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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모집학과(계열) 및 모집인원 ·············································································· 1
2. 지원자 유의사항 ·································································································· 2
3. 합격자 선발 기준 ································································································ 3
4. 전형일정 ··············································································································· 3
5. 원서 교부 및 접수 ······························································································ 4
6. 지원자격 ··············································································································· 6
7. 제출서류 ··············································································································· 8
8. 실기고사 안내 ····································································································· 9
9. 전형방법 ············································································································· 13
10.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13
11.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 ··············································································· 14
12. 학과별 등록금 안내 ························································································· 14
13. 입학 및 대학 생활 상담 ················································································· 15

■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 ·········································································· 16
■ 개인정보 제공동의 확인서 ················································································ 19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1. 모집학과(계열) 및 모집인원
학부

모집구분

입학정원

재외국민

외국인

방송제작기술전공
방송기술계열

방송음향기술전공
방송시스템전공

방송예술융합학부

3
58

5

뉴미디어콘텐츠과

37

3

영상제작과

80

8

방송보도제작과

54

5

방송극작과

40

광고제작과

36

3

디지털영상디자인과

37

3

★연극전공

29

2

★뮤지컬전공

29

2

★연희연기전공

19

★공연예술계열
예술학부

★실용음악계열

★방송연예계열
방송연예학부

3

3

4

1

★영화예술과

35

3

무대미술과

20

2

★기악전공

33

3

★성악(보컬)전공

22

★작곡전공

26

2

★연기전공

29

2

★예능전공

19

1

★K-POP전공

20

3

4

2

2

패션스타일리스트과

34

3

엔터테인먼트경영과

40

4

계
주

12

음향제작과

콘텐츠학부

실용음악학부

126

823

16

72

1. 재외국민은 지원자 수에 따라 입학 정원의 2% 이내,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에서 선발합니다.
2. 외국인(새터민(북한이탈주민), 12년 전과정 해외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3. “★”학과(계열)는 실기고사를 실시합니다.
4. 외국인 수험생인 경우 TOPIK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방송기술계열은 방송제작기술전공, 방송음향기술전공, 방송시스템전공으로 나눠지며 2학년 1학기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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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 관련 사항
1) 본 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별도 공지하지 않으므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
록 정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2) 수험생은 모집 기간 중 우리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자격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 입학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 수험생인 경우 TOPIK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의 성적증명서를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단, 일부과정(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
학생, 예체능 학과 입학생 및 기술직 학과 입학생)은 대학이 정한 기본적 수학능력과 한국어 능력 기준에 따
라 선발 가능합니다.)
4) 입학원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서류 및 전형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입학원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 ․ 취소
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입학원서의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주소 및 전화번호, E-mail
등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입학관리팀(☎031-670-6612~3)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2개 학과(계열)까지 복수 지원 가능 : 우리대학에 개설된 학과(계열)에 전형 관계없이 2개 학과(계열)까지
복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과(계열)에 복수지원 할 경우 입학원서는 각각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같은 학과(계열)내 다른 전공으로 복수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6) 우리대학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다른 차별을 두지 않고 학업수행 의지와 적성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7) 제출서류와 입학원서의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법원 등에서 동일인 증명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제출서류 외 자격심사를 위한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입학원서 접수 후 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E-mail)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입학관리팀으로 신
고하여야 합니다.(☎031-670-6612~3)
※ 미신고시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변경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학 관련 사항
1) 2020학년도 수시모집 복수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 최종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입학이 무효됩니다.
2) 202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등록후 환불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
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고,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 합격자도 전문대학이 실
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입학 허가 및 정시지원이 취소됩니다.
3)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
적으로 하나의 대학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무효(취소)됩니다.
4) 입학원서 및 첨부 서류의 허위,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후
라도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합격여부 확인은 합격자 발표일에 입학홈페이지 또는 ARS를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학전형 평가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7)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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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격자 선발 기준
가. 비실기학과(계열)는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의 과다로 순위를 결정해야 할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윈회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발하고, 실기고사 실시 학과(계열)는 실기고사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실기학과(계열)는 수험생이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 실용음악계열은 단계별로 사정하며, 1차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낮아 학업성취가 곤란하거나, 한국어 능력 등 수학 능력
이 없다고 판단된 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는 우리대학 입학 시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1개월 늦은 국가의 경우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바. 합격대상이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
다.
사. 기타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선발기준 등은 우리대학 신입생입학사정기준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선발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안내사항

2019.09.06.(금)~09.27.(금) 17:00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동아예대길47

· 원서 : http://ipsi.dima.ac.kr에서 내려받기

원서접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입학관리팀

접수
확인

첨부서류 제출
(※해당자에 한함)

2019.09.06.(금)~10.02.(수) 17:00

입학원서 및 첨부서류
접수 확인

2019.09.18.(수)~10.07.(월) 17:00

공연예술계열
영화예술과
방송연예계열

2019.10.18.(금)(예정) ~

실기
고사

1차시험

2019.10.18.(금)(예정) ~

실용음악계열
2차시험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공지
2019.11.01.(금)14:00

· 입학홈페이지 “원서 및 서류 접수 확인”에서
제출 서류 목록 및 접수 확인
· 원서접수는 접수일 기준 2일 후, 첨부서류는
도착 예정일 이후 확인 가능

· 실기고사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 후 최종
지원자 수에 따라 확정
· 개인별 실기고사 일정 및 고사장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일괄 배정하며, 입학홈페이지에
공지(※개별 통지 하지 않음)
· 실용음악계열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 실기고사 일정은 학과(계열) 및 전공별로 다름
· 입학홈페이지
· ARS ☎ 060-700-2100(학교코드333)

등록예치금 고지서 : 2019.12.06.(금)~12.13.(금)
등록금 고지서 출력

잔여등록금 고지서 : 2020.02.04.(화)~02.10.(월)

· 합격통지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안내
: 입학홈페이지

등록 예치금 납부

2019.12.11.(수) ~ 12.13.(금) 은행마감시간

※ 잔여 등록금 납부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으므로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장

최종 등록금 납부

2020.02.06.(목) ~ 02.10.(월) 은행마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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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http://ipsi.dima.ac.kr)에서 다운로드
나. 원서 접수처(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동아예대길47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입학관리팀
단, 해외에 거주중인 순수외국인에 한하여 온라인제출 가능 : ipsi@st.dima.ac.kr
※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지원서 및 포트폴리오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입학관리팀(☎031-670-6612)으로
연락하여 접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첨부 서류 제출
1) 서류 및 기타 제출물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 접수시 원
본 서류에 대해 우리대학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은 후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단, 사본 서류의 경우 추후 합
격하여 등록하면 입학 전까지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포스티유 가입국에서 수학한 경우 해당국 정부(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아포
스티유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경우와 같이 재
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한국어 이외의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국어 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부모가 거주한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거주(근무)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제3국 수학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자격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라. 전형료
1) 비실기학과 : 30,000원
2) 실기학과
가) 방송연예계열, 공연예술계열, 영화예술과 : 60,000원[실기고사 전형료 30,000원 포함]
나) 실용음악계열 : 1차 50,000원[실기고사 전형료 20,000원 포함], 2차 30,000원
- 실용음악계열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전형료만 납부하고, 2차 시험 전형료는 1차 합격자 발
표 후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미납 시 2차 시험 응시 불가)
- 2차 시험 전형료 납부 방법 등은 입학홈페이지에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합니다.
※ 결재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전형료를 납부한 후 ①천재지변, ②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
원, 치료, ③타 대학 입시일 및 시간 중복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서와 증
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 해당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반
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반환금액

원서접수 마감 전

전형료 전액 반환

원서접수 마감 후

실기(면접)고사 전형료(30,000원 또는 20,000원) 반환

※ 우리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2019년 4월 30일까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
하여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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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안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
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
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
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
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
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유의사항
1) 입학원서 및 첨부 서류는 반드시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자격 서류 심사 통과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원서 접수 후 수험표를 확인하여 본인 수험번호의 부여 여부 및 본인의 지원 사항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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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지원대상과 자격’ 에
해당하고 본 요강의 “★ 지원자격 인정기준” 에 해당하는 자
자격구분

세부구분
교포 자녀

공무원 자녀
유치과학자 ․ 교수
요원 자녀

지원자격

비고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정부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아래 범위에 해당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임직원

해외파견

상사직원 자녀

근무자

나.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및 금융기관 포함) 임직원
다.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자녀

라. 내국법인으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마.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정원의
2% 이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재학한 자
가.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 다만,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나.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
※ 다만,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기타

자영업, 현지회사

재외국민

근무, 해외선교활동,

자녀

해외파견 교직원 등

외국인

외국인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12년 전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 소재 학교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으로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외국인
외국 소재 학교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내

모집인원

소재 학교 재학 사실이 없어야 함.)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터민으로서 국가 기관이 고등학교
졸업(예정) 학력을 인정한 자

★ 지원자격 인정 기준
가. 외국학교 재학 형태
1) 고등학교 과정에 2년 이상 재학한 기간
2)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기간
3) 중․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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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학교
1) 외국에 소재한 학교로써 해당국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만을 인정합니다.
2)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과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등은 제외합니다.
3) 외국학교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부모 거주(근무)국 내 소재 학교만 인정합니다.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
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부모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수학도
인정합니다.
다. 재학 기간
1) 지원자의 외국 학교 재학 기간은 부모의 외국 근무(거주)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외국학교의 교육 연한은 우리나라 현행 학제를 기준으로 하되 각 해당국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지
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초․중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해당국가 및 외국(대한민국 포함)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혼합하여 이수한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4) 재학기간은 입학일전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시작일이 우리나
라보다 1개월 늦은 경우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합니다.
라. 기타
1) 영주‧근무‧거주‧체류기간 산정 기준
구분

산정기준

영주기간

영주권 발급받은 후 해당국 거주 기간

근무기간

서류상 해외근무 발령일로부터 근무 종료일까지의 기간

거주기간

해당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한 날부터 최종 귀국 일까지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2) 최저 영주‧근무‧영업‧거주‧체류기간
가) 외국 영주 교포
재학형태
- 고교과정에 2년 이상 재학시
- 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 과정에 2년 계속 재학시
- 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 과정에 3년 이상 재학시

구분

영주기간

체류기간

교포인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교포의 자녀

2년 이상

2년 이상

교포인 부모

3년 이상

1년 6월 이상

교포의 자녀

3년 이상

3년 이상

※ 교포 자녀가 제3국에 수학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체류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나) 해외 파견 근무자 자녀 및 기타 재외국민
재학형태
- 고교과정에 2년 이상 재학시
- 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 과정에 2년 계속 재학시
- 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 과정에 3년 이상 재학시

구분

근무기간

거주기간

체류기간

보호자

2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자 녀

-

2년 이상

2년 이상

보호자

3년 이상

3년 이상

1년 6월 이상

자 녀

-

3년 이상

3년 이상

마. 기타 사항의 인정여부는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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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자격구분

세부구분

기본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비

고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본 대학 소정 양식]

본 대학 소정 양식

-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국내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단, 새터민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 사업자등록증, 수입증명서 중 택1)
공통 서류

- 재산세과세증명서(재정보증인)
입학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본 대학 소정 양식]
- 은행잔고증명
(US $20,000달러 이상 1개월이상 국내은행에 계속예치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외국인에 한함

-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성적증명서
- 영주권 사본(부, 모, 지원자)
교포 자녀

해당자에 한해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증명서 등 제출

- 주민등록등본(말소자 등본)
- 재외국민등록필증(부, 모, 지원자)
-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지원자)
- 주민등록등본(보호자, 지원자)
- 재외국민등록필증(보호자, 지원자)

-공무원 자녀
-유치과학자․교수 요원
해외 파견
자녀
근무자 자녀
-상사직원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출입국 사실 증명서(보호자, 지원자)
-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해외근무사실 기재

- 제3국 수학인증서

해당자에 한함

- 해외지사 설치 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허가)서 사본
(국내 금융권 발행)

상사직원 자녀

- 보호자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사실 증빙 서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주민등록등본(보호자, 지원자)
- 재외국민등록필증(보호자, 지원자)
- 출입국 사실 증명서(보호자, 지원자)
기타
재외국민
자녀

-현지법인, 자영업,
해외취업자, 해외선교활동,
부모유학(연수) 자녀 등

12년 전과정 해외 이수자

-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해외근무사실 기재

- 사업자등록증 등 영업허가 사실 증명 및 체류국 납세 증명 서류

자영업자

- 현지회사 법인등록증 사본(해외공관 확인) 및 체류국 납세증명 서류

현지회사 근무자

- 보호자 유학(연수) 사실 증명서

부모 유학(연수) 자녀

- 종교 단체장 추천서 1부

해외선교활동 해당자

- 제3국 수학인증서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

외국인은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 외국국적증명서(지원자) 및 외국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 재외국민등록필증(지원자)

해당자에 한함

- 출입국 사실 증명서(지원자)
- 외국 국적 증명서(지원자)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지원자)
- 출입국 사실 증명서(지원자)
- 여권 사본

외국인

- 호적등본(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 외국 국적 증명서(부, 모, 지원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지원자)
- 출입국 사실 증명서(지원자)
- 여권 사본(지원자)
- 고등학교 학력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장 발행

- 주민등록표 등본

주1) 제출 서류 항목을 반드시 숙지하여 해당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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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기고사 안내
가. 실기고사 일정
모집단위
방송연예계열, 공연예술계열, 영화예술과
실용음악계열

일정
2019. 10. 18.(금) (예정) ~
1차 시험 : 2019. 10. 18.(금) (예정) ~
2차 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주1) 실기고사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 후 최종 지원자 수에 따라 확정되며, 일정은 대학에서 일괄 배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주2) 실용음악계열은 단계(1차, 2차)별로 사정하며,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주3) 순수외국인에 한하여 실기고사는 포트폴리오(동영상)와 온라인 영상통화 방식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순수외국인 지원자는 반드시 입학관리팀으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670-6612)

나. 실기고사 내용 및 배점
학과 또는 계열
( 배
점 )

실

기

내

용

□ 공통사항
가. 반주자 또는 반주(MR)는 본인이 직접 USB에 준비
- 반주자는 피아노 반주만 가능하며, 반주(MR)는 반드시 mp3 파일명에 순서와 제목 기입
- USB 메모리의 바이러스(악성코드) 사전 검사 요망
나. 헤어 : 하나로 묶어 이마가 보이도록
다. 메이크업 : 진하지 않은 메이크업
라. 신발 : 굽이 낮은 신발 또는 맨발
□ 연극 전공 : 다음 가, 나 모두 준비 ☞3~4분
공연예술계열
(900점)

가. 개인연기 또는 특기 (개인연기 또는 특기 中 한 가지만 준비하여 발표)
나. 지정연기(실기고사 당일 제시하는 지정 대본 연기)
□ 뮤지컬 전공 : 다음 가, 나 중 한 가지 선택 ☞3~4분
가. 뮤지컬 보컬 - 성악․실용음악이나 뮤지컬 작품 중 한 곡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발표
나. 뮤지컬 댄스 - 킥, 턴, 스트레칭을 포함한 자유 안무 발표
□ 연희연기전공 : 다음 가~라 중 1개 부문 선택 ☞3~4분
가. 연기(자유 대사를 활용한 연기)
나. 노래(판소리, 민요, 대중음악을 활용한 노래)
다. 악기연주(가야금, 거문고, 대금, 단소, 아쟁 등 전통 악기의 연주)
라. 춤 및 동작(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신체 활용을 통한 표현)

영화예술과
(900점)

□ 스토리텔링 - 주어진 사진을 보고 즉석에서 이야기를 구성해 들려주기 ☞10분 내외
□ 전공상식에 대한 구술시험
□ 공통사항 : 반주(MR, 댄스곡, 특기음악)는 본인이 직접 USB에 준비
- USB 메모리의 바이러스(악성코드) 사전 검사 요망
□ 연기전공 : 다음 가, 나, 다 모두 준비 ☞3~4분
가. 개인연기 : 희곡, 시나리오 중 한 장면을 선택하여 연기하기
나. 지정연기 : 실기고사 당일 제시하는 지정 대본 연기하기

방송연예계열
(900점)

다. 특기 : 연기적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특기 표현하기
□ 예능전공 : 다음 가, 나 중 한 가지 선택, 또는 둘 다 가능 ☞3~4분
가. 개그 연기 또는 희극 연기
- 개그연기 : 스토리의 재미있는 상황이나 설정을 만들어 연기
- 희극연기 : 희극장면(영화, 드라마, 연극 등)을 선택하여 연기
나. 특기 : MC, 레크레이션, 댄스, 크리에이터, 마술, 성우 등 예능 또는 연기적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특기 표현
- 원고 및 대본 지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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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또는 계열
( 배
점 )

실

기

내

용

□ K-POP : 주어진 시간 내 다음 가, 나 중 한 가지 특기 선택 혹은 둘 다 가능 ☞3~4분
가. 보컬 : 자유곡 1곡(가요, 팝, 랩 등)
- 가창시험용 반주(MR)에 코러스, 보컬더빙 불가
- 반주자(피아노 or 기타) 1인 동반 가능
나. 댄스 : 자유댄스 1작품(장르 불문)

◆ 1단계 시험
□ 공통사항 : 연주 또는 노래 부를 곡마다 악보 3매를 준비하여 실기고사 당일 제출
□ 기악전공 : 연주실기 - 실용음악 영역에서 자유곡 1곡 ☞2분 내외
- 2인 이하의 반주자 또는 무반주 중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MR사용은 불가
단, 본인의 전자음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laptop과 controller(launch pad, 드럼패드 등)의 사용은 가능
(본인이 직접 작업한 소스만 가능, 셋팅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준비)
- 시험 중 필요에 따라 간단 코드 진행이나 리듬 초견을 볼 수 있음
- 드럼전공은 시험 중 필요에 따라 다음을 요구 할 수 있음
1.스네어드럼 루디먼트(snare drum rudiment-기초에서 중급수준의 자유곡 중 자신 있는 16마디)
2. funk, 또는 swing 리듬과 솔로(다양한 템포와 스타일)
□ 성악전공 : 다음 가, 나 중 1가지 분야 선택 ☞3분 내외
가. 보컬 : 실용(대중)음악 자유곡 2곡 가창
- 직접 반주, 반주자 대동, MR 반주 모두 가능(USB 지참, CD 불가, USB에는 해당 입시곡만 들어있어야 함.
(FAT32/exFAT/NTFS으로 포맷된 USB메모리에 MP3(320kbps)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 사전에 악성코드 검사 요망)
나. 싱어송라이팅(성악) : 자작곡 2곡을 자신이 직접 piano / guitar / bass guitar로 반주하면서 가창
- bass guitar의 경우 해당 악기가 제외된 반주트랙을 USB메모리에 제출하여 사용 가능

실용음악계열
(900점)

□ 작곡전공 : 다음 가, 나 , 다 중 1가지 분야 선택 ☞2분 내외
가. 싱어송라이팅(작곡) : 자작곡 1곡을 연주하며 노래
나. 프로듀싱 : 자작곡 1곡을 연주
다. 전자음악제작 : 자작곡 1곡을 재생하며 연주
- 노래곡은 본인이 직접 노래하여도 무방하며, 반주 편성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설치 및 준비시간은
주어진 실연시간에서 차감됨
- 경우에 따라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그 외 자작곡의 실연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 연주/반주용 악기: 피아노, 신디사이저, 드럼, 기타앰프, 베이스앰프, 음악재생기기, 음향기기
- 재생용 음원: FAT32/exFAT/NTFS으로 포맷된 USB메모리에 MP3(320kbps) 또는 WAV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
※ 그 외 악기 및 장비는 개인지참 할 것. 반주 편성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설치 및 준비시간은 주어진 실연
시간에서 차감됨

◆ 2단계 시험
※ 1단계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자격 부여
※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2단계 시험 개인별 실기 및 면접 시간이 대폭 늘어나므로 아래의 참고사항을 꼭 확인하십시
오
□ 공통사항
가. 2단계 시험 연주 또는 노래 부를 곡마다 악보 5매를 준비하여 실기고사 당일 제출
나. 성악전공(싱어송라이팅), 작곡전공 지원자 중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경우 총 5부를 준비하여 실기고사 당일 제출
□ 기악전공 : 연주실기 및 면접 ☞ 10분 내외
1. 실용음악 영역에서 자유곡 2곡
2. 간단한 초견과 즉흥연주
3. 면접
□ 성악전공 : 보컬 및 가창∙연주 실기 및 면접 ☞ 10분 내외
1. 보컬 및 가창∙연주 실기 : 다음 가, 나 중 1가지 분야 선택 (1단계와 동일한 분야)
가. 보컬 : 실용(대중)음악 자유곡 3곡 가창
나. 싱어송라이팅(성악) : 자작곡 3곡을 자신이 직접 piano / guitar / bass guitar로 반주하면서 가창
2.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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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또는 계열
( 배
점 )

실

기

내

용

□ 작곡전공
1. 음악 기초능력 오디션(실기평가)
① 음악이론 실기평가 【50점】 ☞ 7분 이내
② 청음 실기평가 【50점】 ☞ 7분 이내
⓷ 전통화성을 이용한 작곡 【50점】 ☞ 45분 이내
2. 자작곡 오디션 【750점】 : 다음 가, 나, 다 중 1가지 분야 선택 (1단계와 동일한 분야)
가. 싱어송라이팅(작곡) : 자작곡 2곡을 연주하며 노래 (10분 이내)
나. 프로듀싱 : 자작곡 2곡을 연주 (10분 이내)
다. 전자음악제작
① 실기고사 현장에서 DAW를 사용하여 1분 내외의 자작곡 1곡 제작 (제시된 동기를 바탕으로 30분 이내)
② 자작곡 1곡을 재생하며 연주 (10분 이내)
★ 참고사항 ★
□ 기악전공
기악전공 지원자는 학교의 교육 목표와 원활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초 소양을 필요로 한다.
1. 실용음악(Jazz, Fusion, Pop, Rock, 가요 등)에 대한 재능과 이해, 그리고 지원자만의 장점과 창조적 능력
2. 전공악기에 대한 안정적인 기본기와 테크닉, 즉흥연주 능력
3. 기초 악전과 화성학, 초견, 시창, 청음 등과 같은 기초 이론
4. 기본적인 컴퓨터 및 전자음악에 대한 이해와 능력
5. 본인의 음악관과 세계관 : 따라서 연주실기 및 면접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음악 영역에서 자유곡 2곡(1분 내외 1단계 시험곡 중복 가능)
- 무반주 또는 2인 이하의 반주자 동행 가능. 간단한 스텐다드 곡은 학교에서 준비한 반주자에게 반주 요청도 가
능(단 반주자를 위한 추가악보 3매 준비)
- 기본적으로 MR사용은 불가 단 본인의 전자음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laptop과 controller의 사용은 가능(본인
이 직접 작업한 소스만 가능, 셋팅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준비)
2) 면접 : 수험생의 음악성과 기본 소양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간단한 초견과 즉흥연주 : Jazz Standard 또는 간단한 코드진행, 멜로디, 리듬스타일 등을 연주하거나, 학교에
서 준비한 반주자와 잼세션
▶ 기초 화성 지식, 시창∙청음 능력 : 악보를 보거나 연주되는 음악을 듣고 본인의 악기로 따라서 치거나 이것을
화성적으로 설명(드럼전공은 음정 또는 기초화성을 구두로 설명)
▶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사위원의 질문을 이해하고 조리 있게 본인의 생각을 말하기
□ 성악전공
성악전공 지원자는 학교의 교육목표와 원활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초 소양을 필요로 한다.
1. 본인의 장점을 살린 자연스럽고 적절한 가창기술과 음감, 리듬감, 감성표현, 마이크 사용능력, 보컬어레인징 능력
2. 기초 악전과 화성학, 초견, 시창, 청음 등과 같은 기초 이론능력
3. 기본적인 컴퓨터 및 전자음악에 대한 이해와 능력
4. 본인의 음악관과 세계관 : 따라서 가창실기와 면접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을 수 있다.
1) 보컬 : 실용(대중)음악 자유곡 3곡
- 3곡 중 2곡은 반드시 한글 가사곡이여야 함
- 3곡은 각각 템포 및 리듬 스타일이 다른 곡이어야 함
- 직접 반주, 반주자 대동, MR 반주 모두 가능(USB지참, CD불가, USB에는 해당 입시곡만 들어있어야 함)
- 상황에 따라서 추가곡 요청이 있을 수 있음
2) 싱어송라이팅(성악) : 자작곡 3곡
- 자신이 직접 piano / guitar / bass guitar로 반주하면서 가창
- 각각의 해당 악기가 제외된 반주트랙을 USB에 제출하여 사용 가능
- 상황에 따라서 추가곡(기성곡) 요청이 있을 수 있음
3) 면접 : 수험생의 음악성과 기본 소양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기초화성∙건반화성 지식
▶ 시창 능력
▶ 직업 뮤지션으로서 자신의 학업 및 활동 계획
※ 싱어송라이팅 지원자는 면접시 심사위원단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서 형태의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
(포트폴리오내용 : 자작곡 악보와 곡 설명(자작곡 수 제한 없음), 경험/경력, 지원동기, 인성, 학업계획 등)
□ 작곡전공
작곡전공 지원자는 학교의 교육목표와 원활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초 소양을 필요로 한다.

- 11 -

2020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신입생 모집요강

학과 또는 계열
( 배
점 )

실

기

내

용

1. 실용음악 기초이론과 전통화성학 지식
2. 악기 연주 능력 (건반악기 권장)
3.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1) 음악기초능력 오디션
① 음악이론 실기평가 【50점】 ☞ 7분 이내
▶ 면접관의 질문에 필기, 건반연주 또는 구두로 응답
▶ 평가사항
- 음계(Scale)/선법(Mode) (예: ‘G Major Scale’ 구성음 말하고 건반으로 연주하기)
- 모드 (예: ‘F Dorian’을 건반으로 연주하기)
- 음정 (예: ‘D음’ 아래 장6도 음을 말하기)
- 화음 (예: Cm7 의 구성음을 말하고 연주하기)
- 화성진행 (예: ‘G Blues’의 12마디 화성진행을 건반으로 연주하고 화성진행을 Secondary Dominant,
Substitue Dominant 등을 활용하여 리하모니제이션하여 연주하기)
② 청음 【50점】 ☞ 7분 이내
▶ 면접관의 질문에 건반연주 또는 노래로 응답
▶ 평가사항
- 선율 (예: 선율을 듣고 이를 건반으로 연주 - 멜로디, 베이스, 멜로디&베이스 등)
- 리듬 (예: 리듬을 듣고 이를 건반으로 연주 –4비트, 8비트&스윙, 16비트 등)
- 화성 (예: ‘B를 근음으로 하는 Bm7(b5)’을 듣고 코드의 각 구성음을 건반으로 연주 : 3화음, 7화음, 텐션화음
등)
⓷ 전통화성을 이용한 작곡 【50점】 ☞ 45분 이내
▶ 제시된 단순한 동기를 바탕으로 전통화성법을 사용하여 8마디 내외 작곡 & 화성 풀이
▶ 평가사항 : 화성진행, 종지, 화성음, 비화성음, 3화음, 7화음, 부속화음, 나폴리6화음, 증6화음, 온음계/반음계적
전조 등 활용
2) 자작곡 오디션
- 면접시 심사위원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성, 경험/경력, 지원동기, 학업계획 등을 포함하여 자신만의 강점과 독창
성을 표현한 문서 형태의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
- 2단계 시험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단이 구성되므로 본인의 대표곡을 1단계와 2단계 시험에 모두 포함하기를 권장
-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그 외 자작곡 또는 기성곡의 실연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 연주/반주용 악기 : 피아노, 신디사이저, 드럼, 기타앰프, 베이스앰프, 음악재생기기, 음향기기
- 전자음악제작 실기고사장에 제공되는 DAW 및 기기 : iMac(Logic pro X), 49건반 마스터키보드, 헤드폰
※ 그 외 악기 및 장비는 개인지참 할 것. 반주 편성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설치 및 준비시간은 주어진 실
연 시간에서 차감됨
※ 그 외 개인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인 노트북 컴퓨터와 헤드폰 지참 가능 (마스터키보드 지참 불가)
※ 재생용 음원 : FAT32/exFAT/NTFS으로 포맷된 USB메모리에 MP3(320kbps) 또는 WAV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

다. 실기고사 유의사항
1) 실기고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실기고사 날짜 및 지정 시간은 입학원서 접수 마감 후 우리 대학에서 일괄배정 합니다.
(※지정된 실기 일정은 절대로 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3) 실용음악계열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4) 실용음악계열의 실기고사 전형료는 단계별로 별도 부과 됩니다.
5) 실기 당일 실기(면접)수험표 및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고등학교 학생증)을
반드시 소지해야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주민센터 발급>
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실기(면접)수험표는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 ”실기(면접)고사 조회“에서 출력한 것으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고등학교 학생증은 사진이 있는 것으로 압인 또는 고등학교장 직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6)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고등학교 학생증)이 없거나 지참한 신분증이 신분 확인에 부적합하다
고 판단된 경우 우리대학 입시본부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야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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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급받은 임시신분증과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지정된 날짜 안에 입시본부로 직
접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아야합니다(※임시신분증 발급받은 지원자가 신분확인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합
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지원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적절한 학력 수준이 되지 않아 학업성취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실기고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반드시 지
원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전형방법
가. 실기고사 비실시 학과 : 서류전형 원칙
나. 실기고사 실시 학과 : 실기고사 성적 고득점자 순

10.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 발표 일정
합격자 발표일

2019.11.01.(금) 14:00

등록 예치금 납부기간

최종 등록금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

고지서 출력기간

2019.12.11.(수)~12.13.(금) 2020.02.04.(화)~02.10.(월) 2020.02.06.(목)~02.10.(월)

등록기관
우리은행
전국지점

나. 합격자 발표 안내
1) 우리대학 홈페이지(http://ipsi.dima.ac.kr)
2) 합격자 발표 자동응답시스템(ARS)
업

체 명

㈜메티소프트

ARS 전화번호

060-700-3311

학교코드

333

사용방법
1.
2.
3.
4.

통화를 시작합니다.
학교코드를 누릅니다.
수험번호와 #를 누릅니다.
결과 발표를 듣습니다.

다. 등록 방법
합격자는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등록 방법 안내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의 본인 성명과 수험번호, 학과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유의사항
1) 합격 및 등록 사항은 개별 통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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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격자의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별도로 개별발송을 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우리대학 입학홈페
이지 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직접 출력하여야 합니다.
3) 합격 여부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4)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5) 국가보훈장학생의 경우에도 합격자 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6) 우리대학을 포함하여 여러 대학에 합격하여 두 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하면 그 합격 및 입학이 모두 취
소됩니다.
7) 합격자가 입학한 이후라도 부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합니다.

11.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
가. 우리대학 합격 등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포기할 때에는 대학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입학포기서
및 해당 서류(“다.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학교수업료 및 입
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fax : 031-670-6614)
나. 등록금은 입학포기서를 제출한 다음 날 은행마감시간 전까지 온라인으로 반환됩니다(단, 익일이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은행업무 개시일의 마감시간 전까지).
다. 제출서류(※지원자 방문인 경우이며, 부모 방문인 경우 방문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1) 입학포기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2) 지원자 혹은 부모님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지원자 신분증 사본 1부

12. 학과별 등록금 안내
(단위:원)
2019학년도 기준

학과(계열)

입학금

수업료

계

방송기술계열, 영상제작과, 방송보도제작과, 뉴미디어콘텐츠과, 음향제작과

556,000

3,646,000

4,202,000

방송극작과, 광고제작과, 엔터테인먼트경영과

556,000

3,596,000

4,152,000

556,000

3,616,000

4,172,000

556,000

3,916,000

4,472,000

디지털영상디자인과, 공연예술계열(연극, 연희연기), 영화예술과
무대미술과, 방송연예계열(연기,예능), 패션스타일리스트과
공연예술계열(뮤지컬), 실용음악계열, 방송연예계열(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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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학 및 대학 생활 상담
업 무

( ☎ 통화방법 : 031-670-아래 구내 번호△△△△)

부서명

구내 번호

업 무

부서명

구내 번호

입학상담

입학관리팀

6611~13

등록금 납부 안내

행정지원팀

6656

학사안내

교무팀

6804

학생생활관 안내

학생생활관운영실

6624, 6674

장학안내

학생복지팀

6533

학자금 대출 안내

학생복지팀

6536

6700

패션스타일리스트과

6894

6740

방송연예계열

6750

공연예술계열

6640

영화예술과

6760

방송기술계열
뉴미디어콘텐츠과
학과 안내

영상제작과

6680
학과 안내

6710

(학과사무실)

(학과사무실)
방송보도제작과

6770

실용음악계열

6810

방송극작과

6877

음향제작과

6720

디지털영상디자인과

6730

광고제작과

6780

무대미술과

6934

엔터테인먼트경영과

6728

입학전형 관련 학과(계열) 선택이나 대학생활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을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입학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원하는 학과(계열)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입학관리팀 ☎ 031 - 670 - 6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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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방송예술대학교 입학원서

수험번호

(2020학년도 수시모집)
성

명

국

적

한글

작성하지 않습니다.

영문
출생국

체재국
사 진

주민등록번호

국내 연락처

-

성 별

남 · 여

(3cm×4cm)

연락처1

주소

연락처2
지원 학과
비

학과(계열)

전공

고

▣ 수학기간
구

분

과 정

(국내․국외) (초․중․고)

재학
학년

재학기간

재학 연수

학 교 명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소재국

▣ 부모 해외 거주 및 근무기간[지원자의 중ㆍ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구 분

부(父) 성명
(
)

모(母) 성명
(
)

재직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 무 기 간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거주기간

근 무 년 수

거 주 기 간

거 주 년 수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소재국

위 기재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지 원 자 : _____________________(인)

일

보 호 자 : _____________________(인)

귀하
※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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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붙임서식1】

※우리대학 원서접수 수험번호를 기재하세요.

자 기 소 개 서

2020학년도 수시모집

성

명

학과.계열

전공
(※전공별 모집인 경우 전공 기재)

주

소

연락처
전화(자택)

☎ (

)

휴대전화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1. 가족 사항 및 성장 과정

2. 교육 배경(해외수학과정 중심)

3. 특별 활동

5. 학과 지원 동기

6. 장래 희망(졸업 후 계획)

7. 기타 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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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방송예술대학교총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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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동의 확인서]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이름, 모집단위(지망학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
교 전화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선택)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추가전화번호(1~4개),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자기
소개서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선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출신고교의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자 조회 이름, 성별, 대학구분, 등록대
서비스 제공
학, 모집단위명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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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 및 안내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
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합격정보,
과목성적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등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수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출신고교유형코드, 졸업연도,
등록일자구분, 제3자정보제공동의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 모집시기,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모집단위명, 접수시간,
접수장소, 합격여부, 예치금납부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대학코드,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교코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사추천서의 유사도 검색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 통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 미취득자의 대학
진학 현황 검색 및 후속조치

고교명, 고교졸업자격 미취득사유,
수능응시여부, 이름

고등교육법 제33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능시험 대리응시자 확인을
위한 수능응시원서 요청
명단 수합

학력정보(출신고교,검정고시,기타수
능응시자격정보), 수능수험번호,
이름

고등교육법 제34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성명, 전화번호, 모집단위명,
모집차수, 환불계좌벙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모집시기명, 모집단위명, 성명,
전화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우리은행
㈜상상인커뮤니케이션

등록금 수납대행,
전형료 반환대행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톡
메시지 안내

기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

.

▸ 수험번호 :

.

▸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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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최초,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
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
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
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본인 확인 및 지원자격, 전형일자 확인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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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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