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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생명환경전공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자원들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식용, 약용 및 특용 작물들, 즉 유용 바이오매스의 효율적인 생산 

및 이용을 탐구하는 학문분야입니다. 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재배학, 식물생리학, 식물유전학, 토양학 및 생화학의 기초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응용 학문인 분자육종학, 유전공학, 조직배양학, 

종자학, 식물생태학, 생태복원학, 농약학, 천연물분석학, 

바이오매스처리 등의 응용 교육을 통해 전문기술인 및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합니다. 식물의 발달, 환경스트레스 적응성, 

고수량성, 고품질 등에 관련된 유전자 기능연구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육종기술 및 유전자변형기술(GMO), 

유전자편집(gene editing), 분자마커개발 등의 분자육종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식물생명공학 연구인력 및 

식물육종 기술인을 양성합니다. 또한, 농업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농약학, 천연물화학, 종자, 생태, 환경복원 

분야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의 식품 안전성 확보, 유용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 

농업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기초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후·환경 대응을 위해 농산업 부산물 

바이오매스의 생물·화학적 전환을 통하여 바이오에너지(에탄올, 

디젤, 메탄가스 등) 및 석유화학 대체원료 등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스마트 농업 기술인력 

양성에 부응하는 소명을 가지고 관련 분야의 융합 교육을 통한 

농산업 분야 전문인을 양성하여 국가 경제와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용식물자원 생산과 

재배환경에 관련된 연구

Plant Life & Environmental Science

취득 가능한 자격증

식물보호기사, 종자기사, 

유기농업기사, 생물분류(식물)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전공 더 깊이 알기

� www.hknu.ac.kr/sites/MajorofPlant/index.do

� 031-670-5080

� 제1농학관 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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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생명환경전공

전공의 특별한 프로그램

학술활동

- 작물재배실험실 / 작물분자육종실험실 / 농약학실험실 / 

농화학분석실 / 작물생리생화학실험실 / 농업환경화학실험실 / 

농업실험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속농장 체험 활동

- 학과 필모식(모내기) 체험 활동, 자원식물(부들, 케나프 등) 

작물재배 체험, 부속농장 이외에 학과 특성화 관련 `19년 

새만금 간척지 교육 연구 단지(전북 김제) 구축으로 조사료 및 

바이오에너지 작물 생산 과정 체험, 바이오에너지생산 시설(경기 

이천)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  

- 농촌진흥청 및 KOICA와 연계하여 해외현장실습에 참여 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공모전(백두대학수목원 LG사이언스)을 참가합니다.

동아리

- A&T(Agriculture & Talk): 농업관련 이슈를 농대생들과 토론, 

토의하는 활동

- 농.카(농대생 카드뉴스): 농업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조사하여 그 결과를 페이스북에 업로드 하는 활동

졸업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산하 기관들의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지방직 

공무원(각 도 연구직, 지도직, 기술직 등)

기업체

국·공립 및 사립식물원, 농협, 종묘회사, 농약회사, 비료회사, 

제약회사, 농업 환경관련회사, 골프장, 식물원, 토양환경관리 

벤처기업, 수질 및 지하수탐사 업체 등 

국가연구소

농어촌공사, 농업실용화재단,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국립생태원, 농수산교육문화정보원, 

식물검역소, 임업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지질자원연구소, 

식품연구원, 식품의약안전청 등 

1학년 1학기 식물자원조경론

2학기 -

2학년 1학기 재배학원론, 작물분자유전학, 토양학개론, 환경미생물학, 자원식물학, 

기후스마트농업현장실습Ⅰ

2학기 식물영양학, 식물생리학, 식물생태학, 식물분류및해부학실험, 환경오염공정시험법

기후스마트농업현장실습Ⅱ, 생물유기화학

3학년 1학기 농약학, 식물생리학실험법, 수도작, 전작, 기후변화와 농업, 바이오매스처리, 토양환경학

2학기 작물보호학, 식물분자생물학, 작물유전공학, 생물통계학, 수확후관리학, 

식물환경영향평가, 분석화학및실험, 해외현장실습1,2,3,4

4학년 1학기 지속가능농업, 식물환경생리학, 균이학, 작물유전육종학, 천연물화학, 

생태복원학, 농장실습, 스마트생명자원산업실무, 현장실습2, 해외현장실습5,6,7,8, 

융합·창업종합설계Ⅰ

2학기 종자학, 식물생명공학, 토양지리정보학, 토양식물환경상호작용, 스마트융합농장실습, 

현장실습1,3, 해외현장실습9, 융합·창업종합설계Ⅱ

자영업

Bio-Tech 벤처회사, 전문농업경영인, 

식물원, 농업컨설팅 등

국내연구소

한국생명과학 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제기관

FAO, IAEA, 

IITA, IRRI, 

UNESCO 등

대학원 진학

국내외 

일반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