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대학원 원예생명공학과 교육과정시행세칙

□ 학과명 :  원예생명공학과  

제1조(목적) ① 이 시행세칙은 상기 대학원 학과의 학위 취득을 위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취득에 관하여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원내규에서 정한 사
항 및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교육목표) ① 학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원예생명공학의 다양한 전공분야와 관련된 필수적인 과학적 지식의 습득 및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

이고 전문성이 높은 유능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기본구조) ① 최소 학점 이수요건인 학과 교육과정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과정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 수료학점 비고

석사       학점   24  학점       학점 24학점

박사       학점   36  학점       학점 36학점

석박통합       학점   60  학점       학점 60학점

제4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교과과정 :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 참조
  2. 교과목개요 : <별표2. 교과목 개요> 참조

제5조(선수과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대상자 : 전공 계열 상이 또는 특수대학원 졸업자
  2. 선수과목 이수학점 : 석사과정 9 학점, 박사과정 12 학점
  3. 선수과목 목록 : <별표3. 선수과목 목록표> 참조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인정서에 논문 지도교수와 학과

장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추가 이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6조(타학과 과목 인정) 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대상자 : 학과 모든 과정 대학원생  
  2. 타학과 과목 인정 최대학점 : 각 과정별 수료학점의 1/2 이내
  3. 타학과 인정과목 :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입학 전 이수학점 및 타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① 입학 전 동등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인정 및 국내
외 타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등은 대
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조(수료 및 졸업 요건) ① 수료 및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최소수료학점 :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석박통합과정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2. 학위자격시험 : 2020학년도(포함) 이후 입학자에 대해서는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를 학위논문 심사 전에 

신청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청구논문심사를 위한 논문게재 혹은 학술발표 실적 :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논문심사일 이전에 

석사과정생은 학술발표 1건 이상, 박사과정생은 논문게재 1건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
다. 

  4. 외국인 학생의 추가 졸업 요건 : 논문게재(졸업요건)시 지도교수명을 해당논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1. 2019학년도(포함)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 기존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개발표 또는 학위자격시

험(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2021년 8월 졸업자부
터 소급 적용한다.

  2. 이외의 필요한 사항들은 대학원시행세칙을 따른다. 

[부칙1]
① 시행일 : 2020.09.01
② 경과조치 : 
1.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학생은 학생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육과정 기본구조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입학 이후에 교육과정이 개편

되었을 경우에는 개편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3.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학점을 취득한 당시의 이수구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수구분별로 부족한 학점은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수강하여 취득한다. 다만, 개설된 교과목을 모두 수강하여도 이수구

분별 소정의 학점이 부족한 경우, 그 나머지 학점은 대체 교과목을 수강토록 하여 보충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

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5. 개편 전 입학자의 전공교육과정 이수요건에 대하여 전공별로 본 경과조치 외 세부사항을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지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
① 시행일 : 2021.03.01
② 경과조치 :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

※ 이수구분 : 전필, 전선,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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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선 HBT710 원예학개론 3 ◯ ◯ ◯ ◯ ◯ 　 ◯ 　

2 전선 HBT731 원예학특론 3 ◯ ◯ ◯ ◯ ◯ ◯

3 전선 HBT723 과수학특론 3 ◯ ◯ ◯ ◯ ◯ 　 ◯ 　

4 전선 HBT711 채소학특론 3 ◯ ◯ ◯ ◯ ◯ ◯

5 전선 HBT719 화훼학특론 3 ◯ ◯ ◯ ◯ ◯ ◯

6 전선 HBT734 원예작물 육종학특론 3 ◯ ◯ ◯ ◯ ◯ ◯

7 전선 HBT735 시설원예학특론 3 ◯ ◯ ◯ ◯ ◯ ◯

8 전선 HBT736 원예작물생리학특론 3 ◯ ◯ ◯ ◯ ◯ ◯

9 전선 HBT737 실험설계 및 분석특론 3 ◯ ◯ ◯ ◯ ◯ ◯

10 전선 HBT727 원예분자생물학특론 3 ◯ ◯ ◯ ◯ ◯ ◯

11 전선 HBT703 원예작물병리학특론 3 ◯ ◯ ◯ ◯ ◯ ◯

12 전선 HBT708 원예작물조직배양학특론 3 ◯ ◯ ◯ ◯ ◯ ◯

13 전선 HBT704 원예학세미나 1 3 ◯ ◯ ◯ ◯ ◯ ◯

14 전선 HBT705 원예학세미나 2 3 ◯ ◯ ◯ ◯ ◯ ◯

15 전선 HBT722 원예학세미나 3 3 ◯ ◯ ◯ ◯ ◯ ◯

16 전선 HBT724 원예학세미나 4 3 ◯ ◯ ◯ ◯ ◯ ◯

17 전선 HBT729 원예작물번식학특론 3 ◯ ◯ ◯ ◯ ◯ ◯

18 전선 HBT728 식물생장조절응용론 3 ◯ ◯ ◯ ◯ ◯ ◯

19 전선 HBT732 원예환경조절론 3 ◯ ◯ ◯ ◯ ◯ ◯

20 전선 HBT725 분자생물학적식물생장조절론 3 ◯ ◯ ◯ ◯ ◯ ◯

21 전선 HBT738 채소학최신과제연구 3 ◯ ◯ ◯ ◯ ◯ ◯

22 전선 HBT706 화훼학최신과제연구 3 ◯ ◯ ◯ ◯ ◯ ◯

23 전선 HBT739 과수학최신과제연구 3 ◯ ◯ ◯ ◯ ◯ ◯

24 전선 HBT714 원예작물육종학최신과제연구 3 ◯ ◯ ◯ ◯ ◯ ◯

25 전선 HBT720 식물대사학특론 3 ◯ ◯ ◯ ◯ ◯ ◯

26 전선 HBT740 원예기능성물질특론 3 ◯ ◯ ◯ ◯ ◯ ◯

27 전선 HBT707 식물대사공학특론 3 ◯ ◯ ◯ ◯ ◯ ◯

28 전선 HBT701 식물생리학특론 3 ◯ ◯ ◯ ◯ ◯ ◯

29 전선 HBT726 원예작물병리학 3 ◯ ◯ ◯ ◯ ◯ ◯

30 전선 HBT709 원예저장학특론 3 ◯ ◯ ◯ ◯ ◯ ◯

31 전선 HBT702 원예산물가공학 3 ◯ ◯ ◯ ◯ ◯ ◯

32 전선 HBT730 원예작물병리학최신과제연구 3 ◯ ◯ ◯ ◯ ◯ ◯



<별표2> 교과목 개요

∙ 원예학개론 (General Horticulture)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원예학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을 정립하고 체계화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establish and systemize fundamental horticulture knowledge. 
∙ 원예학특론 (Advanced Horticulture)

원예학특론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원예작물의 재배, 육종, 저장 및 유통의 전반적 흐름을 공부하는 분야이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discuss overall current trends of cultivation, breeding, storage, and circul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s in Korea. 
∙ 과수학특론 (Advanced Pomology)

학부에서 학습한 과수의 재배환경, 생리, 생산, 저장, 육종에 관련된 제반기술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며 세계 과수학계의 동향파악과 과수학의 기본 

이론을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영문 문서로서 토론을 통하여 학습케 한다.

During this course, students will discuss scientific papers in order to grasp new trends in the pomology field and further understand growth 

environment, physiology, cultivation, post-harvest preservation and breeding techniques.
∙ 채소학특론 (Advanced Olericulture)

채소의 생산, 육종, 재배에 이르는 넓은 영역에 있어서 특히 중요시된다고 판단되거나 시대성을 띠는 분야를 발췌하여 강의하고 학생들의 연구과제

와 부합되는 분야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심층으로 학습토록 한다.

Lectures on important or timely topics in the olericulture field will be given and seminars corresponding to students’ research projects will be 

dealt in detail. 
∙ 화훼학특론 (Advanced Floriculture)

화훼작물의 분류체계, 재배환경, 번식방법, 개화생리, 육종 및 이용방법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 및 유망 화훼작물의 생산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를 

수행한다.

Lecture topics include information on classification, propagation, physiology of flowering, breeding, and utilization of the flowering crops with 

special emphasis on promising flowering crops.  
∙ 원예작물 육종학특론 (Advanced Breeding of Horticultural Crops)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갖추고 있는 원예작물의 품종개량을 위한 앞으로의 육종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접근방법 등을 강의한다.

Lectures suggesting the future breeding direction of various horticultural crops and specific approaches for improved breeding will be given.
∙ 시설원예학특론 (Advanced Protected Horticulture)

최근에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있어서 급증하여 온 시설에는 경제적으로나 농민의 노동력 안배나 신선 채소의 주년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이에 관한 각종 학문 특히 시설자재, 재배방법, 보온 및 재배환경 조성, 품종육성 등을 다루며 각종 문제점의 파악과 검토 및 해결책의 제시에 

주안을 둔다.

This course aims to use various literature on facility materials, cultivation methods, temperature control and crop development in protected 

environment to carve out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 원예작물생리학특론 (Advanced Physiology of Horticultural Crops)

원예작물의 증산, 품질향성, 제반 내적인 변화 등은 식물체 내에서의 각종 생리작용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이러한 식물생리의 연구와 이해를 통하여 

제반 변화나 문제점을 가장 이론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원서, 최신 데이터, 최신문헌 등도 아울러 소개하며 강의한다.

This course aims to resolve various changes and problems in horticultural crops through research and acquisition of plant physiology by 

introducing up-to-date data and literature.
∙ 실험설계 및 분석특론 (Advanced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원예학 실험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실험의 설계에 대한 기본이론과 주요방법론에 대하여 충분한 실례를 들어서 강의하고 얻어진 성적의 효과

적인 분석 방법 및 표현방법 등을 강의하여 전공분야의 기본을 습득하도록 한다.

Lectures will be given on fundamental experimental designs essential for horticultural experiments and on practical analysis of results.
∙ 원예분자생물학특론 (Advanced Molecular Biology in Horticultural Crops)

원예작물을 대상으로 유전자구조, 발현기작 및 최신의 분자생물학적 기법과 응용에 대한 기초를 습득케 한다.

Lectures on up-to-date molecular biological methods and usage as well as gene structure and expression mechanism of horticulture crops will 

be given.  
∙ 원예작물병리학특론 (Advanced Pathology of Horticultural Crops)

원예작물의 병리학에 대하여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이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식물병리학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한다.

Lectures on recent researches in the plant pathology field will be given. 
∙ 원예작물조직배양학특론 (Advanced Tissue Culture of Horticultural Crops)

원예작물의 대량번식, 체세포 교잡 및 반수체 식물을 이용한 육종방법, 2차 산물 생산에 대한 metabolism 등과 관련된 원예작물의 조직배양 성공사

례 및 적용방법을 소개하여 식물조직배양 기술을 활용케 한다.

Lecture topics include proliferation of important horticultural crops, cell fusion, and metabolism of secondary metabolites through reviewing 

of successful cases of tissue culture.
∙ 원예학세미나 1 (Seminar in Horticultural Science 1)

원예작물의 육종, 재배와 원예생산물의 보장에 관련된 세계학계와 국내학계에서 발표되고 있는 연구 결과와 학생 스스로 연구 중에 있는 과제나 

주요 관심 과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하게 함으로써 세계와 국내의 원예학계 동향을 인식하여 이를 학생 

자신의 연구와 관련시켜 검토케 하면서 이해력, 발표력을 기르게 한다.

Students will discuss scientific literature in order to grasp worldly trends in the horticultural field and the ability to generate fundamental 

theories. 



∙ 원예학세미나 2 (Seminar in Horticultural Science 2)

과수, 채소, 화훼작물의 육종, 재배, 저장, 가공, 번식 등에 대한 최신 문헌을 해독하여 요약 정리하여 발표하게 하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배양시킨다.

Students will analyze scientific papers and present their findings in class in order to grasp various worldly trends in the field of horticultural 

science. 
∙ 원예학세미나 3 (Seminar in Horticultural Science 3)

미래 지향적인 원예 생명 공학 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 문헌을 연구 분야별로 고찰하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원예학의 국제적인 시각과 학문에 대한 

고찰 능력을 함양 시킨다.

The aim of this seminar is to train students to read and analyze recent scientific papers in the horticultural science field and to discuss their 

findings in front of peers.
∙ 원예학세미나 4(Seminar in Horticultural Science 4

원예작물의 육종, 재배와 원예생산물에 관련된 세계 학계와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고 있는 연구 결과와 학생 스스로 연구 중에 있는 과제나 주요 

관심 과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하게 함으로써 세계와 국내의 원예 학계 동향을 인식하고 이를 학생 자신의 

연구와 관련시켜 검코케 하면서 이해력, 발표력을 기르게 한다.

Students will be able to prepare and present material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resented in world academy and domestic 

academy related to breeding, cultivation and horticultural products of horticultural crops, It recognizes domestic horticultural trends 

and reviews them in relation to their own research, and develops comprehension and presentation skills.
∙ 원예작물번식학특론 (Special Topic in Propagation of Horticulture Crops)

원예작물에 있어서 최근에 급속한 발전에 보이고 있는 접목 방법, 휴면지, 발근방법, 삽목번식법 등을 심도있게 다룬다.

This course provides up-to-date technologies in grafting, rooting and cutting propagation through cutting. 
∙ 식물생장조절제 응용론 (Utilization of Plant Growth Regulators)

유전공학분야와 더불어 20세기 첨단 연구 분야로 손꼽히고 있는 식물생육의 화학적인 제어(chemical control)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실용적

인 면과 결부시키기 위해 개설된 강의로서 식물체의 호르몬을 추출하고 생검을 통한 효과검증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Lectures on the theories regulating plant growth in horticultural crops and the bioassay, extraction, and analysis of growth regulators including 

plant hormones will be given.
∙ 원예환경조절론 (Environmental Regulation in Horticulture)

원예환경조절은 원예작물의 재배 시 생육과 생산에 관여하는 환경요인들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다. 학습하게 되는 주요 환경요인은 빛, 물과 영양

이다.

Environmental regulation in horticulture is a study of environmental factors involved in growth and production of hortultural crops. The 

environmental factors studied are light, water and nutrition.
∙ 분자생물학적식물생장조절론 (Studies on Molecular Biological Plant Growth Regulation)

분자수준에서의 조절을 통한 식물의 생장, 발달 및 분화조절을 원예작물을 대상으로 강의하여 여러 원예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배양을 한다.

This lecture provides regulation principles on growth,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of horticultural crops on the molecular level.  
∙ 채소학최신과제연구 (Newest Topics in Olericulture)

원예학을 전공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을 위해 개설되었는데 주로 최근에 발표 또는 고안된 채소생산 및 육종상의 학술적인 이론에 대하여 심층 분석

하고 이와 병행 또는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과제 등을 창출하고 실용적인 면과 연계성 등을 연구하여 신학문을 습득하고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This lecture will discuss and analyze the newest topics in olericulture including cultivation and breeding. 
∙ 화훼학최신과제연구 (Newest Topics in Floriculture)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저명한 학술잡지에 게제되는 화훼학과 관련된 논문 중 최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검토 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을 학습케 하고 

학생 각자의 연구과제에 응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This lecture will discuss and analyze the newest topics in floriculture including cultivation and breeding. 
∙ 과수학최신과제연구 (Newest Topics in Pomology)

과수학에 대한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게제 되는 논문 중에서 최신의 새로운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학생 각자의 연구과제에 응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한다.

This lecture will discuss and analyze the newest topics in pomology in order to apply to student projects. 
∙ 원예작물육종학최신과제연구 (Newest Topics in Breeding of Horticultural Crops)

최근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유전공학 분야 중 원예작물의 육종에 응용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최신문헌을 학습케 하여 학생들의 연구과

제에 응용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한다.

This lecture will discuss and analyze the newest topics in horticultural crops including cultivation and breeding. 
∙ 식물대사학특론 (Advanced Plant Metabolism)

생명체의 생명 현상 유지를 위해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1차, 2차 대사 및 에너지 대사에 관해 심도 있게 학습한다.

Various aspects of metabolism in plants including the basic biochemical processes including the syntheses, utilization and roles of amino acids, 

lipids, carbohydrates and secondary metabolites in plant growth will be discussed.
∙ 원예기능성물질특론 (Advanced Horticultural Functional Materials)

원예작물 유래 기능성 신소재 탐색, 분리 및 조직 배양과 유전자 조작에 의한 기능성 향상 및 대량 생산법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This lecture is the study of chemistry and biochemist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basic components and mode of actions of functional 

bioactive materials in horticultural crops.



 ※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은 순서로 작성

<별표3> 선수과목 목록표

번호 과목명 개설학과 학점 인정이수구분 대상학위과정

1 원예생명공학개론　 　원예생명학과 3　 선수과목 석･박사･석박통합

2 채소학 및 실험 　원예생명학과 3 선수과목 석･박사･석박통합

3 화훼학　 　원예생명학과 3　 선수과목 석･박사･석박통합

4 과수학 및 실험　 　원예생명학과 3　 선수과목 석･박사･석박통합

5 식물육종학　 　원예생명학과 3　 선수과목 석･박사･석박통합

6 　식물분자육종학 및 실험 　원예생명학과 3　 선수과목 석･박사･석박통합

7 원예기능성물질론　 　원예생명학과 3 선수과목 석･박사･석박통합

8 원에산물가공론 및 실험　 　원예생명학과 3 선수과목 석･박사･석박통합

9 작물보호학 및 실험 　원예생명학과 3 선수과목 석･박사･석박통합

∙ 식물대사공학특론 (Advanced Plant Metabolic Engineering)

식물의 대사학을 이해하여 기능성 바이오소재의 식물체내 생산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This lecture aims to understand the production technology of functional biological materials derived from plants.
∙ 식물생리학특론 (Advanced Plant Physiology)

식물의 중요한 프로세스와 조직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식물의 생활사 전반에 걸친 물, 무기물 및 성장을 위한 광 활용 방법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학습한다.

Underst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vital processes and organization of plant Understand how plants use water, inorganic nutrients, and 

light for the growth Study the developmental processes through the life cycle Learn how plants interacts with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Prepare the foundation for related subjects in horticulture
∙ 원예작물병리학 (Pathology of Horticultural Crops)

원예작물병리학 관련 최신 연구 분야와 내용들을 보다 심도 깊게 강의한다. 특히, 여러 주제별로 최신 연구 동향을 논물을 통하여 습득하고, 발표와 

토의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Students understand the major weapons of plant pathogens that use for infection in plants and plant-pathogen interactions.
∙ 원예저장학특론 (Special Issue of Horticulture Processing)

원예생명공학과 대학원생을 위한 과목으로 다양한 원예산물의 가공에 대해 학습하고 가공 시 원예산물의 물리 화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분야이다. 

즉, 원예가공학 특론은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한 후 이들을 제품화 하는 가공공정 중 소비자의 선호성, 기능성이 증가된 제품으로의 생산, 또는 

미생물 증식 억제를 주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물리 또는 화학적 처리를 이해하고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습하는 학문이다.

This course emphasizes physiological principles underlying current postharvest handling and processing techniques of horticultural products.
∙ 원예산물가공학 (Processing of Horticultural Products)

생산된 다양한 원예산물의 저장기간이나 유통의 편리성을 고려한 가공공정을 이해하고 또한 산물내의 기능성물질의 향상 및 고부가가치적 상품생

산을 하기위한 가공방법들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This course emphasizes physiological principles underlying current postharvest handling and processing techniques of value-added products.
∙ 원예작물병리학최신과제연구 (Newest Topics In Horticultural Crop Pathology)

작물 병리학에 대한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게제 되는 논문 중에서 최신의 새로운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학생 각자의 연구과제에 응용

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한다.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in Pathology of Horticultural Crops. Understand the process of finding promising research topics in 

the field of Pathology of Horticultural Cro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