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장점 및 특징

신입생 모집 
(2021)

1학년 
(2022)

2, 3학년 
(2023~24)

졸업 후 1년 
(2025)

•수시/정시 입시지원

•학과/희망기업 지원

•서류전형/기업면접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취업장려금 제공

•입사 약정서 체결

•대학교육 : 실무중심 교육

• 등록금 : 기업/학생 

                    각 50% 분담

•대학교육(30학점)

    야간, 주말 수업

•취업 : 4대보험 가입

•해당기업 10개월 

    의무근무

입학/취업 결정 입학/취업 결정  100% 기업 정상근무(신입사원)

입학과 동시에 취업확정 및 3년 경력확보

국비등록금 지원 : 1학년 전학생 전액 장학금 및 취업장려금 지급 / 2, 3학년 전학생 등록금 50% 지원

3학년 조기졸업, 4년제 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자격 및 졸업장(학사학위) 취득

1.
2.
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상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생활과학관(16호관) B103호

T. 051)890-3381-7  F.0505-182-6982  https://has.deu.ac.kr

2022학년도 신입생모집 안내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인원

상경대학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호텔·관광·외식·조리&창업) 인문사회 30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 미래형자동차학과 공과 40

ICT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공과 30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 미래형자동차학과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입학과 동시에 취업

2022학년도 동의대학교 신입생모집 안내

서류 70%

면접 30%

학생부 종합 전형요소 반영 비율 수시모집 전형일정

내     용 일 정

원서접수(인터넷)
2021. 09. 10(금) ~ 09. 14(화), 

18:00까지

면접고사 2021. 10. 16(토)

합격자 발표 
(최초합격자 발표)

학생부종합
(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2021. 11. 05(금)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 2022. 02. 09(수) ~ 02. 11(금)

※ 수시 상세 일정은 추후 수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0%30%



2022학년도 동의대학교 신입생모집 안내

•학과 소개 및 전망
       환대산업(호텔·관광·외식·조리&창업) 분야를 기업과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무위주의 첨단 교육

시스템을 실현하고 융복합형 서비스 및 전문 실무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

•교육목표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성과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맞춤형 실무핵심 역량을 갖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스마트인재양성

•참여기업 목록
      (주)IHM호텔포레, (주)비케이컴퍼니, Caf'e de 220VOLT, 골든튤립 해운대호텔&스위트, 라마다앙코르 해운대, 

라발스호텔, 베스트웨스턴해운대, 센텀프리미어호텔, 아르반시티호텔, 아스티호텔, 이비스버젯앰버서더호텔, 

이비스앰배서더부산해운대, 크라운하버호텔 부산점, 타워힐호텔, 호메르스호텔, 호텔 아쿠아펠리스 

스마트
호스피탈리티학과 
Department of Smart 

Hospitality

호텔·관광·외식·
조리&창업

•학과 소개 및 전망
       미래형자동차 핵심 부품 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학과

•교육목표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참여기업 목록
       NMC, 남경테크윈, 늘푸른정보기술, 오토큐, 유앤아이, ㈜한국시스템, 코지텍, 화영오토텍, GME바이오, 남양

노비텍, 성일기업㈜, 성주하이텍, 아산정밀㈜, 에이티아이(경기 화성), 유니테크노, ㈜마이텍, ㈜에스피엘

코리아(경기 화성), 화영테크윈

미래형
자동차학과
Department of Future 

Automotive Technology

•학과 소개 및 전망
       기존의 ICT 전공 학과들과는 달리 기본 전공과목 학습 이후에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의 SW 기술의 활용 

및 기업과의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높은 능력과 개발 경험을 함께 쌓을 기회를 제공

•교육목표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성과 ICT 개발 능력과 소양을 갖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SW 융합인재 양성

•참여기업 목록
        뉴젠아이엔에스, ㈜스마트소셜, 산타, 삼인정밀, 솔바테크놀러지, 아이디노, 엔에프, 이즈프로브, 지팬스, 캐드

윈시스템, 티오솔루션, 티앤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Department of Software 

Convergence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