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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의 근간이 되는 생물학은 생명현상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탐구

/분석하여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21세기 선도 학문이다.

본 학과에서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대상으로 균형적인 분자/세포생물

학적 접근(생화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미생물학, 면역학, 동/식물

생리학, 발생학 등), 생태생물학적 접근(곤충학, 동/식물 분류학, 수서

생물학, 생태학, 환경생물학, 생태조사방법론, 생물정보학, 생물모방학

등)을 위한 이론과 실험/실습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생명현상

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최신 연구 기법을 적용한 실험/실습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융합적으로 해석하여 의학, 약학, 수의학, 농학 분야에 적

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학과는 인류의 당면 과제인 질병치료/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식량 안보에 능동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혁(1952~현재)

생물학과 연혁

1952 06.09 전남대학교 개교

06.09 문리과대학 개교(이학부: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

문학부: 국문학과,영문학과,철학과,사학과,정치학과,법학과)

1958 04.01 문리과대학 생물학과 신설

1965 06.17 임해연구소 설치

1979 11.12 문리과대학을 자연과학대학과 인문과학대학으로 개편

1984 09.06 제 4대 위인선 학장 취임

1985 05.08 생물공학연구소 설치(87. 3. 1. 법정화)

1986 04.01 표본연구회 창설

1988 10.29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 신설

1995 04.27 호르몬 연구센터 개소

1997 03.01 생물학과와 미생물학과 생명과학부로 통합

2000 10.11 전남대학교 자원식물연구소 설치

2005 03.01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를 생물학과로 명칭변경

2006 03.01 생물학과와 화학과가 분자생명과학계열로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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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23 표본연구회 창설 30주년 기념 표본전시회 개최

2016 12.16 자연과학대학 1호관 재건축 개관

2018 11.29 생태모방연구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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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전임교원

이종빈

1986.09.01.~2009.8.31.

배석

1987.09.01.~2021.02.28.

임형탁

1989.08.21.~현재

임선영

1992.08.12.~현재

이황희

1995.01.01.~현재

이학영

1999.02.20.~현재

김응석

2005.02.01.~현재

김근중

2005.09.13.~현재

김일철

2006.02.20.~현재

김동욱

1955.03.31.~1960.07.21.

김기원

1956.03.31.~1992.02.29.

위인선

1960.10.19.~1998.02.28.

박명삼

1962.11.01.~1977.08.25.

소웅영

1963.10.19.~1976.09.13.

전순배

1969.10.01.~2003.02.28.

나철호

1972.03.20.~1997.12.31.

최충길

1978.01.01.~2010.8.31.

황백

1980.11.24.~2013.8.31.

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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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전임교원

황성진

2007.02.23.~2013.09.06.

성하철

2010.08.23.~현재

남동하

2012.03.01.~현재

이동현

2013.02.01.~현재

김응삼

2014.03.01.~현재

이동훈

2020.03.01.~현재

박희진

2022.03.01.~현재

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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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의 기억(채집)

2014학년도 생물학과 춘계채집

2015학년도 생물학과 하계채집 및 도서생태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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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의 기억(채집)

2016학년도 생물학과 하계채집 및 표본회 박제 제작 교육

2017학년도 생물학과 하계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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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의 기억(채집)

2022학년도 생물학과 춘계채집 사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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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의 기억(채집)

2022학년도 생물학과 춘계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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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의 기억(표본전시회)

제 1회 생물학과 표본전시회 포스터
( 1986. 12. 8 ~ 12. 9 )

제 7회 생물학과 표본전시회 포스터
( 1993. 12. 3 ~ 12. 6 )

제 4회 생물학과 표본전시회 포스터
( 1990. 11. 13 ~ 11. 15 )

제 22회 생물학과 표본전시회 포스터
( 2008. 11. 13 ~ 11. 15 )298 299



생물학과의 기억(표본전시회)

제 21회 생물학과 표본전시회 ( 2007. 11. 19 ~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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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의 기억(표본전시회)

제 28회 생물학과 표본전시회 ( 2014. 11. 19 ~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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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의 기억(표본전시회)

제 29회 생물학과 표본전시회 ( 2015. 11. 18 ~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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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의 기억(표본전시회)

2021학년도 생물학과 표본전시회

제 35회 생물학과 표본전시회 ( 2021. 11. 25 ~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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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기자재

세포내물질대사분석기

생물학과 고가 첨단 기자재

레이저공초점현미경유세포분석기308 309



생물학과의 기억(실험실)

1970년대 생물학과 실험실

현재 생물학과 실험실(2022년)310 311



생물학과 학생활동

2014학년도 생물학과 취업 워크숍

2017학년도 생물학과 견학 -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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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생물학과 견학 - 생물의약연구센터

2018학년도 생물학과 견학 - 세계김치연구소생물학과 학생활동

314 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