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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중심!

끊임없는 연구와 열정, 세계적 권위와 겸손, 

각 분야의 프로페셔널과

기초에 충실한 추진력, 

있는 그대로의 SNU만으로도 세상은

그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를 향한 그들의 위대한 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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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농생명과학의 요람입니다. 

농업생명과학에 대한 최신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학문 발전과 함께 

최정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은 

1904년 9월 설립된 대한제국 농상공학교에서 분리 독립된 농림학교(1906년)를 모체로 하여, 

1946년 8월 국립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개편된 후, 1992년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8개 학부 17개 전공 및 2개의 협동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배출한 28,717명(학사 21,103명, 석사 5,629명, 박사 1,985명)의 졸업생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생명공학과 환경과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등 농생명산업과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은 

효율적인 교육과 연구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부속시설과 지원기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밀착형 산학협력을 위해 부속목장,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국제농업기술대학원으로 구성된 

평창 캠퍼스를 조성하였습니다.

일본 도쿄대, 미국 코넬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 세계 유수의 34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며 재학생 역량 개발을 위해 해외 탐방을 지원하는‘CALS Global Challenger’,  
영어 능력 향상을 돕는‘English Proficiency Program’리더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오늘도 세계 일류 대학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미래 농업생명과학분야를 앞장 서 이끌어나갈 

연구와 인재 양성의 전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  개



1904  9  농상공학교 개교

1906  9  농상공학교의 농과가 농림학교로 분리 독립

1907  1  수원으로 이전

1918  3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 (3년제)

1922  3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교명 변경

1937  4  수의축산학과 설치

1943 4  농업토목학과 설치

1944  4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칭

1946  3  농화학과 설치

 8  국립 서울대학교로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개교

  농경제학과, 농생물학과 설치

  농업토목학과를 농공학과로 학과명 변경

1947  9  수의축산학과에서 수의학부를 분리하여 수의과대학으로 서울에서 개교

1956  3  잠사학과 설치

1959  4  농가정학과 설치

1962  3  수의과대학이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편입

 12  농업교육과 설치

1965  12  대학원 박사과정에 농학과, 임학과, 농생물학과, 축산학과, 농공학과,   

  농화학과, 농경제학과 설치

1967  8  농업과학연구소 설립

 12  원예학과, 식품공학과 설치

  농생물학과를 식물병리전공과 응용곤충전공으로 분리

  농공학과를 농업토목전공과 농업 기계 전공으로 분리

1900

1940

1950

1960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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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2  임산가공학과 설치

1971 3  농업교육과를 농업교육전공과 농촌지도전공 분리

 6  수목원 설치

1973  3 조경학과 설치

1975  2 농업과학연구소를 농업개발연구소로 연구소 명칭 변경

1976 3 수의학과가 수의과대학으로 분리, 독립(수원캠퍼스에 위치)

1978  2  대학원 석사과정에 원예학과, 임산가공학과, 식품공학과 설치

  대학원 석사과정 농생물학과와 농공학과에 각각 식물병리전공과 

  응용곤충전공, 농업토목전공과 농업기계전공 설치

1980  12 대학원 석사과정에 생태조경학과 설치

  대학원 박사과정에 농업교육과 설치

1981  2  부속 농업개발연구소를 법정 기구로 승격

1982  6 부속 동물 사육장을 부속 실험 목장으로 명칭 변경

 11  대학원 박사과정에 원예학과, 임산가공학과, 식품공학과 설치

1985  11 대학원 박사과정에 농생물학과(식물병리전공, 응용곤충전공)와 

  농공학과(농업토목전공, 농업기계전공)설치

1989 8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육연구재단 설립

 10  잠사학과를 천연섬유학과로 학과명 변경

1990  3  농업교육과 농촌지도전공을 농촌사회 교육전공으로 명칭 변경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설치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설치

1991  1  농업생물신소재연구센터 유치

 6  임업과학연구소, 축산과학기술연구소 설립

1992  3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임학과를 산림자원학과로, 축산학과를 동물자원학과로,

  임산가공학과를 임산공학과로 명칭 변경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개설

  대학원 박사과정에 농가정학과 설치

 11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NICEM) 설립

1993  2  농생물학과 학사과정의 식물병리, 응용곤충 전공을 통합

 4  농업과학사 박물관 설치

1996  2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NICEM)를 법정 기구로 승격

 3  농업생물신소재연구센터를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로 개칭

1997  3 학사과정 학제개편 (식물생산과학부, 생물자원공학부, 응용생물화학부, 

  농경제사회학부, 산림자원학과, 동물자원과학과, 농업교육과, 식품공학과, 

  조경학과로 개편) 농가정학과는 생활과학대학으로 편입

 9  북한농업연구소 설치

1999  7  식물분자유전육종연구센터 설치

1970

1980

1990



2000 3  대학원 동물자원과학과,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식품공학과를 

  대학원 농생명공학부로 통합

 10  농업교육과를 농산업교육과로 개칭

2001  2  농생명과학 창업보육센터 설치

 9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설치(농업개발연구소, 임업과학연구소, 축산과학기술연구소, 

  북한농업연구소 규정폐지, 폐지된 각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연구원이 승계)

2003  9  수원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

2004  3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NICEM) 이전

 12 농업생명과학대학 복지관 완공

2005 2 농학도서관 이전

 3 학사·대학원 과정 학제개편 (학부 7부, 대학원 6부 1과 1전공)

2006 3 식물생산과학부 농학전공을 작물생명과학전공으로 개칭

2007 3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사회개발전공을 지역정보전공으로 개칭

 11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를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으로 

  개칭 및 조직 확대 개편

2008 8 식물분자유전육종연구센터를 모태로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설립

 9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설립

2009 9 농생명공학부에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설치

 11 SPC농생명과학연구동 개관

  국가농림기상센터 설립

2010 11 농업연구센터(ARC) 채소육종연구센터·식품 안전성 및 독성 연구센터 설립

2011 4 평창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설립

 5 농경제사회학부 농경제학전공을 농업·자원경제학전공으로 개칭

 8 협동과정 농림기상학전공 신설

2012 6 식물생산과학부 원예과학전공을 원예생명공학전공으로 개칭

 9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를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로 개칭

 12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폐지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신설

2014 6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준공

 9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개원

200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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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식품 안전성 및 독성 연구센터

·채소육종연구센터

·국가농림기상센터

 

부속시설

ㆍ농장                 ㆍ학술림

ㆍ실험목장            ㆍ수목원

ㆍ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ㆍ교육연수원

ㆍ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ㆍ농학도서관                 

ㆍ곤충표본실

ㆍ농업공작실

ㆍ농업생명과학정보원

ㆍ식물병원

ㆍ입학진로정보실   

 

사업단(팀)

ㆍBK21+농생명공학사업단

ㆍBK21+작물 유전체 육종 연구팀

ㆍBK21+그린인프라 창조 인재 양성팀

ㆍBK21+지역계량분석 전문인력사업팀

ㆍBK21+목질계 바이오매스 첨단소재화

   기술 창의인재양성 사업팀

ㆍ농생명 및 식품산업혁신역량 

   강화 사업단(RICA) 

평생교육프로그램

ㆍ최고농업정책과정
ㆍ농식품 경영·유통 최고위 과정

부 속 기 구

 
ㆍ학 장 (02) 880-4501~4502 ㆍ기획부학장 (02) 880-4509 ㆍ행정실(연구) (02) 880-4910, 4532~4534

ㆍ교무부학장 (02) 880-4503 ㆍ행정실장 (02) 880-4511 ㆍ행정실(서무) (02) 880-4512~4515

ㆍ학생부학장 (02) 880-4504 ㆍ행정실(교무) (02) 880-4505~4507 ㆍ행정실(기획) (02) 880-4510, 4538

ㆍ연구부학장 (02) 880-4524 ㆍ행정실(학생) (02) 880-4531, 4508 ㆍ행정실(대외협력·홍보) (02) 880-4537

주요전화번호

학  장

행정실(교무) 행정실(학생) 행정실(연구) 행정실(서무)행정실(기획)

 

학사과정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

·원예생명공학

·산업인력개발학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

·환경재료과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

·동물생명공학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명화학

·응용생물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학

·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

·바이오소재공학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지역정보

 

대학원과정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

·원예생명공학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

·환경재료과학

농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

·동물생명공학

·응용생명화학

·식물미생물학

·곤충학

·바이오모듈레이션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

·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

·바이오소재공학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지역정보

농산업교육과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농림기상학

교 육 기 구

조직 및 기구



작물생명과학
이변우	교수 수도작·농업기상학 4544 leebw@snu.ac.kr 고희종	교수 작물육종학 4541 heejkoh@snu.ac.kr

이석하	교수 작물유전체학 4545 sukhalee@snu.ac.kr 백남천	교수 작물분자유전학 4543 ncpaek@snu.ac.kr

서학수	교수 분자생화학 4548 seohs@snu.ac.kr 양태진	부교수 기능성식물 및 유전체 4547 tjyang@snu.ac.kr

김도순	부교수 작물분자생리 및 잡초과학 4542 dosoonkim@snu.ac.kr 김광수	부교수 환경생태학 4546 luxkwang@snu.ac.kr

원예생명공학
강병철	교수 원예작물유전육종학 4563 bk54@snu.ac.kr 김기선	교수 화훼 및 조경식물학 4561 kisun@snu.ac.kr

손정익	교수 시설원예 및 식물공장학 4564 sjeenv@snu.ac.kr 이희재	교수 과수 및 환경생리학 4566 heejlee@snu.ac.kr

전창후	교수 채소학 4567 changhoo@snu.ac.kr 최도일	교수 원예작물유전체학 4568 doil@snu.ac.kr

허진회	부교수 식물발달유전학 4562 huhjh@snu.ac.kr 이은진	조교수 원예산물생리학 4575 ejinlee3@snu.ac.kr

산업인력개발학
정철영	교수 산업인력개발 진로교육 및 경력개발 4832 cyjyung@snu.ac.kr 나승일	교수 산업인력개발 방법 및 행정 4833 silna@snu.ac.kr

김진모	교수 산업인력개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4834  jimmy812@snu.ac.kr 이			찬	부교수 산업인력개발 eHRD 시스템 및 성과관리 4838 chanlee@snu.ac.kr

정진철	부교수 산업인력개발 평가 및 조직개발 4831 vince88@snu.ac.kr 최수정	조교수 글로벌 산업인력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4776 shizu@snu.ac.kr

식물생산과학부에서는 인류의 복지와 먹을거리 생산을 위한 작물연구와 함께 유용한 식물 유전자원 및 환경, 인적자원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식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자연과학분야, 농업응용분야, 인적자원양성과 관리를 위한 인문·사회과학분야까지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작물생명과학전공, 원예생명공학전공, 산업인력개발학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작물생명과학전공과 원예생명공학전공에서는 식량 및 원예작물의 합리적인 생산기술, 유전자 개량 및 식물·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복합적인 이론과 

응용 등 식물생산의 기초와 응용을 망라한 종합적·실증적인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산업인력개발학전공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산업인력개발 전문가 양성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식물생산과학부 학생

들은 기초 지식을 토대로 실제 산업에 바로 이용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배울 수 있고 동시에 식물자원 및 산업인력개발이라는 큰 틀을 통합적으로 바

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

Tel: 02-880-4540    Fax: 02-873-2056   http://plantsci.snu.ac.kr

식물생산과학부

교수진	 	 	 																	※02-880-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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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생활에 필요한 식량, 사료, 약료 등의 물료(物料)를 얻

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을 통칭하여 작물이라고 한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의 번영도 작물 생산 기술

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작물생명과학전공에서는 이러한 작물의 생산성 향상, 품질 

개량 및 새로운 기능성의 창출과 환경 친화적인 생산을 위하

여 전통적 육종방법 뿐만 아니라 첨단생명공학 기법을 이용

한 작물 유전형질 개량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 작물생산체계 개발에 대해 교육, 연구하고 있다. 

또한 연구, 교육, 행정 및 관련 산업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

당 할 인력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유전학, 통계학 등과 같은 기초학문 분야의 기본 소양을 갖추

도록 기초교양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재배학, 작물생리학, 잡

초과학, 식용작물학, 사료작물학, 특용 및 약용작물학과 같이 

작물의 재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학문분야와 작물육종

학, 유전공학 등과 같이 작물품종 개량과 관련이 깊은 학문분

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량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재배체

계 확립 및 환경친화적 재배기술 연구와 함께 새로운 품종과 

작물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BT, IT, ET의 첨단 연구방

법을 활용한 획기적이고 새로운 업적이 기대된다.

작물생명과학을 전공한 졸업생은 현재 국내외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도 우리나라 농업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종묘, 식품, 농약회사를 비롯해 농산물 유통, 

금융기업과 같은 일반기업에 진출하여 국가경제와 농산업발전

에 기여하고 있으며, 첨단자동화시설을 갖춘 현대화 농장, 관

광농원 등을 경영하는 전업농으로서도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Tel: 02-880-4550    Fax: 02-877-4550   
E-mail: cropscience@snu.ac.kr   
http://agronomy.snu.ac.kr

연구실 연 구 분 야

작물생산환경학
연  구  실

· 벼 잠재수량성 향상을 위한 개량 목표형질의 동정과 유전자원탐색 연구
· 벼 생육정보 비파괴적 진단을 통한 정밀 재배관리 기술개발 연구
· 작물모델과 원격탐사 자료를 연계한 작황진단 연구
· 작물 생육모델 개발 및 기후변화 영향가 및 적응 연구

작물분자육종학
연  구  실

· 양질 다수, 내냉성 벼 계통육성 연구
· DNA 마커 개발 및 분자육종
· 유용형질의 유전자분리 연구

작 물 유 전 체 학
연  구  실

· 콩과작물 비교 유전체 분석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를 이용한 Transcriptome분석
· 야생콩 유전체 해독

작물분자유전학
연  구  실

· 분자유전학을 기초로 한 식물의 개화기 및 생체리듬 연구
· 벼 엽록체 변이 돌연변이체를 이용한 지도기초 유전자 동정 및 기능 분석
· 벼 수량성 증진을 위한 우수 형질전환 벼 개발

작물분자생물학
연  구  실

· 식물 단백질의 안정성(stability)과 기능 조절에 관한 연구
· 분자생화학과 발생학을 기초로 애기장대와 작물에서 질산동화 메카니즘과
  신호전달 연구
· 단백질체학을 통한 전사후 변이체(Posttranslatome)들의 개화와 종자발달
  조절에 관한 연구

기 능 성 식 물
연  구  실

· 특용작물의 유전체(Genetic & Genomics) 및 육종(Breeding) 연구
· 조직배양에 의한 이차대사물질(Secondary metabolites) 생산연구
· 유망자원식물 개발 및 유전육종연구
· 작물의 유전체정보 기반 육종 효율 증진(Genomics Assisted Breeding)

작물분자생리 및
잡초과학연구실

· 작물의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생리 반응 연구의 분자생리 및 phenomics 연구
· 억새(Miscanthus)의 genotyping과 phenotyping을 기반으로 바이오매스용
  억새 개발
· 제초제 저항성 피의 시공간적 확산, 저항성 기구 및 유전적 다양성 연구
· 식물 생장조절물질(PGR) 및 신물질 제초제 연구

작물생태정보학
연 구 실

· 기후적 위험도 예측 모형 개발 및 공간변이성 분석
· 작물 생육모델 운영을 위한 공간 내삽 기상 자료 및 인공위성    
  자료 분석/연구
· 병렬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동시다발적 생육 모델 운영 연구

작물생명과학전공



    

원예생명공학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채소·과수 작물과 아름

답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화훼 작물 및 관상 식물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신선하고 공해가 없는 식품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 환경과 

휴식 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농업

도 식량 자원 생산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의 향상과 환경 보전에

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예생명공학전공의 채소 원예학·과수 원예학·화훼 원예학 

분야에서는 각종 원예 작물의 특성 및 생리에 관한 연구와 고품

질의 원예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 관리 기술연구, 최근 급격

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 자동화 시설 재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또한 원예육종학 및 분자유전학 분야에서는 기존의 선

발이나 교잡에 의한 방법에 유전 공학적인 기법을 더하여, 우수

한 신품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원예 작물을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개발하고, 시설 내의 환경을 

조절하는 기법에 대해 연구하는 시설원예학 분야와 생산 후 부

가 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한 저장·가공·유통 기술과 관련된 

산물관리학 분야, 정원 및 기타 조경 시설 설계와 조성에 관한 조

경 원예학 분야 등이 있다.

원예생명공학전공에서는 이런 여러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수

행하기에 앞서 토양, 대기환경, 식물 유전 육종, 생리 생태 등에 

관한 기초 학문을 습득한 뒤 채소학, 과수학, 화훼학, 육종학, 조

직배양학, 수확물생리학, 시설원예학 등의 전공 교과목을 수강함

으로써 원예학의 기초 및 응용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대학원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강의를 통해 원예학자

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된다.

졸업생들은 대학교, 국가 연구 및 농업 행정 기관, 정부출연 연구

기관, 농업 관련 국제 기구, 종묘·농약·비료·농자재·농산물 

및 식품의 가공·유통 업체, 환경 관련 업체 등으로 진출하여 농

산업 발전 및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el: 02-880-4578    Fax: 02-873-2056   
E-mail: hortculture@snu.ac.kr   http://hort.snu.ac.kr

원예생명공학전공

연구실 연 구 분 야

채소학 연구실

· 채소 우량묘 생산 및 유통 기술 개발
· 채소의 기능성 물질 분석 및 기능성 강화 기술 개발
· 폐버섯 배지를 이용한 기능성 유기 채소 육묘용 배지 개발
· 고효율 LED의 식물 재배 적용 기술 개발ㆍ작물 생육 모델 개발 및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연구

과수 및 환경

생리학 연구실

· 과수 작물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
· 새로운 과수 작물 탐색을 위한 유전 자원 분석
· 과수 육종을 위한 유전자 연관 지도 작성

화훼 및 조경

식물학 연구실

· 유망 자생식물의 수집, 번식법 및 품종 개발을 통한 원예화
· 고품질 분화식물 생산을 위한 육묘, 생육 및 개화 조절 기술 개발
· 잔디의 친환경적인 재배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원 예 작 물 유 전

육종학 연구실

· 웅성불임성 기작 연구 및 활용 기술 개발
· 바이러스 저항성 기작 구명 및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개발
·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원예작물 육종 기술 개발
· 가지과 작물 유전 자원 수집 및 유용 유전 자원 발굴

원예산물생리학 

연  구  실

· 원예 작물의 품질 저해 요인 규명과 수명 연장 및 품질 보전에 대한 연구
· 주요 원예 산물의 수확 후 생리 장해 방지 및 저장, 유통 기술 개발
· 원예 작물 수출 확대를 위한 환경 파악 및 기술 개발
· 다양한 기체를 이용한 수확 후 농산물의 품질 저하 방지 기술 개발

원 예 작 물

유 전 체 학 

연  구  실

· 가지과 식물 유전체 분석 연구
· 병저항성 유전자 발굴 및 기능 연구
· 식물의 비기주 저항성 기작 연구
· 식물 형질 전환을 통한 내병성 품종 육성

시 설 원 예 및

식 물 공 장 학  

연 구 실

· 목적지향적 시설원예 식물 생산 기술 및 소재 이용 연구
· 식물 생산 체계 연구(수경재배, 식물 공장, 도시 농업 등)
· 식물 환경 조절, 생체 정보 이용 및 식물 생산 모델링 연구
· 도시형 식물 공장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연구

식물발달유전학

연 구 실

· 식물 생식 및 발달 기작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
· 식물 종자 발달 현상 이해
· 유용 유전자의 생화학적 기능 규명 및 응용 기술 개발
· DNA 메틸화 및 후생유전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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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 구 분 야

진 로 지 도  및  경 력 개 발

연 구 실

· 진로지도 및 상담
· 직업능력 및 경력개발

직 업 심 리  및  산 학 협 동 교 육

연 구 실

· 직업심리
· 산학협동교육

산 업 인 력 개 발  학 습  및

교 육 훈 련 방 법  연 구 실

· 산업인력개발 학습 및 교육훈련방법
· 산업인력개발 전문가 및 교과교육

산 업 인 력 개 발  행 정  및 

시 스 템  연 구 실

· 산업인력개발 행정 및 제도
· 산업인력개발 양적/질적 연구법

산 업 인 력 개 발  교 육 과 정  및

프 로 그 램  개 발  연 구 실

· 산업인력개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 농촌지도 및 개발

전 략 적  산 업 인 력 개 발  및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연구실

· 전략적 산업인력개발
· 산업인력개발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산 업 교 육  e H R D  시 스 템 

연 구 실

· 산업교육 eHRD 시스템
· 조직 커뮤니케이션

산 업 인 력 개 발  성 과 관 리

및  직 무 분 석  연 구 실

· 산업인력개발 성과관리
· 직무분석

산 업 인 력 개 발  평 가  및

매 체  개 발  연 구 실

· 산업인력개발 평가
· 산업교육 매체 개발

산 업 조 직 개 발  연 구 실
· 조직 지식 관리
· 농업교육

산업인력개발학이란 직종이나 직능에 상관없이 모든 산업 

및 직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종사하려고 

하는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을 개발하는 원리, 방법 및 

시스템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즉,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

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 및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인

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인력개발학의 

중요성 또한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인력개발학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은 산업인력 양성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수 시스템 및 E-learning, 교수 매

체 개발,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지원 행정 및 정책, 청소

년지도, 직업기술교육, 직업 및 진로지도 등이 있다.

학사과정을 졸업한 후에는 정부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체 등

의 인력개발담당자, 인력개발컨설턴트, 산업인력개발 교수

요원, 중등학교 교사(교직과정 이수자), 농촌지도사 등 다양

한 진로가 마련되어 있다.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인력개발학의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

은 학사과정과는 다르게 독립 학과(농산업교육과)로 운영되

고 있는데, 석사와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대학원 과정

후 교육학 석사, 교육학박사가 수여된다. 또한 학문후속세대

로서 교수 및 학자, 전문연구원, 산업인력개발 업무를 담당

하는 현장 전문가, 강사, 행정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

한 개인이 정년퇴직을 염려하지 않고 평생 동안 산업인력개

발관련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거나 프리랜서 전문 강사로 활

동할 수 있다.

Tel: 02-880-4830   Fax: 02-873-2042   
E-mail: agedu@snu.ac.kr   http://aged.snu.ac.kr

산업인력개발학전공



산림과학부는 산림과 관련된 자원의 육성, 발전과 활용, 그리고 환경자원 및 재료로서의 숲에 관한 환경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자원학과와 임산공

학과가 통합되어 새로이 탄생되었다. 따라서 산림과학부에서는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의 두 전공이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산림환경학전공에서는 사막화의 확산과 열대림 파괴 및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증가 등의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산림자원의 보전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자연환경으로 인식되는 산림자원에 대한 기존의 학문을 바탕으로 산림과 환경자원의 다양한 가치와 기

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지향하고 있다.

산림환경학전공에서는 산림생태계의 기능을 유지·증대하는 방안과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는 방안, 도시화·황폐화되는 국토환경 

및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 생태적인 이용과 관련된 학문을 연마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산림자원, 산림재료, 야생동물, 수자원, 공원휴양자원을 지속가능

하고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환경재료과학전공에서는 산림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생물재료 중 천연 고분자 재료인 목재를 주재료로 하여, 재료가 가지는 친환경적인 요소와 영구

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하여 산업과 실생활에 보다 효율적이고 공학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기초 과목과 전공과목, 현장 학습 및 실험을 진

행하고 있다.

환경재료과학전공에서는 기본적인 물리, 화학을 바탕으로 재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친환경적 신소재 복합재료의 개발연구, 첨단 펄프·제지 기

술의 개발, 목조 주택, 수목 성분의 화학적 이용 및 산림 미생물에 의한 환경 정화 연구 등 다방면의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Tel: 02-880-4750    Fax: 02-873-2318   http://forestry.snu.ac.kr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
김성일	교수 공원학 4756 seongil@snu.ac.kr 윤여창	교수 산림경제학 4754 youn@snu.ac.kr

이우신	교수 야생동물생태관리학 4757 krane@snu.ac.kr 임상준	교수 산림공학 4759 junie@snu.ac.kr

장진성	교수 식물분류학 및 수목학 4758 quercus@snu.ac.kr 정주상	교수 산림경영 및 정보 4755 jschung@snu.ac.kr

Victor K. Teplyakov	교수 국제산림환경정책학 2694 victorteplyakov@snu.ac.kr 강규석	부교수 산림유전육종학 4753 kangks84@snu.ac.kr

박일권	부교수 산림보호학  4751 parkik1@snu.ac.kr 박필선	부교수 산림생태학 및 산림토양학 4771 pspark@snu.ac.kr

김현석	조교수 수목생리학 4752 cameroncrazies@snu.ac.kr

환경재료과학
최인규	교수 목재화학 4785 cingyu@snu.ac.kr 김현중	교수 바이오복합재료·접착과학 4784 hjokim@snu.ac.kr

여환명	교수 목재이학 4781 hyeo@snu.ac.kr 윤혜정	교수 제지공학 및 종이물성학 4787 page94@snu.ac.kr

이전제	교수 목구조학 4782  junjae@snu.ac.kr 이학래	교수 제지과학 및 지류가공학 4786  lhakl@snu.ac.kr

교수진	 	 	 																	※02-880-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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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 구 분 야

산 림 보 호 학
연  구  실

· 산림병해충의 생리, 생태 및 방제연구
· 곤충페로몬을 이용한 산림해충 친환경 방제 연구
· 식물체유래 생리활성 천연물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친환경 방제제 개발

수 목 생 리 학
연  구  실

· 나무 의 증발산과 광합성 등 생리적 기작
· 산림의 수분과 탄소순환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와 변화
· 가로수와 도시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산림의 빛, 증발산, 광합성 등의 생리·생태적 모델링

삼림유전·육종학
연  구  실

· 삼림 식물육종 및 보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삼림 식물집단의 진화와 분화에 관한 연구
· 산림자원 유전체(genomics)연구
· 임목분자육종 및 산림생명공학 연구

야 생 동 물 학
연  구  실

·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및 모니터링
· 국제적 이동성 동물에 대한 연계 및 관리 방안
· 멸종 위기종의 보전 및 복원
· 교란 및 간섭(임도건설, 산불,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야생동물 군집 변화

식 물 분 류 학
연  구  실

· 동북아 관속식물에 대한 분류 연구
· 국내 희귀식물에 대한 연구 및 보전전략에 대한 연구
· 한반도 생물다양성 정보화 연구

산 림 생 태 학
및 조 림 학
연  구  실

· 임분 동태와 산림교란의 관계
· 장기 및 산림 생태계 구조, 기능 및 변화 모니터링 
· 산림 토양의 특성 및 산림생산성      
· 천연림 갱신 연구

생 태 경 제 학
연  구  실

· 생태계서비스와 지역 사회 발전
· 산림문화 연구(예: 공동체사회와 숲의 관계 연구)
· 산림정책·국제임업 연구(예: 개도국 산촌문제 연구)
· 글로벌 환경 경영(예: 기후변화 대응 연구)

자 연 보 전 생 태
관 광  연 구 센 터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 생태관광 개발전략 수립 연구
· 보호지역 관리 / 정책 연구       
·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  림  공  학
연  구  실

· 산사태 및 토석류의 방지, 소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 등의 산림환경 보전
· 황폐지의 복원녹화, 녹지환경의 복원, 사막화 방지 등의 환경복원녹화
· 산지의 홍수재해 방지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유역 관리

산 림 경 영 정 보
연  구  실

· 산림생태계 경영 및 계획       · 산림자원 측정 및 평가
· 산림작업                           · 산림정보

국 제 산 림 환 경
정 책 연 구 실

· 국제산림자원의 지속관리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 국제산림환경 정책개발 연구
· 자연보존 및 관리의 정책개발 연구

환경과학은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도시화에 

따른 사회변화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지구 환경 차원에서

의 환경문제, 그리고 자연의 가치와 역할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산림환경학은 산림과 관련된 환경분야를 

다루는 학문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파괴에 의

한 자연환경의 감소와 악화, 그리고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

로 산림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열대 개발도상 국

가들은 산림의 복원과 조림 등 숲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 복

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산림의 경관

적, 공익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자연 휴양관리,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전을 주요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산림환경학

은 과거 대단위로 조림한 후 벌채하여 목재를 이용하는 단순한 

산림자원의 이용에서 탈피하여 산림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물

질순환기능, 국토보전기능, 수자원함양 및 수질 정화기능, 대기

정화기능, 다양한 생물종의 생육처 및 서식지기능 등을 유지, 

보전 및 증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변화해왔다.

산림환경학은 기존의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

림학, 임목육종학, 수목생리학, 산림보호학 등의 생물학 분야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경영학, 생태경

제학, 자연환경정책학, 공원휴양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산림공학, 산림수확공학 등과 같은 공학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연환경의 

한 부분인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산림수자

원 관리, 환경휴양림의 조성과 보전, 도시림 관리, 야생동물 보

전, 희귀식물 보전 등의 산림환경 관리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

한 연구 및 교육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전공은 전 세계의 산

림자원의 이해를 위해 매년 해외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 일본 Hokkaido대학과 단기 상호방문 교류를 통해 매년 약 

1주일간 Hokkaido 산림과 전라남도 지리산을 방문해서 함께 

실습을 하며, 겨울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열대우림에 대

한 실습과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전공의 학생들이 

서울대학 내 학생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외국대학을 방문하

고 있으며, 전공교수들의 연구 활동의 일부로서 필리핀, 중국, 

몽골, 러시아, 인도네시아, 핀란드 등 세계 각국에 단기 방문 시 

학부 학생들이나 대학원생이 동행하여 연구보조원으로 연구활

동을 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있다.

Tel: 02-880-4777   Fax: 02-873-3560   
E-mail: forens@snu.ac.kr   http://forest.snu.ac.kr

산림환경학전공



    

친환경적이고 영구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재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재료과학전공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생물 재료를 합리적으로 가공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각종 현장실습 및 실

험을 통하여 실제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Hi-Tech로 연계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산림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바이오 재료 중 천연 고분자 재료

인 목재를 기본으로 다루며 이와 관련된 물리학, 화학을 바탕

으로 실제 산업에의 응용을 위한 재료의 절삭, 건조에 대한 지

식과 복합 신소재 및 대형 부재로의 전환을 위한 접착 및 도료

물성, 바이오복합재료, 집성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직접적인 

실생활 이용을 위한 목재 마루판, 목조 주택, 가구, 악기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운다. 또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광범위하

게 사용되어온 종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 

제지학을 바탕으로 한 지류 가공학, 코팅, 포장학, 특수지, 펄프

학 등을 학습하게 되며 이러한 과목들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이며 친환경적인 바이오 에너지와 신소재 개발에 선두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도 산업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과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대

학과 국공립 연구기관은 물론 목재산업분야, 펄프 및 제지산업

분야, 목조건축분야, 목질 및 바이오복합재료 산업분야, 환경재

료산업분야 등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

2003년 및 2006년도에 국가적인 요구에 따라 두뇌한국

21(BK21)사업팀에 선정되면서 21세기 지식 기반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

으며, 탁월한 능력과 창의성, 도전 정신을 지닌 인재육성에 힘

쓰고 있다.

Tel: 02-880-4780   Fax: 02-873-2318   
E-Mail: snuems@snu.ac.kr   http://snuems.snu.ac.kr

환경재료과학전공

연구실 연 구 분 야

목 구 조

연 구 실

· 구조용 재료 및 시스템의 설계와 해석
· 비파괴 검사법에 의한 목조건축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 환경친화형 목재 방호 울타리 등 토목 시설물 개발
· 내화, 차음, 목조주거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제  지  과  학

연 구 실

· 섬유원료 절감을 위한 표면처리 기술 및 충전물 선응집기술 개발
· 펄핑 시 추출된 헤미셀룰로오스의 제지기술 적용 방안
· 지류 포장용 인쇄잉크 및 부원료의 중금속 저감 기술 개발
· 거튼 코팅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초 및 현장 적용 연구

바이오복합재료

및 접 착 과 학

연 구 실

· 바이오복합재료의 제조 및 물성 평가 연구
· 기능성 점착제 및 접착제의 제조와 접착물성 연구 재료 개발
· 천연도료 및 합성도료의 도료물성 연구
· 건축내장재의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 연구

목  재  화  학

연 구 실

· 목재성분의 화학적, 미생물적 분석과 연구
· 추출물의 생물 활성 성분 동정 및 기작연구
· 목질계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당화 기술 개발
· 미생물을 이용한 난분해성 오염물질 분해기작 연구

제  지  공  학 

연  구  실

· 지류제품 고품질화 및 신기능 부여를 위한 펄프섬유의 개질 기술 개발
·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이 물성 및 제지공정 연구
· 지류포장재 연구
· 펄핑 공정의 바이오리파이너리에 관한 연구

목  재  물  리 

연  구  실

· 목재 조직·미세구조 화상분석 및 분류체계화
· 목재 물리적 성질, 단열·흡습·절연·분광·음향, 데이터 집적 및 평가
·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조·열처리·절삭·성형 기술 개발
· 선순환이용체계 하에서의 인체친화형 고품질 목제품 생산

바  이  오 

에  너  지

연 구 실

· 급속열분해에 의한 목질계 바이오오일 생산 및 개질변형 연구
· 가스화에 의한 합성가스 생성 및 BTL 연료화 연구
· 목질계 고형연료의 품질 규격화에 관한 연구
· 리그닌의 생분해성 화학 소재화 연구



    

생명공학 분야 중 인류 복지와 산업 발전에 가장 비중이 큰 식품 및 동물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식품·동물생명공학부가 수립되었다. 

식품·동물생명공학부에서는 식품과 동물을 대상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는 첨단 과학기술 연구를 핵심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최신 교육 

기법을 도입하여 21세기에 부합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서울대학교 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핵심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식품생명공학전공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 요소 중 하나인 식품에 관련한 물리화학적 성질, 가공과 저장,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필

요한 이론과 관련 생명공학 기술을 다룸으로써 건강한 인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동물생명공학전공에서는 21세기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의 최첨단 기술과 동물생명자원 활용 기술을 교육하며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생명자원 확보, 생명활성물질 생산 및 난치병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동물생명공학부에서는 산·학 협동 연구 및 첨단 응용과학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식품, 동물자원, 생명공

학, 제약, 의약을 포함한 국내외 유수 대학, 연구소 및 생명과학 관련 기업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다.

Tel: 02-880-4869    Fax: 02-873-5095    http://fabio.snu.ac.kr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716

식품생명공학
강동현	교수 식품위생공학 2697 kang7820@snu.ac.kr 문태화	교수 식품화학 4854 twmoon@snu.ac.kr

서진호	교수 생물분자공학 4855 jhseo94@snu.ac.kr 유상렬	교수 식품분자미생물학 4856 sangryu@snu.ac.kr

장판식	교수 효소공학 4852 pschang@snu.ac.kr 최상호	교수 식품안정성 독성학 4857 choish@snu.ac.kr

이기원	부교수 식의학유전체학 4661 kiwon@snu.ac.kr 하남출	부교수 식품생화학 4853 hanc210@snu.ac.kr

최영진	조교수 식품공학 4851 choiyj@snu.ac.kr

동물생명공학
최홍림	교수 동물환경생체공학 4808 ulsoo8@snu.ac.kr 최윤재	교수 동물세포공학 4807 cyjcow@snu.ac.kr

한재용	교수 동물유전공학 4810 jaehan@snu.ac.kr 임정묵	교수 발생공학 4806 limjm@snu.ac.kr

백명기	교수 반추동물영양생리학 4809 mgbaik@snu.ac.kr 윤철희	교수 면역학 및 백신개발 4802 cyun@snu.ac.kr

김유용	교수 동물영양생화학 4801 yooykim@snu.ac.kr 이창규	교수 동물번식학 4805 leeck@snu.ac.kr

김희발	교수 생물정보 및 집단유전학 4803 heebal@snu.ac.kr 조철훈	부교수 동물성식품학 4804 cheorun@snu.ac.kr

교수진	 	 	 																	※02-880-내선번호



       

식품생명공학전공은 식품생명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응용분야

의 이론과 방법을 교수하며 국내외 식품생명공학 관련 부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식품공학 연구를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생명공학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에

너지, 영양소, 각종 기능성 생리활성 성분을 공급하는 식품에 

관련하여 물리화학적 성질, 가공과 저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필요한 이론과 관련 기술을 다룸으로써 건강한 인류 사

회 구현에 이바지한다. 식품생명공학은 화학, 생물학, 공학 등 

학제 간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과학이며, 미래과학이라

고 일컬어지는 생명공학, 유전공학, 전자공학 등을 모두 응용

하는 첨단 과학이다.

학사 과정에서는 식품생명공학에 필요한 기초 이론과 식품 및 

생명공학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강의하며, 대학원에서는 식품

공학의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식품 및 

생명공학을 선도하기 위하여, 식품단백질화학, 식품미생물유

전공학, 식품공정자동화, 탄수화물효소공학, 기능성식품학, 풍

미화학, 재조합미생물공학, 생물공정공학, 식품공정제어, 식품

안전성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식

품화학실, 생물분자공학실, 식품분자미생물학실, 식품안전성독

성학실, 효소공학실, 식품공학실, 식품위생공학실, 식의학유전

체연구실, 식품생화학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식품생명공학전공 졸업생은 국내 100대 기업의 약 10%를 차

지하는 굴지의 식품 산업체는 물론 생명공학 분야, 화학 및 환

경 관련 산업체에서 연구, 생산 및 경영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

다. 또한 국내외 대학의 교수로서 식품과학의 기둥이 될 식품

생명공학도의교육에 종사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

식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주요 국가 기관 및 연구소

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Tel: 02-880-4850   Fax: 02-873-5095  
E-mail: foodbio@snu.ac.kr   
http://food.snu.ac.kr

식품생명공학전공
연구실 연 구 분 야

식품화학

연 구 실

· 식품단백질 및 다당류의 구조와 기능성의 상관성 해석
· 식품계에서 단백질의 기능성 평가
· 변형 식이섬유, 지소화성전분 등 기능성 탄수화물 식품소재 개발
· 미활용 농산자원의 이용성 증진

생물분자 

공 학

연 구 실

· 단백질 및 효소생산을 위한 응용유전공학
· 기능성식품 및 생물소재 생산을 위한 대사공학
· 청정정밀생물공정을 위한 고기능성 생물촉매개발
· 식품오염물질 검출을 위한 Protein chip개발

식품분자

미생물학

연 구 실

· 미생물 병원성 발현의 분자기작 연구 : Salmonella Typhimurium, Cronobacter 
sakazakii 및 Campylobacter jejuni 에서 병원성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발현 기
작 규명을 통한 식품유래 질병의 억제방법 연구

· Bacteriophage를 이용한 미생물 억제 연구 : 항생제 대안으로서 새로운 종류
의 Bacteriophage를 환경에서 분리하고 그것을 이용한 다양한 미생물 제어방
안 연구

· Endolysin및 reporter phage를 이용한 병원균 억제와 검출 : 새로운 병원균 검출 
매개체로서 phage및 endolysin을 이용하고 이를 통한 병원균의 신속한 제어와 
검출 및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연구

식품안전성

독 성 학

연 구 실

· 식품유래병원균의 숙주 내 발현 생존인자와 독성인자의 유전체 그리고 
  대사체 기법을 이용한 동정
· 생존인자와 독성인자 발현조절 기전의 분자생물학적인 연구 및 생존인자와 
  독성인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제어물질 탐색 및 합성
· 미생물과 인체(숙주)와의 신호 전달 체계의 교란에 기반한 내성을 
  유발하지 않는 새로운 식중독균 제어물질 또는 제어기술개발
· 식품 공정상에서 식중독균의 biofilm 생성기전 규명 및 biofilm 생성 제어 
  nano 융합기술 개발
· Microbiome의 metagenomic 분석기술을 통한 식품안전성/ 기능성 향상

효소공학 

연 구 실

· 신규효소의 탐색, 분리·정제 및 특성 규명
· 유전공학을 이용한 효소의 대량생산 및 특성개선
· 효소공학 기법을 이용한 유지관련 신소재의 합성 및 신규 생리활성 물질의 개발
· 유지관련 고부가가치의 재구성지질 대량생산을 위한 효소생물반응기 최적화
· 특이적 산화/미세캡슐화에 의한 식품저장성 향상 및 체내효용성 증진 

식품공학 

연 구 실

· 식품 위해 미생물 검출을 위한 Nano-biosensor개발
· 식품공정중의 에너지 및 물질의 이동전달현상의 모델링을 통한 추출
· 기능성물질의 고효율 흡수를 위한 Emulsion 및 미세캡슐 연구
· 식품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전과정 평가 및 단위공정 개선 연구

식품위생

공 학

연 구 실

· 식품병원균 저감화 연구       · 식품병원균 검출기술 개발
· 천연항균물질                    · Screening
· Alicyclobacillus                   · Food Safety Education

식 의 학

유전체학

연 구 실

· 전통식의학 기반 천연물 유래 기능성 소재 발굴
· 질환 및 개인맞춤 식의학 치료를 위한 유전체 분석 연구
· 시스템 생물학 등을 통한 기능성 소재의 유기적 효능 및 기전 연구 

식 품

생 화 학

연 구 실

· 식품공학에 사용되는 효소의 구조 분석 : amylase, protease 등 식품 처리 과정
에서 사용되는 효소의 구조를 분석하고, 활성이 뛰어나거나 더 유용한 활성을 
가진 효소 개발 연구

· 식중독균 유래 독소분비시스템, 다제내성 펌프 연구 : Salmonella 등의 식중독균
이 가지고 있는 독소분비시스템과 다제내성 펌프에 대한 구조 및 기작 연구를 
통해 식중독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 식중독균의 라이소자임에 대한 방어시스템에 대한 연구 : 식중독균의 라이소자
임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3차원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를 무력화할 수 방
법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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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명공학은 기존의 전통적 동물생명 활용기술과 첨단생

명과학기술이 융합된 학문분야이다. 따라서 본 전공은 동물

생명의 원리 및 동물자원 활용에 대한 고급 학문이론과 방

법을 교수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력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리 및 유전학 분야의 고

급지식과 영양, 미생물, 생식, 면역 및 환경공학 분야의 응용

학문을 이용하여 인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생산 및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동물생명공학 전공 각 연구실을 동물유전공학, 

동물소재공학 및 영양환경공학 분야로 대별하고 각 연구 전

공간의 유기적 연구협조체계 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에는 유전학, 생물정보학, 생리학, 생화학, 발생학 

등을 기초로 하여 동물의 유전적 개량과 증식을 위한 유전, 

육종 및 생식분야, 동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영양·사료

분야, 동물성 식품을 다루는 유·육가공 및 동물기능성 식

품생산 분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면역

학 그리고 동물 부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동물환경분

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류복지향상 및 난치병 치

료를 위한 첨단 생명공학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의학, 공학 및 생물학 분야와의 다학제적 연구

(muiltidisciplinary research)가 활성화되어 있다. 

확고한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동물생명공학전공에 대

한 폭 넓은 수요를 바탕으로, 졸업생들은 생명공학 및 동물

산업 전 분야의 유수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

고 있다. 현재 본 학과에서는 21세기에 적합한 우수인력 양

성을 위하여 최신교육기법을 도입한 다양한 첨단교육시스템

이 확립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육이념을 토대로 첨단응

용학문분야 및 산업분야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Tel: 02-880-4800   Fax: 02-873-2271  
E-mail: anibio@snu.ac.kr  
http://anibiotech.snu.ac.kr

동물생명공학전공

연구실 연 구 분 야

동물환경

생체공학

연 구 실

·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사육시설개발 및 실내환경 연구
·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관리시스템 및 자원화기술 개발
· 축산부산물의 에너지화 연구

동물세포

공 학

연 구 실

· 첨단 생물공학 기법을 이용한 유용 유전자원 탐색 및 기능 규명
· 동물세포기술을 이용한 유용단백질 또는 생리활성물질 생산 연구
· 항생제 대체제 개발 연구

동 물

유전공학

연 구 실

· 줄기세포를 이용한 생식선 카이메라 및 형질전환조류생산
· 정확한 유전자 적중에 의한 Genome Editing 동물생산 
· 동물 생산성 향상과 질병치료를 위한 유전공학기술개발

발생공학

연 구 실

· 특수질환모델 생산 및 첨단 발생공학기술 개발
· 형질전환동물 및 유전자 혼재동물 생산
· 배아줄기세포개발 및 분화기술 개발

반 추 동 물 

영양생리학 

연  구  실

· 반추위 발효와 반추동물 영양생리 원리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사료개발
· Nutriepigenomics 기반 반추동물 맞춤형 사양시스템/사료개발
· 반추동물의 온도 스트레스 저감 기술 개발/동물복지사료개발

면역학 및 

백 신 개 발

연 구 실

· 면역반응연구를 통한 가축 및 사람의 건강증진
·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
· 면역 억제제 및 면역 촉진제 개발

동물영양

생 화 학

연 구 실

· 동물섭취 영양소에 의한 체내생리 및 면역작용의 연구
· 대체 원료 사료 연구
· 모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영양, 사양적 연구

동물번식학

연 구 실

· 동물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
· 형질전환 경제동물 생산
· 형질전환 동물 및 배아줄기세포의 중개의학 연구

생물정보 및 

집단유전학

연 구 실

· 경제동물의 염기서열 분석
· 기능유전체학적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육종선발을 위한 분자표지인자의 이용에 관한 연구

동 물 성

식 품 학

연 구 실

· 동물성식품의 품질 및 가공유통 관련 연구
·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 및 저장성 관련 연구
· 생리기능소재 개발 및 동물성 식품 응용 연구



       

응용생물화학부는 생물의 다양한 생명현상의 기본원리를 생물학적·화학적 측면에서 분석 이해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환경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

로 첨단 생물공학기술을 활용하며 생물 제어를 통한 식물보호와 안정적인 농업생산 제고, 생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생물 상호작용 및 새로운 생리활

성물질 탐색, 농업환경개선 등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생물자원,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기초과학 이론은 물론,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화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학, 환경생물화학 등의 응

용분야를 심도있게 다루어 다가오는 국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응용생물화학부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첨단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생화학, 분자생물학, 구조생물학, 생물공학, 식물미생물학, 식물병리학, 환경미생물

학, 곤충학, 생태학, 농약학, 환경화학, 토양학 등의 주요 연구분야의 실험과 현장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Tel: 02-880-4640    Fax: 02-873-3112   http://abc.snu.ac.kr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명화학
김민균	교수 식물영양유전체학 4641 mkkim3@snu.ac.kr 김수언	교수 천연물화학 4642 soounkim@snu.ac.kr

김정한	교수 농약화학·독성학 4644 kjh2404@snu.ac.kr 오기봉	교수 미생물생물공학 4646 ohkibong@snu.ac.kr

이상기	교수 구조생물학 4647 srheesnu@snu.ac.kr 최양도	교수 분자생물학 4649 choiyngd@snu.ac.kr

노희명	부교수 토양학 4645 hmro@snu.ac.kr 배의영	부교수 생물리화학 4648 bae@snu.ac.kr

신찬석	부교수 생화학 4643 cshin@snu.ac.kr

식물미생물학
가종억	교수 환경미생물학 4673 joka@snu.ac.kr 김국형	교수 식물바이러스학 4677 kookkim@snu.ac.kr

김영호	교수 임상식물병리 및 선충학 4675 hokim@snu.ac.kr 박은우	교수 식물병역학 4672 ewpark@snu.ac.kr

이용환	교수 식물균병학 4674 yonglee@snu.ac.kr 이인원	교수 곰팡이독소학 4671 lee2443@snu.ac.kr

황인규	교수 식물세균학 4676 ingyu@snu.ac.kr

곤충학

안용준	교수 곤충독성학 4702 yjahn@snu.ackr 이승환	교수 곤충계통분류학 4703 seung@snu.ac.kr

이시혁	교수 곤충분자생물학 4704 shlee22@snu.ac.kr 이준호	교수 곤충생태학 4705 jh7lee@snu.ac.kr

제연호	교수 곤충미생물공학 4706 btrus@snu.ac.kr 이광범	부교수 곤충생리학 4701 kwanglee@snu.ac.kr

교수진	 	 	 																	※02-880-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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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 구 분 야

구 조 생 물 학

연 구 실

· 단백질의 기능과 구조의 상관관계 연구
· 단백질 X-선 결정학을 사용하여 단백질의 3차 구조 연구
· 단백질의 기능을 원자수준에서 연구

농 약 학

연 구 실

· 동물/식물/미생물/광에 의한 농약의 대사변환 및 분해 연구
· 식품/환경 중 잔류농약 분석, 분석법 개발 및 위해 평가 연구
· 농약 사용 작업자의 농약 노출 및 위해 평가 연구

미생물생물공학

연 구 실

· 미생물의 유용기능 이해 및 응용 연구
· 미생물 및 식물 이차대사산물 유래 생리활성물질 탐색 및 
  작용 메커니즘 연구
· 미생물의 생리활성물질 생합성 유전자 규명 및 생물공학적 연구

분 자 생 물 학

연 구 실

· 유전자의 구조, 기능 및 발현 조절 원리 연구
· 식물의 자기방어 원리 규명
· 생물의 특성을 개량하는 생명공학적 연구

생 물 리 화 학 

연 구 실

· 단백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 규명 및 개량
· 통합교과적 접근법을 통한 단백질의 안정성 개선
· 미생물의 면역체계에 관여하는 단백질 연구

생 화 학

연 구 실

· MicroRNA 와 long non-coding RNA 에 의한 유전자발현조절 
  메커니즘 연구
· RNA-단백질 상호작용 연구
· RNAi 이용한 생화학농약 개발 기반 연구

식물영양유전체학 

연 구 실

· 기능유전체 및 생명공학 연구(벼, 애기장대, 광합성 세균 이용)
·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방어기작, 유전자 발현조절 및 신호전달과정 연구
· 고부가가치 의약용 단백질 생산 식물 개발 연구 

천 연 물 화 학 

연 구 실

·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기법을 이용한 천연물 생합성 경로 연구
· 천연물 생합성 효소의 작용  메카니즘 연구
· 생물활성 천연물의 분리 및 구조연구

토 양 학 

연 구 실

· 안정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토양 탄소/질소 순환/역학 연구
· 북극권 영구동토층 생태계 물질수송 및 온실가스 발생 연구
· 토양계면에서 산화음이온의 경쟁적 흡착 연구

응용생명화학은 21세기의 핵심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생명공학과 환경과학을 생화학 기반으로 함께 다루는 학문

이다. 구체적으로는 생물의 생장, 발달, 생체대사의 기초 원

리와 생물 환경을 화학 및 생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과 환경을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응용학문이다.

응용생명화학 전공의 교육·연구 분야는 크게 응용생화학

과 생명환경화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응용생화학에서는 생

리·생화학, 분자생물학, 구조생물학, 생물리화학, 식물영양

학, 식물 유전체학, 천연물화학, 미생물공학을 다루고 있고, 

생명환경화학에서는 토양화학, 토양물리학, 환경화학, 생태

화학, 농약화학·독성학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응용생명

화학은 생명과 환경 전반에 대한 깊은 기초 지식과 이를 산

업에 응용하기 위한 지식을 함께 제공하여 생명공학과 환경

과학의 첨단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생명산업과 환경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졸업생은 생물공학, 제약, 화장품, 식물영양, 천연물, 농약, 

환경 분야의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체, 대학 등 다양한 분야

에 진출하고 있다.

Tel: 02-880-4650   Fax: 02-873-3112   
E-mail: snuabc@snu.ac.kr  http://alc.snu.ac.kr

응용생명화학전공



       

응용생물학전공에서는 농업생산의 안정성 및 농업생물과 관련

된 생물학의 기초분야와 응용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다. 

최근까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이라는 전제 아래 식물병과 

해충의 방제에 중점을 두어 농업분야에서 기본적이고 실제적

으로 응용할 수 있는 실용학문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근래 분

자생물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농업생물 분

야에서 첨단기법의 필  요성이 증대되어 농업환경 및 분자생

물학 등이 강조된 연구실이 대학원에 신설되어 있다.

식물미생물학 분야에서는 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에 의한 

병의 진단, 분자유전학적·생리형태학적 발생메카니즘과 식

물병역학, 미생물독소 및 토양환경관련 미생물과 자원식물보

호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세계적으로 첨단 생

명과학분야를 이끌고 있는 식물미생물분야의 유전체 기능 연

구 및 단백질 발현연구 그리고 식물병 예찰 시스템 개발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식물미생물학 분야는 각 세부 전공별로 

곰팡이 독소학, 식물병역학, 환경미생물학, 식물균병학, 임상식

물병리 및 선충학, 식물세균학, 식물바이러스학의 총 7개 전문

연구실로 이루어져 있다.

곤충학 분야에서는 곤충 분류, 생태, 생리 연구와 곤충과 해충

을 제어하기 위하여 곤충병리학, 생리활성천연물, 생물농약 등

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각 세부 전공별로 생리활성천연물, 

곤충생태학, 곤충계통분류학, 곤충생리학, 곤충분자생물학, 곤

충미생물공학 이상 총 6개 분야의 전문 연구실과 우수한 교수

진들이 있다. 특히 응용곤충학 분야에서 중요한 해충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는 유익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곤충 종

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다. 

앞으로 농업, 임업, 보건 등 우리 인간의 식량과 보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해충들을 방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

내기 위해 해충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

으로 여겨진다. 이들 각 연구 분야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가

지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Tel: 02-880-4690, 4700    Fax: 02-873-2317, 2319
E-mail: plantmicrobiology@snu.ac.kr  
              entomology@snu.ac.kr
 http://appbiol.snu.ac.kr

응용생물학전공
연구실 연 구 분 야

식

물

미

생

물

학

곰 팡 이 독 소 학

연  구  실

· 인축에 독성을 일으키는 곰팡이 2차 대사산물을 연구
· 오염된 농산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및 독성을 평가
· 곰팡이 대사산물의 식물병과의 관계, 생화학적 유전학적 메커니즘 연구

식 물 병 역 학

연  구  실

· 식물병의 발생 생태의 수식적 모델과 이를 통한 식물병의 종합적 
  방제를 연구
· 병 발생 및 진전과정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개발
· 고해상도 전국 식물병 발생 예측 실시간 지도 개발

환 경 미 생 물 학

연 구 실

·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분해 연구
· 분해 관련 미생물의 순수분리 및 분해활성, 분해유전자 연구
· 분해 미생물의 계통분류학적 특성, 환경적응능력, 실제 환경에서의 
  군집역학 연구
· 토양에서의 유전물질의 확산 연구, 자생미생물 발굴연구

식 물 균 병 학

연 구 실

· 곰팡이 병원체의 특성 규명을 통한 식물병 방제 연구
· 곰팡이 유전과 곰팡이의 신호전달체계
· 기주 또는 비기주 식물과 병원균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자생물
  학적 연구

임 상 식 물 병 리

및  선 충 학 

연  구  실

· 식물병의 임상진단을 통해 병의 원인, 경중을 알아내어 방제법
  개발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
· 병원학과 조직 병리학적 측면에서 식물과 미생물의 관계 연구
· 식물기생선충의 동정, 생태 및 타생물과의 관계규명으로 토양병의 
  생물학적 방제법 개발 연구
· 펄핑 공정의 바이오리파이너리에 관한 연구

식 물 세 균 학 

연  구  실

· 식물과 세균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
· 벼, 콩 등 주요 작물에 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유전체학 연구
· 주요 세균의 병원성관련 신호전달과 방출단백질의 생화학적 연구

식 물 바 이 러 스

연  구  실

·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식물기생 바이러스 연구
· 바이러스의 식물세포 내 증식과 복제기전의 분자생물학적 또는 
  생화학적 연구
· 식물바이러스 병원성 요인들과 기주유전자산물의 상호작용 연구

곤

충

학

곤 충 계 통

분  류  학

연  구  실

· 곤충의 진화 계통에 따른 분류체계 확립 및 상호 유연관계 연구
· 생명현상을 생물의 진화 과정에 따라 조리 있게 설명
· 형태적 분류와 DNA sequencing 등을 이용한 기후변화예측 모델링 및 
  생태계 복원 연구
· 자원곤충의 탐색 및 이용에 관한 연구

곤 충 분 자

생 물 학

연  구  실

· 해충의 살충제 저항성의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 연구
· DNA를 이용한 효과적이고도 신속한 저항성 진단법
· 곤충 유용유전자원의 발굴 및 활용
· 해충 및 유용곤충의 유전체 연구

곤 충

미 생 물 공 학

연  구  실

· 곤충 관련 미생물의 특이 유전자 탐색과 이용 연구
· 곤충 관련 재조합미생물 제작과 특성 규명 연구
· 곤충 병원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살충제 개발
· 곤충을 이용한 외래단백질 생산 시스템 개발

곤 충 생 리 학

연  구  실

· 곤충 영양 섭식과 생리 현상에 대한 유전적, 진화적 분석
· 곤충 면역력 발현과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 곤충의 채색 변이의 생리적, 진화적 분석

곤 충 생 태 학

연  구  실

· 농업생태계에서 곤충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 생태계내 곤충들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
· 천적의 대량사육, 시설작물에 대한 해충의 피해 분석
· 해충의 발생예찰 및 관리, 산림해충의 개체군 동태 연구

생 리 활 성
천 연 물
연  구  실

· 생물체 내의 대사과정 속에서 생합성되어 축적된 유기화합인
  천연물들로부터의 기능성 생리활성 물질을 개발
· 무공해 살충제 개발, 장내정화제 개발, 항산화제 개발, 항암제 개발
· 식품내 잔류 살충제 분해 미생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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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원공간은 자연자원과 지하자원 그리고 어메니티가 부존되어 있고, 국가경제의 기본이 되는 자원의 생산과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 공간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인간다움과 개인의 가치가 중요시 되는 선진국형으로 발전하면서 생산적 공간에서 창조적 공간으로 역할이 변모하

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적 공간을 구상하여야 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이를 구현하여야 한다. 나아가 문화와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며, 이는 21세기 새로운 국토 공간 구성의 기초가 된다.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도시(urban) 및 지역(rural)의 외부 환경을 생태학 및 공학, 나아가 문화 전반에 이르는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조적 

공간구성에 필요한 예술적 감성과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공학적인 해결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구상과 현실 구현에 필요한 계획(planning), 설계(design), 그리고 시공(construction)과 관리(management)에 필요한 기초학문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을 동시에 기르고 있다.

Tel: 02-880-4670    Fax: 02-873-2087    http://larse.snu.ac.kr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학
김성균	교수 조경설계 및 이론 4872 sung@snu.ac.kr 배정한	교수 통합설계·미학 4877 jhannpae@snu.ac.kr

안동만	교수 경관보전·개발 4874 ahntm@snu.ac.kr 이동근	교수 경관생태학·기후변화적응 4875 dklee7@snu.ac.kr

정욱주	교수 조경설계 4873 wookju@snu.ac.kr 류영렬	조교수 환경생태학 4871 yryu@snu.ac.kr

윤희연	조교수 조경계획 4876 hyyoon@snu.ac.kr

지역시스템공학
김성배	교수 수질환경복원공학 4587 songbkim@snu.ac.kr 김			준	교수 복잡계과학 4663  joon@snu.ac.kr

이인복	교수 대기·시설환경 및 에너지공학 4586  iblee@snu.ac.kr 이정재	교수 구조 및 시스템엔지니어링 4581 ljj@snu.ac.kr

최진용	교수 지역용수정보공학 4583 iamchoi@snu.ac.kr 강문성	부교수 지역수자원시스템공학 4582 mskang@snu.ac.kr

손영환	부교수 농촌지반환경공학 4585 syh86@snu.ac.kr

교수진	 	 	 																	※02-880-내선번호



       

조경(造景; landscape architecture)은 삶의 예술이다. 인간이 

세계를 살며 자연과 만나 대화하고 문화를 일구어나가는 일상

의 예술이다. 그러므로 조경은 자연과 문화의 접점에서 벌어

지는 생동감 있는 디자인 행위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생각하

기, 말하기, 글쓰기, 그림그리기, 만들고 짓기 등 다양한 인간 

활동을 포함하는 복합적 행위이며, 실천뿐만 아니라 이론을, 

실천과 이론의 대화를 요청한다.

1973년에 시작된 서울대학교 조경학 교육의 발자취는 곧 건

강하고 아름답고 쓸모 있는 공간 문화를 창조하고자 애써온 

한국 조경 40년의 역사다. 서울대학교 조경학 전공은 주택 정

원, 도시 광장, 공원으로부터 단지, 도시, 국토에 이르는 경관

과 환경의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전문 능력을 갖추는 데 교육

의 좌표를 두고 있다. 또한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자연과학, 

공학 등 폭넓은 스펙트럼의 이론과 지식 습득, 합리적이면서

도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 구축, 실험적이면서도 세련된 디

자인 감각과 능력 배양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강의와 설계 실

습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 과정에서는 주로 기초 이론과 실천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되며, 대학원 과정

에서는 조경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 및 설계 능력을 전문화함

으로써 한 한국은 물론 세계 조경계와 학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조경학 전공의 졸업생은 정원, 가로, 광장, 공원, 주거단지, 리

조트 등을 설계하는 조경설계가, 국토나 도시 혹은 지역 차원

의 종합적인 계획을 담당하는 조경계획가, 공원녹지·도시경

관 등 관련 행정을 이끌어가는 공무원, 도시 및 환경 관련 연

구기관의 연구원, 조경가를 양성하는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조경의 사회적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Tel: 02-880-4870   Fax: 02-873-5113   
E-mail: snula@snu.ac.kr   http://snula.snu.ac.kr

조경학전공

연구실 연 구 분 야

환 경 ·

문 화 디 자 인 

연  구  실

· 조경설계 및 이론
· 한국 전통조경의 이론 및 현대설계에의 응용
· 문화경관의 해석 및 설계적 응용 조경식물 및 식재설계

경관생태학 및 

기 후 변 화 적 응

연  구  실

· 경관생태학과 GIS에 기반한 공간적 환경영향평가
· 기후변화를 고려한 영향 평가 및 피해와 편익의 경제성 평가
·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대책 제안

도 시 조 경 설 계

연  구  실

· 도시현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도시 조경 계획 및 설계
· 도시공원 네트워크 등 조경의 기반 시설적 역할에 대한 이론 및 실제

통합설계/미학 

연  구  실

· 조경 이론과 설계, 조경 미학과 비평 사이의 다각적 함수 구축
· 현대 조경설계 및 이론, 한국현대조경사, 설계 매체, 환경미학 연구
· 통합적 환경설계의 이론적, 실천적 전략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Landscape Urbanism)연구

환 경 생 태 학 

연  구  실

· 탄소, 물, 에너지 순환
· 환경생태 및 공원녹지 계획
· 생물 기상, 도시생태

조경계획·설계 

연  구  실

· 조경 계획과 설계에 관한 이론과 실재
· 조경 공간의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정책 연구
· 환경 심리를 이용한 조경 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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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연 구 내 용

농 업 구 조 ·

시 스 템 공 학

· 농촌과 농업시설물 체계적 계획,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구조의 공학적 연구
· 농촌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농촌정보공학 연구
· 농촌어메니티와 같은 비정형 자원의 과학적 계량과 
  이용을 위한 시스템 공학적 기법 개발

대기·시설환경 

및 에너지공학

· 공기유동해석학적 접근을 통한 농업시설 및 환경조절
  시스템의 적정설계
· 기상 및 지형을 고려한 친환경 농촌의 대기환경
· 농업용 에너지 절감기술 및 대체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지 역  수 자 원 

및 정보 공학

· 물 관리 첨단화 기법 및 농촌용수 관리기술 및 기후변화 연구
· 지리정보시스템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농업/농촌자원 관리
  기술의 개발
· 전원공간의 관리 및 개선계획기법 연구

환경기능성소재

및 바 이 오

콜 로 이 드 공 학

· 수처리시스템에서 콜로이드 입자의 여과에 관한 연구
· 수질오염물질 이동기작 연구
· 친환경농업과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연구

지 역 수 자 원

시 스 템 공 학

· 종합적 오염총량관리 시스템 개발
· 지속 가능한 생태수리기작 연구
· 객체지향 유역비점오염모델링 시스템 개발

지 역 기 반

건 설 공 학

· 농촌 자연사면 재해예측 시스템 연구
· 지반정보 및 지반환경 분야
· 연약지반의 거동에 대한 연구

복 잡 계 과 학
· 복잡계의 자기조직화 및 형태발생공학 연구
· 농림기상학·생태계생태학·지속가능한 관리
· 농림생태계의 물질·에너지·정보순환연구

농업수자원공학
· 유역 수문 및 수질 모니터링/모델링(토양침식, 오염물질 
  이동, 비점오염원 관리 등)
· 수자원 최적 관리 및 대체 용수 활용 연구

지역시스템공학은 미래복지사회에 필요한 전원공간을 조성

하고 유지하는 공학적 요소를 담당한다. 현대는 정보기반과 

첨단 과학을 기본으로 여러 학문 분야가 종합되고 있고, 공간

적으로도 통합되고 있다. 특히 자원의 소재지는 농촌지역이

지만 자원의 이용지는 도시지역이므로 자원의 보전과 이용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공간을 과학적 합리주의를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절하여야 한다.

지역시스템공학전공에서는 자원과 공간의 이용성을 능률화

할 수 있도록 기초공학분야를 종합 구성하여 연구한다. 즉, 

국가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6T 기술 중에서 정보, 생명, 

문화 및 환경기술( IT, BT, CT, ET )을 전원과 인근 도시지역

이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

술문제가 전공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물과 토지, 공기 등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촌 수자원 및 토양·토지 관리공학 분야, 

쾌적한 전원환경조성 및 환경·에너지공학 분야, 전원의 생활

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공학 및 시스템공학 분야와 쾌적한 

전원의 재구성과 개선을 위한 계획과 설계 분야로 나누며, 광

범위한 공학과목과 함께 문화와 관련된 소양의 배양도 같이 

요구된다.

졸업 후 대학과정에서 습득한 학문과 관련이 있는 직장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9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전공지향성이 

강하며, 과거 건설기업 중심의 취업으로부터 근래에는 연구

기관, 공사, 정부기관 등으로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의 졸업생이 졸업 전에 토목기사 등 건설관련 기사와 정보처

리기사 등 자격증을 획득하고 있고, 현직에서 일정 기간이 경

과하면 기술직 최고의 각종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고 사회적 발전성이 유망하다.

Tel: 02-880-4580   Fax: 02-873-2087   
E-mail: snurse@snu.ac.kr   http://ageng.snu.ac.kr

지역시스템공학전공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는 공학기술과 생명공학을 융합하는 유망한 학문분야로서,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바이오소재공학 2개의 전공분야

를 통합하여 만든 학부이다. 21세기를 맞아 생명공학(BT)과 나노기술(NT)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기술 혁명시대가 도래했으며 이에 따라 공

학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겸비한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는 공학과 생물을 융합시키는 학문으로서 전기전자기술, 

나노기술, 재료공학기술, 기계기술, 정보기술 등을 융합하고 발전시켜 농업과 바이오기술 혁명의 한 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은 생체역학, 생물공정, 노외기계, 바이오센서, 생물환경공학, 농산가공 및 생체물성공학, 바이오시스템 제어, 정밀농

업 등의 세부분야로 구성되며 생물생산과 가공, 유통, 생명공학에 걸친 바이오시스템의 개발과 최적화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며 바

이오소재공학전공은 생명과학과 재료공학을 기반으로 하여 천연 고분자 생물재료를 이용한 천연섬유 고분자, 생분해성 친환경재료, 의료

용 고분자, 바이오복합재료 등 응용신기술 개발을 담당할 차세대 인재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며 두 전공의 학제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하

여 양성된 인재는 앞으로 농업과 바이오기술혁명의 산업화와 실용화를 주도할 것이며 교육, 연구, 산업 방면에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

Tel: 02-880-4590    Fax: 02-873-2049    http://bio4u.snu.ac.kr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
김경욱	교수 노외기계설계 4602 kukim@snu.ac.kr 김용노	교수 생물공정시스템 4607 yongro@snu.ac.kr

정종훈	교수 생체역학 및 조직공학 4601 jchung@snu.ac.kr 조성인	교수 바이오센서·전자 4606 sicho@snu.ac.kr

김학진		부교수 바이오시스템 제어 및 자동화 4604 kimhj69@snu.ac.kr 이중용	부교수 생물환경시스템공학 4605 jyr@snu.ac.kr

김기석		조교수 농산가공 및 생체물성 4603 ghiseok@snu.ac.kr  
바이오소재공학
박영환교수 섬유고분자공학 4622 nfchempf@snu.ac.kr 박종신	교수 고분자재료공학 4623 jongshin@snu.ac.kr

현진호	교수 나노재료공학 4624 jhyun@snu.ac.kr 김태일	부교수 의용생체고분자공학 4636 seal1004@snu.ac.kr

이기훈	부교수 단백질소재공학 4625 prolee@snu.ac.kr 기창석	조교수 하이드로젤, 조직공학 4621 ki.cs@snu.ac.kr

교수진	 	 	 																	※02-880-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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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 구 분 야

노외기계설계 및 

토양-기계 시스템

연 구 실

· 농작업 공정 및 부하 분석
· 농업기계의 진동, 소음, 유압, 파워트레인 분석과 적정 기구설계   
· 농업기계 가속시험 및 신뢰성 평가
· 농업기계의 안전, 표준, 인체공학 설계 
· 타이어, 궤도, 토양-기계 시스템 해석

바 이 오 센 서  및

전 자 연 구 실

· 바이오센서 개발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응용)
· 생물기전공학(Bio Mechatronics, 바이오 로봇)
· 바이오시스템의 지능화 및 정보화(전자, 마이크로프로세서, 센서, 
  컴퓨터 응용)

생 물 환 경 

시 스 템 공 학 

연 구 실

· 생물생산 환경 측정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연구
· 생물생산과 관련된 기계류 설계, 개발, 분석
· 생물생산 기계화 이용기술 개발

생 체 역 학 및 

조 직 공 학

연 구 실

· 생체자극기술을 이용한 (줄기)세포 및 조직의 성장촉진 기술 및 
  세포배양용 바이오리액터 개발
· 동물뼈 등의 생체재료를 이용한 인공뼈, 골시멘트, 골충전재 제조
· 인공고막, 인공치아 등 인공장기 개발의 생체조직공학
· 바이오시스템의 생체역학적 특성 분석 및 모델링, 시뮬레이션

생물공정시스템 

연 구 실

· 유용 미생물 및 효소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 개발
· 나노/마이크로 에멀젼, 다중 에멀젼 제조 기술 개발
· 분자 포접, 나노/마이크로 캡슐화 기술 개발 
· 기능성 식의약 소재의 안정성 및 생체 이용율 향상 기술 개발

바 이 오 시 스 템

제어 및 자동화

연 구 실

· 생물생산기계의 동력원 연구와 제어시스템 개발
· 바이오시스템의 자동화에 필요한 제어계측시스템 개발
· ICT 기술을 이용한 정밀농업 연구 

농 산 가 공 및

생 체 물 성

연 구 실

· 농림축산물의 광학적/전기적 특성 구명
· 농산물 가공기계 및 자동화시스템의 개발
· 농산 가공시스템 개발
· 영상처리를 통한 외관품질 판정 시스템 개발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은 생물학(생명과학)과 화학 등의 자

연과학기술과 기계, 전자, 전기, 컴퓨터 등 공학의 첨단 기술

을 접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한 생물자원의 생산, 가공, 저

장,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기계, 시설 및 장비의 원리를 연

구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학적 기술을 다루는 학문

으로서, 생명과학과 공학적 지식을 겸비한 고급 기술 인력과 

연구 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의 그린바이오산업과 식품 산업

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인류

의 먹을거리를 위한 동식물생산을 기계화함으로써 국가발전

에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생명공학의 다양한 발전에 발맞

추어 바이오 및 식품 산업에 필요한 hardware와 software 중

심의 공학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바이오시스템공학은 농업, 식품, 바이오, 환경과 관련된 유망

한 공학분야이다. 바이오시스템공학자들은 첨단과학기술(예

를 들어 컴퓨터비젼, 원격탐사, GPS, GIS, 로봇공학, 제어공

학)을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생물자원의 생산 및 활용에 적용

하고 이를 바이오센서 개발이나 조직공학에도 응용한다.

최근에는 전자 및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한 생물정보처리, 생

체물성의 비파괴 측정, 생물생산기계의 설계, 생물공정의 자

동화, 바이오 대체에너지, 농용 로봇, 정밀농업, 바이오센서 

개발, 생체 영상처리기술, 인공지능 응용, 친환경 생물자원 

생산 및 가공 기술,  생체역학 및 조직공학 등에 관한 연구가 

강화되고 있다.

졸업 후에는 농업기계 및 농산물 가공·유통 관련 기업, 식

품산업 관련 기업, 바이오센서 기업, 생체계측 관련 기업, 생

명공학 관련 기업, 생물정보처리 관련 기업, 국가 연구소, 

생물자원 생산, 가공 및 물류 관련 기업이나 자동차·중공

업·전자 등의 기업체에 진출하여 바이오시스템 관련 제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Tel: 02-880-4600   Fax: 02-873-2049  
E-mail:biosystems@snu.ac.kr  http://bse.snu.ac.kr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연구실 연 구 분 야

생 체 모 방

고 분 자 소 재

연  구  실

· 조직공학용 지지체의 개발
· 나노섬유 제조 및 생체재료 응용
· 천연고분자의 용해 및 재생필라멘트 개발
· 생체활성 물질의 합성 및 응용

환 경 친 화 성

재 료 공 정

연  구  실

· 생분해성 고흡수제 개발
· 환경친화성 바이오 복합재료 개발
·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한 창상치료제 개발
· 고강도 섬유복합재료개발

나노바이오소재 

연  구  실

· 기능성 스마트 재료 개발
· 유무기 바이오복합재료 개발
· 탄수화물계 고분자신소재 개발
· 콜로이드·계면화학기술 개발

고분자단백질소재 

연  구  실

· 단백질 소재화 연구
· 실크섬유 방사 메커니즘 규명
· 생체미네랄 모사

의 용 생 체

고 분 자 소 재 

연  구  실

· 지능성 고분자 기반 유전자 및 약물 전달체 개발
· 생체기능성소재 기반 나노구조체 연구
· 의료용 유무기물 하이브리드 나노소재 연구

하 이 드 로 젤 

생 체 재 료 

연  구  실

· 광-클릭 반응 기반 하이드로젤 개발
· 3차원 조직 배양 및 세포외기질 연구
· 기능성 고분자 유도체 합성 및 특성 분석
· 천연고분자를 활용한 유화 기법 연구 

바이오소재공학전공에서는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환경 및 

자연친화적인 생물·생체재료(Bio-material)를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과 기타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을 목표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산업시대와는 달리 최근에는 인체 및 환경에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기술과 산업의 필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

런 관점에서 생물·생체재료는 풍부한 생물자원을 근간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과 합성재료와 비교할 

때 사람과 자연에게 더 안전하다는 장점으로 장기적으로 인류

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활용해야할 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건축 및 자동차 내외장재, 화장품, 개인위생, 

가구, 의류, 침구, 주방용품, 식품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생

물·생체재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날로 활용 규모가 성장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생물재료의 기능을 뛰어 넘어 다양

한 기능성을 부여함에 따라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로의 생

체재료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생물·생체재

료에 대한 산업적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공공분야와 교육에서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소재공학전공은 다양한 기술과 학문의 융합 학문으로

서 본 전공에서는 화학, 물리학, 생명공학, 재료공학의 최첨단 

분야(BT·ET·NT)를 아우르는 학문적 토대를 발판으로 최첨

단 소재 기술과 응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하여 생물·생체

재료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이를 바탕으

로 국내외의 화학소재, 자동차, 전자부품소재, 화장품, 생명공

학 관련 기업으로 진출하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첨단 응용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심화한 후 교육기관이나 출연연구

소, 기업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생물·생체재료 분야

의 새로운 리더로서 미래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Tel: 02-880-4620   Fax: 02-873-2285   
E-mail:biom@snu.ac.kr   http://bm.snu.ac.kr

바이오소재공학전공



       

농경제사회학부는 농업, 농촌, 농민문제와 자원,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과학적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농업과 지역사회는 그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농업,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학제간의 교류와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

응하기 위해 경제학적인 방법을 통해 농업 문제를 연구하는 농업·자원경제학전공과 사회과학 및 경영학적 방법을 통해 지역개발 및 농식

품산업을 연구하는 지역정보전공이 통합하여 농경제사회학부로 개편되었다.

졸업생들은 농업관련 대학과 정부기관,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공기업,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여 한국의 농업 및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농업, 농촌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과 자원 및 환경 분야, 농식품산업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경제사회학부를 통해 배출된 인재

들이 사회에서 보다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Tel: 02-880-4710    Fax: 02-873-3565    http://aerd.snu.ac.kr

농경제사회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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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원경제학
임정빈	교수 농업정책 및 농업통상 4721 jeongbin@snu.ac.kr 권오상	교수 환경경제학, 자원경제학 4728 kohsang@snu.ac.kr

김관수	교수 농관련산업론 4727 kimk@snu.ac.kr 김완배	교수 농산물유통 4723 wanbae@snu.ac.kr

김한호	교수 응용무역학, 경제발전과 농업 4726 hanho@snu.ac.kr 노재선	교수 선물시장, 농산물가격분석 4724 jaesunro@snu.ac.kr

안동환	교수 지역경제학 4729 dha@snu.ac.kr 이태호	교수 농업정책계량분석 4725 aglee@snu.ac.kr

정진화	교수 인적자원 및 기술경제학 4739 jhjung@snu.ac.kr

지역정보
김의준	교수 공간경제 및 지역과학 4742 euijune@snu.ac.kr 이성우	교수 지역개발 및 지역계획 4744 seonglee@snu.ac.kr

최영찬	교수 농식품정보시스템 및 e-비즈니스 4743 aggi@snu.ac.kr 문정훈	부교수 정보경영 및 마케팅, 농식품경영 4722 moonj@snu.ac.kr

Hong	Sok(Brian)	Kim	부교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응용경제 4717 briankim66@snu.ac.kr

교수진	 	 	 																	※02-880-내선번호



       

전통적으로 농경제학은 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해 농업·농

촌·농민 문제를 주로 분석하는 학문이었다. 그러나 농업 및 

농촌의 역할과 경제현상이 변화하고, 농경제학 자체의 학문적 

발전이이루어짐에 따라 인해 지금의 농경제학은 전통적인 농

업 생산과 소비는 물론, 경제발전, 국제무역, 자원의 개발과 관

리, 환경관련 경제정책, 식품 및 농생명산업 육성, 지역균형개

발, 기술혁신촉 진과 인력육성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응용경제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농업·자

원경제학전공은 이러한 다양한 주제에 더하여 북한 및 동북아 

식량문제와 국제농업문제에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이론의 개발과 현실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현장 중심의 연구와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농업·자원경제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반경제이론

과 수학 및 통계학 관련 기초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관심분

야에 따라 경영학, 법학, 사회학 등에 대한 기본지식도 필요하

다. 농업·자원경제학전공 학생들은 이러한 기초과목을 수강

한 후, 전통적인 농경제 과목인 농업생산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분석, 농산물유통학, 농업정책론, 농업발전론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론, 자원경제학, 환경경제학, 지역경제학, 농산

물 선물시장분석, 농업관련산업론, 기술경제학, 인적자원경제

학 등의 응용경제과목을 수강한다.

이와 같이 학문적 다양성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운 농업·자원

경제학전공 졸업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하

고 있다. 농업·자원경제학전공은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에 절

대 다수의 인력을 제공하여 왔으며, 졸업생들은 일반기업체와 

금융기관은 물론, 관계와공기업, 협동조합 등에 폭넓게 진출해 

있다.

Tel: 02-880-4711   Fax: 02-873-3565   
E-mail: agerd@snu.ac.kr  
http://agecon.snu.ac.kr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연구실 연 구 분 야

농 업 정 책 및

농  업  통  상

· 농업정책분석
· 농업통상분석
· 농업경영 구조와 평가

농  산  물 

유  통  학

· 농산물 유통시스템 분석
· 유통시설의 적정 배치 및 입지 분석
· 선진국 유통구조의 비교 분석

농산물가격 및

선  물  시  장

· 농산물 가격 이론 및 실증적 분석
· 농산물 선물시장 이론 및 실증적 분석
· 농산물 시장활성화 방안 및 제도 개발

농업정책 계량

분  석

· 농업정책의 분석과 평가
· 식량생산과 소비의 계량분석
· 북한농업의 현황

농산물무역 및

경 제 발 전

· 농산물무역과 국제통상
· 경제발전과 농업
· 개발도상국 경제발전과 농업협력

농업관련산업론

· Agribusiness
· Agricultural Biotechnology와 특허권, 기술진보
· 동태적 가격 분석, 농업생산과 위험 분석

자 원 ㆍ 환 경

경  제  학

· 환경정책의 비용ㆍ편익 계량분석
· 기후변화의 경제학
· 자원 및 에너지 산업의 생산성 분석

지 역 경 제 학

· 지역경제 분석기법
· 산업 및 주거입지 분석
· 지역개발 및 성장

인적자원경제학

· 기술발전의 메커니즘 분석
· 기술발전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농업인 인적자원 개발, 생산성, 소득 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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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 구 분 야

공  간  경  제

연  구  실

· 공간경제 분석론 개발: CGE, SAM 등
· 공간정책의 미시·거시경제 분석
· 지역격차 및 경제성장
· 사회간접자본·인프라 경제

지  역  개  발

연  구  실

· 지역개발 및 지역계획: 국토계획, 공간계획, 농어촌 종합개발계획 등
· 지역 간 격차의 요인 및 결과: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 사회인구통계학: 인구 및 주거이동, 국가 간 이동, 주택, 정보화, 
  범죄 등
· 공간모형연구: 로짓/프로빗모형, 이산선택모형, 공간계량 모형 등

농  업  정 

보  체  계

연  구  실

· 지역사회와 농·축산경영을 위한 IT정책수립
· 지역사회와 농·축산업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 정보화에 따른 경영 혁신 효과 분석
· 경영분석 및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 농축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솔루션 개발 및 유통 혁신

지 속 가 능 한

개  발  및

응  용  경  제

연  구  실

· 지속가능한 개발 및 계획이론
·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및 분석
· 환경가치의 추정기법 및 평가기술 개발
· 환경정책 수단별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 대기오염 모형분석 및 개발

푸 드 비 즈 니 스 

연  구  실

· 농식품 정보 경영
· 식품 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
· 소비자/사용자 행동
· e-business/e-marketing
· AutoID 기술 응용 비즈니스 모델

지역정보전공은 도시 및 농촌을 포괄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

간 계획, 토지와 주택, 개발 금융 등을 수행하는 한 ‘지역 개

발적 접근’과 더불어, 농업 및 식품 산업을 대상으로 전략 개

발, 마케팅 관리, 농식품 소비자 연구 등의 ‘정보 경영적 접

근’을 다루고 있다. 주요 교육 및 연구 분야로는 지역·공간

경제, 토지 및 주택, 지역 및 개발금융, 공간개발 및 계획, 지

역 및 농촌정보, 공간 분석, 지속가능한 개발 및 계획, 농식

품 마케팅, 농식품산업 전략, 농식품 유통 및 소매, 농식품 

e-Business 및 e-marketing, 농식품 정보경영 등이 있다. 특

히 단순한 이론 교육 단계에서 탈피하여 지역·공간경제와 

정보경영 관점에서 지역과 농식품 산업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우며 나아가서는 지역 및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실증 교육을 병행시키고 있다. 

이울러 다양한 통계 및 계량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GIS 및 

MIS를 이용하여 지역·농업정보 및 농식품 비즈니스를 분석

할 수 있는 다양한 고급 지식도 습득한다. 지역정보전공은 경

제학을 기본으로 하되 지리학, 경영학, 사회학, 도시공학 등

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학제적인 연구 및 교육도 가능한 분

야이다. 학부생에게는 재정지원과 각 교수의 맞춤형 연구 인

턴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정보전공 졸업생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주택·토지·농촌관련 공기업, 식품 기업, 외식 

기업 등과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에서 전공 분야의 심화된 교육과정을 마칠 경우, 국토

연구원,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

기관, 식품 기업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역계획, 공간경제 및 정책학, 경영학 등으로의 해

외 유학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전

문적인 연구·교육 프로그램과 BK21 사업을 통해서 국제기

구에서 활동할 차별화된 공간경제 분석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Tel: 02-880-4740   Fax: 02-873-5080   
E-mail: region@snu.ac.kr   http://region.snu.ac.kr

지역정보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대학원에 6개 학부와 1개 과, 2개 협동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물생산과학부(작물생명과학전공, 원예생명공학전

공), 산림과학부(산림환경학전공, 환경재료과학전공), 농생명공학부(식품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응용생명화학전공, 식물미생물학전공, 

곤충학전공,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생태조경학전공, 지역시스템공학전공),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바이오시스

템공학전공, 바이오소재공학전공), 농경제사회학부(농업·자원경제학전공, 지역정보전공), 농산업교육과,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전공, 협동과

정 농림기상학전공이 있으며, 이 중 농생명공학부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전공, 협동과정 농림기상학전공은 학사 과정 

없이 대학원 과정만 운영되고 있다.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은 인류복지 향상에 필수적인 생물 신소재 및 첨단의료기술 기반 생체모델 개발을 위하여 농생명과학-식품학-의학-수

의학-생물학 분야의 첨단연구기능을 융합한 다학제간 융복합연구를 목표로 한다.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은 WCU (World Class University,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의 지원으로 2009년 설립되었고,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를 초빙하여 국내 교수와 팀티칭 및 융합연구를 수행한

다. 현재 미래 국가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로는 동물 및 인간의 질병 및 난치병 치

료에 활용되는 생리활성물질 개발과 정상적인 생체기능 회복을 위한  세포치료제, 고분자소재, 기능성소재 등 신소재 확보가 있다. 또한, 기초의

과학연구 및 임상 연구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생체모델 및 기술개발 모듈 발굴과 더불어 생명공학-의학의 유기적 발전을 위한 중개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Tel: 02-880-4907    Fax: 02-877-4906   E-mail: biomodulation@snu.ac.kr   http://biomodulation.snu.ac.kr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은 다양한 생명체의 유전체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분

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의 IT, 

BT 융합 학문과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농생명공학 전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유전체학, 생물정보학 및 시스템생물

학 등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학문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Tel: 02-880-4901   Fax: 02-873-2039   E-mail: agenome@snu.ac.kr

농림기상학은 현재와 미래 사회가 직면하는 물·식량 안보, 생태계 지속가능성, 지구변화 및 환경의 질과 관련된 핵심 문제들을 다룬다. 본 협

동과정은 농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대인관계 역량과 더불어 시스템사고, 규범, 예측 및 전략 창출에 관련된 

핵심 역량을 계발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동과정의 이론적 체제는 시스템사고, 복잡계 이론과 비저니어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생태계

의 건전성과 사회의 비전과 가치를 아우르는 지속가능성 역량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관리 및 감시의 조화를 통해 복잡한 생태-사회시스템의 

문제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선택을 선도할 청지기형 리더십을 세운다.

Tel: 02-871-0211   Fax: 02-871-0230    E-mail: agfm@snu.ac.kr    http://agfm.snu.ac.kr

대학원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전공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협동과정	농림기상학전공

송용상	교수 부인과 종양학 2887 yssong@snu.ac.kr 서정용	부교수 생물물리학 및 나노생물학 4879 jysuh@snu.ac.kr

교수진	 	 											 						※02-880-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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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은 기존의 농업개발연구소(1967년 설립)를 모

체로 농업생명과학대학 내 여러 연구소들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

하고 새로이 몇몇 연구소들과 센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연구지

원 관리체계를 갖춘 종합연구원으로 2001년 9월 1일 설립되었다.

현재 8개 연구소(식물생명과학연구소, 생물자원·식품연구소, 식

물환경과학연구소, 미래환경산림자원연구소, 축산과학기술연구소, 

북한·해외농업연구소, 지역개발·조경연구소, 도시녹화연구소)

와 지원기관(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와 연구기획지원실)으로 구성

되어 있다.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은 농업생명과학분야의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

고 결집시키며, 산·학·연 협동연구 활동을 확대시켜 국제 공동

연구와 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농업생명과학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농생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 농촌 및 지역사회의 진흥, 환경친화적

인 농생명과학 분야의 효율적인 연구를 통하여 21세기 농업생명

과학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연구원 기능

연구원은 대학 내의 농업생명과학분야 연구를 총괄지원하고 효율

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

을 수행한다.

- 생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 환경보전적 농업생산, 

   농촌지역사회의 개발, 환경보전, 첨단 농업생명과학기술 

   연구 지원

- 연구비 유치활동 및 효율적인 관리지원

- 학제간 및 산학협동 연구의 기획 및 지원

- 농업생명과학 학술정보 지원

- 학술활동의 기획 및 지원

- 농업생명과학기술의 홍보 및 교육

- 출판업무 : 학술총서, 교양 총서, 학술지(농업생명과학연구), 연보

Tel: 02-880-4910~4    Fax: 02-873-7729
E-mail: agsearch@snu.ac.kr   http://agsearch.snu.ac.kr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연구기관



식물생명과학연구소

식물생명과학연구소는 식물유전자원연구부, 식

물생명공학연구부, 친환경생산기술연구부, 시설

생산연구부 및 수확 후 관리연구부로 구성되며, 

유전자원의 확보와 식물유전자원의 특성규명 

등에 관한 연구, 식량 및 원예작물의 생리 및 지

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 

식물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설비 및 시설을 이

용한 제반 식물 생산 기술에 관한 연구, 식량 및 

원예작물 수확 후 저장, 가공, 보관에 필요한 기

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생물자원·식품연구소

생물자원·식품연구소는 생물시스템공학부, 생

물소재공학부, 생물자원생산기반시스템공학부,

식품공학부로 구성되며 작물생산시스템, 가축

생산시스템, 생산기계시스템, 가공기계시스템,

생산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시스템 개발과

분석 등에 관한 연구, 생물소재생산시스템, 생

물소재 개발 및 분석, 생물소재 가공 및 응용 등

에 관한 연구, 수자원의 개발과 보전, 생물생산 

및 농촌기반시설 등의 건설과 관리, 자연자원의 

환경보전과 개선 그리고 자원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생물자원을 이용한 식품의 생

산, 가공, 저장, 유통, 안전성 등을 포함한 식품

생명공학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식물환경과학연구소

식물환경과학연구소는 자연생태계연구부, 스

트레스생물학연구부, 환경관리·오염연구부, 

동·식물보호연구부, 양봉과학연구부로 구성

되며, 생태계의 동태 및 정태에 관한 연구, 스트

레스에 대한 식물의 생물·화학적 대응에 관한 

연구, 토양, 수질, 대기 환경의 관리와 농약과 비

료의 개발과 사용, 오염분석 및 복원에 관한 연

구,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방제에 관한 연구, 꿀

벌의 생리, 생태, 질병관리, 사육, 산물관리 및 

화분매개 관련 제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미래환경산림자원연구소

미래환경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자원연구부, 산

림환경보전연구부, 목재공학연구부, 임산화학 

제지연구부로 구성되며 산림의 조성 및 생산에 

관한 연구, 산림환경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목재 및 목질재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목재의 화학적 성질과 펄프제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축산과학기술연구소

축산과학기술연구소는 육종번식연구부, 영양사

료연구부, 동물성식품소재연구부로 구성되며, 

생명공학기법과 유전정보 등을 이용한 경제동

물의 개량과 생산성 향상 및 첨단생명과학으로

의 응용에 관한 연구, 영양소의 효율적 이용, 사

료 및 사초의 생산, 비유, 생리, 축산환경 및 동

물신소재 발굴에 대한 연구, 유·육제품 및 기

타 축산물의 품질 향상 및 기능성 소재화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북한·해외농업연구소

북한·해외농업연구소는 생산연구부, 유통가

공연구부, 지역개발연구부, 국제협력연구부로 

구성되며, 북한과 해외의 농림축산물의 생산, 

이용, 기술개발, 유통, 가공 등에 관한 연구, 북

한과 해외의 농업과 농촌의 개발에 관련된 교

육,사회, 제도, 환경, 자원정책에 관한 연구 및 

농업·농촌교류와 협력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한다.

도시녹화연구소

도시녹화연구소는 도시녹화소재연구부, 도시녹

화기술연구부, 도시녹화계획연구부, 조경식물

전시원 및 도시녹화정보부, 행정ㆍ교육지원부

로 구성되며, 조경식물의 재배 및 생산기술연

구, 조경수 규격화 기술 등에 관한 연구, 특수 

지역 녹화기술 및 도시 숲 조성 등에 관한 연구, 

도시녹화계획 및 설계,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연

구, 조경식물전시원 조성운영 및 도시녹화관련 

정보제공, 수익사업 및 도시녹화를 위한 공무원 

등 실무자 교육을 수행한다.

지역개발·조경연구소

지역개발·조경연구소는 조경계획설계연구부,

환경경관평가연구부, 관광휴양연구부, 농촌사회

지역개발연구부, 인력개발(농업교육)연구부, 농

업경제연구부로 구성되며, 공원 녹지의 계획 및 

설계, 단지계획, 외부환경시설물 설계, 컴퓨터 

응용설계에 관한 연구, 경관미학에 관한 이론

적 연구, 경관영향 평가, 경관가치의 평가에 의

한 환경설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관광지개발 

계획 및 타당성 분석, 관광 및 휴양지 설계에 관

한 연구, 농촌의 주거단지 계획, 생태도시 계획, 

지역환경분석 및 계획, 환경정보체계(GIS)에 관

한 연구, 농촌교육, 농민교육, 청소년교육, 교재

개발, 교육훈련방법, 인적자원개발(HRD)에 관한 

연구 및 농업생산경제학, 계량경제학, 농산물 

가격 및 유통학, 농업경영학, 농업인구, 토지경

제학, 농업정책, 농업금융, 농업발전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한다.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는 진로교육연구부, 직업

교육연구부,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며, 진로직업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

하고, 진로직업교육분야 정책적 대응 방안 및 

해결책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연구 

   역량 확립

·진로직업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 

   축적 및 분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진로직업교육 관련 학제 간 협동연구를 

   통한 지식의 통섭 구현

·진로직업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교육자 

   및 미래 연구 인력 양성

산하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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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는 1991년 한국과학재

단 지원 우수연구센터(SRC)와 2004년 한국학

술진흥재단 지원 이공계 중점연구소를 거치면

서 국내외 농업생명과학분야 첨단 연구를 주도

해온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연구소는 그간 축적된 연구업적과 지식의 토대

위에 기존의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국가과학

기술위원회가 선정한 17개 신성장동력 중 하

나인 식품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

에 다가올 고령화 사회 및 LOHAS 기반의 미

래사회 패러다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17일“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로 

다시 태어났다.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는 농업생물소재에서 가

공식품에 이르기까지 농학, 화학, 생물학, 공학, 

의학, 약학, 경영학 등 식품 관련 다양한 학문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를 바탕으로 IT, BT, 

NT 융복합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

으로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및 고안전성의 다기

능 식품 및 소재를 개발하며, 맞춤 식이요법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선도기술

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

음과 같다.

< 연구목표 >

ㆍ고부가가치 식품 및 바이오 신소재의 개발

ㆍ개인 맞춤형 기능성 식품 및 바이오 소재 개발

ㆍ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기술 개발

ㆍ미래 지향적 식품·바이오 소재의 가공 및 

   산업화 기술 개발 

ㆍ농식품·바이오산업 경영기술 고도화 연구

< 교육지원목표 >

ㆍ미래지향적 식품·바이오 관련 다학제간 

   융복합 교육과정 지원 

ㆍ농식품·바이오산업 관련 고급 인력 양성

또한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는 매년 정기 국제

심포지엄 및 관련 워크샵을 개최하여 폭넓은 

학술토론과 교육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

Tel: 02-880-4920  Fax: 02-873-5260
E-mail: cfb@snu.ac.kr
Http://cfb.snu.ac.kr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는 작물의 유전체 연구 

및 이를 활용한 종자육성 원천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목적으로 많은 교수진과 외부 객원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연구소로서 기존의 식물

분자유전육종센터를 계승 발전시켜 2008년 서

울대학교의 공식인가를 통해 발족하였다.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는 보다 체계적이고 광

범위한 유전체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작물육종 및 생명공학 연구에 바로 접

목하는 연구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구체

적인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의 주요형질부터 가장 기본적인 유전

체 및 유전자의 정보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분자유 전학적, 생리화학적 기작을 구명하여 유

전체 및 생명현상을 체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21세기 식물생명과학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자 한다.

둘째, 주요 유전자의 클로닝, 형질전환 운반체 

및 프로모터 개발, 거대유전자 및 엽록체 형질

전환 시스템 개발, 유전자지도 작성기술 개발, 

이종게놈의 효율적 이용 등 식물분자유전육종

연구 및 신종자 개발에 필요한 제반기술을 개

발하여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고자 

한다.

셋째, 형질전환체, 돌연변이, NILs, RILs, 우수 육

종계통들을 대량으로 육성하여 직접 신품종으

로 등록 보급하는 한편 지적소유권을 확보하며 

개발되는 모든 유전자원들은 장차 유전육종 소

재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호 관리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분리해 낸 유용유전자들과 

개발되는 형질전환기법들을 통하여 창출되는 

형질전환체들에 후속 육종조작을 가하여 새로

운 우수계통을 육성하며 생산현장에서 직접 이

용되게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주요 작물 및 고유 식물체에 

대한 유전체 및 기능유전체 연구를 통하여 작

물육종효율을 비약적으로 증진시키며 산학연 

연구의 기반을 제공한다.

여섯째, 연구소에 참여한 연구조원들에 대하여 

생명공학과 육종학 분야의 최근 선진국의 발전 

동향을 신속히 습득케 하고 국제간 연구협력을 

도모하여 향후 우리나라 생명공학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Tel: 02-880-4930   Fax: 02-873-5410   
E-mail : pgbi@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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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

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우수연구센터로 2008

년 발족되었다. 

곰팡이(Fungi)는 동물, 식물과 함께 진핵생물

계를 이루고 있다. 곰팡이는 생태계의 먹이사

슬을 완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해자로서 뿐

만 아니라 우리 인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다. 즉, 곰팡이는 다양한 종류의 대

사산물을 생성하여 페니실린 같은 의약품 및 

각종 효소 등 고부가가치의 생물소재를 제공

함으로서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진핵 미생물이

다. 그러나 많은 곰팡이들은 인간과 동식물에 

매우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작용

한다. 이들에 의한 피해는 경제적, 산업적 중요

성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우리의 생활

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들어 곰팡

이 병원균의 변이체 출현 및 항곰팡이제에 대

한 내성으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병 제어 

수단을 요구하고 있다.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의 최종 연구 목표는 곰

팡이 병원균의 병원성 메커니즘 규명을 바탕

으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병 제어 플

랫폼(Platform)을 구축하는 것이다. 곰팡이 병원

균의 병원성 메커니즘 이해는 다학제적인 연

구를 통한 시스템 수준에서의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1) 곰팡이 병원성 유전자 발굴 및 특성 

규명, 2) 곰팡이 병원성 조절 메커니즘 및 신

호전달 시스템 규명,3) 병원성 유전자 상호작

용 및 대사경로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연구 분

야를 선정하여 긴밀한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곰팡이 유전학/유전체학, 세포생물학, 구조

생물학, 생물정보학 및 시스템생물학 등 다양

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다학제적 연

구는 곰팡이 병원성을 시스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융

합학문인 진핵생물 시스템생물학의 발전을 선

도할 것이다.

Tel : 02-880-4950     Fax : 02-873-4950
E-mail : cefp@snu.ac.kr
http://cefp.snu.ac.kr



       

식품 안전성 및 독성 연구센터는 농수산식품에 

분포하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위해인자의 특성

을 분자수준에서 규명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새

로운 기술기반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10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 농업연구

센터(Agriculture Research Center, ARC)로 지

정되었다.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새로운 비전

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규모화, 조직화, 차별화

를 통해 전 국민에게 품질 높고 안전한 일류 먹

을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식품안전성 향상 기술은 그들이 소비

하는 식품의 종류와 섭취 방법이 우리와 달라

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에게 맞

는 음식문화, 그리고 우리 식품의 특성과 가공, 

저장, 유통과정을 고려한 독창적인 식품안전성 

향상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품유래 위해인자와 독성인자 동정을

통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고 제어함으로써 생산

자와 소비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국

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식품안전성 향상 기

술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Tel: 02-880-4919   Fax: 02-883-4919
E-mail: cfst@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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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육종연구센터는 차대세 전문육종인력을 

양성하고 고품질, 고기능성 미래 지향적 육종소

재 및 품종을 육성하며, 전통육종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육종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2010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연구센터로 

지정되었다.

채소육종연구센터는 교배육종가 교육 및 기초

연구, 육종 지원을 위한 제 1 핵심 과제와 산학

협력을 통한 품종 육성 및 육종 기술 개발을 목

표로 하는 제 2 핵심 과제로 나누어진다. 

제1 핵심과제에서는 육종관련 교과 과정 강화 

및 육종가 교육을 위한 국립대학연합 채소육종 

특수전공 설치, 국내 및 해외 인턴쉽 추진, 채소

작물 육종 매뉴얼 개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육종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종 현장에 

적합한 미래 전문 인력을 배출함과 동시에 기

존 육종가를 재교육 한다. 

제2핵심과제에서는 각 세부과제별로 대학과 종

자회사 또는 개인 육종가 간의 협력을 통해 고

추, 수박, 양파, 배추를 대상으로 우수 품종 육성

을 추진한다. 내병성, 기능성, 고품질, 웅성불임

성 등을 주요 목표 형질로 하여 유전자원 수집 

및 유전분석, 효과적인 육종 방법 개발, 교배를

통한 특성 도입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 우

수 품종을 육성하고 상품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채소육종연구센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참

여 대학에서는 체계적인 육종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육종인력을 배출하게 되며 또

한 국가적 측면에서는 육종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채소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채소육종연구센터는 향후 채소작물육종 아카

데미로 발전하여 국가 채소종자산업발전의 토

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Tel: 02-880-4945   Fax:02-873-5410
E-mail: bk54@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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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농림기상센터(http://www.ncam.kr/)는 기

상청과 농진청과 산림청의 협력 하에 2009년 

11월에 서울대학교에 세워진 재단법인이다. 일

반 개인에서 정부 조직에 이르기까지 현재와 

미래의 농림생태-사회시스템 관련 문제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함

으로써 다양한 차원의 지속가능성의 도전에 지

혜롭게 응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생태계

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기상·기후

자료, 종합적인 이해, 선택과 균형을 위한 정보 

및 이에 관련된 교육과 워크숍을 지원한다. 주

요 서비스와 핵심 R&D는 다음과 같다: 

(1) 농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위성 및 

모델기반의 고해상도 디지털 지도 제작

(2) 작물 생산, 축산 및 병충해의 발병과 위험에 

관한 관측과 모델링의 종합적 분석

(3) 다목적 타워기반 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 

물질(물, 탄소) 및 정보 순환의 감시

(4)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농림기상학전

공(http://agfm.snu.ac.kr) 교육 지원

(5) 워크숍, 훈련프로그램 및 인턴십 지원

국가농림기상센터는,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감

시, 관리, 거버넌스의 시너지를 통해, 농림생태

계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재난을 경감시키며 

변화하는 기후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물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Tel: 02-871-0234    Fax: 02-871-0230
http://www.ncam.kr

채소육종연구센터 국가농림기상센터식품	안전성	및	
독성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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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은 1906년 권업모범장으로 설치된 이후 

100여년 동안 식량작물, 전작, 채소, 과수, 화

훼 등의 육종, 재배기술, 재배환경에 관한 종합

적인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농장은 1970

년대 주곡 자립을 달성하게 했던 통일벼를 육

종한 역사적 장소이자 미래의 농업을 선도할 

수많은 첨단농업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보고이

다. 농장은 비료시험구 및 각종 견본포를 포함

한 논밭 49,950㎡, 과수원 18,343㎡, 첨단유

리온실, 농업유전자원연구실, 환경조절실, 조직

배양실, 종합농업기계사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

고 있다. 농장에서는 학생들의 실험실습과 생

명공학 및 전통육종기술을 이용한 품종 육종, 

유전자원의 수집·평가·증식, 생력화 기술 

개발,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첨단시설 재배 기

술 개발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el: 031-293-0310   Fax: 031-295-4216

E-mail: kimbh@snu.ac.kr

http://farm.snu.ac.kr

강원도 평창에 소재한 실험목장은 동물생명공

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교내의 가

축을 이용한 실험실습 및 연구를 지원하는 기

관이다. 면적은 건물, 사료포, 축사 등을 포함

하여 115ha에 이르며 강의실 및 연구용 가축

의 사육시설을 갖춘 종합실험축사, 한우사, 유

우사, 종합계사를 포함한 청정계사 등의 축사

와 축산물 가공연구를 위한 유가공·육가공 

공장 및 축산 분뇨처리장과 원형실험축사를 보

유하고 있다. 현재 젖소, 한우, 닭 등을 사육하

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 연구를 위한 사료작물

포와 초지를 갖고있다. 또한 축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이용 및 처리에 대

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 우리 실험목장은 환

경친화적인 축산의 교육 및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Tel: 033-339-5901   Fax: 033-339-5903

E-mail: rym@snu.ac.kr

http://anifarm.snu.ac.kr

학술림은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임업 및 산촌

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기반시설로서 산림관련 학문을 공부

하는 학생들에게는 종합실습장을 제공하고, 청

소년과 도시인들에게는 자연환경교육장과 생

태관광자원이 되며 임업경영자들에게는 임업

경영의 모델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학술림은 

남부학술림(16,214ha), 태화산학술림(795ha), 

칠보산학술림(118ha)으로 총 3개의 지방학술

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남부학술림은 천

연림에 가까운 임상을 가지고 있으며 임야의 

대부분이 환경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

정되어 산림식생과 야생동물 등 장기 생태계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로쇠나무 육성, 밤나무 및 

표고재배를 통한 농산촌주민의 소득 증진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산림수문 관측시

설을 갖추고있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남부학술림과 태화산 학술림은 교육시설

과 회의실, 학생숙소 등 제반시설을 갖추어 쾌

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종합 실습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부> Tel: 02-880-4526       Fax: 02-873-2031

<남 부> Tel: 061-762-2801     Fax: 061-763-6817

<태화산> Tel: 031-762-5139   Fax: 031-763-5139

<칠보산> Tel: 031-292-5615   Fax: 031-292-5611

E-mail: forests@snu.ac.kr

http://uf.snu.ac.kr

수목원은 1967년 우리나라 최초로 공식 인가

된 수목원이다. 수목원의 목적(Mission)은 우리

나라 자생 식물 및 북반구 식물의 수집, 증식, 

보전, 전시, 연구와 관련 지식 및 정보의 축적과 

교육,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

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자생식물 중 목

본을 중심으로 수집, 식재, 연구하고 있으며 종

자목록(Index Seminum)을 발간하여 국외의 종

자 교류를 실시하고 근연 분류군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희귀식물의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

연구, 식물자원 및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을 비

롯하여 관련 정보와 자료의 교류 등 수목에 대

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서울대학교 수목원은 관악수목원, 수원수목원, 

식물표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악수목원은 

농장

실험목장

학술림 수목원

부속시설



       

용한 연구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전국 대학의 연

구역량을 증대시키고, 농업·환경·생명과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간 기기 활용건수 

약 40,000건, 활용기관 약 350기관, 전임인력 

약 80명에 달하는 전국단위 공동기기원으로 성

장하였다. NICEM은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에 부응하고자 매년 약 13억 원을 첨단 고가 기

자재 확충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간 40여 

회의 기기관련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노력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토양오염조사

기관(1998), 먹는물검사기관(2008) 자격을 인

정받았으며, 특히 2008년 11월 5일, 지식경

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토양ㆍ수질ㆍ실내

공기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번호 KT 

375호)으로 지정되어 농업ㆍ환경 분석서비스 

분야에서 국내외적 신뢰를 구축하게 되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2007년 이후 차세대 유

전체분석 장비의 꾸준한 도입과 생물정보 분석

능력 증대로 국내외 유전체 연구자들에게 고

품질의 유전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OLAS 법과학시험/DNA형 검사 분야에 인증기

관으로 지정되어 유전체분석 서비스를 세계 무

대로 넓혀나가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

한 이공계 고등학생들을 위한 생명ㆍ환경과학

체험학습을 개최하여 연간 약 6,400여 명이 참

여하는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Tel: 02-880-4845/4846   Fax: 02-888-4847  

 E-mail: niceminfo@snu.ac.kr  

 http://nicem.snu.ac.kr

1963년에 설립된 교육연수원은, 중등 산업교원

들을 대상으로 기본 자질과 전문성 함양을 통

해 우리나라 산업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특히,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는 전공과목의 이론과 실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격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교원 연

수기관이다. 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

육훈련 프로그램으로는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

를 대상으로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과

정, 교사자격증의 통합에 따른 통합연수 과정, 

교육의 이론 및 방법, 중등 산업교사들의 각 전

공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에 관한 소양

을 높이기 위한 직무연수 과정 및 특별연수 과

정 등이 있다. 특별연수 과정중에는 대표적으로 

2005년부터시·도 교육청에서 직업교육 정책 

및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와 마이스

터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관리자(교장 및 교

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서울대학교 직업교

육 CEO과정”이  있다.

Tel: 02-880-4844 Fax: 02-872-8995

E-mail: donlee1@snu.ac.kr

http://cvewd.snu.ac.kr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는 농생명과학 분야

에 대한 벤처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

관으로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갖

추고 있다. 이 센터는 대학 내의 모든 연구실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입주 및 원격 보

육 벤처 기업에 대해 기술 지원 및 자문 서비

스를 제공하며 농업생명과학정보원 및 농생명

과학공동기기원을 통해 최신 연구 정보와 첨

단 실험 기자재 및 장비 이용을 지원할 뿐만 아

니라 농장, 목장 등의 현장 실험 공간도 제공한

다. 특히 이 센터는 통합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

술 평가, 투자 유치, 마케팅, 기업 공개, 세무·

1967년 조성 이래 총 1,501ha의 면적에 수목

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전시구역인 25ha에

는 1,100여 종의 국내외 수종을 전시하고 있

다. 1985년부터 조성된 수원수목원(총 22.1ha)

에서는 수목의 번식 등에 관한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약 10ha의 전시구역에 500

여 종의 식물을 식재, 전시하고 있다. 서울대학

교 수목원은 서울대학교 및 타대학 관련학과 

학생들의 연구와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 및 일반인들에게 지역식물상 및 수목 보

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장으

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건물에 위치한 수우표본관

은 1953년 이후 이창복 선생님과 그의 제자들

이 채집한 표본 약 10만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표본교환 및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관 악> Tel: 031-473-0071 Fax: 031-473-0072

<수 원> Tel: 031-293-0319 Fax: 031-295-6660

<수우표본관> Tel: 02-880-4770

E-mail : arbor@snu.ac.kr

http://arbor.snu.ac.kr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은 농업·환경·

생명과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2년 

11월 25일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

업과학공동기기센터로 출범하여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 동안 제10차, 11차 IBRD 교육

차관사업의 지원을 받아 약 150억 원의 첨단연

구기기를 도입하였다. NICEM은 첨단기기를 이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교육연수원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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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분야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을 갖추고 있어 농업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

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Tel: 031-294-8526 Fax: 031-294-8527

E-mail: agbio@snu.ac.kr

http://agbio.snu.ac.kr

농학도서관은 1946년 8월 개관하였으며 

1992년 6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분관 농

학도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농학도서관(면적 

2,450㎡)의 위치는 농생대 본관 남쪽 202동

(제3식당)에 위치하고 지상1층(단행본자료실, 

대출실, 신간학술지, 수서정리실, Group Study 

Room) 및 반지하층(학술지제본도서, 학위논

문, 일반열람실)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16만 여책의 전문분야 장서를 비치하

고 있으며 4만3천 여종의 최신 학술지 원문

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FAO 발간자료, 농생명과학 관련 

DVD, 디지털곤충표본관 자료 서비스도 제공

하고 있다.

·단행본 대출/반납 Tel: 02-880-9040

·연 속 간 행 물 Tel: 02-880-9041

·수 서 정 리 실 Tel: 02-880-4775

Tel: 02-880-4774   Fax: 02-884-0182

E-mail: aglib@snu.ac.kr

http://aglib.snu.ac.kr

입학진로정보실은 농업생명과학 인력의 효과

적인 양성과 배출을 돕기 위해 신설된 기관

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입학 안내를 포

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진로 지도 및 상담

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

업생명과학대학 홍보 및 견학 안내, 신입생 입

학상담, 재학생에 대한 진로 지도 및 상담, 졸

업생들에 대한 사후관리, 취업정보의 수집·

가공·배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입학진로

정보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

으며, 필요한 정보와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입학진로정보실은 입학 및 진로 관련 정보의 

정확한 제공을 통해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대

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할 것이다.

Tel: 02-880-4667   Fax: 02-880-4668

E-mail: xoxzone2@snu.ac.kr

농업생명과학정보원(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iCALS)은 서울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와 농업생명과학 

분야 지식정보 콘텐츠 개발 및 정보 유통·교

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교육·연구 및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지원팀, 연구 

및 교육관련 정보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정보

개발팀, 연구 및 교육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정보구축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연구지원팀은 농업생명과학 분야 중 컴

퓨터와 관련한 교수의 연구, 대학(원)생의 연

구와 실습, 교육 및 행정업무 지원을 담당하

고 있다. 중앙전산원과 연계하여 대학 캠퍼스

망을 지원하며, 전산강의실과 정보검색실을 

관리 및 운영하고, 농생대 대표홈페이지(국·

영문)와 학부, 연구소, 부속기관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중앙전산원의 지원을 받

아 무선랜을 설치하였으며, U-space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개발팀은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및 

교육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구 및 교육 

관련 정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며, 효율

적인 정보유통 및 교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

다. 2009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

는「농림수산식품 R&D 기술동향 조사·분

석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R&D 정책 및 산업기술 동향 

정보분석 시스템을 기획·개발하고 있다.

정보구축팀은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및 

교육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가공한 후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농업생명과학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http://icals.snu.ac.kr)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

보는 R&D 동향정보, 동영상 VOD 서비스, 유

용 정보(채용, 행사, 뉴스, 과제 등), 전문 DB 

등이며 국내외 대학, 학회, 연구기관 및 전문

정보제공자(IP)와의 협약을 통해 보다 전문적

이고 특성화된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기획 기사, 이달의 Focus, 연구실 소개, 

최근업데이트 정보 등으로 구성된 농생명웹

진과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으며, 메일링 서

비스를 통해 회원의 참여 및 회원 간의 정보

교류를 유도하고 있다.

Tel: 02-880-4523, 4527   Fax: 02-880-4528   

E-mail: rjy@snu.ac.kr   

http://icals.snu.ac.kr

입학진로정보실

농업생명과학정보원

농학도서관



       

농생명공학부에 위치한 곤충표본실의 역사는 

지금의 서울대 농생대의 전신인 일제시대 수

원고등농림학교가 있었던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부터 수집되어 온 우리나라

의 주요 해충과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의 곤

충과 절지동물 등의 표본이 현재는 약 30여 만

점에 달한다. 1960년대 수입 해충으로 대발생

하였던 흰불나방의 조사와 전국적으로 이루어

진 똥풍뎅이의 생태 조사, 1970년대 연구되었

던 우리나라 주요 해충인 총채벌레, 나방, 딱정

벌레, 노린재 등과 1980년대와 90년대 이루어

진 가위벌 등 방화(芳花)곤충의 연구, 꿀벌 기생

성 응애 조사 연구 자료, 북한산 날도래목 곤충

에 대한 연구자료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곤충표본관에서는 소장되어 있는 표본들을 가

지고 곤충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응용하여 

여러 가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작물

의 해충에 대한 정확한 종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충 발생 억제와 예방에 대한 연구의 진행, 벌

과 같은 화분매개 경제곤충과 천적곤충 등 곤

충 자원의 수집 등은 모두 곤충 표본자료의 이

용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파괴되거나 복원

된 생태계를 평가하거나, 생태계의 오염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표본과 채집정보가 이용 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수출입 과정에서 일어나

는 곤충의 유출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국내외 

생태계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 기준을 수립

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Tel: 02-880-4691   Fax: 02-873-2319

E-mail: seung@snu.ac.kr

http://plaza.snu.ac.kr/~taxon

디지털 곤충표본관

http://insect.snu.ac.kr  

농업공작실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공작기술과 

농기계정비 등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공

실, 목공실, 농기계보관실로 구성되어 있다. 농

업공작실은 관악캠퍼스 중앙동 지하1층과 수원

에 소재하는 농장내에 위치하고 있다.

관악캠퍼스 공작실에서는 농업공작과 기타 교

과목의 실습과 연구용 실험장치 제작을 지원하

며 농장내 공작실에서는 교육용 농업기계 전시

와 농장과 목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와 설

비,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장비로는 전기용접기, 선반, 밀링머신, 드

릴링머신, 조형절단기, CNC와 같은 금공용 기

계와, 띠톱, 기계대패, 목공선반, 원형톱, 각끌기

계 등의 목공기계, 그리고 다양한 규격의 트랙

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등을 보유

하고 있다. 농업공작실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 모든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Tel: 02-880-4619   Fax: 02-873-2049

E-mail: kimhj69@snu.ac.kr

http://fshop.snu.ac.kr

식물병원은 수목의 보호 관리에 관한 교육과 

연구, 기술 상담을 목적으로 1999년 수목병원

으로 최초 설립되어, 2005년 식물병원으로 확

대·개편하였으며, 기초진단부, 임상병리부, 식

물해충부, 수목관리부, 환경생리부, 행정지원실

로 구성되어있다. 식물병원의 주요 업무 분야로

는 유용식물의 병, 해충, 생리장해 등으로 인한 

피해 진단, 내방 및 우편, 홈페이지를 통한 식물

건강관리 상담 및 자문, 조경수 관리의 최신 이

론과 선진기술에 관한 조경수 관리교육 프로그

램 운영, 서울대학교 캠퍼스 조경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식물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기술서 편찬사업 등이 있으며, 일반시민

들에게 식물관리에 관한 상담 및 진단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대

학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Tel: 02-880-4697   Fax: 02-880-4698

E-mail: pinus@snu.ac.kr

http://snupc.snu.ac.kr

곤충표본실

농업공작실

식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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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공학사업단은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첨단 

생명공학 - 실용화 기술 개발을 통해 농생명공학 분야의 최우수 연구집

단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연구, 산학협력, 특성화 작업으로 전

통농업과 첨단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신 농생명공학 기술을 창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농생명공학사업단은 30여명의 농생명공학부 소속 교수를 주축으로, 농

생명공학을 동물유전공학 및 동물자원과학, 식물생명공학 및 환경생명

화학,곤충생명과학, 식물미생물학, 식품생명공학으로 크게 분류하여 각 

연구/교육 부분에 대한 응용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분야

마다 1~2개씩의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Tel: 02-880-4901, 4902   Fax: 02-873-2039

E-mail: agbiotek@plaza.snu.ac.kr     http://bk.snu.ac.kr

작물 유전체 육종 연구팀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자 

산업을 담당할 작물 유전체 육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5명과 대학원생 및 연구원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전체 정보 분석, 형질관련 분자마커 개발 및 유전자 지도 

작성, 유용 유전자 기능 탐색과 발굴, 유전 양식 및 대사과정의 작용기작 

구명 등을 연구하고 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개발과 교육을 통해 우량한 식량 또는 원예작물 품종의 개발

이 가속화되고 작물의 맞춤형 육종 시대를 앞당기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본 사업팀에서 양성한 우수 전문 인재들은 우리나라 종자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Tel: 02-880-4576   

Fax: 02-873-2056

E-mail: heejlee@snu.ac.kr

http://cgb.snu.ac.kr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그린인프라 창조 인재 양성팀은 농업생명과

학대학 생태조경학과 교수 2명과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1명, 협

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 16명으로 구성된 조경, 환경, 생

태, 도시설계 분야의 융합적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팀이다.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분석, 평가, 계획은 인간, 자연환경, 인문 환경의 

복합적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함께 고민해야 할 

새로운 융합학문이 된다. 따라서 본 사업팀은 인류 복지와 건강한 지구환

경 조성에 기여하는 세계 수준의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조경, 환경, 생태, 도시설계의‘융합적’교육과 연구기반을 제공하

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 및 국제화 프

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Tel: 02-880-4871   Fax: 02-873-5113

E-mail: yryu@snu.ac.kr     http://bk21plusigi.snu.ac.kr

지역계량분석 전문인력사업팀은 BK21 플러스 사업 미래기반창의인재양

성형 분야 팀으로서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에 설치되어 있다. 사업

팀의 목표는 지역경제, 산업, 개발 등 지역의 성장과 개발 문제를 계량적으

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서 교수 

5명, 신진연구인력(BK교수), 20명의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 사업팀은 지역경제 및 공간경제팀, 지역개발 및 지역계획팀, 지

속가능한 개발팀, 지역정보시스템팀, 지역산업경영팀 등 총 5개로 구성되

어 있다. 거시적 관점의 지역개발 및 공간경제이론과 미시적 관점의 지역 

산업 및 경영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계

량분석 방법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계량분석의 통합적/창의적/주도

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el: 02-880-4749   

Fax: 02-873-5080

E-mail: euijune@snu.ac.kr   

http://region.snu.ac.kr/bk/

BK21+농생명공학사업단

BK21+지역계량분석	전문인력사업팀BK21+작물	유전체	육종	연구팀

BK21+그린인프라	창조	인재	양성팀

사업단(팀)



       

BK21+목질계	바이오매스	첨단소재화기
술	창의인재양성	사업팀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단(RICA)

농업 정책 입안자, 농산업 최고경영자, 농업지도

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실 상부한 전문적인 정책 

및 전략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농정주제 포괄하

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참가자들 사이의 교류

와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설되었다. 농업

정책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 위하여 각 분야

에 특화된 주제에 대한 심층 교육을 진행할 계획

이며, 현재 농촌개발전문과정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Tel: 02-880-4735    Fax: 02-873-3565

E-mail: mjk1one@snu.ac.kr   

http://aapp.snu.ac.kr

농식품신유통연구원과 서울대가 공동으로 진행

하고 있는 농식품 경영·유통 최고위 과정은,  생

산자 단체 및 농업관련 법인, 식품업체 및 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농업관련 공기업 대표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농촌과 농업, 그리고 식품 산

업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비

즈니스 마인드를 갖추고 국내 농업계는 물론 해

외시장 진출 등을 견인할 핵심 리더의 양성을 위

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Tel: 02-880-4734   Fax: 02-873-3565   

E-mail: sangjin321@snu.ac.kr

최고농업정책과정

농식품 경영·유통 최고위 과정

목질계 바이오매스 첨단소재화기술 창의인재양성 사업팀(Lignocellulosic Biomass-

Based Advanced Eco-Materials Technology Team)은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Program in Enviromental Materials Science) 교수 6명과 참여대학원생 27명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목질계 바이오매스 (Lignocellulosic Biomass) 활용 분야의 우수한 연

구 인력 양성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팀은 바이오복합재료 및 바이오리파

이너리(Bio-refinery) 연구팀, 목질계 바이오매스 성능 (Performance of Lignocellulosic 

Biomass Materials)  연구팀, 셀룰로오스 기반 소재화 (Materialization based on) 연구

팀의 3개 세부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0여개의 산업체 및 연구기관, 7개의 해외 대

학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본 사업팀에서는 전통적인 임산공학 (forest product) 분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목

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물질 및 소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에너지, 화장품,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첨단 산업분야에서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목

표로 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연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 유수 학회의 

참가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정립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려 한다. 

또한 교내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립하여,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전인적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el: 02-880-4780   Fax: 02-873-2318

E-mail: hjokim@snu.ac.kr   http://www.bk21plus-biomass.org

농생명과학대학 내의 농경제사회학부(농업·자원경제학전공, 지역정보전공)와 산업

인력개발학전공은 2014년 7월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단(약칭 RICA: 

Reinforcing Innovation Capabilities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을 출범하였다. 

RICA 사업단은 교육부지원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CK-Ⅱ)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 목표는 창의 인재 육성을 통하여 농생명 및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성화 교육기반 구축·현장밀착형 산학 연계체

계 구축·글로벌 현장교육 및 해외 연수를 3대 핵심 전략으로 5개년 간 진행될 예정

이다. 상기 3개 전공을 중심으로 19명의 교수진이 참여하였으며 해당 전공 290여 명

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다양한 관련 분야의 세미나 및 특

강이 진행되었으며, 해외 탐방 프로그램 및 다양한 관련 기관, 국제기구, 기업의 인턴

쉽 프로그램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5일(수)에 진행한 사업 설명회에 약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큰 관심을 보인 만큼 향후 더욱 적극적인 학생의 참여

와 프로그램의 발전이 기대된다. 

Tel: 02-880-4631  Fax: 02-873-5080

Email: yoon20@snu.ac.kr   

http://rica.snu.ac.kr

평생교육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4342

개 요

서울대학교는 2009년부터 강원도, 평창군과 함께 국가 연구역량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지 2,652,786.38㎡, 건물 88,458.68㎡

로 구성된 대규모의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를 조성 하였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은 현장 밀착형 교육 및 연구를 통한 다양한 학

문의 통섭에 의해 미래 지향적인 그린바이오 통합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터전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동북아 허브로서 구현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또한 청정지역으로 연구, 교육, 산학협력이 조화된 학·연·산 클러스터

로서 대학, 연구소, 관련기업체 상호 간에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분야

그린바이오 및 관련 분야 등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5개의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 연구소를 설치 

- 참여 인력: 전임교수 25명, 8개 단과대학 49명 겸무교수

Tel: 033-339-5500   Fax: 033-339-5547

E-mail: euijune@snu.ac.kr   http://greenbio.snu.ac.kr

개 요

유엔 및 국제기구, KOTRA, KOICA, 재외공관, ODA 사업, 다국적기업(농

업·식품관련) 등에 필요한 국제농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대학의 

세계화와 국가 위상 제고 및 세계 129개국 개발도상국의 공무원과 유학

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교육 방법

- 세계 권역별 작물, 종자, 축산, 식품, 농업시설 지식의 통합 교육을 

   통한 융합형 국제농업 전문인력 양성

- 현장 밀착형 산·학 연계 실습과 인턴 교육을 통한 현장 실무

설치학과명 학위과정 입학정원(명) 수여학위명칭

국제농업
기술학과

석사
석사 30

(정원외 외국인 20)
농학석사

트랙분야

- 경제동물산업기술        - 바이오식품산업        - 종자생명기술

- 국제농업공학             - 국제농업개발협력

Tel: 033-339-5680   Fax: 033-339-5689

E-mail: khjhj@snu.ac.kr   http://greenbio.snu.ac.kr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연구소명 연구	내용 참여대학

친 환 경 경 제

동 물 연 구 소

자연순환과 동물복지에 기반한 

첨단 친환경 축산 신기술 실용화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식 품 산 업 화

연 구 소

바이오식품 및 건강 식품의약 산

업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를 위한 응용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종자생명과학

연 구 소

식물자원의 유전체 분석 및 형질

전환체 개발을 통한 종자산업 지

원 및 산업화 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그린에코공학

연 구 소

거주공간의 물, 에너지, 탄소 순

환에 대한 선순환 빌리지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공학 미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대학

디자인동물·

이 식 연 구 소

인체제공 원료 돼지 사육기반의 

형질전환 디자인 돼지 개발 및 

미래 HT견인차 영장류 기반 응

용 연구, Rat 등 특화 설치류를 

이용한 독성 연구, 실험동물 활

용 연구 수행

농업생명과학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모집단위

· 인문계 : 농경제사회학부

· 자연계 : 식물생산과학부, 산림과학부, 식품·동물생산과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모집유형

· 정원 내 전형

     - 수시모집 (일반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 정시모집“가”군 (일반전형)

· 정원 외 전형

     -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Ⅰ: 저소득가구학생, 

                   농·어촌학생, 농업계열고교 졸업예정자)

     - 정시모집“가”군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 특수교육대상자)

2015학년도	학부	모집정원

석사과정	자격기준

1) 국내·외에서 학사학위 취득한 자 및 취득 예정자

2)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위 1), 2)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에서 정한 

   일정 등급 이상의 TEPS 및 TOEFL 성적 취득자

박사과정	자격기준

1) 국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 예정자

2) 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총장이 인정한 자

3) 위 1), 2)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에서 정한 

   일정 등급 이상의 TEPS 및 TOEFL 성적 취득자

2015학년도	대학원	모집정원

학		부(과) 전		공 모집정원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

58원예생명공학

산업인력개발학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

43
환경재료과학

식품·동물생산과학부
식품생명공학

41
동물생명공학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물학

39
응용생명화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학

37
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

36
바이오소재공학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42
지역정보

계 296

학		부(과) 전		공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

21 16 -
원예생명공학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

20 10 3
환경재료과학

농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

37 22 35

동물생명공학

응용생명화학

식물미생물학

곤충학

바이오모듈레이션 17 7 13

생태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
22 7 -

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
8 8 7

바이오소재공학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21 13 -
지역정보

농산업교육과 14 10 1

혐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2 3 2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1 1 -

계 163 97 61

학사과정 대학원과정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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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4.3           

A0 : 4.0 

A- : 3.7

B+ : 3.3           

B0 : 3.0 

B- : 2.7

C+ : 2.3           

C0 : 2.0 

C- : 1.7

D+ : 1.3           

D0 : 1.0 

D- : 0.7

· F : 낙 제 (Fail)  

·  I : 미 결 (Incomplete)

· S : 만 족 (Satisfactory) 

· U : 불만족 (Unsatisfactory)

성적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은「S」혹은「U」로만 표시된다. 학점을 

얻기위한 시험, 과제 등이 학기말시험  종료시까지 미완성일 경우에는 임

시로「I」가 주어지며, 이는 당해 학기  종강일 후 3주 이내에 완성된 성적

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F」로 처리된다.

학사학위

8학기 이상 16학기 이하 수강, 소정의 교과목을 130학점 이상 이수, 졸업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 수여

석사학위

소정의 교과목 24학점 이상 이수, 평점 3.0 이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심사

에 합격한 자에 수여

▶ 석사학위 논문제출을 위한 요건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

② 석사학위 논문은 수료 후 4년 이내에 제출

③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됨.

박사학위

소정의 교과목 36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60학점) 이상 이수, 평점 

3.0 이상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 수여

▶ 박사학위 논문제출을 위한 요건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

② 박사학위 논문은 수료후 6년 이내에 제출

③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됨.

일정 자격 요건(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6학점 이상 취득)을  충족하

는 학생은 기본 전공과 별도로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복수 전공, 연합전공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하며,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은 하나의 학위(소속 전공학위)를 수여한다.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기본전공학점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기본 

전공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

·기본전공학점: 소속 전공 39학점 이상, 타 전공 39학점 이상을 이수하

면 전공이수학점 기준 충족, 이때의 39학점 이상을 기본전공학점으로 

한다.

연합전공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공하는 전공과정

·하나의 독립된 전공으로 간주하나, 소속 학과(부)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연합 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이수할 수는 없다.

연계전공

·학과(부)가 다른 학과(부)의 전공과 연계하여 만든 전공과정으로 관련 

학과(부) 학생만 이수할 수 있다.

학생설계전공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과정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

농업생명과학대학에는 현재 예술분야에 샌드페블스 외 3개, 체육분야에 

축구부 외 4개, 취미·교양분야에 1개, 학술분야에 이랑, 매체분야에 녹

영 등 12개의 동아리가 있다.

성적등급 전공	이수제도

학위수여요건

과외활동



·관악사 : 4,777명 수용규모의 기숙사

    (남학생 2,691명 / 여학생 2,086명 등)

·대학별 신청인원에 비례하여 배정함.

교내장학금

·학비지원 및 면제장학금(학사 및 대학원과정)

·성적우수장학금(학사과정)

·신입생입학우수장학금(학사과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장학금(학사과정)

·맞춤형 장학금(학사과정)

·근로장학금(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강의·연구지원장학금(대학원과정)

·유학생장학금(학사 및 대학원과정)

·대출학자금 이자지원장학금

   (학사 및 대학원과정)

교외장학금

·이공계무상국가장학금(학사 및 대학원과정)

·국가장학금 1·2, 서울대학교발전기금장학금

   (학사 및 대학원과정)

·교외장학단체장학금(학사 및 대학원과정)

학자금대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학사 및 대학원과정)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학생 본인이 희망지역 및 기관 등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탐방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농생명산업 관련 기관 및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것을 지원함

인턴십 프로그램

농생대 재학생에게 외국법인, 국내법인 중 외국 상주 기업, 국제기구 등에

서 일정 기간동안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리  

직업 세계를 탐색, 경력 개발 및 취업 역량개발에 도움을 줌

학생창의연구 프로그램

학부생 스스로가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지도교수와 함께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연구 전체 절차를 진행하여 연구성

과물을 생산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갖도록 함

학부연구생 프로그램

지도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대학원생과 함께 공

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함기에 연구경험을 쌓고 전공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연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원

영어논문작성법 및 국제학술대회발표법 프로그램

학술논문의 영문 작성법 및 학회 영어발표에 대한 특강을 통해 농생대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

학생역량개발프로그램기숙사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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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역량 향상 프로그램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과 발표력 증진 방법에 대한 특강을 통

해 재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줌

취업클리닉  프로그램

취업을 목표로 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스킬에 대한   

특강을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함

코칭리더십 프로그램

코칭리더십 특강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공감능력과 리더십을 향상시키

도록 지원함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 특강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의 특강을 제공함

으로써 재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갖도록 함

CALS 농생명산업 특강

농생명산업분야의 CEO 또는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그들의 삶에 관한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재학생들이 농생명산업분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농생명산업분야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함

신입생 상담교수제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수를 지정하여 신입

생들이 가질 수 있는 대학생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고, 농생명

산업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생활상담

대학생활에서 생활,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고민을 전문상담

사와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여 원만한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특별강연

상담프로그램



       

장학금	현황 (2014학년도 기준)

<장학금 수혜율(전체 65.2%)>

<최근 3년간 현황>

학부 대학원

비수혜자
429명(30.5%)

※ 교내장학금: 면제, 봉사,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1·2, 서울대 발전기금, 교외 장학단제, 

                    이공계 국가장학금

비수혜자
261명(45.2%)

교내장학금
386명

교내장학금
262명

수혜자
978명(69.5%)

수혜자
316명(54.8%) 

교외장학금
592명

교외장학금
54명

대학원

0%
2012년

52.0%
46.8%

55% 54.8%

65.0% 69.5%

2013년 2014년

20%

40%

60%

80%

학부

도표로 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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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현황

학술연구실적	현황

<논문 발표>

(단위 : 편)

<연구비 수탁>               
  

      (단위 : 천원)

※ 학사, 석사, 박사 통합 현황

    순수취업률(%) = {취업자수/(내국인졸업생-진학자-입대자-기타)}x100

    진학률(%) = {진학/(내국인졸업생+외국인유학생)}x100

진학률

국외 SCI급 총액

국내 KCI급 교수1인당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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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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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11년

2011년 2011년

62.4% 56.8% 61.0% 55.3%

38.1% 34.5% 39.5% 40.0%

2012년

2012년 2012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

40%

60%

80%
순수취업률

444.5

46,909,58355,952,131 53,250,757

431.2 444.2

273.3257.1

405,450

285.7

422,624 347,478



       

2015.  03국제교류현황

유  럽

벨기에 University of Mons 2012.06.13
프랑스 Ecole d'ingenieurs de purpan 2012.07.27
그리스 Agricultural University of Athens 2012.10.02
헝거리 Szent Istvan University 2002.04.04

러시아 Institute of Biology and Soil Scienc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Far 
Eastern Branch, Vladivostok

2001.11.30

Moscow State Forest University 2007.07.19
Primorsky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Agriculture of Russian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2011.10.12

Primorsky State Agricultural Academy 2011.10.12
터  키 Faculty of Agriculture, Uludag University 2014.07.09.
이집트 Faculty of Agriculture, Cairo University 2011.05.03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University of Battambang 2011.03.03

인도네시아
Faculty of Agriculture, Gadjah Mada University
 (Universitas Gadjah Mada) 2008.03.18

College of Animal Science, Gadjah Mada
 University(Universitas Gadjah Mada) 2005.03.29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1999.09.28

인  도 Shoolini University of Biotechnology 
and Management Sciences, Solan 2005.07.26

필리핀
College of Forestry and Natural Resources & 
College of Agricultur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ños

2000.11.28

베트남
Cantho University 2005.02.18
Center for Regional Research & Development 2011.12.19

미얀마 University of Veterinary Science 2013.11.08.
태  국 Kasetsart University 2005.02.16
대  만 The 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er 1984.07.07

Japan (6)

Russia (4)

China (9)

Myanmar (1)

Thailand (1)
Vietnam (2)

Taiwan (1)

India (1)Egypt  (1)

Greece  (1)

Turkey (1)

Hungary  (1)

Belgium (1)

France (1)

Cambodia (1)

Indonesia (3)
Philippin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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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

캐나다 University of Alberta 2012.01.27

미   국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Cornell University 2000.01.27

College of Science, George Mason University 2010.09.09
University of Florida 2013.03.07
College of Agriculture, Food and Natural 
Resources,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2000.10.27

College of Forest Resources, 
University of Washington 2006.09.08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2007.10.29
College of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Michigan State University 2014.11.19

중   국   China
Qingdao Agricultural University 2010.06.29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 2014.05.13
Institute of Applied Ec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2002.10.28
Zhejiang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2012.10.18
Beijing Forestry University(北京林業大學校) 1998.08.05
延邊農學院(農學部) 1991.06.10
College of Chemistry & Life Science, 
Huanggang Normal University 2013.08.20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2012.02.16
Yangtze University 2014.09.15

일  본

Faculty of Textile Science and Technology, Shinshu University 2012.07.17
Faculty of Agriculture, Shinshu University 2014.03.06
九州大學 農學部 1987.07.15
Graduate School of Agricultural and Life Sciences, 
University of Tokyo 2011.10.04

Faculty of Horticulture and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ba University 2009.06.30

Obihiro University(帶廣畜産大學) 1996.10.21

Canada (1)

USA (7)

외국인학생 & 국제교환학생 IN(외국→서울대)

년 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합계

2010 4 1 1 19 25

2011
� � � �  

2 1 1 21 25

2012 1 28 29

2013 3 1 2 5 26 37

2014 3 1 1 2 25 32

합 계 12 2 3 4 8 119 148

국제교환학생 OUT(서울대→외국)

년 도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합계

2010 1 1 6 8

2011 2 3 2 7

2012 2 2 1 5

2013 1 6 3 2 12

2014 2 2 8 8 20

합 계 6 12 15 19 52



       

복지관	75-1동

학생/교직원 식당

농학도서관

동창회

상록인 명예의 전당

환경관	201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강당

상록관		200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농경제사회학부

산림과학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농생명공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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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	200동

학장실

교무/학생/연구/기획부학장실

행정실장실

부속실

대학행정실

(교무, 학생, 기획, 서무)

입학진로정보실

농협

여학생 휴게실

생명관 200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식물생산과학부

농산업교육과

대학행정실(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생명과학정보원

SPC	농생명과학연구동	203동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식물병원

식품 안전성 및 독성 연구센터

채소육종연구센터

	220동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

협동과정 농림기상학전공

국가농림기상센터

36동



201

203 200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

협동과정 농림기상학전공 

국가농림기상센터

220

36

협동과정 농림기상학전공, 
국가농림기상센터

75-1

29 약학대학  

29-1 약대신약개발센터  

30 공과대학  

30-2 공대간이식당  

31~32 공과대학  

32-1 해동학술관  

33~37 공과대학  

36

38 글로벌공학교육센터  

39 공과대학  

40 풍동실험동1  

41 선박실험공장동 

42 선형수조실험공장동  

42-1 슬로싱 실험동  

43 공대 대형강의동  

43-1 멀티미디어강의동 (이공계)  

44 풍동실험동2  

44-1 신양학술정보관 I   

45 천문관측소  

46 천문대  

47 기상관측소 

48 지진관측소  

48-1 전파천문대  

49 예술관  

50~52-1 미술대학  

53~55 음악대학  

56 자연과학대학  

57~57-1 행정대학원  

58 경영대학 (SK경영관)  

76 제4식당 (사당골)  

76-1 주차타워  

80 수의대부속 동물병원  

80-1 생물공학연구소  59 경영전문대학원 (LG경영관)  

60 행정관 (대학본부)  

61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기초교육원  

62 중앙도서관  

62-1 관정도서관 

63 학생회관  

64 IBK 커뮤니케이션센터  

65 교수회관 (식당)

66 학군단 (ROTC) 

67 두레학생문예관

68 파워플랜트

68-1 신림변전소  

68-2 영선공장  

69 실험동물자원관리원  

70 박물관  

71 체육관  

71-1 체육문화교육연구동 

71-2 포스코스포츠센터  

72 법학도서관 (국산도서관, 서암관)

73 문화관  

74 예술계복합교육연구동  

75 대학신문  

75-1 복지관, 제3식당 (전망대)  

81 생명공학연구동  

82 환경대학원  

104-1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육관  

105 유전공학연구소  

109 자하연식당  

111 카페 파스쿠치  

113 동원생활관  

115 정문  

121 총장 공관  

122~122-7 교수아파트  

125 호암교수회관  

125-1 호암컨벤션센터  

125-2 게스트하우스  

126 호암동관  

127 호암서관  

129 상산수리과학관  

130 기초전력연구원  

131 신소재공동연구소  

132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84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85 수의과대학  

86
치의학대학원 첨단복합
연구단지 및 의료센터  

97~98 환경안전원  

101 아시아연구소  

102 중앙전산원  

10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4 반도체공동연구소  

133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135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137 언어교육원  

137-1 언어교육원 CJ어학관  

137-2 대림국제관  

138 컴퓨터연구소  

139 기초과학공동기기원  

140~140-1 국제대학원  

141~142 약학대학  

149 후문  

150 입학본부  

151 미술관  

152 CJ인터내셔널센터  

152-1 롯데국제관  

153 우정원글로벌사회공헌센터  

200 농업생명과학대학

201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203
SPC 농생명과학 및  
기초과학연구동 

220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

221 보건대학원  

222 생활과학대학  

301 공과대학 (신공학관1)  

302 공과대학 (신공학관2)  

310 엔지니어하우스  

311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312~313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314 차세대자동차기술연구센터  

316 대형구조실험동  

330 제2파워플랜트  

331 차량정비고  

500 자연과학대학  

900~906, 
918

관악사 (대학원생활관)

919 관악사 (학부생활관)

920 관악사 후생관

921~926 관악사 (학부생활관)

931~935 관악사 (가족생활관)  

936 직원아파트  

940 연구공원  

941 백학 어린이집  

941-1 느티나무 어린이집  

942 LG연구동  

943 SK텔레콤연구동

944 삼성전자서울대연구소  

945 웅진R&D센터  

946 BK국제관  

950 국제백신연구소  

22~27 자연과학대학

28 자연대 대형강의동  

1~3 인문대학  

4 신양학술정보관 II   

5~7 인문대학  

8 두산인문관  

9~10 사범대학  

10-1 교육정보관  

11 사범대학  

12 기초사범교육협력센터  

13 사범대학  

14 인문대학  

15 법과대학  

15-1 법대첨단강의동  

16 사회과학대학  

16-1 신양학술정보관 III  

17 법과대학  

18~19 자연과학대학  

20~21 약학대학  

환경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복지관(제3식당)

농학도서관

상록인 명예전당/동창회

SPC 농생명과학연구동 농업생명과학대학

건물번호순

농업생명과학대학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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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203 200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

협동과정 농림기상학전공 

국가농림기상센터

220

36

협동과정 농림기상학전공, 
국가농림기상센터

75-1

29 약학대학  

29-1 약대신약개발센터  

30 공과대학  

30-2 공대간이식당  

31~32 공과대학  

32-1 해동학술관  

33~37 공과대학  

36

38 글로벌공학교육센터  

39 공과대학  

40 풍동실험동1  

41 선박실험공장동 

42 선형수조실험공장동  

42-1 슬로싱 실험동  

43 공대 대형강의동  

43-1 멀티미디어강의동 (이공계)  

44 풍동실험동2  

44-1 신양학술정보관 I   

45 천문관측소  

46 천문대  

47 기상관측소 

48 지진관측소  

48-1 전파천문대  

49 예술관  

50~52-1 미술대학  

53~55 음악대학  

56 자연과학대학  

57~57-1 행정대학원  

58 경영대학 (SK경영관)  

76 제4식당 (사당골)  

76-1 주차타워  

80 수의대부속 동물병원  

80-1 생물공학연구소  59 경영전문대학원 (LG경영관)  

60 행정관 (대학본부)  

61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기초교육원  

62 중앙도서관  

62-1 관정도서관 

63 학생회관  

64 IBK 커뮤니케이션센터  

65 교수회관 (식당)

66 학군단 (ROTC) 

67 두레학생문예관

68 파워플랜트

68-1 신림변전소  

68-2 영선공장  

69 실험동물자원관리원  

70 박물관  

71 체육관  

71-1 체육문화교육연구동 

71-2 포스코스포츠센터  

72 법학도서관 (국산도서관, 서암관)

73 문화관  

74 예술계복합교육연구동  

75 대학신문  

75-1 복지관, 제3식당 (전망대)  

81 생명공학연구동  

82 환경대학원  

104-1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육관  

105 유전공학연구소  

109 자하연식당  

111 카페 파스쿠치  

113 동원생활관  

115 정문  

121 총장 공관  

122~122-7 교수아파트  

125 호암교수회관  

125-1 호암컨벤션센터  

125-2 게스트하우스  

126 호암동관  

127 호암서관  

129 상산수리과학관  

130 기초전력연구원  

131 신소재공동연구소  

132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84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85 수의과대학  

86
치의학대학원 첨단복합
연구단지 및 의료센터  

97~98 환경안전원  

101 아시아연구소  

102 중앙전산원  

10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4 반도체공동연구소  

133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135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137 언어교육원  

137-1 언어교육원 CJ어학관  

137-2 대림국제관  

138 컴퓨터연구소  

139 기초과학공동기기원  

140~140-1 국제대학원  

141~142 약학대학  

149 후문  

150 입학본부  

151 미술관  

152 CJ인터내셔널센터  

152-1 롯데국제관  

153 우정원글로벌사회공헌센터  

200 농업생명과학대학

201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203
SPC 농생명과학 및  
기초과학연구동 

220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

221 보건대학원  

222 생활과학대학  

301 공과대학 (신공학관1)  

302 공과대학 (신공학관2)  

310 엔지니어하우스  

311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312~313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314 차세대자동차기술연구센터  

316 대형구조실험동  

330 제2파워플랜트  

331 차량정비고  

500 자연과학대학  

900~906, 
918

관악사 (대학원생활관)

919 관악사 (학부생활관)

920 관악사 후생관

921~926 관악사 (학부생활관)

931~935 관악사 (가족생활관)  

936 직원아파트  

940 연구공원  

941 백학 어린이집  

941-1 느티나무 어린이집  

942 LG연구동  

943 SK텔레콤연구동

944 삼성전자서울대연구소  

945 웅진R&D센터  

946 BK국제관  

950 국제백신연구소  

22~27 자연과학대학

28 자연대 대형강의동  

1~3 인문대학  

4 신양학술정보관 II   

5~7 인문대학  

8 두산인문관  

9~10 사범대학  

10-1 교육정보관  

11 사범대학  

12 기초사범교육협력센터  

13 사범대학  

14 인문대학  

15 법과대학  

15-1 법대첨단강의동  

16 사회과학대학  

16-1 신양학술정보관 III  

17 법과대학  

18~19 자연과학대학  

20~21 약학대학  

환경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복지관(제3식당)

농학도서관

상록인 명예전당/동창회

SPC 농생명과학연구동 농업생명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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