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SCIENCES

BEYOND FUTURE, BEYOND THINKING

생명과학과
DEPARTMENT OF LIFE SCIENCES

생명과학이란

생명과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생명과학은 생명에 관계되는 현상이나 생명의 여러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료나 환경보존 등 인류 복지에
활용되는 종합 과학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잘 이해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관계를 해명하는 과학입니다.
현재까지의 세계적인 연구 목표로는 ① 생명 현상과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규명, ② 자연 환경의 해명, ③ 정신 활동의
해명, ④ 건강 유지와 의료 보건의 향상, ⑤ 식량 자원의 확보, ⑥ 생물 및 그 기능의 산업으로 응용, ⑦ 노화 및 인구
문제 등의 7 항목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과제는 노화 현상의 억제 연구, 의료 기술에 관한
연구, 난치성 질환 치료 및 예방 물질 개발, 사고 과정의 해명과 그 정보 처리 및 의료에의 응용, 생물 활성 물질의
탐색과 그 응용 등 입니다.
생명과학은 21세기의 학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들이 생명의 신비로움을 밝히는데 기여할 여지가
무궁한 학문 분야입니다. 최근 유전자 교정, 항체 치료 및 발달 질환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명과학은 미래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식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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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비전 및 목표

생명현상을 연구하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포스텍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는 설립 당시 국내 대학에서는 최초로 "생명과학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포항공과대학교 설립 2년 뒤인
1989년 3월 개설되었으며, 뛰어난 연구업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과로 발전하겠다는 야심찬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설 이래 생명과학과는 학부 과정에서는 졸업 후 생명과학 관련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탐구 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변화하는 새로운 수요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각 전공 분야 별로 심층의 이론과 실험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 과제를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분야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세계 동향에 맞는 최신 첨단 실험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과 비전 및 목표
비전

세계의 학문을 선도하는 조직에 걸맞는 연구와 교육 실현

미션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학문적, 산업적으로 영향력이 큰 연구결과 지속적 창출
학부 교육

교육

연구

대학원 교육

- 핵심기초역량과 응용력을 배양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 학습자 주도형 연구 교육 시스템 강화
- 대학원과 연계된 학부 교육 시스템 구축

- 대학원생 주도형 교육 시스템 강화
- 글로벌 연계 교육/연구 시스템 구축특화된 교육
-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중점 연구분야

연구부문 추진 계획

-

구조 및 분자생물학
분자의과학
세포 및 발달생물학
식물생명과학

- 우수 신진연구인력확 보및지원
- Platform Technology를기반으로 하는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강화
- 해외저명 교수 초빙 및 활용
- 학과 주관 국제 수준 학술대회 개최
- 중개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의 산업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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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연구분야

구조 및 분자생물학
STRUCTURAL AND MOLECULAR BIOLOGY
신약 개발에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질병의 표적단백질들에 대한 고해상도 삼차원 정보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단백질의 작용 기전을 규명함으로써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신약 디자인에 기여한다. 신약 개발의 모든 과정에
대해 신 물질 창출, 특허 확보, 이론에서 응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기술융합으로 획기적인 생리활성물질을 개발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

Protein crystal

포항4세대 가속기

분자의과학
MOLECULAR MEDICINE
신체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유전자 발현, 세포 내 신호 전달, 세포간 정보 교환 등의 기초 연구와 더불어 면역, 대사
및 줄기 세포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암, 당뇨, 치매와 같은 각종 질환의 발병 기전을 밝히고 새로운 진단, 치료 기술
및 백신을 개발하여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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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및 발달생물학
CELLULAR AND DEVELOPMENTAL BIOLOGY
생명 현상의 주요 요소인 세포로부터 복합적 기능을 가진 개체의 형성과 성장, 유지 그리고 노화의 과정을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한다. 개체 발달을 조절하는 기전 규명,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개발, 뇌 기능의 이해
및 신경 정신 질환의 치료제 개발 등의 근간이 되는 연구를 수행한다.

식물생명과학
PLANT SCIENCE
식물을 연구 시스템으로 하여 다양한 생명현상을 규명하고 이 지식을 토대로 차세대 생명과학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도모한다. 식물의 발달, 신호 전달 및 단백질 이동, 바이오 에너지 개발, 광합성 효율, 환경 정화, 면역, 유전체 재조합,
분자 육종 기술 개발 등의 핵심 연구 분야들을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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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소개

구조 및 분자생물학
김상욱

조윤제
- 생물 정보학
-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병
유전자 탐색과 디지털 헬스캐어
연구
- sukim@postech.ac.kr
- 054-279-2348

김민성

황철상
- 단백질 복합체 구조 및 신약
- 디자인
유전자 안정화 및 세포 신호
전달을 겨냥한 분자 구조, 기능,
- 신약 개발 연구
- yunje@postech.ac.kr
- 054-279-2288

-

분자세포 신호조절
단백질 분해 신호와 질환 연구
cshwang@postech.ac.kr
054-279-2352

김종민
- 분자인지 구조
- 생체 고분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조적, 생화학적 연구
- ms.kim@postech.ac.kr
- 054-279-2362

- 합성생물학
- 유전자 회로 개발을 통한
세포 인공조절 기작 응용 연구
- minijong@postech.ac.kr
- 054-279-2322

분자의과학
고용송

노태영
- 세포간 정보교환
- 엑소좀 매개 세포간 정보 교환의
복잡성 연구 및 엑소좀 기반
질병 제에 기술 개발
- ysgho@postech.ac.kr
- 054-279-2345

성영철

류성호
- 시스템 유전체학
- 줄기세포 및
암세포의 후성 유전학적
- 전사조절
- tyroh@postech.ac.kr
054-279-2350

유주연
- 세포면역학
- 항체공학 및 유전자 기반의 줄기
세포 치료에 관한 연구
- ycsung@postech.ac.kr
- 054-279-2294

장승기

이윤태
- 세포 감염 면역학
- 병원균 감염에 대항하는
생명체의 방어 전략 규명
- jyoo@postech.ac.kr
- 054-279-2346

안지완
- 분자 바이러스학
- 바이러스 진단과 치료제 개발과
단백질 번역 기작 연구
- sungkey@postech.ac.kr
- 054-279-2298

신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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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및 면역 세포 조절
- 암과 면역 질환 발생 신규 조절
인자 발굴과 기작 연구
- yoontael@postech.ac.kr
- 054-279-2354

이승우
- 방사선 및 종양 생물학
- 종양 미세환경 (저산소증,
신생혈관형성, 면역세포 침윤등)
역할 규명과 항암 효과 치료
내성 연구
- goneahn@postech.ac.kr
- 054-279-2353

이유정
- 줄기세포 및 암생물학
- 줄기세포기반
오가노이드/미니장기 개발 및
마우스 질병모델을 이용한
- 줄기세포와 질병 상관관계 연구
- kunyoos@postech.ac.kr
054-279-2358

- 신호전달
- 세포 내 대사조절과 신호전달
연구 및 암, 당뇨병 등에 응용
- sungho@postech.ac.kr
- 054-279-2292

- 세포면역학
- 면역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 및
암 면역치료 연구
- sw_lee@postech.ac.kr
- 054-279-0657

임신혁
- 알러지 종양 면역학
- 천식, 아토피, 종양 질환
모델에서 면역세포의 기능 연구
및 치료제 발굴
- youjeong77@postech.ac.kr
- 054-279-2359

- 마이크로바이옴 및 면역 조절
- 장내 세균에 의한 면역 세포
분화및 발달 연구/면역계 질환
발병 및 제어 기작 연구
- iimsh@postech.ac.kr
- 054-279-2356

세포 및 발달생물학
박상기

김정훈

김경태

이승재

- 분자 신경의학
- 주요 정신질환 발병의 분자기전
연구
- skpark@postech.ac.kr
- 054-279-2349

- 분자 신경과학
- 신경계 뇌질환 및 신경회로
시스템 분석 연구
- joungkim@postech.ac.kr
- 054-279-2347

- 분자신경생리학
- 신경 시냅스 조절 및 일주기
리듬과 퇴행성 뇌질환 연구
- ktk@postech.ac.kr
- 054-279-2297

한진관
- 노화분자유전학
- 생명체의 노화 및 건강 수명
연장 기전 연구
- seungjaelee@postech.ac.kr
- 054-279-2351

백승태
- 발달 생물학
- Xenopus를 이용한 세포 운명
결정 및 분화 조절 신호 기작
연구
- jkh@postech.ac.kr
- 054-279-2126 (office)

- 발달신경유전학
- 신경발달질환의 원인 규명과
줄기세포 및 동물모델
활용연구를 통한 치료전략 도출
- 054-279-2360
- sbaek@postech.ac.kr

장지원
- 만능줄기세포 생물학
- 인간 만능줄기세포의 분화 기작
연구와 이를 바탕에 둔 새로운
줄기세포 응용 기술 개발
- jiwonjang@postech.ac.kr
- 054-279-2321

식물생명과학
황인환

이영숙
- 식물세포생물학
-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의
개발 및 지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미세조류에 대한 연구
- ylee@postech.ac.kr
- 054-279-2296

황일두
- 세포시스템
- 식물세포의 구성 및 운영 시스템
원리의 이해와 응용
연구/식물을 이용한 단백질
생산과 산업적 활용
- ihhwang@postech.ac.kr
- 054-279-2128

- 발달 신호 네트워크
- 식물시스템에서 RNA 구조에
의한 세포 분화와 발달 신호
- 규명
- ihwang@postech.ac.kr
054-279-2291

손기훈

최규하
- 식물 유전 및 유전체학
- 식물 유전체 재조합의 분자적
기전 및 유전체 다양성 연구
- kyuha@postech.ac.kr
- 054-279-2361

- 식물면역
- 식물면역수용체 및 병원세균
분비단백질의 기능 연구
- khsohn@postech.ac.kr
- 054-27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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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교과과정
1. 졸업학점 및 이수구분
학번

교양필수

교양선택

기초필수

기초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자유선택

합계

2018 ~

13

18

25

5

25

27

15

128

2.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전공필수
(8과목)

LIFE209 생명과학원리론 및 실습(4학점), LIFE218 생명과학전공입문(3학점),
LIFE217 세포생물학(3학점), LIFE219 융합생명과학(3학점), LIFE322 현대생명과학실험(3학점),
LIFE319 생화학I(3학점), LIFE321 분자생물학(3학점), LFIE402 학사논문연구(3학점)

전공선택

생명과학과 개설 학부 전공선택 지정과목, 생명과학과 개설 대학원 과목, 타 학과 STC와 전공필수 과목

*STC 과목

LIFE217 세포생물학(3학점), LIFE218 생명과학전공입문(3학점), LIFE219 융합생명과학(3학점, 신설)

3. 학년/학기별 개설과목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학수번호

교과목명(학점)

LIFE103

일반생명과학(3)

LIFE103(H)

일반생명과학(H)(3)

LIFE104

일반생명과학실험(1)

2학기
이수구분
기초필수
기초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학점)

이수구분

LIFE103

일반생명과학(3)

LIFE103(H)

일반생명과학(H)(3)

LIFE104

일반생명과학실험(1)

기초선택

기초필수

LIFE100

학과입문(1)

기초선택

LIFE100

학과입문(1)

기초선택

LIFE199

새내기연구참여(1)

기초선택

LIFE199

새내기연구참여(1)

기초선택

LIFE218

생명과학전공입문(3)

STC/전공필수

LIFE209 생명과학실험원리론 및 실습(4)

LIFE219

융합생명과학(3)

STC/전공필수

LIFE217

전공필수

세포생물학(3)

STC/전공필수

LIFE220

의생명과학개론(3)

전공선택

LIFE216

생리학(3)

전공선택

LIFE221

생명과학의 위대한 발견(3)

전공선택

추후 부여

생명과학커뮤니케이션(3)

전공선택

LIFE322

현대생명과학실험(3)

전공필수

LIFE322

현대생명과학실험(3)

전공필수

LIFE315

유전학(3)

전공선택

LIFE303

미생물학(3)

전공선택

LIFE319

생화학I(3)

전공필수

LIFE320

생화학II(3)

전공선택

LIFE323

생태학 및 야외실습(3)

전공선택

LIFE321

분자생물학(3)

전공필수

LIFE324

분자진화학의 이해(3)

전공선택

LIFE325

생물공학(3)

전공선택

LIFE311/411

연구참여I,II(3)

전공선택

LIFE311/411

연구참여I,II(3)

전공선택

LIFE402

학사논문연구(3)

전공필수

LIFE402

학사논문연구(3)

전공필수

LIFE414

시스템생물학(3)

전공선택

LIFE420

면역학(3)

전공선택

LIFE415

현대식물학(3)

전공선택

LIFE424

암생물학개론(3)

전공선택

LIFE417

발달생물학(3)

전공선택

LIFE419

뇌와 행동의 이해(3)

전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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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비전 및 목표
4. 부전공 및 복수전공 요건
구분

변경

부전공

세포생물학, 생화학I, 분자생물학 (9학점)을 필수로 이수하고, 나머지 12학점은 생명과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수

복수전공

전공필수 25학점을 이수하고 나머지 10학점은 생명과학과에서 지정한 전선과목을 이수하여 총 35학점 이수

5. 2학년 개설 과목 개요
[생명과학전공입문]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분자생물학/세포생물학/생화학에 대한 개론 수준에서의 개념과 원리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다루어 생물학 연구 입문에 필요한 기초를 확립하고자 한다. 특히, 학생들의 원서 해독과 주제에 대한
발표/토론 능력을 Flipped Learning 방식을 강의와 병행하여 진행하므로써 생명의 복잡한 현상에 대한 원천적
이해와 사고의 틀을 형성하게 하고자 한다.
[융합생명과학]
생명과학과 그에 인접한 의학, 과학 및 공학분야들의 융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무한한 학문적 그리고 기술적 발전
가능성을 다양한 사례 (Brain-Machine Interface, 조직공학, 생체영상, 생체모사공학, 의공학, Bio-Architecture,
신약개발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조명하여 수강생들의 융합적 소양 함양을 돕는다.
[의생명과학개론]
인체 내 주 장기의 역할과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위의 흔한 질병에 관해 공부한다. 강의 (초빙 연사 제외)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전문학적 의학용어를 고급 영어로 배울 수 있다.
[생명과학의 위대한 발견]
(1) 지난 50여 년간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을 가능하게 하였던 초기 논문들을 생명과학의 각 세부 분야별로A 선정
(2) 발견 이전의 학계 동향이나,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던 학설들, 그 시대가 안고 있던 기술적인 문제점 등 강의
(3) 초기 발표 논문을 학생과 함께 분석하고 생명과학계에 이정표가 된 발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토론
[생명과학실험원리론 및 실습]
현대생물학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자세와 기초 실험법을 일부 강의와 함께 주로 실습을 통해 배움으로써 앞으로
심화된 실험 기반 학습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세포생물학]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명현상들을 분자적 수준에서 이해. 완전한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Flipped Learning이
아닌 기존의 강의방식과 Flipped Learning이 융합된 “Modified Flipped Learning” 적용
[생리학]
강의 진행방법은 인체의 기능에 대해 영어강의를 하고, 질문을 통한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유도한다. 그리고 Take
Home Examination을 통해 강의내용에 대해 생각하며 이해를 깊이 하는 기회로 삼는다.
[생명과학커뮤니케이션]
생명과학커뮤니케이션은 과학지식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글쓰기, 말하기, 듣기와 같은 의사소통 방법 이외에도
리더쉽과 연구프로젝트 운영 등에 대하여 생명과학을 주제로 동영상 클립제작, 작문, 토론 등과 같이 참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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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학부생의 한마디!

김민지

16학번

포스텍 생명과학과는 수준 높은
생명과학의 이론적인 공부와
그와 연관된 실험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공부하다 보면 고등학생 때까지 알고 있던
생명과학과 다른 차원의 생명의 세계를 배울 수
있답니다

조아나

14학번

정세엽

기초필수 과목은 스스로 공부해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었던것 같아요. 하지만
생명과학과에서 전공을 듣기
시작한 이후로는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 모두가 힘을 합쳐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 전혀 색다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과 친구들, 선후배 모두가 함께
도와가며 성장하는 분위기를 원한다면 꼭
생명과학과에 오세요!

대부분의 전공이 그렇겠지만
특히 생명과학과는 열심히 하는
사람,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사람에게 문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포스텍 생명과학과 학생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열정있는 학생들이 와서 그 기회를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

입니다!

이우열

김재범

15학번

포스텍 생명과에서 와서 고등
학교때랑은 달리 진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거
같아요 ㅎㅎ 저희과 좋으니깐
다들 열심히해서 학교에서 봐요!!

김예은

16학번

강한솔

16학번
화이팅!!!
영어공부많이 해두자!

홍성호

14학번
어서와~
세포 밥 주기는 처음이지?

15학번
적극적으로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학과, 열려있는 교수님들, 다재
다능하고 유쾌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곳은 생명과학과

임종부

14학번
“포항공대 생명과학과에서는
미생물, 고분자, 질병 등의
다양한 생명과학의 분야들을
연구합니다.”

16학번

우리 생명과학과는 생명과학을 또는 동물을, 식물을, 곤충을, 물고기를, 미생물을, 유전현상을,
인간을, 뇌과학을, 질병 치료를, 바이오 에너지를 향한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생명과학의 넓은 세계로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이곳을 선택하고 후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학생이 연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배우고 싶은 연구가 있으면 교수님께 직접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환경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14학번

우리 학과는 실험 수업에 대한 지원도 탄탄하고 연구 참여 기회도 많아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4년동안 세 개의 연구실에서 연구참여를 해보았고, 그 경험들이 진로 결정과 전문가로서
밑거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사수님들도 저를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셨고요.
꼭 대학원에 가려하지 않는 분도 SES등의 프로그램이나 바이오산업소개같은 수업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Retreat같은 학과행사와 높은 교수/학생 비율로
인해서 교수님들과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할수있는 학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1년간 평균 5-6번은 지도교수님과
면담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우리 학과에 오셔서 선후배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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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솔

장유원

15학번

우리나라에서 생명과학과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POSTECH
생명과학과! 재학생들의 사이가
돈독하고, 교수님들과의 소통이
활발한 생명과학과에 어서오세요 ^o^♥

손우진

15학번

여러분들이 대학 학부생활 동안
배울 생명과학은 분명 고등학교
때와비교해서달라요ㅎㅎ.하지만
...단지고등학교공부로생명과학에
흥미를가지게되셨다고대학생명과학이재미없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에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한마디였길바랍니다ㅎㅎ화이팅

김정원

14학번

생명과학과를 선택하고 진학한
지 어느새 5년!
그 기간동안 한번도 생명과학과를
선택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말 재미있고 가치있는 학과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과 함께 생명과학과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어요!

김지은

17학번

노수진

15학번

포스텍 생명과학과는 소수정예로
학생들에게 실험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과 만남을
통해 많은 조언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포스텍 생명과학과에 입학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때부터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께질문도많이했었고,친구들과생명과학
주제로토론도많이했었는데이점이면접에서많은
도움이되었던것같습니다!

포스텍 생명과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체계적인 실험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 수준에서 수행
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험들을 경험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학원에 진학 할 경우, 굉장한 자산이 됩니다. 또한
직접연구를해보고싶은실험실에서연구참여를해
볼수있는기회가자유롭게주어집니다.생명과학과
학생들은어려운전공과목을함께공부하는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과동기들간의유대감이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기들과 함께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은성

유종연

16학번
실험 수업이 정말 재밌고
정말정말 재밌어요! 다양한
생물들로 하는 실험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추천하는

14학번
생명과학과 신입생들은
명석하고
과를 사랑하고
학구적이다. 생명과로
과즈아ㅏㅏㅏㅏㅏㅏㅏ~~~

학과입니다!!

소기헌
신주희

15학번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생명과학과 학생들 말고는
포항공대의 다른 과 학생들도
저희 과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생명과학과는 유전, 면역,
발생, 진화 등 다양한 생명현상에 대해서
원자수준, 분자수준(DNA,RNA), 세포수준 등에서
다양한 접근과 깊은 탐구를 하는 과라고 생각해요!
특히 포스텍 생명과학과는! 학생수가 작기 때문에
한 실험 분반이 6명 정도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두 각자의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고! 실험
장비나 재료들도 모두 풍부하게 준비되어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생명과학 실험에 필요한
재료들이 한 방울에 몇 만원씩 하는 고가라는 것을
고려해본다면,이러한지원이가능한과나학교가
저희학교! 저희 과! 뿐일 거라고 확신해요!!! ㅎㅎ
포스텍 최강 생명과학과 많이 응원해주세용:-)

김상윤

15학번

포스텍 생명과학과는 정말
즐거운 곳입니다!
재미있는 친구들도 있고, 뉴스
에서나 볼 법한 교수님들이 눈
앞에 계시고, 하늘의 맑은 별자리, 야생화, 특히
연못에서 뻐끔거리는 귀여운 물고기들이 있는 곳,
이보다 행복한 곳이 있을까요?

김건창

15학번

포스텍에서는 생명과학의 매력을
책과 이론 뿐 아니라, 소규모로
이뤄지는 실험들을 함으로써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실험 수업에 투자를
하고, 또 소규모의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생명과학에대한깊이를배울수있게합니다.
또 교수님들의 연구실에서 직접 연구참여를
자유롭게하여관심있는분야에대해깊이공부할수
있고 연구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가히 최고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학번

학부 시기 동안 본인만의, 본인을
위한 후회없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공부든, 동아리
활동이든, 새로운 진로 탐색이든
상관없어요.인생을송두리째바꿔놓을변화는작은
행동하나에서시작된답니다.

안현수

15학번

신입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함께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
보아요!!
아자아자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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