는 차세대 공학계열 대표 학과로 주목
받고 있다.
2015학년도 신설학과인 기계CAD과는 지역산업체와의 산학협약을 통
해 3차원 CAD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 수험생들의 이목을 끌
고 있다.
이 밖에 국제기능올림픽 요리분야에 3회 연속 국가대표를 배출한 호텔외
식조리계열을 비롯해 유아교육과(3년제), 사회복지경영계열, 보건의료행
정과, 뷰티아트디자인계열(헤어디자인과, 메이크업분장예술과, 피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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