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과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 교육목표

1) 21C 생명공학시대를 대비하여 의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 방법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탐구

2) 진취적이고 성실한 인성의 개발을 통하여 지도력을 겸비한 유능한 의생명과학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 취업과진로

□ 석사

  학위 취득 후 각 전공에 맞는 외국대학 및 연구소 취직,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박사과정, 공무원

  제약회사 및  기업체 연구소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박사

 학위 취득 후 각 전공에 맞는 외국대학 및 연구소 취직,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공무원

  제약회사 및 기업체 연구소로 취업 및 대학 강사, 교수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교육과정지침

  1) 전공분야
   생명과학과에서는 전공분야에 따라 ‘면역학’‘분자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분자유전학’  ‘생화학’ ‘세포생물학’
   ‘동물생명공학’ ‘미생물생명공학’ ‘세포학’의 세부분야를 둔다.

 2) 이수학점
  - 석사 24학점
    (연구학점, 공통교과목 학점 제외)
    박사 60학점
    ( 생명과학과에서 석사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연구학점 제외, 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

 3) 필수과목
   생명공학의 최신지견( Recent Progress in Biotechnology)
   의생명과학의 최신지견( Recent Progress in Biomedical Science )

 4) 선수과목(타 전공 이수자)
   본 학과에서 인정한 교과목으로 6학점.

5) 학위논문 제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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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과정
     반드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하거나 관련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박사과정
     SCI 논문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한승진
BNIT융합대학 바이오테크놀로지

학부
분자 및 세포생물학 부교수

박건택
BNIT융합대학 바이오테크놀로지

학부
수의학 조교수

윤상억
BNIT융합대학 바이오테크놀로지

학부
생화학 조교수

김상해
BNIT융합대학 바이오테크놀로지

학부
분자유전학 교수

구용범
BNIT융합대학 바이오테크놀로지

학부
분자유전학 교수

이백락
BNIT융합대학 바이오테크놀로지

학부
분자미생물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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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L105 생명공학의 최신지견 3 3.0 0.0 이론

Recent Progress in Biotechnology

전공 EEL106 의생명과학의 최신지견 3 3.0 0.0 이론

Recent Progress in Biomedical Science

1-2 전공 EEL106 의생명과학의 최신지견 3 3.0 0.0 이론

Recent Progress in Biomedical Science

2-1 논문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논문 EZZ025 박사 논문 연구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Ⅰ

논문 EZZ024 석사 논문 연구 2 2.0 0.0 이론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2-2 논문 EZZ024 석사 논문 연구 2 2.0 0.0 이론,실험

(습)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소계: 19 학점

면역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L906 병원성 세균학 3 3.0 0.0 이론

Pathogenic bacteriology

1-2 전공 EEL304 바이러스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Virology

2-1 전공 EEL907 감염 면역학 3 3.0 0.0 이론

Infection and Immunology

2-2 전공 EEL908 백신학 3 3.0 0.0 이론

Vaccinology

소계: 12 학점

분자미생물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L503 고급분자생명공학Ⅰ 3 3.0 0.0 이론

Advanced Molecular BiotechnologyⅠ

전공 EEL501 분자미생물학Ⅰ 3 3.0 0.0 이론

Molecular MicrobiologyⅠ

1-2 전공 EEL504 고급분자생명공학Ⅱ 3 3.0 0.0 이론

Advanced Molecular Biotechnology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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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분자미생물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EL502 분자미생물학Ⅱ 3 3.0 0.0 이론

Molecular Microbiology Ⅱ

소계: 12 학점

분자생물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EL601 분자생물학 특론 3 3.0 0.0 이론

Topics in Molecular Biology

소계: 3 학점

분자유전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EL704 분자진단미생물학 3 3.0 0.0 이론

Diagnostic Molecular Microbiology

전공 EEL705 임상유전학 3 3.0 0.0 이론

Clinical Genetics

소계: 6 학점

생화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L909 생화학 3 3.0 0.0 이론

Biochemistry

전공 EEL802 생화학 특론 Ⅰ 3 3.0 0.0 이론

Current topics in biochemistry Ⅰ

전공 EEL911 혈관생화학 3 3.0 0.0 이론

Vascular biochemistry

1-2 전공 EEL804 생화학 특론Ⅱ 3 3.0 0.0 이론

Current topics in biochemistryⅡ

전공 EEL910 혈관질환연구 3 3.0 0.0 이론

Vascular pathology

소계: 15 학점

세포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L903 세포생물학방법론 3 3.0 0.0 이론

Methos in Cel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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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세포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L604 세포신호전달론 3 3.0 0.0 이론

Cellular Signal Transduction

1-2 전공 EEL451 단백질 발현 조절 3 3.0 0.0 이론

Protein expressiona and regulation

전공 EEL452 종양학 특론 3 3.0 0.0 이론

Topics in Oncology

소계: 12 학점

총계: 79 학점



▣ 교과목 개요

◎ EEL105 생명공학의 최신지견  (Recent Progress in Biotechnology)

◎ EEL106 의생명과학의 최신지견  (Recent Progress in Biomedical Science)

◎ EZZ024 석사 논문 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 EZZ025 박사 논문 연구I  (Research for Doctor's Thesis Ⅰ)

◎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 EEL304 바이러스학특론  (Advanced Virology)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병원성 바이러스의 질병 발생 및 전파 기전을 이해함으로써

바이러스성 질병의 새로운 진단 및 예방 방법에 대하여 탐구한다

◎ EEL906 병원성 세균학  (Pathogenic bacteriology)

다양한 세균성 인수공통 전염병의 원인체를 규명하고 감염 및 병원성 기전을 이해한다.

◎ EEL907 감염 면역학  (Infection and Immunology)

기초 면역학을 학습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원성 감염체에 대한 숙주의 방어 면역 기전

및 병원체의 숙주 방어 기전 회피 전략 등을 탐구하여 치료, 예방 등의 연구활ㄷㅇ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 EEL908 백신학  (Vaccinology)

백신의 원리 및 효과적인 백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백신을 개발에 대하여 탐구한다.

◎ EEL501 분자미생물학Ⅰ  (Molecular MicrobiologyⅠ)

 대장균체의 분자생물학적 지식을 주제별로 학습한다. 유전자 발현에 관련된 모델시스템, 특히 전사과정에

서 진행되는 기전과 발현 최적화를 위한 요소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험실에서 밝힌 연구결과 및 전통적인

연구분석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 EEL502 분자미생물학Ⅱ  (Molecular Microbiology Ⅱ)

 대장균체의 분자생물학적 지식을 주제별로 학습한다. 유전자 발현에 관련된 모델시스템, 특히 전사과정에

서 진행되는 기전과 발현 최적화를 위한 요소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험실에서 밝힌 연구결과 및 전통적인

연구분석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 EEL503 고급분자생명공학Ⅰ  (Advanced Molecular BiotechnologyⅠ)

미생물학 분야의 생명공학적 응용에 관한  최신 연구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 대장균을 비롯하여

Bacillus system, Corynebacterium 시스템에서

최신 유전공학용 소재와 형질전환법, 백신, 벡터와 이를 응용한

◎ EEL504 고급분자생명공학Ⅱ  (Advanced Molecular Biotechnology Ⅱ)

미생물학 분야의 생명공학적 응용에 관한  최신 연구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 대장균을 비롯하여

Bacillus system, Corynebacterium 시스템에서

최신 유전공학용 소재와 형질전환법, 백신, 벡터와 이를 응용한

◎ EEL601 분자생물학 특론  (Topics in Molecular Biology)

◎ EEL704 분자진단미생물학  (Diagnostic Molecular Microbiology)



▣ 교과목 개요

◎ EEL705 임상유전학  (Clinical Genetics)

◎ EEL802 생화학 특론 Ⅰ  (Current topics in biochemistry Ⅰ)

◎ EEL804 생화학 특론Ⅱ  (Current topics in biochemistryⅡ)

◎ EEL909 생화학  (Biochemistry)

본 수업에서는 혈관생물학의 최신의 주요 주제에 대한 생화학적인 이해를 위해 관련 논문과 이론을 이해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EL910 혈관질환연구  (Vascular pathology)

다양한 혈관 질환 발생에 대한 소개와 발병의 분자적 기작에 대한 연구.

◎ EEL911 혈관생화학  (Vascular biochemistry)

혈관 생리, 병리에 관여하는 인자에 대한 분자적 수준의 생화학적 기전 이해

◎ EEL451 단백질 발현 조절  (Protein expressiona and regulation)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발현양상 조절 기작을 논의한다. 전사 과정후의 단백질 발현, 단백질의 변형

, 분해과정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집중적으로 강의, 발표, 토론한다.

◎ EEL452 종양학 특론  (Topics in Oncology)

  종양의 발생과 진단, 치료에 관계된 연구 결과들을 수집, 분석, 토론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다. 종양

의 발생, 진단, 치료에 관한 자세한 기작을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세포신호전달의 관점에서 토의한다.

◎ EEL604 세포신호전달론  (Cellular Signal Transduction)

 호르몬, 외부로부터의 자극 등에 의한 세포의 반응 경로 및 기작을 분자수준에서 밝히고, 특히, 호르몬과

그 수용체와의 상호작용 기작과 호르몬의 수용체로부터 이루어지는 초기단계의 신호전달 과정을 중점적으

로 배운다.

◎ EEL903 세포생물학방법론  (Methos in Cell Biology )

세포 생물학의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이해를 갖도록 돕고자한다. 특히 세포배

양, 세포내 미세주사, 세포염색 등에 중점을 두어, 학생 스스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

도록 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