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경대 정문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사람의 집들이 소나무의 목까지 차고 들어왔지만 

지금도 꿋꿋한 모습이었습니다.

용소마을 당산나무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수고 15 m, 나무 둘레 4.2 m

수령 200년이 넘었으니 

이 소나무보다 오래 산 사람은 없는 셈입니다.

부경대 전신인 부산수산대가 1941년 개교했고 

부산공업대가 1924년 개교했으니 

부경의 역사를 꿰고 있는 소나무입니다.

올해가 두 대학의 통합 20주년을 맞은 해여서 

더 정다운 소나무입니다. 

부경대학교의 명예졸업장이라도 주고 싶은 소나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없는 길을 새로 내며 힘차게 달려갈 부경의 날들 

저 소나무와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원 연구비

519억원

83억원

1996년 2015년

장학금 규모

474억원

50억원

1996년 2015년

재정 규모

3,119억원

695억원

1996년 2015년

도서관 장서

110만권

32만 7천권

1996년 2016년

외국인 유학생

69개국 995명

5개국 18명

1996년 2015년

학생 생활관

1,636실
3,135명

145실
462명

1996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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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합계 정원내(평생학습자전형) 정원외(특성화고교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인ㆍ사 평생교육·상담학과 40 24 16

자연 수산식품냉동공학과 40 10 30

자연 기계조선융합공학과 40 10 30

자연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40 10 30

자연 자동차응용공학과 40 6 34

합계 200 60 140























참가대상

대상자료

공모기간

공모처

공모방법

문의

심사결과 발표

시상내역



수협중앙회  50,000,000 

(재)농어촌희망재단  28,500,000 

부경대소비자생활협동조합  25,200,000 

(재)정수장학회  22,179,500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20,000,000 

부경대총동창회장 서영옥  20,000,000 

(재)신라문화장학재단  14,800,000 

열린사이버대학교  14,500,000 

동원홈푸드  12,300,000 

(재)부경대총동창회장학재단  10,600,000 

이현숙  10,000,000 

(재)협성문화재단  9,591,500 

이형기(제어계측공학과)  7,000,000 

허대영  7,000,000 

(주)만수 전성황  6,000,000 

에스에이해운 강정우(어업학과 동문)  6,000,000 

국민은행 남천중앙지점  5,000,000 

권기룡(IT융합응용공학과)  5,000,000 

소암장학재단  5,000,000 

KPX문화재단  4,347,000 

한국콩스버그마리  4,347,000 

부산체육회  4,268,000 

㈜해성 황규탁 어업학과 동문  4,120,000 

(재)아산사회복지재단  4,083,000 

권성열(전기공학과)  4,000,000 

박영환(기계공학과)  4,000,000 

부경버스 김창식  4,000,000 

(주)비엠인터내셔널  3,500,000 

(주)MS종합가스 전청민  3,406,000 

경성산업 김경조  3,200,000 

(주)이퍼블릭코리아  3,000,000 

(주)타라그룹  3,000,000 

김진수(어업학과 동문)  3,000,000 

부경대 모교동문교수회  3,000,000 

부경대 육군ROTC 동문회  3,000,000 

부경대 학군단 54기 동기회  3,000,000 

강현욱(의공학과)  2,857,150 

남승윤(의공학과)  2,857,150 

안예찬(의공학과)  2,857,150 

오정환(의공학과)  2,857,150 

이명기(의공학과)  2,857,150 

정원교(의공학과)  2,857,150 

박상혁(의공학과)  2,857,100 

한국전력공사  2,673,500 

(주)백경공업 박경현  2,500,000 

미래인재육성재단  2,211,000 

정완영(전자공학과)  2,192,850 

거제소방서  2,184,660 

(재)송원장학회  2,173,500 

(재)정산장학재단  2,173,500 

(주)미왕 청합장학회  2,173,500 

해군본부  2,173,500 

(재)산학협동재단  2,000,000 

(재)선암장학재단  2,000,000 

(주)부경버스 김창식  2,000,000 

(주)에이비엠그린텍  2,000,000 

(주)천재교육  2,000,000 

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정태복  2,000,000 

정석호(기계시스템공학과)  2,000,000 

(재)KSD나눔재단  1,703,000 

(재)미래의동반자재단  1,703,000 

울릉군청  1,703,000 

진주소방서  1,456,440 

(재)영풍문화재단  1,180,000 

(주)한방유비스  1,000,000 

광명산업  1,000,000 

그린펄트레이딩 김진욱(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1,000,000 

김동명  1,000,000 

부산중앙교회  1,000,000 

이재원(어업학과 동문)  1,000,000 

(주)살마  600,000 

간호학과 제3기 졸업생  600,000 

허성회(해양학과)  600,000 

(재)러시앤캐시배정장학회  567,670 

구자삼(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500,000 

김창경(국제지역학부  500,000 

박혜숙  500,000 

이가한우 이용수  500,000 

지이티주식회사  500,000 

권혁무(시스템경영공학부)  439,560 

강일권(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400,000 

김영섭(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400,000 

밝은눈안과  400,000 

밝은세상안과  400,000 

오철웅(자원생물학과)  400,000 

이성봉(정치외교학과)  400,000 

최호석(국어국문학과)  400,000 

팀스이지웰테크 이숙희  400,000 

해신 킹크랩 이정동  400,000 

손우창(경영학부 동문)  310,000 

동화대반점 요여승  300,000 

못골수족관  300,000 

미소플란트치과  300,000 

송원일식 양미숙  300,000 

오륙도횟집 이복자  300,000 

장덕수(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300,000 

고대권(기계시스템공학과)  250,000 

고시근(시스템경영공학부)  200,000 

김동준(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200,000 

김명수(간호학과)  200,000 

김문정(간호학과)  200,000 

김선화(시각디자인학과)  200,000 

김윤희(간호학과)  200,000 

김정수(간호학과)  200,000 

김창수(IT융합응용공학과)  200,000 

김형석(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200,000 

미광스튜디오 한강월  200,000 

박은아(간호학과)  200,000 

박화진(사학과)  200,000 

배동명(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200,000 

신현옥(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200,000 

심해 한선옥  200,000 

씨유 부경대 미래관점 서환목  200,000 

아이시티안과의원  200,000 

이도형(기계공학과)  200,000 

이운식(시스템경영공학부)  200,000 

이춘우(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200,000 

이환우(토목공학과)  200,000 

정봉규(나라호)  200,000 

정진호(토목공학과)  200,000 

조규영(간호학과)  200,000 

파파이스 부경대점 김태호  200,000 

평안상회 정영철  200,000 

허용훈(행정학과)  200,000 

효산정보시스템 최계현  200,000 

산청골 편해찬  150,000 

이종진(기획과)  150,000 

투썸플레이스 부경대점 설상현  150,000 

김재현(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동
문)

 100,000 

송인회(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동
문)

 100,000 

에듀글로브 류강재  100,000 

이보현(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동
문)

 100,000 

홍진우(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동
문)

 100,000 

박양근(영어영문학과)  80,000 

공시향 안영민  50,000 

공지경  50,000 

김미향  50,000 

김민주  50,000 

김상훈  50,000 

김형기  50,000 

다봄안과  50,000 

백인성(지구환경과학과)  50,000 

이병국  50,000 

정미숙  50,000 

진수현  50,000 

김생윤(학생생활관)  40,000 

육군학군단 송주호  40,000 

이동인(환경대기학과)  40,000 

전태언(수산과학대학)  40,000 

정유진(수산과학대학)  40,000 

한병협(산학협력부)  40,000 

이필순(배호준)  30,000 

조강구(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30,000 

밝은눈안과 1800-3994 부전동(서면 삼한골든뷰 4-6F)

밝은세상안과 051-805-1100 부전동(서면 아이온시티빌딩8-11F)

아이시티안과 051-817-0006 부전동(서면 H&M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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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대반점 051-611-6687 남천동(KBS방송국 인근)

송원일식 051-626-6100 남천동(수영구청 인근)

심해 051-611-2939 용호동(섭자리 인근)

오륙도횟집 051-621-8054 용호동(용호사거리 인근)

이가한우 051-622-9100 용호동(섭자리 인근)

초원복국 051-628-3935 대연동(대연캠퍼스 후문)

해신 킹크랩 051-804-0039 부전동(부전시장 인근)

산청골 051-627-9262 용호동(부산은행사거리 인근)

살마 051-627-0808 남천동(해변시장 OPS제과 골목 안)

공시향 051-621-5600 남천동(광안리해변 입구)

미소플란트치과 1644-9928 대연동(대승타워 3F)

CU 부경대미래관점 051-629-7990 대연캠퍼스 미래관 1F

투썸 부경대점 051-629-7994 대연캠퍼스 미래관 1F

파파이스 부경대점 051-629-7987 대연캠퍼스 미래관 1F

(주)효산정보시스템 051-861-3111 용당캠퍼스 학생회관 1F

대학복사 051-622-2352 대연동(대연캠퍼스 정문 맞은편)

팀스이지웰테크 051-895-8307 당감동(금호그랜드타운 2F)

못골수족관 051-626-7619 대연동(대연초등학교 인근)

WNU부설어학원 02-2168-4416 서울 목동 소재

에듀글로브 053-939-4400 대구 산격동(경대서점 3F)

미광스튜디오 051-632-0770 범일2동(미광 3F)

평안상회 051-245-4958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내)

이글스유도관 051-611-7670 남천동(광남초등학교 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