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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경력없는

2018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요강



1. 모집학과(계열) 및 모집인원 

과정구분 계열 모집학과 주야간 모집정원 수업연한

산업체경력없는과정 인문사회 비즈니스경영학과 야간 　12 2

※ 모집정원의 50%이상 등록시 개설이 가능합니다.

2. 지원자격 (가와 나 동시에 충족)

   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모집학과와 관련된 학과 졸업(예정)자

3.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17.12.01.(금)~2017.12.29.(금)

합격자발표 및 합격증 교부 2018.01.15.(월)

등록기간 2018.02.07.(수)~2018.02.09.(금)

※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2018.02.28.(수)까지 충원모집합니다.

4. 전형방법 : 출신학교 성적 100%로 선발

5. 접수방법

구분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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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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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본대학 소정양식)
   나. 졸업(예정)증명서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00점만점으로 환산된 성적 표기)

7. 합격자선발
   가.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서류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처리합니다.
   다. 합격자 중 등록기간 내 미등록인원에 대하여 후보자 성적순위로 추가합격자를 발표합니다.

8.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대학 평점평균, 2순위 이수학점, 3순위 백분위점수

9. 등록금(전년도 기준) 

모집학과 입학금 등록금 합계

비즈니스경영학과 640,000 2,700,000 3,340,000

장학금 적용시 실납입금액 640,000 1,890,000 2,530,000



학과명 관련 학과명

비즈니스경영학과

경영과, e-비즈니스과, 경영관리과, 경영정보과, 디지털경영과, 디지털마케팅과, 마케팅과, 무역과,

물류유통정보과, 비즈니스경영과, 산업경영과, 상경계열, 샵마스터경영과, 샵마스터마케팅과, 

서비스경영과, 세무회계과, 세무회계정보과, 유통경영과, 인터넷경영정보과, 인터넷산업경영과, 

창업경영과, 철도경영과, 철도운수경영과, 호텔관광경영과, 한중비즈니스과, 의무행정과 등 유사학
과

10. 장학제도

장학구분 지급대상자 장학금액

입학장학 입학자 전원 수업료의 30%

동문장학 우리대학 졸업(예정)자 입학금

11. 지원자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① 모집요강과 입학지원서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자격이 취소됩니다.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합격자
         ① 합격여부는 우리대학교 홈페이지(www.bist.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합격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금 미납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③ 입학 허가 후에도 학력조회결과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지원자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가 취소됩니다.
         ④ 등록금 환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됩니다.
         ⑤ 등록금 환불요청 시에는 입학포기원,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처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학처 TEL.(051)330-7315, FAX.(051)330-7027
 
※ 동일계열 관련 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