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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세부 학사일정

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MAR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01.(수) 
3.02.(목) ~ 3.07.(화) 
3.06.(월) ~ 3.08.(수)
3.06.(월) ~ 3.17.(금) 
3.06.(월) ~ 3.24.(금) 
3.30.(목) ~ 3.31.(금) 

제1학기 개강, 삼일절
제1학기 수강정정
부전공 신청 (2차)
제1학기 추가 재수강신청
제1학기 추가 복학신청
제1학기 수강취소

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MAY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01.(월) ~ 5.26.(금)
5.03.(수) 
5.05.(금)
5.15.(월) ~ 5.26.(금) 

교직 학교현장실습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제1학기 특별학점신청

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JUN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06.(화)
6.07.(수) ~ 6.12.(월) 
6.13.(화) ~ 6.19.(월) 
6.20.(화) ~ 8.31.(목)
6.20.(화) ~ 6.26.(월) 
6.20.(화) ~ 7.10.(월)
6.27.(화) ~ 7.03.(월) 

현충일
제1학기 보강일
제1학기 기말시험
하계방학
제1학기 성적입력
하계계절학기
제1학기 성적정정 및 공시

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JUL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31 25 26 27 28 29

7.03.(월) ~ 7.14.(금) 

7.04.(화) 
7.12.(수) ~ 7.21.(금) 
7.24.(월) ~ 8.02.(수) 
7.31.(월) ~ 8.04.(금)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후기졸업생)
제1학기 성적확정
졸업연기 신청(후기졸업생)
조기졸업이수 신청
제2학기 재입학 접수

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AUG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01.(화) ~ 9.01.(금) 
8.14.(월) ~ 8.18.(금) 
8.15.(화) 
8.22.(화) ~ 8.25.(금)

제2학기 복학신청
제2학기 수강신청
광복절
제2학기 등록

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APR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25 26 27 28 29

4.19.(수) ~ 4.25.(화) 제1학기 중간시험



1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NOV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01.(수) 
11.13.(월) ~ 11.24.(금) 

제71주년 개교기념일
제2학기 특별학점신청

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DEC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31 25 26 27 28 29 30

12.08.(금) ~ 12.15.(금) 
12.18.(월) ~ 12.23.(토) 
12.24.(일) ~ 2018. 2.28.(수) 
12.24.(일) ~ 12.31.(일) 
12.26.(화) ~ 2018. 1.16.(화) 

제2학기 보강일
제2학기 기말시험
동계방학
제2학기 성적입력
동계계절학기

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JAN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1.(월)
1.01.(월) ~ 1.07.(일)
1.02.(화) ~ 1.12.(금) 
1.02.(화) ~ 1.12.(금)   
1.08.(월) 
1.08.(월) ~ 1.19.(금) 
1.22.(월) ~ 1.26.(금)
1.29.(월) ~ 2.02.(금)

신정
제2학기 성적정정 및 공시
교직과정이수 신청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전기 졸업생)
제2학기 성적확정
졸업연기 신청(전기졸업생)
부전공 신청(1차)
2018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접수

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FEB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01.(목) ~ 3.02.(금)
2.05.(월) ~ 2.09.(금) 
2.12.(월) ~ 2.20.(화)
2.12.(월) ~ 3.02.(금)
2.15.(목) ~ 2.17.(토)
2.19.(월) ~ 2.23.(금)
2.20.(화) 

2018학년도 제1학기 복학신청
2018학년도 전과신청
2018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유급 신청 및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
설날연휴
학위수여식
2018학년도 전과실기시험

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MAR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01.(목)   2018학년도 제1학기 개강, 삼일절

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OCT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03.(화)
10.04.(수) ~ 10.05.(목)
10.06.(금) 
10.09.(월) 
10.20.(금) ~ 10.26.(목) 

개천절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한글날
제2학기 중간시험

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SEP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9.01.(금) 
9.01.(금) ~ 9.07.(목)
9.04.(월) ~ 9.15.(금) 
9.06.(수) ~ 9.22.(금) 
9월 중순 
9.18.(월) ~ 9.22.(금) 
9.18.(월) ~ 9.22.(금) 
9.28.(목) ~ 9.29.(금) 

제2학기 개강
제2학기 수강정정
제2학기 추가 재수강신청
제2학기 추가 복학신청
대동제 
복수전공 신청
연계전공 신청
제2학기 수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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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안내

1. 개 요

가. 대학에서는 매학기 최대수강신청 가능학점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직접 시간

표를 짜고,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 수업연한은 기본적으로 4년(8학기)이며,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5년(10학기), 

의과대학 의학과는 6년(12학기/의예과 과정 포함)입니다.

2. 수 업

가. 수업의 형태는 50분제 수업과 75분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학점 이론 3시간 교과목은 75분제 수업을 실시합니다.

나. 수업 교시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야간수업 교시당 수업시간은 25분이며 75분 수업은 70분 수업으로 합니다.

라. 50분제 수업과 75분제 수업의 강의 및 휴식시간 안내

3.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학사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 시 수업시간 교 시 수업시간

50분제 75분제 시작시각 종료시각 50분제 75분제 시작시각 종료시각

1교시 8:00 8:30 16교시 16교시 15:30 16:00

2교시 8:30 9:00 17교시 17교시 16:00 16:30

3교시 3교시 9:00 9:30 18교시 18교시 16:30 17:00

4교시 4교시 9:30 10:00 19교시 19교시 17:00 17:30

5교시 5교시 10:00 10:30 20교시 20교시 17:30 18:00

6교시 6교시 10:30 11:00 21교시 21교시 18:00 18:25

7교시 7교시 11:00 11:30 22교시 22교시 18:25 18:50

8교시 8교시 11:30 12:00 23교시 23교시 18:50 19:15

9교시 9교시 12:00 12:30 24교시 24교시 19:15 19:40

10교시 10교시 12:30 13:00 25교시 25교시 19:40 20:05

11교시 11교시 13:00 13:30 26교시 26교시 20:05 20:30

12교시 12교시 13:30 14:00 27교시 27교시 20:30 20:55

13교시 13교시 14:00 14:30 28교시 28교시 20:55 21:20

14교시 14교시 14:30 15:00 29교시 29교시 21:20 21:45

15교시 15교시 15:00 15:30 30교시 30교시 21:45 22:10

교시
3교시

09:00~09:30
4교시

09:30~10:00
5교시

10:00~10:30
6교시

10:30~11:00
7교시

11:00~11:30
8교시

11:30~12:00

50분제
수업
(50)

휴식
(10)

수업
(50)

휴식
(10)

수업
(50)

휴식
(10)

75분제
수업
(75)

휴식
(15)

수업
(75)

휴식
(15)

: 학사관리과 수업팀 200-6122~4       http://intra.donga.ac.kr

01. 학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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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안내 : 학사관리과 수업팀 200-6122~4       http://intra.donga.ac.kr

1. 내 용

매학기 시작 전 한 학기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 매학기 최대수강신청학점

3. 절 차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으로 접속, 로그인 후 신청

가. 수강신청(2월, 8월)

구분 일반대학 석당인재학부 공과대학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및 의예과
의과대학
간호학과

최대
신청학점

19 24 21 21 24 21

수강신청
희망 교과목 담기

수강확정 / 탈락
여부확인

탈락자 수강신청
(선착순 확정)

수강신청 완료

수강신청 교과목
최종 확인

탈락과목
발생

전 과목
확정

수강신청 완료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

01. 학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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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사 안내

나. 수강정정(3월, 9월)

4. 기 타 

가. 재학생은 수강신청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1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탈락 교과목이 발생한 경우는 개설 학과로 증원 관련 사항을 상담하시고, 탈락자수강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목 또는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수강확정 후에는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신청 내역(교과목, 분반, 재수강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적으로 수강신청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과목은 수강할 수 없으며, 수강하더라도 학

점과 성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수강정정 완료 후 수강취소 기간(3월말 경, 10월말 경)에는 신청한 교과목의 취소만 가능

합니다.

바. 기타 수강신청 관련 사항은 학사안내에 게시된 ‘수강신청 안내 책자’ 및 홈페이지 ‘학사

공지’에 게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정정
희망 교과목 담기

수강확정 / 탈락
여부확인

정정 탈락자 수강신청
(선착순 확정)

수강신청 완료

수강신청 교과목
최종 확인

탈락과목
발생

전 과목
확정

수강신청 완료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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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사 안내

e-러닝 교과목 안내 : 교수학습개발센터 200-6293       http://ctl.donga.ac.kr/

1. 내 용

본교에서 개설하는 e-러닝 교과목을 수강신청 후, 각 e-러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강의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 2016학년도 1학기 개설  e-러닝 교과목 (개설 e-러닝 교과목은 매학기 변동) 

      1) DAU e-러닝 : 본교 가상대학에서 제공하는 동아대학교 온라인 교과목

      2) SDU 교과목 : SDU(서울디지털대학교)와의 협약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교과목

     3) GeLC 교과목 : GeLC(부산·울산·경남권역 이러닝 지원센터)와의 협약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교과목 

2. 절차 및 세부사항

3. 기 타

SDU, GeLC의 개강, 종강, 시험기간 및 성적이의신청 기간이 본교의 일정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SDU, 

GeLC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여 과제 및 시험 응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수강신청방법 최대신청학점 수강인원제한 수강취소

본교 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과 동일, SDU와 GeLC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강신청 불가 

매 학기 3학점까지 
(최대 수강신청 범위 내)

과목별 수강인원이 제한, 
수강신청 시 탈락가능

e-러닝 교과목은 수강취소
기간에 취소할 수 없음

교과목 수강

DAU e-러닝교과목 SDU교과목 GeLC 교과목

http://cyber.donga.ac.kr http://union.sdu.ac.kr
https://gelc.or.kr

※ 홈페이지 동아광장 - e 캠퍼스 - 
각 e-러닝 홈페이지로 접속가능

ID 발급

수강신청 인원을 SDU, GeLC로 통보한 후 아이디를 일괄 발급

성적평가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은 P(Pass), 
60점 미만은 NP(Non-Pass), P(Pass)시에만 취득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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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사 안내

계절학기 안내

1. 내 용

계절학기는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이수학점 일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2. 수 업

신청 및 수강 절차 (학사안내 - 수업 -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 로그인)

3. 기 타

가. 계절학기는 매 학년도 9학점(DAU e-러닝 3학점 포함), 졸업 전까지 24학점 이내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나. 우리대학교와 협약이 체결된 타 대학교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절학기는 방학 시작일부터 15일간 수업을 실시합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라. 계절학기 등록금 납입 후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수강취소 신청 내역을 확정 

해야 합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학사안내-수업-계절학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사관리과 수업팀 200-6122~4       http://intra.donga.ac.kr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홈페이지 접속 : 5월 / 11월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및 등록 부산은행 전 지점, 6월 / 12월 경

계절학기 수강 등록완료 학생

취소 희망자 수강 취소 홈페이지 접속 : 6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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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사 안내

복수전공 이수안내 : 학사관리과 수업팀 200-6122~4       http://intra.donga.ac.kr

1. 내 용

재학기간 중 다른 학부(과)에서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여 2개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과 제외).

2. 신청시기 : 매학년도 9월중

3. 자격 : 2학년 1학기까지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2학년 재학생

4. 절차

3. 기 타

가. 복수전공의 선발인원은 해당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0% 이내입니다.

나.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4학년 1학기까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복수/부/연계전공 

- 복수전공’으로 접속하여 복수전공 이수 포기 신청해야 합니다. 

다. 이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복수/부/연계전공 - 복수전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 신청공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
작성/제출

9월 중/ 인터넷신청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
선발/통보

홈페이지 학사공지

복수전공 이수

복수학위 취득 졸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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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이수안내

1. 내 용

재학기간 중 부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위증서 및 학적부에 부전공 내역이 표기됩니다

(일부 학과 제외).

2. 신청시기

가. 1차: 매학년도 1월말~2월초

나. 2차: 매학년도 3월중(1차 미신청자 및 복학생)

3. 기 타

가. 동일전공에 대해서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함께 이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이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복수/부/연계전공 - 부전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사관리과 수업팀 200-6122~4       http://intra.donga.ac.kr

01. 학사 안내

부전공 이수 희망자 신청공고 홈페이지 학사공지

부전공 이수 신청서
작성/제출

1월말~2월초, 3월중 / 인터넷신청

부전공 이수 예정자
선발/통보

홈페이지 학사공지

부전공 이수

부전공 자격 취득 졸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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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사 안내

연계전공 이수안내 : 학사관리과 수업팀 200-6122~4       http://intra.donga.ac.kr

1. 내 용

가. 재학기간 중 연계전공 과정을 이수하여 2개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 연계전공 명칭 및 수여학위

2. 신청시기: 매학년도 9월중

3. 자 격 : 2학년 2학기까지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2학년 재학생

4. 절 차

5. 비 고

가.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4학년 1학기 이전에 연계전공 책임교수 확인을 거쳐, 연계전

공이수포기서를 주관 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복수/부/연계전공 - 연계전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공명 주관학과 참여학과 학위종별

창의인문경영 철학생명의료윤리 경영, 영어영문, 중국어, 사 인문경영학사

인문융합콘텐츠기획 한국어문
고고미술사, 철학생명의료윤리, 

경영정보, 국제관광, 건축
인문콘텐츠학사

동북아인문프론티어 일본학전공 중국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 동북아지역학사

연계전공 이수 희망자
신청공고

연계전공 이수 신청서
작성/제출

연계전공 이수 예정자
선발

연계전공 이수 복수학위 취득

홈페이지 학사공지 홈페이지 학사공지9월 중 / 인터넷신청

졸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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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용

각 교과목에 대하여 학기별 중간 및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교과목에 따라 수시로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절 차

중간시험은 4월, 10월 중순(개강 후 8주차)경에 기말시험은 6월, 12월 중순경에 실시합니다.

3. 기 타

가. 시험시간표가 중복될 경우 우선 소속 학부(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교 선생님과 대체 시험 및 추가 

시험 관련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수업-시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학기 중 정해진 기간 내에 ‘홈페이지-학사안내-수업-개인시험시간표 조회’로 접속하여 개인별 시험

시간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험 및 시험시간표 공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과 게시판
(시험 1주일전)

(해당 학생) (시험 기간)

시간표 확인 및 시험 응시

시험 안내 : 학사관리과 수업팀 200-6122~4       http://intra.donga.ac.kr

01. 학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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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용

특정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 한해 공결을 신청,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결인정사유 및 기간

공결 신청 가능사유 및 기간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수업 - 공결안내 및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홈페이지-학사안내-수업-공결안내및신청’으로 접속하여 신청)

4. 기 타

가. 공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후 5일 이내에 인터넷상으로 공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생리공결을 제외한 모든 공결은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진행상황이 ‘처리중’일 때는 본인 취소가 가능하나 승인된 공결은 취소가 불가합니다(단과대학 행

정지원실로 문의). 

라. 공결 승인 후 반드시 공결허가서를 출력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 시험기간 및 계절학기 기간 동안은 공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01. 학사 안내

공결 신청 안내 : 학사관리과 수업팀 200-6122~4       http://intra.donga.ac.kr

생리공결을 제외한 모든 공결 생리공결

공결신청 공결신청

공결신청서 출력 행정지원실승인

학부(과)장 확인 공결허가서 출력

증빙서류 첨부하여 행정지원실 제출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행정지원실 승인

공결허가서 출력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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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안내 : 학사관리과 학적팀 200-6126~8       http://intra.donga.ac.kr

01. 학사 안내

<휴학>

1. 내 용

특정사유로 해당 학기의 수강이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절 차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생정보서비스 포털 바로가기 - 학적)

가. 일반 휴학

나. 병역 휴학(인터넷신청 불가)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일반휴학 중에 

군입대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병역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3. 기 타

가. 일반휴학은 1회에 최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휴학연기 

(1년)를 할 수 있으며 통산 8학기(4년)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나. 병역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통산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학적-휴학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학>

1. 내 용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학생은 복학예정학기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절 차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생정보서비스 포털 바로가기 - 학적)

일반 복학 및 병역 복학

3. 기 타

가. 일반휴학자의 복학은 휴학기간 만료 전 정해진 기간까지, 군입대자의 복학은 복학해야 할 학기 초 30

일 이내까지 복학절차를 필해야 하며, 복학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이 됩니다.

나. 1년 휴학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한학기만에 조기복학도 가능합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학적-복학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학 신청 (인터넷)

복학 신청 (인터넷)

휴학 처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

복학 처리 (단과대 행정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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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용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학부(과) 및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2. 절 차

3. 기 타

가. 전과의 종류에는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하는 2학년 전과와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하는 3학년 전과가 

있습니다.(수료학기가 5학기 이상인 경우 전과신청 불허)

나. 여석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1) 전출시 : 평점평균이 높은 순 → 취득학점 높은 순 → 입학연도가 빠른 순

     2) 전입시 : 공인영어성적이 높은 순 → 평점평균이 높은 순 → 취득학점 높은 순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야간으로 입학한 자가 주간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2) 복수전공 이수자가 당해 복수전공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3) 편입학자가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4) 의과대학, 교육학과, 석당인재학부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 석당인재학부의 경우 2017년 전과부터 제한 적용(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만 허용)

라. 건축학전공(5년제) 및 예·체능계열은 전입시 실기고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 - 전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학사공지

2월 초 인터넷 신청

공인영어성적 및 실기점수 반영

2월 말 홈페이지 학사공지

3월 초

01. 학사 안내

전과 안내 : 학사관리과 학적팀 200-6126~8       http://intra.donga.ac.kr

전과 신청 공고

전과 신청

전과 전형 실시

전과 허가 통보

수강정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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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관련 안내 : 학사관리과 학적팀 200-6126~8       http://intra.donga.ac.kr

01. 학사 안내

1. 성적인정 : D등급 이상과 P등급의 학업성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합니다.

2. 평가방법 : 출석, 과제, 예습, 중간·기말시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3. 재수강 기준 : C+등급 이하는 다시 수강 하여 A까지 성적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학기당 재수강 신청이 

     가능한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됩니다.(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공통)

4. 졸업(수료)학점

※ 졸업학점 내에서 각 이수구분별 학점을 채워야 졸업 가능

5. 학사경고

학업성적이 매 학기 평점평균 1.5 미만인 자 또는 9학점 이상 F등급 받은 학생은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그만큼 이수해야 하는 학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사경고를 통산2회째 받게 될 경우 다음학

기 수강신청시 3학점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유 급

해당 학년(1,2학기 합산) 평점평균이 1.2미만인 학생 또는 당해 학년 평점평균 2.7미만인 자로서 희망하

는 학생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학년 진급이 되지 않습니다. 1·2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고 상기 유급의 조

건을 갖는다면 유급됩니다. 단, 학사경고를 2회 받아도 학년(1·2학기 합산) 평점평균이 1.2이상이거나, 

학년(1·2학기 합산)조건이 미충족 되면, 예를 들어 1학기(또는 2학기) 학사경고 + 2학기(또는 1학기) 휴

학 + 1학기(또는 2학기) 학사경고일 경우 유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단, 의예과는 별도 기준 적용)

7. 기 타

가. 성적평점평균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목별 평점 X 학점 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 수(F등급 포함, P등급 제외)

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학사안내 - 성적 - 성적관리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 급 A+ A B+ B C+ C D+ D F

실 점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0~64 0~59

평 점 4.5 4.0 3.5 3.0 2.5 2.0 1.5 1.0 0.0

구 분
각 대학 

(공과대학,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제외)

공과대학,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실내건축디자인전공 
(4년제)], 의과대학 간호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건축학전공 (5년제)

1학년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32학점 이상

2학년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3학년 98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4학년 1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60학점 이상 128학점 이상

5학년 · · · 16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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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용

2017학년도부터 정책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추후 홈페이지의 학사안내-졸업-조기졸업에서 확인바랍

니다.

2. 절 차

조기졸업 안내 : 학사관리과 학적팀 200-6126~8       http://intra.donga.ac.kr

01. 학사 안내

조기졸업 신청 공고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학과 게시판

조기졸업 신청 학생 본인 온라인 신청, 삭제

조기졸업자 선발 학사관리과

조기졸업 이수 학생 본인

조기 졸업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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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용

교양필수 교과목 중 Talking English 1A, 1B, 2A, 2B에 한하여 공인 시험으로 대체하여 학점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2. 절 차

3. 기 타

가. 특별학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학기에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학사안내 - 학점인정 신청 - 특별학점인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학점 신청 공고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학과 게시판

특별학점 신청 및 해당 시험
성적표 및 자격증사본 제출

학과 사무실 - 5월 / 11월

특별학점 인정여부 확인 학사관리과 - 6월 / 12월

특별학점 성적 반영 학사관리과 - 7월 / 1월

특별학점인정 안내 : 학사관리과 학적팀 200-6126~8       http://intra.donga.ac.kr

01. 학사 안내



DONG-A UNIVERSITY

   2016 동아대학교 대학생활안내   21

1. 내 용

교직 과정이란 중·고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2. 절 차

3. 기 타

가.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부터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그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받

을 수 있습니다.

나. 복수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 2개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

다.(단, 본인 전공과 복수전공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복수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먼저 2학년 2학기 초에 선발하는 복수전공자로 선발 되어야만 복수교

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직 적·인성 검사에서 적

격판정을 받아야 교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교내주요사이트-교직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직이수
희망자 신청공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과 게시판

교직이수
신청서 작성/제출

학과 사무실
2학년 2학기 말

교직이수자 선발

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

교직부

교직과정 이수

교직이수 선발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작성/제출
(졸업예정 학기말)

교원자격증 취득

졸업시

교직과정 이수 안내 : 교직부 200-6110~1       http://cms.donga.ac.kr/user/teaching

02. 교직과정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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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용

평생교육사 과정이란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

합니다.

2. 절 차

3. 기 타

가. 평생교육사 과정은 별도의 이수 신청절차 없이 2학년부터 소정의 평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학기말에 자격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교내주요사이트-교직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안내 : 교직부 200-6110~1      http://cms.donga.ac.kr/user/teaching

02. 교직과정 이수 안내

평생교육사
과정 과목 이수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 재학중

평생
교육사 자격증

신청서 작성/제출

- 교직부
- 졸업예정 학기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 졸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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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지침

03. 장학제도 안내

1. 신입생 우수 장학금

2개 학기 이상 지급하는 신입생 우수 장학금의 계속수혜 조건은 재학 중 매학기 소정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 3.5(대학원 90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한다.
단, 통산 2회 이상 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되며 성적미
달 학기도 지급 횟수에 포함된다.

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의 지급내역

동아특별 장학금

(수시 및 정시모집)

・인문·자연계열 : 수능 4개 영역(탐구영역은 
2개 과목 평균) 등급의 합이 6 이내인 자

・예·체능계열 : 수능 3개 영역(탐구영역은 2
개 과목 평균) 등급의 합이 5 이내인 자

・의예과 : 수능 4개 영역(과학탐구영역은 2
개 과목 평균) 백분위 평균이 99% 이상인 
자로서 수능 표준점수 총점 최고득점자 1명 
선발

※ 수능성적 산출 기준 : 정시모집 일반학생 
수능영역 및 산출기준 적용(가산점 포함)

・재학 중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도서구입비 연 6,000,000원(월50만원)
・본인 희망 시 기숙사 무료 제공
    (식비 제외, 부산거주 학생도 가능)
・단기 해외어학연수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진학 시 수업료 4학

기면제(입학금 포함) / 단, 본 대학교 일반
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  면제 조건 : 석사과
정에 입학할 경우 지급하며, 대학졸업 후 2
년 이내 대학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
격을 상실한다.

석당인재학부 장학금

(수시 및 정시모집)
・수능 4개 영역(사회/과학탐구영역은 1개 과

목)등급의 합이 8 이내인 자

・재학 중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도서구입비 연 2,400,000원(월20만원)
・본인 희망 시 기숙사 무료 제공
    (식비 제외, 부산거주 학생도 가능)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진학 시 수업료 4학

기면제(입학금 포함) / 단, 본 대학교 일반
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 면제 조건 : 석사과
정에 입학할 경우 지급하며, 대학졸업 후 2
년 이내 대학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
격을 상실한다.

단과대학수석 장학금

(수시 및 정시모집)

・수석 입학자(수시 및 정시모집 전체 지원자 
중 수능성적 기준으로 단과대학 상위 우수
학생 1명 선발)

※ 수능성적 산출 기준 : 정시모집 일반학생 수
능영역 및 산출기준 적용(가산점 포함)

- 인문·자연계열 : 수능 4개 영역(탐구영역
은 2개 과목) 표준점수와 한국사영역 환산
점수 합산

- 예·체능계열 : 수능 3개 영역(탐구영역은 2
개 과목) 표준점수 합산

※ 최초합격자에 한함
※ 예·체능계열은 정시모집에 한함

・재학 중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도서구입비 연 2,400,000원(월20만원)
・본인 희망 시 기숙사 우선 배정
   (단, 부산시 거주자는 제외)
・단기해외어학연수

우수 신입생 

장학금 A B C

(수시 및 

정시 모집)

수시

・수시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 입학성적이 모
집 단위별 모집인원의 상위 8% 이내

・수시 학교생활우수자 및 농·어촌학생, 고른
기회, 특성화고교출신자(동일계) 전형 : 입
학성적이 각 전형별 총 모집인원의 상위 8% 
이내. 단, 모집단위별 장학금 수혜 인원은 각 
전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 이내

※ 최초합격자에 한함
※ 동점자 처리 기준 : 각 전형별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C :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정시

・정시 일반학생 전형 : 입학성적이 모집단위
별 모집인원의 상위 8% 이내

※ 최초합격자에 한함
※ 동점자 처리 기준 : 각 전형별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A : 상위 3%이내 2년간 수업료 전액
・B : 상위 6%이내 1년간 수업료 전액
・C : 상위 8%이내 1학기 수업료 전액
※ 입학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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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우수자

장학금 (정시모집)

・인문계열 : 수능 국어, 영어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
내인 자

・자연계열 : 수능 수학 가형, 영어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인 자

・의예과 : 수능 수학 가형, 영어 영역 등급의 합이 2 이
내인 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 예·체능계열은 제외

・입학 학기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영어영역 및 수학영역

우수자장학금

(정시모집)

・인문계열 : 수능 영어 영역이 1등급인 자
・자연계열 : 수능 수학 가형 영역이 1등급인 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 예·체능계열 및 의예과는 제외

・입학 학기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경시대회 장학금
・본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에서 수상

한 자로 대회요강에 의한 장학특전 해당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경시·경연대회 요강에 의함

외국인 우수 신입생

장학금 A·B·C

외국인 유학생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자

・신(편)입생 중 전형별 합격 인원
의 50% 범위 내에서 한국어능
력시험(TOPIK) 5급 이상 고득
점자 순으로 선발

・A :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제외)

・신(편)입생 중 ‘수업료 전액’ 장
학금 지급 자격요건에 해당되
지 않는 자 중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영어능력시험 성적 취득자

・B : 입학 학기 수업료 50% 
         (입학금 제외)

・신(편)입생 중 ‘수업료 전액’ 또
는 ‘수업료 50%’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C : 입학 학기 수업료 30% 
         (입학금 제외)

외국인협정대학

편입생장학금

본교 협정체결 전문
대학 출신 편입학 지
원자 

・국제교류처 자체 기준에 의해 선
발된 자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 (입학금 포함)

외국인유학생

특정대상장학금

신·편입학 지원 외
국인 중 본교와 협
약 체결이 되어있는 
해외 유관 기관 추천 
외국인 유학생

・국제교류처 자체 기준에 의해 선
발된 자

・A : 4년간 수업료 50% 
         (입학금 포함)
・B : 입학 학기 수업료 50% 
         (입학금 포함)
・C : 입학 학기 수업료 30% 
         (입학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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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내 장학금

▶ 장학제도가 변경될 경우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체육특기자장학금, 국가유공자본인교비장학금, 국가유공자자녀교비장학금, 군

위탁생장학금, 장애학생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등 특별히 성적을 따로 정한 장학금을 제외하

고는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인 자에 한함. 

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의 지급내역

성적우수 장학금

A ・B ・C

· 직전학기 소정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평생지도교
수 상담을 실시한 자로서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 장학
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 A : 수업료 100%  · B : 수업료 60%,
· C : 수업료 30%

특별 장학금
· 효행 등 선행을 행한 자, 본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전국적 규모대회 대상에 입상한 자 등 특별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함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공로 장학금 A 
· 재적 중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 4년간 수업료 전액

공로 장학금 B 
· 재적 중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시험에 1차 합격한 자

· 1년간 수업료 전액

지독료 장학금
·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지망생으로서 지독료운영규정에 의거 소정
의 전형을 거쳐 선발된 연구생

· 수업료 전액 

체육특기자

장학금
· 체육특기자로 스포츠단에서 선발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 월보조장학금 일부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교비 장학금
·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별도 

제출)
·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 계절학기 수업료 전액

국가유공자

자녀교비 장학금

· 국가보훈 대상자 직계자녀(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별
도 제출)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 수업료 1/2(입학금 포함)
· 단, 수업료의 1/2(입학금 포함)은 국가보

훈처의 재원으로 지급

동아희망 장학금 ·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결과에 따라 대학 

자체 기준에 의거 지급

간부 장학금 A ·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
회 회장·부회장으로 선출된 자

· 수업료 70%

간부 장학금 B · 각 자치기구 간부 중 학생·취업지원처에서 추천한 자 · 수업료 40%

학군단 장학금 · 학생군사교육단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수업료 40%

가족장학금 A·B

· 동일 학기에 한가족 2인 이상이 등록한 자(대학원 제
외)

※ 고학년 학생에게 지급하되, 동일학년인 경우 연장   
자에게 지급

※ 가족장학금의 수혜대상자가 다른 장학금 수혜자 일 
경우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

· A : 3인 재학인 경우 각 1인 
       수업료 30%
· B : 2인 재학인 경우 1인 수업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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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복지

장학금

· 학교법인 동아학숙 직원, 본 대학교 교직원, 동아대학교 병원 직
원의 직계자녀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본대학교 교직원 본인이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교직원의 범위 : 정년이 보장되는 교직원(비정년트랙 전임교

원은 예외적으로 인정)에 한함
※ 상기 직원으로 재직 중 사망 또는 정년퇴직(명예퇴직 포함)시 

그 직계자녀가 본 대학교에 재적 중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급

·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장애학생 장학금
· 본인이 장애인 1~3등급인 자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88이상일 경우 지급(단, 신

입생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학업성적 기준 미적용)
· 수업료 70%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

·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선발
※ 장학금지급규정 제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장학    금을 중복

지원하며 학업성적 제한 없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준에 
의거 지급

외국인 

성적우수 장학금

A · B · C · D

외국인유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직전학기 성적순위 10% 미만 · A : 수업료 전액

· 직전학기 성적순위 40% 미만 · B : 수업료 70%

· 직전학기 성적순위 60% 미만 · C : 수업료 40%

· 직전학기 성적순위 80% 미만 · D : 수업료 20%

외국인 유학생 

특별 장학금

외국인 우수신입
생 장학금 및 

외국인 성적우수
장학금 미수혜자

· Brain Dong-A, Global Dong-A, 재외
동포초청, 부산행복창조글로벌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국제교류처 자체 기준에 의
해 선발된 자

·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외국인 교환학생 

장학금
· 해외 자매대학으로부터 초청된 교환학생 · 자매결연교와 상호협약에 의함

해외 자매대학 외국인 

편입생 장학금
· 해외 자매대학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편입생 · 자매결연교와 상호협약에 의함

해외파견 장학금

· 복수학위, 해외인턴십, 해외학기파견, 단기교류학생지원, 동하
계해외어학연수지원, 하계계절학기지원, 해외파견 장학금 등 
국제교류처에서 시행하는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의해 해당 장학
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자

· 수업료 일정액
· 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군위탁생 장학금 · 교육부 추천에 의해 입학한 군위탁생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 수업료 50%

다우미디어센터

학생기자 장학금
· 다우미디어센터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기자 · 해당 학기 수업료 1,000,000원

대학 및 학과 

자체 장학금

· 학과기금조성, 학부생면학, 학과평가인센티브 장학금 등 대
학 및 학과 자체선발 기준에 의해 해당 장학금 지원 대상자
로 선발된 자

· 수업료 일정액
· 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근로 장학금

· 교육도우미(비정년), 교육도우미(정년), 한림생활관멘토
A·B, 국가근로(교비), 사하구멘토링(교비), 석당글로벌하우
스교육도우미 장학금 등 학과 또는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근로장학생 선발지침에 의해 해당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
발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 해당 장학금별 기준에 의함

기타 장학금

· 동아프라이드, 동아희망플러스, 독서마일리지, 공대계약학
과, DA-Superior, 현장실습계절학기, 동아비교과스탬프 장
학금 등 장학금 지원정책 또는 해당 부서의 장학생 선발지침
에 의해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자

· 수업료 일정액
· 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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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장학금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고 필요 시 대학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음.

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의 지급내역

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하여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해 지급

Ⅱ 유형

국가 장학금

· Ⅰ유형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저소득층장학금, 저소
득층성적우수장학금,장학사정관제장학금 등) 중 대학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Ⅱ유형국가장학금 대학별 배정금
액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급

Ⅱ유형

국가지방인재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 본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입학
성적우수자 등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해 지급대상으
로 선발된 자

· Ⅱ유형국가장학금 대학별 
   배정금액 내에서 지급

국가장학금

(인문사회계)
· 인문·사회계열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자체 기

준에 의해 선발된 자

·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 생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국가장학금

(인문100년)
· 인문·사회계열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자체기준

에 의해 선발된 자 

· 수업료 전액 
· 학업장려비 지원 
· 생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국가장학금

(이공계)
· 이공계열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 생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국가장학금

(예술체육비전)
· 예체능계열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자체 기준

에 의해 선발된 자

· 수업료 전액 
· 생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기준 및 대학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수업료 전액  
· 취업준비장려금 지원 

국가근로

장학금
· 해당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고 한국장학재단 

소득심사 통과자 중 대학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시간당 근무에 의한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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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외 장학금

▶ 개별 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은  

개별 장학재단 지침에 의함.

정부 및 공공기관 / 교외장학재단, 개인기탁 및 기타

경복의학연구재단
공군본부
관우장학회
광산장학회
국가보훈처
국립국제교육원
국민은행
기술보증기금
김해장학회
남궁앤강기념재단
남촌장학회
농어촌희망재단
농협재단
달성장학재단
담양장학재단
대동장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전기협회장학회
대한토목학회
동남운곡장학회
동래장학회
동아공학장학재단
동아대학교동문장학회
동아대학교여교수회
동아대학교응원단동문회
동아대학교의과대학발전재단
동아대학교재직동문회
동아대학교토목공학과장학재단
동아문화재단
동아법대장학회
동아아너스장학회
동아영문장학재단
동아의과대학발전재단
동아장학회
동아학술연구지원재단
동아환경장학재단
디카팩장학재단
러시앤캐시행복나눔재단
롯데장학재단
미래에셋박현주재단
미래인재육성재단
벽산장학문화재단
봉은재단
부산건설기계협동조합
부산북구장학회
부산은행장학재단
(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부산을숙도로타리
부산진구장학회
부운장학회
사하양지장학회
산학협력단
삼성꿈장학재단
삼원장학재단
새마을운동지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서강장학회
서봉장학재단
서암문화장학회
서철원장학재단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세정장학나눔재단
소방서
송원문화재단
시원공익재단
신라문화장학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정장학회
양산시
연산동장학회
영도육영회
영일만포럼
영풍문화재단
온산공단장학위원회
우석문화재단
우신기술단
우원장학문화재단
우천장학재단
운봉삼송재단
운봉장학문화재단
운봉장학회
운파문화장학회
월진장학재단
유니온스틸장학회
육경장학회
육군본부
윤상기장학재단
인당장학회
인산장학문화재단
일맥문화재단
일산장학회
일주학술문화재단
정산장학재단
정수장학회
조광요턴

주심장학재단

지원장학재단

창성장학회

청구조기축구회

청암문화나눔재단

청촌장학재단

키움증권주식회사

태암문화재단

태형기업

하림장학재단

하이트진로

하정학술재단

학해장학회

한국SHELL석유(주)

한국거래소

한국라이온스C지구장학회

한국로타리석순관명장학회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정환재단

한국섬유기술연구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유리육영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도자육성재단

한국화학공학회

한남학술재단

한원장학재단

한일상훈장학회

함덕장학회

함안군

해군본부

해석정해영선생장학문화재단

향문장학회

협성문화재단

홍산장학재단

반곡장학재단

(주)내자인

(주)하나투어

(재)금샘문화재단

(재)S&T장학재단

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

KSD나눔재단

KT창의혁신재단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

03. 장학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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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등록 안내

1. 재학생 등록기간

  1학기 : 2017.2.20(월)~2.23(목)

  2학기 : 2017.8.22(화)~8.25(금)

2. 고지서 발급

동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등록 - 등록금 납부 안내(반환기준) - 등록금고지서 발급 바로

가기

3. 수납처

부산은행(가상계좌포함),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전국 각 지점

4. 기타

· 납부확인은 등록금 납부 다음날부터 학교홈페이지 학생정보에서 가능

· 등록금 고지서는 홈페이지에서 출력(등록금 고지서 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칙에 의해 제적 처리됨

등록 안내 : 경리과 200-6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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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job.donga.ac.kr

승학캠퍼스 위치 S08 교수회관 2층 전화 051-200-6222~4 팩스 051-200-6225

부민캠퍼스 위치 B04 종합강의동 1층 전화 051-200-8771~2 팩스 051-200-8773

05. 취업지원실

전국 최대규모, 동아대학교의 자랑 취업동아리 

★ 2015년 학생조직활동 부문 전국 1위(동아일보 청년드림평가, 2014년 2위/2013년 3위)

★ 2010, 2012년 교육역량우수사례 선정

- Leaders Club (대기업 취업준비반), 모집대상 : 4학년

13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리더스 클럽은 졸업을 앞둔 4학년 우수학생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공

동학습을 1년간 진행하게 됩니다. 11년 연속 90%이상 취업률은 물론, 취업자의 80%가 대기업으로 진

출해 온 사례는 다양한 언론매체와 평가기관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명실상부 동아대학교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잡았습니다. 

- Frontiers (중견기업 취업준비반) : 미취업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견기업의 본인 희망직무로 진출하기 위하여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전국최초・

최다인원이 운영되는 프론티어즈는 동아대학교의 취업률 향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경력개발과 더불

어 모의면접, 입사서류 지원 등 실전을 중점으로 준비하며, 매 기수 80%이상의 취업률을 만들어가고 있

습니다.

- Leaders Club Junior (저학년 취업준비반) : 2,3학년 재학생

다양한 전공의 저학년 학생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저학년부

터 체계적인 준비과정 지도를 통해 취업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가게 되며,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선발안내

구 분 내 용

Leaders Club 연 2회(2월,8월) 서류전형/인적성검사/면접을 통해 약 500명 선발

Frontiers 연 2회(3월,9월)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연간 약 600명 선발

Leaders Jr. 연 1회(3월)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연간 약 150명 선발

지원내용

구 분 지원사항

Leaders Club
- 단기집중교육(캠프) 실시

- 개별면담 및 취업지도

- 월별 간담회

- 운영비 및 어학응시료 지원

- 각종 경력개발활동 지원 등

- 반별 그룹 스터디 운영(스터디룸 지원)
- 대기업 재직선배 멘토링
- 대기업 채용 대비 특강 진행

Frontiers
- 직무별 그룹 스터디 운영(스터디룸 지원)
- 우수중견기업 현장투어 실시
- 입사서류컨설팅 및 실전모의면접 실시

Leaders Jr.
- 회사견학·직무탐색·봉사활동 등 조별활동 실시
- 어학·자격증 등 다양한 그룹 스터디 운영
- 개별 진로지도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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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취업지원실

경력개발 프로그램

·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 선배초청 직무교육 [학기 중 개설]

      주요기업에 재직 중인 동문 선배들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회사·직무에 대한 궁금증 해결은 물론, 취업준비

      노하우까지 전수 해 드립니다.

   - 입사지원서 컨설팅 [학기 초 개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어려운 입사서류, 매 학기 개설되는 입사지원서 컨설팅을 통해 해결 하세요!

   - 직무적성검사 집중교육 [방학 중, 학기 초]

      도무지 알 수 없는 직무적성검사 문제접근 방법, 직무적성검사 집중교육에서 해결 하세요!

   - 모의 직무적성검사 [학기 초]

      공채 시작 전, 실전과 같은 모의 직무적성검사로 나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면접스피치 집중교육 [방학 중]

      혼자서 준비하기 힘든 면접! 방학 중 면접스피치 집중교육을 통해 준비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교육 [학기 중]

      상·하반기 주요기업 합격자들은 합격기업의 채용전형에 따라 모의 직무적성검사, 선배초청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실을 통해 합격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 실무자 양성과정 [방학 중 개설]

전현직 근무자들의 생생한 실무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실습·강의를 통해 분야별 업무에 대한 이해

도를 높힐 수 있습니다. 수강자에게는 교육 종료 후 교육 수료증을 발급 해 드립니다.

· 자격증 취득과정 [방학 중 개설]

직무별 취업에 필수적인 핵심 자격증 강좌를 수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

격증 취득과정은 일정 수준이상 수강 후 수험표를 제출 하면 수강료의 약 50%를 환급 해 드립니다.

2017학년도 실무자 양성과정 (연간 600명 규모)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과정 품질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조선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과정 생산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영업관리자 양성과정

금융실무자 양성과정 서비스매니저 양성과정

2017학년도 자격증 취득과정 (연간 800명 규모)

ERP 정보관리사 건축기사 (필기) 식품기사 (필기)

SMAT(서비스경영자격) 토목기사 (필기) 일반기계기사 (필기)

마케팅조사분석사 가스기사 (필기) 정보보안기사 (필기)

구매자재관리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조경기사 (필기)

유통관리사 산업안전기사 (필기) 국제무역사

AFPK(개인재무설계사) 전기기사(필기) 물류관리사

재경관리사 대기환경기사 (필기) 종자기사 (필기)

전산세무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 품질경영기사 (필기)

전산회계 1급 수질환경기사 (필기) 화공기사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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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이들과 진심어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연간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진로 상담(저학년 위주) 및 취업 역량 상담(고학년 위주)을 통하여 피상담자

의 전공, 적성, 희망진로 등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상담을 실시합니다. 승학 및 부민캠퍼스에 

위치한 취업지원실에서는 캠퍼스별 특화된 취업상담 뿐만 아니라 취업동아리 특별상담, 단과대학별 취

업진로상담 등 피상담자의 상황에 맞춘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습니다.

학년도별 취업상담 현황

※ 취업상담 신청 방법

취업지원실 홈페이지 접속 - 취업(추천)상담 예약 - 상담 희망 캠퍼스 및 시간 선택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교내에서 선발하여 최종 입사까지 이어지는 취업의 가장 빠른 지름길!]

취업을 하는 방법은 공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소재한 기업체로부터 연간 수백 건의 취업추천 

요청이 있으며, 약 천 여명의 학생이 매년 입사추천을 통해 입사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동아대 

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취업 추천의 기회를 여러분도 잡으세요.

학년도별 취업상담 현황

05. 취업지원실

취업상담/취업추천 

학년도 2013 2014 2015

상담건수 5,384 5,070

학년도 2013 2014 2015

추천건수 537 9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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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제 인턴십(재학생 대상)

- 학점제 인턴십은 학교(학부,학과)와 기관(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현장실습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방학 중에 실시하는 인턴십Ⅰ,Ⅱ 과정과 학기 중에 실시하는 

인턴십Ⅲ 과정으로 총 3개 과정이 있습니다. 

- 과정별 세부사항

- 학생 신청방법

· 학과진행 : 학기(방학) 전 해당학과의 모집안내에 따라 신청하며 합격자는 인턴십신청서를 학과 사무  

실로 제출(단, 학과 및 시기에 따라 학점제인턴십 개설이 없을 수 있음)

개별진행 : 개별로 지원하여 인턴에 합격한 경우 학점제 인턴십으로 인정 가능여부를 취업지원실 담당

자에게 문의 후 가능 시 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학기, 방학시작 1주 전까지 제출) 

· 기업 신청방법 : 취업지원실 또는 관련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여 가능여부 확인 후 진행(연중상시)

· 학점제 인턴십 운영실적

· 지역 우수기업 인턴프로그램(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대상)

- 지역 우수기업 인턴프로그램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인턴활동을 통한 실무경험 기회제공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턴기업으로의 연계취업 및 관련 업종/직무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 주요사항

 ※ 선발인원은 동/하계방학 각 30명 내외로 기업의 인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발

- 학생 신청방법 : 취업지원실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기업 이력서 작성하여 제출/면접

- 기업 신청방법 : 취업지원실 담당에게 문의(상시 신청가능)

05. 취업지원실

현장에서의 배움기회, 인턴십 프로그램 (학점제 인턴십 / 지역 우수기업 인턴프로그램)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참가인원 82명 95명 116명

구분 2013학년도 모집시기 인턴기간 비고

지역 우수기업 
인턴프로그램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하계 :  6월초

동계 : 12월초
하계 : 7~8월
동계 : 1~2월 인턴수당 지급

구분 인정학점 실습주수 개설학기 신청대상 신청기간

인턴십Ⅰ 3학점 4주 이상 방학중
4학기 이상

이수자
방학시작 
1주전까지

인턴십Ⅱ 6학점 8주 이상 방학중

인턴십Ⅲ 18학점 이내 16주 이상 학기중 5학기 이상 
이수자

학기시작 
1주전까지



DONG-A UNIVERSITY

34   2016 동아대학교 대학생활안내   

05. 취업지원실

D-Cap / CIA

· Dong-A Career Contents & Presentation 경진대회

-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D-CAP(Dong-A Career Contents & Presentation) 경진대회」는 동아인

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학생·취업지원처 취업지원실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교내 공모전입니다. 현

재까지 수상자는 총 160개팀(674명)으로 매년 참가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최부문 및 공모주제는 매

년 변경되며, 기간은 하계방학 중 약 6주간에 걸쳐 출품작을 공모합니다. 「제6회 D-CAP 경진대회」에서

는 UCC, 기획(Presentation), 수기 3개 부문에서 총 440명의 학생들이 창의력과 발표력을 경진하여, 총 

300여명의 학생이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개최될 대회에서도, 수상자들은 전원 우리대학교 총장님 명의의 상장을 비롯하여 상금과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UCC부문 수상

작은 동아대학교 취업지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6회 D-CAP 시상내역 (2015년)

·Career Information Assitants(취업정보도우미)

취업지원실 행사지원 및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을 위하여 매 학기 취업지원실에 새로운 식구를 모집합니

다. 동아대학교 학우들에게 취업과 관련 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취업지원실의 SNS 운영을 통해 학

생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선발시기 : 매학기 시작 전 [1월, 7월 공고/ 년 2회 선발]

- 지원내역 

  · 매월 활동비 지급(기본 80,000원 / 최대 200,000원)

  · 활동증명서 및 직급별 임명장 발급(학생·취업지원처장 명의)

  · 취업지원실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취업동아리 선발 가산점 부여, 자격증 과정 수강 기회 제공 등)

- 활동내용

  · 우수기업 재직선배, 기업 인사담당자 인터뷰 기사화 및 책자 발간

  ·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등 다양한 취업행사 취재 후 홈페이지 게재

  · 취업지원실 SNS(Facebook, Blog) 및 홈페이지 게시판(Dong-A Job Magazine) 관리 및 운영

  · 취업지원실 경력개발 프로그램(자격증/실무자 양성과정 등) 진행요원으로 참여

  · 취업지원실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홍보물 기획 및 제작

부문 시상명 시상내역(총 62팀)

UCC(단체)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총장상, 상금 (9개팀)

기획(단체) 특선 / 입선 총장상, 상품권 (9개팀)

PT(개인) 특선 / 입선 총장상, 상품권 (9개팀)

전체 특별상 / 특선 / 입선 총장상, 상품권 (35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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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취업지원실

기타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학생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계발과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 직업

훈련, 인턴십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력을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여성 전문인력을 양

성합니다. 여대생들에게 ‘1:1 커리어 컨설팅’, ‘여대생 특화 취업동아리’, ‘여대생 특화 진로교과목’, ‘창

업교육’ 등 다양한 여대생커리어개발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글로벌인재개발센터

 글로벌인재개발센터는 해외(인턴)취업을 전문으로 담당하며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는 동아대학교 학생들

을 위해 다방면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학교가 공동 지원하는 K-Move스쿨 연수과정과 교비 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

써 학생들이 더욱 준비된 인재로서 해외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사업

을 통해  미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그 꿈을 펼치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 

 - 토익할인접수 

  동아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릴수 있는 혜택, 토익스피킹 및 토익 추가시험 접수비를 10% 할인 받

으실 수 있습니다. YBM한국토익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이 기회는 전국 유일하게 동아대학교 학

생들에게만 지원되게 됩니다. 

[동아대학교 취업지원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팝업 접수창 통해 이용]

 - 온라인 취업컨텐츠

국내 최대 취업컨텐츠를 보유한 에듀스와의 계약을 통해 동아인이라면 제한없이 무료로 무제한 이용이 가

능합니다. 합격자 자기소개서, 면접가이드북,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취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아대학교 취업지원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에듀스 취업컨텐츠 링크 통해 접속]

 - 스터디룸 이용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승학 15개, 부민 17개의 스터디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언제든 대여가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대여방법은 취업지원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구비시설 : 프로젝터, 컴퓨터, 냉난방시설, 화이트보드 등)  

- 취업자료실

 동아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신 취업트랜드에 맞추어 8,573권의 취업관련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2016.1월 기준), 승학-부민 취업자료실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권, 최대 21일간 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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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1. 주요 프로그램 안내

- 항만물류전문가양성과정

여대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계/동계방학 중 실무자 양성과정 교육 실시. 하계방학 중 실

시하는「항만물류전문가 양성과정」은 항만 물류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자 및 취

업선배 중심의 특강으로 이루어진 실무자 과정.

- 외국계기업 취업희망자 집중교육

영문이력서 및 영어인터뷰 교육, 재직 실무자 중심 특강을 통해 외국계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여

대생들의 위한 집중교육 프로그램.

-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차세대여성 CEO 양성과정, CS 리더스 양성과정, 사투리교정 클리닉 등 여대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개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입사서류 클리닉, 이미지메이킹 등 대기업 중견기업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대비

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활용하기

구  분 주요내용 실시기간 모집인원

항만물류전문가양성과정 항만시설 등 현장견학, 항만 공기업, 국내외 선박
회사 등 주요기업체 실무자 및 취업선배 특강

하계방학 40명

외국계기업 취업희망자 
집중교육

영문이력서 및 영어인터뷰 교육, 외국계기업 재
직 실무자 초청 특강

동계방학 40명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차세대여성CEO 양성과정, CS 리더스 양성과정, 

사투리교정클리닉
학기 중 과정별 상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입사서류클리닉, 이미지메이킹 학기 중 과정별 상이

지원내용 신청방법 비  고

오프라인 교육과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상시

진로상담 및 커리어컨설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방문 승학캠퍼스 S8, 2층

각종 서적 열람 취업자료실 방문 승학캠퍼스 S8, 3층

스터디룸 이용 취업지원실 방문 승학캠퍼스 S8, 2층

: 전화 200-6222~4   팩스 200-6225    http://wcareer.donga.ac.kr



   2016 동아대학교 대학생활안내   37

DONG-A UNIVERSITY07. 학생 상담

학생상담 센터

· 승학캠퍼스

· 부민캠퍼스

학생상담센터는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이야기

를 함께 나누는 상담기관이며 개인상

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통해 여러분

의 마음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개인상담

· 신청방법

프로그램명 대상 프로그램내용

개인 영역별
상담 프로그램

전학년 대상

· 전문상담원과 함께 자기이해와 효능감 증진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 및 
성공적 사회진출을 조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1 개인상담으로 주 1회, 50분 진행(최대 10회 진행) 
· 상담주제 : 진로, 적응, 성, 가족, 정서, 대인관계, 성격
· 동아대학교병원 임상심리 상담원 연계 상담 실시 

학생회관
3층

부서 심리검사부 상담부

위치 Q301호 Q308호

전화 200-6071, 6476 200-6070, 6473

팩스 051-200-6475

종합강의동
L층

부서 상담부 및 심리검사부

위치 BC-B 102-1호

전화 200-8775~6 팩스 051-200-8777

접수 초기면접 개인상담 예약 개인상담 시작

상담센터 또는
홈페이지 방문



DONG-A UNIVERSITY

38   2016 동아대학교 대학생활안내   

2.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

· 참고) 본교 교직원 자녀 대상 (방학 중 실시) 

· 신청방법

3. 집단상담

- 전문상담자와 10명 이하 소집단의 모임

- 매 학기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학기 별 홈페이지 등 공고/ 개설 프로그램은 학기별로 다름) 

프로그램명 대상 프로그램 내용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을 통한 

자기이해

전 학년
(휴학생 포함)

· 성격·인성: MBTI성격유형검사, 에니어그램, 성격진단검사, MMPI-Ⅱ
다면적 인성검사, TCI기질 및 성격검사, NEO성격검사, 대인관계검사, 
성격강점검사 등

· 진로·적성검사: Holland, U&I 학습유형·진로탐색검사, MLST학습전략
검사

·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상담 및 진로상담 실시   

프로그램명 대상 프로그램 내용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을 통한 

자기이해 

교직원 자녀
(초 2 이상)

· 성격·인성: MMTIC, MBTI, 에니어그램, 성격진단검사, MMPI-A, 
MMPI-Ⅱ, TCI기질 및 성격검사, NEO성격검사, 성격강점검사 등 

· 진로·적성검사: KMIS-E 다중지능검사, Holland(진로발달, 진로탐색,
적성탐색검사), MLST학습전략검사, U&I(학습유형, 진로탐색, 교육유형
검사) 등 

·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상담 및 진로상담 실시  

프로그램명 대상 프로그램 내용

인성·진로적성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전 학년

·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진로탐색 및 설계 프로그램
·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 감정 및 정서조절 프로그램
· 자기성장 프로그램
· 학교적응 및 학습전략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전학년
· 또래상담자 양성을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교육청 연계자원봉

사)
· 예비부부 및 커플 대상 관계 증진 집단 프로그램(사하구건강가정센터)

검사 일정확인 검사 실시 해석상담 예약

상담센터 또는
홈페이지 방문

해석상담 실시

07. 학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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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확인 집단상담 신청
집단상담 

Orientation

상담센터 또는
홈페이지 방문

집단상담 시작

07. 학생 상담

특성화 프로그램 전학년

·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인성강화 프로그램
·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학습전략 강화 프로그램
· 예비교사를 위한 인성 및 적성 강화 프로그램 
· 평생지도교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직원 상담기법 세미나

교내연계 프로그램

교직부 · 예비교사를 위한 인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입생 · 입학사정관제 입학생 - 학교 적응 훈련 및 동기강화 프로그램 

각 학부

· 각 학부 수업매체 활용, 단체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지원
· 대인관계· 인성· 정서· 성격 - MBTI, 에니어그램, 성격진단검사, 

MMPI 등
· 진로· 적성· 흥미 - Holland, U&I, MLST 등

· 신청방법

4. 온라인 상담

·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 이용

· 본 센터 홈페이지(guide.donga.ac.kr)를 통하여 신청 및 상담진행

5. 성폭력 상담

· 성폭력에 관한 상담 

·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접수

·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성윤리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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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는 교환학생Ⅰ, 교환학생Ⅱ, 복수학위제, 해외어학연수, 자비유학, 자비인턴십, 자

비어학연수, 해외계절학기, 단기교류, 해외봉사, 교내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교환학생 Ⅰ,Ⅱ

본교와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한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하는 프로그램으로, 본교에 등록을 한 후 학점은 

자매대학에서 취득함. 어학 및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함.

1. 신청자격

·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 (단, 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어야 함)

· 어학능력

2. 파견조건

· 파견기간 동안 본교 또는 상대교 등록금 면제(교환학생Ⅰ, Ⅱ 구분 표 참조)

·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함(교환학생Ⅰ, Ⅱ 구분 표 참조)

· 상대교의 상황에 따라 기숙사 또는 외부 숙소 이용(비용 본인 부담) 

프로그램명 대상 프로그램내용

교환학생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파견 학기 상대교 학비 면제
-본교 학비 납부
-학부 수업 이수 및 학점인정

교환학생Ⅱ 영어, 일본어, 중국어

-파견 학기 상대교 학비 납부
-본교 학비 납부 후 환불 (학기 초과자는 환불 불가)
-학부 수업 이수 및 학점인정
-장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

언어권 신청자격 해당국가

영어
TOEIC 750 and/or 

TOEFL IBT 79 (파견 대학에 따라 상이)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어
新HSK 4급 이상 소유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춘 자

중국, 대만

일본어
JLPT 2급(N2) 또는 JPT 560점 이상 

(교환학생Ⅱ는 자체시험으로 대체 가능)
일본

독일어 Goethe-Zertifikat B1 이상의 자격증 소지 독일

08. 국제교류 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그램 : 국제교류과 200-6442~4, 6446~8, 1492     http://global.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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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큐슈산업대학 九州産業大學(Fukuoka)

3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월 보조금 지원

치쿠시여학원대학 筑紫女学園大学(Fukuoka)

9월 (1년)

교환학생 I

쿠마모토대학 熊本大學(Kumamoto) 교환학생 I, Ⅱ

아이치슈쿠토쿠대학愛知淑德大學(Chiba) 교환학생 I

나가사키현립대학縣立 縣立長崎大學(Nagasaki) 교환학생  I

노스아시아대학 North ASIA University(Akita) 교환학생 I, 기숙사 제공

08. 국제교류 프로그램

3. 선발대학 및 일정

국가 대학명 (소재도시) 선발시기 파견시기 장학혜택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워밍턴 대학교 
University of North Carolina,Wilmington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사우스웨스턴오클라호마대학 
Southwestern Oklahoma State University (Weatherford)

9월 익년 1월(1년) 교환학생 I

안젤로주립대학 
Angelo State University(San Angelo)

3월/9월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Ⅱ

랜더대학 
Lander University(Greenwood)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Ⅱ

캘리포니아주립대-프레스노 
CSU Fresno(Fresno)

교환학생 Ⅱ
경영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영국

하트퍼드셔대학 
University of Hertfordshire(Hatfield)

교환학생 I

카티프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Cardiff Metropolitan University(Cardiff)

3월
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환경디자인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캐나다

탐슨리버스대학 
Thompson Rivers University(Kamloops)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알고마대학 
Algoma University(Sault Ste. Marie)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독일

뮌헨대학 
Ludwig-Maximilians Universitat(Munchen)

5월 9월 (1년) 교환학생 I
독어독문학과 대상 

프로그램본대학교 
University of Bonn

5월 9월 (1년)

싱가
포르

난양기술대학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싱가폴)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인도
네시아

비누스대학 
Binus University(자카르타)

3월/9월
교환학생 I

토익 700이상 지원 가능

말레이시
아

테일러 대학교 
Taylor’s University(Selangor)

교환학생 I, 
국제관광학과 대상

프로그램

필리핀
산어거스틴대학교 

Colegio San Agustin(Bacolod City)
교환학생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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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학명 (소재도시) 선발시기 파견시기 장학혜택

일본

큐슈국제대학 九州大學(Kyushu)

9월

익년 3월 (1년)

교환학생 I, 
월 보조금 지원, 

기숙사 제공

삿포로학원대학 札幌學院大學(Sapporo)
교환학생 I, 

월 보조금 지원

칸사이대학 関西大学(Osaka) 교환학생 I

류코쿠대학 龍谷大学(Kyoto)

교환학생 I, Ⅱ, 
월 보조금 지원, 

기숙사 제공

츄우쿄오대학 中京大学(Nagoya)

교환학생 I

메이죠대학 名城大学 (Nagoya)

유통과학대학 流通科學大學(Kobe)

효고현립대학 兵庫縣立大學(Hyogo)

무사시노대학 武蔵野大學(Tokyo)

요코하마국립대학 横浜国立大学(Yokohama)

후쿠오카대학 福岡大学(Fukuoka)

테이쿄대학 帝京大學(Tokyo) 3월/9월 교환학생 I, Ⅱ

와세다대학 早稻田大學(Tokyo)

9월

익년 3월 (1년)

교환학생 I

가나자와대학 金澤大學(Kanazawa)

후쿠이대학 공학부 福井大學工學部(Fukui)

가나자와대학(영어) 金澤大學(Kanazawa)

익년 9월 (1년)

후쿠이대학(영어) 福井大學(Fukui)

큐슈대학 九州大學(Kyushu) 익년 3월 (1년)

중국

중국인민대학 中国人民大学(북경)

3월/9월

3월(1년) 교환학생 I

북경제2외국어대학 北京第二外國語學院(북경)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기숙사 제공(일부)

동북사범대학 東北師范大學(장춘)
3월/9월 (1년)

교환학생 I

동화대학 东华大学(상해) 교환학생 I, 
기숙사 제공 

08. 국제교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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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학명 (소재도시) 선발시기 파견시기 장학혜택

*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2015년 287명이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음.

   당 해년도 예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08.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국

심천대학 深川大學(심천)

3월/9월

3월/9월 (1년)
교환학생 I

기숙사 제공

서남대학 西南大學(중경)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란주대학 蘭洲大學(란주) 3월/9월 (1년)
교환학생 I

기숙사 제공

서남정법대학 西南政法大學(중경)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산동대학(위해분교) 山东大学(威海分校)(위해) 3월/9월 (1년)

화중농업대학 華中農業大學(무한)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기숙사 제공

서안외사대학 西安外事大学(서안)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서안번역대학 西安翻译学院(서안)

보계문리대학 宝鸡文理学院(보계)

함양사범대학 咸陽師范大學(함양)

마카오관광대학 澳门旅遊學院(마카오)

3월/9월 (한학기)

동화대학 东华大学(상해) 교환학생 Ⅱ

대만

국립대만사범대학 國立臺灣師範大學(타이페이)

3월/9월

3월/9월 (1년)

교환학생 I, 
기숙사 제공

중국문화대학 中國文化大學(타이페이) 교환학생 I

국립정치대학 國立政治大學(타이페이) 교환학생 I

명전대학 銘傳大學(타이페이)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국립중정대학 國立中正大學(지아이)
교환학생 I, 
기숙사 제공

보인대학 輔仁大学(타이페이) 교환학생 I

봉갑대학 逢甲大学(타이중) 교환학생 I

국립동화대학 國立东华大学(화렌)
교환학생 I, 
기숙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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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어학연수
방학기간 중 해외 자매대학에서 실시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외국어 학습은 물론 다양한 

문화 체험에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1. 신청자격

· 본교에서 3-7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2. 파견조건

· 참가비 중 일부 교비지원금 지원가능 (학기 초과자는 지원금 수혜 불가)

· 자유선택 2-3학점 인정 (마지막 학기 파견자는 학점인정 불가)

· 상대교의 숙소알선 지원 (자매교의 상황에 따라 기숙사 또는 외부숙소 알선할 수 있음)

08. 국제교류 프로그램

· 복수학위제

본교와 복수학위 협정이 체결된 국외 자매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학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본교와 자매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 받는 프로그램

1. 신청자격

가. 아일랜드 Institute of Technology, Carlow (Carlow)

· 지원시기 : 본교에서 5학기를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학생(휴학생도 지원가능, 편입생은 2학기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파견을 마친 후 마지막 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함

· 어학능력 : 영어강좌 수강이 가능한 자(어학능력 제한 없음)

· 지원가능 전공 :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나. 미국 Western Michigan University (Kalamazoo)

· 지원시기 : 본교에서 4학기를 이수한 학생으로서 파견 시점에 본교에 등록이 가능한 자.

· 평점평균 : 전 학년 평점평균 3.38 이상으로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인 자

· 어학능력 : 토플 IBT 80점 이상인 자

· 지원가능 전공 : 경영학, 경영정보학

2. 파견조건

· 파견기간 본교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상대교 수업료는 상대교에 납부함

· 본교에 납부한 등록금 한도 안에서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음.

· 해당 파견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불가

· 자매교의 상황에 따라 기숙사 또는 외부 숙소를 이용하여야 하며(본인이 부담)

3. 선발인원 및 일정 

※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국가 대학명 인원 선발시기 파견시기(기간)

아일랜드 Institute of Technology, Carlow 15명 내외 5월 9월(1년)

미국 Western Michigan University 5명 내외 4월 8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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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인원 및 일정

※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자비유학 / 자비인턴십 / 자비어학연수

본교의 교비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상대교가 요구하는 입학 요건 및 수학 요건

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원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인정해 주는 제도

1. 자비유학

· 참가방법 : 본교의 자매대학에 자비로 유학. 자매대학이 아니더라도 공인된 정규 학부과정에 입학허

가를 받아 유학함 (반드시, 유학 전 국제교류과에서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유학기간 : 한 학기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

· 파견조건 : 유학기간 중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학점으로 인정

2. 자비인턴십

· 참가방법 : 본교에서 공지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

· 파견조건 : 참가비 자비부담, 파견기간에 따라 인턴십 학점인정 

                 (하계/동계 인턴십, 한학기 인턴십으로 구분)

3. 자비어학연수

· 참가방법 : 본교에서 공지한 국외 자매대학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

· 파견조건 : 참가비 자비부담,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일본 대학의 단기교류 프로그램

일본 자매대학과 단기간 학생을 교류하며,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1. 신청자격

·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일본어 회화 가능한 자

2. 파견조건

·  본교 교비지원금 또는 상대교 지원금 지원(지원사항 참조)

3. 프로그램 내용

· 전통문화체험, 지역문화탐방. 일본 학생과의 교류회 실시 등

4. 선발인원 및 일정

국가 대학명 인원 선발시기 파견시기(기간)

영어연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50 하계 3월, 동계 9월 7~8월(4~5주), 1~2월(4~5주)

일본어연수 삿포로, 도쿄, 쿄토 등 40 하계 4월, 동계 10월 7~8월(3~4주), 1~2월(3~4주)

중국어연수 베이징, 상하이 등 50 하계 4월, 동계 10월 7~8월(4주), 12월~1월(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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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국제교류 프로그램

※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글로벌환경조성 프로그램

본교 재학생과 유학생간의 언어교류 및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국가 프로그램명 선발인원 선발시기 프로그램 시기 (기간) 지원사항

일본

삿포로학원대학
단기교류

10명 6월
초청: 10월 (7박8일) 초청경비 일체지원

파견: 익년 2월 (7박8일) 왕복항공료 지원

쿠마모토대학 
하계 프로그램

3명 내외 5월 파견: 8월(2주간) 왕복선박료 지원

후쿠오카대학
International

Seminar
1명 5월 파견 : 10월(10일간)

왕복항공료,
프로그램 참가비 

전액지원

프로그램명
모집(실시)

시기
프로그램내용 세부사항

글로벌 
학습 튜터링

연 2회
(2월, 8월)

한국인 재학생 튜터(tutor)와 
외국인 신입생 튜티(tutee)의 
1대1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 선발인원 : 30명 내외
· 활동기간 : 한 학기
· 내용 : 유학생 생활 지원 및 전공학습 튜터링
· 비고: 매칭대상-외국인 신입생

글로벌 전공 
스터디그룹

연 2회
(3월, 9월)

한국인 재학생 튜터(tutor)와 
외국인 재학생 튜티(tutee)들의 

그룹 스터디 프로그램

· 선발인원 : 경영대학 학과별 1~2명
· 활동기간 : 한 학기
· 내용 : 유학생 전공학습 스터디
· 비고: 매칭대상-외국인 2,3학년 재학생

동아세계
언어교실

연 2회 
(3월, 9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재학생들에게 
각 나라 외국어를 가르쳐 주는 

언어학습 프로그램

· 선발인원 : 각 언어별 5~10명
· 활동기간 : 한 학기
· 학습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등
· 비고: 그룹 스터디 형식

국제교류
도우미

연 2회
(2월, 8월)

언어권 별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한국 생활 정착 및 적응을 돕기위해 

1:1 버디 시스템 운영

· 선발인원 : 시기별, 언어권별 상이
· 활동기간 : 한 학기
· 내용 : 학교생활 안내, 문화체험 참가,
            국제교류과 행사 도우미 등

정부초청
장학생 도우미

연 1-2회 
(2월 and
/or 8월)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양국의 언어 및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

ㆍ선발인원 : 학기별 5명 내외
ㆍ활동기간 : 한 학기
ㆍ지원내용 : 활동비 일부 지원, 활동증명서 
                   발급

유학생 행사 및 
교류프로그램

연중
* 기타 본교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교류 프로그램이 연중 실시되고 있으니 상세 

일정은 국제교류과 홈페이지 (global.donga.ac.kr) 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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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환경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외국어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다국적  

문화 교류의 공간인 Global Zone이 마련되어 있다. 

· 글로벌환경조성 프로그램
본교 재학생과 유학생간의 언어교류 및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 Dong-A Global Zone 
1. 개요 : 재학생의 외국어 및 유학생 한국어 활용 및 학습, 다국적 문화 교류의 공간

2. 위치 : 승학캠퍼스 인문과학대학 4층 401호, 부민캠퍼스 국제관 1층 B5-0101

3. 글로벌존 구성: A/V Zone, Reading Zone, Internet Zone, Meeting Room, Cafe로 구성. 해외

TV채널시청, 해외원서 및 정기간행물 열람, 스터디 등 기타 활동 가능

5.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모집 시기 프로그램내용 세부사항

글로벌 멘토
학기 초

(3월, 9월)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한국어
학습 및 한국생활을 지원하
며, 상호 언어 및 문화를 교
류하는 내국인 재학생의 봉사 
프로그램

ㆍ선발인원 : 학기별 40팀 (외국인 40명·내국인 40
명, 1:1로 매칭, 팀별 활동)

ㆍ활동기간 : 한 학기
ㆍ지원내용 : 활동비 일부 지원, Global Friendship 

Camp 참가, 월별 미션 수행, 활동증명서 발급

International 
Day

10월말

국제 문화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재학생과 
유학생, 지역주민 간의 교류
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
사 

ㆍInternational Culture Experience
- 세계 전통놀이 및 음식체험
- 벼룩시장

ㆍHalloween Party
- Costume Contest
- 할로윈게임
- 축하공연 등

프로그램명 모집(실시)시기 프로그램내용 세부사항

Dong-A Global 
Zone Student 

Staff
2월, 8월

글로벌존 홍보 활동 및 글로벌존 운영 
업무 보조

ㆍ선발인원 : 캠퍼스별 8명 내외 
ㆍ활동기간 : 한 학기 
ㆍ지원내용 : 활동비, 활동증명서 발급

Native Tutor 
Matching Course

연중상시
원어민 강사와의 미팅을 통한 영어 학
습 프로그램

ㆍ예약제를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ㆍSpeaking&Writing 학습 제공

Daily Program 매월
요일마다 수준별 다양한 영어 학습 프
로그램

ㆍGZ Staff이 주도하는 학습 제공
ㆍ동화책 암기, 미드 시청, TED 강연

Movie Day 매월 영미권 영화 상영
ㆍ다과 제공 
ㆍ상영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

12 Days of 
Christmas

11월말
~12월초

12일동안 영어 관련 퀴즈를 제공. 정
답자에게 1포인트씩 부여하여 포인트
에 따라 무료영어특강 수강권 제공

ㆍ포춘쿠키 제공
ㆍ3포인트당 1시간 영어특강 수강권 

제공

Halloween Party 10월말
영미문화권 이벤트를 통한 외국어 학
습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ㆍ세부일정 홈페이지 공지
ㆍ대상: 재학생 전원

언어교육 프로그램 : 언어교육원 어학교육지원팀 200-6342~4     http://lang.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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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언어교육 프로그램

· 외국어학습지원 프로그램

본교 재학생들에게 외국어학습 지원 및 성과 측정, 외국어표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프로그램명 모집(실시) 시기 프로그램내용 세부사항

외국어정규강좌 매월
토익, 토익스피킹, 영어회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등

ㆍ연간 8학기제
ㆍ재학생 수강료 환급
ㆍ교내 전용 강의실
ㆍ공강시간 활용 강의 수강

신입생 토익특강 1~3월
체계적인 토익 기본기 다지기를 
통한 신입생 어학능력향상

ㆍ1년 과정
ㆍ교내 모의토익 무료 응시
ㆍ우수 수강자 인센티브 제공
ㆍ교내 전용 강의실
ㆍ공강시간 활용 강의 수강

신입생 모의토익 3월
신입생 어학성적 데이터 구축 및 
활용

ㆍ신입생 전원 대상
ㆍ학과별 단체 실시

모의토익 매월 중순 정기토익 시험 대비 모의고사 
ㆍ승학, 부민캠퍼스 운영
ㆍ선착순 마감
ㆍ문제풀이 및 해설 제공

스파르타토익특강 5월, 11월
재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토익 특강

ㆍ하계, 동계 방학 중 실시
ㆍ수준별 분반 개설
   (기초반, 750점 목표반, 900점 목표

반)

글로벌존 영어회화 
스터디그룹

상시
영어회화을 목적으로 하는 재학생 
자체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ㆍ학습공간 등 지원
ㆍ원어민 회화 강좌 지원
ㆍ개설강좌 우선수강권 제공

온라인 외국어강좌 매월
재학생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준에 맞는 강좌를 선택하
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함

ㆍ선착순 150명

TESOL 프로그램 2월, 8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ㆍ캘리포니아 주립 롱비치 대학교 인정 
수료증 발급

ㆍ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발급

비즈니스통번역 
전문가 교육과정

2월, 8월
비즈니스통번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ㆍ수료요건 충족 시 ITT 비즈니스통역
시험 1급 자격증 발급

팝송대회 5월
영어활용능력 배양 및 관심고취를 
위한 Pop Song Contest

ㆍ상장 및 시상금 수여 

영어에세이대회 11월
영 어 작 문 능 력  향 상 을  위 한 
English Writing 대회

ㆍ상장 및 시상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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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학점

재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통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학사제도입니다.

1. 사회봉사학점 신청 및 인정절차

2. 학점인정

가. 사회봉사활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교과목은 사회봉사Ⅰ, Ⅱ, Ⅲ으로 각각의 사회봉사 학점은 1학점

이며 봉사활동 총시간이 24시간 이상일 때 부여됨

     한 학기당 최대 2학점(48시간 이상)까지, 전체 재학기간 동안에는 최대 3학점까지 인정 가능

※ 이미 사회봉사 학점으로 2학점을 취득한 자는 사회봉사Ⅰ 교과만 추가로 이수 가능

나. 성적표에 P(pass)로 표기, 성적확인은 학기별 성적 정정기간 완료 후 가능

다. 졸업학점에는 포함시키되 평점평균 환산에는 제외

3. 봉사활동 인정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

가. 1학기 : 전년도 12월 1일 ~ 해당년도 5월 31일 / 서류제출 기한 : 6월 10일

나. 2학기 : 해당년도 6월 1일 ~ 해당년도 11월 30일 / 서류제출 기한 : 12월 10일

4. 학점 명단 확인 및 누락자 추가 인정 기간

가. 1학기 : 6월 중순

나. 2학기 : 12월 중순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각 학기 학점인정 명단 일주일간 공지 예정

학점 누락자 추가 인정은 이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명단 확인 바람

5. 봉사활동 인정기관 안내 및 설명

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점인정 신청 - 사회봉사학점

온라인신청서
제출

학생복지과
홈페이지

확인서 및 
보고서 제출

사회봉사
학점취득
자유선택

2011학번까지: 졸업사정 시 
이수구분인 “핵심교양”으로 
인정 가능

학생복지과
(인문대 2층 221호)

수시

봉사활동 프로그램 : 학생복지과 학생복지팀 200-6202~4       http://stu.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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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봉사활동 프로그램

· 영·호남 4개 대학교 나눔봉사단

영·호남 4개 대학교(동아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조선대학교)의 교류협력 확대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각 대학에서 5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지역별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1. 신청절차

2. 선발대상

· 본교 재학생(5명)

3. 선발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선발 공고

4. 지원사항

· 사회봉사학점 인정 및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제출 선발 봉사활동 실시

방학 중6월 중5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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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생활관은 국내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문탐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숙식 및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규율 및 질서준수 의식을 배양함으로써 전인적 교육목표를 달성함에 목적이 있다.

1. 위 치

승학캠퍼스 및 부민캠퍼스 내 

2. 수용규모

가. 실 기준: 2인 1실

나. 학생 수용 인원 

     - 승학1관: 1,050명(여학생)

     - 승학2관: 588명(남학생)

     - 부민관: 420명 (남학생 206명, 여학생 214명)

     - 구덕관: 152명 (남학생 80명, 여학생 72명)

다. 게스트룸 수용 인원  

- 승학1관: 10명(1인 1실)  /  부민관:  6명(1인 1실)  /  구덕관: 7명(1인 1실)

3. 시 설

가. 개인시설 및 비품

     생활실내 욕실, 책상, 침대, 옷장, 전화, LAN, 개인휴지통 등

나. 공동시설

     - 승학1관: 식당, 정독실, 인터넷 카페, 교양독서실, 세탁실, 다림질실, 체력단련실, 매점, 남·여동 

                      각 층 휴게실 , 야외휴게실 , 세미나실 등

     - 승학2관: 세탁실, 정독실, 휴게실, 간이체력단련실

     - 부민관: 세탁실, 다림질실, 휴게실, 지하1층(매점, 카페, 기숙사식당, 체력 단련실, 서점, 분식점, 

                    농협)

     - 구덕관: 세탁실, 다림질실, 휴게실(휴게실내 체력단련기구), 정독실  

4. 사생 선발

▶ 신입생

· 지원대상 : 학부 신인생(수시, 정시)

· 선발방법 : 수시, 정시로 구분하여 단과대학별로 선발

· 우선선발 

- 신입생 장학금(해당학년도 입시요강 장학제도 안내 참조) 수혜자가 생활관 입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 선발함

한림생활관 안내 : 한림생활관 승학1관 200-6021~3       http://hanlim.donga.ac.kr
                  승학1관 200-6026~7
                  부 민 관 200-8426~7
                  구 덕 관 20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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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림생활관 안내

- 국가(독립) 유공자,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는 모집시기별 입사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함

· 접수기간 : 수시 등록자(12월말), 정시 등록자(2월초)

· 접수방법 : [한림생활관 홈페이지(hanlim.donga.ac.kr)에서 온라인 접수] 단, 국가(독립)유공자, 장

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접수기간 

내에 E-mail로 제출           

                  * 승학1관: hanlim@donga.ac.kr,     * 승학2관: hanlim2@donga.ac.kr 

                  * 부민관: hanlim3@donga.ac.kr 

· 발표 : 수시등록자 1월 중순, 정시등록자 2월 중순 [한림생활관 홈페이지(hanlim.donga.ac.kr)에서

→ 인터넷 서비스 → 원서접수 및 확인 → ID(수험번호), 비밀번호(주민번호뒷자리 7자리 + 

핸드폰 4자리)를 입력 → 확인]

▶ 재학생

· 선발 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자

· 선발 방법 : 단과대학, 학년, 남·녀별 직전학기 성적순

· 우선선발

-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는 학년별 입사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함(단 직전학기 성적 2.5/4.5 이상에 한하여 입사)

· 접수기간 : 재학생 매년 12월 중순 ~ 1월 초경

· 접수방법 : [한림생활관 홈페이지(hanlim.donga.ac.kr)에서 온라인 접수] 단, 휴학자는 복학예정증

명서를,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접수기간 내에 E-mail로 제출

                  * 승학1관: hanlim@donga.ac.kr,     * 승학2관: hanlim2@donga.ac.kr 

                  * 부민관: hanlim3@donga.ac.kr 

5. 사생 규칙 및 점호 안내

  가. 한림생활관 입사자는 한림생활관 규정 및 사생수칙을 준수함.

  나. 당해 및 이전 학년도 벌점 6점~9.5점인 자는 차기년도 입사제한.

  다. 벌점 10점 이상자 또는 강제퇴사자는 영구 입사 제한.

  라. 점호는 월요일~목요일 24:00에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실시.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림생활관 홈페이지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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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안내 : 평생교육원 200-8452~6       http://donga-edu.donga.ac.kr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재학생들에게 정규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성인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 일반과정 

· 기타 교양과정 : 두뇌계발 한자속독 강사,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창의보드게임지도사, 부동산공경매전

문가, 민요와 장구, 사주명리학, 사진예술, 전통자수지도자, 우리춤체조 등

1.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전

적대학(교) 이수 학점, 시간제 이수 학점)과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총 140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4년제 대학교와 동등한 학사학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열린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능

3. 학사학위 취득 과정

4. 자격증 취득 과정

분야 과정명

동아대학교 총장명의
자격증 과정

모던댄스스포츠지도자, 라틴댄스스포츠지도자, 만다라미술심리지도자, 심리상담사, 

학교폭력상담사, 체형관리사, 미술심리상담사, 주택생활풍수, 생활명리학, 중등수학

지도자, 주산활용수학교육사, 방과후초등수학지도사, 리더십/파워스피치지도자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14과목 17과목
12과목

(사회복지사2급과 9과목 중복)
10과목

경영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체육학 태권도학

동아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취득 (본 교육원 84학점 이상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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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서관 이용 안내

도서관 안내 : 도서관 200-6252,6273       dalis.donga.ac.kr

▶ 도서관 현황

▶ 도서관 실별 운영시간

한림도서관 (승학)

구분 월 ~ 금요일 토요일 일ㆍ공휴일

기술자연과학 자료실 09:00~22:00 09:00~13:00 -

인문사회과학 자료실 09:00~22:00 09:00~13:00 -

전자정보 자료실 09:00~17:00 - -

열  람  실 05:00~24:00 05:00~24:00 05:00∼24:00

그룹 스터디실 09:00-21:00 - -

부민도서관 (부민)

구분 월 ~ 금요일 토요일 일ㆍ공휴일

사회과학 자료실 09:00~22:00 09:00~13:00 -

인문사회과학 자료실 09:00~22:00 09:00~13:00 -

연속간행물실 09:00~22:00 09:00~13:00 -

전자정보 자료실 09:00~22:00 09:00~13:00 -

그룹 스터디실 09:00-21:00 - -

열  람  실 05:00~24:00 05:00~24:00 05:00∼24:00

법학도서분관 (부민)

구분 월 ~ 금요일 토요일 일ㆍ공휴일

자  료  실 09:00~20:00 09:00~13:00 -

 의학도서분관 (구덕)

구분 월 ~ 금요일 토요일 일ㆍ공휴일

자  료  실 09:00~17:00 - -

한림도서관 (승학) 부민도서관 (부민) 법학도서분관 (부민) 의학도서분관 (구덕)

대출실 3층 (200-273) 7층 (200-8434) 1층 (200-8441)
(구)사회대 2층 
(240-2938)

자료실

·기술자연과학(4층)
·인문사회과학(3층)
·전자정보 (2층)
 (연속간행물,전자·멀티
  미디어)

사회과학(10층)
인문과학(9층)
연속간행물(8층)
전자정보(7층)

법   학 의   학

그룹 
스터디실

7실 15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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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기간 및 책수

▶ 열람실·그룹스터디실 

1. 위치 및 운영

2. 좌석배정기 

사용법:

    - 배정된 좌석은 5시간 이용하며 2회 연장 가능(최대 15시간 이용)

    - 종료 1시간 전부터 좌석배정기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점부터 5시간 이용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좌석 이용 시간 중 퇴실 할 경우, 타 이용자를 위하여 좌석배정기에서 반드시 좌석 반납 

                 후 퇴실

3. 그룹스터디실 

    - 이용안내 및 예약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 토·일요일 휴실

    - 1일 2시간 이용, 다음예약자 없는 경우 1시간 연장 가능(총 3시간 사용)

    - 시험기간 중 열람실로 운영

도서관명 실 별 좌석수(석) 이용시간 시험기간

한림
도서관

그룹스터디실(4층 7실)   108 09:00-21:00

04:00-익일02:00

열람실(5층) 1,102 05:00-24:00

부민
도서관

자료실(8~10층), 
그룹스터디실(8~10층 15실) 

518 09:00-22:00 09:00-22:00

열람실(4~5층) 690 05:00-24:00 04:00-익일02:00

구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비고 

전임교원 30책 3개월

대학원생, 직원, 비전임교원, 학위과정수료생 10책 1개월

학부생 10책 2주

동  문 5책 2주 동문,휴학,주민은
대출증발급자에 한함휴학생 5책 2주

지역주민 5책 2주

13. 도서관 이용 안내

학생증스캐닝 열람실 지정 좌석번호 선택 번호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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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보처리교육실 이용 안내

  정보전산원에서 관리하는 14개의 정보처리 교육실(인터넷카페 포함)은 멀티미디어 PC 800여대를 갖춘 

교육 장소로 학생/교직원의 정보처리교육, 정보ㆍ전산 관련 수업, 동영상 강의 시청, 학생 자유 실습. 온라

인 수강신청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전용 교육실은 수업 또는 정보처리 관련 교육을 위한 공간이며, 실습전용 교육실은 학생들이 리포트 

작성 및 자료 검색을 위해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  분 위  치 전화번호 좌석수 학기 중 개방시간 방학 중 개방시간

승

학

실습 전용

인문과학대학 B A306 200-6822 47
월∼금 

10:00∼17:00
월∼금 

10:00∼17:00

정보전산원 B7105 200-6830 97
월∼금 

10:00∼22:00  
토 10:00∼14:00

월∼금 
10:00∼17:00 

토 10:00∼14:00

학생회관 Q309 200-6831 45
월∼금 

09:00∼17:00
개방안함

강의 전용

인문과학대학 A A601 200-6821 52

강의 시 개방 강의 시 개방

자연과학대학 E5206 200-6823 41

생명자원과학대학 M6334 200-6825 41

공과대학 A P4304 200-6826 47

공과대학 B P2201 200-6827 62

스포츠과학대학 G8309 200-6829 99

구
덕

강의 실습 의과대학 GA502 240-2759 41
월∼금 

09:00∼17:00
월∼금 

10:00∼17:00

부

민

실습 전용

법과대학 LS204 200-8556 82
월∼금 

09:00∼22:00 
토 10:00∼14:00

월∼금 
10:00∼17:00 

토 10:00∼14:00

인터넷카페 BC0101 200-8445 50
월∼금 

09:00∼17:00
월∼금 

10:00∼17:00

강의 전용

경영대학 BC0104 200-8448 54

강의 시 개방 강의 시 개방

사회과학대학 BA0505 200-8447 47

정보처리 교육실 정보처리교육실 200-6808       info.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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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의료원 진료비 감면 혜택

  동아대학교 의료원은 과학적 수준의 연구와 교육 및 봉사의 기능을 선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의료

기관으로서, 고도의 임상의학 연구, 의대생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 장소의 제공,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 외래, 입원진료 등에 있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성의료 인력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

습니다.

1. 진료비 감면 대상 및 감면율

국민건강보험

대상 진찰료 선택진료 비보험진료비 건강진단 일반진료비

재학생(휴학생 포함) 본인 20% 30% 20% 20% 20%

재학생(휴학생 포함)의 직계가족 10% 10% 10% 10%

동문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15% 15% 20% 15%

교직원 소개환자 10% 10% 10% 10%

※ 재학생의 직계가족 감면의 경우 입원시에만 적용(외래는 적용 제외)

2. 감면신청서 제출 방법

가. 재학생(휴학생 포함) 본인 : 학생증을 병원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직계가족 :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여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감면 신청은 퇴원전까지 제출(퇴원 후 소급적용 불가)하여야 하며 재학생의 감면상한액은 20만원으

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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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학사관리과 학적팀 200-6090~1       http://intra.donga.ac.kr

1. 자동발급기

가. 설치장소  

- 승학캠퍼스 :  본부건물 지하 1층 학사관리과 앞, 한림도서관 1층

- 구덕캠퍼스 :  의과대학 로비

- 부민캠퍼스 :  종합강의동 로비  

나. 발급방법 

- 학번과 비밀번호를(학생정보 로그인시) 입력하여 발급, 1987년 2월 이전 졸업생 및  제적생은 학번

과 생년월일을 입력 

- 소요시간 :  즉시발급 - 이용시간 : 08시30분 ~ 22시 00분 (휴일도 가능)  

※ 1987년 2월 이전 졸업생 및 제적생 중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동발급기 사용

이 불가능하므로 학사관리과(051-200-609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적부 발급은 학사관리

과방문 및 Fax / 우체국민원으로만 발급됩니다.

 

2. FAX

가.  방문신청

- 전국 각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FAX민원신청서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2시간 이내에  

발급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은 09시00분~17시00분(토,일요일 발급불가)이며 별도의 수수료 있습니다.  

나.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주소 : http://www.minwon.go.kr

- 정부 민원포탈 민원24 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한 후, 신청할 때 선택한 수령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증명

서를 수령 가능합니다.

3. 인터넷 발급 

가. certpia (1544-4536)

· 인터넷 주소 : http://donga.certpia.com/

· 대상자 : 재학생, 휴학생, 1988년 2월 이후 졸업생 및 제적생, 1987년 2월 이전 졸업생 및 제적생은 

주민등록번호 등록 후 가능

나. 웹민원센터 (1644-2378) 

· 인터넷 주소 : https://www.webminwon.com/

· 대상자 : 재학생, 휴학생, 1988년2월 이후 졸업생 및 제적생, 1987년 2월 이전 졸업생 및 제적생은 

주민등록번호 등록 후 가능

※ 인터넷 증명발급시 별도의 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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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 발송 서비스

가. POSTMAN(1644-2378)

- 인터넷 주소 : http://postdonga.webminwon.kr

- 대상자 : 재학생, 휴학생, 1988년2월 이후 졸업생 및 제적생, 1987년 2월 이전 졸업생 및 제적생은 주

민등록번호 등록 후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 '우편 증명서 발송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고,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 우체국 민원

-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증명발급신청서(증명서 종류, 통수, 신청인 영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

재)를 증명발급비(현금동봉) 제출하여 신청하면 3~5일 이내에 발급 

※ 우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학사관리과 

5. 증명서 종류 및 발급 수수료

  가. 증명서종류 :  졸업, 졸업예정, 성적, 재학, 휴학, 재적, 수료, 제적, 교직이수예정,  복학예정

  나. 재학생 및 휴학생 - 국문증명서 500원 / 영문증명서 1000원

  다. 졸업생 및 제적생 - 국문증명서 1000원 / 영문증명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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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제 학생증 발급

국제 학생증 발급

1. 발급절차

· ISIC 국제학생증 (http://www.wiscard.org)

2.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동아광장 - 생활정보 - 국제학생증발급)에서 온라인 신청

3. 기타

가. 발급대상 :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졸업생 및 수료생은 발급 불가)

나. 유효기간 : 유효기간 : 발급월로부터 13개월간

(예 : 6월에 발급 받은 경우 다음해 6월 말까지 유효)

다. 발급비용

· ISIC 국제학생증: 14,000원

라. 은행 체크카드 기능사용을 원하는 학생은 시중 외환은행에 국제학생증 지참하여 방문

학교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후 입금
수시

학생복지과로 방문 수행
(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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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장소 신청방법 

재학생에 한하여, 학생복지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을 통해 행사장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동장 대여 : 학기별 별도의 신청기간 내 신청한 단체에 한해 사용가능

(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공지함)

2. 신청 절차

3. 행사 장소의 종류

행사 장소 위치 사용 목적 신청부서(문의) 비고

운동장 승학캠퍼스 체육활동 학생복지과 휴일만 대여

청촌홀 인문대 1층 101호 학술 활동 및 강연 학생복지과 -

전시실 학생회관 3층 307호 사진, 그림 전시 등 학생복지과
전시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리인홀 스포츠과학대학8층 행사 및 공연 관리과(관리1팀)
유료/무료, 오프라인 

신청

경동홀 인문대 3층 학술 활동 및 강연 관리과(관리1팀) -

교수회관강당 교수회관 5층 학술 활동 및 강연 관리과(관리1팀) -

다우홀 부민캠퍼스 국제관2층 행사 및 공연 관리과(관리2팀) 유료, 오프라인 신청

김관음행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

대학원1층
행사 및 공연 관리과(관리2팀)

유료/무료, 오프라인 
신청

체육관 스포츠과학대학 7층 동아리 체육활동 예술체육대학 예술체육대학

4. 유의사항

가. 학부(대학원) 재학생에 한하여 대여·사용 가능합니다.

나. 음식물, 화기용품 반입을 금지합니다.

다.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 후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라. 열쇠는 사용 즉시 학생복지과 또는 당직실로 반납해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어길 시, 해당 단체 및 개인 행사장소 대여 불가 조치함

학생복지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http://stu.donga.ac.kr

검토 후 승인

수시

18. 행사장소 대여

행사장소 신청 : 학생처 학생복지과 200-6202~4       http://stu.donga.ac.kr



DONG-A UNIVERSITY

62   2016 동아대학교 대학생활안내   

19. 연구실 안전 공제보험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1. 보험가입내용 

가. 가입대상: 본교 재학중인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생명자원과학, 의학계열, 예술학계

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나. 보상내용: 피보험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등 생명 및 신체상

의 손해를 입은 경우

다. 보상금액

     1) 사망·후유장애: 사망 시 1인당 1억원, 후유장애 시 장해정도에 따라 1인당 장해 등  등급별 정액

         (1급 1억원 ~ 14급 625만원) 보상

     2) 상해: 1인당 1천만원을 한도로 실손 보상  

2. 보험안내 및 신청방법 

보험금 신청서류[사고경위서, 공제급여청구서, 재학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입(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

인서, 통장계좌사본, 진단서 등]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 

※ 관련서식 :「동아대학교 교직원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 게시판 → 행정부서공지 → 안전관리실 

→ 연구활동종사자 가입 보험 및 청구 서식 안내(1번 게시물)」

사무처 안전관리실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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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1. 보험가입내용 

학내에서 수업 중 또는 이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부상의 경우 치료비 1인당 최대 1백

만원의 보험금 지급

2. 가입대상 

전체 대학생 및 대학원생(체육특기생 제외)

 

3. 보험금 신청방법 

· 50만원 이하 : 보험금 신청서류[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학과장 서명 필)], 치료비 영수증, 진료확

인서, 재학 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50만원 이상 : 보험금 신청서류[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학과장 서명 필)], 치료비 영수증, 진료확

인서, 재학 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진단서 (입원환자에 한함), 병원초진차

트(입원시는 입원확인서)

⇒ 상기 서류를 갖추어 해당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 

※ 보험금청구서 및 사고경위서 서식

「학생복지과 홈페이지(http://stu.donga.ac.kr) - 알아두기 - 상해보험」에서 다운받아 작성

4. 주의사항    

상해가 아닌 질병, 교통사고, 폭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와 교외 산업시찰, 졸업여행, M·T에서 발생

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 불가

※ 학과 및 개별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외 활동은 반드시 별도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 학생복지과 학생복지팀 200-6202~4       http://stu.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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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학주요 행정부서 연락처

교무처

교무과 200-6101~4

학사관리과 200-6122~4(수업) 200-6126~8(학적)

교직부 200-6110~1

학생처

학생복지과 200-6202~4(학생복지) 200-6212~4(장학)

장애학생지원센터 200-6206

취업지원실 200-6222~9

입학관리처

입학관리과 200-6302~4(입학관리) 200-6312~4(입학개발)

입학사정관실 200-6305~7, 6318~9

기획처

기획과 200-6402~4,200-6406(기획)

법무·감사실 200-5711~2

사무처

총무과 200-6602~4 200-6642~3(관재)

관리과(관리1팀) 200-6632~3,6636~7(관리)

관리과(관리2팀) 200-8472~4

안전관리실 200-8117~8

재무처

경리과 200-6702~7

구매과 200-6712~4

행정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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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처

대외협럭과 200-6012~4(대외협력) 200-6042~3(홍보)

국제교류과 200-6442~4,6446~8(국제교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 200-6502~4

산학협력실 200-6531~2

건설관리본부

건설과 200-6422~4(건설)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승학) 200-6252~3 240-2938(구덕:의학도서분관)

학술정보서비스1과 (승학) 200-6272~4

학술정보서비스2과 (부민) 200-8431~3

정보전산원

정보전산과 200-6803~6(운영개발) 200-6807~10(교육지원)

스포츠단

스포츠지원과 200-6132~3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원 200-6432~3

21. 대학주요 행정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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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학주요 행정부서 연락처

승학캠퍼스

철학과 200-7006 응용생물공학과 200-7595

윤리문화학과 200-7138 생명공학과 200-7596

사학과 200-7060 생명자원산업학과 200-7512

고고미술사학과 200-7151 건강관리학과 200-7528

국어국문학과 200-7019 의약생명공학과 200-7561

문예창작학과 200-7169 미술학과 200-1720

영어영문학과 200-7036 공예학과 200-1730

독어독문학과 200-7091 섬유미술학과 200-1750

프랑스문화학과 200-7117 음악학과 200-1760

중어중문학과 200-7128 실용음악학과 200-1758

교육학과 200-7074 토목공학과 200-7620

아동가족학과 200-7306 도시계획학과 200-7662

수학과 200-7206 조경학과 200-7571

신소재물리학과 200-7221 환경공학과 200-7674

화학과 200-7240 에너지·자원공학과 200-7763

생명과학과 200-7260 전자공학과 200-7701

식품영양학과 200-7317 컴퓨터공학과 200-7776

유전공학과 200-7590 전기공학과 200-7732

분자생명공학과 200-7598 건축공학과 200-7606

각 학과(부) 사무실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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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캠퍼스

의예과 240-2944 의학과 240-2796

간호학과 240-2947

부민캠퍼스

정치외교학과 200-8605 국제무역학과 200-7436

행정학과 200-8628 경영정보학과 200-7463

사회학과 200-8638 석당인재학부 200-8590

사회복지학과 200-8666 국제학부 200-8705

신문방송학과 200-8645 국제학전공 200-8740

경제학과 200-8615 중국학전공 200-8727

금융학과 200-8661 일본학전공 200-8707

사회복지학과 200-8666 GLP연계전공 200-8687

경영학과 200-7406 글로벌비즈니스학과 200-8706

국제관광학과 200-7426 법학부 200-8506~7

21. 대학주요 행정부서 연락처

승학캠퍼스

기계공학과 200-7659 패션디자인학과 200-7328

산업경영공학과 200-7686 체육학과 200-7806

화학공학과 200-7717 스포츠지도학과 200-7829

신소재공학과 200-7747 생활체육학과 200-7839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 200-7539 경찰경호학과 200-7853

건축학과(5년제) 200-7618 태권도학과 200-7856

산업디자인학과 200-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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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생차량 운행시간표

학생차량 운행시간표

1. 승학캠퍼스 순환버스 (마을버스)

구분 운행노선 운행시간 세부 운행구간 비고

승학
캠퍼스

↕
하단

지하철역

한림생활관
↕ 

하단지하철역
(6번 출구)

07:00 
~

23:00

한림생활관 → 공대 1호관 → 본관 → 정문→ 
야구연습장 → 동아스포츠 → 하단 지하철역
→ 하단오거리 → 향학서점 → 소나무 → 공대 
2호관 → 한림생활관

- 평일 : 5~10분 간격
- 토·일요일 및 방학,
   법정 공휴일 :
   10~15분 간격 운행

공대1호관
↕ 

야구연습장
(학교 앞 )

공대1호관
↕ 

야구연습장
(학교 앞 )

07:00
~

14:00

공대1호관 → 본관 → 정문 → 야구연습장 → 
소나무 → 공대1호관

- 토·일요일 및 방학, 
   법정 공휴일에는 운행
   하지 않음

2. 승학·구덕·부민캠퍼스 학생차량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에는 운행하지 않음)

출발시간 (정류소 : 승학·부민캠퍼스는 정문 출발, 구덕캠퍼스는 도로변 정차)

승학캠퍼스 → 구덕(도로변 정차) → 부민캠퍼스 부민캠퍼스 → 구덕(도로변 정차) → 승학캠퍼스

07:50
승학 → 부민   
승학 → 구덕 → 부민 

08:30 부민 → 승학

10:20 승학 → 구덕 → 부민 10:00 부민 → 구덕 → 승학

11:20 승학 → 구덕 → 부민 11:00 부민 → 구덕 → 승학

12:20 승학 → 구덕 → 부민 12:00 부민 → 구덕 → 승학

13:20 승학 → 구덕 → 부민 13:00 부민 → 구덕 → 승학

14:20 승학 → 구덕 → 부민 14:00 부민 → 구덕 → 승학

15:20 승학 → 구덕 → 부민 15:00 부민 → 구덕 → 승학

16:20 승학 → 구덕 → 부민 16:00 부민 → 구덕 → 승학

17:20
승학 → 부민   
승학 → 구덕 → 부민

17:00
부민 → 구덕운동장 밑(롯데리아 
옆 떡보의 하루 앞) → 승학

18:30 승학 → 부민 18:00
부민 → 구덕운동장 밑(롯데리아 
옆 떡보의 하루 앞) → 승학

19:30 승학 → 부민 18:10 부민 → 승학

21:00 승학 → 부민 19:00 부민 → 승학

20:10 부민 → 승학

22:10 부민 → 승학

학생차량을 2017년 3월 2일(목)부터 아래와 같이 운행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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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생차량 운행시간표

3. 통학차량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에는 운행하지 않음)

가. 사상 → 승학캠퍼스

출발시간 운행노선

08:15

사상터미널 건너편 르네상스호텔 앞 → 승학캠퍼스 공대1호관
08:20

08:25

09:25

나. 사상 → 구덕캠퍼스 → 부민캠퍼스

출발시간 운행노선

08:25 사상터미널 건너편 르네상스호텔 앞 → 구덕운동장 옆 육교 → 부민캠퍼스 정문

다. 창원지역 학생버스[매월 신규 신청]

구분 출발 운행시간 및 노선 비고

등교

마산
마산역(07:15) → 한국전력 앞(07:20) → 창원종합
버스터미널(07:30) → 창원남산버스정류소
(※환승시간-07:50) → 승학캠퍼스

남산버스정류소(07:50)
에서 

승학·구덕·부민캠퍼스 
노선으로 환승

진해
진해 홈플러스(07:30) → 석동롯데마트(07:33) → 
창원남산버스정류소
(※환승시간-07:50) → 구덕캠퍼스 → 부민캠퍼스

창원 창원남산버스정류소(07:50 ) → 승학캠퍼스 

하교
마산
창원

승학캠퍼스정문(18:45,18:50) → 창원 남산버스정
류소 → 창원 시청 →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 마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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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1. 1:1상담 및 진로지도 지원

지 원 대 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상담
장애대학생

전 학년

- 진로, 성격, 대인관계, 정서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상담 실시

- 장애유형에 따라서 방문상담, 채팅상담, 
전화상담 가능

- 장애학생지원센터 카페 > 상담게시판 > 신청
- 장애학생지원센터 전화 신청 (200-6206)
-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 신청

2.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유형별 다양한 보조 공학기기 확충

3. 각종 자격증 응시료 지원

지 원 대 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각종 자격증
응시료 지원

장애학생
전 학년

(휴학생 제외)

- 한 학기 당 1회 어학시험 응시료 금액만큼 
지원  (총 2회까지 가능)

- 3월 11월부터 11월 30일 내에 어학시험에 
응시

- 점수자격기준 없음

응시료 지원 신청  → 
서류 제출 (성적표, 장애인증명서)

4. 간담회 개최

지 원 지원 내용 신청방법

장애학생 및 
도우미

-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 및 이용안내
- 쌍방간의 신뢰를 통한 인적교류 강화
-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더 나은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수렴

학기당 1회 이상 실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기관이며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한 1:1상담, 장애유형별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각종 자격증 응시료 지원, 장애대학

생 도우미지원, 장애학생 학습 및 평가지원, 별도의 휴식 및 학습 공간 지원 등 장애대학생들의 편리한 

대학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 200-6206    팩스 200-6205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신청

대여일지 작성 보조공학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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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애학생지원센터

5.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지 원 대 상 지원 내용

장애대학생
도우미 신청

장애학생 
전 학년

(장애등급1-3급)

- 한 학기동안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편리를 위하여 도우미 지원
- 학내 이동과 교수·학습활동 증진을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우

미를 지원(이동지원, 대필지원, 생활지원 등)
- 도우미 지원은 도우미장학금 또는 사회봉사학점 중 택1(재학생 또는 가

족 중 도우미 신청 가능, 이중지원 불가능)

세부내용

1.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 및 도우미 선발

2. 매칭: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우미’ 선발 및 지원 (동성도우미 우선지원)

3. 장애학생 도우미 교육: 100분 이상 교육 이수

4. 도우미활동: 도우미 활동지원금 지급 및 도우미 관리(활동보고서 제출, 재학생일 경우 국가근로 

출근부 입력)

5.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 경증(4-6급)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필요성 유무에 따라 특별지원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발

가능

6. 장애학생 학습 및 평가 지원

지 원 대 상 지원 내용

학습 및 
평가 지원

장애학생
전 학년

-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이 신청한 강의에 해당하는 교·강사에게 통보하여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및 평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지원

- 효과적인 학습 지원을 위한 적절한 학습보충 자료 지원
- 시험시간 연장, 대필도우미 제공, 강의노트 제공, 보충수업 제공, 문자통

역 서비스, 알리미 서비스, 과제물·실험·실습보조 서비스 등

7. 장애학생 학습 및 평가 지원

지 원 대 상 지원 내용

휴식 및 
학습공간 지원

장애대학생
전 학년

-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및 학습 공간 지원
- 위치: 인문과학대학 2층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청 및 서류제출
(서약서, 장애인증명서)

매 칭 도우미 교육

도우미 활동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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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학생군사교육단 (ROTC)

학생군사교육단(ROTC)

1. 지원자격

가. 공통 

- 임관일 기준 (만 20세~27세 이하 남, 여)

나. 남학생

- 1,2학년 때 각각 선발 (총 50명 내외)

- 5학년 학과는 2,3학년 때 선발

다. 여학생

- 2학년 때만 선발 (부산경남 지역 전체에서 20~25명 내외)

- 5학년 학과는 3학년 때 선발

2. 평가요소 및 배점 (단위 : 점)

수능(내신) 필기고사 대학성적 면접평가 체력검정

200 200 100 400 100

3. 선발일정

수능(내신) 필기고사 대학성적

지원서 접수 2017. 3. 1(수) ~ 3. 31(금)
인터넷 (www.armyofficer.mil.

kr)/해당 대학 학군단

필기고사 2017. 4. 8(토) 해당 대학 학군단

1차 합격자 발표 2017. 4. 28(금) 인터넷 발표 및 개별통보(SMS)

체력/면접/신체검사 2017. 5. 1(월) ~ 5. 26(금) 학군단/국군병원

2차 합격자 발표 2017. 6. 16(금) 인터넷 발표 및 개별통보(SMS)

신원조회 2017. 6. 19(월) ~ 8. 18(금) 기무사령부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8. 25(금) 인터넷 발표 및 개별통보(SMS)

* 추후에 변경 될 수도 있음.

학생군사교육단 (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란? :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대학교

의 1,2학년을 선발하여 3,4학년 2년간의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   

전화 200-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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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혜택 (‘16년 기준)

가. 후보생 혜택

- 전원 장려금 지급(150만원 또는 300만원)

- 품위 유지비 지급 (매달 7만원 지급)

- 대학 기숙사 우선 지원

- 육군휴양시설 이용가능

- 육군에서 공지하는 문화공연 및 협약업체 할인혜택(이랜드 파크,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등)

- 조직 관리의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

- 전공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생활과 더불어 장교 양성과정을 동시에 교육

나. 임관 후 군 복무 시 혜택

- 장교과정 중 최단기간 복무 (28개월)

- 임관 시 연봉 약 2,400만원 수준. 전역 시 약 3,5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 복무 연장 및 장기 복무가능 (희망자) : 장기 복무 시 국내외 위탁교육, 주택 제공 등 다양한 혜택 추

가 제공

다. 전역 후 혜택

- 전역 후 다수기업에서 전역장교 전형 채용 기회

- 각계각층의 ROTC 선후배들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전국 ROTC 동문 단체 가입 : 사회생활 원동력

※ 현재 전국 시.도 단위, 직장별 동문회 결성(20만명 규모)

5. ROTC 지원 준비반 운영

가. 대상 : 지원 자격을 갖춘 누구나 가능

나. 시기 : 남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여학생은 2학기부터 

다. 문의 : 학생군사교육단 (승학캠퍼스 ☎ 051-200-6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