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전형명 2017학년도 2016학년도

수능최저
학력기준

신설

창의인재 전형 인문·사회계 2개영역 합 7등급 이내
자연계 2개영역 합 8등급 이내

-
교과성적우수인재 전형

전형
신설

평생
교육
단과
대학

평생학습자 전형
1단계: 서류종합평가

2단계: 1단계 성적 500+인성면접 500
-

특성화고교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서류종합평가 1,000점

모집단위
변경

해당 전형 중국학과 국제지역학부 (중국학전공)

지원자격
변경

정원내 전형 수능에서 한국사를 응시한 자 -

지역인재 전형
2015년 이후 졸업(예정)자

(졸업 3년 이내)
2011년 이후 졸업(예정)자

(졸업 6년 이내 )

제출서류 교과성적우수 전형 학업계획서 제출 폐지 학업계획서 제출

구분 일자

원서접수 2016. 9. 13. ~ 9. 21.

실기고사 2016. 11. 24. 

면접고사 2016. 12. 1. ~ 12. 2.

합격자발표 2016. 12. 16.

합격자등록(등록확인 예치금) 2016. 12. 19. ~ 12. 21.





























강좌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모집인원

아이디어 기술창업
2016.9.27.(화) ~ 10.18.(화)
매주 화·수·목 14:00~17:00

용당캠퍼스
※ 장소 추후공지

강좌별 15명
ICT 창업 비즈니스 2016.9.27.(화) ~ 10.18.(화)

매주 화·수·목 18:30~21:30스타트업 해외진출

3D모델링 창업심화
2016.10.1.(토) ~ 10.29.(토)
매주 토요일 13:00~19:00

대상 단계 목표 프로그램

1학년 대학생활설계 *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준비 * 진로상담
* 직업정보제공
* 진로심리검사
* 학부(과)별 진로특강

2학년 진로목표설정
* 진로목표설정 및 실천전략 수립
* 기초역량 개발

3학년 취업역량강화
* 취업목표 구체화
* 취업역량 강화
* 경력 개발

* 취업상담
* 기업/취업정보제공
* 취업동아리 지도
* 취업스터디 지도
* 면접 클리닉
* 모의면접
* 자기소개서 클리닉
* 취업알선
* 학부(과)별 취업특강

4학년
취업준비 및 

사회진출
* 취업준비 구체화
* 취업활동/사회진출

미취업 졸업생 -
* 취업장벽 해결 및 구직의욕
   회복을 통한 사회진출









수협중앙회 50,000,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8,800,000

(재)농어촌희망재단 28,500,000

(재)정수장학회 22,179,500

(재)미래에셋박현주재단 21,000,000

한국쉘석유(주) 20,000,000

김명자(부산신화로타리클럽 회장) 11,000,000

이창수(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10,000,000

부경대학교총동창회 9,000,000

부경버스 김창식 8,000,000

(재)KRX국민행복재단 7,500,000

(재)협성문화재단 6,918,000

비씨카드(주) 6,796,327

(주)만수 전성황 6,000,000

경성산업(김경조) 5,100,000

(주)오션엔텍 5,000,000

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5,000,000

증식학과67학번 동문 5,000,000

(재)KPX문화재단 4,347,000

(재)아름다운재단(한국보건복지인력) 4,215,000

신한카드 주식회사 4,200,000

(재)아산사회복지재단 4,083,000

(재)남곡학술재단 4,000,000

(주)오션테크 3,000,000

수협수경사랑물사랑회 2,500,000

(재)정산장학재단 2,173,500

KT그룹희망나눔재단 2,173,500

미왕(주) 2,173,500

(재)산학협동재단 2,000,000

울릉군청 1,703,000

(주)지이티주식회사 1,500,000

이정화(유아교육과) 1,200,000

노지화(건축학과) 1,100,000

(주)지오씨엔아이 1,000,000

김활계(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1,000,000

손우익(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1,000,000

허대영 1,000,000

고대권(기계시스템공학과) 750,000

구자삼(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750,000

허성회(해양학과) 600,000

김창경(국제지역학부) 500,000

성기준(생태공학과) 500,000

권혁무(시스템경영공학부) 329,670

강일권(해양생산관리학부) 300,000

김영섭(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300,000

동화대반점(요여승) 300,000

디자인제로(안재현) 300,000

미소플란트치과 300,000

밝은눈안과 300,000

밝은세상안과 300,000

송원일식(양미숙) 300,000

아이시티안과의원 300,000

연합횟집(김병주) 300,000

오륙도횟집(이복자) 300,000

오철웅(자원생물학과) 300,000

우종회(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300,000

이가한우 이용수 300,000

이성봉(정치외교학과) 300,000

최호석(국어국문학과) 300,000

팀스이지웰테크(이숙희) 300,000

해신 킹크랩(이정동) 300,000

미광스튜디오(한강월) 200,000

송나은(건축학과) 200,000

심해(한선옥) 200,000

씨유 부경대점(서환목) 200,000

옥동훈(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200,000

파파이스부경대점(김태호) 200,000

허용훈(행정학과) 200,000

(주)효산정보시스템 최계현 150,000

고시근(시스템경영공학부) 150,000

김동준(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150,000

김명수(간호학과) 150,000

김문정(간호학과) 150,000

김선화(시각디자인과) 150,000

김윤희(간호학과) 150,000

김정수(간호학과) 150,000

김창수(IT융합응용공학과) 150,000

김형석(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150,000

박은아(간호학과) 150,000

박화진(사학과) 150,000

배동명(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150,000

산청골(편해찬) 150,000

신현옥(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150,000

이도형(기계공학과) 150,000

이운식(시스템경영공학부) 150,000

이유미(간호학과) 150,000

이종진(정치외교학과) 150,000

이춘우(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150,000

이환우(토목공학과) 150,000

정봉규(나라호) 150,000

정진호(토목공학과) 150,000

조규영(간호학과) 150,000

투썸 부경대점(설상현) 150,000

평안상회(정영철) 150,000

조강구(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120,000

지득윤(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120,000

유재경(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100,000

파워텍에너지주식회사(국제주차장) 100,000

박양근(영어영문학과) 60,000

오창열(오준호) 60,000

곽민주(도서기금) 50,000

권범준(도서기금) 50,000

박재현(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50,000

서소옥(도서기금) 50,000

이준희(도서기금) 50,000

최효승(도서기금) 50,000

허진(도서기금) 50,000

홍연서(도서기금) 50,000

김기찬(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40,000

고택석(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30,000

김생윤(학생생활관) 30,000

우기식(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30,000

육군학군단 송주호 30,000

이동인(환경대기과학과) 30,000

이방주(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30,000

전태언(수산과학대학) 30,000

정유진(수산과학대학) 30,000

최성연(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30,000

한병협(산학협력부) 30,000

곽명호(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20,000

박태선(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20,000

양관석(인문사회과학대학) 20,000

공경주(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10,000

김상찬(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10,000

박수찬(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10,000

박현(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10,000

정기헌(기계시스템공학과 동문)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