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주관캠퍼스 소개

Biotechnology

원천기술 개발, 바이오 융합･소재 개발, 바이오핵심기술 개발, 바이오 인프라 선진화 등을 통해 건강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985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바이오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바이오의약
삶과 바이오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ST-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은 2004년 캠퍼스를 시작으로 2017년 스쿨로 인증, 발전 하고 있으며,
ʻ글로벌 바이오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KRIBB Schoolʼ을 비전으로 삼고, ①바이오분야 특화 스쿨
성장, ②핵심원천기술 발전 및 산업기술 혁신 선도 인재 양성, ③우수 교원 기반 현장중심 교육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본 스쿨은 우수한 교원 기반의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Nature Communications 논문 등 매년 탁월한

www.kribb.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 창출을 인정받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졸업생 약 90%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Tel : 042-860-4114
Fax : 042-861-1759

국내외 출연(연) 및 대학,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스쿨은 ①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및 연수 장려금 지급, ②학생회
운영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③저널클럽 및 산‧학‧연 전문가 세미나 운영을 학생 역량
강화, ④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실시 등 학생들이 우리나라 핵심 바이오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공 개요
나노바이오공학, 생물공정공학, 시스템생명공학, 환경바이오공학 등 4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식량․질병․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응용연구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를 견인할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전공 개요
나노바이오공학은 여러 학문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다학제적 연구와 교육을
나노
바이오공학

바탕으로 나노기술(NT)에 기반한 바이오기술(BT) 의 융합을 통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신기술 분야로, 나노바이오소재, 나노생체분석, 바이오
센서/칩, 나노메디슨 등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하여 우수 바이오융합기술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생물공정공학은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에 관련된 연구역량을 터득하기 위하여

생물
공정공학

바이오화학공정과 바이오의약공정 등을 선택 연구할 수 있다.
생명공학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생물공정 연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첨단생물공정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시스템
생명공학

환경
바이오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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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생명공학은 생명체의 구조적-기능적 구성요소, 구동원리,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바이오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활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기를 학습하는 전공이다.

환경바이오공학은 생명시스템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및 화학원료의 생산과
환경유해물질의 제어 및 환경보전/복원에 관한 이론과 응용기술을 교육한다. 이를
위한 미생물, 식물, 미세조류의 관련 기능과 활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UST 교과과정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CAMPUS INTRODUCTION
Founded in 1985,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is Korea’s onl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for biotechnology. The KRIBB plays the role of a global leader
leading people towards healthier lives and pioneering in the biotechnology economy by developing
comprehensive biotechnologies, bio fusion materials, and core biotechnologies as well as improving
bio-infrastructure.
The UST-KRIBB School campus was first founded in 2004 and was later certified as a school in 2017.
With the vision of being the “KRIBB School that cultivates talented individuals specializing in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it is focused on ① growing as a bio-specialized school, ② cultivating talented individuals
who will develop comprehensive technologies and lead innovation of industrial technologies, and ③ bolstering
the hands-on education by utilizing its outstanding faculty.
The UST-KRIBB School has yielded remarkable results every year including the publication of academic
papers in Nature Communications through hands-on education utilizing its outstanding faculty members.
Since its foundation, the school has been recognized for its outstanding results. Approximately 90%
of its graduates successfully get jobs at domestic/foreig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colleges, leading companies, and at public corporations.
The UST-KRIBB School operates a variety of student support programs so that its students can be
developed into the principle bio-experts of the Republic of Korea. Its student support programs include
① providing students with four types of insurance coverage and training grants to ensure a stable
academic environment, ② promoting a variety of community activities thorough the student council,
③ developing students’ competencies through journal clubs and seminars held by
industry-academia-research experts, and ④ awarding prizes to excellent students.

INTRODUCTION OF MAJOR
The Biotechnology Major consists of four concentrations, Nanobiotechnology, Bioprocess Engineering,
Biosystems and Bio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Biotechnology. The goal of the major is to cultivate
key talent who will be leaders in the era of the global bioeconomy through research that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fields, including the environment, food, disease, and energy.

INTRODUCTION OF CONCENTRATION

Nanobiotec
hnology

Nanobiotechnology, NT-based convergence with BT, is a powerful emerging
technology that can overcome existing limits of biotechnology through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e program of study aims at training experts to
enhance the quality of R&D in the field of Nano-Bio-Convergence by providing
the students with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used for nanomaterials, nanobio
analytical technology, biosensor/chip, and nanomedicine.

biochemical
process
engineering

Students develop their research abilities in biochemical process engineering and
biopharmaceutical processing. Students are nurtured to develop their specialized
abilities and to learn ting-edge bioprocesses through various field-based research.

Biosystems and
Bioengineering

Our department’s mission is to prepare the next generation of biological
engineers who will advance biotechnology in the field of systems and synthetic
biology through integrative analysis, design, and construction of novel biological
systems, based on knowledge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components, operation
principles, and interactions of living organisms.

Environmental
Biotechnolog

We aim to teach the theory and application about the production of bioenergy
and biorefinery, the bioremediation of environmentally harmful compounds, and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using bio-systems. For this purpose, it should
be understood the related functions and applications of microorganisms, plants
and microal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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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공학 R&D 전문 인력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혁신적 생명공학 글로벌 인재 양성
다학제 바이오융복합 연구개발 인재 양성
현장 맞춤형 R&D 전문인력 양성

연구부문

세계적 수준의 생명공학 연구역량 확보
미래지향적 바이오융복합 연구역량 강화
생명공학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우수 교원 및 내/외국인 학생 유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촉진
산학연 전문가 및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

연구부문

현장 연구경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첨단 장비 및 인프라 활용 능력 강화
산학연 공동연구 및 계약학과 활성화

졸업 후 진로
최근 다양한 바이오분야의 생명공학 연구개발 전문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명(연)
스쿨 생명공학 전공 졸업자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혹은 초기창업 생명공학기업, 대학, 또는 국공립
기관의 주로 연구개발부분에 취업한다. 졸업생들이 종사하는 분야는 천연소재, 바이오화학,
바이오에너지, 식품, 분자진단, 의약품, 환경, 화장품, 환경생명공학 등 거의 모든 바이오분야를 포함한다.
일부 졸업생은 생명(연) 연구자로 채용되어 생명(연) 스쿨의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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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D GOALS
LONG TERM VISION

Fostering the
world-class
biotechnology R&D
experts

DEVELOPMENT GOALS
Education

Educate innovative global biotechnology leaders

sector

Train multidisciplinary bio-convergent technology experts
Foster customized on-site R&D experts

Research

Establish the world’s best biotechnology R&D competency

sector

Emphasize futuristic integrated biotechnology R&D
Strengthen bio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D

STRATEGIES AND TASKS
Education

Recruit outstanding faculties and talented domestic and foreign

sector

students
Stimulate international exchange to build global competency
Develop networks with external experts and alumni

Research

Provide customized education program emphasizing on-site research

sector

experience
Emphasize practical training to use cutting-edge instruments and infra
facilities
Activate collaborative research with industry and academia and Co-op
degree program

AFTER GRADUATION
Recently, demands for Biotechnology R&D experts from various bio-related sectors are rapidly
increasing. After finishing Biotechnology graduate program at KRIBB school, our students
get a job, mostly at R&D team, in companies (start-up, small and medium sized, large size),
universities, or national and public agencies, Their working areas cover all most all bio-related
area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atural products, bio-based chemistry, bioenergy, foods,
molecular diagnostics, pharmaceuticals, environmental biotech, and cosmetics. Some of them
are working as Research Scientists at KRIBB and as faculty members of KRIBB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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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편성 목록

∙ 나노관련 학과
∙ 생물학관련 전분야
∙ 화학관련 학과

공통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생명공학특론 | Advanced Biotechnology

선택

(Major)

∙ 환경관련 학과

융합생명공학개론 | Introduction of Converged Biotechnology
시스템합성생물학 | Synthetic Biology
신약개발특론 | Current Topics in Emerging Biopharmaceutics
생명공학과 영화 | Biotechnology and Movie

학부 선수 권장과목

바이오기술사업화 개론 | Introduction to Bio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생물학 관련 교과 등

세미나

생명공학 세미나 1 | Seminar on Biotechnology 1

(Seminar)

생명공학 세미나 2 | Seminar on Biotechnology 2

나노바이오

전공

공학

(Major)

선택

나노바이오분석 | Nanobio Analytical Laboratory
나노생물학 | Nanobiology

(Nanobiotec

나노소재학 | Nanomaterials

hnology)

나노메디슨 | Nanomedicine
바이오센서공학 | Biosensor Engineering
세미나

나노바이오공학 세미나 1 | Seminar on Nanobioengineering 1

(Seminar)

나노바이오공학 세미나 2 | Seminar on Nanobioengineering 2

생물공정

전공

공학

(Major)

선택

고급응용미생물학 | Advanced and Applied Microbiology
고급동물세포공학 | Advanced Animal Cell Engineering

(Bioprocess

생물분리정제공학 | Bioseparation and Biopurification

Engineering)

생물공정공학개론 | Advanced Bioprocess Engineering
고급세포배양공학 | Advanced Microbial and Mammalian Cell Culture
세미나

생물공정공학 세미나 1 | Bioprocess Engineering Seminar 1

(Seminar)

시스템생명

전공

공학

(Major)

생물공정공학 세미나 2 | Bioprocess Engineering Seminar 2
선택

식물분자생물학 | Plant Molecular Biology
미생물대사 및 생리 | Microbial Metabolism & Physiology

(Biosystems

단백질/항체 공학 | Protein/Antibody Engineering

and Bioeng

감염면역학 | Infection and Immunology

ineering)

생물상호작용론 | Host-Microbe Interactions
효소공학 | Enzyme Engineering
식물세포공학특론 | Advanced Plant Cellular Engineering
세미나

시스템생명공학세미나 1 | Biosystems and Bioengineering Seminar 1

(Seminar)

환경바이오

전공

공학

(Major)

(Environmen

미생물배양공학 | Microbial Culture Technology
조류생명공학 | Algae Biotechnology
식물환경생명공학 | Plant Environmental Biotechnology

tal Bio
technology)

시스템생명공학세미나 2 | Biosystems and Bioengineering Seminar 2
선택

환경미생물학 | Environmental Microbiology
세미나

환경바이오공학 세미나 1 | Seminaron Environmental Biotechnology

(Seminar)

환경바이오공학 세미나 2
| Seminar on Advanced Environmental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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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바이오기술사업화 개론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Biotechnology Commercialization

합성생물학 | Synthetic Biology
나노바이오 세미나 | NanoBio Seminar

바이오기술사업화 개론
| Introduction to Bio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

시스템합성생물학 | Synthetic Biology
나노바이오공학 세미나 1
| Seminar on NanoBio Engineering 1

나노바이오 세미나 1 | NanoBio Seminar 1

▶

나노바이오공학 세미나 2
| Seminar on NanoBio Engineering 2

환경바이오공학 세미나 1

▶

| Environmental Biotechnology Seminar 1

환경바이오공학 세미나 2

| Seminaron Environmental Biotechnology

▶

| Environmental Biotechnology Seminar 2

••

환경바이오공학 세미나 1
환경바이오공학 세미나 2
| Seminar on Advanced Environmental Biotechnology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녹색기술개론 | Green Technology

▶

조류생명공학 | Algae Biotechnology

생물법제학 | Advanced Bioregulatory Sciences

▶

고급응용미생물학 | Advanced and Applied Micro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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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전공과목
Major Course

나노메디슨
Nanomedicine
나노 바이오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의학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개념을

감염면역학
Infection and Immunology
면역계의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바이러스 혹은 세균 병원체에 의해
야기되는 질병 극복을 위한 백신 및 치료제의 기전의 일반적인 이해를

다루며, 특히, 질병(만성 및 감염성 질환)의 진단, 치료 분야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함
This lecture deals with the various applications of nano-bio fusion
technology in medicine.

목표로 함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나노바이오분석

immune response in health and disease caused by bacteria and

Nanobio Analytical Laboratory

viruses and also the mechanism of vaccines and therapeutics.

나노 바이오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의학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개념을
다루며, 특히, 질병(만성 및 감염성 질환)의 진단, 치료 분야에 적용되는

고급동물세포공학
Advanced Animal Cell Engineering
동물세포 배양에 필요한 세포의 기능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이들

최신 기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함
This lecture deals with the various applications of nano-bio fusion
technology in medicine.

세포로부터 각종 단일군 항체, 백신 및 기타 유용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을 목적으로, 동물세포 발현시스템, 벡터 개량, 고생산성

나노생물학

동물세포주 선별법, 유전제학 및 단백질체학 기반의 고생산성 단백질

Nanobiology

동물세포주 개량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습득함

생물학적 프로세스의 바이오센서, 나노의학, 유-헬스케어 등 타 다학제간

This lecture focuses on learning of theory, methodology and

융복합 분야로의 광범위한 응용을 목표로 생물학적 이론과 분석적 기술을

application of vector engineering and cell line development for

학습함

mammalian cell culture

The goal for this course is to study the biological principles and
analytical techniques for the purpose of wide applications of

고급세포배양공학
Advanced Microbial and Mammalian Cell Culture

biological processes to other multi-disciplinary fields like biosensor,
nanomedicine, U-healthcare and so on.

이 강의는 생물반응 장치에서 세포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 경제적인
물질전환을 수행하는 배양공학의 기초이론과 응용기술 습득을 위한

나노소재학

강의로서. 생물공정의 기본사항, 공정조절, 배양장치, 배양장치 설계등

Nanomaterials

전반적인 내용을 습득한다.

다양한 나노소재의 종류와 구조, 그리고 합성원리와 물리화학적 특성에

This lecture will cover the basic theory of cultivation engineering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학습함

and application techniques to maximize the function of cells in

This lecture studys on the synthesis, analysis and application of

bioreactors and to realize economical material conversion. To acquire

the various nanomaterilas.

general information on the basics of biological process, process
control and bioreacter design.

단백질/항체 공학
Protein/Antibody Engineering

고급응용미생물학

바이오산업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항체 및 효소를 비롯한 다양한 재조합

Advanced and Applied Microbiology

단백질들의 엔지니어링을 위한 기본적인 생화학 및 구조 지식에서 부터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생물의 특성과 생물소재 제품 그리고 각

발현, 정제, characterization과 다양한 응용 사례들을 다루어서

제품의 생산공정 특징과 개념을 강의함

생명공학과 바이오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The course will cover the application of microbes, and current

This lecture introduces basic biochemistry and structural knowledges

microbial technologies for biotechnology such as development of

for protein engineering together with case studies for industrial

industrial strains and process for bioproducts

and med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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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센서공학

Microbial Metabolism & Physiology

Biosensor Engineering

미생물 대사 및 생리학은 생화학 및 유전학을 통합하여 다양한 미생물에

바이오센서의 원리, 제작, 활용 등에 관해 이론적으로 다루며, 나노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이 강좌는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바이오기술에 의한 최신 센서기술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제공함

있으나 주제의 폭과 깊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함. 이 강좌는 크게

This lecture deals with the principles, fabrications, and applications

4개의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음 : 1. 미생물 구조와 기능, 2. 중심 대사와

of biosensors theoretically, and provides the contents about recent

에너지 보존, 3. 거대 분자 생성과 기능, 4. 대사 과정의 통합

nanobiotechnology-based sensing methods and applications.

Microbial Metabolism & Physiology is an intensive course with the
goal of integrating biochemistry and genetic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microbial cell and the robust and diverse nature
of life. This course is a broad subject area and it will attempt to
provide a balance between the breadth of subjects addressed and
the depth at which the subjects are discussed. The course has
four overarching topics: 1. microbial structure and function, 2. central
metabolism and energy conservation, 3. macromolecular biogenesis
and function and, 4. integration of metabolic events.

생명공학과 영화
Biotechnology and Movie
생명공학 관련 지식에 대한 폭을 넓히고 다른 분야 연구자들과의 토의를
통하여 연구자의 기본인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을
배운다.
To broaden our own knowledge and to enhance our skill to discuss
other scientist from different field. From watching the scientitic
movies and listening different opinion from other stduents, students
can learn how to deal and optmize the complict ideas.

미생물배양공학
Microbial Culture Technology
미생물 대사산물 생산을 위한 발효공정 및 분리정제공정 최적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 정립이 목표이며, 미생물발효, 효소기작, 정제, 고정화 등의
실험적 경험을 직접 전달함으로서 효소 및 발효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진행함

생명공학특론
Advanced Biotechnology
분자생명공학의 기반이 되는 DNA, RNA 및 단백질 합성, 유전체 해독,
유전자 발현 및 제어, 유전자 변이, 재조합 및 오믹스 분석에 대하여
심화 학습하고, 분자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분자진단, 단백질 및 유전자
치료와 백신, 그리고 미생물, 식물, 동물 등 생물자원으로부터 산업, 농업,

바이오기술사업화 개론

환경 및 의약 분야에 유용한 생명공학 소재 및 제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Introduction to Biotechnology Commercialization

대량생산하여 활용하는데 필요한 최신 이론과 기술을 학습함

바이오기술 사업화 개론 교과는 생명과학과 산업, 바이오기업가 정신,

Advanced Biotechnology provides the basis for the application of

지적재산권, 바이오기업 창업 및 성장, 사업 계획서 작성 및 발표기술,

biological science at the molecular level such as synthesis of DNA,

바이오제품 인허가 및 생산공정, 인적자원 및 경력개발, 등의 주제를

RNA and protein, genome sequencing and analysis, regulation of

학습함으로써 생명공학기술 사업화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gene expression, mutagenesis and recombination of DNA, and

것을 목표로 한다.

Omics data analysis. This course also provides advanced knowledge

Introduction to Bio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urse aims to

and technologies for human and animal health including molecular

provide students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overall landscape

diagnostics, protein and gene therapy and vaccines, and for the

of bio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pics include Life science

development of useful products and it's mass production using

and industry, Bioentrepreneurship, Intellectual property, Biotech

microorganisms, plants and animals for applications in industry,

startup and growth, Business plan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agriculture, environment and biomedicine.

skills, Regulatory approvals and biomanuctural process, and Human
resource and care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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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Information

생물공정공학개론

시스템합성생물학

Advanced Bioprocess Engineering

Synthetic Biology

분자생명공학의 기반이 되는 DNA, RNA 및 단백질 합성, 유전체 해독,

바이오부품(프로모터, 조절인자, 리포터/효소)을 조립하여 논리적 기능을

유전자 발현 및 제어, 유전자 변이, 재조합 및 오믹스 분석에 대하여

구현하는 유전자장치 개발 개념을 이해함. 또한 부품/회로의 작동을 예측

심화 학습하고, 분자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분자진단, 단백질 및 유전자

및 해석하여 공학적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모듈화-표준화된

치료와 백신, 그리고 미생물, 식물, 동물 등 생물자원으로부터 산업, 농업,

바이오기반 분석기술, 의약/화학물질의 생물학적 합성기술 개발에 필요한

환경 및 의약 분야에 유용한 생명공학 소재 및 제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함

대량생산하여 활용하는데 필요한 최신 이론과 기술을 학습함

Synthetic Biology is one of the recently emerged technologies that

Advanced Biotechnology provides the basis for the application of

combines various disciplines in the field of natural science and

biological science at the molecular level such as synthesis of DNA,

engineering subjects. Synthetic biology decomposes various cellular

RNA and protein, genome sequencing and analysis, regulation of

components as biological parts and assembles them for a specific

gene expression, mutagenesis and recombination of DNA, and

cellular function of our interests in the basis of engineering principles.

Omics data analysis. This course also provides advanced knowledge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latest fundamental tools and

and technologies for human and animal health including molecular

techniques for synthesizing and assembling standardized biological

diagnostics, protein and gene therapy and vaccines, and for the

parts for a new functional biological system. Also statistical modeling

development of useful products and it's mass production using

techniques describing the new biological system will be learned

microorganisms, plants and animals for applications in industry,

for understanding the biological system in an engineering point

agriculture, environment and biomedicine.

of view.

생물분리정제공학

식물분자생물학

Bioseparation and Biopurification

Plant Molecular Biology

바이오제품 생산공정에 있어 최종제품수준의 분리 및 정제에 필요한

식물의 발달 및 분화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식물 분자 생물학에 관한

지식습득으로 목적으로 다운스트림공정에 대한 원리를 바탕으로 미생물

최근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강의의 목표를 두고 있음

및 동물세포 배양공정이후 발효로부터 생산된 목적산물의 분리정제법에

The intention of the course is to provide a survey of plant molecular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생물분리정제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biology emphasizing recent advances in higher plants.

배양함
This lecture will be focused on increasing ability to design
bioseparation and purification process for the end product from
the fermentation by microbial and animal cell culture.

식물세포공학특론
Advanced Plant Cellular Engineering
식물세포의 구조 및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식물을 이용한 분자농업 및
식물재설계기술을 통한 유용물질 생산/유용형질개량에 대한 최신연구

생물상호작용론

동향을 학습하고자 함

Host-Microbe Interaction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기주-미생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명체간 상호작용의

of plant cells, we study the latest trends on the plant biotecnology,

프레임을 가지고 감염병으로 부터 식물과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where plants are engineered to produce recombinant pharmaceutical

이해함.

& industrial proteins. Moreover, application of new plant breeding

Based on understanding the frame of host-microbe interactions,

technologies are investigated to crop-trait development

to persuit any protection means for plant and animal hosts agasisnt
infectious microbes

식물환경생명공학
Plant Environmental Biotechnology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환경, 식량,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식물생명
공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개념정립이 목표이며, 식물조직배양과
형질전환, 오믹스 기반 분자육종 등에 대한 실험적 경험과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경험을 전달하여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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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과목

신약개발특론

Seminar Course

Current Topics in Emerging Biopharmaceutics
바이오의약품 및 신약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며 최근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신약개발의 접근방법, 단백질 공학, 신약후보 물질 선별
및 분석 방법등을 학습함

나노바이오공학 세미나 1
Seminar on Nanobioengineering 1
나노바이오공학의 최신연구동향을 조사하고 발표하여 연구의 방법과

융합생명공학개론

흐름을 이해하고자 함

Introduction of Converged Biotechnology

This seminar is to understand the trends and methodology of

전통적 생명공학과 나노공학을 개론적으로 설명하고, 이 두 기술이 접목된

nanobiotechnolgy by searching and presenting of research papers.

나노바이오공학의 최근 동향을 소개함. 또한 나노바이오공학이 현재
응용되고 있는 분야를 설명하고 향후 신기술의 방향을 brain-storming
방식으로 토의함.
Brief introduction of traditional biotechnology and nanotechnology,

나노바이오공학 세미나 2
Seminar on Nanobioengineering 2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thereof would be presented.
Furthermore, the cutting edge technologies or issues in the fields
would be discussed in the class to prospect the nanobiotechnology.

생물공정공학 세미나 1
Bioprocess Engineering Seminar 1

조류생명공학
Algae Biotechnology
미세조류 연구의 개론으로서, 미세조류의 생리, 생태, 활용에 걸쳐 기본적인
지식과 활용에 대해 학습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세조류의 분리, 동정과
광합성 특성, 영양생리, 그리고 생태적으로는 녹조발생의 현황, 생물학적
기작, 남조류 독소, 제어 방안에 대해, 활용면에서는 바이오연료, 유용물질
생산에 대해 학습함

생물공정공학 세미나 1은 배양 및 분리정제공정을 포함하는 바이오화학
관련 최근 산업동향과 원리와 각종 산업공정장비 활용 능력 배양을 통해
첨단 바이오산업공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함.
The semina for bioprocess engineering I aims to educate the
researchers who have the ability to develop and operate high-tech
bio-industry processes by discuss the bio-based chemical process
principles including various cultivation, separation and purification
process.

환경미생물학
Environmental Microbiology
지구환경에서의 미생물 기능 및 생태-생리학적 특성의 이해와 활용에
관한 개념 정립이 목표이며, 미생물군집의 다양성 및 기능 분석에 대한
이론과 실험방법에 대해 학습함

생물공정공학 세미나 2
Bioprocess Engineering Seminar 2
생물공정공학 세미나 2는 배양 및 분리정제공정을 포함하는 바이오의약
신약개발부터 인허가를 포함하는 바이오의약 전주기 개발능력을 보유한
연구자양성을 목표로 함.

효소공학
Enzyme Engineering
생체기능의 화학적 이해를 위한 효소의 기능, 분류, 메커니즘, 동력학적

The semina for bioprocess engineering aims to educate the
researchers who have an ability to discover and develop new drugs
including manufacturing process management.

특성분석을 배움. 이를 토대로 구조기반 재설계, 초고속 분자진화를
적용하는 효속공학 기술역량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함.
This class i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nzymes in life and
to learn about the clasification, mechanism, and reaction kinetics.
This class is also to learn about engineering studies based on rational
design and directed evolution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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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Information

생명공학 세미나 1

환경바이오공학 세미나 1

Seminar on Biotechnology 1

Seminar on Environmental Biotechnology

전문가 초청세미나, 학생발표, 기업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시스템생명공학,

생물정화,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리파이너리,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생물공정공학, 환경바이오공학, 나노바이오공학 등 생명공학분야의 최신

제반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바이오기술에

연구개발동향과 산업적 응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하여 세미나를 통하여 강의함

This seminar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recent trends

Seminar on environmental biotechnology dealing with bioremediation,

in R&D and industrial applications in Biotechnology fields such as

bioenergy, biorefinery, biodiversity, climate change etc. for

Biosystems

development of the sustainable economy

and

Bioengineering,

Bioprocess

Engineering,

Environmental Biotechnology, and NanoBioEngineering through
seminars by invited speakers, student presentations, and field trip
to biotech companies.

환경바이오공학 세미나 2
Seminar on Advanced Environmental Biotechnology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리파이너리,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등

생명공학 세미나 2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바이오기술에

Seminar on Biotechnology 2

대하여 페이퍼 세미나를 통하여 강의함

전문가 초청세미나, 학생발표, 기업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생명공학분야의

Paper Seminar on environmental biotechnology dealing with

최신 연구개발 및 상업적 활용 동향을 이해하는 목적으로 함

bioenergy, biorefinery, biodiversity,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This seminar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most current trends in

etc. for development of the sustainable economy

Biotechnology R&D and commercial applications through seminars
by invited speakers, student presentations, and field trip to biotech
companies.

시스템생명공학세미나 1
Biosystems and Bioengineering Seminar 1
생물공정공학 세미나 2는 배양 및 분리정제공정을 포함하는 바이오의약
신약개발부터 인허가를 포함하는 바이오의약 전주기 개발능력을 보유한
연구자양성을 목표로 함.
The semina for bioprocess engineering aims to educate the
researchers who have an ability to discover and develop new drugs
including manufacturing process management.

시스템생명공학세미나2
Biosystems and Bioengineering Seminar 2
생물공정공학 세미나 2는 배양 및 분리정제공정을 포함하는 바이오의약
신약개발부터 인허가를 포함하는 바이오의약 전주기 개발능력을 보유한
연구자양성을 목표로 함.
The semina for bioprocess engineering aims to educate the
researchers who have an ability to discover and develop new drugs
including manufacturing proc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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