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학문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며, 생명현상과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

BT, NT, IT, ET, CT등 첨단 응용 학문 영역의 핵심 기술 보유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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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은 현대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학문이다. 물리과학과 생명과학 분야

의 기초가 되며 NT, BT, IT, ET, CT 등 첨단 응용 학문 영역의 기본이 된

다.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고 창조하며, 생명현상을 포함하여 복잡한 자

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 분야이다.

교과목으로 물리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등 화학 전

분야의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 할 수 있도록 강의와 실험 실습과

정으로 구성되어 폭넓게 공부하고 있다.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제약, 환경, 식품, 전자, (신)소재, 정유

등 으로 취업의 폭이 크다. 또 현재 화학분야의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이상 자격을 가지면 취업이 훨씬 용

이하다. 교직을 이수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거나, 약학대학으로 진학하여 약사가 되거나, 또는 의·치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하여 의사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연혁(1952~현재)

1952 06.09 전남대학교 개교

06.09 문리과대학 화학과 개교

1979 07.21 문리과대학 화학연구소 설치

11.12 문리과대학을 자연과학대학과 인문과학대학으로 개편

1981 02.28 자연과학대학부속화학연구소를 전남대학교화학연구소로 개편

1997 03.01 자연과학대학 수학과,통계학과,물리학과,화학과를 기초과학부로

생물학과와 미생물학과는 생명과학부로 통합

1999 03.01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통계학과를 수학/통계학부로,

물리학과, 화학과를 물리·화학계열로 통합,

정보학부를 컴퓨터정보학부로 명칭 변경

12.24 전남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 설치

2006 03.01 자연과학대학 물리화학계열 내의 물리학과가 독립.

동계열내의 화학과와 생물학과가 분자생명과학계열로 재편성

2010 03.01 분자생명과학계열(생물학과, 화학과)을 생물학과와 화학과로 분리

2012 05.01 자연대 1호관에서 기초과학특성화과학관A동 이전

화학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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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전임교원

이계수

1955.03.31.~1994.02.28.

최주현

1952.04.01.~1987.02.28.

정진순

1958.05.31.~1995.08.31.

조기형

1963.07.11.~1997.08.31.

조민수

1969.02.01.~1992.05.04.

함희석

1983.09.23.~2008.02.29.

최원기

1972.03.20.~2007.08.31.

최용국

1987.09.01.~2016.08.31.

한종수

1982.04.27.~2015.08.31.

이순기

1980.04.29.~2014.02.28.

남계춘

1989.03.16.~2021.02.28.

국성근

1993.08.23.~2021.08.31.

우희권

1993.08.23.~?

김재녕

1995.01.01.~현재

김정선

2005.09.13.~현재

박형련

1989.03.07.~현재

오종훈

1996.02.05.~현재

이선우

2008.02.2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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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전임교원

전승원

1995.01.01.~2022.08.31.

정제훈

1999.02.20.~현재

정현담

2010.08.22.~현재

최현철

2007.09.01.~현재

이준승

2010.03.01.~현재

이철원

2011.09.01.~현재

조성

2012.03.01.~현재

김지민

2014.09.01.~현재

나경수

2015.03.01.~현재

서정숙

2019.09.01.~현재

김인영

2020.09.01.~현재

김창우

2021.09.0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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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의 추억 – 전임교원 화학과의 추억 – 학생(졸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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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건물 이전

자연대 1호관에서 2012년 5월 기초과학특성화과학관 A동 신축 이전

화학과 신축 건물 고사

재학생 특강266 267



화학과 장학금 전달식

한종수 교수 장학금 전달식

조기형 교수 장학금 전달식

화학과 교수 발전기금 장학생 선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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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졸업논문 발표

270 271



화학과 취업캠프

272 273



화학과 취업캠프

화학과 취업캠프 (2010.9.3. ~9.4)
화학과 취업캠프 (2012.09.14~ 09.15)274 275



화학과 캠프

화학과 취업캠프 (2013.09.06~09.07) 화학과 취업캠프 (2014.09.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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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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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MT & 진로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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