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처 금액(원) 장학생 총 금액(원)

박중규(기관학과 71학번) ㈜크로시스 대표이사 50,000,000 기금 50,000,000

임채훈(어업학과 94학번) ㈜시현 대표이사 1,000,000 기금 1,000,000

부경대학교총동창회장학재단
1,300,000 7명

16,100,000
1,000,000 7명

기계시스템공학과(기관학과)동문회
1,000,000 4명

5,000,000
500,000 2명

해군ROTC동문회 500,000 6명 3,000,000

계 26명 75,100,000

주관 학과 융합전공명

국어국문학과 해양영상문화콘텐츠 융합전공, 해양수산기록관리 융합전공

영어영문학과 해양기반비즈니스외국어 융합전공



10억 원 이상 출연 PKNU President's Honors Club

5억 원 이상 출연 PKNU Platinum Honors Club

1억 원 이상 출연 PKNU Gold Honors Club

5천만 원 이상 출연 PKNU Silver Honors Club



2016. 12. 10. ~ 2017. 2. 11.

미래에셋박현주재단 33,000,000

(재)영지장학재단 30,000,000

SKS Trading(강세흥) 11,554,83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부경대) 10,568,000

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 10,000,000

박종길((주)케이앤아이) 10,000,000

해촌횟집 10,000,000

신한카드 주식회사 5,820,000

김수용(토목공학과) 5,000,000

부경버스(김창식) 4,000,000

정중현(물리학과) 4,000,000

경성산업(김경조) 3,400,000

해인산업주식회사 3,000,000

김형석(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2,600,000

수문사 2,500,000

최재수(식품영양학과) 2,500,000

장영수(해양수산경영학과) 1,500,000

차재권(정치외교학과) 1,100,000

이재철(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동문) 1,080,000

(주)명성피셔리 1,000,000

KT&G부산본부 1,000,000

강버들(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1,000,000

강성룡(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동문) 1,000,000

김광수 1,000,000

김응곤(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동문) 1,000,000

더바른이치과 1,000,000

부산중앙교회 1,000,000

세연상사 1,000,000

지이티주식회사 1,000,000

해우물산 1,000,000

허대영 610,000

고대권(기계시스템학과) 500,000

구자삼(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500,000

김창경(국제지역학부) 500,000

박종운(수해양산업교육과) 500,000

김정창(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400,000

허성회(해양학과) 400,000

밝은세상안과 300,000

연합횟집 김병주 300,000

최명구(법학과) 300,000

엠피에스엘(이춘우,교원창업) 240,000

권혁무(시스템경영공학부) 219,780

강일권(해양생산관리학부) 200,000

김영섭(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200,000

동화대반점 200,000

미소플란트치과 200,000

밝은눈안과 200,000

사공형인(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0

송원일식 200,000

아이시티안과의원 200,000

오철웅(자원생물학과) 200,000

이가한우 200,000

최호석(국어국문학과) 200,000

팀스이지웰테크(이숙희) 200,000

김성태(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동문) 120,000

(주)대영온천 100,000

(주)효산정보시스템 100,000

강영복(기계시스템학과동문) 100,000

고봉수(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동문) 100,000

고시근(시스템경영공학) 100,000

김갑득(냉동공조공학과동문) 100,000

김동균(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동문) 100,000

김동준(조선해양생산시스템공학과) 100,000

김명수(간호학과) 100,000

김문정(간호학과) 100,000

김봉수(냉동공조공학과동문) 100,000

김선화(시각디자인학과) 100,000

김윤희(간호학과) 100,000

김정수(간호학과) 100,000

김종열(냉동공조공학과동문) 100,000

김준식(냉동공조공학과동문) 100,000

김창수(IT융합응용공학과) 100,000

노건상(냉동공조공학과동문) 100,000

마운틴코리아(기계시스템학과동문) 100,000

미광스튜디오 100,000

박상용(냉동공조공학과동문) 100,000

박은아(간호학과) 100,000

박화진(사학과) 100,000

배동명(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100,000

석희준(냉동공조공학과동문) 100,000

신재린(냉동공조공학과동문) 100,000

신현옥(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100,000

씨유부경대점(서환목) 100,000

이도형(기계공학과) 100,000

이승욱(냉동공조공학과동문) 100,000

이승현(냉동공조공학과동문) 100,000

이운식(시스템경영공학부) 100,000

이유미(간호학과) 100,000

이임상(냉동공조공학과동문) 100,000

이종진(기획과) 100,000

이춘우(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100,000

이환우(토목공학과) 100,000

이활우(냉동공조공학과동문) 100,000

정봉규(나라호) 100,000

정진호(토목공학과) 100,000

조경주(냉동공조공학과동문) 100,000

조규영(간호학과) 100,000

투썸부경대점(설상현) 100,000

파파이스부경대점 100,000

평안상회 100,000

해신 킹크랩 100,000

허용훈(행정학과) 100,000

장종원(수해양산업교육과) 90,000

조순재(수해양산업교육과) 90,000

김경현(기계시스템학과동문) 60,000

오창열(오준호,학부모) 60,000

강창성(도서기금) 50,000

김규희(도서기금) 50,000

다비치안경경성대부경대점 50,000

원민호(도서기금) 50,000

윤현수(도서기금) 50,000

이도은(도서기금) 50,000

정원석(도서기금) 50,000

김기찬(해양학과동문) 40,000

김정희(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동문) 30,000

조강구(기계시스템학과동문) 30,000

고택석(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

곽명호(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

김상찬(99학번) 20,000

김생윤(학생생활관) 20,000

김성진(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

김일호(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

김창우(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

문재성(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

박수찬(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

박양근(영어영문학과) 20,000

박현(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

박환철(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

양관석(인문사회과학대학) 20,000

우기식(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

이동인(환경대기과학과) 20,000

이방주(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

전태언(수산과학대학) 20,000

정기헌(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

정유진(수산과학대학) 20,000

최성연(기계시스템학과동문) 20,000

김병국(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동문) 10,000

이동훈(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동문) 10,000

정종원(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동문) 10,000

부경대학교 후원의 집이 되시면

부경대 명의의 명판을 부착해 드립니다.

부경대가 운영하는 뉴스 전광판에 홍보해 드립니다.

부경대 홈페이지에 후원의 집 창을  설치해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발전기금 문의:

기획처 대외협력과 051.629.5092, 7300

ARS 부경사랑 수신기금: 060 -700 -1400

생연어 전문점 ‘살마(SALMAR)’

‘살마(SALMAR)’는 부경대 대연캠퍼스 후문 쪽 남천해변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 Salmon(연어)과 바다 Marin(바다)의 합성

어로 지어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어 전문 음식점이다. 생연

어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면서 온·오프라인에 맛집으

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이 코너에 ‘살마’를 소개하기 위해 날씨가 포근하게 풀렸던 2월

의 어느 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했다. 우선 음식점이라기보

다는 카페를 연상시키는 가게 인테리어와 수제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는 점 등이 눈에 들어온다. ‘살마’의 음식은 모두 연어를 

이용한 것이다. 메뉴판의 ‘살마는 노르웨이의 신선한 생연어를 

항공편으로 직수입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신선

한 생연어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생연어 사시미’를 비롯, 

다양한 방식으로 익힌 ‘생연어 스테이크’, ‘생훈제연어 사시미’,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생연어 초밥’, ‘생연어 덮

밥’, ‘생연어 비빔밥’, ‘생연어 연어롤’ 등의 다양한 메뉴가 마련돼 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런치스페셜 메뉴를 통해 신선한 생연

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살짝 익힌 연어와 뽀얀 국물이 어우러지는 ‘연

어나가사키짬뽕과 생연어초밥’, 생연어와 바게트 빵이 어우러진 ‘생연어롤

과 바게트’, ‘생연어덮밥과 바게트’, ‘생연어비빔밥과 바게트’, 색다른 풍미의 

‘연어스테이크’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연어요리다.

연어와 짬뽕, 연어와 빵 등의 이색 조합과 메뉴에 곁들인 무싹과 양파, 소스

의 조합은 연어 요리를 매번 새로운 맛으로 다가오게 한다.

신선한 연어의 풍미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이곳, ‘살마’를 추천한다. 메뉴

들은 포장도 가능하다.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489번길 49-10(남천동)

영업시간 | 11:30 ~ 22:00

연 락 처 | 051-627-0808

부경대학교 후원의 집 신규가입 문의: 부경대 대외협력과(담당 신지혜)                    

                                                    051. 629. 5093 hyeya1757@pk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