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업자원
경제학부
School of Horticulture ·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 원예과학전공

T. 033-250-6420 / F. 033-259-5561
http://horti.kangwon.ac.kr

• 농업자원경제학 T. 033-250-8660 / F. 033-259-5564
http://agecon.kangwon.ac.kr
전공

교수 및 연구분야
강원희 교수

강호민 교수

고종태 교수

김경량 교수

김일섭 교수

033-250-6423
whkang
식물분자생리연구실

033-250-6425
hominkang
수확후생리 및
유통연구실

033-250-8665
gohjt
농산물시장분석실

033-250-8663
kimkr
농업정책분석실

033-250-6422
kimilsop
채소생산공학연구실

농산물유통

지역/농업정책,
국제농촌개발,
남북농업협력

채소류 재배생리,
시설원예,
기능성채소 연구

커피나무 재배생리
식물 스트레스 및
유전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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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won.ac.kr

원예작물 수확 후
생리, 유통중 발생하는
생리 장해 제어

김종화 교수

박성민 교수

신효중 교수

이병오 교수

이병훈 교수

033-250-6421
jongjwa
화훼학연구실

033-250-6424
smpark
과수육종연구실

033-250-8667
hiojung
자원경제분석실

033-250-8662
bolee
농업경제분석실

033-250-8661
bhleeok
농업경영분석실

화훼류 육종연구(백합),
유전자원 관리

3배체 무핵포도
육종 고품질 사과,
배 육성

경제성분석,
비시장가치평가법,
농촌발전정책

농업경제학,
식품경제학,
축산경영학

농업통상,
농업구조,
공간계량경제

이종인 교수

전운성 교수

정천순 교수

033-250-8668
leejongin
농산업구조분석실

033-250-8666
jeonus
농업경제사분석실

033-250-6409
jeongcs
고랭지 경제작물 저장연구실

농산업구조,
농산물유통,
축산경제학

토지제도비교,
근대농업경제사,
국제농촌사회비교

원예작물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
최소가공처리제 개발

농업생명과학대학
경영대학

원예과학전공 소개 및 학년별 교육과정

학년별 교육과정
1

원예학 입문, 생명과학의 이해

2

원예작물 생리학, 채소학총론, 원예작물 번식학, 작물유전학, 토양비료학, 재배학원론, 과수학총론, 원예장식 및 실
습Ⅰ, 허브식물학, 시설원예학 및 실습, 식물조직배양학

3

화훼학총론, 원예치료, 분자생물학, 과수학각론, 종묘생산학, 친환경농업, 원예작물육종학, 화훼작물 및 실습, 채소
학각론, 원예산물저장학, 원예현장실습

4

수경재배론, 원예작물관리 및 이용학, 식물보호학, 조원식물학, 원예장식론 및 실습 Ⅱ, 원예작물발생학, 식물생장
조절론, 원예 GAP생산론, 사회원예학

전학년

College of Agriculture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ife Sciences

우리학과는 채소, 과수, 화훼 작물 및 조원식물의 재배, 생산 등에 관한 기초이론은 물론 원예 산물의 수확 후 처리 기
술 및 생명공학기법을 응용한 육종기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환경조절공학의 이론 및 실제 응용에 필요한 온
실의 구조, 환경관리, 자동화장치 등 원예재배시설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역할을 통하여 급변하는 원예 산물 주변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원예식물의 전문기술, 과학적인 관
리와 생산, 생활공간의 미적 합리적 계획 관리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전문적인 원예과학인 양성에 목표
를 두고 있습니다.

꿈-설계 상담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소개 및 학년별 교육과정
농업자원경제학전공은 농촌 관련 경제학을 배우는 학과로서 농업/농촌/농업인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관련 과목을 심도
있게 교육하고 있다. 이론과 현장이 결합된 교육 체계로 농어촌이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 접근방안의 모색을 통한 21세기
인류, 식량,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농어업, 농어촌의 선진화를 주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농업자원경제학전공은
5개 분야 학문영역인 1) 농기업경영 2) 유통경제 3) 식품경제 4) 지역사회 및 지역개발 5) 자원ㆍ환경경제 분야 등이 있다.

학년별 교육과정
1

농업경제학

2

미시경제학, 세계농업문명경제사, 농업경영학, 경제통계학, 농산물시장론, 거시경제학, 수리경제학

3

식품경제학, 국제농업개발론, 토지경제학, 농촌조사및실습, 자원경제·정책, 농산업구조론, 농업정책학, 농촌사회
학, 협동조합론, 환경경제·정책, 계량분석론

4

지역계획론, 농기업론, 농촌휴양관광경제학, 산업조직론, 외식산업론, 남북한농업발전론, 한국근대농업경제사, 소비
경제학, 기술경제학, 농업발전론

전학년

꿈-설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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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원경제학전공

Major in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세계미래보고서 2055(제롬 글렌, 비즈니스북스)
북미 대륙 퍼스트네이션의 위대한 문명의 땅(이지출판사/전운성)
모든 것은 소비다(문예출판사/볼프강 울리히)

졸업 후 진로
진학
학·석사 연계과정,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

공공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경제정책연구원,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림과학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소속
연구·지도직 공무원,
지자체 농업직 공무원

자랑스러운 동문
유영철(86학번) 하이포크 대표이사

강종원(96학번)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렬(87학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 훈(86학번) 상해 무역회사 대표이사

이진홍(89학번) 경기도 농업기술원

김성철(04학번)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최훈식(97학번) 영원산업 대표이사

정 승(06학번)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박영민(02학번) 감자기업 록야 공동대표

오경태(11학번)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최근 3년간 취업자
이상호(09학번) BGF 리테일

조성훈(12학번) 한화제약

엄태정(09학번) 농협

권길하(13학번) 농업직공무원

한금현(11학번) 농협

이나래(13학번) 농촌지도사

일반기업
농어촌컨설팅기관, 농어업회의소,
CJ 청정원, LG 생활건강,
몬산토 코리아 등 종묘회사,
이마트 등 유통회사

학과 자랑거리
인턴프로그램
2014년 한국관광공사와의 MOU를 맺은 후 10명 이상의 학생
참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인턴 참여
증가 예정.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일본(홋까이도대·큐슈대·오비히로대)-매년 6명 이상
중국(길림대·남경농대·심양농대)-매년 6명 이상
독일(바이로이트대 경제학과),
헝가리(SZENT ISTVAN UNIVERSITY),
에디오피아(짐마대) 등
동아리 활동
외국어동아리(일본어·중국어), 전공동아리(농어촌담론, 푸드시스템연구회, 독서토론회 등),
친목동아리(축구·농구·자전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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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과학대학
경영대학

원예과학전공

Major in Horticultural Science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College of Agriculture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ife Sciences

숨어있는 채소 (휴먼컬처아리랑/농촌진흥청)
농업은 미래성장 산업인가 (라온북/남상일)
유엔미래보고서 2050 (교보문고/박영숙)

졸업 후 진로
진학
학·석사 연계과정,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

공공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농협(원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복지재단/재활원(원예치료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소속 연구·지도직
공무원, 지자체 농업직 공무원,
농업고등학교

일반기업
몬산토 코리아 등 종묘회사,
조비경농, 이마트 등 유통회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체,
CJ 청정원, LG 생활건강

학과(전공) 관련 추천 웹사이트 주소
한국원예학회
http://www.horticulture.or.kr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한국농어촌공사
http://www.ekr.or.kr

자랑스러운 동문
이태익(75학번) 세종바이오 대표이사

김종화(75학번) 강원대학교 교수

정최희(96학번)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일섭(78학번) 강원대학교 교수

김찬희(98학번)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정천순(83학번) 강원대학교 교수

진태훈(05학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희(81학번) 강원대학교 교수

권민수(04학번) 감자기업 록야 공동대표

박성민(83학번) 강원대학교 교수

최근 3년간 취업자
목진경(10학번)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

이재나(10학번) 강원도 농촌지도사

이제창(10학번) 강원도 농업연구사

유효상(10학번) 강원도 농촌지도사

이창호(11학번) 강원도 농업연구사

한지예(09학번) 서울시 원예지도사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식물(꽃, 채소, 과수)에 관심이 많아 직접 식물을 가꾸어본 경험이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
생명공학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가져서 해당 분야로 진로를 결정 하고싶은 학생
농업에 비전을 가지고 졸업 후 농업계통 기업, 공무원, 연구직 등의 진로를 원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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