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구순이 된 노학자가 평생 가욋돈 6억 원을 제자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가욋돈은 그에게 월급 말고 생긴 수입을 말한다. 주인공은 지난 1991년 정년퇴임한 부경대학교 김인배 명예교수(양식

학과). 김 교수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양식개발장학회를 해산하고 남은 기금 2억3백44만4천656원을 부경대

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연로한 김 교수가 1988년 자신이 창립한 장학회를 이제 더 이상 운영할 여력이 없어 해산하

게 된 것. 그런데 이 기금에 얽힌 사연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양식학계의 ‘태두’로 꼽히는 김 교수는 교수생활 40여 년 

동안 월급 말고 생긴 가욋돈은 집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한다.

이 장학회 창립기금 1억5천만 원은 김 교수가 농촌개발사업을 지원한 UN식량농업기구(FAO)의 특별 요청으로 1972

년부터 양어 전문가로 활약하며 FAO로부터 받은 월급과 각종 수당, 출장비 등을 꼬박꼬박 모은 것이다. 심지어 1991년 

정년퇴임식 때 제자들이 고맙다고 그에게 모금해준 3,200만 원도 장학회 기금으로 넣었다고 한다. 

평생 그의 ‘일방적 기부’를 참으며 내조해온 그의 부인은 나중에 그 사실을 전해 듣고 ‘퇴임하면서까지 그래야만 하느냐, 

장학회에 가서 살지 집엔 왜 들어왔느냐’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런 돈이 새끼를 쳐서 장학회 창립 후 28년 동안 학

생들에게 전달된 장학금은 무려 3억9천8백52만1천500원. 이 돈과 이번에 부경대에 기부한 2억3백44만4천656원을 

합쳐 그의 기부액은 6억 원에 이른다. 1949년 부경대 전신 부산수산대 수산생물학과를 졸업한 그는 이 대학 교수로 40

년 넘게 연구와 후학양성에 매진하면서 양식분야 학문과 기술발전을 이끌어왔다. 어류양식에 사용되는 물을 반복적으

로 정화, 재사용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한 그의 ‘순환여과식 양식기술’은 1987년 7월 호주 TV네트워크의 

‘Beyond 2000’이라는 프로그램에 세계 10대 미래기술의 하나로 선정돼 방송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퇴임 후에도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와 경제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폐쇄식 양식기술 연구개

발에 열중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전할 말을 부탁하자 그는 “젊은 시절 해방에다 전쟁통이어서 학교서 제대로 못 

배워 수학, 영어는 물론이고 건축기술, 도서관 사서업무까지도 독학으로 익혔던 일, 남들이 아닌 어제의 나와 경쟁한다

는 생각으로 노력했던 점, 내가 하는 일은 일류라야 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

히 돈 된다고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경대는 그가 기부한 돈을 김인배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500만 원씩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평생 가욋돈 모아 
6억 기부한 노학자 이야기

김인배 명예교수 장학금 기부













내 용 일 정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26.(금) 11:00 대학극장 

2016학년도 입학식(대학생활 안내, 초청특강, 동아리 공연 등) 2.29.(월) 15:00 체육관

제1학기 수강신청 변경 기간 3.2.(수) ~ 3.8.(화)

제1학기 이수구분 변경 기간 3.9.(수) ~ 3.15.(화)

제1학기 수강신청 취소 기간 3.14.(월) ~ 3.25.(금)

전기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3.21.(월) ~ 3.26.(토)

제1학기 수업일수 1/3선 4.5.(화)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 심사 신청 4.13.(수) ~ 4.14.(목)

제1학기 중간고사 기간 4.18.(월) ~ 4.22.(금)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5.2.(월) ~ 5.4.(수)

개교기념일 5.10.(화)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 발표 5.9.(월) ~ 5.21.(토)



성적우수
장학금

신입생

모집인원이 40명 이상인 모집단위별 1명 등록금 전액 면제

모집인원이 35~39명인 모집단위별 1명 B등급 등록금 장학금 지급

모집인원이 20~35명인 모집단위별 1명 C등급 등록금 장학금 지급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 입학금 및 D등급 장학금 지급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특별감면장학금

①가계곤란자 ②장애인 본인 ③가족내 재학자 ④전국규모대회의 1위 입상자

⑤각종 고시시험 1차 및 최종합격자 ⑥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⑦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⑧학·군 제휴협정 위탁자 

⑨차상위계층 저소득자 ⑩아동복지시설출신자 ⑪봉사활동우수자

⑫북한귀순 동포자 ⑬해외복수학위 파견자 ⑭교환학생 파견자 

⑮부경초청장학생(GPS) ⑯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 ⑰군사학성적우수

⑱부경언론사기자 ⑲섬김 장학금 ⑳장학사정관 추천자

교내근로장학금 학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학내 부서에서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학내외 전공 및 비전공시설에서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한국
장학재단
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금 지원액 기준의 일정 비율을 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의 자체노력 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원

지방인재
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신입생 중 입학성적우수자에게 등록금 전액 1년 지원
(지원인원: 입학정원 5%)

국가우수장학생
(이공계)

이공계열 학과(부) 우수학생에게 4년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인문100년
장학금

인문사회계열 해당 학과(부) 우수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비 장학금 지급

사랑드림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중에서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에게 장학금 지급

(재)부경대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대학의 추천에 의해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기업체/개인 등 장학금 대학의 추천에 의해 100여개의 장학재단, 기업체 등에서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근로장학금

센터명 주요업무 위치 연락처

취업지원센터
(취업 및 진로지도)

진로·취업 교과목 운영 / 취업정보 수집 및 제공 
진로·취업 상담 및 지도 / 취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취업동아리 운영 /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학생경력관리시스템 운영

학술정보관 1층
051-629-6751~8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학생 특화 취업전략사업 051-629-6755

인재개발원

과목명 학년 학점 분반수

자기개발 및 진로설계 1~2학년 2학점 11

취업전략 3~4학년 1학점 4

여성의 커리어디자인 전학년 2학점 1



프로그램 주요내용 운영부서

국제계절학기 프로그램
·부경국제계절학기(Pukyong International Summer School : PKNU-ISS)
   방학기간 중 2~3주간 해외 자매결연대학의 재학생과 본교 재학생이 영어 전용 계절
   학기 교과목 이수 및 문화체험활동 참가

국제교류부
국제교류팀교환학생 프로그램

· 교환학생 프로그램Ⅰ(Student Exchange : SE) 파견대학의 등록금을 면제받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동안 해외 협정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 이수
· 교환학생 프로그램Ⅱ(Study Abroad : SA) 파견대학 및 우리 대학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동안 해외 협정대학에서 정규교과과정 이수
· 교환학생프로그램Ⅲ(Language Study Abroad : LSA) 파견대학 및 우리 대학의 등록금을
   납부 하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동안 해외 협정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 이수
·교환학생프로그램Ⅳ(Study Abroad & Internship : 인턴십 과정)
   파견대학 및 우리대학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 학기 동안 인턴십 과정을 이수
·교환학생프로그램Ⅴ(Self-supported Study Abroad :  자비유학)
   국제교류본부에서 인정하는 국외 타대학(자매대학 등)에서 스스로 수학 허가를 취득한 후   
   파견 대학 및 우리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동안 정규교과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이수

해외 복수 학위제
· 해외복수학위제(International Dual Degree : IDD) 본교에서 2~3학년 이수 후,해외협정 대학
    으로 파견되어 1년~2년간 수학하고, 졸업요건 충족 시 단기간에 양 대학의 학사 학위 모두 취득

해외 인턴 프로그램

· 부경대해외인턴
   전공과 연계한 해외인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턴지원사업
· 정부해외인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다양한 취업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능력을 계발
   하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해외 현장 실무인턴지
   원 사업

■ Step 3  DISTINGUISHED

트랙 A :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목적 기간 주관부처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현지 어학능력 및 실무능력 개발 4~5개월 교육부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어학연수, 인턴십, 여행 등 미국 문화와 현장실무 체험 12~18개월 교육부 

국제전문여성인턴 국제기구 인턴십을 통한 여성의 글로벌 역량 강화 5개월 여성가족부

트랙 B : 취업연계 강화 사업목적 기간 주관부처

글로벌 무역전문가 해외인턴 무역실무 및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갖춘 전문가 양성 6개월 산업통상자원부

플랜트 해외인턴 플랜트산업의 현장 현업 수행능력 개발 및 전문가 양성 2~3개월 산업통상자원부

전시회 해외인턴 해외 전시 현장경험을 통해 전시 전문인력 양성 3개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한인기업 인턴 해외 한인기업에 파견하여 현지 기업의 문화 습득 3개월 산업통상자원부

외식기업 해외인턴 외식·조리 관련 해외 현장 파견을 통하여 해외 진출 확대 3~6개월 농림축산식품부

해외관광인턴 글로벌 현장체험을 통한 실무 중심 관광 인력 양성 6개월 문화체육관광부

물류인력 해외인턴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법인에 파견을 통한 전문가 양성 5~6개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해외인턴
국내 전문교육, 국내외 인턴십을 제공을 통한 청년실업난
및 중소기업 인력 애로 해소

국내 2개월
해외  6개월

중소기업청

해외인턴프로그램 트랙

Step 1 PRIMARY

▶

Step 2 OUTREACH

▶

Step 3 DISTINGUISHED

국내
실용영어회화

외국어전문프로그램
I-Friend(버디, 튜터)
글로벌인턴십영어

부경국제계절학기

국외
해외봉사

문화교류프로그램
해외탐방프로그램
글로벌어학실습

교환학생프로그램

해외복수학위제
해외인턴 프로그램

i-PROUD Program, 1~4학년까지 체계적인 국제화 마스터 플랜

프로그램 주요내용 운영부서

실용영어회화 [실용영어회화 교과목 운영] 공통교양 교과목으로 졸업 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외국어교육부
외국어전문 프로그램

[영어전문(PEER)프로그램]
·취업프로그램 : TOEIC, TOEIC Speaking, OPIc 등 취업 관련 영어강좌
·유학프로그램 : TOEFL, IELTS 시험 대비과정으로 영어권 해외 파견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목표 공인어학성적 보유학생 양성
·영어능력향상 프로그램 : 영어회화, 영어청취, 영작문, 영문독해, 기초영어 등
   영어실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강좌 제공

[비영어권 외국어회화 프로그램]
   비영어권(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프랑스어회화 등)의 외국어실력향상을 위한 강좌 제공

[비영어권 유학준비 프로그램]
   JLPT, HSK, DELE 시험 대비과정으로 비영어권 해외 파견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목표
   공인어학성적 보유학생 양성

문화교류 프로그램

· 아사쿠라 시민축제 학생대표단 파견
   일본 후쿠오카현 아사쿠라 시민축제에 참가하여 한국 홍보부스 운영, 무대공연,
   시민과의 교류를 통한 본교 홍보 및 문화교류
· 대마도 문화교류행사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일본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생활을 체험하고, 대마 
   도의 한ㆍ일 교류 역사유적지 등 개별 탐방, 시민과의 교류회 통한 본교 홍보 및 문화교류

국제교류부

외국인 유학생지원 프로그램

· 한국문화체험 : 본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 이해 향상을 위한 국내
    관광명소 탐방 및 한국 문화 체험
· International Day : 본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자국 소개 행사 및
    한국 학생과의 교류
· 정규 한국어연수과정/단기 한국어집중연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수 프로그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산지역 시험장으로 운영지원

국제교류부
유학생지원팀

■ Step 1 PRIMARY

프로그램 주요내용 운영부서

글로벌 어학실습
· 영어권 : 방학기간 중 국내에서 2주간 영어 집중훈련 후 해외협정대학의 부설어학센터에서
                3~4주간 어학연수를 하는 프로그램
· 일어권/중어권 : 방학기간 중 해외협정대학의 부설어학센터에서 3~5주간 단기어학연수

외국어교육부

외국인 유학생지원
프로그램

·I - Friend 프로그램
  수용 교환학생 및 한국어 연수생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한국학생과의 언어교환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국제교류부
유학생지원팀

■ Step 2 OUTREACH



학생상담센터



서영옥 회장(화공75학번) 11,700,000

정용표 수석부회장(기계77학번) 11,000,000

조형래 부회장(토목69학번) 500,000

신성기 부회장(식공72학번) 1,100,000

홍원표 부회장(전기72학번) 300,000

황종규 부회장(기관78학번) 1,000,000

강영복 부회장(기관82학번) 550,000

이종윤 부회장(건축86학번) 300,000

이기태 부회장(수인자09학번·
수해양인적자원학과 동문회장)

1,100,000

김재진 부회장(AMP43기·AMP동창회장) 300,000

재울동창회(회장 장광대·토목75학번) 1,000,000

기계공학과동문회(회장 이정림·78학번) 500,000

기계시스템공학과동문회(회장 장호식·80학번) 500,000

토목공학과동문회(회장 권준안·77학번) 500,000

재경남토목공학과동문회(회장 허성곤·88학번) 200,000

화학공학과동문회(회장 이상권·85학번) 1,000,000

AMP동창회(회장 김재진·43기) 500,000

모교재직동문교수회(회장 김선진·기계80학번) 1,000,000

육군ROTC동문회(회장 김선진·기계80학번) 500,000

해군ROTC동문회(회장 한봉수·어업77학번) 500,000

IBK기업은행 700,000

김경억 이사(수경84학번) 100,000

하혜미 이사(건축91학번) 200,000

진차상 이사(AMP24기) 100,000

이영도 이사(AMP28기) 300,000

허성곤(토목88학번·재경남토목동문회장) 500,000

계훈우(식공72학번) 300,000

임생규(전기72학번) 500,000

배상현(토목74학번) 50,000

최병철(기관78학번) 300,000

전성황(어업78학번) 500,000

박광현(기관82학번) 300,000

박규휘(인쇄82학번) 30,000

김태곤(전통83학번) 50,000

주상욱(기관84학번) 1,100,000

정진량(자경86학번) 100,000

조환호(기관87학번) 1,000,000

추  한(금속88학번) 100,000

박경준(산공92학번) 50,000

이평재(국통97학번) 30,000

박지현(토목98학번) 10,000

신임순(법학03학번) 100,000

윤명길 고문(어로65학번) 고등어·가자미 10세트

이주학 고문(식공72학번) 간고등어(4개입) 700세트

안병직(해생90학번) 훈제오징어 10BOX

김광민(e비즈01학번)
물티슈 500개, 떡보의 하루 케이크 교환권 

2매

롯데호텔부산(김성한·수경78학번) 2인 뷔페식사권 2세트

코모도호텔 뷔페식사권 4매

누네빛안과 롯데호텔 뷔페식사권 2매



영지장학재단  30,000,000 

문덕홍(기계시스템공학과)  21,000,000 

최고경영자과정  AMP49기  20,000,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3,188,000 

농협은행대연동지점  12,000,000 

SKS Trading  강세흥  11,652,833 

해촌횟집 김명자,손용기 10,000,000

탐양호 김정창 교수  지정장학금  7,400,000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6,000,000 

(주)바이넥스(CO2  Incubator 물품기
증)

5,372,000

미래에셋박현주재단 5,000,000

(주)신한카드  4,500,00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215,000 

부경버스 김창식  4,000,000 

부경대총동창회장학재단 3,000,000

정중현(물리학과) 3,000,000

김창경(국제지역학부)  2,000,000 

이용욱(전기공학과) 1,850,000

최재수(식품공학과)  1,700,000 

강일권(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1,000,000 

국제인증센터 박국제  1,000,000 

김성구(생물공학과)  1,000,000 

이정호(정치외교학과)  1,000,000 

차재권(정치외교학과)  1,000,000 

현성기업사 최재환  1,000,000 

철마우체국 송영규 600,000

허성회(해양학과)  600,000 

(수협)수경사랑물사랑회  박수환 500,000

(수협)수경사랑물사랑회  박종근 500,000

(수협)수경사랑물사랑회  전대지 500,000

(수협)수경사랑물사랑회  정진화 500,000

(수협)수경사랑물사랑회  최현만 500,000

경성산업 김경조 500,000

디자인제로 안재현  500,000 

임준혁(화학공학과)  500,000 

진경년(국제지역학부)  500,000 

정봉규(나라호)  450,000 

권혁무(시스템경영공학부)  219,780 

WNU부설어학원  신인환,조명옥 200,000

김영섭(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200,000 

동화대반점 요여승  200,000 

못골수족관  200,000 

송원일식 양미숙  200,000 

오륙도횟집 이복자 200,000

오철웅(자원생물학과)  200,000 

이성봉(정치외교학과)  200,000 

최호석(국어국문학과)  200,000 

팀스이지웰테크 이숙희  200,000 

해신킹크랩 이정동  200,000 

강봉녀  100,000 

고시근(시스템경영공학부)  100,000 

김갑득(냉동공조학과  동문)  100,000 

김동준(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100,000 

김명수(간호학과)  100,000 

김문정(간호학과)  100,000 

김봉수(냉동공조학과동문)  100,000 

김선화(시각디자인과)  100,000 

김영수(냉동공조학과  동문)  100,000 

김용상(냉동공조학과  동문)  100,000 

김윤희(간호학과)  100,000 

김정수(간호학과)  100,000 

김종열(냉동공조학과 동문)  100,000 

김창수(IT융합응용공학과)  100,000 

김형석(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100,000 

노건상(냉동공조학과 동문)  100,000 

다봄안과  100,000 

대학복사 권승철  100,000 

미광스튜디오 한강월  100,000 

미소플란트치과  100,000 

박상용(냉동공조학과 동문)  100,000 

박은아(간호학과)  100,000 

박화진(사학과)  100,000 

밝은눈안과 정지원 100,000

밝은세상안과 100,000

배동명(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100,000 

백인성(지구환경과학과)  100,000 

산청골 편해찬  100,000 

석희준(냉동공조학과 동문)  100,000 

신재린(냉동공조학과 동문)  100,000 

신현옥(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100,000 

심해 한선옥  100,000 

에듀글로브 류강재 100,000

이도형(기계공학과)  100,000 

이운식(시스템경영공학부)  100,000 

이임상(냉동공조학과 동문)  100,000 

이종태(냉동공조학과 동문)  100,000 

이춘우(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100,000 

이환우(토목공학과)  100,000 

이활우(냉동공조학과  동문)  100,000 

정성근(냉동공조학과  동문)  100,000 

정진호(토목공학과)  100,000 

조경주(냉동공조학과 동문)  100,000 

조규영(간호학과)  100,000 

초원복국 백경희 100,000

최명구(법학과)  100,000 

투썸플레이스부경대점 설상현  100,000 

파파이스 부경대점 김태호  100,000 

평안상회 정영철  100,000 

허용훈(행정학과)  100,000 

화이트e치과의원 김민경  100,000 

이필순(배호준) 60,000

(주)효산정보시스템  최계현 50,000

남경민 50,000

박강희 50,000

이원식 50,000

정원석 50,000

후원의집(이글스유도관  진영호) 50,000

박양근(영어영문학과)  40,000 

김미옥(박성준)  30,000 

김생윤(학생생활관)  20,000 

송주호 20,000

전태언(수산과학대학행정실)  20,000 

이동인(환경대기학과) 20,000

정유진(수산과학대학행정실)  20,000 

한병협(교무과)  20,000 

밝은눈안과 051-810-3993 부산 부전동(롯데백화점 10F)

밝은세상안과 051-805-1100 부산 부전동(아이온시티빌딩8-10F)

하늘안과의원 051-803-9778 부산 부전동(노블레스빌딩 8-10F)

다봄안과 051-806-0505 부산 부전동(다봄안과빌딩 2,3,6F)

화이트e치과의원(센텀본점) 1544-2944 부산 해운대(센텀임페리얼타워 4F)

미소플란트치과 051-621-2876 부산 대연동(대승타워 3F)

동산횟집 051-628-5464 부산 용호동(섭자리 인근)

(주)알앤씨푸드시스템 미듬 051-611-7601 부산 용호동(이기대 입구)

동화대반점 051-611-6687 부산 남천동(KBS방송국 인근)

송원일식 051-626-6100 부산 남천동(수영구청 인근)

심해 051-611-2939 부산 용호동(섭자리 인근)

오륙도횟집 051-621-8054 부산 용호동(용호사거리 인근)

초원복국 051-628-3935 부산 대연동(대연캠퍼스 후문)

해신 킹크랩 051-804-0039 부산 부전동(부전시장 인근)

산청골 051-627-9262 부산 용호동(부산은행사거리 인근)

진미정 051-751-5534 부산 민락동(오션브릿지 B동 2F)

헬로차이나 051-622-5757 부산 대연동(경성대부경대 인근)

중앙 OA 051-629-7941 부경대 대연캠퍼스 미래관 1F

CU 부경대미래관점 051-629-7990 부경대 대연캠퍼스 미래관 1F

투썸 부경대점 051-629-7994 부경대 대연캠퍼스 미래관 1F

파파이스 부경대점 051-629-7987 부경대 대연캠퍼스 미래관 1F

한솥도시락 051-625-2667 부경대 대연캠퍼스 미래관 1F

(주)효산정보시스템 051-861-3111 부경대 용당캠퍼스 학생회관 1F

나우비지니스 051-947-0039 부산 대연동(21센츄리오피스텔18F)

대학복사 051-622-2352 부산 대연동(대연캠퍼스 정문 맞은편)

팀스이지웰테크 051-895-8307 부산 당감동(금호그랜드타운 2F)

못골수족관 051-626-7619 부산 대연동(대연초등학교 인근)

파비안느플라워&그린까페 051-628-3339 부산 대연동(대남교차로 인근)

WNU부설어학원 02-2168-4416 서울 목동 소재

에듀글로브 053-939-4400 대구 산격동(경대서점 3F)

미광스튜디오 051-632-0770 부산 범일2동(미광 3F)

평안상회 051-245-4958 부산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내)

이글스유도관 051-611-7670 부산 남천동(광남초등학교 인근)

예손힐링마사지 051-625-3335 부산 남천동(해변시장 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