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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

취업 걱정 없는
전문예술인 양성!

DGAU
INTRODU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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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웹툰학부
영상/만화애니메이션전공
>>> 게임 · 웹툰전공
>>> 피규어메타버스전공
>>>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 디지털융합디자인전공
>>> 스페이스디자인전공
>>>

공연융합예술전공
실용음악전공
스포츠지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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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웹툰학부
4차산업혁명시대,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문 인재 양성!
만화웹툰 및 2D/3D애니메이션, 조소 및 피규어 아바타제작에 관련된 전 과정을
전공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로 나누어지는 전문적 커리큘럼에 따라 배울 수 있다.
통합공통교과와 분야별 전공교과로 나누어지는 학년별 커리큘럼은 만화에 관련된
기초적인 수작업, 2D와 3D디지털작업에 따른 기술과 기능의 학습을 거쳐,
본인의 전공을 선택하는 2학년부터는 각 전공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고학년으로 이어지며 세분화된다. 졸업학년은 변화하는 문화산업수요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졸업연구 및 포트폴리오 제작으로
빠르고 원활한 취업 및 작가로서의 방향을 모색하게 한다.

17년 역사의 안정된 교육

영상/만화애니메이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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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게임웹툰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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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핵심 산업의 중심

피규어메타버스전공

‘애니웹툰학부’로
새롭게 개편!

학부 특장점
1. 17년 교육역사의 안정적이고 확고한 실기위주의 교육시스템 수준
한학기당 평균 전공수업 7-8강좌를 통해 보다 집중된 실기위주의 교육시스템 수립

2.	전공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국내외 전문가 교수진을 필두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애니웹툰피규어 교육
	웹툰작가, 2D/3D 애니메이션 감독 및 프로듀서, 게임개발사 대표 및 파트장, 영상제작회사 대표,
해외유학출신 사운드아티스트 등의 각 영역 전문 교수진

3.	만화 및 웹툰, 2D/3D 애니메이션 및 게임/피규어 제작, 특수효과 및 사운드, 영상제작 및 편집 등
기획부터 제작, 활용까지의 ALL-ROUND 교육
처음부터 제대로, 전체적 교육에서 세부능력계발로 나누어지는 통합교육 커리큘럼

4. 2D와 3D 프로그램을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 실기실
최고사양으로 이루어진 4개의 컴퓨터실과 액정타블렛, 3D프린터 완비

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관 국가공인자격증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학과내 강의 수료 후 별도의 시험 없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 발급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및 공립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민·관 영역 현장강사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 및 배치

6.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사업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대구교육관 평생교육원 센터를 활용, 대구만화인협회 및 웹툰작가의 직접 강의를 통한 무료교육인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7.	샌드박스 ANIV 채널 및 대구만화협회, 웹툰기획제작업체,
NCS국비교육센터의 MOU를 통한 교육과 취업이 연결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 회사인 샌드박스 내 ‘ANIV“채널 운영, 학생 크리에이터 발굴 및 활동지원,
유튜브 콘텐츠 애니메이터 등 취업연계 시스템, 만화협회 작가와의 만남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주요교과목
기초실기

게임/웹툰과정

•디지털아트웍 : 그래픽, 컨셉아트, 브러쉬테크닉
라이프드로잉, 2D비쥬얼아트, 3D모델링, 스토리텔링, •게임그래픽 : 게임원화 및 3D모델링 · 매핑 · 리깅 ·
웹툰기초, 애니메이션 타이밍, 스컬피, 만화애니교육론
액팅, 게임애니메이션
•웹툰 : 웹툰기획, 웹툰 단편 · 장편창작, 연출 실무

만화/애니과정

피규어/메타버스과정

 2D그래픽스 : 디지털이미지/레이아웃 디자인
•
•피규어모델링 : 스컬피 및 입체조형, 3D피규어,
•만화과정 : 스토리텔링/기획/제작, 만화웹툰기획제작
캐릭터모델링, 프린팅, 캡슐토이, 프라모델, 굿즈제작
•교육론 : 감상비평, 교육론 · 교수법
•메타버스 : VR · AR 기초/심화, 분석 · 테크닉,
•영상애니과정 : 2D타이밍/애니메이팅, 모션그래픽,
오리지널디자인, 디지털아카이브
3D모델링/매핑/리깅/액팅, 특수영상 · VFX, 사운드

취업현황
웹툰작가 및 제작관련 : 카카오페이지, 유주얼미디어, 넥스츄어 코리아, 노리소프트, YJ코믹스, 퍼플앤스토리
게임원화가 및 개발자 : 클로버게임즈, 어썸피스
> 3D모델러 및 애니메이터 : 익센트릭게임그루, 바인트리소프트
> 2D그래픽 및 애니메이터 : 엔젤게임즈, XION, 계향스튜디오, 스튜디오미르, 동완기획, 나래C&D
> 교육관련 : NCS교육센터 훈련교사, 웹툰창작체험관 교사, 예술중/고 만화웹툰 담당 강사
>
>

졸업 후 진로
웹툰/2D/3D 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관련 기획, 제작, 공급, 교육영역 진로
애니메이션 및 방송/광고/영화/영상디자인 관련 제작자, 2D/3D그래픽 디자이너 및 애니메이터,
웹/모바일 컨텐츠 제작자
>출
 판만화작가, 웹툰PD, 웹툰작가 및 파트담당, 3D웹툰배경제작자, 무빙툰/웹툰영상제작자
>
 임제작사, 게임원화/컨셉 일러스트레이터, 게임그래픽디자이너 3D게임캐릭터개발,
게
컨텐츠제작 및 게임기획운영자
>
 규어 제작사, 피규어 원형사, 3D모델링, 3D 프린트전문가, 리얼마네킹 제작, AR/VR 컨텐츠제작, 특수분장
피
>만
 화웹툰/애니메이션/2D,3D그래픽/조소관련 교육종사자
>

Contact us
석정웅 교수(3D애니메이션 석사) e 3dsug0519@hanmail.net t 054.970.3169
김성원 교수(미술교육 석사) e erulwon@naver.com t 054.970.3188
박재윤 교수(시각영상디자인 석사) e dple@news.dgau.ac.kr t 054.970.3129
박희정 교수(영상디자인 박사) e nahema@news.dgau.ac.kr t 054.970.3180
전공사무실 t 054.970.31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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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부
4차 산업의 가치적 융합 목표!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독창적인 디자이너 육성!

시각디자인

>>>

전공 특장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업그레이드된 시각디자이너!
 궁무진한 시각디자이너의 세계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시각디자인전공은 365일 24시간 개방하는
무
실기실과 최첨단 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유능한 교수진이 맨투맨 방식으로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하여 재능있는
시각디자이너를 육성하고 있다.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의 균형을 통해 전문기술과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실무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이 원하는 실무중심의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며, 더불어 문화창조자 및 해석자로서 디자이너의 자질 배양을 교육목표로 한다.

졸업 후 진로
대기업 홍보전문가, 광고디자이너, 포장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폰트그래퍼, 아이덴티티디자이너,
웹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모바일 게임디자이너, 영상디자이너,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기획자,
전시기획자, 디자인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아카이브)
Contact us
이명균 교수 e mthink@news.gau.ac.kr t 054.970.3084
박병철 교수 e dusik3@naver.com t 054.970.3049
전공사무실 t 054.970.3179

스페이스
디자인

>>>

전공 특장점
공간의 이상적인 미래를 제시!
공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디자인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스페이스디자인전공!
새롭고 가치있는 공간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전도유망한 직종이다. 주거공간, 상업공간, 문화전시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대상으로 재료, 색채, 가구, 조명, 디스플레이디자인 등의 이론 및 실기수업, 스케치와 컴퓨터를
병행하여 진행하여 창조적 가치를 높인 새로운 공간문화를 창출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졸업 후 진로
건축설계회사, 건설회사, 실내디자인회사, 인테리어디자인사무소, 공간디스플레이어, 가구디자인,
조명디자이너, VMD(visual merchandiser), 방송세트디자인, 무대디자이너, 리빙아트디자이너,
전시공간디자이너, 공간코디네이터, 공간아트디렉터, 조형예술가, 모형제작사, 캐드드래프터
Contact us
강혜원 교수 e yjh413@news.dgau.ac.kr t 054.970.3088
전공사무실 t 054.97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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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시각디자이너 육성!

디지털과 모바일의
융합 능력!

공간의 이상적인
미래를 제시!

시각디자인전공

디지털융합디자인전공

스페이스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4차 산업의 가치적 융합을 목표로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독창적인 디자이너의 육성을
교육 이념으로 한다.
학부는 시각디자인 전공과 디지털융합디자인 전공, 스페이스디자인 전공으로 구분되며, 각 세부전공별로 폭 넓은 시대 문화적
이해와 예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전문적 실무경험을 겸비한 국제적 수준의 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다각적인 실무교육과 인턴실습 및 학술활동, 국내외 디자이너와 문화.산업계 유관 기관과의 워크숍 및 세미나, 기획전시와
산학관 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실습과 연구를 통해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 비전과 진취적인 전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융합
디자인

>>>

전공 특장점
디지털과 모바일의 융합 능력!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4차 산업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모든 것을 디지털과 모바일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다양한 삶의 방식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과 모바일을 이해해야 하는 필연적 과정이다.
이에 본 학과에서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시대적 방향에 맞추어 아날로그적인 습득보다는 새로운 디지털과
모바일에 대한 열린 자세와 디자인의 효과적인 융합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융합디자인학과에서는
1학년 그래픽디자인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기본 디자인 역량강화 시키고, 그래픽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 이모티콘 디자인 등을 주요 과목으로 수업을 실시하며 2 · 3학년 과정에서는 디지털 타이포와
디지털편집 등 디지털디자인 트렌드 및 경험의 이해를 중점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디지털과 모바일영역의
필수 과정인 유튜브와 영상제작, 웹툰과 애니메이션 컨텐츠 제작 등을 학습하여 개개인이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UI · UX디자인과 앱디자인 개발, 웹디자인 개발을 연계하여 디지털과 모바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3D 프린팅 등의 특화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을 배양할 수 있다. 4학년은 현장 실무연계형 과정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디지털과 모바일의 융합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과정과 산학기회를 통하여
글로벌 기업과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졸업 후 진로
대기업 제품 및 그래픽디자인 부서, UI/UX 디자인 부서와 미디어, 앱디자인, 웹디자인, 브랜드디자
인과 마케팅관련부서, 방송국 CG디자인, 영상편집디자인, 웹툰작가, 애니메이터, 컨텐츠제작, 상품
제작 및 홍보팀, 글로벌디자인전문 컨설팅 회사,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의 디자인산업 관련 부서,
오픈마켓관련 기업의 프로모션관련 기획 및 제작자, 상품 MD, 퍼블리셔, 1인 미디어 관련 1인 크리
에이터 사어자, 유튜버, 콘텐츠기획자 및 제작자, 그래픽디자이너, 캐릭터디자이너, 로고디자이너,
디지털편집디자이너, 영상제작 및 기획자, 웹디자이너, 모바일 앱디자이너, 서비스디자이너, 모션
그래픽디자이너, 체험전시 기획 및 제작자, VR/AR 콘텐츠 기획 및 제작자 등
Contact us
이의철 교수 e lecccc@news.dgau.ac.kr t 054.970.3192
전공사무실 t 054.970.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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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융합예술전공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성을 갖춘
종합아티스트로 태어나다!
무용전공과 음악전공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전문 예술가로서의 엘리트적 예술가를 육성하며
다양성과 예술 매체 간 4차 산업과의 역량을 갖춘 문화 · 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성을 갖춘 종합이티스트 양성을 위해 무용전공과 음악전공의
창작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실기교육과 더불어 무대 · 공연 · 예술 전반에 관련된
연출 및 기획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한다.

특성화된 커리큘럼 전문성강화

현장 교육시스템 취업능력향상

시대가 요구하는 힘있는 예술가

무용전공의 전문성
음악전공의 전문성
융복합예술의 전문성

테크 & 아트 및
융복합예술전문업체
전문예술기업

예술기업취업
극장취업
예술단체창업

전공 특장점
>

무용전공과 음악전공의 전문실기 및 이론교육영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 중심 교육

 무대 · 공연 · 예술 전반에 관련된 연출 및 기획 수업을 통한 인재 양성
>


> 4년간
준비한 다양한 경력과 스펙을 바탕으로 이수증,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대구 · 경북지역 산학
협력기관 시설에서의 현장중심(인턴쉽)교육으로 전문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위한 수업과정

> 무용 · 음악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취득가능한 교육과정
주요교과목
>

문화예술교육사 : 무용프로그램개발, 무용교수학습방법, 무용교육론 · 음악프로그램개발,
음악교수학습방법, 음악교육론

>

무용 : 힙합, 왁킹,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 밸리댄스, 째즈댄스, 무대분장, 무대공연기획제작, 무용티칭실습,
컨텍임프로비제이션, 바디디자이닝 등

>

음악 : 전공실기, 제2전공실기, 무대공연, 위클리, 무대워크샵, 기초화성, 음악분석, 음악문헌,
컴퓨터음악 프로그램활용, 시창청음, 공연예술의 이해, 음악감상법, 지휘법 등

> 공통과목 : 리듬실기, 예술인물사, 공연기획연출, 예술마케팅, 예술과 미디어, 무대공연실습, 예술사,
취창업과 자기계발 등

취업현황
통합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 취업,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대학원 진학,
국내 대학원 진학,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 메이저급 학원 취업 및 운영, 초· 중· 고 방과후 교사,
공연기획 전문가 및 프리랜서 활동
졸업 후 진로
테크&아트 및 융복합예술전문업체 · 전문예술기업 취업,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기관운영,
공연예술 관련 기획 및 제작, 유학 및 국내 대학원 진학, 예술감독 · 음향감독 · 조명감독 · 무대감독 ·
안무감독, 문화재단 취업, 공연장 공연기획팀, 무대예술팀 취업, 시 · 도립 오케스트라,
시 · 도립 국악단, 시 · 도립 무용단, 초 · 중 · 고 예술과목 전임교사 및 강사,
사회문화시설관련 동의 예술교육
수상현황
제19회 전국 수리무용콩쿨 실용무용부문 대상
코리아 국제현대무용콩쿨 세미파이널 진출(2021)
> 사)한국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부 대학부 1등상(특상)(2022)
> 사)한국무용협회

경산시지부 대학부 특상(2022)
> International

Bellydance Championship Jeongeup in Korea 프로 오리엔탈 성인 솔로 1위(2022)
> 제2회

춤사람 전국무용 경연대회 밸리댄스 오리엔탈 대학/일반부 특상
> 제1회

한국음악창작 콩쿠르 장려
> 제4회

음악교육신문 대구시 콩쿠르 대하/일반부 크래식기타부문 3등
> 제34회

학생음협콩쿠르 대학부 클래식기타부문 2등
> KCPO

코리아챔버필 오케스트라 콩쿠르 관악부문 2등(2021)
> Anyang

international Music Concours 관악부문 3등(2021)
> Virtuoso

International Competirion 대학부 기악부문 3등(2020)
>
>

Contact us
장우정 교수(세종대학교 무용학박사) e jwoojung@news.dgau.ac.kr t 054.970.3056
오성택 교수(독일트로싱엔 국립음대박사) e ost4416@news.dgau.ac.kr t 054.970.3143
전효진 교수(계명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석사) e dple@news.dgau.ac.kr t 054.970.3064
전공사무실 t 054.97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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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전공
감동의 메가히트
대한민국 한류문화의 선두에 선다!
실용음악은 20세기에 형성된 가장 중요한 예술행위의 한 부분으로 일상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사람과 소통하는 음악이다. 현재 세계적인 K-POP의 열풍에 따른 실용음악의 추세에 따라 대중음
악과 재즈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첨단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음악의 한 부류로 인정된다. 실용음악전공은 실기와 이론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이해력과 경험을 키워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음악인을 양성하고 있다.

보컬 전공

기악 전공

작곡 & 미디 전공

Vocal Performance

Instrumental Performance

Composition & MIDI

전공 특장점
>

재즈의 이론적 기반을 중심으로 1대1 형태의 전공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실기와 이론 수업

>

정기 · 졸업 연주 및 다양한 외부 공연 참여를 통한 경험 위주의 현장 학습

 궁극적으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전문 음악인 양성
>

주요교과목
전공&부전공실기, 합주, 연주, 재즈화성, MIDI실기, 보이스(호흡&발성), 코드&스케일, 송라이팅,
어레인징, 영상음악제작, 앙상블어레인징, 재즈보이싱, 재즈레파토리, 즉흥연주,
뮤직 신디사이저, 뮤직비즈니스, 리듬트레이닝, 디지털레코딩 등
취업현황
전문 가수와 연주가, 작편곡가 및 프로듀서(영화&영상음악, 드라마 음악, 공연음악, 가요 등), 음악감독,
대학교수, 교사, 강사, 공연기획, 사운드 엔지니어, 음악평론가, 음악기자,
예술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Contact us
이사우 교수
백진우 교수
이승철 교수
주소은 교수
전공사무실

playworship@news.dgau.ac.kr t 054.970.3058
ajbband@hanmail.net t 054.970.3156
e mrmobydick@daum.net t 054.970.3057
e joosoeun@news.dgau.ac.kr t 054.970.3085
e
e

t 054.970.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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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모집 신설전공

스포츠지도전공
스포츠 · 재활 · 복지 전문가 양성! 취업으로 승부한다!
스포츠 영역은 생활·레저스포츠로 확대되어 왔으며, 장애인과 노인 및 청소년 스포츠는 복지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건강과 다이어트 미용 등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로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및 청소년 복지 영역에서도 스포츠 지도자의 활약이 기대되며, 스포츠 의학과 재활 트레이닝, 체형교정,
인성교육에 이르기까지 멀티 플레이어형 스포츠 지도자 양성이 향후 스포츠 및 복지 분야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전공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
스포츠 전문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통한 융복합 스포츠 · 재활의학·복지 전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공 특장점
국가공인 스포츠 관련 자격 취득과 더불어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이수

>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

스포츠재활복지 전문 인재로서 일반 스포츠보다 넓은 진출 분야

>

	다양한 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로서 취업이 가능, 사회복지 분야에서 스포츠지도 및 재활트레이닝 등

졸업 시 다양한 진로 개척이 가능

>

	건강 및 다이어트 등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레저스포츠와 체형교정을 위한 교과과정 이수

 교육 및 생활 상담전문가로서의 품격을 향상
>

	무도스포츠 분야에 있어 무도체육관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종목별 단증 취득과 더불어 생활스포츠지도
사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주요교과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5개 과목

>

 건강운동관리사(구 운동처방사) 8개 과목
>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각각의 필수 과목

>

사회복지사 2급 필수 10과목과 선택 7개 과목

>

졸업 후 진로
스포츠지도 분야 : 국
 가공인 자격 취득을 통한 공공 스포츠 기관 및 민영 스포츠 단체에서의
실무 전문 인력으로 취업

>

헬스케어 분야 : 건
 강, 다이어트, 체형교정 등 스포츠·재활 트레이너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서
의료기관, 스포츠 선수단, 민영 또는 공공기관 산하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

>

복지 분야 : 장
 애인 · 노인 · 청소년 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로 진출하여 스포츠 지도자 및
스포츠재활 트레이너로서 활동

>

무도스포츠 분야 : 유
 도, 태권도, 합기도, 주짓수, 무에타이 등 체육시설 경영자 또는
교육 · 훈련 전문가로서 활동

>

Contact us
이민형 교수(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 e 1975lmh@news.dgau.ac.kr t 054.970.3052
DAEGU ART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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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 

구분

장학종류

지급대상

성적우수장학

입학성적 및 재학 성적 우수자

실기우수장학

전공실기우수자

전국고교예술실기대회 장학
전국고교 애니 · 웹툰 공모전 장학

(단, 문화예술연구소에서 주관한 상에 대해서만 지급)

기타 입학 시 대외입상

교내
장학

종합대상, 각 분야별 금상, 은상, 동상
고교시절 전국단위 입상 우수학생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

가족장학

본교 재학 중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부부가
본 대학에 입학할 시 후 입학자 1인

면학장학

저소득층 장학(소득분위 0~8분위)

외국인장학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

만학도장학

입학당시 만 35세 이상

교직원복지장학

본교 교직원의 자녀 등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새터민장학

새터민 대상자

근로장학
봉사장학

관련 해당자

장애도우미장학
특별장학

대외활동 및 기타 특별한 사유 해당자
2023학년도 신입생(2023학년도 한시적 적용)

AU창작장학(신설)

UKCA장학

※외국인유학생 제외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에 한해 지급

당해연도 신입생 대상
(미술·디자인계열 전공 학생 중 전체 1명)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새터민장학

새터민 대상자

보훈청

국가유형1
희망사다리

교외
장학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관련 해당자

교 · 사대생등 대학생
튜터링사업
국가근로

기타외부장학

※ 우리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학관련 문의 : 학생처 t 054.970.3108(3189)

비고

총동창회장학,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
대구은행장학재단장학, 소청장학재단장학,
농촌희망재단장학, 죽산장학재단장학
기타 외부 지정 장학

※교내장학금
중복수혜불가
※입학 후
성적 및 별도
지급 기준 있음

www.dgau.ac.kr
본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 거문 1길 202(다부리 산 117-6)
대구교육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93(효목2동 2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