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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경찰대학 2차 시험(체력시험) 관련 

학부모 유의사항 및 교통편 안내

【 학부모 유의사항 】

-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수험생과 동행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차
시험(체력, 인․적성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험생을 내려
주신 후 바로 귀가하시거나 시험종료 시까지 대학 정문 밖 또는 
천안아산역(KTX)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험 종료시각은 18:10경(4군의 경우 17:50경)으로 예상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교통편 및 경찰대학 찾아오시는 길 】

□ 경찰대학 수송버스 안내 
  ❍ 입교 시 : 천안아산역(KTX) 3번 출구 셔틀버스 승강장 5번 홈에서  

9. 10.(월) ~ 9. 13.(목) 4일 동안 매일 08:55경 
               5분간 대기 후 09:00경 학교로 출발
  ❍ 귀가 시 : 경찰대학 도서관과 본관 사이 샛길에서

(1~3군) 18:20경 천안아산역(KTX)으로 출발
(4군)   18:00경 천안아산역(KTX)으로 출발

  ※ 버스 유리창 앞면에 ‘경찰대학’ 표지 부착되어 있으며
     학부모님들께서는 탑승하실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승차장소>

3번 출구 승강장 5번 홈
앞 09:00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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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이용 안내

 자가용 이용

 - 경부고속도로 이용 시

   ① 천안IC에서 요금정산 후 아산방면 직진

   ② 천안터널 통과 후 계속 직진

   ③ 천안아산역 방면으로 고가도로 진입(북부고가교)후 직진

   ④ 번영로지하차도(천안아산역,아산방면) 통과 후 장제2교차로에서 우회전(예산,아산방면)하여 21

번국도 진입

   ⑤ 초사교차로에서 고불로, 읍내동, 좌부동, 광덕 방면으로 우측도로 진입하여 좌부교차로에서 좌부동, 

읍내동 방면 우회전(623번 도로)

   ⑥ 울바위 삼거리에서 로타리 따라 황산길로 진입. 경찰대학 도착

 - 호남고속도로 이용 시

   ① 논산JC에서 천안, 공주방면으로 논산천안고속도로 진입

   ② 공주JC에서 서공주JC방면으로 당진영덕고속도로 진입

   ③ 유구IC에서 요금정산 후 천안,아산방면 우회전 (39번국도)

   ④ 장존교차로에서 아산(온양온천) 방면 21번 국도 진입

   ⑤ 초사교차로에서 고불로, 읍내동, 좌부동, 광덕 방면으로 우측도로 진입하여 좌부교차로에서 

좌부동, 읍내동 방면 우회전 (623번 도로)

   ⑥ 울바위 삼거리에서 로타리 따라 황산길로 진입. 경찰대학 도착

 -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시

   ① 서평택IC에서 포승공단로를 따라가다 오수중계펌프장 사거리에서 아산방면 좌회전하여 38번 

국도로 진입

   ② 아산만방조제 지나 인주입체교차로에서 아산방면 직진 (39번 국도)

   ③ 아산대교 경유하여 온양순환로 예산, 천안, 공주방변 우측도로 이동

   ④ 읍내교차로에서 직진하여 21번 국도로 진행하다 행목교차로에서 순천향로, 읍내리, 행목리 방면 

우측도로 이동하여 623번 도로 진입

   ⑤ 울바위 삼거리에서 로타리 따라 황산길로 진입. 경찰대학 도착

 택시 이용

   ① 천안 ․ 아산역(KTX) 출발 시 : 요금 19,000~20,000원 정도

   ② 지하철 1호선 배방역 출발 시 : 요금 13,000원~15,000원 정도

   ③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 출발 시 : 요금 9,000원~10,000원 정도

   ④ 지하철 1호선 신창역 출발 시 : 요금 6,000원 정도

 ※ 기타 대중교통(버스) 이용은 아산시 버스정보시스템 http://mbus.asan.go.kr 참고

http://mbus.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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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경찰대학)

경찰대학 캠퍼스

 1. 등록장소 : 도서관 1층 세미나실 (당일 09:00~09:30)

 2. 하차장소 : 본관과 도서관 사이 샛길에서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