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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과
(Department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1. 교육목표

  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체제와 학사 및 대학원 교육체제를 구비하여, 생명공학(biotechnology 

: BT)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전공분야 

과 정 전공분야 

석 사 생명공학

박 사 생명공학

석·박사 통합 생명공학

3. 교과목해설

DEAA08283 식물생화학(PLANT BIOCHEMISTRY) [3학점 3시간]

식물에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인 광합성, 호흡, 대사경로를 다룬다.

DEAA14871 생유기화학(BIO-ORGANIC CHEMISTRY) [3학점 3시간]

생유기화학은 생화학, 의약화학 그리고 유기화학의 핵심적 문제들을 총괄하는 진정한 의미

의 통합교과이며 이 교과목을 통해 대학원생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이 분야에 대한 자세하면

서도 이해하기 쉬운 소개를 접하게 될 것이다. 신약개발의 최근 동향, 효소(생합성, 활성, 그

리고 응용), 탄수화물, 펩타이드, 핵산 그리고 생유기화학적 분석방법 등의 내용이 이 과정에

서 다루어질 것이다.

DEAA14990 고급물리화학(ADVANCED PHYSICAL CHEMISTRY) [3학점 3시간]

미세입자의 운동 법칙과 양자역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양자역학을 분자의 구조와 에너지 및 

분자의 반응도를 규명하는데 응용한다. 기초과학 연구뿐 아니라 생명공학 전반에 필요한  

심도 있는 분광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도록 강의한다.

DEAA19242 산업미생물학(INDUSTRIAL MICROBIOLOGY) [3학점 3시간]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것에 관한 과목으로 미생물을 응용한 학문이다. 본 

과목에서는 미생물학을 기본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미생물의 분리, 보존 및 개량, 미생물의 

배양 및 대사를 살펴보고 미생물의 대사와 공정을 통하여 대사산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이론

적 방법과 산업적 응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DEAA24943 생물전기화학(BIOELECTROCHEMISTRY) [3학점 3시간]

생물계에서의 많은 과정이 본질상 전기화학적이다. 이 과목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전자전

달, 막을 통한 물질이동이나 이온과 생체분자의 선택적 검출과 같은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 



317

양상을 다룬다.

DEAA24946 생체분자모델링(BIOMOLECULAR MODELING) [3학점 3시간]

분자 모델링과 계산화학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의 전수를 목적

으로 하며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복잡한 화학, 물리, 생물학적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응용되

고 있는지 실제적인 예를 보여준다. 수업은 주당 2시간의 이론과 2시간의 실습으로 구성된

다.

DEAA26763 효소학특론(ADVANCED ENZYMOLOGY) [3학점 3시간]

단백질효소 및 핵산효소의 물리화학학적 특성 및 반응 메커니즘, 그리고 효소반응속도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주제에 대한 실례를 들어 연구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한다.

DEAA26972 세미나2(SEMINAR II) [3학점 3시간]

생명공학분야 연구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최근 연구 내용들을 접하고 기초, 소재 

및 제품 연구 개발 분야에서 응용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DEAA28202 단백질식품학(PROTEIN FOODS) [3학점 3시간]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을 강의하고 식품가공 시 중요한 단백질추출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DEAA30075 생물공학특론(TOPICS ON BIOTECHNOLOGY) [3학점 3시간]

미생물, 효소, 동물 세포, 식물세포와 같은 생체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생산의 이론적 측면인 

생물학, 생화학, 화학공학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실제적인 측면인 생물 생산물의 대사과정

과 생산공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생물화학공학의 원리와 산업적 응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DEAA30545 생화학특론2(ADVANCED BIOCHEMISTRY 2) [3학점 3시간]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과 같은 세포의 구성 분자들의 생합성 및 분해와 이들의 대사

경로 및 조절 등의 심화된 주제들을 학습하여, 최근 생화학 연구의 주요 주제들의 이해와 연

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한다.

DEAA30547 생화학특론1(ADVANCED BIOCHEMISTRY 1) [3학점 3시간]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과 같은 세포의 구성 분자들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구조/기능적 

측면의 심화된 주제들을 학습하고 이들의 생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고자한다. 생화학적 지식

과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생화학의 기본 주제들로부터 최근 생화학 연구의 주요 주제

들을 탐색하고 학습함으로써 독립된 연구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한다.

DEAA30567 고급유기화학(ADVANCED ORGANIC CHEMISTRY) [3학점 3시간]

유기화학 반응의 메카니즘에 대한 해설, 약물의 전합성 과정, 천연 화합물 및 그 유도체의 

전합성 과정 등에 대해 강의한다.

DEAA31240 핵산생화학(NUCLEIC ADIC BIOCHEMISTRY) [3학점 3시간]

핵산분자(DNA, RNA, 또는 이들의 변형체)의 생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생물학적 기

능과 가능한 생명공학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최신 연구동향을 탐구한다. 또한 이들 

핵산과 결합하여 상호작용하는 단백질들의 생화학적 특성과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방향과 최

신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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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A32409 발생생물학(DEVELOPMENTAL BIOLOGY) [3학점 3시간]

동물 및 식물의 발달 및 생장과정을 이해하며 최근의 연구내용들에 대해 토론 하고자 한다.

DEAA37794 세미나1(SEMINAR 1) [3학점 3시간]

생명공학분야 연구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최근 연구 내용들을 접하고 기초, 소재 

및 제품 연구 개발 분야에서 응용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DEAA37797 세미나3(SEMINAR 3) [3학점 3시간]

생명공학분야 연구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최근 연구 내용들을 접하고 기초, 소재 

및 제품 연구 개발 분야에서 응용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DEAA38294 기기분석(INSTRUMENTAL ANALYSIS) [3학점 3시간]

화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구조분석, 반응메카니즘연구, 성분분석 등에 흔히 이용되는 각종 

분광분석기, 전기분석기, 질량분석기, 분리분석기 들의 작동원리 및 분석원리를 다룬다. 학

생들이 강의에서 익힌 내용을 어떻게 기기분석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지 실습을 통해 실제

적인 지식을 익히도록 한다.

DEAA44915 세포신호전달기작론(CELLULAR SIGNAL TRANSDUCTION MECHANISMS) [3학점 3시간]

학부 고학년 및 대학원생들에게 세포 표면으로부터 핵까지의 신호전달 에 관여하는 인자들

의 종합적인 이해를 전달함. 세포표면 수용체, 2nd messenger, 단백질 인산화 cascade, 유전

자 전사 조절 기전 분석에 초점을 두고 강의한다.

DEAA45003 생명공학콜로키움1(BIOTECHNOLOGY COLLOQUIUM 1) [3학점 3시간]

본 콜로퀴움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생명공학과의 특정 연구 분야를 review하고 발표, 토론한

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숙련된 프리젠테이션과 청중 앞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

법을 학습한다.

DEAA45004 생명공학자양성과정(BIOTECHNOLOGY TRAINING PROGRAM) [3학점 3시간]

대학원생들의 산업체 연수기회를 최대화 시켜서 대학에서의 연구가 연구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체 연수를 실시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게 한다. 강의실 교육과 병행하여 수강 학생들이 직접 산업체 연구현장에 참여함으로

써 전달된 교육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원생의 산업체 

인턴쉽 및 연구인력 채용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DEAA45364 세미나4(SEMINAR 4) [3학점 3시간]

생명공학분야 연구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최근 연구 내용들을 접하고 기초, 소재 

및 제품 연구 개발 분야에서 응용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DEAA45693 생물리화학Ⅱ(BIOPHYSICAL CHEMISTRY Ⅱ) [3학점 3시간]

신약개발을 포함한 응용생명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유기화학이나 생화학과 같은 기초학문 

연구에도 분광학은 필수적이다. 그 기본원리인 양자화학에 대해 이해하여 생명공학 연구 분

야에 필요한 심도 있는 분광학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

DEAA45694 생체분자분광학(BIOMOLECULAR SPECTROSCOPY) [3학점 3시간]

생체물질들에 대한 구조적, 동력학적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험기법을 가르친다. X

선 회절법, 전자현미경, 질량분석법등의 기본이론과 응용법을 강의한다.

DEAA45696 구조단백질체학(STRUCTURAL PROTEOMICS)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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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enomics시대에 가장 중요한것은 유전체의 기능적 대상인 프로테옴(단백질체)을 연구

하는 것이다. 분자수준에서 단백질의 기능을 연구하려면 그 삼차원 구조가 규명되야 한다. 

이 강의에서는 단백질체를 정의하고 기능, 구조, 그들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최근 연구동

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한다.

DEAA45699 의학생화학(TOPICS IN MEDICAL BIOCHEMISTRY) [3학점 3시간]

특정 질환에 대한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강의한다. 동맥경화증, 지질대사, 암 및 

발암인자, 세포사멸, 세포주기 등의 생화학적 기전 분석 등에 초점을 두고 강의한다.

DEAA45700 원핵생물분자생물학(PROKARYOTIC MOLECULAR BIOLOGY) [3학점 3시간]

원핵생물의 DNA의 복제, 전사, 해독, 유전자 발현의 조절, recombination, 전위등을 강의한

다.

DEAA45701 진핵생물분자생물학(EUKARYOTIC MOLECULAR BIOLOGY) [3학점 3시간]

진핵 생물에서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replication, 전사, 전사 후 조절과정, 해독 과정, 해독 

후 modification과정들을 이해시킨다.

DEAA45702 분자생물학기법(MOLECULAR BIOLOGY TECHNIQUES) [3학점 3시간]

유전자 재조합 방법 및 생화학의 기초 실험 방법을 강의한다.

DEAA45703 진핵생물유전자발현조절론(TOPICS IN EUKARYOTIC REGULATION) [3학점 3시간]

진핵생물에서의 유전자의 구조, 전사, 해독 과정 및 이의 조절과정을 폭 넓게 이해하고자한

다.

DEAA45705 식품유지화학(CHEMISTRY OF THE FOOD LIPIDS) [3학점 3시간]

지방, 인지질과 관련된 화합물의 화학적 조성, 구조, 반응, 입체화학, 분리동정방법, 물리적

특성과 구조와의 관계를 강의한다.

DEAA45709 생명공학마케팅(BIOMARKETING) [3학점 3시간]

BT분야의 전문지식과 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기술마케팅 분야의 전문 인력과 미래 경영자를 

양성한다. 기업체의 CEO를 초청강사로 한다.

DEAA45710 생물기능소재개발공학(BIOMATERIAL DEVELOPMENT ENGINEERING) [3학점 3시간]

생물기능소재개발공학은 산업체의 연구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생물기능소재의 산업화에 대

한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는 실제적인 과목이다. 생물소재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원리의 

이해하고 이를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산업화에 대한 경제적인 개념

을 소유함으로써 전체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 협동연구를 진행하는 산업체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양

성을 위해 산업체 인력을 직접 강사로 초빙한다.

DEAA46444 생명공학콜로키움2(BIOTECHNOLOGY COLLOQUIUM 2) [3학점 3시간]

본 콜로퀴움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생명공학과의 특정 연구 분야를 review하고 발표, 토론한

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숙련된 프리젠테이션과 청중 앞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

법을 학습한다.

DEAA47158 생명공학콜로키움3(BIOTECHNOLOGY COLLOQUIUM 3) [3학점 3시간]

본 콜로퀴움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생명공학과의 특정 연구 분야를 review하고 발표, 토론한

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숙련된 프리젠테이션과 청중 앞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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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학습한다.

DEAA47159 생명공학콜로키움4(BIOTECHNOLOGY COLLOQUIUM 4) [3학점 3시간]

본 콜로퀴움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생명공학과의 특정 연구 분야를 review하고 발표, 토론한

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숙련된 프리젠테이션과 청중 앞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

법을 학습한다.

DEAA47161 식품위생학(TRENDS IN FOOD SAFETY: EPIDEMIOLOGY, PHYSIOLOGY, AND CONTROL)

[3학점 3시간]

식중독, 금속 및 농약등에 의한 식품오염, 빈번히 바뀌는 식품위생법규 와 식품첨가물에 관

한 최신내용, 곰팡이독의 유래와 그 대책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식품위생 전반에 걸친 폭

넓은 지식의 습득과 체계화를 목적으로 한다.

DEAA47163 탄수화물생화학(CARBOHYDRATE BIOCHEMISTRY & BIOTECHNOLOGY) [3학점 3시간]

미생물과 효소를 이용하여 산업적 가치를 갖는 탄수화물들을 생산해내거나 변형시키는 방법

에 대해 다룬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다당류, 올리고당, 그리고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계면활성제 등을 효소를 이용한 발효에 의해 생산해내는 과정은 물론, sugar나 올리고당 그

리고 당 유도체의 생산법도 익히게 될 것이다.

DEAA47164 기능대사체학(FUNCTIONAL METABOLOMICS) [3학점 3시간]

기능대사체학은 동식미생물에서 생합성과정을 거쳐 생성된 2차 대사물질군(메타볼롬)의 변

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규명함으로써 생명현상을 대사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며, 이를 생리

활성소재개발과 접목시키도록 강의한다.

DEAA47166 나노소재(ADVANCES OF NANO MATERIALS) [3학점 3시간]

최근 나노크기의 소재의 합성과 또 나노크기의 특성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다양한 나노소재를 소개하고 이 나노소재를 이용한 in-vivo imaging, 

targeted drug delivery, bio senor 등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 다룰 것이다. 논리적인 연구개

발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DEAA47167 생명공학연구1(RESEARCH IN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1) [3학점 3시간]

각 분야의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연구를 수행하여 각 전문분야에서 연구능력을 

갖추고 앞으로 연구 수행 시 논리적인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DEAA47168 생명공학연구2(RESEARCH IN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2) [3학점 3시간]

각 분야의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연구를 수행하여 각 전문분야에서 연구능력을 

갖추고 앞으로 연구 수행 시 논리적인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DEAA47169 생명공학연구3(RESEARCH IN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3) [3학점 3시간]

각 분야의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연구를 수행하여 각 전문분야에서 연구능력을 

갖추고 앞으로 연구 수행 시 논리적인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DEAA47170 생명공학연구4(RESEARCH IN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4) [3학점 3시간]

각 분야의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연구를 수행하여 각 전문분야에서 연구능력을 

갖추고 앞으로 연구 수행 시 논리적인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DEAA47171 생명공학연구5(RESEARCH IN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5) [3학점 3시간]

각 분야의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연구를 수행하여 각 전문분야에서 연구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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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앞으로 연구 수행 시 논리적인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DEAA47172 생명공학연구6(RESEARCH IN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6) [3학점 3시간]

각 분야의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연구를 수행하여 각 전문분야에서 연구능력을 

갖추고 앞으로 연구 수행 시 논리적인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을 양성한다.

DEAA47232 유전학특론(ADVANCED GENETICS) [3학점 3시간]

유전학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 및 기본개념 습득을 기반으로 최신 유전학의 연구방향 및 유

전학 연구의 활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DEAA47562 핵자기공명분광학(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3학점 3시간]

생명공학분야 연구에 필요한 핵자기공명분광법을 강의한다. 기본 이론, 실험방법, 데이터 해

석법, 생물질의 구조, 물성연구에의 응용을 가르친다.

DEAA48870 분자유전학기법(TECHNIQUES IN MOLECULAR GENETICS) [3학점 3시간]

각 생명체 내 유전자의 기능을 알기위해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분자유전학적 연구방법 그리

고 유전자 변형생물체 제작 및 생명공학분야의 다양한 최신 실험기법을 강의한다.

DEAA48872 천연물화학특론(ADVANCED NATURAL PRODUCT CHEMISTRY) [3학점 3시간]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물질 개발에 필요한 천연물생합성, 분리정제, 구조분석에 대해 강의한

다.

DEAA48873 발생생물학특론(ADVANCED DEVELOPMENTAL BIOLOGY) [3학점 3시간]

동물 및 식물의 발달 및 생장과정을 이해하며 최근의 연구내용들에 대해 토론 하고자 한다.

DEAA48874 고급생물리화학(ADVANCED BIOPHYSICAL CHEMISTRY) [3학점 3시간]

화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생물질, 생체모방물질들에 대한 물리적인 원천을 다루며 열역학, 

상평형, 화학반응속도론을 가르친다. 다양한 생화학적 현상들의 열역학과 메카니즘을 이해

할 수 있는 실험기법과 응용법을 강의한다.

DEAA51163 고급전기화학(ADVANCED ELECTROCHEMISTRY) [3학점 3시간]

연구에 필요한 전기화학의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극과 전해질의 계면

에서의 현상, 전자전달의 이론, 바이오센서의 원리, 전기화학적 에너지 생산 등에 초점을 맞

추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실험에 응용할 수 있게 한다.

DEAA51164 바이오센서및녹색에너지화학(BIOSENSORS AND GREEN ENERGY CHEMISTRY)

[3학점 3시간]

전기화학적 원리에 기반한 바이오센서의 원리 및 응용,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의 에너지 생

산에 관한 방법들을 알아본다. 혈당센서를 중심으로 도파민을 비롯한 각종 신경물질의 검출, 

효소 및 미생물을 이용한 전기에너지 생산, 수소생산, 탈염화공정 등을 다룬다.

DEAA51165 탄수화물생명공학특론(CARBOHYDRATE BIOTECHNOLOGY) [3학점 3시간]

탄수화물 소재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 생명공학연구동향을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유래 탄수화물의 화학구조를 분석하는 방법론과 탄수화물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융합 BT 연구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며,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광학이성질체 분석, 난

용성 약재용해도 향상 및 나노융합소재로서의 탄수화물의 신 기능성 연구등과 관련된 최근

의 연구 동향을 제시한다.

DEAA51167 세포막생화학특론(MEMBRANE BIOCHEMISTRY)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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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등의 성분 분석 및 세포막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생명체안에서의 세포막의 생체기능성연구에 관한 상관관계등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제시 

한다. 또한 세포막의 세포내의 기능성과 생명공학적 실용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들을 분석한다.

DEAA53857 시스템생명공학특론(ADVANCED SYSTEMS BIOTECHNOLOGY) [3학점 3시간]

모든 생명체는 수많은 유전자와 단백질, 다수의 화합물들이 복잡한 반응을 통해 끊임없이 상

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시스템생명공학특론은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를 생명정보학을 이용해 분석함으로서 기능을 유추함으로서 현상에 대

한 근원적인 이해를 돕는다. 유전자나, 세포, 기관, 생물체 수준의 요소를 통해 그들 간의 관

계를 찾고, 관계에 관한 정보들을 시스템 차원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분석하는 법을 강의한

다.

DEAA53858 고급면역학(ADVANCED IMMUNOLOGY) [3학점 3시간]

포유류의 면역반응의 발달 및 기능, 체액성 및 세포면역, 암면역학, 점액성 면역, 천식, 염증

반응 등의 면역반응 조절 기전뿐만 아니라 질병 마커에 대한 진단 시스템 개발 등을 포괄적

으로 강의한다.

DEAA53859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THESIS WRITING & RESEARCH ETHICS) [3학점 3시간]

대학원생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 데이터 관리,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 연구결과의 

심사 및 발표, 표절 방지 및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부정 행위 등 연구 착수에서부터 논문 작

성과 발표에 이르는 제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지침을 가르치며 영어논문작성법을 강의

한다.

DEAA53860 나노생명화학(NANOBIOCHEMISTRY) [3학점 3시간]

바이오응용을 위한 나노물질에 대한 최신 연구에 대한 동향을 탐구한다. 나노물질에 대한 

바이오응용을 위한 표면개질에 대한 부분도 포함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화학, 생명기술, 나

노과학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DTNA29951 핵자기공명분광학(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3학점 3시간]

생명공학분야 연구에 필요한 핵자기공명분광법을 강의한다. 기본 이론, 실험방법, 데이터 해

석법, 생물질의 구조, 물성연구에의 응용을 가르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