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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학과 및 인원

    

학과명 전공 학제 수업운영 모집인원
(2학년)

건축과 3년제 주간 5

경찰경호과 2년제 주간 12

글로벌비즈니스중국어과 2년제 주간 2

기계공학계열
CAD/CAM전공

컴퓨터응용설계전공
2년제 주간 3

디자인계열
산업디자인전공

쥬얼리전공
2년제 주간 4

미용과 2년제 주간 4

보건의료행정과 2년제 주간 6

부동산유통경영과 2년제 주간 2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전공

아동복지보육전공
2년제 주간 6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주간 3

안경광학과 3년제 주간 2

유아교육과 3년제 주간 9

자동차공학계열

수입자동차전공
자동차튜닝전공

미래수송부품개발전공
전기자동차전공

2년제 주간 5

재활운동건강과 2년제 주간 8

전기공학과 2년제 주간 5

정밀화학과 2년제 주간 2

컴퓨터정보과 2년제 주간 3

항공전자통신과 2년제 주간 3

호텔관광경영과 2년제 주간 1

호텔외식조리과 2년제 주간 10

합계 95

     ※ 계열별 모집의 경우 전공은 편입학 후 전공 선택함

     ※ 전적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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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가. 다음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2학년 1학기에 일반편입학 지원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5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적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과 지원 가능

3.  학점인정

   ❑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내용에 따라 학과에서 심의하여 부과되는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됩니다.

4.  전형일정

구분 기간 방법 및 내용

입학원서 교부 - ▪본 대학 홈페이지(www.bist.ac.kr)

입학원서 접수
2021.01.11.(월) ~ 02.10.(수)

(17:00까지)
▪접수방법 : 대학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제출 2021.02.10.(수) 17:00까지 ▪제출방법 : 대학방문 및 우편

최초합격자
발표 2021.02.15.(월) 14:00(예정)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납부장소 : 부산은행, 농협 전 지점
             또는 가상계좌 입금 등록 2021.02.17.(수) ~ 02.23.(화)

추가합격자
발표 2021.02.25.(목) 17:00까지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납부장소 : 부산은행 전 지점
             또는 가상계좌 입금 등록 2021.02.26.(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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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방법

구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방문접수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입학관리처(10번 건물, 본관 1층, 102호)

▪우편접수 : (우.46639) 부산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입학관리처

졸업(예정)

증명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전문대학 1학년 수료자 : 제적증명서

▪4년제 대학 1학년 수료자 : 재학, 수료, 휴학, 재적증명서(택1)

성적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백분율 성적 명기) - 원본

▪2개 이상의 대학에서 수학한 학생은 모든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 모집요강과 편입학지원서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자격이 취소됩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2021.02.10.(수) 17:00까지 대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1.02.10.)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이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에 대한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2021.02.26.(금) 17:00까지 졸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6.  합격자 발표 및 동점자 처리기준

가. 성적반영 방법

   ❑ 전적대학 전 학년 평점평균 성적(4.50점 만점) 1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 만큼 선발하며 포기로 인한 결원은 후보 순위별 선  

    발합니다.

다.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전 학년 평점평균

   ❑ 2순위 : 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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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가. 합격자 유의사항

   ❑ 합격자 명단 및 제반 공지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 합격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 합격자 안내문 등을 출력하여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합니다.

   ❑ 우리 대학에 등록한 자 중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1.02.26.(금)     

       18:00까지 환불을 신청하여야 하며, 2021.03.01.(월)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등  

       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등록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내용에 따라 학과에서 심의하여 부과되는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원자 유의사항

   ❑ 전적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과 지원 가능합니다.

   ❑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편입학원서 및 첨부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8.  장학제도

가. 입학자 전원 입학 장학금 지급(입학금 면제) 합니다.

나. 기타 국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국가유공자 등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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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록금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내역

학과 입학금
학기당

수업료

합계

(등록금 )

편입학 장학금

(입학금 감면)
실납부 금액

기계공학계열, 자동차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과, 전기공학과, 

항공전자통신과, 정밀화학과, 

소방안전관리과

382,000 3,045,000 3,427,000 382,000 3,045,000

건축과, 드론공간정보과 382,000 2,900,000 3,282,000 382,000 2,900,000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계열,  

호텔관광경영과
382,000 2,800,000 3,182,000 382,000 2,800,000

부동산유통경영과, 경찰경호과

글로벌비즈니스중국어과
382,000 2,700,000 3,082,000 382,000 2,700,000

호텔외식조리과 382,000 3,119,000 3,501,000 382,000 3,119,000

안경광학과 382,000 3,169,000 3,551,000 382,000 3,169,000

보건의료행정과 382,000 3,150,000 3,532,000 382,000 3,150,000

재활운동건강과, 미용과 382,000 3,046,000 3,428,000 382,000 3,046,000

디자인계열 382,000 2,950,000 3,332,000 382,000 2,950,000

10.  기타 문의

가.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처

   ❑ 교학처 학사운영팀 : 051-330-7312, 7313, 7314, 7315, 7048

   ❑ 입학관리처 입학관리팀 : 051-330-7273, 7274, 7293, (FAX)051-330-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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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과 상담

학과명 상담교수 휴대폰 메일주소

기계공학계열 진철호 010-9490-4849 jchho71@bist.ac.kr

자동차공학계열 전환영 010-3326-5744 jhy1970@bist.ac.kr

컴퓨터정보과 박경훈 010-2561-3735 khpark23@bist.ac.kr

전기공학과 김철호 010-2817-5603 ch8kim@bist.ac.kr

항공전자통신과 홍용인 010-3486-9958 yihong@bist.ac.kr

스마트전자과 문종우 010-8528-0415 sucuba@bist.ac.kr

정밀화학과 양종규 010-8210-5389 yangjg@bist.ac.kr

소방안전관리과 엄인섭 010-3826-5842 eomis@bist.ac.kr

건축과 김경활 010-3563-8503 whal@bist.ac.kr

안경광학과 박상철 010-2484-2251 ssoon@bist.ac.kr

보건의료행정과 박순찬 010-6554-1288 psc0105@bist.ac.kr

사회복지계열 이남우 010-2455-7892 lnw3455@bist.ac.kr

글로벌비즈니스중국어과 김민정 010-5589-0189 jinmc@bist.ac.kr

재활운동건강과 박성철 010-9319-2904 sports@bist.ac.kr

유아교육과 최정아 010-2055-5474 cja523@bist.ac.kr

부동산유통경영과 김철환 010-3272-9333 chkim@bist.ac.kr

경찰경호과 김형섭 010-8360-2627 daulaw@bist.ac.kr

호텔관광경영과 양봉석 010-2570-4788 ywj815@bist.ac.kr

호텔외식조리과 박영희 010-3919-7713 pyh0709@bist.ac.kr

미용과
이대천 010-5696-9930 cul713@bist.ac.kr

주은경 010-8996-0868 bellejek@hanmail.net

디자인계열 김학진 010-8747-4617 jimmy@b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