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현황
1
저소득층
장학금
소망 장학

신입생을
위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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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BRIGHT FUTURE 장학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2개영역
합 4등급 이내 and 전체 수석(정시)

동서미술실기대회,
동서스피치 장학
동서미술실기대회, 동서스피치 대회 수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전액지원

학부수석 장학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학부수석 합격자(정시)

백분율 80점 이상)

교육역량강화장학

- 신입생 첫학기는 성적기준 통과

입학성적 우수자

동서그린 장학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소득분위

입학성적우수장학

0~7분위까지(국가장학 신청 必)

모집시기별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별
성적우수자

동서복지 장학

IBT 토익성적 우수장학

소득분위 0~2분위

입학예정자 중 IBT(Internet Based Toeic)

국가장학 1 유형

성적우수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율 80점 이상 소득분위 0~8분위

국가장학 2 유형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율 80점 이상 소득분위 0~8분위

3
다양한
봉사장학

국가근로 장학 (교내, 교외)
시급 8,000 ~ 9,500원,
소득 0~4분위 이내(1순위), 성적순 선발

입시홍보 장학
최저임금, 입시홍보 도우미 역할
(입시관리처 선발)

멘토 장학
시급 6,500원, 교수의 수업 보조 업무,
성적 3.0이상 및 3-4학년 대상
장

학

일반봉사장학
최저임금, 학부사무실 또는 행정부서
근무(근무지 자체 선발)

동서리더 및 학생자치기구 장학
총학생회, 대의원, 동아리연합회 간부,
학생회 임원 대상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
장애학생 학습 보조 업무

해외연수지원
장학금
미국 SAP 장학, 중국 SAP 장학,
일본 SAP 장학, 해외연수장학,
동서아너소사이어티장학
현지 수업료 및 항공료 지원
(국제교류센터 선발)

테코기술봉사단장학
항공료 및 체류비 전액, 국제기술봉사단
신청자 중 선발(학생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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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장학
성적우수장학
직전학기 3.5이상 학생 중 학부의 기준에
따라 선발(선발기준 해당 학부 문의)

학습포인트장학
교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받은 포인트에 따라 장학금 지급
- 누적 포인트 110점 이상인 자는
장학금으로 신청(학기별 1회)

CK, LINK 사업단 장학
각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창업장학금
창의인재육성처의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한마음장학
장애등급 4등급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
(수업료 1/4지급)

특별장학
학교를 빛낼만한 수상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재학 중 1회에 한함)

동서BDAD장학
BDAD계획서를 제출하고 학부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재학 중 1번만 수혜가능)

5
긴급한 사정에
대비하는 장학

장

학

장학사정관제 장학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학업지속이 힘든 경우(평점 2.0이상, 국가장학 신청 必)
- 부모실직시 200만원 지급,그 외 100만원

디딤돌장학

문의사항

성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학부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지급

장학담당 : 051-320-2666

- 인문계열 100만원, 공학·자연과학·예체능계열 150만원

기숙사

글로벌하우스

학생 식당

1,002명 550석

글로벌빌리지의 2인 1실 기숙사 글로
벌하우스는 강의실과 더불어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등의 복합생활 문화시
설을 갖추고 있다. 총 지하 6층, 지상
13층 규모로 1,002명이 생활하는 기
숙사와 550석 규모의 학생 식당 등이
있다.

1 모집시기
2 기숙사비
(한 학기 기준)
3 식비

•수시 합격생 : 1월 중 모집(작년기준, 학교홈페이지 모집공고),
부산시외 거주자, 입학성적순
•정시 합격생 : 2월 중 모집(작년기준, 학교홈페이지 모집공고),
부산시외 거주자, 입학성적순
구성

관리비

건강검진비

2인실 650,000원 10,000원

합계

비고

660,000원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구성

식비

비고

선택시

월~금
(조식,석식)

431,200원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입주지원서 작성시 선택)

및 입주 시
4 시설
필요물품

•기존시설 : 책상, 의자, 침대, 매트리스, 신발장, 옷장, 책꽂이, 냉난방
시설, 화장실(샤워실)
•공용시설 : 공동 세탁실, 공동 휴게실
•개인물품 : 개인이불, 세면도구, 의류 및 기타 개인물품

5 문의사항

•운영관리실 : 051-320-2186
•사감실 : 051-320-2192
•식당 : 051-316-7621

학생생활
아파트

시외 거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기숙사로 지상 5층,연
면적 5,630㎡의 규모로 총 533명의 학생이 수용 가능하며, 편의
시설과 모바일 환경을 갖추고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
한 아파트형 생활복지 공간이다.

연면적

5,630m

2

수용인원

533명
1

모집시기

2

기숙사비
(한 학기 기준)

•수시 합격생 : 1월 중 모집(작년기준, 학교홈페이지 모집공고), 부산시외
거주자, 입학성적순
•정시 합격생 : 2월 중 모집(작년기준, 학교홈페이지 모집공고), 부산시외
거주자, 입학성적순

구성

관리비

건강검진비

합계

비고

A1(1인실)

440,000원 10,000원 450,000원 여학생용,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A2(1인실)

430,000원 10,000원 440,000원 남학생용,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B1(2인실)

420,000원 10,000원 430,000원 공통사항,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B2(2인실)

400,000원 10,000원 410,000원 공통사항,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C(3인실)

380,000원 10,000원 390,000원 남학생용,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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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입주 시
필요물품

•기존시설 : 책상, 의자, 침대, 매트리스, 신발장, 옷장, 책꽂이, 냉난방
시설, 화장실(샤워실)
•공용시설 : 공동 세탁실, 공동 정수기실
•개인물품 : 개인이불, 세면도구, 의류 및 기타 개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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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운영관리실 : 051-320-2106
•식당 : 051-316-7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