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 2차 모집요강

작성자 문혜진

확인자 강만식



 01. 모집학과(계열) 및 모집인원 

주1) 수시1차에서 미 충원된 인원은 수시2차에 합산하여 모집합니다.
  2) 모집학과(계열) 및 인원은 교육부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전문대학 ·대학졸업자 전형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 초과 모집 가능합니다.
     (단,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간호학과, 의무행정과, 유아교육과는 모집인원만 모집)
  4) 모집학과(계열) 중 ★로 표시된 전공은 주간과 야간을 모집합니다.(미 표기된 전공은 주간만 모집)

모집학과
입학

정원

수시2차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일반고 등
졸업자

특성화고등
졸업자

농어촌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만학도/
성인재직자

전문대학·
대학졸업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공학

계열

 융합기계계열
CAD/CAM전공

150 9 　 6 　 1 1 1 1
컴퓨터응용설계전공

 자동차공학계열

자동차하이테크전공 ★

200 11 1 7 1 1 1 1 1 1 1 1
자동차튜닝전공

SUV/BOSCH전공

하이브리드
자동차전공

 컴퓨터정보과 50 3 　 2 　 1 1 1 1

 전기자동화과 85 6 　 3 　 1 1 1 1

 항공전자통신과 85 6 　 3 　 1 1 1 1

 ICT융합전자과 60 4 　 2 　 1 1 1 1

 정밀화학과 75 5 　 3 　 1 1 1 1

 소방안전관리과 85 6 　 3 　 1 1 1 1

 건축과(3년제) 30 2 　 1 　 1 1 1 1

 드론공간정보과 30 2 　 1 　 1 1 1 1

인문

사회

계열

 유아교육과(3년제) 80 5 　 3 　 1 1 1 1

 의무행정과 135 10 　 4 　 1 1 1 1

 비즈니스경영과 40 2 　 2 　 1 1 1 1

 경찰경호과 65 5 　 2 　 1 1 1 1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전공 ★

65 4 1 2 1 1 1 1 1 1 1 1
아동복지보육전공

 호텔관광경영과 85 6 　 3 　 1 1 1 1

 한중비즈니스과 30 2 　 1 　 1 1 1 1

자연

과학

계열

 안경광학과(3년제) 40 2 　 2 　 1 1 1 1

 치위생과(3년제) 30 2 　 1 　 1 1 1 1

 간호학과(4년제) 70 6 　 1 　

 호텔외식조리과 105 7 　 4 　 1 1 1 1

예체능

계열

 미용과 50 3 　 2 　 1 1 1 1

 재활운동건강과 60 4 　 2 　 1 1 1 1

 토탈디자인계열

 산업디자인전공

85 5 　 4 　 1 1 1 1 인테리어디자인전공

패션&쥬얼리전공



2. 전형일정

 ※ 면접고사

주 ) 면접 불참자

    - 간호학과 : 면접 불참시 최종 불합격 처리

    - 자동차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과, 비즈니스경영과, 한중비즈니스과, 안경광학과 : 면접 불참시 면접점수 0점 처리

구분 수시2차 비고

원서접수 2017. 11. 07(화) ~ 11. 28(화)

ㆍwww.bist.ac.kr

ㆍwww.uwayapply.com

ㆍwww.jinhakapply.com

첨부서류제출 2017. 11. 29(수) 17:00

(46639)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입학관리처

면접대상자발표
(아래 ※ 참조)

2017. 12. 07(목) ㆍ간호학과만 해당

면접고사일정 2017. 12. 09(토)
ㆍ학과(계열)별 지정장소,

  추후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발표 2017. 12. 15(금) ㆍ본 대학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예치금등록 2017. 12. 25(월) ~ 12. 28목) ㆍ수시합격자 전원

ㆍ예치금 300,000원

  ※미등록시 불합격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7. 12. 29(금) ∼ 2018. 01. 05(금) 

최종등록 2018. 02. 07(수) ~ 02. 09(금)

ㆍ예치금등록자 전원

ㆍ잔여 등록금 전액 납부

면접학과

면접대상자 인원

면접요소 반영비율(%) 비고수시2차

정원내 정원외

간호학과 모집인원의 10배수
모집인원의

10배수

 1. 태도 및 용모

 2. 의사소통 능력

 3. 직업관 및 지원동기

 4. 전공 관련활동 및 자질

20

 1. 면접대상자 확인은 입학홈페이지에서 본인 

    수험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가능합니다.

  ㆍ간호학과만 해당

  ㆍ자동차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과, 비즈니스경영과, 한중

비즈니스과, 안경광학과는 정원내 

     지원자 전원

 2. 간호학과는 면접대상자가 아닌 학생은 최종

    불합격입니다.

 3. 면접 대상자는 면접당일

   ㆍ복장단정(교복착용 요망)

   ㆍ사진 부착된 신분증 , 수험표(접수증)지참

   ㆍ시간엄수

자동차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과,

비즈니스경영과

한중비즈니스과,

안경광학과

지원자 

전원
미실시



03. 지원자 공통사항

1. 입학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나. 접수절차

입학원서 접수사이트 접속 → 입학원서 작성 → 전형료 결제

- www.bist.ac.kr(부산과학기술대학교) 또는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 www.bist.ac.kr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내 인터넷 사이트)  
 : 전형료 무료)
- www.uwayapply.com(유웨이어플라이)
 , www.jinhakapply.com(진학어플라이)
 : 전형료 무료, 수수료 5,000원 결재

  www.uwayapply.com(유웨이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진학어플라이)

- 입학원서 작성 내용 확인

- 사용자 로그인(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만 해당

→ 입학원서 접수 확인 →
첨부서류 제출

[마감일 17:00까지]

 - 수험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첨부서류 도착은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개인별로 연락 않음)

※ 입학원서 접수 절차가 완료되어야 출력됨 - 해당자에 한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적용한 원서접수 진행

  다. 전산장애 시 문의처 : 유웨이어플라이(1588-8988), 진학어플라이 (1544-7715)

2. 복수지원 허용범위

  1) 수시모집(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있어서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2) 본 대학은 모집시기별로 모집전형(정원내․외) 및 학과에 상관없이 3회까지 복수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전형으로 동일 학과(계열) 지원도 가능하며, 같은 전형으로 다른 학과(계열) 지원도 가능)

  3) 복수지원자는 복수합격 할 수 있으며, 복수합격자는 예치금 등록기간내 1개의 학과(계열) 및 전형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이중지원 및 등록 금지
  1)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뿐만 아니라 충원합격자도 학생의 의사여부 및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됩니다.

    ※ 수시 충원합격 여부 등을 지원 대학에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1개 대학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며,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본 

대학 및 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

되면 합격 및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4. 합격자 발표
  1) 수시1차 모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2차에서 충원, 수시2차 모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

시1차에서 충원, 수시1,2차 모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시1차 모집에서 결원을 충원, 정시1차모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자율)모집을 실시합니다.

  2) 합격자중 포기로 인한 결원은 전형별 사정(후보)순위별로 선발합니다.

  3) 전문대졸이상 졸업(예정)자 전형은 지원자 전원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단, 유아교육과, 의무행정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간호학과는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4) 합격자 발표 방법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www.bist.ac.kr)에 공고

  5) 합격자는 개별 통지를 하지 않으니 지원자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www.bist.ac.kr)에서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등록금 납부(예치금 및 잔여등록금)
  1) 합격증 및 등록확인예치금고지서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본 대학 홈페이지(www.bist.ac.kr) 입학안내에서 출

력 받아 정해진 기일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부산은행, 농협 전국지점)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

며,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추가 연락 없이 차

기 후보자에게 등록기회를 부여합니다.

     ※ 출력한 합격통지서의 본인 성명과 수험번호, 학과(계열)명, 생년월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잔여등록금을 잔여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

해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6. 등록금 반환
  1) 등록자가 3월 1일 전일까지 입학을 포기할 경우,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을 환불하고, 3월 1일부터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업료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2) 등록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원서접수 시 입력한 정보를 본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절차에 따

라 진행합니다.            

7. 등록예치금 환불 신청
  1) 신청방법 : 본 대학 입학홈페이지 접속 → 등록/예치금 환불신청 → 입력사항 확인 후 환불접수

  2) 환불기간 : 2017. 12. 29(금) ∼ 2018. 01. 05(금)까지 은행업무 시간 내(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8. 2018학년도 등록금 : 추후 확정 발표
  * 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내역 

9. 지원자 유의사항
  1)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6회 제한 없음)

  2) 원서의 지연 도착, 첨부서류의 미비, 기재상의 착오(특히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등)의 불분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 대학에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수료(5,000원)는 원서접수 기간중에 지원포기 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처리가 가능하나, 접수기간 마감이

학과(계열) 입학금 학기당 수업료 합계(등록금)

융합기계계열, 자동차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과, 
전기자동화과, 항공전자통신과, ICT융합전자과, 

정밀화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미용과, 재활운동건강과
640,000 3,046,000 3,686,000

 건축과, 드론공간정보과 640,000 2,900,000 3,540,000

토탈디자인계열 640,000 3,000,000 3,640,000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계열 640,000 2,830,000 3,470,000

 비즈니스경영과, 한중비지니스과 640,000 2,700,000 3,340,000

경찰경호과 640,000 2,730,000 3,370,000

호텔관광경영과 640,000 2,800,000 3,440,000

 호텔외식조리과 640,000 3,119,000 3,759,000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640,000 3,169,000 3,809,000

 의무행정과 640,000 3,150,000 3,790,000

간호학과 640,000 3,250,000 3,890,000



후에는 불가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는 환불이 가능함

   • 천재지변, 질병, 기타사고 등으로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경우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을 환불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수수료(5,000원)에 비례

하여 반환할 수 있음

  6)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본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7)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며, 입학   

후의 제반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에 따릅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본 대학 홈페이지와 입학관리처로 문의 바랍니다. (상담전화 051-330-7293, 7274)

 



04. 정원 내 특별전형           

1. 지원자격
   가. 일반고 등 졸업자 전형
       1)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종합 및 학력인정고등학교 인문계 과정 졸업(예정)자
       3) 특수목적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4) 검정고시 합격자
      나. 특성화고 등 졸업자 전형
       1) 전문계 및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종합 및 학력인정고등학교 전문계 과정 졸업(예정)자
       3) 예⋅체능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4) 일반계고등학교 1년 이상 직업과정 교육이수자
        다. 연계 전형 
       본 대학과 교육과정 연계교육 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학생부 교과목 반영과목의 평균등급이 5.00등급이내인 자

2.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반영배점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1)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요소

 2) 단, 1학년은 학기별 국․영․수 중 한 과목 포함, 이수단위 2이상만 반영
 3) 일반계 직업과정/특성화고 2+1과정 해당자는 1학년 50%, 2학년 50% 반영
 ※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합격자 선발
 1)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100%를 선발합니다.
 2) 모집시기별 특성화고 등 졸업자 전형/연계전형 미달인원은 일반고 등 졸업자 전형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일반고 등 졸업자 전형에서 미달인원은 특성화고 등 졸업자 전형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3)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구분 해당 학과(계열)
전형 요소

전형 총점 
교과성적 출석 면접

부가
점수

정원내
특별전형

 전체학과(계열)

 (면접학과 제외)
70점 30점

최대

20점

최대 120점

(100점 + 부가점수)

 면접학과
 (자동차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과,
 비즈니스경영과, 한중비즈니스과, 안경광학과)

50점 30점 20점
최대

20점

최대 120점

(100점 + 부가점수)

 면접학과

 (간호학과)
50점 30점 20점 최대 100점

해당 학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 학과(계열) 등급 백분율 1-1학기 백분율 1-2학기 백분율 이수단위 합

전형구분 해당 학과(계열)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

출석
성적

면접
고사

반영과목 수 반영방법

정원내

특별전형

 전체학과(계열)

 (면접학과 제외)
40% 40% 20% 70% 30%

학기별 최고등급 2과목

(총 10과목)

※예․체능,교련과목 제외

과목별 등급 

및 이수단위
 면접학과
 (자동차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과,
 비즈니스경영과, 한중비즈니스, 
 안경광학과, 간호학과)

40% 40% 20% 50% 30% 20%



3. 제출서류

4. 특별전형 부가점수 반영방법(일반고 등 졸업자/특성화고 등 졸업자 전형 공통) 

※ 학과(계열)관련분야 자격증 종목내역은 [붙임 2. 학과(계열)별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구분 평가요소 및 점수 인정점수

지원학과(계열)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 이상(1개당) 3점

최대

20점

부여

기능사(1개당, 추가 1점)

/단증(1단 : 1점, 1단 추가 1점)
1점

지원학과(계열) 관련분야

전국 및 지방

경진(체육)대회 입상자

(본 대학 개최대회 포함)

전국대회

입상자

대상(1위) 7점

지방대회

입상자

대상(1위) 5점

금상(2위) 6점 금상(2위) 4점

은상(3위) 5점 은상(3위) 3점

동상 4점 동상 2점

장려상/입선 3점 장려상/입선 1점

                      지원구분

   제출서류
일반고 등

졸업자 전형

특성화고 등

졸업자 전형
비 고

 학교생활기록부 ○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제출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중 전산자료활용  동의한 
경우에는 미제출)

 자격증 사본 ○ ○
일반고 등 졸업자/특성화고 등 졸업자 전형 

지원자 중 부가점수 인정 희망 시 관련서류 제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 검정고시 출신자만 제출



05. 정원 외 특별전형
  

1. 지원자격

   가. 농어촌 전형

       1) 아래 가, 나 유형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가)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나) 농어촌 소재 초․중․고의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2)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 중 행정편제가 시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

          (강원 태백시, 삼척시, 포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경북 안동시, 영천시, 상주

시, 문경시)도 확대하여 인정한다.

       3)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졸업(예정)자는 제외.

       4) 지원자격 미달자에 대하여는 입학(2018.03.01)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

       5) 농어촌지역 기준은 고교 입학 당시 기준으로 함.

       6)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함

           ※ 특전 : 입학자 전원 입학금 면제

   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검정고시합격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해당하는 자

       1) 제출서류

  

   다.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합격자)로서  

       1)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25세(1993년 2월 28일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또는

       2)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4대 보험 가입 산업체)    

          ※ 특전 : 입학자 전원 장학금(매학기 수업료의 30% 면제)혜택 부여

   라. 전문대학·대학졸업자 전형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2) 4년제 대학교 2학년 과정 수료(예정)자(전문대학 졸업학력 인정)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자)

          ※ 특전 : 입학자 전원 장학금(매학기 수업료의 20% 면제)혜택 부여

   

구 분 제출서류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ㆍ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ㆍ동주민센터에서 발급된 「본인명의」의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1부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ㆍ차상위복지수급확인서 1부.
ㆍ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 시 · 군 · 구청 · 읍 ․ 면 ․ 동주민센터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ㆍ우선돌봄차상위 가구 확인서 1부.
ㆍ시 · 군 · 구청 · 읍 ․ 면 ․ 동주민센터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마.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1) 새터민(북한이탈주민)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초.중.고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전형방법
   가. 성적 반영 비율 및 배점         

   

   나. 합격자 선발

       1)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100% 선발

       2) 동점자 처리기준

      

3. 제출서류  

전형구분 해당 학과 성적반영방법

정원외

특별전형

ㆍ농어촌 전형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전형

ㆍ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전 학과(계열)

(간호학과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100%(100점)

간호학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80%(80점) + 면접20%(20점)

 전문대학·대학졸업자 전형  

전 학과(계열)

(간호학과 제외)
출신대학 전학년 총 평균평점 100%

간호학과 출신대학 전학년 총 평균평점 80%(80점) +면접20%(20점)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전 학과(계열) 서류전형      

            전형구분

 제출서류
농어촌

만학도 및
재직(경력)자

전문대학·

대학졸업자  
비 고

 학교생활기록부 ○ ○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제출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중 전산자료활용  동의한 
경우에는 미제출)

 주민등록등본(이사내역포함)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

⋅중.고등학교 6년간 농어촌 지역 거주자(부모와 함께 거주해야함)
⋅농어촌 지역 거주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의 전체 이사내역이 포  
  함되고 부모, 본인이 기재된 것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
⋅농어촌 소재 초∙중·고의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본인,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됨)

 4대보험 가입증명서 × ○ × 만25세 미만자만 제출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해당 학과(계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 학과(계열) 등급 백분율 1-1학기 백분율 1-2학기 백분율 이수단위 합



[붙임 1]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방법

1. 과목반영

고교 졸업년도 학년 반 영 과 목 반영요소

ㆍ2008. 2월 ~

   2018. 2월 졸업(예정)자

1

학기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등급 2과목

【교련 및 예․체능과목 제외】

단, 학기별 국어·영어·수학 교과 중 1과목은 포함

등급, 이수단위

2
학기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등급 2과목

【교련 및 예․체능과목 제외】
등급, 이수단위

3

1학기

학기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등급 2과목

【교련 및 예․체능과목 제외】
등급, 이수단위

ㆍ2002. 2월 ~

   2007. 2월 졸업자

1

학기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성적 2과목

【교련 및 예․체능과목 제외】

단, 학기별 국어·영어·수학 교과 중 1과목은 포함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2
학기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성적 2과목

【교련 및 예․체능과목 제외】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3

1학기

학기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성적 2과목

【교련 및 예․체능과목 제외】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ㆍ1999. 2월 ~

   2001. 2월 졸업자

1

학년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성적 2과목

【교련 및 예․체능과목 제외】

단, 국어·영어·수학 교과 중 1과목은 포함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2
학년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성적 2과목

【교련 및 예․체능과목 제외】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3
학년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성적 2과목

【교련 및 예․체능과목 제외】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ㆍ1998. 2월 졸업자

1 학기별 계열 석차 백분율 석차백분율

2
학년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성적 2과목

【교련 및 예․체능과목 제외】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3
학년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성적 2과목

【교련 및 예․체능과목 제외】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ㆍ1997. 2월 이전 졸업자 

1~2 학기별 계열 석차 백분율 석차백분율

3
학년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성적 2과목

【교련 및 예․체능과목 제외】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ㆍ검정고시 합격자 - 전 과목 평균성적 적용 (우리대학 검정고시 성적산출표 참조) 전 과목 평균

※ 2013년 2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입학원서상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활용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산자료를 활용함



2. 특성화고 전문교과 과목(성취평가제) 성적 산출 방법
   가. 해당 과목을 Z점수로 산출 후 다시 9등급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Z점수 = (과목별 원점수 – 과목별 과목평균) / 과목별 표준편차 

   나. 전문교과 과목(성취평가제) 등급 산출표  

3. 교과성적 산출표

4. 등급비율 내신 점수표 

5. 출결점수 산출표

6. 검정고시 성적 산출표

결석일수 점수 결석일수 점수 비고

0일 30 5일 20 ※ 1,2학년만 적용

※ 지각, 조퇴, 결과는 3회 1일 결석처리(병결은 제외)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합니다. 

1일 28 6일 18
2일 26 7일 16
3일 24 8일 14
4일 22

등급 성적
점수

등급 성적
점수

전체학과(계열)
(면접학과 제외)

면접
학과

전체학과(계열)
(면접학과 제외)

면접
학과

1 100.0 ~  98.00 100 80 6 83.99 ~ 78.00 90 70
2 97.99 ~ 96.00 98 78 7 77.99 ~ 72.00 88 68
3 95.99 ~ 93.00 96 76 8 71.99 ~ 66.00 86 66
4 92.99 ~ 90.00 94 74 9 65.99 ~ 60.00 84 64
5 89.99 ~ 84.00 92 72 출결점수 없음

등급 등급비율 
내신등급 환산점수표 

전체학과(계열)
(면접학과 제외)

면접
학과

1 1.0000 ~ 1.9999 70점 50점

2 2.0000 ∼ 2.9999 68점 48점

3 3.0000 ∼ 3.9999 66점 46점

4 4.0000 ∼ 4.9999 64점 44점

5 5.0000 ∼ 5.9999 62점 42점

6 6.0000 ∼ 6.9999 60점 40점

7 7.0000 ∼ 7.9999 58점 38점

8 8.0000 ∼ 8.9999 56점 36점

9 9.0000 54점 34점

등급 석차백분율(％)
점수

등급 석차백분율(％)
점수

전체학과(계열)
(면접학과 제외)

면접
학과

전체학과(계열)
(면접학과 제외)

면접
학과

1 0.00～4.00 70 50 6 60.01～77.00 60 40
2 4.01～11.00 68 48 7 77.01～89.00 58 38
3 11.01～23.00 66 46 8 89.01～96.00 56 36
4 23.01～40.00 64 44 9 96.01～100.00 54 34
5 40.01～60.00 62 42

등급 Z점수 범위 석차백분율(근사값) 등급 Z점수 범위 석차백분율(근사값)
1 3.00 ~ 1.76 0.13 ~ 3.92 6 -0.26 ~ -0.73 60.26 ~ 76.73 
2 1.75 ~ 1.23 4.01 ~ 10.93 7 -0.74 ~ -1.22 77.04 ~ 88.88 
3 1.22 ~ 0.74 11.12 ~ 22.96 8 -1.23 ~ -1.75 89.07 ~ 95.99 
4 0.73 ~ 0.26 23.27 ~ 39.74 9 -1.76 ~ -3.00 96.08 ~ 99.87 
5 0.25 ~ -0.25 40.13 ~ 59.87      



  [붙임2] 학과(계열)별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모집학과(계열)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민간자격증 종목

 융합기계계열
 ㆍCAD/CAM전공
 ㆍ컴퓨터응용설계전공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교통,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관련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ITQ 등） 2급 이상, 
한국ATC협회(AutoCAD), 한국CAD/CAM학회(CATIA V5) 관련 자격증 

 자동차공학계열
 ㆍ자동차하이테크전공
 ㆍ자동차튜닝전공
 ㆍSUV/BOSCH전공
 ㆍ하이브리드자동차전공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교통,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관련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ITQ 등） 2급 이상, 
한국ATC협회(AutoCAD), 한국CAD/CAM학회(CATIA V4, V5) 관련 자격증 

 컴퓨터정보과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정보처리, 산업응용, 교통 관련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이상，ITQ 등）2급 이상 

 전기자동화과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정보처리, 안전관리, 산업응용, 교통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환경 관련분야 자격증, 소방 관련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이상，ITQ 등）2급 이상, 한국 ATC협회(AutoCAD), 
한국CAD/CAM학회(CATIA V4, V5), 광업자원, 공예, 공학, 경영, 전자상거래, 금융, 정보관련 자격증 

 항공전자통신과

전자, 통신, 조선, 항공, 정보처리 및 세라믹, 전기, 기계, 금속, 화공, 안전관리, 산업응용, 교통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환경 관련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이상，ITQ 등）2급 이상, 한국 ATC협회(AutoCAD), 
한국CAD/CAM학회(CATIA V4, V5),광업자원, 공예, 공학, 경영, 전자상거래, 금융, 정보관련 자격증 

 ICT융합전자과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정보처리, 안전관리, 산업응용, 교통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환경 관련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이상，ITQ 등）2급 이상, 한국 ATC협회(AutoCAD), 
한국CAD/CAM학회(CATIA V4, V5), 광업자원, 공예, 공학, 경영, 전자상거래, 금융, 정보관련 자격증 

 정밀화학과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관련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ITQ 등）2급 이상, 한국 ATC협회(AutoCAD), 
한국CAD/CAM학회(CATIA V4, V5), 광업자원, 공예, 공학, 경영, 전자상거래, 금융, 정보관련 자격증 

 소방안전관리과

기계(배관, 보일러취급, 설비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조립), 화공 및 세라믹(위험물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전기, 건축, 금속,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관련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 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ITQ 등) 2급 
이상, 한국ATC협회(AutoCAD)관련 자격증

 건축과
건축,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토목, 환경, 공예,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산업디자인 관련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ITQ 등）2급 이상,
한국ATC협회(3D Studio Max, Auto CAD) 관련 자격증, 설계제도 및 디자인 관련 자격증

 드론공간정보과
공간정보 관련 분야 자격증, 토목, 전기, 기계, 금속, 건축, 전자, 안전관리, 광업자원, 국토개발, 섬유, 
정보처리, 농림, 산업디자인, 산업응용, 공예, 미술, 조경, 환경 관련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ITQ 등） 2급 이상, 설계제도 및 디자인 관련 자격증 

 유아교육과
정보처리 관련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 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이상，ITQ 
등）2급 이상, 보육교사자격증, 간호조무사 

 의무행정과
의무기록사, 정보처리 관련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ITQ 등）2급 이상, 간호조무사, 한국보험심사평가사,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의료보험사, 
병원행정사, 보건의료정보 관련 분야 자격증

 비즈니스경영과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판매관리사, 자산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재경관리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보험계리사, 고객전문상담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텔레마케팅관리사, 
ERP 1·2급, 전산회계 1·2급, 전산세무 1·2급, 외환전문인, 전자상거래관리사, 공정관리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



모집학과(계열)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민간자격증 종목

 경찰경호과
무도단증, 경기지도사, 전자, 정보처리, 통신, 컴퓨터 관련 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이상，ITQ 등） 2급 이상, 생활체육지도사, 경비지도사, TOEIC(600점 이상), JPT 550점 
이상(JLPT 3급), HSK 4급 이상, 신변경호사

 사회복지계열
 ㆍ사회복지전공
 ㆍ아동복지보육전공

정보처리, 컴퓨터 관련 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이상，ITQ 등）2급 이상, 
간호조무사, 보육교사자격증

 호텔관광경영과

정보처리, 음식료품 관련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이상，ITQ 등）2급 이상,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원, 일본어능력시험(3급 이상), JPT(450점 이상), 무역영어 3급 이상, HSK 4급 이상, 
번역, 관광 관련 전 분야

 한중비즈니스과

한어수평고시(HSK) 3급이상, 중국어능력시험(CPT) 300점이상, 실용중국어(BCT) 2급이상, 

실용중국어능력인정(C-TEST) F등급이상, 중국어말하기테스트(TSC) 4급이상, 한중상용한자(HNK)4급이상

한자능력5급이상,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문화유산해설사,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어린이한자지도사, 전문통역사,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컴퓨터관련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OTQ 등) 등

 안경광학과 컴퓨터 관련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이상，ITQ 등）2급 이상

 치위생과 해당사항 없음

 간호학과 해당사항 없음

 호텔외식조리과
음식료품 관련 분야 자격증, 산업응용(농산·축산·수산 식품가공), 농림(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축산, 식육처리), 해양(수산양식) 관련 분야 자격증, 조리기능사 및 산업기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및 복요리), 제과제빵 기능사

 미용과

미용사(헤어), 미용사(피부), 미용사(메이크업), 미용사(네일), 메이크업아티스트, 분장사, 발 관리사, 
경락, 두피관리사, 아로마테라피스트, 컬러리스트, 병원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퍼스널컬러코디네이터, 화장품전문가, 이미지컨설턴트, 국가공인 SMAT, 서비스경영정보처리 관련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PCT 500점 이상，ITQ) 2급 이상

 재활운동건강과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자, 1·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사, 생활체육지도사), 레크레이션지도사, 
스포츠마사지사, 스포츠댄스지도자, 체육 관련  분야 자격증, 무도단증, 컴퓨터 관련 
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이상，ITQ 등）2급 이상 

 토탈디자인계열
 ㆍ산업디자인전공
 ㆍ인테리어디자인전공
 ㆍ패션쥬얼리전공

산업디자인, 컴퓨터 관련분야(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 PCT 500점, ITQ등) 2급이상, 웹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옥외광고사, 일러스트, 포토샵, 파워포인트, 설계제도, 

샵마스터, V.M.D, 코디네이션, 스타일리스트, 컬러코디네이터,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 

메이크업아티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사, 귀금속세공기능사, 보석감정사 2급, 쥬얼리 

코디네이터 3급, 쥬얼리 마스터 3급



06. 장학제도
신입생 장학제도

  
  - 기타 세부 시행세칙 및 지급규정은 본 대학 장학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우선 적용함.

  - 장학금이 중복 수혜되는 경우 금액이 큰 장학만 수혜 가능함.

  -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교외 대상 지정 장학금의 경우 초과 지급 가능함.

  - 기타 재학생을 위한 교내 및 교외 장학금은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구분 장학명칭
장학금액

(원)
지급세부 규정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기간

(계속)지급요건

평점
평균

취득
학점

우수신입생
해외연수

해외연수 여행경비일체
수능우수1, 수능우수2, 청우인재, 청우우수
입학자 전원

학기중 - - -

신입생
수능성적

우수

수능우수1
등록금+입학금 

전액
(해외연수)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10% 이내자
입학시
학기초

입학시: 일괄지급
재학시: (요건충족시)
        매학기지급

3.7이상
20학점
이상

수능우수2
등록금전액
(해외연수)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20% 이내자
입학시
학기초

입학시: 일괄지급
재학시: (요건충족시)
        매학기지급

3.7이상
20학점
이상

수능우수3 등록금50%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40% 이내자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간호학과 제외)

입학시 - - -

신입생
내신성적

우수

청우인재장학금
등록금전액
(해외연수)

10(12)과목 등급백분율 1.00등급 이내자
입학시
학기초

입학시: 일괄지급
재학시: (요건충족시)
        매학기지급

3.7이상
20학점
이상

청우우수장학금
등록금60%
(해외연수)

10(12)과목 등급백분율 1.50등급 이내자 입학시 입학시: 일괄지급 - -

청우면학장학금 등록금40%
10(12)과목 등급백분율 2.00등급 이내자
(치위생과, 간호학과 제외)

입학시 입학시: 일괄지급 - -

내신우수장학금1 등록금30%
10(12)과목 등급백분율 2.50등급 이내자
(치위생과,  간호학과 제외)

입학시 입학시: 일괄지급 - -

내신우수장학금2 입학금전액
10(12)과목 등급백분율 4.99등급 이내자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간호학과 제외)

입학시 입학시: 일괄지급 - -

연계내신장학금 700,000
2+2연계 10(12)과목 등급백분율 
5.00등급 이내자

입학시 입학시: 일괄지급 - -

대학/전문대
졸업

뉴스타트장학금 등록금20%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전형 등록자 매학기 재학시: 매학기지급 2.5이상 -

농어촌 초록장학금 입학금전액
농어촌 특별전형 등록자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졸업(예정) 등록자

입학시 입학시: 일괄지급 - -

만학/성인
재직

만학/성인재직
장학금

등록금30%
만학/성인재직자 전형, 
만 25세 이상 등록자 전원

매학기 재학시: 매학기지급 2.5이상 -

산업체위탁
산업체특별 

장학금
등록금30% 산업체위탁 특별전형 등록자 매학기 재학시: 매학기지급 2.5이상 -

신입생
자격대상

기술사관장학금 입학금 전액 기술사관 교육으로 입학한 자 입학시 입학시: 일괄지급 - -

자매고교장학금 입학금전액 자매결연고교 입학자 입학시 입학시: 일괄지급 - -

교수추천장학금 500,000  학과장 및 소속교수 추천을 받은 자 입학시 입학시: 일괄지급 - -

동문장학금 입학금 전액 우리대학 동문자녀 입학시 입학시: 일괄지급 - -

보훈장학금 등록금전액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자녀 매학기
4학기
(단 3년제는 6학기)

점수평균
70점이상

-

참사랑장학금
등록금50%
~등록금10%

장애본인 1~6급 차등지급 매학기
4학기
(단 3년제는 6학기)

2.0이상 -

한가족장학금 등록금 각20%
형제, 부부 등 한가족 2명이상 
본 대학 재학시 지급

매학기
4학기
(단 3년제는 6학기)

2.5이상 -

희망장학금
등록금30%
~등록금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매학기
4학기
(단 3년제는 6학기)

2.0이상 -

교육자자녀
장학금 

200,000 교육공무원 자녀 및 본인 매학기 재학시: 매학기지급 2.5이상 -

다문화가족
장학금

등록금50%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 학생 매학기 재학시: 매학기지급 2.5이상 -

새터민 장학금 등록금50% 북한이탈 주민 매학기 재학시: 매학기지급 2.5이상 -



1. 신입생 혜택

구분 지원액
(학기당/원) 수혜 세부 규정 신청

시기 지급방법 신청방법

통학셔틀버스
무료 이용 무료 재학생 전원 무료이용 노선 및 이용방법

(홈페이지 참조)

학자금대출 등록금 전액
& 생활비

1. 매학기 신청가능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http://www.kosaf.go.kr)

등록금
납부시기

대출실행시 등록금
- 학교납부(등록처리)

한국장학재단 
온라인신청

농어촌출신
학자금대출 등록금전액 1. 농어촌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http://www.kosaf.go.kr)  
등록금

납부시기 매학기신청가능 1. 홈페이지 참조
2. 콜센터 문의

생활관 일정액납부 모집시기별/지역별 인원배정 선발
(원거리 거주자 우선 선발) 1월/7월 매학기신청가능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조)
  

2. 재학생 장학제도

07. 전과제도 
      전과는 입학후 타 계열(학과) 또는 동일 모집단위 내에서 타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전과 신청자는 전과  
      규정 제6조에 의거 2년제 학과의 경우 전과한 학과의 전공학점 45학점, 3년제 학과는 전공학점 65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1. 신청시기
     - 전과는 1학년 2학기부터 허가하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1학년 1학기 이수 후 신청 가능)
       단, 복학 시 당초 입학학과 폐과 및 재입학생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2. 신청절차
      현재 소속학과 사무실에서 전과신청서 작성 후 학과(계열)장과 면담하여 전과를 확정하고, 전과하고자하는 학과에서  
      학과장 승인을 받는다.
 
   3. 선발기준
      전과의 범위는 전과 희망 학과(계열) 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과 희망자가 범위를 초과 할 시  
      성적순으로 사정하며 단, 아래의 경우는 전과 신청을 제한한다.
      - 산업체 위탁 교육으로 입학한 자
      - 야간 학과 계열 에서 주간 학과 계열 로 전과를 희망하는 자
      -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자
      - 유아교육과 2학년 2학기 및 3학년 재학 중 전과를 희망하는 자

구분 장학종류 대상학생

교내

성적우수장학금  학과(계열) 성적우수 상위자( 수석, 차석, 성적우수 )

리더십장학금  前학기 평점 C+ 이상인 간부

인턴십장학금  재학생 중 근로를 희망하는 자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희망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참사랑장학금  장애학생(1급~6급)

한가족장학금  형제 및 부부가 같이 재학 중인 학생

교직원자녀장학금  본 대학 교직원 자녀

교육자자녀장학금  교육공무원 자녀 및 본인

체육특기자  체육관련 특기생 중 심사후 지급

참사랑멘토장학금  장애학생 멘토활동 후 지급 

생활관사생장장학금  모범 생활관생

다문화장학금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

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자

의전도우미장학금  대학 의전도우미

홍보모델장학금  대학 홍보모델

산업체위탁장학금  산업체위탁학생

BIST마일리지장학금  자격증취득, 학교행사참여, 사회봉사활동, 외국어시험 응시
 등 다양한 항목 참여로 마일리지 점수 누적 평가

취업활동우수장학금  취업활동우수 학생

교외
지방차치단체(부산광역시 등)
각종장학회(중앙문화장학회 등) 및
산업체(부산은행 등) 외부장학금 40여종

 각 장학금 지급기준 대상자 선발



-▷ 입학안내상담실 및 학과(계열)사무실 전화안내

입 학 안 내 상 담 실 학과(계열)사무실 전화번호

우 46639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구포3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입학관리처 입학홍보팀

TEL. (051)330 - 7274, 7293, 7273

FAX. (051)330-7296, 7383

 www.bist.ac.kr

융합기계계열 330-7361, 7362, 7332

자동차공학계열 330-7074, 7201, 7094

컴퓨터정보과 330-7072

전기자동화과 3307225

항공전자통신과 3307064

ICT융합전자과 3307065

정밀화학과 3307063

소방안전관리과 330-7351

건축과 3307069

드론공간정보과 3307070

유아교육과 330-7337, 7353

의무행정과 330-7330, 7331

비즈니스경영과 3307323

경찰경호과 330-7339

사회복지계열 3307338

호텔관광경영과 330-7071, 7066

한중비즈니스과 330-7267

안경광학과 330-7270

치위생과 330-7192

간호학과 330-7211, 7207, 7210

호텔외식조리과 330-7262, 7176

미용과 330-7295

재활운동건강과 330-7219

토탈디자인계열 330-7095, 7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