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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은 지구의 구성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분석하여 지구의 생성, 

지구의 구조와 변화과정을 밝히고 그 미래를 분석, 예측하는 과학이다.

이러한 지질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1) 지구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순수지질 분야.

2)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주요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응용지질 분야,

3) 토양, 지하수의 오염현상 분석 및 정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환경지질 분야를 폭넓게 공부할 수 있다.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지질학적 안전성이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 지구 상에서는

천연자원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지질학 관련 전문

분야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원과 석유 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의 국영기업체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구환경과학부
지질환경전공 연혁

지구환경과학부 지질환경전공은 1978년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96년 지질학과와 해양학과를 지구환경과학부로

통합하여 지질환경전공과 해양환경전공으로 각각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 다 . 지 질 환 경 전 공 은 현 재 허 민 교 수 ( 고 생 물 전 공 ), 여 인 욱

교수(지하 수환경 전공), 노열 교 수(토양/지구 미생물학 전공),

신동훈교수(지진/지구물리 전공), 성동훈 교수(지구물질과학 전공),

장태수 교수(연안환경지질/퇴적학 전공), 장이랑 교수(구조지질/지구조

전공)가 재직 중이다. 명예교수로 박홍봉 교수(광물학/광상학), 김성균

교수(지구물리/지진 전공), 김용준 교수(암석학), 박배영 교수(암석학),

신상은교수(광물학/광상학 전공), 전승수교수(퇴적환경학 전공)를

포함한다. 전남대 지질환경전공 재직 및 명예교수는 지질학분야의

위상 강화 와 양 질 의 인재 를 양 성 하기 위 하여 노 력하고 있다.

1952 06.09 전남대학교 개교

1978 10.07 문리과대학 지질학과 신설

1979 07.21 문리과대학을 자연과학대학으로 개편

1980 03.01 일반대학원 지질학과 신설

1990 09.06 제7대 박홍봉 학장 취임

1996 03.01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와 해양학과를 지구환경과학부로 통합

1997 03.01 일반대학원 지질학과에서 지구환경과학과로 명칭 변경

1997 02.03 전남대학교 지진관측소 설치

2010 08.02 제17대 허 민 학장 취임

2015 03.01 2015 일반대학원 지구환경과학과에서 지질환경과학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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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과학부 지질환경전공 전임교원

박홍봉

~1992.08.31.

김성균

1989.09.01.~2010.02.28.

김용준

1982.04.27.~2011.02.28.

박배영

1980.10.25.~2015.02.28.

신상은

1985.03.01.~2020.02.28.

전승수

1993.08.26.~2020.08.31.

허민

1991.08.26.~현재

여인욱

2003.08.26.~현재

노열

2004.08.26.~현재

신동훈

2010.03.01.~현재

성동훈

2017.03.01.~현재

장태수

2020.09.01.~현재

장이랑

2020.09.0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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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질학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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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및 전공의 기억(학술 및 연구)

2003년 Field School 현장실습(해남 우항리) 2007년 무등산 야외답사

2006년 7월 19일 전국연합필드(해남 우항리 공룡박물관) 2007년 Field School 현장실습(해남 공룡박물관)324 325



학부 및 전공의 기억(학술 및 연구)

201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탐방 2015년 대학원 연구발표회

2015년 지질종합조사 현장실습(격포) 2018년 지질종합조사326 327



학부 및 전공의 기억(학술 및 연구)

2014년 졸업논문발표 2015년 졸업논문발표

2016년 졸업논문발표 2019년 졸업논문발표328 329



학부 및 전공의 기억(학술 및 연구)

2012년 취업동문초청세미나 2014년 취업동문초청세미나

2015년 취업동문초청세미나 2019년 취업동문초청세미나330 331



학부 및 전공의 기억(학술 및 연구)

2021년 지질종합조사 현장실습 2021년 취업동문초청세미나

2022년 졸업논문발표 2022년 지질종합조사 현장실습332 333



2009년 12월 1일 지질학과 사은회 2009년 12월 1일 지질학과 사은회

학부 및 전공의 기억(학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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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및 전공의 기억(학생활동)

2013년 스승의 날

2014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5년 진로워크샵
2015년 전공진입식336 337



2016년 진로워크샵 2017년 전공진입식

2018년 체육행사 2019년 스승의 날

학부 및 전공의 기억(학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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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및 전공의 기억(학생활동)

2020년 전공진입식 2021년 전공진입식

340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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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과학부 지질환경전공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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