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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Bionano Technology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 미래1관 403호 수여학위명 : 공학석사, 공학박사

TEL : 031-750-8757 FAX: 031-750-8774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바이오나노 학문은 Biotechnology 와 Nanotechnology 융합에서 창조적 기술연

구를 하는 학문이다. 본 학과에서는 cutting-edge researches on Biological

Sciences and Nano sciences를 겸비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차세대에 산업의

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역동적 인재를 배출한다. 체계적이며 특성화된 교

육을 통해 탐구적인 지성인 양성. 자신 열정과 적성에 맞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

술 습득 및 연구를 한다. 현장실습, 학연교수와의 교류 및 학내 외의 다양한 활동

및 봉사를 통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국가의 산업발전 및 인류에 공헌할 수 있

는 창조적인 사고능력과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지닌 전문 지식인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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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분야 바이오메디컬공학부 나노시스템공학부

연구분야

바이오 재료 및 고분자
(Biomaterials & Polymer Science)
바이오 칩 및 나노 센서
(Biochip & Nano Sensors
Technologies)
바이오 멤스/넴스 (Bio-MEMS/NEMS)
나노 메디신 (Nanomedicine)
바이오 메디컬 공학
(Bio-medical Engineering)
생체 모사학 (Biomimetics)
바이오 이미징(Bio-imaging)
분자 진단 및 분석장치
(Molecular Diagnostics and
Devices)

나노 전자 및 유기 소자
(Nano-electronic & Nano-organic
Devices)
시뮬레이션 및 수치해석
(Numerical Simulation and
Analysis)
콜로이드 및 표면 과학
(Colloid and Surface Science)
나노 반도체 공학
(Nano-semiconductor physics and
Engineering)
나노 재료/공정 특론
(Nano-materials/Fabricaton)
나노 포토닉스 (Nano-photonics)
나노 화학 특론 (Advanced
Nan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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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현황 / Professors

4. 학과내규
1) 입 학

(1) 입학전형은 대학원 입학시행내규에 따라 시행하며, 석사과정은 서류심사,

직급 성명 학위, 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E-mail
교수 윤규식

 공학박사,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Biotechnology ykyusik

@gachon.ac.kr
교수 김상효

공학박사,
Pohang University

BioMEMS/
NEMS

samkim
@gachon.ac.kr

교수 박정환
공학박사,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Bioengineering pa90201
@gachon.ac.kr

교수 안성수
이학박사,

Carnegie Mellon University
Biochemistry/

Biophysics
seongaan
@gachon.ac.kr

교수 이내윤
공학박사,

University of Tokyo Biotechnology nylee
@gachon.ac.kr

교수 서순민
공학박사,

Seoul National University
Nano-Organic 

Materials
soonmseo
@gachon.ac.kr

부교수 흄존
이학박사,

University of Manchester
 Biochemical 

sensing flp15@gachon.ac.kr

부교수 김문일 공학박사, KAIST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moonil
@gachon.ac.kr

부교수 이영철 공학박사, KAIST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dreamdbs
@gachon.ac.kr

조교수 황태영
공학박사,

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anol81
@gachon.ac.kr

조교수 한정연 공학박사,
University of Maryland 

Chemistry & 
Biochemistry

jhan
@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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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및 영어시험, 면접심사로 하며, 특별전형의 경우 서류심사, 전공

구술 시험 및 면접심사로 한다.

(2) 석사과정은 바아오나노학과 학부 교과수준을 기준으로 전공시험을 시행한다.

(3) 전공구술시험 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하며, 석사과정은 다음의 과목 중에

서 2과목을 선택한다.(생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유체역학, 물질전달,

분석화학)

2) 학석사 연계과정

바이오나노 학부의 교육과정과 바이오나노대학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

계한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이에 관한 운영 내규는 다음과 같다.

운영 내규

A. (수업연한)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수업연

한은 다음과 같다.

1. 학사학위과정 3.5년(7학기)으로 한다.

2. 석사학위과정 1.5년(3학기)으로 한다.

B. (지원자격 및 신청)

①학․석사 연계과정지원서는 매년 6월초와 12월초 소정의 신청 기간에 소속

학과장(또는 학부 주임)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석사 연계과정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5학기 이수자로서 총 90학점이상 취득자(학부졸업학점130학점일 경우)

2. 당해학기까지의 총평점 평균 3.75/4.5 이상인 자

3.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편입생은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③대학원 지원학과(전공)는 바이오나노학과 대학원에 한한다.

C. (선발)

①학․석사 연계과정모집은 바이오나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부 성적,

지도교수 추천서 및 면접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선발한 후 결과를 해당 대학과

교무처에 통지한다.

②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자가 교환학생 또는 해외수업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6학기 이전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을 종료하여야 학․석사 연

계과정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D. (전형방법)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성적, 추천서, 등 과 학과(학부)에

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다.

E.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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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수강신청) ①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는 6학기 및 7학기에 기준학

점 외에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②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과목을 6학기 및 7학기 중에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

원 진학시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G. (신청/선발/등록)

①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7차 학

기에 학․석사연계과정 학부 졸업신청서를 소속대학에 제출하고 대학원 입학지

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음과 동시에 학․석

사 연계과정생으로 최종 선발한다.

③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학․

석사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 및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의 학․석사

연계과정은 취소한다.

H. (대학원 등록 및 입학) ①학․석사 연계과정생은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지

도교수를 배정하며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학․석사 연계과정에 의하여 대학원 입학이 허가된 첫 학기에는 군입대와 사

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휴학이나 자퇴를 할 수 없다.

I. (대학원 졸업) ①학․석사 연계과정생의 석사학위 취득은 3학기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학위 수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점

당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4학기 정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도교수

(1) 연구전공 분야는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나노시스템공학으로 구분된다.

(2)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시작시 희망연구분야를 신청하며 지도교수를 배

정받는데, 한 교수 또는 한 분야에 과다하게 신청하는 경우 각 분야의 균

형있는 발전을 위해 학과 교수회의에서 희망 연구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3)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두번째 등록학기 종료 전

신, 구 전공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매학기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주

1회 이상 지도교수에게 연구관련사항을 지도 받아야 한다.

4) 학점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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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은 24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원생의 수업과목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선택

한다.

(3) 원생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석사과정 입학생 중

타전공 입학생은 아래의 학부과목 중 학과교수회의에서 지정한 과목을 24

학점이내에서 수강하여야 한다.(일반화학 I, II, 유기화학 I, II, 물리화학

I, II, 생화학 I, II, 바이오나노의 이해,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칩 테크

놀로지, 나노바이오센서, 바이오멤스/넴스(Bio-MEMS/NEMS), 고분자

공학, 나노재료과학, 나노 포토닉스, 초미세 공정공학)

단 타전공 입학생의 선수과목 이수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 지도교수의 재

량과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4) 바이오나노학 석사로서의 기본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아래의 4과목을 우선

적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바이오재료, 나노화학특론, Bio

MEMS/NEMS, 나노메디신)

5) 종합시험 과목

종합시험 과목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시험 응시 학생들이 이전에 대학원 수업

을 들었던 과목들 중에서 석사 졸업생의 경우 2과목, 박사 졸업생의 경우는 4

과목을 선정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다.

6) 논문지도와 제출절차

(1) 지도교수의 연구지도 계획에 따라 연구계획을 1학기 중에 결정한다.

(2) 2학기 말에 연구진행과정과 연구내용을 공개발표한다.

(3) 3학기 중에 연구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발표회를 갖는다.

(4) 원칙적으로 공개학술회, 논문지도 중에 1회 이상 발표한 자에 한하여 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한다.

(5) 기타사항은 대학원 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7) 학술발표

(1) 학회 가입 - 연구활동 권장지도 .

(2) 학술 활동 - 한국화학공학회, 한국생물공학회, 한국공업화학회, 바이오칩

학회 등의 학회지에 게재ㆍ발표 권장지도

(1) 본 학과는 나노시스템 전공 또는 바이오메디컬 전공 교과목으로 나누어 지도교수

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설정한다.

(2) 상기 기본방향에 따라 개설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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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바이오메디컬 전공>

05900 나노메디슨(Nanomedicine)

입자의 크기가 나노 크기로 줄어들면서 생겨나는, 벌크 상태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나노입자의

광학적, 물리적, 전기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그 특성들을 이용하여 표적특이성 약물전달 (targeted

drug delivery), 암세포 조기진단 및 치료와 같은 생의학(biomedical) 분야로의 적용에 관해

탐구한다.

05901 분자 세포 생물학 특론 (Advanced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생명 현상을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전자 발현과 관련한 조절

기전과 세포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의 여러 생명현상들이

질병과 관련하여 보이는 기전에 대해 이해한다.

05902 바이오메디컬 공학 (Biomedical Engineering)

바이오메디컬 공학은 생물학적, 의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과목으로서 전기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그리고 재료공학을 기초로 하여 이와 연관된 의학과

생물학을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의학용 장비, 바이오 역학, 생체 물질, 조직공학, 그리고 의학용

영상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기본적인 해부학과 생리학도 학습한다. 이 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학을 생물과 의학과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다.

05903 분자 유전체학 특론 (Advanced Molecular Genetics) 

유전 현상을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 유전 현상에 관여하는 여러 생물학적 요소들에 대해

학습하며 유전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 작동하는 여러 조절 기전의 작동 원리에 대해 배운다.

05904 생체모사학 (Biomimetics)

생체모사학은 자연의 생체 및 광물 재료의 미세 구조를 모방하여 만드는 기술 및 그 응용을 의미

한다. 이는 분자 수준의 모방 및 분자를 초월한 크기에 대한 모방의 2가지 방향으로 연구 되어

나가고 있다. 나비의 날개의 비늘 구조를 모방한 것이나 오팔의 결정 구조를 모방한 것은 광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에 응용되어 통신용 변조기, 에너지 변환기 등에 응용될 수 있으며 연잎의 미세

구조를 모방한 초 방수구조체는 다양한 표면 코팅재료 및 바이오멤스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이

러한 몇 가지 예는 Biomimetry 기술의 현 단계에서의 기초적인 연구이며 더욱 다양하고 기능

적인 구조 및 응용이 연구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Bionics 학문으로 발전되어 가는 중요한 기

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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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5 바이오 이미징(Bio-imaging)

이 과목은 분자, 세포, 장기 또는 생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영상화 하여 연구하는 방법

을 강의한다. 여러가지 첨단 장비 및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질병 및Process의 영상 진단을

소개한다. 현대 가장 두곽을 나타내는 multidimensional light microscopy을 시작으로 X-선

영상장치, 초음파영상장치, 첨단 핵자기공명 영상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 영상장치 등을 배우

며 가천의대 견학을 통하여 의생명 영상 진단장치에 대하여 현장 공부를 한다.

05906 분자 진단및 분석장치(Molecular Diagnostics and Devices)

이 과목은 생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변화 및 정보를 계측 처리 및 분석 하는 첨단기술

을 소개한다. 무기와 유기물 및 바이오 분자의 융합을 이용한 여러가지 나노크기 재료 및 장치

에 대하여 배우며 세포 및 생체 내에서의 활용을 다룬다. 이를 통한 의학, 특히 진단병리학에서

의 나노 기술과의 융합을 이론적 및 응용적인 시제들을 공부한다. 예로서 “on body / in body”

sensors 를 통한 질병 진단 및 치료를 다룬다. 또한 앞서는 바이오 나노 융합의 기술적 진보가

미치는 의학적 및 사회적 영향을 토의 한다. 예로서 약물전달, 초기 암진단, 개인적인 진단의학

및 치료, 세계적 생물 테러 및 전시 상황의 감시체계 구축에 고려되는 기술을 강의한다.

05907 생리학 특론 (Advanced Physiology)

이과목은 해부학적으로 접근한 인체 외형 및 내부구조 특히 척추, 뇌, 자율 신경계, 내분비 시

스템과 심장 혈관 시스템에 대하여 강의한다. 두 번째 학기에서는 호흡기, 대사 및 분비 시스템

의 구성, 연관성 및 질환에 대하여 배운다. 이 교과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인체의 구조와 각

기관 및 장기들의 역할을 습득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운 의학 용어들을 통달하여 여러

기관들과 관련된 질환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05908 나노화학 특론(Advanced Nano-chemistry)

학부과정에서 배운 나노화학적 지식에 추가하여 나노 크기의 재료화학에 관련한 콜로이드 화학,

계면재료 화학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이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의공학 등의

분야와 접목시켜 소개한다. 기본적으로 나노화학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05909 나노재료/공정 특론(Advanced Nano-materials/Fabrication)

물리/화학적 공정을 통한 나노재료의 합성 및 제조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나노 재료가 갖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특이성과 응용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 및 산업화에 대해 소개한다.

05910 나노포토닉스 (Nano-photonics)

광 공진기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복습하고, 광 다이오드, 레이저, 광 증폭기, 광 모둘레이터

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한다. 이를 통해서 양자 우물, 양자 점 등 나노 스케일의 작은 물질로

이루어진 광 증폭기, 레이저 등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나노 광

소자에 대한 지식을 심화한다. 또한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하여 포토닉 크리스탈에 대한 기본적

인 이해를 전개하고 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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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9 바이오나노 세미나 1 (Bionano Seminar 1) 

자유로운 세미나 형식으로서 발표된 논문의 분석, 학생간의 토론, 교수-학생간 토론, 외부

강사에 의한 초청 세미나, 논문작성 요령 등을 수업한다.

05911 바이오나노 세미나 2 (Bionano Seminar 2)  

자유로운 세미나 형식으로서 발표된 논문의 분석, 학생간의 토론, 교수-학생간 토론, 외부

강사에 의한 초청 세미나, 논문작성 요령 등을 수업한다.

05912 바이오나노 세미나 3 (Bionano Seminar 3)  

자유로운 세미나 형식으로서 발표된 논문의 분석, 학생간의 토론, 교수-학생간 토론, 외부

강사에 의한 초청 세미나, 논문작성 요령 등을 수업한다.

05913 바이오나노 세미나 4 (Bionano Seminar 4)

자유로운 세미나 형식으로서 발표된 논문의 분석, 학생간의 토론, 교수-학생간 토론, 외부

강사에 의한 초청 세미나, 논문작성 요령 등을 수업한다.

05914 대학원생 연구 과제 발표 1 (Thesis Presentation 1)

바이오 나노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는 연구 결과를 각자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동기가 부여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에 학회

등에서 요구되는 발표 기술 등을 습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5915 대학원생 연구 과제 발표 2 (Thesis Presentation 2)

바이오 나노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는 연구 결과를 각자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동기가 부여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에 학회

등에서 요구되는 발표 기술 등을 습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5916 대학원생 연구 과제 발표 3 (Thesis Presentation 3)

바이오 나노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는 연구 결과를 각자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동기가 부여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에 학회

등에서 요구되는 발표 기술 등을 습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5917 대학원생 연구 과제 발표 4 (Thesis Presentation 4)

바이오 나노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는 연구 결과를 각자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동기가 부여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에 학회

등에서 요구되는 발표 기술 등을 습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5918 고분자 과학 특론 (Advanced Polymer Science)

고분자재료의 구조와 그 특성을 고찰하고, 열적성질, 기계적 및 열역학적 성질, 결정성, 파괴역

학적 해석에 대하여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고분자의 화학구조에 따른 고분자 재료의 제조, 가

공, 특성, 용도를 중점적으로 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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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19 바이오칩 특론 (Advanced Biochip Technology)  

각종 바이오칩 및 바이오센서의 원리를 습득하고, 최신 바이오칩 및 센서 동향에 대해서 이해한

다. 바이오 물질을 이용한 각종 칩 개발에 필요한, 표면화학, 광학, 전기화학, 미생물학에대한

기본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이를 이용하여 바이오칩의 상용화를 위

한 이미 개발된 원천기술을 학습한다.

05926 고급 응용수학 (Advanced Mathematics)

고급 응용수학은 바이오와 나노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과목이

다. 마이크로/나노사이즈에서 일어나는 분자의 운동 현상을 수학적으로 풀이하며 미세한 유체의

거동 및 분자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현상 등을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

법을 가르친다. Advanced Mathematics에서는 심화된 수학 내용을 가르치며 단순한 계산이

아닌 실제 연구분야에 사용하는 수학을 가르치는 교과과목이다. 교재와 함께 연구와 관련된 저

널을 참고하여 실제로 수학이 어떻게 연구에 쓰이고 있으며 활용방법을 익히는 과목이다.

05920 미세유체역학 (Microfluidics)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유체의 움직임을 물리학의 법칙으로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지식을

습득한다. 더 나아가 미세유체역학에 대한 응용으로써 나노소자, Bio-MEMS/NEMS, 생체내

미세혈류 등에서의 이동현상을 다룬다.

05921 고급물질전달현상 (Mass Transfer Phenomena) 

미세유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거시적 물질전달 현상의 이해를

통하여 미세유체 시스템의 유체현상을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세유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습득한다.

05969 바이오 나노 센서 특론 (Advanced Bio-Nano Sensors)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계 연구 분야인 바이오 나노 센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센서와 향우 개발될 센서에 대해 소개하고 각 센서의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각 센서의 실용화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현재 의학 진단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센서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05561 바이오멤스/넴스 (Bio-MEMS/NEMS) 

생체분자(biomolecule)를 마이크로 혹은 나노 크기로 조절하고 3차원의 마이크로 구조체를 제조하며

마이크로 혹은 나노 크기의 유체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 습득한다. 다양한 생물학적 그리고

의학적 문제를 마이크로 공정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또한 마이크로 공정을 이용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05560 바이오 재료 (Biomaterials) 

고분자, 금속 그리고 무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체재료를 소개하고 물질들의 생체 반응과 실용적인

응용분야에 대해 학습한다. 현재 의학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또한 개발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물질의 특성, 조직의 반응 그리고 물질의 특성분석 등을 폭넓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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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7 생물의약공학(Biopharmaceutics Engineering)

본 강좌의 목표는 생명공학기술의 중요한 응용산업인 생물의약, 또는 바이오의약산업으로 진출

하는 학생들을 위해 단백질 생물공학에 초점을 맞추어 생물의약공학의 기초를 교육하는 것이다.

본 강좌의 내용은 (1) 주요 단백질 바이오의약의 종류, 구조 및 기능, (2) 생물분리 및 정제에

기초한 생물의약 제조공정기술, (3) 바이오의약 생산을 위한 우수의약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및 검증(validation) 기술에 대한 소개 등 3 부분으로 구성된다.

06488 과학적 글쓰기와 토론 (Scientific Writing and Debate: General Skill)

본 수업에서는 다양한 과학적 분야로부터 선별된 연구논문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 토론한다.

건설적인 과학적 의견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방법을 배우며, 다양한 과학잡지들을 통해 글

쓰기 스타일과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논문들에 소개된 결론들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 평가한다.

06489 고급기기분석 (Advanced Instrumental Analysis)

기기분석은 측정 기기를 이용하여 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여 시료를 검출하고 정량

하는 것으로, 화학의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바이오/나노 재료 및 디바이스의 내부/외부 구조와 표

면/성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여러 기기분석법

중에서 바이오/나노 분야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SEM, TEM, AFM, 형광현미경, UV/Vis/IR

분광법 등등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 기기분석법의 원리, 기기, 측

정법 및 실험 예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5922 논문 지도 1 (Thesis Guidance 1)

지도교수와의 지도하에 수행된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문

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위과정동

안 관련 지식과 연구 노하우를 충실하게 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위 논

문을 포함한 학술 논문을 학문적/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05923 논문 지도 2 (Thesis Guidance 2)

지도교수와의 지도하에 수행된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문

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위과정동

안 관련 지식과 연구 노하우를 충실하게 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위 논

문을 포함한 학술 논문을 학문적/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05924 논문 지도 3 (Thesis Guidance 3)

지도교수와의 지도하에 수행된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문

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위과정동

안 관련 지식과 연구 노하우를 충실하게 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위 논

문을 포함한 학술 논문을 학문적/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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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25 논문 지도 4 (Thesis Guidance 4)

지도교수와의 지도하에 수행된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문

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위과정동

안 관련 지식과 연구 노하우를 충실하게 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위 논

문을 포함한 학술 논문을 학문적/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06611 고급 물리화학 (Advanced Physical Chemistry)

화학 열역학의 법칙과 관계식을 바탕으로, 자발성과 평형, 혼합물에서의 상규칙 및 변환, 이온

화합물, 전지화학계에서의 화학퍼텐셜에 대해서 학습한다. 열역학적 상태함수들과 물질의 화학

퍼텐셜을 논함으로써 화학평형과 자발적 변화 방향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07019 면역학개론 (General Immunology) - 2013년 2학기 신규개설

생물학 및 생리학을 기본으로 하여 인체 면역계의 기존적인 개념들에 대해 배우고 면역이 질병

의 예방 및 치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상호연관성에 대해 익힌다.

07020 신경과학개론 (General Neuroscience) - 2013년 2학기 신규개설

신경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약학적 및 생화학적 상호 연관성에 대해 융합적 관점으로 접근함으

로써, 인간의 복잡한 뉴런의 구성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한다.

<나노 시스템 전공>

05970 나노유기소자 특론(Advanced Nano-organic Devices)

나노소자에 사용되고 있는 유기재료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작되는

유기소자의 구조와 제작에 관해 소개한다. 또한 나노유기소자를 이용한 바이오센서의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06478 나노전자소자 특론 (Advanced Nano-electronic Devices) 

전자제품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최신 나노 반도체소자의 동작원리 및 제작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소자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반도체 소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제안된 신개념의

나노소자에 대해 소개하고 이러한 소자들에서 발현되는 양자역학적 현상들을 소개한다.

05972 고체 물리 특론 (Advanced Solid-state Physics)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고체에서의 전기적인

특성 및, 고체와 전자기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이해를 심화한다. 고체의 자기적

특성 및 광흡수 투과 반사 특성, 전기적 특성 등 다양한 성질을 공부한다.

06479 시뮬레이션 및 수치해석 (Numerical Simulation and Analysis)

양자 역학, 고전역학, 유체 시스템을 기술하는 각종 방정식의 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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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Mathematica, matlab등의 상용 수치해석 툴을 이용하여 미

분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익히고, 과학 계산용 언어인 Fortran을 이용한 수치해석법을 익힌다. 대

용량 계산을 위한 병렬 프로그램밍 기법을 이해하여 대형계를 수치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05974 고급 양자역학 (Advanced Quantum Mechanics)

학부 때 이수한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와 수학적인 고찰을 심화하며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한

나노사이즈의 물질의 에너지 레벨 계산, 하이젠 버그의 불확정성 원리 등을 이용한 시그날 프로

세싱, 라만 분광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이해 등, 나노과학, 정보통신, 생물 물리 및 그 밖에 다양

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양자 과학의 응용 등을 공부한다.

05975 콜로이드 및 표면 과학 특론(Advanced Colloid and Surface Science)

물리화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두 상간에 형성된 계면에서의 전기화학적 물성, 계면에

너지, 측정법, 표면개질 방법 등을 공부한다. 이와 아울러 계면특성의 물리화학적 제어를 기반

으로 하는 분산, 유화, 젖음 현상, 확산, 미립자 분산계의 유변학적 성질에 대하여 공부한다.

본 교과목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1) 분자 간 인력
2) 용액-열역학
3) 표면 열역학, 깁스 모델
4) 라플라스, 캘빈 식, 모세관 현상
5) 표면장력
6) 콜로이드 및 콜로이드 안정성
7) 표면 연구를 위한 주요 기술들
8) 계면활성제, 흡착
9) 계면활성제의 응용
10) 고분자 흡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05976 나노반도체 공학 (Nano-semiconductor Physics and Engineering)

최신 상용 반도체 소자 제작에 사용되는 반도체 공정, 소자 구조, 회로 설계를 전반적으로 다룬

다. 실리콘 기반 반도체 소자의 축소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3차원 트랜지스터,

Stress 엔지니어링, 고유전막 트랜지스터 등의 최신 기술을 학습니다. 또한 실리콘 소자를 대체

하는 나노 구조 트랜지스터에 대해 알아보고 바이오기술에의 응용가능성에 관해 학습한다.

05908 나노화학 특론(Advanced Nano-chemistry)

학부과정에서 배운 나노화학적 지식에 추가하여 나노 크기의 재료화학에 관련한 콜로이드 화학,

계면재료 화학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이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의공학 등의

분야와 접목시켜 소개한다. 기본적으로 나노화학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05909 나노재료/공정 특론(Advanced Nano-materials/Fabrication)

물리/화학적 공정을 통한 나노재료의 합성 및 제조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나노 재료가 갖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특이성과 응용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 및 산업화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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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10 나노포토닉스 (Nano-photonics)

광 공진기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복습하고, 광 다이오드, 레이저, 광 증폭기, 광 모둘레이터

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한다. 이를 통해서 양자 우물, 양자 점 등 나노 스케일의 작은 물질로

이루어진 광 증폭기, 레이저 등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나노 광

소자에 대한 지식을 심화한다. 또한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하여 포토닉 크리스탈에 대한 기본적

인 이해를 전개하고 심화한다.

05559 바이오나노 세미나 1 (Bionano Seminar 1) 

자유로운 세미나 형식으로서 발표된 논문의 분석, 학생간의 토론, 교수-학생간 토론, 외부

강사에 의한 초청 세미나, 논문작성 요령 등을 수업한다.

05911 바이오나노 세미나 2 (Bionano Seminar 2)  

자유로운 세미나 형식으로서 발표된 논문의 분석, 학생간의 토론, 교수-학생간 토론, 외부

강사에 의한 초청 세미나, 논문작성 요령 등을 수업한다.

05912 바이오나노 세미나 3 (Bionano Seminar 3)  

자유로운 세미나 형식으로서 발표된 논문의 분석, 학생간의 토론, 교수-학생간 토론, 외부

강사에 의한 초청 세미나, 논문작성 요령 등을 수업한다.

05913 바이오나노 세미나 4 (Bionano Seminar 4)

자유로운 세미나 형식으로서 발표된 논문의 분석, 학생간의 토론, 교수-학생간 토론, 외부

강사에 의한 초청 세미나, 논문작성 요령 등을 수업한다.

05914 대학원생 연구 과제 발표 1 (Thesis Presentation 1)

바이오 나노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는 연구 결과를 각자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동기가 부여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에 학회

등에서 요구되는 발표 기술 등을 습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5915 대학원생 연구 과제 발표 2 (Thesis Presentation 2)

바이오 나노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는 연구 결과를 각자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동기가 부여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에 학회

등에서 요구되는 발표 기술 등을 습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5916 대학원생 연구 과제 발표 3 (Thesis Presentation 3)

바이오 나노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는 연구 결과를 각자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동기가 부여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에 학회

등에서 요구되는 발표 기술 등을 습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5917 대학원생 연구 과제 발표 4 (Thesis Presentation 4)

바이오 나노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는 연구 결과를 각자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아이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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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되고 동기가 부여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에 학회

등에서 요구되는 발표 기술 등을 습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5918 고분자 과학 특론 (Advanced Polymer Science)

고분자재료의 구조와 그 특성을 고찰하고, 열적성질, 기계적 및 열역학적 성질, 결정성, 파괴역

학적 해석에 대하여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고분자의 화학구조에 따른 고분자 재료의 제조, 가

공, 특성, 용도를 중점적으로 논하게 된다.

05919 바이오칩 특론 (Advanced Biochip Technology)

각종 바이오칩 및 바이오센서의 원리를 습득하고, 최신 바이오칩 및 센서 동향에 대해서 이해한

다. 바이오 물질을 이용한 각종 칩 개발에 필요한, 표면화학, 광학, 전기화학, 미생물학에대한

기본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이를 이용하여 바이오칩의 상용화를 위

한 이미 개발된 원천기술을 학습한다.

05926 고급 응용수학 (Advanced Mathematics)

고급 응용수학은 바이오와 나노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과목이

다. 마이크로/나노사이즈에서 일어나는 분자의 운동 현상을 수학적으로 풀이하며 미세한 유체의

거동 및 분자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현상 등을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

법을 가르친다. Advanced Mathematics에서는 심화된 수학 내용을 가르치며 단순한 계산이

아닌 실제 연구분야에 사용하는 수학을 가르치는 교과과목이다. 교재와 함께 연구와 관련된 저

널을 참고하여 실제로 수학이 어떻게 연구에 쓰이고 있으며 활용방법을 익히는 과목이다.

05920 미세 유체 역학 (Microfluidics)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유체의 움직임을 물리학의 법칙으로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지식을

습득한다. 더 나아가 미세유체역학에 대한 응용으로써 나노소자, Bio-MEMS/NEMS, 생체내

미세혈류 등에서의 이동현상을 다룬다.

05921 고급 물질 전달 현상 (Mass Transfer Phenomena)

미세유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거시적 물질전달 현상의 이해를

통하여 미세유체 시스템의 유체현상을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세유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습득한다.

05969 바이오 나노 센서 특론 (Advanced Bio-Nano Sensors)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계 연구 분야인 바이오 나노 센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센서와 향우 개발될 센서에 대해 소개하고 각 센서의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각 센서의 실용화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현재 의학 진단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센서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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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1 바이오멤스/넴스 (Bio-MEMS/NEMS) 

생체분자(biomolecule)를 마이크로 혹은 나노 크기로 조절하고 3차원의 마이크로 구조체를

제조하며 마이크로 혹은 나노 크기의 유체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 습득한다. 다양한

생물학적 그리고 의학적 문제를 마이크로 공정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또한 마이크로 공정을

이용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05560 바이오 재료 (Biomaterials) 

고분자, 금속 그리고 무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체재료를 소개하고 물질들의 생체 반응과

실용적인 응용분야에 대해 학습한다. 현재 의학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또한 개발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물질의 특성, 조직의 반응 그리고 물질의 특성분석 등을

폭넓게 다룬다.

06127 생물의약공학(Biopharmaceutics Engineering)

본 강좌의 목표는 생명공학기술의 중요한 응용산업인 생물의약, 또는 바이오의약산업으로 진출

하는 학생들을 위해 단백질 생물공학에 초점을 맞추어 생물의약공학의 기초를 교육하는 것이다.

본 강좌의 내용은 (1) 주요 단백질 바이오의약의 종류, 구조 및 기능, (2) 생물분리 및 정제에

기초한 생물의약 제조공정기술, (3) 바이오의약 생산을 위한 우수의약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및 검증(validation) 기술에 대한 소개 등 3 부분으로 구성된다.

06488 과학적 글쓰기와 토론 (Scientific Writing and Debate: General Skill)

본 수업에서는 다양한 과학적 분야로부터 선별된 연구논문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 토론한다.

건설적인 과학적 의견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방법을 배우며, 다양한 과학잡지들을 통해 글

쓰기 스타일과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논문들에 소개된 결론들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 평가한다.

06489 고급기기분석 (Advanced Instrumental Analysis)

기기분석은 측정 기기를 이용하여 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여 시료를 검출하고 정량

하는 것으로, 화학의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바이오/나노 재료 및 디바이스의 내부/외부 구조와 표

면/성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여러 기기분석법

중에서 바이오/나노 분야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SEM, TEM, AFM, 형광현미경, UV/Vis/IR

분광법 등등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 기기분석법의 원리, 기기, 측

정법 및 실험 예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5922 논문 지도 1 (Thesis Guidance 1)

지도교수와의 지도하에 수행된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문

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위과정동

안 관련 지식과 연구 노하우를 충실하게 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위 논

문을 포함한 학술 논문을 학문적/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16 / 특성화(융합)계열

05923 논문 지도 2 (Thesis Guidance 2)

지도교수와의 지도하에 수행된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문

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위과정동

안 관련 지식과 연구 노하우를 충실하게 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위 논

문을 포함한 학술 논문을 학문적/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05924 논문 지도 3 (Thesis Guidance 3)

지도교수와의 지도하에 수행된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문

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위과정동

안 관련 지식과 연구 노하우를 충실하게 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위 논

문을 포함한 학술 논문을 학문적/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05925 논문 지도 4 (Thesis Guidance 4)

지도교수와의 지도하에 수행된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문

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위과정동

안 관련 지식과 연구 노하우를 충실하게 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위 논

문을 포함한 학술 논문을 학문적/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06611 고급 물리화학 (Advanced Physical Chemistry)

화학 열역학의 법칙과 관계식을 바탕으로, 자발성과 평형, 혼합물에서의 상규칙 및 변환, 이온

화합물, 전지화학계에서의 화학퍼텐셜에 대해서 학습한다. 열역학적 상태함수들과 물질의 화학

퍼텐셜을 논함으로써 화학평형과 자발적 변화 방향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07029 3D 프린팅 (3D Printing) - 2013년 2학기 신규개설

최근 광학적 방식이 아닌 비광학적 접근방식으로 나노스케일 패턴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다양한 고분자 및 이를

활용한 패턴 제작 공정에 대해 폭넓게 다룬다.

08788 Smart Materials and Bionano Devices - 2015년 2학기 신규개설

이 교과과정은 마이크로 및 나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스마트 재료에 적용하는 연구 배우며 이

와 관련된 기본 원리를 규명하고, bionano 디바이스에 중점을 두는 융합 학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은 1) 스마트 재료, 2) 제조 장치 및 기초 지

식을 제조하는 방법, 3) 스마트 재료를 활용 bionano 디바이스의 응용 및 동작 프로그램의 기

본 물리적 원리를 논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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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과소개 / Introduction of Departments 

Department website : http://www.gachon.ac.kr/major/bionano/03/index.jsp

http://www.gachon.ac.kr/major/bionano/03/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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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ionanoTechnology

Department of Bio-Nanotechnology/

Nano Convergence
Office : Gachon BioNano Research Institute 405, Program: M. S., Ph. D.

 TEL : 031-750-5381 FAX : 031-750-5389

1. Purpose of Education 
 Providing students with the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kill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Bionanotechnology in nature
 Providing foundation and applied courses in biology, chemistry and 

physics
 Cultivating dynamic scientists to solve nano-related problems in the 

biomedical industry.

2. History 
1) The graduate program was started in 2008 with the maximum number of 
admittable students being 20.
2)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ve graduated to date is approximately 150

3. Programs and research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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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Major Fields of Research and Foundation Studies

M. S. 
and 

Ph. D.

Biomedical Understanding the human physi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medicine and disease 

Nanomedicine
Application of structured nanomaterials and DNA platforms in 
the detection, monitoring and treatment of diseases
such as cancer 

Proteomics
Examining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methodologies 
used in the isolation, detection and treatment of protein 
diseases such as Alzheimers and Huntington's, 

Nanotechnology
Inorganic & Organic

Studying the properties of organic and inorganic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 in electro dynamic devices. Designing new 
sensors and energy conversion platforms from wireless to 
solar

Fabrication
Use of polymer, metals and additional materials to model 
design and fabricate, new sensors, nanomaterials  and the 
applications in biomedicine 

MicroFluidics
Sensors

Understanding the physical nature of fluidics from the 
nano-millimeter scale; Their effects on the body 
understanding impact o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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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culty

5. Policy
1) Admission

(1) The graduate school opens student registration Spring semester 
starting March and Autumn semester starting September (twice a 
year).

(2) Admission procedure includes a screening of application documents, and 
oral examination, and final interview, according to the graduate school 

Position Name Academic 
degree Major E-mail

Professor Yun Yu Sik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Biotechnology ykyusik

@gachon.ac.kr
Professor Kim Sang 

Hyo
Pohang 

University
BioMEMS/

NEMS
samkim
@gachon.ac.kr

Professor Park Chong 
Hwan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Bioengineering pa90201

@gachon.ac.kr
Professor An Seong 

Soo A.
Carnegie Mellon 

University
Biochemistry/

Biophysics
seongaan
@gachon.ac.kr

Professor Lee Nae Yun University of 
Tokyo Biotechnology nylee

@gachon.ac.kr
Professor Seo Soon 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Nano-Organic Materials soonmseo
@gachon.ac.kr

Associate 
Professor

John P. 
Hulme

University of 
Manchester

 Chemical and 
Biochemical sensing flp15@gachon.ac.kr

Associate 
Professor Kim Moon il KAIST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moonil
@gachon.ac.kr

Associate  
Professor

Young-Chul 
Lee KAIST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dreamdbs
@gachon.ac.kr

Assistant 
Professor

Hwang 
TaeYoung

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anol81
@gachon.ac.kr

Assistant 
Professor

Han Jung 
Yeon

University of 

Maryland

Chemistry & 
Biochemistry

jhan
@gachon.ac.kr



Nano Convergence 21

regulation on student admission.   
(3) The oral examination must be taken under a screening committee 

comprising three members for testing undergraduate major knowledge. 
 

2)  Advisors
(1) In the first semester after the enrollment, the new students choose 

their research subjects, and advisors are assigned, accordingly. When 
too many students applied for one research subject, the faculty 
committee could coordinate the advisor assignment process to ensure 
the balanced progress of the department. 

(2) When the students would like to change their advisors, in principle, 
they are required to apply for new advisors before ending of 
registration of 2nd semester upon receipt of approvals from the former 
and new advisors.  

(3) When the advisors are assigned, the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the research plans every semester. The students are required to 
receive advices on their researches from the advisors. 

3) Credits completion
(1) Graduate students select courses to take under the guidance of 

advisors or a head professor.
(2) Graduate students can take no more than 9 credits per semester.
(3) Graduate students must earn more than 24 credits among the offered 

courses.

4) Prerequisite classes
The similar major classes and prerequisite classes for students from other 
majors are determined by their advisors, and confirmed by the head 
professor.

5) Qualifying examinations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must be taken with the three selected 
subjects.  

6) Supervision and submission of a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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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lan for research should be written and presented at least one 
semester before the date of dissertation examination to submit a 
dissertation for the master's or Ph.D. degree. 

(2) A graduate student to submit a dissertation must offer a preliminary 
presentation 3 months before the dissertation submission deadline.  

(3) In principle, graduate students should present their research outputs at 
the official conference or in an academic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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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 Biomedical Curriculum
Type Code Course Credit Time

Elective 05900 NanomedicineBM 3 3

Elective 05901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BM 3 3

Elective 05902 Biomedical EngineeringBM 3 3

Elective 05903 Advanced Molecular GeneticsBM 3 3

Elective 05904 BiomimeticsBM 3 3

Elective 05905 Bio-imagingBM 3 3

Elective 05906 Molecular Diagnostics and DevicesBM 3 3

Elective 05907 Advanced PhysiologyBM 3 3

Elective 05908 Advanced Nano-chemistry 3 3

Elective 05909 Advanced Nano-materials/Fabrication 3 3

Elective 05910 Nano-photonics 3 3

Elective 05559 Bionano Seminar 1 3 3

Elective 05911 Bionano Seminar 2 3 3

Elective 05912 Bionano Seminar 3 3 3

Elective 05913 Bionano Seminar 4 3 3

Elective 05914 Thesis Presentation 1 3 3

Elective 05915 Thesis Presentation 2 3 3

Elective 05916 Thesis Presentation 3 3 3

Elective 05917 Thesis Presentation 4 3 3

Elective 05918 Advanced Polymer Science 3 3

Elective 05919 Advanced Biochip Technology 3 3

Elective 05926 Advanced Mathematics 3 3

Elective 05920 Microfluidics 3 3

Elective 05921 Mass Transfer Phenomena 3 3

Elective 05969 Advanced Bio-Nano Sensors 3 3

Elective 05560 Biomaterials 3 3

Elective 05561 Bio-MEMS/NEMS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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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ode Course
Credi
t

Time

Elective 06127 Biopharmaceutical Engineering 3 3

Elective 06488 Scientific Writing & Debate 3 3

Elective 06489 Advanced Instrumental Analysis 3 3

Elective 05922 Thesis Guidance 1 3 3

Elective 05923 Thesis Guidance 2 3 3

Elective 05924 Thesis Guidance 3 3 3

Elective 05925 Thesis Guidance 4 3 3

Elective 06611 Advanced Physical Chemistry 3 3

Elective 07019 General ImmunologyBM 3 3

Elective 07020 General NeuroscienceBM 3 3

BMSuitable for students majoring in Biomedical Science

6b. Nanotechnology Curriculum

Type Code Course Credit Time

Elective 05970 Advanced Nano-organic DevicesNM 3 3

Elective 06478 Advanced Nano-electronic DevicesNM 3 3

Elective 05972 Advanced Solid-state PhysicsNM 3 3

Elective 06479 Numerical Simulation and AnalysisNM 3 3

Elective 05974 Advanced Quantum MechanicsNM 3 3

Elective 05975 Advanced Colloid & Surface ScienceNM 3 3

Elective 05976 Nano-semiconductors & EngineeringNM 3 3

Elective 05908 Advanced Nano-chemistry 3 3

Elective 05910 Nano-photonics 3 3

Elective 05909 Advanced Nano-materials/Fabrication 3 3

Elective 07029 3D printing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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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ode Course Credit Time

Elective 05559 Bionano Seminar 1 3 3

Elective 05911 Bionano Seminar 2 3 3

Elective 05912 Bionano Seminar 3 3 3

Elective 05913 Bionano Seminar 4 3 3

Elective 05914 Thesis Presentation 1 3 3

Elective 05915 Thesis Presentation 2 3 3

Elective 05916 Thesis Presentation 2 3 3

Elective 05917 Thesis Presentation 3 3 3

Elective 05918 Advanced Polymer Science 3 3

Elective 05919 Advanced Biochip Technology 3 3

Elective 05926 Advanced Mathematics 3 3

Elective 05920 Microfluidics 3 3

Elective 05921 Mass Transfer Phenomena 3 3

Elective 05969 Advanced Bio-Nano Sensors 3 3

Elective 05561 Bio-MEMS/NEMS 3 3

Elective 05560 Biomaterials 3 3

Elective 06127 Biopharmaceutical Engineering 3 3

Elective 06488 Scientific Writing and Debate 3 3

Elective 06489 Advanced Instrumental Analysis 3 3

Elective 08788 Smart Materials and Bionano Devices 3 3

Elective 05922 Thesis Guidance 1 3 3

Elective 05923 Thesis Guidance 2 3 3

Elective 05924 Thesis Guidance 3 3 3

Elective 05925 Thesis Guidance 4 3 3

NMSuitable for students majoring in Nan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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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Description

05900 Nano-medicine
Nano-medicine is a revolutionary interdisciplinary science which combines 
knowledge from Physics, Biology, Chemistry and Medicine to treat conditions and 
diseases of the human body on an atomic and molecular level. Nanomedicine has 
many applications, from drug delivery to individual cell repair, to artificial tissues 
and radiation therapy. This course provides revolutionary approaches in tumor 
Nanotherapy, drug delivery Nanosystems, Nanosensor Technology and the use of 
medical imaging and therapeutic modalities in modern medical physics.

05901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The genetic mechanisms of viruses, bacteria, fungi, plants and animals will be 
introduced. Gene expressions and their regulations will be analyzed and discussed. 
Applications of recombinant DNA techniques in cloning of genes and their 
applications will be presented in context of genetic analysis, biotechnology, 
forensics, agriculture, medicine,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Course is 
composed of lectures, student presentations, and reading of scientific papers.

05970 Advanced Nano-organic Devices
A 16 week course on organic electronic materials, covering molecular properties 
of organic semiconductors,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organic 
semiconductors, and charge generation and transport, optoelectronic 
characterization, and device application of organic semiconductors.

06478 Advanced Nano-electronic Devices
This course covers the advanced nano-electronic devices using organic 
semiconductors, so called "plastic electronics". Organic photovoltaics and 
polymer-LEDs will be mainly discussed in terms of their device physics, 
chemistry in using organic semiconductors. In addition, transparent conductive 
films made with carbon-nanotubes, graphenes and silver nanowires in lieu of the 
present ITO thin films will be introduced for the applications in the large are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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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devices as alternative electrodes.

06489 Advanced Instrumental Analysis
This course concerns with the advance analytical methodologies used in bio and 
nano-material analysis. The general concept and problematic issues of the 
instruments, such as SEM, TEM, AFM, fluorescence microscope, and UV/Vis/IR 
spectrophotometer will be discussed in each lesson. In addition, operation method 
for each instrument will be demonstrated briefly. Comprehensive exam, continuous 
assessment, individual project, and oral presentations are required.

06479 Numerical Simulation and Analysis
The master's course includes, among other subjects, non-linearities, implicit and 
explicit dynamics, aerodynamics, turbulence, combustion, meshing, optimization, 
multiphysic coupling.

05902 Biomedical Engineering
Introduction to Biomedical Engineering that includes numerous subjects. The 
subjects, categorized in viewpoint of both medicine & engineering, will be covered 
from fundamentals of anatomy, chemistry, and physics, not in depth due to 
exceedingly much of information. General chemistry and physics are prerequisite. 
Since this course is open to graduate students only, lecture level is presumably 
appropriate to all of graduate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school. Students 
are required to do presentation rotationally for each subject of biomedical 
engineering, following lecture for the subject. The presentation will be performed 
as assignment.

05972 Advanced Solid State Physics
This course integrates theory of Solid State Physics with experimental 
demonstrations in the Research Physics Lab.  The course will provide a valuable 
theoretical introduction and an overview of the fundamental applications of the 
physics of solids. This course includes theoretical description of crystal and 
electronic structure, lattice dynamics, and optical properties of different materials 
(metals, semiconductors, dielectrics, magnetic materials and superconductors), 
based on the classical and quantum physics principles. Several advanced 
experiments of X-ray diffraction, Raman Scattering, Photoluminescence, etc.,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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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arrier out in the Research Physics Lab followed by their theoretical 
discussion. 

05903 Advanced Molecular Genetics
This course is designed for 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the Ph.D. programs of 
Bionano Technology at Gachon University. Our emphasis will be on developing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using genetic ideas and methods,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reliability of genetic inference, and to apply genetic reasoning to 
biological research. The format will be lecture and discussion once a week. The 
discussions will be based on original research papers that define or illustrate the 
ideas and techniques covered in the lectures. It is essential that students read and 
understand the assigned readings in detail in advance, and should be able to 
present and to discuss among peers.

05974 Advanced Quantum Mechanics
This course covers the experimental basis of quantum physics. It introduces wave 
mechanics, Schrödinger's equation in a single dimension, and Schrödinger's 
equation in three dimensions.

05975 Advanced Colloid and Surface Science
This course explores the application of surface and colloid chemistry principles to 
technologies involving particulate dispersions, emulsions, foams, aerosols, 
water-soluble polymers, wetting, flocculation, flotation, separation, and 
stabilization. We begin with a survey of major technologies reliant upon colloid 
and surface science.

05976 Nano-semi conductors and Engineering
The first part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a nano-semi 
conductor to the student. The second demonstrates the functional properties of 
nanomaterials and their role as semi conductors. The third part of the course will 
examined the methods used to produce nano-semi conductors.

05904 Biomimetics
Biomimetics is based on the belief that nature, at least at times, is 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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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Biomimesis is the scientific method of learning new principles and 
processes based on systematic study, observation and experimentation with live 
animals and organisms.

05905 Bio-imaging
The goal of this course provides graduate students with the fundamentals of 
bioimaging. The course will include X-ray (CT), confocal microscopy, atomic 
force microscopy, and so on.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s 
and developments of bio-imaging instruments a) X-ray (including CT), b) 
confocal-fluorescence microscopy,  c) atomic force microscopy, and so on. 

06611 Advanced Physical Chemistry
Physical Chemisty is a very old subject but quite a difficult one. Students will 
spend most of their time thinking about the logic behind thermodynamic 
arguments, and doing practice problems. 

07019 General Immunology
The establishment of this course is a necessity for all students who study 
biological or single cell reactions at the nanoscale. This course provides a working 
knowledge of the basic theories and principles of Immunology. It provides an ideal 
introduction for students studying biology, chemistry or physics and those who 
wish study medicine after graduation or pursue a research career in the 
biomedical sciences. Topics will include, non specific defence mechanisms, 
principles of immunity, chemotherapy of cancer, complement activation, 
immunological techniques and HIV. 

07020 General Neuroscience
The goal of the course in Neuroscience is to produce the best neuroscientists 
possible. The breadth of our faculty allow us to provide interdisciplinary training 
drawing from a variety of topics, techniques and perspectives, including 
neuroanatomy, biochemistry, molecular biology, physiology, biophysics, 
pharmacology, computational modeling and behavior. A graduate of this course will 
be well versed in the Neurosciences, scholarly, and equipped to pursue a variety 
of career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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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6 Molecular Diagnostics and Devices
This course will cover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emerging sensing 
technologies and modern medical equipments, especially focusing nano-materials 
and molecular diagnosis for the treatment of diseases. The course will discuss 
various sensor systems, transducers, therapeutic devices, and new technologies. 
To introduce essential concepts in molecular diagnostics that impact on the 
identification of novel markers of human diseases and to develop and apply useful 
molecular assays to monitor disease, determine appropriate treatment strategies, 
and predict disease outcomes.

05907 Advanced Physiology
This course provides an excellent introduction for those who wish to study 
medicine after graduation or pursue a career in physiotherapy.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heart, the nervous system, 
osmoregulation, hormones and endocrinology.

05908 Advanced Nano-chemistry
This class requires preliminary courses, general chemistry, materials science, and 
physical chemistry. It will be interesting for the students who plan to deep study 
on nanomaterials.

05910 Nanophotonics
The interaction of light with nanosized material will be one of the main subjects of this 
course. In particular, this course introduces operat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optical 
devices such as surface plasmon polariton devices, photonic crystal devices, 
electro-absorption semiconductor quantum well modulator, other quantum-well optical 
devices, quantum-dot optical devices, and quantum cascade lasers. 

05559 Bionano Seminar 1 
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as a free seminar format, the discussion between student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debate, the class invited seminar papers writing tips, etc. 
by external lecturers.

05911 Bionano Seminar 2
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as a free seminar format, the discussion betwee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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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debate, the class invited seminar papers writing tips, etc. 
by external lecturers.

05912 Bionano Seminar 3
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as a free seminar format, the discussion between student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debate, the class invited seminar papers writing tips, etc. 
by external lecturers.

05913 Bionano Seminar 4
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as a free seminar format, the discussion between student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debate, the class invited seminar papers writing tips, etc. 
by external lecturers (open forum class).

05914 Thesis Presentation 1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guided in the development of the thesis proposal,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and preparation of the final thesis. 

05915 Thesis Presentation 2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guided in the development of the thesis proposal,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and preparation of the final thesis. 

05916 Thesis Presentation 3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guided in the development of the thesis proposal,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and preparation of the final thesis. 

05917 Thesis Presentation 4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guided in the development of the thesis proposal,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and preparation of the final thesis. 

05918 Advanced Polymer Science
Our curriculum covers all the necessary basics for a successful academic and 
industrial currier in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Polymer synthesis  
polymer chemistry, Molecular Engineering, and Polymer Materials Chemistry are 
covered in thi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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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19 Advanced Biochip Technology
For modern Life sciences and molecular diagnostics Biochip technologies play a key role 
for miniaturization and parallelization of analysis. They combine different methods for 
microstructuring surfaces, for immobilizing biomolecules and read-out technologies. Here, 
all the aspects and tools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 bioanalytical surfaces and 
applications will be addressed in this course.

05926 Advanced Mathematics 
Advanced topics in linear algebra, special functions, integral transforms, an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A rigorous proof-oriented development of important ideas in calculus. 
Limits and continuity, sequences and series, pointwise and uniform convergence, derivatives 
and integrals will also be covered in this course.

05920 Microfluidics
This will be an interesting journey for those students who want to develop their 
fabrication, design and engineering skills. The lectures will be in English. Please 
attend the lecture but if you cannot inform the lecturer before the start of the 
class.

05921 Mass Transfer Phenomena
In practice,  we start over with first principles in this course, because the initial concepts 
of the shell balance are difficult for students to grasp and can always use a second time 
visit.  The course covers simple fluid mechanics problems (rectilinear flow) using shell 
balances, for Newtonian and power-law fluids and Bingham plastics.  Turbulence for 
Newtonian fluids is covered in the context of friction factors for flow in pipes, flow around 
spheres and flow in packed beds.

05969 Advanced Bio-Nano Sensors
This course is designed to update the state-of-the-art research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field of bio-nano-interdisciplinary technology. 
Recent advances in the field will be introduced and discussed.  In addition, each 
student  must give a presentation at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participation, 
active discussions, and problem-solving skills will be recommended. This course 
is highly recommended for the first year 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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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0 Biomaterials
The goal of this course provides graduate students with various aspects pertaining 
to the selection, processing, testing (in vitro and in vivo) and performance of 
biomedical materials. More importantly students will be exposed with the 
principles of materials science and cell biology underlying the design of medical 
devices, artificial organs and scaffolds for tissue engineering.

05561 Bio-MEMS/NEMS
The goals of this course are to introduce microfabrication, microfluidics, sensors, 
actuators, drug delivery systems, micro total analysis systems and lab-on-a-chip 
devices, and detection and measurement systems. The main focus i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challenges and limitations involved in designing and demonstrating 
BioMEMS devices.

07029 3D printing
3D printing is quickly becoming a new outlet for 3D enthusiasts everywhere to transform 
what used to be relegated to the monitor and screen into real, tangible assets. There are 
many methods for creating 3D prints of your models using a wide range of software;  
From sketching, to modeling in AutoC to submitting a model to an online service provider 
this course will broaden your horizons.

06488 Scientific Writing and Debate
The entire course will be in English, some of the lectures will be given by 
American language instructors. We will be spending a portion of our time in vision 
tower listening to presentations given by students from other departments. 
Students must attend the class, if students are absent please inform the professor 
before the class.
06127 Biopharmaceutical Engineering
This course will cover latest peptide and protein therapeutic approaches and their 
processes. In addition, students will get hand-on experiences in peptide synthesis 
and purification, and protein purifications. Students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lass discussions and questioning. Students must read the lecture materials and 
experimental procedures prior to the lecture or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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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88 Smart Materials and Bionano Devices
The course aims to elucidate the fundamental principles relevant to smart 
materials for micro and nano devices, a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cross-disciplinary issues with an emphasis on bionano devices. This 
course will discuss: 1) physical principles underlying the behavior of smart 
materials, 2) fabrication methods for fabricating devices and fundamental 
knowledge, & 3) applications of bionano devices utilizing smart materials

Department website : http://www.gachon.ac.kr/major/bionano/03/index.jsp

http://www.gachon.ac.kr/major/bionano/03/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