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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명공학과 Department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 예술대학2-422호 수여학위명 : 공학석사, 공학박사

Office : Global Campus, College of Art & Physical Education 2-422

수여학위명 : Master of Engineering, Doctor of Philosophy
TEL : 031-750-5384 FAX : 031-750-5389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 생명공학 분야와 식품공학 분야의 첨단적․미래지향적 연구배양

▶ 인간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물소재, 식품소재 개발 및 기술을 위한 교육 및 연구수행

▶ 식품가공 및 생명공학분야의 전문지식인 양성

▶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

▶ Advanced and future-oriented research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and food

science

▶ Education and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and technology of biological and

food materials for the promotion of human health

▶ Training of experts in food processing and biotechnology

▶ Contribute to local and national development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과정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전공분야 식품생명공학 식품생명공학

연구분야

프로바이오틱스, 곡류가공화학,
생물제어공학, 기능성식품학,

탄수화물화학, 식품품질공학, 항산화
및 바이오시스템 공학

프로바이오틱스, 곡류가공화학,
생물제어공학, 기능성식품학,

탄수화물화학, 식품품질공학, 항산화
및 바이오시스템 공학

Course Master’s degree Ph.D degree

Field of Major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Research Field

Probiotics, Cereal Technology
and Chemistry, Food

Microcontrol, Functional Food,
Carbohydrate Chemistry,
Food qualtiy engineering,
Antioxidant and Biosystem

Engineering Lab

Probiotics, Cereal Technology
and Chemistry, Food

Microcontrol, Functional Food,
Carbohydrate Chemistry,
Food qualtiy engineering,
Antioxidant and Biosystem

Engineer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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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박영서 공학박사(연세대학교) 식품미생물공학
ypark@gachon.
ac.kr

교수 이영택
이학박사(North Dakota 주
립대)

응용생화학
ytlee@gachon.a
c.kr

교수 박종현 농학박사(서울대학교) 생물제어공학
p5062@gachon.
ac.kr

부교수 박혜진
약학박사(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

약학
hyejinp@gacho
n.ac.kr

부교수 이병호 이학박사(Purdue Univ.) 탄수화물화학
blee@gachon.ac
.kr

부교수 임석원 농학박사 (서울대학교) 식품공학
slim@gachon.ac
.kr

부교수 이종훈
이학박사(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

식품생화학
foodguy@gacho
n.ac.kr

4. 학과내규

1) 입학

(1) 입학전형은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시행내규에 따라 서류심사, 전공과목 및 영어시험,

면접심사로 하며, 특별전형의 경우 서류심사, 전공구술시험 및 면접심사로 한다.

(2) 석사과정은 식품생명공학과 학부 교과수준을 기준으로 전공시험을 시행하며, 박사과

정은 식품생명공학과 석사과정에서 개설된 교과수준으로 전공시험을 시행한다.

(3) 전공구술시험은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전공지식을 심사한다.

(4) 전형의 배정과 합격기준은 대학원 입학전형시행내규에 준한다.

2) 지도교수

(1) 논문 지도교수의 선정은 제 1차 학기 초에 원생의 신청에 의해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 승인한다.

(2)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원생은 매 학기 학위논문 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주

1회 이상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신․구 지도교수와 협의 후 대학원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본 학과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박사학위과정은 3년으로 하며 재

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으로 한다.

(2) 본 학과 대학원생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석사학위과정 24학점, 박사학위과정 60학

점 (석사학위과정 24학점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과목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

어야 한다.

(3) 원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평점 2.0 (C⁰) 이상을 취득학점

으로 인정한다.

(4) 과목별 이수과목에서 필수와 선택은 구분하지 않는다.

(5) 유사전공 및 타 전공 입학자는 학과교수회의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24학점 이내

에서 별도로 수강해야 하며 선수과목의 신청학점은 정규과목의 신청학점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6) 선수과목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자는 본교 식품생명공학과 학사학위과정 과목 중에서,

박사학위과정 입학자는 대학원 식품생명공학과 교과과정 중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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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1)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성된 자격시험에 합

격하여야 한다.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시기는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른다.

(3) 종합시험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석사학위과정은 이수한 교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박사학위과정은 이수한 교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과 정 시 험 과 목 비 고

석사과정 이수한 교과목 중 2과목 선택

박사과정 이수한 교과목 중 4과목 선택

5) 논문지도와 제출절차

(1) 석사학위과정은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6개월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은 학위 청구

논문 제출 1년 이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제출 기한 3개월 이전에 지도교수의 책임하

에 학과주임교수, 학과교수 및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수의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를 해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6) 학술발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하나 이상의 학회에 가입하여 원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술활동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한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03333 식물자원이용공학특론 (Advanced Agricultural Food Processing)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제조공정원리와 제조과정 중에 수반되는 물리, 화학적 변화 및 농산가공방법 등 농

산제품을 사용한 식품제조공정과 화학의 최근의 이론과 연구동향에 대하여 강의한다.

Lectures will be given on the recent theories and research trends of food manufacturing

processes and chemistry using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the principles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food using agricultural products, physical and chemical changes

accompany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agricultural processing methods.

03334 미생물공학특론 (Advanced Microbial Engineering)

현대의 생명공학과 생물산업에서의 산업용 미생물의 생물공학적 접근기술을 Bio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분자

생명 관련분야에서 인간생활과 관계가 깊은 유용미생물을 중심으로 미생물의 미래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Lectures on the future of microorganisms, focusing on useful microorganisms deeply related

to human life in the field of molecular life centered on the bio-industry, on the

bioengineering approach technology of industrial microorganisms in modern biotechnology and

the biological industry.

03335 식품공정공학특론 (Advanced Food Process Engineering)

열 및 물질전달이론을 기초로 식품에 응용되는 살균, 냉동, 증발, 추출, 건조 등의 공정을 이해하고 압출성형공

정, 고전압펄스가공, 초고압가공 등 식품제조 신기술 및 장치의 운영을 해석한다.

Based on the theory of heat and mass transfer, understand the processes such as

sterilization, freezing, evaporation, extraction, and drying applied to food, and analy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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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of new food manufacturing technologies and equipment such as extrusion,

high-voltage pulse processing, and ultra-high pressure processing.

00850 유전공학연구 (Topics in Genetic Engineering) 

DNA의 구조와 기능, 유전자의 구조, DNA의 분리 정제방법, 효소를 이용한 유전자 조작법, 형질전환, 재

조합체의 제조와 선별방법 등 유전자 조작의 기초 이론을 강의하고 유전자의 구조분석법, PCR, 재조합체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기술, 재조합 단백질 생산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법, 의약분야와 식품, 농업에서의 유전공

학의 응용 면에 대하여 강의하고 최근에 소개되는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 분야의 중요문제에 관하여 토의한

다.

Lecture on basic theories of gene manipulation, such as DNA structure and function, gene

isolation and purification method, enzyme gene manipulation method, transformation,

recombinant manufacturing and screening method, and discussion on problems and solutions

in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

03337 응용생화학특론 (Advanced Biochemistry) 

생명체의 구성성분의 실체 및 성질을 규명하고 대부분의 생명현상을 분자레벨에서 해석하며, 생화학의 중요

한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요약, 토론하며 아울러 최근 진보된 이론으로 고려되는 topic도 포함시켜 최신 생

화학 이론을 강의한다.

It examines the substance and properties of the components of life, interprets most life

phenomena at the molecular level, summarizes and discusses important points of

biochemistry, and lectures the latest biochemical theory by including topics considered as

recently advanced theories.

03338 세포미생물학 (Cellular Microbiology) 

미생물 숙주인 인체에 대한 병원성 및 식인성 질병 미생물과의 상호작용과 virulence regulation system 등

에 대하여 강의한다.

The interaction with pathogenic and food-eating disease microorganisms and the virulence

regulation system for the human body, the host of microorganisms, will be lectured.

00821 식품생물데이터분석론 (Analysis of Food and Bioengineering Data) 

식품생명공학 분야의 실험결과의 통계적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 확률, 확률분포, 구간측정, 분산,

가설검정 등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평가 및 작성방법 등을 다루고 실험설계방법 등을 연구하며 통계 결과

를 이용한 그래프 작성법, 표 작성법 등을 강의한다.

Lectures on how to create graphs and how to create tables using statistical analysis,

evaluation and preparation methods of data such as data collection methods, probability,

probability distribution, interval measurement, variance, and hypothesis testing required for

statistical processing of experimental results in the field of food biotechnology are covered,

and experimental design methods are studied and statistical results.

03339 고등식품화학 (Advanced Food Chemistry) 

식품의 성분 중 가장 기본적인 성분들인 수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과 식품 중

에서의 기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강의하고 그 밖에 식품의 색깔, 맛, 향기, 유체식품 및 반고체식품의 유동

성 및 친수성 콜로이드에 관해 강의한다.

Lectures on the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water, carbohydrate, protein, fat, etc.,

which are the most basic ingredients of food, and their functions in food. Lecture on

hydrophilic colloids.

03340 곡류화학 (Cereal Chemistry) 

곡류화학은 곡류의 구성성분과 곡류의 가공, 저장, 취급시 일어날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성질들에 대하여

강의하며, 곡류를 이용한 다양한 신제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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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 Chemistry lectures on the constituents of grains and the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that can occur during processing, storage, and control of grains, and examines

various new products using grains.

00822 곡류공학특론 (Advanced Cereal Science and Technology) 

곡류가공식품의 제조 및 공정의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곡류의 가공특성과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원료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인 조작과 가공제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공정 등에 대해서 다룬다.

This course covers the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manipulation of raw materials and

process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ocessed products to understand the processing

characteristics and technical aspects of grains from basic knowledge of the manufacturing

and process of processed grain foods.

03341 동물자원이용공학특론 (Advanced Meat Science and Dairy Technology) 

우유의 분비기구, 우유의 성분과 물리화학적 성질, 시유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강의하고 아이스크림, 버터,

치즈, 분유, 연유 등 유가공 제품의 생산공정 및 이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또한 근육의 구조와 물리화학적

성질을 강의하고 햄, 베이콘, 소시지 등 축육을 이용한 육제품의 제조공정을 연구하며, 계란의 성분, 계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제조법 등을 강의한다.

The secretory mechanism of milk, the components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milk,

and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milk will be lectured, and the production process of milk

products such as ice cream, butter, cheese, powdered milk, and condensed milk, and

theories related thereto. Also lectures on the structure of muscles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studies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meat products using livestock such as ham,

bacon, and sausage, and lectures on the ingredients of eggs and the manufacturing method

of processed foods using eggs.

03342 식품탄수화물 (Food Carbohydrates) 

기초적 당화학의 지식과 이해를 근거로 하여 천연에서 생산되는 단당 및 유도체, 고급 올리고당, 다당의 구

조 연구법, 단순다당 및 복합다당, 당단백질, 당-Peptide결합, 당단백질의 생합성 등을 중점 강의한다.

Based on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basic sugar chemistry, lectures on the

structure of naturally produced monosaccharides and derivatives, high-grade oligosaccharides

and polysaccharides, simple polysaccharides and complex polysaccharides, glycoproteins,

sugar-peptide bonds, and biosynthesis of glycoproteins are taught.

03343 식품단백질 (Food Proteins)

단백질 함유 식품의 성분 분석과 단백질의 구조해석과 분자설계, 단백질 기능의 변환 및 신기능 단백질의

창출에 대하여 강의한다.

Lectures will be given on the analysis of ingredients of protein-containing foods, structural

analysis and molecular design of proteins, transformation of protein functions, and creation

of new functional proteins.

03344 식품유지공학 (Food Lipids Engineering) 

유지의 구조와 분류, 이화학적 성질 및 이의 분석방법, 식용유지의 원료, 착유, 정제 등 유지식품의 생산공

정을 강의하고, 다양한 유지생산물과 최근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The structure and classification of fats and oils,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nalysis

methods thereof, raw materials for edible oils and fats, milking and refining, etc. are

lectured on the production process of fats and oils, and various fats and oils products and

recent research trends are introduced.

03345 식품생물전달현상 (Transport Phenomena in Food and Biological Materials) 

유체역학, 열전달과 물질이동현상의 원리와 기작해석 및 기술방법 및 이의 생물소재 및 식품에의 응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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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며, 이를 이용한 생물처리/식품제조장치의 구조와 운영방법을 숙지하여 생물/식품제조공정 및 장치

의 설계능력을 배양한다.

It deals with the principles of fluid mechanics, heat transfer and mass transfer phenomena,

mechanism analysis and technical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to biological materials and

food, and learns the structure and operation methods of biological processing/food

manufacturing equipment using them to process biological/food manufacturing processes and

device design capability.

03346 생물공정공학특론 (Advanced Bioprocess Engineering) 

생물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 효소의 기능 및 고정화효소 시스템, 세포 성장속도론, 회분배양과

연속배양에서의 세포성장이론 등 생물공학 측면에서의 기초이론을 다룬다.

This course covers the basic theories of biotechnology, such as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ells constituting living organisms, enzyme functions and immobilized enzyme systems, cell

growth kinetics, and cell growth theory in batch and continuous culture.

03347 생물반응기계장치 (Design and Operation of Bioreactor) 

생물 및 생화학 반응현상과 반응속도의 해석, 회분식/연속식 생물반응기의 설계, 생물반응기 설계에 필요한 물

질 전달 및 열전달 현상을 다루고, 반응기 설계와 운영의 최적화 기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analysis of biological and biochemical reaction phenomena and

reaction rates, design of batch/continuous bioreactors, and mass transfer and heat transfer

phenomena required for bioreactor design, and lectures on optimization techniques for

reactor design and operation.

00843 식품저장학특론 (Advanced Food Preservation Technology) 

식품저장 중 수반되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변화와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식품저장방법의 공학적 원리와 이

와 관련된 신기술 및 품질수명 예측법에 대하여 강의하고 곡류, 과채류, 육류 등 식품 종류별 저장방법에 대

하여 학습한다.

Lecture on the engineering principles of food storage methods that can suppress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changes involved during food storage, and related new technologies

and quality life prediction methods, and learn about storage methods for each type of food

such as grains, fruits, and vegetables.

00845 식품포장공학특론 (Advanced Food Packaging Technology) 

식품포장재료의 특성과 용도, 포장재료의 선정방법을 기초로 포장식품의 저장 중에 일어나는 변화, 품질예측

방법 및 활성포장기법을 강의한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를 결합시키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제조방법,

특성 및 활용방법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uses of food packaging materials, and the selection method

of packaging materials, changes occurring during storage of packaged foods, quality

prediction methods, and active packaging techniques are taught. In addition, recent research

trends on the manufacturing method,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method of

biodegradable plastic to combine environmental problems are introduced.

03348 식품폐기물처리공학 (Food Wastes Treatment)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공학적인 지식의 기초인 물리, 화학 및 생물학을 토대로 식품의 가공,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방법에 대하여 강의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에 대하

여 연구한다.

Based on physics, chemistry, and biology, which are the basis of engineering knowledge

necessary to solv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lectures are given on the colle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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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methods of wastes generated during food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waste recycling is studied.

00837 식품물성학특론 (Advanced Food Rheology) 

식품재료 및 제품의 물리적 성질, 열특성, 텍스츄어, 점탄성, 유변학적 특성과 해석방법 및 분자구조와의 연

관성 등에 대하여 강의하고 식품의 품질에 대한 영향을 해석하며 식품물성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한다.

Lec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properties, thermal properties, texture,

viscoelasticity, rheological properties, analysis methods, and molecular structure of food

materials and products, analyze the impact on food quality, and identify research trends

related to food properties.

03349 향미화학특론 (Advanced Flavor Chemistry) 

식품에 사용되는 향신료의 종류와 특성, 천연에서 분리 가능한 새로운 향미성분의 탐색법 및 구조분석과 그

응용에 대하여 강의하며 최근 연구동향과 개발에 대하여 소개한다.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pices used in food, the search method and structural

analysis of new flavor components that can be separated from nature, and their applications

are lectured, and recent research trends and developments are introduced.

03350 식품첨가물특론 (Advanced Food Additives)

식품의 제조과정 또는 식품 가공 및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첨가물의 분류, 용도별 종류 및 특성,

안전성 검토와 평가 등에 대하여 강의하며 합성첨가제는 물론 미생물의 대사산물 또는 약용식물로부터 유래

된 천연첨가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For the purpose of food manufacturing or 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the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additives added to food, safety review and evaluation are taught, and

natural additives derived from microbial metabolites or medicinal plants as well as synthetic

additives are studied.

03351 기능성식품소재연구 (Functional Food Material Science) 

미생물 유래 또는 동식물 유래의 고분자물질 등 생리적으로 유용한 생물신소재의 개발을 위한 기초이론과

실험디자인, 소재탐색법 및 분석법에 대하여 강의하고 최근 연구동향을 조사한다.

Lectures are given on basic theories, experimental design, material search and analysis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new physiologically useful biological materials such as

microorganisms or animal and plant-derived polymers, and recent research trends are

investigated.

00846 식품품질관리학특론 (Advanced Food Quality Control) 

식품품질관리의 일반적인 개념과 식품의 여러 가지 품질특성을 조사하고 식품품질관리의 기초이론과 실제적

접근방법, 결과분석법 및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The general concept of food quality management and various quality characteristics of food

are investigated, and lectures are given on the basic theory, practical approach, result

analysis, and application methods of food quality management.

03353 식품생산관리학 (Food Produc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식품생산시스템, 생산의사결정, 생산전략, 제품설계, 서비스설계 등의 생산․운영관리의 기초와 공정설계,

생산능력계획 및 설비계획 등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지식을 함양한다.

This course cultivates knowledge about the basics of produc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such as food production system, production decision-making, production strategy,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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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service design, as well as the concepts and importance of process design,

production capacity planning and facility planning.

03354 외식산업관리학특론 (Catering Business Management)

외식산업 활동에 있어서 외식산업의 성공경영, 식품위생관리, HACCP 제도 적용 등의 외식경영전략, 신경

영 패러다임, 창의적인 생산관리 등의 경영전략 및 세계의 식생활 문화 등에 대하여 이론적 체계를 정립함

으로써 외식산업경영의 식견을 함양한다.

In restaurant industry activities, the restaurant industry management's knowledge is

cultivated by establishing theoretical systems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restaurant

industry, food hygiene management, HACCP system application, Neuroyoung paradigm,

creative production management, and global dietary culture.

03355 생화학분석 (Biochemical Analysis) 

생명체의 구성성분의 성질을 규명하고, 생화학분석에 필요한 기기뿐만 아니라 펩티드나 DNA와 같은 중요

분자의 화학합성에 사용되는 새로운 기기 등의 취급기술 및 분자생명공학분야의 공통적 분석방법을 중심으

로 강의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properties of the constituents of living things, and lectures on

common analytical methods in the field of molecular biotechnology and handling techniques

such as new instruments used for chemical synthesis of important molecules such as

peptides and DNA as well as instruments necessary for biochemical analysis.

03356 크로마토그라피연구법 (Topics in Chromatography) 

분리정제 생물공학분야로서 분리정제 기술의 중요성, 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단백질 분리기술, 생물공학에서

의 막분리공정 및 바이오 분리기술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강의한다.

Lectures will be given on the importance of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 in the

field of separation and purification biotechnology, protein separation technology by

chromatography, membrane separation process in biotechnology, and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bio separation technology.

03357 탄수화물공학 (Carbohydrate Engineering) 

당질은 기능성소재로서 Bio 산업분야에서의 기대효과 및 생명현상에도 당질의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당질

기초화학을 포함하는 생화학적 배경, 당쇄의 합성기술, 인공복합당질의 개발과 기능, 공학적/의학적 응용기

술에 대하여 강의한다.

Carbohydrates are functional materials, and as the recognition of carbohydrates increases in

terms of expected effects and life phenomena in the bio industry, biochemical background

including carbohydrate basic chemistry, sugar chain synthesis technology, development and

function of artificial complex carbohydrates, and engineering/medical applications lecture on

technology.

03358 단백질공학 (Protein Engineering)

생명체 구성성분의 실체 및 성질에 관한 생명현상을 분자레벨에서 접근하며, 특히 단백질은 생물체에 있어

서 중요한 활성 및 기능을 갖는 유기체로서 구조해석, 기능의 변환 및 신기능 단백질 창출에 대하여 강의한

다.

Life phenomena related to the substance and properties of living components are approached

at the molecular level, and proteins, in particular, are organisms with important activities

and functions in living organisms, giving lectures on structural analysis, functional

transformation, and creation of new functional proteins.

00853 효소공학특론 (Advanced Enzyme Technology) 

미생물 유래의 효소의 생산법과 응용기술에 대한 최근 동향과 산업용 효소의 역사와 효소산업의 발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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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산의 이용현황, 공업용 효소의 용도개발기술, 국내외 기술동향 및 향후전망에 대하여 강의한다.

Lectures will be given on the latest trends on the production methods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of microorganism-derived enzymes, the history of industrial enzymes, the

development of the enzyme industry,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enzyme production, the

use development technology of industrial enzymes, domestic and foreign technology trends

and future prospects.

03359 미생물화학특론 (Advanced Microbiology) 

Biotechnology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미생물의 대사기능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기술,

특히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저해제의 연구로부터 BRM (Biological Response Modifier) 분야까지 생체

방어기구에 대한 해명 등 분자생명분야 뿐만 아니라 임상응용 면에 대하여 강의한다.

Biotechnology is rapidly developing, and in particular, it lectures not only on molecular life

but also on clinical applications, from research on useful substances using metabolic

functions of microorganisms, especially on enzyme inhibitors to biological response modifiers

(BRM).

03371 생체물질에너지특론 (Advanced Bioenergetics)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상호작용, 특히 물질대사에 의한 생체내에서의 에너지론을 중심으로 생체물질과

생체에너지론 및 단백질 합성 등을 포함하는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강의한다.

Lectures on the origin of life, including biomaterials, bioenergetics, and protein synthesis,

focusing on the interaction of substances constituting the living body, especially the energy

theory in the living body by metabolism.

00826 면역학특론 (Advanced Immunology)

면역의 개념, 림프 시스템, MHC, 항원과 항체의 구조와 기능 및 항원항체 반응, 보체, 면역반응의 조절,

면역의 유전적 조절, 획득면역반응, 자가면역 등 면역학의 기초이론에 대하여 강의하고 B 및 T 림프구 등을

중심으로 한 인체의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발달과 기능연구, 면역관련 질병 및 장기이식과 거부반

응 등에 관하여 다루고 면역학적 생물소재의 개발연구 및 최근 연구동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The concept of immunity, lymphatic system, MHC, structure and function of antigen and

antibody, antigen-antibody response, complement, regulation of immune response, genetic

regulation of immunity, acquired immune response, autoimmunity, etc. are lectured on the

basic theories of immunology B and T lymphocytes, as well as research on the development

and function of cells responsible for the immune function of the human body,

immune-related diseases, organ transplantation and rejection, and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immunological biological materials and recent research trends.

00828 분자생물학특론 (Advanced Molecular Biology) 

핵산의 구조, DNA의 복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자의 전사 및 번역기구와 유전자 발현조절, 돌

연변이와 DNA의 회복기구, 유전자 재조합에 관한 이론을 분자적 수준에서 고찰하고 bacteriophage,

transposon, tumor virus와 암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에 관한 최신이론에 관하여 연구한다.

The theory of nucleic acid structure, DNA replication, transcription and translation of genes

in prokaryotic cells and eukaryotic cells, regulation of mutations and DNA repair

mechanisms, and gene recombination is examined at the molecular level, and the latest

theory on the expression and regulation of cancer genes.

03613 세포생물학특론 (Advanced Cell Biology) 

세포의 종류와 구조, 단백질과 핵산 등 세포내 중요 거대분자의 구조와 기능, 유전자 발현의 조절, 분자의

세포내 이동, 세포로부터의 물질분비기구, 세포분열 등 세포내에서 발생하는 생체현상에 관하여 다루고 세포

접착, 생식세포와 수정, 발달 및 분화과정, 생체내 신호전달계의 작용기구, 면역시스템, 암에 대한 최근 연

구동향에 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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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cell types and structures, structures and functions of important intracellular

macromolecules such as proteins and nucleic acids, regulation of gene expression,

intracellular movement of molecules, substances secreting machinery from cells, cell division,

etc. It deals with cell adhesion, germ cells and fertilization,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processes, mechanism of action of in vivo signal transduction system, immune system, and

recent research trends on cancer.

03361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내분비계를 포함한 인체의 기관별 기능, 조절현상의 분석, 영양소들의 소화, 흡수 및 대사과정중의 체내에너

지 대사 및 탄수화물, 지질 및 단백질의 대사와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의하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차원의

특수영양학의 기초도 다룬다.

Lectures on the functions of each organ including the endocrine system, analysis of

regulatory phenomena, digestion and absorption of nutrients, energy metabolism in the body

during the metabolic process, and effects on carbohydrate, lipid and protein metabolism and

synthesis. The basics of special nutrition are also covered.

06556 분자유전학특론 (Advanced Molecular Genetics) 

원핵생물 및 인간을 포함한 진핵생물의 유전물질 및 염색체의 변이에 따른 선천성 유전질환에 대하여 다루

며 고등식물 및 동물의 분화, 발달 및 노화를 조절하는 주요 유전자들의 기능에 관해 강의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congenital genetic diseases caused by mutations in genetic material

and chromosomes of prokaryotes and eukaryotes including human, and lectures on the

functions of major genes that control the differentiation, development and aging of higher

plants and animals.

03363 바이러스학 (Virology)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분자적 성질과 병리학적인 특성 및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분류, 복제, 전사과정을 다

루고, 바이러스 유전자의 조직, 유전 현상과의 관계, 바이러스의 감염 세포 및 면역 체계에 대한 관련을 연

구하며, 바이러스의 산업적, 의학적 응용에 대해서 강의한다.

It deals with the biological and molecular properties and pathological properties of viruses,

classification, replication, and transcription processes of various viruses, studies the

relationship of virus genes to tissue, genetic phenomena, virus infectious cells and immune

systems, and lectures on the industrial and medical applications of viruses.

00829 생리활성물질연구 (Bioactive Substance in Food) 

항산화물질, 항암물질, 면역증강물질 등의 생리활성 물질을 포함한 식품의 기능성 및 응용에 관하여 강의하

며 항생물질, 항암제, 효소저해제 및 기타 의약품의 작용기작과 탐색 및 개발방법과 최신이론과 그 응용면에

대하여 강의한다.

Lectures will be given on the functionality and application of foods including physiologically

active substances such as antioxidants, anticancer substances, and immunostrengthening

substances, and methods of functioning, exploring, and developing antibiotics, anticancer

drugs, and their applications.

03364 세포/조직공학 (Cell and Tissue Engineering) 

고등생물의 세포 및 조직을 중심으로 세포외 배양을 위한 생리생화학적인 기초지식과 아울러 생물공학적으

로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질전환과 연속배양기법 및 공정개발과 응용기술에 대하여 강의한다.

Focusing on cells and tissues of higher organisms, basic knowledge of physiology and

biochemistry for extracellular culture, transformation, and continuous culture techniques and

proces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that enable bioengineering application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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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lectured.

03365 미생물생리학 (Microbial Physiology) 

미생물 생명현상을 위한 생화학적 대사작용 및 생합성과 미생물 생육환경에서의 생리특성에 대한 주된 이론

을 강의하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유용물질의 대량생산과 식품 및 생물소재에서의 생육제어기초원리에

대하여 강의한다.

It teaches the main theories of biochemical metabolism and biosynthesis for microbial life

phenomena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in the microbial growth environment, and uses

these characteristics to lecture on mass production of useful substances and basic growth

control principles in food and biological materials.

03366 미생물제어공학 (Microbial Control Technology) 

식품 및 생물제품에서의 품질저하 및 질병을 유발시키는 미생물에 대한 생육제어를 위한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인 이론에 대하여 강의하고 아울러 근래에 활용되고 있는 제어기법들에 대하여 강의한다.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theories for growth control of microorganisms that cause

quality deterioration and disease in food and biological products are lectured, and control

methods used in recent years are lectured.

00841 식품위생학특론 (Advanced Food Hygiene) 

식품소재인 동식물유기체의 생산 또는 제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그의

안전성, 건강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그리고 최신의 새로운 지식과 이론

의 학습을 목표로 한다.

From the production or manufacture of animal and plant organisms, which are food

materials, to the final human consumption, it aims to secure their safety, health, and

soundness at all stages, and to learn the latest new knowledge and theories.

03367 식품독성학특론 (Advanced Food Toxicology)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을 나타내는 식물성, 동물성, 미생물성, 무기물 그리고 인공화합물의 독성성분에

대하여 분포, 화합물 특성, 독성효과, 독성기작과 방법 등을 강술, 발표, 토의 등의 방법으로 강의한다.

The toxic ingredients of vegetable, animal, microbial, inorganic, and artificial compounds

that are toxic in food are taught by lectures,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distribution,

compound properties, toxic effects, toxic techniques, and methods.

03368 생체지질연구법 (Lipid Topics in Living System)

고등 세포내에서 생명조절현상에 관여하는 지질과 지질대사에서 유래되는 각종 물질에 대한 특성과 이의 생

물산업소재로의 응용에 관한 최근 연구분야를 소개한다.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substances derived from lipids and lipid metabolism involved

in life-regulating phenomena in higher cells and their applications to bioindustrial materials

are introduced.

03369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DNA, 단백질 정보의 검색 및 분석, 생물학 문헌 정보의 검색 및 분석 과정의 이해와 생물 정보학의 최근

연구 동향 및 전망을 다룬다.

Research and analysis of DNA and protein information, understanding of the search and

analysis process of biological literature information, and recent research trends and

prospects in bioinformatics are covered.

03370 단백질체연구법 (Topics in Prote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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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의 기능적 대상인 단백질체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단백질 다중복합체로 이

루어진 protein machine들의 구성과 성질을 연구하며, 단백질 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분자네트워크의

분석과 규명을 위한 첨단 기술의 소개와 활용을 강의한다.

It specifically deals with the recent studies on proteins, which are functional targets of

dielectric, studies the composition and properties of protein machines, and lectures on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analysis and identification of

molecular networks by the interaction of protein molecules.

00830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미생물, 세포, 효소 등 생물체를 이용하는 공정의 해석과 응용을 다루며 생물반응기의 구성과 운전, 효소반

응장치 및 생산물의 회수와 분리정제법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It deals with the analysis and application of processes using living organisms such as

microorganisms, cells, and enzymes, and lectures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bioreactors, enzyme reaction equipment, and product recovery and separation and

purification methods.

00833 식품냉동공학 (Low Temperature Preservation of Foods) 

식품냉동에 필요한 열역학 이론과 냉동사이클의 개념 및 냉동기 구조와 운영을 다루고, 식품냉동의 기초이

론 및 냉동식품의 품질에 대해 강의한다. 아울러 각종 식품의 냉장/냉동 및 해동에 대한 응용을 강의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theory of thermodynamics necessary for food freezing, the concept

of the refrigeration cycle, and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a refrigerator, and lectures on

the basic theory of food freezing and the quality of frozen food.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refrigeration/freezing and thawing of various foods will be lectured.

00835 식품단위조작특론 (Advanced Food Unit Operations) 

모멘트전달, 열전달, 물질전달 들 이동현상과 이를 기초로 한 식품제조공정의 원리와 운영에 관한 최신 이론

을 강의한다.

Moment transfer, heat transfer, and mass transfer, and the latest theories on the principle

and operation of the food manufacturing process based on these transfer phenomena are

lectured.

07123 비열식품가공기술 (Non-thermal Food Processing Technology) 

방사선조사, 초고압, 고전장펄스, 저온플라즈마, 광펄스, 첨가물 등 열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

여 기존의 열처리 기술을 대체하는 최신기술을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latest technologies that replace the existing heat treatment

technology by manufacturing/processing food without using heat such as irradiation,

ultra-high pressure, high-field pulse, low-temperature plasma, light pulse, and additives.

07124 프로바이오틱스연구 (Topics in Probiotics) 

인체 장관의 균총과 프로바이오틱스와의 상호작용, 복잡한 장내 균총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자생물학

적 기술에 대하여 강의하고,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평가를 위한 임상실험의 설계에 대하여 토론한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의 계통학적 연구와 인체 장관에서 상호관계에 대해서 다룬다.

The interaction between the human intestinal flora and probiotics and molecular biology

techniques used to analyze the complex intestinal flora will be lectured, and the design of

clinical trials to evaluate the efficacy of probiotics will be discussed. It also deals with

phylogenetic studies of probiotics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in the human intestinal tract.

07125 미생물유전학특론 (Advanced Molecular Genetics of Bacteria) 

미생물 유전자의 복제와 발현, 돌연변이와 유전학적 분석, 플라스미드의 구조와 기능, 접합과 형질전환, 박

테리오파지의 특성, 유전자 재조합의 분자생물학적 원리 및 유전자 발현의 조절 메커니즘에 대하여 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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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ctures will be given on replication and expression of microbial genes, mutation and

genetic analysis, structure and function of plasmids, splicing and transformation,

characteristics of bacteriophages, molecular biology principles of gene recombination, and

control mechanisms of gene expression.

07126 미생물학특론 (Advanced Biology of Microorganisms)

미생물의 생리, 영양, 대사, 생장 등의 생리학적, 생화학적 기본 이론을 습득하고, 유전자의 구조 및 발현,

유전현상, 산업 미생물, 분류, 미생물학적 면역의 개념, 임상 미생물학의 이론에 대하여 습득한다.

Students learn basic physiological and biochemical theories such as physiology, nutrition,

metabolism, and growth of microorganisms, and learn about the structure and expression of

genes, genetic phenomena, industrial microorganisms, classification, the concept of

microbiological immunity, and theories of clinical microbiology.

09049001 생명공학개론 (Outline of Biotechnology) 

생명공학은 생명체나 생명체 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

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생명공학은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으며 생물산업의 기술개발 속도와 산업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면역학, 나노기술, genomics, 환경 생명공학, 형

질전환 동식물,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암과 노화, 법의학 및 생명윤리 등 생명공학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강의한다.

Biotechnology refers to a technology that manufactures industrially useful products or

improves processes using life, life-derived substances, or biological systems. Biotechnology is

forming a new paradigm around the world starting with the human genome project, and the

speed and industrializ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bio-industry are accelerating.

This lecture lectures on the overall fields of biotechnology such as gene recombination

technology, immunology, nanotechnology, genomics, environmental biotechnology,

transformed animals and plants, gene therapy, stem cells, cancer and aging, forensic and

bioethics.

6. 공통 개설 교과목 리스트
00000 식품분석학특론 (Advanced Food Analysis) 

식품의 기본성분인 수분, 회분, 조단백, 조지방, 탄수화물 등의 정량분석에 관련된 이론과 방법 및 물성 측

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사용되는 기기의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최신 이론에 대하여 강의한다.

Understand the theories and methods related to quantitative analysis of water, ash, crude

protein, crude fat, and carbohydrates, which are the basic ingredients of food, and explain

the principles of measuring physical properties, and give lectures on the latest theories.

00000 발효공학특론 (Advanced Fermentation Technology) 

식품, 의약품, 농약, 화학약품 등의 생산과 직접 관련되며 생물공학의 실질적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물

공학 기술의 도입과 미생물 배양공학기술 등과 관련된 진보된 미생물공업기술 및 공정법에 대하여 강의한

다.

The lecture introduces the production of food, pharmaceuticals, pesticides, and chemicals,

and practical fields of biotechnology, and the lecture will be focused on the advanced

microbial industry technologies and process method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biotechnology and microbial culture engineering technology.

0000 식품평가법 (Advanced Food Evaluation)

식품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식품의 기계적 평가, 이화학적 평가 및 관능적 평가 방법 등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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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식품 평가를 위한 실험설계와 통계분석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sensory techniques used to evaluate the flavor, color and texture of

foods and the evaluation of consumer acceptance. Methods for measuring these qualities and

statistical methods for analyzing the results will be discussed.

7. 학과소개
식품생명공학과는 식품공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 산업 및 기타 영역에 필요한 전문 인력개발을 목적으

로 1997년에 설립되었다. 복지와 인간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식품공학과 생명공

학은 기능성 식품, 바이오식품, 노화방지 식품, 미용식품 등의 연구와 개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

다. 새로운 시대는 전통적인 식품과학과 의학, 약학, 분자생물학 등과 같은 생명공학의 종합적인 융합을 요

구하며,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지도력을 갖춘 창의적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우리 학과는 식품의 기능 및 안전 개선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 지식을 제공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미래 식품 및 생명공학 분야의 고도로 숙련된 연구자와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학과는 전통적인 식품과학 과정부터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다.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was established in 1997 with an aim of

develop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required for the research, industry and other

relevant areas of food and biosciences. With the arrival of the 21st century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well-being and healing of people, food and biotechnology

started to play central role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 bio-food,

anti-aging food, and beauty food. The new era requires a comprehensive convergence

between the classical food science and bioscience such as medicine, pharmacy, molecular

biology and others, thus pushing up the demand for creative experts with leadership in

those areas. In this regard, our department continuously pursues to develop highly skilled

researchers and leaders in the future food and bioscience arena by providing basic and

applied knowledge necessary for improving the functions and safety of foods and by offering

hands-on experience opportunities. For this, we have established comprehensive education

curricula covering from typical food science courses to bio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