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분석과학

주관캠퍼스 소개

Bio-Analytical Science

무한경쟁시대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기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창조적 기초과학 공동연구기관 으로 도약하겠습니다. 21세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탁월한 연구 성과 창출 및 원천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구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KBSI는 명실상부한 '첨단연구장비 공동활용의
국가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차세대 자기공명장치, 고감도 초고분해능 FT-ICR 질량분석기,
초고분해능 이차이온 질량분석기 등의 세계적 수준의 국가대형연구장비를 비롯해, BT, NT, ET, IT
분야의 첨단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속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KBSI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www.kbsi.re.kr

노력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Tel : 042-865-3500

전공 개요
생물분석과학은 현대 생물학 및 바이오 산업 분야에 있어서 기술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첨단 생물학

참여기관

분석기술을 교육하고, 다학제 간 연구환경에서 직접 연구개발 및 활용기술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생물분석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생명공학(BT) 연구에는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분자 및 원자 수준까지 입체적으로 관찰하고, 대량의 생물학적 정보를 신속히 획득, 처리하는
고속, 고능률 분석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첨단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이 생물분석과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전공분야의 특징은 BT 와 NT 및 IT의 융합 기술분야로서 Biophysics, Physical
Biochemistry, Analytical Chemistry, Modern Biology 등과 연계되는 학제간 연구분야입니다.
본 과정은 특히 첨단연구 및 고가실험장비가 필요한 분야로서 현재의 여건으로는 국내 대학에서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초(연)과 표준(연)에는 첨단분석기법 개발과 첨단장비 개발에 다년간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들과 이를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 전공과정의 목표는
다양한 최신 분석기법과 첨단분석장비 활용법을 습득하고 이를 생물분석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분석법
및 장비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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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KBSI) is moving forward as an open world-class basic research
infrastructure institution that provides analysis support services and collaborative research
for creative basic science. In the 21st century,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e
important criteria for dri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have them, it is essential
to create excellent research results and source technology development and basic research
and establishment of research infrastructure should be supported for achieving them. KBSI
has a role and responsibility as a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conduc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research support and joint research, related to high-tech research equipment
as well as advanced analytical science technology. KBSI become a leading research institute
recogniz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world for basic science such as BT, NT, ET
and IT with world-class national research equipments such as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 next generation high-field nuclear magnetic resonance, high sensitive high
resolution Fourier-transform ion cyclotron resonance (FT-ICR) mass spectrometer, high
resolution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HR-SIMS). We will challenge with a passion
to increase brand value of KBSI in the world. We would like your continued support. Thank
you very much.

INTRODUCTION OF MAJOR
Bio-analytical science provides training for advanced bio-analytical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modern biology and bio-technology
industries. Students have experience in R&D and application in an interdisciplinary environment
and are moving forward to become an expert in their main field. Recently, in biotechnology
(BT) research, high-speed, high-throughput analytical technology by using world-class
cutting-edge research equipments plays a crucial role. This advanced technology allows us
to observe three-dimensional images of the target material at the molecular level.
Bio-analytical science is a systematic study of these advanced convergent technologies for
BT, NT and IT research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which is related to Biophysics, Physical
Biochemistry, Analytical Chemistry, Modern Biology. In particular, this course requires
advanced high-priced experimental equipment and there are limits to educating at domestic
universities under current conditions. In both KBSI and KRISS, we have experts who have
been engaged in development of analytical equipment and technologies for many years and
world-class cutting-edge research equipments as well. The objective of this major is to
develop advanced analytical techniques and teach the operation of high-technology large
research equipment and to train specialists for research equipment and creative future t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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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BT분야 첨단 분석기술과
장비개발 및 활용 전문가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생물분석분야 실무능력 배양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

연구부문

신규성 및 독창성 있는 생물분석 기술개발 및 활용연구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우수 학생 선발
연구과제 참여로 실무능력 배양

연구부문

BT/NT/IT 융합 분석과학 연구
BT/NT/IT 융합 기술 응용 연구

졸업 후 진로
생물분석과학전공은 약물의 작용 기작 및 효능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학위과정
입니다. 따라서 졸업생들은 대부분 신약 개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제약회사로 진로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I는 최첨단 연구 장비를 학위 과정에서 직접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기관들은 장비를 구축해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기에
생물분석과학 전공의 인재들의 경쟁력을 높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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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D GOALS
LONG TERM VISION

Development of
cutting-edge analytical
research technology and
equipment and training
experts in BT research
field

DEVELOPMENT GOALS
Education

Acquiring and improving practical skills in bioanalysis

sector

Training experts combining theory and practice

Research

Developing innovative and original bio-analytical technology and applied

sector

research

STRATEGIES AND TASKS
Education

Selecting excellent students

sector

Improving practical skills by participating in research projects

Research

BT/NT/IT convergent research for analytical science

sector

BT/NT/IT fusion research for technical application

AFTER GRADUATION
Bio-analytical Science is a degree program that analyzes the mechanisms of drug action
and efficiency of them and acquire expertise. Therefore, most graduates work in research
institution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research new drug development. In particular,
KBSI has world-class national research equipments and students can have experience in
directly operating this equipment in the degree program. This experience is the superiority
of students in bio-analytical science major because many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nstall
the equipment and find experts who operate them perf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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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생명공학
∙ 생명과학
∙ 약학
∙ 화학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일반 생물분석과학 1 | Bioanalytical Science I

(Major)

선택

일반 생물분석과학 2 | Bioanalytical Science II
고급 생화학 | Advanced Biochemistry
고급 분자세포생물학 | Advanced Molecular & Cellular Biology
질량분석학 개론 1 | Introduction to Mass Spectrometry 1

학부 선수 권장과목

질량분석학 개론 2 | Introduction to Mass Spectrometry 2

∙ 물리학

자기공명학 | MR Physics

∙ 물리화학

특수생물분석연구 | SpecialIssueson Bio-Analysis Research

∙ 분석화학

기기분석학 | Instrumental Analysis

∙ 분자생물학

생물분석학 개론 I | Introduction to Bioanalysis I

∙ 생화학

생물분석학 개론 II | Introduction to Bioanalysis II

∙ 유기화학

계산생물분석학 | Computational Bio-Analysis
구조생물학 | Structural Biology
고급구조생물학 | Advanced Structural Biology
생물전자현미경 분석학 | Biological Electron Microscopy Analysis
자기공명영상학 | MRImaging
고급의생명과학 | Advanced Biomedical Science
고급자기공명영상학 | Advanced MRI
미생물학 특론 | Current Microbiology
의생명과학 | Biomedical Science
세포신호전달 | Cell Signaling Pathway
나노바이오기술 | Nanobiotechnology
오믹스학개론 | Introductionof Omics Technology and Application
오믹스학특론 | Advance Course of Omics Analysis
발달생물학 | Developmental Biology
세미나

구조생물학 세미나 | Seminar in Structural Biology

(Seminar)

생물전자현미경 분석학 세미나
| Seminar in Biological Electron Microscopy Analysis
생체영상학세미나 | Seminarin Bio-Imaging
미생물학세미나 | Seminarin Microbiological Research
의생명과학 세미나 | Biomedical Science Seminar
나노바이오기술 세미나 | Nanobiotechnology Seminar
생물분석학세미나 | Seminar in Biological Analysis
단백질체학세미나 | Seminar in Proteom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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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세미나

응용질량분석 세미나 | Applied Mass Spectrometry Seminar

(Seminar)

질량분석학세미나 | Seminar in Mass Spectrometry
진단검사의학 세미나 | Seminar in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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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첨단기기분석학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기기분석학 | Instrumental Analysis

▶

생물분석학 개론 I

| Advanced Instrument Analytical Science

현대생물분석학개론 1
| Introduction to Modern Bioanalysis 1

현대생물분석학개론 2
| Introduction to Modern Bioanalysi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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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분석학 개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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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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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구조생물학
Structural Biology
본 강의는 구조규명을 통해 생물학분야에 중요한 진보를 이룬 여러

계산생물분석학
Computational Bio-Analysis
데이터의 생성과 처리 및 통계처리, 등에 대한 방법론적 기술에 관한
개념과 활용 범위에 대해 이해한다.

토픽들을 다루게 된다. 토픽들은 탈인산화효소, 핵 수용체, 숙주: 미생물
상호작용, 세포사멸단백질, 금속결합 단백질 등이 포함된다. 구조생물학
전공 학생은 물론 타 생물학 전공 학생들에게 관련 생물학 내용 및
구조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강의코스에서 학생들은
관련된 최신 및 classic 논문을 숙독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표함된다.
이에 필요한 NMR, EM, X-ray,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생체물질인 단백질,

고급 분자세포생물학

핵산, 등에 대한 구조결정 방법을 습득하고 이해한다.

Advanced Molecular & Cellular Biology
생물분석과학기법 관련 분자세포생물학 기초지식 습득
기기분석학
Instrumental Analysis
고급 생화학

첨단 분석장비 (NGS, Bio-LC, HPLC, HD-LC-MS)에 대한 개론과

Advanced Biochemistry

기기작동에 대한 원리와 간단한 실습을 통해 분석과학에 대한 이해를

생물분석과학기법 관련 생화학 기초지식 습득

증진하고 활용하는데 있음

고급구조생물학

나노바이오기술

Advanced Structural Biology

Nanobiotechnology

NMR 이용 단백질 연구기법에 대한 심화학습을 목적으로 하며, 가장기본이

나노바이오기술의 발달로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되는 NMR 원리의 이해 및 NMR pulse sequence 및 단백질 dynamics

기능성 미세 구조물을 개발하거나 나노 수준의 분석 및 조절이 가능해졌다.

등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해보고자 함.

이를 활용하여 생명현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다 깊은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본 강의를 통해 나노바이오기술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고급의생명과학

나노바이오센서, 바이오칩, 랩온어칩, 바이오유체소자, 나노바이오소재,

Advanced Biomedical Science

나노의학 등 응용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방사성의약품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여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의약품이다. 본 과정에서는 방사의약화학, 방사성의약품, 핵의학 영상

미생물학 특론

및 핵의학 분야에서의 분자 영상에 대한 이해와 응용에 관한 기초적인

Current Microbiology

지식을 습득한다.

감염병/환경 관련 미생물의 기본특성을 습득하고, omics 분석등 연구방법론
및 최신 미생물 동향등 기본적인 미생물학지식을 습득함

고급자기공명영상학
Advanced MRI

발달생물학

자기공명영상에 관한 고급지식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하며, 푸리에 변환

Developmental Biology

영상법, 경사자기장과 2차원 영상, 주요 펄스시퀀스, artefact의 원인

질환 발병기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발달생물학 지식 습득

및 제거방법, 타영상법과의 장단점 비교 등을 강의한다.
생물분석학 개론 I
Introduction to Bioanalysis I
현대 생물분석에 활용되는 다양한 분석 기술들에 대한 이론, 역사,
활용법들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형광의 활용, 이미징, PCR,
Immunoassay, Flow cytometry 등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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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생물분석학 개론 II

일반 생물분석과학 1

Introduction to Bioanalysis II

Bioanalytical Science I

현대 생물분석에 활용되는 다양한 분석 기술들 중 omics 관련 기술들에

생물분석과학에서 필요한 기존 방법론들과 방법을 이루는 원리를

대한 이론, 역사, 활용법에 대한 지식 습득과 이해를 목표로 한다. 단백체학,

습득한다. 생물분석과학 I에서는, 생체영상학, 자기공명학, 질량분석학,

유전체학, 대사체학 및 세포 분석 기술의 원리, 분석 기기 및 활용법에

전자현미경학 및 오믹스와 관련된 장비, 장비의 사용원리, 장비응용법등에

대해 강의한다.

대해 기본개념을 습득한다.

생물전자현미경 분석학

일반 생물분석과학 2

Biological Electron Microscopy Analysis

Bioanalytical Science II

단백질 복합체 및 세포·소기관과 같은 생물시료의 형질 및 구조를 분석하기

생물분석과학 II에서는 생물분석과학 I에서 배운 분야에 대해 응용 및

위해 개발된 최신 투과전자현미경 분석법을 다룬다. 전자현미경의 구조,

연구활용 위주의 심화과정을 습득한다.

역사 및 작동원리와 같은 기본적인 이론 설명 및 생물시료의 분석에 필요한
시료 전처리 방법(초박절편, 염색기법 및 동결고정), 그리고 2차원적인
투과전자현미경에서 3차원적인 시료의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분석법
및 영상 전산처리기법을 소개한다.

자기공명 영상학
MR Imaging
초고자장 MRI를 활용한 영상 촬영의 원리와 영상 처리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방법을 습득한다.

세포신호전달
Cell Signaling Pathway
질병과 관련된 세포신호전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화
표적 발굴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하는 연구방법 습득

자기공명학
MR Physics
자기공명의 원리와 이론을 습득하고, 이의 구현을 통한 분광법, 영상법을
활용한 연구방법을 이해한다.

오믹스학 개론
Introduction of Omics Technology and Application
Genomics, Proteomics, Transcriptomics, Metabolomics,
Bioinformatics등 오믹스분야의 기본개념, 관련분석장비(MS, NGS) 및
활용분야에 대해 개괄적인 개념을 습득한다

질량분석학 개론 1
Introduction to Mass Spectrometry 1
질량분석법에 관한 일반적인 기초이론과 응용연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하며, 질량분석의 기초 지식, 이온화/이온분해/이온반응 이론,
다양한 이온화법, 다양한 질량분석관/검출기/진공장치, 덴텀질량분석법,

오믹스학 특론

분리분석법과 연결, 질량스펙트럼의 해석 및 각종 응용 분야를 소개한다.

Advance Course of Omics Analysis
Genomics, Proteomics, Transcriptomics, Metabolomics,
Bioinformatics대한 심화과정으로 현장연구에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질량분석학 개론 2
Introduction to Mass Spectrometry 2
질량분석법에 관한 일반적인 기초이론과 응용연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하며, 질량분석의 기초 지식, 이온화/이온분해/이온반응 이론,

의생명과학

다양한 이온화법, 다양한 질량분석관/검출기/진공장치, 덴텀질량분석법,

Biomedical Science

분리분석법과 연결, 질량스펙트럼의 해석 및 각종 응용 분야를 소개한다.

인체 질환관련 발병기전, 치료표적발굴, 치료제 개발에 대한 지식 습득
특수생물분석연구
Special Issues on Bio-Analysis Research
생물분석학연구의 새로운 연구경향과 기술에 대해 숙지하고 기본개념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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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과목
Semina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의생명과학 세미나
Biomedical Science Seminar
최신 논문 발표 및 토의를 통한 질병의 발병기전 및 치료제 개발 최신

구조생물학 세미나

연구동향 습득

Seminar in Structural Biology
최근 구조생물학 연구 동향 및 hot structure 구조논문에 대해서 학습한다.

진단검사의학 세미나
Seminar in Laboratory Medicine

나노바이오기술 세미나
Nanobiotechnology Seminar

최신 임상진단분야의 연구동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최근에 관련 연구분야
권위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토론한다.

나노바이오분야 유명 저널에서 선택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매주 1-2개의
논문을 발표 대상자가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토론하여 최최신 나노바이오분야

질량분석학세미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Seminar in Mass Spectrometry
최신 질량분석학분야의 연구동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최근에 관련 연구분야

단백질체학세미나

권위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토론한다.

Seminar in Proteomic Research
최신 프로테옴분석법및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동향을 고찰하고, 관련
연구분야 권위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토론한다.

미생물학세미나
Seminar in Microbiological Research
최근 미생물학연구에 적용되고 있는 단백체학의 기본원리와 응용법을
논문연구를 통해 습득함

생물분석학세미나
Seminar in Biological Analysis
최신 생물분석 연구동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최근에 관련 연구분야
권위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토론한다.

생물전자현미경 분석학 세미나
Seminar in Biological Electron Microscopy Analysis
생물관련 투과전자현미경 분석법에 대한 최신연구동향을 소개하고 관련
논문을 분석하는 세미나 발표

생체영상학 세미나
Seminar in Bio-Imaging
생체영상분야의 개괄적, 심층적 이해를 돕는 연구 발표 및 토론

응용질량분석 세미나
Applied Mass Spectrometry Seminar
질량분석을 활용한 최신 연구동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최근 관련 연구분야
권위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선정, 발표하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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