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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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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  사

(1) 동의과학대학교의 소개

  1973년 3월 동의전문학교로 출발한 본 대학은 정부의 고등교육 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따라 1976년 

동의공업전문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데 이어, 1979년에는 동의공업전문대학, 1998년에는 동의공업대학

으로 세 번에 걸쳐 교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이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보건계열 등의 다양한 

학과를 신설함에 따라 ‘공업대학’이라는 교명으로는 대학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2005년 3월 1일부터 ‘동의과학대학’으로 교명을 변경, 시행하였다. 뒤이어 2011년 교육

부가 전문대학도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동의과학대학교’로 교명을 변경

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3년에는 개교 40주년을 맞아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73년에 개봉

하게 될 타임캡슐을 매설하였으며, 여기에는 현재의 각 구성원들의 즐거운 모습과 꿈을 콘텐츠로 만

들어 수장하였다. 

  2011년 3월 1일 김영도 박사가 9대 총장에 취임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본 대학은 대학 발전의 일

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취임 첫 해에 대학 발전을 위한 7대 실천과제와 구체적인 29개의 중점과제

를 담은 DIT Vision 2015를 선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뒤이어 2015년 2월에는 DIT Vision 

2015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5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DIT 

Innovation 3.0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가는 등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였다. 

  또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응급구조과,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 학과가 대거 신설되

었고 학과 계열 간 통합 및 조정, 정원 감축 및 조정 등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특히,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고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1997년도부터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 노동부, 지

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각

종 평가 결과, 매년 여러 분야에 걸쳐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거나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정부사

업에 선정되면서 받는 정부지원금 전액은 장학금, 교육환경개선,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재학생

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부분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양질의 교육은 취업률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대학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교

육부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취업률을 2011년부터는 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을 취업자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에 발표한 취업률에서 부산지역 전문대학 중 1위, 2013년에도 부산지역 

전문대학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함으로써 이제 취업 잘 되는 대학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

다. 이를 계기로 본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9학년도 입시에서는 총지원자

가 2만 9천여 명을 넘어 1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본 대학은 각종 건물의 신축과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캠퍼스의 많은 변화를 일궈냈다. 2011

년에 기존 운동장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 18,805.57㎡ 규모로 평생교육원 강의실과 부산지

역 대학 중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센터가 들어선 석당문화관을, 옥상은 기존 흙 운동장에서 인조잔

디구장과 우레탄 트렉으로 새롭게 단장한 대운동장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실내체육관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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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97.34㎡ 규모의 식당동을 신축하고 옥상은 소규모 공연장과 휴게공간을 갖춘 늘벗터를 새

롭게 조성한 늘벗터관을 신축했다. 지하 1층에는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 그리고 카페테리아를 두고 

있다. 2013년에는 황령관 주차장 부지에 7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된 기숙사

인 DIT학생생활관을 신축하였다. 또한, 2018년 본 대학의 자자한 명성에 동남권을 넘어 수도권에서까

지 대학을 찾는 학생들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18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제2 학생생활관을 신

축했다. 이외에도 각종 건물들의 과감한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와 같이 본 대학은 명실공히 학생중심대학, 기술선도대학, 산학협동실천대학, 정보통신분야 우수

대학,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 전국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미래를 스

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부산 최고의 전문대학이다.

(2) 설립배경 및 교육적 특징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고등직업교육 시스템 

역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1972년 동의지천(東義知天)의 건학이념 아래 설립된 본 대학은 그간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직업교육이 가야할 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왔다.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에서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

으로 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해 인문·보건 등 다양한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전 산업분야를 아우

르는 8개 계열 및 20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으로 대학교육과 산업현장 간의 간극을 메우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본 대학은 최근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 NCS 교육과정은 일자리 중심 교육을 

위해 직종마다 요구되는 학생들의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하고, 이 교육과정을 이

수한 사람은 출신 학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직무능력을 갖추게 되어 취업이나 승진 시 차별

받지 않게 함으로써 진정한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본 대학은 2017년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종합평가인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사업 평가에서 NCS 기

반 교육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아, 동남·제주권 유일 NCS거점센터로 선정되었고, 2018년 기본역량진

단에서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면서 2019년에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연차평가에서 최

고등급인‘A’등급을 획득하였다. 또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

되어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대학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2년~24년)을 비롯하여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

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

성사업 등 다양한 국고 재정지원사업과 더불어 교육 혁신을 주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본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ACE(Amalgamative and Creative Expert)형 인재를 육성하

기 위해 교육, 산학, 글로벌 및 행정 전 분야의 혁신을 도모하여 직업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도대

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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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비전

VISION ACE 직업교육 ACE 인재양성

DIT Innovation 3.0 

PLUS 전략목표

⦁Best DIT : 교육혁신

⦁Renewal DIT : 대학 개혁 및 브랜드 가치혁신

⦁Smart DIT : 교육환경혁신

⦁Glocal DIT : 글로컬 교육혁신

⦁Social DIT 평생교육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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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혁

연 도 학 내 주 요 사 실

1966 10.22 학교법인 동의학원 설립인가

1972 12.14 동의전문학교 설립인가

·설치학과 : 건축과, 토목과, 전자통신과, 화학공업과

1973 2.01 초대 김주봉 교장 취임

3.01 학생지도연구소 개소

3.12 제1회 입학식(입학생 160명)

5.15 본관 5층 및 제1공학관 준공

6.06 체육관 준공

12.19 학과 및 학급 증설인가

·신설학과 : 공업경영과, 기계설계과, 식품공업과

1974 3.02 도서관 개관(본관)

3.08 제2회 입학식(입학생 760명)

12.23 학과 및 학급 증설인가

·신설학과 : 생활디자인과, 전자과

1975 2.20 제2공학관(학생회관) 준공

2.22 제1회 졸업식(졸업생 139명)

3.07 제3회 입학식(입학생 1,120명)

8.20 제2공학관(학생회관) 및 기타 부속실 5층 증축, 제3공학관(탐구관) 준공

9.18 도서관 이전 개관(제2공학관)

1976 2.21 제2회 졸업식(졸업생 474명, 누계 611973명)

3.03 제4회 입학식(입학생 1,240명)

10.16 동의공업전문학교로 교명 변경

1977 2.01 제2대 김주봉 교장 취임

2.23 제3회 졸업식(졸업생 643명, 누계 1,256명)

3.08 제5회 입학식(입학생 1,280명)

1978 2.18 제4회 졸업식(졸업생 831명, 누계 2,087명)

3.07 제6회 입학식(입학생 1,480명)

3.08 특별과정부 설치인가

3.11 제1회 특별과정부 입학식

1979 1.01 교육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 학과 신설인가

·신설학과 : 전기과

2.10 제5회 졸업식(졸업생 1,023명, 누계 3,110명)

3.01 제1대 조희순 학장 취임

3.07 제7회 입학식(입학생 1,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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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학 내 주 요 사 실

1980 2.10 제6회 졸업식(졸업생 1.337명, 누계 4,447명)

3.06 제8회 입학식(입학생 1,800명)

1981 2.20 제7회 졸업식(졸업생 1,394명, 누계 5,841명)

3.06 제9회 입학식(입학생 2,070명)

4.30 제4공학관 준공

5.30 제3공학관 6·7층 증축

6.15 DBS방송국 개국

1982 2.12 제8회 졸업식(졸업생 1,454명, 누계 7,295명)

3.09 제10회 입학식(입학생 2,070명)

7.09 전자계산소 개소

9.01 산업개발연구소 개소

9.15 학과 신설인가

·신설학과 : 전자계산과

10.26 아마추어 무선국 개국

1983 2.11 제9회 졸업식(졸업식 1,497명, 누계 8,792명)

3.02 제2대 조희순 학장 취임

3.07 제11회 입학식(입학생 2,070명)

1984 1.27 제10회 졸업식(졸업생 1,200명, 누계 9,992명)

3.01 제5공학관 준공

3.06 제12회 입학식(입학생 2,070명)

1985 2.01 제11회 졸업식(졸업생 1,200명, 누계 11,235명)

3.01 학과 신설(실험·실습과 신설)

3.02 제13회 입학식(입학생 2,070명)

4.19 전자계산실습실 1,2실 개관

9.20 도자기 실습실 개관

1986 2.03 제12회 졸업식(졸업생 1,390명, 누계 12,625명)

3.04 제14회 입학식(입학생 2,070명)

1987 2.05 제13회 졸업식(졸업생 1,422명, 누계 14,047명)

3.01 제3대 김동현 학장 취임

3.04 제15회 입학식(입학생 2,070명)

10.19 학과 신설인가

·신설학과 : 금형설계과

1988 2.02 제14회 졸업식(졸업생 1,420명, 누계 15,4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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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학 내 주 요 사 실

3.10 제16회 입학식(입학생 1,920명)

9.20 교내 우체국 개국

1989 2.02 제15회 졸업식(졸업생 1,414명, 누계 16,882명)

3.01 기계실습공장 설치

학생지도생활연구소에서 대학생활상담실로 명칭 변경

3.06 제17회 입학식(입학생 1,960명)

1990 2.05 제16회 졸업식(졸업생 1,448명, 누계 18,330명)

3.05 제18회 입학식(입학생 1,968명)

6.09 동의공업전문대학 출판부 설치

10.23 학급 증설인가(6개학과 240명 증원)

1991 2.02 제17회 졸업식(졸업생 1,385명, 누계 19,715명)

3.02 제4대 김동현 학장 취임

제19회 입학식(입학생 2,206명)

11.19 입학정원 조정(4개학과 160명 증원)

1992 1.30 제18회 졸업식(졸업생 1,463명, 누계 21,178명)

3.09 제20회 입학식(입학생 2,363명)

9.09 제6공학관 기공식(10층)

10.06 학급 증설인가(1개학과 40명)

1993 2.02 제19회 졸업식(졸업생 1,583명, 누계 22,761명)

3.03 제21회 입학식(입학식 2,403명)

9.16 학과 신설인가

·신설학과 : 환경공업과

10.22 제6공학관 준공

제6공학관 2,3,4층으로 도서관 확장 이전

1994 1.27 제20회 졸업식 졸업생 1,861명, 누계 24,622명)

3.04 제22회 입학식(입학생 2,497명)

9.03 학과 신설인가

·신설학과 : 자동차과, 사무자동화과

1995 2.03 제21회 졸업식(졸업생 1,945명, 누계 26,567명)

3.02 제5대 김동현 학장 취임

3.06 제23회 입학식(입학생 2,735명)

4.10 제7공학관 기공식(9층)

8.01 직제 개편

·교무과 → 교무처, 학생과 → 학생처, 실험·실습과 → 실험·실습처, 총무과 및 경리과 → 사무국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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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학과 신설인가

·신설학과 : 영상정보처리과

10.24 제1회 아이디어 발명품 공모전 개최

1996 2.02 제22회 졸업식(졸업생 2,002명, 누계 28,569명)

3.07 제24회 입학식(입학생 3,166명)

7.01 교내 교육·연구전산망(LAN) 개통

7.31 제7공학관 준공식 및 제8공학관 기공식

10.01 식품·환경연구소 및 전기·전자·통신연구소 개소 및 조직 개편

·실험·실습처 → 산학연구처

10.18 학과 신설인가

·신설학과 : 컴퓨터응용설계과, 건축장식과

1997 1.31 제23회 졸업식(졸업생 2,216명, 누계 30,785명)

3.01 정보기술연구소 및 기계기술연구소 개소

3.06 제25회 입학식(입학생 3,651명)

6.24 정보통신부평가 ‘97~00(4년간) 정보통신분야 우수대학 선정

8.27 제8공학관 준공

11.25 교육부평가 ‘97~98(2년간)’ 우수자연계연구소(식품환경연구소) 선정

12.16 건설기술연구소 개소

1998 2.10 교육부평가 재취업 전직교육사업 부산·제주 대표관리기관 선정

2.26 제24회 졸업식(졸업생 2,425명, 누계 33,210명)

3.01 교육부평가 ‘98~00(3년간)’ 전공심화과정 설치 승인대학 선정

3.05 제26회 입학식(입학생 3,801명)

5.01 동의공업대학으로 교명 변경

6.01 노동부·노동청·교육부평가 실직자 재취업교육기관 선정

6.29 동의공업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개소

7.01 직제 개편

·산학연구처 → 산학협력처, 교무처 → 학사운영처, 학생처 → 학생복지처

9.01 산학협력지원센터 개소

9.15 교육부평가, 행·재정 효율화를 통한 학교경영쇄신 우수대학 선정

9.21 교육부평가, 98특성화프로그램(직무교육 교과과정) 우수대학 선정

12.08 교육부평가, 98~99(2년간) 산학협동 우수대학 선정

12.3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평가 98기술개발 및 기술지도를 통한 산학협동프로그램 우수대학 선정

1999 2.20 제25회 졸업식(졸업생2,731명, 누계 36,005명)

3.01 창업보육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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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제6대 정은식 학장 취임

제27회 입학식(입학생 3,560명)

4.01 직제 개편

·식품·환경연구소 → 환경과학연구소, 식품과학연구소

5.01 신발공학연구소 개소

5.14 교육부평가, 99~03(5년간) 우수공업계전문대학 선정

교육부평가, 99실업계고교 연계교육과정 우수대학 선정

교육부평가, 99주문식교육 우수대학 선정

5.17 교육부평가 ‘99특성화프로그램(동의해조음) 운영 우수 대학 선정

6.02 교육부평가 실업계고교 및 전공도아리 경진대회 지원 대학 선정

7.16 중소기업청평가 창업보육센터 지원대학 선정

10.01 석당홀 개관(8공학관[산학협력관] 3층)

10.25 학과 신설인가

·신설학과 : 컴퓨터그래픽과

학과 개편(7개학과를 3개 계열 11개 코스로 개편)

·기계설계과, 금형설계과,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 → 기계시스템계열

·전기과, 전자과 → 전기전자계열

·전자계산과, 사무자동화과 → 컴퓨터정보계열

12.3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평가 99우수특성화과(전자계산과) 선정

2000 1.01 직제 개편

·기획실 신설

1.06 중국 청도 해양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1.11 베트남 호치민시 국립 호치민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2.14 교육부평가 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승인대학 선정

2.17 제26회 졸업식(졸업생 2,829명, 누계 38,930명)

3.01 직제 개편

·학사운영처 → 입시운영처, 학생복지처 → 교학처

3.03 제28회 입학식(입학생 3,672명)

3.25 헌혈의 집 개소(제5공학관[진리관] 1층)

3.29 중소기업청 평가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 지정

4.06 전라북도 벽성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5.02 독일TUV와 국제규격인증 시험센터 산학협력 협약식 체결

5.17 환경과학연구소 -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 공인기관 지정

5.25 전문대학 중소기업협력회 주최 제7회 산학협동사례발표회 개최

7.03 교육부평가 실업계고교 연계교육과정 우수대학 선정

7.14 교육부평가, 2000학년도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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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평가, 특성화프로그램 육성 우수대학 선정

교육부평가, 주문식교육과정 운영 우수대학 선정

교육부평가, 전공동아리 및 실고생경진대회 지원대학 선정

8.14 정보통신부평가 정보통신분야 우수대학 선정

9.05 전문대학 최초 학사학위 수여식 실시(학사학위 졸업생 15명)

9.09 교육부평가 산학협동 우수대학 선정

9.29 제1회 전국 전문대학 전공동아리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작품 경진대회

11.03 학과명칭 변경 신청 교육부 승인

·전자통신과 → 정보통신과, 건축장식과 → 실내건축과, 식품공업과 → 식품생명과학,

컴퓨터정보계열 소프트웨어활용전공 → 사무자동화전공

11.10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11.20 현대·기아자동차(주)와 산학협동 체결

2001 1.19 본관 증축(건축면적 211.9㎡, 연면적 1,101.95㎡) 준공

2.09 제27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졸업생 2,578명, 누계 41,627명)

3.02 제29회 입학식(입학생 3,529명)

3.26 중소기업평가 2001년도 기술지도대학(TRITAS) 선정

6.16 중소기업청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운영비 지원

7.23 교육부평가, 특성화프로그램(Ⅳ영역) 선정

교육부평가, 주문식교육 선정

교육부평가, 실고연계 교육과정 선정

교육부평가,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선정

교육부평가, 우수산업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선정

교육부평가, 전공동아리 경진대회 지원대학 선정

교육부평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실험실습지 지원대학 선정

8.02 교육부평가 산학협동우수전문대학 선정

8.13 전라북도 전주공업대학과 자매결연협정

9.14 동명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9.28 학제, 학과 전공 명칭 변경 신청 교육부 승인

·2년에서 3년으로 학제 변경 : 건축과, 자동차과, 영상정보처리과

·학과명칭 변경 : 환경시스템공학과 → 환경정보시스템과,

산업시스템경영학과 → 산업시스템경영과

·전공변경 : 기계시스템계열 정밀기계설계전공 → 컴퓨터응용엔지니어링전공,

전기전자계열 설비전공 → 전력시스템전공

11.29 중국 북경경공업직업기술학원과 교류협정의향 체결

12.02 중국 하문로강직업대학과 합작교육의향 체결

2002 2.07 정보통신부로부터 2002학년도 IT학과 장비지원사업 선정

2.21 제28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졸업생 2,630명, 누계 44,3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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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제30회 입학식(입학생 3,440명)

3.12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변경결정(71,968㎡[▲10,634㎡])

4.01 행정부서 조직 개편(팀제로 전환)

4.15 중국 하문로강직업대학과 학술교류협정서 체결

5.15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2001년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 선정

5.28 교육부 평가 산학협동우수전문대학 선정

6.01 직업교육개발센터 개소

7.01 식품의약품안정청 - 토양오염검사기관 선정

7.11 교육부평가, 특성화프로그램(Ⅱ영역) 지원 대학 선정

교육부평가, 특성화프로그램(Ⅳ영역) 지원 대학 선정

교육부평가,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선정

교육부평가, 전문대학 우수 산업연구소(기계기술연구소) 지원대학 선정

교육부평가, 주문식 교육 지원 대학 선정

교육부평가, 실고연계 교육과정 지원 대학선정

교육부평가, 전공동아리경진대회 지원 대학 선정

9.06 중소기업청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운영비 지원

10.10 학과신설, 학제 및 전공명칭 변경 신청 교육부 승인

·신설학과 : 항공운항과(2년과정)

·2년에서 3년으로 학제 변경 : 디지털정보전자과, 환경정보시스템과

·학과 명칭 변경

○ 전기전자계열 → 디지털정보전자과, 전기과

○ 식품생명과학과 → 식품생명과학계열(식품과학전공,식품영양전공)

2003 2.20 제29회 전문학사 및 학위수여식(졸업생 2,611명, 누계 47,094명)

3.01 제7대 이충엽 학장 취임

직제 개편

· 부학장 신설

· 입시운영처, 교학처, 산학협력처에 부처장 신설

· 입시운영처(입시운영팀) → 입시기획팀, 대학홍보팀

· 교학처(교무학적팀, 학생복지지원팀) → 교무학적팀, 학생복지지원팀, 교육매체개발지원팀)

· 기획실(기획팀, 홍보팀) → 대학운영기획팀

3.03 제31회 입학식(입학생 2,942명)

3.11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관 - 2003년도 IT학과 교과과정개편 지원사업선정(디지털정보전자과)

3.25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평가 2003년 기술지도대학 선정

4.10 독일 하노버 예술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7.01 2003년 NCSI(소비자고객만족도) 조사 전문대학 부문 전국2위

신발공학연구소 폐소

7.07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 Ⅱ영역 우수대학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 Ⅳ영역 우수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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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교육인적자원부, 우수공업계전문대학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주문식교육 우수대학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실고연계 교육과정 우수대학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전공동아리경진대회 우수대학 선정

7.18 호주 그리피스대학과 자매결연협정 체결

7.29 대구 영진전문대학과 자매결연협정 체결

8.07 지역거점 4개 대학(동의과학대학, 인덕대학, 충청대학, 전주공업대학) 자매결연협정체결

8.08 베트남 호치민시 부티샨 고교와 자매결연협상 체결

8.27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본 대학 방문

9.01 학과신설 및 학과명칭 변경

·신설학과 : 유아교육과(3년제), 사회복지과(2년제), 경찰경호과(2년제),

부동산컨설팅과(2년제), 건강다이어트(2년제), 자동차시스템설계과(2년제)

·학과 명칭 변경 및 분리

○ 컴퓨터정보계열 → 인터넷정보미디어계열(웹소프트웨어개발전공, 인터넷정보전공),

컴퓨터정보계열(웹정보시스템전공, 사무정보처리전공)

○ 환경정보시스템과 → 환경생명과

○ 토목과 → 건설정보계열 (위성측량전공, 건설관리전공)

○ 화학공업과 → 신소재생활과학계열(정밀화학전공, 신소재응용전공, 향수·화장품전공)

○ 산업시스템경영과 → 산업시스템경영계열(생산·물류경영전공, 품질·인증경영전공,

원가·회계경영전공)

○ 항공운항과 → 항공관광문화계열(항공운항전공, 국제컨벤션전공, 관광경영정보전공)

9.08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위생감사기관으로 선정

9.24 동의분석센터 개소

10.01 제1회 한·일 Eco Art Camp 개최(10.01 ~ 10.03)

11.1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전문대학 학과평가 결과 환경생명과, 자동차과 2개학과 최고등급 A+ 획득

11.13 제1회 동의청소년 효행상 개최

12.01 동의공업대학 산학협력단 설립

12.12 DNV인증원 - ISO 9001,2000, KS A 9001,2001 인증 획득(교육·행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

2004 1.06 연산경찰서와 경·학협동 협약 체결

1.07 일본 구립우베공업전문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12 2003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결과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분야에서 전국 2위

1.29 부산광역시 공무원 교육원과 관·학협동 협약 조인식

2.18 제30회 전문학사 및 학위수여식(졸업생 2,546명, 누계 49,640명)

2.24 인터넷정보미디어계열 - 정보통신부 IT분야 우수학과 선정

2.25 제32회 입학식(입학생 2,484명)

제9공학관[황령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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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행정부서 직제 개편

·산학협력처 → 산학협력단(산학협력지원팀, 실습교육지원팀)

·진로정보지원팀 → 학생진로서비스센터

·교육매체개발지원팀 폐쇄

·기획실 내 국제교류팀 신설

·문헌정보부 → 문헌정보원 / 정보전산부 → 정보전산원

·한국어교육원 신설

3.02 인터넷정보미디어계열 - 정보통신부로부터 3년연속 IT학과 교과과정 개편 우수대학으로 선정

3.30 교육인적자원부 - 학사제도개선 시범전문대학 선정

4.21 부산광역시 유도회와 산·학협동 협약식

5.06 BEXCO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5.27 교육인적자원부평가 - 2004 전문대학 재정지원 평가 전국 5위

부산광역시 - 창업보육센터 A등급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 특성화 Ⅱ영역 우수대학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 주문식 교육 우수대학 선정

7.12 중국 동북사범대학과 자매결연 협정

7.14 중국 하문로강직업대학 위탁교육실시(~8.02)

·전자과와 기계과 학생 및 교수 13명의 자동차와 전자, 기계 분야의 위탁교육

8.04 교육인적자원부 - 동의분석센터, 2004년도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2005)

8.27 5공학관[진리관] 컨벤션홀 개관

9.0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산학협력분야 우수대학으로 선정

10.01 전략산업기획단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공동 주관

·지역특화기술직원사업 선정(5년간 국고지원)

10.05 전국 전문대학 최초 학생명장제도(DIT-3Q) 도입

11.24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 2004년 취업률 조사 결과 전문대학 부문 A그룹 전국 2위

12.01 직제 개편

·학생진로서비스센터 → 종합인력개발센터로 승격

·직업교육개발센터 → DIT교수학습개발센터

12.07 시제품테크노센터 개소

12.15 한국생산성본부 -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전문대학 교육서비스 부문 1위

2005 1.12 2005 New Start운동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실천 결의대회(대학서비스헌장 공포) 실시

2.01 직제 개편

·산학협력지원팀과 실습교육지원팀을 통합 → 산학협력지원팀

·학교기업운영처, 학교기업운영팀 신설

2.03 삼성전자와 산학협동에 의한 인력풀(pool)제를 실시

2.18 제31회 전문학사 및 학위수여식(졸업식 2,440명, 누계 52,0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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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삼성전자서비스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2.25 제33회 입학식(입학생 2,856명)

3.01 동의과학대학으로 교명 변경

학과신설 및 학과명칭 변경

·신설학과 : 레저스포츠과(2년제), 의무행정과(2년제)

·학과 명칭 변경 및 분리

○ 부동산컨설팅과 → 부동산경영과

○ 항공관광문화계열 → 국제관광계열(항공운항전공, 이벤트·컨벤션전공, 호텔관광전공, 비즈

니스중국어전공)

○ 식품생명과학계열 → 식품과학계열(식품가공·제과제빵전공, 식품영양전공, 외식사업전공)

○ 건강다이어트과와 신소재생활과학계열을 통합 → 건강미용계열(건강다이어트전공, 피부미

용전공, 헤어뷰티전공, 향수화장품과학전공)

○ 환경생명과 → 보건생명과

○ 산업디자인과 → 산업디자인계열(디지털디자인전공, 제품스페이스디자인전공)

○ 실내건축과 → 인테리어리빙디자인과

○ 영상정보과와 컴퓨터그래픽과를 통합 → 영상디자인계열(방송·영화 영상전공, 3D특수영상

디자인전공, 컴퓨터그래픽디자인전공)

○ 인터넷정보미디어계열 → 인터넷정보미디어계열(웹스트웨어개발전공, 모바일인터넷전공)

○ 산업시스템경영계열과 컴퓨터정보계열을 통합 → e-경영정보계열(산업경영정보전공, 유통

물류전공, 회계금융전공, 사무자동화전공)

○ 건설정보계열 → 건설정보과

○ 자동차과와 자동차시스템설계과를 통합 → 자동차과

○ 기계시스템계열 → 컴퓨터응용기계계열(컴퓨터응용엔지니링전공, 디지털금형디자인전공)

3.28 호주 그리피스대학 공대 학장 건축과 관련 특강

3.29 중국 교육자 대표단 본교 방문

4.19 시제품테크노센터 -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과 관·학 협약 체결

5.02 미국 오타와대학교 및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관계자 본 대학 방문

6.01 전국대학 최초로 대학 내 ‘중소기업수출입지원센터’ 설립

6.21 중국 국제청년교류센터와 교류협정 체결

6.24 천진시 직공과학기술대학과 연계교육 및 공동교육과정운영 의향 체결

7.01 전국 대학 최초 라이프가이드(Life Guide) 제도 시행

7.12 캐나다 BCIT(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와 공동교육과정운영 협정 체결

8.19 한국교육개발원 - 2005년 취업통계조사 우수대학 선정

8.26 약재자원관리과 - 무안군의 무안백련클러스터 구축사업 연구개발부문에 관한 협약 체결(연꽃맥주 및

와인 개발 추진 합의)

9.22 애니빌(주)과 산학협약 체결

·애니빌 모바일 공인 교육센터[Anbil Mobile Public Center : AMPC] 설립 및 운영 협약

10.05 관광일본어과 - 일본 벳부대학단기대학부와 학술교류 및 현지학기제 협약 체결

11.22 중국 하문이공학원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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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관광중국어전공 : 중국 대련민족학원과 학술교류 및 현지학기제 운영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 공동주최 2005년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전문대학 교육서비스 부문 전

국 2위

2006 2.10 제32회 전문학사 및 학위수여식

2.27 제34회 입학식(입학생 2,764명)

3.01 학과 신설 및 학과명칭 변경

·신설학과 : 임상병리과(3년제), 약재자원관리과(2년제)

·학과명칭 변경 및 분리

○ 경찰경호과 → 경찰경호행정계열(경찰전공, 공무원양성전공, 경호무도전공)

○ 국제관광계열(항공운항전공, 이벤트·컨벤션전공, 호텔관광전공, 비즈니스중국어전공) → 국제관광

계열(항공운항전공, 호텔관광전공, 관광중국어전공, 관광일본어전공)

○ 건강미용계열(건강다이어트전공, 피부미용전공, 헤어뷰티전공, 향수 화장품전공) → 미용계열(피

부미용전공, 헤어뷰티전공), 신소재응용화학계열(응용화학전공, 향수화장품 전공)

○ 컴퓨터응용기계계열(로봇테크전공 신설)

○영화영상디자인계열(방송·영화영상전공, 3D특수영상디자인전공, 컴퓨터그래픽디자인전공) → 디지

털영상과

○ 산업디자인계열(디지털디자인전공, 디지털광고·시각디자인전공)

○ 인터넷정보미디어계열(웹소프트웨어개발전공 → 모바일인터넷전공) → 컴퓨터정보계열(모바일인

터넷전공, 컴퓨터시스템전공, 웹소프트웨어개발전공)

○ 인테리어리빙디자인과 → 실내건축과

3.20 중국하남중의학원 학술교류협정 체결

4.15 노동부 취업지원대학 선정(3년지원사업)

5.08 15개 지역 케이블방송국 연계 디지털방송과정 개설

국제교류센터 개소

5.26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산학협약 체결

6.01 학교기업 동의분석센터 -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전국소년체전 식중독균 검사위탁기관으로 지정

교육인적자원부 평가 - 2007학년도 특성화사업 전분야 A등급

6.08 대연정보고와 교육과정 연계협약

영국 Chichester College와 자매결연 체결

6.12 경일정보고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6.13 부일정보디자인고와 교육연계 협약 체결

6.14 관광중국어전공 - 한라공조와 산학협약 체결

사회복지과 -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위탁교육협약 체결

6.15 식품과학계열 - 한국조리사중앙회 부산지회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6.27 한독문화여고와 교육과정 연계협약 체결

6.29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와 관·학협약 체결

6.30 중국 영구시 농업공정학교 자매결연 체결

7.03 중국 남경 사범대학 자매결연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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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협약학과 사업 추진(입학과 동시에 취업보장 프로그램)

·경남공고 외 3개 고교와 (주)도하인더스트리외 4개 기업

8.22 주연연세병원 - 의무, 임상사회복지, 미용분야현장실습및실무교육공동프로그램운영산·학협약체결

8.30 중국 제남공업기공학교와 교류 협정 체결

9.04 오스템임플란트와 컴퓨터응용시스템계열 주문식교육 협약 체결

9.12 관광일본어전공 – 일본 아까몽까이일본어학교와 자매결연 및 현지학기제 협약 체결

9.25 교육인적자원부 전국대학 취업통계조사 - 진학률 전국 1위, 대기업취업률 전국 2위

10.18 교육인적자원부 - 특성화 우수대학 추진실적 중간평가에서 1억 6백만원 추가지원 선정

10.17 전기과 - 산업자원부 전력사업인력양성 1순위 지원학과 우수대학 선정(2년간 6억원 지원)

10.20 동의학원 40주년 기념행사

10.23 한국산업인력공단 - 부산지역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시험장 인증

11.01 중국남경사범대학과 2+2 연계 교육협정

11.16 사회복지과 - 동래구, 해운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위탁교육협약 체결

11.22 롯데중앙연구소와 품질보증을 위한 산·학협약 체결

12.21 부산마케팅고와 자매결연 체결

2007 2.09 제33회 전문학사 및 학위수여식

2.28 제35회 입학식

3.01 학과 분리

·국제관광계열(항공운항전공, 호텔관광전공, 관광중국어전공, 관광일본어전공) → 국제관광계열(호텔관광

전공, 관광중국어전공, 관광일본어전공), 항공운항과

3.12 2006년 지역대학 육성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부문 우수사례 표창

·차세대 부산지역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거점대학 역할 강화

3.17 학·군연계 군인인적자원 개발에 따른 교육실시

5.07 식품과학계열 관광외식조리과 - 부산관광고와 연계협약식 체결

5.08 취업약정제 사업협약식 체결

5.14 중국 가목사시와 관·학교류 협의

6.07 약재자원관리과 - 연제구 한의사회와 산합협동 협약식 체결

6.08 미용계열 - 화미주인터네셔널과 산학협동 협약식 체결

6.25 부산지방노동청 지원, “부산지역 의료관광서비스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강

7.10 관광일본어전공 - 일본 하쿠바알프호텔 외 5개 호텔에서 현지연수 실시

7.13 부산지역 최초 방사선과 신설

7.24 지하철 문화예술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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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도서관 리모델링(멀티미디어실, 스터디룸, 멀티미디어자료실 구축, 도서정보검색기 추가 설치등)

9.06 부산진구청 -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자체개발형 사업 제공기관 선정

9.13 본관 및 제 7공학관[미래관] 증축공사 준공

10.05 자동차과 - 현대·기아자동차가 주최하는 “산학협동 대학생 기술경진대회”에서 5회 연속 금상 수상

10.15 W웨딩과 산학협동 협약식 체결

10.30 일본 사이타마현 공영대학과 자매결연식 체결

취업지도 강화기간선포(11.01~12.31)

11.02 유아교육과 - “제9회 전국 전문대학 인형극 경진대회”에서 은상 수상

11.21 식품과학계열 -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향토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요리경연대회”에서 은상 수상

11.27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7 인적자원개

발우수기관(Best-HRD) 으로 선정

12.28 부산노인복지시설연합회와 산합혁동협약식 체결

2008 2.15 제34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2.28 제36회 입학식

3.03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수여식(학사학위 28명 수여, 신입생 110명)

3.11 대동병원과 산학협동 협약식

3.13 (주)스포츠랜드와 산합협동 협약식

3.31 디지털영상계열 - 누리장학금 수여(대상자 : 122명, 장학금 : 1억4천여만원)

4.01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약정제사업기관으로 선정

5.21 해군 작전사령부와 군·학 교류협정 체결

6.02 캐나다 명문 브리티시 콜롬비아공과대학(BCIT) 공동수업 실시

7.09 부산에너지과학고와 연계교육과정 협약

7.18 일본 동아트랜딩(주)와 산합협동 협약 체결

8.22 교육과학기술부 – 2008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재정지원 대학 선정(10억 97백만원 지원)

10.01 자동차과 - 현대·기아자동차 “산학협동 대학생 기술경진대회” 금상 수상

10.23 일신기독병원과 산학협동 협약 체결

12.03 사회복지과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평가 교육여건부문과 교육운영 및 성과 부문 최우수 학과 선정

2009 1.30 직제 개정

·‘학장’을 ‘총장’으로,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함

2.13 제35회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2.25 사회복지과 - 샬롬복지재단과 계약학과 개설 협약 체결

2.27 제37회 입학식

3.01 학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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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과 : 물리치료과(입학정원 : 20명)

학과 명칭 변경

·레저스포츠과 ⟶ 사회체육과, 호텔관광외식경영전공 ⟶ 호텔관광경영전공
3.02 부산보훈병원 산학협동협약 체결

4.10 양산 선리마을 1교1촌 자매결연 체결

4.23 교육과학기술부 - 2009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재정지원 대학 선정(40억 800만원 지원)

5.26 정보통신과 - 한국RFID/USN협회와 “유비쿼터스 IT인력 양성업무협약” 체결

한국테크노과학고와 동의의료원 취업약정제 협약 체결

6.04 육군 제53사단과 군·학제휴 협약식, 군위탁생 교육과정 개설

6.19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동남권 산합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

6.26 컴퓨터정보계열 - 양산여고 2+2연계협약 체결

7.29 간호과 신설(20명), 임상병리과 증설(20명) 인가

8.03 웅진싱크빅, 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와 산학협약체결

8.19 행정서비스 강화 선포식(행정직원 전원)

9.08 부산관광고등학교와 산학협력학과 운영 협약식

10.22 부산대학교병원과 산학협동협약 체결

10.29 동래경찰서와 경학협동 협약 체결

11.17 신세계백화점과 산학협력 협약식 체결

11.25 보건계열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과 산학협동협약 체결

동남권 산학중심 클러스터 협약식

2010 2.05 제36회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2.24 제38회 입학식

3.01 학과명칭 변경

·디지털전자과 → 전자과

·e-경영정보계열 → 경영정보계열

직제 개편

·취업정보센터 교학처에 통합(교학처 : 교무부, 학생복지부, 취업지원부)

·동의분석센터·학교기업부 산학협력단에 통합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부, 동의분석센터, 학교기업부)

3.18 동의학원 제2대 김인도 이사장 취임

3.25 DIT테크노밸리, 동의분석센터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0학년도 학교기업으로 선정

3.28 교육과학기술부 - 2010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부산지역 유일, 총 36억 9600만원 지원)

6.09 동의분석센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산·경남지역 안정검사기관으로 선정(부산·경남지역 최

초)

7.14 미용계열 - 영국 에덱셀(Edexcel)로부터 국내 최초로 교육센터 인증을 받음

9.28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직업기초능력향상 교육과정 우수 운영대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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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시범대학으로 선정

11.24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주관 -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에 선정

12.01 직제 개편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신설

·DIT산업연구소 폐소

12.06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우수대학으로 선정

12.20 전기과 - 부산지역 최초 공학기술교육인증제 도입

2011 1.01 직제 개편

·원격평생교육원 개소

2.11 제37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2.17 석당문화관 개관

2.26 제39회 입학식

3.01 제9대 김영도 총장 취임

학과통합

·디지털디자인계열 + 디지털영상계열 → 디자인계열

직제 개편

·영양과학연구소 개소

3.23 자동차과 - 중국 국립 4년제 대학인 다렌(大蓮)민족대학과 공동학위과정 운영협약 체결

3.27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지원금액 513백만원)

4.04 고용노동부 주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지원금액 297백만원)

4.11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4년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지원금액 4.353백만원, 전국3위)

4.11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교육역량강화사업-대학대표브랜드사업 선정(지원금액 949백만원)

6.02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 선정(지원금액 100백만원)

6.14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주관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기술사관육성사업 사업자로 선정(5

년간 총25억 지원)

8.16 산학 네트워크 협약식 개최(140개 기업)

8.25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 부산지역 전문대학 취업률 1위(2011.06.01.기준 66.4%)

9.07 전포동 방면 신정문 개소

9.21 컴퓨터정보계열 - 부산시 지정 DIT 모바일 앱센터 개소

11.03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기부마크제’의 교육기부기관으로 선정

12.01 동의과학대학교로 교명 변경

12.26 직제 개편

·어학교육원 폐지

2012 1.09 동의과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과정 인가

1.30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 부산지역 유일 기관평가인증대학으로 선정

2.10 제38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2.20 부산해운대병원과 산학협동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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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40회 입학식

3.01 직제 개편

·학교기업부 : DIT스포츠재활센터 개소

·교학처 소속 DIT교육인증원 개소

3.28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 선정(5년간 총30억원)

4.24 교육부 주관 - 학교기업지원사업(동의분석센터)(지원금액310백만원)

4.24 교육부 주관 - 학교기업지원사업(DIT 테크노 벨리)(지원금액 322백만원)

4.26 교육부 주관 - 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지원금액 : 6.623백만원)

5.01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개소

5.07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원금액 320백만원)

6.01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6.18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선정(2년간 17억여원)

6.29 교육부, 중소기업청 주관 - 기술사관육성사업 선정(지원금액 199백만원)

7.25 교육과학기술부 - 간호학과 4년제 지정(입학정원 50명)

7.31 학과 신설 인가

·신설학과 : 응급구조과(입학정원 : 40명)

9.01 직제 개편

·취업정보센터를 교학처 소속에서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이관

9.19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총예산 : 66억여원)

10.16 동의과학대학교와 부산시소방본부 관·학협약 체결

12.07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2012년 학사제도 개선 우수 전문대학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12.20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 - 교육메세나탑 수상

2013 1.07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원금액 330백만원)

1.09 동의과학대학교 공학계열 10개학과 공학기술교육인증 획득

·건축과, 디자인계열, 신소재응용화학과, 실내건축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정보통신과, 컴퓨터응용기계계열, 컴퓨터정보계열, 토목과

1.30 고용노동부, 부산진구청 주관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지원금액 226백만원)

2.07 제39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2.26 DIT학생생활관 준공식

제41회 입학식

3.01 학과명칭 및 전공명칭 변경

·자동차과 → 자동차계열

·컴퓨터응용기계계열 → 기계계열(컴퓨터응용엔지니어링전공 → 기계설계전공,

디지털금형디자인전공 → 금형설계전공, 조선해양설계전공 → 조선해양전공)

·식품과학계열(식품가공·제과제빵전공 → 식품가공관리전공)

·호텔관광경영전공 → 호텔관광서비스전공

4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신설

3.28 교육부, 중소기업청 주관 - 기술사관육성사업 선정(지원금액 223백만원)

4.12 중소기업청 주관 -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선정(3년간 총 9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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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DIT WARM 시뮬레이션센터 개소

5.16 교육부 주관 - 학교기업지원사업(동의분석센터)(지원금액 687백만원)

5.16 교육부 주관 - 학교기업지원사업(DIT 테크노 벨리)(지원금액 150백만원)

5.22 교육부, 부산광역시 주관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LINC) 선정(지원금액 1.069백만원)

6.27 중국 흑룡강대학과 국제경제무역전공 공동 개설

7.03 교육부 주관 - 교육역량강화사업 6년 연속 선정(지원금액 : 4,973백만원)

7.31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선정(지원금액 277백만원)

8.29 교육부 발표 - 부산지역 전문대학 취업률 1위(69.2%)

10.22 동의과학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식

·개교 40주년 기념 타임캡슐 매설(개봉일 : 2073.10.22(일))

11.26 교육부, 안전행정부 주관 - 2013년 Best HRD 인증기관 선정

12.01 직제 개편

·DIT BLS교육원 신설

12.09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원금액 360백만원)

12.17 간호교육평가원 -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2014 1.01 직제 개편

·취업정보센터가 취업지원처로 승격

·국제교류센터를 부속기관에서 교학처로 귀속

1.10 고용노동부, 부산진구청 주관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지원금액 175백만원)

2.12 제40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2.25 제42회 입학식

3.01 학과계열 및 명칭 변경

·약재자원관리과 → 약재자원과

·항공운항과 → 항공서비스과

4.01 NCS지원센터 개소

4.22 중소기업청 주관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선정(지원금액 200백만원)

5.16 교육부 주관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LINC) 선정(지원금액 843,110천원)

5.21 교육부, 중소기업청 주관 - 기술사관육성사업 선정(지원금액 170백만원)

6.30 교육부 주관 -학교기업지원사업(DIT 테크노 벨리)(지원금액 261백만원)

6.27 교육부 주관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지원금액 3,618백만원)

7.01 원격평생교육원을 디지털평생학습원으로 명칭 변경

8.20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선정(지원금액 274백만원)

10.28 공학계열 10개학과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재인증(2015.3.01~2017.2.28.)

·건축과, 기계계열, 신소재응용화학과, 실내건축과, 자동차계열, 전기과, 전자과,

정보통신과, 컴퓨터정보계열, 토목과

12.08 한국생산본부 주관 - 2014 국가고객만족도조사 전문대학 조사부문 2위

12.10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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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교육부 주관 -‘2014 교육기부대상’ 수상

2015 1.01 양·한방건강연구소, DIT 해양서비스센터 개소

2.10 제41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2.23 DIT Innovation 3.0 비전선포식

2.24 제43회 입학식

3.01 직제 개편 및 학과명칭 변경

·DIT테크노밸리 소속을 부속기관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이관

·컴퓨터정보계열 → 컴퓨터정보과

·디자인계열 : 공학계열 → 예체능계열

5.14 교육부, 부산시 주관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LINC) 선정(지원금액 888백만원)

5.21 중소기업청 주관 -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지원금액 190백만원)

6.05 교육부 주관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최우수대학 선정(지원금액 5,040백만원)

6.17 교육부, 중소기업청 주관 – 기술사관육성사업(기계계열) (지원금액 227백만원)

7.30 교육부, 노동부 주관 - 유니테크지원사업(지원금액 1.043백만원)

8.18 산업통산자원부 주관 - 에너지인력양성사업(지원금액 274백만원)

8.24 교육부 주관 - 학교기업지원사업(스포츠재활센터)(지원금액 226백만원)

9.22 중소기업청 주관 - 3D 프린터 보급 지원 사업(지원금액 130백만원)

11.06 교육부 주관 -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지원금액 261백만원)

11.27 고용노동부 주관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기관 선정(미용계열, 기계계열)

12.07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원금액 540백만원)

2016 2.01 직제 개편

·국제교류센터 소속을 교학처에서 부속기관으로 이관

2.12 제42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2.24 제44회 입학식

3.01 학과명칭 변경

·디자인계열(광고디자인전공, 게임그래픽전공) → 산업디자인과

·신소재응용화학과 → 화학공업과

·식품과학계열(식품영양전공, 호텔외식조리전공, 식품가공관리전공) → 식품영양조리계열

(식품영양전공, 호텔외식조리전공)

3.10 교육부, 중소기업청 주관 - 기술사관육성사업(기계계열)(지원금액 247백만원)

5.11 교육부 주관 - 학교기업지원사업(스포츠재활센터)(지원금액 226백만원)

5.16 교육부, 부산시 주관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LINC) 선정(지원금액 889백만원)

교육부, 노동부 주관 - 유니테크지원사업(지원금액 1,043백만원)

6.16 교육부 주관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지원금액 3,351백만원)

12.2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 부산지역 유일 2주기 기관평가인증대학으로 선정

2017 2.10 제43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2.14 부산지방병무청과 청년세대의 건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 및 사회복무요원 직업경로 지원 업무협약 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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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45회 입학식

3.01 학과 통폐합

·건축과, 실내건축과 → 건축계열(건축전공, 실내건축전공)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설

·산업보건응급구조학과(입학정원 : 20명), 약재자원학과(입학정원 : 15명)

3.14 계약학과 신설

·사회복지서비스과(입학정원 : 60명), 융합기계과과(입학정원 : 60명)

3.16 부산광역시 주관 – “2017년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선정

3.28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 ‘2017년 K-Move 스쿨 운영기관’선정

4.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 DIT스포츠재활센터 ‘2017 학교기업지원사업“ 선정(지원금액 2억 2천만원)

5.11 교육부 주관 – 2017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연차평가에서 ‘A’등급

6.16 K-beauty산업연합회와 미용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9.01 DIT 대학인권센터 개소

11.01 교육부,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연구재단 후원 - ‘2017 산학협력단 EXPO’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술협력 부문 교육부 장관상 수상

11.16 대학적십자사 창립 112주년 기념식에서 2017년 적십자 회원 유공장 금장 수상

2018 2.09 제44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2.14.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 ‘2017년 K-Move 스쿨 운영기관’선정

2.23 제46회 입학식

3.01 학과 명칭변경

·경영정보계열 → 경영계열, 정보통신과 → 전자통신과

3.02 동의과학대학교 BLS교육원 - “2018학년도 부산시교육청 중학교 1학년 응급처지교육” 위탁사업 선정

3.22 해양수산부 주관 –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기관” 선정 (지원금액 : 5년간 총 24억원)

4.02 고용노동부 주관 –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지원금액 : 1억 1,444만원)

4.14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부산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17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4.17 부산광역시 주관 – “2018년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선정

4.23 동의과대학교·부산소방학교 – 전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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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고용노동부 주관 - “2018년 청해진대학 운영기관” 선정

(지원금액 : 1억원)

5.10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미래 신직업군 전문 인력 양성사업” 선정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관 – “2018년 대학모바일앱서브센터”사업 선정

5.11 부산광역시 주관 – “2018년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선정

5.31 동아공고, 부산공고, 부산항만물류고, 해운대공고와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 훈령과정 공동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5.3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 “2017년 일학습병행 우수기관” 유니테크 부문 최우수상 수상

6.12 부산광역시 주관 – BB21플러스(Brain Busan 21+) 사업 선정

7.12 교육부 주관 –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S등급 발표

8.23 교육부 주관 –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9.11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공동훈련센터 신규 선정

2019 2.14 제45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2.22 제47회 입학식

3.01 학과명칭 변경 및 분리

・ 국제관광계열(호텔관광전공, 관광중국어전공, 관광일본어전공) → 관광외국어계열(관광중국어전공,

관광일본어전공), 호텔관광서비스과

직제 개편

・ 교무처 내 역량교육혁신팀 신설 (NCS지원센터 폐지)
・ 창업교육센터 이관 (산학협력단 → 학생복지처)
・ 양・한방건강연구소(산학협력단) 및 예비군연대(부속기관) 폐지

3.1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고용노동부 주관 – 2019년 청해진대학 운영기관 및 K-MOVE사업 사업 연속
선정

3.29 부산광역시 주관 – “2019년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선정

2019 4.10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훈련센터’개소

4.27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동남권 전문대학 유일)

5.16 교육부 주관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K+) 육성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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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부산광역시 주관 - “미래 신직업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료기기규제과학(RA) 전문가 양성)” 선정

5.20 부산광역시 주관 - “2019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미용계열, 뷰티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선정

5.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 “2018년 기술사관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 사업단 선정

6.17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주관 -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 선정(영호남지역 유일)

6.24 보건복지부 주관 - 2019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교육형 수행기관’ 선정

6.25 부산시 연제구 치매안신셈터 주관 - ‘치매극복선도대학’으로 지정

8.06 동의과학대학교-동래구,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사 2급 자격과정 위탁교육’ 업무 협약

체결

9.04 동의과학대학교-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장기요양기관 영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9.27 친환경 자동차 인력양성 사업단, ‘BB21플러스 사업 우수 사업단’ 선정

10.01 동의과학대학교-부산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지원 및노인학대 예방 위한 업무 협약 체결

11.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신규 진입 전문대학간 학점교류 업무 협약 체

결

11.14 동의과학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19년 우수 교수학습지원전문대학 선정

11.19 동의과학대학교-대구첨복재단, 의료산업발전위한업무협약체결

11.25 동의과학대학교-영국 CCCG(Capital City College Group), 국제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11.28 동의과학대학교–호주 치즘 대학, 국제교류 협약 체결

12.06 제4회 경남·부산·울산 응급구조과학술연구 발표대회에서응급구조과대상수상

12.09 동의과학대학교-아인스하나, 스포츠 산업 발전 위한 산학협동협약체결

12.10 부산시 주최 - 동의과학대학교 교직원봉사단, 2019 부산자원봉사자대회서부산시장 표창장수상

2020 2.20 동의과학대학교-부산진구보건소, 대학생 및 교직원건강증진을위한업무협약체결

2.27 동의과학대학교-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발전과 체육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2.28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 3년 연속 ‘청해진대학’ 운영기관에 선정

3.01 ·명칭변경 : 식품영양조리계열(식품영양전공) → 식품영양조리학부(식품영양학전공),

약재자원과 → 헬스케어약재과

·학과신설 : 미래융합학부(부동산공유비즈니스과, 사회복지요양서비스과, 헬스케어매니지먼트과, 양조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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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폐지 : 기계계열 조선해양전공

3.24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주관 – 2020년도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

5.12 동의과학대학교 기술사관육성사업단, 3년 연속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 선정

5.12 동의과학대 학교기업‘DIT스포츠재활센터’, '3단계 학교기업 지원 사업' 선정

5.25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단 창단 선포

5.27 동의과학대, 5개 기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식사·영양관리사업 업무협약’ 체결

5.29 동의과학대학교-대광고등학교, 2+2 연계 교육 협약 체결

6.03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획득

6.09 동의과학대학교,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선정

6.16 동의과학대학교-부산컴퓨터과학고, 교육협력 협약 체결

7.03 동의과학대학교, 2020년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선정

7.08 동의과학대학교, 스마일시니어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7.10 동의과학대학교, 위플E&D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7.27 동의과학대학교, 산모·영유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사업 개강

7.28 동의과학대학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식사서비스 지원센터 ‘온마을 사랑채 범전점’ 운영

9.08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공모 사업 선정

9.10 부산지역 전문대학 최초 축구단 창단 선포

9.10 동의과학대학교-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 협약 체결

9.10 동의과학대학교 친환경자동차인력양성사업단, ‘2년 연속 BB21플러스 사업 우수 사업단’ 선정

9.17 부산지역 전문대학 총장회-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산지역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곌

10.19 동의과학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실 ‘아레테(Arete)홀’ 개관

10.28 동의과학대학교 물리치료과-사단법인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산학 협동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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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동의과학대학교, ‘2019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우수사례기관 선정

2021 1.25 동의과학대학교 물리치료과, ‘물리치료교육인증기관’ 선정

1.26 동의과학대학교-부산 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 체결

2.17 동의과학대학교-골든블루, 산학협력 협약 체결

3.09 동의과학대학교 – 부산광역시 주관 2021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훈련기관에 지정(뷰티헬스케어코디

네이터 양성과정 운영)

3.10 ‘동의과학대학교-(사)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주)BTinc’ 산학협력 협약 체결

3.11 ‘부산진구-동의과학대학교-동의대학교-부산여자대학교’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3.16 동의과학대학교 –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3.16 동의과학대학교-세정고등학교, 2+2 연계 교육 협약 체결

4.09 동의과학대학교-배정미래고등학교, 2+2 연계 교육협약 체결

4.15 동의과학대학교 – 교육부 주관 전국 유일 보건분야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선정

5.03 동의과학대학교-한국소방시설협회 부산시회와 산학협동 협약

5.18 동의과학대학교-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2+2 연계 교육협약 체결

5.20 동의과학대학교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미래형 자동차 현장기술인력 양성사업’ 선정

6.04 ‘AI 카페’ 개소

6.04 동의과학대학교, 2021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계속지원 대학’으로 선정

6.14 동의과학대학교, 교육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6.30 동의과학대학교-무학, 산학협력 협약 체결

7.26 ‘동의과학대학교’-‘u-IoT협회’-‘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산·학·연 협력 협약

체결

8.17 교육부 주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8.27 부산광역시 추진 ‘BB21+(Brain Busan 21+)’ 사업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

9.02 동의과학대학교-부경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혁신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협력을 위

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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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동의과학대학교-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산학협동 협약식 체결

9.17 동의과학대학교, 부산진구 소외계층을 위한 ‘한가위 푸드박스’ 후원금 전달

9.27 동의과학대학교-팬스타그룹, 산학협동 협약식 체결로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부산형 일자리 크루즈 승

무원 양성

9.28 동의과학대학교-동아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 및 혁신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9.29 동의과학대학교-부산정보고, 2+2 교육협약 체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IT기술 전

문가 양성

10.14 동의과학대학교-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대학발전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 협력 협약 체결

10.20 동의과학대학교-(사)부산화장품산업협회/에코마인/지엠플랜트/아이프로덕트, 상호 발전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 협약 체결

10.26 첨단모빌리티교육센터 개소, 재학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미래형 자동차 수리정비 인력양성 교육 실시

10.26 동의과학대학교-동의대학교, 미래인재 양성 및 혁신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1.02 동의과학대학교-연제구청-세종경영자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 고용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업

무협약 체결

11.10 동의과학대학교 여자유도부 창단, 국가대표 출신 옥경숙 감독 선임을 통한 부산 지역 스포츠 발전과 유

도 유망주 발굴 및 육성

11.24 소방안전관리과, ‘한국소방시설협회’로부터 부산·경남 지역권 유일 ‘소방 기술자 전문교육 교육장’으로

선정

11.29 온마을 사랑채 초읍점 개소,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제공

11.30 동의과학대학교-동명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혁신 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협력 협

약 체결

12.01 동의과학대학교-한국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조합, 재난안전분야 인력양성 및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산학

협동 협약 체결

12.03 ‘디지텍고등직업교육협의회’ 참여를 통한 10개 전문대학 간 학점교류 등 공동 학사 운영 추진

12.22 3주기 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인증 획득으로 대학 경영체계·교육 품질

우수성 입증

2022 02.08 동의과학대학교-해운대구청, 평생학습 상호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2.11 2021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 전문학사 학위 1,603명, 학사 학위(간호학사 108명, 전공심화과정 학사

122명) 230명 등 총 1,833명 학위증서 수여

02.16 동의과학대학교-부산여성가족개발원,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과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

약 체결

02.18 동의과학대학교-강서구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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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학 내 주 요 사 실

02.21 부산광역시 주관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참여기관 선정

03.14 제44회 사랑의 헌혈 릴레이 개최

03.31 동의과학대학교-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전국 55개 전문대학과 함께 고등직업교육 분야 메타버스 공유

대학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04.21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 우수사례 기관 선정

04.28 동의과학대학교-이가자 헤어비스, 헤어미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05.04 동의과학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선정

05.11 DIT스포츠재활센터,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 추진,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계속 지원 선정

05.26 간호학과, 제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05.27 동의과학대학교-와이제이와이푸드, 베이커리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05.31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2년~24년) 자율혁신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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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사일정

일 월
요 3월 월

요 4월 월
요 5월 월

요 6월 월
요 7월 월

요 8월

1 화  삼일절
학기개시일 금 일 수 ⑭지방선거일 금 ▼계절학기수강신청 및 

등록 월 집중휴무기간

2 수 ① 1학기개강 토 월 목 토 화

3 목 일   화 금 일 수

4 금 기본문해력진단평가 월  수 ⑩ 토 월 계절학기수업 ▼ 목

5 토    화 목 어린이날 일 화             ▼ 금

6 일 수 ⑥ 금 월 현충일 수             ▼ 토

7 월 수강정정   ▼ 목 토 화 목             ▼ 일

8 화           ▼ 금  일 부처님오신날 수 대통령선거일보강
(3.9) 금             ▼ 월

9 수 ②대통령선거일   토 월 목 어린이날보강
(5.5) 토             ▼ 화

10 목 일 화 금 황령체전보강
(5.13) 일              ▼ 수

11 금 월 수 ⑪ 토   월             ▼ 목

12 토 화 목        일 화             ▼  금 후기졸업

13 일 수 ⑦ 금 황령체전 월 현충일보강(6.6) 수             ▼ 토  

14  월 목 토 화 지방선거일 보강(6.1) 목             ▼ 일

15 화  금 일 스승의날 수 ⑮기말고사   ▼ 금             ▼  월 광복절

16 수 ③ 토 월 목            ▼ 토             ▼  화 복학기간 및  
성적포기기간  ▼

17 목 일 화  금 일  제헌절     ▼ 수        
            ▼

18 금 월 수 ⑫ 토  월             ▼ 목          
            ▼ 

19 토 화 목 일            ▼ 화 계절학기 성적입력 금       
            ▼

20 일 수 ⑧중간고사 ▼ 금 월            ▼ 수
▼계절학기 
성적확인및정정 토  

21 월 목 토 화            ▼
기본문해력진단평가

목
▼계절학기 
성적확인및정정 일

22 화 금 일 수
  하계방학

▼성적입력
금 월          

▼ 등록기간 ▼

23 수 ④ 토 월 수업 3/4 목 ▼ 토 화 ▼

24 목 일 화  금 ▼ 일 수 ▼
수강신청기간▼

25 금 월 수업 1/2  수 ⑬ 토 ▼ 월 졸업사정1차 목 ▼          ▼

26 토 화 목  일 ▼ 화 금 ▼          ▼

27 일   수 ⑨ 금 월 ▼ 수  토

28 월 목 토     화 ▼ 목 졸업사정최종 일

29 화 수업 1/4 금 60일 일 90일 수 성적확인및정정 ▼ 금 월 ▼

30 수 ⑤30일 토 월 목 ▼계절학기수강신청 및 
등록    ▼ 토 화 ▼

31 목 화   일 수 ▼



2022학년도동의과학대학교대학요람

44

일 9월 월
요 10월 월

요 11월 월
요 12월 월

요 23년/1월 월
요 23년/2월

1   학기개시일
① 2학기개강 토 화 중간고사   ▼ 목 ⑭ 일 신 정   수  

2  일 수            ▼ 금 월 ▼계절학기수강신청 및 
등록 목

3 월 개천절 목 ⑩ 토 화 ▼   금

4 화 금 일 수 계절학기수업 ▼  토

5 수 토 월 목              ▼ 일

6 목 ⑥ 일 화 금              ▼ 월

7 수강정정    ▼ 금 월 수 토              ▼ 화

8 ②          ▼ 토 화   목 개천절보강(10.3) 일              ▼ 수

9 추석연휴 일 한글날 수 금 추석연휴보강(9.9) 월              ▼ 목

10 추석         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목 ⑪ 토 화              ▼ 금 학위수여식

11 추석연휴 화 금 일 수              ▼ 토

12 추석대체공휴일 수 토 월 추석대체공휴일보강(9.
12) 목              ▼ 일

13 목 ⑦ 일 화 한글날대체공휴일보
강(10.10) 금              ▼ 월 ▼복학기간 

 

14    금  월 수 ⑮
기말고사     ▼ 토              ▼ 화 ▼                      

         

15 ③ 토  화 목           ▼ 일              ▼ 수 ▼  
 성적포기기간  ▼

16 일 수 금           ▼ 월              ▼ 목 ▼  
               ▼  

17 월 목 ⑫ 토   화              ▼ 금 ▼
입학식        ▼

18 화 금 일 수              ▼ 토           

19 수 토 월          ▼ 목 ▼계절학기 성적확인및정정 일

20 목 ⑧  일 화          ▼
기본문해력진단평가 금 ▼계절학기 성적확인및정정 월 ▼등록기간

              ▼

21  금             월 수  동계방학
▼성적입력    토 설날연휴 화 ▼  

              ▼

22 ④ 토 개교기념일 화  목 ▼ 일 설날 수 ▼   
▼수강신청     

23 일          수 수업3/4 금 ▼ 월 설날연휴 목 ▼
▼             

24 월 목 ⑬
학생회장선거 토 ▼ 화 설날대체공휴일 금 ▼ 

▼            

25 화           금 일 ▼ 크리스마스  수 토           

26 수            토 월 ▼ 목 졸업사정1차 일

27  목 ⑨중간고사 ▼ 일 화 ▼ 금 월 ▼

28  금 수업 1/2   ▼ 월 수 성적확인및정정 ▼ 토 화 ▼

29 ⑤황령축제
수업 1/4 토  화 90일 목                ▼ 일

30 30일 일    60일 수  금  월

31 월            ▼ 토  화 졸업사정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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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기구표 

2022. 05. 01

본 부

교 무 처
교무부 역량교육혁신팀 원격교육지원센터

마이스터대지원센터

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 취업지원센터

기  획  처 기획부

입학홍보처 입학홍보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 학교기업부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 슈나이더 일렉트릭 훈련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DIT AI융합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DITWarm시뮬레이션센터

DIT테크노밸리(학교기업) 동의분석센터(학교기업) DIT스포츠재활센터(학교기업)

지역사회통합돌봄식사서비스지원센터(학교기업) DIT AI Cafe

가족회사통합지원센터 첨단모빌리티교육센터

사  무  처 총무부 관리부 경리부

교 무 위 원 회

계 열

및

학 과

인문사회

□ 경찰경호행정과 □ 부동산재테크정보과(야) □ 사회복지과

대학평의원회 ■ 유아교육과
□ 창업학부
  - 디저트카페과

□ 창업학부
  - 온라인쇼핑몰과

등록금심의위원회 □ 호텔크루즈관광과

예  체  능 □ 산업디자인과 □ 사회체육과

총  장 자연과학 □ 의료피부미용과 □ 헤어뷰티과 □ 호텔외식조리과

보    건

▣ 간호학과 ■ 물리치료과 ■ 방사선과

■ 보건행정과
□ 제약학부
  - 바이오생명제약과

□ 제약학부
  - 한방약재과

■ 임상병리과 ■ 임상병리과

교 수 회

공    학

□ AI전자과 □ 기계설계과 □ 소방안전관리과

제위원회 □ 인공지능컴퓨터정보과 □ 인테리어디자인과 □ 자동차과

□ 전기과 □ 화학공학과

미래융합학부
□ 부동산공유비즈니스과 □ 사회복지요양서비스과 □ 헬스융합복지과

□ 양조발효과

스마트리빙

케어학부

□ 스마트뷰티케어과 □ 스마트푸드조리과

□ 스마트화장품소재과

교양학부

계 약 학 과
□ 스마트기계자동차과

□ 융합전기전자통신과
 - 전기전공 - 전자전공

학 사 학 위

전공심화과정

▣ 물리치료학과 ▣ 방사선학과 ▣ 부동산경영학과

▣ 유아교육학과 ▣ 임상병리학과 ▣ 자동차공학과

▣ 건축공학과 ▣ 산업보건응급구조학과 ▣ 약재자원학과

▣ 기계공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 물리치료학과

□ 2년제   ■ 3년제   ▣ 4년제   ※ 여학생만 모집

부 속 기 관

학술정보원

 - 학술정보부

 - 정보전산부

DIT교수학습개발센터 국제교류센터

대학인권센터 DIT학생생활관(기숙사) 학보사/교육방송국

장애학생지원센터

부 설 기 관
평생교육원 디지털평생학습원 OK일자리사업단

한국어교육원 DIT BLS교육원 체육진흥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

LINC 3.0 사업단
ALLTOGETHER공유협업센터 커뮤니티케어ICC센터 스포츠재활ICC센터

AI융합ICC센터

미래평생교육사업단 성인학습지원센터

스마트리빙케어사업단 창의융합교육센터



2022학년도동의과학대학교대학요람

48

2. 구성·구성원·직제

(1) 대학본부

구분 직위 성명

총    장 김영도

교무처

처장 김대경

교무부장 박현조

역량교육혁신팀장 나영수

입학홍보처
처장 이태식

입학홍보부장 최인배

산학협력단

단장 이화석

산학협력부장 조민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장 한진숙

동의분석센터장 김석철

DIT테크노밸리본부장 김성원

DIT스포츠재활센터장 송민영

기획처
처장 김경화

기획부장 박인기

학생복지처

처장 박철우

취업지원센터장 김성원

학생복지부장 이준한

사무처

처장 조정우

총무부장 심성용

관리부장 구기본

경리부장 심성용

(2) 부속기관

구분 직위 성명

학술정보원

원장 이상학

학술정보부장 황은정

정보전산부장 신현주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박철우

DIT학생생활관 생활관장 박철우

DIT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 조채영

국제교류센터 센터장 김태경

학보사 주간 이태식

교육방송국 주간 이태식

(3) 부설기관

구분 직위 성명

평생교육원
원장 김태경

평생교육부장 임동현

디지털평생학습원
원장 김태경

디지털평생학습부장 임동현

OK일자리사업단 단장 김태경

한국어교육원 원장 김태경

DIT BLS교육원 원장 김태경

체육진흥단 단장 조정우

(4) 학과및계열

소속 / 직위 성명

인문사회

경영회계과 학과장 김광필

경찰행정계열 계열장 이병규

부동산재테크정보과 학과장 장형진

사회복지과 학과장 유태완

유아교육과 학과장 형정은

관광외국어계열 계열장 김명자

호텔관광서비스과 학과장 문지성

항공서비스과 학과장 김은희

창업학부 학부장 박주연

예체능
사회체육과 학과장 배영훈

산업디자인과 학과장 차병수

자연과학

의료피부매용과 학과장 장정현

헤어뷰티과 학과장 김남희

호텔외식조리과 학과장 한진숙

보건계열

간호학과 학과장 강효정

물리치료과 학과장 백일훈

제약학부 학부장 신명희

방사선과 학과장 강은보

응급구조과 학과장 이미화

임상병리과 학과장 서충원

보건행정과 학과장 최연희

공학

인테리어디자인과 학과장 박규환

기계설계과 학과장 권일근

자동차과 학과장 장성규

전기과 학과장 이상훈

AI전자과 학과장 장문석

인공지능컴퓨터정보과 학과장 허봉식

공간정보지적과 학과장 김원규

화학공학과 학과장 이만성

소방안전관리과 학과장 변태영

미래융합학부 미래융합학부 학부장 이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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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회

위원회명 위       원

기획위원회 총장, 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학생복지처장, 사무처장

교무위원회 
총장, 처단장, 계열(학과)장, 평의회의장, 학술정보원장, 평생교육원장, DIT교수학습개발센터장, 

취업지원센터장, 국제교류센터장, LINC+사업단장, 미래평생교육사업단장

교원인사위원회

- 당연직 :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홍보처장

- 자문위원 : 사무처장

- 임명직 : 이형국, 김진숙, 서영승, 이병욱, 김대환, 김경미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

원회

- 당연직 : 교무처장, 기획처장

- 자문위원 : 사무처장

- 위원 : 허봉식, 좌승화, 정성규, 신운재, 유태완

교원업적평가위원회

- 당연직 :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 자문위원 : 사무처장

- 임명직 : 김성원, 이화수, 이미화, 신은영, 이병규

대학평의원회
- 당연직 : 총학생회장, 대의원의장, 총동문회장

- 임명직 : 서영호, 박규환, 장정현, 김광필, 송민영, 이준한, 노홍래, 대표학생

학과구조조정위원회
- 당연직 :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입학홍보부장

- 위원 : 이병규, 이형국, 나영수, 김태영, 백일훈

실험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
- 당연직 : 산학협력단장

- 임명직 : 김경호, 장정현, 강효정, 김인주, 차병수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 당연직 : 교무처장

- 위원 : 송민영, 좌승화, 박재민, 박영수, 이창우, 강은미, 이미은, 서종환, 김용태

교원양성위원회
- 당연직 : 교무처장, 교무부장, 해당학과 전체

- 외부 : 안혜종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 당연직 : 교무처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총학생회(회장, 여성부장)

- 임명직 : 이병규, 김경미, 이미화, 나영수

직원인사위원회
- 당연직 : 사무처장, 총무부장

- 임명직 : 윤재호, 최장우, 하랑서, 최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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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위       원

글로컬위원회
- 당연직 : 취업지원센터장

- 위원 : 권일근, 김창동, 이문희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 당연직 : 평생교육원장

- 임명직 : 허봉식, 이병욱, 송민영, 차병수, 김태영, 서영승

식당관리위원회
- 당연직 : 사무처장, 학생복지부장, 관리부장, 총학생회장, 대의원의장, 총학생회 여학생부장

- 임명직 : 한징숙, 김경환, (간)구기본

등록금심의위원회
- 당연직 : 기획처장, 사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총학생회(회장, 부회장, 의장), 동창회장

- 위촉 : 허성호, 이창섭, (간)기획부장

BLS교육원운영위원회
- 당연직 : 평생교육원장

- 임명직 : 서영승, 장정현, 박지원, 이종호, 최장우, 최성두

연구윤리위원회
- 당연직 : 기획위원 7명

- 임명직 : 김태훈, 김성원, 좌승화

교양교육심의위원회
- 당연직 : 교무처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역량교육혁신팀장, 교무부장

- 위원 : 좌승화, 이만성, 서영승

전공심화교육과정편성위원회 - 당연직 : 교무처장, 교무부장, 역량교육혁신팀장, 역량교육혁신위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 당연직 : 교무처장, 교무부장, 역량교육혁신팀장, 역량교육혁신위원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 당연직 :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 위원 : 이형국, 제재용, 차병수, 김태훈

자체평가위원회

- 당연직 : 처단장 6명, 기획부장

- 임명직 : 한진숙, 이형국, 이화철, 유태완, 이상훈, 이병규, 권유정, 강효정, 김현정, 조수범,

           형정은, 김동욱, 김광필, 강호윤, 김원식, 노홍래, 최인배, 이길홍, 홍성표, 황영태,

           나영수, 이종호, 송민영

노사협의회
- 당연직 : 총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 임명직 : 박인기, 박서영, 윤민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임명직 : 이화석, 제재용, 이화수, 김성원, 조민준, 최성두, 인효준,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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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 및 조교

구분 계열및학과 직위 성명 보직

총   장 김영도

인문

사회

경영회계과
교수 김광필 학과장

조교 김광현

경찰행정계열

교수 이병규
계열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교육혁신팀원

교수 김경화 기획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수 김병수

교수 박윤기

교수 옥경숙

조교 최수현

관광외국어계열

교수 김명자 계열장

교수 김주연

교수 이정희

교수 정원호

조교 김유진

부동산재테크정보과

교수 장형진 학과장

교수 황규성

조교 유강민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태완
학과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교육혁신팀장

교수 김경미

교수 김동욱

교수 박용운

조교 전진서

유아교육과

교수 형정은
학과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교육혁신팀원

교수 신은영

교수 이명희

교수 조채영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수 좌승화

조교 강수민

조교 박휘련

창업학부
교수 박주연 학부장

조교 김광현

호텔관광서비스과

교수 문지성 학과장

교수 류희열

교수 문혜리

교수 정연국

조교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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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열및학과 직위 성명 보직

항공서비스과
교수 김은희 학과장

조교 김유진

예체능

사회체육과

교수 배영훈 학과장

교수 김재호

조교 유해인

산업디자인과
교수 차병수 학과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조교 팽다빈

자연

과학

의료피부미용과

교수 장정현

학과장,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단장, 

대학학과별맞춤형취업지원사업단장, 

창업지원센터장

교수 박미라

조교 강연정

헤어뷰티과

교수 김남희

학과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산학

혁신팀원, 스마트리빙케어사업단 

인재발굴팀장

교수 김태영

교수 홍세원

조교 최정아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한진숙
학부장, 스마트리빙케어사업단 JOB

이지운영팀장

교수 김경환

교수 김호경

조교 정연서

실습조교 차유미

보건

계열
간호학과

교수 강효정
학과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교육혁신팀원

교수 이상주
지역사회통합돌봄식사서비스지원센

터장

교수 김태경

평생교육원장, DIT BLS교육원장, 

OK일자리사업단장, 국제교류센터

장, 미래평생교육사업단장, 한국어

교육원장

교수 서영승

간호대학실습교육지원사업단장, 치

매극복선도대학사업단장, DIT 

Warm 시뮬레이션센터장

교수 김순희

교수 김윤지

교수 박지원
간호대학실습교육지원사업단팀장, 

DIT Warm 시뮬레이션팀장

교수 박소연

교수 김문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미래가치혁신

팀원

교수 박윤희

교수 윤재현

교수 강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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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열및학과 직위 성명 보직

교수 하명남

조교 이선영

조교 인현철

조교 이현정

조교 최소원

실습조교 김선아

물리치료과

교수 백일훈 학과장

교수 이태식 입학홍보처장

교수 송민영 DIT스포츠재활센터장

교수 권유정

교수 김강훈

교수 김정욱

조교 정수빈

조교(마이스터) 강서윤

조교(스포츠재활) 박한나

제약학부

교수 신명희 학부장

교수 김현정

교수 송해근

조교 고은향

방사선과

교수 강은보 교수학습지원팀장, 학과장

교수 신운재

교수 박철우 학생복지처장

교수 제재용

조교 정지수

응급구조과

교수 이미화 학과장

교수 김인주

교수 박영수

교수 이슬기

조교 임수연

임상병리과

교수 서충원 학과장

교수 이헌모

교수 장혜진

교수 김종완

교수 김혜란

조교 허윤정

보건행정과

교수 최연희 학과장

교수 강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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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열및학과 직위 성명 보직

교수 김대환

교수 방기현

교수 정현정

조교 박시은

공학

계열

기계설계과

교수 권일근 학과장

교수 김창동

교수 박형진

교수 이형국

교수 서영호

교수 고석조

교수 김성원
취업지원센터장, DIT테크노밸리부본부

장, 공동훈련센터장

교수 곽희환

교수 김국용 기계부품기술사관사업단장

교수 이문희
스마트리빙케어사업단 성인직업교

육훈련팀장

조교 이재경

조교 박지윤

실습조교 박선홍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박규환 학과장

교수 이병욱

교수 이화철

교수 강순덕

조교 박성민

자동차과

교수 장성규 학과장, 첨단모빌리티교육지원센터장

교수 최인근

교수 김순경

교수 강동권

교수 이상준 Uni-Tech사업단장

교수 이종호 전문대재학생단계일학습병행사업단장

교수 백원철

교수 김만호
미래형자동차현장인력양성사업단장, 

BB21플러스사업단장

교수 박재민

조교 서유림

실습조교 서종원

실습조교 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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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열및학과 직위 성명 보직

전기과

교수 이상훈
학과장, 슈나이더일렉트릭훈련센터

장, LINC 3.0 사업부단장

교수 원태현

교수 이화석
산학협력단장, 스마트리빙케어사업

단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교수 홍정표

교수 정종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미래가치혁신

팀장

교수 정민규

조교 하세희

AI전자과

교수 장문석 학과장

교수 김대경 교무처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교수 김태훈

교수 이상학 학술정보원장

교수 송기홍

조교 윤현성

인공지능컴퓨터정보과

교수 허봉식 학과장

교수 김종현 DIT AI융합센터장

교수 김진숙

교수 백건효

조교 이고은

공간정보지적과

교수 김원규 학과장

교수 최혜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미래가치혁신

팀원

조교 정재우

화학공학과

교수 이만성 학과장

교수 이화수

교수 나영수 역량교육혁신팀장

교수 김경호

LINC 3.0 사업단장, 스마트리빙케

어사업단 창의융합교육센터장, 스

마트리빙케어사업단 디지털교육운

영팀장, 가족회사통합지원센터장

조교 황재영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변태영 학과장, DIT AI카페 센터장

교수 조수범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 대학

혁신지원사업단 산학혁신팀장, 스

마트공장전문가인력양성사업단장

조교 이지윤

미래

융합

학부

양조발효과 교수 이문조 학부장

부동산공유비즈니스과 교수 박연수

헬스케어매니지먼트과 교수 김규범

사회복지요양서비스과 교수 이덕희

성인학습지원센터 직원 남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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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직원

부서명 처단장 부장(센터장) 부원

교무처

교무부

김대경

박현조 김옥명, 김민규, 정민효

역량교육혁신팀 나영수 박현조, 신예원

원격교육지원센터 김대경 박현조, 안성민

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

박철우

이준한 노홍래, 신종원

취업지원센터 김성원 윤재호, 양은지, 조연화, 정유진

입학홍보처 입학홍보부 이태식 최인배 이용준, 전재현, 최우성, 김수현, 정은영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 이화석 조민준 김원식, 최장우, 박민호, 박홍현

기술사관육성사업단 - - 김수지

크루즈전문인력양

성사업단
- 정연국 조현주

LINC 3.0 사업단 - 김경호 조민준, 김아라솔

일학습병행공동훈

련센터
- 김성원

조민준,

(P-TECH) 최은화, 이민석, 김태현, 김나현

(일학습병행) 권주희, 신정범, 황고은

스마트리빙케어

사업단
- 이화석 주진원, 홍형우, 김태정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
- 한진숙 김성혜

학교기업부 - 조민준 박효진, 박준성

동의분석센터 - 김석철 윤민수, 이은석

DIT테크노밸리 - 김성원 최성민

스포츠재활센터 - 송민영 김민철

지역사회통합돌봄식

사지원서비스센터
- 이상주 한진숙(고문), 김지현

DIT AI카페 - 변태영 박성민

미래형자동차현장

인력양성사업단
- 김만호 손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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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처단장 부장(센터장) 부원

기획처 기획부 김경화 박인기 홍성표, 황영태, 윤희정

사무처

총무부

조정우

심성용
이태환, 윤성민

(부속실) 박은효

경리부 심성용 이현숙, 최재경

관리부 구기본 박수원, 박영묘, 박형집, 박성수, 김지운, 이형규

부속기관

학술정보부

이상학

최소용 황은정, 최성두, 하랑서, 김법성, 김세희, 이준엽, 유보람

정보전산부 신현주 정창배, 윤민근

DIT교수학습개발센터 - 조채영 고세명, 박선영, 주예지, 김민정

국제교류센터 - 김태경 임동현

DIT학생생활관 박철우 이준한 서성진, 김명진, 박미령, 강철용, 정진희

부설기관

평생교육원/디지

털평생학습원
김태경 임동현 석은정, 박서영, 추재현, 윤호영, 우하민

DIT BLS교육원 김태경 임동현 -

미래평생교육사업단 김태경 임동현 추재현, 남동현

OK일자리사업단 김태경 임동현 -

체육진흥단 조정우 구기본

박수원

(야구감독) 염종석

(유도감독) 옥경숙

(축구감독) 김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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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과학대학교학칙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2.03.01.
소관부서 기획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동의과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열린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산

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교는 동의과학대학교(東義科學大學校)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54(전포동)에 둔다.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계열 및 학과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고등

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

정 2018.03.01., 2019.03.01., 2020.03.01., 2021.03.02., 2021.06.01., 2021.11.15.>

제6조(계약에 의한 설치학과) ① 본 대학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이내로 하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21.11.15.>

   ③ 계약학과의 신입생 선발방법 및 학사관리, 학점이수, 학점인정, 수업, 성적평가,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01.>

   ④ 계약학과로 운영되는 일학습병행제 전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1.01.>

제7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제5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2에 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1.11.15.>

   ③ 입학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④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사람은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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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

한다.

 

제8조(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① 본 대학교에는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이하 “인증학위과정”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증학위과정은 전문학사과정 설치학과에 둔다.

   ② 인증학위과정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 내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학위과정이 설치된 학과 및 수여 학위명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계열/학과의 개설 및 통･폐합) 학과의 신규개설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계열/학과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 의하

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은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명칭은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장  직  제

제11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전임교원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9.07.01.>

   ② 총장은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1. 삭제 <2019.07.01.>

   2. 삭제 <2019.07.01.> 

   3. 삭제 <2019.07.01.>

   4. 삭제 <2019.07.01.>

   5. 삭제 <2019.07.01.>

   ③ 교육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7.01., 2021.11.15.>

제11조의2(강사)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서 적용한 관련 규정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07.01.]

제12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교육과 연구에 성실히 임하며, 학생 지도와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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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3조(교원 재임용 심사) ① 본 대학교 전임교원(비 정년제 전임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기간 또는 근

무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재임용･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다.

   1. 학생교육에 관한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사항

   4. 교내･외 봉사에 관한사항

   ② 재임용･재계약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조직) ① 본 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복지처, 기획처, 입학홍보처, 산학협력단, 사무처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18.01.01.>

   ② 각 처･단에 처･단장을 보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7.01.>

   ③ 교무처･학생복지처･기획처･입학홍보처･산학협력단에는 부처장･부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01.01., 2019.07.01.>

   ④ 각 처･단의 사무 분장 및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5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4년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간호학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③ 자동차계열 자동차설계생산전공 유니테크 과정의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개정 2018.03.01.>

   ④ 스마트리빙케어학부 과정의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2.03.01.>

제1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하되, 2주(14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개

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계절학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22학년도동의과학대학교대학요람

64

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

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20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 

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학원설립일 : 10월 22일

   ② 하계방학·동계방학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 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21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입  학

제22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입학자격)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24조(입학지원절차) 입학 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5조(입학전형) 입학 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6조(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

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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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30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2. 이중학적을 가진 사람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되는 사람

제31조(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

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내∙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 및 자격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을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01.>

   ③ 산업체위탁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협약학과) 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계고･전문대학･산업체･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취업약정제학과(협약학과)를 개설

할 수 있다.

   ② 협약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제33조(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일정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편입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1.01.>

   1. 국내･외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개정 2017.11.01.>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② 편입학 시기에 따라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01.>

   1. 1학년 2학기 편입은 전문대학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2. 2학년 1학기 편입은 35학점 이상 취득자

   3. 3학년 1학기 편입은 70학점 이상 취득자

   ③ 편입학은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④ 기타 편입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사람으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는 5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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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계열/학과장 추천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 계열 및 학과에 한한

다.

   ④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당해 연도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35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학기포기 후 1학년 1학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

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으로 입학한 사람은 전과를 불허한다. <개정 2021.03.02.>

   ② 전과의 계열/학과별 입학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③ 전과의 계열/학과별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④ 전과한 사람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기타 전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36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창업, 감영병 등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20.09.01.>

   ② 휴학기간은 1년 단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5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학은 군 휴학,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1. 군휴학 : 병역 의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

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진단서(임신･출산), 가족관계증명서(육아), 연수허가

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역의무로 인한 군 휴학자와 질병으로 인한 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학기 개시일 이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제37조(복학) ①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

무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② 복학은 학기 개시 후 4주(28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

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사람은 학적을 상실한다.

제39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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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 계출 결석 4주를 초과한 사람

   3. 타교에 입학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

   ② 삭제 <2019.07.01.>

제8장  교과 및 수업

제40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3.02.>

   ② 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각 계열 및 학과별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현

장실습은 전공교과의 선택으로 하여야 하나 학과의 사정에 따라 필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3.02.>

   ③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적이 변동된 사

람은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인증 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

학과,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은「고등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

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고등교육법」제35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

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

만,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매학기 21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신설 2019.03.01.>

   ④ 제40조제2항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1학점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학점인정) ①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은 졸업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병역법」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복무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기당 3학점 이내 재학 

중 최대 6학점 이내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9.03.01.>

   ③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 방법은 따로 정한

다. <개정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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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③ 수업시간표는 강의 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④ 강좌는 09:00부터 23:0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폐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타교생의 수업) 국내･외의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업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한다.

제46조(집중수업) 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

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교원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1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

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3.01.>

   ③ 교원시간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

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제49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50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

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졸업예정학기에 취업한 자는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51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중간시

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사람은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 취득(F)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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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

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태도,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배  점 평  점

A+  100~95 4.5

A0 94~90 4.0

B+ 89~85 3.5

B0 84~80 3.0

C+ 79~75 2.5

C0 74~70 2.0

D+ 69~65 1.5

D0 64~60 1.0

F 59이하 0

P 불 계

   ② 교과목 성적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 등에 있어서는 P등급으로 한다. 이때, 취득 학점은 인

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 취득(F)으로 처리한다.

   

제54조(성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중복 수강신청 후 취득한 성적

   3. 출석 미달과목의 성적

   4. 성적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

   ② 취소한 성적은 번복할 수 없다.

제55조(학사경고) ① 성적평가 결과 당해학기 15학점 미만이고 평균평점이 1.5 미만 취득한 사람에게 학

사경고를 한다.

   ②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당해학기 13학점 미만이고 평균평점이 1.5 미만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경

고를 한다.

제56조(유급) ① 졸업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졸업미달 학점만큼 재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졸업학점이 미달된 경우는 등록금에관한규정에 따른다.

   ③ 기타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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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사람은 졸업자

격을 부여하며,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해당 학위명은 별

표3과 같고, 학위증서에는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03.02.>

   ②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80학점(3년제 과정은 120학점, 4년제 과정은 140학점) 이상 취득

하여야 한다.

   ④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75학점(3년제 과정은 112학점, 4년제 과정

은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9.03.01.>

   ⑤ 2006학년도 입학까지는 졸업학점 중 필수교과와 전공 45학점(3년제 과정은 75학점), 교양교과 6학

점(3년제 과정은 9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2007학년도 입학부터는 졸업학점 중 필수교과와 전공 45학점(3년제 과정은 75학점), 교양교과 9학

점(3년제 과정은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2012학년도 입학부터는 졸업학점 중 필수교과와 전공 45학점(3년제 과정은 75학점, 4년제 과정 

100학점), 교양교과 14학점(3년제 과정은 16학점, 4년제 과정은 2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 2014학년도 입학부터는 졸업학점 중 필수교과와 전공54학점(3년제 과정은 84학점, 4년제 과정 100

학점), 교양교과 14학점(3년제 과정은16학점, 4년제 과정은 2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⑨ 2018학년도부터 입학한 산업체위탁교육생 별도반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7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01.>

   ⑩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졸업학점 중 필수교과와 전공 50학점(3년제 과정은 78학점, 4년제 과정

은 95학점), 교양교과 12학점(3년제 과정은 14학점, 4년제 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03.01.>

   ⑪ 2020학년도부터 입학한 미래융합학부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7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1.>

   ⑫ 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으로 1년제 과정은 20학점 이상, 2년제 과정은 60학

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단,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년제 과정은 18학점 이상, 2년제 과정은 55

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9.03.01.>

   ⑬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⑭ 인증 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이 충족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해당

하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⑮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기본문해력진단평가 (언어문해력진단평가/수리문해력진단평가)의 합격기준 

점수를 모두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일학습병행(전문대 재학생단계, P-Tech), 산업체위탁과

정, 전공심화과정, 편입생, 미래융합학부, 스마트리빙케어학부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03.01.> 

<개정 2020.03.01., 2022.03.01.>

   ⑯ 2022학년도부터 입학한 스마트리빙케어학부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70학점 이상 취득하

여야 한다. <신설 2022.03.01.>

제58조(명예학위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본 대학교의 명예와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

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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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제50조(「고등교육법」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

   2.「고등교육법」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② 제58조에 따른 명예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0조(후기졸업)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졸업학점이 미달되는 사람

   2. 제57조를 이수하지 못한 사람 <개정 2019.03.01.>

제61조(수료)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개정 2018.03.01.>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②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03.01.>

     1. 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간호학과는 28학점 이상) <개정 2020.09.01.>

     2.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간호학과는 60학점 이상) <개정 2020.09.01.>

     3. 3학년 수료 : 112학점 이상 (간호학과는 95학점 이상) <개정 2020.09.01.>

     4. 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

제10장  평생교육

제62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전

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 학생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시간제등록제) ① 본 대학교는「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등록

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본 대학교의 학기별 시간제 등록생 모집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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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학점은행제) ① 총장은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학

습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 요건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을 

받은 사람이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교양 15학점이상, 전공 45학점이상, 총 80학점 이상

을 인정받은 사람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평가인정 학습과정학점 및 제적 전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모두 포함

하여 48학점(다만, 전문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36학점) 

이상인 사람 <개정 2020.09.01.>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및 동조 제2항제3호에 의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총 18학점 이상인 사람. 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교육과정이수 및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5. 삭제 <2020.09.01.>

   6.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매학기 모집인원, 전형방법, 등록, 교육과정 및 등록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학점은행제 학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5호서

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학점인정 등에 관

한 법률」제5조에 의한 학위종별 및 전공에 따른다.

   ⑤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계열 및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학생활동

제67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이고 도전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

여 학생 자치기구인 동의과학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자퇴와 동시에 회원신

분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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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명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의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④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원(지도위원)이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

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원은 총장의 명

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

항은 따로 정한다.

제71조(대학 내 집단 활동 운영대책) ① 대학은 학생 집단 활동 시 담당 지도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하며, 

인권침해 사고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과 관련 세부사항은 제규정에 의

한다.

   ② 집단 활동이란 대학의 동아리･학생회･학과･대학전체가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

(OT, MT, 환영회, 축제, 체육대회,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72조(처벌) 제68조를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12장  규율 및 상벌

제73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74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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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학칙을 위반한 사람.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사람으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사람.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든 징계에 대상되는 사람은 징계 심의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76조(성희롱 예방)「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장  등록금

제77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

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8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등

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9조(등록금의 반환) ①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교 등록금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장학금

제80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자퇴하는 경우 기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제15장  대학평의원회 및 제위원회

제81조(대학평의원회) ① 본 대학교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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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학평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

다.

   ② 교무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3조(기획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운영 및 제규정의 제정, 개정･폐
지 등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4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3명, 학생 3명, 동창회위원 1명, 관련전문가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그 밖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5조(제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86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

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7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01.>

제88조(의견제출및처리)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0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

이 공포한다. 

제17장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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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의 부속기관에는 학술정보원, DIT교수학습개발센터를 두며, 그 외에 부속

기관의 설치는 본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술정보원은「대학도서관진흥법」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학칙으로 정하도

록 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술정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2조(부설기관) 본 대학교의 부설기관은 평생교육원, 디지털평생학습원을 두며, 그 외 부설기관의 설

치는 본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8장 삭제 <2017.11.01.>

제93조 삭제 <2017.11.01.>

제94조 삭제 <2017.11.01.>

제95조 삭제 <2017.11.01.>

제96조 삭제 <2017.11.01.>

제97조 삭제 <2017.11.01.>

제19장  자체평가

제98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운영의 전반

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9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총장은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교육관련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

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0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1조(평가결과의 공시)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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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

제102조(용어의 정의) ① “장애학생”이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학생을 말한

다. 

   ② “다문화가족학생”이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

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 중 본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제103조(차별금지)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에 대해 학생권, 학습권, 생활복지권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교의 책임, 교수･학습 및 상담과 취업지도, 편의시설, 보

호조치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4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 장애학생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장  학교기업 [종전 제20장은 제21장으로 이동 <2020.03.01.>]

제105조(학교기업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본 대학교 교

내에 학교기업을 설치한다.

   ② 학교기업의 명칭은 동의분석센터, DIT스포츠재활센터, DIT테크노밸리, 

지역사회통합돌봄식사서비스지원센터로 한다. <개정 2020.09.01.>

   ③ 학교기업의 설치 종목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 및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3.01.>]

[종전 제105조는 제109조로 이동 <2020.03.01.>]

제106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① 동의분석센터의 사업종목은 성분검사 및 조사서비스로 하며 세부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 수질검사

   2. 토양 오염도조사

   3. 석면조사

   ② DIT스포츠재활센터의 사업종목은 운동지도로 한다.

   ③ DIT테크노밸리의 사업종목은 NC가공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통합돌봄식사서비스지원센터의 사업종목은 집단급식소로 한다.  <신설 2020.09.01.>

[본조신설 <2020.03.01.>]

제107조(현장실습)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학교기업 연계학과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운영한다.

   ② 현장실습은 최소 2학점 이상으로 개설하여 이수한다.

   ③ 현장실습은 방학 중 4주, 160시간 이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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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0.03.01.>]

제108조(운영위원회) ①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03.01.>]

제22장  보  칙 [제21장에서 이동 <2020.03.01.>]

제109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5조에서 이동 <2020.03.01.>]

제110조(천재지변 및 감염병 유행 시 대학운영) 국가적 천재지변 및 감염병 유행과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업, 시험, 성적 및 휴학 등과 같은 대학운영에 연관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09.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의공업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83학년도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24조제5항은 1984학년

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자격고시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전문대학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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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 정원을 입학 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 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중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

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학과 명칭이 변경된 공업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과의 소속으로 본다.

제3조(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22조제1항은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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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동의공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동의공업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

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학과 명칭이 변경된 영상정보처리과, 공업경영과, 환경공업

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영상정보과, 

산업시스템경영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② 아래의 학과에 소속된 지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해

당 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기계설계과, 금형설계과, 컴퓨터응용설계과 ➡ 기계시스템계열

전자과, 전기과 ➡ 전기전자계열

전자계산과, 사무자동화과 ➡ 컴퓨터정보계열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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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학과 명칭이 변경된 전자통신과, 식품공업과, 건축장식과에 소

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정보통신과, 식품생명

과학과, 실내건축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학과 명칭이 변경된 산업시스템경영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시스템경영과, 

환경정보시스템과의 소속으로 본다.

제3조(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면개정 2003.5.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동의공업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

여 동의과학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학년도동의과학대학교대학요람

8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총장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 개정(법률 제9356호)과 관련하여 법률 

공포일(2009.1.30.)부터 ‘학장’을 ‘총장’으로 하고,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일괄 개정･시
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및 정관 개정에 따라 이 학칙 시행당시 종

전의 동의과학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동의과학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는 각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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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에 따라 디자인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전면개정 2017.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통합에 따라 건축과, 실내건축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건축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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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 경영정보계열은 경영계열로, 정보통신과는 전자통신과로 학과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 국제관광계열(관광중국어전공, 관광일본어전공)은 관광외국어계열(관광중국어전

공, 관광일본어전공)로, 국제관광계열(호텔관광서비스전공)은 호텔관광서비스과로 학과명칭을 변경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 식품영양조리계열은 식품영양조리학부로, 약재자원과는 헬스케어약재과로 학과명

칭을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등)

  1. 2020학년도 1학기 감염병 유행에 따라서 국가적 재난사태 및 감염병 유행 시 대학운영을 관리하는 

제110조(천재지변 및 감염병 유행 시 대학운영)을 신설하고, 해당 조문 및 관련 조치에 한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 이 개정 학칙 제65조(학점은행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 및 제적생들에

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 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학과통합에 따라 전자과, 전자통신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

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AI전자과 소속으로 본다. 

   2. 토목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공간정

보지적과 소속으로 본다. 

   3. 의무행정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보

건행정과 소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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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영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

회계과 소속으로 본다. 

   5. 기계계열 금형설계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

한 자는 스마트CAD/CAM전공 소속으로 본다.

   6. 부동산경영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부동산재테크정보과(야)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명칭 변경) 식품영양조리학부는 호텔조리영양학부, 헬스케어약재과는 약재자원과, 경찰경호행

정계열은 경찰행정계열로 학과명칭을 변경한다.

제4조(전공명칭 변경) 경찰경호행정계열 공무원양성전공은 경찰행정계열 행정전공, 경찰경호행정계열 경

호보안전공은 첨단보안전공으로 전공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기계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기계설

계과 소속으로 본다.

 2. 컴퓨터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인

공지능컴퓨터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3. 건축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인테리

어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4. 자동차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자동

차과 소속으로 본다.

 5. 화학공업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화학

공학과 소속으로 본다.

 6. 약재자원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제약

학부 한방약재과 소속으로 본다.

 7. 경찰경호행정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찰경호행정과 소속으로 본다. 

 8.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사회

복지학과 소속으로 본다. 

 9. 호텔관광서비스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호텔크루즈관광과 소속으로 본다.

10. 미용계열 피부미용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의료피부미용과 소속으로 본다. 

11. 미용계열 헤어뷰티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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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헤어뷰티과 소속으로 본다. 

12. 호텔조리영양학부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호텔외식조리과 소속으로 본다. 

13. 헬스케어매니지먼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헬스융합복지과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명칭 변경) 기계계열은 기계설계과, 컴퓨터정보과는 인공지능컴퓨터정보과, 건축계열은 인테

리어디자인과, 자동차계열은 자동차과, 화학공업과는 화학공학과, 약재자원과는 제약학부 한방약재

과, 경찰경호행정계열은 경찰경호행정과,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학과, 호텔관광서비스과는 호텔크루

즈관광과, 미용계열 피부미용전공은 의료피부미용과, 미용계열 헤어뷰티전공은 헤어뷰티과, 호텔조

리영양학부는 호텔외식조리과, 헬스케어매니지먼트과는 헬스융합복지과로 학과명칭을 변경한다.

제4조(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개정 21.03.02. 기준)에 따른다.

제5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폐과된 경영회계과, 공간정보지적과, 관광외국어계열(관광일본어전

공, 관광중국어전공), 항공서비스과는 2023년 2월까지 존속하며, 소속 재학생 졸업 시에는 종전의 

학칙(개정 21.03.02. 기준)에 따라 학과명을 표기하여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발급한다. 다만, 

이 외의 사항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중점교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동의과학대학교학칙」제11조제3항 개정과 관련하여 학

칙 공포일(2021.11.15.)부터 관련 규정류에서 ‘강의전담교원’을 ‘교육중점교원’으로 일괄 개정

하여 시행한다.

제3조(전문학사 종별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동의과학대학교학칙」별표 3의 전문학사 종별명칭 변

경은 2021학년도 2학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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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7.11.01., 2019.03.01., 2020.03.01., 2021.03.02., 2021.11.15.>

- 2021학년도 학부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구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구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 및 계열 주간 야간 학과 및 계열 주간 야간

공학

건축계열
- 건축전공
- 실내건축전공

50

인문사회

경영회계과 40

기계계열
- 기계설계전공
- 스마트CAD/CAM

130
경찰행정계열

- 경찰전공
- 행정전공
- 첨단보안전공

110

자동차계열
- 자동차정비검사전공
- 자동차설계생산전공

130 관광외국어계열
- 관광중국어전공
- 관광일본어전공

60
(30)
(30)전기과 120

부동산재테크정보과(야) 30AI전자과 80
사회복지과 80소방안전관리과 70
유아교육과(3년제) 70컴퓨터정보과 70
항공서비스과 33공간정보지적과 30
호텔관광서비스과 90화학공업과 90

보건

간호학과(4년제) 108

자연과학

미용계열
- 피부미용전공
- 헤어뷰티전공

120
(40)
(80)물리치료과(3년제) 40

호텔조리영양학부
- 식품영양학전공
- 호텔외식조리전공

110
방사선과(3년제) 40

응급구조과(3년제) 40

임상병리과(3년제) 50
미래융합
학부

부동산공유비즈니스과 15
사회복지요양서비스과 15

약재자원과 30
헬스케어매니지먼트과 15

보건행정과 100 양조발효과 15

예체능
사회체육과 100 소   계 2,111 30

산업디자인과 60 총   계 2,141

- 2022학년도 학부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구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구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 및 계열 주간 야간 학과 및 계열 주간 야간

공학

 AI전자과 50

인문사회

 경찰경호행정과 70
 기계설계과 110  부동산재테크정보과(야)  30

 소방안전관리과 50
 사회복지학과 60

 인공지능컴퓨터정보과 40

 인테리어디자인과 30  유아교육과(3년제) 50
 자동차과 110  창업학부

 -디저트카페과
 -온라인쇼핑몰과

50
 전기과 80

 호텔크루즈관광과 60 화학공학과 60

보건

 간호학과(4년제) 122

자연과학

 의료피부미용과 40 

 물리치료과(3년제) 40  헤어뷰티과 80 

 방사선과(3년제) 40  호텔외식조리과 60
 보건행정과(3년제) 65

미래융합학부

부동산공유비즈니스과 25
 제약학부

 - 바이오생명제약과
 - 한방약재과

60
(30)
(30)

사회복지요양서비스과 30

헬스융합복지과 15
 응급구조과(3년제) 40

양조발효과 15
 임상병리과(3년제) 50

예체능
사회체육과 100 소   계 1,642 30
산업디자인과 40 총   계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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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2021.11.15.>

[별표 2-1] <신설 2021.11.15.> <개정 2022.03.01.>

  - 2022학년도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

학 과 명 수업연한 입학정원

스마트기계자동차과 2 100

융합전기전자통신과 전기전공 2 100

융합전기전자통신과 전자전공 2 50

스마트리빙케어학부

스마트뷰티케어과 1.5

90스마트푸드조리과 1.5

스마트화장품소재과 1.5

총   계 340

[별표 2-2] <신설 2021.11.15.>

  - 2022학년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 과 명 수업연한
입 학 정 원

주간 야간 계

부동산경영학과 2 0 20 20

자동차공학과 2 0 15 15

약재자원학과 2 0 15 15

물리치료학과 1 0 20 20

방사선학과 1 0 30 30

산업보건응급구조학과 1 0 20 20

유아교육학과 1 0 20 20

임상병리학과 1 0 20 20

기계공학과 2 0 15 15

건축공학과 2 0 15 15

총   계 0 19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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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1.03.02., 2021.11.15., 2022.03.01.>

-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의 종별

종      별 해 당 학 과 및 계열 비고

공학전문학사

건축과, 토목과, 전자통신과, 전기과, 실내건축과, 자동차계

열, 컴퓨터정보과, 기계계열, 화학공업과, 전자과, 건축계열, 

융합기계과, 스마트기계자동차과, 융합전기전자통신과, 공간

정보지적과, AI전자과, 소방안전관리과, 기계설계과, 인공지

는컴퓨터정보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자동차과, 화학공학과, 

스마트화장품소재과

별지 

제1호서식

디자인전문학사 산업디자인과
별지 

제1호서식

식품전문학사
식품영양조리계열, 식품영양조리학부, 외식조리과, 호텔조리

영양학부, 호텔외식조리과, 스마트푸드조리과

별지 

제1호서식

항공운항전문학사 항공서비스과
별지 

제1호서식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과
별지 

제1호서식

관광전문학사 국제관광계열, 관광외국어계열, 호텔관광서비스과, 호텔크루즈관광과
별지 

제1호서식

경영전문학사
부동산경영과, 부동산재테크정보과, 경영정보계열, 경영계열, 

경영회계과, 창업학부

별지 

제1호서식

법학전문학사 경찰경호행정계열, 경찰경호행정과 
별지 

제1호서식

경찰전문학사 경찰행정계열
별지 

제1호서식

미용전문학사
미용계열, 헤어디자인과, 의료피부미용과, 헤어뷰티과, 스마

트뷰티케어과

별지 

제1호서식

체육전문학사 사회체육과
별지 

제1호서식

보건전문학사
임상병리과, 의무행정과, 약재자원과, 방사선과, 물리치료

과, 응급구조과, 헬스케어약재과, 보건행정과, 제약학부

별지 

제1호서식

간호학사 간호학과
별지 

제4호서식

보건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학

사
보건행정과

별지 

제6호서식

-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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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해 당 학 과 및 계열 비고

공 학 사 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별지 

제4호서식

보건학사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산업보건응급구조학과, 약재자원학과

별지 

제4호서식

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별지 

제4호서식

경영학사 부동산경영학과
별지 

제4호서식

- 교원양성과정 교원자격종별

종      별 해 당 학 과 및 계열 비고

유지원정교사(2급) 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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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3.02.>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      )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 영 도 

  학위등록번호 : 동의-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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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학 과(계열):

전       공: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년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 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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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00기술전문)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 영 도

  학위등록번호 : 동의-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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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     )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 영 도

 학위등록번호 : 동의-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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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 0000-학점000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공 :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제6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학사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 영 도

  학위번호 : 동의과학대-학점-0000-000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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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보건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 영 도 

  학위등록번호 : 동의-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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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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