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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용철 교수, 김정태 교수, 정완영 교수, 정중현 교수, 정진문 교수, 임권택 교수



항구발전과 세계해양기술 혁신을 위한 협의체인 세계항구도시대

학연맹(PUL·Port-city Universities League) 2013년 연차회의가 3

박4일 일정으로 10월 17일 부경대학교에서 열렸다. ‘친환경 항구,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한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부

경대 주최로 중국 상하이와 대련, 일본 요코하마, 영국 런던, 터키 

이스탄불, 포르투갈 리스본, 인도 마드라스, 베트남 호치민, 한국 

부산과 인천 등 세계 8개국의 유명 항구도시에 위치한 10개 대학

의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대학은 중국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와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일본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터키 Istanbul Technical 

University, 포르투칼 University of Lisbon, 베트남 HCMC 

University of Technology,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한국 부경대와 인천대 등이다. 

이들은 17일 개막식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친환경 조선기술, △

환경 및 자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이어 18일에는 △물

류 및 해양법, △생태도시 및 친환경 항구, △해양문화 및 관광, △

해양과학기술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한·중·일 3개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19일에는 PUL 총회와 부산항 

견학을,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낙동강 하구둑 등을 둘러보는 에코

투어가 이어졌다. PUL 사무국인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야마다 

부총장은 17일 개회사를 통해 “PUL은 지난 2006년 출범한 이래 

참가대학이 해마다 늘어나 항구와 도시발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8개국 항구도시 대학관계자들이 부경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8개국 항구도시 대학들, 부경대 모였다
세계항구도시대학연맹(PUL) 개최





부경대생들이 제2회 대학(원)생 광산개발기술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주인공은 에너지자원공학과 송진영, 박세범, 박보영 등 3명. 

이들은 8월 28일 한국광물자원공사 주관으로 열린 ‘제2회 대학(원)생 광산개발기술

경진대회(2013 COREA 경진대회 Part 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상금 500

만원의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부경대 에너지자원공학과는 이번 대회에서 대상과 

함께 우수상(이현규, 이성재, 장미향), 최다수상대학상(단체상)까지 휩쓸어 주목을 

받았다. 이 대회는 우수 광산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지질학 및 자원공학 대

학(원)생 대상으로 3차원 모델링을 이용한 광산개발 기술을 겨루는 국내 유일의 대

회다.  대상을 받은 부경대생들은 공사가 제시한 시추공, 광구, 도로 등의 자료를 분

석, 3차원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신뢰수준에 따른 등급별 매장량과 경제성을 고려한 

가채광량을 적절히 평가해 냈다고 인정받았다. 

에너지자원공학과 광산개발기술경진대회 대상

▲ 송진영, 박세범, 박보영 학생





장성록 교수(안전공학과)가 최근 제주도 서귀포칼호텔에서 열린 대한인간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

회에서 제17대 대한인간공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1982년에 설립된 대한인간공학회는 인체공학, 감성공학, 사용자 인터페이스, 작업자 안전보건 등 인간공

학 관련 학문과 기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장성록 교수
대한인간공학회장 선출

▲ 장성록 교수









▲ 임지섭, 윤형선, 권다솜, 김남훈 학생









▲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건설기술교육원 전경





포토 뉴스











 부경대 톺아보기





구분 원서접수 일정

일반대학원 2013. 12. 2.(월) ~ 12. 17.(화)

경영대학원 2013. 1. 6.(월) ~ 1. 10.(금)

산업대학원 2013. 12. 11.(수) ~ 12. 20.(금) 

글로벌수산대학원 2013. 1. 6.(월) ~ 1. 10.(금)

과학기술융합전문대학원 2013. 12. 2.(월) ~ 12. 17.(화)

인터넷 접수 
부경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pknu.ac.kr



계열 또는 모집 단위 총점 학생부 수능 실기고사 면접고사

인문·사회계 / 자연계 1,000점 - 1,000점 - -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1,000점 - 900점 - 100점

시각·공업·패션 디자인학과 1,000점 300점 300점 400점 -

해양스포츠학과 1,000점 300점 300점 400점 -

계열 또는 모집 단위 총점 학생부 수능 실기고사 면접고사

전 모집단위 
(시각·공업·패션 디자인학과 제외)

1,000점 500점 500점 - -

시각·공업 디자인학과 1,000점 - 300점 700점 -

패션디자인학과 1,000점 300점 300점 400점 -

구분

반영 영역 및 유형

국어 수학 영어
탐구

A B A B A B

인문·사회계 - ○ ○ - - ○ 사탐(2과목)

자연계 ○ - - ○ - ○ 과탐(2과목)

예·체능계 ○ - - - ○ -
사탐 또는 과탐(1과

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계

인문·사회계 30% 20% 30% 20% 100%

자연계 20% 30% 30% 20% 100%

예·체능계 35% - 35% 30% 100%

김창준  350,000,000 

농어촌희망재단  67,000,000 

부경대학교총동창회  43,000,000 

수협중앙회  40,000,000 

김영복(엘씨텍㈜)  30,000,000 

(재)협성문화재단  21,603,000 

(재)그레고리오  20,000,000 

한국셀석유주식회사  20,000,000 

유니온스틸장학회  19,500,000 

69동기회  17,170,000 

신라문화장학재단  14,650,000 

열린사이버대학교  13,000,000 

(주)씨에프씨테라메이트  10,000,000 

BS금융희망나눔재단  10,000,000 

고영탁(주)성수  10,000,000 

태술장학재단  8,000,000 

(재)정수장학회  7,621,000 

(재)운봉장학문화재단  6,388,500 

부경버스 김창식  6,000,000 

팔라우공화국 한파그룹 하순섭회장  6,000,000 

사학과 대학원생  5,500,000 

(주)비엠인터네셔널  5,000,000 

금속공학과 이종문  5,000,000 

김금열(오로라무역(주)  5,000,000 

대한산업안전협회  5,000,000 

삼신어구 박광제  5,000,000 

KPX문화재단  4,347,000 

한국콩스버스마리타임  4,347,000 

(재)남곡학술재단  4,000,000 

(주)세정아이앤씨  4,000,000 

생명보험협회  4,000,000 

송원문화재단  4,000,000 

미래의동반자재단  3,406,000 

유아교육과 이정화  3,400,000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3,173,500 

국민은행  3,000,000 

김상규(용당구내서점)  3,000,000 

김선동(주)한-트레이드  3,000,000 

소방공학과 박외철  3,000,000 

양득재(정필)  3,000,000 

(주)동방  2,173,500 

KT나눔재단  2,173,500 

미왕㈜  2,173,500 

(재)산학협동재단  2,000,000 

경성산업 김경조  2,000,000 

노영국(금성수산)  2,000,000 

농협대연동지점  2,000,000 

목정장학회(재)  2,000,000 

선암장학재단  2,000,000 

성산교회  2,000,000 

수협수경사랑 물사랑회  2,000,000 

아시아냉장㈜  2,000,000 

정두진((주)이에프)  2,000,000 

화학공학과 임준혁  2,000,000 

(재)영풍문화재단  1,900,000 

(재)하림장학재단  1,800,000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21,450 

운파문화장학재단  1,500,000 

KSD나눔재단  1,479,000 

육군ROTC 49기 동기회  1,200,000 

양재식(양준호)  1,200,000 

전홍규  1,200,000 

(주)천재교육  1,000,000 

대한인쇄문화협회  1,000,000 

새부산로타리클럽  1,000,000 

씨제이이앤엠㈜  1,000,000 

양필석  1,000,000 

이종원((주)명성피셔리)  1,000,000 

정성진(동원산업(주)부산지사  1,000,000 

조정부 조희찬  1,000,000 

차영재(해우물산㈜)  1,000,000 

차영화(세연상사)  1,000,00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0,000 

한국지하수지열협회  1,000,000 

해양산업경영학과 장영수  1,000,000 

이찬구  960,000 

가야호 김종화  800,000 

마산소방서  719,000 

(주)유양디앤유  652,050 

금호산업 박노홍  600,000 

탐양호 김정창  600,000 

충남보령소방서  570,960 

서천소방서  570,000 

KT 박정희  500,000 

김웅학(해안수상레포츠)  500,000 

임연동(박혜숙)  500,000 

임연동(이민영)  500,000 

초원복국 백경희  400,000 

해양생산관리학부 강일권  400,000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김영섭  400,000 

건설근로자공제회  353,000 

김성하  300,000 

김여경  300,000 

생물공학과 이형호  300,000 

팀스이지월테스 이숙희  300,000 

피엔케이조경 손재수  300,000 

학술정보과 강봉녀  300,000 

PK정보 석상일  200,000 

나우비즈니스 정명균  200,000 

동산횟집 김대경, 손흥성  200,000 

신세계안과 허준  200,000 

알앤씨푸드시스템(미듬)  200,000 

예원플라워 홍정숙  200,000 

진수영  200,000 

철마우체국 송영규  200,000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김동준  200,000 

기계자동차공학과 김선진  200,000 

시각디자인학과 김선화  200,000 

냉동공조공학과 김종수  200,000 

IT융합응용공학과 김창수  200,000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김형석  200,000 

사학과 박화진  200,000 

지구환경과학과 백인성  200,000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신현옥  200,000 

기계공학과 이도형  200,000 

시스템경영공학부 이운식  200,000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이춘우  200,000 

토목공학과 이환우  200,000 

토목공학과 정진호  200,000 

행정학과 허용훈  200,000 

까치횟집 김옥중  150,000 

대학복사 권승철  150,000 

동양마트 최순선  150,000 

미광스튜디오 한강월  150,000 

법학과 최명구  150,000 

산청골 편해찬  150,000 

정우종합사무기기 정우홍  150,000 

조은참치 박재경  150,000 

평안상회 정영철  150,000 

풍미갈비 심인재(김경남)  150,000 

한국해양대학교 이재만  150,000 

총무과 김영애  120,000 

진미정(정미희)  100,000 

시설과 권재현  100,000 

김미옥(박성준)  90,000 

신경화(한예원)  90,000 

오창열(오준호)  90,000 

이필순(배호준)  90,000 

총무과 김민서  80,000 

권영화(김성진)  60,000 

영어영문학과 박양근  60,000 

동경미각 이희순  50,000 

오준석  50,000 

오창민  50,000 

이성수  50,000 

홍지훈  50,000 

육군학군단 김석훈  40,000 

육군학군단 유차현  40,000 

육군학군단 황종하  40,000 

환경대기과학과 이동인  40,000 

대외협력과 김생윤  40,000 

수산과학대학 전태언  40,000 

총무과 정유진  40,000 

교무과 한병협  40,000 

김성진  30,000 

육군학군단 김재영  30,000 

이경화  30,000 

이영섭(이선욱)  30,000 

황광구  30,000 

육군학군단 송주호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