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동아대, 취업·글로벌 ‘두 마리 토끼’ 노린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선배 중 1천200여 명이 멘토
로 활동하며 최신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600여 명은 매월 1만원을 평생 '후배사랑 취업교육기금'으로 내고
있다.
이 같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동아대는 '동아일보 청년드림 대학 평
가'에서 우수청년 드림대학으로 선정됐다.
세부항목 중 취업기회 정보제공, 학생 조직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전국 1
위에 오르기도 했다.
부민캠퍼스 전경

또 교육부 주관 1주기 대학기관평가에서는 부울경 대학 중 유일하게 진
로지도 및 취업상담부분 모범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취업자의 약 30%가 300대 대기업, 금융권, 공사·공단 등에 근무하고 있

올해 개교 72주년을 맞은 동아대학교는 수많은 정치인과 법조인, 경영인,

을 정도로 취업의 질도 좋다.

체육계 스타들을 배출하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와 흐름을 함께해 왔다.

특히 2017년 KB국민은행 하반기 공채에서는 합격자 9명을 배출해 전국

이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부울경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서 지역사회

대학 중 2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동아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250여 개 기관과 협정을 맺고 복

동아대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수학위 교환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천여 명의 재학생이 해외로 나간다.

전문성·인성·창의·도전·소통·글로벌을 주제로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는

특히 공대만 운영하던 아일랜드 IT Carlow 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올

것이다.

해부터는 경영대학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태권도와 유도를 교양필수 과목으로 정해 인성 함양에 나서며

외국인 유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도 한다.

학문의 기초가 되는 교양 체계도 새롭게 정립했다. 통섭, 융합이 중요시

통합지원 서포터즈 'DAILY'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부터 학습과 문화

되면서 다전공제도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활동을 지원해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전학기제를 통해 대외 활동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내국인 학생들에겐 외국인 학생들과 어울릴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 개인의 역량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

장학금 규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 있다.

교내장학금 50종, 교외장학금 130종 등 200개에 가까운 각종 장학금

취업동아리 프로그램인 리더스클럽, 프론티어즈, 리더스클럽 주니어가 대

을 통해 연간 582억원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표적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의 80%인 1만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

이들 동아리는 매년 1천600여 명의 회원을 배출한다.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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