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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출국 전 안내사항
01 비자신청 및 입국절차

02비자신청 방법

03기숙사 안내

04픽업신청 방법 및 도착안내

05유학생 보험

06출국 전 준비물

도착 후 해야할 일
01 기숙사 입사

02외국인등록증 신청

03학생증 신청

04은행통장 개설

05핸드폰 개설

캠퍼스 생활
01 학부 신입생 수강신청 및 예비대학

02한국어 강좌

03유학생 지원제도

04유학생 행사

05유학생 장학제도

06셔틀버스 및 동아순환버스

07편의시설 이용안내

가. 교내식당 및 카페테리아

나. 도서관

구덕
메디컬 캠퍼스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19만 동문파워

부산 최고의 사립대학

부민
글로컬 캠퍼스

대학소개

승학
산학협력중심의 캠퍼스

특성화된
3개의 캠퍼스

다양한 
유학생 지원

제도

19만 
동문파워

GKS외국인정부장학금 지급대학
외국인을 위한 특별장학 제도 : Dong-A 

Global Scholarship, Brain Dong-A 등

University
Introduction

다양한 
장학제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대학
전세계 35개국 출신의 
유학생들이 만드는  작은 지구촌 문화

유학생 지원전담팀 구성
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생활지원, 
취업진로지원 프로그램
유학생 전용 강의시설 및 기숙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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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월별 일자
일정

한국어 강좌 학부/대학원

2017.2월
2.10.(금) ~ 2.18.(토)    - 1학기 수강신청

2.13.(월) ~ 2.15.(수)    - 신입생 예비대학

3월
3.1.(수) 1학기 - 개강

3.6.(월) 1학기 개강

4월
4월 중 한국어 말하기 대회 -

4.19.(수)~4.25.(화) - 중간시험

5월
5월 초 1학기 문화체험

5.12.(금) 1학기 종강

6월

6.5.(월) 여름학기 개강

6.13.(화)~6.19.(월) - 기말시험

6월 중 체육대회 -

6.20.(화)~8.31.(목) - 하계방학

7월 7월 중 전통문화체험 -

8월

8.14.(월)~8.18.(금) - 2학기 수강신청

8.18.(금) 여름학기 종강

8월 말 - 신입생 예비대학

9월

9.1.(목) 2학기 개강

9.4.(월) 2학기 개강 -

9월 말 대학축제 ‘대동제’

10월
10.20.(금)~10.26.(목) 중간시험 -

10월 말 인터내셔널 데이

11월

11.1.(수) 개교기념일(휴일)

11월 초 2학기 문화체험 -

11.10.(금) 2학기 종강 -

12월

12.4.(월) 겨울학기 개강 -

12.18.(월)~12.23.(토) 기말시험

12.24.(일)~2017.2.28.(수) - 동계방학

12월 말 글로벌 프렌즈(유학생 송년의 밤)

2018.1월 1월 중 골든벨 퀴즈대회 -

2월 2.9.(금) 겨울학기 종강 -

국제교류처 소개
국제교류처는 여러분들의 유학생활을 위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유학생활 전반에 대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적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처는 유학생 여러분들의

즐겁고 안전한 유학생활에 도움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국제교류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아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1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02   연락처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http://global.donga.ac.kr)

국제교류팀 : 051-200-6442~4, 6446~8

국제지원팀 : 051-200-1491~3

- 입학 상담문의 : 051-200-1493 / 한국어강좌 :koreanedu@donga.ac.kr

학부 · 대학원 contact@donga.ac.kr

- 유학생 지원업무(비자, 체류, 장학금, 기숙사 등) 문의 : 051-200-1492 / global@donga.ac.kr

- 한국어수업 문의 : 051-200-1492/ jikyung@dau.ac.kr

03   위치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30-1, 

동아대학교 석당 글로벌하우스 2층 B6-0206

국제교류처

•해외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해외대학 관계자 의전

•재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

•외국인 유학생 유치.기획

•외국인 유학생 입학(한국어강좌, 학부, 일반대학원)

•유학생 비자 및 체류관리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관리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제반업무

국제교류팀 국제지원팀

석당
글로벌 하우스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부산은행 영락교회 CU(C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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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안내사항

01   비자신청 및 입국절차

02   비자신청 방법

            가. 정규과정 입학 비자(D-2)

- 비자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비자발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각 국가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증신청 전 반드시 각국 대한민국 영사관(대사관)으로 제출서류 문의하고 신청할 것 

나. 일반연수 비자(D-4)

- 비자 발급 대상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사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본인이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수수료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 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학교에서 발송)

최종학력증명서(제출서류 원본대조 후 학교에서 발송)

재정입증서류: 미화 18,000불 이상의 잔고 증명서 등(제출서류 원본대조 후 학교에서 발송)
※ 잔액 증명서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학교 사업자등록증(학교에서 발송)

학교 한국어연수 계획서(학교에서 발송)

신청방법 본인이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수수료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 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학교에서 발송)

제출서류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학교에서 발송)

최종학력증명서(제출서류 원본대조 후 학교에서 발송)

재정입증서류: 미화 9,000불 이상의 잔고증명서 등(제출서류 원본대조 후 학교에서 발송)
※ 잔액 증명서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에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학교 사업자 등록증(학교에서 발송)

학교 한국어연수 계획서(학교에서 발송)

합격자 결정 후
비자서류 송부

(표준입학허가서 포함)

대한민국
영사관 방문,

사증신청

사증신청
결과알림

입국일자
논의

비행기표
구입, 입국

기숙사 입사,
기숙사비

납부
개강

대학→학생 학생 학생→대학 학생,대학 학생 학생→기숙사 대학 * 각 국가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증신청 전 반드시 각국 대한민국 영사관(대사관)으로 제출서류 문의하고 신청할 것

03    기숙사 안내(입학지원서에 기숙사 신청한 학생들만 입사 가능)

- 유학생 전용 기숙사는 국제교류과에서 배정하며, 학생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대학 사정에 따라 상기의 기숙사 이외에 교내 · 외 다른 기숙사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금액은 정규입사기간의 대략적인 기숙사비로, 입사일자에 따라 전체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숙사비는 입사일에 자세
하게 안내합니다.

- 기숙사에는 개인이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국 후 개별적으로 구입하거나, 개인이불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단, 석당 글로벌하우스는
이불을 대여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입사 시 신청하면 됩니다.

구 분 시 설 기숙사비 식비 호실 유형

한림생활관

가. 기본시설 : 침대, 책상, 의자, 서랍(거울, 신발장
포함), LAN케이블

나. 그 외 시설 : 식당, 휴게실, 인터넷카페, 세탁실,
독서실, 체력단련실

약 100만원
(6개월,
정규입사
기간 기준)

불포함
(식권구입 가능)

2인 1실
(1인실 없음)

석당글로벌
하우스

(유학생 전용 기숙사)

가. 기본시설 : 침대, 책상, 옷장, 신발장, 수납장 등

나. 그 외 시설 : 카페테리아, 휴게실(간이 조리실), 세
탁실, 기도실 등

약 140만원
(6개월,정규입사

기간 기준)

불포함
(간이조리실 있음)

한누리타워
(교외숙소)

가. 기본시설 : 침대, 책상, 옷장, 신발장, 수납장 등

나. 그 외 시설 : 호실 내 조리실, 세탁실 있음

* 비고: 교외숙소 총 15개실 운영. 입사가능 인원 총 30명

약120만원
(6개월, 정규입사

기간 기준)

불포함
(간이조리실 있음)

Seokdang Global House 1

Seokdang Global House 2

Hanlim Dormitory 1

Hanlim Dormito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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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픽업신청 방법 및 도착안내

            가. 신청방법 

            - 비자 발급 후 동아대학교와 입국 날짜를 상의하고, 이후 픽업 신청서와 비행기표를 이메일(koreanedu@donga.ac.kr)
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global.donga.ac.kr(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픽업기간 : 개강식전 1주일 동안만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강식 이후에 입국하는 학생은, 비자를 발급받은 후 비행기표 구매하기 전에 이메일로
(koreanedu@donga.ac.kr) 도착일자 상의할 것

            다. 픽업가능 장소 : 김해공항, 부산역, 부산국제여객터미널

            ※ 대학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픽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김해공항 승차장 안내도 |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1호선 ‘토성역’ 2번 출구에서 동아대학교 방면으로 도보 5분

택시 이용 시(김해공항→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 요금: 15,000원 내외

            - 승차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로 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05    유학생 보험
            - 동아대학교에 유학하는 모든 유학생은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1) 개인 가입의 경우: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국제교류과에 제출

            2) 유학생 단체보험(동아대학교 지정)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교류과에서 신청

            - 비용 : 약 150,000원 내외(1년 기준)

            - 보장내용, 보험플랜, 지급 시 유의사항, 청구방법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http://www.foreignerdb.com/student/student_apply.asp?sn=donga

06  출국 전 준비물

개별적으로 한국어강좌 개강식에 참석하는 경우

리무진 버스 :  서면 · 부산역 방면(요금: 6,000원), 해운대·남천동 방면 운행 (요금: 7,000원)

지하철 :         부산-김해 경전철 공항역에서 3호선 대저역 또는 2호선 사상역에서 환승

택시 :            남포동까지 약 15,000원, 서면까지 약 20,000원

김해공항에서 개인숙소로 이동하는 경우

P

1

1

1

2

2

2

3

3 5

3

5

5

국제선 터미널 주차장

P 국내선 터미널 주차장

P 주차장

2층 고가도로

1층 버스정류장

2층 고가도로

모범택시/일반택시

국내선
화물청사 국내선 터미널

도시 간 리무진 버스 정류장

도시 내 리무진 버스 정류장

도시 내 버스 정류장

순환 버스 정류장

1

2

3

5

도시 간 리무진 버스 정류장

도시 내 리무진 버스 정류장

도시 내 버스 정류장

순환 버스 정류장

중요 준비물

여 권 사본을 따로 보관할 것

비자 허가서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것, 사본 소지

사 진 여권용으로 여러 장 준비 (여권 분실 시, 또는 학생증 발급용으로 활용)

항공권 영문이름(여권명과 동일), 출국일자 확인할 것

환전 한국 돈(달러, 위안화, 엔화 정도는 한국에서 환전가능)

신용카드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카드인지 사전에 확인

국제전화 현금 없이 간단히 쓸 수 있는 후불식 전화신청

국제학생증 시외버스나 레스토랑 등에서 학생할인 가능

국제 운전 면허증 렌트카로 여행할 사람에겐 필수

유학생 보험 본국에서 가입하는 경우, 가입증서 사본 준비

국제선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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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준비물 외

①  기본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것들, 사전이나 책, 문구류

②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용품, 개인물품, 옷, 신발, 생리용품(여학생), 세면도구, 화장품, 안경(렌즈 포함)

③  개인적으로 입맛이 안 맞을 경우를 대비한 향신료(상온에서 장기 보관이 가능한 물품)

④  건강을 위한 상비약품 및 개인약품

⑤  부산이라도 겨울에는 바람이 강해 춥기 때문에 따뜻한 옷 준비

⑥  증명사진(흰색 바탕), 가족사진, 여분의 돈

⑦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 노트북, 핸드폰 & 충전기, 멀티탭 (사용전력: 220V)

⑧  기타 필요한 개인물품

도착 후 해야 할 일

01    기숙사 입사(기숙사 신청자에 한함)

            가. 방배정 확인 후, 입사등록(서약서, 비품점검표 제출)

            나. 기숙사비 납부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최종 입사비 확인 후, 입사일로부터 1일이내 납입

            다. 건강검진결과표 제출(국내기관에서 발급한 결과표로, 입사일로부터 2주 이내 제출)

02    외국인등록증 신청

            가. 신청기간 : 입학 후 14일 이내

            나. 신청방법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신청(www.hikorea.go.kr 방문예약) 및 유학생 담당자 대리 신청

            다. 준비물 : 통합신청서(지정양식), 여권, 수강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신체검사지, 사진(흰색배경) 1장, 

            수수료 3만원

03 학생증 신청

            가. 최초 발급신청 시 : 입국 후 국제교류과 유학생지원 담당자에게 신청, 발급수수료 없음

            나. 재발급 신청 시

             - 준비물 : 증명사진(3*4 사이즈) 1장, 수수료 5,000원

             - 신청 : 한국어 연수생-국제교류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소속학과 사무실

             ※ 학생증은 충전식 교통카드로 사용가능하며, 기숙사 출입카드로도 사용됨 

04 은행통장 개설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소지하고 인근 은행지점에서 개설

            ※ 개설한 은행계좌의 ATM 현금인출 카드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만 신청가능

05 핸드폰 개설

            가. 개설방법 : 통장계좌 개설 후 외국인등록증 소지하고, 각 통신사(SK, KT, LG) 대리점 방문하여 신청

            나. 요금 : 매월 약 40,000원 ~ 50,000원(요금제 및 개인에 따라 상이, 핸드폰 기계값 별도)

            다. 통신사 정보

             •SK http://www.tworld.co.kr/           

             •KT http://www.olleh.com/       

             •LG http://www.uplus.co.kr/

한국유학생활 관련 참고사이트

스터디 인 코리아            http://www.studyinkorea.go.kr/ko/sub/overseas_info/life/life_reort.do

부산국제교류재단           http://www.bfia.or.kr/contents/b2.asp

한국어학습사이트           http://www.kosnet.go.kr/index.do
            http://efk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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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생활

01    학부 신입생 수강신청 및 예비대학

            가. 수강신청

            - 신청기간 : 2017.2월 중순, 8월 중순

            - 신청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 온라인 등록(예비대학에서 상세히 안내)

            나. 예비대학 : 2017.2.13.(월) ~ 2.15.(수)

※ 경영대(학부) 예비대학 일정: 2.15.(수)~2.18.(금) 별도 안내

※ 대학원생은 소속 대학원에서 개별 안내

02    한국어 강좌 

            가. 수업과정 안내

            1) 정규과정

- 개설학기 : 연 4회(매학기 10주, 200시간)

- 수업시간 : 1일 4시간, 주5일 수업(월~금)

<2017년 연간일정>

            2) 특별과정

- TOPIK 대비반 : 각 학기별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를 위한 수업개설

- 한국어 보강수업 :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어수업 상시 개설  

            나. 신규 입학생 오리엔테이션(각 언어권별 실시)

- 일시 : 한국어강좌 개강일       

- 장소 : 석당 글로벌하우스 (세부장소는 입국 전 안내 메일 및 자료에 공지)

- 안내사항 : 외국인등록, 보험, 레벨테스트, 통장개설 등 신규생 주요내용 공지

            다. 한국어강좌 교재 구입

- 판매장소 : 석당 글로벌하우스 2층 사무실     

- 금액 : 50,000원(급별 세트 판매만 허용)

- 판매기간 : 개강 첫 주 월~금(09:00 ~ 17:00)

- 비고 : 부민캠퍼스 내 구내 서점에서 개별구입도 가능

※ 2017년 한국어능력평가(TOPIK) 시험 일정 (홈페이지: http://www.topik.go.kr/)

03    유학생 지원제도 

구 분 주제 안내사항

1일차
개학식 및 일정안내
국제교류처 소개

학사안내 및 수강신청

행사 일정안내/ 참가자 자기소개/ 국제교류과 소개
학사일정/졸업(수료)학점/시험/성적평가 등 학사 전반 안내
온라인 수강신청 및 학생정보시스템 사용 안내

2일차
유학생활 안내
캠퍼스 안내

수료식

비자,체류/ 유학생보험/ 유학생 지원제도 등 안내
학교시설/ 교내 주요부서 안내
퀴즈타임/상품증정/수료증 수여

3일차 문화체험
사물놀이 및 한지공예 등 전통문화체험
레일바이크 체험 및 와인동굴 견학

학기 연수기간 등록기간 개강식

1 학 기 2017. 03. 06.(월) ~ 2017. 05. 12.(금) 2017. 12. 19.(월) ~ 2017. 01. 06.(금) 2017.03.06.

여름학기 2017. 06. 05.(월) ~ 2017. 08. 18.(금) 2017. 03. 20.(월) ~ 2017. 04. 07.(금) 2017.06.05.

2 학 기 2017. 09. 04.(월) ~ 2017. 11. 10.(금) 2017. 06. 19.(월) ~ 2017. 07. 07.(금) 2017.09.04.

겨울학기 2017. 12. 04.(월) ~ 2018. 02. 09.(금) 2017. 09. 11.(월) ~ 2017. 09. 29.(금) 2017.12.04.

구 분 접수기간 시험일 접수방법

제 51회 2017.01.02.(월) ~ 01.11.(수) 18:00(10일간) 3.19.(일)

온라인접수
(개인, 단체접수)

제 52회 2017.02.06.(월) ~ 02.15.(수) 18:00(10일간) 4.16.(일)

제 53회 2017.05.15.(월) ~ 05.24.(수) 18:00(10일간) 7.16.(일)

제 54회 2017.08.14.(월) ~ 08.23.(수) 18:00(10일간) 10.22.(일)

제 55회 2017.09.04.(월) ~ 09.13.(수) 18:00(10일간) 11.19.(일)

구분 제도명 세부내용

생활
지원

유학생
서포터즈

• 프로그램명 : 국제교류도우미, 정부초청장학생 도우미, 글로벌멘토 등
• 내용 :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정착지원, 언어 및 문화 교류, 미션수행 등

지도교수제
• 대상 : 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 내용 : 학과별 평생지도교수 지정, 학기별 정기상담 및 간담회 실시

유학생
특별상담

• 대상 : 어학연수, 학부 및 대학원 신규생 및 재학생
• 내용 : 학사, 진학, 취업, 생활지원 등 유학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
• 시기 : 입학시즌 또는 상시

유학생 교내
인턴제도

• 대상 : 학부, 대학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 내용 : 국제교류과 행정업무 보조, 입시서류 번역 등 입시업무 지원
• 비고 : 월별 인턴쉽 지원금 지금

유학생 학생회
지원

• 대상 : 각 국가별 유학생회
• 내용 : 상시 간담회 실시, 학생회 프로그램 및 학교별 대항전 지원 등
• 비고 : 학생회 행사시 유학생 지원 담당자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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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글로벌
학습튜터링

• 대상 : 학부 외국인 신, 편입생 전원
• 내용 : 한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1대 1 전공학습 튜터링
• 비고 : 동일학과 및 동일계열 튜터 매칭

토픽응시
지원

• 대상 : 학부생(어학연수생, 대학원생 제외)
• 토픽응시료 지원 : 응시자에게 30,000원 지급(10,000원은 본인부담)
• 토픽장학금 지원 : 해당급수 최초 취득 시에만 지급

토픽대비
/한국어 보강

지원

• 학생개별 진도 및 한국어 수준에 따라 대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시 보강수업을 개설하여
학습지원

취업
지원

글로벌
리더스클럽

• 대상 : 학부 3, 4학년 외국인 유학생
• 목적 : 본교 외국인 유학생 취업역량강화 및 진로지도
• 지원자격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평점평균 3.0 이상
• 지원내용 : 취업지도, 그룹스터디 실시, 취업특강 및 취업캠프 참가 등

유학생 인재록
• 목적 : 유학생 기초정보가 기재된 인재록 제작(취업용 메이크업 및 사진촬영은 대학에서 지원)
• 활용용도 : 동문회 및 지역사업체 배포하여 시간제취업과 취업자료로 활용

유학생 취업특강
• 목적 : 외국인 유학생 취업역량강화 및 진로교육, 한국취업전략 수립 지원
• 대상 : 학부(3~4학년) 및 대학원 유학생

04    유학생 행사 

            나. 대학원

- 매 학기 평균 85점 이상 성적유지 학생에게 외국인 장학금 지급

- 수업료 전액 외국인 장학금 없음

행사명 내 용 시 기

신입생 예비대학 학교 안내 및 학사, 생활 안내 매 학기 초

유학생 문화체험 문화유적지 및 관광명소 방문 학기별 1회(5월, 11월)

글로벌 프렌즈 유학생 송년의 밤 행사 12월 말

한국어 말하기대회 유힉생 한국어말하기 대회 5~6월 중

한국어 백일장 한국어 작문솜씨 대회 10~11월 중

International Day 각 국가별 문화소개 10월

구 분 장학금 종류 대 상 수혜금액

신입생
외국인 우수

신입생
장학금 A · B · C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취득자
A :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제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영어능력시험 성적 취득자

B : 입학 학기 수업료 50%
(입학금 제외)

‘수업료 전액’ 또는 ‘수업료 50%’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C : 입학 학기 수업료 30%
(입학금 제외)

재학생

외국인
성적우수
장학금

A · B · C · D

직전학기 성적순위 10% 미만 A : 수업료 전액

직전학기 성적순위 40% 미만 B : 수업료 70%

직전학기 성적순위 60% 미만 C : 수업료 40%

직전학기 성적순위 80% 미만 D : 수업료 20%

장학금 종류 대 상 수혜금액

외국인 장학금 B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혹은

TOEFL PBT 500, CBT 173, IBT 61, TEPS 500,
IELTS 5.0 이상인자

B : 수업료 70%

외국인 장학금 C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혹은

TOEFL PBT 400, CBT 97, IBT 32, TEPS 400,
IELTS 3.5 이상인자

C : 수업료 50%

외국인 장학금 D 국외 자매대학 출신 학생 D : 수업료 25%

05    유학생 장학제도

            가. 학부

- 대상 : 외국인 유학생 신, 편입학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장학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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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셔틀버스 및 동아순환버스

            가. 캠퍼스간 셔틀버스

캠퍼스간 이동을 위한 학교 통학차량 (무료 운행)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에는 운행하지 않음

            나. 동아순환버스

- 캠퍼스 주변(지하철역 → 캠퍼스)을 통행하는 순환버스(유료 운행)

- 이용요금 : 1,010원(버스 또는 지하철로 환승 시, 할인적용)

주간 출발시간 (정류소 : 각 캠퍼스 정문)

승학캠퍼스 구덕캠퍼스 부민캠퍼스

07:50 08:20 08:30

07:50 - 10:00

10:20 - 11:00

11:20 - 12:00

12:20 - 13:00

13:20 - 14:00

14:20 - 15:00

15:20 - 16:00

16:20 - 17:00

17:20 - 17:50

17:20 17:50 18:00

야간 출발시간 (정류소 : 각 캠퍼스 정문)

승학캠퍼스 구덕캠퍼스 부민캠퍼스

18:30 - 19:00

19:30 - 20:10

21:00 - 22:00

구분 운행노선 운행시간 비고

승학캠퍼스 ↔ 하단
지하철역

공대1호관 ↔ 하단지하철역
(6번 출구)

07:00~14:00
평일 : 5~10분 간격

토 · 일요일 및 방학 : 10~15분 간격 운행한림생활관 ↔ 하단지하철역
(6번 출구)

14:00~23:00

한림생활관 ↔ 야구
연습장(학교 앞)

한림생활관 ↔ 야구연습장
(학교 앞)

07:00~17:00
평일 10~20분 간격 

토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음
※방학기간 에는 운행하지 않음

한림생활관(기숙사)

공대 1호관

대학본부(인문대)
야구장

하단역 (지하철)

대학정문
(책탑)

소나무향학 서점

DONG-A 
Shuttle Bus

<동아순환버스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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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편의시설 이용안내

            가. 교내식당 및 카페테리아

1) 교내식당    

이용방법 : 식당입구에 설치된 식권발매기에서 식권구입 후 배식코너에 제시

2) 매점    

3) 카페테리아 

캠퍼스 시설명 메뉴 및 가격 위치 운영시간

부민

학생회관
김밥 1,500원, 라면 1,500원
정식 2,500원~3,000원

종합강의동 지하1층 08:30~18:30

국제관 비빔밥, 덮밥 등 3,000원~4,000원

국제관 지하1층

08:00~19:00

교수회관 정식 4,500원, 특식 5,000원 11:40~18:30

So Pasta
파스타 4,900원~
피자 5,900원~
필라프 6,600~

11:00~20:00

머슴
떡볶이 2,000원, 어묵 1,500원
주먹밥 2,500원~4,500원
토스트 2,500원, 음료 1,000원~

11:00~20:00

승학

학생식당
김밥 2,000원, 라면 2,000원
정식 2,500원, 특식 3,000원

학생회관 08:30~18:30

도서관 식당
김밥 2,000원, 라면 2,000원
정식 3,000원

도서관 지하1층 08:30~18:30

교수회관 정식 4,500원, 특식 5,000원 교수회관 11:40~18:30

Lounge D
파스타 5,000원~
피자 5,000원~
돈까스 6,000원

공과대학 1호관
08:30~10:30
11:00~20:00

캠퍼스 시설명 위치 운영시간

승학

학생회관 매점 승학캠퍼스 학생회관

08:30~18:30

도서관 매점 승학캠퍼스 도서관

공대 매점 승학캠퍼스 공과대학

부민
종합강의동 매점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국제관 매점 부민캠퍼스 국제관

캠퍼스 시설명 위치 운영시간

승학

학생회관 카페 승학캠퍼스 학생회관

08:30~18:30

도서관 카페 승학캠퍼스 도서관

인문대 카페 승학캠퍼스 본관

부민

종합강의동 카페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국제관 카페 부민캠퍼스 국제관

박물관 카페 부민캠퍼스 박물관내 09:00~15:00

Lounge D So Pasta

Seunghak Bumin

Seunghak Bumin



            다. 정보처리교육실

수업이 없을 시에는 학생들이 리포트 작성 및 자료 검색을 위해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 

1) 사용방법 : 학생증 제시한 후, 컴퓨터 및 프린터기 사용

2)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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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서관 (도서관 이용법 https://prezi.com/o9buodnzcwxo/presentation/)

1) 이용시간   

부민도서관(부민캠퍼스)

승학도서관(승학캠퍼스)

2) 좌석발급시스템 이용안내

- 좌석배정기에서 학생증을 스캐닝한 후 사용하고자 하는 열람실을 터치스크린에서 지정하고, 원하는 좌석번호를 터치하면
번호표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 배정받은 좌석은 5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최대 15시간 이용 가능) 좌석배정을 연장할 경우 종
료 1시간 전부터 좌석배정기에서 학생증을 스캐닝 하여야하며, 연장시점부터 5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좌석배정 후 이용기간 중에 퇴실할 경우, 타 이용자를 위하여 좌석배정기에서 좌석을 반납한 후 퇴실합니다.

※ 한국어 연수생 소지자는 도서관 이용 시, 도서 열람은 가능하나 도서 대출은 불가능

구 분 월 ~ 금요일 토요일 일ㆍ공휴일

자 료 실 09:00~22:00 09:00~13:00 -

전 자 정 보 자 료 실 09:00~17:00 - -

열 람 실 05:00~24:00 05:00~24:00 05:00~24:00

그 룹 스 터 디 실 09:00-21:00 - -

구 분 실 별 좌석수(석) 이용시간 시험기간

승학도서관
4층 그룹스터디실 108 09:00-21:00

04:00-02:00 next day
5층 제1열람실 1,102 05:00-24:00

부민도서관
자료실,그룹스터디실 518 09:00-22:00 09:00-22:00

열람실(4-5층) 690 05:00-24:00 04:00-02:00 next day

구 분 월 ~ 금요일 토요일 일ㆍ공휴일

자 료 실 09:00~22:00 09:00~13:00 -

그 룹 스 터 디 실 09:00~21:00 - -

열 람 실 05:00~24:00 05:00~24:00 05:00~24:00

구 분 위치 전화번호 좌석수 학기 중 개방시간 방학 중 개방시간

승학

인 문 과 학 대 학 A A601 200-6821 52 월∼금 09:00∼22:00 개방안함

인 문 과 학 대 학 B A306 200-6822 47 월∼금 09:00∼17:00 월∼금 09:00∼17:00

자 연 과 학 대 학 E5206 200-6823 41 월∼금 09:00∼17:00 개방안함

생명자원과학대학 M6334 200-6825 41 월∼금 09:00∼17:00 개방안함

공 과 대 학 A P4304 200-6826 47 월∼금 09:00∼17:00 개방안함

공 과 대 학 B P2201 200-6827 62 월∼금 09:00∼22:00 월∼금 09:00∼17:00

스 포 츠 과 학 대 학 G8309 200-6829 99 월∼금 09:00∼17:00 월∼금 09:00∼17:00

정 보 전 산 원 B 7105 200-6830 97
월∼금 09:00∼22:00

토 10:00∼16:00
월∼금 09:00∼18:00

토 10:00∼16:00

학 생 회 관 Q309 200-6831 45 월∼금 09:00∼17:00 개방안함

부민

사 회 과 학 대 학 BA0505 200-8447 47 월∼금 09:00∼22:00 월∼금 09:00∼17:00

법 과 대 학 LS204 200-8556 82
월∼금 09:00∼22:00

토 10:00∼16:00
월∼금 09:00∼18:00

토 10:00∼16:00

경 영 대 학 BC0104 200-8448 54 월∼금 09:00∼22:00 월∼금 09:00∼17:00

인 터 넷 카 페 BC0101 200-8445 50 월∼금 09:00∼17:00 개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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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글로벌 존 (http://globalzone.donga.ac.kr/)

한국인 재학생과 유학생 문화교류 및 만남의 장, 원어민 강사와의 외국어 학습 공간

        이용시설

            - A/V Zone : 영화, 뉴스, 드라마, 교양 등 각종 위성방송 시청을 위한 공간

            - Reading Zone : 해외대학, 유학, 연수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해외 신문 및 잡지, 원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

            - Internet Zone : 인터넷 서비스 공간

            - Meeting Room : 스터디 그룹 및 Small Group 워크샵 할 수 있는 공간

            - Cafe : 커피 마시며 외국어 학습 및 이용자 간의 교류 할 수 있는 공간

            마. 보건진료소 (http://health.donga.ac.kr/)

응급처치, 외상 및 화상치료, 예방접종, 건강 상담, 보건교육 담당

            바. 우체국

            사. 학생상담센터 (http://guide.donga.ac.kr)

개인상담(진로, 대인관계, 정서문제 등), 집단상담(10~15명 소그룹 상담)

온라인 상담, 성폭력 상담, 각종 심리검사 실시

            아. 증명서 발급기

1) 증명서 종류 : 졸업, 졸업예정, 성적, 재학, 휴학, 재적, 수료, 제적, 교직이수예정, 복학예정

2) 수수료 : 재학생 및 휴학생 - 국문증명서 500원 / 영문증명서 1000원

3) 증명서 발급순서

학부 또는 대학원 클릭 ⇒ 학생정보시스템 ID 및 Password 입력, 로그인 ⇒ 확인 ⇒ 증명서 종류 선택 ⇒ 발급 매수 입력 ⇒
확인 ⇒ 증명 수수료 결제 ⇒ 인쇄

※ ID(학번) 및 Password(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국제교류과(200-6446~8)로 문의

캠퍼스 위치 운영시간 연락처

부민 법과대학 1층 9:00~17:00
휴일 및 주말(토 � 일) 휴무

051-200-8465

승학 학생회관 지하1층 051-200-6331~2

캠퍼스 위치 운영시간 연락처

부민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도보 5분
(토성동 지하철 2번 출구 옆) 09:00~17:00

휴일 및 주말(토 � 일) 휴무

051-244-0014

승학 공대 1호관 1층 051-202-0148

캠퍼스 위치 운영시간 연락처

부민 종합강의동 L층 BC-B 102-1호
9:00~17:00

휴일 및 주말(토 � 일) 휴무

051-200-8775~6

승학 학생회관 3층 051-200-6071,6473

캠퍼스 비치장소 이용시간 증명서 결재방법

부민 사회과학대학 로비

연중, 24시간 국문,영문 현금, 휴대폰, 신용카드, 체크카드, 마이비
승학

인문과대학 지하2층 로비

한림도서관 지하1층

Global Zone

캠퍼스 위치 운영시간 연락처

부민 국제관 1층
09:00~17:00

051-200-8783

승학 인문과학대학 401호 051-200-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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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금지급기(ATM)

캠퍼스 위치 이용은행

부민

종합강의동 1층 로비 BS은행, NH은행, 국민은행

국제관 지하1층 NH은행

법학전문대학원 BS은행, 하나은행

승학

인문과학대학 로비 BS은행, NH은행

공대1호관 BS은행, NH은행

한림도서관 BS은행, 국민은행

한림생활관(기숙사) BS은행

            차. 캠퍼스 주변 병원 및 보건소

캠퍼스 구분 병원명 위치 전화번호

부민

대학병원
동아대병원 동아대 구덕캠퍼스 051)240-2000

부산대병원 서구 구덕로 051)240-7000

종합병원 메리놀병원 중구 대청로 051)465-8801

내과
속튼튼 원내과 의원 서대신동 051)243-7515

우리들내과의원 중구 대청로 051)256-7533

치과 뷰티플란트치과의원 부민캠퍼스 정문앞 051)245-7928

피부과 킴스피부과 서대신동 051)246-9999

산부인과 구세산부인과 서구 충무동 051)253-5555

안과 바른성모안과 충무동 051)242-0075

보건소 서구보건소 서구 부용로 051-240-4851

승학

준종합병원
오케이오병원

(정형외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하단오거리(당리동 방면) 051)204-7775

내과
삼성내과 하단오거리(을숙도 방면) 051)208-5566

중앙1내과 하단오거리(당리동 방면) 051)207-7276

치과 굿윌치과 하단점 하단오거리 경부빌딩(을숙도 방면) 051)209-6000

피부과 아름다운 피부과 하단오거리 051)204-8114

산부인과 참여성의원 하단오거리(을숙도 방면) 051)291-0600

안과 삼성안과 하단오거리(당리동 방면) 051)204-2275~6

보건소 사하구 보건소 지하철 신평역 1번 출구 부근 051)220-5701

보건소 가는 길

•서구 보건소(부민 캠퍼스)

-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로30(부용동2가)
지하철 1호선 동대신역 8번 출구

- 전화번호 : 051) 240-4791

•사하구 보건소(승학 캠퍼스)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127번길 2(신평동)

- 전화번호 : 051) 220-5701

- FAX번호 : 051) 220-5709

- 위치 : 지하철 신평역(3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거리

대흥약국하은빌리지

부산대신푸르지오
(2018년 4월예정)

이룸빌리지

구
덕
로

진흥목화
아파트

웰컴하우스서원빌라

부용교회

부용
사거리

여우별
부민초등학교

동아 대학교
부민 캠퍼스

서구 
보건소

신평2동사무소
부산
은행

신평2동
우체국

신남
초등학교

서원유통

국민은행

신평2동 파출소

신한은행

장림

신평역(지하철 1 호선)

Hadan

강
변

도
로

사하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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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청방법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신청(www.hikorea.go.kr 방문예약)

            마.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시간제취업 확인서

※ 직전학기 기준 출석률 70%, 평점 C+(2.5)이하인 자는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불허할 수 있음

06    전자민원 ‘Hi-Korea’

            가. 웹사이트 주소 : www.hikorea.go.kr

            나. 회원가입 :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아이디 및 비밀번호 설정

            다. 신청절차 : 회원가입 후, 해당민원 신청 → 수수료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라. 신청가능 민원업무 : 체류기간 연장, 시간제취업 허가, 등록사항 · 체류지 변경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반드시 방문예약 신청 후 전용창구 방문(당일예약 불가)

출입국 정보

01    체류기간 연장

            가. 신청기간 :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신청(www.hikorea.go.kr 방문예약) 및 유학생 담당자 대리 신청

            다. 준비물 : 통합신청서(작성),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성적)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6만원

※ 학기초과자 및 수료자(논문준비)는 지도교수확인서 등 추가서류 필요

02    등록사항 변경(체류지 변경) 신고

            가. 신청기간 : 변경일로 14일 이내

            나. 신청방법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신청(www.hikorea.go.kr 방문예약)

            다. 준비물 : 통합신청서(작성),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03    체류자격 변경(비자변경): D-4 → D-2

            가. 신청기간 : 체류자격 변경일(입학일) 이전 반드시 신청

            나. 신청방법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신청(www.hikorea.go.kr 방문예약) 및 유학생 담당자 대리 신청

            다. 준비물 : 통합신청서(작성), 사진,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납입 증빙서류(영수증), 은행잔고증명서,
체류지입증서류, 수수료 13만원(외국인등록증 재발급비 3만원+ 자격변경 10만원)

04    체류자격 변경(비자변경): D-2 → D-10

            가. 신청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 신청

            나. 신청방법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신청(www.hikorea.go.kr 방문예약)

            다. 준비물 : 통합신청서(작성), 사진, 여권, 외국인등록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체류지입증서류, 구직활동계획서, 수수료
10만원

05    시간제취업 허가

            가. 대상 : D-2 및 D-4 비자 소지 유학생

            - D-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 출석률 및 학업태도 등 고려하여 담당교사 및 해당 담당자가 허가 시 가능

            나. 허용분야(업종) : 통역 �번역, 음식업 �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등

            다. 허용시간

            - 학부(어학연수)과정 : 주당 20시간 이내

            - 석 �박사과정 : 주당 30시간 이내

            - 석 �박사 수료 후 논문준비 : 주당 30시간 이내

※ 학기 중 주말(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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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Korea’ 가입 절차

회원가입 신청1 이용약관 동의2

정보입력(성명 및 외국인)3 방문예약 신청4

부산생활정보

01    부산 일반정보

02    부산의 교통

            가. 김해공항 : 총 10개국 26개 도시 주 628편의 정기직항 노선 운항

            나. 선박

            홈페이지: http://www.busanpa.com/bpt/Main.do

            다. 기차

            홈페이지(승차권 예매) http://www.letskorail.com/

            문의 : 1544-7788

            라. 시외버스

            1) 시외버스 정류장

            - 부산 종합버스터미널(노포동 터미널) http://www.bxt.co.kr/express_bus.html

            - 부산 서부버스터미널(사상 터미널) http://www.busantr.com/

인 구 3,586,079명(외국인 35,116명 포함) / 2012년 12월 31일 기준

규 모 총면적 765.9㎦

기 온 +22℃~+30℃(August), -7℃~+1℃(January)

시 간 GMT+9(한국기준시각 KST, 또는 일본기준시각 JST)

전 력 220V, 60Hz 전 지역(프랑스, 독일, 호주, 그리스, 터키와 동일한 타입)

국가 전화코드 +82

지역번호 부산 051(해외에서 전화할 때는 0빼고 51만 누름)

김해공항 홈페이지    |  http://www.airport.co.kr/mbs/gimhae
인천공항 홈페이지   |  http://www.airport.kr/
김포공항 홈페이지 |  http://www.airport.co.kr/mbs/gimpo

구분 이용 터미널 항로 연락처

국제여객 국제여객터미널
일본 시모노세키, 오사카,

후쿠오카, 대마도
ARS 1688-7677

051)400-1200,1201

국내여객 연안여객터미널 제주도 051)469-5994

열차구분 이용구간 소요시간 금액

KTX 부산 ↔ 서울 약 2시간 30분 53,300~57,300원

새마을호 부산 ↔ 서울 약 4시간 40분 40,700원~42,600원



- 노선 

            3) 택시

- 일반택시 : 기본요금 2km에 2,800원 (공항→동아대 부민캠퍼스: 약15,000원)

- 콜택시 : 추가요금 없음, 요금은 기본택시와 동일, 등대콜 051)6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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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요금

※ 상기금액은 이용구간, 요일, 시간대에 따라 금액이 다름

            3) 승차원 예매

            - 고속버스 : http://www.kobus.co.kr/web/main/index.jsp

            - 시외버스 : https://www.bustago.or.kr/newweb/kr/index.do

            마. 부산의 대중교통

            현금보다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환승 시에도 편리

환승이란?

먼저 탄 교통수단에서 같은 교통수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경우 2회에 한해 요금할인 적용. 단, 동일 노선으로 다시
타거나, 하차 후 30분이 초과하면 환승할인을 받을 수 없음

            <환승 할인적용 예>

1) 버스

- 이용요금: 이용구간과 상관없이 1회 승차요금 동일

- 노선조회: http://bus.busan.go.kr/

2) 지하철

- 이용요금 

이용 터미널 도착지 소요시간 금액

서부버스터미널 서울남부 4시간~5시간 24,600원(시외버스 우등)

종합버스터미널 동서울 4시간~5시간 34,300원(고속버스 우등)

서부버스터미널 서울경부 4시간~5시간 34,000원(고속버스 우등)

일반버스(1,200원) → 일번버스(1,200원) : 1,200원 + 0원 = 1,200원 (1,200원 할인)

일반버스(1,200원) → 지하철 1구간 (1,200원) : 1,200원 + 0원 = 1,200원 (1,200원 할인)

지하철 1구간(1,200원) → 동아순환버스(1,010원) : 1,200원 + 0원 = 1,200원 (1,010원 할인)

구분 교통카드 현금

일반버스 1,200원 1,300원

좌석버스 1,700원 1,800원

구분 교통카드 종이승차권

1구간 1,200원 1,300원

2구간 1,400원 1,500원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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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산관광정보

부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 http://tour.busan.go.kr/

부산의 대표축제

04    부산의 물가정보

참고) 부산물가정보망 http://mulga.busan.go.kr

축제명 내용 시기 장소 홈페이지

부산항축제
부산항을 알리기 위한 퍼레이드,승선체험,

부산항 투어 등 실시
5월말 영도 일대 www.pusanportfestival.kr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최대 영화제

다양한 영화상영, 아시아 스타 초청
행사 및 이벤트 개최

10월초
해운대,

남포동 일대
www.biff.kr

부산바다축제
6개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개최
8월초 바닷가 일대 www.seafestival.co.kr

부산불꽃축제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첨단 멀티불꽃쇼
10월말 광안리 해수욕장 www.bff.or.kr

부산
국제락페스티발

국내외 록밴드 초청
열정적인 락음악 축제의 장

8월초 삼락생태공원 www.rockfestival.co.kr

부산
국제모터쇼

세계명차 모터쇼 6월 BEXCO www.bimos.co.kr

부산 비엔날레 세계적인 미술품 전시행사 9월-10월 부산일대 www.busanbiennale.org

해맞이 축제
새해맞이 축제

다대포 해넘이, 용두산 굥원 시민의
종타종, 해운대 해맞이

12.31-
1.1

용두산공원,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www.festival.busan.kr

자갈치 축제
자갈치 시장을 알리는 한국 최대

수산물 축제
10월 자갈치 www.ijagalchi.kr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및 다양한
공연 및 이벤트 개최

12월-1월 남포동광복로 일대 http://bctf.kr/

구분 내 용

식비
월 약 300,000원
- 동아대학교 학생식당 한끼 식사비 : 2,000원 ~ 2,500원
- 동아대학교 인근 식당 한끼 식사비 : 5,000원 ~ 10,000원

자취방 월세 월 약 300,000원~500,000원 (보증금 3,000,000원~5,000,000원)

휴대폰 요금 단말기 할부금 없을 시 약 50,000원 달러 내외(요금제에 따라 상이)

APPENDIX
201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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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각 학과(부) 사무실 전화번호 부록2)                                                                         캠퍼스 지도

승학캠퍼스

철학과 200-7006 토목공학과 200-7620

윤리문화학과 200-7138 도시계획학과 200-7662

사학과 200-7060 조경학과 200-7571

고고미술사학과 200-7151 환경공학과 200-7674

국어국문학과 200-7019 에너지•자원공학과 200-7763

문예창작학과 200-7169 전자공학과 200-7701

영어영문학과 200-7036 컴퓨터공학과 200-7776

독어독문학과 200-7091 전기공학과 200-7732

프랑스문화학과 200-7117 건축공학과 200-7606

중어중문학과 200-7128 기계공학과 200-7659

교육학과 200-7074 산업경영공학과 200-7686

아동가족학과 200-7306 화학공학과 200-7717

수학과 200-7206 신소재공학과 200-7747

신소재물리학과 200-7221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 200-7539

화학과 200-7240 건축학과(5년제) 200-7618

생명과학과 200-7260 산업디자인학과 200-7980

식품영양학과 200-7317 패션디자인학과 200-7328

유전공학과 200-7590 체육학과 200-7806

분자생명공학과 200-7598 스포츠지도학과 200-7829

응용생물공학과 200-7595 생활체육학과 200-7839

생명공학과 200-7596 경찰경호학과 200-7853

의약생명공학과 200-7561 태권도학과 200-7856

구덕캠퍼스

미술학과 200-1720 실용음악학과 240-2683

공예학과 200-1730 의예과 240-2944

섬유미술학과 240-2849 의학과 240-2796

음악학과 240-2827 간호학과 240-2947

부민캠퍼스

정치외교학과 200-8605 국제무역학과 200-7436

행정학과 200-8628 경영정보학과 200-7463

사회학과 200-8638 석당인재학부 200-8590

사회복지학과 200-8666 국제학부 200-8705

신문방송학과 200-8645 국제학전공 200-8740

경제학과 200-8615 중국학전공 200-8727

금융학과 200-8661 일본학전공 200-8707

경영학과 200-7406 GLP연계전공 200-8687

국제관광학과 200-7426

부민캠퍼스

승학캠퍼스

B01       박물관

B02       법학전문대학

B03       평생교육원

B04       종합강의동

B05       국제관

◆          한림생활관 부민관

★          정문

S01       대학본부 및 인문과학대학

S02       학생회관

S03       공과대학 1호관

S04       공과대학 2호관

S05       공과대학 3호관

S06       산학협력관

S07       예술체육대학

S08       교수회관

S09       생명자원과학대학 및 건강과학대학

S10       한림도서관

S11       자연과학대학

S12       공과대학 4호관

S13       창업관

S14       산학연구관

S15       한림생활관

S16       학군단

S17       예술대학

S18       예술대학 실습동

S19       한림생활관 승학관

★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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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캠퍼스

부록2)                                                                         캠퍼스 지도 MEMO

Enjoying Dong-A Life

G01       석당기념관

G02       의과대학강의동

G03       의과대학

G04       의과대학기초의학동

G05       구, 사회과학대학

G06       제2학생회관

G07       미술관

G08       음악관

G09       구덕도서관

G10       대강당(석당홀)

G11       구. 예술대학

G12       구. 예술대학실습동

♣          동아대학교의료원

♠          심뇌혈관질환센터

◆          동아대학교의료원

★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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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njoying Dong-A Life

동아대학교 국제교류처 http://global.donga.ac.kr

국제지원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30-1, 동아대학교 석당 글로벌하우스 2층 B6-0206

국제교류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1층 BC–0116-3

국제지원팀 051) 200-1491~3 Fax 051) 200-1494
국제교류팀 051) 200-6442~4, 6446~6448 Fax 051) 200-6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