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

2021
모집학과 소개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자동차공학계열

학과 위   치      자동차공학관 2층
학과 사무실     T. 051-330-7074/7201/7094 
                    F. 051-330-7221
입시 상담교수  심재준  010-3111-0179  

• 지역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수행 (부산시 북구청, 2015)

•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 인력양성사업시행 (환경부, 2013~현재)

• 자동차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실기시험장 지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010~현재)

• 2015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 디자인 부분장려상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15)

• 독일 보쉬社와의 협약으로 첨단 기술교육 협력체제 구축(보쉬, 2004)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 수입자동차정비과정 운영(2017~현재)

• 2018년 ‘BIST Racing Team’ 창단 및 CJ Super Race, ECSTA 슈퍼 

챌린지 경기 참가

특성화 및 성과

항공전자통신과

학과 위   치      진리관 3층
학과 사무실     T. 051-330-7064     F. 051-330-7264 
입시 상담교수  홍용인  010-3846-9958  

• 교육부 · 중소기업청 기술사관육성학과 선정 (2011~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 수행 - 교육부(2013)

•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4~2018)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 정보통신설비과정 운영 (2017~2018)

• 대학일자리센터 2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 선정 (2017~현재)

• 2019 교육부 인가 학사 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

특성화 및 성과

컴퓨터정보과

학과 위   치      진리관 4층
학과 사무실     T. 051-330-7072     F. 051-330-7125
입시 상담교수  정광웅  010-5445-6004  

•교육부 특성화 사업 수행(2007~2008)

• 고려대학교 무시험 연계 편입학 협약 체결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 부경대(IT융합응용공학과), 동아대(컴퓨터공학, 경영정보학과),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무시험 연계 편입학 협약체결

•교육역량강화사업 수행(2013)

•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2014~2018)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 AI실무자 과정 개설 및 운영(2020~현재)

    -  Google 애널리틱스 자격증(GAIQ), Microsoft 인공지능 자격증(MCP) 

과정 개설

특성화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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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열

학과 위   치      중앙관 4층
학과 사무실      T. 051-330-7338     F. 051-330-7227
입시 상담교수  배병훈 010-3839-8475 

학과 위   치      중앙관 4층
학과 사무실      T. 051-330-7337     F. 051-330-7336 
입시 상담교수  최정아 010-2055-5474  

• 취업우선주의를 지향하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회복지 공무원 등 

70% 내외의 취업률 달성

• 지도교수별 1대1 멘토링과 맞춤형 학생지도로  전공동아리 운영, 보육

시설 개설 운영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설 운영 지원 및 편입학 등 혁혁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심화과정 개설 등 차별화된 전략 완성 

•국내 유일 유아 다례 교육 프로그램 특별 교육 과정 운영

•사회맞춤형 유소년 스포츠 과정반 운영

•1인 2종 이상 민간(공인) 자격증 무료 수강기회 부여

•전공동아리 인형극, 다례 등을 통한 선후배간 유대강화

•최신식 유아교육 실습실 보유 : 동작실, 과학실 등

•임용고시를 위한 전공스터디 그룹 운영

특성화 및 성과

특성화 및 성과

유아교육과

높은 취업률 달성(2015~2016, 80% 달성)

•1인 5종 이상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간호조무사 학원비 전액 장학금 지급

•대학병원급의 원무실습실

•종합병원급의 검진실습실

•전국 최초 약무실습실 구비

•최신 전산실습실 3실 보유

•병원코디네이터 경진대회 및 현장 실습 실시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약무행정 교육과정 운영(2017~현재)

특성화 및 성과

보건의료행정과

학과 위   치      본관 11층
학과 사무실     T. 051-330-7330/7343   F. 051-330-7329
입시 상담교수  박순찬  010-655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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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외식조리과

학과 위   치     중앙관 1층
학과 사무실     T. 051-330-7262/7172     
                    F. 051-330-7254
입시 상담교수  박영희 010-3919-7713

• 부산파크하얏트호텔 OJT프로그램과 워커힐호텔 OJT프로그램 등 

   유연학기제운영 

• 현장미러형 실습실

   (푸드스타일링실과 워커힐미러형한식조리실습실) 구축

•협약기업 취업률 85%

특성화 및 성과

호텔관광경영과

학과 위   치     청우관 3층
학과 사무실     T. 051-330-7267     F. 051-330-7328
입시 상담교수  최해수 010-9052-0912

• 해외인턴취업(호주, 싱가폴, 미국, 일본, 필리핀, 태국 등)

  (2008~현재)

•우수 호텔관광 관련업체 산학협력 및 취업

•동아대학교 무시험 연계 편입학 협약

•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4~2018)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 수행   

-  SK네트워크 (주)워커힐 협약반 운영(2017~현재)

• 우수 호텔관광기업과 일학습병행제 사업수행(2015~현재)

•바리스타ㆍ소믈리에 자격증 시험장 지정 운영

•   바리스타ㆍ소믈리에ㆍ조주기능사 자격증반 운영 및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특성화 및 성과

부동산 유통경영과
학과 위   치   청우관 3층
학과 사무실  T. 051-330-7323     F. 051-330-7324

입시 상담교수   송영렬  010-5302-1639  

• 입학생 대상 해외탐방장학금제도 및 해외문화체험기회 제공

• 기업, 호텔, 병원 등 모든 조직체에서 요구하는 인성중심교육, 국제화교육 

그리고 현장실습, 현장체험, 현장연수 등 현장중심의 실무교육과정 운영으로 

맞춤형 인재 양성

• 자산관리사, 공경매사, 유통관리사,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증반 운영 

• ㈜삼성생명, ㈜LG전자, ㈜서원유통, 세무법인 송림, 세무법인 해청, 한국

기업, ㈜양밍, ㈜나이가이은산, ㈜이마트, ㈜롯데마트, 컨설팅회사, 공인

중개사사무소 등에 취업 또는 창업

특성화 및 성과

• 중국 유학생과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한 별도반 운영(외국문화체험, 외국어

실력향상, 해외취업기회)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유통관리 교육과정 

운영(2017~현재)

• 2년(경영학전문학사) + 2년(경영학학사) 연계교육과정 운영

•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와 무시험편입 연계 협약 체결

• 글로벌연합동아리, 부동산공경매동아리, 증권투자연구회 등 학과 동아리 운영

• 만학도를 위한 학과 학생휴게실 운영 및 임장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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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

학과 위   치     본관 10층, 진리관 5층
학과 사무실     T. 051-330-7192     F. 051-330-7067
입시 상담교수  최정미  051-330-7193   

• 지역사회 우수한 치과의료기관과 가족회사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최신 기자재 및 시설보유로 치과의료현장 구현

• 사회맞춤형(LINC+)사업 : 학과중점형 2주기 사업운영(2019년~)

•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우수한 취업률 달성 유지

• 재학 중 전공 관련 다양한 자격 및 이수과정 기회 제공으로 포괄적 실무 

취업 역량 강화 : 병원사무관리사, 전자차트 마스터과정, 병원서비스코

디네이터, BLS관련 자격증

특성화 및 성과

학과 위   치      백양관 2층
학과 사무실    T. 051-330-7096     F. 051-330-7073
입시 상담교수  이대천  010-5696-9930  

•  2019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 헤어

브랜드반 운영(2017~현재)

주)준오헤어, 주)화미주헤어, 주)이가자헤어비스, 주)박승철헤어 등 

협약 업체

•  취업률 100%를 위한 멘토교수와 학생의 1대1 맞춤형 멘토링 프로

그램 운영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뷰티아티스트

과정(피부 � 메이크업 � 네일 전공)운영

•  2017년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부산 10대 핵심전략사업 

맞춤형 뷰티인력양성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특성화 및 성과

•  부산·경남 유일의 도예전공으로 도자, 옹기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 운영

•  부산, 울산, 김해, 양산 등 도자산업 중심지의 산업체와 연계한 산학

협력체계를 운영

•  다도와 다도구,음식과 문화,꽃꽂이와 화기등의 도예,옹기와 생활 속 

문화를 접목하여 수업 운영

•  각 분야의 풍부한 경력의 교수진과 장인들의 강의 진행 

특성화 및 성과

디자인계열 도예트랙

학과 위   치    백양관 지하1층
학과 사무실    T. 051-330-7164     F. 051-330-7073
입시 상담교수  이재필  010-3837-1059  

미용과

물레성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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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특별편입학 모집요강

※ 특별편입학은 동부산대학교 재학, 휴학생만 지원가능합니다.

1. 모집학과

1) 우리대학 유아교육과는 이론 및 실습과목 중 일부 수업이 주말이나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

습니다.

2) 우리대학 사회복지계열로 편입시 학기별 개설 교육과정의 차이로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사 

취득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사회복지사 자격만 취득가능합니다. (보육교사 자격

은 학과 문의) 장례행정복지과에서 편입하는 학생의 경우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장례지도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가능합니다.

3) 우리대학 치위생과는 이론 및 실습과목 중 일부 수업이 주말이나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

니다.

4) 우리대학 디자인계열은 2년제이므로 2학년이하로만 지원가능하며 2학년으로 졸업합니다.

* 편입학 지원은 2개 대학까지 가능하고, 등록금 납부는 1개 대학만 가능합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지원학과 동부산대학교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자동차공학계열 자동차과 5 7
컴퓨터정보과 게임컨설팅과 8 34

항공전자통신과 전자정보통신과(폐과) 4 5

보건의료행정과 보건의료행정과 2 5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1) 1 9 6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과2) 3 2

장례행정복지과2) 5 7

부동산유통경영과
금융경영과 4 5

유통경영과 4 7

호텔관광경영과
호텔관광과 2 3

바리스타&소믈리에과 6 8

호텔외식조리과
식품영양과 6 8

호텔외식조리과 11 13

미용과
웨딩뷰티과 3 3

웨딩산업과 3

치위생과 치위생과3) 3 1 2

디자인계열 생활도예과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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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편입학원서 교부 2020. 12. 18.(금) ~ 본대학 홈페이지 다운로드

편입학원서 접수 2021. 01. 07.(목) ~ 01. 13.(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합격자 발표 2021. 01. 22.(금)

등록금 납부기간  2021. 01. 23.(토) ~ 01. 28.(목) 17시까지

3. 지원자격

전적대학이수 우리대학지원

전적대학 1학년 2학기까지 이수 2학년 1학기이하로 지원 가능

전적대학 2학년 2학기까지 이수 3학년 1학기이하로 지원 가능

4. 성적반영비율

   가. 성적반영비율 및 점수

해당 학과(계열) 전적대학 성적 합계

전체 학과(계열) 100%(100점) 100%(100점)

   나. 사정방법

   (1) 전적대학 성적에 의거 사정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 동점자 처리규정

       ①1순위 : 전적대학 점수평균

       ②2순위 : 연장자

5. 등록금 현황(2020학년도 기준)

학과(계열) 1,2학년 3학년

자동차공학계열 3,045,000

컴퓨터정보과 3,045,000

항공전자통신과 3,045,000

보건의료행정과 3,150,000

유아교육과 2,800,000 2,800,000

사회복지계열 2,800,000

부동산유통경영과 2,700,000

호텔관광경영과 2,800,000

호텔외식조리과 3,119,000

미용과 3,046,000

치위생과 3,169,000 3,169,000

디자인계열 2,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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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학제도                                                    ※ 단,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지원불가

장학구분 지급대상자 장학금액

편입학장학 편입학자 전원 2021-1학기 수업료의 30% (1회)

7. 제출서류 

   가. 편입학원서 1부(본대학 소정양식)

   나. 전적대학 재적, 제적, 졸업(예정)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 1부

   다.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점수평균 또는 백분율 성적 명기)

   라. 2개 이상의 대학에서 수학한 학생은 모든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8. 지원자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①모집요강과 편입학지원서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자격이 취소됩니다.

    ③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접수는 마감일 17시 도착분에 한합니다.

   나. 합격자

    ①합격여부는 개별통지합니다.

    ②합격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금 미납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③입학 허가 후에도 학력조회결과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지원자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가 취소됩니다.

    ④등록금 환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됩니다.

    ⑤등록금 환불요청 시에는 입학포기원,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접수방법

구분 접수방법

방문접수 입학지원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우리대학교 교학처(15번 건물 학생복지센터) 방문 

우편접수 46639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구포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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