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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집일정

Ⅱ. 모집학과 [34개 학과]

계열 대 학 원 학 과 학부 동일(유사)학과

인문사회

한국어문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한국어문학과

사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아동가족학과 아동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정치사회학부 사회학전공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자연과학

화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의상섬유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응용생명과학과
유전공학과, 분자유전공학과, 응용생물공학과, 

생명자원산업학과, 식품생명공학과

건강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의약생명공학과, 건강관리학과, 

생명공학과 

공학

건축학과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인간환경융합공학부 토목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금속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도시계획·조경학과 조경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예체능 체육학과 체육학과
조형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구분 기간
원서 접수

(우편 또는 방문)
2021.6.28.(월) ~ 7.6.(화) 15:00까지

* 제출서류 :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서식1], 학석사 연계과정 추천서[서식2], 

             성적증명서 1부(Ⅶ. 제출서류 참조)

전공구술고사 

2021.7.15.(목)

※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공구술고사의 일정 및 방식은 추후 변동 가능

＊전공구술고사 불참 시 불합격 처리함. 

＊장소는 전공구술고사 실시 1일 전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http://gra.donga.ac.kr)

합격자 발표 2021.7.23.(목) 14:00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http://gra.donga.ac.kr)

http://gra.donga.ac.kr
http://gra.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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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집인원

 - 2021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418명) 1/3 이내(총 139명)

Ⅳ. 지원 자격

 1. 학사학위과정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7학기까지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자(건축학과 건

축학전공(5년제)의 경우 6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9학기까지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자)

 2.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당해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제외]

 3. 학사학위과정 소속 학부(과)·전공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시 학과 선택은 학사학위과정 소속 학부(과) 전공 또는 복수전공과 

동일한 1개학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편입학생 및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은 지원불가

Ⅴ. 선발자 혜택

 1. 학사학위과정의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및 실험·실습보고 등은 면제함.

 2.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대학원 입학 시 입학금을 면제함(수업료는 면제가 안 됨)

 3. 학사학위과정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 기회 부여(학과마다 상이함)

 4. 학·석사 연계과정은 총5년(학부 3.5년 + 대학원 1.5년)만에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단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는 총6년(학부 4.5년 + 대학원 1.5년)]

Ⅵ. 지원절차

 1. 지원서, 추천서를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대학원 행정지원실로 제출

 2. 연계과정 지원에 대한 전형료는 없음.

 3. 대학원 행정지원실 위치

    : 승학캠퍼스 인문과학대학 13층 1301호 / ☎ 051-200-5502~4

Ⅶ. 제출서류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서식1)

 2. 학·석사 연계과정 추천서(서식2)

 3. 성적증명서 1부[지원 당해 학기 성적까지 기입 되어있는 성적증명서]

계열 대 학 원 학 과 학부 동일(유사)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금속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생명의료윤리학과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영유아학과 아동학과

스포츠의학과 체육학과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건축공학과, 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 “학부 동일(유사)학과”에 학사학위과정으로 재학 중인 경우에만 학·석사 연계과정 해당 “대학원학과” 지원 가능

  ＊학·연·산 협동과정 금속공학과 지원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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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전형배점 

서류심사(50점) 전공구술고사(50점)
   1) 대학성적

   2) 취득학점

   3) 연구활동계획

   1) 전공지식

   2) 인성 및 교양

 ※ 예능 계열 실기고사 : 포트폴리오 작성에 관한 문의는 해당학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Ⅸ. 유의사항

 1.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과정 임시학번을 부여받게 됨.

    (석사학위과정 진학 전까지는 학부생 신분이며, 학사학위과정 졸업기준 미 충족 시 석사학

위과정으로 진학 불가)

 2.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남은 학사학위과정 중 학기당 최대취득학점 이외에 추가로 3학점

을 초과 취득할 수 있음.

 3.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사학위과정의 남은학기동안 임시학번을 통하여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지원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졸업취득학점으로 인정함.)

 4. 학사학위과정의 졸업기준 미 충족으로 인하여 7학기 차[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9학

기 차]에 학부 졸업이 불가할 경우, 대학원 진학이 취소되며 이미 취득한 대학원 과목은 학

부과정의 취득학점 및 성적에 포함되지 않음.

 5.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학사과정을 휴학할 경우, 연계과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해당 대학원(석사학위과정) 진학 후 첫째학기는 군입대 및 질병(동아대학교 의료원 진단서 

첨부)을 제외하고는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7. 석사학위과정 중 3차 학기 이내에 최소 졸업이수학점인 26학점(연구학점 2학점 포함)을 취

득하지 못한 자는 4차 학기를 정규등록하여야 함.

 8. 대학원(석사학위과정) 임시학번은 8월 말에 부여할 예정이며, 남은 학사학위과정 중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전공과목 수강신청 시 대학원 임시학번으로 수강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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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학과별 위치 및 전화번호
순번 학과 위치 전화번호 캠퍼스위치

1 한국어문학과 인문대 S01-0607호 200-7169 승학
2 문예창작학과 인문대 S01-0607호 200-7169 승학
3 영어영문학과 국제관 B05-0256호 200-7046 부민
4 사학과 인문대 S01-0707호 200-7060 승학
5 고고미술사학과 인문대 S01-0709호 200-7151 승학
6 교육학과 인문대 S01-0813호 200-7074 승학
7 아동가족학과[석사학위과정] 공대4호관 S12-0601호 200-7306 승학
8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B02-0306호 200-8502 부민
9 정치학과 종합강의동 B04(A)-0702호 200-8605 부민
10 행정학과 종합강의동 B04(A)-0702호 200-8628 부민
11 경제학과 종합강의동 B04(A)-0702호 200-8615 부민
12 사회학과 종합강의동 B04(A)-0702호 200-8638 부민
13 사회복지학과[석사학위과정] 종합강의동 B04(A)-0702호 200-8666 부민
1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종합강의동 B04(A)-0702호 200-8645 부민
15 경영학과 종합강의동 B04(B)-0604호 200-7450 부민
16 무역학과 종합강의동 B04(B)-0604호 200-7436 부민
17 회계학과 종합강의동 B04(B)-0604호 200-7450 부민
18 관광경영학과 종합강의동 B04(B)-0604호 200-7490 부민
19 경영정보학과 종합강의동 B04(B)-0604호 200-7474 부민
20 금융학과[석사학위과정] 종합강의동 B04(B)-0604호 200-8661 부민
21 수학과 자연대 S11-0520호 200-7206 승학
22 물리학과 자연대 S11-0411호 200-7221 승학
23 화학과 자연대 S11-0308호 200-7240 승학
24 바이오메디컬학과 자연대 S11-0414호 200-7260 승학
25 식품영양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S09-0201호 200-7514 승학
26 의상섬유학과 공대4호관 S12-0707호 200-7328 승학
27 식품생명공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S09-0201호 200-7596 승학
28 응용생명과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S09-0331호 200-5785 승학
29 간호학과 구덕강의동1,2호관 G05-0406호 240-2947 구덕



5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순번 학과 위치 전화번호 캠퍼스위치
30 건강과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S09-0201호 200-7514 승학
31 중개의과학과 의과대학 G03-0102호 240-2925 구덕
32 건축공학과 공과대학2호관 S04-0302호 200-7606 승학
33 건축학과 공과대학5호관 S06-0804호 200-7618 승학
34 토목공학과 공과대학4호관 S12-0511호 200-7620 승학
35 기계공학과 공과대학5호관 S06-0218호 200-7635 승학
36 화학공학과 공과대학 5호관 S06-0301호 200-7717 승학
37 전기공학과 공과대학2호관 S04-0210호 200-7732 승학
38 산업경영공학과 공과대학5호관 S06-0728호 200-7686 승학
39 환경공학과 공대2호관 S04-0509호 200-7674 승학
40 금속공학과 공과대학5호관 S06-0510호 200-7747 승학
41 전자공학과 공과대학5호관 S06-0909호 200-7730 승학
42 도시계획·조경학과 공대1호관 S03-0213호(조경)

공대1호관 S03-0313호(도시)
200-7571
200-7662 승학

43 에너지·자원공학과 공대2호관 S04-0503-1호 200-7763 승학
44 컴퓨터공학과 공과대학5호관 S06-0622호 200-7776 승학
45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석사학위과정] 공대1호관 S03-0304호 200-7787 승학
46 체육학과 예술체육대학 1관 S07-0103호 200-7851 승학
47 태권도학과 예술체육대학1관 S07-0103호 200-7856 승학
48 미술학과 예술체육대학2관 S17-0405호 200-1740 승학
49 음악학과[석사학위과정] 예술체육대학1관 S07-0102호 200-1760 승학
50 조형디자인학과 예술체육대학2호관 S17-0707-1호 200-7980 승학
51 의학과 의과대학 G03-0102 240-2925 구덕
52 학·연·산협동과정 국제법무학과 국제관 B5-B114호 200-8558 부민
53 학·연·산협동과정 신소재물리학과 자연대 S11-0411호 200-7221 승학
54 학·연·산협동과정 

융합과학기술학과 공과대학5호관 S06-0301호 200-7717 승학
55 학·연·산협동과정  화학공학과 공과대학5호관 S06-0301호 200-7717 승학
56 학·연·산협동과정 금속공학과 공과대학5호관 S06-0510호 200-7747 승학
57 학·연·산협동과정 기업재난관리학과  구·예술대 G11-0203호 240-2760 구덕
58 학·연·산협동과정 응용생명과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S09-0201호 200-7590 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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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학과 위치 전화번호 캠퍼스위치
59 학과간협동과정 음악문화학과 인문대 S01-1417호 200-5515 승학
60 학과간협동과정

항만·물류시스템학과[박사학위과정] 산학관 S14-224호 200-5613 승학
61 학과간협동과정 예술학과 예술체육대학2관 S17-0405호 200-1740 승학
62 학과간협동과정 생명의료윤리학과 인문대 S01-0806호 200-7006 승학
63 학과간협동과정 영유아학과 공대4호관 S12-0601호 200-7306 승학
64 학과간협동과정

의료상담심리학과[박사학위과정] 종합강의동 B04(A)-0901호 200-8406 부민

65 학과간협동과정
스포츠의학과[석사학위과정] 예술체육대학 1관 S07-0103호 200-7851 승학

66 학과간협동과정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공과대학2호관 S04-0302호 200-7606 승학

순번 학과 위치 전화번호 캠퍼스위치
계약
학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석사학위과정] 공대5호관 S06-0730-1호 200-5811 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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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학부(과)장 수험번호 : 

※ 수험번호칸 미기입

지원 대학원 및 학과(전공)

성      명                (한자) 성  별 남   ․  여

소      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      번 주민등록번호               ―

백분위성적 총이수학점                    학점

자 택 전 화 휴대폰

주      소
 

 (E-mail :                                  )

연구활동

계획

※ 용지부족 시 별지사용

위와 같이 학·석사 연계과정에 지원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8

[서식2]

추  천  서

지원 대학원 및 학과(전공)   

소   속            대학                  학부(과)                     전공

성   명 학   번 학   년

  추천 사유 :

                                             20  년  월  일

              추천자 : 소속           대학             학부(과)  

                       직위           성명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