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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정원내]

【가】군_[수능위주] 수능 100%

【가】군_[실기위주] 수능 40% + 실기 60%

【나】군_[수능위주] 수능 100% 

【다】군_[수능위주] 수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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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변경사항

▣ 수능 최저 학력기준

2020학년도 2021학년도

• 모집단위 : 파이데이아창의인재학과

• 기준 :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1개 영역이 2등급 이내

  ※ 단,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직업탐구 제외)

• 모든 전형 수능 최저 학력기준 없음

▣ 실기고사 종목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전형명
• 수시 : 체육실기우수자전형

• 정시 [가]군 : 일반전형

• 수시 : 체육실기우수자전형

• 정시 [가]군 : 일반전형

모집단위 • 스포츠산업학부 •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실기종목
• 공통(3종목) 

  : 100m 구간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Z자 달리기

• 필수(2종목) : 100m 구간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 선택(1종목) : Z자 달리기, 메디신볼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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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단위 변경사항

▣ 학부(과) 신설

2021학년도

글로벌인재학부(53)
외교전공

국제개발협력전공

호텔·관광·컨벤션학부(60)
국제문화관광전공

호텔·컨벤션전공

상담심리학과(30)

항공서비스학과(40)

스포츠재활학과(30)

▣ 학과 중심으로 개편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유럽학부(97)

프랑스언어문화전공 프랑스어과(30)

독일언어문화전공 독일어과(30)

이탈리아언어문화전공 이탈리아어과(30)

중남미학부(100)
스페인어전공 스페인어과(50)

포르투갈어전공 포르투갈(브라질)어과(30)

러시아·터키중앙아시아학부(100)
러시아언어통상전공 러시아학과(50)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터키·중앙아시아어과(25)

동남아창의융합학부(160)

태국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미얀마어/필리핀어
캄보디아어/라오어
ICT언어처리

태국어과(30)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40)

베트남어과(60)

미얀마어과(30)

경영학부(100)
경영전공 경영학과(60)

회계전공 세무회계학과(45)

국제무역·마케팅학부(70)
국제무역전공 국제무역학과(45)

국제마케팅전공 미주비즈니스학과(30)

경찰정보보호학부(90)

경찰행정전공 경찰행정학과(45)

사이버경찰전공 사이버경찰학과(30)

정보보호전공 정보보호학과(30)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60)
컴퓨터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컴퓨터공학과(50)

빅데이터학과(35)

▣ 학부(과) 명칭 변경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일본어창의융합학부(130) 일본어융합학부(110)

G2(영·중)융합학부(85) G2융합학과(65)

아랍지역학과(35) 아랍학과(35)

인도학부(50) 인도학과(35)

스포츠산업학부(60) 사회체육학과(40)

임베디드IT학부(55) 소프트웨어학부(55)

▣ 전공 소속 변경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역사관광·외교학부(60)
외교전공 글로벌인재학부(53)신설

외교전공
국제개발협력전공

역사관광전공 호텔·관광·컨벤션학부(60)신설
국제문화관광전공
호텔·컨벤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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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집인원
※ 아래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른 미충원 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정시모집 인원입니다. 

대학 학부(과) 전공 계열
일반전형 총계

(정원내)

2021

입학정원[가]군 [나]군 [다]군

유럽
미주
대학

영어학부교직
영어전공
영어통번역전공

인문
사회

15 　 　 15 100 

프랑스어과교직 　 　 　 5  5 30 

독일어과교직 　 　 　 5  5 30 

스페인어과교직 　 　 　 7  7 50 

포르투갈(브라질)어과 　 　 　 5  5 30 

이탈리아어과 　 　 　 5  5 30 

러시아학과교직 　 　 　 7  7 50 

터키·중앙아시아어과 　 　 　 5  5 25 

유럽지역통상학과 　 　 　 5  5 35 

미주비즈니스학과 　 　 4  　 4 30 

아시아
대학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언어문화전공

　 　 7  7 50 

일본어융합학부교직
한일문화콘텐츠전공
비즈니스일본어전공
일본IT전공

16 　 　 16 110 

중국학부
중국어전공교직
중국지역통상전공

13 　 　 13 90 

태국어과 　 　 　 5  5 30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 　 　 　 6  6 40 

베트남어과 　 　 　 9  9 60 

미얀마어과 　 　 　 4  4 30 

인도학과 　 　 　 5  5 35 

아랍학과교직 　 　 　 5  5 35 

G2융합학과 　 11 　 　 11 65 

사회
과학
대학

영상콘텐츠융합학과 　 　 6  　 6 40 

사회복지학과 　 　 4  　 4 30 

상담심리학과신설 　 　 4  　 4 30 

국제학부 　 　 4  　 4 30 

글로벌인재학부신설
외교전공
국제개발협력전공

　 　 8  8 53 

경찰행정학과 　 　 7  　 7 45 

사이버경찰학과 　
공학

　 4  　 4 30 

정보보호학과 　 　 4  　 4 30 

사회체육학과 　
예체능

6 　 　 6 40 

스포츠재활학과신설 　 4 　 　 4 30 

상경
대학

경영학과교직 　

인문
사회

　 9  　 9 60 

세무회계학과교직 　 　 7  　 7 45 

국제무역학과 　 　 7  　 7 45 

경제금융학과 　 　 4  　 4 30 

국제비서학과 　 　 6  　 6 40 

항공서비스학과신설 　 　 6  　 6 40 

호텔·관광·컨벤션학부신설
국제문화관광전공
호텔·컨벤션전공

　 　 9  9 60 

IT
대학

컴퓨터공학과 　

공학

7 　 　 7 50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사물인터넷(IoT)전공

8 　 　 8 55 

전자로봇공학과교직 　 6 　 　 6 40 

빅데이터학과 　 5 　 　 5 35 

총계 　 91 76 102 269 1,813 

 1. 국제학부는 1학년 2학기 이수 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전공임
 2.  교직 은 2020학년도 교직과정(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3.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선발방법은 「Ⅴ. 공통사항 5. 수시모집 전형별 미충원 인원 선발방법」(9p) 참조 
 4. 모집단위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은 구조조정 및 향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원서접수 시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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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형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18:00까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서류제출 2021. 1. 7(목) ~ 14(목) 17:00까지
 우)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입학관리팀

【가】군

실기고사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실기고사 안내 2021. 1. 15(금)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실기고사일 2021. 1. 19(화)

최초

합격자

발표 2021. 2. 5(금) 17:00 

합격증 및 등록금납부

고지서 On-Line 출력
2021. 2. 5(금) 17:00 이후

등록금 납부 2021. 2. 8(월) ~ 10(수) 16:00까지 부산은행 가상계좌 납부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1차

발표  2021. 2. 10(수) 22:00  【개별 통보하지 않음】
 - 발표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 고지서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 등록 : 부산은행 가상계좌 납부등록  2021. 2. 10(수) 22:00 ~ 15(월) 16:00까지

2차
이후

발표
 2021. 2. 15(월) ~ 18(목) 21:00까지
 ※ 우리 대학교 일정에 따라 수시로 발표

 【개별 전화 통보함】
등록

 2021. 2. 15(월) ~ 19(금)
 ※ 개별 추가합격 통보 시 안내

※ 등록금 납부방법(①, ② 중 택 1) : 부산은행 가상계좌 납부

  ① 등록금 고지서에 부여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계좌이체

  ② 은행에 방문하여 무통장 입금(은행창구 직접수납 불가)

  ③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는 장학생(실 납부액 0원)도 반드시 등록금고지서조회 페이지에서 <전액장학생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등록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전형일정은 우리 대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합격자발표, 등록금 납부기간 등 모든 전형일정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등록금 납부고지서는 우편 발송하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함

※ 등록금 환불은 미등록 충원 시한인 2021년 2월 18일(목) 14:00까지는 전액 환불되나 미등록 충원 시한 이후의 환불은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함

※ 등록포기자는 2021년 2월 18일(목) 14:00까지 「Ⅴ. 공통사항 7.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10p 참조)에 의거 환불절차를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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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통사항

1  원서접수 및 전형료

  가. 인터넷 원서접수

•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enter.bufs.ac.kr)에 접속하여 접수

  나.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입학원서의 수정, 접수취소 및 전형료 반환이 불가함.

• 원서접수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하였더라도 전형료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수험표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출력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입학원서 오류작성, 기재사항 누락,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한 서류 미제출, 제출 서류의 내용미비 또는 판독불가, 기타 수험생의

  과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우리 대학교의 처리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형기간 중 연락 가능한 본인, 부, 모 등의 연락처를 입력하여야 하며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합격사실 통보 불가 등)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음.

• 전형료 및 등록금 환불을 위해 계좌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환불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수험생의 잘못된 입력으로 인해 

  전형료 및 등록금 환불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음.

•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우리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

  - 지원자 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이메일, 환불계좌번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검정고시 및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등

  - 학교정보 : 고교명, NEIS코드, 졸업(예정)연도, 전화번호, FAX 번호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학사, 장학, 통계업무, 신입생 예비대학 및 오리엔테이션, 학과별 공지 안내, 기타 안내,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에 합격자 조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함.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라. 전형료 안내    

구분 전형료 전형료 환불 비고

정원내

 【가】【나】【다】군 전 모집단위

  ※ 단,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제외
28,000원

해당사항 없음

원서접수

대행수수료(5,000원)는 

전형료에 포함 【가】군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58,000원

  마. 전형료 환불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호 ~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전형료 반환 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수수료(5,000원)는 제외하고 반환함

• 지원자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에 입력된 계좌로 환불 처리되므로 환불 계좌란에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야 함

http://enter.b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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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 정시모집에서 군별 모집을 시행하는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함)에 지원하는 경우 군별로 1회씩만 

   지원할 수 있음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

   지원 가능 

 • 우리 대학교 내에서는 정시모집에서 【가】, 【나】, 【다】군 각각 1회씩 지원 가능하며, 총 3회까지 지원 가능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 단위(일반전형

   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기간 군의 제한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

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 금지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

   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 금지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나,

   다만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2021. 2. 19(금)]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

   가능(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다.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대학 합격으로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충원 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충원 합격, 충원 합격+충원 합격 등)는 1개 대학

   에만 최종 등록해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대학별 입학전형 종료 후라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 방법 위반 및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함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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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가.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

• 우리 대학교에 입학원서 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학생부제출 불필요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학생부 온라인 제공 불가능 자는 서류제출 기간에 학생부(학교장 

 직인 날인)를 제출해야함.

  나. 검정고시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각 시‧도교육청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https://www.neis.go.kr)의 검정고시 대입 전형자료 제공 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신청해야 함

• 온라인 제출 신청 지원자는 입학원서 작성 시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야함.

• 2015년도 제1회 ~ 2020년도 제2회 검정고시 지원자는 온라인 제공 가능

• 2015년도 이전 검정고시 지원자는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서류제출 기간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함.   

4  서류제출

서류제출 구분 제출서류

학생부

• 2013년 2월 졸업자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대상교 출신자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자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학교장 직인 날인)

검정

고시

• 2015년 1회차 ~ 2020년 2회차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검정고시 대입 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검정고시 대입 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비대상자, 2014년 이전 합격자(2014년 합격자 포함)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외국

고교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외국에서 수학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정원외 전형의 서류제출은 2021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름

  ※ 학교생활기록부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5 수시모집 전형별 미충원 인원 선발방법

구 분 전 형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선발방법

정원내  모든 전형[전 모집단위]  정시 [가], [나], [다]군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정원외

 농어촌학생

 정시 [다]군 동일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원외 전형의 지원자격, 전형방법 및 성적 반영방법은 2021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름

• 서류 제출기간 : 2021. 1. 7(목) ~ 14(목) 17:00까지 (등기우편은 서류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 (토‧일‧공휴일은 방문제출 불가)
• 제출 서류의 앞면 좌측하단에 전형유형, 지원학부(과), 수험번호,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제출처 : 우)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입학관리팀 051) 509-5302~5

• 서류 제출 확인 : 제출 후 3~4일 뒤에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enter.bufs.ac.kr)를 통해 확인바람.

• 지원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의 지연도착, 구비서류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의 불명, 연락두절(연락처 오기재 등),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해야함.

※ 학교생활기록부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https://www.neis.go.kr
http://enter.b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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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최초 합격자 발표

     • 【가】, 【나】, 【다】군 : 2021. 2. 5(금) 17:00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 등록금 납부기간 : 2021. 2. 8(월) ~ 10(수) 16:00까지

     • 부산은행 가상계좌 납부

  나. 추가 합격자 발표 : 정시모집에서 미등록 충원을 실시함

     • 대상자 : 예비합격 후보자

       - 예비합격 후보자는 최초합격자 발표 시 예비순위와 함께 발표함

       -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하여(미등록, 환불)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만큼 모집기간 군 및 모집단위에서 

         예비순위(최종성적 순)에 따라 선발함

  다.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 : 2021. 2. 10(수) ~ 18(목) 21:00까지

     • 교육부에서 지정한 최초 합격 등록 및 추가 합격(미등록 충원) 통보/등록 일정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 추가 합격(미등록 충원) 통보 마감일 추가 합격(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2021. 2. 8(월) ~ 10(수) 16:00까지 2021. 2. 18(목) 21:00까지 2021. 2. 19(금)

 최초 합격자 및 추가 합격자 발표 유의사항

 •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만큼 해당 군별 모집단위의 예비후보자 중 성적순에 따라 추가 

   합격되므로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반드시 예비순위를 확인하여야 함

 • 입학전형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최초 및 

   추가합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최초 및 추가 합격자(1차)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만 발표하며, 모든 지원자는 공고된 전형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합격여부를 조회하여 등록금을 납부(등록)하여야 함 〔합격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미등록도 등록(입학)포기자로 처리함〕

 • 추가 합격자(2차 이후)는 본인 휴대폰, 추가 연락처, 자택 전화로 개별 통보하며, 발표 시 전화연락 두절(본인 휴대폰, 추가 

   연락처, 자택 전화 순으로 3회 통화 시 연락이 안되는 경우)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으면 등록(입학)포기자로 처리함

   ⇨ [인터넷 원서접수 시 본인, 자택, 추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변경 시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원서수정 

요청」에 입력해야 함] 

 • 정시모집에서 미등록 충원 후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추가모집에서 선발함

 • 정시모집의 [정원외]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정원외]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 [정원외]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추가모집에서 동일전형으로 선발함

7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기간
2021. 2. 10(수) ~ 18(목) 14:00까지 

【토・일・공휴일에는 환불 업무를 진행하지 않음. 단,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은 가능함】

환불절차

①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bufs.ac.kr)에 접속하여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② 신청자 확인 후 승인

③ 환불 

※ 등록금 환불은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입금됨

※ 환불절차는 우리 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환불절차는 2021. 2. 10(수) 이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bufs.ac.kr)에 공지함

※ 등록금 환불은 미등록 충원 시한인 2021년 2월 18일(목) 14:00까지는 전액 환불되나 미등록 충원 시한 이후의 환불은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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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가모집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에서 미달되거나 등록(입학)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행할 수 있음

 • 추가모집을 시행할 경우 2021. 2. 22(월) ~ 27(토) 기간 중에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등록이 이루어짐

 • 추가모집 시행 여부 및 관련 사항은 2021. 2. 22(월) 이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9  유의사항

•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지원자가 직접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인원은 2021. 1. 7(목) 이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www.bufs.ac.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학원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서류의 종류 

  및 내용이 부족하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기타 수험생의 과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우리 대학교의 처리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지원 자격 부적격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학전형 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전형기간 중 입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bufs.ac.kr)에서 확인하여야 함

• 지원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는 대학의 입학, 학사, 장학, 통계 및 기타 정보제공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이 요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이 요강의 내용은 대학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원서접수 시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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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원자격 및 선발방법

 가. 지원자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 고교 졸업자 및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 모집시기 모집단위 구분 수능 실기 총점

일반
전형

【가】군
【나】군
【다】군

 전 모집단위
 ※ 단,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제외

반영비율 100% - 100%

점    수 735점 - 735점

【가】군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반영비율 40% 60% 100%

점    수 400점 600점 1,000점

   • 모집시기별 모집단위의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함

   •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하여(미등록, 환불)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만큼 모집기간 군 및 모집단위에서 예비순위(최종성적 

     순)에 따라 선발함

   • 각 전형요소의 성적 표시방법

     - 수능 성적, 실기고사 성적, 총점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

 다. 동점자 처리기준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성적(등급)순으로 선발함

 ※ 동점자 선발 우선순위까지 동일한 경우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

 라. 수능 최저 학력기준

 • 전 모집단위 수능 최저 학력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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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수능성적 반영방법

 가. 수능성적 반영영역 및 가산점

모집단위 반영방법 및 비율(%) 활용점수

 전 모집단위
 ※ 단,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제외

국어 
(25%)

+
수학(가/나)

(25%)    
+

영어
(25%) 

+
탐구(사회/과학)

(25%) 표준점수

※ 단, 영어영역은
등급을 점수로 

환산함
가산점  IT대학 지원자 : 수학 ‘가’형 응시자는 수학표준점수의 2% 가산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 국어, 수학(가/나), 영어, 탐구(사회/과학) 영역 중 성적이 가장 높은 1개 영역을
   반영(100%) 

■ 공통사항

탐구(사회/과학) 영역 

반영방법

  - 영역 내 2과목을 반영함

  -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 1과목으로 대체 인정함

  - 탐구영역 중 직업탐구는 반영하지 않음

 나. 수능 영어영역 등급 점수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환산점수 135 130 123 114 103 94 87 82 79

 다. 수능 한국사영역 반영 방법

  • 수능 한국사 영역 필수 응시 (점수 반영 안함)

  ※ 수능 한국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수능 전형성적 산출방법

모집단위 수능 전형성적 산출방법

 【가】【나】【다】군 전 모집단위
 ※ 단,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제외

 • 국어점수 + 수학점수 + 영어점수 + 탐구점수를 합산한 점수
 ※ IT대학 지원자 : 수학 ‘가’형 응시자는 수학점수의 2% 가산

 【가】군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 수능상위 1개 영역 점수 × 수능영역별배점
수능영역별환산점수

 

 ※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성적이 가장 높은 1개 영역을 400점으로 환산 

■ 공통사항

  •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점수는 표준점수를 사용함

  • 영어영역의 점수는 우리 대학교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함

  • 탐구영역 표준점수 산출방법 : 2개 과목의 표준점수를 합산한 점수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 1과목으로 대체 인정함)

  • 수능 영역별 산출점수 및 가산점, 총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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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실기고사

 가. 실기고사 대상 및 종목

군 모집단위 일자 실기종목(3종목) 평가방법 배점

【가】군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2021. 1. 19(화)

필수
(2종목)

100m 구간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3종목에 대한

실기측정
종목별 200점

선택
(1종목)

Z자 달리기
메디신볼 던지기

 • 고사장 및 실기시간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2021. 1. 15(금)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bufs.ac.kr)에서 조회

 • 코로나19로 인하여 실기종목 및 측정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실기종목별 점수기준표

         종목

   점수

남자

100m 구간달리기
[1/100초]

제자리 멀리뛰기
[cm]

Z자 달리기
[1/100초]

메디신볼 던지기
[m]

200 11.80이하 275이상 13.80이하 10.80이상

195 11.81~11.95 272~274 13.81~13.88 10.49~10.79

190 11.96~12.10 269~271 13.89~13.96 10.18~10.48

185 12.11~12.25 266~268 13.97~14.04 9.87~10.17

180 12.26~12.40 263~265 14.05~14.12 9.56~9.86

175 12.41~12.55 260~262 14.13~14.20 9.25~9.55

170 12.56~12.70 257~259 14.21~14.28 8.94~9.24

165 12.71~12.85 254~256 14.29~14.36 8.63~8.93

160 12.86~13.00 251~253 14.37~14.44 8.32~8.62

155 13.01~13.15 248~250 14.45~14.52 8.01~8.31

150 13.16~13.30 245~247 14.53~15.60 7.70~8.00

145 13.31~13.45 242~244 15.61~15.68 7.39~7.69

140 13.46이상 241이하 15.69이상 7.38이하

         종목

   점수

여자

100m 구간달리기
[1/100초]

제자리 멀리뛰기
[cm]

Z자 달리기
[1/100초]

메디신볼 던지기
[m]

200 14.00이하 225이상 15.39이하 7.70이상

195 14.01~14.15 222~224 15.40~15.47 7.39~7.69

190 14.16~14.30 219~221 15.48~15.55 7.08~7.38

185 14.31~14.45 216~218 15.56~15.63 6.77~7.07

180 14.46~14.60 213~215 15.64~15.71 6.46~6.76

175 14.61~14.75 210~212 15.72~15.79 6.15~6.45

170 14.76~14.90 207~209 15.80~15.87 5.84~6.14

165 14.91~15.05 204~206 15.88~15.95 5.53~5.83

160 15.06~15.20 201~203 15.96~16.03 5.22~5.52

155 15.21~15.35 198~200 16.04~16.11 4.91~5.21

150 15.36~15.50 195~197 16.12~16.19 4.60~4.90

145 15.51~15.65 192~194 16.20~16.27 4.29~4.59

140 15.66이상 191이하 16.28이상 4.28이하

 다. 유의사항

 •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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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2020학년도 정시모집 입시결과
▶ 전년도 입시결과는 최종등록자(100%컷)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

▶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직업탐구 제외) 영역의 표준점수 합산

▶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임베디드IT학부, 전자로봇공학과 지원자 중 수학 '가'형 응시자는 수학점수 2% 가산점 포함

모집
군

2021학년도
(신모집단위)

2020학년도
(구모집단위)

모집
인원

경쟁률
추가합격

인원
(예비순위)

수능 표준점수 수능 등급

평균 최저 평균 최저

가

영어학부 영어학부 25 2.80 33 448.0 419.0 3.95 4.50

일본어융합학부 일본어창의융합학부 29 2.83 43 425.3 394.0 4.44 5.25

중국학부 중국학부 21 2.71 23 440.5 424.0 4.07 4.50

G2융합학과 G2(영·중)융합학부 19 4.89 41 432.9 421.0 4.28 4.75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20 3.25 28 417.0 398.0 4.62 5.00

빅데이터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임베디드IT학부 17 3.00 35 369.1 317.0 5.72 6.88

전자로봇공학과 전자로봇공학과 14 6.00 17 420.8 409.0 4.57 4.88

나

경영학과
경영학부 25 2.88 41 430.9 387.0 4.36 5.38

세무회계학과

국제비서학과 국제비서학과 10 3.90 18 424.7 411.0 4.50 4.88

경제금융학과 경제금융학과 17 2.65 21 413.9 378.0 4.69 5.63

국제무역학과
국제무역·마케팅학부 21 2.86 33 438.0 406.0 4.15 5.00

미주비즈니스학과

영상콘텐츠융합학과 영상콘텐츠융합학과 6 4.83 11 436.0 425.0 4.25 4.50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5 4.00 13 421.4 400.0 4.53 5.00

국제학부 국제학부 11 2.82 18 426.5 387.0 4.42 5.50

경찰행정학과 경찰정보보호학부(경찰행정전공) 7 4.14 8 450.7 436.0 3.89 4.25

사이버경찰학과 경찰정보보호학부(사이버경찰전공) 3 5.67 2 445.7 438.0 4.04 4.25

정보보호학과 경찰정보보호학부(정보보호전공) 4 8.25 8 430.5 419.0 4.16 4.38

상담심리학과(신설) - - - - - - - -

항공서비스학과(신설) - - - - - - - -

다

프랑스어과

유럽학부 29 3.69 67 423.7 395.0 4.48 5.13독일어과

이탈리아어과

유럽지역통상학과 유럽지역통상학과 9 3.67 14 411.2 393.0 4.72 5.13

스페인어과
중남미학부 19 4.68 46 443.8 424.0 4.07 4.50

포르투갈(브라질)어과

러시아학과
러시아·터키중앙아시아학부 28 3.61 47 433.9 404.0 4.23 4.75

터키·중앙아시아어과

태국어과

동남아창의융합학부 36 3.86 57 440.8 410.0 4.08 4.88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

베트남어과

미얀마어과

아랍학과 아랍지역학과 6 3.50 7 463.0 452.0 3.68 3.88

인도학과 인도학부 15 2.80 26 406.5 335.0 4.90 6.38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문화학부 16 4.69 36 422.8 405.0 4.50 5.00

글로벌인재학부(신설)
역사관광·외교학부 18 4.06 46 417.1 384.0 4.64 5.38

호텔·관광·컨벤션학부(신설)

* 스포츠산업학부

- 수능성적 반영방법 : 수능상위 1개 영역 점수 X 2

- 반영비율 : 수능성적 40%(400점) + 실기점수 60%(600점)

모집
군

2021학년도
(신모집단위)

2020학년도
(구모집단위)

모집 경쟁률
추가합격

인원
(예비순위)

수능  표준점수 수능 등급

평균 최저 평균 최저

가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부 15 4.13 12 234.2 206 5.53 6.63

스포츠재활학과(신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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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대학생활 안내

 

학생복지팀 : 051-509-5160 학사지원팀 : 051-509-5182~3 학생기숙사 : 051-509-6971 학군단 : 051-509-6722~3

※ 대학생활 안내는 대학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의 홈페이지 또는 유선 확인을 통해 최종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입생 장학제도

장학명칭 지급대상 장학금액 지급조건

수석장학금
전체수석 전체 수석합격자(정시 수능성적 반영 기준) 4년 등록금 전액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

단대수석 단과대학 수석합격자(정시 수능성적 반영 기준) 1년 등록금 전액

수능우수 
장학금

수능우수1 수능 영어 1등급 + 국어, 수학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 4년 등록금 전액

수능우수2 수능 영어 1등급 + 국어, 수학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1년 등록금 전액

수능우수3 수능 영어 1등급 1학기 등록금 전액 -

글로벌챌린저
장학금

【수시/정시 최초합격자 전원 장학금 지급】

  외국어능력우수자전형, 
  체육경기실적우수자전형, 
  재외국민전형은 제외함

A형 전형별 모집단위의 모집인원 성적상위 20% 이내 1,500,000원

B형 전형별 모집단위의 모집인원 성적상위 50% 이내 1,000,000원

C형 전형별 모집단위의 모집인원 성적상위 50% 미만 500,000원

성지재단고교장학금 부산성지학원 고교 출신자 1학기 수업료 1/4 -

보훈 및 귀순자장학금 보훈청과 통일부에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자 4년 등록금 전액

[국가유공자 본인]
 성적 제한없음 

[자녀] 
 직전학기 평점 1.88 이상

참사랑장학금

중증장애(1,2,3급) 등급을 보유한 자 4년 수업료 2/3 [장애인 본인-중증] 
직전학기 평점 1.88 이상
[장애인 자녀, 본인-경증]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경증장애(4,5,6급) 등급을 보유한 자, 
보호자가 장애인(3급 이내)인 자(소득 7분위 이내)

4년 수업료 1/3

무지개장학금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자(소득 7분위 이내) 4년 수업료 1/3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가족장학금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 중인 자 수업료 1/3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역인재장학금

• (내신) 고교석차 3등급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3등급 이내(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 (수능) 수능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신청자에 한해 학교선발 심사 후 개별 통보함
※ 한국장학재단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안내는 추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년수 다름

직전학기 평점 2.76 이상

 

 •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재학생 장학제도는 추후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

 •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상위 장학금을 지급함.

 • 2학기 이상 지급되는 수석 및 수능우수장학금 등은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5 이상이어야 함.

 • 직전학기 평점평균을 반영할 경우 1·2·3학년은 15학점 이상, 4학년은 9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수능 성적이 없으면 전체 또는 단대 수석 장학생에서 제외함.

 • 등록금 전액이라 함은 입학금 + 수업료임.

 • 글로벌챌린저장학금의 등급별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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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제도

 가. 복수전공
  • 재학 중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각 전공에 대한 기준 학점 이수 시 2개 이상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이수방법 및 인정 : 주전공 45학점 이상, 복수전공 33학점 이상 취득

 나. 부전공
  • 주전공 이외에 타전공 교과목에 대한 기준 학점 이수 시 ‘부전공’으로 인정하여 표시되는 제도입니다.

   - 이수방법 및 인정 : 주전공 54학점 이상, 복수전공 18학점 이상 취득

 다. 연계전공
  •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을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산업체, 기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공을 말하며, 누구나 신청 가

능합니다.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외 직무중심, 현장실습형 연계전공 등 다양한 연계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수방법 및 인정 : 해당 연계전공과목으로 최소 33학점 이수 

 라. 전과
  • 우리 대학 내에서의 소속 학부(과) 변경을 말하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부(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 진급 시까지 가능합니다.

   - 이수방법 및 인정 : 전과한 자는 전입 학부(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기 취득한 교양학점은 인정

 마. 교직과정
  • 학부(과)의 심사를 거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재학 중 교직전공과목 이수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을 거쳐 중등학

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졸업 후 교사로 진출 가능합니다. 

  • 2학년 1학기 과정 수료자 중 성적과 인·적성 등을 고려해 2학년 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외대 교직과정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kyojik.bufs.ac.kr)

     ※ 교직과정 운영 학과 및 교직승인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학·석사연계과정
  • 학사 및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말하며, 학사과정과 동일한 학과의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사 및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을 각각 1학기씩 단축(학사 3.5년+석사 1.5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학사과정의 6학기(3학년 2학기) 또는 7학기(4학년 1학기) 진급전에 신청 가능하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모집정원의 

    50% 이내에서 선발 가능

학부/학과 인원 학부/학과 인원

영어학부 7 일본어융합학부 3

중국학부 중국어전공 3프랑스어과 3
아랍학과 3

독일어과 2
경영학과 2

스페인어과 3 세무회계학과 4

러시아학과 2 전자로봇공학과 3

http://kyojik.b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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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

 가. 이용시간

 

구분 학기중 방학중

자료실
(1F~4F)

월~금 09:00 ~ 21:00 10:00 ~ 17:00

토요일 09:00 ~ 13:00 휴실

열람실
1F 연중무휴(07:00 ~ 24:00)

※ 시험기간 중 24시간 개방
5F 시험기간 중 운영

 나. 도서대출 권수 및 기간

 

신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비고

학부생(휴학생) 10권 14일 - 1회 연장으로 최대 2배 이용 
- 단, 예약도서 제외대학원생 20권 30일

   ※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 희망도서 신청서비스와 원문복사/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층별 시설 안내

 

4F
제2주제자료실
대출반납│일반도서(500~999)│영어읽기교재│특수외국어컬렉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읽기교재│스터디룸│노트북존│학술정보팀│도서관장실

3F
제1주제자료실
대출반납│일반도서(000~499)│수험서│지정도서│캐럴│스터디룸│정보검색존

2F
글로컬자료실
대출반납│세계언어자료│연속간행물│인터넷존(출력/복사)│W-Stage│스터디룸
세미나실│CORE컬렉션│동남아컬렉션│중남미컬렉션

1F
Information
대출반납│비도서│취업정보│인사이드 커리어(LINC+) 
세미나실│금샘소극장│L Cafe│열람실│좌석발급기│도서반납함 

B1 보존 서고(HB11)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공부하고 싶을 때나 쉬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가는 행복한 곳, 중앙도서관은 모든 공간이 스마트기기 사용

이 가능한 스마트 학습 공간으로 다양한 주제의 언어별 도서와 전자자료를 갖춘 세계로 통하는 열린 지식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꿈의 놀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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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자자료(동영상강좌/전자저널/학술DB/전자잡지/전자책/오디오북)

 

동영상 

강좌

ITGO(미르에이스) IT 전문 콘텐츠 및 최신강좌 총1,659강좌(자격증강좌, IT실무강좌)

SERI&U(아이디씨아시아) 비즈니스 현장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지식 콘텐츠(삼성경제연구소)

능률교육외국어학습센터(소프트투어) 
일반영어, 수험영어, 실용영어, 일본어, 중국어, 비즈니스영어, 취업

대비, 공무원 영어 등

스마트앱북(스마트앱북) 토익/텝스/다양한 장르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에듀윌(참정보)
9급 공무원 직렬 13개 과정, 경찰공무원+부사관, 시사상식/취업/진로/리

더십 등

취업뽀개기(e-정보지원센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10분야, 블라인드 자소서, 블라인드 면접 등, 대기

업, 강소기업, 외국계기업, 중견기업, 유망스타트기업 대비

전자저널

DBpia(누리미디어) 학술논문 원문 서비스로 학술논문, 저널 제공

e-article(학술교육원) 국내 600여 학술단체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한 원문 데이터베이스

KISS(한국학술정보) 
학술지의 서지, 원문정보를 제공하는 통합검색 서비스로 전 주제 분야 

학술지 제공

스콜라(교보문고) '교보문고 스콜라'와 '뉴논문' 서비스를 통합한 국내학술논문 전문사이트 

CAJ with CDMD(신원데이터넷) 중국 최대 전자저널 DB

학술DB

E-CIP컨텐츠서비스(대양정보) 신간도서목록 검색, 희망도서 신청, 국내외 신문&잡지 제공

KRpia(누리미디어)
한국학 전문 레퍼런스에서 일반인을 위한 교양 콘텐츠를 아우르는 한국

문화 콘텐츠

동방미디어 KoreaA2Z(동방미디어)
한국학 각 분야의 전문 학술 DB콘텐츠, 각 분야 전문가의 문화, 

예술 등 동영상 강좌

KSDC DB(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국내 조사자료DB, 국내외 통계자료DB, 온라인 분석시스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제공 

로앤비법률정보(지디아이) 판례, 법규, 문헌, 법조인, 뉴스 등 제공

EBSCOhost CP(EBSCO Korea)
전 주제분야 학술DB(Academic Search Complete/Business Source

Complete)

PQDT Global(ProQuest한국지사) 전세계 석/박사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로 서지정보와 원문 제공

RefWorks(ProQuest한국지사) 참고문헌 관리와 논문작성을 처리할 수 있는 웹 기반 서지관리 서비스

전자잡지

모아진 전자잡지(플랜티엠) 국내잡지 215종 과월호 10년치, 기사DB 70만개 Meta 검색 연동

PressReader(제이브라이튼) 
전세계 100개국(60개 언어이상) 7,000여 타이틀에 대한 신문, 최신 매거

진 정보 제공 

전자책

EBSCO eBook(EBSCO Korea) 전분야 해외 학술 ebook 

통합전자책
서로 다른 전자책을 하나의 페이지에서 통합하여 이용(교보, 영풍,

우리, 유프레스, 인터파크)

오디오북 오디언소리 오디오북(라온스토리) 귀로 읽는 오디오북 

기타
카피킬러(무하유) , 턴잇인(턴잇인코리아) 연구윤리준수 및 표절예방을 위한 표절검사서비스 

Tory-VOD(도서관발전연구원) 350편 영화 제공, 매월 10편 신작 업그레이드, 교내 이용 가능

    ※ 모든 전자자료서비스는 도서관홈페이지(https://library.bufs.ac.kr)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가능)

 마. 도서관에서 즐기는 독서역량강화 및 문화 프로그램

 

• BUFS다독다독(多讀多讀) : 책 읽는 즐거움, 독서리뷰쓰기
• 도서관마일리지장학금 : 도서관 우수 이용자를 위한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

• BUFS명저읽기평가 : 명저읽기평가시스템을 활용한 독서력 평가 • 도서관이용교육 : 도서관 활용법 이해

• 교과연계독후감공모전 : 학부 독서 수업 관련 독후감 공모전 • 전자정보박람회 : 전자정보 활용법 이해

• 영화상영 : 영화와 함께 힐링~
• 원북원 부산운동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주관 범시민독서

                   생활화운동

    ※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library.b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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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숙사

 가. 입사가능인원
  • 학생기숙사 : 1,328명(남학생 458명, 여학생 870명), 2인 1실 

   - 공용시설 : 헬스장, 식당, 휴게실, 정독실, 샤워실, 편의점, 세탁실, 다림실, R.C. Room, 사생자치회실 

   - 개인시설 : 개인침대, 책상, 의자, 옷장, 인터넷공유기

   

  • 외성생활관 : 328명(원룸 2인실 200명, 원룸 3인실 108명, 투룸 2인실 20명) 

   - 공용시설 : 조리실, 세탁실, 다림실, 휴게실, 기도실, 정독실, 헬스장 

   - 개인시설 : 개인침대, 책상, 의자, 옷장, 냉장고, 인터넷공유기

 나. 학기별 선발일정

 

학기 모집구분 신청기간 비고

1학기
재학생 매년 12월

세부내용 공지사항 참조신입생 매년 1월 말 ~ 2월 초

2학기 재학생 매년 6월 ~ 7월 초

    ※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에 맞춰 선발 일정은 변동 가능성 있음

 다. 학기별 선발일정

 

구분
학생기숙사

외성생활관
연간 거주자 학기 거주자

선발비율
재학생

수용인원의 65% 수용인원의 35% -
신입생

지원자격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평점 2.5이상 전체(단, 여학생만 지원 가능)

신입생 해당 학년도 합격자 신청불가

거주지역 타지역 타지역

선발방법

1. 성적우수자

 - 재학생 : 본교에서 취득한 직전학기 성적

 - 신입생 : 입학지원 시, 최종합격 성적반영

2. 순위

 - 직선상의 거리반영(성적 동점자 발생 시에만 반영)

● 선착순 모집(성적관계없음)

 - 1차 선발 : 부산 거주자 제외

             (강서구 및 기장군 포함)

 - 2차 선발 : 부산 거주자 포함

거주기간

합격 시 해당년도 2학기 

거주보장

(1학기 선발 시에만 적용)

합격 시 한학기 

거주보장
합격 시 한학기 거주보장

관리비
- 관리비 : 미정

- 보증금 : 100,000원

- 관리비 : 미정

- 보증금 : 100,000원

- 관리비 : 미정

- 보증금 : 100,000원

- 관리비 : 미정

- 보증금 : 100,000원

식비 미정 자율

 
    ※ 관리비 및 식비는 2021학년도 모집 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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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참여 프로그램
 

만오교양대학 F211

051.509.6527 / 6613 / 6615

교수학습개발원 F205

051.509.5276 / 6486

사회기여센터 F307

051.509.6528 / 6530

• AHP 비교과 프로그램

 (AHP과정 참여자 대상)

• RC 비교과 프로그램

 (기숙사생 대상)

• 글쓰기센터 교육 프로그램

• 기초역량 학습법 특강

• 대학생활백서 공모전

• 미니콘서트

• 자기계발과 행복 특강

• 미래비전 경진대회

• 아르케 독서에세이 대회

• 아르케 디베이팅 대회

• 아르케 프레젠테이션 대회

• 온라인/오프라인 글쓰기 첨삭 

 프로그램

• 글쓰기 튜터 양성 프로그램

• Learning Ambassador

• NOMAD 학습공동체

• 캡스톤 디자인공모전

• 학습 UCC 공모전

• 학습법 특강

• 학습 멘토링

• BUFS 학습페스티벌

• 외국어학습지원 멘토링

• 교실탄뎀 / 기숙사탄뎀

• 아웃탄뎀(기숙사생 대상)

• E-탄뎀

• 탄뎀존 및 탄뎀학습공동체

• 탄뎀 카페

• BUFS 국제협력단

• BUFS 봉사의 날

•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학생상담센터 F515

051.509.5019

• 마음벗 또래상담

• 참여자 중심 상담 프로그램

 (개인 및 집단 상담)

[굿바이 스트레스, 꿈 톡톡 두드림, 꺼

져 자존감, 미움 받을 용기 등]

취업지원센터/해외취업센터 F101

051.509.5952

진로개발센터 F101

051.509.5956 / 5957 / 5958 / 5960

• 진로취업 특강 및 캠프

• 진로취업 WEEK

• 직무 및 자격증 과정

• 학부(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 모의면접(셀프뷰 및 AI면접) 지원

• K-Move 미국 통번역과정

• K-Move 일본 사무직과정

• 청해진대학 일본 IT과정

• 청해진대학 베트남 무역·물류과정

• BUFS 산학어울림

 [강소기업 탐방 및 CEO 특강]

• BIG ME 진로 학기제

• 또래탄뎀 ‘진로심기(진심)’ 프로

 그램

• 또래탄뎀 진로멘토 ‘꿈드림’ 

 양성 프로그램

• 또래탄뎀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 또래탄뎀 진로 UCC 공모전

• 유형별 진로 컨설팅

• 꿈꾸라 진로

글로벌융합교육원 D440

051.509.5612

• GTE 협력아카데미

• 야생화 플러스

• 글로벌 테마로드

• 해신프로젝트

국제교류팀 F201

051.509.5322 / 5323

통역번역센터 A302

051.509.5125

교육혁신IR센터 F208

051.509.5376 / 5431 / 5377 / 5748

• BUFS 지구촌 축제(외국인 대상)

• BUFS 문화원 프로그램(11월~)

• 문화탄뎀 프로그램(외국인 대상)

• 베스트UCC 공모전

• B-Wake 프로그램

• K-통역 Pro-Bono
• K-NSSE 진단검사

• 대학생핵심역량조사

• 신입생/졸업예정자 대학 경험

 조사

• 비교과 프로그램

 - BUFS 독서동아리

 - IoT, 영상패턴인식 기술 활용을 통

한 IT분야 취업진로강화 SW교육 

창업교육센터 F101

051.509.6987

국제통상연구소 D440

051.509.6527

• 창업사관학교

• 창업아카데미

• 창업동아리

• 창업캠프

• 창업경진대회

• 금사공단 지역거리 캠페인

    ※ 위 프로그램은 2020년 기준으로, 2021년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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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OTC
  

 • 미래를 위한 젊은 도전 학군사관(ROTC)

  - ROTC는는 우리 대학 재학생 중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2년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 모집안내

  - 모집대상 : 1,2학년 남학생 및 여학생

  -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27세 이하,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매학년 평균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 문의처 : 학군단 행정실(A동 108호)  ☎ 051-509-6722~3

 • 후보생 혜택

  - 전공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 생활과 더불어 장교 양성과정에 참여 가능

  - 조직관리의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

  -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 지급(300만원) 및 매월 교보재비(7만원) 지급

  - 대학에서 우수 후보생에게 ROTC 장학금 지급, ROTC 총동문회 등 각종 단체 장학금 지원

  - 해외 전·사적지 탐방 / 4학년 대상 연 1회

  - 국내 안보현장 견학 / 3, 4학년 대상 연 1회

  - 국내 전사적지 탐방 / 3학년 대상 연 1회

 • 임관 후 군 복무 시 혜택

  - 장교 과정 중 최단기간 복무(28개월)

  -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근무와 장기 복무 가능(지원, 선발)

  - 군 숙소, 병원, 휴양 시설, 면세 매점 이용 등 복지혜택 제공

  - 임관 시 연봉 약 2,500만원 수준. 단기 복무 전역 시 약 3,500만원 이상 목돈 마련 가능

  - 군 복무 기간 중 숙소 제공 및 출·퇴근 보장, 지속적인 자기계발 가능, 장기 복무 시 국비 위탁교육 가능 (석사,   박사 과

정) 등

 • 전역 후 혜택

  - 각계각층의 ROTC 선후배들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전국 ROTC동문(단체) 가입

    ※ 현재 전국 시·도 단위, 직장별 동문회 결성(약 20만 명 규모)

  - 대학 및 학군단 각종 행사 시 초청/예우 등

  - 기업체 입사 시 장교 출신 우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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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시는 길

 가. 캠퍼스 주소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857-1)

 나. 교통편

  • 도시철도 이용

 

  • 버스 이용

 

  • 승용차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