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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교과목 개요

본 강좌는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연속적으로 개설되며 생명과학의 학문적 기
초 이론과 실험적 학문의 특성을 연결하는 의미를 갖는다. 생명제의 정의를 
바탕으로한 생명체의 분류, 생명현상의 관찰, 관찰된 생명현상의 물리화학적 
원인, 관찰된 생명현상의 구조와 생리적 원인 등에 대한 기초 사항을 생명과
학에서의 기초적 실험기법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
*주의: 10월 6일 또는 7일은 국립생물자원관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는 8주차 
수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두 날 중 하루를 선택하여 올 수 있으며, 오후 1
시 30분 부터 4시 30분까지 인천에 소재하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되며 
두 날 중 하루를 꼭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른 수업과 부득이하게 겹칠 경우
는 사전에 신청하시면 현장학습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주교재 - 기초 생물학 실험서. 2009. 김옥용 외 3인 역. 바이오사이언스

부교재 및 

참고도서

- Explorations in Basic Biology. 2009. Stanley E. Gunstream. Pearson 

Benjamin Cummings. (기초생물학 실험서 의 영문 원본)

- Campbell 생명과학, 김병진 외 역, 월드사이언스

- Campbell Biology, Campbell and Reece, Pearson Benjamin Cummings

수업방법 실습, 토론

교육기자재 비디오, 컴퓨터 

평가방법  기말고사: 40%, 리포트: 40%, 출석: 10%  기타(발표, 자원관): 10%

주별 수업내용

(1주차 9.1~7): 강의 계획 소개, 실험실 안전수칙, 실험도구관리 등

(2주차 9.8~14): 개구리의 해부와 근육 관찰 (실험 17, 실험 27) 

(3주차 9.15~21): 개구리의 골격(실험 26) 모델 제작

(4주차 9.22~28): 혈액과 순환 (실험 19)

(5주차 9.29~10.5): 소화와 배설 (실험 21, 실험 22)

(6주차 10.6 or 7): 국립생물자원관 방문

(7주차 10.13~19): 신경조절, 감각인지 (실험 23, 실험 24)

(8주차 10.20~26): 중간고사기간. 중간고사 없음. 

(9주차 10.27~11.2): 닭의 발생 (실험 28)

(10주차 11.3~11.9): 피자식물의 구조 (실험 29)

(11주차 11.10~11.16): 과실의 관찰 

(12주차 11.17~11.23): 화분의 관찰 

(13주차 11.24~11.30): DNA, 염색체의 구조와 초파리의 거대염색체 관찰 (실험 33)

(14주차 12.1~12.7): 잎으로부터 DNA 추출 및 전기영동 (실험 34)

12월 10일(토): 기말고사 다섯 반 동시에 실시.



주의사항.

1. 실험시 반드시 실험가운 착용.

2. http://amborella.net 의 “2011 General Biology Lab."이 공식 웹사이트임.

   Username: gbl

   Password: gbl

  매번 실험에서 모든 내용을 담을 ppt file이 사전에 제공되니 반드시 먼저 읽어보고 올것. 

  

3. 10월 6일과 7일에 있을 국립생물자원관 방문에 반드시 참가.

4. 매번 실험 후 정리는 조별로 남아서 조교를 도와 정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