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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1-750-3290
https://www.scnu.ac.kr/agroscience/main.doAgricultural Life Science 

농생명과학과

기초농업부터 스마트 농업까지 실무능력을 겸비한 
농생명 전문가 양성

■학과(전공) 소개

■교수진 및 전공분야

 농생명과학과는 기초농업부터 스마트 농업까지 실무능력을 겸비한 농업전문가를 육성하는 학과이다

농생명과학과는 4차 산업시대 미래 농생명산업 선도를 위해 

전국 유일 3개 전공 [작물생산(농학), 작물재배환경(농화학), 

작물보호(농생물학)] 분야를 융합한 학과로써, 기초농업부터 

스마트 농업까지 실무능력을 겸비한 농생명 전문가를 양성

하기 위한 학과이다. 

창의적 인재 양성

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

  기초농업부터 첨단 스마트 농업까지 융합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일 잘하는 농업 전문가 육성

  지속 가능한 농업 및 기후변화 대응, 미래 식량안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스마트 농업, 스마트 토양 환경 관리, 스마트 

식물병 방제 등의 기술 배움터

작물개발
(농학)

국·내·최·초

3개 전공융합
작물보호
(농생물학)

재배환경
(농화학)

임요섭 교수 
독성학

김행훈 교수 
작물생리학

김상윤 교수 
토양학

조주식 교수 
농업환경학

홍기정 교수 
일반곤충학

김경희 교수 
임상식물병리학

배창휴 교수 
작물생명공학

백소현 교수 
생물소재개발

강세원 교수 
농업바이오매스학

나의식 교수 
작물유전학

박숙영 교수 
분자식물병리학

김기태 교수 
농업생물정보학

정용화 교수 
식물분자생물학

전승호 교수 
작물생산학

이세진 교수 
해충방제학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농생명과학과 교수진들이 

농생명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스마트
농생명

미래대응
신품종 개발

스마트
식물병·해충관리

스마트
작물재배

기후변화
농업환경관리농생명

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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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Life Science 

■실무능력을 겸비한 농생명 전문가

케미칼

전라
남도농업기술원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책임운영기관

국가기관
및
연구소

전문
기업체

영농창업

- 도 농업기술원 9개

벤처회사 (식용버섯, 미생물 농약)

식물약국

친환경농자재회사

종묘회사

- 시군 농업기술센터 156개

•종자(산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농화학(산업)기사

•토양환경(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농산물품질관리사

•시설원예사

•수질환경기사

•버섯종균기사

•친환경인증심사원

•우수농산물인증 심사원

자격증 종류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기후변화 대응형 신재생에너지 산업 (683 억원)

 • LINC+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 스마트농생명 융복합 복수전공 지원 (20 억원)

 • 그랜드 ICT 연구센터 사업

   - 지능·창의 융복합 복수전공 지원 (213 억원)

 • 미래농업전문경영인양성사업단

   - 학생 현장학습 및 실무 교육지원 (4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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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학전공

숲과 사람, 그리고 환경

■학과(전공) 소개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교수진 및 전공분야

산림자원학은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능과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 이용하는 학문으로서 산림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하고 지도할 전문인과 과학자의 양성을 도모한다.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국민정서에 맞도록 조성하며 임목의 이용보전 및 기술을 연마한다. 또한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복구시키고 환경녹지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주민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자, 기술인력 및 경영인을 양성한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연마하여 임학 및 임업발전에 필요한 연구자, 지도자, 

경영인을 양성한다.

•박인협 교수 (수목생리생태)

•박문수 교수 (산림공학)

•정현채 교수 (임산가공학)

•최수임 교수 (산림정책·경제학)

•조계중 교수 (공원·휴양학)

•조건호 교수 (산림병리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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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Resources 

■졸업 후 취업현황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주요 전공 과목

자격증 종류

▶  공무원 : 국가직(산림청 및 산하기관),

                 지방직(서울특별시, 광역시, 시·도·군의 산림과)

▶ 기   업 : 산림조합중앙회 및 조합, 산림법인 및 산림기술사 사무소,

                한국양묘업체, 펄프·제지회사, 목재회사, 해외산림개발업체

▶ 연구소 : 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수목원, 산림환경연구소

▶ 자영업 : 조경수 생산업 및 조경업, 임산물생산업(버섯, 산채 등)

▶ 공사/공단 및 기타 : 국립공원공단, 식물자원·조경 중등교사

•산림환경보전학 및 실습

•목질바이오매스 및 실험

•산림휴양학 및 실습

•산림측정학 및 실습

•목재가공학 및 실습

•수목학 및 실습

•입업종묘학 및 실습

•산림토목학 및 실습

•산림(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산림치유지도사

•나무의사

•수목원전문가

•정원전문가

▶ 학과행사

1학기 전체 MT / 가을학기 전체 친목행사(낙우송손짓)

산림자원동문회(선배님 오시는 날) / 취업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

졸업인증실습

▶ 실험실 현황

조림육종학 실험실 / 산림환경보전학 실험실 / 임산가공학 실험실

산림환경복원공학·수목학 실험실 / 산림휴양학 실험실

▶ 학과 장학금

서호 장학금(서호 김용환 명예교수님 지정장학금) / 동창회 장학금

(주)남부에너지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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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1-750-3870
https://www.scnu.ac.kr/land/main.do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학전공 

■학과(전공) 소개

■교육목표 및 인재상

조경(造景; Landscape Architecture)은 인간 삶의 터전인 땅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는 과학 기술이자 창조적 예술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조경이 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경학은 소규모 주택정원과 도시광장에서부터 공원, 레크레이션 시설, 단지, 

도시, 국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외부공간의 계획·설계·시공·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조경학과는 동시대의 국제적 

감각과 정보기술을 습득하고, 자연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계획 능력과 창의적 설계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강의와 실습을 제공한다.  

조경학전공 학부 과정에서는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생태, 조경시공, 조경관리, 조경수목, 조경미학 같은 기초 이론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

진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깊이 있는 이론을 공부하고, 연구와 실습을 통해 전문 지식을 함양하여 조경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과학적 지식(자연·생태 등)과 인문적 지식(역사·문화 등)이 균형잡힌 인재

•동시대의 국제적 감각과 정보 기술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

•학교와 사회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협동 능력을 갖춘 인재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실천력을 갖춘 인재 

■교수진 및 전공분야

•이정 교수 (조경사 및 조경미학)

•김도균 교수 (조경식재계획 및 관리)

•최정민 교수 (조경 설계)

•박석곤 교수 (조경수목, 환경생태)

•김순기 교수 (조경계획)

 대지 위에 자연과 삶을 디자인하는 조경 

산림자원·조경학부12    21세기 첨단 생명산업과학 인력 양성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졸업 후 취업현황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교육과정

교과과정

조경은 양성 평등의 전문직으로 폭 넓고 다양한 직무와 직능을 가지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고르게 

활동한다.  

▶ 공공분야 

  • 중앙직공무원(산림청, 국립수목원 등), 지방자치단체공무원(녹지직, 산림직, 조경직 등)

  •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한국임업진흥원, 농촌진흥청 등) 

  • 지방공사(SH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  민간분야

  • 계획·설계 분야(엔지니어링, 조경설계사무소, 경관설계사무소 등)

  • 시공·관리 분야(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조경식재업, 조경시설물업, 환경생태복원, 조경자재, 

    조경시설물, 수경시설 등)

  • 녹색산업 분야(조경수 생산·유통업, 수목원과 식물원, 화훼, 초화류, 토양과 비료, 정원자재 등)

▶  교육·연구 분야(대학, 대학원, 연구소, 학원 협회, 조경잡지 등)

•학부과정 (1,2,3,4학년)

•대학원과정(석사, 박사) 

•학·석사 연계과정

    ( 학사 3.5년 + 석사 1.5년)에   

학사와 석사학위의 취득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논문 필요없이 박사

학위 취득)

• 1~2학년: 조경의 이해, 조경

제도표현, 조경계획론, 설계

이론기초실습, 조경수목학 및 

실습, 조경재료학, 조경컴퓨터

그래픽, 정원설계스튜디오, 

조경시공 및 관리실습, 정원의

역사, 정원학 및 실습, 정원

식물학 및 실습, 조경식재이론

• 3~4학년: 조경미학, 조경식재

실무학, 조경구조학, 환경

생태학 및 실습, 조경적산 및 

실습, 조경관리학 및 실습, 

컴퓨터조경디자인스튜디오, 

식재기반계획, 환경심리학, 

공원설계스튜디오, 단지 및 

기반시설설계스튜디오, 자유

주제종합설계, 지역연계조경

실무

·조경(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도시계획기사

·조경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술사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

·토목(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 전학년 공통  

              • 대학 생활을 설계해 가는 봄학기 전체 모꼬지(MT)

              • 전공분야의 전문기술을 활용한 봉사활동(소록도/SOS어린이마을)

              • 흥미와 관심이 비슷한 친구들이 함께 하는 취업동아리 및 소모임

              • 조경 관련 전문가 초청강연회(수시)

              • 선배들과 함께하는 조경동문회

▶  2학년 • 조경수목학 제주 답사

▶  3학년 • 국내 및 해외 조경사례 현장답사 

              • 현장 실습을 통한 학점 인증  

              • 전국 규모 공모전

▶  4학년 • 졸업작품전시회 (4학년)

              • 호남조경대전 (4학년)

              • 현장 실습을 통한 학점 인증  

              • 전국 규모 공모전

▶  학과 장학금 - 야정장학금(이상철 명예교수 지정장학금)

자격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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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원과학과

■학과(전공) 소개

동물자원과학과는 산업동물 및 반려동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동물자원 분야에서 동물질병, 동물성 식량자원 공급 및 생명공학 연구를 통한 인류의 

생명, 식량,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친환경적 동물자원 생산과 동물복지 개선에 관한 전공지식을 습득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

하며, 다양한 동물체의 구조와 기능 학습을 통하여 동물건강과 생태를 이해하고 우수 개체 생산을 위한 동물복제, 인공수정, 동물유전육종, 첨단 

사료와 사양관리, 동물성식품 생산과 가공·유통 등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동물자원 및 동물생명공학 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목표 및 인재상

 •  동물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

 •  동물자원 및 축산에 대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  인류의 식량자원, 생명,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  동물자원 및 동물생명공학 분야에서 국가와 인류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수진 및 전공분야

•양철주 교수 (동물영양사료)

•이상석 교수 (반추동물영양)

•박광욱 교수 (동물발생공학)

•서강석 교수 (동물유전유종)

•남기창 교수 (식육과학)

•조용일 교수 (동물질병)

•하호경 교수 (우유과학미생물)

첨단 생명과학 영역에서 
무한한 동물산업 발전 가능성을 가진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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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졸업 후 취업현황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주요 전공 과목
▶ 주요 취업 분야

  • 공무원(지자체, 국립축산과학원, 농업기술센터 등), 정부출연 및 기업체 연구소

  •  공기업(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식품위생안전관리인증원,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농협, 축협,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등)

  • 기업체(사료, 기업목장, 동물약품, 유가공, 식육가공, 동물원, 수의병원, 반려동물 관련 등)

  • 축산경영 및 컨설팅

  • 대학원 석·박사 진학

• 동물자원미생물학

• 동물영양학

• 동물번식학

• 동물유전학

• 동물질병학

• 동물자원생화학

• 사료생산공학

• 식육과학

• 동물전염병학

• 동물육종학

• 발효유제품학 및 실습

• 동물발생공학

• 반려동물

• 식육가공학 등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교직이수자) 

• 축산산업기사

• 축산기사

• 가축인공수정사

• 식육가공기사

• 식육처리기능사

• 가축방역사

▶ 학과 행사 및 프로그램

  • 3년 연속 우수학과 선정 / 학과 전체 MT , 학과 동문회(축맥제)

  • 산학연협동과정(대학원) / 미래전문농업경영인양성사업단(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 청정농식품생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 /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사업단(Link+)

  •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양성사업 (BK21) / 지역선도대학사업

▶ 실험실 현황

  • 동물영양사료실험실 

      -  동물영양학을 기초로 동물의 생명현상, 동물복지, 친환경 기능성 사료, 기후변화 대응 축산, ICT 

융합축산 및 신재생 에너지 축산에 대한 연구개발

  • 반추영양 및 혐기미생물 실험실 

      -  반추미생물 조절에 의한 조사료 자원의 이용성 향상 연구

  • 동물발생공학실험실

      -  동물발생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한 생명현상 이해 및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 인간에게 유용한 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제반 연구

  • 동물분자생물학실험실

      -  국내 사육되는 가축을 대상으로, 가축이 가진 능력을 유전적으로 개량하는 연구

  • 근육식품학실험실 

      -  식육, 계란, 육제품의 품질, 성분분석, 안전성, 기능성 연구 및 식육가공품, 펫푸드 연구개발

  • 동물질병학실험실

      -  동물의 질병을 이해하고 예방과 관리를 통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연구

  • 우유과학미생물실험실

      -  유제품의 특성 연구, 기능성 유제품 개발 연구

자격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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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학과

■학과(전공) 소개

본 학과는 채소, 과수, 화훼분야의 원예작물을 대상으로 노지재배, 시설재배, 생리, 생명공학, 육종, 번식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과로써

이 분야에서 전문 기술과 창의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원예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원예 산업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목표 및 인재상

• 채소, 과수 및 화훼 식물의 품종육성, 재배기술, 생산물의 저장·가공·이용·유통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이론과 기술을 연마하여 우리나라 원예 

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 지식인을 양성한다.

• 채소원예학·과수원예학·화훼원예학·시설원예학·생물공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실험·실습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전문가 특강, 현장견학, 현장실습, 인턴십, 농업계 고교와의 교류, 해외연수 등의 영농정착 교육과정을 통해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학사와 미래 농업 마이스터를 양성한다.

■교수진 및 전공분야

•송원섭 교수 (과수원예학)

•강종구 교수 (화훼원예학)

•노일섭 교수 (원예육종학)

•박종인 교수 (채소원예학)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한 “삶” 

원예학과 학생역량강화

▶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와 개선

▶ 전반적 교육역량강화

▶ 현장실습교육 역량강화

▶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산학협력체계 강화

▶ 산업체 현장실습 기관 확보 및 연계

▶ 현장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홍보

▶ 산학협동연구 기반 구축

▶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교육 과정 및 환경개선

▶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선

▶ 교육환경유지 및 개선

▶ 전공별 교수지원

▶ 학과홍보 강화 및 우수학생 확보

▶ 장학금 확보와 지원

교원의 연구·교육 역량 강화

▶ 세미나 개최를 통한 연구업적 향상
▶ 연구기반 조성  및 프로젝트 사업
     활성화 
▶ 자기주도형 학습 프로그램 도입

▶ 교원직무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생지도 및 소통강화

▶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참여도 제고
▶ 학생 밀착지도에 의한  교수-학생 
     소통 증대

▶ 진로 및 취업 상담 및 지도

취업지원 및 졸업생 관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Internship 계약업체 확대
▶ 자격증 특강 및 동아리 운영
▶ 진로·취업 특강 및 졸업생 관리

Vision 2030
현장중심 맞춤형 

전문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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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orticulture 

■졸업 후 취업현황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주요 전공 과목
▶ 공무원 : 국가직(농업기술센터 및 산하기관), 지방직(서울특별시, 광역시, 시·도·군의 원예·농업)

▶ 기   업 : 농약, 비료, 종묘, 제약, 농산물가공회사, 농협(원예)

▶ 연구소 : 농생명공학연구원, 각종 연구소

▶ 자영업 : 농업벤처회사, 농약사, 종묘사, 채소·과수·화훼 농장

▶ 대학원 석·박사 진학

• 시설원예학

• 화훼원예학

• 채소원예학총론

• 식물육종학입문

• 열대과수학

• 화훼생산의실제

• 과수원예학및실습

• 채소원예학각론

• 시설환경IT제어

• 생물공학의실제

• 원예창의종합설계1

• 원예창의종합설계2

• 시설원예기사

• 식물보호(산업)기사

• 종자(산업)기사

• 유기농업기사

• 농산물품질관리기사

• 농림토양평가관리사

▶  학과행사

  • 학사 학위논문 발표 / 졸업 선배 특강 / 창·취업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세미나

  • 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 특강 / 학술발표대회 / 미래전문농업경영인양성사업단

  • 대학혁신지원사업 SCNU“동행“ / 취업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

▶  실험실 현황

  • 채소원예학 실험실 / 과수원예학 실험실 / 화훼원예학 실험실

  • 생물공학 실험실 / 시설원예학 실험실

▶  학과 장학금

  • 조비,경농장학재단[2년 장학금]             • 원예상록상             • 국가장학금

  • 성적장학금                                       • 파루장학생              • 원예학과 동문회 장학금

▶  기타 (우수 취업 사례(2018~2020))

  • 농업연구사 : 2명                   • 농업지도사 : 5명                    • 농업주무관 : 1명

  • 농업직공무원 : 3명               • 지역 농·축협 : 4명

자격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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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졸업 후 취업 현황

■학과(전공) 소개

순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영양, 영양교육·상담, 식품·위생, 단체급식 등을 교육하여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국민의 

행복과 건강한 장수를 실현할 수 있는 현장맞춤형 영양사, 영양교사, 식품영양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별 로드맵과 난이도에 따른 특별지도(땀방울SS학습), 집중지도(S2S학습), 자율지도(면허·자격증 취득)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봉사활동(채움늘)을 합니다.

‘Endospore·Pioneer·BioNutri-zip’라는 “연구·취업소모임”을 통하여 조기진로 선택을 유도하고 ‘졸업생-재학생-산업체(공공기관)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교수진 및 전공분야

•박석규 교수 (식품미생물학)

•윤보람 교수 (급식·외식경영)

•이미경 교수 (영양생화학)

•이해인 교수 (응용영양학)

▶  우수 취업 사례 (2017~2020)

  •순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임용

  •영양교사 32명 임용

  • 대기업 급식 전문업체 취업(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풀무원푸드앤컬처, 롯데푸드 등)

  • 식품위생직, 보건직 공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 식품 및 바이오 회사 취업(오뚜기, 해태, 쥬비스, 애니젠, 해농 등)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여 국민의 행복한 건강장수 실현

교육
목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보건영양전문가 양성

·지역사회에 영양지식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식품영양교육 전문가 양성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푸드서비스 경영자 양성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식품영양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가 양성

인재상
·시대의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식품영양 전문인

·식품영양 지식과 실무능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식품영양 전문인

18    21세기 첨단 생명산업과학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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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분야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학과 동아리 활동

주요 전공 과목

▶  비교과프로그램

  • 치매극복의 날 영양교육 부스 운영 •찾아가는 전공·진로탐색 •찾아가는 어린이 영양체험교실

  • 식품회사 및 연구소 현장견학 •현장실무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  

  • 전문가 초청 및 졸업생 특강 •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 

▶  실험실 소개

  •식품미생물학실험실    - 우수한 기능성 발효 미생물의 분리와 육종 연구

                                    - 음향진동 발효공법    

  •임상영양생화학실험실 - 다양한 천연물 소재의 대사성 질환 예방과 개선 효능 검증

  •급식·외식경영실험실   - 푸드서비스 산업의 전략과 트렌드 연구

  •응용영양학실험실       - 다양한 식품유래 유용식품 소재 실용화 및 메디푸드 제품 개발

▶  장학금

  •(교내) 성적우수장학금/발전지원재단 / 

  •(교외) 국가장학금(Ⅰ,Ⅱ) /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사업단) 청정농식품생명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

■영양 분야

•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임상영양학

•식사요법

■영양교육·상담 분야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판정 및 실습

•지역사회 영양학

■식품·위생 분야

•식품위생학, 식품미생물학

•식품화학 & 조리과학

•식품위생관계법규

•식품가공 및 저장학

•기능성 식품학

■단체급식·실무 분야

•단체급식 관리

•급식경영학

•영양사 현장 실습

•식생활 관리

•영양사면허증

•영양교사 2급

•위생사면허증

•보건교육사 3급

•임상영양사면허증

•조리기능사

•식품(산업)기사

•농·수산물 품질관리사

분 야 세부내용

단체
급식
분야

교육기관 초·중·고·대학교 영양사, 영양교사

산업체 대·중·소기업 급식, 금융기관 

공공기관 관공서, 선수촌, 군대, 교정시설

의료기관 병원, 헬스케어 업체,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
보육시설

복지관, 노인·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식품산업체 품질관리, 마케팅, 홍보영양사, 푸드스타일링

연구 정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및 연구소, 기업 부설연구소(대기업·중견기업)

행정 식품 보건·위생직 공무원, 안정성 분야 공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 대학원 진학 및 대학교수

언론매체 신문·방송 식품영양전문컬럼

자격증 종류

식품영양

소모임

진정한 땀을 흘리는
식영인들과 함께하는 Steady Study(SS)의 
‘학습 소모임’

식품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국가기관, 바이오&식품업체의 
취업을 준비하는 ‘연구·취업 소모임’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고 
효능을 검증함으로써 관련업체 및 연구소에 
취업을 위한 ‘연구·취업 소모임’

국내외 푸드서비스산업의 트렌드와 
소비자행동을 연구하고 급식·외식 

아이디어공모전을 준비하는 
‘연구·취업 소모임’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봉사 소모임’ 땀방울

Endo
Spore

BioNutri-
zip

채움늘

Pi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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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학과(전공) 소개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는 스마트팜 분야의 첨단학과로 전남대학교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와 함께 공동학과로 운영한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이 농작업에 접목되어 데이터와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농업 4.0 시대 진입에 부응하여 4C(비판적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 협업능력-Collaboration, 소통능력-Communication)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순천대-전남대 첨단 공동학과 : 본 학과는 국립대 최초로 전남대, 순천대 간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학과이며,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소정의 이수

과정을 완료하면 전남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공동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교육목표 및 인재상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농업기계, 장비 및 농업시설 등의 설계, 제작을 위한 공학적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다. 세부전공 분야로는 농업동력 및 기계, 

가공공학, 농업시설, 환경공학, 계측 및 자동화 분야를 포함한다. 농업과 공학을 기반으로 기계, 전기/전자, 생물학, 컴퓨터공학 등 여러 분야의 이론을 

농업과 농산물에 적용한다. 본 학과는 졸업생들이 공직, 산업체, 연구소, 교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진 및 전공분야

•최병민 교수 (유체공학,가공기계학) •선우훈 교수 (바이오소재공학) •배영환 교수 (계측,제어공학)

•김혁주 교수 (스마트농업기계공학) •김정실 교수 (생체역학,바이오센서)

Smart Farm with BTS
(Boost IT-Bio Technology based Sustainable agriculture)

지능화 Agri-Tech 기술
(인공지능, 빅테이터 등)을 활용하여

지능화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인재

무인화 Agri-Tech 기술(로봇,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인 자동화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인재

Agri-Tech 기술 기반의 재배-환경
-육종-생산의 융합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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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t Biosystems Engineering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주요 전공 과목

  • 1학기 전체 MT   • 취업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

  • 졸업논문발표회   • 공모전/경진대회 참여(2018~2019 수상 3건)

  • 졸업논문 발표회(창의종합설계)   • 농업기계 기술전/박람회 참관

  • 스마트팜 현장 견학   • 전문가 및 졸업생 초청 특강

  • ‘일심’ 학과 축구 동아리

▶  실험실 현황

  • 농산가공기계 실험실       • 계측제어 실험실   • 스마트농업공학 실험실 

  • 스마트바이오소재공학 실험실       • 생체공학 실험실

▶  학생 지원 사업

  • 대학혁신지원사업(SCNU 동행, 캡스톤 디자인 등)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신재생 농업에너지 분야)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스마트팜 분야)

  • 대학 특성화 학문분야 사업(스마트팜 분야)

  • 미래전문농업경영인양성사업단(진로탐색 및 체험교육, 취업동아리 등)

  • 두뇌한국(BK21) 사업(IT-Bio시스템융합전공 참여)

  • 재학생 75% 이상 장학금 수혜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농업기계학

•농업동력학

•농업시설공학

•농산가공기계학

•바이오소재공학입문

•생체역학개론

■국가기술자격증

•농업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산업안전기사

•기계설계기사

•인간공학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국가전문자격증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

•기술지도사(기계)

■기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종류

■졸업 후 취업 현황

▶ 산업체 :  대동공업, LS엠트론, 동양물산,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 두산중공업, 효성 등 공학 

                또는 바이오산업 관련 업체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역난방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등

▶ 교육기관 : 대학/전문대학 교수, 마이스터고/농업특성화고 교사,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등

▶ 진학 : 국내외 대학원 진학 후 석·박사 학위 취득

▶ 기타 : 농업기계/일반기계/IT 기술 관련 창업 및 스마트팜 관련 창업/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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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학과 

■학과(전공) 소개

식품공학(Food Science and Technology)이란 농·축·수·임산자원을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기술을 이용하여 영양성·기능성·저장성·기호성·

편의성이 증대된 가공품으로 제조하고 이를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포장·저장·유통·판매 등 식품산업 전과정에 요구되는 식품과학

기초(Food Science) 및 산업응용기술(Technology)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다루는 학문이다. 본 전공은 미래 웰빙식품산업을 이끌어갈 현장실무형 

인재, 창의적 연구인재, 식품산업 및 국민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식품의 

개발, 생산, 유통과정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습득하고 식품안전 관리 및 평가, 미래식량자원의 탐색 및 개발 등 식품산업을 견인하는 종합적,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학과이다.

■교육목표 및 인재상

식품자원을 산업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식품과학(Food Scienc)원리와 산업응용기술(Technology)에 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하여 건강 100세 

시대에 요구되는 식품 및 관련 기능성소재 개발 및 생산, 식품안전관리 및 평가, 미래식량자원의 탐색 및 개발 등 식품산업을 견인하는 창의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며, 순천대학교 인재상인 “지역 미래를 창조하는 S-LIFE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용적 전문성, 이론과 실무 

조화능력, 종합적 창의력, 교육능력을 겸비한 공공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식품공학과 인재의 핵심역량

영역 전공능력(역량)

기본

능력

1) 실용적 전문성
식품 원료, 가공, 저장,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는 식품

공학 전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의미한다.

2) 이론과 실무 조화능력 식품 가공, 저장에 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식품제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3) 종합적 창의력
실용적 전문성과 실무 조화능력을 바탕으로 식품 연구, 개발과 식품공정 설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4) 교육능력 식품 원료, 가공, 저장, 안전성에 관한 지식의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교수진 및 전공분야

•최갑성 교수 (효소학) •천지연 교수 (식품가공학) •김중범 교수 (식품위생학)

•허창기 교수 (생물공학(발효공학)) •오임경 교수 (식품화학)

미래 바이오식품산업을 선도할 식품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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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주요 전공 과목

▶  학과행사

    •식품공학과 MT / 단과대학 체육대회 / 개강총회 및 종강총회 / 취업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

▶  학과 프로그램

    •식품회사 및 연구소 현장 견학 / 현장실무 강화를 위한 현장 실습

    •전문가 초청 및 졸업생 특강 / 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 연계 교육 / 논문발표회(식품종합설계1,2)

▶  실험실 현황

    •식품화학Ⅰ실험실 / 식품소재가공실험실 / 식품위생안전실험실

    •식품발효공학실험실 / 식품화학Ⅱ실험실 / 식품분석실험실 / 기기분석실험실

▶  학과 장학금

    •(교내) 성적우수장학금 / (교내) 효석로드맵장학금 / (교내) 발전지원재단

    •(교외) 국가장학금(Ⅰ,Ⅱ) / (사업단) 청정농식품생명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

•식품미생물학

•식품공정기초

•생화학

•식품학입문

•식품재료학

•식품위생학

•농산식품가공학

•발효공학

•식품화학

•식품분석실험

•식품효소학

•식품(산업)기사

•위생사

•HACCP 팀장과정

•수산제조(산업)기사

•식품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품질관리기사

•중등정교사 2급자격증

•주조사

•각종 조리기능사 등

자격증 종류

■졸업 후 취업 현황

▶  산업체 :  식품제조, 식품유통, 식품무역, 화장품, 제약 및 바이오산업체의 연구, 생산 품질 및 

                 안전관리 분야 등

▶  정부 기관

    •행정직 공무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식품위생직, 시도 교육청 보건직 등

    •연구직 공무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촌진흥청,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농산물품질검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농업기술원 등 

▶  교육 기관 : 중등교사 자격증 취득 후 고등학교 교사

▶  진학 : 국내외 대학원 진학 석·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취업 

▶  창업 : 식품제조, 식품유통 및 농수축산물 무역 등 창업 

22    21세기 첨단 생명산업과학 인력 양성 도전의 시작, 성공의 중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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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과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학과(전공) 소개

농업경제학과는 농업·농촌·농식품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 및 사회현상의 인과관계 법칙성을 연구하고, 농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의 상호 

연관성을 규명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과이다. 

■교육목표 및 인재상

농업경제학과는 농업경제,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 농업정책, 지역농업, 농촌관광, 농산물 무역, 농식품산업, 환경 및 자원 경제, 농업정보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연마하여, 미래의 우리 농촌과 농식품산업 발전 도모, 농업인의 복지증진,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교수진 및 전공분야

•송경환 교수 (농촌관광개발, 농업유통, 지역농업)

•한재환 교수 (농업경제, 식품안전 및 소비, 친환경 농업)

•이춘수 교수 (농업경영, 농산물가격, 협동조합론)

•엄지범 교수 (농업정책, 환경자원경제, 생산경제)

미래 농산업 인재양성

24    21세기 첨단 생명산업과학 인력 양성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주요 전공 과목

  •농업인의 날 가래떡 나눔 행사

  •농업관련 학술대회

  •농산업 취업동아리

  •농업 진로 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

  •교수-학생 동행 견학 프로그램

  •하·동계 현장실습 및 인턴십

  •산업체 및 박람회 견학

  •산업체 기술지도 동행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및 학습공동체

•농업경제학

•농산물무역론

•농업미시경제학

•지역농업개발론

•농촌관광개발론

•농업거시경제학

•농산물유통론

•식품산업론

•농업계량경제학

•농업경영학

•식량경제학

•농업정책학

•경제학원론

•ICT농업법인체창업및실습

•ICT융합영농창업

•농업관련 기사, 기능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투자상담사

•전산세무회계

•금융자산관리사

자격증 종류

■졸업 후 취업 현황

  •공무원 : 농촌지도사, 농업직 및 일반직 공무원 등

  •금융기관 : 농협, 원협, 축협, 수협, 새마을 금고, 하나은행 등

  •언론 :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

  •영농창업, 농업법인체, 농식품기업 등

  •공사/공단 및 기타 

      :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등 다수 취업

24    21세기 첨단 생명산업과학 인력 양성 도전의 시작, 성공의 중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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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학과(전공) 소개

생물학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자나 생명의 단위인 세포에서부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영역에서 생명체의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물리적 구조, 화학적 현상, 분자적 상호작용, 생리적 메커니즘, 발생 및 진화 등에 대해 연구하는 기초학문이다. 또한 생물학은 인간의 

수명연장으로 인해 각종 성인병과 난치성 질환의 증가, 행복한 노환에 대한 지속적 관심, 고도의 산업화로 인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첨단과학의 한 분야로서 갈수록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학문분야이다. 

순천대학교 생물학과는 BK21 인력양성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지방특성화사업(CK-1), 대학 특성화 융·복합바이오사업, 

그리고 기초연구실지원사업(BRL) 등 대형 국책사업 수행을 통해 경쟁력 있는 바이오 인재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첨단 연구장비·

시설 구축 및 지속적인 학과 리모델링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매우 우수하고 미래 전망이 밝은 학과이다.  

■교수진 및 전공분야

•성치남 교수 (미생물학)

•조현욱 교수 (동물조직학)

•정재성 교수 (분자유전학) 

•박기영 교수 (식물생리학)

•최상기 교수 (기능유전체학)

•김대헌 교수 (분자세포 생물학) 

•김종진 교수 (면역생물학)

•황혜숙 교수 (바이러스학)

4차산업과 현장 기술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바이오산업 실무인재 육성

■교육목표 및 인재상

순천대학교 생물학과는 전남지역 및 국가의 바이오

산업과 생태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숙련도가 

높은 바이오산업 실무 인재를 육성하여 현장의 기술

혁신에 강한 인재가 창의적으로 지역과 국가의 바이오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교육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교육비전을 바탕으로, 생물학과에서는 현장의 

실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이끌어 내는 현장 혁신형 실무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및 국가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론 이론 이론

현장

실험 실험

1985-2004년

Bio 1.0
2005-2013년

Bio 2.0
2014 ▶  특성화

Bio 3.0 ▶  BioField 3.0

BK21, 누리 사업 →활발한 대학원

지방특성화사업(CK-1)

·융복합바이오특성화

혁신적

전문성

·탁월한 Bio 전문지식

·뛰어난 Bio 현장성

·혁신적 실무능력

·높은 전공활용능력

창의적

도전성

·최선을 다하는 열정

·뛰어나 종합적인 사고능력

·정확한 분석력과 종합능력

·뛰어난 개척 정신

지역적 / 국가적

리더쉽

·높은 사회적 책임성

·지역과 국가에 봉사와 헌신

·탁월한 소통과 화합능력

·공동체 존중 의식

Bio 3.0 인재상 : 지역밀착형 실무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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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주요 전공 과목

•BioLabTech: 방학 집중 실험/실습 프로그램

•실험실 투어 및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

•각 실험실별 연구동아리 운영 

•대학특성화분야 융복합바이오 관련 산학공동연구 프로그램

•대학특성화분야 융복합바이오 관련 Lab manager 양성 프로그램

•생물학과 기초과학연구소 주관 학부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자격증 취득반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취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교수-학생 동행 프로그램

•교수-학생 멘토링 프로그랩

•바이오 분야 트랜드 이해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지도교수제 및 졸업논문제 운영 등

•유전학

•생물학의 이해 I, II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I, II 
•유전공학

•척추동물학

•동물발생학

•동물생리학

•동물조직학

•곤충학 (Entomology)
•실험동물학 

•미생물생리학

•미생물유전학

•면역생물학

•생물신소재공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진화학

•환경생태학 

•식물생리학

•식물발생학

•식물분류학

•생명과학 실험입문 1, 2
•생명공학 실험 1, 2
•창의종합설계 I, II 

•생물공학(산업기사, 기사)

•환경(산업기사, 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기사)

•생물분류기사

•자연환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수질환경기사

•종자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등

자격증 종류

■졸업 후 취업 현황

•생물/생명과학 관련 국공립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립암센터, 국립생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국립수산연구원, 대학부설연구소 등

•산업체 연구소

    각종 제약회사 및 바이오기업 연구개발 및 생산·품질관리부, 바이오벤처기업, 화장품 회사, 건강

기능성식품회사 등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식약처,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특허청, 질병관리청, 검역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남생물산업진흥원(생물의약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식품산업연구센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KTR 헬스케어

연구소, (전남)테크노파크, 지자체 기업지원센터 등

•교육기관 -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각종 과학관 큐레이터 등

•대학원진학 - 생물/생명과학 전공 대학원, 의대/약대 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26    21세기 첨단 생명산업과학 인력 양성 도전의 시작, 성공의 중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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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과학과  

■학과(전공) 소개

조리과학과는 식품과 조리과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론을 익히고 다양한 실험·실습을 통하여 개인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식생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인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건강 측면에서도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전통 식생활의 장점을 현대 식생활에 원활히 접목시킬 수 있도록 교육한다.

■교수진 및 전공분야

•정현숙 교수 (한국조리)

•최옥자 교수 (식품학)

조리는 과학이고, 예술이다.

■교육목표 및 인재상

본 학과에서는 현대인들의 식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전통 식생활의 장점을 현대 식생활에 원활히 접목시킬 수 있도록 교육한다.

즉 조리과학, 음식사회문화사, 외식산업론 등의 기초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식재료 분석실험 및 각종 조리실습(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 제빵, 

식음료, 조각장식)등을 통하여 실무적인 조리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연마함으로써, 국내외 외식업체 및 관광호텔 등에 활동할 각종 전문 조리

기능인을 양성함은 물론, 각종 단체 급식소 등의 조리사뿐만 아니라 조리전문연구가나 개인 사업장의 관리자로서 자질을 기르고 식품 연구소 등의 

연구원 및 공무원, 중등학교 조리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류경민 교수 (외식·식음료 경영)

•송은 교수 (단체급식)

•심기훈 교수 (식품조리학)

•정희남 교수 (제과·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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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주요 전공 과목

•외식산업론

•식품기초유기화학

•식품학

•한국조리학

•발효식품과미생물

•조리과학

•영양학

•외국조리및조리용어

•제과제빵학

•제철음식및향토음식

•동양음식문화와조리학

•식음료실무론

•식품위생학및위생법

•식이요법

•외식경영및관리론

•단체급식및식당관리론

■전공 실습·실험 과목

•한국조리실습Ⅰ,Ⅱ

•서양조리실습Ⅰ,Ⅱ

•제과제빵실습Ⅰ,Ⅱ

•일본조리실습

•중국조리실습

•조각장식실습

•식음료실습

•식재료분석실험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전공 교과교육 과목

•조리교육론

•조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조리교과논리 및 논술

•중등교사 정교사 (2급, 조리)

    - 교직과정 이수시

•조리 기능사 및 산업기사

  -  한식, 떡, 양식, 중식, 일식,

     제빵, 제과, 조주, 복어

•바리스타 및 와인 소믈리에

•식품기사 및 식품산업기사

•식품가공 기능사

•식육처리 기능사

•위생사

•농수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종류

■졸업 후 취업 현황

▶  주요 취업 분야

  •교육기관: 중등조리교사, 대학교, 전문대 등

  •조리 전문직: 호텔, 단체급식 및 프랜차이즈 전문 조리직

  •공공기관: 식품 위생직, 농수산 식품 및 조리직 공무원

  •연구기관: 식품회사 제품개발, 외식기업 메뉴개발, 식품 연구기관

  •기타: 조리 관련 연구가, 개인 사업장 운영 

  •대학원 석·박사 진학

▶  학과행사

  •조리인 선서식

  •졸업작품전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조주, 베이커리 소모임 

  •외식 및 메뉴개발 창업 동아리 활동 

  •음식경연대회 출전 및 수상

  •졸업선배 취업특강

  •식품전시회, 음식문화 체험 및 산업체 현장 견학 

중식

일식

베이커리양식

조주

창업
동아리

한식

수라(水剌)

하오차이(好菜)

간뺏기

Pastry

창업동아리

Rainbow

Escoffier

조리과학과 최초의 동아리로 한국요리의 기본적인 

학습(이론적인 지식습득) 후 실습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한 소모임

중국어로 ‘맛있는 요리’ 라는 뜻.

중국 문화의 이해와 중국요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식재료 및 조리법을 

통해 중국 요리의 기술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실습 소모임 

외식 및 메뉴개발을 위해 다양한 

실험·실습을 하며 창업경진대회 

수상 및 특허를 기반으로 최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나만의 창업

아이템 개발을 목표로 개설된 

소모임

다양한 조주(칵테일 등) 

법을 배우고 직접 실습하여 

기술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실습 소모임

일본 음식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일본어 회화 스터디를

통해 일본어 향상과 기술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실습 소모임 

Pastry는 밀가루 반죽, 빵, 과자를 통칭하는 말.

다양한 종류의 빵과자를 실습하여 판매 및 기부를 하고, 

기술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실습 소모임 

오귀스트 에스코피에의 정신을 이어받아 양식의 

기술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실습 소모임   

<졸업작품전> <조리인의 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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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한약자원학과

■학과(전공) 소개

국내 최초의 한약자원학과로서 한약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한약자원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자원식물 및 한약자원의 재배, 가공, 분류, 보존, 분석, 개발, 유통 등에 관한 체계적인 학습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현장에서 실무능력이 뛰어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교육목표 및 인재상

바이오한약자원학과는 21세기 한약자원개발의 종합적인 이론과 지식의 집약으로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이론수업 및 실습을 병행하는 바이오한약자원학과에서는 천연유용자원의 탐색,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학문과 응용학문 등 제반 관련분야를 

연구함으로써 한약자원식물의 개발, 생산, 이용 및 상품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통적인 한약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이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한약전문인이 필요한 현실속에서 한약자원에 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한약자원의 

재배, 유통, 가공, 분류, 보존 및 저장, 본초, 한약분석실험 및 개발 등에 관한 체계적인 학습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현장에서 실무 능력이 뛰어난 

유능한 한약자원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교수진 및 전공분야

•현규환 교수 (천연물화학)

•윤경원 교수 (약용식물학)

•신동원 교수 (방제학)

•국용인 교수 (작물생리학·물질생산학)

한약자원은 곧 미래산업, 
21세기 한방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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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주요 전공 과목

▶  학과행사

     1학기 전체 MT / 교수-학생 상담활동 / 현장견학실습(연 2회 이상) / 졸업선배특강

     전문가초청특강 및 세미나 / 자격증취득 교육반 운영 / 취업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 / 졸업논문 발표

▶  실험실 현황

     자원식물분석학실험실 / 자원식물학 실험실 / 약용식물분류 및 생태학 실험실 / 본초·방제학 실험실

▶  기타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자격증 취득 가능

•약용식물학

•한약학개론        

•생활동의보감

•본초학 및 실습

•조제학 및 실습

•한약포제학

•생화학 및 실험

•생약분석학

•생약학 및 실습   

•한약감정학 및 실습

•한약자원학 및 실습 

•약용식물생리학 및 실습

•약용식물분류학 및 실습

•한약도매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종류

■졸업 후 취업 현황

  •공무원 : 국가직(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지방직(시·도·군의 농촌지도사, 보건행정공무원 등)

  •기   업 :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식품회사, 친환경인증센터, 농약 및 육종연구소 등

  •자영업 : 한약도매업 등

  •공사/공단 및 기타 : 정부출연연구소, 순천만정원, 한의학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버섯산업연구소 등

  •교육관련 : 식물자원·조경 2급 중등교사

  •그   외 : 대학원 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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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학과(전공) 소개

간호학과는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간호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수한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간호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의식과 국제화 능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 교육기관」

「보건복지부 간호대학 실습교육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 교육기관」

인류건강을 실현하는 근거중심 선진간호

■교육목표 및 인재상

비전

교육
목적

교육
목표

인류건강을 실현하는 근거중심 선진간호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간호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수한 실무수행능력을 배양하며

간호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의식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직 간호인재 양성

전인적 돌봄을 실천하는

융합형 간호인재 양성

실무의 발전을 주도하는

창의형 간호인재 양성

지역사회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는

미래형 간호인재 양성

■교수진 및 전공분야

•홍연란 교수 (아동간호학)

•이윤영 교수 (성인간호학)

•강희순 교수 (지역사회간호학)

•고  은 교수 (성인간호학)

•문  희 교수 (여성건강간호학)

•오향순 교수 (기본간호학)

•김지인 교수 (정신간호학)

•정혜진 교수 (기본간호학)

•한아영 교수 (간호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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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ursing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주요 전공 과목

▶  학과행사

     나이팅게일 선서식 / 간호학술제 / BLS-provider 과정 / 의료봉사활동

     선진병원 견학 및 전문가 초청 특강 / 졸업선배와의 만남

▶  실습실 현황

    기본간호실습실 / 건강사정실 / 간호술기실 / 모성시뮬레이션실

    아동시뮬레이션실 / 성인시뮬레이션실 / 통합시뮬레이션실

▶  임상실습협약기관

    서울아산병원 / 경희의료원 / 전남대학교병원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경상대학교병원

    국립나주병원 / 성가롤로병원 / 순천의료원 / 순천시보건소 / 광양시보건소

•간호학개론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간호시뮬레이션 및 

   통합실습

•간호사면허증

•BLS-provider 자격증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자격증 등

자격증 종류

■졸업 후 취업 현황

[주요 취업 분야]

▶  의료기관 :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  공공기관 : 간호직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

▶  교육 : 대학원 석·박사 과정, 전문간호사 과정 진학

▶  기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회사 심사간호사, 산업체 의무실, 

제약회사 및 의료분야 연구원, 교육간호사 등

[우수 취업 사례]

▶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국내 대학·종합병원 취업, 

간호직 공무원, 해외의료기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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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Affiliates

■농장

   Farm
부속 농장은 본교의 전신인 순천농림중학교 실험실습농장으로 1947년 7월 15일 

설치되어 교수 및 대학원생의 각종 시험·연구활동과 학생들의 포장 실습교육을 

지원하며, 시범포, 견본포 등의 포장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순천시 서면 지본리에 위치한 서면농장에 포장과 

3개동의 특수한 부속건물, 5개동의 시설하우스와 서면 죽평리에 답작포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포장에서는 현대적인 시설과 실습기자재를 갖추고 교수 및 

학생의 실험·실습교육지원과 농업연구에 필요한 각종 재료의 보존 및 제공, 

새로운 재배기술의 도입과 개량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림

   Forest
부속 학술림은 총 면적 약 167ha로 송광 및 상사학술림과 서면 묘포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학술림은 교육을 통한 학문적 이론을 실천에 옮겨 실습하고 학습해 

보는 임학교육의  종합 실습장으로서 임학·임산공학 및 관련학과의 실험실습과 

학술연구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종의 개발 및 보급, 

임업생산기술과 시범적 산림경영법의 규명으로 지역 주민들의 임업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국토의 보전과 산림자원의 배양 및 산림생산력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동물사육장

   Livestock Farm
부속 동물사육장은 전남 순천시 서면에 위치하며, 젖소, 한우, 돼지, 산양, 육계, 

산란계, 애완견, 고양이, 이구아나, 물고기 등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이 동물

사육장은 축산 및 애완동물에 관한 학술연구와 학생들의 교육훈련장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능성 사료개발, 유제품생산과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생산성 

증대와 기술보급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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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Related Organization

■농업과학교육원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Education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목별 전문 농업지식, 첨단 농업기술, 혁신적인 농장경영 

기법, 농업정보 활용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을 지역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양성한다. 첨단 정보기술이 접목된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술을 농촌에 보급하고,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IT기반 농업기술의 확산에 기여한다. 

■농업과학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al Science
농업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 농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남부

지방의 농업자원 및 도서지 해양자원 보존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되어 

1991년 종합대학으로 개편되면서 법정연구소로 인가되었다. 

현재 12개 연구부에서 농업개발에 관한 기초 및 응용분야 연구, 위탁영역 연구, 

학술강연 및 연구발표 세미나, 산학협동 연구사업 수행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센터

   Eco-friendly Products Agricultural Center
친환경농업센터는 2006년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전국농산물품질

관리원)받아 친환경농산물과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

인증기관과 농약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친환경농업에 사용하는 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농자재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인증기관, 농협, 급식업체, 지자체 등에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물론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토양오염 전문기관을 지정받아 토양중금속 검사와 토양

환경평가, 토양정화검증 등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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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GSP원예종자사업단

   Center for Horticultural Seed Development of GSP, Sunchon National University
GSP원예종자사업단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약 120억원, 민간자본 약 2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1년

까지 9년간이다. 사업목표는 원예작물의 우량품종 개발에 의한 국산품종 사용률 확대, 종자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종자강국 실현의 비젼을 갖고 있다. 

  

  - 양배추, 양파, 토마토, 버섯, 백합, 감귤의 글로벌 종자 개발

  - 국산 품종 사용율 향상에 의한 종자 수입대체 효과 증진

  - 기업의 품종육성 지원 및 관련 첨단기술 보급

  - 전통육종 및 분자육종 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 종자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

  - 종자 수출량 증대

  

  ·단장 : 노일섭 교수(nis@scnu.ac.kr)
     Tel. 061-750-5380   Fax. 061-750-5389

■전남 친환경한우산학연협력단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Jeonnam Eco-Friendly HANWOO
1.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단기사양 시스템 구축

2. 고품질 유기한우 생산 시스템 구축

3. ICT 기술 활용을 통한 방역 및 질병예방 컨설팅 강화

4. 2세 후계농 육성 지원

5. 후계농 인공수정 교육

6. 한우농가 단체 컨설팅

  

   ·단장 : 이상석 교수(rumen@scnu.ac.kr)
      Tel. 061-750-3237   Fax. 061-750-3230

특화사업
Specialized Agricultur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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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문농업경영인양성사업단

      Agency for Training Farm Entrepreneurship, Sunchon National University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Education
미래전문농업경영인양성사업단은 농업계 전공 학생들의 영농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

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지원으로 아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농업경영체 현장실습

  - 전공별 창업동아리 활동

  - 농산물 분야 자격증 취득 교육

  - 선도농업인과 교류

  - 컨설턴트 양성 교육

·단장 : 남기창 교수(kichange@scnu.ac.kr)  
   Tel. 061-750-5323  Fax. 061-751-5323

■고흥석류특성화사업단

     Goheung Pomegranate characterization Agency
고흥석류특성화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2년 3월 RIS사업단에 

선정되 산·학·연·관 맞춤형 네트워크 운영, 유통환경 맞춤기지 기반형 

기술개발, 수요기업 요구에 따른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석류를 단순 가공이 아닌 식자재 소재개발, 건강기능성 식품 등으로 발전

시켜 석류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단장 : 송경환 교수(skh@scnu.ac.kr)
   Tel. 061-750-5380  Fax. 061-750-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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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사업단

   Sustainable Livestock Agency, Sunchon National University
순천대학교 친환경축산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비 8,574백만원을 

지원받아 2007년 6월 1일부터 전남의 친환경 축산을 선도하고 있다.

-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 친환경축산 육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친환경축산 지역혁신시스템 및 인적 연합 네트워크 구축

- 친환경한우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 구축

- 친환경한우 품질 고정화 및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시스템 구축

  

  ·단장 : 양철주 교수(yangcj@scnu.ac.kr)
    Tel. 061-750-5320   Fax. 061-750-5321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JEONNAM RURAL CONVERGENCE INDUSTRY VITALIZATION SUPPORT CENTER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전라남도 농업·농촌 6차산업화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1차)을 바탕으로 제조·가공(2차) 및 유통·판매·문화·체험·

관광서비스 등(3차)을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6차 산업 사업자에 대한 현장맞춤형 

지원으로 융복합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장 : 송경환교수(skh@scnu.ac.kr)  
     Tel. 061-750-5293   

■청정농식품생명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

농·식품 산업 및 서비스업 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식교육으로 관련 

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도내 

기업에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도내취업률 향상과 도내 관련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단장 : 최갑성교수(chks@scnu.ac.kr)  
    Tel. 061-75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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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 Student Activities
대부분의 학생활동은 생명산업과학대학 학생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 내에는 많은 조직이나 클럽과 같은 동아리가 있어 학생 

자신이 관심 있는 동아리를 찾아 활동할 수 있다. 특히 “녹색성장”, “푸른나무”, “G·F·E(Great Find Employment)”, 농애조직단 등 학생 

취업동아리는 생명산업과학대학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학생생활관 / Dormitory
학생생활관은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 시설을 비롯하여 식당, 독서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복합 복지단지 학생 복지시설 / Student welfare facilities complex
문구, 서점, 편의점, 은행, 푸드코트, 커피전문점, 공연장, 학생회실, 동아리실

■첨단 정보화 시설 / Advanced information facilities
인터넷카페, 민원센터 전산화,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교내 U-Campus 체제 도입

■보건진료소 / Medical Center
건강·비만상담, 자연요법, 질병예방교육, 건강서적 대출, 안정실, 신체검사 및 추후관리

■휘트니센터 / Fitness center
각종 운동기구와 설비 보유, 전문 코치 지도

■야외 운동 시설 / Outdoor sports facilities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미니골프연습장, 조깅·자전거 트랙,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학생활동 및 복지시설
Student Activities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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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University Scholarship
드림장학금(입학성적 우수자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국가유공자 장학금, 체육특기자 

장학금, 학생복지(장애인)장학금, 직계가족 장학금, 근로 및 봉사장학금

■교외 장학금

   Scholarship from outside University
POSCO광양제철소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장학금(특별장학금, 기업특화 장학금, 

학부산학 장학금), 순천대학교 학술장학재단 장학금,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장학금, 기타

■정부 장학금

   Government Scholarship 

저소득층 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유형별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장학제도 
Scholarshi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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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0개국 94개 대학·교육기관과 국제교류

단기·중기·장기 학생교류 프로그램과 다양한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지역거점 명품대학으로 우뚝 서고 있다.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국제교환학생/해외학점 교환제 /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s / Overseas Credit Trading System
해외 유수 대학 또는 교육기관과의 교육 컨텐츠 교류 협력 강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 Overseas Language Training Program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필리핀, 인도 등 외국 자매대학에서의 어학연수 기회 제공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 / Overseas Culture Expedition Program
세계 각 나라별 소그룹 배낭여행 연수 및 경비지원

■해외 IT학생봉사단 / Overseas IT Student Service Corps
필리핀, 몽골 등의 지역에 IT학생봉사단 파견

■해외 유수 대학원 진학 지원 / Support for the Admission to Overseas Leading Graduate Schools
외국 우수 대학원 진학 및 학비 지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 / Korean Language Courses for Foreigners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
Extensive Internation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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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캠퍼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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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국제문화컨벤션관 F2 평생교육원

F3 학생테니스장 F4 연립관사

E1 학생회관 E2 기초교육관

E3 사법대학 1호관 E4 사범대학 2호관 

E5 사범대학 3호관 E6 미래창조관

E7 사회과학대학 E8 인문예술대학

D1 창업보육센터 D2 공과대학 1호관 

D3 공과대학 2호관 D4 공과대학 3호관

C1 도서관 C2 친환경농업센터    

C3 공동실험실습관 

C4 환경친화형물질공장기술혁신센터     

C5 순천대학교 어린이집 C6북문

B1 박물관  B2 70주년기념관

B3 생명산업과학대학 1호관	

B4 생명산업과학대학 2호관					

B5 생명산업과학대학온실	

B6 제1중앙공급실	 B7 산학협력단					

B9 학군단

A1 대학본부 A2 약학대학     

A3 천연물신약연구소 A4 학생생활관 부속동

A5 학생생활관 진리관 A6 학생생활과 창조관      
A7 학생생활관 관리동 A8 학생생활관 향림관

A9 학생생활관 청운관 A10 인재관     

A11 제2중앙공급실					 A12 우정원     

A13 웅지관 A14 남문    

A15 운동장     A16 교직원테니스장    

A17 체육관      A18 열린광장    

A19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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