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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부경대학교

2019. 5. 1.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선정(교육부)

2019. 4. 28. 2019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교육부)

2019. 4. 10.  링크플러스(LINC+) 2단계 사업 선정(교육부)

2019. 4. 10.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2단계 사업 선정(교육부)

2019. 3. 20.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주관기관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18. 9. 4.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교육부)

2018. 8. 7.  오베트모세스탈리스 바누아투공화국 대통령 명예박사 학위 수여

2018. 3. 27.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교육부)

2018. 3. 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2018. 1. 22.  산학협력단 산하 드래곤밸리지원센터 신설

2018. 1. 18.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신설(교육부)

2017. 11. 21.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

2017. 9. 1.  세계수산대학원(WFU) 신설

2017. 6. 1. 신산학융합본부 신설

2017. 4. 26.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링크플러스)사업 선정

2016. 6~ 2018. 6 평생교육단과대학 및 평생교육체계지원사업 3년연속선정

2016. 4. 15. 거점형 창업선도대학 지정

2016. 3. 1.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신설

2016. 1. 8.  취업률 ‘가’그룹 국립대 1위(교육부)

2015. 9. 3.  해양탐사선 ‘나라’ 취항

2015. 7. 1.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URP) 선정(부산시)

2015. 6. 5.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명예박사 학위 수여

2015. 4. 1.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318억) 선정(해양수산부)

2015. 1. 9.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평가 최우수(교육부)

2014. 12. 11. 우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명예박사 학위 수여

2014. 8. 29. 취업률 ‘가’그룹 국립대 1위(교육부)

2014. 7. 1.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 선정(교육부)

2014. 6. 10. UN대학 협력대학 가입

2014. 3. 25.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교육부)

Since 1996 부경대학교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의 모델이 되고 있는 

부경대학교는 빛나는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PKNU, an exuberant university, pride of Asia!
PKNU leads you to a brigh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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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1. 과학기술융합전문대학원 신설

2013. 11. 부산시 「부산기네스125선」에 ‘부산 최초의 대학교-부경대’수록

2013. 3. 1.  글로벌수산대학원 신설

2012. 11. 26.  융복합해양플랜트연구센터 개소

2012. 6. 5.  아노테 통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명예박사 학위 수여

2011. 10. 13. 수산해양과학연구단지 수산과학연구원 개원

2011. 3. 24.  원자력 부품소재 인력양성센터 개소

2011. 1. 5. 공과대 12개 학부(과) 공학교육인증

2010. 10. 29.  LED-해양 융합기술 연구센터 개소

2009. 11. 12.  존슨 토리비옹 팔라우 대통령 명예박사학위 수여

2002. 11. 22.  수산과학기술센터 개소(경남 고성) 

1999. 12. 24. 부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1998. 12.     세계 첫 한글이름 공룡 ‘부경사우루스’뼈 화석 최초 발견

1996. 11. 26.  국제교류센터 및 유럽정보센터 신설 

1996. 9. 3.  산학연협동연구센터 신설 

1996. 7. 6.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를 부경대학교로 통합

1996. 3. 1.  학부: 6개 대학 39개 학과(입학정원 1,485명) 

대학원: 석사과정 29개 학과(입학정원 398명)

박사과정 23개 학과(입학정원 231명) 

교육대학원: 4개 전공(입학정원 50명)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16개 학과(입학정원 279명) 

1990. 3. 1.  종합대학교 승격(부산수산대학교), 4개 대학(수산해양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과 교양과정부로 개편

1986. 11. 6.  학부설치 인가(수산해양학부, 이공학부, 사회과학부 설치)

1963.  3. 6.  이병돈 동문, 한국인 최초 남극대륙 방문

1958.  1. 22.  김재철 동문, 부산수산대 출신 원양어선 선원 1호로 출항

1946. 12. 15. 부산수산대학으로 분리

1946. 9. 1.  부산대학교 수산과대학으로 승격 개편

1941. 3. 28.  부산고등수산학교 설치인가(4년제 전문학교) 

1996. 3. 1.  학부: 3개 학부 30개 학과(입학정원 2,350명)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15개 학과(입학정원 300명) 

1993. 2. 24.  부산공업대학교 교명 변경 

1990. 3. 6.  산업대학원 신설(4개 학과)

1988. 5. 4.  부산공업대학으로 교명 변경 

1983. 12. 7.  부산개방대학(4년제)으로 승격 인가 

설치학과: 8개 학과 

1973. 9. 29.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설립인가(2년제) 

1963. 3. 11.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5년제)로 승격 

1924. 5. 5.  부산공립공업보습학교 설립인가(2년제)

우리나라 건축학과의 효시, 가구과(家具科) 28명 입학

    
    

       
      

Since 1941 부산수산대학교

Since 1924 부산공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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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에서 융합으로

융합에서 창학으로

역량조성기

3R-1

2019-2023

•교양 및 전공교과 혁신 

•보호학문 육성

•학문간 학과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융합학과 신설준비

•융합 캠퍼스 통합 완성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국책사업 유치 및 유지관리

강화

도약확산기

3R-2

2024-2027

•평가 및 조직성과

환류 시행 및 재조정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융합학과 신설 및

선도학과 선정 육성

•Steppingstone

Startup 100 활성화

•드래곤 밸리 고도화

안정실행기

3R-3

2028-2030

•구조조정 정착기

•각종 대학순위 상승

•융합학과 고도화 이후의

4차산업 중심 단과대학 발전

•2030 4R의 전반적 평가 및

목표조정

•국립대학교의 공적 책무의

발전적 수행

창학발전기

3R-4

2030

•새로운 국립대학교 모델제시

•신학문 창조

•새로운 교육모델의 선도

PKNU
2030

4R

| 교       훈 | 미래를 우리 손으로

| 이       념 | 열린 사고로 인류의 밝은 미래 창조

| 교육 목적 | 열린 사고와 책임 있는 실천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

| 인  재  상 | 역사를 성찰하고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가치를 창출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인재



비전
신학문 창조로 시대를 선도하는 부경대

봉사의 마음으로 인류와 함께하는 부경인

슬로건 통합에서 융합으로, 융합에서 창학으로

•대학 체계(특화, 융화, 확산)와 대학 환경(소통, 지역, 사회) 전략의 자생적 연속성 확보
•대학 혁신의 성과를 대학 공공성과 연계
•교육 및 연구관련 각종 사업(혁신과 육성사업, LINC+등)의 유기적 관계 형성

목표

2대

전략방향

6대 

핵심전략

관련

대표사업

통합의 부경대학교 역사 기반과
융합 교육과 연구를 통한 창의적 대학 체계 구축

특성화 기반의 융합
교육 및 연구 성과의 확산

창의적 대학 체계와 지속가능한
소통 환경을 통한 사회통합 기여

특화
Specialization

융합
Convergence

확산
Divergence

지속가능한 소통환경의 안정적 구축
대학의 지역화 기능을 사회발전으로 확대

소통
Communication

지역
Inter-Locality

사회
Inter-Society

특화
Specialization

특성화 지향
교육과 연구
체제 확립

융합 지향
교육과 연구
체제 확립

국제화 사회
활성화 및
성과확산

융합
Convergence

확산
Divergence

소통
Communication

상호작용적
공간과 행정
체계 안정화

지역발전의
대학참여
활성화

사회기여
체계 구축

지역
Inter-Locality

사회
Inter-Society

대학혁신지원, BK, HK, SSK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LINC+

국립대학 육성,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지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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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사업 ‘풍부’ …
학생 능력개발 기회 ‘풍성’

브리핑

부경대 강점은 ‘혁신 DNA’ … 부경대 생각이 정부‧유엔 

정책으로 ‘발전’하기도

‘부산 최초의 대학’인 국립 부경대학교의 강점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링크플러스사

업’, ‘4차산업선도대학지원사업’ ‘인문한국플러스사업’ ‘고

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대학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

업’ 등이 현재 부경대에서 활발하게 가동되는 사업들이다. 

이처럼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많다는 것은 대학 경쟁력에 직

결되는 교육‧연구에 쓸 재원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 재

정지원 사업 재원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 재학생

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매우 풍성하다. 

학생들은 부경대에만 있는 부경UN서포터즈 등의 단원이 되

어 영국‧터키 등 6‧25전쟁 참전국들을 찾아 평화봉사활동하

거나, 몽골 등지에 가서 교육봉사활동을 한다. 또 세계 해양

도시를 방문해 부산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조사활동을 펼치

기도 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 읽으면 장학금을 받

거나, 책을 읽고 난 뒤 그 책에 나오는 외국도시를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독서량도 높이고 학생 시야도 넓혀주고 있

다. 

이 같은 부경대의 강점은 1996년 ‘국립종합대 최초 대학통

합’으로 탄생한 부경대의 역동적인 ‘혁신DNA’에서 나온다. 

그 예로 ‘드래곤밸리’ 같은 부경대의 창의적 시도가 국가의

정책이 되었고, ‘FAO세계수산대학’ 같은 부경대의 도전적

인 시도는 유엔의 정책이 되고 있다. 한국 대학에서 처음 시

도되는 일들이다.    

‘드래곤밸리’는 부경대 용당캠퍼스를 말한다. 부경대는

2015년 이곳을 기업들에게 완전 개방해 창업 및 산학연 혁

신 플랫폼인 ‘드래곤밸리’를 조성해왔다. 지금 341개 기업

1,700여명의 직원들이 상주한다. 이 독창적인 사업이 정부

눈에 띄어 국가정책으로 연결돼 ‘드래곤밸리’를 모델로 하

는 교육부 주관 ‘대학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이 탄생했고,

부경대 등 전국 2개 대학이 사업자로 뽑혔다. 

‘FAO세계수산대학’은 세계의 수산리더를 양성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말한다. 유엔 FAO(식량농업기구)가 부경대 안

에 세운다. 부경대와 해양수산부‧부산시가 손잡고 이를 유

엔에 제안했고, FAO가 이 전례 없는 아이디어를 전격 수용

하면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종

가(宗家)’인 부경대가 가진 선진수산기술을 개발도상국에게

전수해서 경제발전을 돕자는 뜻이다. ‘FAO세계수산대학’

은 현재 64개국 1,6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캠퍼스에

북적거릴 정도로 유학생 많기로 유명한 부경대의 글로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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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경대의 ‘혁신DNA’는 졸업생들의 성취도로 이어진다.

인사혁신처 주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선발시험’ 결과

도 부산에서 부경대가 최고다. 졸업하자마자 바로 7급 공

무원이 되는 이 시험에서 2016년 이후 4년 연속 부산지역

대학에서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바로 부경대였다.

요즘 부쩍 높아진 부경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

례다.

새로운 길 여는 부경대의 ‘국내 최초’ ‘국내 유일’ 학과들

부경대학교가 국내 처음 개설한 학과, 현재 부경대에만 있

는 독창적인 학과는 무엇일까? 부경대에는 이런 학과가 무

려 15개에 달한다. 이는 부경대 전체 학부‧과(72개)의

20%를 넘는다. 이 학과들은 공학 분야와 수산해양 분야

등 특성화된 학문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 융‧복합 창의 인

재를 키우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15개 이색 학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학 분야의 특성

화 학과들로 우리나라 냉동공조 분야를 선도하는 냉동공

조공학과는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선박 등

수송 분야, 건물 등의 공기조화 분야와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인재를 키운다. 소방공학과는 소방방재와 재

난안전, 위험물에 해박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융

합디스플레이공학과는 화상(image)의 취득‧형성‧기록‧처

리‧분석‧저장관련 분야와 디스플레이 등 화상기술 분야 전

문인력을 기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대 학부과정에는 처음으로 부경대에 설립

된 의공학과는 공학 기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학생명

영역에도 정통한 의공학인을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

쇄공학의 산실인 인쇄정보공학과는 인쇄소재‧인쇄공정‧첨

단인쇄 등의 영역에서 인쇄 관련 중추적인 고급 기술인력

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온 부경대의

바다 관련 전공은 단연 독보적이다. 수산질병관리원을 보

유하고 수산생물 질병 진료, 위해물질 분석 등 수산질병 전

문가를 키우는 수산생명의학과를 비롯해 수해양분야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는 학과로 수해양 분야 사범계학과로는

유일한 수해양산업교육과, 해양생명자원을 발굴‧보존‧관

리하는 수산자원생물학 전문가를 키워 미래식량자원의 보

고인 바다 개척에 앞장서는 자원생물학과가 있다.

전통의 양식학과 첨단 바이오신소재 분야를 개척하는 해

양바이오신소재학과와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개척하는 등

수산해양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해양수산과 경영 분야를 접목해 이 분야 주역들을 대거 배

출한 해양수산경영학과도 부경대의 이색 학과들이다.

환경‧해양 분야에도 독특한 학과들이 많다. 지리정보시스

템(GIS)‧지구환경원격탐사(RS)‧위성측위시스템(GPS)‧지

능형교통시스템(ITS) 등 첨단정보를 구축‧활용하는 전문

인력을 키우는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해안‧항만설계‧해

양구조물설계해석‧해양물리환경 분야 발전을 선도하는 해

양공학과, 생태와 공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학문의 장을 연

생태공학과, 국내 환경 관련 최초 학과로 설립돼 수질‧대

기‧해양‧토양‧폐기물 등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온 환경공

학과 등도 특성화 역량을 바탕으로 학문의 영역을 넓혀나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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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학정신의 바탕 위에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

계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연구·이

해함으로써 현대 한국어문학의 창조적 계승을 도모한다. 문화콘

텐츠 스토리텔링, 번역의 이론과 실제, 의미와 담화, 한국어교육

론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 과목들은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에 직

접적인 도움을 준다. 학생들 스스로가 글 쓰고, 편집하고, 출판

하여 매년 1회씩 학과 잡지인 <하눌타리>를 발간하고 있으며,

유명작가를 초청해서 그들의 문학 세계를 들어보는 <초청강연

회>를 학생들 주체로 매년 개최하고 문학가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곳을 답사하는 <문학 기행>을 통해 한국문학의 정신을 탐

험한다.

영어영문학부는 체계적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 영미문

학과 문화를 이해하며, 감상·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영

어와 관련된 제반 분야의 기초적 지식을 갖추어 세계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을 교육하여 우리문화와 언어발전

및 국제 간 이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영어영문학전공

영·미 문학, 영어학과 영어교육학 그리고 영어권 문화를 이해하

고 감상,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아울러 이들 분야의 학

문적 연구를 도모하고 영어로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여 국제

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국어국문학과 051-629-5405 영어영문학부 051-629-5370~5371

인문사회과학대학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인문사회과학대학은 민족의 문화적 유산과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열린 민족인, 세계화된 지식, 정보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인, 법, 정치·경제, 언론 등 우리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

명감을 가지고 일할 양심적인 봉사자, 그리고 창의적인 디자인 활동을 할 개성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문, 사회,

디자인 영역의 다양하고 심화된 이론과 실제를 교수·연구하는 데 교육목표를 둔다.

051-629-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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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전공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국의 역사, 정치, 문화, 경제 등을

통시적, 공시적 시점으로 심화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통해 다방위적으로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 미국지역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에 특성화된 연구 개발 및 관련 산업 지원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일어일문학부는 일본어는 물론 문학,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학습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일본에 대한 폭넓고도 올바른 이해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1년 동안의 탐색기간을 거쳐

2학년부터는 일본어문학 전공과 일본학 전공으로 세부 전공을

분리하여 각각의 특색에 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어문학 전공 

일본어문학 전공은 일본어를 어학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이해

하고, 다양한 일본문학작품을 통하여 일본어와 일본문학 분야에

서 전문적 학식을 지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일본인과

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본인의 언어생

활과 일본문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신 멀티미

디어시스템과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일본어로 된 정보

자료의 검색과 분석 및 표현능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개설하고 있다.

일본학 전공 

일본학 전공은 일본지역전문가로서 한일양국의 우호와 상호이

해 증진, 그리고 양국 사회의 각 방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

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역사와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관한 다양한 과목을 통해 일본사회 전반에 대한 총

체적인 이해능력을 배양한다. 나아가 향후 세계와 교류할 수 있

는 전문인으로서 장차 동북아시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국

제적 감각과 자질을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 교과과정에는 일본

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용일본어는 물론 일본사

회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사학과는 동서문명이 성립된 역사적 배경과 그 독창적인 업적

및 문화적인 창조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현재의 가치

를 기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비판하는 안목을 기르며, 역사의 전

개과정에 나타나는 문화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살펴봄으로써 자

신이 처한 역사의 좌표를 자각하도록 교육하여 미래에 대한 정

확한 통찰력을 갖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경제학부는 우수한 교수진(Humanware)과 교육프로그램

(Contentware) 및 첨단 교육 기자재(Hardware/Software)를

바탕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전문

적인 경제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매학기 경제인

초청 심포지움 개최, 매년 수산·환경관리 조사를 위한 승선실

습, 산업체 인사 초청강연회 개최, 산업시찰을 통한 현장실습 등

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자원환경경제학전공

자원환경경제학전공은 자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합리적인 이

용·개발, 관리, 경제적 평가 등에 관한 문제를 수산자원, 농업자

원, 에너지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한편, 환경의 개발·보

전, 가치평가, 정책 등에 관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지역 환경

등 국내외적 여러 환경문제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

써 자원·환경 분야 전문 경제인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경제학 전공

경제학 전공은 금융산업, 노사관계, 기업경제, 중소기업, 해외경

제 등 다양한 현실경제 분야의 최신 경제이론과 분석기법 및 실

일어일문학부 051-629-5390~1

사학과 051-629-5422~3     

경제학부 051-629-5310, 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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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경제지식을 교육하며, 또한 경제적 효율성 외에도 경제성

장, 경제안정, 공평성 등의 경제 전반적인 현황을 교육함으로써

경제의 기본적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국제화, 정보화된 21세기

경제전쟁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경제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법학과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합리적·논리적·창의적인 사고 양식을 갖

춘 인격과 능력을 길러 민주사회의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 고시 준비에

필요한 기본법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비교법학, 원서강독 및 국제관련 법학교육 강화 △사회

발전에 따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법학강좌(환경법, 해

양법, 토지공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개설 △판례중심교육 및

법률실무자(판사, 검사, 변호사, 세무사 등)를 초빙하여 법률실

무교육 강화를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학과에서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창의

적 기획관리능력, 합리적 문제해결능력, 따뜻한 인화능력, 능동

적 변화대응능력, 건실한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행정학과내에

△행정·정책 트랙과 △사회복지 트랙을 마련하였다. 행정·정책

트랙을 통해 전문 행정인력 배출이라는 행정학과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기하고, 공무원 합격률을 높이는 한편, 지역인재들에 대

한 공공기관들의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공기업 실무 지식을 갖추

고, 나아가 인적성 시험 및 개별 공기업 채용방침에 대비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 배

출하기 위해 사회복지 트랙을 2015년에 신설하였다. 행정학과

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공공기

관, 또는 의료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 기관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학전공

국제학전공은 세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전반적인 현

황을 이해하고 영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특히 유

럽 및 북미 현지진출을 위한 역량을 배양한다. 외국어 능력을 바

탕으로 종합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국제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둔다.

국제개발협력학전공

국제개발협력학전공은 국제개발협력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전

반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분석 능력을 함양하고, 외국어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

램 실행과 현지취업이 가능한 국제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둔다.

중국학과는 실용적인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종합

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지역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다. 중국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지역 언어인 중국어

를 이수함과 동시에 해당지역의 관련 실무 지식과 국제적 시야

를 갖출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문방송학과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관한 이론적 이해의 바탕

위에,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회과학적 이론과 함께 실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언론 현장에

법학과 051-629-5435~6

행정학과 051-629-5450

국제지역학부 051-629-5330~2

중국학과 051-629-7050

신문방송학과 051-629-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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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무자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표

를 둔다.

정치외교학과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치현상에 대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 지역과 국제관계연구, 정치사상과 이론에 관한 연

구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정치외교문제에

대한 전문적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유아교육과는 인간발달단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에 대한

전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추

고, 한국 유아교육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아교사 및 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며, 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연

구와 교육현장실습 등의 현장 경험을 통하여 유아교육이론과 실

제에 대한 통합적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시각디자인학과는 공공 성격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산업발전 관련 광고디자인기법과 포장디자인, 기업의 CI 계획,

편집디자인, 영상디자인 등 시각전달매체에 관한 디자인을 연구

교육한다. 합리적 디자인을 위한 이론적 체계의 습득과 디자인

방법 및 프로세스의 적용을 통한 실기교육과 이를 통한 창조적

조형능력개발을 통하여 현대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디자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업디자인학과는 ‘21세기의 창의적 디자인 리더양성’과 ‘새로

운 디자인가치 창조의 국제적인 중심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1학년 기초과정에서는 다양한 조형실험의

경험과 개별적이고도 종합적인 표현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2, 3, 4학년에서는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하는 전인적인 창의력

과 사고력, 전문적인 수행력을 함양하고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디자인이 실현되고 있는 오늘날

의 여러 전문 분야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패션디자인학과는 패션디자인, 의복구성, 텍스타일디자인, 패

션마케팅, 컴퓨터 패션디자인, 복식사 등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패션산업 전 분야를 위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이론과 실기 교

육을 병행하여 전문화·글로벌화된 미래지향적인 패션전문인 양

성을 목표로 한다. 

시각디자인학과 051-629-5350

공업디자인학과 051-629-5351

패션디자인학과 051-629-5352
정치외교학과 051-629-5465

유아교육과 051-629-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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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수학과는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 문제 해결능력 등의 사고

능력과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인접학문과의 관련성 및 수학의 유

용성 인식 등을 포함하는 ‘수학적 힘’의 신장을 교육목표로 한다. 대

수학, 해석학, 기하학 및 위상수학 분야의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수

학적 기본 능력을 배양하여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의 학문적 연

구에 기초가 되게 하고 응용수학분야 교과목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교 교육을 선도할 중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학은 자연현상, 사회현상, 경제현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얻

어지는 (빅)데이터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현상의 파

악을 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수

단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통계학과는 고도화된 지식정보산업사회

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분석과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통계적 기법의 현장 활용 능력, 데이터처리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

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학과는 물리세계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이론물리학과 자연

현상을 직접 측정하고 설명하기 위한 실험물리학, 물질세계의 다양

한 변화를 익히기 위한 응용물리학 분야를 교육하여, 물리학, 기초

과학, 응용과학 등 미래 첨단과학기술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할 인

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이론물리학 과목과 자연현상을

자연과학대학 College of Natural Sciences

●

자연과학대학은 미래 첨단 과학기술 사회의 학계, 연구소, 산업계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

춘 과학자로 활약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응용수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미생물학, 해양스포츠 및 간호

학 등 자연과학과 응용과학의 기초 이론 및 실제적인 활용을 교수· 연구하는 데 교육목표를 둔다.

051-629-5502~5507

응용수학과 051-629-5515~6

통계학과 051-629-5534~5

물리학과 051-629-5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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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설명하기 위한 실험물리학, 물질세계의 다양한 변화를 익

히기 위한 응용물리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학의 이론적인 지식

을 통하여 물리학 전반의 폭넓은 지식을 갖게 하고, 실험을 통하여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과학적으로 전

개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 이러한 지식과 기초능력을 바탕으로 물

리학, 기초과학, 응용과학뿐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분야에 이르기

까지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할 인재를 양성한다.

화학과는 화학의 세부 분야(물리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무기화

학 및 생화학)에 걸쳐 균형 있고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

에게 제공하여 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갖춘 우수

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졸업 후 필요한 응용 지식

을 사전에 습득케 하기 위하여 실험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스

스로 관심분야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학부 동아리를 통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미생물학과는 순수 미생물학 분야는 물론 생명과학연구 분야로 일

컬어지는 유전공학 및 각종 발효산업분야에 필요한 전문 첨단 기술

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학문분야로서 일반 미생물학을 비롯

하여 분자생물학, 생화학, 효소학 등의 기초과목을 익히게 하고 응

용 미생물학, 유전공학, 식품미생물학, 발효 및 산업 미생물학, 해

양 미생물학, 병원 미생물학, 환경 미생물학, 바이러스학, 세포생물

학 등의 학문 분야를 연구, 교수함으로써 식량 및 에너지 생산, 의약

품 생산, 화학 원료 생산, 환경관련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요구하

는 인재를 양성한다.

해양스포츠학과는 해양스포츠(Marine Sports)에 대한 이론과 실

기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가운데 이 분야의 학문적 발

전과 고도의 실기 능력배양, 그리고 유연한 사고와 교양을 두루 겸

비한 개성적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외 해양스포츠와 육상스포

츠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 분야의 강

좌는 이론과 실기로 구분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해양스

포츠 및 체육진흥기관, 스포츠과학연구소, 각종 해양스포츠지도자,

해양스포츠기구 제조 및 판매회사, 해양스포츠 실업팀, 수상안전요

원, 해양스포츠 벤처기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호학 교육의 목적은 이론교육과 임상실무교육을 통해 간호사로

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올바른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바탕

으로 실무현장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전문 간호인력을 양성함과 동

시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간호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간호학과에서는 인성교육을 통한 생

명존중정신과 간호전문직관의 확립, 다양한 학습 환경을 통한 비판

적 사고 능력의 향상 및 문제해결능력 함양, 간호학 관련 학문의 이

해 및 지식과 기술의 통합능력 강화, 다양한 간호체계 속에서의 리

더십 역량 개발을 통해 통합적 역량을 고루 갖춘 간호전문인력을 양

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생물학과 051-629-5610, 5621

해양스포츠학과 051-629-5630, 5633

간호학과 051-629-5780~1

화학과 051-629-5580~2



16 국립부경대학교

부산지역 대학 최초로 경영학교육인증을 획득했으며 기업과

국가 경영을 이끌어갈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경영학, 회계·재무학, 관광경영학전공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무능

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학 전공 

기업의 합리적 경영과 환경변화에의 전략적 적응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적용될 경영관리의 제이론과 과학

적이고 실천적인 경영기법을 교수·연구한다. 기업경영을 기

능적인 차원에서 분화하는 한편, 이를 경영문제 및 의사결정

차원에서 통합하여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며, 광범위한 경

영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배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의 발전에 기여케 함을 목표로 한다. 

회계·재무학 전공 

회계학과 재무학의 두 학문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킨 학제

적인 전공영역으로 회계학 영역은 기업투명성을 주장하는

IMF관리체제 이후 수요가 폭증하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기

경영대학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경영대학은 정보화 사회의 산업계, 금융계 및 정부기관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세계 경영인으

로서 활약할 수 있는 국제 감각을 두루 갖춘 미래의 전문 경영자와 국제통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경영, 경영정보

학, 국제통상, 물류학은 물론 경제학 등 인접 사회과학의 선진 이론과 실무 기법을 교수‧연구하는 데 교육목표를 둔다.

051-629-5702~8

경영학부 051-629-5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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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회계 및 조세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공영역이다. 재

무학 역시 IMF관리체제 이후 국제금융·외환의 중요성이 강

조됨과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국제선물거래사·증권분석사 등의 신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첨단영역으로 금융도시를 목표로 하는 부산 선물시

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관광경영학 전공 

21세기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을 선도

할 경쟁력을 갖춘 전문적인 관광경영 인재의 배출을 교육목표

로 한다. 이를 위해 경영학의 기반 위에 관광을 위시한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한

편, 세계화·세방화·정보화 추세를 주도하는 창의적이며 전인

적인 관광경영인의 양성에 주력한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환경을 읽고 시대

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통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무역학교육인

증을 획득했으며 국제통상학·국제무역물류학·국제경영학으

로 전공을 세분화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국제통상학 전공 

급변하는 국제경쟁 환경 속에서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기

업과 산업 및 국가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국제통상의 이론과

실제적인 관리기술을 교수·연구하고 산업과 국가가 필요로 하

는 국제통상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통상과 통

상관련 산업,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아가서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국제무역물류학 전공 

글로벌마켓에서의 원활한 무역거래를 진작하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

보 및 유통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직접 물류문제를 기

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물류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물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통한 한국 경제발전

과 나아가서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국제경영학 전공 

기업의 글로벌 활동과 관련된 전략적 의사결정문제를 다루는

학문영역으로서 글로벌 기업환경, 글로벌 경영관리, 글로벌

경영전략, 기능별관리 및 전략, 대 현지국 관계 등에 관한 이

론과 실무를 교육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전공에서는

국제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영리·비영리조직은 물론 국제문제

를 다루는 각종 국제기구로의 진출이나 활동에 필요한 핵심능

력으로서 국제시장조사, 중국 등 주요 시장국에 대한 지역연

구, 국제비지니스문화, Business Communication 등에 대

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통상학부 051-629-5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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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과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분야인 설계, 구조,

시공, 재료, 환경 및 설비에 대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으로 최근에는 IT분야까지 건설에서 활용이 되는 등 다양

한 분야가 혼합된 융·복합 기술을 다루고 있는 분야이다. 건축

공학과는 인프라 관련 산업을 다루는 학문으로 인간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사회의 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인재의 양

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

여 심화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공과대학College of Engineering

●

공과대학은 지역 및 국가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본 공학교육의 강화, 전

공교육의 심화 및 산업현장과 연계된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실현할 관련 학문을 교수·연구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둔다. 이

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과대학은 한국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051-629-6006~12,
6015~19, 6025~27

건축공학과 051-629-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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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인간을 위한 쾌적한 생활공간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축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광범위한 지식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

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다변화하는 고도의 기술

사회에 적응하고 건축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

적 능력을 함양한다. 궁극적으로 전문건축설계인 양성을 목표

로 하며, 현재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의 건축학 인증프로그램

(5년 인증)을 운영 중이다. 

고분자공학과는 21세기 ‘플라스틱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전

략적 산업중의 하나인 고분자 신소재의 개발과 응용에 부흥하

는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고분자 신소재는 전자, 우주

항공, 의료용 소재를 포함하는 고기능성 및 고부가 가치 산업

으로 미래 산업의 원동력이다. 고분자공학과에서는 유기, 물

리화학 및 재료 공학 등으로 전공기초를 학습하고 고분자 신

소재의 합성 및 유무기 복합재료 제조 등과 같은 고분자재료

의 응용에 대한 특성을 산업체 현장실습, 종합설계 등으로 교

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창의성과 현장감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는 다양한 화학 산업 분야에서

신소재 개발 및 응용에 일을 담당하고 있다.

공업화학과는 화학 재료와 관련된 기초과목에서 전공과목까지

이수하게 하여 전반적인 공업화학에 관련된 지식을 익히게 하

는 학문 분야이다. 공업화학전공은 무기공업화학, 유기공업화

학, 정밀공업화학, 고분자공업화학, 전기화학, 표면공학 등의

응용지식을 교육하여, 각종 정밀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석유, 자

동차, 조선 등의 중화학 제품에 관한 기존의 기술능력 향상에

앞장서고, 전자소재개발 등 첨단 신소재 개발에도 앞장서는 분

야이다. 이러한 분야를 다양한 응용과목과 현장 중심의 실험,

실습과 캡스톤디자인을 통하여 연구와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력과 지도력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금속공학은 금속재료의 연구개발 및 생산제조 기술, 특수 용

도와 기능이 요구되는 금속, 신소재, 금속기 복합재료의 개발

및 생산현장에서의 생산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기술영업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학문분

야이다. 금속공학과는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실험,

실습과정을 통하여 금속재료의 연구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과 산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과정

실시로 응용능력을 갖춘 기술자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계공학과는 최적설계·생산의 자동화와 정밀화 등의 컴퓨터

를 매개로 하는 신 기계공학기술과 에너지/유체기계분야와 관

련한 이론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컴

퓨터와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설계, 생산, 해석하는

CAD/CAM/CAE 등을 다양하게 교육하며, 제품의 컴퓨터 통

합생산시스템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시키고 생산 공정을 모니

터링 하는 기법과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공장자동화를 위한 전

문 인력을 양성을 위해 금형설계와 제작기술, 정밀가공시스템

기술, 신소재응용기술,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미

활용 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분

야, 연소기기 및 열교환기 등 에너지 효율적인 변환 및 전달

분야, 펌프 및 터빈과 같은 발전시스템과 관련된 유체기계의

건축학과 051-629-6080, 6083

고분자공학과 051-629-6424

금속공학과 051-629-6336~7

기계공학과 051-629-6122~5

공업화학과 051-629-6419, 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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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뮬레이션 분야 그리고 자동차 엔진 설계 분야 등에 필

요한 이론과 기술 등을 다루고 있다. 

기계시스템공학과는 각종 기계 및 기관 시스템의 정밀화, 자동화,

지능화 등에 종사할 고급 기술 인력 양성과 자동화 선박의 운용,

보수 및 관리 등에 종사할 해기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기계공학 분야와 전기·전자 및 제어공학 분야가 융합된 기계 및

기관 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열, 유

체, 고체, 전기·전자 및 제어분야의 실험·실습실과 실습선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여 이론에 근거한 체계적인 실험·실습과 해기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 학생의 창의적 연구를

위해 각 분야의 연구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 연구

분야로는 선박 자동화 시스템, 디젤기관 시스템, 축계 진동해석,

열동력 시스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및 가공, 유·공압 시스템 등

이 있다. 학생들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고, 해군 ROTC에 지원하여 졸업과 동시에 해군장교로 근무

할 수 있으며,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의 기관사관으로 일

정기간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기계설계공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기계분야에

기여할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종합설계능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신기술 개발 및 응용능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기계공학에 관한 전문지식

을 활용하여 기계역학, 고체역학, 기계요소설계, 동역학, 열/

유체공학 등 기계공학 기초과목과 전기전자, 자동제어 및 시스

템프로그래밍 등 전기·전자공학 기초과목, 그리고 공학기초로

서 중요한 센서공학과 CAD/CAM공학 등을 학습한다. 또한

기계산업과 관련된 디지털제어, 로봇공학, 생산자동화, 멀티미

디어 및 신호처리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학습한다.

냉동공조공학과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화생활 수준의 발달과

함께 점차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냉

동공조분야와 관련한 이론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연구하고

있다. 냉동공조기계 관련 분야는 매년 생산규모나 성장률이 크

게 향상되고 있는 장래성이 밝은 산업분야로, 냉장고 및 에어컨

으로 대별되는 가전제품 분야, 자동차 및 선박과 같은 수송 분

야, 건물의 냉난방 및 히트펌프, 클린룸과 같은 공기조화 분야,

태양열 및 미활용 에너지 이용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환경 분야,

고부가 상품 및 제품을 보관하는 초저온 분야 등에서 필요한 이

론과 실무에 입각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냉동공조공학과는 이 분야 우수한 교수진을 중심으로 강의 및

실험을 교수하여 냉동공조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

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냉동공

조분야의 전공학과를 창설하여 40년 넘게 이 분야 전공엔지니

어를 배출시켜 이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였다.

소방공학과는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창의적이고 공학적인 교

육을 통해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시설과 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및 건축·토목

구조물이나 도시, 해양플랜트,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과학적

인 방재계획 및 위험물 관리, 위험성 평가 등에 있어 유능하고

성실하며, 특히 봉사정신이 투철한 소방공학도를 양성하는 것

기계시스템공학과 051-629-6185~6

기계설계공학과 051-629-6121, 6145~6

소방공학과 051-629-6461~2

냉동공조공학과 051-629-6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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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경영공학부는 시스템적인 사고와 경영관리 능력을 갖춘

공학관리자(Engineering Manager)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시

스템 통합 및 최적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경제성 평가, 프로그

래밍 등의 기반 교과목과, 이를 토대로 하여 품질경영, 생산운영

관리, 경영의사결정, 생산·물류 및 정보시스템 설계기술 등 공

학관리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학부는

이와 같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산업경영공학 및

기술서비스공학의 두 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경영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은 전통적인 산업공학을 기반으로 하며, 주로 제

조산업을 대상으로 제조시스템의 설계, 운영, 평가, 개선 능력

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기술서비스공학전공

기술서비스공학은 새롭게 개발된 학문으로서, 물류, 금융, 정

보, 기술경영, 컨설팅 등 서비스시스템의 설계, 운영, 평가, 개

선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신소재시스템공학과는 반도체소재, 나노소재, 분말가공, 비정

질가공, 응고가공, 비파괴공학, 시스템공학, 용접 및 접합가공

등에 관련된 강좌를 폭넓게 개설하고 있는 특성화 전공으로

정밀화, 고강도화, 경량화, 다기능화, 복합화를 추구하는 첨단

산업의 설계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존 소재는 물론이고

각종 신소재의 특성에 맞는 최적 가공법의 선택, 응용과 첨단

가공기술의 창출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연구·교수한다. 

IT융합응용공학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정보기술

이 IT에 국한된 세부 전문기술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및

인프라 기술로 확대됨에 따라, 여러 가지 전문 응용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창의적 전문 IT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컴퓨터 분야의 핵심 기초 분야는 물론, 타 분야와

연계 가능한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창의성과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추세에 경쟁력을 지닌 참여, 공

유, 개방의 능력을 지닌 지성인 및 교양인을 육성한다. 

안전공학은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며 복지의 근간이 되는

학문분야로 고도의 복합 산업사회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

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발생원인 및 경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규명하고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학문이다. 안전공학

과는 전반적인 산업체계의 안전경영을 위한 관리 기법과 화공

안전, 기계 및 설비안전, 전기 및 제어안전, 인간공학 및 시스

템안전, 건설안전, 에너지안전, 환경안전 등 공학적 기술을 교

육하여 유능한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의공학과는 2010년 전국 국립대학 학부과정 최초로 신설된 학과

로 공학을 바탕으로 의학생명 영역 전반을 다루는 ‘의공학과’란

이름에 걸맞게, 4년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과는 2011년에 의생명기계전기융합공학 협동과정 대학원,

2013년에는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각각

개설했다. 의생명기계전기융합공학협동과정 대학원은 2013년

에 BK21 plus 과학 융복합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7년간 30억 원

의 정부지원을 받게 되었고 본과는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

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5년간 318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내 최초 해양바이오, 의생명공학 및 의용

기계시스템 분야 간의 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통합적이

고 전문적인 의공학인을 양성하고 있다.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는 화상의 취득, 형성, 기록, 처리, 분

석, 저장과 디스플레이 등 화상관련기술의 전반적 분야를 대

상으로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이론과 응용 기술을 교수하고

연구한다. 최근 화상(image)기술은 화상형성기술 기반에 고

신소재시스템공학과 051-629-6370/6382

IT융합응용공학과 051-629-6262~3

안전공학과 051-629-6460, 7077

의공학과 051-629-5871~2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051-629-6405~6

시스템경영공학부 051-629-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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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유기재료, 나노기술 등이 결합한 첨단 화상재료기술과

광 공학,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기술 등이 적용된

화상 시스템 기술로 이루어지며, 이것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다루고 있다. 이미지(Image) 관련 분야(메모리 반도체, TFT-

LCD와 휴대전화기 액정화면)는 국내외적으로 미래첨단 산업

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로서 관련 기술의 개발과 전문 인력

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인쇄정보공학은 물리와 화학을 기반으로 기계, 전자, 소재 및

디자인과 인지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공학 학문으로

잉크, 제지, 출판과 같은 전통적인 인쇄 기술뿐만 아니라 인쇄

공정을 이용하여 첨단 전자 및 디스플레이 제품을 대량 생산

할 수 있는 ‘인쇄전자’ 기술을 다루고 있다. 본 학과는 지난 40

년간 우리나라의 인쇄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할 전문 인쇄공

학도 양성의 산실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가

를 양성하는 최고의 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융·복합

공학 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심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공학과는 고도의 과학기술사회에서 응용과학의 기초적

핵심 분야인 전기공학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교수하여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도 전문 인력을 양성

한다. 전기공학을 중심으로 공학적 실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정보화 인력을

양성한다. 실무에만 국한되지 않은 공학적 주제에 대한 발표

와 의사전달 능력을 갖추며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춰 외국어 구

사능력을 갖춘 국제화된 기술 인력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

다. 전력전자, 자동제어, 전기에너지, 신재생에너지변환, 전력

계통,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 디지털 제어, 디지털 신호처

리, 의용전자, 전기자동차, 고속전철, 센서공학 등의 미래 지

향적인 핵심 전공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우수한 교수진과 풍

부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과과정

을 통하여 폭넓은 전문지식을 교육 및 연구한다. 

전자공학과는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시대를 뒷받침할 국가 기

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통신시스템, 이동통신, 로보틱스, 반도

체, 집적회로설계, 디스플레이, 전력전자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

서 및 컴퓨터, 임베디드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와 디지털제어 등

을 다루고 있다.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도 습득하여 첨

단 전자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국내외적으로 우수

한 교수진과 풍부한 실험기자재를 갖고 다양한 교과과정과 실험

실습을 통해 전공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공학과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고도 정보화 사회의 기

반 기술인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IT, 컴퓨터, 보안 관련 기술을 스스

로 익힐 수 있도록 이론적 연구와 실무 적응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해 통신 분야, 정보처리 분

야, 시스템 및 전장 분야, 정보통신 보안 분야로 교과과정을

다변화하여 전문성을 부여토록 교육하고 있다. 

재료공학과는 금속재료, 무기재료(세라믹스), 고분자재료, 복

합재료, 전자재료 등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재료의 거

시적 이해와 미시적 이해를 학습하는 것과 이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교육목표를 둔다. 재료의 기본구조 및

물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이론, 금속 무기 유기재료 특유의

독특한 성질에 관한 이론, 고체의 구조변화와 결함에 따른 기

계적, 전자적 성질의 변화에 관한 이론 및 무공해 에너지 발전

재료, 반도체 소자용 재료, 환경 친화성 재료, 우주항공용 복

합재료, 수소저장합금 등의 특수합금 재료, 우주 항공용 복합

재료, 초전도 재료 등의 첨단 산업 재료를 다루고 있다. 또 다

양한 실험 및 실습을 통해 전문기술을 체득하고 전문 기술인

으로서 산업발전에 응용되고 있는 각종 재료의 개발 및 응용

에 공헌하고 있다. 

인쇄정보공학과 051-629-6385~6

정보통신공학과 051-629-6207, 6209

재료공학과 051-629-6350~1
전기공학과 051-629-6306

전자공학과 051-629-6205~6, 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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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첨단 공학기술분야를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본 전공과정은 근원적이고 전통적인 제어 및 계측

공학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모든 산업분야에 있는

각종 첨단시스템의 정밀자동제어 및 센서 공학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론 및 축적된 응용기술

을 바탕으로 각종 제어장치 및 계측시스템에 관련된 이론적인

학문과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는 우수한 교수 및 학생의 유치를 바탕

으로 대형유조선, 상선, LNG선, 초고속선, 여객선, 어선 등의

각종 선박과 해양석유개발, 해양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 해

양공간이용 등에 사용될 각종 해양구조물의 설계, 건조 및 이

들의 성능해석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익혀 조선공업과 해양

산업의 발전에 공헌할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특성 있는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과로 발전하고 있다. 

컴퓨터공학의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멀티미디어 처리기술 등을 교육하여 새로운 IT기술을

창안하고 관련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학도를 양성하고

자 한다. 공학적 창작물들은 항상 새로운 도구와 기술의 혁신

과 연계되어 왔다. 오늘날 컴퓨터 공학 기술은 데이터를 효율

적으로 다루고 저장하며 수학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모든 창작물에 큰 영향을 주는 강력한 도구이며 미래의 잠재

력을 키우는 이상적인 학문 분야이다. 우수한 컴퓨터 공학자

를 양성하기 위해 본 학과에서 교육하는 주요 분야는 컴퓨터

구조, 알고리즘, 임베디드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인공지능,

데이터관리시스템, 유비쿼터스 컴퓨팅, 멀티미디어처리기술

및 컴퓨터 보안, 컴퓨터그래픽스 등이다. 

토목공학은 국토를 인류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조하고, 경제개

발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을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안전

진단, 유지관리, 운용 등을 연구하는 공공을 위한 시설공학이

라 할 수 있다. 토목공학의 적용분야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철도, 교량, 댐, 상·하수도, 항만 및 공항, 간척사업, 공업단지

조성, 농지개량사업, 택지조성사업, 도시 및 지역계획사업, 교

통시설사업, 해양개발사업, 환경공학, 폐기물처리 등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선행적이며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

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본 대학 토목공학과에서는 충분한 교

양과목의 바탕 위에 토목공학분야에 관한 기초이론과 전문적

지식을 교육하여 토목 및 관련 사업분야에서 제반업무를 능동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화학공업은 정유, 석유화학, 고분자, 비료, 정밀화학 등 전통

적인 화학공학 분야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반도체, 전

자재료, 에너지 및 환경, 의료산업 등의 첨단 분야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 같은 원료의 채집에서부터 가솔

린, 플라스틱, 의약품 등 제품에 도달하기까지 전 과정에 화학

공학의 지식이 요구된다. 이에 화학공학과는 물리·화학·생물

학적 원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화학공학적 생산기술, 환경성

과 경제성을 지닌 제품의 개발, 그리고 공장건설 등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이수하도록 하고, 미래의 기술 경영인으로서의

높은 자질을 함양하는데 두고 있다. 졸업 후 약학전문대학 진

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과목들을 대부분 개

설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어계측공학과 051-629-6307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051-629-6609~10

컴퓨터공학과 051-629-6260~1

토목공학과 051-629-6060~1

화학공학과 051-629-6420~1



수산과학대학 College of Fisheries Sciences

●

수산과학대학은 수산학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교수·연구하고 창의적이고 지성적이며 응용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수산업의 발전과 인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수산과학의 메카이다. 수산과학대학은 1941

년 4년제 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들은 21세기의 수산·해양산업을 발전시키

기 위하여 연구·실험하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051-629-5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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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학과는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의 성상, 기능 및 가치 등 식품의 본질

에 관한 지식과 그 가치의 증진, 안정적인 보존, 품질의 향상 및 이용의 확

대를 위한 식품의 가공, 보장과 위생관리에 관한 기초지식을 부여하고 실

습을 통하여 이를 터득시키며 식품산업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기

술을 함께 연구·교수한다. 본 전공에 부여된 국가적 중요 과제의 하나는

해양 생물자원의 식량화로서 이를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며, 식품원료의

유통과 보관,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새로운 식품가공기술 및 신제품 개발

과 식생활의 개선은 물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인

재를 양성한다.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는 ‘생물학적 재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양생물 신소재의 개발’이라는 교육목표로 유용생물신소재를

탐색·발굴·개발하며, 이의 안정적인 소재확보 및 대량생산을 위

한 양식기술의 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래 해양바이오산업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이와 관련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미래 바이오산업의 중추적인 분야가

될 양식 산업을 포함한 해양바이오소재 산업에 관한 기초 학문

인 어류, 무척추동물, 해조류 양식학 및 이를 뒷받침하는 생태

학, 생리학, 영양학, 환경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세포·조직공학, 양식수리학, 양식시스템공학 등을 교육한다.

해양생산학전공 

부경대학교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이어온 본 학부의 해양생산학전공에

서는 해양생물자원의 생산 및 적정이용과 합리적인 어장관리를 위한 전

문지식을 교수하여 국내외적으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전

식품공학과 051-629-5820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051-629-5909~10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051-629-5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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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력 및 어선 해기사를 양성함에 목적이 있다.

해양경찰학전공 

해양경찰학전공은 어장 관리 및 조업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해양에서의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관련 지식을 교수하여 한반

도 주변의 어장 관리 및 해상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

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해양수산경영학과는 국내에서 유일한 해양·수산분야의 경영·경제 및 국

제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해양수산 사회과학의 전문 학과이다. 본

학과는 해양·수산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해양 관련기업의 발전을 촉진하

기 위하여 경영·경제학의 기본이론과 실제적인 관리기술을 교수·연구하

고, 국제수산 및 해양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도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전

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해양산업교육과는 중등학교의 수산·해운계와 이공계 교사의 양성을 목

적으로 한다. 이들은 교육전문가인 동시에 산업의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전

문기술인으로 성장한다. 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2학년 진급 시에 6개 전공

(기관공학, 냉동공학, 식품공학, 양식공학, 어업공학, 항해공학)중 본인의

적성에 따라 한 분야를 선택하여 이수하고 그 과목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다. 또한 다양한 분야 중에서 교직복수전공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 교사자

격증은 졸업과 동시에 무시험으로 전공 및 복수전공분야의 중등2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자원생물학과는 ‘21세기의 해양생명산업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해양생물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해양생물학 분야의 제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어류학, 무척추동물학, 해

산식물학, 동물생리학, 발생학, 해양생태학, 수산자원학, 부유생물학 등

의 다양한 자원생물학적 기초 및 응용 학문을 교수하고 있다. 일반대학

원(해양생물학과) 및 글로벌수산대학원(생물자원학과) 과정을 개설하여

수산·해양생물학의 산·학·연 및 학제 간 응용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는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품영양학과는 생명의 근본이 되는 식품을 소재로 하여 생명현상의 본

질을 규명하고, 식품성분을 통한 인체의 기능 조절 등을 중점적으로 연

구·교수함으로써 영양학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를 양성한다. 특히 산업현장 및 관련기관에서 전공분야의 지식을 충분

히 활용하기 위한 영양사 면허증 취득 및 영양교사 자격을 위한 교직과

정 이수도 병행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기초 및 다양한 전공과목

을 개설하고 있다.

생물공학과의 교육목표는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생물산업 시대에 대비

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본 학과에서는 수·해양 생물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생물학 분야의 기초지식 습득과 이를 바탕

으로 광범위한 생명공학분야의 전문지식을 폭넓게 습득하도록 하기 위

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생화학, 미생물학, 유기화

학, 유전학, 효소학 등의 기초학문을 수학한 후, 분자생물학, 생물반응공

학, 배양공학, 생물에너지공학, 해양생물공학, 유전공학, 환경생물공학

등의 응용학문을 습득한다. 식량, 환경, 유전공학, 에너지 및 의약품(신

물질 연구) 관련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첨단 생물산업, 수·해양산업, 녹

색성장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수산생명의학과는 기초의학적인 학문과 함께 수계동물 질병에 관한 임상

학적인 학문 분야를 교육하여 어류, 갑각류 및 패류를 중심으로 한 각종

수계동물의 질병을 원활히 치료, 예방함으로써 수산동물의 위생적이고 안

정적인 생산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수서생물을 보호할 수 있

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수산생명의학과에서는 어패류를 비롯

한 각종 수계생물의 건강관리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조직학, 면역학, 식품위생학 및 공중보건

학 등의 기초 학문과 수산동물 질병 발생과 관련되는 미생물, 기생충, 바

이러스, 환경 및 수산동물의 임상에 대한 약리, 병리, 진단 및 감염성 질병

등에 관한 여러 학문을 교수한다.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면허

제도에 의한 수산 질병 전문가인 수산질병관리사를 배출하고 있다. 

해양수산경영학과 051-629-5950

식품영양학과 051-629-5840~1

생물공학과 051-629-5860~1

수산생명의학과 051-629-5935~6

수해양산업교육과 051-629-5965~6

자원생물학과 051-629-5920, 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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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과는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기후변화, 심각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아름다운 자연의 본래 모습을 복

원하고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신기술을 연구, 교수하여

졸업 후 기업체, 정부기관 연구소, 학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지구환경보전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해양공학과는 인류의 미래공간인 해양 개발과 이용에 관한 첨단

해양과학기술(Marine Technology)을 선도할 유능한 해양공학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해양공간 및 해양에너지의 개

발, 해양· 해안·항만 구조물의 건설, 해양원격탐사·정보관리, 해

양환경의 제어·보전 기술, 자연재난 안전관리 등 해양의 종합적

이용·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데 주력하

고 있다. 

해양학과는 해양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규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앞으로 해양학 분야

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미래 해양자

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해양환경보존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해양대학 College of Environmental and Marine Sciences and Technology

●

환경·해양대학은 해양, 대기, 지질 등 지구환경의 이해, 해양자원, 조선 및 해양공간의 개발, 환경보전, 환경오염 물질의

처리 및 관리에 관련된 기초 및 응용과학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해양 및 환경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목표를 둔다.

051-629-6503~7

환경공학과 051-629-6520~1

해양공학과 051-629-6580, 6592

해양학과 051-629-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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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과학과는 지구의 기원 및 진화과정, 구조, 암석을 다루는

기초이론과 지하수의 보존과 개발, 토양오염과 복원, 지진과 지반

안정문제 등을 포함하는 지질 재해 분석, 광물 및 에너지자원의 개

발과 관련된 응용기술 등을 교육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지구환

경을 분석·예측하고, 지질학 전반의 전문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전

문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환경대기과학과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중에서 일어나고 있

는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현상에 관한 이론 및 과학적 기술을 습

득하여 대기현상을 조사·해석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

과 기상·기후 재해에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교수·연구한다. 대기

경계층 및 중규모대기나 종관규모의 대기 환경을 이해하고 기상측

기를 이용한 관측·실험, 대기 오염조사와 확산 및 제어분야, 기후

환경변화 및 날씨와 기상재해, 수치모델링, 기상 및 기후 예측분야

등을 연구한다. 

에너지자원공학과는 현대 산업사회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에너

지 및 광물자원 탐사·개발, 개발된 자원의 저장 및 특수 기능을 위한

심부·대규모 지하 공간 개발, 지구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지질의

특성을 연구하는 지구물리탐사, 건설·토목의 기초 지반조사 및 환경

오염 조사,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광산 개발 기술 등 자원개발 관련

분야를 배우고 연구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는 첨단 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는 자료를 처리하는 연구와 지리정보시스템을 응용 및 활

용하는 데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다루고 있다. 공간정보공학은 복

잡한 지구환경은 물론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모니터링과 신속 정

확한 정책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활동

과 생활안전에 필수불가결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이다. 이에 본 학

과에서는 일류 선진 국가 도약에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

리정보시스템(GIS), 위성원격탐사(RS), 위성측위시스템(GPS),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도시정보시스템(UIS) 등의 각종 첨단정

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이를 응용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인력

을 양성하는 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생태공학과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목적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하

여 지속가능한 인간사회를 설계하는 과학기술을 연구·교수하여 졸

업 후 국제환경기구, 국내환경관련 행정기관 및 정책 연구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연구원, 각종 산업분야의 정책연구소

그리고 일반산업체의 환경관리 및 환경경영인으로 진출하여 지구

의 미래를 책임질 국제적 인재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지구환경과학과 051-629-6620~1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051-629-6650~1

환경대기과학과 051-629-6635~6

에너지자원공학과 051-629-6550~1

생태공학과 051-629-6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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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상담학과는 교육학과 심리학을 기초로 평생교육 및

상담 개입방법을 학습하며 현장실습에 활용하는 평생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

생교육 및 상담전문가로의 자질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

련 국가자격증(평생교육사, 청소년상담사 등) 취득을 위한 전문

과정을 탐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또는 상담관련 기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상담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기계조선융합공학과는 기계분야와 조선분야를 융합한 미래의 융

합기술 개발능력 및 창의적 전문기술을 교육한다. 본 학과는 다양

한 교과과정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기술

과 첨단 공학도구 활용능력을 갖춘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는 평생교육 지식기반의 글로벌 정

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융합기술 개발능력 및 창의적 전

문기술을 교육한다. 최근 IT분야인 전기전자 및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달로 국가와 산업계의 관련 활동분야 및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본 학과는 다양한 교과과정과 실험실습을 통

한 현장실무에 맞춘 교육으로 폭넓은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창

조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미래지향의 창의적 공학인을

양성한다.

공공안전경찰학과는 국민생활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인

격과 능력을 함양하고, 안전분야, 소방ㆍ방재분야, 경찰분야, 해

양경찰분야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

육과정을 운영되며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인력 양성

을 목표로 한다.

미래융합대학 College of Future Convergence

●

미래융합대학은 고교 졸업 후(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을 선택한 재직자 또는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 만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를 위해 신설된 단과대학으로, 지역경제와 지역특성화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거

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둔다.

051-629-6601~5

평생교육·상담학과 051-629-6595~7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051-629-6595~7

기계조선융합공학과 051-629-6595~7 공공안전경찰학과 051-629-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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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형 인재 / 융합형 인재 / 창의적 문제해결형 인재 

| 교양교육과정 |

문학, 철학, 사회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기초학문분야교양 교육

| 글로벌교육과정 |

해외단기어학연수, 해외탐방, 해외교환학생, 해외인턴십 등 다양한 해외경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 전공 교육과정 |

융합형 복수전공교육 실시(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전공 교육과정을 복수 전공하게 함으로써 융합형 인재양성, 

전통학문 분야 간 혹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복수 전공시스템 구축)

● 해외단기어학연수, 해외교환학생 우선선발 ●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 

● 우수학생 4년 전액 장학금 지급 ● 우수학생 기숙사 우선 입주 보장 

● 전용 학습공간 확보 ● 우수교원들의 일대일 지도에 의한 밀착형 지도 

● 4년 동안 학부 정체성 유지

글로벌자율전공학부 Division of Undeclared and Exploratory Majors

●

글로벌자율전공학부는 융합형·문제해결형·글로벌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영어 발표와 토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융합형 복

수전공을 통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특별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부경대 특성화 분야를 중심

으로 한 융합형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하여 글로벌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051-629-5650

인재상

교육과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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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대학원은 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한층 더 심오하게 연구·교수한다. 동시에 인격을 도야하고 독창력을 함양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21세기 세계화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수

산 및 해양과학에 관한 학문 전 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연구와 지도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원교육의 획기적인 강화와 제도개선 그리고 연구기능의 활성화에 적극 힘쓰고 있으며,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연구수업조교장학제도를 실시하며 국제화의 일환으로 외국인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051-629-5191~4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 일반과정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제지역학과, 국

제통상물류학과, 법학과, 사학과, 신문방송학과, 영어

영문학과, 유아교육학과, 일어일문학과, 자원환경경

제학과, 정치외교학과, 해양수산경영학과 , 행정학과,

중국학과, 글로벌금융협동과정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수산물리학과, 수산

생명의학과, 수산생물학과,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식품생명과학과, 응용수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공간정보시스템공학전공, 지구환경과학전공, 환경대

기과학전공, 환경공학전공), 통계학과, 해양생물학과,

해양학과, 화학과

박사과정 일반과정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제지역학과, 국

제통상물류학과, 법학과, 사학과, 신문방송학과, 영어

영문학과, 유아교육학과, 일어일문학과, 자원환경경

제학과, 정치외교학과, 해양수산경영학과 , 행정학과,

중국학과, 글로벌금융협동과정

연구생 과정

대학원에서는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일반연구 과

정생과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 완성을 위한 수료

후 연구 과정생, 본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연구를 계속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석박사후 연

구과정생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재학생에 준하는 신분의 부여와 학내 제반시설을 이

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 기숙사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다.

외국인입학

외국인은 입학정원과 관계없이 예정지도교수의 추천

과 서류전형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외국 학생은 학내생활과 제반 학사업무에 대해 대학원

과 국제교류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숙사를 우

선 배정받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간호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수산물리학과, 수산

생명의학과, 수산생물학과,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식품생명과학과, 응용수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공간정보시스템공학전공, 지구환경과학전공, 환경대

기과학전공, 환경공학전공), 통계학과, 해양생물학과,

해양학과,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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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

설계공학과, 기계시스템광학과, 냉동공조공학과, 소방

공학과, 생물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생태공학과,

시스템경영공학과, 식품공학과,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안전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융합디스플레이공학

과, 인쇄공학과, 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

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공학과, IT융합

응용공학과, 화학융합공학부(고분자공학전공, 공업화

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예체능계열 산업디자인학과, 체육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체육학과, 패션디자인학과

건축공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

과, 기계시스템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소방공학과,

생물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생태공학과, 시스

템경영공학과, 식품공학과,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안

전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인쇄공학과, 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

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

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공학과, IT융합응

용공학과, 화학융합공학부(고분자공학전공, 공업화학

전공, 화학공학전공)

석사과정 일반과정 박사과정 일반과정

학과간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교육컨설팅협동과정, 무기체

계공학협동과정, 의생명기계전기융합공학협동과정,

정보보호학협동과정, 정보시스템협동과정, 해양산업

공학협동과정, U-Eco City 협동과정, 마린융합디자

인협동과정, 경영컨설팅협동과정, 행정공간정보화협

동과정, 글로벌지역학협동과정, LED공학협동과정,

기술경영협동과정, NT융합광전자시스템공학협동과

정, 에너지소재 및 공정협동과정, 나노과학협동과정,

인공지능컴퓨터전자기계공학협동과정

학연산 기계공학학연협동과정, 수로학연협동과정, 과학기술

정책협동과정,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

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계공학학연협동과정, 수로학연협동과정, 과학기술

정책협동과정,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

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교육컨설팅협동과정, 글로벌

금융협동과정, 무기체계공학협동과정, 의생명기계전

기융합공학협동과정, 정보보호학협동과정, 정보시스

템협동과정, 해양산업공학협동과정, LED공학협동과

정, 마린융합디자인협동과정, 경영컨설팅협동과정, 행

정공간정보화협동과정, 글로벌지역학협동과정, 기술

경영협동과정, NT융합광전자시스템공학협동과정, 에

너지소재 및 공정협동과정, 나노과학협동과정, 인공

지능컴퓨터전자기계공학협동과정

석사과정 협동과정 박사과정 협동과정



32 국립부경대학교

1996년도에 개원하여 각 전공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

한 교육관련 전문가 양성과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급격

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교육전문가 및 교육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석사과정 4계열 1개학과 20전공

교육학과

교육컨설팅,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산교육, 수학교육, 전산교

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일어교육,

디자인교육, 체육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아동심리및

상담, 초등영어교육, 유아교육, 초등수학교육, 영양교육,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산업사회가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일선에 종사하는

중견 기술자 및 관리자들에게 산업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1987년에 특수대학원으로 개설인가 받았다. 국가적으로 정책

의 우위를 차지하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반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산업체에 근무하는 중

견관리자 및 기술인에게 산업현장에서 부딪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석사과정 25개 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시스

템및조선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산업디

자인학과, 미생물학과, 소방공학과,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안전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임상영양

학과, 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산정보학과, 전자정보통

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개발학과, 환경공학과

1998년에 개원하여 경영, 국제무역 및 경제관련 석사학위과

정 6개학과 1개전공과 최고경영자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

사학위과정은 무한 경쟁시대 국내외 기업경영환경에 적극 대

응하여 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전문적 경영지식을

갖춘 공사·기업체 및 조직의 경영자 양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한다. 최고경영자과정은 사

회 각계각층의 최고경영자로 하여금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경

쟁력 있는 조직의 경영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경영능력

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석사과정 6개 학과 1개 전공

경영학과, 국제통상물류학과, 경제학과(금융부동산경제전공),

세무관리학과, 관광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정책대학원은 지구촌 시대의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지

역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따라 각 학과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국제 협력활동에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여러 지역의 언어와 역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사회, 문화적 전통과 정치, 경제, 법률 등 전문지식과

현장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유용하면서도 흥미 있는 실용적 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051-629-5508~9

051-629-6045~8

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051-629-5705~7

글로벌정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lobal and Policy Studies

051-62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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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지향한다. 이러한 교육과 활동을 통하여 글로벌정책대학

원은 지역사회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제협력 및 통상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공헌할 인재를 양성한다.

석사과정 2개 학부 8개 학과 4개 전공

일본학과, 중국학과, 국제학과, 정치언론학과, 행정학부, 영상

문화콘텐츠학과, 문화학부, TESOL학과, 경찰학 협동과정, 글

로벌한국학 협동과정

국제수산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수산해

양산업육성에 필요한 수산과학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응용방

법을 연구·교수하며 관련 응용산업분야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개척능력을 갖춘 글로벌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석사과정 6개 학과 1개 과정

생물자원학과, 양식학과, 어업생산학과, 생물산업공학과, 식

품산업공학과, 해양경영정책학과,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기술창업･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및 지

역산업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는 기술경영 전문인력을 양성

한다. 기초에서부터 현장의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MOT개론 등

을 교육하는 공통 트랙, R&D경제성분석 등을 교육하는 기술

전략·기획 트랙, 기술가치평가 등을 교육하는 기술창업·사업

화 트랙, 정보시스템운영관리론 등을 교육하는 제조·서비스혁

신 트랙으로 구성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산업통상

자원부의 지원사업장학금, 현장 인턴십, 국내외 학습캠프, 연

구과제 참여 등 학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석사과정 1개 전공 기술경영학과

박사과정 1개 전공 기술경영학과

세계수산대학원은 국제기구 세계수산대학
✴

유치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2017년 설립됐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어업 및

수산 분야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대

학원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관리 및 기술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 및 졸업생들 간 네

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석사과정 3개 전공

양식기술전공, 수산자원관리전공, 사회과학전공

✴ 유엔 FAO세계수산대학(WFU): 유엔 FAO(식량농업기구)와 해양수산

부, 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수산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석사과정의 교육기관(국제기구).

글로벌수산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lobal Fisheries

051-629-5806

세계수산대학원
Graduate School of World Fisheries University

051-629-6679, 6681~6683

기술경영전문대학원
Specialized Graduate School Management of Technology

051-629-565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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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원 일 반 대 학 원 1954.10. 6.

전 문 대 학 원
과학기술융합전문대학원 2014. 3. 1. 폐원(2019. 3. 1)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6. 3. 1.

특 수 대 학 원

경 영 대 학 원 1998. 3. 1.

산 업 대 학 원 1987.11. 9. 수산대 : 1987.11. 9.  공업대 : 1990. 3. 6

교 육 대 학 원 1995.10.21.

글 로 벌 정 책 대 학 원 2003. 3. 1. 국제대학원→글로벌정책대학원(2019.9.1.)

글 로 벌 수 산 대 학 원 2003. 3. 1.

세 계 수 산 대 학 원 2017. 9. 1.

인 문 사 회
과 학 대 학

경 제 학 부 1997. 3. 1.

(자원환경경제학전공) 1979. 9.22.
자원경제학과(1979.9.22)→자원경제학전공(1997.3.1)→자원�환경경제학전공(1998.3.1)
→자원�정보경제학전공(2004.3.1)→자원환경경제학전공(2019.3.1)

(경제학전공) 1989. 3. 1. 산업경제학과(1989.3.1)→산업경제학전공(1997.3.1)→경제학전공(1998.3.1)

국 제 지 역 학 부 1997. 3. 1.

1997. 3. 1. 북미전공(1997.3.1.)→북미학전공(2010.3.1.)→유럽북미학전공(2016. 3. 1.)

1994. 9. 5. 유럽학과(1994.9.5)→유럽전공(1997.3.1)→유럽학전공(2010.3.1)→유럽북미학전공(2016. 3. 1.)

1997. 3. 1. 동북아전공(1997.3.1)→중국학전공(2010.3.1)→중국학과(2017. 3. 1.)

2016. 3. 1. (유럽학전공+북미학전공) 통합 신설(2016. 3. 1)→ 국제학전공(2017. 3. 1)

(국제개발협력학전공) 2016. 3. 1.

(국제학전공) 2017. 3. 1.

영 어 영 문 학 부 2017. 3. 1. 영어영문학과(1990.10.16.)→영어영문학부(2017. 3. 1.)

(영어영문학전공) 2017. 3. 1.

(미국학전공) 2017. 3. 1.

일 어 일 문 학 부 1991. 3. 1.

(일본어문학전공) 2010. 3. 1.

(일본학전공) 2010. 3. 1.

사 학 과 1997. 3. 1.

국 어 국 문 학 과 1990.10.16.

법 학 과 1991. 3. 1. 산업법률학과(1991.3.1)→법학과(1994.10.24)

행 정 학 과 1994. 3. 1.

정 치 외 교 학 과 1998. 3. 1. 정치외교학전공(1998.3.1)→정치외교학과(2000.3.1)

신 문 방 송 학 과 1998. 3. 1.

디 자 인 학 부 1988. 3. 1. 산업디자인학과(1988.3.1)→디자인학부(2003.3.1)→폐과(학과분리,2012.3.1)

시 각 디 자 인 학 과 1988. 3. 1. 시각디자인전공(1988.3.1.)→시각디자인학과(2012.3.1)

공 업 디 자 인 학 과 1998. 3. 1. 공업디자인전공(1998.3.1.)→공업디자인학과(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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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 사 회
과 학 대 학

패 션 디 자 인 학 과 1994. 3. 1.
의상디자인학과(1994.3.1)→패션디자인학과(1998.3.1)→패션디자인전공(2002.3.1)→
패션디자인학과(2012.3.1)

유 아 교 육 과 2002. 3. 1.

중 국 학 과 2017. 3. 1.

자연과학대학

응 용 수 학 과 1979. 9.22. 응용수학과(1979.9.22)→응용수학전공(1997.3.1)→응용수학과(2010.3.1)

통 계 학 과 1997. 3 .1. 통계학전공(1997.3.1)→통계학과(2010.3.1)

물 리 학 과 1980.10. 2.

화 학 과 1981.10.20.

미 생 물 학 과 1984.10. 5.

해 양 스 포 츠 학 과 1996. 3. 1.

간 호 학 과 2010. 3. 1.

경 영 대 학

경 영 학 부 1996. 3. 1.

(경영학전공) 1988.10.29. 경영학과(1988.10.29)→경영학전공(1996.3.1)

(e-비즈니스전공) 1993. 9.30.
경영정보학과(1993.9.30)→경영정보학전공(1996.3.1)→e-비즈니스전공(2006.3.1)→
통합폐과(경영학전공으로통합, 2012.3.1.)

(회계�재무학전공) 2000. 3. 1. 회계·재무시스템전공(2000.3.1)→회계·재무학전공(2012.3.1)

(관광경영학전공) 2003. 3. 1.

국 제 통 상 학 부 1999. 3. 1.

(국제통상학전공) 1999. 3. 1.

(국제무역물류학전공) 1999. 3. 1. 국제물류학전공(1999.3.1)→국제무역물류학전공(2002.3.1)

(국제경영학전공) 2000. 3. 1. 국제서비스산업전공(2000.3.1)→국제경영학전공(2002.3.1)

공 과 대 학

토 목 공 학 과 1948. 9. 1. 토목과(1948.9.1)→토목공학과(1984.3.1)→건설공학부(2000.3.1)→토목공학과(2011.3.1)

건 축 학 과 1924. 5. 5.
가구과(1924.5.5)→건축과(1933.6.8)→조가과(1946.9.1)→건축공학과(1984.3.1)→
건축공학부(2000.3.1)→건축학전공(2002.3.1)→건축학과(2011.3.1)

기 계 공 학 과 1940. 3.31. 기계과(1940.3.31)→기계공학과(1984.3.1)

냉 동 공 조 공 학 과 1978. 1.16.
냉동학과(1978.1.16)→냉동공학과(1983.9.8)→냉동공조공학과(1997.3.1)→냉동공조�에너
지시스템공학전공(2000.3.1)→냉동공조공학전공(2006.3.1)→냉동공조공학과(2010.3.1)

기 계 자 동 차 공 학 과 1992. 3. 1.
차량공학과(1992.3.1)→자동차공학과(1995.11.27)→자동차공학전공(1998.3.1)→메카트로닉스�자
동화정보공학전공(2000.3.1)→지능기계공학전공(2006.3.1)→기계자동차공학과(2010.3.1)

기 계 시 스 템 공 학 과 1968. 1. 1.
어선기관학과(1968.1.1)→기관학과(1971.3.1)→기관공학과(1991.10.22)→제어기계공학과
(1996.3.1)→기계시스템공학전공(2000.3.1)→기계시스템공학과(2010.3.1)

전 기 공 학 과 1944. 4. 1.
전기과(1944.4.1)→전기공학과(1984.3.1)→전기공학전공(1997.3.1)→전기정보공학전공
(2004.3.1)→전기공학과(2010.3.1)

제 어 계 측 공 학 과 1989. 3. 1.
제어계측공학과(1989.3.1)→제어계측공학전공(1999.3.1)→제어자동화공학전공
(2006.3.1)→제어계측공학과(2010.3.1)

신소재시스템공학과 1991. 3. 1.
생산가공공학과(1991.3.1)→재료공학부 생산가공공학전공(1999.3.1.)→재료공학부 소재프로
세스공학전공(2004.3.1.)→신소재공학부 소재프로세스공학전공(2009.3.1.)→신소재시스템공
학과(2012.3.1.)

재 료 공 학 과 1987.10.23.
재료공학과(1987.10.23)→재료공학전공(1999.3.1)→신소재공학부(2009.3.1)
생산가공공학전공(1999.3.1)→소재프로세스공학전공(2004.3.1)→신소재공학부
(2009.3.1)→재료공학과(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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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과 대 학

금 속 공 학 과 1974. 3. 1.
금속과(1974.3.1)→금속공학과(1984.3.1)→금속공학전공(1999.3.1)→금속시스템공학전공
(2004.3.1)→신소재공학부(2009.3.1)→금속공학과(2010.3.1)

인 쇄 정 보 공 학 과 1977.12.30.
인쇄과(1977.12.30)→인쇄공학과(1984.3.1)→인쇄정보공학과(1998.3.1)→
인쇄정보공학전공(1999.3.1)→인쇄정보공학과(2010.3.1)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1992. 3. 1.
사진공학과(1992.3.1)→사진정보공학과(1998.3.1)→사진정보공학전공(1999.3.1)→이미지시스템
공학전공(2005.3.1)→이미지시스템공학과(2010.3.1)→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2015.3)

안 전 공 학 과 1985. 3. 1.
산업안전공학과(1985.3.1)→안전공학과(1995.11.27)→안전공학전공(1998.3.1)→
안전공학과(2000.3.1)→안전시스템전공(2005.3.1)→안전공학과(2011.3.1)

소 방 공 학 과 2005. 3. 1. 소방방재시스템전공(2005.3.1)→소방공학과(2011.3.1)

시 스 템 경 영 공 학 부
(산업경영공학전공)
(기술·서비스공학전공)

1985. 3. 1.
공업경영학과(1985.3.1)→산업공학과(1986.3.1)→산업공학전공(1998.3.1)→산업공학과
(2000.3.1)→시스템경영공학과(2004.3.1)→시스템경영공학부(2012.3.1)

화 학 공 학 과 1963. 3.11. 화학공학과(1963.3.11)→화학공학전공(1999.3.1)→화학공학과(2010.3.1)

공 업 화 학 과 1999. 3. 1. 공업화학전공(1999.3.1)→공업화학과(2010.3.1)

고 분 자 공 학 과 1989. 3. 1. 고분자공학과(1989.3.1)→고분자공학전공(1999.3.1)→고분자공학과(2010.3.1)

전 자 공 학 과 1979. 1. 1.
전자과(1979.1.1)→전자공학과(1984.3.1)→전자공학전공(1997.3.1)→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2000.3.1)→전자공학과(2010.3.1)

정 보 통 신 공 학 과 1987.10.23.
전자통신공학과(1987.10.23)→정보통신공학과(1988.10.29)→정보통신공학전공(1996.3.1)
一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2000.3.1)→정보통신공학과(2010.3.1)

컴 퓨 터 공 학 과 1994. 9. 5.
컴퓨터공학과(1994.9.5)→컴퓨터공학전공(1996.3.1)→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전공
(2000.3.1)→컴퓨터공학과(2010.3.1)

IT 융 합 응 용 공 학 과 1998. 3. 1.
멀티미디어공학과(1998.3.1)→멀티미디어공학전공(1999.3.1)→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전공
(2000.3.1)→IT융합응용공학과(2010.3.1)

의 공 학 과 2010. 3. 1.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1983. 9. 8.
선박공학과(1983.9.8.)→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1998.3.1.)
소속변경(2015.3.1.): 환경·해양대학→공과대학

수산과학대학

식 품 공 학 과 1941. 3.28.
제조학과(1941.3.28)→식품공학과(1971.3.1)→식품공학전공(1999.3.1)→식품공학과
(2010.3.1)

식 품 영 양 학 과 1980.10. 2.
식품영양학과(1980.10.2)→식품생명과학과(1996.3.1)→식품생명과학전공(1999.3.1)→
영양학전공(2006.3.1)→식품영양학과(2010.3.1)

생 물 공 학 과 1985.11. 5. 생물공학과(1985.11.5)→생물공학전공(1999.3.1)→생물공학과(2010.3.1)

해 양 생 산 시 스 템 2006. 3. 1.

관 리 학 부

(해양경찰학전공) 2006. 3. 1.

(해양생산학전공) 1941. 3.28.
어로학과(1941.3.28)→어업학과(1971.3.1)→어업공학과,해양생산관리학(1991.10.22.)→해
양생산시스템공학과,해양생산관리학과(1998.3.1)→해양생산학전공(2006.3.1)

해 양 바 이 오
신 소 재 학 과

1941. 3.28. 양식학과(1941.3.28)→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2010.3.1)

자 원 생 물 학 과 1979. 2.10.
자원생물학과(1979.2.10)→해양생물학과(1990.10.1)→해양생물학전공(1996.3.1)→
자원생물학과(2003.3.1)

수 산 생 명 의 학 과 1998. 3. 1 수족병리학과(1988. 3. 1)→어병학과(1990)→수산생명의학과(1998. 3. 1)

수 해 양 산 업 교 육 과 1963. 3. 1. 수산교육과(1963.3.1)→수해양산업교육과(2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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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대학

(기관공학전공)

(냉동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양식공학전공)

(어업공학전공)

(항해공학전공) 2019. 3. 1

해 양 수 산 경 영 학 과 1941. 3.28.
수산경제학과(1941.3.28)→수산경영학과(1961.1.1)→수산경영학전공(1996.3.1)→
수산경영학과(1998.3.1)→해양산업정책학부(1999.3.1)→해양산업경영학부(2004.3.1)→
해양산업경영학과(2011.3.1)→해양수산경영학과(2014.3.1)

환경�해양
대학

환 경 공 학 과 1975. 1.23.
해양환경학과(1975.1.23)→환경공학과(1979.2.10)→환경공학전공(2000.3.1)→
환경공학과(2003.3.1)

생 태 공 학 과 2003. 3. 1.

에 너 지 자 원 공 학 과 1996. 3. 1.
탐사공학전공(1996.3.1)→탐사공학과(1999.3.1)→환경탐사공학과(2001.3.1)→
에너지자원공학과(2009.3.1)

해 양 학 과 1980.10. 2. 해양학과(1980.10.2)→해양학전공(1996.3.1)→해양학과(1999.3.1)

해 양 공 학 과 1979. 2.10.

지 구 환 경 과 학 과 1981.10.20.
응용지질학과(1981.10.20)→환경지질과학전공(1996.3.1)→환경지질과학과(1999.3.1)→
지구환경과학과(2010.3.1)

환 경 대 기 과 학 과 1988.10.29. 대기과학과(1988.10.29)→환경대기과학전공(1996.3.1)→환경대기과학과(1999.3.1)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1999. 3. 1.
위성정보과학과(1999.3.1)→위성정보과학전공(2000.3.1)→위성정보과학과(2003.3.1)→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2011.3.1)

미래융합
대학

평 생 교 육 ·상 담 학 과 2016. 7. 5. 평생교육단과대학(2016. 7. 5.)→미래융합대학(2017.7.10.)

기계조선융합공학과 2016. 7. 5.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2016. 7. 5.

공 공 안 전 경 찰 학 과 2018. 3. 1.

글 로 벌 자 율 전 공 학 부 201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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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관, 공학도서관, 청운관으로 운영되며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대학도서관으로서 교수와 학생의 학문연구 및

학습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우리 대학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첨단 웹

기반 학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학술정보와 모든 자료에 대한 서지, 소장사항의 통합검색 및 다양한 콘

텐츠를 제공하는 통합형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을 구현함과 아울러 21세 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

하여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타 대학 도서관 및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 체제를 확대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학술정보종합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서

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서현황 단행본 1,311,584권 | 연속간행물 641종 | 비도서 19,209점

도서관

학술정보관 051-629-6701~24, 공학도서관 051-629-5254~5T

기본시설

구 분 건물명 실명 좌석수

대연캠퍼스
학술정보관 단행본실, 연속간행물실, 일반열람실, 멀티미디어실, 스터디룸, 영상세미나실 1,700석

청운관 일반열람실 1,422석

용당캠퍼스 공학도서관 단행본실, 연속간행물실, 일반열람실, 스터디룸 914석



대학의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연구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양한 IT 인프라를 구축, 운영, 지

원하며 정보화 책임부서로서 대학전반의 정보화를 총괄·관리·조정하고 있다. 

•시설현황 

•정보시스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모바일앱, 부경구글앱스,  대표홈페이지

•정보인프라  인터넷망 3.5Gbps, 무선랜AP 1076개, 서버 32대, 공용소프트웨어 11종

구 분 실습실명 PC 수량 건물명

대연캠퍼스 PC실습실Ⅰ, PC실습실Ⅱ, PC실습실Ⅲ, 인터넷검색실 181대 자연과학1관 1, 2층
용당캠퍼스 PC실습실Ⅰ, PC실습실Ⅱ 86대 공학관 4층

구 분 건물명 수용인원

대연캠퍼스
세종1관 1,632명
세종2관 1,011명(기혼자15실 포함)

행복기숙사 1,500명
용당캠퍼스 광개토관 507명

정보전산원

학생들에게 면학을 위한 숙·식생활의 제반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협동 및 준법정신을 

배양하여 지도자적인 인격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생활관 수용인원 

학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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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세종관 051-629-6731 / 광개토관 051-629-5266 / 행복기숙사 051-711-0314 T

051-629-680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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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연구원

2001년 10월 15일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해양인문학연구소 | 디자인연구소 | 글로벌지역학연구소 | 경제사회연구소 |

법학연구소 | 공공정책연구소 | 고용인적자원개발연구소 | 영유아발달지원연구소 | 지방분권발전연구소 |

자원환경경제연구소 | 평생교육개발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자연과학분야의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기초 연구활동과 개발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산업과 사회발전에

활용하는 응용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기초과학 및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기초과학연구소 | 나노과학기술연구소 | 형광소재은행연구소 | 스포츠과학연구소

경영연구원

△ 경영, 경제와 무역에 관한 연구조사 △지역산업개발 및 수산업발전에 관한 연구 △기업의 경영진단, 해운, 항만, 공

항, 도로, 철도, 연안해운, 내수로 운송 등 주요국의 물류산업 및 물류시설 전반에 관한 연구

△ 해양관광, 수·어촌관광, 생태·자연·대안관광, 문화관광, 도시·농촌관광 등 문화 및 관광산업, 청소년 교육, 복지전

반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수산기업연구소 | 전략경영연구소 | 글로벌물류경영연구소 | 글로벌해양관광연구소

공학연구원

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산업과학기술연구소 | 음향진동공학연구소 | 전자·정보통신연구소 | 청정생산기술연구소 |

디스플레이기술 연구소 | 친환경수송시스템연구소 | 방위과학기술연구소 |

인쇄전자기술연구소 | 동남권안전품질지원센터 | 융복합부품소재용접기술센터 |

도장기술센터 |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 | 조선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051-629-5307T

051-629-5509T

051-629-5708T

051-629-600T



수산과학연구원

수산과학의 기초학문과 응용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수산업의 고차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산과학연구소(기장) | 식품연구소 | 사료영양연구소 | 해양생명과학연구소 | 해양산업정책연구소 |

수산과학기술센터(고성) | 해양수산형질전환생물연구소 | 저탄소해양생산기술연구소 | 극지자원연구소 |

수산생물질병연구소, 수산해양교육연구소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환경∙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해양산업개발연구소 | 환경연구소 | 지오메틱연구소 | 지질환경연구소 | 슈퍼컴퓨터센터 | 대기환경연구소

에너지자원연구소 | 지구과학연구소 | 해양과학공동연구소 | 행정공간정보화드론연구소

스마트인프라기술연구소 |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 저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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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센터(고성)

수산과학연구소(기장)

051-726-1003~5T

051-629-650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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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 T. 051-629-6763~5

각종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실시 및 심리건강 관련 출판물 제

작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 발달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

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입생, 재학생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정책 결정 자료를 제공한다. 

기초교양교육원 T. 051-629-6930~2, 6940~4, 6946~8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수 및 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등을 통한 인재양성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교양교육센터, 교수학습지원

센터, 이러닝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 스튜디오, 수업행동분석실, 음악실,

스마트교수 학습실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실험실습관 T. 051-629-6881/5287 

1998년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대학의 특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설립

된 연구지원 기관이다. 국내의 연구, 각종 산업체 및 연구소들의 시험업무 등을 지원하고

기기이용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전자현미경실, 구조분석실, 질량분석실, VOCs냄새분석

실, 미량/광 전자분석실, 박막물성실, 열분석실, 생화학실, X-선분석실, 방사화 학분석

실, 구조/재료강도실험실, 계측실험실, 전기/전자수리실, 기계컴퓨터수리실 등을 운영

하며 1년간 3,000건 이상의 분석업무를 지원한다. 

박물관 T. 051- 629-6771~3 

고고·역사와 수산·해양분야를 양대 축으로 삼아 각종 자료를 중점적으로 발굴·수집하여

연구, 전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사와 해양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보급하고,

지역문화의 계승과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매장문화재, 해양생물, 어구어선, 해양선박, 대학역사자료, 기증유물 등 약

4,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선사고고실, 해양수산실, 해양민속실, 어구어선실, 대학

역사전시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기획전시실 대여사업, 문화답사, 역사문화강좌

등을 통해 교내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복지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보건진료소 T. 051-629-6781~2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차의료 제공, 보건교육·상담, 전염병 질환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나아가 건강실천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한 인재 양성

에 기여하고 있다. 

부경언론사 T. 051- 629-6920 

학내 모든 분야의 활동을 공정·정확하게 보도하고 건설적인 의견과 비판을 통하여 학내

여론을 창달한다. 건전한 대학문화의 발전과 대학언론 기관으로서 본교의 발전 및 홍보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사업국, 신문편집국, 방송편성국, 영자편집국이 있다.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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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원 T. 051-629-7900~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원으로서 기본자질과 직

책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 및 교육기술을 연마하고, 교직

의 전문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개원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유

치원, 초·중등 전 과목을 연수할 수 있는 연수원으로 확대 개편되

어 전국의 현직 교원들의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T. 051629-5062

2008년 신설된 것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지원 및 각종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다. △장애학생 학습권 지원 △장애

학생 복지 △교수학습, 생활복지 상담, 편의시설 등 지원 △도우

미 제도 관리·운용 △교육기자재 및 각종 보장구 관리·운용 등 에

관한 활동을 펼친다. 

체육부 T. 051-629-5630 

조정부와 축구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실기우수자들은 매년 10

명 이내의 수준에서 선발되어 해양스포츠학과에 입학한다.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T. 051-629-5633 

체육이론 및 실기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을 목

적으로 한다. 

예비군연대 T. 051-629-6936~7

교원 및 학생(대학원생 포함)들에게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함으

로써 예비군훈련시간을 경감하여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비상사태 시 향토(직장)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됐

다.  

사회봉사리더십센터 T. 051-629-5051

사회봉사리더십센터는 학생들의 각종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국내외 봉사활동 지원, 봉사자 교육 및 봉사실적 관

리, 사회봉사 리더십 관련 교과목 운영 등 사업을 수행한다.

안전관리센터 T. 051-629-7311~2, 7308

학내 연구실 안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대책을 체계적으

로 수립·시행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위해발생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안전한 연구 활

동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록관 T. 051-629-6991~4 

대학의 여러 기구와 단체 및 구성원 개인 등이 활동한 근거이자 증

거인 각종 기록을 그 생산부터 유지·처분·보존에 이르기까지 체

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대학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소중한 기

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며, 업무수행과 연구·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적 활용을 보장하는 행정적·문화적· 학술적 기

관이다. 이에 부경대학교 기록관은 우리 대학의 이념에 충실하고

우리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여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도

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T. 051-629-749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가정 양립 가능한 보육정책 실현을 위하

여 양질의 보육지원 환경을 구축해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신뢰

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군사교육단(ROTC) 

T. 051-629-6956(육군) T. 051-629-6963(해군)

미래 지향적인 정예간부 육성을 통한 군과 사회에 기여하는 지도

자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학위교육에 추가하여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을 관장 실시한다. 대학생활을 자유롭게 지속하면서 2년

간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하면,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여 2년간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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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교육혁신센터 T. 051-629-5708 

경영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관련 학부, 학과의 제반 학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학종합실습센터 T. 051-629-6050~8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업기술 개발과 이에 관련된 기술교육자료의 개발을 통하여

기초교육실습, 응용교육실습 및 교수 및 대학원생 연구지원과 학생실험을 지원함으로써 공업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학교육혁신센터 T. 051-629-6050~8

공과대학 특성화에 관련한 공학교육혁신 방향설정,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며, 공학교육을 목

적으로 설치된 타 사업들을 총괄 지원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공학교육인증지원부 

효과적으로 공학교육을 실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학교육혁신의 핵심인 공학교육인증지원 담당 

● 교육과정개발부 

공학교육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관

찰하고, 개선하는 업무 담당 

● 산학협력부 

산학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협력역량을 활용한 지역산학협력 기술혁신체제 구축업무 담당 

● 자체 평가부 

모든 교수들이 공학교육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산학협 력 실적 및 성과를 교육 및 연구실적과 연계

하는 등 교수평가 체계 혁신업무 담당 

수·해양종합실습센터 T. 051-629-5979

● 양어장 

어류양식과 양식어류의 유전육종, 사료와 영양 및 사육시설 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한다. 총면적

11,000㎡의 부지 위에 약 6,000㎡의 수면적을 가지며, 정수식 양어지와 실험연구용 초현대식 순환여

과 사육시설 그리고 120여개의 사육실험용 수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 식품가공공장 

식품자원의 식량화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식품가공, 보존 및 신제품 개발 등에 관한 학술과 응용기술

의 연구 교수를 지원한다. 학생들의 실험실습, 관련 교수들의 연구, 산학협동의 연구장소로서 제반시설

제공을 그 기능으로 한다. 

선박실습운영센터 T. 051-629-5984~7

1947년 실습선이 도입되면서 설치하여 수산·해양관련학과 학생 승선실습 및 교수연구활동을 통하여 해

양의 개척과 수산업 발전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부서로서 실습선의 효

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단과대학
부속시설

경영대학 부속시설

공과대학 부속시설

수산과학대학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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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선·탐사선 T. 051-647-8583, 636-4615 

● 실습선 : 수산 해양산업개발 및 해양환경 보존 등에 관련된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함은

물론 유능한 해기사 양성과 민간국제교류를 통한 외교활동의 일익을 담당하며, 연안 현장교육과 수산·해양

학의 연구능력을 향상함. 

● 탐사선 : 천혜의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의 해양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21세기의 해양산업시

대에 대비하고자 함. 

수산질병관리원 T. 051-629-5877 

수산동물종합병원으로 생명존중, 자연사랑, 수산발전을 위하여 설립하였다. 어민들에게 수산동물 질병예방, 진

료, 병성감정, 위해물질 분석, 약효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민의 소득 증대 및 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실습선 가야호 탐사선 나라호

환경·해양대학 부속시설

해양탐구교육원 T. 051-629-6505 

학생, 교사 및 일반시민에게 해양에 관한 지식을 보급시켜 우리나라 해양과학과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해양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원되었다. 해양탐구에 관련한 강의, 실험 및 실습, 견학, 승선실습은 물론 해양문화 창달을

위한 정책제시와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미래융합대학 부속시설

평생교육원 T. 051-629-6791~5 / 6785~8

평생교육을 통해 수강생의 자아실현 기회 제공,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및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교육과

정, 협동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기타 재정지원사업(정부, 지자체)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기타시설(학교기업)

식품분석센터 T. 051-629-7355~60

학교기업 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는 대학이 보유한 수·해양 분야 특성화 기술을 이용한 식품 분석사업을 수행하고 있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 위생법 제24조에 의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자가품질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학교기업의 모든 사업은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실무적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

램이 운영된다. 

부경아동상담소 T. 051-629-7572

학교기업 부경아동상담소는 심리적으로 힘든 아동이나 자녀 양육과 아동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검사, 교육, 연수 등을 진행한다. △상담(아동상담, 부모상담, 특수아동상담, 가족상담, 교사상담 등),

△심리검사(발달검사, 성격검사, 지능검사, 스트레스검사, 양육태도 검사 등), △부모교육(의사소통기술, 부모-자녀 상

호작용, 부모 정서조절 등), △교육연수(문제행동지도 역량강화, 유아교육기관 컨설팅 등)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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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교무회의

단과대학/학부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수산과학대학
환경․해양대학
미래융합대학

글로벌자율전공학부

특수대학원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글로벌정책대학원

글로벌수산대학원

세계수산대학원

일반대학원

대학원

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대학평의원회

부총장학무부총장 산학부총장

교육조직

대학본부 교무처

교육기본시설 도서관

기타시설 학교기업

지원시설 정보전산원지원시설 정보전산원

연구시설 인문사회과학연구원 / 공학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 / 수산과학연구원 / 경영연구원 /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부속시설 학생상담센터
기초교양교육원
(교양교육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러닝지원센터)
공동실험실습관

박물관
성평등인권센터

기록관
교육연수원
보건진료소
부경언론사

장애학생지원센터
체육부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예비군연대
사회봉사리더십센터

안전관리센터
직장어린이집

학생군사교육단
(육군학생군사교육단)
(해군학생군사교육단)

학생생활관

교무과
학사관리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
학술진흥부

학생처

학생복지과

기획처

기획과

대외협력과

사무국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부

글로벌어학교육센터

글로벌코리안교육센터

입학본부

입학관리과

신산학융합본부

신산학개발원
(미래산학융합교육센터)

지역협력센터(RCC)
기업협력센터(ICC)

인재개발원
(취·창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2019. 5. 8.기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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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원 현    원

총    장 1 1

교  원

교     수

611

441

부 교 수 73

조 교 수 85

소     계 611 599

조    교 134 134

직원

일반직 264 269

관리운영직 12 14

대학회계직 259 256

소계 535 539

■ 교직원 현황

■ 학생 현황

■ 외국인 학생 현황

구    분 재적생 재학생 휴학생

대학 22,893 16,723 6,170

대학원 1,478 1,300 178

특수대학원 1,003 855 148

전문대학원 96 81 15

합계 25,470 18,959 6,511

박사 석사 학사 어학연수 교환학생 총계

145 251 704 380 100 1,580

<2019. 4. 1. 기준>

※ 재적생(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397명 포함)

구성원
현황



대학본부

교무과 (교무팀/교원인사팀/교수지원팀) 

T. 051-629-5021~5033

전체교수회, 교무회, 학무회의 운영, 학칙관리, 교

육과정 제·개정, 학사일정 수립, 학생정원 관리,

단과대학·대학원 설·폐, 교원 정원 관리, 교원 채

용 및 승진, 교원 겸보, 교원 포상 및 징계, 조교 인

사, 교수 업적평가관리, 강사 및 비전임교원관리,

교수지원 등을 담당한다.

학사관리과(수업팀/학적팀) 

T. 051-629-5036~5043

수강신청 등 수업관리, 학점 및 성적관리, 계절수

업 운영, 강의실 조정 및 관리, 강의평가, OCU 및

KCU운영, 입학 및 졸업, 학위수여 및 학위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자퇴, 전과 및 재입학, 학적관

리, 편입생학점인정,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연계), 융합(공유), 교직 및 평생교육사과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학생복지과(학생지원팀/장학지원팀/후생복지팀) 

T. 051-629-5051~5, 5057~62, 5682~3

학생활동 지원 및 지도, 학생자치기구 운영 및 지

도, 동아리 활동지원 및 지도, 교·내외 장학, 장학

금 관리 및 운용, 학자금 대출, 후생복지시설 관

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업무 등을 담당한다.

※ 학생회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발전에 능동

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총학생회

(051-629-7343),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생회

로 구성돼 있다.

※ 동아리연합회 T. 051- 629-7338~9

학술분과, 운동분과, 공연분과, 문학전시분과, 취

미교양분과, 봉사분과, 종교분과 등 7개 분과에

100여개 동아리가 등록돼 있으며, 3,000여명의

회원들이 동아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교무처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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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정팀/자산관리팀)

T. 051-629-5131~9, 5141~6 

재무과는 통합회계관리, 일반·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급여 및 연말정산, 등록금 책

정 및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한다. 

시설과 (시설기획팀/건축팀/토목팀/전기팀/설비팀) 

T. 051-629-5151~4, 5156~60, 5161~2, 

5163~5, 5167~70

교육시설 확충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 추진, 대학시설 현황(건물, 토지) 및 시설 안전

관리,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업무를 담당한다.

입학관리과(입학관리팀/전형운영팀/전형개발팀) 

T. 051-629-5066~74, 6280~4, 6285~8, 6290 

대학 신·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대학 입학제

도 개선, 입학 유형별 성취도 분석, 입학홍보, 고교 교육

정상화 관련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재개발원 T. 051-629-6750~6757, 6760

인재개발원은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도와주고 취업과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경력개발,

진로교육, 취업지원 및 취업통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인재개발원 내에 취·창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

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진로교

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산학개발원 T. 051-629-4262, 4263, 4267

신산학개발원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학협력을 강화하

고 창의인재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신산학개발

원 내에 미래산학융합교육센터, 지역협력센터(RCC), 기

업협력센터(ICC) 및 행정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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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입학본부

신산학융합본부

기획과 (기획팀/캠퍼스평가팀) 

T. 051-629-5075~5085, 5198~5199 

대학발전 종합계획 수립, 대학특성화사업 운영, 대학 통계자

료 관리,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간비용채산제 및 캠퍼스마스

터플랜, 행정조직 설·폐, 대학자체평가 및 학과·연구소·부서

평가, 재정지원 사업비 집행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한다.

대외협력과 (대외협력팀/홍보팀)

T. 051-629-5091~8, 7300 

발전기금 조성 및 공익재단 관리 운영, 대외교류 협력사

업, 동창회 지원, 대학 홍보 종합계획 수립, 보도자료 작

성·제공 및 요람, 소식지 등 발간, On-line 홍보자료(웹

진 등) 관리, 주요 행사기록 및 동영상 관리 등 업무를 담

당한다. 

※ 총동창회 T. 051-611-2441 

부경대 21만 동문들의 화합과 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며 총동창회 장학재단(참여계좌: 수협 은행

705-01-252464) 운영 및 총동창회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재경동창회, 경영대학원 MBA총동창회, 재울

동문회, 제주동문회, 뉴욕지부동문회, AMP총동문회, 테

크노CEO총동문회, 육군ROTC동문회, 해군 ROTC동문

회 등이 있다. 

※ 재단법인 T. 051-629-5092, 7300 

부경대학교의 학생 장학사업, 교수 학술연구 및 저서출판

지원사업, 대학교 면학환경 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

다. (재)부경대학교발전기금, (재)동원학술연구재단, (재)

대화육영회, (재)월해학술진흥회가 있다. 

총무과 (총무∙감사팀/인사팀)

T. 051-629-5101~8, 5110~6 

총무과는 관인관수, 보안관리, 문서배부, 감사업무, 당직

관리, 법령 등 제규정의 공포, 각종 행사 업무, 우편물 관

리, 청사관리, 교내 환경미화, 차량관리, 소방 업무, 예비

군연대 업무, 법률지원센터 지원, 교원을 제외한 인사관

리, 복무관리, 상훈 및 징계 업무와 직장교육 및 일반직 교

육훈련, 공무원증 및 제증명 발급, 연금 및 각종 보험, 공

제회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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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첨단 지식과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산·학·연·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산학협력 리더를 키워갑니다. 

산학협력단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산학협력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차원의 적극적 산학협력정책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교수를 비롯한 교내 연구자들의 지적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자의 권
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통 하여 지식기반 및 과학기술중심 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하
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 △특허 출원·등록 유지 관리, 기술이전(자문) 계약
체결 및 관리, 발명·심화 인터뷰 운영 △맞춤형 계약학과 설립 및 운영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한미르관 EH 및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지원  △연구과제 관리  △국책사업단 지원 등을 수행한다.

◼ 산학협력부

•산학협력1팀 산단 중장기발전계획,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교원창업, 산학협력실태조사 등

T. 051-629-5206, 5203, 5664, 5675

•산학협력2팀 국책사업 유치 지원 및 협약, 대응자금 및 국책사업 준비금 관리, 계약학과 운영관리, 

학교기업 관리 등

T. 051-629-5677, 5207, 5660

•운영지원팀 산단소속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물품관리, 규정관리, 산학연구인력 지원 및 4대보험 업무

T. 051-629-5211, 5215, 5216, 5673

◼ 학술진흥부

•재무회계팀 산단운영비 및 간접비 관리, 산단회계 통합예산, 부가가치세 업무, 구매관리, 협약체결 등 지원

T. 051-629-5209, 5224, 5225, 5227, 5665, 5671

•연구지원팀 연구비관리, 학술연구용역, 국책사업, 인력양성사업 등 지원

T. 051-629-5218, 5226, 5230, 5239, 5241, 5250, 6266~6271, 6275~6277, 6300

◼ 기술이전센터

•특허 출원등록 유지관리, 기술이전 계약(자문) 체결 및 관리, 발명 및 심화인터뷰 운영 등

T. 051-629-7853, 5210, 5212, 5217

◼ 연구감사실

•연구비 감사업무, 연구윤리 업무

T. 051-629-5670, 5671

◼ 드래곤밸리지원센터

•부경 드래곤밸리 내 입주기업 관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관리

T. 051-629-4330, 4331, 5674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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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플러스(LINC+)사업단

기업수요에 맞춘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으로 △드

래곤밸리 혁신 공간 구축 및 단계별 특화산업

클러스터 집적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활

용한 해양융합 및 융합IT부품소재 및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분야의 사회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창업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융합 창의인재양성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

성하고 산학협력을 선도한다. 

T. 051-629-4260~4269, 4271~4279

창업지원단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에 선정돼 신설된 창업지원 전담 조직이다. 우

수창업아이템 발굴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

고 있으며, 학생 창업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

다. 창업아이템사업화 자금지원, 실전 창업강

좌 운영, 청년창업활성화 및 창업지원특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T. 051-629-7472~9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해역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문

화적 형성 과정과 그 의의를 모색하기 위해 ‘동

북아해역과 인문네트워크의 역동성 연구’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7년간

90억의 지원을 받아 근현대 동북아해역의 지

식네트워크(知), 민간이주와 문화변용(民), 해

역교류사(史)의 세 개 영역에서 학술 연구를 진

행하며, 그 성과를 지역인문학센터를 통해 지

역사회에 확산함으로써 인문학대중화에 기여

한다.  

T. 051-629-7011, 7012 

창업보육센터

1999년 문을 연 부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우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창업기

반 제공, 행정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자금지

원 등 창업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출상담

회 개최, 전문멘토지원단 운영, 창업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성

공적인 창업을 지원한다. T. 051-629-5230 

기술이전센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유지 관리, 기술이

전, 사업화 등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관리하

기 위한 연구계약 및 기술지도계약(자문계약)

을 지원한다. 

T. 051-629-5210, 5212, 5217, 5662,

7853 

융복합해양플랜트연구센터

부산 경남지역 조선기자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해양플랜트 기자재 생산 원천기술을

지원하는 등 해양플랜트 기자재 관련 기업에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을 펼

치고 있다.  T. 051-629-6614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대학의 전문인력과 연구시설을 활용, 지역 중

소기업과 연계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개선

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

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전문가 초청 기술

세미나 및 기술강습회, 워크숍, 현장기술지도

등을 통해 기업 관계자 및 연구자들의 연구활

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T. 051-629-5218, 6272 

㈜부경대학교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부경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대학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부경대학교 연구결과물을 사업화

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에 재투자

한다.

T. 051-629-5662 

㈜부경대학교어간장연구소 | 슈퍼티그웰딩

(주) | ㈜부경푸드바이오센터 | ㈜엘투피코퍼

레이션 | ㈜브이티엠 | (주)희양 | (주)효성피씨

에스 | ㈜하이셀프이스팀

해양융복합바이오닉스MIBC연구단

해양생물로부터 광반응성, 생리활성, 생체적

합성을 보유한 기능성 물질들을 활용, 바이오

메디컬 공학에 융합 적용함으로써 해양 융복합

바이오닉스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수산 및

보건의료 기술을 첨단화·고도화하고 초정밀

융합의료기기의 상용화 및 국산화를 추진한

다. 

T. 051-629-7593 

수산가공연구센터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 국내 수산식품가공산

업을 고부가가치형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

성, 지원하기 위한 산·학·관 공동연구 인프라

를 구축하고, 기능성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위

생수준 향상 을 통한 관련업계 경쟁력 제고로

수산식품가공산업을 차세대 미래 산업인 바이

오산업으로 육성한다. 

T. 051-629-6103 

LED-해양융합기술연구센터 

선박용 조명, 인공양식, 해양바이오, 항만물류,

해양문화‧관광, 해양도시 조명 등 녹색성장산

업인 LED산업과 동남군 강점산업인 해양산업

간 융합기술 창출 및 국제인증 등 LED 산업 발

전을 위한 사업을 펼친다. 

T. 051-629-7773~4 

해양수산LMO위해성평가센터 

해양수산 분야의 유전자변형생 물체(LMO)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내 유일의

해양 및 수산분야 LMO 평가기관으로서 해양

수산부의 자금지원으로 운영된다. 

T. 051-629-7066

기술경영전문대학원운영사업단

공학기반의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

성해 동남권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경영 대학원 개설

‘한국형 유니콘 캠퍼스’ ‘신산학‧창업플랫폼’  드래곤밸리 Dragon Valley
부경대학교는 33만 ㎡ 규모의 용당캠퍼스를 기업들에게 완전 개방하고, 이곳을 산학협력과 창업 특화 플랫폼인 ‘드래곤밸리(Dragon Valley)’로 만

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용당캠퍼스에는 현재 341개 기업 1,700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며 연간 67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드래

곤밸리’라는 부경대의 앞선 생각은 정부 프로젝트로 이어져 교육부가 대학에 산학연협력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지원사업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에 부경대 한양대 등 2개 대학을 선정했다. ‘드래곤밸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미래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 이 사업과

함께 동북아 최대 특화 산학연협력단지의 거점이자 ‘한국형 유니콘 캠퍼스’로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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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T. 051-629-5656~7 

산업인턴지원사업단

동남권의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부경대학교

간 교육 및 취업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미스매

칭을 해소하고 취업연계가 가능하도록 산학협

력 및 취업활성화를 지원한다. 

T. 051-629-7531~2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육성지원사업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동남권 혁신체계 정착을

위해 일반대학원 과학기술정책 학연산 협동과

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매월 지역혁신 및 과학

기술정책연구회를 열어 동남권 과학기술정책

이슈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 051-629-7455

도장방식융합기술사업단

극한환경용 구조물 부식제어기술의 안전성 및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방식

기술개발, 기업지원, 국제인증 대응 및 고급기

술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첨단도

료 개발 연구 및 관련 기업에 기술을 지원한다. 

T. 051-629-6445

이공계여성인재진출및활용촉진

(R-WeSET)사업단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T. 051-629-7531~2

삼성S/W인력양성사업단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S/W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하여 S/W 전공자 과정 및 비전공자 과정 운

영, 장학금 지급 등 지원사업을 펼친다. S/W

전공자 과정 최종 합격자에게는 삼성전자 입사

혜택을 제공한다. 

T. 051-629-7805

영남씨그랜트센터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NGO 등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대두하고 있는 해양수산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T. 051-629-7762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단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산업 및 기업체의 훈련수요

를 반영하여 우리 대학의 시설·장비를 활용한

폭넓은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T. 051-629-52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산시 남구와 중동구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및 위생, 안전관리 프로그

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

•부산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T. 051-629-7870

•부산중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T. 051-461-0041

BK21플러스사업단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된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해양과학MIBT융복합인력양성사업단 

T. 051-629-7385 

•친환경복합기능해안항만구조시스템창의인

재양성사업팀 

T. 051-629-6589 

•차세대u-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팀 

T. 051-629-7829 

•기능성응집물질물리인력양성사업팀 

T. 051-629-7388 

•비선형계의수학적해석과응용사업팀 

T. 051-629-5518 

•고효율인간친화형디스플레이소재인력양성

사업팀 051-629-6406 

•MADEC인재양성사업단 

T. 051-629-7831

•지구환경재해시스템사업단 

T. 051-629-7390

에너지인력양성사업단

에너지 생산/저장을 위한 에너지 수송체 시스

템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에너지 수

송체 공정 및 소재의 최적화 설계 및 효율적 이

용방법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를 갖춘 전문 인

력을 양성·배출한다. 본 대학의 에너지 수송체

시스템 소재 공정 관련 교육 및 연구 인프라 확

립은 물론 부산·동남권의 기간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분야의 고급기술인력 육성 및 공급 등

산학협력 연계 구축된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T. 051-629-6431

대학일자리센터

지역청년(만 18세~34세)에게 진로·취업 상담,

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관련 프로그램 제공

을 통한 진로·취업 One-stop service 제공한다.

•인문사회과학대학

T. 051-629-6767

•경영대학, 공과대학 9개 학과(기계공학과

등)

T. 051-629-6768

•자연과학대학, 수산과학대학, 공과대학 7개

학과(화학공학과 등)

T. 051-629-6759

•환경해양대학, 글로벌자율전공대학, 공과대

학 10개 학과(전기공학과 등)

T. 051-629-6761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T. 051-629-6791~2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사업단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BICT기술 기반

의 의공학 교육과정·방법·환경의 혁신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융합기술 개발 능력을 갖춘 아

태지역 최고의 스마트 헬스케어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형 인재 양

성을 위한 의공학-IT융합전공 개설, 소프트웨

어 친화형 의공학 혁신교육을 진행한다.

T. 051-629-7045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단

산학연협력 거점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학의 기술·우수인력·기업역량을

연계하는 혁신공간을 용당캠퍼스 드래곤밸리

에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북아 최대

특화 산학연 협력단지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한

다. 

특화분야는 스마트해양과 지능형기계로 입주

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혜택을 지원

한다.

T. 051-629-7581~5

CAMPUS Asia - AIMS 사업단

아세안지역과 한국의 대학생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학에 우리 학생

을 파견하고, 마찬가지로 협력 대학 학생을 부

경대에 초청하여, 정규 학사 과정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국제 통상 부문에 대한 지식 및 실

무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 051-629-5814



53

국제교류
본부

국제교류본부는 창의적 연구와 교육, 세계화 프로그램으로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키워갑니다.

부경대학교는 매년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협정을 꾸준히 확대하여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구

어 오고 있다. 1977년 국립대만해양대학과의 본부차원 협정을 시작으로 59개국 309개 대학 및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학생 교류 및 학술 교류 등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교류본부는 국제교류부와 글로벌어학교육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의 세계화 및 개방화 추세에 부

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교류부는 △국제학술교류 기반조성 △국제화프로그램 운영 △외국학생

입학 및 관리 지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등 주요기능을 수행한다. 글로벌어학교육센터는 외국어교육프

로그램 운영 및 평가 등을 통해 학부생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학 실습실 10실,

특강실 19실, 시청각실 1실, 음영도서실 1실, 영어카페 1실, 멀티미디어실 1실, 동시통역실 1실 등이 설

치되어 있으며, 어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청각 기기와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 국제교류부

•국제교류팀  051-629-6902~04, 6906, 6913, 6916, 6918

•유학생지원팀  051-629-6905, 6907, 6908, 6843, 6846, 6847

◼ 글로벌어학교육센터

T. 051-629-6842,6844,  6845, 6848, 6909

국제화프로그램 안내

교환학생프로그램Ⅰ Student Exchange: 6개월~1년 해외자매결연대학 정규교과과정 이수파견. 학점인정, 본교등록

교환학생프로그램Ⅱ Study Abroad: 교비유학, 정규교과과정, 양교등록

교환학생프로그램Ⅲ Language Study Abroad: 교비유학, 어학연수과정, 양교등록

교환학생프로그램Ⅳ Study Abroad & Internship: 교비유학, 인턴십, 양교등록

교환학생프로그램Ⅴ Self-supported Study Abroad: 자비유학, 정규교과과정 및 어학연수,양교등록

해외복수학위 본교 2~3년 이수 후 해외 자매결연대학 1~2년 이수 시 복수학위 취득, 본교 학비 면제

부경국제계절학기 방학 중 2~3주간 원어민 학생과 원어강좌 수강 및 한국문화체험

유학준비 프로그램 TOEFL 및 IELTS 준비과정

일본 문화교류 프로그램 아사쿠라 문화교류행사, 대마도 문화교류행사

외국인유학생 문화교류행사 International Day 5월/10월(각국 문화교류체험행사), I-Friend(내·외국인교류/체험프로그램)

한국어연수프로그램 1년 4학기제(봄~겨울), 한국어교육프로그램, 본교 학위과정 진학시 학비 40~80% 감면

글로벌어학실습 영어권·일어권·중국어권·베트남어권 파견 연수 경비의 약 40~50%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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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는 61개국 339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류현황

베네주엘라

오리엔테대학교

브라질

우니발리대학교

상파울로대학교

칠레

콘셉시온대학교

콜롬비아

리브레대학교

콜롬비아국립대학교

페루

산마르코스국립대학교

산 마르틴 데 포레스 대학교

미국

네바다주립대학교-라스베가스

네브라스카주립대학교-커니

노던주립대학교

로욜라대학교-시카고

마돈나대학교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교

센트럴워싱턴대학교

아리조나대학교

워싱턴주립대학교

위스콘신대학교-메디슨

위스콘신대학교-밀워키

유타대학교

인디애나대학교

잭슨주립대학교

조지아컬리지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프레스노

콜럼버스주립대학교

콜로라도광업대학

텍사스 A&M 대학교

텍사스판아메리칸대학교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펜스테이트해리스버그

웨인주립대학교

웨스트버지니아대학

유타밸리대학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

퍼듀대학교 칼루멧

애쉬랜드대학교

아칸소대학교-존스보로

미시간공과대학교

이스턴미시간대학교

하와이주립대학교

캐나다

라발대학교

마니토바대학교

벤쿠버아일랜드대학교

톰슨리버스대학교

빅토리아대학교

멕시코

몬테레이대학교

쿠바

하바나대학교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포카라대학교

대만

개남대학교(인문사회학원)

국립대만해양대학교

곤산대학교

국립동화대학교

국립타이페이교육대학교

국립타이중교육대학교

국립타이페이대학교

정의대학교

중국문화대학교

국립이란대학교

국립중산대학교

국립중앙대학교

국립창화사범대학교

국립타이페이기술대학교

남대만과학기술대학교

봉갑대학교

러시아

극동수산경제기술대학교

극동주립수산기술대학교

아스트라한주립기술대학교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교

세인스말레이시아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교

테일러스대학교

툰후세인말레이시아대학교

노팅검대학교

국립계방산대학(말레이시아국립대학)

툰후세인공과대학

말레이시아공과대학

몽골

몽골인문대학교

몽골국립대학교

몽골생명과학대학교

몽골민족대학교

미얀마

다곤대학교

방글라데시

방가반두 세크 무지브 라하반 농업대학교, 수산대학

베트남

나트랑대학교

농람대학교

똔득탕대학교

베트남국립대학교-호치민시티(인문사회과학대학)

베트남사회과학원

베트남후에외국어대학교

사이공기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교-하노이

호치민시티공과대학교

국제통상대학교

하노이대학교

후에대학교

하노이광산지질대학교

호치민시티과학대학교

FPT 대학교

경제법대학교

스리랑카

페라데니아대학

콜롬보대학



55

싱가포르

세인트제임스경영학교

PSB 아카데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외국어대학

타슈켄트국립기술대학교

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

인도

인도마드라스기술대학

인도델리기술대학교

케랄라농업대학교

푸네대학교

라자기리 경영대학

기술경영대학(ITM)

인도네시아

국립족자카르타대학교

데라살카톨릭대학교_마나도

디포네고로대학교

보고르농업대학교

브라위자야대학교

수라바야공과대학교

우다나야대학교

인도네시아대학교

하사누딘대학교

반둥공과대학교

세이저스대학

젠드럴소디만대학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력자원 개발청

일본

가고시마대학교

가나자와대학교

간사이대학교

교토대학교

교토산업대학교

구마모토대학교

국립수산대학교

규슈대학교

나가사키대학교

나가사키현교육위원회

나고야대학 지구물순환연구소

니이가타대학교

도호쿠대학교

독립행정법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독립행정법인 농업공학연구소

돗토리대학교

동경국제대학

동경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원)

동경해양대학교

무로란공업대학교

메이오대학교

미야자키대학교(농학부)

미에대학교

사가대학교

세이난가쿠인대학교

센다이시라유리여자대학교

소카대학교

슈지츠대학교

스루가다이미나미재단

시마네대학교 

시마네대학교, 과학공과대학원

쓰시마시청

오사카대학 과학산업연구소

오사카 YMCA 국제전문학교

오키나와국제대학교

와세다대학교(이공학부)

요코하마국립대학교

우츠노미야대학교

일본방재과학기술연구소

츠쿠바대학교

치바대학교

하코다테공업고등전문학교

홋카이도대학교

효고대학교(경제학부)

후쿠오카대학교

후쿠오카여학원대학교

후쿠이대학교

히로시마대학교

중국

곡부사범대학교

교주제1중학교

금계대학

길림공정기술사범학원

길림대학교

길림화교외국어대학교

남경대학교(공간정보학과)

대련교통대학교

대련해양대학교

동북대학교

동화대학교

북경공업대학교

북경신교외국어교등학교

북경이공대학교

사천사범대학교

수도사범대학교

산동대학교

산동이공대학교

상해교통대학교

상해사범대학교

상해해양대학교

서북공업대학교

서안교통대학교

섬서사범대학교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연변대학교(외국어학원)

요녕사범대학

운남대학교

중국인민대학교

광동해양대학교

남경사범대학교

북경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대학

절강공상대학교

장안대학교

절강관광직업대학

절강해양대학교

중국해양대학교

중앙민족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청도대학교

하남대학교

하북공업대학교

하얼빈공정대학교

합비대학

항주사범대학

화동사범대학

회해공학원

중산대학교 번역대학

귀주민족대학 민족학과사회학학원

절강대학교 인문대학 

하얼빈공업대학

대련이공대학교, 수송물류대학

연태대학교

정주대학교

란주대학교

정주경공업대학교

남경사범대학교

호북대학교

카자흐스탄

카자흐국립기술대학교

카자흐아블라이한국제관계및세계언어대학교

캄보디아

캄보디아기술대학교

캄보디아파나사스트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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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기술대학교

태국

국립행정개발원국제대학교

람캄행대학교

카제짜르대학교

CP AII그룹

스리나카린위롯대학교

판야피왓경영대학교

킹몽쿠트대학교

타이 상공회의대학교(커뮤니케이션 학부)

타이 상공회의소대학교

라자만갈라대학교

필리핀

데라살아라네타대학교

라살대학

리잘시스템대학교

미리암대학교

바탕가스대학교

아테네오데마닐라대학교

웨스트네그로스대학

콜롬보플랜기술교육대학교

파티마성모마리아대학교

필리핀여자대학교

라이세움대학교

산어거스틴대학

산카를로스대학교

홍콩

항승경영대학교

홍콩수인대학교

모로코

ESCA 고등경영학교

알제리

오란대학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대학교

이집트

수산자원개발부

에인샴즈대학교

탄자니아

다레살렘대학교

세네갈

쉐흐 안타 디옵대학교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오스트레일리아

그리피스대학교

남호주대학교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디킨대학교

맥쿼리대학교

서호주대학교

선샤인코스트대학교

스윈번기술대학교-스윈번콜리지

커튼공과대학교

퀸즐랜드공과대학교

호주지역대학연합

호주연합대학교

타스마니아대학교

시드니대학교

그리스

그리스 아메리칸 컬리지

노르웨이

아반스응용과학대학교

위트레흐트대학교

네덜란드

노르웨이과학기술대학교

놀드랜드대학교

노드대학교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

베를린자유대학교

브레멘대학교

루드빅스 하펜 응용과학대학교

라트비아

라트비아대학교

리가기술대학교

리투아니아

빌누스대학교

몰타

몰타대학교

벨기에

루벤-림부르그대학교

스웨덴

룰레오기술대학교

스위스

스위스 연방재료과학기술연구소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발라돌리드대학교

부르고스대학교

산안토니오카톨릭대학교

그랜카나리아 라스팔마스대학교

아일랜드

더블린공과대학교

리머릭대학교

영국

뉴캐슬대학교

리버풀대학교

뱅고대학교

브레드포드대학교

스털링대학교(양식연구소)

앙글리아러스킨대학교

웨스트민스터대학교

엑스터대학

런던 아메리칸국제대학교-리치몬드

오스트리아

어퍼오스트리 응용과학대학교

비엔나대학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대학교

알지브라대학교

터키

니산타시대학교

도쿠즈아이룰대학교

앙카라일디림베야지트대학교

코자앨리대학교

츄쿠로바대학교

파무칼레대학교

이스탄불대학교

포르투갈

루소포나대학교

폴란드

그단스크의과대학교

그단스크공과대학교

프랑스

ISG 고등경영대학교

파리디드로대학교-제7대학

IPAG경영학교

파리정치과학대학(시앙스포)

보르도대학교

파리-에스트대학교

네오나르다빈치협회

필란드

랩랜드대학교

체코

오스트라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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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부

사학과

경제학부

법학과

행정학과

국제지역학부

교수진
소개

조동구

김희섭

곽진석

채영희

고순희 

김남석

최호석

권성미

박매란

오준일

윤희수

김은일

정해룡

박순혁

조윤경

John stonham

박종원

한지원

송호림

Derek McGovern

박준형

손동주

박영숙

최건식

장상언

최연희 

김진기

김상규

신종대

윤 일

NORIKO SATO

조정민

박화진

이근우

조세현

박원용

신명호

김문기

현대시

음운론

구비문학

국어의미

고전시가

현대희곡

고전산문

한국어교육

영어교육

영어교육

영미시

기능문법

세익스피어

통사론

영어교육

음성, 음운론

영어교육

사회언어학

현대미국소설

현대영미드라마

18, 19세기 영미소설

일본어학(현대일본어문법)

일본어학(일본고전문법)

일본어학(음운론, 음운사)

일본어학(사회언어학)

일본문학(일본근현대문학)

일본학(일본정치, 동북아 국제관계)

일본문학(일본고전문학)

일본학(일본사)

일본문학(일본근현대문학)

일본학(인류학, 지역학)

일본학(일본전후문학, 문화)

일본사

한국고대사

중국근현대사

서양근현대사

조선시대사

중국근세사

jdg@pknu.ac.kr

hskim@pknu.ac.kr 

jskwak@pknu.ac.kr 

chaeyh@pknu.ac.kr 

kosh@pknu.ac.kr 

darkjedi@dreamwiz.com 

chs414@pknu.ac.kr 

smkwon@pknu.ac.kr

mrpark@pknu.ac.kr

juniloh@pknu.ac.kr

yoonhs@pknu.ac.kr 

eikim@pknu.ac.kr

hjung@pknu.ac.kr

shpark@pknu.ac.kr

ykcho@pknu.ac.kr

stonham@pknu.ac.kr

chongwonpark@pknu.ac.kr 

jeewonh@pknu.ac.kr

hrsong@pknu.ac.kr

mcgovern@pknu.ac.kr

joonhyungpark@pknu.ac.kr

djson@pknu.ac.kr

yspark@pknu.ac.kr

kschoi@pknu.ac.kr

sujang@pknu.ac.kr 

yhchoi@pknu.ac.kr

jkkim@pknu.ac.kr

kimsg@pknu.ac.kr

shinjd@pknu.ac.kr

yoonil@pknu.ac.kr 

noriko.sato@pknu.ac.kr

regina@@pknu.ac.kr

hanabi@ pknu.ac.kr

kwrhee@pknu.ac.kr 

shcho@pknu.ac.kr

wypark@pknu.ac.kr 

smh@pknu.ac.kr

bluetrain999@pknu.ac.kr

서석흥

이진우

홍장표

윤형모

류장수

박철형

권오혁

장병기

하봉찬

심성훈

김종호

남종오

황선웅

신용민

이지웅

김봉태

고명식 

최명구

지규철

김채형

김두진

박종원

김혁

허용훈

이재원

양기용

김창수

이남국

정건섭

서재호

김준현

김은정

오영삼

정해조

고종환

이홍종

안상욱

박상현

UTAI UPRASEN

해외지역경제, 비교경제체제

산업조직, 미시경제

한국경제, 경제발전

경기변동, 재정학

노동경제, 소득분배

계량경제, 경제통계

지역경제, 산업입지

금융경제, 국제금융

거시경제, 경제성장론

부동산경제, 부동산금융

산업조직, 미시경제

수산경제, 자원경제

거시경제, 경기변동

수산 및 환경경제학

게임이론, 기후변화, 에너지 경제학

기후변화 및 수산해양 환경경제학

민법

민법

헌법

국제법

상법, 경제법

환경법, 행정법

형사법, 소년법

정책이론/복지행정

지방재정/사회서비스정책

인사행정/문화정책

행정이론/환경행정

재무행정/공기업론/정책평가

행정계량분석/정책계량분석

조직이론/지방행정/정책수단론

공공관리/정책과정/지방자치

사회복지행정/가족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노인복지

국제지역학, 융합연구

유럽경제, 국제경제

국제정치, 미국정치

유럽경제, 국제경제

미국경제, 사회

국제경제, 유럽경제

ssk668@pknu.ac.kr

jwlee@pknu.ac.kr

jphong@pknu.ac.kr

yunhm@pknu.ac.kr

jsryu@pknu.ac.kr

chpark@pknu.ac.kr

okwon@pknu.ac.kr

bkchang@pknu.ac.kr

habongchan@pknu.ac.kr

shsim@pknu.ac.kr

kimjongho@pknu.ac.kr

namjo1234@pknu.ac.kr

shwang@pknu.ac.kr

ymshin@pknu.ac.kr

j.lee@pknu.ac.kr

bkim@pknu.ac.kr

msko@pknu.ac.kr

choimg@pknu.ac.kr

kcjee@pknu.ac.kr

chaihyung@pknu.ac.kr

kdjin@pknu.ac.kr

jpark@pknu.ac.kr

sinclair00@pknu.ac.kr

yhhuh@pknu.ac.kr

jaewon@pknu.ac.kr

yang@pknu.ac.kr

csookim@pknu.ac.kr

namkuk@pknu.ac.kr

kschung39@pknu.ac.kr

jaseo@pknu.ac.kr

kjh627@pknu.ac.kr

ejkim@pknu.ac.kr

oys503@pknu.ac.kr

innowin21@nate.com

jonghko@pknu.ac.kr

hjlee@pknu.ac.kr

sangwukahn@gmail.com

pshjj3@hanmail.net

utai_uprasen@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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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년

김동수

최호림

노용석

정법모

이중희

김창경

LI DAN

서창배

RUI DONG GEN

김현태

김영환

김용호

남인용

한혜경

오창호

이상기

김무규

김정규

류태건

하봉규

이정호

이대희

이성봉

차재권

황희숙

이희영

이경화

이정화

권연희

이연우

장청건

홍동식

김명수

유상욱

김철수

조정형

오희선

정현숙

이명희

조문희

김정미

중국학과

신문방송학과

정치외교학과

유아교육과

시각디자인학과

공업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자연과학대학

응용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김태화

표용수

조낙은

송현종

조성진

정진문

심효섭

박진한

신준용

서종진

윤민

이완석

장대흥

박동준

이성백

노맹석

박인호

하일도

정중현

김선일

이종규

서효진

문병기

하강렬

최병춘

김무준

홍지상

박성흠

장재원

백승기

남승일

우상욱

정성철

이보람

황재열

김   돈

김주창

변상용

김영일

강용철

박선주

장병용

서성용

곽민석

김학준

이명원

해석학

기하학

복소해석학

대수위상학

응용수학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수치해석학

수학교육

다변량/기계학습

대수기하학

실험계획법/회귀분석/기계학습

회귀분석/선형모형/품질경영

시계열/베이지안

선형모형

표본조사

생존분석/의료데이터분석

신소재물리학

광학

초음파물리학

응집물리학/광학

응집물리학

초음파/계측공학

응집물리학

응용음향학

응집물리이론

유기반도체물리/소자

응집물질물리실험

통계물리학

핵 및 강입자물리학

컴퓨터생물물리학

전산재료 물리

유무기 전자재료 및 소자

박막 및 반도체 물리

물리화학/고체화학

무기화학/거대고리화학

유기화학/물리유기화학

광전기화학/분광분석

표면화학(진공)

생화학

물리화학/전기화학

유기화학, 유기합성

물리화학/나노재료화학

구조생물학/생화학

물리화학/계산화학

taehwa@pknu.ac.kr

yspyo@pknu.ac.kr

necho@pknu.ac.kr

hjsong@pknu.ac.kr

sjcho@pknu.ac.kr

jmjeong@pknu.ac.kr

hsim@pknu.ac.kr

jihpark@pknu.ac.kr

jyshin@pknu.ac.kr

seo2011@pknu.ac.kr

mymoon@pknu.ac.kr

wslee@pknu.ac.kr

dhjang@pknu.ac.kr

djpark@pknu.ac.kr

sbyi@pknu.ac.kr

msnoh@pknu.ac.kr

ipark@pknu.ac.kr

idha1353@pknu.ac.kr

jhjeong@pknu.ac.kr

sikim@pknu.ac.kr

jklee@pknu.ac.kr

hjseo@pknu.ac.kr

bkmoon@pknu.ac.kr

hakl@pknu.ac.kr

bcchoi@pknu.ac.kr

kimmj@pknu.ac.kr

hongjs@pknu.ac.kr

spark@pknu.ac.kr

jjang@pknu.ac.kr

seungki@pknu.ac.kr

sinam@pknu.ac.kr

sangwoow@pknu.ac.kr

scjung@pknu.ac.kr

brlee@pknu.ac.kr

jyhwang@pknu.ac.kr

donkim@pknu.ac.kr

kimjc@pknu.ac.kr

sypyun@pknu.ac.kr

ykim@pknu.ac.kr

yckang@pknu.ac.kr

parksj@pknu.ac.kr

bychang@pknu.ac.kr

syseo@pknu.ac.kr

mkwak@pukyung.ac.kr

kimhj@pknu.ac.kr

mwlee@pknu.ac.kr

프랑스어, 프랑스문화

국제정치외교

동남아지역연구

라틴아메리카지역연구

동남아지역연구

중국사회 및 경영

중국지역, 중국문화

중국정치

중국경제

중국사회

중국어학

언어철학

방송/영상

광고홍보

매스커뮤니케이션이론/정보사회론

메스컴비평/매체철학

저널리즘/미디어경제학

영상커뮤니케이션

광고홍보

정치사상사

한국정치/정치경제

미국정치/정치학방법론

정치이론/정치사회학

비교정치

정치경제/정치학방법론

유아발달 및 유아창의성 교육

학교상담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수학습방법

사회 정서 발달 및 교육

유아특수교육, 통합교육

시각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제품디자인/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공공디자인

패션디자인/비주얼머천다이징

복식사/마케팅

의복설계 및 제작

텍스타일디자인/의상디자인

패션디자인

knjine1958@hanmail.net

kdongsoo@gmail.com

hrchoivn@hanmail.net

anth99@hanmail.net

itwins@pknu.ac.kr 

jheelee@pknu.ac.kr

cgkim@pknu.ac.kr

lidan@pknu.ac.kr

rainmaker@pknu.ac.kr

99yegen@pknu.ac.kr

dochtkim@pknu.ac.kr

kyh@pknu.ac.kr

kimyho@pknu.ac.kr

tarzan@pknu.ac.kr

hancon@pknu.ac.kr

auho21c@pknu.ac.kr

lsngk@pknu.ac.kr

mooq@pknu.ac.kr

adprkim@pknu.ac.kr

tgyoo@pknu.ac.kr

bgha3550@hanmail.net

jhrhee@pknu.ac.kr

ldh@pknu.ac.kr

sblee@pknu.ac.kr

jkcha@pknu.ac.kr

hshwang@pknu.ac.kr

hylee@pknu.ac.kr

khlee@pknu.ac.kr

jlee@pknu.ac.kr

yeonheekwon@pknu.ac.kr

younsarang@pknu.ac.kr

jcgjcg36@pknu.ac.kr

ridersky@pknu.ac.kr

kimsoo@pknu.ac.kr

yooswook@pknu.ac.kr

kimcsoo@pknu.ac.kr

jhcho7@pknu.ac.kr

ohhs@pknu.ac.kr

chunghs@pknu.ac.kr

leemh@pknu.ac.kr

mcho@pknu.ac.kr

jmkim@pkn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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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심현관

이송이

송영환

이명숙

김영태

최태진

김군도

김경호

전용재

김태규

송용관

김명수

김윤희

김정수

박은아

조규영

김문정

이유미

어윤양

정형찬

류태모

김진황

최태영

전중옥

김완민

윤영삼

한재호

이유태

김영조

김하균

김창완

이재정

성덕현

염창선

전재균

양위주

김확열

이현규

홍재범

설훈구

정재헌

이진수

이세원

김순호

조정은

미생물학과

해양스포츠학과

간호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통상학부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무기화학/주족원소화학

유기화학/광유기화학

유기화학/생유기화학

미생물유전학/분자생물학

식품미생물학/발효미생물학

생화학

바이러스학/면역학

세포생물학

환경미생물학

응용미생물학

스포츠의학

스포츠심리학

기본간호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아동간호학

성인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정신간호학

생산관리/의사결정론

재무관리

인사조직

회계

국제금융/국제재무

마케팅

마케팅

노사관계/인사조직

경영정보

재무

인사조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국제경영/경영전략

경영정보/사회적기업

생산/OR

경영정보공학

관광마케팅

관광개발/해양관광

세무회계

정보시스템전략

경영전략

환대기업/부동산재무

경영과학/공급사슬관리

회계

경영과학

재무관리

회계학

kimhs75@pknu.ac.kr

hkshim@pknu.ac.kr

slee@pknu.ac.kr

yhsong@pknu.ac.kr

leems@pknu.ac.kr

ytkim@pknu.ac.kr

choitj@pknu.ac.kr

gundokim@pknu.ac.kr

kimkh@pknu.ac.kr

youngjaejeon@pknu.ac.kr

tgkim@pknu.ac.kr

ygsong@pknu.ac.kr

kanosa@pknu.ac.kr

soohappy@pknu.ac.kr

downey@pknu.ac.kr

soundness@pknu.ac.kr

nursingcho@pknu.ac.kr

mjy7955@pknu.ac.kr

yumi@pknu.ac.kr

ehyy@pknu.ac.kr

hcjung@pknu.ac.kr

tmryu@pknu.ac.kr

kkk491@pknu.ac.kr

tychoi@pknu.ac.kr

jojeon@pknu.ac.kr

wmkim@pknu.ac.kr

ysyun@pknu.ac.kr

jhhan@pknu.ac.kr

ytlee@pknu.ac.kr

kimyj@pknu.ac.kr

kimhk@pknu.ac.kr

cwkim@pknu.ac.kr

leejj@pknu.ac.kr

dhsung@pknu.ac.kr

yumcs@pknu.ac.kr

jkjun@pknu.ac.kr

wjyhang@pknu.ac.kr

hykim@pknu.ac.kr

hyunqlee@pknu.ac.kr

jbhong@pknu.ac.kr

hsul@pknu.ac.kr

highfly1@pknu.ac.kr

js8929@pknu.ac.kr

swlee@pknu.ac.kr

kimsoonho@pknu.ac.kr

jecho0805@pknu.ac.kr

신인용

우은주

노민정

김은채

김기수

하명신

이병근

최순권

조찬혁

이춘수

오태형

이정윤

나희량

배준영

김철수

구지은

임은선

김영찬

이재용

조영행

정근주

정철우

이규남

이창환

신용재

오장환

홍성민

노지화

송대호

임기택

김민석

박찬영

박상보

이 봉

이원기

김주현

유성일

김문호

최우혁

문명준

이근대

박진환

박성수

진영읍

손민영

인사조직

관광마케팅

마케팅

국제경제/국제무역

국제경제/산업조직

국제해운/국제물류

국제금융/거시경제

국제경영/국제경영전략

국제물류/SCM

국제경영/국제마케팅

국제재무/금융시스템

국제지리/산업·물류시설입지

국제통상/국제지역경제

국제경영/국제경영전략

국제상무/국제무역결제

국제마케팅/소비자행동

국제경영/경제통합

건축구조, 철골구조, 응용역학

건설사업관리(CM), 건축시공, 공정관리, 원가관리

계획 및 설계, 노인환경, 유니버셜디자인

건축설비, 건축환경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축설비, 건축환경

철근콘크리트, 내진구조, 구조설계

건축계획 및 주거계획, 한국건축사

건축설계, 근대건축이론, 서양건축사

건축설계, 설계방법론

건축설계, 유니버셜디자인

건축설계, 도시경관

건축계획 및 도시설계, 디지털건축

건축계획, 디지털건축

복합재료

양자강의 고분자응용

광기능성고분자

표면분석

유기광·전자재료

자기조립 나노소재

나노구조제어 고분재재료

고분자 물리

화학(물리화학)

공업화학/무기화학/촉매공학

전기화학 및 부식방식

재료공학

유기전자재료

코팅 및 접착공학

shiny@pknu.ac.kr

eunjuwoo@pknu.ac.ckr

mroh@pknu.ac.kr

eckim@pknu.ac.kr

kimks@pknu.ac.kr

msha@pknu.ac.kr

bkrhee@pknu.ac.kr

sgchoi@pknu.ac.kr

chcho@pknu.ac.kr

leecs@pknu.ac.kr

thoh@pknu.ac.kr

geologis@pknu.ac.kr

heeryang@pknu.ac.kr

jybae@pknu.ac.kr

kcsoo95@pknu.ac.kr

jieunkoo@pknu.ac.kr

les624@pknu.ac.kr

yckim@pknu.ac.kr

jylee@pknu.ac.kr

joo@pknu.ac.kr

envjung@pknu.ac.kr

cwchung@pknu.ac.kr

knrhee@pknu.ac.kr

chlee@pknu.ac.kr

yjshin@pknu.ac.kr

ozh@pknu.ac.kr

gaudimin@pknu.ac.kr

whitewind@pknu.ac.kr

dhsong@pknu.ac.kr

ktarchitect@pknu.ac.kr

lado7595@pknu.ac.kr

parkcy@pknu.ac.kr

sbback@pknu.ac.kr

bong@pknu.ac.kr

wonki@pknu.ac.kr

jkim@pknu.c.kr

siyoo@pknu.ac.kr

munho@pknu.ac.kr

uhyeok@pknu.ac.kr

mjmoon@pknu.ac.kr

gdlee@pknu.ac.kr

jhpark@pknu.ac.kr

sspark@pknu.ac.kr

yjin@pknu.ac.kr

myshon@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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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욱

강창룡

김헌주

왕제필

김권후

고민성

이정훈

이도형

강대민

한규택

권오붕

진인태

배대석

박 정

김정수

곽재섭

김태완

박영환

이창용

고성위

양주호

한규일

고대권

장지성

김영복

정석호

이일영

안두성

김영식

김상봉

김광희

윤문철

김병탁

이연원

김선진

백운경

정영석

손정현

강인필

김경준

김찬중

유동인

김종수

금종수

최광환

윤정인

정석권

김은필

손창효

최재욱

구민성

최준호

이치영

권혁무

옥영석

이운식

오수철

고시근

구평회

김영진

김민수

서원철

이지환

김성규

조상명

이병우

방국수

서원찬

이길근

권한상

임영수

박만곤

조경연

김창수

이경현

김영봉

권기룡

권오흠

신봉기

송하주

신상욱

김종남

이동훈

장성록

권오헌

이의주

오창보

신성우

이창준

서용윤

오정환

안예찬

이명기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소방공학과

시스템경영공학부

신소재시스템공학과

IT융합응용공학과

안전공학과

의공학과

냉동공조전산열유체/열전달

냉동공학/냉동시스템설비공학

소방화학(가스안전,연소공학)

전기전자공학(시스템제어)

건축도시 방재계획, 화재/피난시뮬레이션, 성능위주설계

기계공학(유체역학,열전달)

품질경영, 6시그마, 신뢰성공학

공개SW기반개발

시스템최적화 및 통합, 시뮬레이션

생산자동화, CAD/CAM/PLM, 도요타생산시스템

TOC(제약이론), 생산경영

물류경영, 로지스틱스 설계/관리

품질공학, 실험계획법, 설계최적화

e-Business, BPM

기술지능, R&D혁신전략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제품·서비스공학

비정질합금, 마그네슘기 합금, 알루미늄기 합금

용접공정혁신, 슈퍼TIG용접, 금속3D프린팅

환경소재 및 NDT

용접야금학

자동화시스템

분말공학, 나노재료, 복합재료

나노카본복합재료, 경사기능나노복합재료

에너지변환 반도체소재, 반도체-그래핀복합소재 

소프트웨어공학/멀티미디어정보처리

마이크로프로세서설계

u-IT 도시방재및공간정보

정보보호및인터넷응용

컴퓨터그래픽스및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통신/신호처리

컴퓨터알고리즘

멀티미디어/인공지능

정보및데이터베이스시스템

응용암호/유비쿼터스컴퓨팅

유비쿼터스멀티미디어

전기공학(정전기공학)

산업공학(인간공학)

기계공학(파괴역학)

기계공학(연소공학, 환경안전)

기계공학(연소공학, 화재시뮬레이션)

토목공학(구조공학, 건설안전)

화학공학

산업공학(생산경영/데이터 마이닝)

나노바이오메디슨

의광학 및 (전)임상연구

전산생물물리

ekim@pknu.ac.kr

sonch@pknu.ac.kr

jwchoi@pknu.ac.kr

kms81@pknu.ac.kr

jchoi@pknu.ac.kr

cylee@pknu.ac.kr

iehmkwon@pknu.ac.kr

ysock@pknu.ac.kr

iewslee@pknu.ac.kr

scoh@pknu.ac.kr

sgkoh@pknu.ac.kr

phkoo@pknu.ac.kr

youngk@pknu.ac.kr

minsky@pknu.ac.kr

wcseo@pknu.ac.kr

jihwan@pknu.ac.kr

amokim@pknu.ac.kr

pnwcho@pknu.ac.kr

leebw@pknu.ac.kr

ksbang@pknu.ac.kr

seowc@pknu.ac.kr

gglee@pknu.ac.kr

kwon13@pknu.ac.kr

yslim@pknu.ac.kr

mpark@pknu.ac.kr

gycho@pknu.ac.kr

cskim@pknu.ac.kr

khrhee@pknu.ac.kr

ybkim@pknu.ac.kr

krkwon@pknu.ac.kr

ohkwn@pknu.ac.kr

bkshin@pknu.ac.kr

hajoosong@pknu.ac.kr

shinsu@pknu.ac.kr

jongnam@pknu.ac.kr

lhoon@pknu.ac.kr

srchang@pknu.ac.kr

kwon@pknu.ac.kr

ejlee@pknu.ac.kr

cboh@pknu.ac.kr

shinsw@pknu.ac.kr

changjunlee@pknu.ac.kr

ysuh@pknu.ac.kr

jungoh@pknu.ac.kr

ahny@pknu.ac.kr

myunggi@pknu.ac.kr

기능성고분자

철강재료 재료강도 및 합금설계

재료물성 및 응고가공

화학야금, 제련공학, 자원순환 재활용 및 분말야금

금속소성가공 및 재료물성특성평가

이차전지 소재개발 및 특성평가

전기화학, 부방식, 표면처리

연소공학, 연료전지

소성가공, CAD/CAM/CAE, 경량화

소성가공, 금형설계/가공 및 풍력터빈

유체공학, 열전달

소성가공, 소성접합

열전달

연소공학

우주비행체 추진기관

초미세가공, 인공지능, 시스템설계및최적화

트라이볼로지, 자연모사공학, 구조설계

레이저가공 및 용접, 용접자동화

구조동역학, 진동음향학

기계재료학/파괴역학

제어공학

열전달/열동력공학

기계공학/내연기관

공압제어

제어공학

내연기관

유압제어

지능제어

재료공학

제어공학

소성가공/CAD및CAE

정밀가공/기계공작

구조설계및CAE

유체공학

재료강도학

동역학

전력전자공학

다물체동역학

초소형전자기계시스템

열전달/열제어/열에너지수확

진동내구/소음진동

다상유동 열전달

공기조화/열교환기

공조설비/건축환경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태양열이용

에너지시스템공학/냉동설비설계

냉동공조자동제어/전기공학, 전기기기

dwchang@pknu.ac.kr

metkcy@pknu.ac.kr

metjoo@pknu.ac.kr

jpwang@pknu.ac.kr

mrppeng@pknu.ac.kr

msko876@pknu.ac.kr

jlee1@pknu.ac.kr

leedh@pknu.ac.kr

dmkang@pknu.ac.kr

kthan@pknu.ac.kr

obkwon@pknu.ac.kr

jint@pknu.ac.kr

dsbae@pknu.ac.kr

jeongpark@pknu.ac.kr

jeongkim@pknu.ac.kr

jskwak5@pknu.ac.kr

tw0826@pknu.ac.kr

parkyw@pknu.ac.kr

bravenlee@pknu.ac.kr

swkoh@pknu.ac.kr

yangjh@pknu.ac.kr

kihan@pknu.ac.kr

dkkoh@pknu.ac.kr

jangjs@pknu.ac.kr

kpjiwoo@pknu.ac.kr

sukhojung@pknu.ac.kr

iylee@pknu.ac.kr

dsahn@pknu.ac.kr

yeongsik@pknu.ac.kr

kimsb@pknu.ac.kr

khk@pknu.ac.kr

mcyoon@pknu.ac.kr

btkim@pknu.ac.kr

ywlee@pknu.ac.kr

sjkim@pknu.ac.kr

baekwk@pknu.ac.kr

yousjung@pknu.ac.kr

jhsohn@pknu.ac.kr

ipkang@pknu.ac.kr

kjkim@pknu.ac.kr

cjkim@pknu.ac.kr

diyu@pknu.ac.kr

jskim@pknu.ac.kr

jskum@pknu.ac.kr

choikh@pknu.ac.kr

yoonji@pknu.ac.kr

skjeong@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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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욱

정원교

남승윤

박상혁

신중호

임권택

김종태

정연태

허　훈

김지홍

정용석

오정수

김종수

조병권

김용현

손세모

남수용

신동윤

이지열

백강준

김창우

오필건

조봉관

배종일

박한석

김영학

노의철

김인동

장윤석

권성열

우경일

박창현

이용욱

전성즙

김종진

문광석

이원창

최혁환

임창헌

최영식

정완영

박상홍

박한훈

박재현

김석태

김성운

정연호

박규칠

주문갑

류지열

홍준표

이   훈

문창권

남기우

정해용

박    찬

안용식

권해웅

김부안

안병현

최희락

최연욱

변기식

김남호

황용연

김만고

안영주

이경창

김인철

김용직

배동명

김동준

구자삼

배성용

신상묵

손정민

여정모

윤성대

정순호

박승섭

조우현

정목동

서경룡

장희석

이종섭

정진호

김수용

이환우

국승규

정두회

이상호

서용철

김수한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인쇄정보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재료공학과

제어계측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레이저 진단 치료/기기디자인

생체소재학 및 해양천연물화학

재생의학

조직공학

바이오 및 뇌공학

고분자화학

물리학/광학

유기화학

물리화학/화상분석

전자화상

광전자공학/OLED

디지털 영상처리

응용물리

디스플레이구동

유기전자

제판공학, 비은염 재료

기능성 재료, 인쇄학개론

디지털생산공학, 마이크로나노제조공학, 공업수학, 태양전지공학

물리화학, 전자소자공학, 광·전자재료공학

고분자공학, 반도체공학개론, 기초전자회로, 나노소재공학

유기화학, 인쇄무기재료

이차전지/무기화학/전자기학

의용전자생체공학

시스템제어

전기기기/에너지변환

전기재료

전력전자

전력전자

EEG 신호처리

MEMS, sensor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레이저공학

전력전자/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구조/병렬분산처리

영상신호처리/멀티미디어통신

로보틱스/임베디드시스템

집적회로설계/RFIC설계

무선통신/오디오부호화/데이타신호처리

ASIC

재료개발공학전공

레이더 표적인식, 전자파 산란해석

가상/증강현실

통신신호처리

영상처리/패턴인식/정보시스템

프로토콜공학/데이터통신/컴퓨터네트워크

이동통신시스템/무선센서네트워크

wkang@pukyong.ac.kr

wkjung@pknu.ac.kr 

synam@pknu.ac.kr 

shpark1@pknu.ac.kr

jhshin@pknu.ac.kr

ktlim@pknu.ac.kr

jtkim@pknu.ac.kr

ytjeong@pknu.ac.kr

heohoon@pknu.ac.kr

jeehongk@pknu.ac.kr

jeongys@pknu.ac.kr

ojs@pknu.ac.kr

jsukim@pknu.ac.kr

bgcho@pknu.ac.kr

yhkim113@pknu.ac.kr

smson@pknu.ac.kr

suynam@pknu.ac.kr

dyshin@pknu.ac.kr

jiyoul_lee@pknu.ac.kr

kangjun100@pknu.ac.kr 

kimcw@pknu.ac.kr

poh@pknu.ac.kr

bkjo@pknu.ac.kr

jibae@pknu.ac.kr

phanseok@pknu.ac.kr

kimyh@pknu.ac.kr

nhoec@pknu.ac.kr

idkim@pknu.ac.kr

jangys@pknu.ac.kr

sungyeol@pknu.ac.kr

cogging@pknu.ac.kr

spch@pknu.ac.kr

yongwook@pknu.ac.kr

jeub@pknu.ac.kr

kimjj@pknu.ac.kr

ksmoon@pknu.ac.kr

wlee@pknu.ac.kr

choihh@pknu.ac.kr

chlim@pknu.ac.kr

choiys@pknu.ac.kr

wychung@pknu.ac.kr

radar@pknu.ac.kr

hanhoon_park@pknu.ac.kr

jaehyun@pknu.ac.kr

setakim@pknu.ac.kr

kimsu@pknu.ac.kr

yhchung@pknu.ac.kr

음향정보처리/역문제/컴퓨터수치시뮬레이션

지능제어/임베디드시스템

통신Soc(System-On-Chip) 설계

정보통신보안/정보보안 및 응용

무선통신 신호처리/ 기계학습

복합재료(계면강도평가)

재료강도 및 공정

금속응고/금속재료

구조용세라믹스/재료물성학

재료강도/금속재료

금속재료공학(자성·전자재)

무기재료

고분자재료

세라믹분말합성

제어공학

비선형제어/신호해석

전자공학/전자통신

로봇공학

전력전자

전기에너지변환공학

제어및자동화공학

선체저항 및 추진

선박 및 부유체운동

선체구조진동

선박설계

해양구조물

선체진동

전산유체

선체구조 및 충격해석

데이터베이스/EMFG

병렬운영체제 및 데이터마이닝

임베디드지능시스템/컴퓨터해킹

인터넷 엔지니어링 &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보안/인공지능

분산시스템

콘크리트구조공학

수공학/해안항만공학/연안표사이동

지반공학

건설관리(CM)

구조공학/PS콘크리트/건설안전 및 유지관리

내진해석및설계

지반공학

수자원시스템·수문·수리

공간정보학

환경공학

kcpark@pknu.ac.kr

gabi@pknu.ac.kr

ryujy@pknu.ac.kr

jp_hong@pknu.ac.kr

hlee@pknu.ac.kr 

moonck@pknu.ac.kr

namkw@pknu.ac.kr

jeonghy@pknu.ac.kr

chanpark@pknu.ac.kr

ysahn@pknu.ac.kr

hwkwon@pknu.ac.kr

kimba@pknu.ac.kr

bhahn@pknu.ac.kr

choihr@pknu.ac.kr

wook@pknu.ac.kr

gsbyun@pknu.ac.kr

nhk@pknu.ac.kr

yyh@pknu.ac.kr

mgkim@pknu.ac.kr

anyj@pknu.ac.kr

gclee@pknu.ac.kr

kimic@pknu.ac.kr

yjkim@pknu.ac.kr

dmbae@pknu.ac.kr

djkim@pknu.ac.kr

jsgoo@pknu.ac.kr

sybae@pknu.ac.kr

smshin@pknu.ac.kr

jminz@pknu.ac.kr

yeo@pknu.ac.kr

sdyoun@pknu.ac.kr

snow@pknu.ac.kr

parkss@pknu.ac.kr

whcho@pknu.ac.kr

mdchung@pknu.ac.kr

krseo@pknu.ac.kr

janghs@pknu.ac.kr

jslee@pknu.ac.kr

geojh@pknu.ac.kr

kims@pknu.ac.kr

hwanwoo@pknu.ac.kr

skkook@pknu.ac.kr

dhjung@pknu.ac.kr

peterlee@pknu.ac.kr

suh@pknu.ac.kr

suhankim@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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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우희철

임준혁

김용하

이경범

유 준

원용선

임도진

박이슬

임성인

권혁택

김선봉

양지영

이양봉

전병수

안동현

김영목

조승목

김동수

배승철

김창훈

남윤권

김종명

공승표

박정환

최윤희

이대재

홍철훈

이춘우

신현옥

김형석

임석원

이상고

김병호

장영수

표희동

송정헌

김도훈

박종운

원효헌

허   균

강버들

조진호

남기완

화학공학과

수산과학대학

식품공학과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해양수산경영학과

수해양산업교육과

자원생물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물공학과

수산생명의학과

실습선,탐사선

환경・해양대학

환경공학과

해양공학과

백혜자

오철웅

김현우

김진구

박원규

현상윤

최재수

남택정

김형락

류은순

김재일

정운주

이상길

홍용기

이형호

공인수

김중균

박남규

김성구

정귀택

정준기

정현도

허민도

김기홍

강주찬

김도형

이종근

정태영

이유원

이준호

이병헌

강임석

김일규

김상단

이태윤

손윤석

노영민

김헌태

김정태

이인철

김윤태

나원배

김경회

이진호

류용욱

동물발생학/어류생식내분비학

해양생태학

해양유전체학

계통분류학

동물플랑크톤생태학

수리생태 자원관리

식품위생학

영양학/식사요법

분자생물학

급식경영학

공중보건학/영양판정

임상영양학/생리학

식품화학

생화학/해양생물공학

분자유전학/분자생물학

미생물학/유전공학

생물반응공학/환경생물공학

생화학/생물유기화학

생물공정공학/동물세포배양학

생물에너지공학/생물화학공학

약리학

진단생화학/바이러스학

수의병리학

기생충학

수산환경/수계독성학

어류면역학/세균학

해사법학, 가야호선장

선박기관공학

해양생산계측, 지도교수

해양원격탐사, 나라호선장

하수도공학

상수도공학

폐기물관리

수환경자원

환경·건설소재개발

대기오염제어

대기질관리

해양공학

구조공학

해양환경공학

구조공학

해양환경공학

해양유체역학

유체-구조물-지반 상호작용해석

해안항만공학

hjbaek@pknu.ac.kr

ohcw@pknu.ac.kr

kimhw@pknu.ac.kr

taengko@pknu.ac.kr

wpark@pknu.ac.kr

shyun@pknu.ac.kr

choijs@pknu.ac.kr

namtj@pknu.ac.kr

hrkim@pknu.ac.kr

eslyu@pknu.ac.kr

jikim@pknu.ac.kr

jungunju@pknu.ac.kr

sglee1125@pknu.ac.kr

ykhong@pknu.ac.kr

hyunghl@pknu.ac.kr

iskong@pknu.ac.kr

junekim@pknu.ac.kr

ngpark@pknu.ac.kr

skkim@pknu.ac.kr

gtjeong@pknu.ac.kr

jkchung@pknu.ac.kr

jeonghd@pknu.ac.kr

mindo60@gmail.com

khkim@pknu.ac.kr

jckang@pknu.ac.kr

dhkim@pknu.ac.kr

redfish@pknu.ac.kr

tyjeong@pknu.ac.kr

youwons@pknu.ac.kr

leehj@pknu.ac.kr

bhlee@pknu.ac.kr

kangls@pknu.ac.kr

ikkim@pknu.ac.kr

skim@pknu.ac.kr

badger74w@pknu.ac.kr

sonys@pknu.ac.kr

nym@pknu.ac.kr

htkim@pknu.ac.kr

idis@pknu.ac.kr

ilee@pknu.ac.kr

yuntkim@pknu.ac.kr

wna@pknu.ac.kr

hoikim@pknu.ac.kr

jholee@pknu.ac.kr

yuryu@pknu.ac.kr

환경촉매/광촉매

촉매 및 반응공학

환경에너지공정 및 열역학

분립체/유동반응공학

공정시스템공학

지능시스템공학

에너지소재공정

전달현상/수치해석

에너지환경소재

생분자 및 바이오 의약품 공학

다공성 재료를 이용한 분리 및 촉매공학

식품화학/기능성식품학

식품위생학/발효공학

식품화학/풍미화학

식품(화학)공학/식품분리공정학

식품가공학/식품재료학

식품미생물학/효소학

수산가공학, 식품화학

유전육종학

사료영양 및 영양소대사학

양식환경학

유전자원공학

분자생화학

세포공학

양식시스템

번식생리학

어업계측공학

물리해양학/어장학

해양생산시스템학

해양생산정보학

해양생산학/어업정보학

형법학

수산경제

수산경제

수산경영 및 마케팅 관리

해양수산경제·경영

수산경영관리

수산경제/수산정책/생산관리   

수산교육론

교육평가

교육공학

수산교과교육

수산교과교육

해산식물학

sshong@pknu.ac.kr

woohc@pknu.ac.kr

jhlim@pknu.ac.kr

yhkim@pknu.ac.kr

gbyi@pknu.ac.kr

jayliu@pknu.ac.kr

yswon@pknu.ac.kr

dj-im@pknu.ac.kr

dewpark@pknu.ac.kr

slim@pknu.ac.kr

htkwon@pknu.ac.kr

owlkim@pknu.ac.kr

jyyang@pknu.ac.kr

yblee@pknu.ac.kr

bschun@pknu.ac.kr

dhahn@pknu.ac.kr

ymkim@pknu.ac.kr

scho@pknu.ac.kr

dongskim@pknu.ac.kr

scbai@pknu.ac.kr

chkpknu@hanmail.net

yoonknam@pknu.ac.kr

jongkim@pknu.ac.kr

gongsp@pknu.ac.kr

parkj@pknu.ac.kr

unichoi@pknu.ac.kr

daejael@pknu.ac.kr

hongch@pknu.ac.kr

cwlee@pknu.ac.kr

shinho@pknu.ac.kr

pelamis@pknu.ac.kr

winterprey@pknu.ac.kr

sglee@pknu.ac.kr

kimbh@pknu.ac.kr

ysjang@pknu.ac.kr

pyoh@pknu.ac.kr

seabream@pknu.ac.kr

delaware310@pknu.ac.kr

pjun9017@pknu.ac.kr

wonhyo@pknu.ac.kr

gyunheo@pknu.ac.kr

badlle@pknu.ac.kr

75jino@pknu.ac.kr

kwnam@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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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회

이재철

문창호

김석윤

박미옥

오석진

김선주

김태진

백인성

최정찬

박계헌

이민희

김영석

강태섭

양만준

류종식

이동인

정형빈

권병혁

김재진

최원식

김백민

조태진

이광훈

엄정기

왕수균

최요순

하완수

손한암

최철웅

윤홍주

배상훈

한경수

이양원

이한림

김진수

이석모

정용현

강대석

성기준

김동명

최창근

강승희

주동범

천성문

김선주

김동규

이창희

김부일

류우찬

양현경

함혜현

최병춘

김경회

김무규

LI DAN

박선주

송하주

안상욱

이보고

이용욱

전병수

최순권

한희진

옥영석

김영진

서원철

손재학

천동필

곽기호

이민규

제재영

전희정 

오현명 

김은주

해양학과

지구환경과학과

환경대기과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생태공학과

미래융합대학

평생교육・상담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공공안전경찰학과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초교양교육원

생물해양학

물리해양학

생물해양학

지질해양학

해양유기화학

연안환경생태학

해양원생생물학

해양무기화학

퇴적지질학

지질공학

지구화학

환경지질학(토양/지하수오염)

구조지질학

지진학/지구물리학

수리지질학/지하수오염학

동위원소 지구화학/저온 지구화학

강수역학/레이더기상학/대기확산

대기역학/대기수치모델링

미기상학/대기경계층

대기수치모델링/도시기상학

대기화학/대기환경모델링

극지기후모델링/종관기상학

암석역학/지반공학

석유탐사/탄성파층서

암반역학

환경지질수리학

자원개발공학/신재생에너지

탄성파탐사

석유공학

드론, 위성사진측량

해양, RS, GIS, 드론

스마트교통

생태기후원격탐사

지오컴퓨팅

초분광원격탐사

GIS모델링

하천 및 해양생태공학

도시 및 산업생태공학

시스템생태학

생태복원공학

생태계모델링

해양생태복원 및 이용공학

교육심리/학습컨설팅

교육사회/평생교육

shhuh@pknu.ac.kr

jaechul@pknu.ac.kr

chmoon@pknu.ac.kr

yunk@pknu.ac.kr

mopark@pknu.ac.kr

sjoh1972@pknu.ac.kr

sunjukim75@pknu.ac.kr

tkim@pknu.ac.kr

paikis@pknu.ac.kr

jcchoi@pknu.ac.kr

khpark@pknu.ac.kr

heelee@pknu.ac.kr

ysk7909@pknu.ac.kr

tskang@pknu.ac.kr

minjune@pknu.ac.kr

jongsikryu@pknu.ac.kr

leedi@pknu.ac.kr

hbcheong@pknu.ac.kr

bhkwon@pknu.ac.kr

jjkim@pknu.ac.kr

wschoi@pknu.ac.kr

baekmin@pknu.ac.kr

chotc@pknu.ac.kr

gwanglee@pknu.ac.kr

jum@pknu.ac.kr

sookyun@pknu.ac.kr

energy@pknu.ac.kr

wansooha@pknu.ac.kr

hason@pknu.ac.kr

cuchoi@pknu.ac.kr

yoonhj@pknu.ac.kr

sbae@pknu.ac.kr

kyung-soo.han@pknu.ac.kr

modconfi@pknu.ac.kr

hllee@pknu.ac.kr

jinsookim@pknu.ac.kr

leesm@pknu.ac.kr

chungyh@pknu.ac.kr

dskang@pknu.ac.kr

ksung@pknu.ac.kr

dmkim@pknu.ac.kr

cgchoi@pknu.ac.kr

sheekang@pknu.ac.kr

j2009@pknu.ac.kr

상담심리/임상심리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HRD)

냉동공조/산업설비

열공학

회로및시스템, 소나신호처리

LED·융합조명, 광통신,신뢰성 평가

복합소재, 신재생에너지

경찰학/형사학

응집물리학

해양유체역학

영상커뮤니케이션

중국정치

생화학

정보 및 테이터베이스시스템

유럽경제, 국제경제

중국현대문학

레이저공학

식품(화학)공학/열역학

국제경영/국제경영전략

환경정치/거버넌스

기술창업, 중소기업정보화

품질공학, 실험계획법, 설계최적화 

기술지능, R&D혁신전략 

비즈니스 및 행정

R&D성과분석, 조직성과관리

기술사업화, 기업과 산업의 추격, 제조업의 서비스화

기술경제학, 과학기술정책

Marine Biomaterials

심리학

해양생물유전체학

철학

smcheon@pknu.ac.kr

seonkim@pknu.ac.kr

dgkim@pknu.ac.kr

leemech@pknu.ac.kr

bikim@pknu.ac.kr

ucryu@pknu.ac.kr

hkyang@pknu.ac.kr

roboham@pknu.ac.kr

bcchoi@pknu.ac.kr

hoikim@pknu.ac.kr

mooq@pknu.ac.kr

lidan@pknu.ac.kr

parksj@pknu.ac.kr

hajoosong@pknu.ac.kr

ahnsangwuk@pknu.ac.kr

bogopanda@pknu.ac.kr

yongwook@pknu.ac.kr

bschun@pknu.ac.kr

sgchoi@pknu.ac.kr

polhan@pknu.ac.kr

ysock@pknu.ac.kr

sjshin@pknu.ac.kr

youngk@pknu.ac.kr

gowithson@pknu.ac.kr

performance@pknu.ac.kr

cloudnine@pknu.ac.kr

minkyu@pknu.ac.kr

jjy1915@pknu.ac.kr

chun@pknu.ac.kr

marinebio@pknu.ac.kr

jimej@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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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캠퍼스

캠퍼스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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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역
A11 대학본부
A12 웅비관
A13 누리관
A15 향파관
A17 워커하우스
A21 미래관
A22 디자인관
A23 나래관
A26 부산창업카페
A27 식품가공공장

B구역
B11 위드센터
B12 나비센터
B13 충무관
B14 환경해양관
B15 자연과학1관
B16 수위실(후문)
B21 가온관
B22 청운관

C구역
C11 수산질병관리원
C12 장영실관
C13 해양공동연구관
C14 직장어린이집
C21 수산과학관
C22 건축관
C23 호연관
C24 자연과학2관
C25 인문사회·경영관
C26 해양수산LMO격리사육동
C27 수조실험동
C28 아름관

D구역
D11 행복기숙사
D12 테니스장
D13 대운동장
D14 한울관
D21 대학극장
D22 체육관

E구역
E11 세종1관
E12 세종2관
E13 공학1관
E14 학술정보관
E16 한솔관
E18 한어울터
E21 공학2관
E22 동원장보고관
E26 솔동산
E27 양어장
E28 양어장주차장
E29 양어장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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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르관  

2 공학관  

3 3공학관 

4 교양관

5 학생회관

6 창업보육센터

7 산학협력단

8 공학도서관 

9 7공학관

10 4공학관 

11 5공학관

12 제2파워플랜트

13 광개토관

14 종합실습관

15 9공학관

16 학군단

17 6공학관

18 10공학관

19 대운동장

20 종합복지관

21 학생회사무실

22 제1파워플랜트

23 1공학관

24 테니스장

25 2공학관

26 8공학관

27 야외공연장

28 정문

29 수산가공연구센터

30 LED-해양융합기술시험연구동

용당캠퍼스

캠퍼스 맵





대연캠퍼스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용당캠퍼스

48547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기장 수산해양과학연구단지

4604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474

고성 수산과학기술센터

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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