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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커리큘럼, 인문적 소양(Humanity)과 

스마트 테크놀로지(Smart Technology)를 융합한

‘DS-Humart 교육’으로 ‘덕성(德性)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의 교육이념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덕성이 혁신과 소통의 더블시너지로 또 한 번 앞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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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비고

전형

신설
•논술100%전형 신설 : 299명

모집

인원

조정

•학생부100%전형 : 404명

•예체능전형 : 35명

•덕성인재전형 : 174명

•사회기여자전형 : 9명

•특성화고교전형(정원외) : 18명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 40명

•희망나눔전형(정원외) : 4명

•학생부100%전형 : 180명

•논술100%전형 : 299명

•예체능전형 : 35명

•덕성인재전형 : 222명

•사회기여자전형 : 9명

•특성화고교전형(정원외) : 18명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 44명

•희망나눔전형(정원외) : 8명

•논술위주전형 신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조정

전형유형
학생부

(교과)

실기

고사

서류

평가
전형유형

학생부

(교과)

논술

고사

실기

고사

서류

평가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비율 확대(60% → 100%)

• 특성화고교전형 전형방법 변경

   (학생부종합 → 학생부교과)

정
원
내

학생부100% 100%

정
원
내

학생부100% 100%

- 논술100% 100%

예체능 20% 80% 예체능 20% 80%

덕성인재
40% 60%

덕성인재
100%

사회기여자 사회기여자

정
원
외

특성화고교

40% 60%
정
원
외

특성화고교 100%

농어촌학생 농어촌학생
100%

희망나눔 희망나눔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

변경

• 학년별 가중치 없음

• 학생부 등급점수

※ 최저등급(9등급) 기본점수 70.75

• 학년별 가중치 차등 적용

- 1학년 : 30%, 2학년 : 30%, 3학년 : 40%

• 학생부 등급점수

※ 기본점수 폐지, 최저등급(9등급)에 0점 부여

• 학생부 성적 학년별 가중치 

 차등 적용

• 학생부 등급점수 조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조정

•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  국어, 영어, 수학(가/나), 사탐/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

•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필수영역 : 국어, 영어

선택영역 : 수학(가/나) 또는 사탐/과탐(2과목 평균)

- 필수영역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 합이 8 이내

• 필수영역 2개 영역 및

   선택영역 1개 영역 반영

• 사탐/과탐(1과목)

   → 사탐/과탐(2과목 평균)

• 자연과학대학, 정보미디어대학

 ▶ 수학과, 컴퓨터학과 

-  국어, 영어, 수학(가), 과탐(1과목) 중                              

수학을 포함하여 2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

※ 반영하는 2개 영역 각각 4등급 이내

-  국어, 영어, 수학(나), 과탐(1과목) 중                                 

수학을 포함하여 2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

※ 반영하는 2개 영역 각각 4등급 이내

 ▶  정보통계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  국어, 영어, 수학(가/나), 과탐(1과목)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 수학(가)를 반영하는 경우

필수영역 : 수학(가), 영어

선택영역 : 국어 또는 사탐/과탐(2과목 평균)

- 필수영역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 합이 9 이내

 ▶ 수학(나)를 반영하는 경우

필수영역 : 수학(나), 영어

선택영역 : 국어 또는 사탐/과탐(2과목 평균)

- 필수영역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 합이 8 이내

• 필수영역 2개 영역 및

   선택영역 1개 영역 반영

• 수능 수학영역은

    (가)/(나)형으로 실시하며,                 

이에 따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차등 적용

• 과탐(1과목)

   → 사탐/과탐(2과목 평균)

구분 2018학년도

지원

자격

※ 수시모집 논술100%전형 및 희망나눔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의 지원 자격에서 졸업년도 제한

▶ 학생부100%전형(학생부교과)

•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인 여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4개 학기 이상 성적 취득자

 ※ 학생부 반영교과가 없거나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논술100%전형

• 국내외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여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여자

▶ 예체능전형

•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인 여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4개 학기 이상 성적 취득자

 ※ 학생부 반영교과가 없거나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덕성인재전형(학생부종합)

•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인 여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 사회기여자전형(학생부종합)

•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인 여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사회기여자전형 조건에 해당하는 자

▶ 특성화고교전형(정원외-학생부교과)

•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인 여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4개 학기 이상 성적 취득자 중                         

특성화고교전형 조건에 해당하는 자

 ※ 학생부 반영교과가 없거나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학생부종합)

•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인 여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농어촌학생전형 조건에 해당하는 자

▶ 희망나눔전형(정원외-학생부종합)

• 국내외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여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여자

• 위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희망나눔전형 조건에 해당하는 자

※ 학칙개정에 의한 모집단위 변경(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신설 : 공과대학 신설, 바이오공학과 신설(Pre-Pharm·Med학과는 모집하지 않음)

▶ 변경 : 디지털미디어학과 → IT미디어공학과

석차
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
점수

100 99 98 97 96 92 86 80 70.75

석차
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
점수

100 99 98 97 96 92 86 80 0

2018학년도 수시모집 주요변경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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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인문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40

일어일문학과★ 40

중어중문학과★ 50

영어영문학과★ 50

불어불문학과★ 20

독어독문학과★ 20

스페인어과★ 20

사학과 20

철학과 20

미술사학과 30

사회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40

회계학과 40

국제통상학과 40

법학과 30

사회학과 20

문헌정보학과★ 30

심리학과★ 50

아동가족학과 20

문화인류학과 20

사회복지학과 35

정치외교학과 35

유아교육과★ 40

자연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46

정보통계학과 46

화학과★ 46

식품영양학과★ 62

예체능 생활체육학과 30

자연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45

IT미디어공학과 45

바이오공학과 40

예체능
예술대학

동양화과★ 20

서양화과★ 20

실내디자인학과 20

시각디자인학과 20

텍스타일디자인학과 20

인문 의상디자인학과★ 40

계 1,210

★표는 현재 교직과정 개설학과입니다.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정원내 정원외

계

학생부
교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학생부종합

소계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

소계
학생부
100%

논술
100%

예체능
덕성
인재

사회
기여자

특성화
고교

농어촌
학생

희망
나눔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40 8 9 8 25 2 2 27

일어일문학과 40 8 9 8 25  2 2 27

중어중문학과 50 8 11 11 30  0 30

영어영문학과 50 10 10 7 3 30  0 30

불어불문학과 20 8 7 15  2 2 17

독어독문학과 20 8 7 15  2 2 17

스페인어과 20 8 7 15  2 2 17

사학과 20 8 7 15  2 2 17

철학과 20 8 7 15  2 2 17

미술사학과 30 10 10 20  2 2 22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40 8 9 5 3 25  2 2 4 29

회계학과 40 8 9 8 25  2 2 4 29

국제통상학과 40 8 9 8 25  2 2 4 29

법학과 30 10 10 20  2 2 22

사회학과 20 8 7 15  2 2 17

문헌정보학과 30 10 10 20  2 2 22

심리학과 50 10 10 7 3 30  2 2 32

아동가족학과 20 8 7 15  2 2 17

문화인류학과 20 8 7 15  2 2 17

사회복지학과 35 8 8 7 23  2 2 4 27

정치외교학과 35 6 6 15 27  2 2 29

유아교육과 40 10 9 6 25  4 4 29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46 6 16 8 30  2 2 32

정보통계학과 46 6 16 8 30  2 2 32

화학과 46 6 12 12 30  2 2 32

식품영양학과 62 13 14 13 40  0 40

생활체육학과 30 0 0 0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45 6 16 8 30  2 2 32

IT미디어공학과 45 6 16 8 30  2 2 32

바이오공학과 40 6 11 8 25  2 2 27

예술대학

동양화과 20 7 7 0 7

서양화과 20 7 7 0 7

실내디자인학과 20 7 7 2 2 9

시각디자인학과 20 7 7 2 2 9

텍스타일디자인학과 20 7 7 2 2 9

의상디자인학과 40 7 9 9 25 2 2 27

계 1,210 180 299 35 222 9 745 18 44 8 70 815

※ 수시모집 미충원인원 발생 시, 정원내전형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정원내전형(수능100%전형, 예체능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하고, 정원외전형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정원외
    전형(해당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특성화고교전형 입학생의 경우 입학 후 다른 전공으로 전과가 불가합니다.

(단위 : 명)(단위 : 명)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2 수시모집 전형별 모집인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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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정 비고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원서접수 2017. 9. 12(화) 10:00 ~ 9. 15(금) 18:00 •인터넷 접수만 실시함(www.duksung.ac.kr)

 제출서류 접수

(해당자에 한함)

2017. 9. 12(화) ~ 9. 20(수)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서류 미제출자’로 불합격 처리함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마감일[2017.9.20(수)]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제출처 : 우편번호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입학관리과

• 자기소개서는 마감일[2017. 9. 20(수) 18:00]  

까지 입력해야 함

제출서류 접수 확인 2017. 9. 26(화) 11:00 이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

   (enter.duksung.ac.kr)

고사

실시

예체능전형

미술 실기고사

고사장 및 일정 안내 2017. 10. 18(수)

• 고사장소 및 고사시간은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게시(enter.duksung.ac.kr)

•개별 통보하지 않음

실기고사 2017. 10. 21(토) ~ 22(일)

논술100%전형

논술고사

고사장 및 일정 안내 2017. 11. 15(수)

논술고사 2017. 11. 19(일)

최초

합격자 

발표

및

등록

학생부종합전형

예체능전형
2017. 11. 24(금) 11:00 

•본교 홈페이지(www.duksung.ac.kr) 발표

•개별 통보하지 않음학생부100%전형

논술100%전형

특성화고교전형

2017. 12. 15(금) 11:00

예치금

납부
2017. 12. 18(월) ~ 12. 21(목)

•하나은행(고지서 납부, 계좌이체) 및                            

   전국은행(계좌이체)

•마감일 16:00까지 납부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차

발표 2017. 12. 21(목) 20:00
•본교 홈페이지(www.duksung.ac.kr) 발표

•개별 통보하지 않음

예치금 

납부
2017. 12. 22(금)

•하나은행(고지서 납부, 계좌이체) 및                         

   전국은행(계좌이체)

• 마감일 16:00까지 납부

2차~최종

발표 2017. 12. 22(금) 20:00 ~ 12. 27(수) 21:00
• 개별 통보(전화 연락)

•하나은행(고지서 납부, 계좌이체) 및                         

   전국은행(계좌이체)

• 마감일 16:00까지 납부

• 충원합격자 발표마감 : 12. 27(수) 21:00까지

예치금 

납부
2017. 12. 23(토) ~ 12. 28(목)

 최종 등록금 납부 2018. 1. 31(수) ~ 2. 2(금) 

•하나은행(고지서 납부, 계좌이체) 및                   

   전국은행(계좌이체)

• 마감일 16:00까지 납부

※  실기고사 및 논술고사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고사 일정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고사 불참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고사관련 안내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본교 입학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 공지합니다. 

※  전형 관련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교 입학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 발표되는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 원서접수 안내

가.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2017. 9. 12(화) 10:00 ~ 9. 15(금) 18:00(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 단,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접수하기 바랍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기관 및 문의처

(주)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1544-7715

다.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 본교 홈페이지(www.duksung.ac.kr)로 접속하여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배너 클릭 인터넷 원서접수 배너 클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로그인(회원가입 무료, ID와 PASSWORD는 본인이 관리해야 함)  

▼

유의사항 확인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 숙지(지원자격, 전형일정, 제출서류, 전형료 등)  

▼

원서작성 및 사진첨부 인터넷 원서작성(입학원서 입력사항은 제출하는 서류내용과 일치해야 함) 및 사진 업로드

▼

입력사항 확인 입력사항 확인(결제 후에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결제 전 모든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전형료 결제 전형료 결제(결제 후에는 전형료를 환불 받을 수 없음)

▼

접수확인 및 출력
•접수확인

•수험표(논술고사 및 실기고사 대상자), 우편발송용 봉투표지(서류제출 해당자) 출력

▼

수험번호 및 성명 기재
※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 각 장의 우측 하단에 인터넷 접수 후 부여받은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

제출서류 접수

※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를 본교 입학관리과로 등기송부(제출기간 엄수, 수험표는 제출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 제출서류 접수 마감기한[2017. 9. 20(수) 18:00]까지 입력 및 수정 가능

 ※ 진학사 홈페이지(www.jinhakapply.com)로 접속하여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회원가입 및 로그인 로그인(회원가입 무료, ID와 PASSWORD는 본인이 관리해야 함) 

▼

학교 선택 학교 선택 이후의 접수 과정은 본교 홈페이지 접속 시와 동일함

• 원서접수는 전형료가 결제되어야 완료됩니다.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원서내용의 수정 및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전형료 결제 전에 입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학원서 업로드용 사진 안내

•원서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된 증명사진 또는 반명함판 사진으로 얼굴 정면 전체가 나온 사진이어야 합니다.

• 배경 사진, 옆모습 사진,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게 수정된 사진,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항상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 본교 입학관리과로 즉시 통보해야 합

니다. 입력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연락처 기재 누락, 전화번호 오기, 타인번호 기재,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연락처 변경 등 변경사항 미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유아교육과 지원자 중 교육공무원을 희망하는 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사유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본교는 원서접수 전문기관에 원서접수를 위탁 처리합니다.

※  본교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온라인 정보 제공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온라인 제공을 하지 않는 고교 출신자,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마감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 등)는 서류

제출 기간 내 출신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학전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교에 원서

를 접수하는 것으로 입학업무와 관련(충원합격자 발표, 등록 안내, 지원 자격 심사 중 제출서류 사실유무 확인 및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신입생 OT 안내 등)       

메일 및 SMS 수신 등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최종합격자의 개인정보는 본교의 학적부 생성, 학생증 발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형일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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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접수(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제출기간 : 2017. 9. 12(화) ~ 9. 20(수)

•제 출 처 :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입학관리과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서류 미제출자’로  불합격 처리함 

   -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해당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발급 받아 모든 제출서류의 우측하단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서류 미제출자’와 지원 자격 심사 결과 ‘지원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자로 처리되며, 전형료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전에 지원 자격 해당 여부와 서류제출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가능한 우편발송용 봉투표지를 서류봉투에 부착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제출서류 접수 마감일 [2017. 9. 20(수) 18:00]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하며, 우편물 분실에 대비하여 서류도착 여부 확인 전까지 등기우편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에는 본교 입학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서 서류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해외발행서류 등 서류제출 기간 중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의 경우 입학처에서 

   원본을 확인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원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 중 졸업예정자는 고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최종 등록 이후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농어촌

지역 거주 및 재학사실을 확인합니다.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 및 재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2.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가. 최초합격자 발표

• 학생부종합전형(덕성인재·사회기여자·농어촌학생·희망나눔), 예체능전형 : 2017. 11. 24(금) 11:00

• 학생부100%전형, 논술100%전형, 특성화고교전형 : 2017. 12. 15(금) 11:00

•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www.duksung.ac.kr)를 통하여 발표합니다. 

   ※  최초합격자의 경우 합격여부를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합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격여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최초합격자 등록

• 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기간 : 2017. 12. 18(월) ~ 12. 21(목)

• 합격자는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에서 「등록 확인 예치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납부기간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등록 포기자로 처리됩니다.

•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후 최종등록기간[2018. 1. 31(수) ~ 2. 2(금)] 내에 최종등록금 잔액을 반드시 납부해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 수시모집 등록 확인 예치금은 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미등록충원 안내(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발표기간 : 2017. 12. 21(목) ~ 12. 27(수)

   ※  수시모집 충원합격자 통보 마감일시 : 2017. 12. 27(수) 21:00 

• 등록기간 : 2017. 12. 22(금) 09:00 ~ 12. 28(목) 16:00

• 1차 충원합격자의 경우 합격여부를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합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격여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차 이후 충원합격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한 전화로 개별 통보합니다. 지원자는 충원합격자 통보기간 중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전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전형기간 중 연락처(지원자 연락처 및 추가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본교 입학관리과(02-901-8189~8190)로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충원합격자에 대한 전화통보 시 통화 내용을 녹취할 수 있습니다.

• 타 대학 등록 후 본교에서 충원합격 통보를 받고 본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원을 제출한 후(시급한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먼저 

포기 의사를 타 대학에 알려야 함) 본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을 포기한 대학으로부터 반드시 등록 확인 예치금을 환불받아야 하며, 이중 등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단, 등록포기원을 제출하였으나 

대학 사정상 충원합격자 발표기간이 경과한 후 환불받는 경우는 이중등록이 아닙니다.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에 관한 사항은 p.3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라. 최종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18. 1. 31(수) 09:00 ~ 2. 2(금) 16:00

※  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후 최종 등록금은 등록기간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단위 : 명)

전형별 안내5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8

회계학과 8

국제통상학과 8

심리학과 10

문화인류학과 8

사회복지학과 8

정치외교학과 6

유아교육과 10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6

IT미디어공학과 6

바이오공학과 6

예술대학 의상디자인학과 7

180

      학생부100%전형(학생부교과)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8

일어일문학과 8

중어중문학과 8

영어영문학과 10

불어불문학과 8

독어독문학과 8

스페인어과 8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6

정보통계학과 6

화학과 6

식품영양학과 13

계

2. 지원 자격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인 여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4개 학기 이상 성적 취득자                                          

※ 학생부 반영교과가 없거나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3. 전형 방법

전형유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학생부위주(교과) 100% 있음

▶ 학생부 반영교과 및 반영방법 : p.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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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  필수영역 : 국어, 영어

•  선택영역 : 수학(가/나) 또는 사탐/과탐(2과목 평균)

    - 필수영역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 합이 8 이내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 수학(가)를 반영하는 경우

•  필수영역 : 수학(가), 영어

•  선택영역 : 국어 또는 사탐/과탐(2과목 평균)

    - 필수영역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 합이 9 이내

▶ 수학(나)를 반영하는 경우

•  필수영역 : 수학(나), 영어

•  선택영역 : 국어 또는 사탐/과탐(2과목 평균)

    - 필수영역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 합이 8 이내

※ 모집단위에 따라 필수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선택영역 중 1개 영역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함

 

  (예시)

모집단위
선택영역

지원가능여부
수학(가/나) 사탐/과탐(2과목 평균)

인문과학대학

응시 미응시 지원가능

미응시 응시 지원가능

미응시 미응시 지원불가

4. 선발원칙

- 전형 방법에 의한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학생부는 지정된 교과영역의 석차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 다음 순위별 성적우수자로 선발

      학생부 국어교과 성적 → 학생부 영어교과 성적 → 학생부 사회교과 성적 → 학생부 수학교과 성적 → 학생부 이수단위 수 → 학생부 이수교과목 수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 다음 순위별 성적우수자로 선발

      학생부 수학교과 성적 → 학생부 영어교과 성적 → 학생부 과학교과 성적 → 학생부 국어교과 성적 → 학생부 이수단위 수 → 학생부 이수교과목 수

 * 위의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선발함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비대상 고교의 지원자

•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마감일까지 학생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

※ 3학년 1학기(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학생부와 입학원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

      논술100%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인문

과학

대학

국어국문학과 9

사회

사회

과학

대학

경영학과 9

일어일문학과 9 회계학과 9

중어중문학과 11 국제통상학과 9

영어영문학과 10 법학과 10

불어불문학과 7 사회학과 8

독어독문학과 7 문헌정보학과 10

스페인어과 7 심리학과 10

사학과 8 아동가족학과 8

철학과 8 문화인류학과 7

미술사학과 10 사회복지학과 8

자연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16 정치외교학과 6

정보통계학과 16 유아교육과 9

화학과 12

자연
공과

대학

컴퓨터학과 16

식품영양학과 14 IT미디어공학과 16

인문 예술대학 의상디자인학과 9 바이오공학과 11

계 299

2. 지원 자격

•국내외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여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여자

3. 전형 방법

전형유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논술고사

논술위주 100% 있음

▶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방법은 p.12 참고

가. 고사형태 : 제시된 지문을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답안을 작성

나. 출제구분 :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수리논술)

다. 고사시간 : 120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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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항 수 및 답안 글자수

 - 문항 수는 3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소문항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수리논술)

문항 수 3문항(소문항 최대 2문항) 3문항(소문항 최대 3문항)

답안 글자수 문항당 500자 이내(총 1,500자 이내)

※ 교과서에 나온 주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논술할 수 있도록 출제함

•유의사항

   -  논술고사 대상자는 고사일 전 본교 입학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서 본인의 논술고사 일자와 시간을 확인한 후 지정장소에 집합해야 합니다. 논술고

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고사 당일 지원자는 수험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수험표,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논술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신분증 :  학생증(사진이 포함된 은행발급 학생증 또는 플라스틱 학생증), 주민등록증(또는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또는 사진이 포함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여권,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4. 선발원칙

- 전형 방법에 의한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 다음 순위별 성적우수자로 선발

      수능 국어영역 등급 → 수능 영어영역 등급 → 수능 수학영역 등급 → 수능 사탐/과탐영역 등급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 다음 순위별 성적우수자로 선발

      수능 수학(가)영역 등급 → 수능 수학(나)영역 등급 → 수능 영어영역 등급 → 수능 국어영역 등급 → 수능 사탐/과탐영역 등급

 * 수능 반영영역 미응시의 경우 응시자를 우선 선발함

 * 위의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선발함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2012년 2월 이전(2012년 2월 포함) 졸업자

•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비대상 고교의 지원자

•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마감일까지 학생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

※ 3학년 1학기(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학생부와 입학원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외국학교 전(全) 과정 또는 일부 학기 이수자

•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 확인서) 첨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2012년 이전(2012년 포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청 발행(동사무소 FAX 민원서류도 인정)

※ 검정고시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검정고시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범위 : 2013년 1회차 ~ 2017년 1회차

      예체능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예술대학

동양화과 7

서양화과 7

실내디자인학과 7

시각디자인학과 7

텍스타일디자인학과 7

계 35

2. 지원 자격

•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인 여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4개 학기 이상 성적 취득자

   ※ 학생부 반영교과가 없거나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3. 전형 방법

전형유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실기고사

실기위주 20% 80% 없음

가. 학생부 반영교과 및 반영방법 : p.28 참고

나. 실기고사

•실기고사 일자

모집단위 고사장 및 일정 안내 실기고사 비고

동양화과

서양화과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

2017. 10. 18(수) 2017. 10. 21(토) ~ 22(일)

• 지원자가 직접 고사장 및 일정을 확인해야 하며,                                  

대학에서는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고사장 및 일정은 본교 입학홈페이지                                                

(enter.duksung.ac.kr)에 게시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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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고사 내용

모집단위 내용 고사시간 사용 재료 출제내용

동양화과 수묵담채화 4시간
•화선지 2절

•묵, 동양화 물감

감자, 건조가오리, 검정운동화, 계란, 계란판(30구), 국화꽃다발,    

단호박 반쪽, 당근, 대바구니, 동양화붓, 동양화붓걸이, 등산화, 맥주병, 

바비인형, 봉지라면, 북어, 비닐포장된 식빵, 빨간색 털실뭉치, 사과,  

스테인리스 주전자, 식물화분, 신문지, 안개꽃다발, 양배추, 원통연필

꽂이, 유리병, 유리화병, 장미꽃다발, 컵라면, 통마늘, 투명비닐에 포장

된 토끼인형, 파인애플, 파인애플반쪽, 피망, 헤어드라이어

※ 발표된 소재 중에서 선정하여 출제함

서양화과 색채소묘 5시간

•켄트지 2절

• 고사시간 내에 완전 건조시킬 수 있는 

자유재료(단, 완성된 작품이 번지거나 

손상될 수 있는 재료는 사용불가)

인체와 제시된 조건에 의한 표현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

택1

기초

디자인
4시간

•켄트지 3절

•제한 없음(단, 부착재료 사용불가)
비공개

사고의

전환
5시간

•켄트지 2절

•제한 없음(단, 부착재료 사용불가)
비공개

•고사 진행 순서

   - 고사장 입실 후 지정 좌석에 착석 → 정물 공개 및 고사 진행 → 고사용지 수거 및 고사 종료

•유의사항

   -  예체능전형 실기고사 대상자는 고사일 전 본교 입학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서 본인의 실기고사 일자와 시간을 확인한 후 지정장소에 집합해야         

합니다. 실기고사 불참자는 학생부 성적 등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  고사용지, 화판, 이젤, 의자, 책상은 본교에서 제공하며, 이외의 재료 및 물품은 수험생이 준비해야 합니다.

   -  좌석과 이젤은 절대 다른 위치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단, 이젤의 경우 감독관의 허용하에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양화과의 경우 이젤이 아닌 바닥에 놓고 그릴 수 있음

   -  모집단위별 사용재료를 준수해야 합니다.

   -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고사 당일 지원자는 수험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수험표,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신분증 :  학생증(사진이 포함된 은행발급 학생증 또는 플라스틱 학생증), 주민등록증(또는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또는 사진이 포함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여권,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4. 선발원칙

- 전형 방법에 의한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학생부는 지정된 교과영역의 석차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예술대학

   - 다음 순위별 성적우수자로 선발

       실기고사 성적 → 학생부 국어교과 성적 → 학생부 영어교과 성적 → 학생부 사회교과 성적 → 학생부 수학교과 성적 → 학생부 이수단위 수 →            

학생부 이수교과목 수

 * 위의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선발함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비대상 고교의 지원자

•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마감일까지 학생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

※ 3학년 1학기(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학생부와 입학원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

      덕성인재전형(학생부종합)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 명)

선발인재상

자기 주도적 탐색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잠재력과 덕성을 겸비한 학생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5

회계학과 8

국제통상학과 8

법학과 10

사회학과 7

문헌정보학과 10

심리학과 7

아동가족학과 7

사회복지학과 7

정치외교학과 15

유아교육과 6

예술대학 의상디자인학과 9

계 222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8

일어일문학과 8

중어중문학과 11

영어영문학과 7

사학과 7

철학과 7

미술사학과 10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8

정보통계학과 8

화학과 12

식품영양학과 13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8

IT미디어공학과 8

바이오공학과 8

2. 지원 자격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인 여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3. 전형 방법

전형유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학생부위주(종합) 100% 없음

※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

4. 선발원칙

- 전형 방법에 의한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표절, 대필, 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및 허위사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해당자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 및 확인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 다음 순위별 성적우수자로 선발

      서류평가 항목① 성적 → 서류평가 항목② 성적 → 서류평가 항목③ 성적      

* 위의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선발함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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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비대상 고교의 지원자

•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마감일까지 학생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

※ 3학년 1학기(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 제출서류 접수 마감기한[2017. 9. 20(수) 18:00]까지 입력 및 수정 가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사용함

     - 공통문항 3문항, 자율문항 1문항

•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자기소개서 0점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 금지)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학생부와 입학원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

      사회기여자전형(학생부종합)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3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3

심리학과 3

계 9

2. 지원 자격

•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인 여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위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원서접수 개시일 현재 장교(대령 이하),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원서접수 개시일 현재 경찰관(경감 이하), 소방관(소방경 이하), 교도관(교감 이하), 집배원(우정6급 이하) 및 환경미화원(국가 또는 시·군·구청소속)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단위 : 명)

전형유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학생부위주(종합) 100% 없음

※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

4. 선발원칙

- 전형 방법에 의한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표절, 대필, 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및 허위사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해당자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 및 확인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 다음 순위별 성적우수자로 선발

      서류평가 항목① 성적 → 서류평가 항목② 성적 → 서류평가 항목③ 성적

 * 위의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선발함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비대상 고교의 지원자

•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마감일까지 학생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

※ 3학년 1학기(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 제출서류 접수 마감기한[2017. 9. 20(수) 18:00]까지 입력 및 수정 가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사용함

   - 공통문항 3문항, 자율문항 1문항

•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자기소개서 0점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 금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부 또는 모 기준

※  지원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별도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추가 제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증명서

•전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발급

 (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군인,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집배원, 

환경미화원의 자녀

보호자 

재직증명서

•현직급 및 근속년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원서접수 개시일[2017. 9. 12(화)] 이후 발급 서류)

※ 학생부와 입학원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는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3. 전형 방법

더블시너지  수시모집요강 1918 DUKSUNG WOMEN'S UNIVERSITY



      특성화고교전형(학생부교과)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2

예술대학

실내디자인학과 2

회계학과 2 시각디자인학과 2

국제통상학과 2 텍스타일디자인학과 2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2 의상디자인학과 2

IT미디어공학과 2 계 18

2. 지원 자격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인 여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4개 학기 이상 성적 취득자

   ※ 학생부 반영교과가 없거나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위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특성화고교전형 지원이 가능한 고교에서 4학기 이상 재학하고 졸업해야 함

   나)  특성화고교 또는 특성화고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에서 본교 모집단위의 기준학과와 동일한 학과를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출신학교장으로부터 동일계열 확인을 받은 자

   다)  아래의 동일계열 기준학과와 명칭이 달라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본교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동일계열 확인서(본교 서식 활용)

에 관련과목과 이수단위, 교과 총 이수단위 수를 기재해야 하며, 심사 후 동일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계열 기준학과

본교 모집단위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동물자원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과, 

무역정보과, 복지서비스과, 산림자원과, 상업디자인과, 생물공학과, 생물공학기술과, 수산양식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응용디자인과, 자영수산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항만물류과,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생산과, 해양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회계정보과

회계학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회계정보과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동물자원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과, 

무역정보과, 산림자원과, 상업디자인과, 생물공학과, 생물공학기술과, 수산양식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영상제작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응용디자인과, 자영수산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항만물류과, 해양생산과,    

해양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회계정보과

컴퓨터학과
경영정보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멀티미디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기과, 전자계산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해양정보과, 회계정보과

IT미디어공학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과, 영상제작과, 전자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실내·시각디자인학과
건축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과, 상업디자인과 ,섬유과, 실내디자인과, 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응용디자인과, 

의상과, 조경과, 컴퓨터게임과, 콘텐츠개발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컴퓨터게임과, 영상제작과, 정보처리과, 컴퓨터응용과, 건축과, 금융정보과, 디자인과, 멀티미디어과, 무역정보과, 

미용과, 상업디자인과, 섬유과, 실내디자인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응용디자인과, 의상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조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의상디자인학과

건축과, 경영정보과, 금속재료과, 금융정보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과, 무역정보과, 미용과, 상업디자인과,    

섬유과,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응용디자인과, 의상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컴퓨터게임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 등의 졸업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 등은                                

특성화고교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 동일계열 기준학과와 명칭이 다르더라도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

※ 동일계열 기준학과 및 전문교과 인정여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본교 교과과정 참고

(단위 : 명)

3. 전형 방법

전형유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학생부위주(교과) 100% 없음

▶ 학생부 반영교과 및 반영방법 : p.28 참고

▶ 특성화고교전형 미충원인원 발생 시,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모집 특성화고교전형은 수능위주전형이며, 직업탐구영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4. 선발원칙

- 전형 방법에 의한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학생부는 지정된 교과영역의 석차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 다음 순위별 성적우수자로 선발

       학생부 국어교과 성적 → 학생부 영어교과 성적 → 학생부 사회교과 성적 → 학생부 수학교과 성적 → 학생부 이수단위 수 → 학생부 이수교과목 수

•공과대학

   - 다음 순위별 성적우수자로 선발

       학생부 수학교과 성적 → 학생부 영어교과 성적 → 학생부 과학교과 성적 → 학생부 국어교과 성적 → 학생부 이수단위 수 → 학생부 이수교과목 수

 * 위의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선발함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비대상 고교의 지원자

•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마감일까지 학생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

※ 3학년 1학기(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특성화고교전형 

동일계열확인서

• 본교 서식 활용(인터넷 원서접수 시 출력 가능)

※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학생부와 입학원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

더블시너지  수시모집요강 2120 DUKSUNG WOMEN'S UNIVERSITY



      농어촌학생전형(학생부종합)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2

사회학과 2

문헌정보학과 2

심리학과 2

아동가족학과 2

문화인류학과 2

사회복지학과 2

정치외교학과 2

유아교육과 4

공과대학 바이오공학과 2

계 44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2

일어일문학과 2

불어불문학과 2

독어독문학과 2

스페인어학과 2

사학과 2

철학과 2

미술사학과 2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2

정보통계학과 2

화학과 2

2. 지원 자격

•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인 여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  위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아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시에 속한 읍·면 지역 포함)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해당 기간의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②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시에 속한 읍·면 지역 포함)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6년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해당 기간의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나, 그 이후에 주소지가 변경

되는 경우(같은 동에서 같은 동으로,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내로 전·출입하는 경우 포함)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최종 출신고등학교장으로부터 지원 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을 받은 자

   다)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이 아닌 자

   ※ 농어촌전형 취지 부합도 평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실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원 자격 및 전형 취지 부합도에 대하여 본교 입학사정관위원회에서 심의함

   ※  졸업예정자는 고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최종 등록 이후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농어촌지역 거주 및 재학사실을 

확인함.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 및 재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3. 전형 방법

전형유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학생부위주(종합) 100% 없음

※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

4. 선발원칙

- 전형 방법에 의한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표절, 대필, 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및 허위사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해당자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 및 확인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 다음 순위별 성적우수자로 선발

       서류평가 항목① 성적 → 서류평가 항목② 성적 → 서류평가 항목③ 성적

  * 위의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선발함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비대상 고교의 지원자

•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마감일까지 학생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

※ 3학년 1학기(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 제출서류 접수 마감기한[2017. 9. 20(수) 18:00]까지 입력 및 수정 가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사용함

     - 공통문항 3문항, 자율문항 1문항

•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자기소개서 0점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 금지)

농어촌학생전형 지원 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

• 본교 서식 활용(인터넷 원서접수 시 출력 가능)

※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년)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지원자 본인 기준 1부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 주소 표기하여 제출(학교생활기록부 우측상단에 표기)

중·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6년)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부, 모, 지원자 기준 각 1부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 주소 표기하여 제출(학교생활기록부 우측상단에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부 또는 모 기준

해당자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 이혼 가정의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친권자가 재혼한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위의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등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졸업예정자는 고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 등록 이후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농어촌지역 거주 및 재학사실을 

확인함.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 및 재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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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나눔전형(학생부종합)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2

회계학과 2

국제통상학과 2

사회복지학과 2

계 8

2. 지원 자격

가. 국내외 고교 졸업 또는 2018년 2월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여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여자

•  위 가, 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의 자녀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의 학생

3. 전형 방법

전형유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학생부위주(종합) 100% 없음

※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

4. 선발원칙

- 전형 방법에 의한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표절, 대필, 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및 허위사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해당자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 및 확인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사회과학대학

   - 다음 순위별 성적우수자로 선발

       서류평가 항목① 성적 → 서류평가 항목② 성적 → 서류평가 항목③ 성적

  * 위의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선발함

(단위 : 명)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2012년 2월 이전(2012년 2월 포함) 졸업자

•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비대상 고교의 지원자

•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마감일까지 학생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

※ 3학년 1학기(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반드시 출신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 제출서류 접수 마감기한[2017. 9. 20(수) 18:00]까지 입력 및 수정 가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사용함

    - 공통문항 3문항, 자율문항 1문항

•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자기소개서 0점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 금지)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외국학교 전(全) 과정 또는 일부 학기 이수자

•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 확인서) 첨부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2012년 이전(2012년 포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청 발행(동사무소 FAX 민원서류도 인정)

※ 검정고시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검정고시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범위 : 2013년 1회차 ~ 2017년 1회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7일 이내 발급 서류)

• 지원자 본인 기준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가구의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부 또는 모 기준

※  지원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별도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7일 이내 발급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부 또는 모 기준

※  지원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별도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7일 이내 발급 서류)

한부모가족의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부 또는 모 기준

※  지원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별도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7일 이내 발급 서류)

※  학생부와 입학원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는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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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2018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모집

덕성인재/사회기여자/
농어촌학생/희망나눔전형

전 형 명 모 집 단 위 

성      명 생 년 월 일     .      .      .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직접 입력해 주시고,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 및 입력 기간 : 2017. 9. 12(화) 10:00 ~ 2017. 9. 20(수) 18:00까지
2.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3. 희망나눔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 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7.  학생부 위주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해외 어학 연수 등)을 작성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위 본인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 사실 기재나 대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취소 또는 입학 허가의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7 년       월     일

지원자                     (서 명)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후 부여받은 본 대학교 수험번호임 수험번호  

수험번호 성명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1,500자 이내).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4. 지원 모집단위에 대한 노력 과정 및 지원동기와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자기소개서 양식

더블시너지  수시모집요강 2726 DUKSUNG WOMEN'S UNIVERSITY



1. 복수지원 관련 사항(20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 범위

•수시모집 대학 간에는 전형 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의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6개의 전형에는 정원외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이 포함됩니다.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 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동일 전형 내에서는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무효로 처리되어 접수가 취소됩니다.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3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2. 등록(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20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가. 이중등록 금지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함),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지원자의 입학은 취소됩니다. 

나. 등록 유의사항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선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힌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포기 기간 중에는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을 본교 입학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형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20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가.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학한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다.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형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마. 본교 또는 타 대학에서 전형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4. 논술고사 및 실기고사 유의사항 

가. 지원자가 직접 고사 일정을 확인해야 하며, 본교에서는 개별 연락하지 않습니다.

나.  논술100%전형 및 예체능전형 지원자 중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입시전형일에 별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형일 7일 전까지 입학관리과로 지원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02-901-8189~8190)

다.  논술고사 및 실기고사 중에는 휴대전화 등 기타 고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휴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사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관련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전산자료를 활용합니다. 본교에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

합니다.

   - 적용대상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시스템이 설치된 고교의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온라인 제공을 하지 않는 고교 출신자,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마감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 등)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출신학교장 직인 날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자로 처리함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시 자료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학한 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학생부100%전형, 예체능전형, 특성화고교전형 공통)

가. 반영교과 및 반영방법

모집단위 반영교과 교과목 반영방법 점수산출 활용지표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국어, 영어, 사회

모집단위별로 반영하는 교과에 대해 

학생이 이수한 전 교과목
석차 등급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수학, 영어, 과학

•모집단위별 3개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이수해야 함

•모집단위별 1, 2, 3학년 반영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며,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  고등학교 간 학력차는 인정하지 않음

• 반영교과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분류한 교과편제를 적용하여 본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따라 반영함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사회(역사/도덕포함)’, ‘과학’의 전(全) 과목을 반영함

   -  영어 교과의 경우  ‘외국어’, ‘외국어에 관한 교과’, ‘외국어(영어)’, ‘외국어(영어)에 관한 교과’의 영어과목을 반영함

   - 과학 교과의 경우 ‘과학에 관한 교과’도 포함하여 반영함

나. 성적 산출방법

1) 모집단위별 반영 교과에서 학생이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의 석차등급을 아래 [학교생활기록부 등급점수 환산표]에 따라 등급점수로 환산

   [학교생활기록부 등급점수 환산표]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0 99 98 97 96 92 86 80 0

2) 학년별 교과 성적 반영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30% 30% 40%

3) 등급점수를 아래의 성적 산출식에 적용

    -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식 : ∑학년별 반영비율 × [∑(과목별 등급점수 × 이수단위 수) ÷ ∑이수단위 수]

   ※ 학생부 교과영역 성적 산출방법은 학생부 성적이 반영되는 모든 전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형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로 환산하여 점수 산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6 지원자 유의사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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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정고시합격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안내

가.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검정고시합격자는 반드시 각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을 신청(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발급한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나.  온라인 제출을 신청한 지원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의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2013년도 제1회 ~ 2017년 제1회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이며, 2013년도 이전 및 2017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를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6. 기타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사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보완 요구자료 포함) 미제출자 및 지원 자격 미달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온라인 제공을 하지 않는 고교 출신자,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학교

생활기록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 등) 중 서류제출 기한 내 학교생활기록부 미제출자

   -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중 자기소개서 미입력자 등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 전형에서 본교 최저학력기준을 미충족한 자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 성적 반영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

• 논술고사 및 실기고사 미응시자 및 부정행위자 

나.  합격자 사정회에서 지원자의 전형 성적이 본교가 정한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본 모집요강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니 지원 전 반드시 본교 입학홈페이지(enter.duksung.ac.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라.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1. 수시모집 등록 확인 예치금 환불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기간 : 2017. 12. 22(금) ~ 2017. 12. 27(수) 

   ※  수시모집 등록포기 마감일시 : 2017. 12. 27(수) 21:00 

   ※  위 기한을 넘어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합격자의 충원합격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는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등록포기자는 

마감시간 전에 포기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본교 입학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 접속하여 신청

• 등록포기 및 환불을 요청할 때 입학원서 작성 시 입력한 지원자 및 추가연락처로 SMS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교 합격이 취소되면 추후 번복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 후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수시모집 최종등록금 환불

•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포기 마감일시[2017. 12. 27(수) 21:00] 이후,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 즉시 본교 입학관리과로 전화통보를 해야 합니다.

   ※  등록금 반환시간 : 평일 09:30 ~ 16:00(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환불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  등록포기 관련 문의 : 입학관리과 02-901-8777~8778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20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공통)

1. 전형별 전형료 

구분 전형료

수시모집

정원내

학생부위주(교과) 학생부100% 40,000원

논술위주 논술100% 70,000원

실기위주 예체능 80,000원

학생부위주(종합)
덕성인재 50,000원

사회기여자 20,000원

정원외

학생부위주(교과) 특성화고교 40,000원

학생부위주(종합)
농어촌학생 50,000원

희망나눔 -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본교에서 부담합니다.

※ 전형료 반환시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를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2.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 반환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을 정산하여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2018년 4월 예정)

•입학전형료의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해야 합니다.

   - 반환 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지정된 기간에 본교에 직접 방문

3. 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 

•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전형료를 반환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전형료 반환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납부한 입학

전형료 전액

•  그 외의 경우는 전형료 반환신청서와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전형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서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사유(지원포기, 논술고사 및 실기고사 미응시 등)에 의한 전형료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니, 원서접수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전형료9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8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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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선발기준 장학금액

운현장학금 수시모집 수석합격자

•입학금,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학기 중 도서구입비 매월 10만원 지급 

•언어교육원 수업 무료수강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우선 선발 

• 단, 추후 본 장학생의 계열별 수능 반영영역 성적이 해당 기준 이상일 경우

 추가 특전을 부여함

▶ 추가 특전 

• 해외자매대학에 교환유학생으로 1회 파견 또는 해외 어학연수 1회 지원                   

(등록금+기숙사비+항공료 총 300만원 이내) 

• 지방학생의 경우 기숙사 우선선발 및 기숙사비 면제(1년)

덕성누리

장학금
각 전형별 수석합격자

• 입학금,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언어교육원 수업 무료수강 지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우선 선발 

계열수석

장학금

수시모집 계열별 수석합격자

[인문계열(의상디자인 포함), 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 입학금, 등록금 전액 면제(1회)

• 언어교육원 수업 무료수강 지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우선 선발 

성적우수

장학금

입학성적 총점순위가 각 전형의 계열별 합격자 총인원의    

상위 5% 이내인 자 

[인문계열(의상디자인 포함), 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 입학금, 등록금 전액 면제(1회)

희망나눔

장학금

합격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장학금액 및 기간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함

덕성가족

장학금

어머니가 우리학교 동문이거나 자매가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

• 500,000원 

• 자매 모두 재학 중 일정성적(2.5) 이상일 경우 지급하며 입학 당해 학기는               

제외함

※ 기타 사항

가. 운현장학생의 수능 성적 기준

    ① 인문사회계열 :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② 자연공학계열 : 수학(가)형 1등급, 영어 1등급 

나. 장학금 중 2가지 이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 1개 장학금만 지급함

다.  장학금 중 운현 및 덕성누리장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직전학기 성적 3.50 미만일 경우에는 그 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라. 장학생이 동점자일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마. 전체 장학금 중 희망나눔장학금, 덕성가족장학금은 입학 후 관련서류를 심의하여 지급함

바.  장학생 특전 중 언어교육원 무료수강은 해당 장학금 지원 횟수와 동일하며, 언어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중 내부 지정 프로그램에 한함

사.  운현장학생, 덕성누리장학생, 계열수석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은 학생부100%전형, 논술100%전형 및 덕성인재전형에서 선발함

2018학년도 수시모집 장학제도10

학교소개

학과소개

34·전공 및 교양 교육 프로그램

34·글로벌 프로그램 / 35·학생 지원 프로그램

36·THE PRIDE 덕성

38·인문과학대학 / 41·사회과학대학 

44·자연과학대학 / 46·공과대학

48·예술대학 / 50·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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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미래 인재의 요람 덕성! 마음껏 꿈꾸고 이루는 덕성!

세계로 나아가는 덕성!

DS-Humart 교육
최첨단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전문지식과 아름다운 마음

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인문적 소

양(Humanity)과 스마트 테크놀로지(Smart Technology)가 

융합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다.

교직과정
덕성여자대학교는 18개 학과에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직과정은 졸업 후 중등교사와 유치원교사를 희

망하는 학생들이 교직에 관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면 사범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중등학

교 정교사 2급, 사서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무시험검정으로 받게 된다.

파견(교환/방문)학생
파견(교환/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해외 자매대학에서 1

학기 또는 1년 동안 정규 학기를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

는 프로그램이다.

커리어개발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는 학생들의 성공취업을 위해 다양한 취

업·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경력개발 

프로그램은 진로에 대한 탐색 및 설계에서부터 취업역량 

강화, 인턴십, 멘토링 등 학년별로 반드시 필요한 체계적

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덕성인들은 입학과 함께 올바

른 직업관을 갖고 21세기 여성 인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진로상담프로그램(커리어 어드

바이저, 1:1 취업클리닉 등), 덕성 멘토링 프로그램, 덕성 인

턴십 프로그램, 직업·직무역량 강화교육, 라라아카데미(

자격취득과정) 등이 있고 취업교과목으로는 저학년 대상 

여성의 진로탐색과 설계, 취업기초전략과 고학년 대상 성

공취업전략 등 총 5개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제도
덕성여자대학교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신입생 수시모집 수석합격자에게 주어지는 ‘운현장학금’ 등 학업성적 우수 

장학금뿐 아니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희망나눔장학금’, 어머니가 덕성여

자대학교 동문이거나 자매가 덕성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급하는 ‘덕성가족장학금’ 등 다

양한 혜택의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봉사 프로그램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세상을 그리기 위

해 덕성인들은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

다. 국내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는 장애 아동들과 함께

하는 나들이 봉사를 비롯하여 방과 후 공부방, 환경보존 

캠페인,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등

이 있다. 해외봉사 프로그램으로는 매년 여름방학 기간

에 중국, 네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을 방문

하여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체험 등을 진행하는 해외

봉사단이 있다.

◆  덕성글로벌리더장학금 덕성인재육성장학금 차미

리사장학금 남해장학금 운현장학금 덕성누리장학

금 계열수석장학금 대학수석장학금 학과수석장학

금 성적우수장학금 지구촌외국인장려장학금 등

    ⇒ 교내장학금(총 68종) / 외부장학금(약 60종)

Duksung Global Challenger
하계 방학 중 학생 4인이 팀을 이루어 해외로 팀별 자체 

탐방을 떠나는 프로젝트로 탐방 계획 및 모든 진행은 학

생들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선발된 팀은 대학으로부터 지

원금을 받는다. 통역도우미 
Duksung International Buddies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 및 교환교수

를 대상으로 환영회, 대동제, 문화체험 등을 함께하며 생

활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답사 등 함께 월간 

행사에 참여한다. 

창업 교육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여성스마

트창작터 주관기관’, SK텔레콤·중소기업청·창업진흥

원이 시행하는 ‘SK 청년 비상(飛上) 프로그램 운영 주관

기관’에 선정되어 창업 인프라 구축, 창업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 창업동아리 육성,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창업 마인드를 고취하고 성공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학과별 심화교육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자 전공 특성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졸업논문과 

언어능력시험, 전공 관련 자격증, 졸업작품전시회 등 학과

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이수하도록 함은 물론, 학과별 인

증과 연계하여 취업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과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진행하여 학생 능

력을 최대한 고양시키고 있다.

단기어학연수 
방학 중 4~6주간 해외 자매대학의 단기 어학연수에 참

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취득 성적 평균 70점 이상 시 교양 

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국인 초청교환학생 
교류협정에 의거, 해외 자매대학의 재학생(학부, 대학원

생)을 정규학기에 초청하여 수학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English Speaking Club
영어회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끼리 클럽을 이루어 회화 

스터디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이 

클럽장이 되어 영어회화와 교환학생 정보 공유 등의 기

회가 된다.

다양한 전공교육
현재 총 6개 단과대학, 37개 학과, 4개 연계전공의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100년의 교육 역량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를 키웁니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전공·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덕성의 인재들은 진리를 탐구하고 지혜와 혜안을 키워나갑니다. 학문적 지식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기 위한 덕성

만의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고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체계적

인 취업·경력 개발 프로그램, 국내·외 봉사활동, 다채로운 장학제도 등을 통하여 지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창의적 

인재를 키웁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세계로 나아가는 창의교육 선도대학’을 지향합니다. 다채롭고 체계적인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글로

벌 역량과 마인드를 두루 갖춘 인재를 육성합니다. 단기어학연수, 해외탐방단,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 등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덕성여자대학교를 글로벌 캠퍼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직과정 설치 학과

글로벌
 PROGRAM

교육
 PROGRAM

학생 지원

 PROGRAM

대학 학과 자격증

인문과학대학
국문, 일문, 중문, 영문, 불문, 

독문, 스페인어

중등학교 정교사 2급자연과학대학 수학, 화학, 식품영양

공과대학 컴퓨터

사회과학대학

경영

문헌정보, 심리 사서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유아교육(사범계열) 유치원 정교사 2급(선발 없이 전원 이수)

예술대학 동양, 서양, 의상디자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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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학 100주년

앞서가는 덕성 
자랑스러운 팩트

THE PRIDE
덕성

71.1%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17년 1학기 기준, 서울소재 여대 1위

100%

법정부담금 부담률
2015년 결산 기준

405.7%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2016년 기준, 서울소재 여대 1위

121%

교사확보율
2016년 재학생 기준

166.3%

교육비 환원율 
2015년 결산 기준, 서울소재 여대 2위

3회

약사 국가고시 수석합격자 배출
2006·2007·2010년



영어구사력 함양

영미문학 및 영미문화 이해능력 배양

논리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방식 함양

사회 및 문화에 대한 건전한 비판능력 배양

영어영문학 전문인 자질배양

중국어문학에 능통한 창의적 지식인 양성, 중국의 전통문화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 현대 중국의 이해를 통한 세계 속의 한국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아 글로벌 중국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유창한 회

화와 청취력 배양, 정확한 문장 표현과 번역능력 배양, 현대작품 감상을 통

한 고급 문장의 분석능력 배양, 중국 고전문학 학습을 통한 중국 전통 사

회문화 이해, 중국 현대문학, 시사무역 관련 학습을 통한 현대 중국의 제

반상황 이해를 학과 세부 교육목표로 정하여 학생별 능력에 맞는 실용적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영어영문학과의 교육목표는 영어 구사력의 함양을 바탕으로 영미문학 및 

문화를 이해하고, 논리적이고 창조적으로 사고하며, 개인과 사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이는 미래지향

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 양성이라는 대학의 교육목표와도 연계된

다. 또한 본 학과는 영어학, 영미문학, 영어교육학의 기초적인 교육은 물론 

통섭적 학문체계를 바탕으로 실효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교육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특화된 전문역량을 펼칠 수 있도

록 학업지도 이외에 취업지도와 인성지도를 비롯한 학생지도에 힘쓴다.

중어중문학과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02)901-8231

http://academy.duksung.ac.kr/chinese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자,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 대한 체계적 이론과 실

천적 학습 방법을 익힘으로써 국어국문학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창

조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창의적 여성 인재

로의 성장을 돕는다. 국어국문학을 기왕의 고정된 시각으로만 보는 데 그

치지 않고 동서고금을 막론한 다양한 이론적 체계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의 언어와 문학 작품을 창조적으로 수용·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

도록 한다.

명확한 일본어 능력 증진과 일본문학 감상 및 분석능력 배양, 일본문화 이

해능력 함양을 통하여 일본인과 일본사회를 이해함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정보 획득능력을 배양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일 간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국어국문학과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02)901-8181

http://academy.duksung.ac.kr/korean

일어일문학과
Dep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02)901-8221

http://academy.duksung.ac.kr/japanese

영어영문학과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02)901-8191

http://academy.duksung.ac.kr/english

인문과학대학
글로벌 역량의

창조적인 문화리더

HumanitiesColleg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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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현대사회 뿌리가 되는 

스마트한 여성리더

문화의 가치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창조·보존·발전에 큰 노력을 기울

여 가장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거두는 나라, 프랑스의 문학과 언어

를 배우는 불어불문학과에서는 프랑스의 문화·예술을 관통하는 정신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익힌다. 불어불문학을 전공·부전공으로 택함으로써 

영어와 더불어 세계 제1의 외교어인 프랑스어 능력을 갖추어 뛰어난 세계

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아름다움을 기초로 한 프랑스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기획·개발하는 능력을 통해 남다른 문화산업 리

더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독일은 세계적인 경제적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사회복지 시스템

을 유지하고 꾸준히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 강국이자 ‘시인과 사상가

의 나라’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문화적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독어독문학

과는 막강한 경제력과 문화적 힘을 바탕으로 명실 공히 유럽을 견인하는 

나라 독일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위해 필요한 독일어권의 지역전문

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독어독문학과는 독일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인 독일어 회화수업을 비롯하여 신문기

사, 문학작품 등 다양한 종류의 독일어 텍스트 읽기와 번역연습, 독일어권

의 지역 이해를 위한 각종 문화수업 등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감

각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수업을 개설하고, 교환학생 제도를 활성

화하고,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공 외국어 능력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국제적 자질을 겸비한 창의적인 

기초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에 교육 목적을 두어 스페인어 회화 능력 향상, 

전공 지식 강화, 국제적 감각의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전공 과정에서 체계

적인 문법 교육과 실용적인 회화 수업을 통해 스페인어 회화 능력을 향상

시키고 어학 분야에서는 스페인 언어학을, 문학 분야에서는 스페인과 라

틴아메리카의 소설, 시, 희곡을 연구하며 지역학에서는 스페인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연구를 통해 기초 전문가로

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다. 또한 국제적 감각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

해서 해외 교류와 교환학생 제도를 활성화하고 취업 관련 특성화 프로그

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다. 역사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는 올바른 

삶의 방향 설정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사학과에서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여러 강좌를 개설하여 각 주

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안목과 정의로운 가치관, 종합적 사고능력과 판단력을 갖추게 하며, 민족

주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공유하고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

양하도록 한다.

철학은 인간·세계·문화·예술 등의 근본원리를 탐구한다. 철학과의 강

좌는 인문적·예술적 소양을 키우는 유럽철학·미학, 동양의 지혜와 세계

관을 익히는 동양철학,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논리

학·분석철학 등의 분야로 구성된다. 철학과의 교육 목표는 텍스트의 논리

적 분석, 토론, 학술적 글쓰기의 훈련을 통해 최근 각광받는 인문학적 감수

성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키우며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러

한 덕목은 대학원 진학과 취업을 위한 각종 적성검사(LEET, PSAT, TOCT, 

GRE, LSAT, GMAT 등)에서 측정하는 고급 능력이기도 하다.

미술사란 문화사의 한 분야로서 미술품을 통하여 역사를 재구성하고 이해

하는 학문이다. 동양미술과 서양미술의 역사를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공

부함으로써 예술이 갖는 의미와 목적, 역사적 발전상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며, 국내·

외 미술작품에 대한 조사와 답사, 사진 촬영기술의 습득, 논문작성 등 다

방면에서 능력을 키우고 미술과 관련된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 직업에 종

사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다.

불어불문학과 
Dep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02)901-8201

http://academy.duksung.ac.kr/french

독어독문학과 
Dep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02)901-8211

http://academy.duksung.ac.kr/german

스페인어과 
Dept. of Spanish Language

02)901-8481

http://academy.duksung.ac.kr/spanish

사학과 
Dept. of History

02)901-8241  

http://academy.duksung.ac.kr/history

철학과 
Dept. of Philosophy

02)901-8251

http://academy.duksung.ac.kr/philo

미술사학과 
Dept. of Art History

02)901-8456

http://academy.duksung.ac.kr/hisart Social SciencesCollege of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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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개인과 조직이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경영학과는 미래지

향적 여성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경영관리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고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심리학은 인간 이해를 위한 과학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인지적, 정서적, 사

회적 양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순수분야와 이를 바탕으로 장애

의 예방과 치료, 건강증진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응용분야가 

있다. 심리학과는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 연구방법을 

학습하고, 인간의 생물학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양상 및 이들 상호관

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

는 학문적 소양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를 닦는다.

아동가족학은 평생 발달적 시각에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 및 가족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여 아동 및 가족 관련 분야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개발하

는 전공이다. 아동과 가족에 관한 폭넓은 기초 지식을 습득하며, 영유아 발

달 및 교육, 보육, 상담, 가족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과 연계된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진다. 

보육실습과 건강가정실습을 통해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교내 아동가족상

담실은 놀이치료 및 아동 심리검사, 아동상담 실습을 진행하여 실습 및 연

구에 사용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한 기초적인 교양과 전문적인 

이론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회계에 대한 기초 원리와 개념, 이론을 익혀 회계의 제문제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석능력과 회계제도, 관련 법규, 회계환경 등

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익힌다. 더 나아가 기업경영과 경제에 대한 문제

해결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변화하는 경쟁 환경 적응능력, 사회 

및 경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능력을 기르고 실제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

도록 교육한다.

국제통상학과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경제 및 국제경영에 대한 이론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무역실무 관

련 교과과정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준별 무역영어회화, 연

계전공, 각종 취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재학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지

원하고 있다.

법학과는 ‘덕성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이라는 덕성의 교육이념 아래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토대로서의 법학교육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

력 있는 법학전공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법학과는 전통적인 이론 중심

의 교육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하게 될 다양한 직역

에서 자신들이 연마한 법적사고(Legal Mind)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법률지

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법학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을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삶의 질 향상

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 및 응용학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국가

를 비롯하여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국제사회복지에 대해서

도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복지문제가 일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

상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

슴,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과 발, 이를 모두 갖춘 유능한 전문 사회복지사

를 양성하기 위해 인간의 삶과 사회구조(문화)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

을 강조한다.

정치외교학은 공공의식과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국

가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치 및 외교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과거 제

왕의 학문으로 소수의 지도자만이 배울 수 있었던 정치외교학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폭이 확대되면서 현대사회의 가장 중심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학문이 되었다. 정치외교학은 ‘희소한 사회적 재화와 가치를 어떻게 배분

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치과정(선거, 정당, 

의회), 세계 주요국의 정치 제도와 국제기구, 국제관계와 외교 등을 배운

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국가와 세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인재

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키우게 된다.

문화인류학은 ‘문화’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다양한 문화를 비교 문화론적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다른 문

화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획득한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와 성찰력은 인류학도들이 급변하는 시대를 읽어내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대학은 타 대학 문화인류학과와 

비교해 마케팅 인류학, 문화 기획, 디지털 시대의 문화인류학 등 응용인류

학이 중시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훈련된 기술을 사용하

고 적용할 수 있는 유아교사 및 유아교육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는 학문

이다. 유아교육과는 유아의 개별성과 환경적 특성을 존중하며 따뜻함, 배려, 

유능함과 실력을 고루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유아교육 이론에 관한 기

초 영역과 교수·학습 실제와 관련된 영역, 기타 지원 영역 등으로 구성된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사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과 국내

외 교육·연구 현장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교

수법을 활용하여 미래 교육현장에서 인성(Character, C), 전문성(Expertise, 

E), 공동체의식(Glocalism, G)의 CEG 핵심역량을 갖춘 전문 교육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늘 ‘최우수’ 등급을 유

지해오고 있다.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각

종 사회현상을 전체 사회구조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사

회의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는 사회과학의 뿌리가 되는 학문이다. 사회학

을 배움으로써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안목을 배양하게 

되며,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또

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문헌정보학은 정보의 생산, 수집, 처리, 가공, 조직, 축적, 검색, 보존, 이용, 

유통 등 정보와 관련된 모든 현상 및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문헌정보

학과는 이론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

하는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여성 정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 학술탐구 능력, 정보가공능력, 정보처리 능력, 정

보관리 능력, 국제적 정보교류 능력, 외국어 능력, 응용력과 창의력, 지도

력과 봉사정신 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

경영학과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02)901-8261

http://academy.duksung.ac.kr/business

심리학과 
Dept. of Psychology

02)901-8301

http://academy.duksung.ac.kr/psycho

아동가족학과 
Dep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02)901-8361

http://academy.duksung.ac.kr/hdfs

문화인류학과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02)901-8582

http://academy.duksung.ac.kr/anthro

회계학과 
Dept. of Accounting

02)901-8271

http://academy.duksung.ac.kr/account

국제통상학과 
Dept. of International Trade

02)901-8583

http://academy.duksung.ac.kr/econo

법학과 
Dept. of Law

02)901-8175

http://academy.duksung.ac.kr/law

사회복지학과 
Dept. of Social Welfare

02)901-8581

http://academy.duksung.ac.kr/socwelfare

정치외교학과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02)901-8457

http://academy.duksung.ac.kr/poli

유아교육과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 901-8311

http://academy.duksung.ac.kr/eced

사회학과 
Dept. of Sociology

02)901-8281

http://academy.duksung.ac.kr/sociol

문헌정보학과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02)901-8291

http://academy.duksung.ac.kr/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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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SciencesCollege of Natural Sciences

자연과학대학
무한한 과학발전의

미래 핵심인재

수학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인간의 경험과 지적활동을 통해 얻

어진 문화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지식으로 학문의 모범과 이상으로서의 영

광스러운 지위를 구가해왔고, 또한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 기술의 

현상이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은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학문적인 기반을 갖춘 후에, 응용분야인 보험수학, 금융수학, 전

산 관련 분야 등으로 더 연계·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

통계학은 각종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여러 학문

적 활동을 통해서 그 방법들에 대한 지식의 파급 등에 기여하는 과학임과 

동시에 기술이다. 통계학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은 순수 과학적 측면과 함

께 타 학문과의 연계성에 있는데 그 분야로는 심리통계, 의학통계, 화학통

계, 공업통계, 환경통계, 지리통계 등이 있다.

화학의 기본 원리와 개념교육, 체계적인 실험교육을 통해 창의적 지식인

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학적 사고방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갖춘 여성 과학 인력을 양

성하고자 한다.

식품영양학은 생명과학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조리분야를 다루는 식품학분야, 인류의 건강유지

와 질병예방의 기초가 되는 영양학분야, 단체급식분야로 나눌 수 있다. 영

양공급원을 다루는 식품과학에 대한 이해와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에 필요

한 영양과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과학적인 식품선택 및 개발, 건전한 영양

관리, 합리적인 급식관리 능력을 배양하며, 전공이론, 실습, 영양사 및 산

업체 현장실습 등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영양관리 및 식품개발분

야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을 육성한다.

국민건강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는 정신적ㆍ육체적ㆍ사회적 건강을 도

모함은 물론 생활화 및 평생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현대인의 정신

적ㆍ신체적인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기

대한다. 이에 생활체육학과는 일반 교양과목, 전공이론 및 실기과목으로 

구성되며, 댄스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각종 레저 스포츠 등의 건전한 신

체활동을 통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미래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한다.

수학과 
Dept. of Mathematics

02)901-8321

http://academy.duksung.ac.kr/math

정보통계학과 
Dept. of Information Statistics

02)901-8331

http://academy.duksung.ac.kr/statis

화학과 
Dept. of Chemistry

02)901-8351

http://academy.duksung.ac.kr/chemi

식품영양학과 
Dept. of Foods and Nutrition

02)901-8371

http://academy.duksung.ac.kr/fan

생활체육학과 
Dept. of Sports for All studies

02)901-8467

http://academy.duksung.ac.kr/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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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College of Engineering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주역

컴퓨터학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웹 응용분야의 첨단기술을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S/

W개발에 꼭 필요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과과정을 제공한

다. 또한 응용 S/W개발, DB관리, 인터넷 S/W, 게임 모바일 앱 개발분야에 

대한 기초이론과 응용기술을 교육한다. 특히 실습, 참여학습 강화, 산업체

와 연계된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IT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IT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컴퓨터학과 
Dept. of Computer Science

02)901-8341

http://academy.duksung.ac.kr/computer

정보 기술(IT)과 미디어, 디자인,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바탕으로 

탄생한 스마트 장비, 영상·영화 특수 효과, 소셜네트워크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특히 실용 예술, 콘텐츠 분야 등 기존에는 독립적인 

분야로 충분히 존재 가능했던 영역까지 특정한 IT 기술의 지식과 도움 없

이는 제작 및 보관, 전달이 어려운 융합의 시대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

한 배경 속에 과거와는 달리 IT 또는 미디어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지식만

으로는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IT미디

어공학과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컴퓨터 과학의 전

통적인 IT 교육으로 개발 능력을 육성하고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텍스트, 2D/3D 그래픽스,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 실습을 수행하

는 융합 교육을 실시한다. 

IT미디어공학과
Dept. of IT Media Engineering

02)901-8646

http://academy.duksung.ac.kr/digitalmedia

바이오공학과는 기초생명과학의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과 연구

개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응용·공학적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미래형 창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공학과 저학년의 교과 과정은 

생명과학, 화학, 유기화학, 물리학의 기초교육을 제공하여 융·복합적 과

학사고력 배양에 집중한다. 고학년의 교과과정은 전공심화과정으로 생물

공정공학, 분자생물학 및 생명공학 관련 생명공학 관련 세부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 실용지식의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졸업 이후 전공분야별 대학원 진학, 국가연구소, 또는 생명공학 관련 회사 

등으로 진출하여 활약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실질적인 연구·업

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바이오공학과 
Dept. of Bio Technology

02) 901-8357

http://academy.duksung.ac.kr/prepharm

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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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적 아티스트

Art and DesignCollege of Art and Design

예술대학

동양화는 삼국시대 고구려벽화에서 시작된 이래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가

장 생동감 있게 표현해 온 미술장르로 모필을 이용한 필묵법의 다양한 연

구와 동양사상에 뿌리를 둔 자유로운 조형연구를 통해 한국적 미감을 창

조하여 동양화가 현대미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더불어 한국

미술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현대성의 내실 있는 조화를 바탕으로 시대성

을 이해하며 현대적 미감의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한다.

순수미술 전반의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통해 폭넓은 실기와 이론교육을 병

행함으로써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표현능력과 자유로운 사고를 고취시킨

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토론과 발표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문화 

전반의 흐름에 대한 통찰과 문제의식을 형성하여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사

고를 지닌 독립적인 전문 미술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졸업 후 전문 작가

로서 기획초대전, 개인전, 공모전 등을 통한 많은 창작활동과 교육자, 디자

이너, 예술 기획자, 컴퓨터아트 등 첨단 영상에 이르기까지 미술과 관련된 

모든 아트 비즈니스(Art Business)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실내디자인학과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계획하고 창조하는 분야

이다. 인간과 환경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고 

문제를 분석하여 3차원으로 해결하고 표현하는 창의성을 교육한다. 실내 

및 건축디자인, 전시디자인, 숍디자인과 디스플레이, 가구와 소품디자인, 

공공환경 디자인, 3차원 사이버 공간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분야

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동양화과 
Dept. of Oriental Painting

02)901-8401

http://academy.duksung.ac.kr/oriental

서양화과 
Dept. of Western Painting 

02)901-8411

http://academy.duksung.ac.kr/western

실내디자인학과 
Dept. of Interior Design 

02)901-8428

http://academy.duksung.ac.kr/idesign

시각디자인학과는 디자인 이론을 바탕으로 창조적 사고능력과 디자인 실

무를 능력을 갖춘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각디자인

학과의 교육과정은 브랜드&패키지디자인, 서비스디자인, UX디자인 등 커

뮤니케이션디자인 분야와 그림책 제작, 캐릭터디자인 등 일러스트레이

션 분야,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등 영상디자인 분야의 3개 분야로 구

성되어 있다.

텍스타일디자인학과는 예술적 창의성과 산업적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디

자인인재 양성을 목표로, 예술 및 공예적 감성과 디자인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텍스타일디자인학과의 교육과정은 세

분화된 전문영역의 교과, 단계별 교과, 교과 간 연계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

과과정과 아티스트, 공예가, 디자이너 및 사업가로서의 소통과 경험을 공

유하기 위한 국내 외 학생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학생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국내 박람회 참가, 작품을 전시하는 국내·외 전시 개최 글로벌 

경험을 위한 아시아탐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 후 예술, 공예, 디

자인과 관련한 분야로 진학, 취업, 창업 등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의상디자인은 미적 감성, 기술적 표현능력, 논리적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패션을 만들어내는 디자인이다. 국제화 시대의 부가가치산업인 

패션업계를 이끌어갈 패션전문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풍부한 상상력을 개발하고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표현능력 및 창

의적 사고의 시각화 능력을 기르며 의복구성 능력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

력을 배양함으로써 시대적 감각을 지닌 지적, 미래지향적 패션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특히 졸업 작품 발표회와 전시회, 산학협동 디

자인 및 상품기획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진출을 위한 실

무기회를 갖는다.

시각디자인학과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02)901-8421

http://academy.duksung.ac.kr/vdesign

텍스타일디자인학과 
Dept. of Textile Design

02)901-8420

www.duksungtextiledesign.com

의상디자인학과 
Dept. of Fashion Design

02)901-8431

http://academy.duksung.ac.kr/f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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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인류 행복을 위한 

건강지킴이

PharmacyCollege of Pharmacy

약학은 생물학, 화학 및 물리학 등 기초 과학 기반 위에 이루어지는 생명

과 관계되는 물질에 관한 종합응용과학으로서 자연과학의 특수응용분야

이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 치료, 진단 및 건강과 위생보호 증진 등에 직·

간접적으로 응용되는 의약품의 창제, 생산, 관리, 평가, 공급 또는 그 기

초가 되는 연구분야 등 생명과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과학적 지

식, 뛰어난 임상기술, 비판적 사고능력, 적극적 학습, 도덕적 논증, 의사소

통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신약개발의 필수사항인 인체와 약

에 대한 인체반응 등의 기본적 이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약학과 
Dept. of Pharmacy

02)901-8164, 8166

http://dsphar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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