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국가기술력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첨단 과학기술학문

국내 최고 및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교육과 연구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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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1952~현재)

생명과학기술학부 연혁

생명과학기술학부는 2003년에 본부 직할학부로 신설되어 2012년 자연

대로 편입되었으며 기초 및 응용생물학 그리고 산업화 융합기술에 대한

교육 및 첨단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학부에서 추구하

는 고부가가치형 첨단 생명과학기술은 21세기 국가기술력의 척도가 될

것이며,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생명과학기술학부가 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학

부에서는 ‘생명과학’과 ‘시스템 생물학’ 두 개 전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입생들의 유치하고 체계화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 양성

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간 백 여 명의 학생이 의·치의학 전문대

학원과 약학대학에 진학하였으며, 다수의 졸업생들이 대학원 진학 및 취

업을 통하여 생명과학 및 기초의학 연구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핵수

용체 연구단(창의연구단), 호르몬 연구센터 등 국책 연구사업단을 운영하

고 있는 대학원과정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겸비한 연구인력 양성에 최선

을 다하고 있다. 우리 학부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포함하여 실험실 및 산

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구‧실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 및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교육

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1997 01.01
LG 경영진단팀에 전남대 발전 방향 분석 의뢰: 특성화 분야로 BT 분야

선정

1999 04.01 생명과학 연구단(정선식 단장) 추진

2001 09.01 전남대학교 BT 특성화 사업 추진(안) 작성

2002 07.18 BT 분야 특성화 추진 위원회 구성

2002 09.06 생명과학기술원 개설준비위원회 구성

2003. 09.02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생명과학기술학부 신설 인가 (정원 110명)

2003 11.19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출범 (자연대 생명과학부, 농생대 생명공

학 전공, 공대 생물공학 전공, 호르몬연구센터 소속 교수 20명 생명과학

기술학부 전임교수로 발령)

2004 03.02 생명과학기술학부 신입생 111명 입학

2005 10.10 친환경바이오인력양성사업단 NURi사업 선정

2006 04.26
바이오기능제어인력양성사업단 2단계 BK21사업 기초과학분야(대형) 

선정

2007 04.04 면역질환 수용체 특성화 사업단 의생명･생물분야 특성화 사업단 선정

2012 03.01 생명과학 전공, 시스템생명공학 전공은 자연대 생명과학기술학부로

생물공학전공은 공대 생물공학과로 모집단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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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호

2004.02.24.~현재

이귀숙

1998.03.01.~현재

최흥식

1996.01.01.~현재

이영철

1999.08.20.~현재

박희세

2003.02.18.~현재

김창수

2004.08.27.~현재

강형식

2004.02.24.~현재

정영희

2004.08.27.~현재

최원석

2012.03.01.~현재

권혁방

1979.07.01.~2011.02.28.

정기철

1983.07.12.~2010.02.28.

임욱빈

1985.03.01.~2017.02.28.

지연태

1989.09.01.~2017.08.31.

배동규

1991.08.19.~2017.02.28.

전상영

1996.03.01.~2021.08.31.

오상진

1991.08.19.~현재

채호준

1996.06.01.~현재

소재목

1995.01.12.~현재

생명과학기술학부 전임교원

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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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구

2013.09.01.~현재

장규필

2018.09.01.~현재

염수진

2019.09.01.~현재

심재성

2020.01.01.~현재

寫

생명과학기술학부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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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

생명과학기술학부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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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

생명과학기술학부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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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

생명과학기술학부 언론기사

2008년 학사학위논문 포스터 발표대회

흥미로운 ‘생명과학기술의 세계’ 

2009년 학사학위논문 포스터 발표대회392 393



寫

생명과학기술학부 학술 및 연구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삼성 바이오에피스 진로간담회(2022-01-24) 

‘랜선 겨울여행’ 전남대에 왔을 때 꼭 가봐야 하는 곳은?

삼성 바이오에피스 채용설명회 ‘랜선 겨울여행’ 인터뷰 모습. 학생들은

전남대 디지털도서관 정보마루, 민주길 등 명소 10곳을 소개했다. 

윤승도 대학원생 ‘전남대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구노트 대회 대상(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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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기술학부 대,내외 활동

‘쾰른 식품가공기술전’ 참관

(2006-04-03~08)

‘모스크바 의약품 박람회’ 참관(2006-10월)
‘동경 국제 바이오 EXPO 2006‘ 참관(2006-0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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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기술학부 학생활동

생명과학기술학부 제1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2004-02-20)

생명과학기술학부, 전남대 교직원 체육대회 배구 우승

스승의 날 체육대회(20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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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기술학부 학생활동

스승의 날 체육대회(20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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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기술학부 학생활동

스승의 날 체육대회(20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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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기술학부 학생활동

스승의 날 체육대회(20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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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기술학부 대,내외 활동

2011년 봄 운동회(2011-05-20)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우리운동회’(2022-05-25)

2006년 가을 운동회날 바비큐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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