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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TE는 우리 

동덕여자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잘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어로, 

'德(덕)'과 '탁월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ARETE는 내가 속한 영역이나 

분야에 관계없이 가지는 

태도나 방식으로서의 

'보편적 德(덕)'을 의미하며, 

동덕여자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역량인 

'핵심역량'으로 구체화 됩니다.

두 번째 의미

ARETE는 특수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탁월성'을 

의미하며, 각 전공영역에서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인 '전공역량'으로 

구체화 됩니다.



역량기반 교육체계

우리 동덕여자대학교는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ARETE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각 학과와 관련 부서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념

교육목표

인재상

역량체계

역량기반
교육과정

덕의 함양과 실천

배려하는 지성인 참여하는 사회인 소통하는 세계인창조적인 감성인 융복합형 전문인

ARETE형 
인재

「보편적 德」
⇣

핵심역량

「탁월성」
⇣

전공역량

전공역량
(전공별 700여개의

지식/기술/태도 역량)

창의융합역량 정보기술역량

문제해결역량

의사소통역량

사회참여역량

자기개발역량

예술감성역량 대인관계역량

전공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 + [비교과 교육과정│학과]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 + [비교과 교육과정│본부] 

A
Autonomy

R
Renaissance

E
Excellence

T
Trust

E
Evolution

▼

핵심역량 전공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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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은 인간 및 인간이 창조해 온 문화를 대상으로 언어, 문학, 역사 등의 영역에 걸쳐 

깊고 넓은 시야를 기르고, 과학적 인식과 탁월한 인간성을 가진 인격을 육성하는 데 중점

을 둡니다. 특히 동덕여자대학교 인문대학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지

역의 언어, 문학, 역사,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언어 표현 능력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 국제화·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여성 전문인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전공 분야의 폭넓은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매해 실시하는 현장답

사와 외국어 분야의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같은 현장 교육을 통해 전공 관련 역량과 고도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합니다.

국어국문학과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언어 능력을 폭넓게 함양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동시에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작품을 분석적으로 감상·비평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며, 실용문 작

성의 이론적·실제적 능력을 다집니다.

국사학과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민족

사의 발전과정을 연구하고, 동양사와 서양사를 아우르는 폭넓은 역사 인식과 

더불어 학술 고적답사, 현장실습 등을 통해 민족문화와 전통을 습득합니다.

문예창작과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깊이 있는 통찰력에 근거한 글쓰기 활동을 기본으로 하며, 삶의 다양한 모습

을 문학작품을 통해 재구성·재창조함으로써 희망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또한,「시」,「소설 창작 실기」,「희곡 창작의 이해」,「영화

와 소설」등과 같은 수업을 통해 모든 문학 장르의 창작 기능을 증진시키고

자 합니다.

영어과
DEPARTMENT OF ENGLISH
읽기·쓰기·듣기·말하기 등 유창한 영어 구사력을 습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과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영어문화, 언어학, 문학, 영어교육, 통번역 

교과목들은 국제화 시대의 다양한 현장에서 요구 되는 지식, 기술 및 사고력과 

소양을 갖추도록 운영됩니다.

COLLEGE 
OF
HUMANITIES

모든 학문의 

시작과 발전의 초석           

일본어과
DEPARTMENT OF JAPANESE
각종 매체를 통해 일본어로 된 정보자료 검색과 분석, 표현능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학생들은 일본어 능력 시험 1급 상당의 

자격 및 일본 유학시험에서 280점 이상을 취득하는 등 뛰어난 일본어 구사능

력을 자랑합니다.

프랑스어과
DEPARTMENT OF FRENCH
프랑스 언어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한 프랑스어 

인재를 양성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

해 우리 문화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독일어과
DEPARTMENT OF GERMAN
체계적인 독어 습득을 통해 독일의 말과 글을 실제 활용하도록 하고 현지

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어권 지역에 관

한 전문지식을 습득시켜 독일의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지식을 익히도록 

합니다.

중어중국학과
DEPARTMENT OF LANGUAGE 
& CHINESE STUDIES
중국어 능력 배양을 통해 중국사회와 중국인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실용적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



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창의적인 전문인, 봉사하는 사회인, 개척하는 세계인을 지향하는 경영학 교육의 실

현을 목적으로 조직, 인사, 생산, 재무, 회계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

하며, 기업의 실제적 문제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국제경영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세계가 하나의 생활영역으로 가까워지면서 국가 간 협력과 경쟁도 나날이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게 국제경영학과는 국제 경영·경제, 국

제경영전략, 글로벌 기업의 경영관리, 무역실무 등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에 관

한 전반적인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DEPARTMENT OF ECONOMICS
경제학과는 세계 경제 속에서 활동할 경제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

안점을 둡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여성인력

이 특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경제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한국경제성장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문헌정보학의 분야별 제 이론과 변화하는 정보환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자원

을 선택해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합니다. 또한, 관종별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의 경영원리와 실무를 이해해 이용자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 전공자는 아동 및 인간 발달, 가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

양한 차원의 상담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이 아무 문제

없이 성장, 발달하도록 합니다. 졸업생 전원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아동학과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본 전공은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인접 학문을 근간으로「아동교육의 철학

적 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영유아발달」,「성격심리」등의 교과목으

로 이론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몬테소리 교수법」등의 실기 과목과 유아교

육기관에서의 실습 등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세무회계학과
DEPARTMENT OF TAXATION & ACCOUNTING
세무회계학과는 회계 및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회 실무경험이 풍부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세무·회계지식과 경영의사결정 기법, 교양을 겸비한 리더로서 최고의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는 국

가 및 기업의 경영과 경제 활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학습하여 국가

와 세계가 필요로 하는 폭넓은 식견을 갖춘 여성 리더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는 지식 기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정보의 수집, 가

공, 처리, 축적, 검색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기술적인 현상을 연구하고 있

으며,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인류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

회를 구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동학과는 아동이 

누리는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활동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

한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OLLEGE 
OF SOCIAL 
SCIENCES

종합적 분석 능력과 균형 있는 지식 발전의 중심

사회과학대학



COLLEGE 
OF NATURAL 
SCIENCES

식품영양학과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식품학 과정을 통해 식품 공급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조리학 

과정을 통해 식품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조리과정에 응용하며, 영양학 과정을 

통해 식품의 소비를 실제로 인체에 적용하는 전 과정을 교육함으로써 식생활 

관리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보건관리학과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3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학과로 환경보건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보건의료관리, 보건의료정보 및 환경보건이며, 이를 

위한 기초과목과 심화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화학·화장품학부
DIVISION OF CHEMISTRY & COSMETICS
화학·화장품학부는 화학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주

도적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각 교과목별로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 개발

에 주력하여 화장품, 의약과 같은 정밀화학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식

과 함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응용화학전공
DEPARTMENT OF APPLIED CHEMISTRY
응용화학전공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응용화학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순수 화학을 바탕으로 환경, 생화학, 고분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교육해 졸업 후 곧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용교

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은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적 이론을 배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고 있습니다. 이론의 학습 및 실험실습을 통해 일상생활부터 최첨단 분야에 이르는 종합

과학을 연구하는 식품영양학과, 보건관리학과, 화학·화장품학부(응용화학전공, 화장품학전

공), 토탈뷰티케어학과는 체계적인 과학지식은 물론 각종 실험·실습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

상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켜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기초 및 응용 지식에 대한 탐구

와 다양한 실습을 통해 신체 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체육학과는 운동

요법사, 운동처방사 등 다양한 분야로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만물의 현상과 변화에서 
창의적인 결론 도출

자연과학대학

화장품학전공
DEPARTMENT OF COSMETICS SCIENCE
화장품 전공은 기초적인 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제조, 제품 개발, 마케팅 등 화

장품 분야 전반에 걸친 식견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의 발전과 국가 브랜

드 향상에 기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역량부터 실무능력까지 

함양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체육학과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체육이 지닌 신체적·정

신적·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체육학 분야의 이론지식과 실기능력을 습득하

여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체육 전문인을 양성하

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학과는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제공하여 개

별 진로상담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맞춤형 글로벌 여성 체육 

리더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토탈뷰티케어학과
DEPARTMENT OF TOTAL BEAUTY CARE
토탈뷰티케어학과는 국가미래성장산업의 하나인 뷰티산업을 선도할 인력을 양

성하며, 뷰티의 전통적 기술 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 뷰티를 통한 심리적 치료

와 같은 내면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과 과정을 통해 뷰티에 내재된 잠

재적이고 창의적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뷰티전문가의 양성을 목

표로 합니다. 또한 토탈뷰티케어학과는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학문적 접근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궁극적으로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well-being)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OLLEGE 
OF INFORMATION 

SCIENCES

정보화시대에 세계를 
뒤흔드는 여성공학의 메카

개인을 더 넓은 세상으로 연결해주며 모든 기기와 인터넷이 연결되는 유

비쿼터스 시대. 진정한 유비쿼터스 정보사회를 구현하는 동덕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은 컴퓨터, 데이터 정보의 기초 교육을 바탕으로 특성화 분

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학습과 철저한 실습, 사고 중심적인 교육을 통

해 창의적인 응용능력을 두루 갖춘 디지털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동

덕여자대학교는 정보과학대학 재학생들이 컴퓨터, 데이터 정보의 기본적

인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미래 지향적인 전문인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

록 교과목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문

호를 개방해 각 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과학대학

컴퓨터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광범위한 전산학 분야 중 몇 개의 세부전공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심화·전

문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현재와 미래의 산업 수요에 맞추어 세부전공 및 교과

과정의 내용과 형식을 탄력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

성하기 위한 탄력적이고 수요지향적인 전문심화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계학과
DEPARTMENT OF STATISTICS & 
INFORMATION SCIENCE
방대한 정보로부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료분석 전문가를 양성

하는 정보통계학과에서는 지식 기반사회에서 얻어지는 각종 정보들을 정보시

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시스템에서 제

공된 각종 자료들을 요약, 정리,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약학과
DEPARTMENT OF PHARMACY
1955년에 설립되어 오랜 전통을 가진 약학과는 서울시 약사회장, 여약사 대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사 직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고 양질의 약물요법을 수행할 수 있는 약학의 전문인, 국

가 사회에 봉사하는 약학인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OLLEGE 
OF 
PHARMACY

신약개발과 종합생명과학을 
선도하는 메디컬 허브

약학과는 질병의 치료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전문약사를 배출하는 학과입

니다. 약사로서의 다양한 직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명과학, 신약개발, 임

상치료, 사회약학 등의 학과목을 비롯하여 6년제 약학교육에 걸맞은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최선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출된 약 

2,000여명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과 동문들은 병원약국 및 일반약국을 비롯하

여 제약회사, 연구소, 국가기관 등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약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학대학



COLLEGE 
OF 
ARTS

회화과
DEPARTMENT OF PAINTINGS
한국화와 서양화로 영역을 나누어 다양하고 심층적인 창작지도와 실습 훈련을 

통해 화가로서의 자질과 재능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인사동에는 동덕아트갤러

리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시 기회를 부여하며, 창의적 교과과

정을 통해 창조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공예과
DEPARTMENT OF DIGITAL ART & CRAFT 
생활과 예술의 재결합을 시도하며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과 실용의 결합이라는 공예의 특성을 살려 현대공예가 지

향하는 실생활에 밀점한 주제들을 연구하고,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실기를 통

해 그 과정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큐레이터학과
DEPARTMENT OF CURATORIAL STUDIES 
& ART MANAGEMENT
국내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개설되어 있는 큐레이터학과에서는 균형있는 전공

교과 운용을 통해 순수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 표현 장르를 아우르

면서 새로운 문화예술 지식의 창출, 수준 높은 전시기획 능력 등을 함양합니다.

피아노과
DEPARTMENT OF PIANO
피아노과는 체계적인 전공 실기 지도 프로그램과 함께 피아노 연주 기법, 반주

법, 실내악, 피아노 앙상블, 피아노 문헌 교육을 통해 우수한 전문 연주자를 양

성하고, 음악교육, 음악경영, 피아노 교수법 등 다양한 음악 관련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관현악과
DEPARTMENT OF ORCHESTRAL INSTRUMENT
동덕여대 관현악과는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방대한 음악으로 개인별 전공실기 향상을 도모하고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현

악합주, 관악합주, 실내악 연주회 등을 통해 다양한 무대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악과
DEPARTMENT OF VOCAL MUSIC
성악과는 발성법, 성악기법 등을 개별적으로 교육하며, 성악문헌 및 Body 

training, 성악 앙상블, 합창 등의 과목을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교육으로 실시

합니다. 또한 오디션을 통해 오페라, 합창 등의 다양한 무대경험을 쌓아 성악가

로서 지위 향상과 전문연주자의 소양을 갖추게 합니다.

 

예술대학

융합교육을 실천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예술대학

예술은 미적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의 가장 독창적이고 순수한 표현행

위, 그리고 그 행위에 의해 창조된 표현물을 의미합니다. 동덕여자대

학교 예술대학은 예술 각 영역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기의 병행을 통해 

실용과 예술을 결합시켜 디지털 매체로 표현할 수 있는 공예인, 미술

사, 미술비평, 작가론 등의 이론 과정과 미술관학, 전시기획실습, 미술

경영 등 현장과 실무수행 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큐레이터, 독창적인 

재능과 조형의식을 겸비한 미술문화의 구성원, 타고난 개성과 음악성

이 조화를 이룬 연주자를 길러냄으로써 섬세한 감성의 울림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COLLEGE 
OF DESIGN

패션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현장성 강화를 위한 산학연계 체계를 구축해 기술 인력과 시설의 공동활용

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담동에 위치한 디자인연구 센터에서 진행되

는 수업에는 국내외 저명 디자이너 및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성을 갖춘 패션

계의 리더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각&실내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VISUAL & INTERIOR DESIGN
시각&실내디자인학과는 시각디자인과 실내디자인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

다. 각 전공별 전문지식 함양과 디자인기법을 교육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

고 및 사회의 문화적 가치 형성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미디어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MEDIA DESIGN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영역에 창조적이며 선구자적 역할을 할 미디어 디자이너

를 양성합니다. 전공생들은 디지털 영상조형,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UI & UX 디자인, 영상·광고제작, 온라인 프로모션 등의 분야를 섭렵

하여 다양한 디지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혁신과 실험정신으로
창조적 아름다움을 조형

디자인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라이프 스

타일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디자인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디

자인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그 시대가 요

청하는 공통적인 요구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은 새로운 문화 수용이 가장 빠른 청담동에 캠퍼스를 두

고, 유능한 교수진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 및 전문인력

을 초빙하여 정규수업,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대학



COLLEGE OF 
PERFORMANCE ARTS

방송연예과
DEPARTMENT OF MEDIA ARTS & ENTERTAINMENT
4년제 대학으로는 최초로 대학로에 공연예술센터를 설립해 대극장과 전용 소

극장, 방송스튜디오를 마련하여 전문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실시합

니다. 현장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들이 전공 교과목을 가르치며 실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용음악과
DEPARTMENT OF APPLIED MUSIC
이론은 물론 풍부한 실습을 통해 록, 대중음악,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뮤지컬, 공연, 방송, 음반 제작 등 음악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도 실시 합니다.

무용과
DEPARTMENT OF DANCE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무용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융합적인 무용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취업경쟁력을 갖춘 무용예술인을 양성하

고자 공연예술을 비롯한 무용 인접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현

장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델과
DEPARTMENT OF MODEL
4년제 대학 최초로 신설된 모델과는 세계적인 모델을 배출할 뿐 아니라 톱모델

들도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하는 곳 입니다. 국내 최고의 교수진

과 함께 연구와 현장실습을 병행해 모델뿐 아니라 패션산업을 아우르는 패션문

화인을 배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희로애락의 감정과 인생의 축소판을 표현하는 공연 예술

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는 특수한 기능을 추구해왔습니다. 공연예술

대학에서는 음악, 무용, 연기 등 공연예술의 핵심 분야 전공교육을 바

탕으로 새로운 공연예술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

니다.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은 실용학풍을 구현하는 대학 특

화교육의 일환으로 1998년 국내 최초로 공연예술대학을 설립하여 4

년제 무용과, 방송연예과, 실용음악과, 모델과를 신설하고 공연예술 

문화를 발전시켜 세계인의 보편적인 감성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하

고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며, 더욱 아름답게

공연예술대학



2019
동덕여자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

일반 / 농어촌학생 / 특성화고교 /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 

재외국민과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 

전교육과정 / 학사

전 형 일 정 

입학원서 접수  2018.12.17 (월) ~ 12.20 (목)

제출서류 접수  2018.12.17 (월) ~ 12.21 (금)

전형일

예·체능계열 (문예창작과 포함)  2019.01.05 (토)

인문·자연계열 (큐레이터학과 포함)  2019.01.06 (일)

http://ipsi.dongd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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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일반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특성화고등
고졸재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

학사

인문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3 1

정원 

제한

없음

1

예・체능 문예창작과 2 1 1

인문

국사학과 1 1 1

영어과 6 1

프랑스어과 2 1

독일어과 2 1

일본어과 4 1 1

중어중국학과 4 1 1

인문
사회
과학
대학

사회복지학과 2 1

아동학과 3 1

문헌정보학과 2 1

경영학과 7 1 1

경제학과 3 1 1

국제경영학과 4 1 1 1

세무회계학과(야) 2

자연 자연
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2 1 1 1

보건관리학과 2 1

응용화학전공 1 1

화장품학전공 1

토탈뷰티케어학과(야) 1

예·체능 체육학과 3

자연
정보
과학
대학

컴퓨터학과 3 1 1

정보통계학과 3 1

예・체능

예술
대학

 회화과 4 1

디지털공예과 2 1

인문 큐레이터학과 2

예·체능

피아노과 3 1

관현악과 * 3 1

성악과 3

예·체능
디자인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2 1

시각&실내디자인학과 ** 1 1

미디어디자인학과 3 1

패션디자인학과(야)

예・체능
공연
예술
대학

방송연예과 2 1

실용음악과 *** 2 1

무용과

모델과 2 1

방송연예과(야)

총 계 (133) 88 7 4 3 1 제한없음 30

* 관현악과의 경우, 악기 종류에 상관없이 지원자 중 성적 순으로 선발함

** 시각&실내디자인학과의 경우, '시각디자인'으로만 지원 가능함 

*** 실용음악과의 경우, 보컬 및 악기 구분 없이 지원자 중 성적 순으로 선발함

01 모집인원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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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우리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시에는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dongduk.ac.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 수험생이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dongduk.ac.kr)에서 확인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본 대학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원서접수
2018. 12. 17(월) 12:00 

~ 12. 20(목) 18:00
▶ 인터넷 원서접수

▶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 동덕여자대학교 입학처
http://ipsi.dongduk.ac.kr

제출서류 접수
2018. 12. 17(월) 12:00 

~ 12. 21(금) 18:00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하월곡동),
동덕여자대학교 입학관리팀
(우 02748)

▶ 인터넷 접수 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제출

▶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부착

※ 우편접수 2018.12.21(금)
소인분까지 유효

전  형  일
(필답/실기/면접고사)

예·체능계열학과
(문예창작과 포함)

2019. 01. 05(토)

▶고사시간 및 고사장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게시
2019. 01. 02(수) 17:00

▶ 개별통보 없이 지원자가
직접 확인함

※ 지원자가 고사일정을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은 책임지지 않음

※ 공지된 개인별 고사일정은
변경 불가함

인문·자연계열학과
(큐레이터학과 포함)

2019. 01. 06(일)

최초합격자 발표 2019. 01. 25(금) 17:00

▶ 발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 등록:
전국 KEB 하나은행 각 지점
(가상계좌 운영 예정)

▶ 개별통보 없이 지원자가 
직접 확인함

※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지원자가 본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각 등록기간별로 은행 
마감시각(오후 4시)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에게 
합격을 통보함

최초합격자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

2019. 01. 25(금) ~ 01. 30(수)

최초합격자
등록금 납부

2019. 01. 28(월) ~ 01. 30(수) 16:00

1차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 합격자 발표일 
2019. 02. 07(목) 17:00 예정

□ 등록기간 
2019. 02. 08(금) 16:00 까지

2차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 합격자 발표일
2019. 02. 11(월) 17:00 예정

□ 등록기간 
2019. 02. 12(화) 16:00 까지

3차 이후 
충원합격자 통보

2019. 02. 13(수) 
     ~ 02. 14(목) 21:00 까지

▶ 발표: 유선통보

▶ 유선으로 개별통보

※ 등록기간 및 등록방법은
유선통보 시 안내함

최종
등록마감

2019. 02. 15(금) 16:00
▶ 전국 KEB 하나은행 각 지점

 (가상계좌 운영 예정)

□ 본교 홈페이지  http://www.dongduk.ac.kr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si.dongduk.ac.kr

02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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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자격,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 전적대학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우리대학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및 전적대학에서 징계사유로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일반,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재외국민과외국인 등, 학사편입 등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각 모집단위 간에도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4학년 편입학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학적조회결과 전적대학의 학칙에서 규정한 2학년(4학기) 수료학점을 최종 이수하지 못하여 합격 후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전적대학 수료요건의 충족여부를 필히 확인 후 지원하여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편입

 가. 지원자격

 나. 제출서류

지원자격 비고

①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전적대학의 2학년 수료기준 학점을 이수(예정)한 자

■ 계절학기는 수료학기 수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수(예정)학점에 포함

②  국내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외국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③「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 및 학점취득(예정)자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사학위과정으로서 7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전문학사 학위이상 취득(예정)자

■ 학위취득요건은 갖추었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불가능

■ 소정의 학점은 취득(예정)했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불가능

④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4년제 대학)를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전적 각종학교의 

2학년 수료기준 학점은 이수(예정) 한 자 

  ※ '수료'라 함은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함

  ※ '예정'이라 함은 2019년 2월 해당 요건 취득 예정을 의미함

제출서류 비고

수료(예정)증명서 1부

■ 가. 지원자격 ①에 해당 자

■ 수료(예정)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학의 수료(예정)자는 재학(휴학, 제적) 증명서 하단에 출신대학의 2학년(3학년)수료 인정 

여부를 기재하고 발급자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를 기재 및 날인한 후 제출

[예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사,전문학사학위(예정)

증명서 중 1부
■ 국내외 4년제 대학 또는 국내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학위수여(예정)자

 성적증명서 1부

■ 전(全)학년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전적대학이 2곳 이상인 학생은 최종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되,

최종대학에서 1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직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

■ 학점은행제, 독학사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자의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받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전문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는 불인정)

 가산점 성적증명서 1부
(해당자)

■ 국  사  학  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인증서(2015.12.17. 이후 응시 및 취득)

■ 일  본  어  과: 일본어능력시험(JLPT) 성적증명서(2015.12.17. 이후 응시 및 취득)

■ 중어중국학과: 한어수평고시(HSK) 성적증명서(2016.12.17. 이후 응시 및 취득)

수료인정여부 2학년 수료 인정

00학교의 2학년 수료기준 학점 66학점

소속부서, 성명(날인) 학적과 김합격(인)

연락처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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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라. 가산점 기준 및 점수(국사학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마. 선발방법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2) 다음의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

   - 실기고사 성적이 평균 60점미만(100점 만점 기준)인 지원자

   - 입학전형사정회의에서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3) 동점자는 본교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4) 제출서류 허위 기재, 고사 부정행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일반편입학 관련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가산점 성적증명서는 별도 기재한 날짜 기준을 적용함)

  ※ 졸업/수료/학위취득 예정자는 2019년 2월을 기준으로 졸업/수료/학위취득 하여야 하며,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학위취득증명서

   /최종성적증명서를 2019. 01. 21(월)까지 반드시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단,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학위취득증명서가 2월 중 발급되는 지원자는 최종성적증명서를 2019. 01. 21(월)까지 먼저 제출하고,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학위취득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입학관리팀으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2019.02. 22(금)까지 최종 성적증명서 및 졸업/수료/학위취득증명서를 제출 완료해야 함)

  * 영어 : 객관식 4지선다형 필답고사(고사시간 50분 전후)

  ** 실기(문예창작과) : 주관식 작문 실기고사(고사시간 90분 전후)

  *** 실기(예·체능계열학과) : 모집요강 예·체능계 실기고사 내용 참조(p.29)

인문·자연계열학과

(큐레이터학과 포함)
국사학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문예창작과

예·체능계열학과

(큐레이터학과 제외)

영어(100%)* 영어(100%)* + 가산점(10%) 실기(100%)** 실기(100%)***

구분 모집단위 시험명 기준 및 점수 비고

일반편입

국사학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급 : 10 점

2 급 : 7 점

2015.12.17.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

일본어과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 10 점

N2 : 7 점

N3 : 4 점

N4 : 1 점

N5 : 0 점

2015.12.17.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

중어중국학과
한어수평고시

(HSK)

6 급 : 10 점

5 급 : 7 점

4 급 : 4 점

3 급 : 1 점

2016.12.17.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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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학생 편입

 가. 지원자격

  (1)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한 자

  (2)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을 갖춘 자 

   ① 6년 요건(중 1학년 ~ 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부모거주 포함)

   ② 12년 요건(초ㆍ중ㆍ고 전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부모거주 무관)

  ※ 검정고시 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농·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의 인정은 지원자의 중학교 1학년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함(행정구역명 변경의 경우 포함)

 나. 제출서류

  (1) 가. 지원자격(1)에 해당하는 자

   ① 일반편입 해당 제출서류 (p.14 참조)

   ② 농어촌 특별전형 신입학 확인서 (※해당대학 양식)

  (2) 가. 지원자격(2)에 해당하는 자

구분 제출서류 비고

중·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6년 요건)

① 일반편입 해당서류 (p.14 참조)

② 거주사실확인서 1부
입학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http://ipsi.dongduk.ac.kr → '편입학' → '서식자료실' <소정양식 2> 참조

③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1부 학교장의 직인 또는 발급처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④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
주민등록초본 부·모·본인 각 1부(중·고교의 주소 이전 이력 전체 기재),

주민등록등본 본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자 기준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모  각 1부(중·고교 기간)

※농·어촌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해 지원자 부·모의 재직 관련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⑦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부·모 이혼 :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지원자)

- 부·모 사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년 요건)

① 일반편입 해당서류 (p.14 참조)

② 거주사실확인서 1부
입학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작성

http://ipsi.dongduk.ac.kr → '편입학' → '서식자료실' <소정양식 2> 참조

③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각1부 학교장의 직인 또는 발급처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본인 1부

초, 중, 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지역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이어야 함

  ※ 지원자격별 관련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영어 : 객관식 4지선다형 필답고사(고사시간 50분 전후)

  ** 실기(문예창작과) : 주관식 작문 실기고사(고사시간 90분 전후)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인문·자연계열학과
(큐레이터학과 포함)

국사학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문예창작과

영어(100%)* 영어(100%)* + 가산점(10%) 실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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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선발방법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2) 다음의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

   - 실기고사 성적이 평균 60점미만(100점 만점 기준)인 지원자

   - 입학전형사정회의에서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3) 동점자는 본교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4) 제출서류 허위 기재, 고사 부정행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3. 특성화고교 편입

 가. 지원자격
  (1)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시 특성화고교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한 자 

  (2)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교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①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 3 제1호에 따른 일반고 등 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에서 고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특성화고교 출신 학과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동일계열임을 우리 대학이 인정한 자

    ※ 2015학년도 이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② 본인이 재학 중인 학과가 모집요강 상의 동일계열 특성화고교 기준학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해당 고교에서 설정한

    (시·도 교육청 제공 '특성화고교 학과별 기준학과' 참고) 학과별 기준학과가 요강상에 명시된 경우 별도의 동일계열 확인서 없이 지원 가능함

   ③ 본인이 재학 중인 학과가 요강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고교에서 설정한 학과별 기준학과 또한 요강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교에서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하고 해당 내용을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동일계열 확인서'

    (본교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는 지원 가능함

    ※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동일계열 확인서' 제출대상자는 본교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동일계열 인정 여부를 결정함

 나. 제출서류
  (1) 가. 지원자격(1)에 해당하는 자

   ① 일반편입 해당 제출서류 (p.14 참조)

   ②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신입학 확인서 (※해당대학 양식)

  (2) 가. 지원자격(2)에 해당하는 자

제출서류 비고

① 일반편입 해당서류 (p.14 참조)

②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교장 직인 또는 발급처의 날인이 있어야 함

③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동일계열 확인서 1부 (해당자) <소정양식 3> 사용

 ■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인정범위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경영학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영상제작과, 관광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경제학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영상제작과, 관광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영상제작과, 관광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식품영양학과
식품공업과, 조리과, 간호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조경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해양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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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 객관식 4지선다형 필답고사(고사시간 50분 전후)

 라. 선발방법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2) 다음의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

   - 입학전형사정회의에서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3) 동점자는 본교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4) 제출서류 허위 기재, 고사 부정행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인문·자연계열학과 (큐레이터학과 포함)

영어(100%)*

4.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편입

 가. 지원자격

  (1)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 신입학 시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한 자 

  (2)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교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1)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

구분 내용

마이스터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일반(종합)고 
중 특성화교육
과정 이수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종합)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직업교육훈련
과정 이수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보통과 <7차 일반 등>'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고등학교 졸업 후 아래의 산업체 범위 내에서 입학일 기준 통산 3년 이상 (예정자 포함) 근무(영업)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근무(영업)중인 자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②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③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ㆍ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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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비고

① 일반편입 해당서류 (p.14 참조)

②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교장 직인 또는 발급처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③ 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현 직장에 한함

④ 산업체 4대보험 1개 이상 가입확인서 해당기간 산업체 모두 포함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현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⑥ 농지원부 등본 등 공적증명서(해당자)
4대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를 제출하여야 함

⑦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 
    자영업 증명서(해당자)

현(現) 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

휴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휴업사실이 있는 자)

전(前) 업체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

 라. 선발방법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2) 다음의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

   - 면접고사 성적이 평균 60점미만(100점 만점 기준)인 지원자

   - 입학전형사정회의에서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3) 동점자는 본교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4) 제출서류 허위 기재, 고사 부정행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세무회계학과(야), 토탈뷰티케어학과(야)

면접(40%) + 전적교성적(60%)

  (3) 아래의 근무(영업)기간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근무(영업)기간이 통산 3년 이상(예정자 포함)이어야 함

    ※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역산하며, 합격하고 등록한 자가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통산 근무(영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근무(영업)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

    ※ 영세창업ㆍ자영업자 중 휴업 등 비영업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

   ② 원서접수 마감일 및 2019년 3월 1일 모두 근무(영업)중이어야 함

    ※ 합격하고 등록한 자가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휴직(휴업)중일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③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근무(영업)한 경우 합산하여 통산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④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산업체에서 근무(영업)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가. 지원자격(1)에 해당하는 자

   ① 일반편입 해당 제출서류 (p.14 참조)

   ②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신입학 확인서 (※해당대학 양식)

  (2) 가. 지원자격(2)에 해당하는 자

  ※ 최종 합격자는 2019. 03. 01(금) 기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은 필요 시 지원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참고] 4대보험가입확인서(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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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외국민과 외국인 편입

 가.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재외국민과
외국인

■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한 자

■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북한이탈주민
■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시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한 자

■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교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전교육과정 
이수자

■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시 전교육과정 이수자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한 자 

■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교 전교육과정 이수자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 재외국민과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 이수자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

  (1)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구분 자격요건

외국영주
재외국민

교포의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근무
재외국민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아래와 같은 해외 근무 상사 직원 및 주재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기타
재외국민

현지법인, 자영업, 
유학, 연수, 파견, 
출장, 해외취업, 

선교활동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현지법인 근무, 자영업, 유학, 연수,

파견, 출장, 해외취업, 선교활동하고 있거나 하였던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해외고교과정 2년
이상 이수 외국인

■ 외국 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복수국적자 제외)

  (2) 북한이탈주민

구분 자격요건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 자

  ※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의 기준 

   1)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2년 이상을 계속하여 재학 또는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과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재학

   2)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비연속 재학)에는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1년 이상 포함하여

    외국 중·고등학교에서 통산 3년 이상 재학

  ※ 최종합격자 중 원서접수 시점에서 지원자격 부여연한을 미충족하여 지원자격 인정기준 시점까지 추가로 보호자 근무기간 및

   부·모·본인의 거주·체류일수를 계수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2019. 02. 22(금)까지 입학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p.24 참조. 외국기관 발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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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기준

   1) 외국의 1개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와 상관없이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2) 외국의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3년을 11년 학제 국가에서 이수한 경우 12년 이상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10년 학제 이하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하지 않음. 단, 이 경우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12년 ~ 당해국 기간)만큼을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이를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가능함

  * 영어 : 객관식 4지선다형 필답고사(고사시간 50분 전후)

  ** 실기(문예창작과) : 주관식 작문 실기고사(고사시간 90분 전후)

  *** 실기(예·체능계열학과) : 모집요강 예·체능계 실기고사 내용 참조(p.29)

  (3) 전교육과정 이수자

구분 자격요건

전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외국인의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예체능계열 2급 인정) 이상 자격 취득자

    (단, 대학 졸업 시까지 4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라. 가산점 기준 및 점수(국사학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구분 제출서류

재외국민과 외국인
① 일반편입 해당 제출서류 

②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확인서 1부(해당자)

③ 신입학 지원자격 해당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p.24 참조)

북한이탈주민
① 일반편입 해당 제출서류

②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확인서 1부(해당자)

③ 신입학 지원자격 해당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p.24 참조)

전교육과정 이수자
① 일반편입 해당 제출서류 

②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확인서 1부(해당자)

③ 신입학 지원자격 해당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p.24 참조)

북한이탈주민 및 
전교육과정 이수자

(해당자)

① 국사학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인증서 

② 일본어과 : 일본어능력시험(JLPT) 성적증명서 

③ 중어중국학과 : 한어수평고시(HSK) 성적증명서 

인문·자연계열학과
(큐레이터학과 포함)

국사학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문예창작과
예·체능계열학과

(큐레이터학과 제외)

영어(100%)* 영어(100%)* + 가산점(10%) 실기(100%)** 실기(100%)***

구분 모집단위 시험명 기준 및 점수 비고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이수자 

국사학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급 : 10 점

2 급 : 7 점

2015.12.17.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

일본어과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 10 점

N2 : 7 점

N3 : 4 점

N4 : 1 점

N5 : 0 점

2015.12.17.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

중어중국학과
한어수평고시

(HSK)

6 급 : 10 점

5 급 : 7 점

4 급 : 4 점

3 급 : 1 점

2016.12.17.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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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신입학 지원자격 심사 기준

  (1) 외국학교 인정 기준

   1)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은 미인정)

   2) 외국학교 형태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만을 인정 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등은 미인정) 

   3)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을 인정합니다. 

  (2) 외국학교 재학 기간

   1) 국내 학제(12년)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외국학교의 교육과정 비    고

초등학교 과정 (1학년~6학년) Grade 1 ~ Grade 6 (1학년~6학년)

중학교 과정 (1학년~3학년) Grade 7 ~ Grade 9 (7학년~9학년)

고등학교 과정 (1학년~3학년) Grade 10 ~ Grade 12 (10학년~12학년)

 2)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는 부족한 학교과정 기간만큼 당해국 상급학교 과정(대학)을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합니다. 

 3) 국내외학교 또는 외국학교간의 학제차이로 전학·편입·재입학 과정에서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부족한 기간이 발생하여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이 부족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국내외학교의 전·편·신·재입학 과정에서 종전 재적했던 학교과정과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1개 학기에 한하여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5)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을 인정합니다.

 6)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여야 함은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과정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기간으로 합니다.

 7) 외국학교를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재학하였으면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재학기간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부모의 근무(활동)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의 재학기간만 지원자격을 위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9) 외국학교의 재학이 계속되는 경우 실제로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방학 등 수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한하여 재학 및 체류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단, 국내학교로의 전학일자 이후 방학기간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에 있어서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한 부족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되며, 해당 사항(학업우수로 인한 월반·조기졸업)이 성적증명서 또는  

  기타 기록에 의하여 증빙되어야 합니다. (단,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한 부족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1) 국내외학교에서 재학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하며, 유급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12) 3학기제의 경우 두 개 학기를 이수해야 국내 학제에서 1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세 학기를 이수해야 국내 학제에서 

  2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 재학 및 체류기간 기준표

 1) 외국 영주교포

 재학형태 구분 영주기간 제3국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고교과정에 2년 계속 또는 비계속 재학 시와

중·고 과정에 2년 계속 재학 시

부 모 2년 이상 - 1년 이상 -

자 녀 2년 이상 제3국의 재학기간에 속하는 기간 2년 이상 2년 이상

고교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 과정에

3년 비계속 재학 시

부 모 3년 이상 - 1년 6개월 이상 -

자 녀 3년 이상 제3국의 재학기간에 속하는 기간 3년 이상 3년 이상

  ※ 부모와 학생(자녀) 모두 일정기간 이상을 함께 거주 및 체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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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보호자의 외국 근무 형태 인정 기준

  1) 해외근무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은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로 한정

  2) 해외근무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3) 해외근무 상사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 내국 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정부 파견 의사, 언론 기관 특파원

  4) 외국정부 근무자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자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5) 국제기구 근무자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6)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

  7) 연수자 및 유학자 : 기업체 등에서 파견된 직무와 관련된 연수자 및 유학자

 사. 자격인정 기준시점

  우리나라 학년도가 끝나는 2019. 02. 28(목)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가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해외근무를 지정받은 자(부 또는 모)와 학생(자녀)이 일정기간 이상을 함께 거주 및 체류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재외국민

    ※ 부모와 학생(자녀) 모두 일정기간 이상을 함께 거주 및 체류하여야 합니다. 

   4)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본인만 외국인)

   2) 해외근무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재학형태 구분 근무기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고교과정에 2년 계속 또는 비계속 재학 시와

중·고 과정에 2년 계속 재학 시

부 모 2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

자 녀 - 2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고교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 과정에

3년 비계속 재학 시

부 모 3년 이상 3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

자 녀 -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재학형태 구분 근무기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부 모 - - - -

자 녀 - 2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재학형태 구분 근무기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고교과정에 2년 계속 또는 비계속 재학 시와

중·고 과정에 2년 계속 재학시

근무자 2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

배우자 - - - -

자 녀 - 2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고교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 과정에

3년 비계속 재학 시

근무자 3년 이상 3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

배우자 - - - -

자 녀 -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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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입학 지원자격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외국영주
재외국민

외국근무
재외국민

기타
재외국민

외국국적취득
외국인

12년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
이탈
주민영주교포의

자녀

해외근무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자영업자,
해외선교사 등

해외고교과정
2년 이상 

이수 외국인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인터넷 접수 ○ ○ ○ ○ ○ ○

지원자격 서류심사표 1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 ○ ○ ○ ○ ○

외국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1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 ○ ○ ○ ○

학력조회동의서(본교소정양식) 1부 ○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 ○ ○ ○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부모,학생)

○

(근무자,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주민등록등본(교포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부

○

(부모,학생)

○

(근무자,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재외국민 학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 ○ ○

영주권 사본 1부
○

(부모,학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재외국민등록필증 사본 1부

○

(부모,학생)

○

(근무자,학생)

○

(부모,학생)

○

(재외국민 학생)

보호자재직증명서(본사발행,

외국체류경력 기재) 1부
○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상사직원자녀만 해당) 1부

○

현지법인, 자영업, 유학, 연수,

파견, 출장, 해외취업, 선교활동의

증빙서류 (아래 참조)

○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뒷면 모두 복사하여 제출) 1부

○

(학생)

○

(외국인 학생)

외국국적 증명서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1부

○

(학생)

○

(외국인 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1부

○

(외국인 학생)

재정보증 관련 서류(아래 참조) ○
○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시·도 교육청 발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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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재외국민 증빙서류

   - 현지법인 근무자 : 법인등록증사본, 재직(경력)증명서(직위 및 재직기간 명시), 보호자 체류국 세금납부증명서

    (대표자의 경우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근무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영업허가사실관련증명서, 보호자 체류국 세금납부증명서(대표자의 경우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근무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 유학, 연수, 파견, 출장 : 외국체류근거 및 재직(경력)증명 내용이 있는 관련 증빙 서류(검토 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해외선교사 : 선교 단체장 발행의 파송선교사 확인서(파송국가 및 기간 명시), 재직(경력)증명서

  ※ 외국근무 재외국민 증빙서류 

   -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 재직증명서(외국근무지 및 근무기간, 체류기간 명시)

   - 상사직원 : 재직증명서(근무지 및 근무기간, 체류내용 명시),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 재직증명서,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본인만 외국인) 증빙서류

   -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 상당액 이상의 은행 등 예금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미화 $20,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

   - 부모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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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예시 2) - 12년 과정 중 1개 학기가 부족하고 1개 학기 중복을 인정 받은 경우

  (인정 예시 1) - 12년 과정 중 1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인정 예시 3) -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비연속 중고교 과정이 3년인 경우

  (인정 예시 4) - 동일 고교에서 10학년을 이수, 11학년을 월반한 후 12학년을 마친 경우

  (불인정 예시 5) - 12년 교육과정 중 2개 학기 이상이 누락된 경우

  (불인정 예시 6) - 중복학기 중 1개 학기만 인정하여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3학기인 경우

   ▶ 외국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 지원자격서류심사표에 나와 있는 외국학교가 모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확인

   ▶ 고등학고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는 졸업장(Diploma)까지 인정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예정임을 기록한 교육기관의 직인(서명)이 되어 있는 Letter도 인정

   ▶ 초·중·고 성적증명서

    • 초등학교 성적증명서의 경우 전학 등으로 일부 학기의 성적 내용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육청 등의 공문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원자격 서류심사표 인정/불인정 예시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외국 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외국 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외국 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외국 학교 월 반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외국 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외국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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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하게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지원자는 발행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거나, 서류 제출기간에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하여 본교 입학관리팀을 방문한 후 원본 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단, 최종 합격한 지원자는 2019. 02. 22(금)까지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는 당해 한국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3) 당해 학교 소재국이 아포스티유협약 대상국인 경우, 해당 국가 정부기관의 증명서류(아포스티유확인서)를 재외공관장

   발행 서류에 준하여 인정합니다.

  4)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외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2019. 02. 22(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기관 발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

  6) 최종합격자 중 원서접수 시점에서 지원자격 부여연한을 미충족하여 지원자격 인정기준 시점까지 추가로 보호자 근무기간 및

   부·모·본인의 거주·체류일수를 계수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2019. 02. 22(금)까지 입학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기관 발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

  7) 외국 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에는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주소, 국제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본인이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에 한하여] 발급 후 3년이 경과한 거주여권(PR여권) 사본,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사증 사본으로 영주권 사본을 대체합니다.

  10) 학력조회동의서는 국외 재학한 고등학교 수만큼 1부씩 작성한 후 지원자 본인이 자필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11)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하며,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불합격 처리됩니다.

   불합격 처리 시, 기 납입한 입학금 및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12) 지원자격 심사를 위하여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모든 제출서류에는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명을 제출서류 우측 상단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외국에서의 발급서류는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월반, 조기졸업 등 특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사유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6) 제출서류를 근거로 지원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서류 미비 및 오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카. 선발방법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2) 다음의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

   - 실기고사 성적이 평균 60점미만(100점 만점 기준)인 지원자

   - 입학전형사정회의에서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3) 동점자는 본교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4) 제출서류 허위 기재, 고사 부정행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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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사 편입

 가. 지원자격

지원자격 비고

①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방송통신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②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위취득요건은 갖추었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불가능

③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출서류 비고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예정)증명서 1부
■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성적증명서 1부

■ 전(全)학년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2019. 01. 21(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 학점은행제, 독학사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자의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서 발급 받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는 불인정)

  ※'예정'이라 함은 2019년 2월 해당 요건 취득 예정을 의미함

  * 영어 : 객관식 4지선다형 필답고사(고사시간 50분 전후)

  ** 실기(문예창작과) : 주관식 작문 실기고사(고사시간 90분 전후)

  *** 실기(예·체능계열학과) : 모집요강 예·체능계 실기고사 내용 참조(p.29)

 라. 선발방법

  (1) 전형방법에 의한 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1차 선발하며, 미등록에 의한 결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단위에서 충원 선발합니다.

   모집단위 내 충원 대상자가 없을 경우 해당 모집계열에서 충원 선발합니다. 계열별 충원 선발이 종료된 후에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대상자가 있는 다른 계열에서 충원 선발합니다.

   ▶ 인문ㆍ자연계열

    - 인문대학(문예창작과 제외),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체육학과 제외), 정보과학대학, 큐레이터학과

   ▶ 예체능계열

    - 문예창작과, 체육학과, 예술대학(큐레이터학과 제외), 디자인대학, 공연예술대학

  (2) 다음의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

   - 실기고사 성적이 평균 60점 미만(100점 만점 기준)인 지원자

   - 입학전형사정회의에서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3) 동점자는 본교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4)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자, 고사 부정행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나. 제출서류

인문·자연계열학과
(큐레이터학과 포함)

문예창작과
예·체능계열학과

(큐레이터학과 제외)

영어(100%)* 실기(100%)** 실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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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ㆍ체능계 실기고사 내용

모집단위 내용 주의사항

체육학과

① 제자리멀리뛰기(각근 순발력)

- 기록측정은 구름판 표지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 착지점까지의

거리를 직각으로 계측한다. 

- 2회 실시하되 둘 중 우수한 기록이 채택되고, 2회 파울 시 실격으로

간주한다.

- 파울 : 표지선을 위반하여 실시하는 경우

② 핸드볼던지기(상완근 순발력)

- 정해진 규정라인 안에서 반드시 오버드로우로 던져야 한다.

- 2회 실시하며 둘 중 우수한 기록을 채점하고, 2회 파울일 경우는

실격으로 간주한다.

- 파울 : 공이 피검사자에게 인계된 후 양손으로 몸 등 신체부위를

만질 경우, 손목으로 공을 감아서 던지거나 던질때 팔이 어깨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③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유연성)

- 두 발을 측정기에 표시된 발 위치에 놓고 무릎을 펴서 윗몸을

서서히 앞으로 굽힌 상태로 3초 정지했을 때의 기록을 1/10㎝

단위까지 계측한다. 

- 2회를 실시하여 우수한 기록치를 기록한다.

- 파울 : 반동을 이용하거나 다리가 굽혀지는 경우

④ 사이드스텝(민첩성)

- 사이드스텝 평행 구간의 중앙에 위치한다. 

- 출발 신호 지시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을 실시한다. 

- 손을 바닥에 짚지 않고 왼쪽 오른쪽 기준선을 완전히 넘어야 유효

횟수로 인정한다. 

- 20초간의 사이드 스텝 횟수를 계측한다. 

-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 파울 : 기준선을 밟았거나 넘지 않았을 경우, 손이 바닥에 닿을 경우

※ 실기고사에 필요한 복장 및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은 수험생 각자 준비

※ 체력평가 시에는 체육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학교명이나 학원명이 표기된 체육복은 착용을

금지함. 신발은 일반운동화를 착용

※ 손이나 신발바닥 등에 이물질을 바를 경우

불이익 당할 수 있음(송진가루나 기타 물질을

절대 바르지 말 것)

※ '실기종목 채점 기준'은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si.dongduk.ac.kr)'입시자료실'

참조

회화과

○ 인물 

- 종이 : 켄트지 2절지

- 재료 : 수채화(수채화물감)

- 시간 : 4시간

※ 이젤, 화판, 실기용지 이외의 용품

(정착액 등)은 수험생 각자 준비

디지털공예과
○ 색채정밀묘사

- 종이 : 켄트지 4절지

- 시간 : 3시간 30분

※ 실기용지를 제외한 표현 재료는 수험생

각자 준비

※ 화재 위험이 있는 기구(휴대용 버너 등)

사용금지

피아노과
○ 지정곡(Etude 중) 1곡

○ Etude를 제외한 자유곡 1곡

(Sonata의 경우 빠른 악장 한 악장)

※ 연습시간 없음

관현악과
○ 자유곡 1곡

(빠른악장 한 악장 또는 그에 준하는 곡)

※ 반주자를 동반하여야 함

(반주자 확인서 불필요)

※ 악보 사본 1부 제출

(시험당일 실기 고사장에 제출)

※ 연습시간 없음

성악과
○ 독일가곡 1곡

○ 이탈리아 아리아(원조) 1곡

※ 반주자를 동반하여야 함

(반주자 확인서 불필요)

※ 연습시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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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내용 주의사항

패션디자인학과
○ 패션일러스트레이션

- 종이 : 켄트지 4절지

- 시간 : 3시간 30분 

※ 실기용지를 제외한 표현 재료는 수험생 각자 준비

※ 화재 위험이 있는 기구(휴대용 버너 등) 사용금지

※ 오브제 사용금지

시각&실내디자인학과

○ 시각매체 디자인 

- 종이 : 켄트지 4절지

- 시간 : 4시간

- 주어진 주제와 조건에 따라 지정된 시각 

매체에 적용하여 디자인

※ 실기용지를 제외한 표현 재료는 수험생 각자 준비

※ 화재 위험이 있는 기구(휴대용 버너 등) 사용금지

미디어디자인학과
○ 일러스트레이션

- 종이 : 켄트지 4절지

- 시간 : 3시간 30분

※ 실기용지를 제외한 표현 재료는 수험생 각자 준비

※ 화재 위험이 있는 기구(휴대용 버너 등) 사용금지

방송연예과
○ 특기(2분 이내) 

○ 즉흥연기 및 면접(3분 이내)
※음향 사용불가

실용음악과

○ 보컬과 기악 중 택1(자작곡도 가능함)

1) 보컬 : 자유곡 2곡 부르기(4분 이내)

- 가요 1곡 필수

- 아래의 장르(①~④) 중 1곡 자유 선택

- 건반화성학 포함(실기고사 시 실시함)

2) 기악 : 자유곡 2곡 연주(4분 이내)

- 아래의 장르(①~④) 중 2곡 자유 선택

▶ 장르구분

① 가요(Rap, Hip-hop 포함)

② 팝송(샹송, 뮤지컬 포함)

③ Blues

④ Jazz(스탠다드, 라틴 포함)

※ 피아노, 앰프, 드럼 이외의 악기는 수험생이 지참해야 함

※ 총 지원자 수에 따라 실기고사 시간이 정해짐

(실기고사 시간 변경불가)

※ 보컬 선택자는 반주자를 동반(반주자 확인서 불필요) 또는

반주용 음원을 준비하여도 됨

※ 기악 선택자는 무반주로 연주하거나 반주자 동반(반주자

확인서 불필요) 또는 반주용 음원을 준비하여도 됨

※ MR은 오디오 CD, USB 가능

모델과

○ CF·사진·잡지모델분야 및 패션모델분야

- 워킹(기본워킹 30초)

- 포즈(연속 10개 30초 이내)

- 특기(표현력 포함 장기 택1)

(예시) 댄스, 마임, 노래, 연기 등 1분 이내

※ 의상 : 검정색 민소매 레오타드, 광택 없는 살색 타이즈

※ 신발 : 앞굽 없는 7cm 검정하이힐

※ 헤어스타일 : 가르마 없는 올백 포니테일

※ 복장관련 공통사항

- 화장금지(스킨, 로션만 허용)

- 레오타드는 뒷모습이 속옷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파임

- 샌들형태 하이힐 착용 금지

- 액세서리 착용 금지

※ 레오타드, 타이즈는 무용복 판매매장에서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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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정보는 입학관련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고사관련 메일/SMS 발송, 장학 등

 입학업무 진행을 위한 정보로 활용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모집요강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05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 봉투 겉면에 출력한 "봉투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제출서류 내용은 p.31 하단 "접수 시 유의사항"참조 

  ※ 제출서류를 기한 내 우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시 2018. 12. 21(금) 소인분까지 인정

  ※ 이미 접수된 입학원서,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 당일 각종 통신기기(휴대폰, PDA, 무전기 등)
   일체를 시험장에서 지참할 수 없습니다.

  ※ 수험표는 접수하신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언제든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시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입학원서를 접수한 후 제출서류(각종 증명서 등)를 함께 등기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도착하도록 제출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원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수험표는 전형일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소: (우편번호 02748)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하월곡동) 동덕여자대학교 본관 1층 입학관리팀

 2. 제출서류를 제출할 때 봉투 겉면에 원서접수 시 출력한 "봉투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한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출신대학 구분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반드시 학점은행 선택)

  ※ 제출서류 접수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위지원으로 간주하여 불합격처리하며,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2018. 12. 21(금)까지(소인분 유효) 제출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절차 및 방법 제출서류 제출방법

동덕여자대학교 입학처 (http://ipsi.dongduk.ac.kr)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진학어플라이 (http://jinhakapply.com) 홈페이지 접속
(※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문의: 1544-7715)

제출서류 우편제출

'편입학' 선택

로그인

유의사항 숙지

입학원서 작성

전형료 결제

수험표, 봉투표지 출력

동덕여자대학교 편입학 원서접수 선택
(모집요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전형유형, 모집단위, 세부실기과목, 환불계좌 등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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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전형료

1. 유형별 전형료 안내

구분 계열 전형료

일반편입
(정원 외 일반편입 포함)

인문ㆍ자연계열(큐레이터학과 포함) 80,000원

예ㆍ체능계열(문예창작과 포함) 100,000원

학사편입
인문ㆍ자연계열(큐레이터학과 포함) 80,000원

예ㆍ체능계열(문예창작과 포함) 100,000원

재외국민과외국인편입

재외국민과외국인
(전과정이수자 포함)

인문ㆍ자연계열(큐레이터학과 포함) 100,000원

예ㆍ체능계열(문예창작과 포함) 120,000원

북한이탈주민 공통 5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전형료 전액 환불

 (1) 본교의 귀책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의료기관 입원의 경우 반드시 필답/면접/실기고사 전형일 이전에 불참을 통보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전형료 일부 환불

 (1) 대상 및 환불금액

대 상 환불금액 비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자 과납한 금액

 (2) 방법 : 원서접수 시 입력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

4. 기타 유의사항

 (1)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2019년 4월 중)

 (2) 전형료는 위의 2,3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지원포기, 서류미비, 지원자격 미달, 필답/실기/면접고사 미응시 등)에도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원서접수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원서접수 시 작성하는 "전형료 환불 계좌"는 환불대상자에 대한 환불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된 경우는 전형료 환불이 불가 하오니, 원서접수 시 반드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귀책으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 및 지원기회 상실에 대하여 본 대학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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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지원자 유의사항

1. 원서작성 유의사항

 가. 일반 유의사항

   - 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모집요강의 내용과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입력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타 대학교 편입 시험일을 미리 확인하여 본교의 실기 및 면접시험일과 중복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종 고사는 수험번호

   순으로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전형에서 제1지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전적교 성적 평균평점 기재 요령

  - 제출할 성적증명서 상에 기재된 그대로 입력하여야 하며, 두 가지(평균평점과 백분위 점수)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평균평점을

   기재합니다. (원서접수일 이후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수료학점을 최종 이수한 지원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지원자격을 취득한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출신대학 구분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원, 전문학교, 시간제등록생 등의 경우 반드시 학점은행 선택)

 

2. 서류제출 유의사항

 가.  일반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 본교 입학관리팀에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자는 원서접수일 기준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서류 접수 마감일 전까지 모든 제출서류가 준비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지원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본인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지원자 중 2개 학교 이상 재학한 학생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전적학교 성적을 산출합니다. 단,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에

   성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전학교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합니다.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재학학교에서 전적학교의 학점 이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누적된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종학교(학점은행제 포함) 성적증명서에 전적학교 취득학점 수 미표기 시 지원자격 인정을 위한 누적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전적학교의 학칙에서 규정한 2학년(4개 학기) 수료학점을 최종 이수하지 못하여 합격 후 지원자격 미달로 인해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지원자는 반드시 본인의 전적학교 수료 (전적학교의 수료 기준학점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합니다.

  - 4년제 대학 출신자 중 부득이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전적대학 담당자가 재학(휴학, 제적)증명서 하단에 출신대학의

   2학년 수료인정 여부를 기재하고 발급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학적조회결과 전적대학의 학칙에서 규정한 2학년(4학기) 수료학점을 최종 이수하지 못하여 합격 후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전적대학 수료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후 지원하여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평균평점(GPA)이 기재된 경우 : 3.70 / 4.5만점(출신학교의 평점 만점)

수료인정여부 2학년 수료 인정

00학교의 2학년 수료기준 학점 66학점

소속, 성명(날인) 학적과 김합격(인)

연락처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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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는 각 장의 우측 상단에 본인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며, 인터넷 접수 시 출력한 봉투표지를 봉투에 부착하여 등기우편으로

   2018. 12. 21(금)까지(소인분 유효) 우송 또는 방문접수 하여야 합니다.

  ■ 주소 : 우편번호 02748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하월곡동) 동덕여자대학교 입학관리팀

  ※ 졸업/수료/이수예정자는 2019년 2월을 기준으로 졸업/수료/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수료증명서 및 재학기간 총 평점평균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는 2019. 01. 21(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접수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위지원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하며, 지원자는 2018. 12. 21(금)까지 제출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편입학 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필한 경우도, 추후 학력조회 결과 자격미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제도(학점은행제, 독학사) 관련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지원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와 학위(예정)증명서를 제출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학위(예정)증명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학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외국대학 출신자 유의사항

  - 외국 대학 'Diploma' 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Academy 과정만 인정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직업전문 과정 인정되지 않음)

  - 총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성적 등급 및 평점 기준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적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학년(2년 4학기) 수료자의 경우, 출신 대학교의 졸업요구학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출신자의 경우, 출신 대학의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체계, 대학 인가 확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 본교 입학관리팀에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외국 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에는 출신 학교 발급부서의 영문주소, 국제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본인이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모든 지원자는 원서접수와 서류의 제출로서 대학의 학력조회 및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필답/실기/면접고사 시 유의사항

  - 필답/실기/면접고사에 휴대전화 등 고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착용하거나 휴대할 수 없으며,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퇴실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필답/실기/면접고사에는 『수험표』 및『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필답고사는 OMR답안지를 사용하므로『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실기고사 중 종목이 나뉘어 있는 경우 한 종목이라도 미응시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 고사성적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고사시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을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기 납입한 입학금 및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 전형료 결제 후에는 입학원서의 내용수정(모집단위 변경 등)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사진은 밝은 배경에 정면을 응시한 증명사진을 첨부합니다.(여권용 증명사진 양식 권장)

  - 이미 접수된 입학원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부정방지 대책 등

  - 입학원서 등에는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이익 조치합니다.

  - 편입학 부정, 채점 착오 등의 방지를 위해 합격자 발표 전에 최종 점검하여 편입학 부정 및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편입학 이후 입시부정 사실 확인 시 반드시 "편입학 취소 및 학적말소" 조치합니다.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입시부정의 경우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학전형에 있어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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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입학원서에 주소나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하여 충원합격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연락두절로 인하여 충원합격 통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본 대학 충원합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점자에게 충원합격을 통보하며, 추후 어떠한 사유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충원합격자 통보기간 중 지원자는 유선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휴일 중에 등록이 실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충원기간 중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초합격자 발표

 가. 최초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최초합격자 발표 : 2019. 01. 25(금) 17:00

 - 발표장소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dongduk.ac.kr)

 - 등록기간 : 2019. 01. 28(월) ~ 01. 30(수) 16:00

 

2.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합격자 발표차수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발표장소 등록장소

1차 충원합격 
■ 합격자 발표일 : 2019. 02.07(목) 17:00 예정

■ 등록기간 : 2019. 02.08(금) 16:00까지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si.dongduk.ac.kr)

(※ 개별통보하지 않음)

※전국 KEB하나은행

본·지점(고지서납부)

및 타은행(계좌이쳬)

- 가상계좌 운영2차 충원합격
■ 합격자 발표일 : 2019. 02.11(월) 17:00 예정

■ 등록기간 : 2019. 02.12(화) 16:00까지

3차 이후 충원합격 ■ 합격자 발표일 : 2019. 02.13(수) ~ 02.14(목) 21:00 개별통보(전화연락)
※등록기간 및 방법은 

유선통보시 안내함

※ 최종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일시 : 2019. 02. 15(금) 16:00

 가. 최초합격자 등록 기간이 종료된 후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교의 입학전형 성적 순위에 따라 충원 합격자를 선발하여 충원합니다.

 나.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하여 모집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충원합격후보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충원합격자를 선정하여 통보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또는 유선통보)합니다. 단, 충원합격후보자가 모두 소진될 경우 불합격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충원합격자를 선정하여

  통보(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또는 유선통보)합니다.

 다. 충원합격자로 통보 받은 지원자는 등록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등록확인은 KEB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등록금 빠른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충원합격 통보 이전에 타 대학에 등록하였을 경우

 가. 타 대학 등록 후 본교에서 충원합격 통보를 받고 본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원

  (시급한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먼저 포기 의사를 타 대학에 알려야 함)을 제출한 후 본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포기한 대학에서 반드시 환불시한 전까지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하며, 환불받지 않을 경우 이중등록으로 입학이 취소됩니다.

  단, 등록포기원을 제출하였거나 대학 사정상 환불기간이 경과한 후 환불받은 경우 이중등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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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전화번호 오기, 통신두절, 수신자 부재 등의 사유로 충원합격 통보가 불가능한 때에는 본 대학 충원 합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점자에게 충원 합격을 통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초합격자 및 1차, 2차 충원합격자의 경우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므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최종 확정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합격자 등록 업무가 은행 및 본교 업무시간 내에 처리되므로 등록업무가 종료된 이후 저녁 또는 심야에 충원합격자 발표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마. 최종 충원합격자 개별 통보 시 빠른 의사결정(등록 또는 포기)으로 충원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충원합격에 대한 전화 통보 시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습니다. 

 사. 충원합격 통보기간 중에는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자택에서 반드시 대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입학원서에 자택 전화번호와 전형기간 중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포함), 보호자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말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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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등록금 환불

2019. 02. 14(목)은 충원합격을 통보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타 대학으로부터 충원합격을 통보 받고 본교 등록을 포기할 학생은 2019. 

02. 14(목) 21시 전까지 본교 입학관리팀(☎ 02-940-4047~9)으로 반드시 연락하여 등록금 환불 신청 및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dongduk.ac.kr)에서 환불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충원 마감일 이후에 발생하는 미충원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합격 통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마감일 이후의 등록 포기는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거이니 

반드시 충원 통보 마감일 이전에 의사결정을 하여 대학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si.dongduk.ac.kr)에 접속하여

 인터넷(공지사항 참조)에서 등록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환불신청기간

 2019. 01. 31(목) ∼ 02. 14(목) 21:00

2. 신청절차

 (1) 인터넷으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dongduk.ac.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가. 로그인 :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입력

나. 본인인증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다. 환불사유 입력 : 포기사유(타 대학 합격 등) 입력

라. 신청 확인서 출력

마. 로그아웃

3. 환불금액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합니다.

4. 유의사항

 (1) 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잘 보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로그아웃 합니다. 

 (2) 오후 2시 이후의 환불신청은 다음날 오전 중에 처리되며, 금요일 오후 2시 이후의 환불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에 환불 처리됩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3) 환불완료 확인은 동일한 메뉴에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4) 등록포기 및 환불 신청하여 본교 합격이 취소되면 추후 번복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 후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처 확인을 

거쳐 재무팀

환불처리

신청완료 후

등록포기신청서

출력보관

환불사유 입력

포기사유 입력

환불계좌 확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번호

로그인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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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학제도 및 학자금대출 안내

□ 교외장학금

□ 유의사항 및 학자금대출 안내

 ※ 본교 장학제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입생 장학금은 본교 입학 이후 지급받게 됩니다.

 ※ 장학 관련 문의 : 본교 학생지원팀 02-940-4057, 4059

 ※ 학자금 대출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웹사이트 접속 및 관련메뉴 확인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본교 학생지원팀 02-940-4057, 4059

  - 합격자 발표 후 학자금대출 관련 기관으로 합격자 명단이 제공됩니다.

  -  주말 또는 휴일 중에 등록이 실시되는 충원합격자 발표 시에는 학자금대출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사제도, 장학금 등은 2018학년도 기준이며 2019학년도에는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행정부서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장학금 - 재학생 장학금 

춘강(단대수석)장학금, 학과수석장학금, 성적최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학봉(가정형편곤란자)장학금, 학장추천 A,B,C 장학금, 교내인턴 장학금,

교내봉사(도의, 진리, 화협, 목화, 숭인)장학금, 교직원자녀장학금, 국가보훈장학금,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사랑나눔(장애인학생지원)장학금,

홍보대사장학금, 해외봉사장학금, 자매/모녀장학금, 동문자녀장학금, 국제교류장학금, 면학장학금, 취업마일리지장학금, 튜터링장학금,

재능기부장학금, 생활관봉사장학금,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장학금, 동덕고시 A,B,C 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유형1/유형2, 국가우수장학금(인문계, 이공계, 예체능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우수, KRA농어촌희망재단, KT&G상상, OCU,

강남구학비지원, 과천시애향, 교직원장학회, 국가보훈, 국가북한이탈주민지원, 대학내일, 동덕여대재직동문회, 동덕창학100주년동문, 동문목화,

동부문화재단, 메가스터디, 미래에셋박현주재단, 미래인재육성재단, 백운장학재단, 서울장학재단, 성기주교수, 성남시장학회, 성동구청, 성원환경,

성음문화재단, 세월호교육비지원, 신정애, 아산사회복지재단, 우리은행행복기숙사, 유당장학재단, 유한재단, 중소기업은행, 정수장학회,

청주동부의용소방대자녀, 최병서교수, 코리아레바록, 푸른등대기부, 하림장학재단, 학과발전기금, 한국방정환재단,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

현대차정몽구재단, 형남진장학재단, 형애장학회, 홍유진연기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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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서 전화번호

□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재무팀(등록금) 940 - 4069

학생지원팀(장학금/학자금대출) 940 - 4057/4059

학사지원팀(교무/학적) 940 - 4035~4039

기숙사 940 - 4903

□ 입학처 입학관리팀

 - 주소 : 02748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하월곡동) 동덕여자대학교 본관1층 입학관리팀

 (TEL : 940 - 4047~9 / FAX : 940 - 4180)

11 전공사무실 및 행정부서 안내

학과 / 전공 전화번호 

국어국문 940 - 4340

문예창작 940 - 4630

국사 940 - 4410

영어 940 - 4350

일본어 940 - 4370

프랑스어 940 - 4380

독일어 940 - 4390

중어중국 940 - 4400

경영 940 - 4420

경제 940 - 4430

국제경영 940 - 4440

세무회계(야) 940 - 4419

학과 / 전공 전화번호 

문헌정보 940 - 4450

사회복지 940 - 4470

아동 940 - 4490

식품영양 940 - 4460

보건관리 940 - 4480

응용화학 940 - 4510 

화장품학 940 - 4790 

체육 940 - 4500

컴퓨터 940 - 4580

정보통계 940 - 4590

약학 940 - 4520

회화 940 - 4530

학과 / 전공 전화번호 

디지털공예 940 - 4540

큐레이터 940 - 4620

피아노 940 - 4720

성악 940 - 4740

관현악 940 - 4730

패션디자인 940 - 4130

시각&실내디자인 940 - 4140

미디어디자인 940 - 4150

무용 940 - 4310

방송연예 940 - 4560

실용음악 940 - 4570

모델 940 - 4171

□ 위치 안내 

 - 본교 : (02748)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하월곡동) 동덕여자대학교

  ㆍ공연예술대학 이외의 학과 입학전형 진행

 - 공연예술센터 : (13084)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34(동숭동1-9)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연구센터

  ㆍ공연예술대학(방송연예과, 실용음악과, 무용과, 모델과) 입학전형 진행

 - 디자인연구센터 : (06015)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53(청담동97-7)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연구센터

  ㆍ입학전형이 진행되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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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양식 1. 

특별전형(정원 외) 신입학 확인서

소정양식 2.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거주사실 확인서

소정양식 3.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동일계열 확인서

소정양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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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험 번 호

특별전형 (정원 외) 신입학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입학대학                                                                          대학(교)

전공(학과) 학번

입학년도

입학자격

  ※ 해당조건에 ○ 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학생 (  )          

 - 특성화고교  (  )       

 - 특성화고등고졸재직자 (  ) 

 - 재외국민과외국인(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 (  )

위 학생은 「정원 외 특별전형」지원자격으로 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임을 확인함

201       년           월          일

      확인자 부서명 :                 성명:                   (서명)

                                  연락처 :

                       (                    ) 대학(교) 입학(교무)처장     (직인)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 본 양식은 견본양식으로 해당대학 양식이 없을 경우 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소정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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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 확인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

지    원

모집단위
  (                                     )학과

성    명 생년월일

구분 거 주 기 간 거 주 지 비     고

본인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시)[        ]군[        ]읍(면)[        ]리(동)[     ]번지

※ 해당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의 내용만 순서대로 기재할 것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해당부분을 컬러펜으로 표시(밑줄)하여 첨부할 것

본인은 상기 내용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며, 허위사실 기재가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소정양식 2)
수 험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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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양식 3)
수 험 번 호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동일계열 확인서 

지       원

모 집 단 위
  (                                     )학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고교출신학과

학   교   명 출 신 학 과

설 치 계 열 □ 농업       □ 공업       □ 상업       □ 수산해운업       □ 가사       □ 기타(                    )     

동일계열

해당 이수과목

및 단위 수

위 학생은 2019학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편입학모집 특성화고교 특별전형에 지원함에 있어 상기의 내용과 같이 

학생의 고교 출신학과와 귀 대학의 모집단위가 동일계열임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작성자 : 담임(부장)교사                     (인)

                                                           고등학교장                             (직인)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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