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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모집 안내

2018학년도 가을학기 일반과정 개설 안내

✓ 접수방법

방문접수 문의접수 온라인접수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평생교육원 1층 행정지원실

Tel. 051-200-8452~6  

Fax. 051-200-8457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donga-edu.donga.ac.kr 접속

회원가입 → 일반과정 선택 → 개설과정 선택 → 수강신청 클릭!

✓ 안내사항

• 수강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교육원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과정 별 입금계좌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과정별 입금계좌 홈페이지 참조)

• 수강료 할인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각 과정 실습비 및 재료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수강료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 1,2과정(또는 일반, 심화)으로 나눠진 과정은 1년 교육과정으로 두 과정을 모두 수료하셔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1과정 수료 후 2과정 수강을 원칙으로 함)

• 개설 프로그램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일반과정은 수료 후 동아대학교 동문회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특전

•각 과정 수료 후 동아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발급(출석률 80% 이상 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donga-edu.donga.ac.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과정

•등록인원이 10명 이하인 과정은 폐강을 원칙으로 함. •환불 시 환불신청서 작성 후 교육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 환불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225, Gudeok-ro, Seo-gu, Busan, 49236, Korea
Tel. 051-200-8452~6
Fax. 051-200-8457



Dong-a University School Of Lifelong Education2018학년도 가을학기 일반과정 개설 안내

전문가 과정

•전문가 교육 과정

과정명 교강사
모집
인원

교육기간 주 교육시간 수강료(원) 교재비(원) 재료비(원)

죽음교육지도사 임순록 30 9/4~1/8 15주 화요일 19:00~22:00 200,000 10,000 

드론과학2급 N 이대원 30 9/5~12/26 15주 수요일 09:30~12:30 300,000 2,000 108,000

CEO리더십·스피치과정1 김형기 30 9/4~12/18 15주 화요일 19:00~22:00 1,200,000 15,000 

CEO리더십·스피치과정2 김형기 30 9/6~12/13 15주 목요일 19:00~22:00 1,200,000 15,000 

부동산공경매전문가 김명호 50 9/6~11/29 12주 목요일 19:00~21:00 200,000 20,000 

도시양봉과 생활건강 N 김성봉 30 9/11~11/27 12주
화요일 19:00~21:00

(실습3회 토10:00~12:00)
200,000 30,000 150,000

시사명리기초 N 윤홍식 30 9/8~12/22 15주 토요일 10:30~12:30 250,000

문화예술교양 과정

과정명 교강사
모집
인원

교육기간 주 교육시간 수강료(원) 교재비(원) 재료비(원)

하모니카연주(초급) N 김영명 30 9/7~11/23 12주 금요일 14:00~16:00 120,000 10,000 10,000

하모니카연주(초급) N 김영명 30 9/4~12/4 12주 화요일 19:00~21:00 120,000 10,000 10,000

국선도(기혈체조와 치유명상) 이동철 20 9/6~12/20 15주 목요일 19:00~21:00 180,000 

생활한복(철릭) 짓기 박미연 15 9/7~12/14 15주 금요일 11:00~14:00 250,000 29,000

민요장구 김정회 15 9/7~12/14 15주 금요일 14:00~16:00 200,000 18,000 

한국화작가와 함께하는 민화 박수현 20 9/6~11/29 12주 목요일 19:00~21:00 300,000 

한국무용 최준아 15 9/4~1/8 15주 화요일11:00~13:00 180,000 

* 1, 2(일반, 심화)로 나뉘어진 과정은 두 과정을 모두 수료하셔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자격증과정

•동아대학교 총장명의

과정명 교강사
모집
인원

교육기간 주 교육시간 수강료(원) 교재비(원) 재료비(원)

모던댄스스포츠지도자3급 2 [2013-1847] 신용원 20  9/1~12/15 15주 토요일 14:00~17:00 270,000 10,000 

* []은 민간자격등록 번호                                                                           

•수학지도사 교육 과정(동아대학교 총장명의)

과정명 교강사
모집
인원

교육기간 주 교육시간 수강료(원) 교재비(원) 재료비(원)

방과후초등수학지도사(일반)(수)[2013-1843]
(보드게임지도)

김태수 30 9/5~12/26 15주 수요일 10:00~13:00 350,000 60,000 

주산활용 수학교육사(일반)(목)[2013-1844] 김태수 30 9/6~12/20 15주 목요일 10:00~13:00 330,000 73,000 

* []은 민간자격등록 번호

•최정수 한자속독교육과정(한국한자속독교육협회)

과정명 교강사
모집
인원

교육기간 주 교육시간 수강료(원) 교재비(원) 재료비(원)

한자속독강사과정(금)[2011-0093]
-한국한자속독 교육협회-

최정수 30 9/7~11/23 12주 금요일 10:00~13:00 520,000 40,000 40,000 

한자속독강사과정(토)[2011-0093]
-한국한자속독 교육협회-

최정수 30 9/8~12/1 12주 토요일 14:00~17:00 520,000 40,000 40,000 

* []은 민간자격등록 번호, --은 자격발급기관

•민간협회자격 교육과정

과정명 교강사
모집
인원

교육기간 주 교육시간 수강료(원) 교재비(원) 재료비(원)

 아동미술심리상담사[2014-3039]
-한국예술심리치료협회-

서명순 30 9/15~12/8 12주 토요일 10:00~13:00 200,000 18,000 

노인미술심리지도사 2급[2013-2514]
-한국예술심리치료협회-

서명순 30 9/21~12/7 12주 금요일 10:00~13:00 200,000 16,000

주산활용 뇌건강지도사[2015-006202] 
-(주)셈스쿨-

김태수 30 9/5~12/26 15주 수요일 10:00~13:00 350,000 36,000

웃음운동지도사[2008-0021] N

-한국산업경제-
주점옥 30 9/15~12/8 15주 토요일 14:00~17:00 320,000 10,000

 예술융합영어지도사[2015-004380]
-세광음악출판사-

김부용 30 9/21~11/9 10주 금요일 09:30~12:00 300,000 50,000 

* []은 민간자격등록 번호, --은 자격발급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