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에강한전문대학

2017
수시모집요강
입학안내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www.bist.ac.kr

우 46639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 (구포3동)
tel. 051-330-7274, 7293, 7273 fax. 051-330-7296 www.bist.ac.kr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이기는 전략,

BIST!

Beginning,
누군가에겐
미래로의 첫 도약

Plan B,
누군가에겐
차선책이었지만

02
03

결국은
그에게도 Best,
최고의선택이되는

2017
수시모집요강
입학안내
www.bist.ac.kr

Contents
이기는 대학
04 > 장학은 Benefactor, BIST는 당신의 후원자 | 장학제도
06 > 취업, 창업은 Best, 실전에서 이겨야 진짜다 | 취업 인프라
08 > 교육은 Basics, 기본부터 다르다 | 교육 인프라
10 > 복지는 Benefit, 제대로 누리자 | 복지 인프라
12 > 세계는 Brilliant, 우수한 인재를 기다린다 | 글로벌 인프라

이기는 선택
14 > 201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이기는 미래
32 > 공학계열
43 > 인문사회계열
50 > 자연과학계열
54 > 예체능계열

Campus Map
58 > 캠퍼스 맵, 교통안내

특별한 B,

BIST

BIST 이기는 대학 | 장학제도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Scholarship & Overseas study
5년 연속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장학은

등록금
전액지원
+ 해외연수

Benefactor,

등록금
60%지원
+ 해외연수

수능우수1 / 수능우수2
청우인재장학

BIST는
당신의 후원자!

등록금
50%지원
+ 해외연수

청우우수장학

수능우수3

Scholarship
수능
우수장학

청우
인재장학

청우
면학장학

등록금전액
~50% 지원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30% 지원

연계장학

내신
우수장학

동문
장학

입학금 전액~
50만원 지원

입학금
전액 지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드립니다.

2 + 2연계
등록자 전원
장학금 지급

Special Scholarship
장학금 총액

재학생 1인당 장학금

134억
1,863만 2,000 원

2,978,000 원

2015년

2014년 131억 2,971만 3,000 원
2013년 103억 7,857만 9,000 원

2,876,000원
2,348,000원

2013

2014

2015

초록장학금

농어촌 특별전형 등록자, 농어촌
지역 고교졸업 (예정) 등록자 전원

뉴스타트장학금

전문대 · 대학졸업자 전형 등록자 전원 장학금
(매학기 수업료의 20% 면제)

만학/성인재직장학금

만학도 / 성인재직자 전형, 만 25세 이상 등록자 전원 장학금
(매학기 수업료의 30% 면제)

BIST 마일리지장학금

자격증 취득, 학교행사 참여, 사회봉사활동, 외국어시험응시 등
다양한 교내 활동 참가에 따른 50만원 장학금 지원

희망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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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6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대학취업지원관) 선정

취업, 창업은

Best,

실전에서
이겨야
진짜다!

넘치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무장한 파이오니어!
취업의 질을 높이는
BIST에서 태어납니다.

붙어보면 다르다!
실전에서 이기는
전문대학

2013 ~ 2015 부산시 대학생취업역량강화사업 선정
2014 ~ 2015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참여
2016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제사업 선정
2008 ~ 2014 7년 연속 부산시 해외인턴취업지원사업 선정
2016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사업 선정
2014 ~ 2015 K-MOVE 스쿨 (세계로) 사업 선정

NCS 기반 산업 현장 맞춤형 취•창업 역량 강화
• 취업준비교육과 네트워크 관리
• ‘창업과 취업’ 교과목 운영
• 취업지원 로드맵 기반 - 맞춤형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취업캠프 및 기업체 채용설명회 개최
•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상시 취업상담 및 클리닉센터(Job-Cafe)운영
• 대기업 공개채용 전폭 지원
• 전공 및 직업기초 자격증 취득 및 취업활동우수장학금 지원
• MBA 코스 방식의 창업 교육 운영으로 창업 활성화
• 우수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산학관 협동의 내실화
• 전국 대학 최초 주요 산업단지 내 4개의 산학멀티몰 운영
• 독일의 BOSCH, 한국타이어와 연계한 전공특별반 개설 운영
• 가족회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산학협력 및 취업지원시스템 운영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과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부산과학기술대학교

BIST 이기는 대학 | 교육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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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Basics,

2년 뒤가
기대되는 대학
기본에 충실한 현장 중심 실무교육강화
• 2014 ~ 현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교육부)
• 2015 ~ 현재, 일학습병행제사업 선정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2013 ~ 현재,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 2011 ~ 현재, 기술사관 육성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 2013 ~ 현재,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부기관 지정 대학 (교육부)
• 독일 보쉬(BOSCH)사와 기술협약을 통한 세계적 기술의 자동차공학관 건립
• 23개 학과(계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실무 교육 확대로 현장실무 우수 인력 양성

고려대학교 등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과정연계 편입학 협약

기본부터
다르다!
다져 올린 초석부터 다른 대학,
쌓아 올린 기둥마저 다른 대학!
교육부가 인증한
BIST의 특급 전략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 전국4년제 유명대학으로 편입학 기회 제공
• 고려대학교 연계교육 편입학 협약체결 (부산 · 울산 · 경남 유일)
- 일부 학과 무시험 편입
• 국내 · 해외 4년제 대학 2+2 연계 편입프로그램 운영
- 동국대, 동아대, 부경대 등 대학추천 무시험 편입학 및 다수 대학 입학특전 부여

학생전담지도교수제를 통한 책임지는 전인교육 실시
• 입학에서 졸업 · 취업까지 지속운영
• 학생 개인별 멘토 전담 교수 지정
• 책임 있는 현실적 교육 실천
• 통합학생관리시스템에 의한 학생경력관리 및 장학, 취업진로 체계 구축

BIST 이기는 대학 | 복지 인프라

복지는

Benefit,
더 편하게,
더 빨리 공부하는 BIST인!
스마트 캠퍼스와
다양한 학생복지 프로그램으로
남들보다 한발 먼저
앞서나갑니다.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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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가는 대학이 아닌 몸 담는 대학!
자신 있게 말하는 이름 ‘BIST’

누 리 자
<시내 통학버스>
지역
동래

사하 (하단)

노선
노포지하철 / 남산동지하철 / 두실지하철 5번출구 / 금정구청 /
전자랜드21 부곡점 / 홈플러스 / 동래지하철 / 덕천삼정 그린코아
세양병원 건너편 / 동아대 육교 / 엄궁 롯데마트 / 무학아파트 /
학장중학교 / 세원로타리(지하도입구) / 사상구청 / 사상시외버스 /
덕포사거리 / 모라사거리 / 구포역 / 덕천동 새모범약국

<시외 통학버스 - 울산, 양산, 창원, 김해>
지역
진영 · 김해

김해가야대 / 대우푸르지오2차 / 구산로타리 로데오 / 김해박물관 사거리 /
홈플러스 / 가야고교 / 전자랜드 / 부원역 / 불암역 / 강서체육공원역

울산 · 동래

공업탑 (시외버스승차장) / 울주군청 / 무거삼거리 (SK주유소) /
춘해대학 (GS주유소) / 웅상공단입구 / 덕계 해인병원 / 하이마트 덕계점 /
노포지하철 / 남산동지하철 / 두실지하철 5번출구 / 금정구청 /
전자랜드21 부곡점 / 홈플러스 / 동래지하철 / 덕천삼정 그린코아

울산 · 양산

공업탑 (시외버스승차장) / 울산고속도로입구 (시외버스승차장) /
양산 IC / 북정초등학교 / 신기주공아파트 (상가) / 남부삼거리 /
극동아파트 (육교) / 금곡역 / 동원역 / 덕천동 새모범약국

울산 · 언양

공업탑 (시외버스승차장) / 울주군청 / 울산고속도로입구 (시외버스승차장) /
언양병원 / 율리역 / 화명동 (와석 버스정류장) / 덕천동 새모범약국

마산 · 창원

마산역 / 시외버스터미널 / 마산복음병원 / 한국전력 /
창원역 (시외버스정류장) / 39사 (시외버스정류장) / 도계주유소정류장 /
명곡광장 (SK주유소) / 경남도청 / 창원시청 / 대동백화점 / 덕천로타리

양산 · 물금

물금역 / 신기마을 / 범어주공 / 범어경민육교 / 우남퍼스트빌 /
시외버스터미널 / 청어람 / 동원듀크 / 덕천동 새모범약국

진해 · 장유

중원로타리 / 대아동 입구 버스정류소 / 태백동철길 / 남중입구 /
상공회의소 건너편 / 사파동성아파트 / 대방초등 / 대청고 /
삼문초등학교 / 월산초 버스정류소 맞은편 / 장유코아 맞은편 /
장유농협 버스정류소

- 학사행정, 수강신청 등 스마트 행정서비스
• 학습환경의 스마트화를 대학생활에 적용

쾌적한 환경의 생활관
• 총 703명 수용
•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편안한 생활관

집에서 강의실까지 Non-Stop! 무료 통학 서비스
• 집 앞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강의실까지 연결되는 학생을 위한 무한 감동 서비스
• 덕천순환버스 : 대학교문 – 덕천(부산과기대)역 수시 운행
• 시내 통학버스 운행 및 울산, 양산, 창원, 김해 등으로 무료 시외 통학버스 운행

진영 공설운동장 / 진영 경남은행 사거리 / 삼일부동산 / 명동삼거리 /
동신아파트 / 부영6차아파트 (동신아파트 통합) / 구산중학교 /
김해시외터미널 / 시청 / 성모병원 (메가마트) / 지내역

김해

스마트 캠퍼스 구축
• ㈜KT와 공동으로 스마트캠퍼스 구축 협약

노선

BIST 이기는 대학 | 글로벌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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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지•관리 역량
인증대학

무한한
추진력

+

흔들림
없는 균형

세계는

Brilliant,
우수한
인재를
기다린다

=

세계로
나아가는
힘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 세계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글로벌 캠퍼스 구축
- 미국 : 블룸필드대학, 레이크워싱턴기술대학, 미국하와이주립대 (카피올라니 캠퍼스)
- 중국 : 청도빈해대학, 동영직업학원, 요녕건축직업학원, 해남사범대학, 상산현직업고급중학, 술양은하학교,
		 술양정덕중학, 응담응용공정학교, 청도개발구직업중등전업학교, 청도경제직업학교, 요양현제3고등학교,
		 북경과기추진위원회
- 베트남 : 하노이백과전문대학
- 뉴질랜드 : 코넬대학
- 일본 : 나가사키국제대학, 히로사키학원대학, 키비국제대학, 바이카여자대학
- 홍콩 : 홍콩푸이싱 카톨릭고등학교, 셱레이카톨릭고등학교, 튜엔문카톨릭고등학교, 응와카톨릭고등학교

• 2007 ~ 2014, 7년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
• 해외 인턴십 및 취업 : 호주,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태국,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 연수 지원
- 해외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으로 언어능력과 전공 실무능력 배양
- 현장실습 후 현지 취업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 육성

• 호주 · 중국 한인회 및 해외소재 한국기업(총 47여 개 업체)과 MOU체결

교육부가 인증한 국제화 대학

창의적 인재육성의 요람 BIST-

• 2015 고용노동부 K-Move 스쿨 (세계로) 사업 선정

글로벌 캠퍼스를 누빈 인재,

• 부산 · 경남 전문대학 유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 대학 선정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

세계 무대의 문을 두드립니다.

• 부산 · 울산 유일 GHC(Global Hub College) 사업 선정
• 부산 · 경남 전문대학 유일 유학생 최다규모 유치 (중국 · 베트남 등 유학생 260여명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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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 Technology

201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모집학과 (계열) 및 모집인원
전형일정
지원자 공통사항
정원 내 특별전형
· 일반고 등 졸업자 전형
· 특성화고 등 졸업자 전형
· 연계 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 농어촌 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자 전형
· 만학도 / 성인재직자 전형
· 전문대학·대학졸업자 전형
· 재외국민 / 외국인 전형

이기는 선택
BIST

당신의
선택이 곧

14
15

최선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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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6
17

02

모집학과
(계열) 및
모집인원

모집학과 (계열)

기계계열

CAD/CAM전공
컴퓨터응용설계전공

수시
모집
인원

182

정원 내 특별전형
수시 1차
수시 2차

정원 외 특별전형
수시 1, 2차

일반고 등 특성화고 등
일반고 등 특성화고 등
기초생활수급자 만학도 /
전문대학ㆍ
연계
농어촌
졸업자
졸업자
졸업자
/ 차상위자 성인재직자 대학졸업자
졸업자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14

49

13

6

5

1

7

전형
일정

모집시기

구 분

수시 2차

원서 접수

2016. 09. 08 (목) ~ 09. 29 (목)

2016. 11. 09 (수) ∼ 11. 21 (월)

첨부서류제출

2016. 09. 30 (금) 17:00까지

2016. 11. 22 (화) 17:00까지

면접대상자발표
(아래 ※ 참조)

2016. 10. 19 (수)

2016. 12. 01 (목)

•치위생과, 간호학과만 해당

면접고사일정

2016. 10. 22 (토)

2016. 12. 03 (토)

•학과 (계열)별 지정장소,
추후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발표

2016. 10. 31 (월)

2016. 12. 09 (금)

•본 대학 홈페이지

2

자동차하이테크전공 (야)
자동차계열 자동차튜닝전공

240

144

6

57

2

5

17

1

7

1

8

1

1

5

5

2

1

SUV/BOSCH전공

공
학
계
열

인
문
사
회
계
열

자
연
과
학
계
열
예
체
능
계
열

컴퓨터정보과

58

37

15

4

2

2

1

3

2

전기자동화과

121

76

32

9

4

3

1

3

2

6

3

2

1

3

2

7

2

2

1

3

2

5

3

2

1

3

2

항공전자통신과

88

24

50

전자과

88

55

24

정밀화학과

78

39

16

소방안전관리과

75

47

20

6

2

3

1

3

2

건축과 (3년제)

28

15

10

2

1

2

1

3

2

토목과

28

15

10

2

1

2

1

3

2

유아교육과 (3년제)

77

44

25

5

3

3

1

2

2

의무행정과

132

71

48

8

5

3

1

3

2

경영과

38

20

14

2

2

2

1

3

2

57

31

20

4

2

2

1

3

2

68

35

1

10

호텔관광경영과

98

62

26

7

3

3

1

3

2

한중비즈니스과

28

20

5

2

1

2

1

3

2

안경광학과 (3년제)

38

24

10

3

1

4

1

2

4

경찰경호과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전공 (야)
아동복지보육전공

2

23

5
15

1

3

1

2

1

2

1

10

2

치위생과 (3년제)

28

23

2

2

1

3

1

1

3

간호학과 (4년제)

57

46

5

5

1

6

6

3

18

호텔조리
계열

호텔조리전공

116

73

31

8

4

6

1

5

2

미용과

44

24

16

2

2

2

1

3

2

재활운동건강과

57

36

15

4

2

5

1

4

2

토탈
디자인
계열

제과제빵데코레이션전공

합격자등록

1

예치금등록

2016. 12. 19 (월) ∼ 12. 21 (수)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6. 12. 22 (목) ∼ 12. 30 (금)

최종등록

2017. 02. 07 (화) ∼ 02. 09 (목)

98

53

35

6

4

3

1

3

면접 대상자 인원
면접학과

수시 1차

수시 2차

정원 내

정원 외

정원 내

정원 외

치위생과

모집인원의
5배수

미실시

모집인원의
10배수

미실시

간호학과

모집인원의
5배수

모집인원의
5배수

모집인원의
10배수

모집인원의
10배수

1 ) 상기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인원이며, 수시 1차에서 미 충원된 인원은 수시 2차에 합산하여 모집합니다.

2

한중비즈니스과,
안경광학과

지원자 전원

2 ) 수시 1차 항공전자통신과 특성화고 등 졸업자 전형 모집인원 (50명) 중 35명은 기술사관 육성사업에서 모집합니다.
3 ) 모집학과 (계열) 및 인원은 교육부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 전문대학 · 대학졸업자 전형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 초과 모집 가능합니다.
(단,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간호학과, 의무행정과, 유아교육과는 모집인원만 모집)
5 ) 모집학과 (계열)중 (야)로 표기된 전공은 주간과 야간을 모집합니다.

면접요소

1. 태도 및 용모
2. 의사소통 능력
3. 직업관 및 지원동기
4. 전
 공 관련활동
및 자질

패션&쥬얼리전공

주

•www.uwayapply.com
•www.jinhakapply.com
(46639)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 (구포3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입학관리처

•수시합격자 전원
•예치금 300,000원
※미등록시 불합격

•예치금 등록자 전원
•잔여 등록금 전액 납부

※면접고사

산업디자인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

비 고

수시 1차

* 면접 불참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

미실시

지원자 전원

미실시

반영
비율
(%)

비 고

1.  면접대상자 확인은
입학홈페이지에서
본인 수험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가능합니다.
• 치위생과, 간호학과만 해당
• 한중비즈니스과, 안경광학과는
정원 내 지원자 전원
20

2.  치위생과, 간호학과는
면접대상자가 아닌 학생은
최종불합격입니다.
3. 면접 대상자는 면접당일
• 복장단정 (교복착용 요망)
• 사진 부착된 신분증 지참
• 시간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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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3
지원자
공통사항

❶ 입학원서 접수

❺ 등록금 납부 (예치금 및 잔여등록금)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1) 	합격증 및 등록확인예치금고지서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본 대학 홈페이지 (www.bist.ac.kr) 입학안내에서 출력 받아 정해진 기일 내에 지정된 금
융기관 (부산은행, 농협 전국지점)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별도의 추가 연락 없이 차기 후보자에게 등록기회를 부여합니다.
※ 출력한 합격통지서의 본인 성명과 수험번호, 학과 (계열)명,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절차

1. 입학원서 접수사이트 접속
•www.bist.ac.kr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또는
www.uwayapply.com (유웨이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진학어플라이)

2. 입학원서 작성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수험표 (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입학원서 접수 절차가 완료되어야 출력됨
※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적용한
원서접수 진행

•www.bist.ac.kr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내 인터넷 사이트 : 전형료 무료)

•입학원서 작성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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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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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학원서 접수 확인

3. 전형료 결제

: 전형료 무료, 수수료 5,000원 결재

5. 첨부서류 제출 [마감일 17:00까지]
•첨부서류 도착은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개인별로 연락 않음)

2) 본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잔여등록금을 잔여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해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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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진행합니다.

❼ 등록예치금 환불 신청
1) 신청방법 : 본 대학 입학홈페이지 접속 → 등록 / 예치금 환불신청 → 입력사항 확인 후 환불접수
2) 환불기간 : 2016. 12. 22 (목) ∼ 12. 30 (금)까지 은행업무 시간 내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해당자에 한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❽ 2017학년도 등록금 : 추후 확정 발표 			

*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내역

학과 (계열)

입학금

학기당 수업료

합계 (등록금)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640,000

3,046,000

3,686,000

❷ 복수지원 허용범위

건축과, 토목과

640,000

2,900,000

3,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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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탈디자인계열

640,000

3,000,000

3,640,000

2 ) 본 대학은 모집시기별로 모집전형 (정원 내 · 외) 및 학과에 상관없이 3회까지 복수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전형으로 동일 학과 (계열) 지원도 가능하며, 같은 전형으로 다른 학과 (계열) 지원도 가능)

인문사회계열

640,000

2,830,000

3,470,000

경영과, 한중비지니스과, 호텔관광경영과

640,000

2,800,000

3,440,000

호텔조리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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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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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복수지원자는 복수합격할 수 있으며, 복수합격자는 예치금 등록기간내 1개의 학과 (계열) 및 전형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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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되면 합격 및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❹ 합격자 발표
1 ) 수시 1차 모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 2차에서 충원, 수시 2차 모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 1차에서 충원, 수시 1, 2차 모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시 1차 모집에서 결원을 충원, 정시 1차모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자율)모집을 실시합니다.

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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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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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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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전문대졸이상 졸업(예정)자 전형은 지원자 전원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단, 유아교육과, 의무행정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간호학과는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4 ) 학생부 최저학력기준반영 : 반영과목의 평균등급이 8.0000 ~9.0000등급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단, 검정고시합격자, 만학도 전형 지원자 제외)

5) 수수료 (5,000원)는 원서접수 기간 중에 지원포기 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처리가 가능하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는 환불이 가능함
ㆍ 천재지변, 질병, 기타사고 등으로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경우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을 환불함
ㆍ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 · 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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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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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합격자는 개별 통지를 하지 않으니 지원자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www.bist.ac.kr)에서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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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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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내
특별전형

❶ 지원자격

다. 합격자 선발

가. 일반고 등 졸업자 전형

1 )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100%를 선발합니다.

1 )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2 ) 종합 및 학력인정고등학교 인문계 과정 졸업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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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시 합격자

3) 동
 점자 처리기준

나. 특성화고 등 졸업자 전형
1 ) 전문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2 ) 종합 및 학력인정고등학교 전문계 과정 졸업 (예정)자

해당 학과 (계열)

1순위

2순위

3순위

전 학과(계열)

등급 백분율

1 - 1학기 백분율

4순위

1 - 2학기 백분율

이수단위 합

3 ) 일반계고등학교 1년 이상 직업과정 교육이수자
다. 연계 전형

❸ 제출서류

본 대학과 교육과정 연계교육 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❷전형방법

지원 구분
제출 서류

일반고 등
졸업자 전형

특성화고 등
졸업자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

○

2011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제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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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가. 전형요소 반영배점

전형구분

해당 학과 (계열)
전체학과 (계열)
(면접학과 제외)

정원 내
특별전형

전형 요소

전형 총점

교과성적

출석

면접

부가점수

70점

30점

-

최대 20점

최대 120점
(100점 + 부가점수)

면접학과
(한중비즈니스과)

50점

30점

20점

최대 20점

최대 120점
(100점 + 부가점수)

면접학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간호학과)

50점

30점

20점

-

최대 100점

구분

1 )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요소

학년별 반영비율
해당 학과 (계열)

전체학과 (계열)
(면접학과 제외)
정원 내
특별전형

면접학과
(한중비즈니스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간호학과)

평가요소 및 점수

지원학과 (계열)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전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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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40%

40%

2학년

40%

40%

3학년
(1학기)
20%

20%

반영요소
교과
성적
70%

50%

출석
성적
30%

30%

2 ) 단, 1학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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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고사

반영과목 수

반영방법

-

20%

학기별 최고등급
2과목 (총 10과목)
※예 · 체능,
교련과목 제외

과목별 등급
및 이수단위

지원학과 (계열) 관련분야 전국 및
지방 경진 (체육)대회 입상자
(본 대학 개최대회 포함)

전국대회
입상자

인정점수

산업기사 이상 (1개당)

3점

기능사 (1개당, 추가 1점)
/ 단증 (1단 : 1점, 1단 추가 1점)

1점

대상 (1위)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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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회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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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점 부여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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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특별전형

❶ 지원자격

마. 재
 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1 )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가. 농어촌 전형
1 ) 농어촌지역 (읍 · 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중·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로서
중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부모와 본인 모두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2 ) 농어촌 소재 초· 중 ·고의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예정)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3 )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 중 행정편제가 시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 (강원 태백시, 삼척시, 포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경북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도 확대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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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전형방법
가. 성
 적 반영 비율 및 배점

4 )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 (예정)자는 제외

전형구분

5 ) 지원자격 미달자에 대하여는 입학 (2017.03.01) 이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
6 ) 농어촌지역 기준은 고교 입학 당시 기준으로 함

ㆍ농어촌 전형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전형
ㆍ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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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외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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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과

성적반영방법

전 학과 (계열)
(간호학과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100% (100점)

간호학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80% (80점) + 면접 20% (20점)

전 학과 (계열)
(간호학과 제외)

출신대학 전학년 총 평균평점 100%

간호학과

출신대학 전학년 총 평균평점 80% (80점) + 면접 20% (20점)

전 학과 (계열)

서류전형

ㆍ전문대학 / 대학졸업자 전형

1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비고
ㆍ동주민센터에서 발급된 「본인명의」 의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ㆍ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나. 합격자 선발
차상위복지수급 확인서 1부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확인서 1부

ㆍ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 시 · 군 · 구청 · 읍 · 면 · 동주민센터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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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합격자)로서
1 )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25세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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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100% 선발
2 ) 동점자 처리기준

해당 학과 (계열)

1순위

2순위

전 학과 (계열)

등급 백분율

1 - 1학기 백분율

3순위

4순위

1 - 2학기 백분율

이수단위 합

❸ 제출서류
전형 구분
제출 서류

농어촌

만학도 및 전문대학·
재직(경력)자 대학졸업자

비고

학교생활기록부

○

○

×

2011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제출
(2012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전산자료활용 동의한 경우에는 미제출)

주민등록등본
(이사내역포함)
중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

ㆍ중
 ·고등학교 6년간 농어촌 지역 거주자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함)
ㆍ농어촌 지역 거주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의 전체 이사내역이
포함되고 부모, 본인이 기재된 것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

ㆍ농어촌 소재 초· 중 ·고의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본인,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됨)

4대보험 가입증명서

×

○

×

대학졸업 (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만 25세 미만자만 제출

BIST 이기는 선택 | 201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붙임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01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반영
방법

❸ 교과성적 산출표

❶ 과목반영
고교 졸업년도

학년

반영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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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월 ~
2017. 2월 졸업 (예정)자

등급, 이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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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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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기별 계열 석차 백분율

2

학년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성적 2과목
【교련 및 예 · 체능과목 제외】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학년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성적 2과목
【교련 및 예 · 체능과목 제외】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2002. 2월 ~
2007. 2월 졸업자

•1999. 2월 ~  
2001. 2월 졸업자

•1998. 2월 졸업자

3
1 ~2
•1997.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점수

반영요소
석차백분율 (％)

전체학과 및 계열
(면접학과 제외)

면접 학과

1

0.00 ~ 4.00

70

3

학년별 이수 단위가 2이상인 과목 중 최고성적 2과목
【교련 및 예 · 체능과목 제외】

-

전 과목 평균성적 적용 (우리대학 검정고시 성적산출표 참조)

석차백분율 (％)

전체학과 및 계열
(면접학과 제외)

면접 학과

50

6

60.01 ~ 77.00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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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❹ 등급비율 내신 점수표
내신등급 환산점수표

등급

등급비율

전체학과 및 계열 (면접학과 제외)

면접 학과

1

1.0000 ~ 1.9999

70점

50점

2

2.0000 ∼ 2.9999

68점

48점

석차백분율

석차백분율

등급

2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학기별 계열 석차 백분율

점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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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❺ 출결점수 산출표

석차백분율, 이수단위

결석일수

점수

결석일수

점수

0일

30

5일

20

1일

28

6일

18

※ 1, 2학년만 적용

2일

26

7일

16

3일

24

8일

14

※ 지각, 조퇴, 결과는 3회 1일 결석처리 (병결은 제외)
/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합니다.

4일

22

전 과목 평균

※ 2012년 2월∼2017년 2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입학원서상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활용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산자료를 활용함

❷특성화고 전문교과 과목 (성취평가제) 성적 산출 방법
가. 해당 과목을 Z점수로 산출 후 다시 9등급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Z점수 = (과목별 원점수 – 과목별 과목평균) / 과목별 표준편차

비고

❻ 검정고시 성적 산출표

나. 전문교과 과목 (성취평가제) 등급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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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점수

등급

성적

전체학과 및 계열
(면접학과 제외)

등급

성적

전체학과 및 계열
(면접학과 제외)

면접 학과

면접 학과

1

100.0 ~ 98.00

100

80

6

83.99 ~ 78.00

90

70

2

97.99 ~ 96.00

98

3

95.99 ~ 93.00

96

78

7

77.99 ~ 72.00

88

68

76

8

71.99 ~ 66.00

86

66

4

92.99 ~ 90.00

5

89.99 ~ 84.00

94

74

9

65.99 ~ 60.00

84

64

92

72

출결점수 없음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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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계열)별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민간
자격증

모집학과 (계열)
CAD/CAM전공

기계
계열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민간자격증 종목

모집학과 (계열)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교통, 국토개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판매관리사, 자산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재경관리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보험계리

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관련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 (워드프로세서, 컴

컴퓨터응용설계전공
자동차하이테크전공

자동차
계열

자동차튜닝전공
SUV/BOSCH전공
컴퓨터정보과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민간자격증 종목

경영과

퓨터활용, PCT 500점，ITQ 등）2급 이상, 한국ATC협회 (AutoCAD), 한국CAD/CAM학회 (CATIA V5) 관련 자격증

사, 고객전문상담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텔레마케팅관리사, ERP 1 · 2급, 전산회계 1 · 2급, 전산세무
1 · 2급, 외환전문인, 전자상거래관리사, 공정관리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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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경찰경호과

활용, PCT 500점，ITQ 등） 2급 이상, 한국ATC협회 (AutoCAD), 한국CAD/CAM학회 (CATIA V4, V5) 관련 자격증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정보처리, 산업응용, 교통 관련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이상，ITQ 등） 2급 이상

사회
복지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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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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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보육전공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정보처리, 안전관리, 산업응용, 교통 국토개발, 농림,

전기자동화과

정보처리, 음식료품 관련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이상，ITQ 등） 2급 이상,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환경 관련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이상, ITQ 등

호텔관광경영과

2급 이상, 한국 ATC협회 (AutoCAD), 한국 CAD/CAM학회 (CATIA V4, V5), 광업자원, 공예, 공학, 경영,전자상거래,

전자, 통신, 조선, 항공, 정보처리 및 세라믹, 전기, 기계, 금속, 화공, 안전관리, 산업응용, 교통 국토개발, 농림, 해양,

항공전자통신과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원, 일본어능력시험 (3급 이상),
JPT (450점 이상), 무역영어 3급 이상, HSK 4급 이상, 번역, 관광 관련 전 분야

금융, 정보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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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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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

한중비즈니스과

거래, 금융, 정보관련 자격증

TEST) F등급이상, 중국어말하기테스트 (TSC) 5급이상, 한중상용한자 (HNK)4급이상, 한자능력, 관광통역안내사, 국내
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문화유산해설사,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어린이한자지도사, 전문통역사, MOS (Microsoft
Office Specialist), 컴퓨터관련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 OTQ 등) 등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정보처리, 안전관리, 산업응용, 교통 국토개발, 농림,

전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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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광학과

해당사항 없음

치위생과

해당사항 없음

간호학과

해당사항 없음

전자상거래, 금융, 정보관련 자격증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해양,

정밀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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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가스), 기계 (배관, 보일러취급, 설비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조립),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제1류,

소방안전관리과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전기, 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 전자, 통신,

호텔조리전공

호텔
조리
계열

제과제빵
데코레이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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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해양 (수산양식) 관련 분야 자격증, 조리기능사 및 산업기사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및 복요리), 제과제빵 기능사

미용사 (헤어), 미용사 (피부), 미용사 (메이크업), 미용사 (네일), 메이크업아티스트, 분장사, 발 관리사, 경락, 두피관리

미용과

건축,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토목, 환경, 공예,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산업디자인 관련 분야 자격증, 컴퓨터

건축과

음식료품 관련 분야 자격증, 산업응용 (농산 · 축산 · 수산 식품가공), 농림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축산, 식육처

관련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ITQ 등） 2급 이상, 한국ATC협회 (3D Studio Max, Auto CAD)

사, 아로마테라피스트, 컬러리스트, 병원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퍼스널컬러코디네이터, 화장품전문가, 이미지컨설턴
트, 국가공인 SMAT, 서비스경영정보처리 관련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PCT 500점
이상，ITQ) 2급 이상

관련 자격증, 설계제도 및 디자인 관련 자격증
토목, 전기, 기계, 금속, 건축, 전자, 안전관리, 광업자원, 국토개발, 섬유, 정보처리, 농림, 산업디자인, 산업응용, 공

토목과

예, 미술, 조경, 환경관련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PCT 500점，ITQ 등) 2급 이상,

1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1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자, 1 · 2급

재활운동건강과

설계제도 및 디자인 관련 자격증

유아교육과

의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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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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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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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탈
디자인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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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디자인
전공

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옥외광고사, 일러스트, 포토샵, 파워포인트, 설계제도, 샵마스터, V.M.D, 코디네이션, 스타일

패션&쥬얼리전공

세공기능사, 보석감정사 2급, 쥬얼리 코디네이터 3급, 쥬얼리 마스터 3급

리스트, 컬러코디네이터,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 메이크업아티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사, 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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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장학제도

가. 신입생 혜택

구분

장학명칭

장학금액
(원)

우수신입생
해외연수

해외연수

여행경비일체

수능우수1

수능우수2

신입생
수능성적
우수

신입생
내신성적
우수

지급
시기

지급기간

수능우수1, 수능우수2, 수능우수3,
청우인재, 청우우수 입학자 전원

학기중

-

등록금+
입학금 전액
(해외연수)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이상 10% 이내자

입학시
학기초

등록금전액
(해외연수)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이상 20% 이내자

입학시
학기초

수능우수3

등록금 50%
(해외연수)

수능우수4

등록금 50%

청우인재장학금

등록금전액
(해외연수)

청우우수장학금

지급세부 규정
(지급 대상)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이상 30% 이내자
(안경광학, 치위생, 간호학과 제외)
수능 5개영역 중 3개영역 이상 40% 이내자
(안경광학, 치위생, 간호학과 제외)

입학시 : 일괄지급
재학시 : (요건충족시)
매학기지급
입학시 : 일괄지급
재학시 : (요건충족시)
매학기지급

(계속) 지급요건
평점평균 취득학점
-

-

3.7이상

20학점
이상

3.7이상

20학점
이상

구분

지원액
(학기당/원)

통학셔틀버스
무료 이용

무료

학자금 대출

등록금 전액
& 생활비

농어촌출신
학자금 대출

등록금 전액

일정액 납부

입학시

-

-

-

입학시

-

-

-

생활관

10 (12)과목 등급백분율 1.00등급 이내자

입학시
학기초

입학시 : 일괄지급
재학시 : (요건충족시)
매학기지급

3.7이상

20학점
이상

나. 재학생 장학제도

등록금 60%
(해외연수)

10 (12)과목 등급백분율 1.50등급 이내자

입학시

입학시 : 일괄지급

-

-

구분

청우면학장학금

등록금 30%

10 (12)과목 등급백분율 2.00등급 이내자
(치위생, 간호학과 제외)

입학시

입학시 : 일괄지급

-

-

내신우수장학금1

입학금전액

10 (12)과목 등급백분율 2.50등급 이내자
(안경광학, 치위생, 간호학과 제외)

입학시

입학시 : 일괄지급

-

-

내신우수장학금2

500,000

10 (12)과목 등급백분율 3.99등급 이내자
(안경광학, 치위생, 간호학과 제외)

입학시

입학시 : 일괄지급

-

-

700,000

2 + 2연계 10 (12)과목 등급백분율
5.00등급 이내자

입학시

입학시 : 일괄지급

-

등록금 20%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전형 등록자

매학기

재학시 : 매학기지급

연계내신장학금

대학/전문대 졸업자 뉴스타트장학금

수혜 세부 규정

신청시기

지급방법

신청방법

-

-

노선 및 이용방법
(홈페이지 참조)

등록금
납부시기

대출실행시 등록금
- 학교납부 (등록처리)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등록금
납부시기

매학기 신청가능

1. 홈페이지 참조
2. 콜센터 문의

1월 / 7월

매학기 신청가능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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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촌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saf.go.kr)

모집시기별 / 지역별 인원배정 선발
(원거리 거주자 우선 선발)

장학종류

대상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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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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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후 지급

농어촌
학생

초록장학금

입학금전액

농어촌 전형 등록자, 농어촌 지역
고교 졸업 (예정) 등록자

입학시

입학시 : 일괄지급

-

-

만학/성인
재직

만학/성인재직
장학금

등록금 30%

만학 / 성인재직자 전형,
만 25세 이상 등록자 전원

매학기

재학시 : 매학기지급

2.5이상

-

산업체위탁

산업체특별장학금

등록금 30%

산업체위탁 특별전형 등록자

매학기

재학시 : 매학기지급

2.5이상

기술사관장학금

입학금 전액

기술사관 교육으로 입학한 자

입학시

입학시 : 일괄지급

-

-

자매고교장학금

500,000

자매결연고교 입학자

입학시

입학시 : 일괄지급

-

-

참사랑멘토장학금

장애학생 멘토활동 후 지급

동문장학금

입학금 전액

우리대학 동문자녀

입학시

입학시 : 일괄지급

-

-

생활관사생장장학금

모범 생활관생

-

다문화장학금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

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자

의전도우미장학금

대학 의전도우미

홍보모델장학금

대학 홍보모델

산업체위탁장학금

산업체위탁 학생

BIST마일리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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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활동우수장학금

취업활동우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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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장학금 지급기준 대상자 선발

보훈장학금

신입생
자격대상

참사랑장학금
한가족장학금

등록금 전액
등록금 50%
~등록금 10%
등록금 각
20%

희망장학금

등록금 30%
~등록금 20%

교육자자녀장학금

200,000

다문화가족장학금

등록금 50%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매학기

정규학기

점수평균
70점이상

장애본인 1 ~ 6급 차등지급

매학기

정규학기

2.0이상

-

형제, 부부 등 한가족 2명 이상
본 대학 재학시 지급

매학기

정규학기

2.5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매학기

정규학기

2.5이상

-

교육공무원 자녀 및 본인

매학기

재학시 : 매학기지급

2.5이상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 학생

매학기

재학시 : 매학기지급

2.5이상

-

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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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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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학과
(계열)
연락처

입학안내 상담실 및 학과 (계열) 사무실 전화안내
입학안내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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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계열) 사무실 전화번호
기계계열

330-7361, 7332, 7362

자동차계열

330-7074, 7201, 7094

컴퓨터정보과

330-7072

전기자동화과

330-7225

항공전자통신과

330-7064

전자과

330-7065

정밀화학과

330-7063

소방안전관리과

330-7351

건축과

330-7069

토목과

330-7070

유아교육과

330-7337, 7353

의무행정과

330-7330, 7343

사람의 가치를 아는 공학자

경영과

330-7323

지식의 가치를 아는 인문학자

경찰경호과

330-7339

사회복지계열

330-7338

호텔관광경영과

330-7071, 7066

한중비즈니스과

330-7267

안경광학과

330-7270

치위생과

330-7192

간호학과

330-7211, 7207, 7210

호텔조리계열

330-7262, 7176

미용과

330-7295

재활운동건강과

330-7219

토탈디자인계열

330-7095, 7096

이기는 미래 BIST
2년 뒤가 기대된다!

세상의 가치를 아는 예술가-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양성합니다.

16
17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학과 &
계열소개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I 기계계열

I 안경광학과

·CAD/CAM전공
·컴퓨터응용설계전공
I 자동차계열
·자동차하이테크전공
·자동차튜닝전공
·SUV/BOSCH전공

I 치위생과
I 간호학과

기계계열
School of Mechanical design & Manufacturing

Major of CAD/CAM

수 계열(A+)로 선정되어 시설 및 운영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입증되었다.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졸업 후 나의 길

2016년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사업 및 부산시 스마트 공장 전문가 인력양성 사업에 선정되어 산업체 직

대기업(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두산, 포스텍, 넥센 타
이어, 현대중공업) 및 연구개발요원, CAD/CAM전문
기술, 컴퓨터자동프로그래머, 기계산업부품연구개발,
전문 CAM엔지니어, MCT운용전문가, 조선 및 자동차,
반도체분야, 로봇설계전문가, 4년제 대학 편입, 기술공
무원 등

무에 맞는 현장중심의 우수인재 양성교육을 통하여 취업률 100%를 지향한다.

컴퓨터응용설계전공

I 컴퓨터정보과

I 미용과

I 전자과

I 재활운동건강과

I 정밀화학과

I 토탈디자인계열

I 소방안전관리과
I 건축과

창조관 2층

40여년의 전통을 가진 기계계열은 개교와 함께 개설된 이래 성장을 거듭해, 2007년 전국전문대학평가에서 최우

·제과제빵
데코레이션전공

I 항공전자통신과

위치

TEL 051. 330. 7361 / 7332 / 7362
FAX 051. 330. 7194

CAD/CAM전공

·호텔조리전공

예체능계열

학과사무실

현장중심 전문기계기술인력 양성의 메카 !

I 호텔조리계열

I 전기자동화과

Major of Computer Applied Mechanical Design

졸업 후 나의 길
기술직공무원, 대기업(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두산,
포스텍, 넥센타이어, 현대중공업) 및 설계전문직, 생산
관리, 3D 모델러, 로봇 / 우주항공 설계제작, 기계부품
설계, 조선 및 자동차, 정보 기술분야, 4년제 대학 편
입, 3사관학교 등

·산업디자인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패션&쥬얼리전공

기계설계 관련 직무, 절삭가공 관련 직무

I 토목과

특성화

인문사회계열
I 유아교육과

취업 수기

I 의무행정과
I 경영과

정권호

“ 다양하고 체계적인
취업서비스를 100% 활용한 것이
취업의 성공 요인이었어요 ! ”

2016년 기계계열 졸업 / 동국제강 근무 (경력 : 1년 미만) / 연봉 3,000만원 이상

I 경찰경호과

2016년에 기계계열을 졸업하고, 같은 해 2월에 동국제강에 입사하여 오퍼레이터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I 사회복지계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데 매우 유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공과목과 교육내용이 현

·사회복지전공

장중심 교육에 맞추어 개발되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으로 기계계열 관련 현장직무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과

학기술대학교 기계계열은 현장중심의 전문기계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위주의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다양한

·아동복지보육전공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산업체 인사들의 특강에 꾸준히 참석함으로써 기업에

I 호텔관광경영과

격증 관련 전공동아리와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장학금 혜택 등의 지원을 받으며 전공자격증 준비를 할

I 한중비즈니스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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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기술에 관한 정보를 듣고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었으며, 기계계열 내의 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대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를 100% 활용한 것이 취업의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4 ~ 현재)
·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사업선정 (2016)
· 부산시 스마트 공장 전문가 인력양성 사업선정 (2016)
(부산시 기계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수행 (2013 ~ 현재)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성과평가
전문학사부문 전국 1위(S등급) 획득 (2015)
· 기계계열 학생들을 위한 퇴직교수 특별장학금
1억원 기탁 (2013 ~ 2018)
· 부산지역 산업단지 내 멀티몰구축 및 운영을 통한
산학연구 및 취업활성화

입시 상담 교수
· 김수광 010-9102-6523 / kskwang@bist.ac.kr
· 이육형 010-4199-6913 / yhlee@bist.ac.kr
· 한태경 010-3843-5622 / sundongw@bist.ac.kr
· 진철호 010-9490-4849 / jchho71@b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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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계열
School of Automobile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학과사무실

위치

 EL 051. 330. 7074 / 7201 / 7094
T
FAX 051. 330. 7221

자동차 공학관 2층

Speed Up! 자동차 특성화를 통한 세계로의 무한질주

자동차하이테크전공

30년 전통을 가진 자동차계열은 전국전문대학평가에서 최우수 계열(A+ )로 선정되어 교육시설 및 운영이 최고 수

Major of Automobile High-tech

준임이 입증되었다. 특성화사업, BB21사업, 지역맞춤형인력양성사업과 배출가스전문정비교육을 위한 최첨단 교

졸업 후 나의 길

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장밀착형 전문기술인력양성을 통하여 취업률 100%를 목표로 한다.

자동차정비, 검사업체, 자동차 보상보험업체, 자동차 및
부품제조업체, 기업체 차량관리요원, 해외수입차 정비 등

컴퓨터정보과
Department of Computer & Information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072
FAX 051. 330. 7223

본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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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IT핵심인 소프트웨어개발 전문가 양성
최근에 스마트폰 활성화로 인한 사물인터넷(IoT) 분야
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기업, 정부
는 새로운 핵심분야인 소프트웨어개발 (콘텐츠 포함)
을 중점 육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대흐름에 따른
소프트웨어 운용 및 개발 기술 등을 교육하며 소프트
웨어개발 관련된 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중심 교육 및
팀프로젝트식 실무교육을 통해 실무중심형 전문인력
을 양성합니다.

자동차튜닝전공
Major of Automotive Tuning

졸업 후 나의 길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 튜닝 전문샵, 자동차계측장비
관련업체, 전자 제어설비 관련업체, 카케어분야 등

졸업 후 나의 길
대기업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KT, SK그룹 등),
금융기관, 정부관공서 전산분야, 프로그램개발업체, 앱
/ 웹 제작업체,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업체

SUV/BOSCH전공
Major of SUV / BOSCH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졸업 후 나의 길
BOSCH산하 업체, CRDI 업체, 자동차정비 / 검사업체,
자동차보상보험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대기업 생산자
동화 / 설계 등

정보시스템 구축, 제품SW구축 직무

특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 교육역량강화사업 수행
· 주문식 교육사업 수행
·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사업 수행

자동차정비 직무

특성화

취업 수기
이동훈

“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고자하는 직장을 위해
열심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 ”

2015년 자동차계열 졸업 / 스타자동차 근무 (경력 : 1년) / 연봉 3,000만원

현재 저는 자동차 정비부에서 자동차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정비분야에 취업하려면 무엇보다도 자
동차 정비기능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동차기관, 자동차 전기, 자동차새시 등 자
동차 관련 과목을 충실히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진행하는 취업 프로그램과 학과에서 진행하는 멘토제도를
활용하여 교수님과 많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동아리 활동 및 현장실습에서 자동차에 관한 많은 경험
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희망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거
기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많은 회사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
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계열 취업 준비생들 파이팅 하세요!

·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4 ~ 현재)
· BB21사업선정 및 수행 (2010 ~ 현재)

취업 수기

“ 면접에서는 적절한 화술,
자신감을 명백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맞춤형인력양성사업 실시 (2015)
· 배출가스전문정비교육 실시 (2013 ~ 현재)

김장웅

· 독일 보쉬와의 협약으로 첨단기술
교육협력체제구축 (2004. 3)

저는 현재 LG U+에서 주로 일반 가정집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통 및 유지 보수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TV 방송 기

2015년 컴퓨터정보과 졸업 / LG 유플러스 근무 (경력 : 1년) / 연봉 2,700만원

· 자동차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실기시험장 지정 (2010 ~ 현재)

계 및 유 · 무선 장치 연결 작업과 함께 길거리 공중에 어질러져있는 선들을 치우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

· 전국대학생 자작자동차 디자인부분 우승 (2013. 8)

개서를 작성할 때의 팁을 드리자면, 자신의 성장배경에서 자신감, 리더쉽 등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점들을 어필하

· 부산벡스코 국제모터쇼 출품 (2012. 5)

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면접을 볼 때 잘 웃고 질문에 즉각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합
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증 보다 면접을 더 잘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의 마음에 들 취업 동기와 화술,

입시 상담 교수
· 심재준 010-3111-0179 / shimjj@bist.ac.kr
· 김성현 010-5527-9548 / pmi0901@bist.ac.kr
· 진동규 010-5244-7215 / jindk@bist.ac.kr
· 김상영 010-3889-9219 / ksy9219@bist.ac.kr

그리고 자신감을 명백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이 일을 한 지 약 1년밖에 되
지 않아 경력을 논하긴 아직 부끄럽지만, 제 일을 즐기고 퇴근할 때 뿌듯함을 느낄 정도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
고 싶은 일을 대가를 받으며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쾌감은 몇 마디 말로는 설명 못할 정도로 짜릿하고 즐겁습니
다. 후배 여러분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헛되이 하루하루 시간 보내는 것보단 적어도 자신이 뭘 하고 싶은가를 찾
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취업은 그리 먼 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 교육부 특성화사업 수행
·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4 ~ 현재)

입시 상담 교수
· 김진홍 010-5548-4261 / jhkim@bist.ac.kr
· 김종건 010-5499-4985 / jgkim@bist.ac.kr
· 정광웅 010-5445-6004 / kwjeong@bist.ac.kr
· 이상훈 010-2638-2252 / shlee@b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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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화과
Department of Electric Automation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225
FAX 051. 330. 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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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전자통신과
Department of Avionics and communications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064
FAX 051. 330. 7264

진리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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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 사업인 항공산업 !

평생 직업이 보장되는 학문
“전기자동화 기술”

항공전자통신과는 국가 전략사업인 항공산업, 전자 및
IT 산업의 핵심인 항공, 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추
적인 역할을 할 창의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 인
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항공전자 및 IT 분야의 특
성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전자 분야의 특성
화된 교육과 IT 분야의 첨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
리나라의 전자, 항공 및 IT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인
재를 양성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21세기 핵심기술인 전기 기술과
자동화 응용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체 및 일반사회
의 전기자동화 관련 전문기술을 기초부터 완성에 이르
기까지 실무 중심에 맞춰 교육하여 전기자동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합니다. 전기자동화 기술은 •미래를 움
직입니다. •웰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산업계 전 분야
에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전공자는 수요가 많습니
다. •취업 및 미래가 보장됩니다. •가치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인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술을 배웁니다.

졸업 후 나의 길
항공분야, 전자분야, IT 분야의 대기업(삼성, LG, 현대,
SK그룹), 기술직공무원, 방송국 등

졸업 후 나의 길
삼성, LG, 현대, 두산, 한국전력, S -oil, GS칼텍스 등
대기업체, 가전제품생산업체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
컨), 방송국 기술직, 자동화 시스템 설비설계 업체, UPS
제조업체, 인버터 및 컨버터 생산업체, 자동화 전기전
자정비 기술 업체, 자동화부품 제조업체, 도시철도공사
기술직, 전기기술직 공무원, 각종 전기 공사업체및 자
영업 (주택, APT, 기타 건축물 전기설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직무

특성화
· BB21 사업 참여 학과 (2010 ~ 2012)
· 교육부 · 중소기업청 기술사관육성 학과 선정 (2011 ~ 계속)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 최첨단 교육시설 및 우수한 교수진의 전공심화교육
· 교육부 특성화사업 수행 (2004 ~ 2008)

중전기기 유지보수, 자동제어기기설계직무

취업 수기

“ 부족한 스펙, 막막했지만
취업센터의 도움과 끝없는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사업 수행 (2008)
· 주문식 교육사업 수행 / 교육부 (2002 ~ 2008)
· 교육역량강화사업 수행 / 교육부 (2013)

특성화
· 전국대학 학과평가 2회 연속 최우수학과 (A+) 선정 (2000, 2004)
· 한국전력공사 지원 기초인력양성사업 수행 (2004 ~ 2005)

취업 수기

“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절대로 섣부르게 포기하지 마세요.”

입시 상담 교수

· 교육부 특성화사업 수행 (2007 ~ 2008)

김건우

2015년 전기자동화과 졸업 / 동국제강 (경력 : 1년) / 연봉 4,000만원

·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사업 수행 (2008)
· 교육역량강화사업 수행 (2009 ~ 2010)

유승호

2015년 전자통신과 졸업 / ㈜LG화학 자동차전지 cell조립 2팀 근무 (경력 : 1년 미만) / 연봉 4,200만원 이상

저는 2015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기자동화과를 졸업한 김건우입니다. 현재 저는 동국제강 APSTEEL5CCL 생산

·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0 ~ 2012)

노력하는 자에게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말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팀 검사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재학 중 처음 취업준비 할 때 스펙도 부족하고 자격증도 전기기능사 하나

· 교육역량강화사업 수행 (2013)

떨어졌고 졸업을 하고도 원하는 곳에 입사를 못해서 하루하루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학교에선 끊임

밖에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믿을 건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관리해 둔 학점뿐이었기에 교양과목 중 취업관련 강의도 신

·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4 ~ 현재)

없이 회사를 소개해 주셨고, 컨설팅을 통하여 이력서를 수정 ·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모의 면접으로 자신감을 다

청해서 들었습니다. 또 교내 취업센터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준비 등 취업 관련하여 클리닉으로 도움을 받고 자신감

·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4 ~ 현재)

져나갔고 현재 ㈜LG화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기초소재, 정보전자소재, 2차전지사업 분야가 있으

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였기에 합격했습니다. 학과교수님들도, 취업센터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니

입시 상담 교수

후배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고자하는 직장을 위해 열심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 송호신 010-8523-7216 / songhs@bist.ac.kr

세계 1위의 위상으로 전 세계 리튬전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자동차전지 cell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는 후배들에

· 이우석 010-2531-5603 / wslee@bist.ac.kr

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며, 현재 제가 일하는 곳은 1999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전지 개발에 성공한 이후 자동차 · ESS용 전지 분야에서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기형 010-6306-3251 / m2tsgh@bist.ac.kr
· 정명덕 010-3340-7129 / jmd7129@bist.ac.kr
· 홍성일 010-3801-4426 / sihong@bist.ac.kr
· 박현규 010-5100-1619 / hkpark@b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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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과
Department of Electronics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065
FAX 051. 341. 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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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과
Department of Fine Chemistry

전자의 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성장동력!

졸업 후 나의 길
석유화학분야 (S-Oil,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호남
석유화학, SK에너지, 삼성 석유화학, 롯데 대산유화) /
신소재 및 반도체 분야 (삼성SDI, 삼성전자, LG필립스
LCD, 하이닉스 반도체) / 화학공정 엔지니어링 (삼성중
공업, 두산중공업, 코오롱유화, 애경정밀화학) / 고분자
및 화학원료 (애경유화, 삼성정밀화학, KCC, 넥센 타이
어, KPX 케미칼) / 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범우화
학연구소, 현대종합금속)

삼성전자, 삼성SDI, LG필립스, LG전자, 하이닉스 반도
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STX조선 등 대기
업 및 컴퓨터 시스템분야, 공장자동화 및 사무자동화,
전자제어분야, TFT- LCD분야, 반도체소재 및 집적회
로 설계 / 제조 / 응용, 가전제조업체, 정보통신분야, 이
동통신분야, 자동차전기전자, 전자기술직 공무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산업용전자기기 하드웨어 개발, 전자응용기기 소프트
웨어 개발, 자동제어기기설계직무

화학공정, 에너지화학, 합성 / 제조 직무

특성화

특성화

취업 수기

· 국제화거점대학 학과 선정 (부산 · 울산지역 유일)
교육부 (2010 ~ 2012)

취업 수기

“ 사소한 오탈자도 금물 !
입사지원서의 모든 항목은 꼼꼼히,
완벽하게 검토하세요.”

이주혁

2015년 전자과 졸업 / 삼성메디슨 근무 (경력 : 1년) / 연봉 4,000만원

· 전자제어 현장실무 교육장 개설 / 교육부 (2008)

· 학과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정규직 취업률 증가
· 취업자의 평균연봉 3,000만원 이상 고액연봉
· 1인 2종 이상 민간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
e-test과정 등) 무료 수강 기회 부여
· 교과목 중에 있는 위험물산업기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 개설

· 동아대학교와 무시험 연계 편입학 협약 체결 (2007)
· 중소기업부설 연구소 개설 / 중소기업청 (2010)

중앙관 3층

21세기는 정밀화학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으며, 생명공학, 우주 / 항공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밀화학과는 이
러한 미래지향적인 학문과 기술을 전수하여 정밀화학
산업분야의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창의
적 / 과학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졸업 후 나의 길

· 고려대학교와 무시험 연계 편입학 협약 체결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유일)

위치

TEL 051. 330. 7063
FAX 051. 330. 7227

창의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갖춘 신소재
정밀화학 분야의 전문직업인 양성!

전자과는 전자응용기기와 산업용전자기기를 개발 · 제
작하기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합니다. 컴퓨터와
이동통신기기, 방송기기, 계측기, 군용 전자장비, 산업
용 기기 등에 대한 회로설계와 기능검증, 제작 등의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및 펌웨어 교육을 집
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와 동아대 등
4년제 대학의 무시험 편입학까지, 전자과는 여러분들
에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 한 곳만 바라보기보다,
원하는 다양한 기회에 도전하고
부딪혀보시길 바랍니다.”

학과사무실

이민제

2016년 정밀화학과 졸업 / ㈜GS-칼텍스 근무 (경력 : 1년 미만) / 연봉 5,500만원

· 입학에서부터 교육 및 졸업까지 취업중심 일체형 시스템을 구축
· 재학생들의 스터디그룹, 전공동아리 및 창업동아리를 통한
전공과목의 이해력 증진

저는 2016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정밀화학과 졸업생 이민제입니다. 현재 여수에 소재한 ㈜GS칼텍스 생산본부에서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제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각의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의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외근

· 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선정 전국 최우수학과(A+) (2005)
LG A/S와 협약학과 체결 (교육이수자 전원 취업)

이 많아 주로 회사에 있는 시간보다는 병원에 있는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엔지니어 기술자 중에서도 의료기기 엔지니

· 주문식교육사업 수행 / 교육부 (2002 ~ 2008)

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입사지원서를 쓸 때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검

· 전자기기개발 특성화사업 수행 / 교육부 (2014 ~ 현재)

입시 상담 교수

어는 고급 인력에 속하며, 고급 인력인 만큼 공부해야 할 것도 많으며 업무에서 요구하는 지식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해보라는 것입니다. ㈜GS칼텍스 입사지원자 중 1/3 정도가 나이를 잘못 기입한다든지, 사소한 실수 때문에 서류 불

·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4 ~ 현재)

· 양종규 010-8210-5389 / yangjg@bist.ac.kr

한 곳만 바라보고 취업을 기다리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다양한 곳에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대기업이 아

합격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유회사이므로 위험물 산업기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격증입니다. 산업기사 자

· 강봉근 010-5515-3816 / empty@bist.ac.kr

격증 하나에 만족하지 말고 업계 관련 기능사라도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자격증을 좀 더 취득 하면 좋겠습니다. 열

· 정진교 010-7158-8700 / chingyo@bist.ac.kr

삼성메디슨이라는 삼성 의료기기 회사에서 초음파 기계 및 X- RAY 기계를 수리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니더라도 내실이 튼튼한 중견기업이라면, 그 회사가 바로 당신이 찾던 후회하지 않을 회사일 것입니다. 스펙이 남들
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로 도전조차 하지 않는 용기없는 후배는 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사 후의

입시 상담 교수

마음가짐과 그에 대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부딪

· 문종우 010-8528-0415 / sucuba@bist.ac.kr

혀보시길 바랍니다.

· 장윤영 010-2043-7212 / yyjang@b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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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정유회사로서 원유를 수입하여 LPG, 경유, 등유, 아스팔트 등 원자재 및 가공제품

심히 노력하여 다들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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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과
Department of Fire Safety Management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351
FAX 051. 330. 7340

진리관 4층

건축과 | 3년제
Department of Architecture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069
FAX 051. 330. 7464

진리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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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를 선도할 소방인!

창조적 열정! 글로벌 건축전문가 양성!

소방방재안전공학 교육의 메카로서 홍익기술을 바탕
으로 현장밀착형 이론과 실무분야를 가르쳐서 창의적
사고와 리더십 및 소양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
량 수준으로 교육하여 진취적인 마인드를 갖춘 전문기
술 인재를 양성한다.

세계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사회
에 부흥하기 위하여 건축분야에 전공 특화된 전문인력
을 양성하여 각종 자격증 취득은 물론 건축 분야의 종합
적인 리더십이 함양된 조직적 사고의 인재를 양성한다.

졸업 후 나의 길
졸업 후 나의 길

취업 수기

“ 불합격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소방공무원 최종 합격 !
용기를 잃지 마세요.”

소방공무원, 소방안전(방재) 관리실,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설계업체, 소방감리업체, 소방시설시공업체, 소방
시설유지관리업체, 방화관리업체, 위험물관리업체, 산
업안전관리업체

건축관련 공무원, 연구소, 건축설계사무소, 종합 · 전문
건설회사, 인테리어회사, 재건축 · 리모델링 전문 건설
회사, 건축감리회사, 부동산컨설팅 회사, 건축구조 · 설
비설계사무소, 안전진단 · 보수보강 전문 회사, 건축관
련 자재생산회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소방시설 안전 / 설계 / 감리 직무

건축설계 직무, 건축감리 직무, 건축설비설계 직무

특성화

특성화

· 졸업과 동시에 소방기술인증 전문 자격 취득

· 1인 1 자격증 이상 취득 교육 강화

·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취업률 극대화

· 선박인테리어 주문식 교육 구축 (2007 ~ 2008)

· 산업체 견학 및 연수로 현장실무능력 향상

· 졸업작품전 개최와 건축공모전 참여로 포트폴리오 구축

· 현장실무 특강으로 전공분야 전문화
·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과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맞춤형 교육실현

· 2007 ~ 2013 신조형 미술대전 전원 입상
대한민국 친환경 현대미술 대상 수상
부산광역시 우수건축작품전 참가

· 화재소화시뮬레이션 체험 시설 보유

· 산학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취업률 극대화
· 산업체 장학금 강화

·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4 ~ 현재)

입시 상담 교수

취업 수기

“ 타 학과와의 교류가 많은 학생회, 		
동아리 및 공모전 활동을 적극 활용하세요.”

· 엄인섭 010-3826-5842 / eomis@bist.ac.kr

김용문

2012년 소방안전관리과 졸업 / 부산시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 : 3년)

저는 부산시 소방공무원 김용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 9월부터 소방공무원이 되고자하는 목표를 세우고 본

· 정연태 010-2330-7051 / ytjeong@bist.ac.kr
· 김형준 010-5461-4566 / hjkim@bist.ac.kr

하호성

2014년 건축과 졸업 / ㈜ 동원개발 근무 (경력 : 3년) / 연봉 3,800만원

경기도 하남 동원로얄듀크 아파트신축현장에서 공정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도면 등을 확인하여 건물이 올바르게

격적인 시험준비를 시작했고 약 6개월의 준비기간 끝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

잘 지어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현장 관리직을 맡고 있는 건축과 졸업생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건축

니다. 시험 합격과 동시에 체력학원에 등록하여 바로 실기시험도 준비했습니다. 실기시험 역시 60점 만점에 52점

산업기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데 굳이 왜 준비를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는 후

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그리고 면접까지, 자신감 있게 치러낸 과정들이었기에

배들이 있을텐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준의 회사로 입문하기를 원한다면 미리 따놓

결과에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한동안 방황했었지만 다시 용기를 내

은 자격증은 큰 힘이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과내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에서 다른 학과와 많

어 도전했고 자심감있게 면접까지 통과하여 2013년 드디어 소방공무원에 합격하였습니다. 2년 만에 얻어낸 결과

은 교류를 할 수 있는 학생회나, 동아리, 공모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분명 취업준비나 사회에서나 큰 도

에 뿌듯함과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움이 될 것입니다.

말고 열정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문장학금 강화
·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4 ~ 현재)

입시 상담 교수
· 김경희 010-8509-0301 / hee31@bist.ac.kr
· 박민용 011-834-4127 / mypark@bist.ac.kr
· 김경활 010-3563-8503 / whal@b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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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과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070
FAX 051. 330. 7464

진리관 2층

유아교육과 | 3년제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모든 사회간접자본
(도로, 교량, 지하철, 운하, 댐, 항만, 공항 등)의 계획, 조
사, 설계, 시공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건설기
술 인력을 양성한다.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 분야의 유능한 교사 및 전문지
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바
른 인성을 함양한다. 또한, 현장감 있는 다채로운 실습
실을 활용한 실무중심의 교육과 우수한 유아교육기관
과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현장 적응능
력이 높은 유능한 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졸업 후 나의 길
유치원교사 (공 ·사립), 어린이집 교사 (국공립,법인,사립),
예체능 학원 유아교사,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유아특
수학교 교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아동상담소 상담사,
영유아센터 연구사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토목설계 및 시공관련 직무

유아교육 직무

특성화
· 7년 연속 주문식교육사업 수행 학과 (2002 ~ 2008)

특성화

· 취업약정제 사업 수행 학과 (2008)

· 전국전문대학 교원양성기관평가 최우수학과
“A등급” 선정 (2013)

· 전국대학 학과평가 최우수대학 (A+) 2회 선정 (2002, 2006)
· 산업체 특별장학금 유치

· 교내 취업률 우수학과 1위 선정 (2008)

· 3개 전공동아리 활동

· 국내유일의 유아다례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 K-MOVE 스쿨 (세계로) 사업 참여학과 (2014 ~ 2015)

최재영

2016년 토목과 졸업 / ㈜만경기술공사 근무 (경력 : 1년 미만) / 연봉 3,000만원 이상

2016년에 토목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2월에 ㈜만경기술공사에 입사하여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

중앙관 4층

세계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이고
바른 인성의 유아교사!

건설관련 공무원, 종합토목설계회사, 전문설계사무소,
감리회사, 종합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 GIS 관련회사,
측량전문회사, 지질관련회사, 계측관련회사, 안전진단
회사, 구조물보수 · 보강회사, 공공투자기관 (도시개발
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교통공사, 지적공사 등)

취업 수기

위치

TEL 051. 330. 7337 / 7353
FAX 051. 330. 7336

친환경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건설기술인의 세계

졸업 후 나의 길

“ 전문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꿈을 이루세요.”

학과사무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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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4 ~ 현재)

취업 수기
입시 상담 교수
· 곽재하 010-4547-3793 / jhkwak@bist.ac.kr
· 이홍주 010-4911-7217 / july29@bist.ac.kr
· 주인곤 017-595-7209 / igjoo@bist.ac.kr

진정희

“ 시작도 하기 전에 지레 겁먹지 마세요.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파이팅 ! ”

2016년 유아교육과 졸업 / 여고유치원 근무 (경력 : 1년 미만) / 연봉 2,400만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진로고민을 합니다. 실습을 하면서 ‘과연 교사로서 잘 할

에서 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과는 2014년부터 K- MOVE 스쿨 (세계로) 사업에

수 있을까?’ 첫 번째 큰 고민에 부딪히고, 취업을 해야 하는 시기엔 ‘어떤 유치원이 좋을까?’에 대해 두 번째 큰 고민에

선정되어 해외 취업을 위한 전문 건설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공직무교육, 전공영어교육, 생활영어교육 등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고민은 교사로 도전한 후에 생각해도 되는 고민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겁먹지 말고 자기

실무위주의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해외 취업을 연계한 산학협력

자신을 믿어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실습을 가면 유치원에 대한 현실을 일부만 보게 됩니다. 자신이 본 것 그 이

이 잘 이루어져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데 매우 유리하였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하여 3명의 토목과 동기와 현장에서

상으로 힘들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으니까 해보고 고민하세요. 두 번째 고민은 답이 없습니다. 어떤 유치원이든지 장

생활하고 있으며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다른 기후와 새로운 환경 적응에 조금 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와 딱 맞는 유치원은 없어요. 하기 나름입니다. 유치원 일이 안 힘들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

들지만 앞으로의 성장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가 이룬다!

사는 많은 희생과 사랑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하루 종일 쏟아야할 때가 많아요. 취업을
하고 나면 적응기간 동안은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적응기간이 끝나면 아이들의 웃음과 행
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아이들이 힘이되어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길을 조금 앞서 걸어간 제가 마지막으
로 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도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할 수 있어요! 힘내요!

· NCS기반 유아다례 창의 · 인성 경진대회 개최 (2016)
· 1인 2종 이상 민간(공인) 자격증 무료 수강 기회 부여
· 학생들의 1인 1 특기교육 및 전공동아리 지도 활성화

입시 상담 교수
· 오성숙 010-4590 -1045 / ohss1210@bist.ac.kr
· 전철욱 010-3841- 4528 / c4528@bist.ac.kr
· 채혜선 010-7301- 7534 / bestchae@b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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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행정과
Department of Medical Administration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330 / 7343 / 7152
FAX 051. 330. 7329

본관 11층

경영과
Department of Management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323
FAX 051. 330. 7324

청우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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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과 중간 관리자 양성!

21세기는 취업 잘되는
보건의료산업 분야가 대세!

경영과는 조직체인 기업, 병원, 호텔, 금융기관, 정부 등
을 대상으로 인사조직관리, 마케팅, 유통 · 물류관리, 생
산관리, 회계 및 재무관리 등과 관련된 이론과 실습 교
육을 통하여 창조적 경영관리능력을 갖춘 조직의 중간
관리자를 양성한다.

보건의료, 의료정보, 건강증진산업 등 건강과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에 다양한 의료
기관 제반 업무들을 기초의학, 공중보건, 병원행정, 의
무기록, 건강보험, 의료정보 등의 이론과 실습을 통하
여 전문화된 의료 직업 기술인을 양성한다.

졸업 후 나의 길
졸업 후 나의 길

동아대학교 무시험 연계편입 등 4년제 대학교 편입학 /
공무원 / 유통 및 물류업, 일반기업, 공기업, 금융업 (은
행, 제2금융, 증권, 보험), 무역업, 서비스업, 제조업, 보
관 · 창고업, 백화점, 호텔, 병원 등의 중간관리자 및 전
문경영인 / 창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직공무
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보건의료산업기
관, 노인요양기관 케어매니저, 종합전문요양기관, 대
학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손
해보험기관의 대인보상분야, 생명보험기관의 보험심
사요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재무 ·회계, 마케팅 관련 직무

의무기록사, 병원행정, 병원코디네이터 직무

특성화
· 해외탐방장학금제도 운영으로 해외문화체험 기회제공

특성화

· 더본코리아, 부산지방세무사회, 서원유통, 동화엔텍, 영림원,
한국기업, 한국휴게시설협회, 생산성본부, 자화전자 등의
중견기업들과 가족회사 협약 체결로 졸업생 취업 지원

· 높은 취업률 (2015년 80%)
· 1인 5종 이상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취업 수기
백정석

“ 현장은 책과 달라요.
학교에서의 실습을 통해
병원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보세요.”

· 간호조무사 학원비 전액 장학금 지원

· 동아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 등과 무시험
연계편입학 협약 체결

· 병원서비스코디네이트 경진대회 실시

·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글로벌교육과정 운영

· 최신 원무실습실 및 다양한 실습실 보유

입시 상담 교수
· 박순찬 010-6554-1288 / psc0105@bist.ac.kr

취업 수기

“ 학교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입사채용시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

· 창의인성교육문화협회와의 협약을 통하여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

입시 상담 교수

· 정영필 010-3188-8552 / phil@bist.ac.kr

현성훈

· 조희정 010-4150-1246 / inkk08@bist.ac.kr

경영과를 졸업하고 이마트에 입사한 14학번 현성훈입니다. 기업체의 전문경영인이 되고 싶다는 저의 꿈을 실현하기

· 강민구 010-5285-9827 / kangmk@bist.ac.kr

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원 총무과에서는 병원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합니다. 병원 시설물관리, 직원들 신

위해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2학년때는 학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학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 생활에서

· 이상진 010-3876-6906 / sjlee1211@bist.ac.kr

분증관리, 제증명서류발급, 주차장관리, 협력업체(식당, 카페 등 입주시설) 계약 및 관리, 직원들 4대보험 관리, 각종대

의 의사소통과 계획한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을 길렀습니다. 대학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축제와 주막입니다.

· 김철환 010-3272-9333 / chkim@bist.ac.kr

외문서관리, 병원전체현황관리, 직원들 휴가관리, 경조사관리, 셔틀버스관리 등 많은 일을 합니다. 병원에서의 일은 학

축제 기간 동안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준비를 하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해 나가면서 성공적

교에서 책으로 배울 때와는 다르게 현장 경험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공부와 방학 때 나가는 실습이 그래서 정

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통업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교수님의 지도로 이마트에 지원

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배들은 대학 생활동안 열심히 배워서 병원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을 하였으며 학교의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덕분에 입사채용시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첫 업무는 모바

2016년 의무행정과 졸업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총무과 근무 (경력 : 1년 미만) / 연봉 2,500만원

저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정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 총무과에 대해

2016년 경영과 졸업 / 이마트 근무 (경력 : 1년 미만) / 연봉 3,000만원

일 앱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홍보 및 영업활동입니다. 현재 직장의 가장 막내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
을 다하며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전문경영인의 꿈을 키
워 나가고 있습니다.

· 송영렬 010-5302-1639 / syrbit@b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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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경호과
Department of Police & Guard Administration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339
FAX 051. 330. 7340

진리관 4층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전문직업인 양성
21세기 사회가 나날이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더욱 지
능화되어 가는 각종 범죄에 대한 치안 수요의 증가와
공공시설 및 산업시설의 안전유지 필요성의 증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공무원과 전문 경비 경호
인력을 양성한다.

사회복지계열
School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시키며, 기초직업능력 향상교육과

Major of Social Welfare

직무 중심의 현장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21C 복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졸업 후 나의 길
종합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 시설의 사회복지사,
시 · 도 · 구 · 군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청소년 수련시
설 등의 청소년 지도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아동복지보육전공
Major of Child Welfare and Care Education

졸업 후 나의 길
어린이집 교사,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센터 및 보육 · 육아
교육 관련업체, 어린이집 원장 (자격조건 충족 시), 아동
학대예방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경찰행정, 경호보안 직무

공공복지, 사회복지면담, 보육, 청소년지도 직무

특성화
· 산업체 견학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민간경호경비업체)
및 실습으로 현장실무능력 제고
· 현장실무특강으로 전공분야 전문화
· 산학협력 활성화에 따른 취업률 향상
· 특이시설 보유 : 첨단 시뮬레이션 사격 훈련 시스템

입시 상담 교수
· 정광복 010-3563-9562 / bok6295@bist.ac.kr
· 이덕인 010-8172-6530 / dalaw96@bist.ac.kr

김태홍

취업 수기
김품형

“ 공부만 하기보다는 봉사활동, 산업체 연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경험을 쌓으세요.”

2016년 사회복지계열 졸업 / 양정청소년수련관 근무 (경력 : 1년 미만) / 연봉 2,000만원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 전공자격증 취득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 취업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현장실습 지도
· 전공분야 스터디 그룹 및 동아리 운영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산업체 연수와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면서 준비하다보니 기관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
만 한다고, 자원봉사만 한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하나에 몰두를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에 도전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기회 제공

을 하면서 기회를 잡아보세요. 특히 대학 활동의 경우, 동아리 활동 및 꾸준한 봉사활동을 한다면 기관에서도 여러분

·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4 ~ 현재)

을 눈여겨 보실겁니다. 대학 때부터 봉사와 산업체 연수 등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아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입시 상담 교수
· 박미정 010-8910-3833 / mjpark@bist.ac.kr

2008년 경찰경호과를 졸업한 김태홍입니다. 저는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후 지구대, 기동대, 형사과를 거쳐 현재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 직업에 보람과 뿌듯

특성화

· 졸업과 동시에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사회복지전공 : 사회복지사2급, 청소년지도사3급
- 아동복지보육전공 : 보육교사2급, 사회복지사2급

저는 현재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2008년 경찰경호과 졸업 / 부산지방경찰청 근무 (경력 : 6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 후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앙관 4층

사회복지전공

경찰공무원, 교정직공무원, 경찰특공대, 검찰수사관, 군
헌병 수사관, 공공기관 청원경찰, 청와대경호실 경호원,
헌병 특수경호대, 민간 경호 · 경비 전문업체, 4년제 대
학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호무도학과
편입학, 육군3사관학교 편입학

취업 수기

위치

TEL 051. 330. 7338
FAX 051. 330. 7350

건강한 사회,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이끌어 갈 사회복지인력 양성!

졸업 후 나의 길

“ 힘들어도 꿈과 목표를
쉽게 놓지말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 ”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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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수기

“ 현직에 종사하는 분과 상담할 수 있는
‘취업멘토링’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있는 직업입니다. 경찰공무원 공부가 쉽지만은 않지만 힘들어도 꿈과 목표를 쉽게 놓지 말라고 후배님들에게 당부하

양채은

고 있습니다. 학업에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경찰관이 된 후배님들과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인 장선어린이집 만2세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취업에 가장 큰 도움

2016년 사회복지계열 졸업 / 장선어린이집 근무 (경력 : 1년 미만) / 연봉 2,500만원

이 된것은 “취업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희망직종에 종사하시는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장경험과 관련
된 현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현장에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영유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손유희와 동화구
연을 배워두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배병훈 010-3839-8475 / baebh@bist.ac.kr
· 최애경 010-4020-7170 / akchoi@bist.ac.kr
· 정주화 010-4565-2981 / hwa3211@bist.ac.kr

BIST 이기는 미래 | 학과 & 계열 소개

호텔관광경영과
Department of Hotel & Tourism Management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071 / 7066
FAX 051. 330. 7226

청우관 2층

한중비즈니스과
Department of Korean Chinese Business

세계를 무대로 - 글로벌하게 놀자!
“BIST Global Hotel & Tourism Management”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267
FAX 051. 330. 7328

청우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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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中國이 中國은 우리가 Job는다!
중국어 통역실무와 현장비즈니스 분야에 능숙한 인재
양성, 서비스 정신과 국제매너를 갖춘 유능한 중국전
문가 양성

해외인턴십과 해외취업 GO GO ~ 인성과 호텔관광
실무교육을 통한 글로벌 호텔관광서비스 전문가를 양
성한다.

졸업 후 나의 길
졸업 후 나의 길

· 문화관광분야 : 면세점, 관광가이드, 호텔, 백화점,

카지노, 승무원, 항공사, 여행사, 국제회의 기획진행자,
문화유산해설사, 어린이 중국어 지도사, 출판사, 방송국,
금융기관, 한중문화교류사업 등

전국 특급관광호텔, 여행사, 항공사, 외식업체, 카지노,
면세점, 리조트, 크루즈, 테마파크, 커피전문샵, 골프리
조트, 관광안내소, 해외취업(호텔, 외식업체, 여행사), 4
년제 대학 편입

· 무역실무분야 : 무역회사, 대기업, 일반기업내 중국팀,

중국기업, 중국현지기업, 외사경찰, 해양경찰, 공무원 등
· 통역번역분야 : 문서번역, 비디오번역, 중국어통역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 중국학술분야 : 국내 및 중국 내 4년제 명문대학교 편입 등

소믈리에, 바리스타, 바텐더, 식음료접객, 호텔객실관
리, 숙박 기획 · 개발, 연회서비스, 여행상품상담, 외국
어서비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중국어, 비즈니스 직무

특성화

특성화

· K- MOVE 스쿨 (세계로) 사업 참여학과 (2014 ~ 2015)

· 중국어 비즈니스학과 – 한국어 비즈니스학과 투트랙

· 해외인턴취업 (호주, 미국, 일본, 홍콩, 필리핀, 태국 등,
2008 ~ 2015)

· 매년 2학년 재학생 전원 중국 현지 교환학기제
(청도 빈해대학교)

· 바리스타 · 소믈리에 자격증 시험장 지정 운영

· 매년 1학년 희망학생에 한해 중국현지어학연수

· 바리스타 · 소믈리에 · 조주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취업 수기

“ 일도 하고, 경험도 쌓고,
영어공부도 하고.
해외에서 견문을 넓혀보세요.”

· 중국 유학생과 1:1 파트너 제도를 통한 언어습득 및 문화교류

·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사업 수행 (2008)
· 전국호텔관광관련업체 산학협동 및 취업
· 동아대학교 무시험 연계 편입학 협약
·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2014 ~ 현재)

취업 수기

“ 중국 문화를 실생활로 느끼며
공부할 수 있는 중국 학기제를 추천합니다! ”

· 2016년 졸업생 2월 현재, 신HSK 3급이상 95% 취득
(4급 42%, 5급 37%)
· 2016년 2학년 재학생 3월 현재, 신HSK 3급이상 77% 취득
(4급 23%, 5급 15%)
· 글로벌현장학습(교육부 주관) 52명 실시

김혜림

입시 상담 교수

배나현

저는 호주의 브리스번의 X-Baes Hotel 레스토랑에서 보람차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인턴십에 참여하여 이곳 호

· 양봉석 010-2570-4788 / ywj815@bist.ac.kr

현재 저는 ㈜신세계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조르지오 알마니 매장에서 중국어를 통해 고객님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취업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호주 도착 후 영어 때문에 정말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

· 김광수 010-3136-5229 / kkwaso@bist.ac.kr

제 적성을 고려해 취업한 덕분에 하루하루 출근길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매일 새로운 고객님을 만나는 일 또한 흥미

고 용기내서 도전하면서 익숙해지니 지금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 호주에 도착해서 울릉공이라는

· 최민우 010-2999-2917 / mwchoi@bist.ac.kr

롭기만 합니다. 한중비즈니스과는 타대학과 비교하여 중국인 학생과 같이 생활하는 점, 고려대학교 등 명문대학에

2015년 호텔관광경영과 졸업 / X-Base Hotel 근무 (경력 : 18개월) / 연봉 2,800만원

2015년 한중비즈니스과 졸업 / ㈜신세계면세점 조르지오 알마니 근무 (경력 : 1년 7개월) / 연봉 2,300만원

도시의 일식당에서 7개월간 일을 하고 브리스번에 있는 농장에서 세컨비자를 받기위해 4개월 정도 일을 한 후 2015

3학년 무시험 편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 많은 우수한 점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학기제를 권하고 싶은데, 한국

년 8월에 세컨비자를 받아서 1년간 호주에서의 취업을 연장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물론 일이 힘들 때도 있

에서 공부하는 것과 중국 문화를 실생활로 느끼며 공부하는 것은 또 다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세심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2학년때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잘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면세점 현장실습 기간동안 매순간 즐겁고 활기차게 일

생각하고 배려하는 서비스맨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

한 덕분에 실습현장에서 스카웃 제의까지 받았으니까요. 대기업에 취업하면 물론 좋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며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또한 영어공부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해외에서 견문도 넓히고, 국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다면 돈은 연연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국어 공부도

적 감각도 키우면서 더욱 더 큰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언어에도 도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 경기이남 지역 유일 고려대학교 3학년 무시험 연계편입
(중국학부)
· 울산대, 부산외대, 동아대, 동국대 등 국내대학교 3학년
무시험 연계편입 (중국어 전공)
· 상해교통대학교, 하북사범대학 등 중국대학교 연계편입
· 신세계면세점 등 다수의 가족회사 협약 및 취업

입시 상담 교수
· 최진식 010-7488-2017 / chjs@bist.ac.kr
· 김민정 010-5589-0189 / jinmc@b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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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광학과 | 3년제
Department of Optometry

취업 수기

“ 취업이 어려운 요즘,
평생 직업으로 소중한 눈을 지키는
안경사는 어떠신가요?”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270
FAX 051. 330. 7326

본관 3층

치위생과 | 3년제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2015년 안경광학과 졸업 / 아프리카 안경원 근무 (경력 : 1년) / 연봉 2,000만원

위치

TEL 051. 330. 7192
FAX 051. 330. 7067

본관 10층

국민시력보건을 지키는 안경사 양성의 메카

21세기의 구강보건전문가! 진정한 리더!

각종 안경렌즈의 설계 및 가공, 안질환과 콘택트렌즈,
안기능검사, 양안시검사 등 안경광학과 굴절검사에 관
련된 학문을 가르치고, 체계적인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기르며, 새로운 안경광학산업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문 보건의료인
을 육성한다.

We provide high quality education, 올바른 인성과
직업관을 겸비한 21세기 구강보건전문가 양성이라는
학과 인재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에 기
여할 치위생학의 이론과 실기,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
구하며 구강건강증진 및 교육연구를 담당할 인성과 지
성을 겸비한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졸업 후 나의 길

졸업 후 나의 길

안경원, 종합병원 및 개인 안과병원, 안경렌즈 및 안경
테 제조업체의 설계디자이너, 일반렌즈 가공업체, 안경
및 광학기기 제조 유통업체, 광학기기 전문 엔지니어,
종합병원 광학기기 전문 엔지니어, 콘택트렌즈 관련업
체의 전문 엔지니어

치과 병 · 의원, 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치과, 학교 구강보건실,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 연구실,
구강보건관련기관, 구강용품, 제조회사, 기업체 의무실
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서비스 코디네이터, 치과
장비 및 재료 취급회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안경사 직무

치위생사 직무

특성화

특성화

· 	IACLE 센터 유치 (콘택트렌즈 국제교육센터로서 교육자 및
처방자 양성과 국제시험주관)

· 최신 기자재 및 시설 보유로 의료현장 구현

·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활동

· 교내 교육역랑강화 멘토링사업 (2009)

· 휴비츠광학기기 운영전문가 과정

· 노동부 직장체험 사업 (2011)

· 주문식 교육사업 (2008)

· 미술심리치료

입시 상담 교수
· 신장철 010-8548-0202 / tom@bist.ac.kr

취업 수기

“ 자소서의 각 항목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간결한 핵심문구로
이목을 끌어보세요 ! ”

· 권오주 010-6283-4419 / ozook@bist.ac.kr

· 부산시 교육청 주관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2013 ~ 2014)
· 지역 내 최고의 취업률 달성 및 유지
-2013 ~ 2014년 부산, 울산, 경남지역 치위생과(3년제)
취업률 1위(자료:대학알리미)
· 지역사회 우수한 치과병·의원과 가족회사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박상철 010-2484-2251 / ssoon@bist.ac.kr

서재혁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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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2009년 치위생과 졸업 / 부산대학병원 근무 (경력 : 8년) / 연봉 3,000만원 이상

-임상실무교육 강화, 현장실습연계 및 취업지원

저는 2015년 안경광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아프리카 안경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안경광학

저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 1회 졸업생으로 현재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보철과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를 하

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됩니다. 무엇보다 안경원을 개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로서의 업무는 치과의사의 진료 또는 수술을 도와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스켈

입시 상담 교수

전문적인 기술로 안경을 만들어 깨끗한 시생활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보람을 느끼며 안경사란 자부심을 가지고 일

링, 불소도포, 간단한 치과처치를 직접수행하며 내원하는 환자가 치료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업무와 건

· 최정미 010-3774-1271 / cjmi@bist.ac.kr

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열정으로 안경사를 준비하고 안경사 면허증을 취득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취업의 문이 열려

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지도하여 성공적인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입사를 준비하는 팁을 드리자

· 권수진 010-3488-6016 / monami@bist.ac.kr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서 면접을 본다면 진심이 전해질 것입니다.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평소 학교

면 자기소개, 성장과정, 지원동기를 구구절절 길게 적기 보다는 각항목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가

생활에서 선후배와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경사의 끈끈한 동료애는 학교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

되는 문구를 넣어 간결하고 읽기 좋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은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웃는 얼굴과 자신

다. 눈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3년간 공부가 헛되지 않음을 취업 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

감 있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보통 1 : 1 면접보다는 단체 면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답변에 자신의 페이스

재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꾸준히 노력하여 훌륭한 안경사가 되길 바랍니다.

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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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 4년제
Department of Nursing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211 / 7207 / 7210
FAX 051. 330. 7213

본관 9층

따뜻한 가슴 ! 뜨거운 열정 !
21세기 보건의료산업의 뉴리더를 양성하는 간호학과는
보건의료 정신에 입각한 전인교육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전문의료 인력을 길러내기 위하여 다양한
기초의학, 공중보건, 의료정보 등의 이론과 실습을 통
하여 의료 선진화된 의료 리더를 양성한다.

호텔조리계열
School of Hotel Culinary Art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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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262 / 7176
FAX 051. 330. 7254

중앙관 1층

21C 외식문화의 전문가를 꿈꾸는 Culinary Art

호텔조리전공

호텔조리계열은 호텔 및 외식분야의 중추적인 역할과 외식산업발전에 기여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호텔조리계

Major of Hotel Culinary Arts

열은 호텔조리전공과 제과제빵데코레이션전공으로 나누어져있고 호텔 · 외식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배울 수 있

졸업 후 나의 길

는 국내 유일한 학과로서 실무중심의 교과과정이 80% 이상이며, 1인 1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자재와 더불어 현

국내외 특1급 호텔, 외식업체(워커힐호텔 외식사업부
및 LG, CJ, 이랜드 등 외식사업부), 단체급식(삼성, 아
워홈, 현대, 신세계, CJ, 한화, 풀무원 등 대기업), 전문레
스토랑, 창업, 국내외 대학 편입, 유학 등

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현장감 있는 강의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게 하여, 입체적이고 체계적
인 교육과정으로 호텔, 외식업체및 제과제빵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외식조리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졸업 후 나의 길

제과제빵데코레이션전공

임상간호사, 산업체 간호사,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직
간호사, 보험심사 간호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
강보험공단, 병원코디네이터, 학교(보건교사)

Major of Bakery Decoration

졸업 후 나의 길
호텔 및 개인 베이커리, 인스토어 베이커리, 식품제조
업 및 제과제빵업체, 커피전문점, 케익하우스, 식품관련
연구소 및 실험실, 식품 관련 공무원, 제과제빵학원 강
사, 4년제 대학 편입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간호사 직무

특성화
· 	4년제 간호학과지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 	임상경력이 풍부한 교수진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직무

· 	핵심기본간호술기실, 최신 시뮬레이션 장비보유 등 최첨단
실습실 구비

특성화

· 	대학병원과 임상협약으로 양질의 임상실습 기회 제공

· K-MOVE 스쿨 (세계로) 사업 선정 (2014 ~ 2015)
(2015년도 졸업생 뉴질랜드 / 오클랜드 7명 해외취업)

· 다양한 취업산업체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동아대학교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삼선병원,
좌천봉생병원, 동의의료원, 침례병원 등)

취업 수기
이태형

“ 유명 종합병원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실습 뿐 아니라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6년 간호학과 졸업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근무 (경력 : 1년 미만) / 연봉 3,500만원

저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백병원 마취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최근에는 주변에서 흔

·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부산시지체장애인협회 등
다수의 기관과 협약하여 봉사활동 기회부여
· 	간호학과 학생 전용 자유열람실 (정독실) 구비

입시 상담 교수
· 최길림 010-3434-3711 / paiksim@bist.ac.kr

취업 수기
이석준

“ 조리 실력은 물론
외국어는 호텔 서비스의 필수조건입니다.
항상 가까이 하세요.”

2014년 호텔조리계열 졸업 / ㈜부산롯데호텔 근무 (경력 : 2년 9개월) / 연봉 2,400만원

· 서울코엑스 중소기업청 푸드코디네이션 대회참가
“대상”, ”우수상“ 수상
· 부산광역시 향토음식요리대회 참가 “은상” 수상
· 부산고등어축제 참가 “은상” 수상
· 국가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시 가산점 부여

입시 상담 교수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새내기 요리사 이석준입니다. 교수님께 칼질부터 하나하나 배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 강갑석 010-3573-7137 / kskang@bist.ac.kr

한 호텔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업무에 전념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20살의 늦은 나이여서 남들보다 부족하고 늦었

· 여생규 010-5554-3383 / sgyeo@bist.ac.kr

학교는 꿈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고, 성공적인 취업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곳입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다는 조바심에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졸업 하자마자 바로 인턴 생활을 시작했고 두 번의 면접과 한

· 박영희 010-3919-7713 / pyh0709@bist.ac.kr

지도아래 많은 지식과 간호사로서의 소양을 겸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는 유명 종합

번의 아픈 기억도 있지만 절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끈질기게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외국

· 고광진 010-8713-7261 / kkjin@bist.ac.kr

병원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실습 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있기에

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호텔이란 서비스의 접점에서는 외국어는 불가피 했습니다. 물론 대회 자격증도 반드시 필

꿈을 실현하고 있는 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봉사하며 자아실현을

요하고 본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 절대 외국어를 멀리 하시면 안됩니다. 호텔

하고 당당히 취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로의 진학이 정답입니다.

에서 원하는 건 외국어가 우선입니다. 외국어를 항상 옆에 두시고 그 다음에 조리의 역량을 키우십시오. 전 아직 많

히 볼 수 있지만 저 자신은 ‘남자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산과학기술대

· 김경화 010-7278-2517 / rn2517@bist.ac.kr
· 이현숙 010-7226-9970 / hyoun109@hanmail.net

이 부족한 요리사이지만 열정 하나 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요리사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울어도 됩
니다. 울면서 성장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포기 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겨내서 증명해 보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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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과
Department of Cosmetology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295
FAX 051. 330. 7327

백양관 2층

재활운동건강과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Exercise & Health

최고의 교육과 수준 높은 취업!
Global Beauty Leader로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드리겠습니다.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219
FAX 051. 330. 7233

체육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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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학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재활운동 전문가 양성!
운동과학의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실무형 재활운
동 전문가를 양성한다.

K-POP, 한류열풍, 힐링 및 웰니스 등 21세기 각광받는
미래 유망 뷰티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
을 갖춘 글로벌 전문 미용인을 양성한다.

졸업 후 나의 길
졸업 후 나의 길

병원 및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노인요
양 기관, 시 · 도 체육회, 시 · 도 장애인체육회, 프로팀 전
문 트레이너, 스포츠 센터, 유아체육지도자, 초등학교 스
포츠 강사, 시 · 구 · 군 생활체육회, 시 · 도 국민체육센터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네일 아
티스트, 방송국 분장사, 체형관리사, 미용학원강사, 브
랜드전문교육강사, 두피관리사, 웨딩플래너, 아로마테
라피스트, 병 · 의원 메디컬스킨케어에디션, 화장품교육
강사, 국 · 내외 스파테라피스트, 미용교육강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건강운동관리, 스포츠 지도 직무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미용 직무

특성화
· 	전국 최우수학과 선정 (2003)

취업 수기

“ 화미주 인터내셔널 최연소 원장,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여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성화

· 4년제 대학 편입학 기회제공

· 	취업률 100%를 위한 멘토교수와 학생의
1 : 1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 강화

· 	산업체체험 및 현장실습 등 산업체멘토와 학생의
1 : 1 현장실무능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 산학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취업률 극대화

· 	1인 4종 이상의 자격증 취득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 (무료수강)

·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사업 선정 (2011)

· 	교육과정 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실천
· 	취업설명회, 취업특강, 기술특강 개최

· 노인운동사 양성과정 선정 (2007)
· 4년제 대학 2 + 2 연계교육 실시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취업 수기

“ 전공을 살린 취업이라
적성에도 잘 맞아 일도 편하게
수행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지원

엄혜지

진민태

2006년 미용과 졸업/ 화미주 인터내셔널 근무 (경력 : 10년) / 연봉 4,500만원

2013년 재활운동건강과 졸업 / 부산장애인체육회 근무 (경력 : 3년) / 연봉 3,000만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미용과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후회가 없는 신의 한수, 짜릿한 선택이었다. 미용과의 과학

입시 상담 교수

저는 현재 재활운동건강과를 졸업하고 부산장애인체육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두려움과 어려움

적인 이론과 체계적인 실무중심 교육은 현재의 나를 만드는 단단한 토대가 되었고 일본의 자매학교를 방문하여 진

· 주은경 010-8996-0868 / bellejek@hanmail.net

이 많았지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덕분에 학점이 좋은 편이었고 많은 봉사시간, 그리고 다양한 자격증 및 상장으

로를 체험하는 선진문화탐방, CEO초청강연 등의 다양한 행사는 나에게 폭넓은 직업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사

· 이대천 010-5696-9930 / cul713@bist.ac.kr

로 자신감이 있었고, 철저한 면접 준비로 부산장애인체육회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전공을 살린 취업이라 저

랑의 미용봉사활동은 실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좋은 기회였으며 각종 미용관련 자격증 취득 및 미용대회 참가를

· 정영애 010-5067-1759 / nana1759@bist.ac.kr

의 적성에도 맞고 일도 편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5일제 근무에 정시퇴근이 잘 되어있어 좋

통해 나의 실력은 나날이 발전하였다. 2006년 전체 수석이라는 영예를 안고 졸업을 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화미주 인

았습니다. 입사하여 ‘찾아가는 생활체육 파트’에 배정받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쳤습니다. 3개월간 천천히 업무

터내셔널에 입사를 하였다. 입사 후 교수님들께서는 디자이너 승격시험에도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승격시

를 배우니 어려울 것이 없었고 선배님들도 친절하게 대해 주어 입사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교육이든 사

험 당일에도 기꺼이 참석하시어 나를 빛내주셨다. 그 결과 당당히 승격할 수 있었으며 그로부터 2년 후 모교인 부산

람을 가르치는 일은 모두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많이 대하는 입장이다보니 저도 밝아 졌으며

과학기술대학교와 산학협동의 결과물로 화미주 인터내셔널에서 26세, 최연소로 부산과기대 17호점 원장직을 발령받

보람된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게 되었다. 나는 미용인으로서는 디자이너의 업무에 충실하고 학교에서는 선배이자 교수의 역할을 하며 예비미용인
들의 미래설계가 올바른 선택이 되도록 현재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입시 상담 교수
· 김주혁 010-8446-2013 / kjh@bist.ac.kr
· 문성진 010-9772-8311 / move@b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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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디자인계열
School of Total Design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095 / 7096
FAX 051. 330. 7073

백양관 1층

디자인트랜드를 리드하는 전문직업인 양성 !

산업디자인전공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취업처가 안정적인 핵심 디자인 분야인 산업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패션&쥬얼리 디자인

Major of Industrial Design

이 개설되어 있으며, 트랜드에 맞춰 현직에서 활동하는 교수진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디자인 교육의 실현을 통해
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졸업 후 나의 길
광고디자인 분야 : 기업체 홍보실, 기업 디자인 부서, 언
론사, 신문 · 잡지사, 광고 대행 및 기획 전문회사, 디자
인 전문회사, 백화점, 병원, 광고 디자이너, 기업 · 브랜
드 아이덴티티 디자이너, 옥외광고 디자이너
웹, 편집디자인 분야 : 영상 및 멀티미디어 관련 업체,
웹 디자이너, 인쇄 · 출판회사, 삽화 · 일러스터 작가,
북 디자이너
포장 디자인 분야 : 기업체 포장디자이너, 제품디자인
전문회사, 용기 디자이너
기타분야 : 색채전문가, 미술심리 상담사, 폰트디자이
너, 캐릭터 디자이너, 도시환경 디자이너, 전시 및 디
스플레이디자인 분야, 이벤트 디자인 분야, 큐레이터,
디자인 및 미술관련 학원 강사, 디자인 담당 공무원 등

인테리어디자인전공
Major of Interior Design

졸업 후 나의 길
인테리어사무실, 인테리어소품디자이너, 가구디자인,
설계기사, 현장기사, 침구&패브릭디자인, 방송&무대
디자인, 이벤트행사 및 코디, 인테리어색채 코디네이터,
공간스타일리스트, 인테리어연출디자인 등

패션&쥬얼리전공

토탈디자인계열
School of Total Design

취업 수기
유동균

“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대한 파악부터
완벽하게 시작하세요 ! ”

학과사무실

위치

TEL 051. 330. 7095 / 7096
FAX 051. 330. 7073

백양관 1층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직무구분
시각디자인, 옥외광고, 인테리어 설계 / 시공 / 디자인,
비쥬얼 머천다이징, 패션유통 관련, 귀금속가공, 보석
감정, 보석디자인 직무

2015년 산업디자인전공 졸업 / 부산진시니어클럽 근무 (경력 : 2년) / 연봉 3,000만원

제가 일하는 곳은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 어르신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는 곳이며, 저는 디자인 9060 사업단의

특성화

디자인 부서에서 편집과 관련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려면 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직종에 대해서

· 각종 디자인공모전에서 본상 외 다수 수상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맞는 서류 및 자격증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입사서류를

· 전국 및 지역 4년제 대학에 편입

지원한 후, 면접 시 당당하게 면접관들에게 나의 장점 및 강점을 소신 있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
듯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부딪혀 보는 겁니다. 일단 목표를 가지고 성실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 디자인 관련업체와 연계, 희망업체에 취업 기회 부여
· 디자인 업체와 연계한 프로젝트 개발
· 전 신입생 국가기술 및 민간 (공인) 자격증 무료 수강 기회 부여
· 과외 시간 활용으로 디자인 기초 확립의 기회 부여
· 전국 패션&쥬얼리 관련 공모전 다수 수상
· 국제인증자격증 (Adobe Certified Associate) 다수 취득

취업 수기
김지원

“ 성실에는 능력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뭐든 가능해요.”

2015년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졸업 / 디자인 이 · 재 근무 (경력 : 1년) / 연봉 3,000만원

저는 현재 인테리어 디자인회사, 디자인 이 · 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학년 여름방학 실습을 이곳에서 한

· 전공 자격증 취득 (샵마스터, 패션스타일리스트, 쥬얼리 마스터,
코디네이터, 컬러리스트 등)
· 부산 대형 패션 쇼핑몰 및 귀금속 산업체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
· 부산 · 경남 지역 유일 교내 쥬얼리 연구소 운영
· 부산시 해외 인턴쉽 및 K-Move 스쿨 (세계로) 사업 선정학과
(중국, 태국, 프랑스 등 해외 취업)

계기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 후 느낀 점은 성실하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지만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고 틈틈

입시 상담 교수

이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공부를 했더니 실력도 향상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노력을 알

· 장광애 010-6561-6332 / kajang@bist.ac.kr

아주게 되었습니다. 캐드나 포토샵, 맥스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물론이며 도면을 보는 법과 색채 계획 등 실제 업무

· 김지은 010-7317-9832 / kimje@bist.ac.kr

와 직결된 학교 수업 덕분에 자신 있게 의견을 낼 수 있었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

· 이상수 010-5205-7390 / leess@bist.ac.kr

게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며 직접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보니 하면 할수록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 조명상 010-3590-0308 / cms0308@bist.ac.kr
· 정수임 010-4553-3481 / suym@bist.ac.kr

Major of Fashion & Jewelry Design

· 최정화 010-8530-9637 / jeong@bist.ac.kr

졸업 후 나의 길

· 이봉재 010-2555-6551 / lbjae@bist.ac.kr

패션 디자이너, 패션연출 디자이너, 패션소품 디자이
너,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 방송국, 면세점, 전문디스플
레이어, 코디네이터, 엔터테인먼트사, 패션전문회사, 창
업, 무대연출디자인, 쇼호스트, 인터넷 쇼핑몰, 대학편
입, 유학, 귀금속디자이너, 쥬얼리CAD디자이너, 패션악
세사리, 디자이너, 귀금속 · 보석딜러, 쥬얼리코디네이
터, 쥬얼리MD, 쥬얼리디스, 플레이어, 피혁악세사리디
자이너, 국내 · 외 쥬얼리 30대 브랜드 산학협동 및 취업
의뢰와 프랑스, 중국, 태국 등 해외 인턴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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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수기
이영현

“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 열정이 있다면
깜깜했던 길도 어느새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6년 쥬얼리디자인전공 졸업 / 딕스다이아몬드 근무 (경력 : 1년 미만) / 연봉 2,400만원

열심히 반지를 만들고 포토샵과 라이노캐드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을 하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충실히 하여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쥬얼리분야의 영역은 넓고도 넓습니다. 다만 어느 직무분야에서 더욱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가 중
요한 일입니다. 쥬얼리 유통비즈니스는 쥬얼리업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 청담동 유명 예물샵에서부터 부산
범일동 귀금속 특구까지 어떠한 영역이 자신과 잘 맞는지 경험해보면 쥬얼리 산업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저를 포함해서 부산과학기술대학 쥬얼리전공 졸업생이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노
력, 열정이 있다면 보이지 않았던 길도 어느새 보이실 겁니다. 저 또한 계속 노력중이구요.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하
루 빨리 사회에 진출해 같이 경험해 봅시다.

BIST 캠퍼스 맵 및 교통안내

실전,붙어보니
다르다!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CAMPUS MAP
12
8

20

6

실전에
강한
전문대학

5년 연속 등록금 인하 및 동결로 부담은 덜고,
철저한 취업 관리로 자신감은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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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의 길이보다 깊이의 가치를 아는 대학-

5

1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2

실전에서 살아남는 인재를 기릅니다.

18
3

7

13
17

15

14

4

16
9
11
① 진리관 ② 중앙관 ③ 백양관 ④ 창조관 ⑤ 체육관 ⑥ 국제교육관 ⑦ 청우관 / 민속박물관 ⑧ 제1생활관 ⑨ 정문(관리사무실) ⑩ 본관 ⑪ 제2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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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천역
김해공항에서 좌석버스 307번 → 덕천R (15분) → 대학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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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역

2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시내버스

철도

46, 160, 169 - 1

덕천로타리 15, 33, 46, 110, 121, 126, 133,
경유
148, 160, 169 - 1, 200
구포역
경유

구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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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2, 3호선 덕천 (부산과기대)역 1번 출구
대학순환버스 10분 간격 출발

대학직행

구남역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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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포역에서 하차 → 대학 (10분)

찾아오시는길

15, 33, 59, 110, 123, 125, 126, 133, 148,
148 - 1, 160, 200, 마을버스북구 6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북부산 톨게이트에서 약 5km (10분)
경부고속도로 대동 톨게이트에서 약 7km (15분)

승용차
김해 20분 / 양산 30분 / 구포역 10분 / 김해공항 15분 / 노포동 종합터미널
40분 / 울산 50분 /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20분 / 창원 30분

입학관리처 TEL. 051) 330 - 7274, 7293, 7273 FAX. 051) 330 - 7296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