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전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학생부교과
창의인재 530

1단계: 학생부 1,000점
2단계: 1단계 700점 + 면접고사 300점

○

교과성적우수자 1,059 학생부: 1,000점, 학업계획서 제출 ○

실기 실기우수자 27 학생부 400점 + 실기고사 600점 ×

학생부교과 특성화고교출신자 35

학생부: 1,000점
※ 수해양산업교육과
- 1단계: 학생부 1,000점
- 2단계: 1단계 700점 + 면접고사 300점

×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 415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0점 ×

사회적배려대상자 66 2단계: 1단계 500점 + 개별심층면접 500점 ×

미래로 70
서류종합평가 1,000점

×

농어촌학생 85 ×

계 2,287















농어촌희망재단  83,500,000 

수협은행  50,000,000 

부경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200,000 

한국쉘석유㈜  20,000,000 

부경대학교총동창회장학재단
장학금

 12,000,000 

미래에셋  10,400,000 

(주)올포랜드 성동권  10,000,000 

박일곤  10,000,000 

비엠인터네셔널 박경현  5,000,000 

티엘엔지니어링㈜  5,000,000 

한국해양학회  5,000,000 

코메론㈜  4,600,000 

(재)남곡학술재단  4,000,000 

부경버스 김창식  4,000,000 

남택윤(주)MS가스  3,406,000 

모모스커피 이현기  3,406,000 

전청민(주)MS종합가스  3,406,000 

최병철(주)MS이엔지   3,406,000 

KT&G  3,000,000 

부경대학교총동창회장학금
(백경공업 박경현)

 2,500,000 

(주)미왕  2,173,500 

KT그룹희망나눔재단  2,173,500 

부경대학교총동창회재단장학금
(기계시스템공학과동문회)

 2,000,000 

소방공학과 박외철  2,000,000 

자원생물학과 김진구  2,000,000 

유창성  1,500,000 

경성산업 김경조  1,000,000 

기계자동차공학과 이연원  1,000,000 

미생물학과 이명숙  900,000 

(주)마크로켐텍 이상진  800,000 

유아교육과 이정화  600,000 

화이트e치과의원 김민경  500,000 

탐양호 김정창  400,000 

WNU부설어학원 신인환,조명옥  300,000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김영섭  300,000 

초원복국 백경희  300,000 

해양생산관리학부 강일권  300,000 

강봉녀  200,000 

금호산업(주) 박노홍  200,000 

동화대반점 요여승  200,000 

밝은눈안과 정지원  200,000 

팀스이지웰테크 이숙희  200,000 

IT융합응용공학과 김창수  150,000 

기계공학과 이도형  150,000 

기계자동차공학과 김선진  150,000 

사학과 박화진  150,000 

시각디자인학과 김선화  150,000 

시스템경영공학부 이운식  150,000 

에듀글로브 류강재  150,000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김동준  150,000 

지구환경과학과 백인성  150,000 

진미정 정미희  150,000 

토목공학과 이환우  150,000 

토목공학과 정진호  150,000 

한국해양대학교 이재만  150,000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김형석  150,000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신현옥  150,000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이춘우  150,000 

행정학과 허용훈  150,000 

문현웅  120,000 

서석  120,000 

(주)알앤씨푸드시스템  100,000 

나우비지니스 정명균  100,000 

대학복사 권승철  100,000 

미광스튜디오 한강월  100,000 

법학과 최명구  100,000 

산청골 편해찬  100,000 

송영규 철마우체국  100,000 

이글스유도관 진영호  100,000 

전현화  100,000 

평안상회 정영철  100,000 

하이뷰안과 이동열  100,000 

이필순(배호준)  90,000 

총무과 김영애  90,000 

권영화 김성진  60,000 

김미옥(박성준)  60,000 

신경화(한예원)  60,000 

(주)효산정보시스템 최계현  50,000 

김수옥  50,000 

박정희  50,000 

박지연  50,000 

신세계안과 허준  50,000 

유동석  50,000 

정명희  50,000 

조은참치 박재경  50,000 

송경수  40,000 

영어영문학과 박양근  40,000 

교무과 김생윤  30,000 

교무과 한병협  30,000 

수산과학대학 전태언  30,000 

총무과 정유진  30,000 

환경대기과학과 이동인  30,000 

송주호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