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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2022학년도 
학사일정

학사일정01

2월

2.9.(수) ~ 2.11.(금) 제1학기 수강신청

2.21.(월) ~ 2.24.(목) 제1학기 등록

4월

4.20.(수) ~ 4.26.(화) 제1학기 중간시험

7월

7.5.(화) 성적확정

5월

6.8.(수) ~ 6.13.(월) 제1학기 보강일

6.14.(화) ~ 6.20.(월) 제1학기 기말시험

6.21.(화) ~ 6.27.(월) 제1학기 성적입력

6.28.(화) ~ 7.4.(월) 성적공시 및 정정

방학

6.21.(화) ~ 8.31.(수) 하계방학

3월

3.2.(수) 제1학기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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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월

8.10.(수) ~ 8.12.(금) 제2학기 수강신청

8.22.(월) ~ 8.25.(목) 제2학기 등록

12월

23.2.20.(월) 

~ 23.2.24.(금)
학위수여식

9월

9.1.(목) 제2학기 개강

방학

22.12.22.(목) 

~ 23.2.28.(화)
동계방학

12월

12.8.(목) ~ 12.14.(수) 제2학기 보강일

12.15.(목) ~ 12.21.(수) 제2학기 기말시험

12.22.(목) ~ 12.28.(수) 제2학기 성적입력

12.29.(목) ~ 23.1.4.(수) 성적공시 및 정정

1월

23.1.5.(목) 성적확정

10월

10.20.(목) ~ 10.26.(수) 제2학기 중간시험

11월

11.1.(화) 개교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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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가. 대학에서는 매학기 최대수강신청 가능학점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직접 시간표를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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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안내

수업 안내
(수업, 수강신청, 전자출결, 공결,  시험, 계절학기)02

학사관리과 수업팀    

 전화번호 - 200-6122~4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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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학점 이론 3시간 교과목은 75분제 수업을 실시합니다.

나. 수업 교시 및 시간

주요 프로그램 소개

교시 수업시간 교시 수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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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시 8:00 08:30 16교시 16교시 15:30 16:00

2교시 8:30 09:00 17교시 17교시 16:00 16:30

3교시 3교시 9:0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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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간수업 교시당 수업시간은 25분이며 75분 수업은 70분 수업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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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200-6122~4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라. 50분제 수업과 75분제 수업의 강의 및 휴식시간 안내

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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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식
(10)

수업
(50)

휴
식
(10)

75분제
수업
(75)

휴식
(15)

수업
(75)

휴식
(15)

1. 내 용

매학기 시작 전 한 학기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수강신청 안내

구   분 일반대학 공과대학 석당인재학부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및 의예과
의과대학
간호학과

최대신청학점 19 19 24 21 24 21

3. 절 차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으로 접속, 로그인 후 신청

가. 수강신청(2월, 8월) 

수강신청

희망 교과목 담기

수강확정/탈락

여부 확인

수강신청 교과목

최종 확인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

수강신청 완료

탈락자 수강신청

(선착순 확정)
수강신청 완료

전 과목 확정 탈락과목 발생

2. 매학기 최대수강신청학점



8

나. 수강정정(3월, 9월)

수강정정

희망 교과목 담기

수강확정/탈락

여부 확인

수강신청 교과목

최종 확인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

수강신청 완료

탈락자 수강신청

(선착순 확정)
수강신청 완료

전 과목 확정 탈락과목 발생

4. 기 타

가. 등록금 납부한 재학생 중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학점취득 불가 및 

이수학기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고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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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목 또는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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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과 성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수강정정 완료 후 수강취소 기간(3월말 경, 9월말 경)에는 신청한 교과목의 취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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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의 게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 교과목(유사및대체교과목 포함) 재수강 횟수는 1회로 제한.(단, F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학사관리과 수업팀

학사관리과 수업팀    

 전화번호 - 200-6122~4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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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용

전자출결시스템은 교수자와 학생이 전자출결 전용 앱을 활용하여 수강생들의 출결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본인의 출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출결 안내

4. 비  고

가. 출결사항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교수님께 출결사항에 대해 수정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오류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앱을 제거하고 새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대폰을 미소지하거나, 배터리 소진으로 인해 전자출결 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수님에게 직접 출석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홈페이지 학사공지) (블루투스기능 활성화)

(학생 본인) (수업시간 내)

(수업시간)

스마트폰에 

전자출결앱 설치
수업시작 전 앱 로그인

담당 교수님의 

전자출결 실행

오류발생시 즉시 수정요청출결사항 실시간 확인

학사관리과 수업팀    

전화번호 - 200-6122~4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2. 전자출결 앱 설치 및 설정 방법

가. 아래 URL 및 QR코드를 이용하여 설치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운영체제를 선택합니다.

       (안드로이드, IOS 기반)

      ※ URL: http://attend.donga.ac.kr/app          

      ※ QR코드: 

나. IOS(아이폰)의 경우, 설치 후 설정>일반>기기관리>XidSystem Co.,LTD>“XidSystem 

Co.,LTD을 신뢰함”을 클릭 후 사용하셔야 하며, 설정>일반>정보>이름에서 이름을 학번

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은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음)  

3. 절 차

file:///C:/Users/CSD-JGH/Downloads/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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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신청 안내

1. 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신청 및 허가를 통해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공결을 제외한 

일반 공결
생리공결 취·창업 공결

▼ ▼ ▼                            

공결신청 공결신청 취업공결 창업공결

▼ ▼ ▼ ▼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

단과대 행정지원실 제출
행정지원실승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지원실 제출

증빙서류 첨부하여

창업지원단 제출

▼ ▼ ▼ ▼

행정지원실 승인 공결허가서 출력 행정지원실 승인 창업지원단 승인

▼ ▼ ▼

공결허가서 출력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공결허가서 출력

▼ ▼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4. 기타

가. 공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후 2주(14일) 이내(졸업예정자의 취·창업으로 

인한 사유는 3주 이내)에 인터넷상으로 공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생리공결을 제외한 모든 공결은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부(과)를 경유한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창업공결의 경우 창업지원단 행정지원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진행상황이 ‘처리 중’일 때는 본인 취소가 가능하나 승인된 공결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단과대학 또는 창업지원단 행정지원실로 문의). 

라. 공결 승인 후 반드시 공결허가서를 출력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취·창업 공결의 경우 공결허가서를 제출하여야 대체 과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학사관리과 수업팀

학사관리과 수업팀    

 전화번호 - 200-6122~4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2. 공결인정사유 및 기간

공결 신청 가능사유 및 기간은 ‘홈페이지-학사안내-수업-공결안내및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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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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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과 게시판)
(시험 1주일 전)

(해당 학생)
(시험 기간)

시험실시 공고 시험 응시

3. 기 타

가. 시험은 강의시간표 상의 강의시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 특성 또는 특정

사유로 인해 합반으로 시험이 치러질 경우 강의시간 및 강의실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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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강의실 정보는 ‘홈페이지 - 학교소개 – 캠퍼스안내’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사관리과 수업팀    

전화번호 - 200-6122~4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2.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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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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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및 등록

(홈페이지 접속)
5월/11월 경 

(부산은행 전 지점)
6월/12월 경

계절학기 수강
취소 희망자
수강 취소

(등록완료 학생) (홈페이지 접속)
6월/12월경

3. 기타

가. 계절학기는 졸업 전까지 24학점 이내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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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졸업예정자는 우리대학교 계절학기 수강만 가능)

다. 계절학기는 방학 시작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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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관리과 수업팀    

 전화번호 - 200-6122~4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2. 신청 및 수강 절차 (학사안내 – 수업 -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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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이수안내

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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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일부 학과 제외)

５. 기타

가. 복수전공의 선발인원은 해당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0% 이내입니다.

나.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매 학년도 6월, 12월(연 2회)에 있는 온라인 포기

신청 기간을 통해 포기의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4학년 1학기 종료 전]

        ※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 개강 후)로 등재된 경우 온라인 포기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이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다전공-복수전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전공 이수 안내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 연계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모듈)03

(홈페이지 학사공지) (1,7월 / 인터넷신청)

(졸업 시)

(홈페이지 학사공지)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

신청공고
복수전공 이수 신청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 

선발/통보

복수학위(2개) 취득복수전공 이수

부전공 이수안내

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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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됩니다. (일부 학과 제외)

학사관리과 수업팀    

전화번호 - 200-6122~4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2. 신청시기: 매학년도 1월, 7월

3. 자격: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4. 절차

2. 신청시기: 매학년도 1월, 7월 

3. 자격: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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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과 수업팀

4. 절차

5. 기타

가. 동일전공에 대해서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함께 이수할 수 없습니다.

나.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매 학년도 6월, 12월(연 2회)에 있는 온라인 포기신청 

기간을 통해 포기의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4학년 1학기 종료 전]

        ※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 개강 후)로 등재된 경우 온라인 포기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이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다전공-부전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학사공지) (1,7월 / 인터넷신청)

(졸업 시)

(홈페이지 학사공지)

부전공 이수 희망자

신청공고
부전공 이수 신청

부전공 이수 예정자 

선발/통보

부전공 자격 취득부전공 이수

연계전공 이수안내

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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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계전공 명칭 및 수여학위

연계전공명 주관학과 참여학과 학위종별

창의인문경영 철학생명의료윤리 경영, 영어영문, 중국어, 사학 인문경영학사

인문융합콘텐츠기획 한국어문

고고미술사, 철학생명의료윤리, 

경영정보, 국제관광, 건축, 

도시계획공

인문콘텐츠학사

동북아인문프론티어 일본학전공 중국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 동북아지역학사

2. 신청시기: 매학년도 1월, 7월

학사관리과 수업팀    

 전화번호 - 200-6122~4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3. 자 격: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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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안내

1. 내용

가. 학생 스스로가 진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편성 및 이수하는 전공입니다.

나. 소정의 자기설계 연계전공 과정을 이수하여 2개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여학위는 교과과정 편성 시 연계한 학과의 학사학위 중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4. 절차

(홈페이지 학사공지) (1,7월 / 인터넷신청)

(졸업 시)

(홈페이지 학사공지)

연계전공 이수 희망자

신청공고
연계전공 이수 신청

연계전공 이수 예정자 

선발/통보

복수학위(2개) 취득연계전공 이수

(홈페이지 학사공지) (1,7월/ 방문신청)

(졸업 시)

(홈페이지 학사공지)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 희망자 신청공고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 신청서 제출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 예정자 선발/통보

복수학위(2개) 취득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

5. 기타

가.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매 학년도 6월, 12월(연 2회)에 있는 온라인 포기

신청 기간을 통해 포기의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4학년 1학기 종료 전]

※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 개강 후)로 등재된 경우 온라인 포기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이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다전공-연계전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사관리과 수업팀    

전화번호 - 200-6122~4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2. 신청시기: 매학년도 1월, 7월 

3. 자격: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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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가.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매 학년도 6월, 12월(연 2회)에 있는 

온라인 포기신청 기간을 통해 포기의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4학년 1학기 종료 전]

※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 개강 후)로 등재된 경우 온라인 포기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이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다전공-자기설계 연계전공’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사관리과 수업팀

융합전공 이수안내

1. 내용

가. 학생이 소속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소정의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이수

하면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 융합전공 명칭 및 수여학위

2. 신청시기: 매학년도 1월, 7월

융합전공명 주관학과 참여학과 학위종별

실내공간디자인 건축학과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디자인학사

스마트헬스케어 경영정보
식품영양학과, 의약생명

공학과, 건강관리학과
이학사

(홈페이지 학사공지) (1,7월 / 인터넷신청)

(졸업 시)

(홈페이지 학사공지)

융합전공 이수 희망자

신청공고

융합전공 이수 

신청서 제출

융합전공 이수 예정자 

선발/통보

융합전공 학위(1개) 취득융합전공 이수

5. 기 타

가. 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매 학년도 6월, 12월(연 2회)에 있는 온라인 포기

신청 기간을 통해 포기의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4학년 1학기 종료 전]

※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 개강 후)로 등재된 경우 온라인 포기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원 소속학과가 아닌 융합전공에서 지정한 학위가 발급됩니다.

다. 이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다전공-융합전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사관리과 수업팀    

 전화번호 - 200-6122~4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3. 자격: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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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모듈 이수 안내

1. 내용

학과(전공)내 진출 분야별 교과목 묶음으로 설계된 마이크로모듈을 통해 희망 진로에 필요

한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수강해가고 이수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가. 2020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마이크로모듈 개발이 완료된 학과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나. 2020학번의 신청 가능학과

: 기계공, 분자유전공, 응용생물공, 경영, 국제무역, 경영정보, 관광경영, 식품영양, 건강관리 학과

다. 2021학번의 신청 가능학과

: 기계공, 분자유전공, 응용생물공, 경영, 국제무역, 경영정보, 관광경영, 식품영양, 건강관리, 

바이오메디컬, 건축공, 패션디자인, 글로벌비즈니스, 영미 학과(매년 개발 완료 학과를 순차

적으로 추가해 전 학과로 확대 예정)

라. 이수 희망자 모집은 본인 소속 학과 및 복수전공 학과 내 모듈 중 선택 가능하며, 향후 

융합 모듈 선택으로 확대되어갈 예정입니다.

마. 이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학사안내-교과과정-마이크로모듈제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학사공지) (1월 / 인터넷신청)

(졸업 시)

(학생정보에서 본인 직접 확인)

마이크로모듈제 이수 

희망자 신청 공고

마이크로모듈제

이수 신청

결격사유 외 

신청자 전원 합격 

모듈별 이수증 취득마이크로모듈 이수

학사관리과 수업팀    

전화번호 - 200-6122~4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2. 신청시기: 매년 1월

3. 자격: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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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적처리안내

1. 내용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시험, 기말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후 등급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등급 A+ A B+ B C+ C D+ D F P(Pass)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0
산입하지 

않음

3. 성적의 평가

가.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아래와 같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등  급
분 포 비 율

전공 교양 교직

A+ ~ A  30% 이하 30% 이하 50% 이하

A+ ~ B  70% 이하 60% 이하 90% 이하

C+ ~ F  30% 이상 40% 이상 10% 이상

학적 안내
(성적처리, 휴복학, 전과)

나. 일부 교과목의 경우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A등급(A+~A)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에서 제한된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Pass / Non-Pass 및 Pass / Fail 로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학사관리과 학적팀    

전화번호 - 200-6126~8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2. 성적의 분류

성적은 D등급 이상(또는 P)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합니다.

4. 성적확인

학기말 시험이 종료되면 성적세부점수 및 등급을 학생에게 공시하며, 학생은 성적을 확인 

한 후 이의제기를 하여 교강사에게 성적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성적불량자 처리

가. 학사경고: 학기(1학기 또는 2학기) 평점평균이 1.5미만 또는 9학점 이상 F등급 시

나. 유급: 학년도(1학기 및 2학기) 평점평균이 1.2 미만 시

다. 학사경고 또는 유급 시 평생지도교수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이수해야 합니다.

라. 학사경고(3회) 또는 유급(2회)의 횟수 누적 시 제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학사안내-성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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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안내

전부(과)안내

1. 휴학

구분 일반휴학 병역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행정지원실 방문신청(창업휴학의 경우 창업교육센터 경유)

관련

서류
-

● 현역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

● 공익근무요원

: 입영통지서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대표자 등록)

창업 관련 서류 등

병원진단서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학

기간

최대 8학기

(5년제 학과 10학기)

복무기간·전역예정일에 

따라 복학예정학기 지정
최대 4학기 최대 2학기

신청

단위
한학기 / 1년단위 - 1년 단위

참고

사항

재학 중 1회에 한해 휴

학연기 신청 가능

귀향 및 의가사제대의 경우

행정지원실로 즉시 신고
등록금 납입 후 가능

2. 복학

가. 복학예정년도: 학생정보서비스 - 학적 - 복학예정년도조회에서 확인 가능

나. 복학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다. 유의사항: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1. 내용

소속학부(과) 및 전공을 변경하는 것

학사관리과 학적팀    

전화번호 - 200-6126~8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2. 신청기간

매년 2월 초(1월 중순 학사공지를 통해 세부일정 별도 안내)

(※ 해당연도 전부(과) 기본 계획은 학기 초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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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 1학년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

구분 이수학기 이수 학점 평점평균

2학년 전과 2개 학기 1학년 수료학점

2.0 이상3학년 전과 4개 학기 2학년 수료학점

4학년 전과 6개 학기 3학년 수료학점

※ 각 대학별 수료학점

학년
각 대학

[공과대학,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5년제) 제외]

공과대학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5년제)2020학번 이후 2019학번 이전

1학년 33학점 이상 좌동 35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2학년 65학점 이상 좌동 70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3학년 98학점 이상 좌동 105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4. 선발기준

전출
전입

실기고사 미실시 실기고사 실시

1. 평점평균 높은 순

2. 취득학점 최다 순

3. 입학연도 빠른 순

1. 공인영어성적 높은 순 

2. 평점평균 높은 순 

3. 취득학점 최다 순

1. 총점(공인영어성적, 실기 합산) 높은 순

2. 실기점수 높은 순 

3. 평점평균 높은 순 

4. 취득학점 최다 순

5. 비 고

일부 학과 및 자격제한으로 전부(과)가 불가능 할 수도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학사안내-학적-전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사관리과 학적팀

학사관리과 학적팀    

전화번호 - 200-6126~8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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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교직과정 이수안내

1. 내 용

교직과정이란 중●고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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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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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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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복수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복수전공자로 선발되어 있어야 복수교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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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교직은 2학년 2학기 재학 중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휴학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후 휴학을 해야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주요사이트-교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과 게시판)

교직이수 희망자

신청공고

(학과 사무실)
(2학년 2학기 말)

교직이수 신청서 

작성/제출

(학과)

교직이수자 선발

(교직이수 선발자)

교직과정 이수 

(졸업예정 학기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작성/제출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

(교직운영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

학사관리과 교직운영팀    

전화번호 - 200-6110~1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교직과정 이수 안내
(교직과정, 평생교육사과정)

2.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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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과 교직운영팀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안내

1.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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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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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이트-교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재학 중)

(교직운영팀)

(졸업예정 학기말)

(졸업 후)

평생교육사 과정 

과목 이수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 작성/제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학사관리과 교직운영팀    

전화번호 - 200-6110~1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학사관리과 교직운영팀

2.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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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소개

장학제도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의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지침, 장학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교내장학금

학생복지과 장학팀
전화번호 - 200-6212~4     홈페이지 - http://stu.donga.ac.kr

06 장학제도 안내

장학금명(종류) 지원자격 지원내역

동아희망장학금
-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0~8구간인 자 

- 0구간 및 1구간(차상위)                        

: 수업료에서 Ⅰ유형국가장학금을 제한 금액

- 1(차상위제외)~8구간 : 수업료 최대 

16%※2022학년도 기준

성적우수장학금

A·B·C

- 평생지도교수상담을 실시한 자 중 각 단

과대학 또는 학과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름

- A: 수업료 전액

- B: 수업료 60%

- C: 수업료 30% 

가족장학금A·B

- 매 학기 가족장학금을 신청한 자          

(신청기간: 1학기 4월, 2학기 10월 경)

- 신청학기에 가족 중 2인 이상 등록한 자

(대학원 제외) 등

- A: 가족 각 1인 수업료 30%(3인 이상 재학)

- B: 가족 중 1인 수업료 30%(2인 재학) 

각종 기금 장학금 - 학과 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름 - 수업료 일정 금액

- 그 외 공로장학금, 간부장학금, 해외파견프로그램 관련 장학금, 학부교육도우미장학금

(근로), 다우미디어센터학생기자장학금 등 수업료 일정금액 지원하는 교내장학금 다수

2. 신입생 우수 장학금

장학금명 지원내역

동아특별장학금

단과대학수석장학금

- 재학 중 수업료 전액

- 도서구입비 지원

-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등

정시모집최초합격자장학금 - 재학 중 수업료 50% 지원

동아미래장학금 - 입학학기 수업료 전액 지원

동아동문사랑장학금 - 입학학기 수업료 50% 지원

석당프리미엄인재장학금A·B
- 수업료 전액(A) 또는 50%(B) 지원

- 도서구입비 지원

인문과학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신입생 우수 장학금 - 도서구입비 20만원 ~ 수업료 50%(학과별 상이)

※ 2개 학기 이상 수혜가능한 장학금은 매학기 계속수혜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24

학생복지과 장학팀

3. 교외장학금

▶ 국가장학사업(한국장학재단)

장학금명(종류) 지원자격 지원내역

Ⅰ유형국가장학금
-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한국장학재단의 

심사 승인을 받은 자
- 소득구간별 수업료 일정 금액

Ⅱ유형국가장학금
-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한국장학재단의 

심사 승인을 받은 자 중 본교 선발 기준 충족자
- 소득구간별 수업료 일정 금액

지역인재장학금

-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한국장학재단의 

심사 승인을 받은 자 중 본교 선발 기준 충족자

   ※ 입학 성적 우수자 중 선발

- 1년 또는 4년간 수업료 전액 

우수장학사업
- 인문100년, 이공계,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등 본교 

선발 기준 충족자

- 2년 또는 4년간 수업료 전액

- 학업장려금(해당자)

국가근로장학금

- 매 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여 한국장학재단의 

심사 승인을 받은 자 중 본교 선발 기준 충족자

   ※ 저소득층 우선 선발

- 시급 단가 적용

▶ 그 외 장학재단 

- 동아대학교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장학재단 다수(동아문화재단, 동아장학회, 향문

장학회 및 학과 자체 설립 장학재단)

- 농어촌희망재단, 롯데희망재단, 송원문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수장학회, 청

촌장학회, 협성문화재단, 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등 150여개 장학재단

4. 장학 일반 사항

- 정례적인 장학제도 외에도 각종 사업에 따라 비정례적 장학금이 상시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장학금 정보 확인을 위해 본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상시 확인 바라며, 각종 장학금 

정보 안내를 받기 위해 ‘동아대알리미’앱 설치 권장

-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방지제도에 의거 교내·외 장학금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학업보조성, 근로성 장학금은 초과 가능),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수혜받은 

장학금액만큼 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 장학금지급규정에 의거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성적우수+동아희망 ▶ 불가, 

동아희망+가족 ▶ 불가) 단, 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변경 가능함

학생복지과 장학팀
전화번호 - 200-6212~4     홈페이지 - http://stu.donga.ac.kr

5. 장학금 제도 확인 방법

가. 장학금 제도(규정 및 지침) 확인 : 본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장학 ▶ 장학 규정 및 지침

나. ‘본교 홈페이지 ▶ 장학공지’를 통해 장학관련 사항 안내 및 교외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공고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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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학내역 조회 방법 및 장학금 수혜 확인서 발급

가. 본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장학 ▶ 장학내역 조회/장학금수혜확인서

나. 장학내역 조회에서 장학내역이 확인되어도 실제로 장학금을 수혜받기까지는 며칠 소요

될 수 있음

학생복지과 장학팀
전화번호 - 200-6212~4     홈페이지 - http://stu.donga.ac.kr

7. 본인 계좌 등록 방법

가. 본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 ▶ 학적조회/정정 ▶ 개인정보변경 바로가기 ▶ 로그인  

▶ 계좌정보변경

나. 장학금을 수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8. 교외장학재단의 장학생 추천서 발급 방법

가. 총장 추천서의 경우 학생복지과 장학팀으로, 대학장 또는 학과장 추천서의 경우 소속 

단과대학 또는 소속 학과로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

나. 방문 시 추천서 양식(작성 필) 및 장학생 선발 기준을 지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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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내07

1.재학생 등록기간

- 1학기 : 2022.2.21.(월)~2.24.(목)

- 2학기 : 2021.8.22.(월)~8.25.(목)

등록안내

5. 학기초과자

1) 신청학점 별 납부 금액

수강신청 학점 학기초과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3학점 이하 수업료의 1/6 수업료의 1/10

3학점 초과 ~ 6학점 이하 수업료의 1/3 수업료의 1/3

6학점 초과 ~ 9학점 이하 수업료의 1/2 수업료의 1/2

9학점 초과 수업료 전액 수업료 전액

비 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의 5.5% 납부

2) 유의사항

- 학기초과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 전액이 고지되므로 수강신청 필수

- 고지서 출력 후 수강신청 내역이 변경 되는 경우, 변동내역을 반드시 고지서에 반영하여 

납부해야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별도로 하여야 함

경리과
전화번호 - 200-6702     홈페이지 - http://donga.ac.kr

2. 고지서 및 납입확인서 발급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학생정보서비스)에서 출력

1)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등록 ->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금고지서 발급 

2) 학생정보서비스(student.donga.ac.kr) 로그인 ->등록/장학->등록금고지서 발급 

3. 수납처: 부산은행(재학생은 부산은행BC카드 납부 가능), 농협은행

4. 분할납부

1) 신청 시기: 1학기- 2월 초, 2학기- 8월 초(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2) 신청 대상: 학부 재학생 및 복학생(대학원생 및 신입생 제외)

3) 유의사항

- 회차 별 납부기간 미준수 시(1회 이상) 다음 학기에 분할납부 서비스 이용 불가 

- 1차 분할납부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 분할납부 완납 전에는 휴학 및 장학금 일체 지급 불가

- 분할납부 신청 기간 외 신청 불가 (복학생의 경우 신청일 이전까지 복학절차 완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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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가상계좌는 학생별 고유번호이므로 송금자명과 관계없이 수납 가능

- 납부 확인은 등록금 납부한 다음날부터 학생정보서비스에서 가능함

- 등록금 고지서는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등록금 고지서 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칙에 의해 제적 처리됨

학생복지과 장학팀
전화번호 - 200-6702     홈페이지 - http://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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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08

1. 취업동아리

가. Leaders Club (대기업 취업준비반), 모집대상: 4학년

18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리더스 클럽은 졸업을 앞둔 4학년 우수학생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학습을 1년간 진행하게 됩니다. 90%이상 취업률은 물론, 취업자의 

80%가 대기업으로 진출해 온 사례는 다양한 언론매체와 평가기관의 우수사례로 선정 되며 

명실상부 동아대학교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 Frontiers (중견기업 취업준비반): 미 취업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중견기업의 본인 희망직무로 진출하기 위하여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전국 최초 및 최다인원이 운영되는 프론티어즈는 동아대학교의 취업률 향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경력개발과 더불어 모의면접, 입사서류 지원 등 실전을 중점으로 준비하며, 

매 기수 80%이상의 취업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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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전공의 저학년 학생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운영됩

니다.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준비과정 지도를 통해 취업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가게 되며,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라. 공준모(공

기업 취업준비반) : 공기업 취업희망 재·휴학생 및 졸업생 공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모여 약 1년간의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NCS 및 전공 필기공부를 중심으로 운영

하고,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맞춤 특별 모의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공기업, 지역

기반 공기업 등 매년 공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 경영대 파이오니아 / 공대 리더스

단대별 취업동아리 구성으로 각 단대 특성에 따라 전문 담임을 배정합니다. 단대별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보다 효율적인 취업동아리로 운영되며 해당 직무 중심의 추천 채용과 채용

공고문 등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 선발안내

주요 프로그램 소개

취업지원실
전화번호 - 200-6222~8     홈페이지 - http://job.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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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연간 약 150명 선발

공준모 연 2회(4월,11월)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연간 약 200명 선발

파이오니아/공대리더스 연 1회(12월) 교수추천 및 면접을 통해 연간 약 3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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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원내용

취업지원실
전화번호 - 200-6222~8     홈페이지 - http://job.donga.ac.kr

구 분 지원사항

Leaders Club

- 단기집중교육(캠프) 실시

- 개별면담 및 취업지도

- 월별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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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준모
- 직렬별 그룹 스터디 운영(스터디룸 지원)

- NCS 집중반 특별 지원

파이오니아/

공대리더스

- 전공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맞춤형 상담진행 및 스터디 구성

- 취업추천 상시

2. 경력개발 프로그램

가. 실무자 양성과정 (동계, 하계 방학 중 개설)

1) 전‧현직 근무자들의 생생한 실무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실습‧강의롤 통해 분야별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 있습니다. 수강자에게는 교육 종료 후 교육 수료증을 발급 

해 드립니다.

2) 과정 상세

2021학년도 실무자 양성과정 (연간 1,500명 규모)

관광산업 실무자 양성과정 프리젠테이션 실무자 양성과정

인사총무 실무자 양성과정 관광산업 실무자 양성과정

전략기획 실무자 양성과정 AWS클라우드 전문가 양성과정

영업기획 실무자 양성과정 코딩(파이썬) 실무교육과정

스마트팩토리 실무자 양성과정 스마트팩토리 실무자 양성과정

생산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마케팅 실무자 양성과정

6시그마 실무자 양성과정 빅데이터 실무자 양성과정

금융 실무자 양성과정 품질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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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증 취득과정 (동계, 하계 방학 중 개설)

1) 직무별 취업에 필수적인 핵심 자격증 강좌를 수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드리고 있습

니다. 온라인 자격증 취득과정은 시중에 값 비싼 강의를 무료 또는 합리적인 가격에 수강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과정 상세

2021학년도 자격증 취득과정 (연간 1,300명 규모)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2급 식품기사 (필기)

사회조사분석사 전산회계 1급 일반기계기사 (필기)

신용분석사 건축기사 (필기) 정보보안기사 (필기)

ERP 정보관리사 (물류) 토목기사 (필기)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SMAT 자격증 취득과정 가스기사 (필기) 조경기사 (필기)

경영빅데이터분석사 

자격증 취득과정
산업안전기사 (필기) 종자기사 (필기)

구매자재관리사 

자격증 취득과정
전기기사 (필기) 품질경영기사 (필기)

AFPK(개인재무설계사) 대기환경기사 (필기) 화공기사 (필기)

ADSP(빅데이터준전문가) 수질환경기사 (필기)

3. 취업상담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이들과 진심어린 이야기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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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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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민캠퍼스에 위치한 취업지원실에서는 캠퍼스별 특화된 취업상담 뿐만 아니라 취업동아리 특별

상담, 단과대학별 취업진로상담 등 피상담자의 상황에 맞춘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년도별 취업상담 현황>

학년도 2018 2019 2020 2021

상담건수 6,070 7,672 8,176 7,216

※ 취업상담 신청 방법: 취업지원실 홈페이지 접속 - 취업(추천)상담 예약 - 상담 희망 캠퍼스 및 시간 선택

취업지원실
전화번호 - 200-6222~8     홈페이지 - http://job.donga.ac.kr

취업지원실

 4. 기타

가. 토익할인접수 

동아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 토익스피킹 및 토익 추가시험 접수비

를 1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YBM한국토익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이 기회    

는 전국 유일하게 동아대학교 학생들에게만 지원되게 됩니다. 

[동아대학교 취업지원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토익 할인 접수를 통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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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

매 학기 ZOOM 실시간, 혹은 e-mail로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하기에 자기소개서 첨삭 취업준비생들의 서류합격 향상에 기여합니다.

다. 스터디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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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언제든 대여가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시간까지 이용 가능     

합니다. 자세한 대여방법은 취업지원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시설 : 프로젝터, 컴퓨터, 냉난방시설, 화이트보드 등)  

라. 취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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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하고 있으며(2018.1월 기준), 승학-부민 취업자료실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당 최대 3권, 최대 7일간 대여가 가능합니다.

마. AI 모의 역량검사

비대면 면접전형이 많아지는 채용 트랜드에 발맞춰 국내 대기업, 공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AI면접을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마이다스아이티의 AI면접을 

사전테스트 해볼 수 있는 ID와 면접, 게임 등의 합격전략 PDF 파일을 제공합니다.

바. 재직선배초청교육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에 취업한 본교 졸업생을 초청하여 약 2시간 동안 후배들에게 입사

스펙, 기업소개, 입사 노하우,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 회 개설목적에 

걸맞게 최근 입사자 중심, 전문가 중심 등으로 구성됩니다. 매 학기중 2회의 일정으로 

진행하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서류합격자 면접교육

서류 및 필기 합격 후 면접을 앞둔 학생들을 수시로 신청받아 ‘기업별 스터디’를 만들어       

주고,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선배와의 카카오톡방 연결을 통해 학생들이 면접준비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인 이상 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를 초청해

모의면접을 진행합니다. 2021년 기준, 총 249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2018년 601명, 2019년 496명, 2020년 285명 참가) 

아. 온라인 취업컨텐츠

국내 최대 취업컨텐츠를 보유한 에듀스, 위포트 등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동아인이라면    

제한없이 무료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합격자 자기소개서, 면접가이드북, 직무적성    

검사 모의시험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취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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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실
전화번호 - 200-6222~8     홈페이지 - http://job.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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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프로그램 안내09

국제교류과는 본교 재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해외파견 프로그램 및 본교 내에서 진행하는 In-Campus 국제교류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소개

교환학생Ⅰ,Ⅱ 및 Dong-A International Virtual Exchange(D.I.V.E.) 프로그램

국제교류과
전화번호 - 200-6442~4, 6446~8, 1492     홈페이지 - http://global.donga.ac.kr

구분 언어권 지원조건

교환학생Ⅰ 및

D.I.V.E.
영미권,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중어권

-파견 학기 상대교 학비 면제

-본교 학비 납부

-학부 수업 이수 및 학점인정

교환학생Ⅱ 영미권, 일본, 중어권

-양교 등록금 납부 

-파견 언어권별 지원금 지급

 * 영어권: 인당 4,000,000원

 * 중어권, 일어권 2,000,000원:  

-학부 수업 이수 및 학점인정

장기어학연수 미국, 필리핀

-양교 등록금 납부 

-파견 언어권별 지원금 지급

 * 영어권: 인당 4,000,000원

 * 필리핀: 인당 2,000,000원  

-영어관련 수업 이수 및 학점인정

 * 전공학점 인정 가능하나, 인정가능.  

전공학점 전공별 상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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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온라인(D.I.V.E.) 교환학생 프로그램

교환학생 I과 동일하지만 온라인으로 상대교 학부수업을 한국에서 수강함. 해외에 파견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자절차가 생략되며 생활비, 기숙사비 등의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음.

[프로그램별 지원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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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가.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단, 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어야 함)

나. 어학능력 요건

언어권 신청자격 해당국가

영어
TOEIC 700~750 and/or TOEFL IBT 72~79

(파견 대학에 따라 상이)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마카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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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사항 교환학생 모집 관련 공지사항 참조

3. 파견조건 

가. 파견기간 동안 본교 또는 상대교 등록금 면제(프로그램별 지원 구분표 참조)

나.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함(프로그램별 지원 구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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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발대학 및 일정

가. 영어권

국가 대학명 소재지 선발시기 파견시기 비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 대학교

University of North Carolina,Wilm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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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Wood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Ⅱ

캘리포니아주립대-프레스노

CSU Fresno
Fresno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Ⅱ

(경영대학 대상) 

덴버 메트로폴리탄 대학

Denver Metropolitan State University
Denver 3월

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디자인

환경대학 대상)

미주리 주립대학

University of Missouri
Missouri 3월/9월

3월/9월

(한학기)

장기어학연수

+인턴십

영국

하트퍼드셔대학

University of Hertfordshire
Hatfield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카디프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Cardiff Metropolitan University
Cardiff 3월

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디자인

환경대학 대상)

德大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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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탐슨리버스대학

Thompson Rivers University
Kamloops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알고마대학

Algoma University
Sault St. 

Marie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독일

뮌헨대학

Ludwig-Maximilians Universitat
Munich 5월

9월

(1년)
교환학생 I

(독어독문

학과 대상)
본대학교

University of Bonn
Bonn 5월

9월

(1년)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교

Tilburg University
Tilburg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

University of Malaga
Malaga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난양 폴리텍

Nanyang Polytechnic
Singapore 9월

3월

(한학기)
교환학생 1

인도네시아

비누스대학

Binus University
Jakarta

3월/9월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인도네시아대학

University of Indonesia
Jakarta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교

University of Malaya
Kuala 

Lumpur
교환학생 I

필리핀
산어거스틴대학교

Colegio San Agustin
Bacolod 장기어학연수

나. 일어권

국가 대학명 소재지 선발시기 파견시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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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슈국제대학

九州大學
Kyushu

9월
익년 3월

(1년)

교환학생 I

삿포로학원대학

札幌學院大學
Sapporo 교환학생 I

칸사이대학

関西大学
Osaka 교환학생 I

류코쿠대학

龍谷大学
Kyoto 교환학생 I, Ⅱ

츄우쿄오대학

中京大学
Nagoya 교환학생 I

국제교류과
전화번호 - 200-6442~4, 6446~8, 1492     홈페이지 - http://global.donga.ac.kr

국제교류과



35

다. 중어권

일본

메이죠대학

名城大学
Nagoya

9월
익년 3월

(1년)

교환학생 I

유통과학대학

流通科學大學
Kobe 교환학생 I

효고현립대학

兵庫縣立大學
Hyogo 교환학생 I

무사시노대학

武蔵野大學
Tokyo 교환학생 I

요코하마국립대학

横浜国立大学
Yokohama 교환학생 I

후쿠오카대학

福岡大学
Fukuoka 교환학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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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학생 I

후쿠이대학 공학부

福井大學工學部
Fukui 교환학생 I

가나자와대학(영어)

金澤大學
Kanazawa

익년 9월

(1년)

교환학생 I

후쿠이대학(영어)

福井大學
Fukui 교환학생 I

큐슈대학

九州大學
Kyushu

익년 3월

(1년)
교환학생 I

국가 대학명 소재지 선발시기 파견시기 비고

중국

중국인민대학

中国人民大学
Beijing

3월/9월

3월

(1년)
교환학생 I

북경제2외국어대학

北京第二外國語學院
Beijing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기숙사 무료 

제공(일부)

동북사범대학

東北師范大學
ChangChun

3월

(1년)
교환학생 I

동화대학

东华大学
Shanghai

9월

(1년)

교환학생 I

기숙사 무료 제공

심천대학

深川大學
Shenzhen

3월

(1년)

교환학생 I

기숙사 무료 제공

서남대학

西南大學
Chongqing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산서대학

山西大学
Taiyuan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상해해양대학

上海海洋大学
Shanghai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청도농업대학

青岛农业大学
Qingdao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국제교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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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란주대학

蘭洲大學
Lanzhou

3월/9월

9월

(1년)

교환학생 I

기숙사 무료 제공

서남정법대학

西南政法大學
Chongqing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산동대학(위해분교)

山东大学(威海分校)
Weihai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서안외사대학

西安外事大学
Xian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서안번역대학

西安翻译学院
Xian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보계문리대학

宝鸡文理学院
Baoji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함양사범대학

咸陽師范大學
Xianyang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하얼빈상업대학

哈尔滨商业大学
Harbin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화중농업대학

華中農業大學
Wuhan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기숙사 무료 제공 

(생명자원과학

대학 대상)

마카오관광대학

澳门旅遊學院
Macao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 I

동화대학

东华大学
Shanghai

3월/9월

(한학기)
교환학생Ⅱ

대만

국립대만사범대학

國立臺灣師範大學
Taipei

3월/9월

9월

(1년)

교환학생 I

기숙사 무료 제공 

중국문화대학

中國文化大學
Taipei

3월

(1년)
교환학생 I

국립정치대학

國立政治大學
Taipei

9월

(1년)
교환학생 I

명전대학

銘傳大學
Taipei

3월/9월

(한학기-1년)

교환학생 I

동오대학

東吳大學
Taipei 교환학생 I

국립중정대학

國立中正大學
Chiayi

교환학생 I

기숙사 무료 제공

보인대학

輔仁大学
Taipei 교환학생 I

봉갑대학

逢甲大学
Taichung 교환학생 I

국립동화대학

國立东华大学
Hualian

교환학생 I

기숙사 무료 제공

*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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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와 복수학위 협정이 체결된 국외 자매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학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본교와 자매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 받는 프로그램

1. 신청자격 

복수학위제

해외어학연수

구 분 지 원 자 격

학년

- 본교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하고 5학기를 이수중인 3학년 재학생

* 현지에서 6학기~7학기 수강

- 파견학기에 복학 예정인, 5학기를 이수한 휴학생 지원 가능

- 파견종료 후,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서 수학해야 함 

학부 성적 - 전체 평점 3.0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 2.5이상(둘 다 충족해야 함)

어학 성적

공과대학 프로그램
- 제한 없으나 현지 영어강좌 수강이 가능한 자 

(영어성적 소지자 가산점 부여)

경영대학 프로그램
- TOEIC 650/TOEFL iBT 65/IELTS 5.0  이상 

(영어성적 필수)

2. 파견조건  

가. 본교 및 파견교 등록금 납부

나. 지원금 인당 4,000,000원 지급

다. 자매교의 상황에 따라 기숙사 또는 외부 숙소를 이용 (본인 부담)

라.  세부사항 복수학위 모집 관련 공지사항 참조

3. 선발인원 및 일정

국가 대학명 인원 선발시기 파견시기(기간)

아일랜드 Institute of Technology, Carlow 7명 내외 5월 9월(1년)

*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방학기간 중 해외 자매대학에서 실시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외국어 학습은 물론 

다양한 문화 체험에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교환학생과 마찬가지로,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또한 온라인으로 운영 중 (D.I.V.E.) 프로그램

국제교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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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가. 본교에서 3-7학기 이수중인 재학생(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나.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다. 해외파견 어학연수 및 온라인 어학연수 동일한 신청자격을 요함

2. 파견조건

가. 해외파견 어학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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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숙소에서 거주)

나. 온라인 어학연수(D.I.V.E.)

- 연수비용 전액 지원

- 자유선택 2-3학점 인정(마지막 학기 파견자는 학점인정 불가)

3. 선발인원 및 일정 (해외파견 및 온라인 어학연수 합산 인원)

구분 파견지역 및 대학 인원 선발시기 파견시기(기간)

영어연수
미국, 호주, 캐나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0

하계 5월

동계 11월

7~8월(3~6주)

1~2월(3~6주)

일본어연수 삿포로, 도쿄, 교토 등 20
하계 5월

동계 11월

7~8월(2~4주)

1~2월(2~4주)

중국어연수 상하이 등 10
하계 5월

동계 11월

7~8월(4주)

12월~1월(4주)

*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자비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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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원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인정해 주는 제도

1. 참가방법

: 본교의 자매대학에 자비로 유학. 자매대학이 아니더라도 공인된 정규 학부 과정에 입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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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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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학기간

: 한 학기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

3. 파견조건

: 유학기간 중 양교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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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mpus 국제교류프로그램
※ 본교 재학생과 유학생간의 언어교류 및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모집(실시)시

기
프로그램 내용 세부사항

글로벌 학습 튜터링
연 2회

(2월, 8월)

한국인 재학생 튜터(tutor)와 외국인 

신입생 튜티(tutee)의 1대1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 선발인원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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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별 1~2명

- 활동기간 : 한 학기

- 내용 : 유학생 전공학습 스터디

- 비고: 매칭대상-외국인 2,3학년 재학생

동아동화
연 2회

(3월, 9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이 

팀이 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운영

하는 프로그램

- 2020학년도: 동화책번역

- 2021학년도: 문화재 재해석

- 선발인원 : 20명 내외

- 활동기간 : 한 학기

- 선발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비고: 팀별 활동으로 봉사시간 인정

DAILY

(유학생 통합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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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기획, 국제교류과 주관 행사 도우미 등

International Day 10월말

국제 문화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재학생과 유학생, 지역

주민 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 

- 세계 전통놀이 및 음식체험, 벼룩시장

- KPOP 경연대회 등

※ 비대면/대면 혼합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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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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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개발 프로그램 안내10

진로개발센터
전화번호 - 200-6693~9     홈페이지 - http://gocareer.donga.ac.kr

담당 부서소개

주요 프로그램 소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며, 진로 

검사 및 상담, 진로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진로관련 교과목 

개발뿐만 아니라, 학과별 진로 로드맵을 구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며, 진로 

검사 및 상담, 진로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진로관련 교과목 

개발뿐만 아니라, 학과별 진로 로드맵을 구축, 지원하고 있습니다.<진로카페> 승학캠퍼스 학생회관 3층 312호

1. 진로활동 프로그램

2. 진로특강 및 워크숍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운영시기

진로동아리
진로목표가 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 진로탐색/진로설계/

진로특성화 영역 중 택 1 하여 진로목표를 함께 달성해나가는 진로활동 
매학기

진로또래멘토링
진로상담 준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진로 멘토가 또래 대학생의 

진로방향 설정과 준비를 도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로활동 프로그램
매학기

지역연계 진로멘토링
우리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멘토가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습 및 진로 멘토링 
매학기

진로캠프 관심직무체험활동을 통한 직무이해 및 진로계획 실천강화 캠프 1학기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운영시기

신입생 진로특강 진로탐색을 위한 신입생 단과대학별 맞춤형 진로특강 프로그램 1학기

재학생 진로특강 효과적인 진로 설정을 위한 재학생 주제별 진로특강 프로그램 매학기

학과별 진로특강 학과에 따른 요구와 특성에 맞춘 학과 맞춤형 진로특강 프로그램 매학기

진로워크숍 진로·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정보제공 및 맞춤형 진로마스터 프로그램 2학기

3. 진로상담 

 가. 개인상담 

1) 개요

: 자기이해(가치관, 흥미, 적성)와 합리적인 진로결정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1:1 진로상담

2) 참여대상: 학부 재학생

3) 운영시기: 상시(월~금)

4) 신청절차

상담신청
(라포시스템 사전 신청/

방문신청)
상담접수 1:1 진로상담 

종결 /
추후 진로탐색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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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 집단상담

1) 개요

: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

설계능력 및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2) 참여대상: 학부 재학생 

3) 운영시기: 방학 중(하계/동계)

4) 신청절차 

다. 계열별 온라인 상담 

1) 개요

: 계열별 Webvisor를 통한 1:1 실시간 온라인 진로상담 

2) 참여대상: 학부 재학생 

3) 운영시기: 상시 

4) 신청방법 

라. 1:1 진로컨설팅 

1) 개요

: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단계에서 진로/직업 정보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1:1 맞춤형 진로컨설팅

2) 참여대상: 학부 재학생 

3) 운영시기: 상시(월~목)

4) 신청방법 

진로컨설팅 신청
(데코시스템 
사전 신청)

일정조율 및
상담 접수

1:1 진로컨설팅

모집 참가자 선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수료

진로개발센터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상담
본인 계열 선택 후 

질문하기
실시간

답변 완료 

종결 /
추후 진로탐색 
프로그램 안내



42

마. 진로플래너  

1) 개요

: 진로목표설정 및 시간관리 / 진로목표설정 및 동기강화를 위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프로그램

2) 참여대상: 학부 재학생 

3) 운영시기: 상시(월~목)

4) 신청방법 

모집

진로 심리검사 신청
(라포시스템 사전 신청/

방문신청)

일정조율 및
참여 확정

심리검사 

1:1 진로플래너 

해석상담 

종결 /개인상담 신청 /
추후 진로탐색 
프로그램 안내 

종결 /개인상담 신청 /
추후 진로탐색 
프로그램 안내 

4. 진로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가. 개요

: 진로, 학습, 성격유형 검사 및 해석상담을 통한 종합적인 자기이해를 통해 진로탐색과 

설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나. 참여대상: 학부 재학생

다. 운영시기: 상시(월~금)

라. 신청절차

진로개발센터
전화번호 - 200-6693~9     홈페이지 - http://gocareer.donga.ac.kr

진로개발센터

진로개발센터
전화번호 - 200-6693~9     홈페이지 - http://gocareer.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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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Webvisor + Edumap) 24시간 밀착 진로 체계 

- Webvisor(동아대학교만의 차별화된 진로상담)

   : 실시간 계열별 온라인 전문 진로상담 지원(※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 Edumap(동아대학교만의 차별화된 학과(전공)별 진로로드맵)

   : 학과/전공/모듈별 교과-비교과-역량-졸업 후 진로 등을 하나의 맵(Map)으로 도식화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이고 전주기적인 진로설계를 지원

       ※ W;E체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로개발센터 홈페이지 참조

마. 심리검사 종류 및 내용

영역 검사종류 검사내용 소요시간

진로

·적성

Holland 직업적성검사 자신의 성격, 적성, 직업적 흥미 및 능력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검사 45분

U&I 진로탐색검사 개인의 진로성숙도와 진로흥미·성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검사 40분

STRONG 직업흥미검사
개인의 직업적인 흥미영역을 세분화하여 구체화된 직업/직무/

진로계획 등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
40분

아우란트 검사 자신의 인성 및 역량, 직무선호도, 취업준비도 등을 알아보는 검사 60분

직업선호도검사 S형 개인의 흥미유형 및 적합한 직업탐색을 위한 검사 25분

직업선호도검사 L형
개인의 흥미유형 및 성격, 생활사 특성을 측정하여 

적합한 직업을 안내해 주는 검사
60분

직업가치관검사 직업가치관 이해 및 적합한 직업을 안내해 주는 검사 25분

학습
U&I 학습유형검사 학습과정의 개인의 행동, 태도, 성격을 이해하는 검사 40분

MLST 학습전략검사 개인의 학습습관 및 태도를 점검하고 학습전략을 알아보는 검사 40~50분

성격

MBTI 성격유형검사
타고난 심리적 선호경향을 알고 16가지 선호유형에 따른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아보는 검사
20~30분

CST 성격강점검사 자기이해와 자기계발을 돕기 위한 성격적 강점을 알아보는 검사 40분

에니어그램 자신의 기질적 배경에 따른 9가지 성격유형 검사 30분

진로개발센터
전화번호 - 200-6693~9     홈페이지 - http://gocareer.donga.ac.kr
진로개발센터
전화번호 - 200-6693~9     홈페이지 - http://gocareer.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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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프로그램 안내11

학생상담센터
전화번호 - 200-6070~1,6473, 6476~7, 200-8775~6     홈페이지 - http://guide.donga.ac.kr

학생상담센터 소개

심리검사 소개

- 학생상담센터는 본교 학생들의 정서 및 심리적 건강을 위해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과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학생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본교 학생들 중 소외

되는 대상이 없도록 대상별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도구

입니다. 심리검사에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태도검사, 흥미검사, 등이 모두 포함

되며 대인관계, 성격이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검사 결과를 잘 이해하려면 전문 훈련을 받은 심리상담사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심리검사 결과는 심리상태, 적응수준, 개인의 욕구, 태도 그리고 성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검사 결과에 나타난 행동적, 정서적 특징을 심리상담사와 함께 살펴보고, 개인의 

심리적 경향을 이해하면 실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라포시스템
(http://rapo.donga.ac.kr)

또는 방문신청

신청 접수 해석상담

검사 실시 및 
해석일정 예약

(대면/비대면 화상) 
해석상담 + 

만족도 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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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담 소개

신청 접수 개인상담

라포시스템
(http://rapo.donga.ac.kr)

또는 방문신청

신청서 작성 및 
심리검사 실시

(대면/비대면 화상) 
심리 상담 진행

심리검사 종류 내용 및 소요시간

MBTI성격유형검사

(Form M, Form Q)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고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키며 나아가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 

(소요시간: 약 20분)

TCI 기질 및 성격검사
타고난 나의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한 성격을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검사 

(소요시간: 약 30분)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나의 성격유형을 알아봄으로써 건강한 삶과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검사 

(소요시간: 약 30분)

MMPI-2 다면적 인성검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현재 심리상태를 객관화하여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 

(소요시간: 약 50분)

CST 성격강점검사
자신의 성격 강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 

(소요시간: 약 30분)

FCPI 유학생 심리건강검사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생활을 하며 겪는 여러 적응 문제와 

심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소요시간: 약 30분)

SRI 스트레스 탄력성검사

개인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 

군입대 전/후 남학생에게 특히 추천. 

(소요시간: 약 30분)

SCI-IGD 인터넷 게임장애 진단검사
인터넷 게임장애의 유무 및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면담 도구 

(소요시간: 약 30분)

K-SCL95 간이정신진단검사II
주요 임상/심리적 문제 증상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소요시간: 약 20분)

SCT, K-HTP, KFD 등

마음이 지치고 힘든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겪는 갈등, 해결하기 어려운 

불안과 우울, 빠져 나갈 길을 찾지 못 하는 답답함과 혼란스러움. 평안한 삶을 방해하는 

많은 자극들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 심리상담사와 내담자가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상담입니다.

개인 상담 (연중 상시 진행)

심리상담 -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상담 (소요시간: 50분)

구조화 개인상담
- 정형화된 틀을 따라서 상담자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상담 (소요시간: 50분)

- 상담자와 함께 목표 설정 후 방법을 모색해 가는 상담 (소요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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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유티 멘토링 프로그램, 학생모니터링단, 온/오프 홍보 프로그램, 공모전, 자기이해 및 

인성교육, 폭력예방 교육, 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상담, 예비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단계적 일상회복(COVID-19)을 위한 심리상담 등 다양한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

(대면/비대면 화상) 
집단 상담 진행 

+ 만족도 조사 후 
데코 포인트 지급 

집단상담 소개

그 외 주요 프로그램 소개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도구

입니다. 심리검사에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태도검사, 흥미검사, 등이 모두 포함

되며 대인관계, 성격이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검사 결과를 잘 이해하려면 전문 훈련을 받은 심리상담사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심리검사 결과는 심리상태, 적응수준, 개인의 욕구, 태도 그리고 성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검사 결과에 나타난 행동적, 정서적 특징을 심리상담사와 함께 살펴보고, 개인의 

심리적 경향을 이해하면 실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데코시스템
(http://deco.donga.ac.kr)

또는 방문신청

신청 접수

신청서 작성

집단 상담 ( 프로그램 당 매 학기 별 진행)

동행 매체를 활용한 성격 이해 및 자기 성장 집단 프로그램

슬기로운 대학생활 대인관계 및 자기 관리 향상 집단 프로그램

스트레스 오프 그라운드 스트레스 완화 및 자기조절능력 증진 집단 프로그램

대상별(휴학생, 복학생, 편입생, 학사경고자) 집단상담 소수 대상자의 맞춤 집단 프로그램

마음봄 고위험군 심리적 위기 해소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학생상담센터
전화번호 - 200-6070~1,6473, 6476~7, 200-8775~6     홈페이지 - http://guide.donga.ac.kr

학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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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소개

학생복지과
전화번호 - 200-6202~4     홈페이지 - http://stu.donga.ac.kr

12 사회봉사(봉사활동) 프로그램 안내

1. 대학생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시간 별 

장학금 및 활동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 프로그램 개요 및 활동내용
선발 및 활동 일정

(예정)

서구 대학생 멘토링

- 교육기부 활동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기여

- 서구 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지도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 및 성적향상

하계·동계방학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

부여 활동 등

3월 ~ 12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 교육,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등

-멘티 사회 적응 지원

4월 ~ 12월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 학습법 지도 및 진로 상담 등 배움지기(멘티)의 학업 집중 

및 동기부여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 예체능분야 특별활동, 체험활동 등 배움지기(멘티)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창의적 멘토링

하계·동계방학

서구 대학생 멘토링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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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과

동아재능기부봉사단(미술작품전시) 클린 동아 봉사단 해외봉사단

2.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개요 및 활동내용
선발 및 활동 일정

(예정)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으로 인성함양 및 지역사회에 기여

- 활동분야: 공연, 전시 및 체험, 교육, 노력 등

- 활동내용: 음악(악기, 노래, 풍물 등), 댄스, 마술, 스포츠, 미술, 과학 

작품전시(사진, 만화 등), 주거환경개선, 벽화그리기, 기타 단체봉사 등

4월 ~ 익년 2월

클린 동아 봉사단
- 캠퍼스 환경정화 및 캠페인 활동

-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활동
5월 ~ 12월

해외봉사활동
- 해외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및 봉사정신 함양 프로그램

- 활동내용: 교육봉사, 전공연계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등
동계방학

3. 사회봉사학점

가. 개요

재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통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학사제도입니다.

나. 학점인정

1) 사회봉사활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교과목은 사회봉사Ⅰ, Ⅱ, Ⅲ으로 각각의 사회봉사 

학점은 1학점이며 봉사활동 총시간이 24시간 이상일 때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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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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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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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졸업학점에는 포함시키되 평점평균 환산에는 제외

다. 기타 안내사항 및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학생복지과
전화번호 - 200-6202~4     홈페이지 - http://stu.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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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ECO시스템 안내

교육혁신센터
전화번호 - 200-6296~7     홈페이지 - http://deco.donga.ac.kr

DECO(Dong-A Extra-curricular&COmpetency)시스템은 교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비교과 프로

그램을 통합 관리하고 우리 대학 6대 핵심역량을 진단 및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은 교내에 개설된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시 DECO포인트가 적립되며, 매년 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비교과 교육과정

1. 의미

우리 대학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내 

각종 특강, 봉사활동, 진단검사, 멘토링 및 공모전 등을 포함하는 경력개발 활동을 의미합니다.

3. DECO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방법

- DECO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정보 ID, PW로 로그인

> 인터넷 주소창에 http://deco.donga.ac.kr 입력

> 학교홈페이지 주요사이트, 학사안내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

- 비교과 프로그램 → 모집중 프로그램 → 프로그램 클릭 후 신청하기

※ 부서명 또는 프로그램명을 검색하여 조회/신청 가능

- 프로그램 활동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참여 및 DECO포인트 적립

※ 만족도 조사는 마이홈 → 만족도조사 참여현황에서 실시가능 (프로그램 종료 2주 이내)

- DECO시스템에서 프로그램 이수증 및 참가확인서 출력가능

각 부서/학과

신청자 확인 및 선발프로그램 개설

각 부서/학과 학생

프로그램 조회 및 신청

학생

만족도조사 실시 후 
DECO포인트 적립

학생

프로그램 참여

각 부서/학과

프로그램 종료 후
수료 처리

2. DECO 비교과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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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프로그램 조회 화면 만족도 조사 및 참여 비교과 확인가능

DECO 포인트 및 장학금 제도

1. 의미

: DECO시스템에 등록된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장학금을 

부여하는 제도

4. 장학금 제도

- 학년도별 비교과 교육과정 참가자 중 선발, 및 금액 세부기준은 공지사항 확인

- 매년 1월~12월까지 적립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함

- 장학금 지급 시점에 재학생만 가능

※ 장학금은 1월말~2월초 지급 예정으로, 2월 졸업자는 수혜 가능

- 매년 2학기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해당 학기 타 장학금 중복수혜,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센터
전화번호 - 200-6296~7     홈페이지 - http://deco.donga.ac.kr

2. 대상

: 모든 학부생

3.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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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소개

기초교양대학
전화번호 - 200-6432~4     홈페이지 - http://dms.donga.ac.kr

14 기초교양대학 프로그램 안내

기초교양대학에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자신의 삶과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Learning-to-Be 교양교육 구현을 목표로 삼으며 다양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양교육을 위해 기초교양대학 내에 표현력증진센터와 인성체험증진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1. 제5기 교양교육 학생평가단

가. 개요

: 학생들의 교양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조사, 분석하고, 최신 트렌드나 4차 산업혁명 대비에 

필요한 교양교과목을 탐색하여 새로운 교과목을 제안하는 등 학교와 학생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함

나. 선발

1) 선발시기: 매년 3~4월 중

2) 선발인원: 10명 이내

3) 활동시기: 2022년 4월 ~ 2023년 1월 초(예정)

다. 혜택

1) 총장 명의 임명장 수여 및 정기 활동비 지급

2) 학생별 활동시간에 따라 데코 포인트 지급 및 활동유니폼 지원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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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학사학위과정 - ‘리버럴아츠 전공’ 운영

1. 전공 소개

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미래형 교양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제 간 융복합 교양교육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전공입니다.

나. 교양 학사학위과정 내 전공 명칭 및 수여학위 

교양 학사학위과정 내 전공 명칭 주관대학 학위종별

리버럴아츠 전공 기초교양대학 리버럴아츠 학사

다. 총 48학점 중에서 36학점(필수이수 학점 포함)을 취득하면 본전공 외에 별도로 교양 

학사학위(리버럴아츠 학사학위)가 수여됩니다.

라. 모든 교과목은 융복합 교양교과목(팀티칭 또는 코티칭)으로 구성됩니다.

절차 비고

교양 학사학위과정 이수 희망자 홈페이지 학사공지 홈페이지 학사공지

교양 학사학위과정 이수 신청 2022년 1월, 7월 중/인터넷 신청

교양 학사학위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통보 홈페이지 학사공지

교양 학사학위과정 ‘리버럴아츠 전공’ 이수

복수학위 취득(‘리버럴아츠 학사’ 학위 취득) 졸업시

기초교양대학

기초교양대학
전화번호 - 200-6432~4     홈페이지 - http://dms.donga.ac.kr

2. 진로 

리버럴아츠 전공은 융합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직업군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공 관련 능력 외에도 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버럴아츠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학제 간 융복합 교양교육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2022년 1월, 7월

4. 신청 자격: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제외)  

5. 모집 인원: 연간 20명

6. 혜택

가. 리버럴아츠 교양교과목 수강신청 시, 우선 순위 배려 

나. 교수 학생 간 1:1 맞춤 지도

다. 소속 전공 학위 외 복수 학위 취득

7.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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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소개

표현력증진센터는 재학생의 표현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 글쓰기 클리닉

가. 개요

1)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글쓰기 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1대1 첨삭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

2)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운영

가) 라포시스템(rapo.donga.ac.kr)을 통해 상담 접수

나) 오프라인 상담 시 인문과학대학 512호 사무실에서 상담 진행

나. 운영일정: 연중 상시 운영

표현력증진센터
전화번호 - 200-6437     홈페이지 - http://cge.donga.ac.kr/cge1/9190/subview.do

15 표현력증진센터 안내

2. 글쓰기 특강

가. 개요

1) 재학생의 글쓰기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연4회 개최되는 특강

2) 한국어·영어 작문을 중심으로 운영

나. 운영일정: 분기별 1회 개최

3. 독서 에세이 대회

가. 개요

1) 문학·인문·사회·자연·예술·체육 부문별 주제도서 중 1권을 읽고 참여하는 백일장 

형태의 에세이 대회

2) 참가자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되는 도서별 주제문을 바탕으로 지정된 시간 

100분 동안 1500자 내외의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

나. 운영일정:  11월 개최

4. 동좌문도 북클럽

가. 개요

1) 교수와 학생이 소규모 독서 모임의 형태로 모여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을           

읽으며 토론을 나눔

2) 참가자는 조별 독서 모임이 마무리되면 읽은 책을 바탕으로 1500자 내외의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

나. 운영일정: 격년 1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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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체험증진센터 안내16

주요 프로그램 소개

인성체험증진센터는 재학생들의 인성 나눔 경험을 증진하고, 배움과 삶의 연결을 위해 교과와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창의적 대학설계 우수사례 공모전

가. 개요

: 교양필수 교과목인 ‘창의적 대학설계’를 이수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대학생활 

로드맵을 공모합니다.

나. 신청방법: DECO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deco.donga.ac.kr)

다. 운영방법

라. 선발일정: 1학기 운영 예정

라. 선발일정: 2학기 운영 예정

인성체험증진센터
전화번호 - 200-6436     홈페이지 - http://cge.donga.ac.kr/cge1/9205/subview.do

‘나만의 창의적 대학설계’
로드맵 작성

‘봉사활동 보고서’ 작성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

서류심사

시상식

시상식

2. 봉사활동 수기 공모전

가. 개요

: 대학생활 중 나눔의 의미를 실천한 ‘봉사활동 체험담’을 공모합니다.

나. 신청방법: DECO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deco.donga.ac.kr)

다. 운영방법



55

17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안내

교수학습개발센터
전화번호 - 승학 200-6291~2, 부민 200-7948     홈페이지 - https://ctl.donga.ac.kr/

동아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에서는 학생 여러분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아스터디, 글로벌스터디, 

Jump-up, 기초학력강화 프로그램, 학습컨설팅, 지식나눔교실, 자기주도학습법 온/오프라인

특강,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매체 특강, 동아학습 UCC 공모전, 동아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동아토론회 등입니다. 모든 활동 참여시 '비교과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프로그램 소개

1. 함께하는 프로그램

가. 목적

1) 학생들이 상호간 협력학습, 도움을 통해 학문적 유대감 및 학습 공동체 의식 함양

2) 체계적인 학습계획 수립, 관리를 통한 질적 학습능력 향상 및 목표 달성을 통한 

성취감 획득

3) 대학생활에서의 자기관리,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활동으로 능동적인 대학생활 

설계 도모

나. 내용

프로그램 소개 신청 시기
(활동기간)

활동 혜택
명칭 내용

Jump-up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

- 1단계: Wake up

- 2단계: Fly up

전공 선배와 전공 후배가 1:1(소수)로 짝이 되어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 전공학습 및 전반적인 

학업 생활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성적향상 및 대학

생활을 도움

[1학년 2학기부터 지원 가능]

매 학기 초

(3월~6월,

9월~12월)

- 활동 지원비

- 비교과 포인트 

- 학생경력개발등재

- 활동인증서 발급

- 우수팀 시상 

(시상품 및 기념품)

동아스터디

동아대를 대표하는 교과, 비교과 협동 학습 동아리.  

교내 교과목 또는 비교과 학문을 같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 학습하는 협동학습 프로그램

[팀 당 3~5명 구성]

글로벌스터디

외국인 강사와 함께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과 외국 

문화를 경험하는 글로컬 도전역량을 쌓도록 지원

하는 프로그램 

[팀 당 7명 구성(외국인강사 1 - 학생 6)]

On-line 어깨동무 

학습교실

교수가 추천한 학생들로 선발된 멘토에게 전공 공부 등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

DA-ITDAA(다잇다 홈페이지)에서 활동(참여)

매학기 상시
- 비교과 포인트

- 학생경력개발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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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up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

동아스터디 글로벌스터디 On-line 어깨동무 학습교실

교수학습개발센터

다. 신청방법: DECO 비교과 홈페이지(http://deco.donga.ac.kr/) 온라인 접수

2. 나의 학습역량 향상 프로그램

가. 목적

1) 부족한 학습에 대한 전문가의 코칭과 티칭을 통한 학습문제 해결

2) 맞춤형 학습전략 제공으로 학습에 대한 문제, 고민을 가진 학생들에게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역량 향상 도움

나. 내용

프로그램 소개 신청 시기
(활동기간)

활동 혜택
명칭 내용

DAU 

자기관리 학습법

학사경고 및 학업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학습코칭과 

심리상담을 병행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으로, 1학점 정규교과로 운영됨

[학사경고 연속2회자 의무 이수]

개별 신청 불가 

대상자 
자동 등록 

- 우수참여자 장학금 

- 1학점 인정

학습컨설팅

학습에 대한 1:1 또는 1:소수를 대상으로 코칭, 상담을 

통해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법을 제시하여 학습

문제와 학습고민을 해결하는 프로그램

매학기 상시

- 비교과 포인트, 

- 학생경력개발등재 

- 우수참여자 장학금

지식나눔교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지정된 

지식나눔교실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찾아가서 교수자 

멘토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운영과목: 수학, 화학, 생물, 회계, 글쓰기]

매학기 상시

- 비교과 포인트, 

- 학생경력개발등재 

- 활동 인증서 발급,

- 시상품 및 기념품

DAU 자기관리 학습법 학습컨설팅 지식나눔교실

교수학습개발센터
전화번호 - 승학 200-6291~2, 부민 200-7948     홈페이지 - https://ctl.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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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방법

- DECO 비교과 홈페이지(http://deco.donga.ac.kr/) 온라인 접수

- DAU 자기관리학습법의 경우, 학사관리과에서 일괄 신청

프로그램 소개 신청 시기
(활동기간)

활동 혜택
명칭 내용

자기주도학습법 

온/오프라인 특강

학습 동기 유발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언제, 어디든지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와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는 오프라인 특강으로 

구성.

매 학기 상시

- 비교과 포인트 

- 학생경력개발등재

- 기념품(선착순)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매체 특강

매체(PPT, 프렌젠테이션, 엑셀 등) 특강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관리전략을 위한 학습법 특강
매 학기 상시

- 비교과 포인트 

- 학생경력개발등재

- 기념품(선착순)

L 서포터즈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센터 내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브로슈어, 홍보영상, 프로

그램 인터뷰 등)을 하는 L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5명 선발, 1년 프로그램]

매년 3월

- 활동 지원비

- 비교과 포인트 

- 학생경력개발등재

- 활동인증서 발급

자기주도학습법 온/오프라인 특강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매체 특강 L 서포터즈

다. 신청방법: DECO 비교과 홈페이지(http://deco.donga.ac.kr/) 온라인 접수

교수학습개발센터
전화번호 - 승학 200-6291~2, 부민 200-7948     홈페이지 - https://ctl.donga.ac.kr/

3. 스스로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가. 목적

1) 온라인 & 오프라인 학습법 특강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관리전략 및 적극적 학습동기 부여

2) 학습흥미 유발로 인한 자기주도 학습력 및 질적 학습능력 향상

3) 학생 스스로 자기역량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능동적인 대학생활 설계 도모

나. 내용



58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전화번호 - 승학 200-6291~2, 부민 200-7948     홈페이지 - https://ctl.donga.ac.kr/

4. 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가. 목적

1) 다양한 공모전 경험의 기회와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음으로써 자기역량개발 함양가능

2)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취와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다른 학생들의 성과를 통해 학습흥미 유발 및 적극적 학습 동기 부여

나. 내용

프로그램 소개 신청 시기
(활동기간)

활동 혜택
명칭 내용

동아 토론회

제시된 문제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 

프로그램. 토론교육 및 토론대회로 구성

매 학기 중순

(5월~7월, 

11월~1월)

- 비교과 포인트 

- 학생경력개발등재

- 우수팀 시상 

(시상품 및 기념품)

후배에게 알려주는 

꿀Tip 공모전

선배가 후배에게 알려주고 싶은 유용한 대학생활 

꿀팁(공부스킬, 과제스킬, 교내 장학금 정보 등)을 

공모전을 통해 선발하고, 공모전에서 선발된 팀

(개인)은 각 주제를 온라인 강의로 제작하여 본교 

가상대학을 통해 재학생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매 학기 중순

(4월~6월)

- 비교과 포인트 

-  학생경력개발등재

- 강의료 지급

동아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전문적인 의사표현능력과 종합적 사고 역량 강화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한 특강 교육과 

경진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진대회 발표자가 

아니더라도 청중 평가단 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

매 학기 말

(6월~7월, 

12월~1월)

- 비교과 포인트 

- 학생경력개발등재

- 우수팀 총장상 시상 

(시상품 및 기념품)

동아 UCC 공모전 &

BIFEC

(Busan 

International 

Festival of 

Educational 

Contents)

창의, 도전,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매체활용 능력 

및 기획 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관련 UCC를 제작

하고 우수팀을 선발하는 프로그램. 

1학기 UCC공모전에서 선발된 우수 3팀에게는 

2학기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교육콘텐츠 공모전인 ‘BIFEC’ 출전 

자격이 부여됨

매 학기 말

(6월~8월,

9월~11월)

- 활동 지원비

- 비교과 포인트 

- 상위 3팀 

BIFEC 참가 

자격 부여

- BIFEC 우수팀 

부산지역 대학 

총장상

다. 신청방법: DECO 비교과 홈페이지(http://deco.donga.ac.kr/) 온라인 접수

동아 토론회
후배에게 알려주는 

꿀Tip 공모전
동아 프레젠테이션

동아 UCC 공모전 &
BIFEC



59교수학습개발센터
전화번호 - 승학 200-6291~2, 부민 200-7948     홈페이지 - https://ctl.donga.ac.kr/

5. 기타 프로그램 - ‘학생스태프’

가. 목적

1) 교수지원 프로그램(강의컨설팅, 플립드러닝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2)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수업운영을 위한 지원     

나. 내용

1) 강의 촬영 및 편집, 특강 업무보조 등

2) 대상: 캠코더와 카메라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본교 재학생 10명(휴학생 제외)

3) 신청 시기(활동기간) :  매 학기 초(3월 ~7월)

다. 활동 혜택

1). 활동지원비: 시급 10,000원

2). 참가자 특전: 최소 6시간 이상 활동 시, 인증서 발급

3). 비교과 포인트 활동시간별 차등 지급

4). 캠코더 촬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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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육원 안내18

주요 프로그램 소개

언어교육원은 다양한 외국어 강좌를 제공하고 영어 경시대회를 개최하며 다국적 문화 교류의 

공간인 Global Zo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Dong-A Global Zone

가. 개요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다국적 문화를 교류하는 공간으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인터넷 카페, 스터디룸이 구비되어 있으며 

영자 신문, 영문 서적, 넷플릭스 등 각종 교육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위치

- 승학캠퍼스: 인문과학대 4층 401호 (S01-0401) 

- 부민캠퍼스: 국제관 1층 101호 (B05-0101)

다. 글로벌존 구성

- A/V Zone, Reading Zone, Internet Cafe, Meeting Room

- 교육 컨텐츠: CNN 뉴스, 영자신문, 영문소설, OTT서비스 등 활동 가능

라. 2022학년도 글로벌존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모집(실시) 시기 프로그램 개요

Globalzone 

Staff 모집
2월, 8월

- 업무내용: 글로벌존 운영 보조, 영어 프로그램 및 Special 

day 행사 진행, 언어교육원 업무 보조 등

- 선발인원:캠퍼스별 6명

- 모집대상: 재학생

- 활동기간: 한 학기

- 지원내용: 장학금, 활동증명서 지급

Daily Program 학기 중 상시

- 재학생 영어 실력향상을 위한 원어민 강사님과 학생 스태프와 

함께하는 공강시간활용 무료 영어 프로그램

- 수준별 영어강좌제공

- 수업비: 무료

- 대상: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 상세 개설 정보는 알리미나 언어교육원 홈페이지 참고

언어교육원
전화번호 - 200-6343~4     홈페이지 - https://lang.donga.ac.kr/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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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모집(실시) 시기 프로그램 개요

방학 특강 

Intensive English 

Program(IEP)

방학 중 상시

- 어학연수나 회화학원을 가지 않고도 교내에서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학맞이 원어민 강사와 학생 스태프와 

함께하는 수준별 영어집중회화 수업

- 수준별 영어강좌제공

- 수업비: 무료

- 대상: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 상세 개설 정보는 알리미나 언어교육원 홈페이지 참고

Special Day 행사

Easter: 5월

Halloween:10월

Christmas: 12월

- 영미문화권 이벤트를 통한 외국어 학습 및 문화교류 행사

- 세부 일정 및 정보는 언어교육원 홈페이지 참고

1:1

원어민 매칭강좌
연중상시

- 원어민 강사와의 1:1 매칭 영어수업

- 예약제를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 Speaking, Writing, Job Interview 등

- 시간 당 35,000원

Globalzone Staff 수료식 Intensive English Program Christmas 행사

2. 외국어학습지원 프로그램

가. 개요

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자격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시중 어학원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으로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나. 진행 장소

1) 승학캠퍼스: 인문과학대(S01) 5층 504, 505, 506, 510호  

2) 부민캠퍼스: 국제관(B05) 4층 407, 408, 409, 410호 

다. 재학생 혜택

1) 외국어 정규 강좌: 수강료 환급, 토익성적향상지원금 지급

2) 신입생 영어(외국어) 특별과정: 재학생 할인, 장학금 지급

3) 스파르타 토익&토익스피킹, YBM 불라방: 재학생 할인, 수강료 환급 

4) 스피쿠스 전화영어, YBM 동영상 강좌: 재학생 할인 

5) TESOL, ITT: 재학생 할인, 수료증·자격증 발급

6) 모의토익: 무료 제공

언어교육원
전화번호 - 200-6343~4     홈페이지 - https://lang.donga.ac.kr/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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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1) 코로나19 관련 수업방식

- 대면 수업의 경우 코로나19 단계 격상 시 비대면 전환하여 수업 진행

- 대면 수업 진행 시 거리두기 규정 준수 및 체크리스트 작성

2) 강좌 신청방법 및 수강료 안내

- 언어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마. 2022학년도 외국어학습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모집(진행) 시기 내용

외국어 

정규 강좌
매월

- TOEIC, TOEIC Speaking, HSK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 개설

- 학기 중 : 대학 수업이 진행되는 주중 시간대를 피해서 강좌 진행

- 방학 중 : 단기간에 최대의 시간을 투자하여 원하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학 집중 과정을 운영

신입생 영어(외국어) 

특별과정

모집: 1월 ~ 2월

진행: 3월 ~ 다음 해 2월

- 신입생 대상 1년 과정 영어(외국어) 교육 제공

-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학기로 나누어 진행

- 대면 수업과 온라인 강좌 모두 제공

스파르타 토익

&토익스피킹

모집: 6월, 11월

진행: 방학 중

- 방학 기간 중 4주 동안 진행하는 토익 집중 과정

- 토익 3개, 토익스피킹 2개의 세분화된 분반을 통해 학생 수준에 

맞는 강좌를 제공

스피쿠스 전화영어
모집: 3,5,7,9,11월

진행: 4,6,8,10,12월

- 3개월 과정의 필리핀, 미국 전화영어 수업 

- 주 2회 10분 과정, 주 3회 10분 과정 중 선택 가능

YBM 불라방 매월

-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라이브 토익 특강 

- 당일 강좌 녹화본을 제공하여 복습 가능

- 사전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를 통한 성적 향상도 파악 

YBM 

동영상 강좌
매월

-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HSK, 토플, 공무원 영어 등 다양한 

종류의 강좌 제공 

- 1개월 과정에 1개월 복습 과정을 더해 총 2개월간 수강 가능

TESOL 교육과정 학기 중

- 영어 교수법 학습. 수료 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롱비치 대학 

수료증 발급

- 총 180시간 교육 제공. 주중, 주말반 중 선택 가능

비즈니스 통번역 

교육과정(ITT)
학기 중

-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통번역 교육. 수료 시 비즈니스 통역사 

1급 자격증 발급

- 총 120시간 교육 제공. 주중, 주말반 중 선택 가능

모의토익 상시 - 재학생을 위한 무료 온라인 모의토익 제공 

외국어 정규 강좌 신입생 영어(외국어)특별 과정 온라인 모의토익 

언어교육원
전화번호 - 200-6343~4     홈페이지 - https://lang.donga.ac.kr/lang

언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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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 경시대회

가. 개요

재학생들의 영어 실력 발휘의 장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교내 영어 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나. 2022학년도 영어 경시대회

프로그램명 모집(실시) 시기 프로그램 개요

제 14회 Dong-A 

English Essay 

Contest

모집: 3월~4월

실시: 5월 중순

- 영어 작문능력향상을 위한 교내 영어 에세이 대회

- 상장 및 시상금 수여

2022

동아 영어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모집: 9월~10월

실시: 11월 중순

- 영어 회화 및 발표실력향상을 위한 교내 영어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 상장 및 시상금 수여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https://lang.donga.ac.kr/lang) 에서 확인 바랍니다.

※ 전화 문의: 051) 200-6343~4

언어교육원
전화번호 - 200-6343~4     홈페이지 - https://lang.donga.ac.kr/lang

https


64

평생교육원 안내19

평생교육원
전화번호 - 200-8452~6     홈페이지 - https://donga-edu.donga.ac.kr

일반과정

학점은행제과정

- 기타 교양과정 

: 두뇌계발 한자속독 강사과정, 영어속독 강사과정, 아동미술심리상담사, 부동산공경매전문가, 

민요와장구, 기문명리학, 한국무용 등

* 본교 재학생 혜택: 수강료의 30% 할인

분야 과정명

동아대학교 총장명의 자격증 과정

근대문화자산안내전문가 1·2급, 모던댄스스포츠지도자, 라틴댄스스포츠지도자, 

만다라미술심리지도자, 심리상담사, 학교폭력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주택

생활풍수, 생활명리학, 중등수학지도자, 주산활용수학교육사, 방과후초등수학

지도사, 리더십/파워스피치지도자

경영학 사회복지학 체육학 태권도학

동아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취득 (본 교육원 84학점 이상 이수)

사회복지사2급 건강가정사 

17과목 12과목 (사회복지사2급과 10과목 중복)

라.자격증 취득과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donga-edu.donga.ac.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가.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전적대학(교) 이수 학점, 시간제 이수 학점)과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총 140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4년제 대학교와 동등한 학사학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생

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지원 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능

다. 학사학위 취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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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생활관 설립목적

20 한림생활관 안내

한림생활관은 국내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문탐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숙식 및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규율 및 질서준수 의식을 배양함으로써 전인적 교육

목표를 달성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한림생활관 현황

사생선발

구분 승학1관 승학2관 부민관 구덕관

위치 승학캠퍼스 부민캠퍼스 교외(서대신동)

학생 수용 인원 1,050명(여자) 588명(남자)

420명

(남학생 206명, 

여학생 214명)

152명

(남학생 80명, 

여학생 72명)

게스트룸 6명(여자) 2명(남자) 6명 7명

※학생은 2인 1실 기준으로 사용, 게스트룸 1인 1실 사용

나. 시설 현황

구분 내역

개인시설 및 비품  생활실내 욕실, 책상, 침대, 옷장, 개인휴지통 등

공동시설

승학1관
 식당, 정독실, 인터넷 카페, 교양독서실, 세탁실, 다림질실, 체력단련실,

 편의점, 남·여동 각 층 휴게실, 야외휴게실, 세미나실 등

승학2관  세탁실, 정독실, 휴게실, 체력단련실(간이)

부민관
 세탁실, 다림질실, 휴게실, 

 지하1층(매점, 카페, 기숙사식당, 체력 단련실, 서점, 분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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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입생

1) 지원대상: 학부 신입생(수시, 정시)

2) 선발방법: 수시, 정시로 구분 입학전형 점수 + 거리점수 합산하여 단과대학별로 선발

3) 접수기간: 수시 등록자(12월말), 정시 등록자(2월초)

4) 접수방법: [한림생활관 홈페이지(hanlim.donga.ac.kr)에서 온라인 접수] 

     ※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는 관련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E-mail로 제출

5) 합격자 발표: 수시등록자 1월 중순, 정시등록자 2월 중순

한림생활관 홈페이지
(hanlim.donga.ac.kr)

인터넷 서비스 원서접수 및 확인

- ID(수험번호)
- 비밀번호

(주민번호뒷자리 7자리

+핸드폰 4자리)

가. 위치 및 수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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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생활관 홈페이지
(hanlim.donga.ac.kr)

인터넷 서비스 원서접수 및 확인
- ID(학번)
- 비밀번호

(학생정보 비밀번호)

6) 우선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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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할 경우 우선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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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함

나. 재학생

1) 선발 대상: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자(학사학위취득 유예 포함)

2) 선발 방법: 단과대학, 학년, 남●녀별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 거리점수 + 상벌점 

으로 합산하여 단과대별로 선발

3) 접수기간 : 재학생 매년 12월말 ~ 1월 초경

4) 접수방법 : [한림생활관 홈페이지(hanlim.donga.ac.kr)에서 온라인 접수] 

5) 합격자 발표 : 익년도 1월 초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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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승학1관: 200-6021~3, 승학2관: 200-6026~7, 부민관/구덕관: 200-8426~7     한림생활관                    
                          홈페이지 - http://hanlim.donga.ac.kr https://lang.donga.ac.kr/lang  

   

한림생활관

사생 규칙 및 점호 안내

가. 한림생활관 입사자는 한림생활관 규정 및 사생수칙을 준수함

나. 벌점 10점 이상자 또는 강제퇴사자는 차기년도 입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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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림생활관 홈페이지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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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1. 자동발급기

가. 설치장소  

- 승학캠퍼스:  본부건물 지하 1층 ATM 옆

- 구덕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지원실 창구 발급

- 부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로비

나. 발급방법 

- 학번(7자리)과 비밀번호를(학생정보 계정과 동일) 입력하여 발급, 1987년 2월 이전 졸업생은 

학번과 주민번호 뒷 7자리 또는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 

- 소요시간: 즉시발급 

- 이용시간: 08시30분 ~ 22시(휴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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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므로 학사관리과(051-200-609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적부 발급은 [학사관리과방문] 및 [어디서나

Fax민원]/[우체국민원]으로만 발급됩니다.

학사관리과 학적팀
전화번호 - 200-6090~1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2. 어디서나Fax 민원

가. 방문신청

- 전국 각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 · 군 · 구청, 교육청에서 FAX민원신청서를 기재하여 발송

처리시간 내에 신청하면 3시간 이내에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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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터넷(정부24) 신청

- 인터넷 주소 : https://www.gov.kr/portal/main

- 정부24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한 후, 신청할 때 선택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 수령 

가능합니다.(근무시간 3시간 이내 발송)

3. 인터넷 발급 

가. Certpia (1544-4536)

- 인터넷 주소 : http://donga.certpia.com/

- 대상자 : 졸업생,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87학번 이후부터 발급 가능

나. 웹민원센터 (1644-2378) 

- 인터넷 주소 : http://www.webminwon.com/ 

- 대상자 : 졸업생,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포함 모든 학번 발급 가능

※ 인터넷 증명발급 시 별도의 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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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과 학적팀

학사관리과 학적팀
전화번호 - 200-6090~1     홈페이지 - http://intra.donga.ac.kr

4. 우편 발송 서비스

가. POSTMAN(1644-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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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 졸업생,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포함 모든 학번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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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를 증명발급비(현금동봉) 제출하여 신청하면 평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우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학사관리과 학적팀

5. 증명서 종류 및 발급 수수료

가. 증명서종류 : 졸업, 졸업예정(8학기 이상 재학생에 한함), 성적, 재학, 휴학, 재적, 수료, 

제적, 복학예정

나. 재학생 및 휴학생 - 국문증명서 500원 / 영문증명서 1,000원

다. 졸업생 및 제적생 - 국문증명서 1,000원 / 영문증명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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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200-6212~4     홈페이지 - http://stu.donga.ac.kr

22 모바일 학생증
및 국제 학생증 안내

1. 모바일 학생증 발급

가. 발급절차

증명서 발급 안내

나.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에서 증명사진 업로드 후 2~3일 후 승인되면 모바일 학생증 사용 가능

※ 증명사진 업로드 방법: 학교 홈페이지 동아광장 → 학생정보 → 학적-학적조회/정정 → 본인 학번/비밀번호 

로그인 → 개인정보변경 바로가기 → 반명함판 증명사진 업로드

※ 올바른 증명사진이 아닌 경우, 승인되지 않으며 모바일 학생증 사용 불가함(셀카, 프로필사진, 각종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사용불가)

다. 기타

1) 사용처: 동아대학교 학생 확인용, 도서관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2) 발급비용: 무료

나. 신청방법: 학교홈페이지(동아광장 → 생활정보 → 국제학생증발급)에서 온라인신청

다. 발급대상: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졸업생 및 수료생은 발급 불가)

Google Play 혹은 

App Store에서

‘동아대학교 학생증’으로 

검색 후 앱 설치

앱 실행 후 
학번, 비밀번호 로그인

모바일 학생증 사용

학교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후 입금(수시)

학생복지과 방문 수령
OR 우편수령

(신분증 지참 필수)

2. 국제 학생증 발급

가.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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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200-6212~4     홈페이지 - http://stu.donga.ac.kr

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23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가. 개요: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학교생활(수업, 이동, 운동) 중 교내에서 상해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해 주기 

위해 가입된 보험입니다.  

나. 보험가입내용: 학내에서 수업 중 또는 이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부상의 

경우 치료비 1인당 최대 1백만원의 보험금 지급

다. 가입대상: 전체 대학생 및 대학원생(체육특기생 제외)

라. 보험금 신청방법

1) 50만원 이하: 보험금 신청서류[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학과장 서명 필)], 치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재학 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2) 50만원 이상: 보험금 신청서류[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학과장 서명 필)], 치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재학 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진단서(입원환자에 한함), 

병원초진차트(입원시는 입원확인서)

⇒ 상기 서류를 갖추어 해당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 

※ 보험금청구서 및 사고경위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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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주의사항  

- 상해가 아닌 질병, 교통사고, 폭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와 교외 산업시찰, 졸업

여행, M●T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 불가

- 학과 및 개별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외 활동은 반드시 별도의 여행자 보험 가입 요망

※ 기타 자세한사항은 학생복지과 홈페이지(http://stu.donga.ac.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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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200-6331~2(승학), 8465(부민)     홈페이지 - http://health.donga.ac.kr

보건진료소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질병예방, 조기발견, 응급처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건강 상담을 하는 동시에 학교 위생관리와 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위치

- 승학캠퍼스 : 학생회관(S02) 지하 1층

- 부민캠퍼스 : 법학전문대학원(B02) 건물 1층

동아대학교 보건진료소 소개

24 교내 보건진료소 이용 안내

2. 이용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3. 이용용도

① 응급처치 

② 일반의약품 투여 

③ 외상처치 

④ 건강상담

⑤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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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 
의료비 감면 혜택 안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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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고도의 임상의학 연구, 의대생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 장소의 제공,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 외래, 입원진료 등에 있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성의료 인력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의료원

1. 진료비 감면 대상 및 감면율

대상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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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가족의 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조부모, 본인의 자녀, 본인의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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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본인: 동문회장 확인서(동문회 사무실 문의: 243-4004,5)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감면 신청은 퇴원 전까지 제출(퇴원 후 소급적용 불가)하여야 하며 재학생의 감면상한액은 

2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원무과
홈페이지 - https://www.da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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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서관 이용안내

한림도서관, 부민도서관
한림도서관 - 200-6273, 부민도서관 - 200-8434     홈페이지 - https://library.donga.ac.kr

동아대학교 도서관 안내

구분 대출실 자료실 그룹스터디실 위치

한림도서관 4층 (200-6273)

- 제2자료실(5층)

- 제1자료실(4층)

- 북갤러리(2층)

3층(6실) 승학캠퍼스 S10

부민도서관 7층 (200-8434)

- 사회과학(10층)

- 인문과학(9층)

- 연속간행물(8층)

- 전자정보(7층)

8~10층(15실) 부민캠퍼스 B05

법학도서분관 1층 (200-8441) 법학 - 부민캠퍼스 B02

의학도서분관
구덕강의동 2층 

(240-2938)
의학 - 구덕캠퍼스 G05

도서 대출 책수 및 기간

구분 대출책수 대출기간 비고

전임교원 30책 3개월

대학원생, 직원, 비전임교원 10책 1개월

학부생 10책 2주

휴학생 5책 2주 예치금 30,000원

※ 도서 반납은 한림, 부민, 법학도서분관, 의학도서분관에서 모두 가능

도서관 실별 운영시간

※ 운영시간은 평상시 기준이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축 운영 중

※ 방학 중 운영시간은 도서관 홈페이지 별도 공지

구분
운영시간

월~금요일 토요일 주말·공휴일

한림도서관

자료실(4~5층) 09:00~22:00 ★ -

북갤러리(2층) 09:00~17:00 - -

그룹스터디실(3층) 09:00~21:00 - -

열람실(3층) 05:00~24:00 05:00~24:00 05:00~24:00

부민도서관

자료실(7~10층) 09:00~22:00 ★ -

그룹스터디실(8~10층) 09:00~21:00 - -

열람실 05:00~24:00 05:00~24:00 05:00~24:00

법학도서분관 자료실 09:00~20:00 - -

의학도서분관 자료실 09:00~17:00 - -

* 한림도서관 및 부민도서관 중 1개관 운영(09: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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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그룹스터디실 이용 안내

한림도서관, 부민도서관

도서관명 실명 위치
이용시간

평상시 시험기간

한림도서관
그룹스터디실(6실) 3층 09:00~21:00(평일) 04:00~익일 02:00

열람실 3층 05:00~24:00 04:00~익일 02:00

부민도서관
그룹스터디실(15실) 8~10층 09:00~21:00(평일) 09:00~21:00(평일)

열람실 5~6층 05:00~24:00 04:00~익일 02:00

※ 운영시간은 평상시 기준이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축 운영 중

1. 그룹스터디실

가.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도서관 서비스 ▶ 시설 이용 ▶ 그룹스터디실 신청

나. 이용시간: 1일 2시간 (다음 시간 예약자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1시간 연장 가능)

다. 유의사항

1) 이용인원이 실별 좌석의 1/2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평일에만 운영함 (주말, 공휴일 휴실)

3) 시험기간에는 좌석 배정을 통해 일반열람실과 동일하게 이용

한림도서관, 부민도서관
한림도서관 - 200-6273, 부민도서관 - 200-8434     홈페이지 - https://library.donga.ac.kr

2. 열람실

가. 이용방법: 모바일 시스템(앱) 좌석 예약 후 발권 및 이용

나. 이용시간: 1회 최대 5시간, 2회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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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소 신청

행사장소 신청(홈페이지-온라인 서비스-행사장소대여)
홈페이지 - http://www.donga.ac.kr/notice_temp/EventPlace/EventPlace.asp

27 행사장소 대여 안내

1. 행사장소 종류

※ 운동장의 경우, 학기별 별도 신청기간 내 신청한 단체에 한해 사용가능(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공지)

2. 신청대상: 본교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 및 사용 가능

※ 운동장의 경우, 학기별 별도 신청기간 내 신청한 단체에 한해 사용가능(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공지)

행사장소 위치 사용목적 신청부서(문의) 비고

운동장 승학캠퍼스 체육활동 학생복지과 휴일만 대여

청촌홀 인문대1층 101호 학술 활동 및 강연 학생복지과 -

전시실 학생회관3층 307호 사진, 그림 전시 등 학생복지과
전시목적으로만 

사용가능

리인홀 예체대1관 8층 행사 및 공연 관리과(관리1팀)
유료/무료

오프라인 신청

경동홀 인문대3층 301호 학술 활동 및 강연 관리과(관리1팀)
유료/무료

오프라인 신청

다우홀 부민캠퍼스 국제관2층 행사 및 공연 관리과(관리2팀)
유료

오프라인 신청

김관음행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1층
행사 및 공연 관리과(관리2팀)

유료/무료

오프라인 신청

체육관 예술체육대학1관 7층 동아리 체육활동 예술체육대학 예술체육대학

홈페이지 ▶ 온라인서비스
▶ 행사장소대여 ▶ 신청

담당 부서 

검토 후 승인

담당 부서 방문

(사용 전)

 및 유의사항 숙지

사용자사용자 담당부서

4. 유의사항

가. 학부(대학원) 재학생에 한하여 대여●사용 가능

나. 음식물, 화기용품 반입을 금지

다.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 후 정리정돈 필수

라. 열쇠는 사용 즉시 해당부서 또는 통합상황실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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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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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교육실 및 
교내 네트워크 이용 안내28

정보전산원
전화번호 - 200-6119, 6808     홈페이지 - https://e.donga.ac.kr, https://info.donga.ac.kr

부서소개

정보전산원은 교내 전산망(유/무선)운영, 정보시스템, 보안(패치관리시스템, 백신 등)관리, 

학생 실습을 위한 정보처리교육실을 운영하는 등 학내 전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용 안내

1. 네트워크 사용 : 동아대학교 IT지원 사이트 참조(https://e.donga.ac.kr)

가. 유선 네트워크 : IP주소 자동 부여(※별도 설정 필요 없음) 

나. 무선 네트워크 : IT지원 사이트 ‘무선랜’ 참조하여 단말기 설정 후 사용 가능

동아대학교 메일(@donga.ac.kr) 발급

1. 이용 방법 : https://google.donga.ac.kr에 접속하여 발급(IT지원 사이트 참조)

정보처리 교육실 이용 안내

1. 정보처리교육실은 리포트 작성 및 자료 검색을 위해 PC 및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프린터를 구비하여 간단한 문서 출력 등이 가능

구분 위치 학기 중 개방시간 방학 중  개방시간 비고

학생회관 정보처리교육실 s02-309
월~금 

9:00~17:00

월~금 

10:00~15:00
학생증 필수

그 외 정보처리교육실 기타 학과 자체 운영 교육실은 행정지원실에 이용 문의

2. 패치관리시스템(PMS) 설치 안내

가. 설치 대상 : 교내 전산망을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나. 교육부 ‘교육기관 정보보호 기본 계획’ 필수 설치 파일

다. 설치 방법 : 인터넷 접속 시 자동으로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며,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우클릭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하면 자동으로 적용
※패치관리시스템 미설치 시 인터넷 이용이 제한됩니다.

2. 학번 발급 후 계정 생성하면 ‘아이디@donga.ac.kr’ 계정 전자메일 사용 가능

3. 기타 : 구글드라이브 등 구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최대 5Gb) 이용 가능

2. 위치 및 개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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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차량 운행 안내

1. 승학캠퍼1스 순환버스(마을버스)

29 학생버스 이용 안내

구분 운행노선 운행시간 세부 운행구간 비고

승학캠퍼스

↕

하단지하철역

한림생활관

↕ 

하단지하철역

(6번 출구)

07:00 

~ 23:00

- 평일 
: 10~15분 간격

- 토·일요일 및 방학, 
법정 공휴일 

: 15 ~ 20분  간격 운행

▶ 한림생활관 ▶ 공대 1호관 ▶ 본 관 ▶ 정 문
▶ 야구 연습장 ▶ 동아 스포츠 ▶ 하 단  지 하 철 역
▶ 하단 오거리 ▶ 향 학 서 점 ▶ 소나무 ▶ 다이소
▶ 공대 2호관 ▶ 한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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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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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버스(1호차) 대형버스(2호차)

시간 구간 시간 구간

07:50
승학 ▶ 구덕운동장육교 

▶ 부산은행대신동지점 ▶ 부민
9:20

승학 ▶ 구덕운동장육교 
▶ 부산은행대신동지점 ▶ 부민

8:25 부민 ▶ 승학 10:00 부민 ▶ 구덕운동장육교 ▶ 승학

10:20 승학 ▶ 구덕운동장육교 ▶ 부민 11:20 승학 ▶ 구덕운동장육교 ▶ 부민

11:00 부민 ▶ 구덕운동장육교 ▶ 승학 12:00 부민 ▶ 구덕운동장육교 ▶ 승학

12:20 승학 ▶ 구덕운동장육교 ▶ 부민 13:20 승학 ▶ 구덕운동장육교 ▶ 부민

13:00 부민 ▶ 구덕운동장육교 ▶ 승학 14:00 부민 ▶ 구덕운동장육교 ▶ 승학

14:20 승학 ▶ 구덕운동장육교 ▶ 부민 15:20 승학 ▶ 구덕운동장육교 ▶ 부민

15:00 부민 ▶ 구덕운동장육교 ▶ 승학 16:00 부민 ▶ 구덕운동장육교 ▶ 승학

16:20 승학 ▶ 구덕운동장육교 ▶ 부민 17:20 승학 ▶ 구덕운동장육교 ▶ 부민

17:00 부민 ▶ 승학 18:00 부민 ▶ 승학

17:20 승학 ▶ 부민

18:10 부민 ▶ 승학

야간셔틀(대형버스 1대로 운행)

18:30 승학 ▶ 구덕운동장육교 ▶ 부민 19:00 부민 ▶ 구덕운동장육교 ▶ 승학

19:30 승학 ▶ 구덕운동장육교 ▶ 부민 20:10 부민 ▶ 구덕운동장육교 ▶ 승학

21:00 승학 ▶ 구덕운동장육교 ▶ 부민 22:10 부민 ▶ 구덕운동장육교 ▶ 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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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학차량(토●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에는 운행하지 않음)

가. 사상 ▶ 승학캠퍼스

출발시간 운행노선

08:15

사상터미널 건너편 르네상스호텔 앞 ▶ 승학캠퍼스 공대1호관(외주버스 운행)08:20

08:25

09:25 사상터미널 건너편 르네상스호텔 앞 ▶ 승학캠퍼스 공대1호관(학교버스 운행)

나. 사상 → 구덕캠퍼스 → 부민캠퍼스

 다. 창원지역 학생버스[매월 신규 신청]

출발시간 운행노선

08:25 사상터미널 건너편 르네상스호텔 앞 ▶ 구덕운동장 옆 육교 ▶ 부민캠퍼스 정문(학교버스 운행)

구분 출발 운행시간 및 노선 비고

등교

마산
마산역(07:00) ▶ 한국전력 앞(07:05) ▶ 창원종합버스터미널(07:15)

 ▶ 창원남산버스정류소(※환승시간-07:30) ▶ 승학캠퍼스
남산버스정류소

(07:30)에서 승학·

구덕·부민캠퍼스 

노선으로 환승

(외주버스 운행)

진해
진해 홈플러스(07:00) ▶ 롯데마트 가기 전 농협 앞 정류소(07:03)

 ▶ 창원남산버스정류소(※환승시간-07:30) ▶ 구덕캠퍼스 ▶ 부민캠퍼스

창원 창원남산버스정류소(07:30) ▶ 승학캠퍼스

하교
마산

창원　

승학캠퍼스정문(18:45,18:50) ▶ 창원 남산버스정류소 
▶ 창원 시청 ▶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 마산역

관리과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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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장애학생지원센터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전화번호 - 200-6206     홈페이지 - http://dms.donga.ac.kr/support/index.do

주요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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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나누기 위한 1:1상담, 장애유형별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장애학생 

학습 및 평가지원, 별도의 휴식 및 학습 공간 지원 등 장애대학생들의 편리한 대학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1:1상담 및 진로지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담
장애 대학생

전 학년

- 진로, 성격, 대인관계, 정서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상담 실시

- 장애유형에 따라서 방문상담, 채팅

상담, 전화상담 가능

-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상담 ▶ 신청

- 장애학생지원센터 전화 신청 

(200-6206)

-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 신청

2.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유형별 다양한 보조 공학기기 확충

3. 간담회 개최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신청

대여일지 작성 보조공학기기 사용

대 상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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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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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지원 대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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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중 도우미 신청 가능, 이중지원 불가능)

세부내용

신청 및 

서류제출

(서약서, 

장애인증명서)

▶ 매칭 ▶ 도우미 교육 ▶ 도우미 활동 ▶ 만족도 조사

1.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 및 도우미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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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학생 도우미 교육: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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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애학생 학습 및 평가 지원

지원 대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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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 요구시 학과 조교 수강과목 안내 및 선수강 신청 안내

- 시험시간 연장, 대필도우미 제공, 강의노트 제공, 보충수업 제공, 문자통역 

서비스, 알리미 서비스, 과제물·실험·실습보조 서비스 등

6. 별도의 휴식 및 학습 공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내용

휴식 및 

학습공간 지원

장애대학생

전 학년

-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및 학습 공간 지원

- 위치: 인문과학대학 2층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전화번호 - 200-6206     홈페이지 - http://dms.donga.ac.kr/suppor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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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석당뮤지엄
(박물관·미술관) 안내

석당뮤지엄 소개

1. 석당박물관

석당박물관은 1959년 11월에 개관한 부산 최초의 박물관입니다. 동아대학교 설립자인 

석당 정재환(1909~1976) 박사가 한국전쟁 후 사재를 털어 입수한 문화재를 박물관에 

기증했기에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박물관 앞에 ‘석당’ 호칭을 붙였습니다. 박물관은 

부산에서 가장 많은 지정●등록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소장품의 수준도 매우 

뛰어납니다. 2009년 구덕캠퍼스 박물관에서 부민캠퍼스의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건물로 

이전 개관 후에는 매년 소장품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지역축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국가등록문화재)의 변천사

경남도청

(1920-40년대)

임시중앙청

(1950년대)

부산지방법원·검찰청

(1980년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009년~현재)

동궐도 
조선 1828-1830년, 국보

전 순정효황후 주칠나전가구 
일제강점기 1930년대, 국가민속문화재

자수 초충도 병풍 
조선 16세기, 보물

의령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
통일신라 9세기, 보물

주요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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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과

전화번호 - 200-8493(석당박물관), 200-8749(석당미술관)      학예연구과          
홈페이지 - http://museum.donga.ac.kr(박물관), http://museumsd.donga.ac.kr(미술관)   

2. 석당미술관

석당미술관은 2013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 개관하였습니다. 미술관 건물은 

석당박물관 뒤편에 위치하여 근대와 현대의 건축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옻칠 예술의 대가 김성수, 부산 지역화단을 대표하는 이두옥, 프랑스 조각의 거장 사샤 

소스노(Sacha Sosno) 등 300여 점의 회화·공예·조각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와 대관전시를 개최하고, 청년작가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하여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의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초심(일출)
김성수, 2014년

표충사 소견
이두옥, 1978년

꽃
백성도, 2015년

개 관 일 화요일 ~ 토요일 온라인 전시(구글 아트 프로젝트)

관람시간 09:30 ~ 17:00(16:30 입장완료)

휴 관 일 일요일(방역), 월요일,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관 람 료 무료

기타사항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사전예약 운영

※ 예약방법은 석당박물관 홈페이지 참고

관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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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생군사교육단(ROTC) 안내

학생군사교육단 소개

1961년 전국에서 최초 창설된 16개 학군단 중 하나인 제117(동아대) 학생군사교육단은 

지난 60년간 4,400여명의 장교를 배출하였으며, 미래를 이끌어 갈 리더 육성의 

산실입니다. 2022년 현재 군과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동문들이 활약 중이며 특히, 10번의 

전국 최우수 학군단 수상, 임관성적 1위 대통령상 수상자 3명 배출 그리고 비사관학교 출신 

최초로 육군참모총장을 배출한 전국 최고 명문 학군단입니다.

학생군사교육단
전화번호 - 200-6578     홈페이지 - http://117rotc.dau.ac.kr

1. 지원자격

가.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 이하 남, 여)

나. 학군사관 사전선발(64기)

- 4년제 학과 1학년 재학생

-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다. 학군사관 정시선발(63기)

- 4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2023년도 3학년(5년제 학과의 경우 4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

2. 평가요소 및 배점 (단위 : 점)

구분 계 수능(내신) 필기고사 대학성적 면접 체력
신체/인성/
신원조회

63기(2학년) 1000 200 200 100 400 100 합 / 불

64기(1학년) 900 200 200 - 400 100 합 / 불

※ 북한학·전쟁사·리더십(자유선택) 이수, 외국어·무도·전산 자격시 가산점 부여(자세한 문의 : 학군단)

학군사관(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대학 1,2학년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 3,4학년 2년간의 군사교육을 실시한 후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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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정 장소

지원서 접수 2022. 3월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

/ 동아대 학군단

필기고사 2022. 4월 동아대 학군단

1차 합격자 발표 2022. 5월 인터넷 발표 및 개별통보(SMS)

2차 시험

면접평가

2022. 5~6월

2022. 5~6월

2022. 5~6월

2022. 5~6월

동아대 학군단

체력인증

서류제출

국민체력인증센터

/ 동아대 학군단

신체검사 국군병원

신원조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7월 인터넷 발표 및 개별통보(SMS)

3. 선발일정

학생군사교육단

※코로나 19 상황으로 선발 일정 변경 가능

4. 다양한 혜택 

가. 후보생 혜택

- 학군사관후보생 신분 부여(준 공무원)

육군 휴양시설 이용 가능

육군에서 공지하는 문화공연 및 협약된 업체 할인 혜택    

- 국내 및 해외 군사문화탐방 

- 조직 관리의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

- 전공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생활과 더불어 장교 양성과정을 동시에 교육

- 동아대 학군단 장학금, ROTC 총동문회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400만원)

- 교재 지원비 지급 (2년간 매달 7만원 지급)

- 한림생활관(기숙사) 우선 선발

나. 임관 후 군 복무 시 혜택

- 장교과정 중 최단기간 복무(28개월), 전공과 연계된 병과 근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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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관 시 후보생 교육기간을 호봉에 인정, 1년 후 중위 진급 / 연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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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추가 제공, 군복무 기간 중 출·퇴근 근무 ▶ 지속적인 자기개발 활동 가능

학생군사교육단
전화번호 - 200-6578     홈페이지 - http://117rotc.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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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역 후 혜택

- 전역 전 각종 취업설명회 참석 / 취업여건 보장

- 전역 후 다수기업에서 전역장교 전형 채용 기회

- 각계 각층의 ROTC 동문들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전국 ROTC 동문 단체 가입 ▶ 사회생활 원동력

    ※ 현재 전국 시.도 단위, 직장별 동문회 결성(약 20만명 규모)

학생군사교육단
전화번호 - 200-6578     홈페이지 - http://117rotc.dau.ac.kr

5. ROTC 준비반 운영

가. 대상 : 지원 자격을 갖춘 동아대 학생 누구나 가능

나. 문의 : 학생군사교육단 (승학캠퍼스(S16) ☎ 051)200-6578 / 카카오톡 : 117ROTC  

/인스타그램 : dau_117rotc / 페이스북 : 동아대학교 117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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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정부서 연락처33
대학주요 행정부서 연락처(대표번호: 200-6114)

교무처

교무과 200-6101~4

학사관리과 200-6122~4(수업) 200-6126~8(학적)

교직부 200-6110~1

학생●취업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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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 200-6305~7, 6318~9

기획처

기획과 200-6402~4,200-6406

사무처

총무과 200-6602~4

관리과 200-6632~7(관리1) 200-8472~4(관리2)

관리과 200-6642~4(비품지원)

재무처

경리과 200-6702~7

구매과 200-6712~4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 200-6012~4(대외협력) 200-6042~3(홍보)

국제교류처

국제교류과 200-6442~4,6446~8(국제교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 200-6502~4

산학협력실 200-6531~2

건설관리본부

건설과 200-6422~4(건설) 200-6426~7, 8117~8(설비)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승학) 200-6252~3 240-2938(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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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교양대학

기초교양대학 200-6432~3

주요 행정부서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