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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 현황 

조선해양공학과 학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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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현황 (1/5) 
 

○ 교직원 

    - 학과 교수: 15명, 유관 센터 교수: 3명, 조교 및 교직원: 4명 

 

○ 학생수 

    - 학부: 편제 정원 79명/학년, 현재 321명 재학(여학생 52명) 

    - 대학원: 석사 83명 (여학생 22명), 박사 19명 (여학생 1명) 

 

○ 2017학년도 신입생 지원/성적 현황 

    - 경쟁률: 수시(학생부교과전형- 4.95, 학생부종합전형-3.4,  

                     논술전형-9.07)  

               정시 (나)군 3.22 

    - 2017학년도 입학생 주요 4과목 평균 수능 등급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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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학생 수 현황 (2017. 4월 현재) 

구분 재학생 수 내국인 재학생 수 외국인 재학생 수 외국인 학생 비율(%) 

대학 321 314 7 2.18 

대학원 102 99 3 2.94 

○ 장학금 지원 현황 

학과 현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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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 세부 기관 지원금액 

유관산업기관 지원 

장학금 

 미국선급(ABS) ,프랑스선급(BV), 일본선급(NK) , 한국선급(KR) 

㈜크리에이텍, ㈜금오기전 , 소암장학재단 
44,550천원 

동문회 지원 장학금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문장학회, 66학번동기회  17,850천원 

김창렬 장학금 (고)김창렬 명예교수 2,200천원 

CK-1 장학금 CK-1 사업단 122,000천원 

BK21+ 장학금 BK21+ 사업단 549,000천원 

계 735,600천원 



학과 현황 (3/5) 

○ 인력 양성/교육 사업 수행 현황 

    - 조선해양산업퇴직인력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단(‘17년 선정) 

    - 한-영 해양플랜트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사업(‘15년 선정) 

    - CK-I 사업: 융복합 소재 및 스마트 생산 기반 해양자원개발 창의 

                    인력 양성 사업단 (‘14년 선정) 

    - BK21+ 사업: 에너지·자원개발용 조선해양플랜트 미래기술 인력 

                     양성 (‘13년 선정) 

    - 삼성중공업 계약학과 (’07년도부터 운영) 

    - 삼성중공업 Dream academy (’04년도부터 지원) 

    - ABEEK: 조선해양공학 프로그램 (‘03년 신청 및 ’04 예비인증) 

 대학-대학원-현장기술인력의 통합 교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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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명 면적 (㎡) 주요 용도 

선박예인수조 연구동 1,629.0 
• 저항. 추진실험               
• 선형최적화 연구활용 
• 모형선 실험 프로젝트 수행 

• 인력선 Test 
• Sola boat 성능 Test 

유체충격 시험연구동 63.0 • 슬로싱, 슬래밍 실험 • 운동실험 

충격하중 및  
도장 시험 연구동 

314.5 
• 운동실험충격실험, 극저온 피로, 인장 실험 
• LNG 화물창의 저온피로특성  연구 
• 용접구조물 피로 실험  

• 용접 이음재 설계 최적화 방안 연구 
• 용접부 강도평가 기술 개발 
• 선박용 친환경 도료 개발 

선박유체역학 연구실 
(회류 수조실) 

138.2 

• 모형선의 상태별(경하, 만재  등) 저항 및  
  추진 성능 시험  
• 선체 주변 유체흐름 관측시험, 프로펠러 
  효율 시험 

• 프로펠러 주변 유장 관측시험 
• 선형 개량 시험 
• 해양구조물 유장 관측시험 

선박구조역학연구실
(기계동) 

108.0 
• 고성능 대형 구조강도 정적, 동적, 충격실험 
•  비선형 구조 거동 해석 및 수치 시뮬레이션 

• 정밀구조물 제작 잔류응력 측정  
• 대형구조물 좌굴 붕괴 시험 

용접공학실험실 262.9 
• 용접구조물 피로시험 
• 학부생 용접 실험 진행 

• LNG 화물창 피로특성 연구 
• 구조물 모니터링 연구 

소음진동실험실 190.5 
• 선박 진동, 소음 해석 
• 선박 진동 인텐시티 해석 

• 환경소음 예측 
• 선박 진동∙소음 제어 장치 개발 

공통기초실험실 77.8 • 학부 공통기초 실험 • 손상역학연구 

선박설계 실험실 199.5 
• 선박 경제성평가 기술 및 선형 개발 
• 선박 설계에서의 인공지능 연구 

• 배치 최적화 및 배치 평가 
• 위험도 기반 안전설계 

조선 전산실 157.1 
• 컴퓨터 관련 교과목 수업 
• 조선 관련 S/W 교육 및 세미나  

• 조선 CAD 실습 교육 

○ 연구 인프라 구축 현황-시험 시설 

학과 현황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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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현황 (4/5) 

○ 연구 사업 수행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 선도연구센터:  

      조선해양플랜트글로벌핵심연구센터 (‘11년 선정) 

    - 선박 해양플랜트 기술연구원 (‘11년 설립)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기반 구축사업: 해양플랜트 폭발/ 

      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 구축 사업 (‘11년 선정)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09년 선정) 

    - 국가지정연구실: 선체해양구조역학연구실 (‘06년 선정) 

    - 조선사 등과의 산연관 공동 연구 사업: 연 평균 15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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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공학 목표와 추진전략 

2. 목표와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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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비전  

○ 세계 1위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및 국제화로 조선해양공학분야 "World Top 5"의 학과 위상을 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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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추진 전략 조직  

○ 특성화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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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  

○ 조선해양공학 분야 차세대 우수 기술·연구 인력을 양성하여 세계 1위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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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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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핵심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목표 실적 

취업률 
(%) 

학부 97.0 98.7 95.0 94.1 50.0 42.9 

대학원 91.0 87.2 90.0 53.0 50.0 58.5 

영어수업 강좌 (%) 15.0 4.0 16.0 8.33 17.0 8.33 

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 (%) 

3.5 5.0 4.0 1.46 4.5 1.70 

교육 부문 성과 목표와 2016년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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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로 첨단 조선해양공학 핵심기술 개발 및 창의적 연구 인력  

    배출로 조선해양산업의 진흥과 국가 주력 기간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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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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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핵심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목표 실적 

교수 
1인당 

논문 게재 
건수 (편) 

SCI급 1.9 3.24 2.0 5.25 2.1 5.50 

학진 
등재지 0.9 1.22 1.0 1.5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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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목표  

○ 산학협력지원시스템 완성과 산업체 수요 기반 원천 기술의 실용화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와 수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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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분야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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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성과목표 
2014년 2015년 2016년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1인당 산학공동 연구비 
(천만원) 

20 26.16 21 15.53 22 22.85 

교수 1인당 특
허권 (개) 

등록 
건수 

1.0 1.0 1.0 0.33 1.0 0.25 

출원 
건수 

1.0 0.67 1.0 0.58 1.0 1.33 

기술 
이전 

건수 (건) 4 3 4 2 4 - 

금액  
(천만원) 

3 30.7 4 11.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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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부문 성과 목표와 2016년도 실적  



국제화 목표 

○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국가의 대표 학과에 요구되는 국제 사회 기여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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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분야 추진 전략  

○ 국제화 분야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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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2014년 2015년 2016년 

목표 실적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외국인 학생 비율 (%) 1.8 4.41 2.0 3.76 2.2 2.36 

해외교류(학점인정) 
실적 (건) 

3 3 4 10 5 6 

해외 우수 인력  
초청 세미나 (건) 

8 11 9 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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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부문 성과 목표와 2016년도 실적  



Thank You!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대한민국 조선해양산업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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