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추가모집 안내

■ 2022학년도 추가모집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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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1) 전형구분 :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수능위주(일반전형), 정원외
내 용

일 정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서류제출

비 고

2022. 2. 22(화) 09:00 ~ 23(수) 18:00까지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주)진학어플라이

2022. 2. 22(화) 09:00 ~ 23(수) 19:00까지

【서류 제출방법】
- FAX 또는 원본 제출(FAX : 051-509-5307)
: 2022. 2. 23(수) 19:00까지 도착
【서류 제출처】
(우) 46234 부산광역시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입학관리팀
FAX 051)509-5307, ☎ 051)509-5302∼5

발표

2022. 2. 25(금) 15:00 예정

등록

2022. 2. 25(금) 16:00 ~ 26(토) 11:00까지

최초합격자

추가합격자
(미등록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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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등록

2022. 2. 26(토) 11:00 ~ 27(일) 21:00까지
※ 우리 대학교 일정에 따라 수시로 발표
2022. 2. 26(토) ~ 28(월)까지
※ 개별 추가합격 통보 시 안내

【개별 통보하지 않음】
・발표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등록 : 부산은행 본인 가상계좌 온라인 납부
【개별 통보함】
・발표 : 개별 통보
・등록 : 부산은행 본인 가상계좌 온라인 납부

주요사항

구분

전형명

정원내

일반전형
(학생부교과)

지원자격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외국고교 지원불가

전형요소 반영비율
학생부 교과성적
100%

>>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enter.bufs.ac.kr)에 접속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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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수험생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장학금 안내

▶ 만학도 장학금 지급 기준 : 만 23세 이상(학기개시일 기준, 1999년 3월 1일 이전 출생)
▶ 만학도 장학금액 : 입학 첫학기 등록금의 70% 감면, 이후 학기는 학점에 따라 차등지원함
- 학점 4.0 이상: 70% 감면
- 학점 3.0 이상: 50% 감면
▶ 무지개장학금 :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자(소득 7분위 이내)
- 4년 수업료 1/3 (직전 학기 평점 2.0 이상)
※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상위 장학금을 지급함

■ 2022학년도 학부(과) 현황 >>바로가기<<
모집단위

2022학년도 슬로건

영어학부

영어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

프랑스어과

프랑스 어문학과 문화 및 지역사정에

능통한 불어 전문인 양성

독일어과

“21세기 학문과 취업? 독일이

스페인어과

5억 인구의 언어 스페인어와 21C 미래대륙 중남미로

포르투갈(브라질)어과 (●)

중남미 경제대국 브라질, 신흥강국

이탈리아어과 (●)

경쟁력 있는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지역전문가 양성

러시아학과 (●)

가자! 세계 최대의 대륙, 유라시아로~

터키・중앙아시아어과

(●)

답이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향해 도약하자!

미래 잠재력을 가진 신흥강자 터키, 유라시아 인재양성의 요람 터키중앙아시아어과!

유럽지역통상학과 (●)

아름다운 문화, 세계최대시장, 유럽지역통상전문가가 되자

한국어교육학과 (●)

한국어교원2급자격 취득!!!, 세계를

일본어융합학부

일본어에 융합의 옷을 입히다!!

중국학부

세계의 중심, 차세대 중국 인재 양성 학부

태국어과 (●)

“어메이징 타이랜드, 언빌리버블 태국어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 (●)

우리들의 '무한한' 미래공작소,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베트남어과 (●)

신남방정책 중심국가 베트남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곳 !

미얀마어과 (●)

미리, 미래, 미얀마

인도지역통상학과 (●)

"전 세계로 부상하는 거대시장 인도지역통상학과"

아랍학과 (●)

뉴노멀시대에도 블루오션 아랍세계로!!!

G2융합학과 (●)

세계는 G2시대 ! 우리는 G2인재 !

영상콘텐츠융합학과

영화, 방송, 광고, sns, AR, VR까지 모두! 여기서! 우리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의

상담심리학과

다문화, 글로벌시대의 상담전문가 양성

국제학부

2학년 진학시 학과 전공 선택이
구촌

자유로운 글로벌자율전공, 세계인을 만나는 작은 지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외교 및

국제개발 인재 양성

외교・국제개발학부

(●)

무대로 한국어교사의 길로!!!

요람
선도학과

경찰행정학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경찰 양성의 요람”

사이버경찰학과

사이버범죄◾테러 대응 최정예 화이트

스마트융합보안학과 (●)

취업 100% 보장! 화이트해커를 넘어

인공지능⋅로봇⋅드론 보안 스펙을 담자

사회체육학과

건강과 행복의 시대, 사회체육지도자

전문 양성 학과

스포츠재활학과

스포츠재활 전문가! 미래유망직업!

경영학과 (●)

경영과 외국어를 함께 배우다. 세계로

스마트자산경영학과 (●)

“AI시대를 지배하는 스마트리더!

국제마케팅학과

뉴노멀 시대의 실천적 글로벌 마케터!(Phronetic Global Marketer in New Normal!)

국제무역학과 (●)

"Global Business is in your Hand."

경제금융학과 (●)

글로벌 경제시대의 ‘핵인싸’ 경제금융학과

국제비서학과 (●)

비서, 호텔리어, 항공 승무원 등 다양한 진로, 국제비서학과에서 이루세요!

항공서비스학과

K-항공서비스의 시작! 항공서비스학과의

호텔・관광학부 (●)

글로벌 문화를 이끄는 호텔관광학부

컴퓨터공학과 (●)

다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으로!

소프트웨어학부 (●)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사물인터넷(IoT)과 소프트웨어의 창의적 융합!

인공지능융합학과 (●)

인공지능 융합기술 전문가를 양성 요람, 인공지능융합학과

빅데이터학과 (●)

빅데이터 전문가 교육을 선도하는 학과

해커 및 사이버수사관

나아가는 글로컬 경영학과!

영앤리치를 꿈꾸는 자! - 스마트자산경영학과로!”

새로운 기준!

(●): 추가모집 우선학과

■ BUFS TV 홍보영상 모음

(46234) 부산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본관 3층 입학관리팀
TEL : 051)509-5302~5 [상담시간 : 10:00 ~ 17:00]
카카오톡 입시상담(카카오톡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검색)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s://enter.bufs.ac.kr
김용구 교수 010-7182-8188
deankim@b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