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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 모집인원

모집시기 전형유형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비고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수시

학생부종합 1,445 271 1,499 301

학생부교과 1,705 1,719

실기/실적 237 279

소계 3,387 271    3,497 301 140명 증가

정시

수능 637 516

실기/실적 46 53

소계 683 0 569 0 114명 감소

합계 4,070 271 4,066 301 26명 증가

▣ 학제개편 및 정원조정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증감
단과대학 학과 정원 단과대학 학과 정원

전공단위
조정

디자인
환경대학

건축학과
(5년제)

55 -
디자인

환경대학

건축학과
- 건축학(5년)전공
- 실내건축디자인(4년)전공

55 -

단과대학 
이전 및 
명칭변경

도시계획공
학과

50 -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50 -

전공 
모집단위 

폐지
예술

체육대학

음악학과 100

피아노 20

예술
체육대학

음악학과 90 -10
관현악 20

성악‧작곡 20

실용음악 40

명칭변경 미술학과 50 - 현대미술학과 50 -

정원조정

공예학과 50 - 공예학과 40 -10

태권도학과 65 - 태권도학과 60 -5

사회과학
대학

경찰‧소방학과 60 -
사회과학

대학
경찰‧소방학과 70 +10

생명자원
과학대학

분자유전공
학과

60 -
생명자원
과학대학

분자유전공학과 55 -5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90 -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95 +5

컴퓨터‧AI
공학부

컴퓨터공학과 70 -
컴퓨터‧AI
공학부

컴퓨터공학과 80 +10

간호학부 간호학과 100 - 간호학부 간호학과 1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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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 산업디자인학과, 현대미술학과, 공예학과 전형요소 

2021학년도 2022학년도

- 수능(55%) + 실기(45%) - 실기(55%) + 수능(45%)

2021학년도 2022학년도

- 반영내용

모집단위 반영내용

인문계열
자연계열
간호학과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
회/과학탐구(2개 과목)]을 반영함

예체능계열
영어영역과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가/
나, 사회/과학탐구(2개 과목)] 중 2개 영역
을 반영함

- 반영내용

모집단위 반영내용

인문계열
자연계열
간호학과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탐구(2개 과목)]을 반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예체능계열

영어영역과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사
회/과학탐구(2개 과목)] 중 2개 영역을 반
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 가산점

모집단위 가산점 부여내용

자연계열
간호학과

수학 가형 반영 시 수학 가형의 표준점수
에 10%를 가산하며,
과학탐구영역 반영 시 과학탐구영역의 표
준점수에 5%를 가산함

- 가산점

모집단위 가산점 부여내용

자연계열
간호학과

수학 선택과목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시 
표준점수에 3%를 가산함

- 영어 환산점수

수능등급
인문계열, 자연계열, 간호학과, 

예체능계열 환산점수

1등급 200

2등급 199

3등급 198

4등급 197

5등급 192

6등급 185

7등급 176

8등급 165

9등급 152

- 영어 환산점수

수능등급 전 모집단위

1등급 200

2등급 198

3등급 195

4등급 192

5등급 187

6등급 182

7등급 172

8등급 162

9등급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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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예과 전형

▣ 체육학과 전형요소

2021학년도 2022학년도

- 수능(55%) + 실기(45%) - 실기(60%) + 수능(40%)

▣ 현대미술학과 실기고사 종목

2021학년도 2022학년도

- 정물 수묵 담채화, 정물 수채화, 인물 수채화, 

  인물 소묘, 인물 두상 (택1)

- 정물 수묵 담채화, 정물 수채화, 인물 수채화, 

  인물 소묘, 인물 두상, 기초디자인, 사고의 전환

  (택1)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정시 수능(가군 지역균형인재전형), 수능(가군 일반학생

전형)

- 수능 100% + 면접(P/F)

- 수능 반영내용

모집단위 반영내용

의예과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탐
구(2개 과목)]을 반영함

정시 수능(가군 지역인재전형), 수능(가군 일반학생전형)

- 수능 100% (※면접 폐지)

- 수능 반영내용

모집단위 반영내용

의예과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2개 과목)]을 반영함
※ 수학 선택과목은 미적분 또는 기하에 한함

- 가산점

모집단위 가산점 부여내용

의예과
화학Ⅱ, 생명과학Ⅱ 중에서 1개 과목 이상 
반영 시 표준점수에 3점을 가산함

- 가산점

모집단위 가산점 부여내용

의예과 가산점 없음

- 영어 환산점수

수능등급 의예과 환산점수

1등급 200

2등급 197

3등급 192

4등급 185

5등급 176

6등급 165

7등급 152

8등급 137

9등급 120

- 영어 환산점수

수능등급 전 모집단위

1등급 200

2등급 198

3등급 195

4등급 192

5등급 187

6등급 182 

7등급 172

8등급 162

9등급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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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학과(실용음악)-보컬 실기고사 종목

2021학년도 2022학년도

- 자유곡 1곡 + 초견 악보(계명창) - 자유곡 1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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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유형

전형
구분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
총점

수능 실기

수능

가군
일반학생

인문계열, 자연계열, 간호학과, 의예과 100 800

태권도학과 100 600

가군
지역인재

의예과 100 800

나군
일반학생

인문계열, 자연계열 100 800

실기/실적

가군 
일반학생

산업디자인학과, 현대미술학과, 공예학과 45 55 1,000

나군
일반학생

음악학과 30 70 1,000

체육학과 40 60 1,000

정원외
수능

가, 나군
농‧어촌학생

- 수시모집 농‧어촌학생전형 미충원인원 발생 모집단위
※ 모집군은 가, 나군 일반학생전형의 해당 모집단위별 

모집군을 따름
100 800

가, 나군
특성화고교

출신자
(동일계)

- 수시모집 특성화고교출신자 
(동일계)전형 미충원인원 발생 
모집단위

※ 모집군은 가, 나군 일반학생전형의 
해당 모집단위별 모집군을 따름

인문계열,
자연계열

100 800

산업디자인학과 100 600

학생부종합

가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정원내/정원외)

지식서비스경영학과
※ 수시모집 미충원인원 발생 시 모집

서류(학교생활기록부) 100
※ 수능 면제

1,000

전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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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군 내용 일시 비고

공통

모집인원 게시

※ 수시모집 결원에 따른 모집인원
2021. 12. 29.(수) • 동아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접수
2021. 12. 30.(목) 10:00 

~ 2022. 1. 3.(월) 18:00
• 동아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서류제출
2021. 12. 30.(목) 10:00 

~ 2022. 1. 12.(수) 17:00

• 서류봉투에 ‘발송용 봉투 라벨지’ 부착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군

산업디자인학과, 현대미술학과, 공예학과 

실기고사

 - 실기/실적(가군 일반학생전형)

※ 세부사항은 1. 7.(금) 홈페이지 공지

  (현대미술, 공예 정물 및 인물 추첨결과 포함)

2022. 1. 11.(화) • 승학캠퍼스 지정 고사실

나군

체육학과 실기고사

 - 실기/실적(나군 일반학생전형)

※ 세부사항은 1. 14.(금) 홈페이지 공지

2022. 1. 18.(화) • 승학캠퍼스 체육관

음악학과(실용음악 보컬) 실기고사

 - 실기/실적(나군 일반학생전형)

※ 타 실기종목은 수시 미충원시 모집  

※ 세부사항은 1. 17.(월) 홈페이지 공지

2022. 1. 20.(목) • 승학캠퍼스 지정 고사실

공통

최초합격자 발표 2022. 2. 8.(화) 16:00
• 홈페이지 공지

• 개별통지 하지 않음

최초합격자 등록기간
2022. 2. 9.(수) 09:00 

~ 2. 11.(금) 16:00

• 가상계좌 이체 또는 부산은행, 농협

• 고지서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기간 내 미납 시 합격취소

충원합격자 발표
2022. 2. 11.(금) 22:00 

~ 2. 20.(일) 21:00
•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통보

충원합격자 등록기간
2022. 2. 14.(월) 09:00 

~ 2. 21.(월) 16:00

• 가상계좌 이체 또는 부산은행, 농협

• 고지서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합격 차수에 따라 기간이 다름

• 기간 내 미납 시 합격취소

※ 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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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모집 결원에 따른 모집인원은 2021. 12. 29.(수) 홈페이지 게시

▣ 전형별 모집인원

2022
학년도

총
모집인원

2022
학년도
정시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외

수능 실기/실적 수능 학생부종합

가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일반
학생

지역
인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농‧어촌
학생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출신자(동일계)

특성화고교
출신자(동일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4,367 569 301 10 205 40 13 △ △ △ △ △

▣ 인문계열

대학
/

학부
캠퍼스 모집단위 비고

2022
학년도

총
모집
인원

2022
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외
수능 실기/실적 수능 학생부종합

가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일반
학생

지역
인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농‧어촌
학생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출신자
(동일계)

특성화
고교

출신자
(동일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인문
과학
대학

승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교직

LINC+ 62 6 　 　 6 　 　 △

역사
문화
학부

사학전공
교직

42 5 　 　 5 　 　 △

고고미술사학전공 LINC+ 42 5 　 　 5 　 　 △

한국어문학과 교직 LINC+  73 9 　 　 9 　 　 △

교육학과 사범 37 5 　 　 5 　 　 △

아동학과 교직 LINC+ 42 5 　 　 5 　 　 △

사회
과학
대학

부민

정치
‧

사회
학부 

정치외교학전공 42 5 　 　 5 　 △

사회학전공 LINC+ 37 5 　 　 5 　 △

행정학과 63 8 　 　 8 　 △

사회복지학과 42 6 　 　 6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LINC+ 57 8 　 　 8 　 △

경제학과 86 11 11 　 　 　 △ △

경찰·소방학과 73 10 10 △

경영
대학

부민

경영학과 LINC+  301 39 39 　 　 　 △ △

관광경영학과 LINC+ 120 15 15 　 　 　 △ △

국제무역학과 LINC+ 120 15 15 　 　 　 △ △

경영정보학과 LINC+ 119 15 15 　 　 　 △ △

금융학과 66 8 8 △ △

융합경영학과 1 △ △
지식서비스경영학과 80 △

국제
대학

부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LINC+ 84 10 　 　 10 　 △

영미학과 교직  LINC+ 85 11 　 　 11 　 　 △

중국학과 LINC+  63 8 8　 　 　 　 △

일본학과 LINC+ 52 6 6 　 　 　 △

석당
인재
학부

부민
석당
인재
학부

공공정책학전공 LINC+ 40 10 10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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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계열

※ 건축학과는 2학년부터 건축학전공(5년제)과 실내건축디자인전공(4년제)으로 세부전공을 분리함(입학정원 55명 중 건축학

전공 40명, 실내건축디자인전공 15명 운영)

대학
/

학부
캠퍼스 모집단위 비고

2022
학년도

총
모집
인원

2022
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외

수능 실기/실적 수능 학생부종합

가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일반
학생

지역
인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농‧어촌
학생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출신자
(동일계)

특성화
고교

출신자
(동일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자연
과학
대학

승학

정보수학과 교직 47 6 　 　 6 　 　 △

반도체학과 교직 LINC+ 47 6 　 　 6 　 　 △

화학과 교직 LINC+ 63 7 　 　 7 　 　 △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직 LINC+ 48 6 　 　 6 　 　 △

생명
자원
과학
대학

승학

분자유전공학과 LINC+  58 6 6 　 　 　 △

응용생물공학과 교직 LINC+  52 6 6 △

식품생명공학과 LINC+ 52 6 6 　 　 　 △

생명자원산업학과 LINC+ 47 6 6 　 　 　 △ △

공과
대학

승학

건축공학과
LINC+  
공학교육인증

55 7 　 　 7 　 　 △ △

도시공학과 LINC+ 53 6 6 　 　 △ △

건설시스템공학과 
LINC+
공학교육인증

81 9 　 　 9 　 　 △ △

환경 ·
에너지
공학부

환경안전전공 LINC+ 48 6 　 　 6 　 　 △ △

미래에너지공학
전공

LINC+
공학교육인증

48 6 　 　 6 　 　 △ △

전기공학과 교직 LINC+ 96 12 12 　 　 　 　 △ △

전자공학과 
LINC+  
공학교육인증

138 18 　 　 18 　 　 △ △

기계공학과 교직
LINC+  
공학교육인증

212 28 28 　 　 　 　 △ △

산업경영공학과
LINC+  
공학교육인증

80 10 10 　 　 　 　 △ △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LINC+ 52 7 7 　 　 　 　 △

화학공학과
LINC+  
공학교육인증

106 14 　 　 14 　 　 △ △

신소재공학과 
LINC+  
공학교육인증

102 12 12 　 　 　 　 △ △

디자인
환경
대학

승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5년제) LINC+  

건축학교육인증
59 8 　 　 8 　 　 △ △

실내건축디자인
전공(4년제)

패션디자인학과 교직 LINC+ 54 6 6 　 　 　 　 △ △

조경학과 LINC+ 49 6 　 　 6 △ △

건강
과학
대학

승학

식품영양학과 교직 LINC+ 68 8 8 △ △

의약생명공학과 LINC+ 57 7 7 △

건강관리학과 LINC+ 52 6 6 △

컴퓨터·AI
공학부

승학
컴퓨터공학과 교직

LINC+  
공학교육인증

85 10 10 △ △

AI학과 LINC+ 61 7 7 △

간호
학부

구덕 간호학과 교직
LINC+
간호교육인증

105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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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계열

▣ 예체능계열

■ 음악학과 실기/실적(나군 일반학생전형) 세부 모집인원

모집단위 실기종목 모집인원

 음악학과
 교직
 LINC+

실용음악 - 보컬 3

※ 음악학과 타 실기종목(보컬 제외)은 수시 미충원시만 모집

※ 수시 미충원 모집 시 합격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선발방법

 1. 클래식음악(피아노,관현악,성악): 클래식음악 내에서 우선 선발하고, 후보자가 없는 경우 실용음악(보컬)에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실용음악(보컬): 클래식음악에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공통 유의사항
1. 모집요강의 인문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구분은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 구분 기준임(대학 및 고등학교의 

이수과정 구분이 아님)

2. 수시모집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함(정원외 특별전형 포함)

대학
/

학부
캠퍼스 모집단위 비고

2022
학년도

총
모집
인원

2022
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외

수능 실기/실적 수능 학생부종합

가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일반
학생

지역
인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농‧어촌
학생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출신자
(동일계)

특성화
고교

출신자
(동일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의과
대학

구덕 의예과 의학교육인증 51 19 9 10 △

대학
/

학부
캠퍼스 모집단위 세부전공

(실기종목) 비고

2022
학년도

총
모집
인원

2022
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외
수능 실기/실적 수능 학생부종합

가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일반
학생

지역
인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농‧어촌
학생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출신자
(동일계)

특성화
고교

출신자
(동일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디자인
환경
대학

승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미디어
디자인전공

LINC+ 67 20 20 △
제품스페이스
디자인전공

예술
체육
대학

승학

현대미술학과 교직 LINC+ 50 10 　 　 10 　

공예학과 40 10 　 　 10 　

음악학과
 교직

(피아노)

LINC+ 90 3

　

　

　

　

　

　

　

　

　

　

　

　

　

　

　

　

3
(관현악)

(성악)

(실용음악)

체육학과 교직  LINC+ 104 10 　 　 　 10　

태권도학과 LINC+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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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표시는 수시모집 등록자 결원 여부에 따라 정시모집 여부 및 인원이 결정됨

4. 교직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소정의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

거, 교원양성과정 재승인 및 이수정원 조정 등에 의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5. 사범  사범계열 학과

6. LINC+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참여 학과

7. 공학교육인증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기준에 따른 공학교육인증학과(신입생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필수 참여)

8. 건축학교육인증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기준에 따른 건축학교육인증학과

9. 간호교육인증  한국간호교육평가원(KABONE)의 기준에 따른 간호교육인증학과

10. 의학교육인증  한국의학교육평가원(KIMEE)의 기준에 따른 의학교육인증학과

11. 모집단위는 2022학년도 기준이며, 추후 정원조정 결과(학과개편 및 모집중단 등)에 따라 매 학년도 변동될 수 있음

12. 모집단위별 캠퍼스의 위치는 공간배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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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모집요강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수험생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모집요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가.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정시모집에서 군별 모집을 시행하는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별로 1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경우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아대학교 내에서는 정시모집 전체 전형에서 가군, 

나군 각 1회, 총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의사와 관계

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이중등록 금지
  ◦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을 위한 모든 입학전형에서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정시모집에서 최초합격 및 충원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충원합격, 충원합격+충원

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정시모집에서 최초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 종료 후라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 방법 위

반 및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 충원합격자 발표 마감[2022. 2. 20.(일) 21:00]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학과에 미충원인원이 발생하

여 예비합격자의 소중한 충원합격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 따라서 등록 포기자는 포기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홈페이지의 등록금 환불 시스템을 통해 환불을 신청하

거나 입학관리과로 연락하여 등록 포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관리과 [☎ (051) 200-6302~4, 200-5555, 200-7777, FAX (051) 200-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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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격자 / 충원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합격여부를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격자는 홈

페이지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자로 처리되며, 컴퓨터 조작 미숙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미확인에 따

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전형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합격 후보자 순위로 충

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합격자의 등록 의사는 등록금 납부 여부로 판단합니다(즉,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 의사가 없

는 것으로 판단함).

  ◦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순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정시모집 지원 취소 불가).

  ◦ 충원합격자 발표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화로 개별 통보합니다. 충원합격자에 대한 전화 

개별 통보 시 충원합격자는 등록 의사를 즉시 밝혀야 하며, 등록포기 의사를 밝힌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화 통보 자료는 증거자료로 녹취됩니다.

  ◦ 충원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지원자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해당 대학 등록 포

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예비합격 후보자 자격은 충원합격자 발표 마감 시각까지만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예비합격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 예비합격 후보자는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장기간 출타 시 반드시 입학관리과[☎ (051) 200-6302~4, 200-5555, 

200-7777]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연락처로 3회이상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수신자 부재 또는 연락처 통보 불이행 등으로 연락이 되

지 않을 경우 충원합격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

에게 있으므로 우리 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지원자격 상실, 불합격, 합격 취소, 입학 취소 관련 사항

  ◦ 지원자의 착오, 지원방법 위반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지원자격 상실에 따른 원서접

수 취소, 실기‧면접고사 응시 불허 및 합격 또는 입학 취소 등)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전형별 서류 미제출자, 실기‧면접고사 결시자 및 중도포기자, 부정행위자,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고 학적을 말소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

리 대학교 및 타 대학교에서 아래의 사유로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리시험, 경쟁률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작성, 변조 등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학전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대학교의 이의 신청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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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적 및 제출서류 처리 기준

  ◦ 성적 산출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합니다.

  ◦ 각종 자격증 및 입상실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취득예정증명

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유의사항

  ◦ 수험생은 반드시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장소를 확인하여 지정

된 시간까지 집합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 수험생은 면접·실기고사일에 수험표와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지각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주민센터 발행),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생년월일 표기, 사진 탈부착 불가, 코팅 및 카드형)

  ◦ 수험생은 면접·실기고사실 입실 시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고사 시작 후 전자기기를 소지하

고 있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예: 휴대폰, 스마트워치‧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블루투스이어폰, 카메라펜, 녹음기, 노트북, 태블릿PC,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휴대용미디

어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등 일체 소지 불가). 시침과 분침(초침)으로만 작동하는 아날로그 

시계는 소지 가능합니다.  

6. 추가모집

  ◦ 정시모집에서 미달‧미등록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추가모집을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의사와 관계

없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합격하여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

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정시모집 등록자 중 추가모집 기간 전

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등록금 환불)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정시모집 등록

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

  ◦ 전형일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내용 일시 비고

모집요강 공고 2022. 2. 22.(화) 동아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입학원서 접수 2022. 2. 22.(화) 10:00 ~ 2. 25.(금) 21:00 동아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2022. 2. 27.(일) 16:00 예정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충원합격자 발표 2022. 2. 27.(일) 21:00 까지 개별 통보

등록금 납부 2022. 2. 28.(월) 16:00 까지 합격자 발표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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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요소 반영내용 활용점수 전형총점

인문계열,
자연계열, 
간호학과 

수능 100%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개 과목)]을 반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3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800

의예과 수능 100%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2개 과목)]을 반영함
※ 수학 선택과목은 미적분 또는 기하에 한함

3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800

예체능계열 수능 100%

영어영역과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2개 과목)] 중 
2개 영역을 반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2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600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정원외)전형은 서류(학교생활기록부) 평가를 통해 선발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반영내용에 따라 선택형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응시한 영역은 0점 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가모집 요강에 따릅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합격 대상자들보다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의 심의를 거

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시모집 모집인원 미달 및 등록포기로 인한 미충원인원[정원외 특별전형 포함]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정시모집 선발인원 공고 이후 발생하는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예비합격 후보자 중에서 충원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지원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입학 관련 문의처

     - 입학관리과 [☎ (051) 200-6302~4, 200-5555, 200-7777, FAX (051) 200-6315]

     - 입학사정관실 [☎ (051) 200-6305~7, 200-6318~9, FAX (051) 200-6317]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동아대학교는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전자우편,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

신고교명, 졸업(예정)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환불계좌번호, <제출서류 서

식>에 관한 사항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학사, 장학 및 통계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 ▣

▶ 우리 대학교에 입학원서 접수 시 학생부 자료 및 수능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및 응시조건을 적용하는 전형의 지원자, 

신입생 장학금 선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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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서접수 / 서류제출

1. 입학원서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창구접수는 불가합니다.

     ※ 단, 서버마비, 통신장애 등 비상 상황에 한하여 우리 대학교 입학관리과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2021. 12. 30.(목) 10:00 ~ 2022. 1. 3.(월) 18:00

        - 입학관리과 [☎ (051) 200-6302~4, 200-5555, 200-7777, FAX (051) 200-6315]

        - 입학사정관실 [☎ (051) 200-6305~7, 200-6318~9, FAX (051) 200-6317]

  ◦ 접수 절차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ent.donga.ac.kr) 접속

↓

‘입학원서 접수’ 클릭

↓

로그인(비회원일 경우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입학원서 입력 요령에 따라 입력

↓

전형료 결제

↓

입학원서 접수 확인

↓

• 발송용 봉투 라벨지 출력 [지원자격 관련 서류 제출자에 한함]

• 수험표 출력 [실기‧면접고사 해당자에 한함. 실기‧면접고사 시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

    ※ 입학원서와 사진은 제출할 필요 없음

2.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은 수험생이 반드시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형료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입학원서의 내용 변경, 접수 취소 및 전형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하

게 확인한 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입학원서는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 착오‧누락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전형기간 중 연락 가능한 본인, 부, 모 등의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전형료 및 등록금 환불을 위해 계좌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환불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하였더라도 전형료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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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완료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수험표는 실기 및 면접고사 전형 지원자에 한해 출력됩니다.

     ※ 단,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출력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 시각(접수업체 서버 기준)에 로그인 상태로 원서 작성 진행 중일 경우에 한하여 마감 시

각으로부터 10분 후까지 전형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서버마비, 통신장애 등의 비상 상황이 아닌, 원서접수 마감에 임박하여 지원자 PC의 다운, 고장, 시스템

오류, 결함 등으로 인해 원서접수를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3. 서류제출

    ◦ 제출서류는 2022. 1. 12.(수) 17:00까지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우편(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는 전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실기/실적 전형>

  입학관리과

  (우)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2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입학관리처 입학관리과 B04-B103

  [☎ (051) 200-6302~4, 200-5555, 200-7777, FAX (051) 200-6315]

 <정원외, 학생부종합 전형>

  입학사정관실

  (우)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2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입학관리처 입학사정관실 B04-B105

  [☎ (051) 200-6305~7, 200-6318~9, FAX (051) 200-6317]

    ◦ 지원자는 서류제출 후 반드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 우

리 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지’를 출력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한 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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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 / 환불

1. 전형료

전형
유형

전형
구분 모집단위 실기 금액(원) 비 고

수능

가군
일반학생

인문계열, 자연계열, 간호학과 29,000

의예과 29,750  

가군
지역인재

의예과 29,750

나군
일반학생

인문계열, 자연계열 29,000

실기/
실적

가군
일반학생

산업디자인학과, 현대미술학과, 
공예학과

○ 62,750  실기고사료 33,000원 포함

나군
일반학생

음악학과, 체육학과 ○ 62,750  실기고사료 33,000원 포함

정원외
수능

가, 나군
농‧어촌학생

인문계열, 자연계열 29,750

가, 나군
특성화고교

출신자(동일계)
인문계열, 자연계열, 산업디자인학과 29,750

학생부
종합

가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지식서비스경영학과 29,750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전형료 반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형료를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합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호 ~ 제5호]에 해당하는 자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기타 우리 대학교의 심의를 거쳐 전형료 반환 대상으로 결정된 자(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 납부한 입학 전형료 전액

  

  ◦ 전형료 반환 시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제외하고 반환합니다.

  ◦ 전형료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불합격자(서류미제출자, 실기‧면접고사 결시자 등)에게는 전형료를 반

환하지 않습니다.

  ◦ 계좌정보를 잘못 기입하여 환불받지 못한 경우 입학관리과로 정확한 계좌정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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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관리과 [☎ (051) 200-6302~4, 200-5555, 200-7777, FAX (051) 200-6315]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22. 4. 30.(금)까지 지원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원서접수 시 반환방법 선택: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로 이체 또는 학교 직접 방문).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 수수료를 차

감하고 반환함. 단, 금융기관 수수료가 반환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3. 등록금 납부

  ◦ 최초합격자 등록금 납부기간: 2022. 2. 9.(수) 09:00 ~ 2. 11.(금) 16:00(은행 마감시각까지)

  ◦ 충원합격자 등록금 납부기간: 2022. 2. 14.(월) 09:00 ~ 2. 21.(월) 16:00(은행 마감시각까지)

     ※ 단, 합격차수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안내한 기간 내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등록금액 : 추후 공지

  ◦ 등록 장소 및 방법 : 가상계좌 이체 또는 부산은행 및 농협 전국 각 지점 방문등록

      ※ 가상계좌는 수험생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의 계좌이므로 가상계좌로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로의 이체는 은행 마감시각인 16:00까지 가능합니다.

  ◦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ent.donga.ac.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야 

하며 합격자의 거주지로 송부하지 않습니다.

  ◦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인한 등록포기로 처리되며 차점자를 충원 합격

시킵니다.

  ◦ 전액 장학생(실 납부액 0원)도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방문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등록으로 인정

됩니다.

  ◦ 학자금 대출지연 등 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입학관리과로 통보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우리 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가. 등록포기
  ◦ 우리 대학교에 등록하였으나 타 대학의 충원합격 사실을 통보받아 등록포기 및 환불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포기 사유 발생 즉시 온라인 등록금 환불시스템(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액 장학생(실 납부액 0원)도 등록포기 사유 발생 즉시 반드시 등록금 환불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금 환

불 신청을 완료하여야 등록포기로 처리되며 이중등록자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나. 등록금 환불
  ◦ 환불기간: 2022. 2. 14.(월) 09:00 ~ 2. 18.(금) 21:00

     - 환불 신청은 예비합격자의 충원합격 통보를 위하여 2022. 2. 18.(금) 21:00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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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절차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ent.donga.ac.kr)의 ‘온라인 환불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환불신청’ 클릭

↓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번호 전송)

↓

환불사유 입력 및 환불계좌 확인

↓

작성사항 확인 후 환불신청 완료

  ◦ 유의사항

     - 환불신청은 ‘온라인 환불시스템’으로만 가능하며, 환불신청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입력한 본인의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며, 원서접수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

이 되므로 본인의 휴대폰번호 또는 환불계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우리 대학교 입학관리과[☎ (051) 

200-6302~4, 200-5555, 200-7777]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고 변경된 사항을 수정한 후 신청하여

야 합니다.

     - 당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이후에, 당일 오후 2시 ~ 다음 날 오전 10시 신

청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에 환불되며, 토‧일요일‧공휴일 환불신청은 다음 업무일에 환불됩니다.



Ⅱ. 수능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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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가군 일반학생전형)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2.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능 전형총점

수능

인문계열, 자연계열, 간호학과, 의예과 100% 800점

태권도학과 100% 600점

※ 태권도학과는 수시 미충원시에만 모집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모집단위 반영내용 환산방법

인문계열, 자연계열, 
간호학과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개 과목)]을 
반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3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의예과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2개 과목)]을 반영함
※ 수학 선택과목은 미적분 또는 기하에 한함

3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태권도학과
영어영역과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2개 과목)] 
중 2개 영역을 반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2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반영내용에 따라 선택형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응시한 영역은 0점 처리함

 ※ 영역별 반영비율, 영어 환산점수, 가산점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48쪽) 참조

4.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계열
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성적(표준점수)
2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성적(표준점수)

자연계열, 간호학과
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성적(표준점수) [가산점 포함]
2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성적(표준점수)

의예과
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성적(표준점수) 
2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성적(표준점수) 
3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성적(표준점수)

태권도학과 1순위: 영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우수 2개 영역 점수의 합(표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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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자 결정
 가.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우리 대학교의 심사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자 포함) 판정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전원 선발합니다.

6. 서류제출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비 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개명한 지원자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1부

•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이름이 학생부 또는 

원서접수 상의 이름과 다른 지원자에 
한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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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가군 지역인재전형)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부모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2.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능 전형총점

수능 의예과 100% 800점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모집단위 반영내용 환산방법

의예과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2개 과목)]을 
반영함
※ 수학 선택과목은 미적분 또는 기하에 한함

3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반영내용에 따라 선택형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응시한 영역은 0점 처리함

 ※ 영역별 반영비율, 영어 환산점수, 가산점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48쪽) 참조

4.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의예과
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성적(표준점수)
2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성적(표준점수)  
3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성적(표준점수)

5. 합격자 결정
 가.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우리 대학교의 심사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자 포함) 판정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전원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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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제출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비 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학생부 온라인 미제공 고교 지원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출신 학교장 직인이 아니어도 됨

•개명한 지원자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1부

•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이름이 학생부 또는 

원서접수 상의 이름과 다른 지원자에 
한해 제출



- 28 -

수능(나군 일반학생전형)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2.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능 전형총점

수능 인문계열, 자연계열 100% 800점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모집단위 반영내용 환산방법

인문계열,
자연계열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개과목)]을 
반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3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반영내용에 따라 선택형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응시한 영역은 0점 처리함

 ※ 영역별 반영비율, 영어 환산점수, 가산점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48쪽) 참조

4.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계열
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성적(표준점수)
2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성적(표준점수)

자연계열
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성적(표준점수) [가산점 포함]
2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성적(표준점수)

5. 합격자 결정
 가.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우리 대학교의 심사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자 포함) 판정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전원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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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제출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비 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개명한 지원자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1부

•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이름이 학생부 또는 

원서접수 상의 이름과 다른 지원자에 
한해 제출



Ⅲ. 실기/실적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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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적(가군 일반학생전형)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2.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능 실기 전형총점

실기/실적 산업디자인학과, 현대미술학과, 공예학과 45% 55% 1,000점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모집단위 반영내용 환산방법

산업디자인학과, 
현대미술학과, 

공예학과

영어영역과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2개 과목)] 
중 2개 영역을 반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2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반영내용에 따라 선택형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응시한 영역은 0점 처리함

 ※ 영역별 반영비율, 영어 환산점수, 가산점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48쪽) 참조

4. 실기고사

모집단위 구분 실기내용 배점 준비물

산업디자인학과

2개 중
택 1

실기시간
(5시간)

◎ 기초디자인 (켄트지 3절) (사물표현 및 조형 능력 테스트)
•주제: 다수의 주제를 준비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함
      (사전 공개하지 않음)  

550

표현되는 도구 일체
(수채화물감, 포스터컬러, 
콩테, 색연필, 마카, 연필, 
파스텔) 

◎ 사고의 전환 (켄트지 2절) (정밀묘사와 창의력 테스트)
•주제: 다수의 주제를 준비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함
      (사전 공개하지 않음) 

표현되는 도구 일체
(수채화물감, 포스터컬러, 
콩테, 색연필, 마카, 연필, 
파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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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구분 실기내용 배점 준비물

현대미술학과

7개 중 
택 1

실기시간
(4시간)

◎ 정물 수묵 담채화 (화선지 1/2절)
   공통: 바닥 흰 천 (120×200㎝)
•1군(추첨 택 1): 운동화, 곰인형, 돼지저금통(大), 플라스틱 의자, 

물이 든 생수병
•2군(추첨 택 4): 슬리퍼, 남자고무신, 과자봉지, 페인트롤,

페인트 붓(大), 바나나묶음
•3군(추첨 택 5): 사과, 파프리카, 테니스공, 반코팅 목장갑, 구둣솔, 

브로콜리, 삼파장 전구, 배드민턴공

550

4B연필, 지우개,  벼루, 
먹, 붓, 접시, 물통(소), 
채색물감 등 수묵 
담채화에 필요한 도구 
일체

◎ 정물 수채화 (켄트지 2절)
   공통: 바닥 흰 천(120×200cm)
•1군(추첨 택 1): 운동화, 곰인형, 돼지저금통(大), 플라스틱 의자, 

물이 든 생수병
•2군(추첨 택 4): 슬리퍼, 남자고무신, 과자봉지, 페인트롤,

페인트 붓(大), 바나나묶음
•3군(추첨 택 5): 사과, 파프리카, 테니스공, 반코팅 목장갑, 구둣솔, 

브로콜리, 삼파장 전구, 배드민턴공

4B연필, 지우개, 집게 
또는 압침, 수채화물감, 
크레용, 파스텔, 색연필, 
물통(소), 팔레트, 붓 등 
채색에 필요한 도구 일체

◎ 인물 수채화 (켄트지 2절)
   - 20대 남자, 20대 여자 중 추첨하여 택 1

4B연필, 지우개, 집게 
또는 압침, 수채화물감, 
크레용, 파스텔, 색연필, 
물통(소), 팔레트, 붓 등 
채색에 필요한 도구 일체

◎ 인물 소묘 (켄트지 2절)
   - 20대 남자, 20대 여자 중 추첨하여 택 1

4B연필, 지우개, 집게 
또는 압침

◎ 인물 두상 (조소용 점토)
   - 20대 남자, 20대 여자 중 추첨하여 택 1

조소용 조각도 등 조소에 
필요한 도구 일체

실기시간
(5시간)

◎ 기초디자인 (켄트지 3절) (사물표현 및 조형 능력 테스트)
•주제: 다수의 주제를 준비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함
      (사전 공개하지 않음)  

표현되는 도구 일체
(수채화물감, 포스터컬러, 
콩테, 색연필, 마카, 연필, 
파스텔) 

◎ 사고의 전환 (켄트지 2절) (정밀묘사와 창의력 테스트)
•주제: 다수의 주제를 준비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함
      (사전 공개하지 않음) 

표현되는 도구 일체
(수채화물감, 포스터컬러, 
콩테, 색연필, 마카, 연필, 
파스텔) 

※ 정물 및 인물(성별) 추첨결과는 실기고사 관련 세부사항 공지 시 안내함
※ 현대미술학과는 실기종목에 따른 세부전공을 운영하지 않으며, 미술 각 분야와 관련한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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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구분 실기내용 배점 준비물

공예학과

3개 중 
택 1

실기시간
(5시간)

◎ 기초디자인 (켄트지 3절) (사물표현 및 조형 능력 테스트)
•주제: 다수의 주제를 준비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함
      (사전 공개하지 않음)   

550

표현되는 도구 일체
(수채화물감, 포스터컬러, 
콩테, 색연필, 마카, 연필, 
파스텔)

표현되는 도구 일체
(수채화물감, 포스터컬러, 
콩테, 색연필, 마카, 연필, 
파스텔) 

◎ 사고의 전환 (켄트지 2절) (정밀묘사와 창의력 테스트)
•주제: 다수의 주제를 준비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함
      (사전 공개하지 않음)  

4B연필, 지우개, 집게 
또는 압침

◎ 정물 소묘 (켄트지 2절)
   공통: 바닥 흰 천 (120×200㎝)
•1군(추첨 택 1): 운동화, 곰인형, 돼지저금통(大), 플라스틱 의자, 

물이 든 생수병
•2군(추첨 택 4): 슬리퍼, 남자고무신, 과자봉지, 페인트롤, 

페인트 붓(大), 바나나묶음
•3군(추첨 택 5): 사과, 파프리카, 테니스공, 반코팅 목장갑, 구둣솔, 

브로콜리, 삼파장 전구, 배드민턴공

※ 정물 추첨결과는 실기고사 관련 세부사항 공지 시 안내함

※ 공예학과는 목조형가구, 도자예술을 주요 교과내용으로 운영함

5.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산업디자인학과,
현대미술학과, 공예학과

1순위: 실기고사 성적
2순위: 영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우수 2개 영역 점수의 합(표준점수)

6. 합격자 결정 
 가.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우리 대학교의 심사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자 포함) 판정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전원 선발합니다.

7. 서류제출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비 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개명한 지원자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1부

•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이름이 학생부 또는 

원서접수 상의 이름과 다른 
지원자에 한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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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적(나군 일반학생전형)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2.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능 실기 전형총점

실기/실적
음악학과 30% 70% 1,000점

체육학과 40% 60% 1,000점

 ※ 음악학과는 실용음악(보컬)만 정시에 모집(음악학과 타 실기종목은 수시 미충원시만 모집)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모집단위 반영내용 환산방법

음악학과,
체육학과

영어영역과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2개 과목)] 
중 2개 영역을 반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2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반영내용에 따라 선택형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응시한 영역은 0점 처리함

 ※ 영역별 반영비율, 영어 환산점수, 가산점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48쪽) 참조

4. 실기고사

 가. 음악학과

모집단위 실기종목 실기내용 배점 준비물 비고

음악학과
클래식
음악

피아노
•에튜드 1곡 350

▸암보로 연주
•자유곡 1곡 350

관현악
•자유곡 1곡 연주(타악기는 스네어드럼, 팀파니, 
마림바 각 1곡씩 총 3곡 연주)

700
▸연주 악기
(타악기 공용가능)

▸반주자 동반 가능
▸암보로 연주(스네어

드럼, 팀파니 제외)

성악

•독일어(가곡 또는 오페라 아리아 1곡) 350

▸반주자 동반
▸오페라 아리아는 원

조로 불러야 함
▸암보로 연주•이탈리아어(가곡 또는 오페라 아리아 1곡)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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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학과 상기 종목 중 보컬(실용음악)을 제외한 종목은 수시 미충원시만 모집함

※ 수시 미충원 모집 시 합격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선발방법

 1. 클래식음악(피아노,관현악,성악): 클래식음악 내에서 우선 선발하고, 후보자가 없는 경우 실용음악(보컬)에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실용음악(보컬): 클래식음악에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MR은 저장오류를 대비하여 USB, MP3플레이어, CD 등 2가지 이상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MR 이상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휴대폰 불가)

 나. 체육학과 

모집단위 실기내용 배점 비고

체육학과

•25M 왕복달리기(남‧여)

 (25m × 2회 왕복 = 총 100m)
300 •운동복, 운동화

 ※ 실내 경기화만 사용(스파이크화 불가)
•메디신볼던지기(남‧여) 300

계 600

 ◉ 체육학과 실기고사 배점표

모집단위 실기종목 실기내용 배점 준비물 비고

실용
음악

보컬

•연주: 자유곡 1곡
※ 시간은 1분 30초 내외이며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원곡의 편집 가능
(예: 긴 전주의 축소, 클라이맥스 포함 등)

700 ▸MR 또는 반주자 동반
▸암보로 연주
▸본인이 직접 반주 가능

점수
왕복달리기(초)

점수
메디신볼던지기(m)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00 16초99이하 19초49이하 300 12.0 이상 9.0 이상

285 17.00 ~ 17.49 19.50 ~ 19.99 285 11.5 ~ 11.9 8.5 ~ 8.9

270 17.50 ~ 17.99 20.00 ~ 20.49 270 11.0 ~ 11.4 8.0 ~ 8.4

255 18.00 ~ 18.49 20.50 ~ 20.99 255 10.5 ~ 10.9 7.5 ~ 7.9

250 18.50 ~ 18.99 21.00 ~ 21.49 250 10.0 ~ 10.4 7.0 ~ 7.4

245 19.00 ~ 19.49 21.50 ~ 21.99 245 9.5 ~ 9.9 6.5 ~ 6.9

240 19.50 ~ 19.99 22.00 ~ 22.49 240 9.0 ~ 9.4 6.0 ~ 6.4

235 20.00 ~ 20.49 22.50 ~ 22.99 235 8.5 ~ 8.9 5.5 ~ 5.9

230 20.50 ~ 20.99 23.00 ~ 23.49 230 8.0 ~ 8.4 5.0 ~ 5.4

225 21.00 ~ 21.49 23.50 ~ 23.99 225 7.5 ~ 7.9 4.5 ~ 4.9

220 21.50 ~ 21.99 24.00 ~ 24.49 220 7.0 ~ 7.4 4.0 ~ 4.4

215 22.00 ~ 22.49 24.50 ~ 24.99 215 6.5 ~ 6.9 3.5 ~ 3.9

210 22.50 ~ 22.99 25.00 ~ 25.49 210 6.0 ~ 6.4 3.0 ~ 3.4

205 23.00 ~ 23.49 25.50 ~ 25.99 205 5.5 ~ 5.9 2.5 ~ 2.9

200 23.50 ~ 23.99 26.00 ~ 26.49 200 5.0 ~ 5.4 2.0 ~ 2.4

195 24.00 ~ 24.49 26.50 ~ 26.99 195 4.5 ~ 4.9 1.5 ~ 1.9

190 24.50 ~ 24.99 27.00 ~ 27.49 190 4.0 ~ 4.4 1.0 ~ 1.4

185 25.00 ~ 25.49 27.50 ~ 27.99 185 3.5 ~ 3.9 0.5 ~ 0.9

180 25.50 ~ 28.00 ~ 180 3.4 이하 0.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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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음악학과,
체육학과

1순위: 실기고사 성적
2순위: 영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우수 2개 영역 점수의 합(표준점수)

6. 합격자 결정

 가.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우리 대학교의 심사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자 포함) 판정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전원 선발합니다.

7. 서류제출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비 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개명한 지원자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1부

•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이름이 학생부 또는 

원서접수 상의 이름과 다른 지원자에 
한해 제출



Ⅳ. 정원외, 학생부종합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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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가군/나군 농‧어촌학생전형)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가. 자격 1 – 중, 고 6년 본인·부모 농·어촌 거주 및 재학

    읍, 면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

지) 중 본인 및 부모(이혼, 사망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나. 자격 2 - 초, 중, 고 12년 본인 농·어촌 거주 및 재학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읍, 면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의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도서·벽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자격을 인정함 

  ※ 농·어촌 소재 특목고(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

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비인가 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자격1」 참고사항

구분 세부내용

공통 사망(실종)‧이혼 이전까지 부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사망(실종)
부‧모 중 한 명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이혼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2.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능 전형총점

정원외 수능 인문계열, 자연계열, 의예과 100% 800점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모집단위 반영내용 환산방법

인문계열,
자연계열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개 과목)]
을 반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3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의예과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2개 과목)]을 반
영함
※ 수학 선택과목은 미적분 또는 기하에 한함

3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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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반영내용에 따라 선택형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응시한 영역은 0점 처리함

 ※ 영역별 반영비율, 영어 환산점수, 가산점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48쪽) 참조

4.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계열
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성적(표준점수)
2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성적(표준점수)

자연계열
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성적(표준점수) [가산점 포함]
2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성적(표준점수)

의예과
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성적(표준점수) 
2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성적(표준점수) 
3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성적(표준점수)

5. 합격자 결정
 가.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우리 대학교의 심사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자 포함) 판정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전원 선발합니다.

6. 서류제출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비 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자격 1>
•중, 고 6년 
본인·부모 농·어촌 
거주 및 재학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 1부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출력(50쪽 참조)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출신 학교장 직인이 아니어도 됨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지원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부, 모,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각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 1부, 본인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원본 1부(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 원본 
1부)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주소지 변동사항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부, 모, 본인이 개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에 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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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비 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자격 2>
•초, 중, 고 12년 
본인 농·어촌 거주 
및 재학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 1부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출력(50쪽 참조)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출신 학교장 직인이 아니어도 됨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1부 

•주민등록표(초본): 주소지 변동사항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개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에 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학생부 온라인 미제공 
고교 지원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출신 학교장 직인이 아니어도 됨

•최종등록자 중 
 원서접수 시 
졸업예정자

<자격 1>
•고교졸업증명서 원본 1부
•부, 모,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각 1부

•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주민등록표(초본): 주소지 변동사항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022. 2. 7.(월) 09:00 ~ 2. 15.(화) 
17:00까지 제출

<자격 2>
•고교졸업증명서 원본 1부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1부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제출서류는 2021. 12. 3.(금) ~ 2022. 1. 3.(월) 기간에 한함

※ 최종등록자 중 졸업예정자의 추가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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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가군/나군 특성화고교출신자(동일계)전형)

1. 지원자격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교가 지정한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기준학과에 해당하는 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 출신학과의 계열이 본교 모집단위와 관련 계열이어야 함

    ◦ 출신학과와 모집단위의 동일계열 인정여부는 우리 대학교에서 결정함

    ◦ 기준학과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

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

    ◦ 종합고 내의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출신은 지원 가능함

    ◦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

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

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종합고 내 보통과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특성화고교출신자(동일계) 기준학과 범위

대학/학부 모집단위 특성화고등학교(동일계) 기준학과명

사회과학
대학

경제학과 관광과, 복지서비스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회계정보과, 콘텐츠개발과, 
무역정보과, 금융정보과, 경영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항만물류과, 해양레저산업과, 유통경영과, 멀티미디어과, 응용디자인과,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문화콘텐츠과, 
관광･레저과, 의류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농업과, 원예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항해과, 기관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국제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금융학과

생명자원
과학대학

생명자원산업학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생물공학과, 조리･식음료과, 건축시공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업과, 원예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환경안전전공,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자동차과, 식품공업과, 기계과, 통신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금속재료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컴퓨터응용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컴퓨터게임과, 세라믹과, 전기과, 
조선과, 전자과, 항공과, 디자인과, 전자기계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조경과, 동력기계과, 냉동공조과, 전자통신과, 문화콘텐츠과, 건축시공과, 산업설비과, 의류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업과, 원예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항해과, 기관과

컴퓨터·AI
공학부

컴퓨터공학과

디자인
환경대학

건축학과

자동차과, 식품공업과, 기계과, 통신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금속재료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컴퓨터응용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컴퓨터게임과, 세라믹과, 전기과, 
조선과, 전자과, 항공과, 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전자기계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조경과, 동력기계과, 냉동공조과, 전자통신과, 문화콘텐츠과, 건축시공과, 
산업설비과, 의류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인쇄･출판과, 공예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업과, 원예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항해과, 기관과

산업디자인학과
의상과, 상업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컴퓨터게임과, 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응용디자인과,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문화콘텐츠과, 건축시공과, 
산업설비과, 의류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인쇄･출판과, 공예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패션디자인학과
의상과, 섬유과, 미용과, 상업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응용디자인과,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문화콘텐츠과, 건축시공과, 
산업설비과, 의류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인쇄･출판과, 공예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조경학과

자동차과, 식품공업과, 기계과, 통신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금속재료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컴퓨터응용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컴퓨터게임과, 세라믹과, 전기과, 
조선과, 전자과, 항공과, 디자인과, 전자기계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조경과, 동력기계과, 냉동공조과, 전자통신과, 산림자원과, 식물자원과, 생명공학기술과, 
생물공학과, 문화콘텐츠과, 건축시공과, 산업설비과, 의류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인쇄･출판과, 공예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업과, 원예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항해과,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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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표 외 기준학과의 추가 및 30단위 인정여부는 우리 대학교 심의결과에 따름

2.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능 전형총점

정원외 수능
인문계열, 자연계열 100% 800점

산업디자인학과 100% 600점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모집단위 반영내용 환산방법

인문계열,
자연계열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 탐구(2개 
과목)]을 반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3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산업디자인학과
영어영역과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사회/과학/직업 탐구(2개 
과목)] 중 2개 영역을 반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2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반영내용에 따라 선택형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응시한 영역은 0점 처리함

 ※ 영역별 반영비율, 영어 환산점수, 가산점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48쪽) 참조

4.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계열
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성적(표준점수)
2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성적(표준점수)

자연계열
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성적(표준점수) [가산점 포함]
2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성적(표준점수)

산업디자인학과 1순위: 영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우수 2개 영역 점수의 합(표준점수)

5. 합격자 결정
 가.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우리 대학교의 심사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자 포함) 판정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전원 선발합니다.

대학/학부 모집단위 특성화고등학교(동일계) 기준학과명

건강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간호과, 보육과, 조리과, 식품공업과, 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수산식품과, 생명공학기술과, 
생물공학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조리･식음료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업과, 원예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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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제출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비 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학생부 온라인 미제공 고교 
지원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출신 학교장 직인이 아니어도 됨

•개명한 지원자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1부

•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이름이 학생부 또는 

원서접수 상의 이름과 다른 지원자에 
한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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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가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정원내)/(정원외)전형)

1. 지원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2022년 3월 1일 기준,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

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다.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

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

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체의 범위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 상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우리 대학교의 내부기준에 따름

2.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전형총점

학생부종합 지식서비스경영학과 100% 1,000점

※ 수능 면제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되며, 수험번호는 가번호 처리됩니다.

  ◦ 평가영역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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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요소

인성 및

발전가능성

핵심인성요소

(배려‧나눔‧협력‧갈등관리)

성실성

(140)

•출결 상황

•인성 관련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공동체의식

(160)

발전가능성

(300)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잠재 역량

기초학업역량

(200) •학업성취도

•전공 관련 열정 및 노력
전공적합성

(200)

4.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지식서비스경영학과

1순위: 서류평가 영역 중 ‘성실성’ 평가 우수자
2순위: 서류평가 영역 중 ‘발전가능성’ 평가 우수자
3순위: 서류평가 영역 중 ‘기초학업역량’ 평가 우수자
4순위: 서류평가 영역 중 ‘전공적합성’ 평가 우수자

5. 합격자 결정 
 가.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우리 대학교의 심사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자 포함) 판정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전원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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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제출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비 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

•4대보험 가입자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재직 중인 업체 양식 또는 우리 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출력 (51쪽 참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출력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병역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원본 1부

•남자 지원자만 제출
•병적증명서: 병무청 발행

•복무확인서 원본 1부 •직업군인만 제출

•4대보험 
미가입자

•영세창업·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 •국세청(http://www.hometax.go.kr) 발행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1부 •국세청(http://www.hometax.go.kr) 발행

•병역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원본 1부

•남자 지원자만 제출
•병적증명서: 병무청 발행

•1차 산업 종사자

•공적증명서 원본 1부 •국가·지방자치단체 발행

•병역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원본 1부

•남자 지원자만 제출
•병적증명서: 병무청 발행

•학생부 온라인 미제공 고교 지원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출신 학교장 직인이 아니어도 됨

•최종 등록자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원서접수 이후 이직한 경우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
•2022. 3. 2.(수)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2022. 3. 4.(금) 17:00까지 제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개명한 지원자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1부

•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이름이 학생부 또는 

원서접수 상의 이름과 다른 지원자에 
한해 제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등록자는 2022. 3. 1.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추가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함

http://www.nhic.or.kr


Ⅴ. 전형 세부안내 및 

제출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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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1. 반영내용 및 환산방법

모집단위 반영내용 환산방법

인문계열, 자연계열, 
간호학과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2개 과목)]을 
반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3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의예과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2개 과목)]을 반영함
※ 수학 선택과목은 미적분 또는 기하에 한함

3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예체능계열
영어영역과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2개 과목)] 중 
2개 영역을 반영함
※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함

2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영어영역의 환산 
점수를 합산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반영내용에 따라 선택형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응시한 영역은 0점 처리함

   예시) 국어, 수학(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영어, 탐구(사회 1과목, 과학 1과목)를 응시하고 의예과에 지원하는 경우, 수학 

및 사회탐구 1과목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

 ※ 정시 특성화고교출신자(동일계) 전형의 탐구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2개 과목)”로 반영함

 ※ 영역별 반영 비율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2과목 계

인문계열, 자연계열, 
간호학과

25% 25% 25% 12.5% 12.5% 25%

의예과 25% 25% 25% 12.5% 12.5% 25%

예체능계열 (33.33%) (33.33%) 33.33% (16.67%) (16.67%) (33.33%)

 2. 영어영역 환산 방법

수능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전 모집단위 200 198 195 192 187 182 172 162 152

 3. 가산점 부여내용

  가. 수학영역

모집단위 가산점 부여내용

자연계열, 간호학과  수학 선택과목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표준점수에 3%를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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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국사영역

수능등급 1~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전 모집단위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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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양식

1.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

성 명 수험번호 지원학과

지원자격 확인

구분
해당 유형
√ 표시

지원자격

<자격1>

중, 고 6년 본인·부모 

농·어촌 거주 및 재학

⧠
읍·면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중

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 및 부모(이혼, 사망 및 기

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자격2>

 초, 중, 고 12년 본인 

농·어촌 거주 및 재학

⧠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의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재학사실 확인

학교명
전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 표시

                               초등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학교

※ 학교명 작성 방법: <자격1> 중, 고등학교 / <자격2> 초, 중, 고등학교 작성

년    월    일
                                                            지원자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 작성 유의사항

1. 지원자격 증빙서류를 본 확인서와 함께 서류 제출 마감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학적 변동(전입 이력)사항이 다수인 경우 최근 내역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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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택전화

근 무 기 간          .       .       .  ~          .       .       .  (   년   월)

산 업 체 명 소 속
직위
(급)

산업체주소  (    -    )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용 도  대학입학시험지원용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자

인

년      월      일
                                

 대표자 성명(산업체) :                                             직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Ⅵ. 대학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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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생 우수 장학금

  가. 신입생 우수 장학금

장학제도 

<공통사항>
1. 신입생 우수 장학금 수혜자가 전부(과)할 경우, 전부(과)가 된 때부터 수혜 받은 해당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

구히 제외된다.
2.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최대 지급 가능내역이며 신입생 우수 장학금보다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등)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계속수혜조건>
1. 동아특별장학금, 석당프리미엄인재장학금A·B·C, 단과대학수석장학금: 재학 중 매학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며 계속수혜조건을 다시 충족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재개한다. 단, 2회 이상 계속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
외되며 계속 수혜조건을 미충족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한 학기도 장학금 수혜기간(지급 횟수)에 포함된다.

2. 정시모집 최초합격자장학금, 경시대회장학금: 재학 중 매학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3.5이상을 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학금 지급에서 영구히 제외한다(단, 경시대회장학금은 경
시·경연대회 요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요강에 의한다).

 ※ 수강 미신청으로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업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의 지급내역

동 아 특 별
장 학 금
(수시 및 정시모집)

∘인문‧자연계열: 수능 영어영역 2등급 이내이
며, 3개 영역[국어, 수학, 탐구(2개 평균)] 등
급의 합이 5 이내인 자

∘예‧체능계열: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
어, 탐구(2개 평균)]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의 합이 4 이내인 자

∘의예과: 수능 영어영역 1등급 이면서, 3개 
영역[국어, 수학, 탐구(2개평균)] 백분위 평균
이 99% 이상인 자로서 수능 표준점수 총점 
최고득점자 1명 선발

※ 수능성적 산출 기준: 정시모집 일반학생 수
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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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  

면제 조건 :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지급
하며,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대학원 진학하
지 않을 경우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 일반대학원 성적 90점 이상의 경우 수혜가능

석 당
프 리 미 엄 인 재
장 학 금
A · B · C
(수시 및 정시모집)

∘A: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1개)] 등급의 합이 8이내인 석당인
재학부 합격자

∘재학 중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도서구입비 연 4,800,000원(월40만원)
∘기숙사 우선 배정(무료)
∘교환학생, 어학연수생 기회 우대
∘전용학습공간 제공
∘본 대학교 법전원 수업료 6학기 50%(입학금 제외, 대

학졸업 후 2년 이내 진학할 경우 지급, 입학학기 입학
성적 상위 50% 이내의 경우 지급하며 학기 중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3.0점 이상의 경우 지급, 법
전원 일반전형에 한함)

∘B: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2
개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
인 석당인재학부 합격자

∘재학 중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도서구입비 연 2,400,000원(월 20만원)
∘기숙사 우선 배정(무료)
∘교환학생, 어학연수생 기회 우대
∘전용학습공간 제공
∘본 대학교 법전원 수업료 6학기 50%(입학금 제외, 대

학졸업 후 2년 이내 진학할 경우 지급, 입학학기 입학
성적 상위 50% 이내의 경우 지급하며 학기 중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3.0점 이상의 경우 지급, 법
전원 일반전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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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석당프리미엄인재장학금A·B 수혜자를 제
외한 석당인재학부 합격자

∘기숙사 우선 배정(유료)
∘교환학생, 어학연수생 기회 우대
∘전용학습공간 제공
∘본 대학교 법전원 수업료 6학기 50%(입학금 제외, 대

학졸업 후 2년 이내 진학할 경우 지급, 입학학기 입학
성적 상위 50% 이내의 경우 지급하며 학기 중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3.0점 이상의 경우 지급, 법
전원 일반전형에 한함)

단 과 대 학 수 석
장 학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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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영역[국어, 수학, 탐
구(2개 평균)] 표준점수와 영어영역 환산점
수 합산

 -예‧체능계열: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탐구
(2개 평균)] 중 상위 2개 영역 표준점수와 
영어영역 환산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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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미래장학금
( 수 시 모 집 )

∘수시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입학성적이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의 상위 8% 이내

∘수시 지역인재종합, 잠재능력우수자, 농·어촌
학생, 사회배려대상자, 특성화고교출신자(동
일계) 전형: 입학성적이 각 전형별 총 모집
인원의 상위 8% 이내. 단, 모집단위별 장학
금 수혜 인원은 각 전형의 모집단위별 모집
인원의 10% 이내

※ 최초합격자에 한함
※ 동점자 처리 기준: 각 전형별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정 시 모 집
최 초
합 격 자
장 학 금

∘인문·자연계열: 정시모집 일반학생 전형 
최초합격자 중 계열별 입학성적 상위 
50% 이내인 자(의예과 제외)

∘예체능계열: 정시모집 일반학생 전형 최초합
격자 중 모집단위별 입학성적 상위 50% 이
내인 자

※ 동점자 처리 기준: 수혜자의 해당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재학 중 수업료 50%(입학금 50%)

동 아
동 문 사 랑 
장 학 금

∘부모 모두가 우리대학 학부를 졸업한 동
문의 자녀로 합격한 자

∘입학 학기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경 시 대 회
장 학 금

∘본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에서 수상한 자로 대회요강에 의한 장학특전 
해당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경시・경연대회 요강에 의함

외 국 인 
우 수 신 입 생 
장 학 금
A · B · C

외국인 유학
생 특별전형
으로 입학한 
자(학부 영어

∘신(편)입생 중 전형별 합격 인
원의 50% 범위 내에서 한국
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A :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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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외국인 
특별전형 합
격자 제외)

∘신(편)입생 중 ‘수업료 전액’ 장학
금 지급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
는 자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3
급 이상 취득자 또는 영어능력시
험 성적 취득자

∘B : 입학 학기 수업료 50% (입학금 제외)

∘신(편)입생 중 ‘수업료 전액’ 
또는 ‘수업료 50%’ 장학금 지
급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C : 입학 학기 수업료 30% (입학금 제외)

융 합 경 영 학 과
우 수 신 입 생
장 학 금
A · B · C · D

학부 영어트
랙 외국인 특
별전형 합격
자

∘신입생 중 IELTS 7.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 영어성적 
소지자

∘A :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 (입학금 포함)

∘신입생 중 IELTS 6.5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 영어성적 
소지자

∘B : 입학 학기 수업료 50% (입학금 포함)

∘신입생 중 IELTS 6.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 영어성적 
소지자

∘C : 입학 학기 수업료 25% (입학금 포함)

∘신입생 중 IELTS 5.5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 영어성적 
소지자, 또는 ‘융합경영학과 우
수신입생 장학금 A, B, C’ 수혜
자를 제외한 합격자

∘D : 입학 학기 수업료 15% (입학금 포함)

외국인협정대학
편 입 생 장 학 금

본교 협정체
결 전문대학 
출신 편입학 
지원자 

국제교류처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 (입학금 포함)

외 국 인
유 학 생
특정대상장학금

신·편입학 지
원 외국인 중 
본교와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 해외 유
관 기관 추천 
외국인 유학
생

국제교류처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A : 4년간 수업료 50% (입학금 포함)
∘B : 입학 학기 수업료 50% (입학금 포함)
∘C : 입학 학기 수업료 30% (입학금 포함)



- 56 -

 나. 인문과학대학 신입생 우수 장학금(기금)

  다. 자연과학대학 신입생 우수 장학금(기금)

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의 지급내역

역 사 문 화 학 부 
사학전공 수시모집 
최 초 합 격 자 
장 학 금 ( 기 금 )

∘인문과학대학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수시모집 
합격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입학 학기 수업료 최대 50만원
※ 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역 사 문 화 학 부
고고미술사학전공 
정 시 모 집 
최 초 합 격 자 
장 학 금 ( 기 금 )

∘인문과학대학 역사문화학부 고고미술사학전공 
  정시모집 합격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입학 학기 수업료 최대 100만원
※ 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한 국 어 문 학 과 
정 시 모 집 
최 초 합 격 자
장 학 금 ( 기 금 )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과 정시모집 합격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입학 학기 수업료 최대 50만원
※ 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교 육 학 과 
정 시 모 집 
최 초 합 격 자 
장 학 금 ( 기 금 )

∘인문과학대학 교육학과 정시모집 합격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입학 학기 수업료 최대 50만원 
※ 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아 동 학 과
정 시 모 집
최 초 합 격 자
장 학 금 ( 기 금 )

∘인문과학대학 아동학과 정시모집 합격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입학 학기 수업료 최대 50만원
※ 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의 지급내역

정 보 수 학 과 
수 시 모 집 
합 격 자  장 학 금
( 기 금 )

∘자연과학대학 정보수학과 수시모집 합격자 ∘입학 학기 장학금(도서구입비) 20만원

정 보 수 학 과
정 시 모 집 
최 초 합 격 자 
장 학 금 ( 기 금 )

∘자연과학대학 정보수학과 정시모집 합격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입학 학기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 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반 도 체 학 과 
정 시 모 집 
최 초 합 격 자 
장 학 금 ( 기 금 )

∘자연과학대학 반도체학과 정시모집 합격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입학 학기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 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바이오메디컬학과 
수 시 모 집 
최 초 합 격 자 
장 학 금 ( 기 금 )

∘자연과학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 수시모집 
  합격자 중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합격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입학 학기 장학금(도서구입비) 30만원 

바이오메디컬학과 
정 시 모 집
최 초 합 격 자
장 학 금 ( 기 금 )

∘자연과학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 정시모집 
  합격자
※ 최초합격자에 한함

∘재학 중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 재학 중 매학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

균 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학금 지급에서 영
구히 제외됨

※ 전부(과)할 경우, 전부(과)가 된 때부터 해
당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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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내 장학금

<공통사항>
▸ 장학제도가 변경될 경우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신·편입생의 첫학기는 성적기준을 미적용하며, 체육특기자장학금, 국가유공자본인교비장학금, 국가유공자자녀교비장학

금, 군위탁생장학금, 장애학생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교내국가근로(교비)장학금, 사하구멘토링(교비)장학금, 
서구멘토링(교비)장학금, 동아내일을담다장학금(학업보조) 등 특별히 성적을 따로 정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인 자에 한함

 ※ 수강 미신청으로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업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의 지급내역

성 적 우 수 장 학 금
A ・ B ・ C

∘직전학기 소정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평생지도교수 
상담을 실시한 자로서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A : 수업료 100%
∘B : 수업료 60%
∘C : 수업료 30%

특 별 장 학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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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로 장 학 금 A
∘재적 중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

보자 선발 시험,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
사,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4년간 수업료 전액

공 로 장 학 금 B
∘재적 중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

보자 선발 시험,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
사,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시험에 1차 합격한 자

∘1년간 수업료 전액

지 독 료 장 학 금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지망생으로서 지독료운영규정에 의거 소
정의 전형을 거쳐 선발된 연구생

∘수업료 전액 

체육특기자장학금
∘체육특기자로 스포츠단에서 선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월보조장학금 지원(체육특기자월보조금)
∘기숙사 지원(체육특기자기숙사지원장학금)

국 가 유 공 자
본 인 교 비 장 학 금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별도 제출)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계절학기 수업료 전액

국 가 유 공 자
자 녀 교 비 장 학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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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보훈처의 재원으로 지급

동 아 희 망 장 학 금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이 8구간 이내인 자 

∘0구간: 수업료에서 Ⅰ유형 국가장학금
을 제한 금액 

∘1-8구간: 수업료 최대 16%

간 부 장 학 금 A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

회 회장·부회장으로 선출된 자
∘수업료 70%

간 부 장 학 금 B ∘각 자치기구 간부 중 학생·취업지원처에서 추천한 자 ∘수업료 40%

학 군 단 
장 학 금

∘학생군사교육단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수업료 40%

가 족 장 학 금
A · B

∘동일 학기에 한가족 2인 이상이 등록한 자(대학원 제외)
※ 고학년 학생에게 지급하되, 동일학년인 경우 연장자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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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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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복지장학금

∘학교법인 동아학숙 직원, 본 대학교 교직원, 동아대
학교 병원 직원, 동아대학교 대신요양병원 직원, 동
아장례식장사업소 직원의 직계자녀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본대학교 교직원 본인이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교직원의 범위 : 전임교원, 사무직원 및 전담직원에 

한함
※ 상기 교직원으로 재직 중 사망 또는 정년퇴직(명예

퇴직 포함)시 그 직계자녀가 본 대학교에 재적 중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급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장 애 학 생
장 학 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88이상인 자

∘수업료 70%

장 애 학 생 도 우 미 
장 학 금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선발
∘직전학기 학업성적 제한 없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준에 의거 지급

외 국 인
성 적 우 수 장 학 금
A · B · C · D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으로 입
학한 자(융합경
영학과 학생 제
외)

∘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10% 미만

∘A : 수업료 전액

∘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40% 미만

∘B : 수업료 70%

∘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60% 미만

∘C : 수업료 40%

∘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80% 미만

∘D : 수업료 20%

융 합 경 영 학 과
성 적 우 수 장 학 금
A · B · C · D

융합경영학과 재학생 중 학과 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
거하여 선발된 자

∘A : 수업료 80%

∘B : 수업료 50%

∘C : 수업료 30%

∘D : 수업료 20%

정 보 수 학 과
교 직 과 정 
이 수 장 학 금 ( 기 금 )

정보수학과 교직과정 선발자
∘2024학년도부터 교직과정 이수 첫 학

기 장학금(도서구입비) 100만원

외국인유학생특별
장 학 금

Brain Dong-A, Global Dong-A, 재외동포초청, 부산행
복창조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등 국제교류처 자체 기
준에 의해 선발된 자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외 국 인 교 환 학 생
장 학 금

∘해외 자매대학으로부터 초청된 교환학생 ∘자매결연교와 상호협약에 의함

GKS 정부초청장학생 
장      학      금

국제교류처 및 국립국제교육원의 기준에 의해 선발된 
정부초청장학생 중 토픽 3급 이상을 취득 자 
(토픽 3급 미 취득자 중 70% 성적 인정 진학자 포함)

∘입학금 지원

해 외 자 매 대 학
외 국 인 편 입 생
장 학 금

∘해외 자매대학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편입생 ∘자매결연교와 상호협약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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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파 견
장 학 금

∘복수학위, 해외인턴십, 해외학기파견, 단기교류학생지
원, 동하계해외어학연수지원, 하계계절학기지원, 해외
파견 장학금 등 국제교류처에서 시행하는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의해 해당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자

∘수업료 일정액
∘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군 위 탁
장 학 금

∘교육부 추천에 의해 입학한 군위탁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수업료 50%

다 우 미 디 어 센 터 
학 생 기 자 
장 학 금

∘다우미디어센터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국장, 부장 : 수업료 70%
∘기자 : 수업료 40%

근 로 장 학 금

∘교내국가근로(교비), 학과교육도우미(근로), 교육도우
미(비정년), 교육도우미(정년), 한림생활관멘토A·B, 국
가근로(교비), 사하구멘토링(교비), 서구멘토링(교비), 
석당글로벌하우스교육도우미, 관리과근로 INSPIRE사
업근로장학금 등 학과 또는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근로장학생 선발지침에 의해 해당 장학금 지원 대상
자로 선발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교외장학금에 대응되는 교내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교외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름

∘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기 금 장 학 금

∘대학(학과) 또는 해당 부서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장학
생으로 선발된 자

- 경영대기금간부(발전기금교내/장학기금교내), 경영대학
우수DAUist임수복(학업보조), 경영학과기금(학업보
조비), 국어국문학과동문회기금(학업보조), 기금(발
전기금교내/장학기금교내), 기금조성교내근로(경
영), 기금조성(체육학과전성용)(교내), 기금조성(교
내), 기금조성(전은), 기금인출, 기업분석공모전우수
(경영대), 동아대학교여교수회, 동아프라이드(기금), 
생명과학과어학우수자기금(학업보조), 일본학박광
웅장학기금(학업보조비), 창업아이디어공모전우수
(경영대), 홍보대사(기금), DAUist후배사랑제자사랑
장학금(학업보조)

∘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기 타 장 학 금

∘대학(학과) 또는 해당 부서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장학
생으로 선발된 자

- 공대계약학과, 도전학기제, 자기설계연계전공도전, 독
서마일리지, 동아내일을담다(학업보조), 동아비교과스
탬프, 동아지역인재, 동아프라이드(학과), 동아희망플
러스, 동아희망Ⅰ·Ⅱ II동아희망, 부산신항만(주)(교내), 
소속변경, 인문100년학업장려비, 지식서비스경영학과
학업지속지원, 평생지도교수제, 평생지도교수제공모전, 
학과평가인센티브대체, 학부교육도우미, 학부생면학, 
학업장려(교수학습개발센터), 현장실습계절학기, 
BB21우수학생학업보조, DA-Superior, DECO, INSPIRE
장학금(학업보조)

∘동아내일을담다(학업보조)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기
준 미적용함

∘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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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장학금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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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유 형
( 다 자 녀 )
국 가 장 학 금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하여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해 지급

Ⅱ 유 형
국 가 장 학 금

∘Ⅰ유형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저소득층장학금,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장학사정관제장학금 등) 
중 대학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Ⅱ유형국가장학금 대학별 배정금액 내에
서 소득분위별 지급

Ⅱ 유 형 국 가
지 역 인 재
장 학 금

∘한국장학재단에 본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입학성적우수자 등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해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

∘Ⅱ유형국가장학금 대학별 배정금액 내에
서 지급

국 가 장 학 금
( 인 문 사 회 계 )

∘인문·사회계열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생활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국 가 장 학 금
( 인 문 1 0 0 년 )

∘인문·사회계열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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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장 학 금
( 이 공 계 )

∘이공계열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생활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국 가 장 학 금
(예술체육비전)

∘예체능계열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수업료 전액
∘생활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국 가 장 학 금
( 희 망 사 다 리 1 )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기준 및 
대학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수업료 전액
∘취업준비장려금 지원 

국 가 장 학 금
( 희 망 사 다 리 2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하여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입 학 금 감 축
대 응 장 학 금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하여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

∘입학금 일부 

국 가 근 로
장 학 금

∘해당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고 한국장학
재단 소득심사 통과자 중 대학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시간당 근무에 의한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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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외 장학금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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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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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프로그램 

  ▣ 세계 35개국 308개 대학 및 기관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1년 4월 기준]

  ▣ 해외파견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파견대상 인원(1년) 파견조건 프로그램 내용

교환학생(I)
프로그램

-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 최종학기는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 휴학생 지원 가능

100
~

130명

- 우리 대학교 등록금 
납부

- 파견교 수업료 면제
- 학점인정 

해외 자매대학으로 파견되어 한 학기 또는 1년간 
정규 학부 과정을 이수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

복수학위
프로그램

- 공과대학 또는 경영대학 
재학생

- 3학년 재학생 
  (5학기 이상 수료자)
- 휴학생 지원 가능

20명 내외

- 우리 대학교 및 상대교 
수업료 납부

- 지원금 지급
- 학점인정

우리 대학교와 복수학위 협정이 체결된 국외 
자매대학에서 일정기간 수학하고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할 시 우리 대학교의 학위와 상대교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받는 프로그램

1. 아일랜드 자매대학에서 전공과정 수학 후 양교에서 
학사학위 취득

- Institute of Technology, Carlow
  (우리 대학교 3년, 상대교 최소 1년)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휴학생 제외)

50~70명
- 지원금 지급
- 계절학기 학점인정

방학 중 해외 자매대학에서 실시하는 현지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어학실력 향상과 현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교환학생(II)
프로그램

-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 직전학기 학점이 2.5 

이상인 자
- 최종학기는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 휴학생 지원 가능

40명 내외

- 우리 대학교 및 상대교 
수업료 납부

- 지원금 지급
- 학점인정

재학생들에게 더 많은 해외파견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은 대학선택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
- Angelo State University (미국)
- CSU Fresno (미국)
- Lander University (미국)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Wilmington(미국)
- Donghua University (중국)
- Kumamoto University (일본)
- Ryukoku University (일본)
- Teikyo University (일본)

자비유학/
자비인턴십

- 재학생 제한 없음

- 우리 대학교 등록금 및 
상대교 등록금 동시 
납부 (자비유학)

- 학점인정

우리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비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상대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 교비는 지원하지 않음)

Korean Summer 
Session Staff

- 재학생
- 영어/일본어/중국어회화 

가능자
30명 내외

- 사회봉사학점 인정
- 수료증 수여

하계 방학 중, 국외 자매대학 학생들을 초청하여 
한국어/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Korean 
Summer Session에 우리 대학교 재학생들이 Staff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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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활동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인원(1년) 활동조건 프로그램 내용

유학생 
학습튜터링

- 재학생
 (봉사정신을 가진 자)

30명 내외

- 활동지원금 지급
- 사회 봉사학점 인정
-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외국인 학부 신/편입생과 한국인 재학생을 多:1로 
매치하여 외국인 학부 재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 안내 및 전공학습을 지원하는 
내국인 재학생의 봉사 프로그램

유학생 전공 
스터디그룹

- 재학생
 (봉사정신을 가진 자)

학과별 
약간 명

- 활동지원금 지급
- 사회 봉사학점 인정
-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

학부 유학생(2~3학년)들의 전공학습 지원을 위한 
그룹스터디 프로그램
(한국인 튜터가 유학생들과 함께 스터디)

데일리
(Dong-A I Love 

You)

- 재학생
 (봉사정신을 가진 자)
- 외국어회화 가능자

기수별 
20명 내외

- 사회봉사학점 인정
- 수료증 수여
- 국제교류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학습, 문화활동 기획 및  홍보를 통한 
내·외국인 재학생간 국제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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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전공
복수전공은 제1학년 수료 기준 학점을 취득한 경우 1월, 7월 중 신청 가능합니다(단, 모집공고문에서 지정한 
일부 학과는 대상에서 제외). 복수전공을 이수하면 졸업 시 2개의 학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며, 복수
전공 선발 인원은 해당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0% 이내에서 선발합니다.

2. 부전공 
부전공은 제1학년 수료 기준 학점을 취득한 경우 1월, 7월 중 신청 가능합니다(단, 모집공고문에서 지정한 일
부 학과는 대상에서 제외).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차이점은 복수전공은 학위가 2개(졸업장도 2개)이고 부전공은 
하나라는 점입니다. 부전공을 이수하면 학위증과 학적부에 부전공 취득 사실이 표기됩니다.

3. 연계전공
연계전공은 두 개 이상의 학부(과)가 연계하여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고, 해당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복수
학위를 주는 제도로 제1학년 수료 기준 학점을 취득한 경우 1월, 7월 중 신청 가능합니다. 연계전공과 자기설
계 연계전공의 차이점은 연계전공은 학과 주도로 신설된 전공이며, 자기설계 연계전공은 학생 주도로 신설된 
전공이라는 점입니다. 

4. 자기설계 연계전공
자기설계 연계전공은 우리 대학교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 학습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스스로가 진로를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설계 및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제1학년 수료 기준 학점을 
취득한 경우 1월, 7월 중 신청 가능하며, 이수하면 졸업 시 2개의 학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융합전공
융합전공은 두 개 이상의 학부(과)가 연계·융합하여 개설된 전공으로 독립된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학생이 소
속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융합전공을 이수하면 해당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제1학년 수료 
기준 학점을 취득한 경우 1월, 7월 중 신청 가능하며, 이수하면 졸업 시 해당 융합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6. 마이크로모듈제
학과 내 조합이 가능한 최소 단위의 교과목 묶음으로 구성된 마이크로모듈은 다양한 조합을 통해 학생들의 진
출 분야를 지원합니다. 마이크로모듈제 교과목은 각 학과의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학과별 마이크로모듈제 
이수 기준 충족 시 모듈이수증명서가 발급됩니다. 

7. 전과 
전과는 학년도 말(매년 2월 초)에 2개 학기(2학년 전과), 4개 학기(3학년 전과), 6개 학기(4학년 전과) 이수자가 
해당학년의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2.0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단,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
스경영학과, 의예과(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학과별 전과여석 범위 내에서 계열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전
과가 되면 본인의 소속이 전과된 학과로 변경되게 됩니다. 

학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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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생활관 홈페이지 : http://hanlim.donga.ac.kr

  한림생활관 승학1관 (여학생 기숙사)                        Tel: (051) 200-6021~3

승학캠퍼스에 소재하고 있는 한림생활관 승학1관은 A~F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A~D동은 2002.9.1. 개관, E~F
동은 증축하여 2006.3.1. 개관하였다. 총 525호실 규모로 여학생 1,050명을 수용한다. 
 0
각 생활실은 2인 1실로 침대, 책상, 옷장 등이 제공되고, 샤워 및 세면시설을 갖춘 욕실이 있다. 공용시설로는 
휴게실, 세탁실, 다림질실, 정독실, 체력단련실, 식당, 인터넷카페, 매점 등이 있다.

기숙사내부 세탁실    인터넷카페 체력단련실

 

  한림생활관 승학2관 (남학생 기숙사)            Tel: (051) 200-6026~7

승학1관과 동일한 승학캠퍼스에 소재하고 있는 한림생활관 승학2관은 S19~S20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6.3.1. 개관하였다. 총 294호실 규모로 남학생 588명을 수용한다.

각 생활실은 2인 1실로 침대, 책상, 옷장 등이 제공되고 샤워 및 세면시설을 갖춘 욕실이 있다. 공용시설
로는 휴게실, 세탁실, 정독실, 체력단련실 등이 있다.

           기숙사내부   세탁실 열람실                 체력단련기구

  한림생활관 부민관                         Tel: (051) 200-8426~7
  
부민캠퍼스에 소재하고 있는 한림생활관 부민관은 남 · 여자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2.4.1.개관하였다. 
총 210호실(남:103호실, 여:107호실) 규모로  420명(남: 206명, 여:214명)을 수용한다. 

각 생활실은 2인 1실로 침대, 책상, 옷장 등이 제공되고, 공용시설로는 휴게실, 세탁실이 있으며 국제관 
지하1층에는 식당, 안경점, 체력단련실, 스낵코너, 서점 등이 있다.

기숙사내부 세탁실 다림질실 샤워실

   한림생활관 구덕관                                    Tel: (051) 200-1302

다른 생활관과 달리 캠퍼스 외부(서대신동 지하철역 부근)에 소재하고 있는 한림생활관 구덕관은 1~3층(남학생), 4층~6
층(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0.9.1. 개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우선 선발하며 총 76호실(남: 40호실, 여: 36
호실) 규모로 152명(남: 80명, 여: 72명)을 수용한다.

각 생활실은 2인 1실로 침대, 책상, 옷장 등이 제공되고, 공용시설로는 휴게실, 정독실, 세탁실 등이 있다.

   지독료 (동아대학교 고시합격의 산실)                      Tel: (051) 200-8536

한림생활관 구덕관에 소재한 지독료는 행정고시, 외교아카데미 등 국가고시(5급 이상)를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0명 
수용이 가능한 고시 합격의 산실이다. 신입생의 경우, 해당 시험 응시기준에 충족하는 국가고시 준비생에 한하여 별도 
심사를 통해 입실할 수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 고시 1차 합격자 또는 공개 선발고사를 통해 입실할 수 있다. 

입실자에게는 개인공간과 학습실이 제공되며, 고시 대비 특강 및 모의고사 시험에 따른 지도교수 평가 등이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선후배 사이의 끈끈한 정이 졸업 후에도 이어지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한다.

※ 상기 기숙사 외 외국인 유학생 전용 “석당 글로벌하우스” 2015년 7월 개관(185명 수용, 부민캠퍼스 도보 5분내 위치)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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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학부 학과(전공) 이수정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인문과학대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4 철학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4 역사

한국어문학과 6 국어

교육학과 전원 교육학

아동학과 4 유치원정교사(2급)

자연과학대학

정보수학과 4 수학

반도체학과 4 물리

화학과 6 화학

바이오메디컬학과 4 생물

생명자원과학대학 응용생물공학과 5 생물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4 전기

기계공학과 4 기계

디자인환경대학 패션디자인학과 5 의상

예술체육대학

현대미술학과 5 미술

음악학과 4 음악

체육학과 9 체육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5 영양교사(2급)

국제대학 영미학과 8 영어

컴퓨터·AI공학부 컴퓨터공학과 5 정보‧컴퓨터

간호학부 간호학과 6 보건교사(2급)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원양성과정 재승인 및 이수정원 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이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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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행정부서

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입학전형 안내

입학사정관실 051) 200-6305~7,
     200-6318~9

수강신청 및 수업관리 학사관리과 수업팀 051) 200-6122~4

휴학 등 학적관리 학사관리과 학적팀 051) 200-6126~8

입학관리과
051) 200-6302~4 
     200-5555,
     200-7777 

취업 안내 취업지원실 051) 200-6222~9

국제교류 안내 국제교류과 051) 200-6442~3

등록금 수납 안내 경리과 051) 200-6702 언어교육 안내 언어교육원 051) 200-6343~4

대학생활상담
학생상담센터(승학) 051) 200-6473 상담부 

051) 200-6071 심리검사부장학제도, 학자금대출 학생복지과 장학팀 051) 200-6212~4

기숙사 입사 안내 한림생활관 051) 200-6021~3 학생상담센터(부민) 051) 200-8775~6

2. 단과대학 및 학과                                        

단과대학/학부 학부‧학과(전공) 전화번호 단과대학/학부 학부‧학과(전공) 전화번호

인문과학대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051) 200-7006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051) 200-7606
도시공학과 051) 200-7662
건설시스템공학과 051) 200-7620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051) 200-7060

환경‧에너지
공학부

환경공학
전공 051) 200-7674고고미술사학

전공 051) 200-7151
에너지‧자원
공학전공 051) 200-7763한국어문학과 051) 200-7019

교육학과 051) 200-7074 전기공학과 051) 200-7732
아동학과 051) 200-7306 전자공학과 051) 200-7701

기계공학과 051) 200-7659

자연과학대학

정보수학과 051) 200-7206
산업경영공학과 051) 200-7686반도체학과 051) 200-7221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051) 200-7787

화학과 051) 200-7240
화학공학과 051) 200-7717

바이오메디컬학과 051) 200-7260 신소재공학과 051) 200-7747

사회과학대학

정치
‧

사회
학부

정치외교학전공 051) 200-8605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051) 200-7618

사회학전공 051) 200-8638 산업디자인학과 051) 200-7980
패션디자인학과 051) 200-7328행정학과 051) 200-8628
조경학과 051) 200-7571사회복지학과 051) 200-8666

예술체육대학

현대미술학과 051) 200-174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51) 200-8645

공예학과 051) 200-1720
경제학과 051) 200-8615

음악학과 051) 200-1760, 1758
경찰소방학과 051) 200-8670 체육학과 051) 200-7806

경영대학

경영학과 051) 200-7406 태권도학과 051) 200-7856
관광경영학과 051) 200-7426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051) 200-7317
의약생명공학과 051) 200-7561국제무역학과 051) 200-7436
건강관리학과 051) 200-7528

경영정보학과 051) 200-7463
의과대학 의예과 051) 240-2944

금융학과 051) 200-8661

국제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 051) 200-8706
융합경영학과 051) 200-8036 영미학과 051) 200-7036
지식서비스경영학과 051) 200-7496 중국학과 051) 200-8727

생명자원
과학대학

분자유전공학과 051) 200-7598 일본학과 051) 200-8707

컴퓨터‧AI공학부
컴퓨터공학과 051) 200-7776응용생물공학과 051) 200-7595
AI학과 051) 200-5821

식품생명공학과 051) 200-7596 간호학부 간호학과 051) 240-2692
생명자원산업학과 051) 200-7590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전공 051) 200-8590

교내 부서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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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관리처 위치
  ◉ 입학사정관실: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로비층 B04-B105

  ◉ 입학관리과: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로비층 B04-B103

    

◦ 지하철 이용

  ▶ 지하철 1호선 '토성역'에서 하차 후 2번 출구 '아미우체국' 방면 도보 5분

◦ 버스 이용

  ▶ 일반버스 : 15, 16, 40, 70, 81, 123, 126, 161, 190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하차

  ▶ 좌석버스 : 1001(서대시장에서 하차)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하차

 

◦ 철도이용(고속철도, 일반철도)

  ▶ 부산역 하차 → 지하철 1호선 부산역에서 신평 방면 지하철 이용(지하철 이용 참조) 

  ▶ 부산역 하차 → 지하철 1호선 부산역 7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81번, 40번 버스 이용 → 동아대 부민

캠퍼스 하차 

◦ 고속버스 / 시외버스 이용

  ▶ 부산고속버스터미널 하차 후 지하철 1호선 '노포역' 지하철 이용(지하철 이용 참조)

  ▶ 사상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지하철 2호선 사상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161번 이용 → 동아대 

     부민캠퍼스 하차 

  ▶ 사상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15번 이용 → 동아대 부민캠퍼스 하차

◦ 항공편 이용

  ▶ 김해공항에서 사상 방면 경전철 탑승 → 지하철 2호선 사상역 하차 후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161번 

이용 → 동아대부민캠퍼스 하차 

  ▶ 사상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15번 이용 → 동아대부민캠퍼스 하차 

 

◦ 승용차 이용

  ▶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 → 삼락 IC → 백양터널 → 수정터널 → 부산우체국에서 우회전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 남해고속도로 냉정분기점 → 서부산 IC → 학장사거리 → 세원교차로 → 구덕터널 → 보수동사거리에서 

우회전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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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캠퍼스 안내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하단동)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 2가)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 (동대신동 3가)

승 학 캠 퍼 스
부 민 캠 퍼 스
구 덕 캠 퍼 스
입 학 상 담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하단동)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 2가)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 (동대신동 3가)
입학사정관실(부민캠퍼스) 051-200-6305~7, 051-200-6318~9
입학관리과(부민캠퍼스) 051-200-6302~4, 051-200-5555 / 7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