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용공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 교육목표

  1) 공학의 응용분야를 의학에 확대, 접목시켜 의학과 더불어 발전함을 추구한다.
  2) 광범위한 응용을 위한 강의 및 실험과목을 학부과정에서 개설하여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응용능력의 함양에 교과과정 개설의 목표를 둔다.
  3) 석사과정에서는 미래 지향적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의료지원 제공을 위해 현 단계의 문
     제점을 파악하여 현실 접근적 교육을 한다.
  4) 박사과정에서는 창의성과 독자성을 겸비한 의공학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의공학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인재의 양성에 역점을 둔다.

◎ 취업과진로

◎ 교육과정지침

 * 학과내규
  1) 전공분야
     의용공학, 의용정보, 의용초음파, 의용재료, 방사선, 생체역학, 화상처리 및 신경회로망,
     조직공학 및 의료용 고분자재료, 신호 및 영상시스템, 바이오멤스, 의료영상

  2) 이수학점
    - 의용공학과 전공 이수학점은 석사 24학점, 박사 60학점(타대학 석사 이수시 36학점)으로 한다.

  3) 필수과목
    가) 의용공학과 학생은 전공핵심기초과목으로 개설된 과목 중 지도교수가 추천한 4과목 이
        상과 공통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기존의 공통과목은 다음의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생체계측 : 마이크로 / 나노 소자 개론
      - 생체물성학 : 생체재료과학

    나) 석?박사 교과과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별하지 않는다. 단, 필요에 따라  지도
        교수와 상의하여 선?후수 과목을 개별적으로 정한다.

  4) 선수과목
      - 박사과정은 6학점 이상 이수토록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규정하고 있음.
    가) 본 학과 이외의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은
        전공핵심기초과목 중 2과목은 졸업 이수학점에 계산하지 않는다.

  5) 학위논문 제출자격
    가) 석사학위논문심사본 제출시 학위 논문의 주된 내용을 반드시 1회 이상 국내외 학술대
        회에서 발표(삭제) 및 국내외 학술지에 제 1 저자로 투고 또는 투고예정 이어야 한다.

    나) 박사학위논문심사본 제출시 학위 논문의 주된 내용을 반드시 2회 이상 국내외 학술지에
        제 1 저자로 게재(예정)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는 게재가 증빙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정옥찬 보건의료융합대학 의용공학부
MEMS(초소형전기기계시스

템)
교수

정윤경 보건의료융합대학 의용공학부 의용소재역학 조교수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윤창한 보건의료융합대학 의용공학부 의용전자 조교수

최흥호 보건의료융합대학 의용공학부 의용초음파공학 교수

조종만 보건의료융합대학 의용공학부 화상 및 신호처리 교수

신정욱 보건의료융합대학 의용공학부 세포생체공학 교수

이성재 보건의료융합대학 의용공학부 생체역학 교수

김정구 보건의료융합대학 의용공학부
조직공학 및 의료용고분자

재료
교수

문치웅 보건의료융합대학 의용공학부 의료영상시스템 교수



의용공학과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IB005 생체시스템 3 3.0 0.0 이론

Biosystem

전공 EIB602 생체재료과학 3 3.0 0.0 이론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전공 EIB816 의공유기화학 3 3.0 0.0 이론

Biomedical Organic Chemistry

전공 EIB002 의공학방법론 3 3.0 0.0 이론

Methodology of Research

전공 EIB704 의용 계측 기기 설계 3 3.0 0.0 이론

Design of Microprocessor Based Medical

Instrumentation

1-2 전공 EIB901 마이크로/나노 소자 개론 3 3.0 0.0 이론

Introduction to Micro/Nano devices

전공 EIB502 방사선 물리학 3 3.0 0.0 이론

Radiological Physics

전공 EIB201 생체신호처리 3 3.0 0.0 이론

Physiological Signal Processing

전공 EIB415 생체역학응용   I 3 3.0 0.0 이론

Applications of Biomechanics   I

전공 EIB002 의공학방법론 3 3.0 0.0 이론

Methodology of Research

전공 EIB301 의용초음파특론   I 3 3.0 0.0 이론

Advanced Biomedical Ultrasound   I

소계: 33 학점

신호및영상시스템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IB535 방사선 검출 회로 제작 및 성능평가 3 3.0 0.0 이론

Radiation detection circuit fabrication &

performance evaluation

전공 EIB536 방사선 안전관리학 및 치료학 3 3.0 0.0 이론

Radiation safety management & Therapeutics

전공 EIB538 방사선 의료영상 정보학 3 3.0 0.0 이론

Radiology medical imaging of informatics

전공 EIB533 의료기기법령 & 의료기기 규제 이해 3 3.0 0.0 이론

Medical techniques law & regulatory



의용공학과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신호및영상시스템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IB207 의료영상시스템 3 3.0 0.0 이론

Medical Imaging System

전공 EIB206 의용계측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Biomedical Measurements

전공 EIB208 자기공명영상시스템 3 3.0 0.0 이론

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

1-2 전공 EIB534 원격방사선 진료 & 헬스케어 개론 3 3.0 0.0 이론

Remote radiation treatment & healthcare

전공 EIB209 진단방사선 및 핵의학 단층영상의 재구성 3 3.0 0.0 이론

Reconstruction Tomography in Diagnostic

Radiology and Nuclear Medicine

소계: 27 학점

의용초음파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IB316 의용초음파 응용 3 3.0 0.0 이론

Application of Biomedical Ultrasound

전공 EIB317 초음파계측 3 3.0 0.0 이론

Ultrasonic Measurements

전공 EIB314 치료초음파공학 3 3.0 0.0 이론

Theraphutic Ultrasonic Engineering

1-2 전공 EIB305 전자회로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Electronics

소계: 12 학점

생체역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IB424 생체역학 실험기획법 3 3.0 0.0 이론

Experimental Methodology of Biomechanics

전공 EIB413 생체역학특론 I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Biomechanics I

전공 EIB421 척추생체역학   I 3 3.0 0.0 이론

Spine Biomechanics   I

전공 EIB429 척추시술 및 척추용 임플란트 3 3.0 0.0 이론

Spinal Instrumentation

1-2 전공 EIB411 고체역학 3 3.0 0.0 이론

Solid Mechanics



의용공학과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생체역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IB423 연조직역학 3 3.0 0.0 이론

Soft Tissue Mechanics

전공 EIB430 인공장기 및 심혈관역학 3 3.0 0.0 이론

Artificial Organs & Cardiovascular

Biomechanics

전공 EIB422 척추생체역학   II 3 3.0 0.0 이론

Spine Biomechanics   II

소계: 24 학점

의용재료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IB610 기능성 의용재료 3 3.0 0.0 이론

Functional Biomaterials

전공 EIB605 재료과학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Materials Science

1-2 전공 EIB603 생체이식재료 I 3 3.0 0.0 이론

Implantable Biomaterials I

전공 EIB601 의용재료학 3 3.0 0.0 이론

Advanced Biomaterials

소계: 12 학점

화상처리및신경회로망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IB705 디지털 생체 신호 처리 3 3.0 0.0 이론

Biomedical Digital Signal Processing

전공 EIB710 임베디드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설계 3 3.0 0.0 이론

Embedded Microprocessor System Design in

Biomedical Engineering

1-2 전공 EIB701 디지털 화상 처리 3 3.0 0.0 이론

Digital Processing of Biomedical Images

전공 EIB710 임베디드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설계 3 3.0 0.0 이론

Embedded Microprocessor System Design in

Biomedical Engineering

전공 EIB708 컴퓨터 응용 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Topics in Computers in Biomedical

Engineering



의용공학과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소계: 15 학점

조직공학및의료용고분자재료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IB817 고분자생체재료Ⅰ 3 3.0 0.0 이론

Polymeric BiomaterialsⅠ

전공 EIB812 생체조직공학 I 3 3.0 0.0 이론

Tissue Engineering I

1-2 전공 EIB818 고분자생체재료 Ⅱ 3 3.0 0.0 이론

Polymeric BiomaterialsⅡ

전공 EIB813 생체조직공학 II 3 3.0 0.0 이론

Tissue Engineering II

소계: 12 학점

의료영상분야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IB124 초음파 공학 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Ultrasonic Engineering

소계: 3 학점

바이오멤스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IB905 다중 물리 유한 요소 해석 3 3.0 0.0 이론

Multi-physical FEM Simulation

전공 EIB903 자동제어 3 3.0 0.0 이론

Feedback Control of Dynamic Systems

1-2 전공 EIB904 미세 구동기 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Topics in Micro Actuators

전공 EIB902 미세 제작 공정의 기초 3 3.0 0.0 이론

Fundamentals of Microfabrication

소계: 12 학점

진단용 바이오 센서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IB539 의공바이오소재분리공학 3 3.0 0.0 이론

Bioseparation Engineering for Biomedical

Engineering

1-2 전공 EIB540 이미지 기반 진단치료학 3 3.0 0.0 이론

Image-based Theranostics



의용공학과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소계: 6 학점

의료영상 및 치료시스템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IB125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의 의용 앱 설계 3 3.0 0.0 이론

Medical Application Design for Mobile

devices

전공 EIB124 초음파 공학 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Ultrasonic Engineering

소계: 6 학점

총계: 162 학점



▣ 교과목 개요

◎ EIB002 의공학방법론  (Methodology of Research )

연구의 기획과 틀, 설계방법, 자료의 조사,  분석 방법, 계획서의 발표 및 논문 작성법 및 논문의 평가방

법을 제시한다.

◎ EIB005 생체시스템  (Biosystem)

본 과목은 생체의 다양한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를 강의를 진행한다.

미분방정식의 활용 및 실험 data의 분석을 통해 인체의 다양한 시스템(병변, 치료 포함)을 공학적으로 접

근, 분석하게 된다.

◎ EIB201 생체신호처리  (Physiological Signal Processing)

생명의 유지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생체신호를 검출, 분석하여 각 신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

하는 능력을 터득한다.  즉, 중요한 생체신호들의 예를 들어서 신호의 수집부터 적절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통한 결론의 유도까지를 체

◎ EIB301 의용초음파특론   I  (Advanced Biomedical Ultrasound   I)

의용공학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한 기초과목의 하나로서, 의료용에서 사용되는 초음파의 전반적인

성질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즉, 초음파의 발생에서부터 물리적 현상, 변환기, 초음파진단장치 등을 공

부함으로써 연구의 깊이를 더

◎ EIB415 생체역학응용   I  (Applications of Biomechanics   I)

인공관절 또는 그 외 orthopeic implant 의 design 또는 analysis에 있어서 생체 역학적 이론의 응용에 관

련하여  강의한다. implant 의 design parameter, 재질, loading envir

◎ EIB502 방사선 물리학  (Radiological Physics)

방사선 발생에 대한 양자론적 이해와 방사선 발생원리의 물리학적 해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방사선 단위 및

차후의 방사선의 적용분야의 수식적인 모델링을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 EIB602 생체재료과학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의용 재료들의 기계적 특성, 고체의 구조, 결정 상 변태와 관련된 열역학적 기본지식, 물질확산, 표면장력

, 생체적합성, 물질의 강도와 강화기구, 생체재료의 기계적 특성과 구조와 관계를 재료 과학적 측면에서

기초원리와 적용방법을 다

◎ EIB704 의용 계측 기기 설계  (Design of Microprocessor Based Medical Instrumentation)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의용 계측 시스템에 있어서의 신호처리, 표시 및 제어에 관해 다룬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중심으로 의용 계측 시스템에 필요한 주변 장치와의 인터페이스, 버스 및 통신 프로토

콜, 신호 획득 회로 등

◎ EIB816 의공유기화학  (Biomedical Organic Chemistry )

생체재료의 한 분야인 고분자재료 및 유기합성의 기초가 되는 유기화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유기물질의 임

상 적용에 대한 생체 적합성 등을 학습한다.

◎ EIB901 마이크로/나노 소자 개론  (Introduction to Micro/Nano devices)

마이크로머시닝 기술의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마이크로/나노 디바이스들에 대한 개략적 소개 및 향후 전망

에 대해 학습한다.

◎ EIB206 의용계측특론  (Advanced Biomedical Measurements)

측정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목적은 측정코자 하는 현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객관화하는데 있다. 본

과정에서는 계측기술을 의용공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계측이론 및 변환기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생리적 현

◎ EIB207 의료영상시스템  (Medical Imaging System)

의료장비 중에서 임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료영상 장치의 동작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연구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Impulse response, 전달함수, 신호대 잡음비(signal-to-

nois



▣ 교과목 개요

◎ EIB208 자기공명영상시스템  (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

홀수의 원자번호를 갖는 원자핵이 강한 자장 내에서 일으키는 공명현상을 이해하여 자기공명 장치의 신호

획득 및 처리, 경자자계 장치, 고주파장치, 영상재구성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공

명 영상이 얻어지는 과정을

◎ EIB209
진단방사선 및 핵의학 단층영상의 재구성  (Reconstruction Tomography in Diagnostic Radiology

and Nuclear Medicine)

X-Ray CT, 자기공명 영상,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기(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SPECT(Single

Photon Emission CT)와 같은 진단방사선 또는 핵의학 영상기기들의 영상이

◎ EIB533 의료기기법령 & 의료기기 규제 이해  (Medical techniques law & regulatory)

의료기기의 법령을 이해하여 의료기기를 설계 및 제작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과 사후 의료기기 안전관

리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에 관한 학문

◎ EIB534 원격방사선 진료 & 헬스케어 개론  (Remote radiation treatment & healthcare)

의료사업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원격의료 방사선 진료의 시스템 개발 및 응용을 통한 헬스케어에 대한 이

해를 돕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한 방향성 성립에 대한 학문

◎ EIB535
방사선 검출 회로 제작 및 성능평가  (Radiation detection circuit fabrication & performance

evaluation)

의료분야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에너지 대역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회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방사선 검

출기에 적용하여 구조에 따른 설계시 고려사항을 파악하고 간단한 실습을 통하여 검출기의 성능평가를 실

시한다.

◎ EIB536 방사선 안전관리학 및 치료학  (Radiation safety management & Therapeutics)

방사선과 인체 조직과의 생물학적 효과 및 생화학적 효과를 고려하여 질병의 치료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최적화한 환자의 조사선량을 설정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방사선 기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학문

◎ EIB538 방사선 의료영상 정보학  (Radiology medical imaging of informatics)

신호처리 방법을 강의한 후, 이를 응용하여 심전도 신호 처리 시스템 설계 과정과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여 강의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더 나아가 생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함에 필요

한 여러 방식과 생체 신호

◎ EIB305 전자회로특론  (Advanced Electronics)

일반적인 학부과정에서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하여 한 단계 더 높은, 의공 학도로서 꼭 필요한 연구를 수

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자회로분야를 High level의 이론과 함께 공부하며 실험을 병행한다.

따라서 연구를 수행

◎ EIB314 치료초음파공학  (Theraphutic Ultrasonic Engineering)

현재 의학분야에서 이용하는 초음파는 그 대부분이 임상진단용이다.  이와는 달리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방

법 및 종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그 응용 및 회로 구성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 EIB316 의용초음파 응용  (Application of Biomedical Ultrasound)

지금까지 알고있는 의용 초음파 공학의 배경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초음파 파라메터를 이용한 조직특성

화에 관한 내용을 주로 연구한다. 따라서 초음파가 의료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인가를

고찰한다. 또한, 초음파의 거

◎ EIB317 초음파계측  (Ultrasonic Measurements)

초음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세우는 일은 연구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더구

나 이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simulation과 실험이 필수적이다. 본 과목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simulation과

◎ EIB411 고체역학  (Solid Mechanics)

선형이론에 입각하여 하중에 의한 물체의 작은(미세한)변형과 응력에 관한 강의이다. 주로 plane stress,

plane strain 문제를 다루고, beam의 deflection, torsion등을 다루게 된다.



▣ 교과목 개요

◎ EIB413 생체역학특론 I  (Special Topics on Biomechanics I)

특별한 주제를 정하여 한 학기 동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과목으로서 그 주제는 교수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결과는 term paper로 제출되어야 한다.

◎ EIB421 척추생체역학   I  (Spine Biomechanics   I)

척추운동 및 척추관련 질병에 대한 생체 역학적 이해 및 분석을 강의한다. 여기서, 척추를 이루는 disc,

vertebral body, ligament, muscle 등의  특성 및 상호관계를 생체 역학적으로 규명하여 척추의 st

◎ EIB422 척추생체역학   II  (Spine Biomechanics   II)

척추 질병 및 외상, 기형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spinal implant 류 에 대한 생체 역학적 역할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기초를 둔다. 특히 spinal implant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역할, 재료, 기능적 특성 및

◎ EIB423 연조직역학     (Soft Tissue Mechanics)

생체내의 조직 중 연 조직의 특성을 역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학

문이다.  일반적으로 연 조직은 강 조직(Hard Tissue) 와는 달리 큰 변형율과 이방성, 그리고 점성의 성질

을 가지고 있으

◎ EIB424 생체역학 실험기획법  (Experimental Methodology of Biomechanics)

생체역학 실험은 시편의 모양과 실험조건이 일반적인 기계공학적 실험과 다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생체역학의 기본 실험, 즉 인장, 압축, 굽힘, 그리고 비틈 실험에 필요한 기본 기법과 결과 해석 방법을

강의 및 실험을 통해 숙

◎ EIB429 척추시술 및 척추용 임플란트  (Spinal Instrumentation)

각종 척추질환의 수술적 치료를 위한 척추 수술용 임플란트의 실지 임상 적응 및 그 효용성을 알고 앞으로

개발해야 할 임플란트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를 한다.

◎ EIB430 인공장기 및 심혈관역학  (Artificial Organs & Cardiovascular Biomechanics)

인체에는 많은 장기가 있다. 이러한 장기 중에서 치료에 의한 기능회복이 불가능할 때에 인공장기로의 대

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공장기로의 대체 시 많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내구성, 역학적 적합성, 생체

적합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

◎ EIB601 의용재료학  (Advanced Biomaterials)

의용 재료의 거시적 특성, 표면특성, 독성평가, 생체적용 모델, 연 조직 및 경 조직 조직학, 임플란트 시

스템, 동물실험, 임상 실험 등에 관한 의용 재료의 일반적인 원리와 방법 등을 습득함을 목표로 한다.

◎ EIB603 생체이식재료 I  (Implantable Biomaterials I)

생체이식재료로 사용되는 각종 금속재료, 세라믹재료, 탄소재료, 고분자재료들에 대하여 생체적합성과 임

상적용특성, 의료용 기구들의 생체 기능성 등에 관한 원리의 이해와 응용을 다룬다.

◎ EIB605 재료과학특론  (Special Topics on Materials Science)

재료과학을 기초로 하여 고체의 구조, 결정 상 변태와 관련된 열역학, 물질확산, 표면장력, 물질의 강도와

강화기구, 기계적 특성과 구조와 관계를 최신 발표되는 논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동향과 방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실시한다.

◎ EIB610 기능성 의용재료  (Functional Biomaterials)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중재적 방사선 치료 등으로 사용되는 기능성 재료

들의 생체 내에서의 역할과 특성에 관하여 기초적인 원리와 응용을 다룬다.

◎ EIB701 디지털 화상 처리  (Digital Processing of Biomedical Images)

각종 의료 화상 신호를 처리하여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필요한 알고리즘을 다룬다. 디지털 화

상에 대한 기본 개념, 화상의 기하학적 변형, 열화 된 화상의 개선 및 복원, 화상의 압축, 분리 및 표시

알고리즘과 화상의 인식

◎ EIB705 디지털 생체 신호 처리  (Biomedical Digital Signal Processing)

생체 신호의 처리에는 여러 가지 디지털 필터 기능과 패턴 인식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생체

신호 계측 및 분석 기기에는 이와 같은 일련의 알고리즘들이 실시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강좌에서는

생체 신호를 처리하는데 필



▣ 교과목 개요

◎ EIB708 컴퓨터 응용 특론  (Advanced Topics in Computers in Biomedical Engineering)

의공학에 연구에 있어 컴퓨터를 응용한 새로운 연구들을 대상으로 다루며, 이러한 연구들의 배경이 되는

이론과 개념들을 함께 다룬다.

◎ EIB710
임베디드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설계  (Embedded Microprocessor System Design in

Biomedical Engineering)

고 기능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설계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부여된 과제 수행을 통해 자세히 다룬다.

◎ EIB812 생체조직공학 I  (Tissue Engineering I)

생체조직공학의 기본원리의 이해와 생체조직의 기초가 되는 관련 학문의 기초를 배운다.

◎ EIB813 생체조직공학 II  (Tissue Engineering II)

생체조직공학을 이용한 인공장기의 개발과 응용 및 해당 장기의 특징에 관해 학습한다.

◎ EIB817 고분자생체재료Ⅰ  (Polymeric BiomaterialsⅠ)

의료용 고분자 재료의 특성, 임상적용, 생체적합성, 기능성 등에 대해 전문적 원리의 이해 및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 EIB818 고분자생체재료 Ⅱ  (Polymeric BiomaterialsⅡ)

의료용 고분자 재료의 특성, 임상적용, 생체적합성, 기능성 등에 대해 전문적 원리의 이해 및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 EIB124 초음파 공학 특론  (Advanced Ultrasonic Engineering)

본 과목에서는 의용 초음파를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초음파 영상, 도플러 영상 및 최신 영상 기

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조직 분류, 광음향 영상, acoustic tweezers와 같은 초음파를 이용한 새로운 진단

기술에

◎ EIB902 미세 제작 공정의 기초  (Fundamentals of Microfabrication)

마이크로 및 나노 디바이스 제작을 위한 현존하는 여러 가지 미세 제작 공정법을 학습한다.

◎ EIB903 자동제어  (Feedback Control of Dynamic Systems)

본 교과목에서는 동적 시스템의 다양한 설계 및 해석 기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 EIB904 미세 구동기 특론  (Advanced Topics in Micro Actuators)

본 강의에서는 MEMS 및 TAS 분야에 개발된 여러 다양한 미세 구동기에 대한 연구 논문을 학습한다.

◎ EIB905 다중 물리 유한 요소 해석  (Multi-physical FEM Simulation)

미세 소자의 다중 물리 유한 요소 해석 기법 습득(To learn multi-physical FEM simulation of micro

device)

◎ EIB539 의공바이오소재분리공학  (Bioseparation Engineering for Biomedical Engineering)

생물분리공학의 핵심 기술의 원리와 적용에 대해 배운다. 다양한 바이오물질의 분리를 위해 세포의 용해,

응집, 여과 ,침강, 추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흡착, 침전, 결정화를 다룬다. 또한 분리 기술의 최근 이

슈를 다루고, 연구나

◎ EIB540 이미지 기반 진단치료학  (Image-based Theranostics)

분자의학과 나노의학의 발달과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일괄 처리하는 진단

치료학은 미래 질병관리 기술의 핵심 요소이다. 특히 이미징 프루브를 이용한 진단 및 약물 전달체로서의

다양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 EIB124 초음파 공학 특론  (Advanced Ultrasonic Engineering)

본 과목에서는 의용 초음파를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초음파 영상, 도플러 영상 및 최신 영상 기

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조직 분류, 광음향 영상, acoustic tweezers와 같은 초음파를 이용한 새로운 진단

기술에

◎ EIB125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의 의용 앱 설계  (Medical Application Design for Mobile devices)

최근 들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android 및 iOS기반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의용 Application 개발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각자의 Application을 구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