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소개
2022. 5. 20. (금)

허원기

■ 연혁
생물학과

동물학과

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50’s-70’s 성장기
1959.03.03 식물학과와 동물학과로 분
리
1969.12.24 미생물학과 설립



80’s-90’s 변혁기
1991.03.01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로 편성



00’s- 미래도약기
2000.03.01 기존 3개 학과 및 유전공학
연구소, 생물교육학과
일부가 생명과학부로 출범

1959년

1969년

미생물학과 1991년

생명과학부
유전공학연구소

40’s 태동기
1946.09.01 문리과대학 생물학과 설치

1946년

식물학과

동물학과



생물교육과(일부)

2000년

■ 졸업동문 현황(70-98학번)
언론/출판,

자영업,

6(1%)

32(4%)

의사/약사,

기타, 23(3%)

전체 졸업생
1716명 중 총 872명
(무응답 제외)

40(5%)

교수,

법조/정치/공무원,
44(5%)

사업가/기업인,
156(18%)

해외,
42(12%)

기타,
11(7%)
중소기업,

344(39%)

바이오벤처

19(12%)

연구원,

경영,

52(33%)

227(26%)

대기업,
74(47%)

국공립대,

87(25%)

해외,
19(8%)

사립대,
사기업,

국공립대,

69(30%)

공기업,
139(61%)

215(63%)

■ 교수진(48명)
분자세포생물학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MCB) 전공 (28명)
강찬희, 고준석, 김빛내리, 김재범, 김종서, 김진홍, 김현아, 노성훈, 노유선, 노정혜, 박상현,
백대현, 백성희, 설재홍, 성노현, 안광석, 윤태영, 이유리, 이일하, 이준호, 이현숙,
장혜식, 정용근, 최명환, 최희정, 허원기, 황대희, Martin Steinegger
개체생물학 (Integrative Organismic Biology IOB) 전공 (15명)
강봉균, 공영윤, 김형, 박주홍, 석영재, 신근유, 이건수, 이원재, 이지영,
조형택, 정종경, 최석우, 최성화, 최연희, 현유봉

계통생물학 및 생태학 (Systematics and Ecology SE) 전공 (5명)

신승관, 이은주, 임영운, 정충원, Piotr Jablonski

교과과정 안내

■ 졸업이수규정
1. 총 규정
1) 총 이수학점 130학점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주전공 학점
단일전공 이수

타 전공 병행이수

130

46

60

39

2) 단일전공 혹은 타 전공 병행이수 여부에 따라 생명과학부 전공학점 이수 기준이 다름
① 단일전공 이수자는 생명과학부 전공 60학점 이수
② 타 전공 병행이수자(복수전공, 부전공 등)는 생명과학부 전공 39학점 이수
타 전공학점은 해당 학부〮학과의 기준을 따름
2. 전체 평점평균 2.0 이상, 전공 평점평균 2.0 이상
3. 등록횟수 6회 이상
4. 주전공 1개 과목 이상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3개 과목 이상의 영어진행 강좌 수강
(대학영어, 고급영어,기초영어는 미포함)

◎ 신입생 교양과목 이수규정
* 교양 46학점 이상 이수
1. 학문의 기초 (34학점)
1-1. 사고와 표현 (4학점)
대학 글쓰기 1(2)
대학글쓰기 2: 과학기술글쓰기(2)

1-2. 외국어 (6학점)
TEPS 성적 900점(new TEPS 526점) 이하인 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영어 교과목 1개
이상 필수 수강/ 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 2개 이상 필수
교과목명

TEPS(new TEPS) 성적

영어 면제

901점(526) 이상

고급영어

801(453)-900(525)점 성적 소지자
*901점(516)이상 학생도 수강 가능

대학영어2

701(387)-800(452)점 성적 소지자

대학영어1

551(298)-700(386)점 성적 소지자 및 기초영어 수강자

기초영어

550(297)점 이하, 기초영어 이수 후 반드시 대학영어1 수강

* 다음의 경우 영어 교과목 성적이 F 처리
① 본인의 영어 성적보다 낮은 단계의 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② 단계가 다른 영어 교과목을 한 학기에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

비고
외국어 영역
에서 6학점 이
상 반드시 이
수

1-3. 수량적 분석과 추론: 아래의 항목 중 택 1 (6학점 또는 8학점)
- 수학 1과 수학연습 1(3), 수학 2와 수학연습 2(3)  한세트

- 고급수학 1과 고급수학연습1(3), 고급수학 2와 고급수학연습2(3)  한세트
- 미적분학1과 미적분학연습1(4), 미적분학 2와 미적분학연습2(4)  한세트
-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1·2(6)  한세트

1-4. 과학적 사고와 실험
1) 생물학1·2 반드시 이수 (생물학실험1·2 동시에 수강)
2) 물리학 또는 물리학1·2 반드시 이수 (물리학 실험 또는 물리학실험1·2 동시에 수강)/ 또는 고급
물리학 1,2 또는 물리의 기본1,2 이수(6) 모두 실험포함

3) 화학(또는 고급화학) 또는 화학1·2 반드시 이수 (화학실험 또는 화학실험1·2 동시에 수강)(6)

cf. 고교과정에서 물리2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1·2 대신 물리의 기본1·2 이수 가능
물리학 1.2 수강하는 신입생 중 희망자 120명 내외: 기초물리학 1.2 수강 가능

2. 학문의 세계 (12학점)
-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5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에서 12학점 이상 취득
-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영역의 권장과목(*표시) 중 1개
과목 이상 필수 이수

3. 기타 교양 교과목
-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

cf. 기타 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자연과학대학 안내 학사과정』
책자 9쪽, 14-23쪽 참고

◎ 전공과목 세부 이수규정(2022학번)
1. 전공필수(19학점)
1)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전공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 ( )안 숫자: 학점

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생물다양성과 환경(3)
세포생물학(3)

유전학(3)

3학년

생화학1(3)

생화학2(3)
분자생물학(3)

생명과학연구실습 선수과목: 생
명과학전공실험1·2(전선)

4학년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1)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1)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이수를
위해 연구실습 혹은 연구실 인턴
2개 학기 이상 참여 필수

비고

2. 전공선택 (41학점 이상 이수, 필수 전공선택 12학점 이상 포함)





전공선택
4개2. 교과목
이상 선택: 12학점 이상
1) 아래 표를 참고하여 단일전공 이수자는 40학점, 타 전공 병행 이수자는
19학점 이상 이수

3346.207A 미생물학 1
3346.322A 미생물학 2
3346.321 동물생리학
300.317 생물물리학
33346.402 발생생물학
3346.403 면역학
3346.415 생태학
3346.320 식물생리학
3346.211 현대식물학
3346.401 진화생물학
3346.407 바이러스학
3346.404 신경생물학
3346.208A 조직세포학
3346.330 생물학자를 위한 전산학개론
3346.408 생물공학
3346.206 유전공학개론
M1410.003000
계통분류학
및 실험
cf. 학년 별 이수 표준형태는
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자연과학
대학 안내 학사과정』 책자 95쪽 참고
M1410.003100 생물분류학

기타 권장 과목 (전선 필수과목 아님)
3346.328 생명과학특수연구 1
3346.227 생물물리학실험
3346.210B 현대생물학의 이해 1
3346.220 현대생물학의 이해 2
3346.409 동물행동학개론
3346.218 생물정보학개론
3346.331 식물과 기후
3346.416 인간의 진화와 생태
3346.410 환경생물학

타학과 개설 이수 권장과목:
유기화학1·2(화학부 개설), 생물통계학(통계학과 개설)

3. 타 전공 교과목 전공선택 인정
자연과학대학에서 제공하는 타 전공과목 중에서 20학점까지는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예: 화학부, 수리과학부 전공과목)
4. 대학원 교과목 선수강
1)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인 학생이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과목
이수 가능
2) 학부 졸업이수규정을 초과하여 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본교 석사
과정 입학 후 6학점까지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 가능(B0 이상만)

■ 다양한 졸업방식(1)
1. 단일전공: 소속 학부의 전공을 60학점 이상 이수(별도 신청 없음)
생명과학학부 전공 총 60학점 이상 이수
2. 복수전공: 소속 학부를 포함하는 2개 이상 학과(부) 기본전공학점을 이수

생명과학부 전공 39학점 이상 + 타 학과(부) 전공 39학점 이상 이수
3. 부전공: 소속한 학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21학점 이상 이수
생명과학부 전공 39학점 이상 + 타 학과(부) 전공 21학점 이상 이수
4. 학생설계전공: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음
생명과학부 전공 39학점 이상 + 학생설계전공 21학점 이상 이수

5. 연계전공: 학부가 다른 학과(부)와 연계하여 만든 전공과정으로 관련
학부 학생만 신청가능, 생명과학부에는 과학기술학 연계전공
이 있음
생명과학부 전공 39학점 이상 + 연계전공 21학점 이상 이수
6. 연합전공: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제공하는 전공과정
생명과학부 전공 39학점 이상 + 연합전공 39학점 이상
cf. 기타 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자연과학대학 안내 학사과정』
책자 41, 100쪽 참고

■ 국내 타 대학 수학
1. 자격 및 조건
1) 수학신청: 마이스누 로그인 → 정보광장 → 게시판 → 공지사항(학생)
2) 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7이상인 자
3) 지원대학: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대학
4) 지원시기: 정규학기는 희망학기 3개월 전, 계절학기는 개강 2개월 전
5) 수학기간: 정규학기는 2개 학기 이하,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6) 학점취득: 정규학기는 학기당 17학점, 계절수업은 9학점 이내

7) 학점인정: 과정 별 이수학점의 4분의 1 이내

2. 국내 교류대학 리스트


전남대학교



국방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북대학교



울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제주대학교



고려대학교(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충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중앙대학교



경찰대학



경북대학교



동국대학교



창원대학교



경상대학교



명지대대학원



순천대학교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제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 국외 타 대학 수학
1. 자격 및 조건

1) 수학신청: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http://oia.snu.ac.kr/)
2) 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7이상인 자
3) 지원대학: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4) 지원시기: 정규학기는 희망학기 3개월 전, 계절학기는 개강 2개월 전
5) 추천 및 선발: 학부장 → 소속 대학장 → 총장 추천, 총장이 최종 선발
6) 수학기간: 정규학기는 2개 학기 이하,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7) 학점취득: 정규학기는 학기당 18학점, 계절수업은 9학점 이내

8) 학점인정: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
9) 등록학기 인정
① 국외수학을 허가 받은 학생은 본교에 등록을 해야 등록학기 인정
② 휴학기간 중 국외 수학 시 학점은 인정, 등록학기는 인정받지 못함

2. 국외 교류대학 리스트(미주)


U.C.L.A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The university of Alberta



University of Washington



Vanderbilt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Toronto



The university of Guadalajara



University of Northern lowa



Simon Fraser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Oklahoma



Washington Stat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Missouri



The University of Utah



University of Pittsburgh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3. 국외 교류대학 리스트(유럽)


Stockholm University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The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Universiteit Leiden



Freie Universitat Berlin



University of Vienna



The University of Helsinki



University of Manchester



University of Bonn



Johannes Kepler University of Linz



Universite de Paris-Sorbonne



Ecole Polytechnique



Humboldt-Universitat zu Berlin



Uppsala University



L’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Mines
de Saint-Etienne



The city university, London



Technische University Darmstadt
Sciences Po



Ludwig Maximilians Universitat Munchen

4. 국외 교류대학 리스트(아시아)


The University Tokyo



National Taiwan University



Kyoto University



Chulalongkorn University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Waseda University



Griffith University



Tohoku University



Yanbian University



M.V.Lomonosov Moscow state



Peking University



University



Hitotsubashi University



Keio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Auckland



Osaka Univerisity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yushu University



Hokkaido University



Shonan Institute of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