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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의 발전을 기원하는
당신의 마음이 동아대학교의 내일을 밝힙니다.
소중한 당신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
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일식
횟집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대상
●

가입방법

1.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에 우편 또는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주위에 후원의 집을 희망하는 업체를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로 추천
해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고깃집

●

가입시 혜택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후원금에 대하여 세금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 교내외 각종 행사 안내 및 초대권 발송
- 명절 때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매년 동아대학교 달력 및 수첩 발송
- 본교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및 동아대 학보에 지속적으로 소개
- 본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에 등재 관리
- 교직원, 학생, 동문 및 교내 행사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전
교직원 메일 발송
- 특별한 행사 등 기사거리가 있을 경우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중식
양식
카페

●

홍보
교육
도서

●

가입문의

Tel : (051)200-6012~3, 010-7680-2252 (담당자 : 전주환)
Fax : (051)200-6015
E-mail : jeonkoko@dau.ac.kr
Homepage : http://fund.donga.ac.kr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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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이 동아를 크게 키웠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되어 곳곳에 심어진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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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외갓집꼬리곰탕(제15호점)

초원복국(제89호점)

외갓집 꼬리곰탕은 진한 사골 국물이 일품입니다. 허기 진 분들에게는
포만감을, 숙취를 겪는 분들에게는 숙취 해소의 상쾌함을 전해드립니
다. 특히 이곳은 24시간 영업이라, 드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영도에 위치한 초원복국은 ‘대한민국 대표 복어요리집’입니다. 주로 신
선한 까치복, 참복, 복섬 등을 재료로 하고 있으며, 복수육, 복초회, 튀김,
샤브샤브, 매운탕, 지리, 찜, 복불고기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
다. 콩나물과 미나리, 속이 꽉 찬 복 등 알찬 재료를 넣어 끓인 맑고 시원
한 국물 때문에 초원복국을 찾는 식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22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89번길 12

051-324-5552

051-413-0495

24시간 (연중무휴)

09:00~22:00

주요메뉴

꼬리곰탕

얼큰이탕

갈비탕

가

15,000원

9,000원

10,000원

격

복매운탕
복지리
복불고기
복샤브샤브
복수육
주요메뉴 (은복/까치복)
(은복/까치복) (은복/까치복) (은복/까치복) (은복/까치복)
가

격

10,000원
17,000원

10,000원
15,000원

13,000원
20,000원

13,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갯마을산낙지(제51호점)

장뚝(제90호점)

갯마을산낙지에서는 전라도 고흥에서 직접 공수해오는 산낙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포탕은 갯마을산낙지의 대표적인 메뉴로 식사 시
간마다 연포탕을 먹는 손님들로 붐빕니다. 점심 특선으로는 매생이국
밥, 낙지비빔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뚝은 ‘장인의 뚝심’으로 음식을 직접 만드는 홍소족발 전문점입니다.
장인의 정신을 중시하는 사장님께서는 좋은 재료만을 엄선하여 사용
하고 음식 재사용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십니다. ‘장인의 뚝심’
장뚝에서 깔끔하고 쫄깃한 홍소족발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승학로 10번길 31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157

051-203-6900

051-205-2200

10:00~22:00 (연중무휴)

10:00~23:30 (월요일~토요일) / 10:00~23:00 (일요일)

주요메뉴
가

격

연포탕

낙지전골

매생이국밥

20,000 ~ 35,000원

20,000 ~ 35,000원

7,000원

주요메뉴
가

홍소족발

격 ~ 28,000원
38,000원

냉채족발

쟁반막국수

장뚝소국밥

점심특선

29,000원
~ 39,000원

10,000원
~ 15,000원

6,000원

10,000원

흥부가부대찌개(제63호점)

콩시루(제91호점)

흥부가부대찌개는 학교 앞에 위치한 부대찌개 전문점으로 10년 넘게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맛집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8가지의 밑반찬을 마음껏 드실 수 있으며, 부대찌개에 각종 사리
를 첨가하여 입맛에 맞는 푸짐한 부대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콩시루는 비타민C, 칼슘으로 가득하여 웰빙 음식으로 각광받는 콩나
물국밥 전문점입니다. 20가지 이상의 신선한 해산물과 특급 양념 소스
로 만든 육수는 최고의 콩나물국밥의 맛을 내고 있으며, 시원함과 깔끔
함, 깊고 진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사하구 낙동대로 516번길 55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382-1

051-207-8375

051-202-2350

09:00~22:00 (격주 토요일 휴무)

00:00~24:00 (월요일 휴무)

주요메뉴
가

격

쇠고기부대찌개 김치부대찌개
6,000원

6,000원

흥부부대찌개

돼지두루치기

5,000원

4,500원

주요메뉴
가

격

콩나물국밥

김치전골

굴국밥

6,000원

9,000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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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양곱창(제101호점)

동래삼계탕 하단점(제124호점)

이곳은 양곱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맛집입니다.
구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양곱창구이를, 전골을 좋아하시는 분은 돌곱
창을 입맛대로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력과 간 건강에 좋
다고 알려진 옻닭, 닭백숙, 옻오리, 오리백숙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
니다.

30여년 전통의 동래삼계탕은 한결같은 맛으로 고객들의 건강을 책임
지고 있습니다. 동래삼계탕 하단점 특유의 깔끔한 맛과 실내 분위기로
누구나 기분 좋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지친 몸, 한방 약재가 가득한 동래삼계탕으로 떨어진 원기를 회복하시
기 바랍니다.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25
051-316-9313

051-206-9393

11:00~23:00

11:00~21:30

주요메뉴
가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399

격

양곱창모듬
200g

특양 150g,
대창 200g

15,000원 각 15,000원

생삼겹살
150g
7,000원

돌곱창
전골

낙지곱창
전골

20,000원 25,000원
~ 35,000원 ~ 40,000원

주요메뉴

동래삼계탕

전복삼계탕

전복약계탕

약계탕

흑마늘삼계탕

가

13,000원

17,000원
~ 20,000원

19,000원

15,000원

15,000원

격

다빈향(제107호점)

병천순대국밥(제137호점)

다빈향은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가정식 식당입니다. 10
년 간 괴정 맛집으로 통하던 이곳은 얼마 전 하단으로 확장 이전하여
동아대 학생, 교직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기메뉴는 영양
돌솥밥으로, 사장님께서는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돌솥에 불을 떼시
면서 가장 맛있는 영양돌솥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천순대국밥은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대표적인 메뉴인 국밥뿐만
아니라 병천순대를 비롯해 솥뚜껑 삼겹살, 감자탕까지 다양한 메뉴를
푸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내부 공간이 구비되어 있어 회
식자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69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08

051-293-3335

051-207-3375

11:00~22:00 (명절휴무)

09:30~21:30

주요메뉴
가

격

영양돌솥밥 한우불고기전골 한우갈비탕
9,000원

11,000원

한우소고기국밥

12,000원

7,000원

주요메뉴
가

격

국밥

수육백반

수육 / 감자탕 / 순대곱창전골 (小)

6,000원

7,500원

13,000원

우리집으로 식당(제114호점)

둥지식당(제151호점)

우리집으로 식당은 동아대 학생들에게 인기만점 식당입니다. 두루치기,
야채볶음밥, 김치찌개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3,500~5,000원
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을 정도이며 셀프식 밑반찬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둥지식당은 동아대학교와 함께 10년 이상을 함께한 맛집입니다. 오랜
시간 동아대와 함께해 온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만큼 가족 같은 정감
이 있는 식당입니다. 특히, 별미인 낙지전골과 곱창전골은 사장님의 추
천 메뉴입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집 밥이 생각 날 때 둥지식당에 방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 816-3
051-201-1550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16 (승학캠퍼스 정문 부근)

07:00~21:00

051-203-6357

주요메뉴
가

격

베이컨 치즈밥,
제육덮밥,
김치참치 치즈밥 등 스폐셜비빔밥 등
5,000원

4,000원

각종
찌개류

각종
라면류

4,000원

3,500원

주요메뉴

낙지전골

곱창전골

낙곱전골

두루치기/김치찌개

가

5,000원

6,000원

6,000원

5,000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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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마을 감자탕(제152호점)

유황돈 돼지국밥&황금오리 맛집(제161호점)

『누리마을 감자탕 부민점』은 맛있는 감자탕, 등뼈찜을 주력으로 높은
접근성과 넓고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가장
큰 서비스이고, 음식의 맛이 그 음식점의 분위기’라는 사장님의 운영
철칙으로 많은 고객이 찾고 있습니다.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마을 감자탕 부민점’에서 든든한 식사를 즐겨보십시오.

‘유황돈돼지국밥 & 황금오리맛집’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협
압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오리와 유황 먹은 돼지로 만든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와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
황돈돼지국밥 & 황금오리맛집’ 많은 이용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29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4 스카이파크빌딩 202호(부민캠퍼스 맞은편)

051-901-9200

051-253-1555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24시간 영업(연중무휴)
구
주요메뉴
가

격

뼈다귀
해장국
6,500원

묵은지
해장국

감자탕
(소/중/대)

등뼈찜
(소/중/대)

7,500원

24,000원
30,000원
36,000원

26,000원
32,000원
38,000원

분

유황돈 돼지 국밥

유황돈 유황 돼지

메

뉴

돼지국밥 수육백반
순대국밥

생삼겹/생목살
(140g)

가

격

6,000원 9,000원

8,000원

유황 오리
오리탕
백반

생오리탕

8,000원 30,000원

시골통돼지볶음&삼겹살(제156호점)

최기택 송이아구찜(제166호점)

하단 오거리에 위치한 「시골통돼지볶음 & 삼겹살」은 순수한 국내산 통돼지
와 완벽하게 숙성된 김치, 그리고 다년간 연구로 만들어진 흉내 낼 수 없는
양념이 어우러진 돼지고기 최고의 특등메뉴를 선보이는 맛집입니다. 식사와
회식 장소로 안성맞춤인 「시골통돼지볶음 & 삼겹살」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교직원증(명함) 및 학생증 제시시 10% 할인(단, 점심식사에 한함)

최기택 송이아구찜에는 각종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단백질 및 칼
슘의 함량이 높고 저지방, 저열량, 고단백의 건강 식단 제공하고 있습
니다. 넓은 주차장과 다수의 방이 마련되어 있어 부서별 회식 장소로는
물론 가족단위의 식사장소로도 적극 추천합니다.
부산 사상구 엄궁로 206 섬진아파트 4차

부산 사하구 승학로 10번길 9(부산 본병원 뒷 편)

051-322-8688

051—291-7070

11:00~23:00

11:00~23:00
주요메뉴
가

격

통돼지찌개

통돼지볶음

6,500원

6,500원

생삼겹살
8,000원

주요메뉴

해물찜
(대/중/소)

가

50,000원
40,000원
30,000원

격

해물탕
(대/중)
50,000원
40,000원

전복찜

아구찜
(대/중/소)

아구탕

50,000원

35,000원
29,000원
23,000원

12,000원

산정(제159호점)

황태랑 삼겹이랑(제167호점)

산정은 동아대학교병원 근처 아늑한 산속의 고깃집입니다. 산정은 식
사부터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식당과 차별화
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속의 정원에서 분위기 있는 식사를 하
시고 싶은 날 산정을 찾아주세요.

‘황태랑 삼겹이랑‘은 황태요리 전문점으로서 황태탕, 황태찜, 황태구
이 등 다양한 황태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그 맛을 인
정받아 KNN ’맛있는 오늘’에 부산을 대표하는 황태요리 맛집으로 소
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황태요리 외에도 다양한 정식메뉴가 준비돼 있
어 든든한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부산 서구 보수대로 320번길 55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63번길 9(동백연립)

051-243-9200

051-206-2028

11:00~22:00
주요메뉴

꾳진갈비살
(미국)

가

23,000원

격

09:30~22:00
육회비빔밥

버섯
생불고기전골

갈비탕

12,000원

15,000원

10,000원

황태찜(대/소)
황태조림/
황태탕/
김치찌개/
주요메뉴 황태전골(대/소)
황태구이/갈치조림 동태탕 된장찌개/순두부 돼지불백
가

격

45,000원
30,000원

10,000원

7,000원

6,000원

8,000원

12

13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소중한 손길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마음 동아의 기쁨이 됩니다

Dong-A University Supporters

도리원(제168호점)

금화초밥(제1호점)

도리원은 고향의 향기처럼 그윽한 청정 맷돌 순두부로 요리를 하는 식
당입니다. 직접 갈은 국산 콩으로 만든 믿을 수 있는 음식들과 함께 황
토로 만든 식당 분위기에 취해 건강해지는 느낌마저 드는 웰빙 식당입
니다.

금화초밥은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제 1호점으로써, 싱싱한 회, 해산물
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코스요리, 튀김, 덮밥, 생선구이 등 다양
한 요리가 있지만 가장 추천하는 요리는 초밥정식. 다양한 종류의 초밥
과 더불어 전채 요리로 나오는 각종 해산물의 싱싱함은 일품입니다.

부산 사상구 엄궁로 8 대관령
051-317-8886

051-241-7567

11:00~21:30

12:00~22:00 (매주 일요일 휴무)

주요메뉴
가

부산 서구 대신로 11

격

순두부 정식 연잎밥 정식 순두부(해불, 보쌈/버섯두부
(보쌈+순두부) + 순두부 얼큰이,청국장) 전골(대/중)
15,000원

15,000원

9,000원

39,000원
29,000원

주요메뉴
가

격

코스요리

회정식

생선초밥

특초밥

30,000 ~
100,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한방남원추어탕(제170호점)

동경초밥(제13호점)

‘한방 남원추어탕’은 최고의 재료만을 고집하는 사장님의 음식철학으
로, 맛은 물론 손님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추어탕 전문점입니다. 진하면
서도 부드러운 추어탕과 정갈한 반찬까지, 사장님의 손맛과 정성이 듬
뿍 담긴 건강한 추어탕의 맛을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동경초밥은 들어서는 순간, 여기저기 보이는 소품들, 가게 분위기 등에
서 마치 일본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판에 표시된
요리만 해도 회, 튀김, 덮밥, 복요리, 바다가재 등 50여개에 달하여 먹
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다 드시려면 동경코스요리를 강력 추천합니다.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159번길 13

부산 서구 구덕로 3번길 21

051-201-0069

051-242-5788

11:00~21:00(일요일 휴무)

12:00~22:00 (연중무휴)

주요메뉴
가

격

추어탕

추어튀김

추어만두

주요메뉴

7,000원

(대)20,000 (소)15,000원

5,000원

가

격

점심특선코스

사시미코스

20,000 ~ 50,000원

35,000원 ~ 100,000원

오리뼈우거지탕(제173호점)

부미초밥(제34호점)

‘오리뼈우거지탕’은 2년이 넘는 사장님의 오리요리 연구 끝에 음식특
허(제10-1646206호)를 취득한 부산의 유일한 ‘오리뼈우거지탕’ 전
문점입니다. 이 집의 특허 메뉴 ‘오리뼈우거지탕’에서부터 오리구이,
백숙까지 특별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맛과 영양을 더한 남다른 오리음
식을 동아가족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미초밥에서는 코스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스요리에는 전복,
가리비, 영덕대게 등 50가지 이상의 메뉴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음식
을 배부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코스 요리를 맛보기 위해 녹산공단, 신평
공단, 양산, 진해 등 멀리서 오는 손님들로 저녁마다 북적거립니다. 점심
에는 19,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특선 코스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42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50번길 7

051-782-1515

051-206-3858

10:00~22:00

11:00~24:00 (2,4째 주 일요일 휴무)

오리양념구이+
주요메뉴 오리뼈우거지탕
(특허메뉴)
우거지탕+공기밥(세트)
가

격

7,000원

10,000원

오리고기(소금,
양념, 훈제) 구이

오리백숙/
옻오리

28,000원

40,000원

주요메뉴

점심코스

코스요리

전복회

가

19,000원

30,000 ~ 70,000원

50,000원

격

●

일식
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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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심초밥(제64호점)

나루터횟집(제12호점)

어심초밥 사장님께서는 코스요리를 추천하셨습니다. 특히 점심특선코
스에서는 회, 초밥, 알밥, 매운탕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음식을 20,000
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도 일반코스, 상코스, 특코스, 스페셜 등
다양한 코스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각 방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
고 있어 가족 단위로 오순도순 먹기에 좋습니다.

나루터횟집은 30년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판매하고 있는 자연산 횟집
입니다. 냉동 음식은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사장님의 철칙
아래, 모든 채소와 양념을 즉석으로 조리해서 제공하고 계십니다.
나루터 횟집에서 싱싱한 바다의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50번길 12
051-202-2244

051-202-5445

10:00~23:00 (연중무휴)

11:00~23:00 (매월 셋째 주 일요일 휴무)

주요메뉴
가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3번길 89

격

점심특선

코스요리

초밥

20,000 ~ 30,000원

35,000 ~ 70,000원

15,000 ~ 20,000원

주요메뉴
가

격

모듬회

도다리

회비빔밥

회백반

30,000원
~ 60,000원

50,000부터

7,000원

10,000원

청죽(제115호점)

을숙도수산(제30호점)

청죽은 품격 있는 일식 코스요리의 정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입구부
터 도심 속의 자연 경관을 만끽하실 수 있으며, 특히 저녁에는 더욱 화
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조용한 분위기에 깔끔한 음식이 더해져 상견
례나 귀빈 접대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을숙도수산』은 싱싱한 회를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계절에 맞는 제철 생선은 물론, 매운탕, 회덮밥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
니다. 또한, 을숙도수산은 변함없는 맛과 서비스로 오랜 시간 단골손님
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맛집입니다. 하단 가까운 곳에서 회가 생각날
때 들리셔서 신선한 회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구 망양로 23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3번길 77 (하단동)

051-247-8555

051-205-0440

11:30~15:00, 16:30~22:00 (명절휴무)

11:00~23:00 (명절 휴무)

주요메뉴
가

점심특선

코스요리

초밥

주요메뉴

격 30,000원 ~ 120,000원 15,000원 ~ 30,000원 15,000원 ~ 30,000원

가

격

자연산

모듬회

회정식

생우럭탕

60,000원
~ 120,000원

35,000원
~ 70,000원

12,000원

12,000원

삼송초밥(제102호점)

금호횟집(제69호점)

삼송초밥은 50년 넘게 남포동 한 자리에서 3代째 명문과 명성을 이어
오고 있는 초밥집입니다. 53년 경력의 주방장님께서 가장 추천하는 요
리는 덴동(튀김덮밥)과 오보로 김밥으로, 잊혀진 전통 동경의 맛을 그
대로 살렸으며, 이를 찾는 일본 관광객들도 꾸준하다고 합니다.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금호횟집은 싱싱한 자연산회를 취
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간장, 고추냉이 등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명품만 골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제철음식을 특미로 판매하여,
그 시기에 가장 맛있는 회를 드실 수 있으며, 봄에는 쑥국, 여름에는 장어
탕, 겨울에는 생대구탕과 물메기탕을 점심특선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부산 중구 광복로55번길 13

부산 강서구 명지새동네길 1번길 62

051-245-7870

051-271-2221

11:00~21:00 (일요일 휴무, 명절휴무)

10:00~21:30 (매월 첫 번째 월요일 휴무)

주요메뉴
가

생선회코스

초밥정식

50,000원
25,000원
격 ~ 100,000원
~ 50,000원

점심특선

모밀정식

회정식

30,000원
~ 40,000원 15,000원 35,000원

주요메뉴
가

격

하모(여름철)

가오리(겨울철)

광어, 도다리, 돔

시가

시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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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랑(제154호점)

성일숯불갈비(제10호점)

깔끔한 실내 디자인과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한 『해사랑』은 회를 사랑
하는 전 연령대의 회식 및 각종 단체 모임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 가격의 활어 회와 제철생선을 이용한 횟감, 푸짐한 밑반찬으
로 많은 단골고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는
「해사랑」에서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일숯불갈비에서는 두툼한 생삼겹살과 돼지갈비가 일품입니다. 얇은
수입산 돼지고기에 지치신 분들에게 안성맞춤. 특히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양념에 재워놓은 돼지갈비는 어릴 적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돼지갈비를 연상시킵니다. 안방 느낌의 연회석은 날마다 회식 자리로
가득 차므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60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63번안길 61

16:00~24:00 (일요일 휴무)
봄
주 요
메 뉴

051-207-1603

동매로5번길

051-202-3726

여름

가을

평일 15:00~23:00, 주말 12:00~23:00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겨울

도다리, 까치복, 산낙지,
전어회,
참가자미, 꼬시래기무침,
웅어, 숭어, 자연산광어, 전어구이, 호래기,
과메기, 물메기탕,
돌문어
농어
제주산대방어
생굴, 굴전

주요메뉴
가

격

돼지갈비(150g)

항정살(150g)

생삼겹살(100g)

7,000원

9,000원

7,000원

조은참치(제171호점)

느티나무식당(제93호점)

‘조은참치’ 는 하단지역의 대표적인 참치전문점으로서, 대중적인 참치코스
부터 고급 코스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참치 코스요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사
장님의 푸짐한 인심으로 참치코스 주문 시 참치를 무한리필로 제공하는 것
이 이집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간단한 점심식사부터 단체회식에도 제격인
이곳에서, 동아 가족여러분들도 진짜 참치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식당은 450년 된 거대한 느티나무를 그대로 살려 지은 건물
이 인상적입니다. 사장님께서는 20년 간 명품 한우 암소 갈비살만 전
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3층까지 분위기가 각기 다른 연회석이 완비가
돼 있지만, 예약손님으로 이미 가득 차므로 여유롭게 드시려면 예약이
필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1 프린스빌딩 1층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90

051-208-3735

051-291-7831

14:00~24:00

10:00~22:00

주요메뉴
가

격

스페셜
(코스)

프리미엄
(코스)

로얄
(코스)

참다랑어
초밥

참치회초밥/
참치회비빔밥

35,000원

45,000원

60,000원

20,000원

10,000원

주요메뉴

갈비살
100g(+)

특수부위
100g(+)

한우등심
120g(+)

육회비빔밥

가

22,000원

28,000원

22,000원

10,000원

격

고향한우(제94호점)

동아의 밝은 내일, 여러분의 손길로 열어주세요!
후원문의
•Tel : (051)200-6012~3, 010-7680-2252
(담당자 : 전주환)
•E-mail : jeonkoko@dau.ac.kr
•Homepage : http://fund.donga.ac.kr

●

고깃집

고향한우는 1등급 국내산 한우 생갈비살 전문점입니다. 축산물공판장
에서 중매인을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여느 한우구이점보다 훨씬 저렴
한 가격으로 한우구이를 판매하고 있어, 부담 없이 한우구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93
051-203-0375
10:00~22:00
주요메뉴
가

격

갈비살·등심

안거미

우거지탕
(고기주문 시/점심메뉴)

냉면

15,000원

25,000원

2,000원/7,000원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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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향(제102호점)

제일돌곱창(제130호점)

주례맛집이자 숯불갈비집인 예향에서는 한우 갈비살의 살아있는 육즙
과 국내산 흑돼지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돌솥밥과 푸짐한 반찬 또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
은 실내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 각종 행사와 상견례 등의 장소로 자주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35년 전통의 제일돌곱창 본점입니다. 양곱창구이와 돌곱창전
골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돌곱창전골은 국내산한우사골로 정
성껏 우려낸 육수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돌곱창에서 얼큰
한 돌곱창전골에 소주 한 잔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구 동주로 6-7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35번길 4

051-316-9966

051-202-1137

11:30~22:00

10:30~23:00 (연중무휴)

꽃살·안창살· 등심·갈비살 삼겹살·돼지
주요메뉴 차돌박이(120g)
(110g)
양념갈비
가

격

돌솥밥

예향불고기
정식

각 30,000원 각 25,000원 각 10,000원 10,000원 11,000원

주요메뉴
가

격

돌곱창전골

곱창구이

양념구이

특양구이

9,000원

14,000원

14,000원

19,000원

해월정갈비(제109호점)

우진고기家(제162호점)

해월정갈비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최상급 한우를 드시기에 적합한 장
소입니다. 곳곳에 배치된 예술작품과 소품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우 불고기의 맛은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하고 있습니다.

우진고기는 2011년부터 5년 간 엄궁동에서 축산 판매장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우진축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
는 숯불구이 전문점입니다. 최상급 국내산 돼지고기와 한우를 믿고 저
렴하게 맛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부산 사상구 엄궁중로 8
051-312-4455

부산 동래구 차밭골로 49

구분

051-553-9876
10:00~22:00
주요메뉴
가

격

고기류

한우
갈비살

한우
꽃등심

한우
안거미

점심특선 언양불고기
정식(2인 이상 가능)

26,000원

28,000원

33,000원

12,000원

선미집(제129호점)

점심식사

주요메뉴
소갈비살, 소양념갈비살(미국산, 120g)
생삼겹살, 생목살, 양념목살(국내산, 120g)
한우 암소 생등심(150g)
삼겹살 김치찌개
돼지불고기정식/오리불고기정식

가격
8,000원
8,000원
27,000원
6,000원
7,000원

이가한우 & 이가횟집(제163호점)

부민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선미집은 생고기 전문점으로서, 최고급 한
우와 흑돼지를 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먹는 듯한 가게의 분위기에
넉넉한 사장님의 인심, 그리고 살아있는 육즙까지! 불고기 외에도 다양
한 반찬의 정식이 준비돼 있어 든든한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가한우와 이가횟집은 이기대, 용호동 지역의 유명한 맛집입니다.
1층에는 식육점, 2층은 횟집, 3~4층은 한우집으로 센터형 복합외식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광안리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이가한
우&이가횟집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분포로 66-17
051-622-9100

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11-9

11:30~22:00

051-256-1409
09:30~21:30 (일요일, 국공휴일 휴무)
주요메뉴
가

격

흑돼지오겹살

한우등심

한우안창살

선미정식스페샬

10,000원

20,000원

26,000원

8,000원

구분
메뉴
갈비살, 등심, 스페셜모듬(120g)
이가한우
안창살, 안거미(100g)
(3층)
이가숯불양념구이(110g)(점심특선)
이가횟집 모듬회 코스
(2층) 점심특선 회정식코스

가격
27,000원
30,000원
(평일/주말)16,000원/19,000원
25,000원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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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한우&파스타바니타(제164호점)

구룡성(제25호점)

대가한우&파스타바니타는 1,2층에서는 최고급의 한우를 맛 볼 수 있
고, 3층에서는 파스타, 피자 등 양식과 와인,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원스
톱 레스토랑입니다. 멋진 낙동강변을 보며 가벼운 식사에서부터 커피
까지 마실 수 있는 대가한우&파스타바니타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구룡성에서는 평소에 맛보지 못한 전통 중국음식을 고급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중식을 맛볼 수 있는 코스요리는 귀빈에게
대접하기에 맛, 분위기 등에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동아대학교
학생만을 위한 Special Set Menu와 Event는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346

구분
대가
한우

051-204-2700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33

11:00~23:00

051-206-9008

메뉴
한우 대가 모둠(100g)
한우 생갈비살(100g)
한우언양식불고기(100g)
가마솥 왕육개장
한우갈비탕/한우갈비찜

가격
구분
메뉴
가격
28,000원
버섯샐러드
9,000원
24,000원
까르보나라
11,500원
파스타
17,000원
오이스터크림파스타 11,500원
바니타
7,000원
블루베리타르트
6,000원
14,000원
아메리카노
3,800원

11:30~22:00 (연중무휴)
주요메뉴 삼선 자장면

삼선 짬뽕

탕수육

런치A코스

코스

가

8,000원

23,000원

20,000원

35,000원
~ 100,000원

격

7,000원

예형님지리산산청흑돼지(제165호점)

화국반점(제172호점)

예형님지리산산청흑돼지는 아미노산,DHC, EPA 함량이 높은 흑돼지
를 청정지역 산청에서 키워 판매하는 직영 식당입니다. 또한 산사의 싱
그러운 햇살과 바람을 담은 된장과 100% 국내산 신안천일염만으로
만든 방곡도염을 사용하는 착한 식당입니다.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화국반점’은 '백종원의 3대천왕'에 소개되었을 뿐 만
아니라, 영화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의 배경이 된 부산의 대표적인 맛집입니
다. 특히 이집의 대표메뉴 간짜장은 반숙달걀프라이와 짜장의 환상적인 조합으
로 수많은 미식가들의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맛집으로
손꼽히는 중식당 ‘화국반점’, 동아 가족여러분도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동매로 13
051-204-5757

부산 중구 백산길 3

11:00~23:30

051-245-5305

구분
점심특선
고기류

주요메뉴
흑돼지주물럭(2인분 이상)
쌀국수
모둠大(960g)
모둠小(480g)
흑돼지 삼겹살, 목살(100g)

가격
7,000원
3,500원
60,000원
30,000원
9,000원

11:30~22:00 (첫째, 셋째 월요일 휴무)
주요메뉴
가

격

간짜장

볶음밥

탕수육(소,대)

깐풍기

6,000원

6,000원

15.000원
/20,000원

30,000원

대물림 청송집(제169호점)

라라코스트(제143호점)

‘대물림 청송집’은 장어구이 메뉴 한가지로 50년의 전통을 이어온 부
산의 대표적인 ‘맛집’입니다. 엄선된 국산 민물장어에 전통을 이어온
특제소스를 입힌 장어구이는 차별화된 맛과 풍미를 자랑합니다.
남성의 스테미나 음식으로는 물론 여성의 피부건강까지 책임지는 장
어요리, 50년 전통의 대물림 청송집에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으로 화덕피자, 파스타, 필라프, 스테
이크 등을 맛볼 수 있는 ‘라라코스트 하단점’를 소개해 드립니다. 맛은
물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갖추고 있
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메
가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432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74

051-292-2173

051-207-3230

10:30~21:30

11:00~22:00

뉴
격

장어(1인분)
23,000원

식사
2,000원

공기밥(추가),
재첩국(추가)

장어엑기스
(1포)

1,000원

3,000원

주요메뉴
가

격

피자류

파스타류

필라프류

스테이크류

9,900원~

5,900원~

7,900원~

9,500원~

●

중식
양식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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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동아대점(제131호점)

(주)디자인끌림(제76호점)

따스한 한 잔의 커피(A cup of Coffee), 나와 너(Two of us), 그리고
투썸만의 색다른(Some dessert)가 있는 행복한 공간(Place)입니다.
커피 한잔의 여유와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편안히 스터디를 할 수 있으
며. 연인과 함께 하는 즐거움, 친구들과 함께하는 유쾌함을 느낄 수 있
는 카페입니다.

(주)디자인끌림은 2009년 창업하여 정직원 7명과 외부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집디자인(인쇄홍보물제작)전문업체입니다.
주업무는 대학교 중심의 인쇄홍보물과 동아대학교를 비롯 신라대, 동
의대, 울산대, 진주보건대, 포항공대(포스텍), 포항공대학원 소식지 및
교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34
051-202-4595

051-202-9201 Email : designdrag@naver.com

08:00~24:00 / 연중무휴

09:00~18:00 (토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주요메뉴
가

부산시 중구 대청로 135번길 9 4층

격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티라미수 피스

뉴욕치즈케익 피스

4,100원

4,600원

5,600원

5,700원

파리바게트 부민캠퍼스점(제142호점)

대훈기획(제104호점)

파리바게뜨 부민점은 신선한 재료로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고 있습
니다. 식사 대용의 다양한 샌드위치와 빵 메뉴에서부터 커피와 음료까
지 정성스럽게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원하
시는 분은 이곳에 들러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성공을 이끌어 냅니다. 열정이 배어있는 글로 디자
인을 빛나게 합니다. 지난 14년간 고객의 경쟁력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온 대훈기획. 사보, 소식지, 브로슈어, 교지 등 마음을 움직이는
제작물로 신뢰를 쌓아가는 곳입니다.

부산 서구 구덕로 228

부산 중앙대로 621번길 12 2F (범천동)

051-241-0082

051-898-0330

07:00~24:00

09:00~18:00(토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

홍보
교육
도서

탐앤탐스 동아대 부민점(제150호점)

ESS어학원(제49호점)

『탐앤탐스 부민캠퍼스점』은 부민캠퍼스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해,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디저트 카페입니다.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프레즐을 넓고 쾌적한 공
간에서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문 선배의 따뜻한 후배 사랑으로 운영
되는 탐앤탐스 부민캠퍼스점에서 품격 있는 디저트 및 음료를 만나보십시오.

ESS어학원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외국어학원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
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어학원
입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검증된 강사진을 보유하여 현재 한국무
역협회, 부경대학교, 신라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 및 기업체에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 구덕로 216 (부민캠퍼스 박물관 맞은편)
051-231-4406
주요메뉴
가

격

부산 중구 광복로 92 (롯데백화점 광복점 맞은편)
051-257-3355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라멜마끼아또

허니버터브레드

4,100원

4,700원

5,100원

5,500원

※ 동아대학교 교직원, 학생은 10%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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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퀸의원(제70호점)

카플러스(제113호점)

메리퀸의원은 윤기 있는 피부와 탄력 있는 몸매로 사랑 받았던 그 시절
로 되돌려드리는 피부과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피부 질환, 미백, 주
름, 여드름 관리, 보톡스, 비만클리닉 등 여성들의 큰 관심사인 피부와
미용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카플러스는 부민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 전문점입니다. 엔
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 펑크 수리 등 자동차 정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대학교 학생, 교직원분들께는 더
욱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에 관한 모
든 것을 카플러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45 4층

부산 서구 보수대로 117

051-204-8575

051-248-5890

평일 10:00~20:00
토요일 10:00~14:00
점심시간 12:30~14:00 (일요일, 공휴일 휴진)

08:30~20:00 (일요일 상시 영업)

화이트e치과(센텀본점)(제70호점)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엄궁점(제135호점)

화이트e치과 부산본점은 분야별 전문 의료진이 체계적인 협진으로 정
확한 진단과 분석의 치아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안전 치료 장비를
비롯해 멸균소독시스템, 자체 기공소를 운영 등을 통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특
별할인혜택(신분증 필요)도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곳은 현대·기아자동차 지정 공식 자동차 정비 센터로서, 자동차 점
검, 소모품 교체, 판금 및 도장 작업 등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습
니다. 현대자동차블루핸즈의 전직원은 신속, 정확, 친절의 정신을 바
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는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엄궁남로 1번지 (롯데마트 사상점 맞은편)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센텀 임페리얼 타워 4
(센텀시티역 11번 출구)

051-328-7773

1544-2944

평일 08:30~19:00 / 토요일 08:30~17:00 (일요일 휴무)

매일 10:00~21: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예쁜미소바른이치과 서면점(제158호점)

㈜예스렌트카(제149호점)

예쁜미소바른이치과 서면점은 교정전문의로만 이루어 진 치아교정 치
과입니다. "서면 치아모양 건물"이라는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
고 1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예쁜미소바른이치과는 첨단 장비와
전문 의료진으로 이루어 져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
다. 동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
공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예스렌트카』는 사하구 일대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동차 대여점입
니다. 동아대 동문인 사장님이 직접 운영해서 꼼꼼한 정비는 물론 새 차 같
은 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줍니다. 특히, 동아대 교직원과 재학생
에게는 5% 할인 혜택이 있으니, 신분증을 꼭 지참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81-1 SS메디컬 8,9,10층
(서면역 9번출구 도보1분)
1577-627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389번길 1 (하단역 1번 출구 다이소골목)
051-203-0909 / 010-7478-0082
차종

모닝

아반떼

K3

YF소나타

가격

60,000원

70,000원

70,000원

85,000원
동아대 교직원 및
재학생 5%할인

차종

K5

스타렉스

그랜져 HG

가격

85,000원

125,000원

140,000원

●

병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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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주차장(제157호점)

해피플라워(제61호점)

김해 국제공항 바로 앞에 위치한 국제주차장은 국내ㆍ외 여행 시 차량
을 할인 된 가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항 근처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리무진을 통해 공항과 주차장을 왕복 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름다움에 생기를 더하고자 한다면 꽃내음 그윽한 해피플라워로. 해
피플라워는 쾌적하고 넓은 외관을 자랑합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내 집
베란다로 옮겨 놓고 싶은 아기자기한 화분들과 동양란에서 서양란까
지 갖가지 화분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어 고르는 즐거움을 한층 더
해줍니다. 꽃다발을 만드는 사장님의 손에서는 수년간의 땀과 받으실
분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 강서구 공항앞길 108
051-941-1011, 051-325-0012

부산 사상구 냉정로 104

주차가능 대수 : 200대

080-325-2212
구분

가격

평일(월~목)

7,000원

주말ㆍ공휴일

9,000원

08:30~21:00 (연중무휴)

송월타올(제118호점)

진아꽃집(제62호점)

이곳에서는 일반타올, 스포츠타올, 주방용타올, 타올선물세트 등 양질
의 다양한 타올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회사 창립일,
야유회, 체육대회, 동창회 모임 등 각종 행사나 모임에 세련된 디자인
의 송월타올로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꽃내음으로 가득한 양정꽃시장에 위치한 진아꽃집은 늘 밝은 미소와
친절함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신
사장님께서는 이틀마다 가져오는 싱싱한 꽃으로 사랑과 정성을 담아
직접 꽃다발, 화환을 만들어 배송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95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20번길 18 양정꽃시장 4층

051-208-6556

051-900-2055

09:00~20:30 (일요일 휴무)

평일 08:00~19:00
토요일 08:00~20:00
일요일 08:00~15:00

080안경 하단점(제160호점)

천사플라워(제87호점)

080안경 하단점은 소중한 눈, 시력을 지킬 수 있도록 누진다초점안경,
돋보기,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보다 저렴
한 일회용렌즈와 바슈롬을 특별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천사플라워는 1년 내내 꽃향기가 가득한 엄궁 꽃시장에 위치하고 있습
니다. 평소 보기 힘든 아름다운 꽃들이 하우스 밖에서 사람들을 유혹하
고 있으며 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따스한 꽃향기로 기분이 편안
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여 적은 돈으로도 다양한
예쁜 꽃과 화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53 (맥도날드 건너편)
051-291-2378
매일 10:00~21:30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512 농협화훼공판장 3호
051-328-4343
08:00~19:00 (매주 일요일 휴무)
●

꽃집
도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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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가입안내
초유플라워(제92호점)
초유플라워는 동아대학교 농과대학 출신의 사장님이 30년 이상 운영
하고 계시는 꽃집입니다. 사장님께서는 본교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꽃 제작을 도맡으시며 행사를 치르는 데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러
한 경험과 노하우로 사장님께서는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예쁜 꽃과 화
분만 골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
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28번길8
051-644-9871
08:00~19:00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대상

가입방법

올북스(제116호점)
올북스는 다양한 국내외 영어서적을 판매하는 국내 최초의 영어전문
서점입니다. 영어 교과서, 학원 교재 등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었
던 다양한 영어 관련 서적을 올북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소홀히 했던 영어 공부, 올북스에서 쉽고 재미있는 영어를 시
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혜택

부산 수영구 광남로 42
051-744-5106
10:00~19: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아름다운동서여행(주)(제79호점)
아름다운동서여행(주)은 항공권, 여행상품, 각국 어학연수, 신혼여행,
버스대절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태 대표
이사는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동문이자, 동업계에 26년간 근무하
고 있는 해외여행 전문가로써 누구나 믿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동아대학교 교직원, 학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양지로 54 진리관 1층
051-868-9970
0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가입문의

1.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에 우편 또는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주위에 후원의 집을 희망하는 업체를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로 추천
해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후원금에 대하여 세금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 교내외 각종 행사 안내 및 초대권 발송
- 명절 때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매년 동아대학교 달력 및 수첩 발송
- 본교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및 동아대 학보에 지속적으로 소개
- 본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에 등재 관리
- 교직원, 학생, 동문 및 교내 행사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전
교직원 메일 발송
- 특별한 행사 등 기사거리가 있을 경우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Tel : (051)200-6012~3, 010-7680-2252 (담당자 : 전주환)
Fax : (051)200-6015
E-mail : jeonkoko@dau.ac.kr
Homepage : http://fund.donga.ac.kr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가입신청서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대 표 자

기 부 권 유 자
주

소

업

종

연

락

▪ 소속 :

▪ 성명 :

사업장 :

자택 :

휴대폰 :

FAX :

처

▣매월(
)원을 동아대학교 발전기금으로
▣ 최소 1년간 유지함. □ (체크해주십시오)

후
납

원
부

동아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발전기금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발전기금 기부와 관련하여 원활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에 기입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자 예우의 용도
(기부벽체, 뉴스레터 발송 등) 등에 한하여 쓰이며, 이 외의 용도에 쓰일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기관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선택항목 : E-mail, 주소(자택/직장), 기부권유자
3.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수탁기관 : 금융결제원 - 위탁업무 내용 : 기부금 CMS 자동이체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 기부자의 자료 삭제 요청 시.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발전기금 기부 희망자는 개인정보(선택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
우에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기부자 예우 등)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
방

법

( CMS 납 부 )

년

본교가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월부터 후원함.

은 행 명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계좌번호

동아대학교는 발전기금 기부자의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별도로 두고, 더
욱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발전기금 서비스를 위한 본인 확인,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 기부자의 자료 삭제 요청 시.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발전기금 기부 희망자는 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발전
기금 기부 및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금 주
출 금 일
자동이체(CMS)신청에 동의합니다. □ (체크해주십시오)
※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재원에서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 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
가 없습니다.

본 업체는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동아대학교에 후원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본 업체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가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

.

본교가 기부행사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신청인

인
20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년

월

일

약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