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2016. 8. 10.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http://dals.donga.ac.krhttp://dals.donga.ac.kr



http://dals.donga.ac.kr

목  차목  차

Page 01    1. 전형일정                                    

02    2. 모집인원                         

03    3. 지원자격                  

05    4. 전형방법    

08    5. 제출서류

11    6. 전형료

11    7. 유의사항

13    8.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4    9. 입학원서 접수절차

15   10. 장학제도

15   11. 안내사항

19   <서식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

20   <서식2> 자기소개서 - 1

21   <서식3> 자기소개서 - 2

23   <서식4> 지원자 확인 서약서

24   <서식5> 특별전형 지원자 자기확인서

25   [별첨] 공인영어능력시험성적 환산기준

※ 2017학년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dals.donga.ac.kr)

에 공고하며, 지원자는 본 모집요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원서 접수, 서류 제출, 시험 응시, 합격자 확인 및 

등록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원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전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모집요강 미숙지와 

착오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원서 접수취소, 시험 응시불허, 불합격처리 및 합격 또는 입학허가취소 등)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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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6년 10월 4일(화) 09:00 ~ 

     10월 7일(금) 18:00

 ￭ 인터넷으로만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www.uwayapply.com : 유웨이중앙교육

 ￭ 학부성적 입력 및 정정은 전형료 결제 전 인터넷으로만 가능

하며, 제출하는 성적증명서 기재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학원서 및 

서류 제출

 2016년 10월 11일(화) 

 17:00까지 도착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사진 업로드), 다른 제출

서류와 함께 등기, 택배를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함

  <제출처> 입학관리처 입학관리과(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로

비층) 

 ￭ 점심시간(12:00~13:00), 토, 일, 공휴일은 직접 제출 불가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

도착 여부 

확인

 2016년 10월  4일(화) 09:00 ~

         10월 12일(수) 17:00

 ￭ 지원자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 도착 여부를 법학전문대학원 홈페

이지(http://dals.donga.ac.kr)에서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음

(개별연락은 하지 않음)

 ￭ 제출 서류의 도착 여부만 확인하며, 서류 미비 여부는 확인 불가

1단계

합격자 발표
2016년 11월 4일(금) 17:00

 ￭ 면접고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dals.donga.ac.kr)에 공지함

면접고사

‘가’

군
2016년 11월 12일(토)  ￭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할 것

 ￭‘가’군 및‘나’군의 면접시간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dals.donga.ac.kr)를 통하여 별도 공지함
‘나’

군
2016년 11월 19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12월 9일(금) 17:00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dals.donga.ac.kr)에 공지함 

 ￭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아니함

 ￭ 합격통지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합격자 등록
 2017년 1월 2일(월) ~ 

       1월 3일(화)
 ￭ 농협, 부산은행 전국 각 지점

1차 추가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4일(수) ~ 

         1월 6일(금)
 ￭ 등록기간 : 2017년 1월 9일(월) ~ 10일(화)

2차 추가

합격자 발표
추후공지  

최종 추가

합격자 발표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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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인원

가.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전형유형 모집인원
모집 군별

‘가’군 ‘나’군

법학전문

석사과정

일반전형 76명 38명 38명

특별전형  4명  2명  2명

합 계 80명 40명 40명

※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군과‘나’군에 동시 지원하여 모두 합격대상자가 될 경우는‘가’군 합격자로 

처리한다.

※ 2017학년도‘결원인원 보충’(‘정원 외 인원’선발)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그 시행 여부가 결정되며,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별도의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2016학년도에 

발생된 결원인원에 따라 예비후보자 중 비법학사·타대학 출신자·지역대학 출신자 쿼터를 고려하여 순번대로 

선발한다(2016학년도 결원인원 확정일은 2017년 2월 28일(화)로 함).

나. 비법학사 선발인원

    1) 모집인원(80명) 중 28명 이상(‘가군’14명 이상,‘나군’14명 이상)을 법학 이외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중에서 선발한다.

    2) 법학사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가 법학 이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경우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로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입학원서에 본인 선택 입력).

    3) 법학 이외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가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경우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로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입학원서에 본인 선택 입력).

다. 타 대학 출신 선발인원

    모집인원(80명) 중 28명 이상(‘가’군 14명 이상,‘나’군 14명 이상)을 동아대학교 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중에서 선발한다.

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대학 출신 선발인원

   지역인재 할당제에 관한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부산ㆍ울산ㆍ경남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로 선발하도록 노력한다(「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마. 경제적 요건을 고려한 기준 만에 의한 선발인원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된 입학생 중 경제적 요건만을 고려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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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다만 예정자는 2017년 2월 말까지 학위 취득자에 한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공식 점수를 취득하여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자

    2) 2014년 11월 1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16년 10월 7일)까지 국내에서 시행한 공인영어능력시험에서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한 아래 표 상의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 지원서류 제출 마감일(2016년 10월 11일)

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자

TOEFL(iBT) TOEIC TEPS G-TELP(Level. 2 기준)

54점 600점 525점 51%

※ 상기 모든 공인영어능력시험은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 TOEIC의 경우 2016년 9월 11일 시험까지만 인정함.

나. 특별전형 지원자격

대상 지원자격

신체적 배려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6급 이상)으로 등록된 자(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사회적 배려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상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국내아동복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로 아동복지시

설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 본인이 산업재해 1~3급인 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 1~3급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가족에 대한 사실상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입학전형의 공정성ㆍ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사실관계의 확인

을 위한 추가서류의 제출 또는 전문가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최근 3년간(2013년 10월 ~ 2016년 9

월까지)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각 해당 연도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의 200% 이하인 경

우에 한하며, 재산세(국세, 지방세) 납세실적이 있는 경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 

심사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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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2016.01 ~ 원서접수 전 평균 납부액

 ※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으로 적용함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 (8인 가구 : 7,641,095원)

  ▣ 2015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2015.01 ~ 2015.12 평균 납부액

 ※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으로 적용함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 가구 : 2,902,892원)

  ▣ 2014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2014.01 ~ 2014.12 평균 납부액

 ※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으로 적용함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8인 가구 : 2,837,627원)

  ▣ 2013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2013.01 ~ 2013.12 평균 납부액

 ※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통으로 적용함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 (8인 가구 : 2,690,734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소득인정액(A의 50%)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3,414,340

보험료(A×0.5×0.0306) 24,860 42,329 54,759 67,189 79,619 92,049 104,479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소득인정액(A×1.2)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보험료(A×1.2×0.03035) 22,481 38,279 49,520 60,761 72,001 83,242 94,483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소득인정액(A×1.2)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보험료(A×1.2×0.02995) 21,686 36,925 47,769 58,612 69,455 80,298 91,141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소득인정액(A×1.2)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2,885,580

보험료(A×1.2×0.02945) 20,220 34,429 44,540 54,650 64,760 74,870 8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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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가.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전형단계 전형요소
‘가’군 ‘나’군

배점 반영비율 배점 반영비율

1단계

학부성적 100점 10%

60%

100점 10%

60%법학적성시험성적 300점 30% 300점 30%

공인영어능력시험성적 200점 20% 200점 20%

2단계

1단계 성적 600점 60%

100%

600점 60%

100%
서류심사 200점 20% 100점 10%

LEET논술 100점 10% 100점 10%

면접고사 100점 10% 200점 20%

    2)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

나.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1) 학부성적

       가) 성적산출방법 : 기본점수 +｛(백분위 실점수/100) X 20｝  

       나) 학부성적은 지원자 제출서류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를 말한다. 

       다) 성적증명서에는 전 학년 총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성적이 기재되어야 한다.

       라) 출신대학이 2개 이상인 자는 입학원서에 선택하여 입력한 대학 성적을 반영한다.

    2) 법학적성시험성적

       가) 성적산출방법 : 기본점수 +｛(언어이해 표준점수 + 추리논증 표준점수) / 3｝

       나) 법학적성시험성적은 언어이해, 추리논증을 1단계 전형에서 반영하고, 논술은 2단계 전형에서 반영한다.

    3) 공인영어능력시험성적

전형요소
‘가’군 ‘나’군

기본점수 실질부여점수 실질반영비율 기본점수 실질부여점수 실질반영비율

학부성적  80점  20점  10%  80점  20점  10%

법학적성시험성적 240점  60점  30% 240점  60점  30%

공인영어능력시험성적 160점  40점  20% 160점  40점  20%

서류심사 160점  40점  20%  80점  20점  10%

LEET논술  80점  20점  10%  80점  20점  10%

면접고사  80점  20점  10% 160점  40점  20%

총  계 800점 200점 100% 800점 200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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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적산출방법 : [별첨]의 환산기준에 따른다.

       나)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한 공인영어능력시험의 성적은 지원자 본인이 입학원서에 기재한 1개의 

성적만 인정한다.

       다) TOEFL iBT성적표는 지원자 본인이 미국 ETS본부에 성적조회(Score Reporting)를 신청하여, 성적표가 

미국 ETS사로부터 본 대학교 입학관리과에 2016년 10월 31일(월)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신 기관코드 및 주소

              ￭ Name of Institution : DONG-A UNIVERSITY

              ￭ Institution Code : 3853

              ￭ Department Code : 00

              ￭ Address : 225 Gudeok-ro seo-gu, Busan, 49236, Republic of Korea, Admissions office, 

Dong-A University

              ￭ ETS사 홈페이지 : http://www.ets.org

    4) 서류심사

       가)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류(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험생 개인 가치관, 법조인

으로서 자질과 자세, 분석력, 판단력, 논리성, 사회책무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나) 수험생은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컴퓨터 관련 자격증, 군 복무 중 받은 상 등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각 항목당 700자~1000자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 학력, 자격증, 사회활동, 수상 및 장학, 학습 및 국가고시 경력 등 기재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

           ‣ 학부/대학원 재학 중 학업 및 교내ㆍ외 활동과 주요 성과

           ‣ 학부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까지 학업ㆍ사회ㆍ경제 활동(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수학 및 학업 계획

           ‣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 진출하고자 하는 관심 분야 및 구체적 활동 계획

           ‣ 기타 자신의 장ㆍ단점 및 특기사항 등 소개

         ※ 자기소개서의 상기 각 서술항목에는 지원자 개인의 성장 배경이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부모ㆍ친인척 등 관계인의 신분이나 신상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포

함되어서는 안 됨.

       라)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 지원자들이 제출하는 모든 지원서류에는 지원자의 부모ㆍ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5) 논술평가

       가) 논술평가는 논제분석, 제시문 분석, 논증,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나) 논술평가 답안은 법학적성시험의 논술답안으로 대체한다.

    6) 면접고사

       가) 면접고사는 ① 직관력과 해독의 정확성, ② 언어구사능력, ③ 논리성과 합리성, ④ 전문가로서의 적합성, 

⑤ 사회적 책임성과 성실성 5개 항목을 각각 등급별로 평가한다. 위의 5개 항목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문이나 자료 또는 문제해결형 문항을 제시하며, 지문이나 자료는 국문 또는 영문 형태로 인문사회

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제시될 수 있다.

       나) 수험생은 대기실에서 제시된 지문이나 자료를 숙독한 후, 면접고사장에서 개별면접에 임하여야 한다.

다. 전형단계

    1) 1단계에서는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공인영어능력시험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가’군과‘나’군 

모두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다.

    2) 2단계에서는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논술평가 및 면접고사를 실시하여 1단계 전형성적과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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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다.

라. 소수점 이하 처리방법

    성적산출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마. 동점자 처리기준

    1) 1단계 합격자 : 전원 합격

    2) 최종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최종 선발한다.

       가) 법학적성시험성적 고득점자

       나) 공인영어능력시험성적 고득점자

       다) 학부성적 고득점자

       라) 서류심사성적 고득점자

       마) 논술성적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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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참고사항

1 입학원서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제출

2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 2017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중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재학

(재적)증명서 제출

 ￭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졸업자에 한함)

 ￭ 출신대학(전문대학 포함)이 2개교 이상인 자는 모든 출신대학의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석·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4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원본

 ￭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제출

 ￭ 출신대학 2개 이상인 자/편입학한 자/복수전공자는 모든 출신대학 전(全)과정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대학 출신자는 출신대학의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전 학년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평점만점, 백분위 환산점수(100점 만점)가 기재되어야 함

5 학적부 원본
 ￭ 대학(학사과정)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 : 해당자에 한함) 학적부

 ※ 징계내역이 표시되도록 출력

6 법학적성시험성적표 원본  ￭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제출

7 공인영어성적표 원본
 ￭ 2014년 11월 1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16년 10월 7일)까지 국내에서 시

행한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표 제출

(8)

사회봉사활동 / 

전문자격 증명서 

원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전문자격증 : 외국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여 제출처에서 원본대조 확인 받은 후 제출 가능 

9 자기소개서  ￭ 인터넷 원서접수 기한 내 자기소개서1, 자기소개서2를 전산 입력한 후 출력물 제출

(10) 자기소개서 증빙자료 원본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여 제출처에서 원본대조 확인 받은 후 제출 가능

 ￭ 증빙자료 중 사진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 자료가 부착되거나 포함된 채

제출할 수 없음

11 지원자 확인 서약서  ￭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 

(12) 주민등록표 초본 원본
 ￭ 개명으로 지원서와 제출서류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제출

 ￭ 개명사실이 표시되도록 출력

(13) 특별전형 지원자 자기확인서  ￭ 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

※ 위 연번 순으로 정리하여 기한 내 제출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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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대상 지원자격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6급 이상)

으로 등록된 자(본인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경제적 

배려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초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

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

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자활근로자 확인서

사회적

배려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등급 판정을 받

은 자)으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 그리

고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급기재,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경제적 여건 증빙 공통서류 각 1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 본인으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 

그리고 그 손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경제적 여건 증빙 공통서류 각 1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상 의상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

은 자

￭ 의상자증명서 (등급기재,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의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경제적 여건 증빙 공통서류 각 1부

 ￭ 국내아동복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로 아

동복지시설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사실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또는 소속 사회복지사의 추천서

￭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경제적 여건 증빙 공통서류 각 1부

 ￭ 본인이 산업재해 1~3급인 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 1~3급인 경우에 해

당하여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가족에 

대한 사실상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산재급여지급증명서(등급기재,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경제적 여건 증빙 공통서류 각 1부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자 심사 기준]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최근 3년간

(2013년 10월 ~ 2016년 9월까지) 건강

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각 해당 연도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의 

[경제적 여건 증빙 공통서류(본인, 부모, 배우자 포함)]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 재산세(국세·지방세) 과세증명서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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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류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1)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된 국문 또는 영문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한다.

    3)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를 2017년 2월 28일까지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을 취소한다.

    5) 인터넷으로 입력한 성적과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성적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한다.

    6) 외국대학이 발급한 성적증명서 중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성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외국대학 출신자 중 최종 합격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이 완료된 대학 졸업(예

정)증명서, 석ㆍ박사 학위 증명서,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2016년 12월 23일(금)까지 입학관

리과로 직접 방문하여 원본 대조를 필해야 한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서(해당 학교 소재국 지정기관), 영사 확인(학교 소재국 영사관) 중 택 1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 영사 확인(학교 소재국 영사관)

    

나. 제출기한 및 방법

    1)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사진 업로드) 우송할 봉투에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부착 후, 출력한 

입학원서와 각종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등기, 택배를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함

    2) 2016년 10월 11일(화) 17:00까지 도착하여야 함

    3) 제출처 :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2가) 동아대학교 입학관리처 입학관리과

    4) 제출서류 도착 여부 확인 : 2016년 10월 4일(화) 09시부터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dals.donga.ac.kr) 

대상 지원자격 제출서류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재산세(국

세, 지방세) 납세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우

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에서 별도 심사하여 결정함.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재산세(국세, 지방세) 과세

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은 최근 3년

(2013년 10월 ~ 2016년 9월)간의 납부 실적 제출

※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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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 형 료

가. 전형료 내역

전형구분 일반관리비 면접고사료 계

일반전형 150,000원 50,000원 200,000원

특별전형  50,000원 면제  5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수수료 포함 금액임

나. 전형료 일부 환불

    1) 대상 : 1단계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면접고사를 치르지 않는 자(특별전형 및 결시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금액 : 50,000원

    3) 방법 : 입학원서에 기재된 환불계좌로 입금

7. 유의사항

가. 지원관련 유의사항

    1)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군 또는‘나’군에 지원한 자는 같은 군의 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이

중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 지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2) 인터넷 원서접수 시 성명,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전형유형(일반전형 또

는 특별전형)을 정확히 선택하여야 한다.

    3) 모든 지원자는 입학원서의‘지원구분’란에 지원군 및 지원분야(법학사 또는 비법학사)를 반드시 선택하여

야 하고, 입학원서의‘학력사항’란과‘학부성적’란에는‘지원구분’란에서 선택한 지원분야(법학사 또는 

비법학사)와 관련된 출신대학교의 내용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4) 모든 지원자는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ㆍ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

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불이익의 조치를 취한다.

    ※ 기재 금지사항의 예시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기재예시 기재 시 조치사항

실명 등 개인 식별 가능성

특정 정보

￭ 부모ㆍ친인척 등 관계인의 실명 등

￭ 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OO검사장/OO이사장/OO국회의원 등
실격

직장명

(직업, 직위/직책 등 포함)

￭ OOO에서 OOO(으)로 근무하시는(신) 할아버지ㆍ아버지 등

￭ 법원장/검사장/장ㆍ차관/국회의원 등을 지내신 (큰)아버지 등

￭ 기타 법조인(판ㆍ검사, 변호사), 정치인, 교수, 언론인 등

실격

광의적 직종명

(예외적 허용)

￭ OOO사업을 하시던 (할)아버지 등

￭ 할아버지로부터 OO업에 종사하여 등

￭ OO회사를 다니는(던) 아버지ㆍ어머니 등

평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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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기재예시는 단순 예시이며, 사실과 무관합니다.

    ※ 지원자 개인의 역경 극복 등 사회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용된 성명이나 단순 직

종명 기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유력인의 성명, 직업ㆍ직장 등이 

기재ㆍ노출되거나 이를 암시하는 문구 등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5)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입학원서 작성과 전형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유효한 원서접수로 인정한다.

    6) 인터넷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의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

환되지 않는다.

    7)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입학원서(출력본)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해당기간 내에 제

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미비가 되어 불합격 처리한다.

    8) 원본을 요구하는 제출서류 중 부득이하게 반환이 필요한 서류는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원본 대조 후 반환

된다.

    9) 제출서류 송달과정 사고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10) 입시기간 중 주소, 전화번호 및 긴급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입학관리과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

며, 입학원서에 전화번호 및 주소를 부실 또는 잘못 기재하여 입학시험 관련사항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연락 

두절로 통지가 불능인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본 대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원서를 접수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12) 제출서류 상의 허위·오류입력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을 지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재가 금지된 사항을 기재한 것이 추후 발견된 경우 입학(허가)이 취소될 수 있다.

    ※ 원서접수 마감 일시(접수업체 서버시간 기준)까지 로그인이 되었을 경우 마감시각 이후 10분까지 전형료 결

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마감일은 지원자의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이전에 미리 접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의사항은 FAQ나 Q&A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나. 전형관련 유의사항

    1)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된 대기장소 및 고사장에 입실하지 않으면 결시로 처리될 수 있다.

    2) 수험생은 면접고사 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녹음기, 무전기, 카메라, PDA,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의 모든 전자기기(스마트워치 등)는 일괄수거 보관하며 개인휴대를 금

한다(위반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3)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4)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과 관계

없이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합격자에 한하여 학력조회를 실시하며, 확인 결과 지원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학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6)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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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1단계 합격자 발표

    1) 발표일시 : 2016년 11월 4일(금) 17:00

    2) 발표장소 :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dals.donga.ac.kr)

나. 최종 합격자 발표

    1) 발표일시 : 2016년 12월 9일(금) 17:00

    2) 발표장소 :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dals.donga.ac.kr)

    3)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

드를 받아 출력하여 사용

다. 합격자 등록 

    2017년 1월 2일(월) ~ 3일(화)

라. 추가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있을 경우 그 인원만큼 해당 모집군별 해당 전형의 예비후보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

발한다.

    2)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발표단계 추가 합격자 발표기간  추가 등록기간

1차 추가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4일(수) ~ 6일(금)  2017년 1월 9일(월) ~ 10일(화)

2차 추가 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최종 추가 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추후 공지

    3) 발표장소 : 상기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기간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

지(http://dals.donga.ac.kr)에 공지함

마. 추가모집

    추가모집계획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dals.donga.ac.kr)에 추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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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학원서 접수절차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dals.donga.ac.kr) 접속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클릭(www.uwayapply.com)


로그인(비회원일 경우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원서접수’ 클릭


입학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입학원서 입력


작성확인 및 수정


전형료 결제


수험표 및 봉투 표지 출력(수험표는 면접고사 시 신분증과 함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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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학제도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제도

    1)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교내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으로 취약계층 장학금, 학업보조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기타 장학금을 각각 운영하고 있음

    2) 신입생 장학금은 입학 후인 2017년 4~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제도]

장학금명 장학금 내용

취약계층 장학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학업보조 장학금 ‘취약계층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본인 신청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 지급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수업료 전부 또는 일부 지급

기타 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대상에게 수업료 일부 지급

※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매학기 단위로 결정되며, 학사경고자, 유급자 및 

자격(또는 성적)미달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매학기 등록 이전에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신입생 경우에는 성적우수 장학금은 입학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함(2017학년도 제1학기에 한함)

※ 특별전형 중 신체적 배려대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함

※ 본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제도는 변경될 수 있음

11. 안내사항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신입생 선발을 위하여 입학전

형 관련 원칙ㆍ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ㆍ지침을 근거로 시행하

고 있습니다(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규정”란 게시ㆍ공지). 또한 입학전형의 공정한 실시 및 관리ㆍ감독

을 위하여 [학칙] 및 관련 규정ㆍ지침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입학전형 결과 또는 부정사실 관련 이의제기 시 이용 바랍니다.

위 원 회 주요 기능 및 업무 연 락 처 근거규정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ㆍ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및 실시

ㆍ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최상필(위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051) 200-8559

학칙 제12조

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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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의 실시ㆍ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 결과 및 입학전형 

부정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법학전문대학원 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0조 참조).

dismaus@dau.ac.kr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ㆍ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ㆍ감독

ㆍ입학전형 부정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송시섭(위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51) 200-8564

seeseop@dau.ac.kr

학칙 제12조

규정 제13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담당자: 051) 200-8581~2, joonis@dau.ac.kr

         동아대학교 입학관리과 담당자: 051) 200-6314, htpark82@dau.ac.kr

이의제기 

사유
이의제기 및 처리 절차 연 락 처

입학전형

결과 관련

이의제기

1. 지원자 본인이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ㆍ이메일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제기

2. 위원장이 즉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그 처리결과를 당사자 및 

대학원장에게 통보

3. 당사자가 통보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

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심의ㆍ결정 및 그 결과를 당사자 및 대학

원장에게 통보

이의

제기자

이의제기

대상자

이의제기

기한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절차

지원자

본인

입학전형

관리

위원장

1단계 합

격자 발표

일로부터, 

2단계 합

격자 발표

일 로 부 터 

각각 2주

일 이내

서면

또는

이메일

입학전형관리위원장 위원회 

소집 → 처리결과 이의제기 

당사자 및 법학전문대학원장

에게 통보 → 이의제기 당사

자 불복 시 입학전형공정관

리대책위원회 재심의ㆍ결정 

→ 재심의ㆍ결정 결과 이의

제기 당사자 및 법학전문대

학원장에게 통보

최상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051) 200-8559

dismaus@dau.ac.kr

입학전형

부정사실

1. 지원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언제든지 또는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서면ㆍ이메일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제기

2. 위원장이 즉시 그 사실을 총장에 보고하고 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 보고

3. 조사ㆍ감사결과에 따라 총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

과를 공지하는 동시에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통보

송시섭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51) 200-8612

seeseop@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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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을 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입학관리과 ☎ 051-200-5555, 051-200-6314, 팩스 : 051-200-6315

       ※ 우편주소 : 49236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입학관리처 입학관리과

    2)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 051-200-8581~2, 팩스 : 051-200-8583 

       ※ 우편주소 : 49236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이의

제기자

이의제기

대상자

이의제기

기한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절차

지원자

본인

또는

제3자

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

위원장

1단계 합

격자 발표

일로부터, 

2단계 합

격자 발표

일 로 부 터 

각각 4주

일 이내

서면

또는

이메일

입학전형공장관리대책위원장

이 총장에게 보고 → 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ㆍ감사 실시 

→ 조사ㆍ감사결과 총장 보

고 → 조사ㆍ감사결과에 따

른 총장의 조치 → 조치결과

를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통

보 및 공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담당자: 051) 200-8581~2, joonis@dau.ac.kr

         동아대학교 입학관리과 담당자: 051) 200-6314, htpark82@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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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부민캠퍼스)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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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

2017학년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 수험번호
*지원자 작성금지

지원

유형

‘가’군(    ) 일반전형(    ) 법 학 사(    ) 동아대 출신(    ) 부·울·경 지역대학 출신 동시지원여부

‘나’군(    ) 특별전형(    ) 비법학사(    ) 타 대 출 신(    ) ○ (   ) / × (   ) ○ (   ) / × (   )

지

원

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

  

연락처 (전화)                 (휴대폰)                  (E-mail)

보

호

자

본인과의 관계 긴급연락처

주 소
  □□□□□

학력

사항

고등학교
(필수기재)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                               (소재지:         )

      년   월   일        검정고시                                        (시험지역:       )

학 사
(필수기재)

      년   월   일        대학(교)      학부(과․전공) 입학                  (소재지:         )

      년   월   일        대학(교)      학부(과․전공)  년 수료․졸업(예정)    (소재지:         )

      년   월   일        대학교       학부(과․전공)  년 일반편입․학사편입 (소재지:         )

      년   월   일        대학교       학부(과․전공)  졸업(예정)           (소재지:         )

학위등록번호

석 사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소재지:         )

입학일자     .   .   . 수료․졸업(예정)일자    .   .   . 학위등록번호

학위논문제목

박 사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소재지:         )

입학일자     .   .   . 수료․졸업(예정)일자    .   .   . 학위등록번호

학위논문제목

제출

성적

대학성적(백분위 성적)
공인영어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시험종류 응시일 취득점수 구 분 언어이해 추리논증 합 계

(     )점/100점     .  .  .
표준점수

백 분 위

병역

사항

복무상태 복무중(    ) 군필(    ) 미필(    ) 면제(    ) 미해당(    ) 전역․소집해제

(예정)일
     .   .   .

군 별 육 군(    ) 해 군(    ) 공 군(    ) 기타(                )

주요

경력

사항

기  간 직장(활동)명 직위(직책) 주요 업무(활동)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형 료

환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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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자기소개서 - 1

성     명 수험번호

▶ 편  철  란 ◀

항목별 해당 지원자만 기재하며, 증빙서류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함.

구  분 유 무 주요 내용 증빙서류 목록

1. 자격증

① 전문자격증

② 기타 자격/면허 등

2. 사회

   활동

③ 직장경력

④ 전문분야 활동경력

⑤ 교육/연구경력

⑥ 특성화(국제상거래)

   분야 활동경력

⑦ 사회봉사 활동경력

3. 수상/

   장학

⑧ 수상경력

⑨ 장학금 수혜경력

4. 학습/

   고시

⑩ 해외연수/학습경력

⑪ 국가고시 합격경력

(예: OOOO년  제OO회 OOOO시험(고시)  O차 합격)

※ 30자 이내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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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자기소개서 - 2

성     명 수험번호

▶ 편  철  란 ◀

1.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2. 학부/대학원 재학 중 학업 및 교내ㆍ외 활동과 주요 성과 (공백 포함 700자 이내)

3. 학부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까지 학업ㆍ사회ㆍ경제 활동: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공백 포함 700자 이내)

 

※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험생의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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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자기소개서 - 2

성     명 수험번호

▶ 편  철  란 ◀

4.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수학 및 학업 계획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5.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 진출하고자 하는 관심분야 및 구체적인 활동 계획 (공백 포함 1000자 이내)

6. 기타 자신의 장ㆍ단점 및 특기사항 등 소개: (공백 포함 700자 이내)

※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험생의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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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지원자 확인 서약서

지원 군 □ 가군   /   □ 나군 전형 구분 □ 일반전형   /   □ 특별전형

￭ 지원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자택전화 휴대전화

학사학위취득(예정) __________대학교(_______소재) 전공           년        월    졸업(예정)

본인 현재상황 기재

(재학, 재직, 군복무 등)

￭ 지원자 확인서약

1. 본인은 입학원서(서식1), 자기소개서1(서식2), 자기소개서2(서식3), 지원자 확인 서약서(서식4)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지원양식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 발견된 경우 실격,  

   합격 취소, 입학 무효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지원양식 및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내용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4. 본인은 본 지원양식 및 제출서류 상의 내용을 입학 후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在學)한 사실이 있습니까? (휴학 자, 징계 제적 자 포함) 

   □ 예(입학년도:                         대학명:                             )    /    □ 아니오

6. 대학, 대학원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징계내역:                         사유:                               )    /    □ 아니오

위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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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특별전형 지원자 자기확인서

특별전형 지원자 자기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확 인 내 용

 

※ 가구의 실질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자가·전·월세) 등 본인이 지원하는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합당하다는 내용과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추후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입학 무효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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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공인영어능력시험성적 환산기준

구간 TOEFL(iBT) TOEIC TEPS G-TELP 환산점

1 120 990 990 99 200.00

2 119 985 983~989   199.49

3 118 980 977~982 98 198.97

4   975 970~976   198.46

5 117 970 963~969 97 197.95

6 116 965 956~962   197.44

7 115 960 950~955 96 196.92

8 114 955 943~949   196.41

9 113 950 936~942 95 195.90

10   945 929~935   195.38

11 112 940 923~928 94 194.87

12 111 935 916~922   194.36

13 110 930 909~915 93 193.85

14 109 925 902~908   193.33

15 108 920 896~901 92 192.82

16 107 915 889~895   192.31

17   910 882~888 91 191.79

18 106 905 875~881   191.28

19 105 900 869~874 90 190.77

20 104 895 862~868   190.26

21 103 890 855~861 89 189.74

22 102 885 848~854   189.23

23 101 880 842~847 88 188.72

24   875 835~841   188.21

25 100 870 828~834 87 187.69

26 99 865 821~827 86 187.18

27 98 860 815~820   186.67

28 97 855 808~814 85 186.15

29 96 850 801~807 84 185.64

30   845 794~800   185.13

31 95 840 788~793 83 184.62

32 94 835 781~787 82 184.10

33 93 830 774~780   183.59

34 92 825 767~773 81 183.08

35 91 820 761~766 80 182.56

36 90 815 754~760   182.05

37   810 747~753 79 181.54

38 89 805 740~746 78 181.03

39 88 800 734~739   1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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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TOEFL(iBT) TOEIC TEPS G-TELP 환산점

40 87 795 727~733 77 180.00

41 86 790 720~726 76 179.49

42 85 785 713~719   178.97

43 84 780 707~712 75 178.46

44   775 700~706 74 177.95

45 83 770 695~699   177.44

46 82 765 690~694 73 176.92

47 81 760 685~689 72 176.41

48 80 755 680~684   175.90

49 79 750 675~679 71 175.38

50   745 670~674 70 174.87

51 78 740 665~669   174.36

52 77 735 660~664 69 173.85

53 76 730 655~659 68 173.33

54 75 725 650~654   172.82

55 74 720 645~649 67 172.31

56 73 715 640~644 66 171.79

57   710 635~639   171.28

58 72 705 630~634 65 170.77

59 71 700 625~629 64 170.26

60 70 695 620~624 　 169.74

61 69 690 615~619 63 169.23

62 68 685 610~614 62 168.72

63 67 680 605~609 　 168.21

64 　 675 600~604 61 167.69

65 66 670 595~599 60 167.18

66 65 665 590~594 　 166.67

67 64 660 585~589 59 166.15

68 63 655 580~584 58 165.64

69 62 650 575~579 　 165.13

70 　 645 570~574 57 164.62

71 61 640 565~569 56 164.10

72 60 635 560~564 　 163.59

73 59 630 555~559 55 163.08

74 58 625 550~554 54 162.56

75 57 620 545~549 　 162.05

76 56 615 540~544 53 161.54

77 　 610 535~539 52 161.03

78 55 605 530~534 　 160.51

79 54 600 525~529 51 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