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수시모집 입학안내 11 |

교

외국인 유학생 모집요강

Tel.  +82-51-330-7009      Fax.  +82-51-330-7349      http://kj.bist.ac.kr



3|

BIST is BEST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   교육부 선정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
   • 부산 ․ 울산유일 교육부 GHC(Global Hub College)사업 선정. 2010 ~2013 
   •고용노동부 K-Move 스쿨(세계로)사업 선정.  2015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 2016

옌타이메이다식품유한공사 대표
2006년 2월 졸업, 중국

Yantai Heex-pro Co.,Ltd (한국 삼일산업 주중국 영업지사) 대표
2008년 2월 졸업, 중국

옌타이푸옌국제무역유한공사 대표
2008년 8월 졸업, 중국

우수졸업생 (전액 장학생)
2018년 8월 졸업, 베트남

우수졸업생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장학생)
2018년 8월 졸업, 베트남 

짜오졘

류성량

왕바오잉

쩐티화

팜티룽

부산과기대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어학원에서 근로 학생을 하면서     

학업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나 예절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받았던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탄탄한 기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이 그리워집니다.

20대 초,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 꿈의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유학하는 동안 전공 지식은 물론 성실함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유학의 기회를 주었고, 저의 오랜 꿈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국제교육원 원장님, 팀장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한국에서 즐

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공부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 잊

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제 기억에 아름답게 추억하려고 합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저에게 따뜻한 

집과 같았습니다. 교수님들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항상 친절하셨습니다.    

학교 덕분에 저는 훌륭히 성장하였고 발전하였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많이 감사합니다.

◼   유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100% 질병・상해보험 가입 
◼ 쾌적한 환경의 교내・교외 기숙사 구축
◼ 유학생 전용 최신 시설의 취사실 완비 
◼  국제교육원을 통한 유학생 One-Stop Service      

(체류 ・ 학사관리) 

◼   미국,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일본, 홍콩 등 기관과 국제교류협약 
◼  1,000여명의 유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글로벌 캠퍼스 
◼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구축
◼  우수한 강사진의 한국어 어학센터

우수한교육인프라

자랑스런 동문 인터뷰

남다른 복지인프라

뛰어난 국제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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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학절차

02. 입학일정

03. 제출서류

04. 한국어 프로그램 학사일정

05. 학비안내

06. 입학 문의 및 서류 제출처

외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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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전문가를 만드는 전문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01| 입학 절차

   02| 입학 일정

구분 3월 입학 9월 입학

신청서 및 서류제출 11월 말 4월 말

면접 12월 초 6월 초

합격자 발표 12월 중순 6월 중순

등록금 납부 2월 중순 8월 중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입국 후 입국 후

개강 매년 3월 매년 8월

구분 3월 입학 6월 입학 9월 입학 12월 입학

신청서 및 서류제출 11월 말 2월 말 4월 말 8월 말

면접 12월 초순 3월 초순 6월 초순 9월 초순

합격자 발표 12월 중순 3월 중순 6월 중순 9월 중순

등록금 납부 2월 중순 5월 중순 8월 중순 11월 중순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입국 후

개강 매년 3월 매년 6월 매년 9월 매년 12월

1. 전공

2. 어학

3. 지원 자격
순수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 국적의 졸업(예정)자
-우리나라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의 졸업(예정)자

신청서 및 
서류제출 합격자발표필기시험

(현지면접) 등록금 납부 정규과정
/어학센터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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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제출서류

   04| 한국어 프로그램 학사일정

   05| 학비 안내

   06| 입학 문의 및 서류 제출처

제출서류 학부 어학원

지원서 1부(대학 소정 양식, 사진첨부) ○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각 1부(대학소정양식)
※한국어 혹은 영어로 작성(기타 언어로 작성할 경우 번역본 첨부) ○ ○

재정능력입증서 ○ ○

학적조회동의서 ○ ○

사진(3.5×4.5cm) 3매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및 성적증명 원본
(한국어·영어공증,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서 첨부) ○ ○

고등학교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 추천서 ○ ○

학사학위(해당자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중국소재 학교 졸업자는 학위 인증서 제출) ( 해당자만 )

본인 여권 사본 ○ ○

본인 및 부모 신분증 사본/ 본인 및 부모 호구부 사본(중국 국적자만 해당) ○ ○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한국어·영어 공증서 첨부) ○ ○

재정보증인(유학경비부담자)의 USD18,000 이상의 은행예금잔고증명서 ○

재정보증인(유학경비부담자)의 USD9,000 이상의 은행예금잔고증명서 ○

한국어능력인증서(TOPIK), 소지자에 한해 제출 ( 해당자만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학력조회 후 서류상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서류 제출 내용 : 
  ①유효기간이 명시된 잔고증명서의 경우 입학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②학위과정의 경우 USD18,000 이상, 어학연수과정 USD9,000이상인 경우 타 통화도 가능합니다.

※한국어 프로그램은 1년 4학기제로 운영합니다. 

※ 입학금은 별도입니다.

※ 두 은행 중 한곳을 선택하여 송금합니다.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육원 홈페이지 : http://kj.bist.ac.kr

구분 교육기간 방학기간

봄학기 3월 ~ 5월 (10주, 180시간) 5월 중 (2주)

여름학기 6월 ~ 8월 (10주, 180시간) 8월 중 (2주)

가을학기 9월 ~ 11월 (10주, 180시간) 11월 중 (2주)

겨울학기 12월 ~ 2월 (10주, 180시간) 2월 중 (2주)

주 소 (46639) 대한민국 부산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 국제교육관(#6) 1층 

전화번호
+82-51-330-7009(영어)

+82-51-330-7256(중국어) 
+82-51-330-7109(베트남어)  

팩 스 +82-51-330-7349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 5시30분

E-mail k13457@bist.ac.kr
kmkim8383@bist.ac.kr

계열 등록금 기숙사비

전 계열(학과) 2,500,000원 교내 : 600,000원 교외 : 900,000원

구분 수강료 기숙사비

금액 1,700,000원 교내 : 600,000원 교외 : 900,000원

등록금 및 기숙사비 송금방법

부산은행 우리은행

계좌 : 233-13-000643-0
예금주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SWIFT CODE : PUSBKR2P
은행주소 : 부산 북구 구포동 1224 부산은행

계좌 : 1005-903-192335
예금주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SWIFT CODE : HVBKKRSEXXX 
은행주소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686 우리은행

1. 전공(1학기 기준)

2. 어학연수 (6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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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 
      & Welfare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  연 2회 이상 한국문화탐방 시행 : 유학생 전체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명소 탐방, 공연관람 등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전액 대학부담)

◼   어학연수생 방과 후 활동 시행 : 어학연수생 중 
우수학생들을 선발, 한국어 강사선생님과 스포
츠관람, 영화관람 등의 문화행사 진행

진리관

중앙관

백양관

창조관

체육관

국제교육관

청우관/민속박물관

제 1생활관

정문 (관리사무실)

본관

제 2생활관

게스트하우스

취업지원센터

자동차공학관

학생복지센터

주차장

대운동장

타워주차장

야외공연장

테니스장

장학금 및 
복지혜택

장학금 안내

캠퍼스 안내

유학생 질병・상해보험 
무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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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복지장학금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  
(학위과정) 중 한국어능력우수자 및 대학활동 참여 우수자

◼  TOPIK장학금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   
(학위과정) 중 당해연도 TOPIK시험에 응시하고 급수를  
취득한 학생 (4급부터 지원)

◼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하는 유학생 전원에게  
한화 17만원 상당의 유학생 질병・상해보험 무료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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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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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
융합기계계열
CAD/CAM전공
컴퓨터응용설계전공

자동차공학계열
자동차하이테크전공
자동차튜닝전공
SUV/BOSCH전공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전공

컴퓨터정보과

전기자동화과

항공전자통신과

스마트전자과

정밀화학과

소방안전관리과

건축과

드론공간정보과

자연과학계열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간호학과

호텔외식조리과

예체능계열
미용과

재활운동건강과

디자인계열
산업디자인 전공
패션연출디자인 전공
쥬얼리 전공

인문사회계열
유아교육과

의무행정과

비즈니스경영과

경찰경호과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전공
아동복지보육전공

호텔관광경영과

한중비즈니스과

학과&계열
안내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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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
인문
사회계열

▲융합기계계열

▲유아교육과(3년제)

▲비즈니스경영과

▲한중비지니스과

▲호텔관광경영과

▲의무행정과

▲경찰경호과

▲사회복지계열

▲자동차공학계열 ▲정밀화학과

▲컴퓨터정보과 ▲소방안전관리과

▲전기자동화과 ▲건축과(3년제)

▲항공전자통신과 ▲드론공간정보과

▲스마트전자과 융합기계계열
CAD/CAM전공

컴퓨터응용설계전공

자동차공학계열
자동차하이테크전공

자동차튜닝전공
SUV/BOSCH전공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전공

컴퓨터정보과

전기자동화과

항공전자통신과

스마트전자과

정밀화학과

소방안전관리과

건축과

드론공간정보과

유아교육과

비즈니스경영과

한중비즈니스과

호텔관광경영과

의무행정과

경찰경호과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전공
아동복지보육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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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계열

디자인
계열

▲디자인계열

▲안경광학과(3년제) ▲치위생과(3년제)

▲호텔외식조리과

▲재활운동건강과

▲간호학과(4년제)

▲미용과
|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간호학과

호텔외식조리과

재활운동건강과

디자인계열
산업디자인 전공

패션연출디자인 전공
쥬얼리 전공

미용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대한민국 대표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지난 40년간 직업기술인 양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글로벌 전문가를 키우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유학하기 좋은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세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모집요강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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