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과학과 교과과정
<건강과학과 의약생명공학전공>

1B7101 세포분자생물학 특론(Advanced Cellular and Molecular Biology) [3]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명의 진화와 다양성, 신호전달과 생체통제기능, 
세포골격과 세포의 동적활동, 세포주기와 성장조절, 유전성 발암기작, 노화와 암화 등의 다양한 
생명현상의 세포분자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학습한다. 

1B7102 당생물학특론(Advanced Glycobiology) [3]
고등 동･식물의 세포막과 미생물 세포표면에 존재하는 당단백질과 당지질의 당사슬의 종류와 그
들의 생합성기구 및 생합성에 관련된 효소들의 작용기구에 대하여 공부한다.

1B7103 효소화학 특론 (Advanced Enzymology) [3]
효소의 구조와 기능해석 및 효소의 작용기작과 반응 기구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효소생산의 
산업적인 응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1B7104 동물세포배양특론(Advanced Animal Cell Culture) [3]
동물세포배양에 관련된 지식과 실험적 방법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세포배양에 대한 실험실습
을 통하여 세포증식과 분화 및 사멸 등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공부한다.

1B7109 독성학 총론(General Toxicology) [3]
화학물질의 노출에 대한 독성학적 변화를 분자, 세포, 조직, 장기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공부한다.

1B7110 독성학 각론(Special Toxicology) [3]
화학물질의 노출에 대한 각 장기(Target organ)별 독성을 이해하고 공부한다.

1B7111 독성병리학 총론(General Toxicologic Pathology) [3]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병리학적 변화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공부한다.

1B7112 나노독성학(Nanotoxicology) [3]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하나인 나노기술의 최종산물이 나노물질에 대한 독성기전과 독성을 저감
화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공부한다.

1B7115 퇴행성뇌질환의 이해(Understanding of neurodegenerative diseases) [3]
노인성 뇌질환 및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기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기존 치료약물의 종류
에 대해 공부한다.

1B7116 뇌질환 연구방법론(Methods in Brain diseases) [3]
다양한 뇌질환에 대한 기전 및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 방법들과 이들 방법들에 의해 밝혀지
고 발견된 뇌질환 관련 기전 및 치료 방법 등을 공부한다.

1B7124 독성병리학 각론(Advanced Toxicologic pathology) [3]
대상 장기 중심의 독성병리학적 변화를 공부하고 각자의 연구에 독성병리학적 실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B71225 신경생물학 특론 I (Advanced Neuro-biology I) [3]
신경의 발생부터 고등 신경생리까지 신경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의 신경생리에 대하여 공부
한다.

1B7126 신경생물학 특론 II (Advanced Neuro-biology II) [3]
신경의 발생부터 고등 신경생리까지 신경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의 신경생리에 대하여 공부
한다.

1B7127 뇌신경약리학 I (Neuropharmacology I) [3]
신경전달물질의 조절에서부터 신경세포 내부의 신호전달 조절을 통한 다양한 신경정신질환의 약
물 치료 원리에 대해 공부한다.

1B7128 뇌신경약리학 II (Neuropharmacology II ) [3]
신경전달물질의 조절에서부터 신경세포 내부의 신호전달 조절을 통한 다양한 신경정신질환의 약



물 치료 원리에 대해 공부한다.
1B7405 고급의약품합성론 (Advanced Synthesis of Drugs) [3]

치료제로 사용하는 의약품의 합성과 설계에 대한 유기합성의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고자한
다. 

1B7440 아미노산 화학 (Amino Acids Chemistry) [3]

아미노산의 특이성과 펩타이드 결합반응에 관하여 학습하고 펩타이드 모방체 연구를 위한 
저분자 펩타이드 화합물의 합성법을 강의한다.

1B7456 펩타이드 모방체학 (Peptide Mimetics) [3]

생리활성 효소의 활성화 자리의 억제제인 모방체의 설계와 합성에 관한 기본 원리를 강의
한다.

1B7458 항바이러스 의약품 개론 (Introduction of Antiviral Drugs) [3]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의약품의 합성과 항바이러스 신약 개발에 관 
전문 지식을 다루고자한다.  

1B7459 핵산화학 I (Nucleoside Chemistry I) [3]

Nucleosides의 기초이론과 이들의 합성법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1B7460 핵산화학 II (Nucleoside Chemistry II) [3]

항바이러스 치료제로서 핵산 모방체의 설계 및 합성에 관한 강의하고자 한다.
1B7463 약리학특론Ⅰ (Advanced pharmacology I) [3]

기 개발된 의약품의 작용 기전을 바탕으로 질환 치료제 개발의 타깃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다루고자 한다.

1B7464 약리학특론Ⅱ (Advanced pharmacology Ⅱ) [3]

기 개발된 의약품의 작용 기전을 바탕으로 질환 치료제 개발의 타깃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다루고자 한다.

1B7465 신경약리학특론Ⅰ (Advanced neuropharmacology I) [3]

신경계 질환에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작용 기전을 학습하고 신경계질환 신약 개
발 과정을 학습하고자 한다.

1B7466 신경약리학특론Ⅱ (Advanced neuropharmacology Ⅱ) [3]

신경계 질환에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작용 기전을 학습하고 신경계질환 신약 개
발 과정을 학습하고자 한다.
 

<건강과학과 건강관리학전공>

1B7201 뇌신경심리학 (Neuropsycholohy) [3]
신경체계의 구조와 그 기능을 이해하고,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기능손실과 관련 질환을 
이해한다. 

뇌기능측정 방법론 심화 (Advanced Assessment Methods of Brain Functions) [3]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뇌기능 측정을 위한 신경행동학적 검사도구들과 영상
의학적 도구들을 학습 한다. 

MRI 뇌영상기법의원리와방법론 (Magnetic Resonance Brain Imaging: Principles and Methods) [3]
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자기공명 뇌영상 기법의 원리와 방법을 학습한다.

환경 독성물질과 퇴행성 뇌질환 (Environmental Toxins and Neurodegenerative Disorders) [3]
산업독성물질을 포함한 환경독성물질이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퇴행성 뇌질환 
발병 위험과의 상관관계를 공부한다. 



1B7330 건강증진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of Health Promotion) [3]
건강증진에 관련한 최신 연구의 메타분석 및 계통 리뷰를 통하여 연구의 기법을 논의하고 이들 
연구기법들을 응용하여 각각의 하위학문분야에서 어떠한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례별로 
토의한다.

1B7336 노화 신경과학(Neuroscience of Aging) [3]
노화과정과 관련해서 임상, 행동 및 신경과학적 측면을 소개하고 주요 연구 주제들을  논의한다. 
이 과목에서 다룰 내용은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드러나는 기억 및 다른 인지 능력의 감퇴, 파킨
슨 질환 및 알츠하이머 질환과 같은 신경적 변성 조건들이다

1B7406 근골격계역학 기초 및 심화(Basic and advanced study in Musculoskeletal Mechanics) [3]

인체의 근골격계 및 다양한 연결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 및 활동과 비활동에 따
른 이들의 발달, 피로, 손상과 관련된 그 특성에 대한 기초 및 심화 이론을 배우는 것이
다.

1B7422 생체역학 연구방법 기초(Basic Methods in Biomechanics) [3]

인체 움직임과 관련된 생체역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실험도구와 세팅, 그 구조와 기능, 작
동방법과 관련된 이론적 이해와 실제 실험을 통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의 기초 과정
을 배우는 것이다.

1B7423 생체역학 연구방법 심화(Advanced Methods in Biomechanics) [3]

인체 움직임과 관련된 생체역학 연구에서 실제 실험을 통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험 후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의 고급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1B7350 생체역학의 선형-비선형 분석(Linear & Nonlinear analysis of Biomechanics) [3]

정역학, 동역학, 역동역학, 근전도 분석에서 산출되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데이터를 
선형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수학적 개념의 기초 학습과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응용능력 
배양을 위한 전과정을 습득한다.

1B7436 신경근역학과 근전도 분석(Neuromuscular Mechanics and Electromyographic Analysis) [3]

인체의 움직임 발생 시 신경과 근육의 회로에 대한 이해 및 근전도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신경 자극에 대한 근육의 반응에 대한 근육 내 전기적 변화 및 특성을 검출하는 방법과 분
석하는 과정을 습득한다. 

1B7447 운동생체역학 기초 및 심화(Basic and advanced study in Exercise Biomechanics) [3]

일상생활 기본 동작 및 스포츠 동작과 관련된 인체의 움직임에 대한 제반 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초 이론부터 심화된 이론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것이다.

1B7451 임상생체역학 기초 및 심화(Basic and advanced study in Clinical Biomechanics) [3]

인간의 직립자세 및 자세 제어, 보행과 관련된 행동 패턴,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보
를 발견하여 임상 및 생활환경에 응용함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응용 
임상 생체역학의 기초 및 심화 이론을 배우는 것이다.

노화과학개론 (Geroscience) [3]
노화현상과 노화관련 질환들에 대한 분자세포생물학적 기전을 소개하여 기초를 다지고, 노
화과학 연구의 최신 지견을 소개함으로써 노화과학 연구에 대해 학습한다.

대사생화학 (Biochemical principles of metabolism) [3]
생명체의 생리에 필수적인 물질 대사의 기본 개념과 생체 물질의 대사과정을 분자수준에서 
심도있게 이해하며 그 생리적 중요성 및 인체 조절 기능을 학습한다.

노화생리학 (Physiology of aging)                                                        [3]
노화에 따른 세포 및 조직 수준에서의 변화와 그와 관련된 분자수준의 기전을 이해하며, 
이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노인에게 나타나는 생리적 노화 및 병리적 노인성 질환에 대해 
학습한다.



노화분자생물학 I (Molecular biology of aging I)                                           [3]
생명현상관련된 분자수준에서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하고, 노화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며 
그를 기반한 다양한 치료 기술에 대한 정보를 분자생물학적으로 조망한다.

노화분자생물학 Ⅱ (Molecular biology of aging Ⅱ)                                        [3]
생명현상관련된 분자수준에서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하고, 노화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며 
그를 기반한 다양한 치료 기술에 대한 정보를 분자생물학적으로 조망한다.

수면과학개론 (Introduction of Sleep Science)                                            [3]
수면의 단계별 특성과 수면이 생리적, 대사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각각의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학습하고 연구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수면을 측정할수 있는 수면다원검사 및 생체로그기반의 
수면 측정 방법론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배운다.
운동과 뇌과학특론 (Advanced exercise and brain science)                                [3]
 운동과 퇴행성 뇌질환 및 뇌기능에 관련한 연구주제들을 논의한다.  또한 운동시의 뇌기능을 
뇌파기기 및 뇌근적외선 분광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운동시의 뇌영상분석에 대한 이해를 
배양하고, 운동의 형태 및 운동중재가 뇌기능의 개선에 미치는 기전에 대하여 배운다.
노화 운동과학세미나 (Aging and Exercise Science Seminar)                               [3]
노화에 따른 심신의 퇴행 개선을 위한 운동과학적 연구주제에 대하여 논하고 최근의 연구리뷰를 
수행한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세포노화, 심신 기능의 퇴행에 대한 제반지식을 학습하고. 노인성 
질환의 조기예방 및 조기 스크리닝을 위환 운동과학적 기법에 대하여 배운다. 
스마트헬스케어연구법 세미나 (Smart Healthcare Study Seminar) [3]
예방중심의 맞춤형 스마트헬스케어의 최근 이론 및 적용방법에 관해서 탐구하며, 실제 생체로그 및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리빙데이터 및 메디컬 데이터를 평가하고 이를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할수 있는 연구법에 대하여 배운다.  
운동생리학 및 운동처방 특론 I (Advanced of Exercise Physiology and Prescription I) [3]
운동 및 신체활동 수행시의 에너지대사시스템, 심장, 근골격계, 신경계의 생리학적 변화에 대한 
제반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유산소 운동 및 무산소 운동의 운동의 형태, 기간, 빈도 등의 다양한 
상황속에서의  인체내의 생리학적 반응에 주는 이점에 대하여 배운다. 
운동생리학 및 운동처방 특론 Ⅱ (Advanced of Exercise Physiology and Prescription Ⅱ) [3]
운동 및 신체활동 수행시의 에너지대사시스템, 심장, 근골격계, 신경계의 생리학적 변화에 대한 심화 
이론을 이해하고, 생리학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운동처방의 디자인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신체활동 분석론 (Analysis of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3]
일상신체활동을 통한 인체내의 변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신체활동의 패턴과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생체 로그 및 신체활동의 측정 평가 및 
질환예방을 위한 적용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1B7801 석사논문연구 (Thesis for the Master’s Degree) [2]
 석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이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의 계획 및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실제적 실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실험 설계 방법에 관
한 기본 개념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실험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수한 학술 논문을 작성하
거나 발표하는 방법 등을 익히도록 한다.                     

1B7901 박사논문연구1(Thesis Research for the Doctoral Degree 1) [2]
박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이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의 계획 및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실제적 실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실험 설계 방법에 관
한 기본 개념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실험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수한 학술 논문을 작성하
거나 발표하는 방법 등을 익히도록 한다. 

1B7902 박사논문연구2 (Thesis Research for the Doctoral Degree 2) [2]
박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이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의 계획 및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실제적 실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실험 설계 방법에 관
한 기본 개념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실험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수한 학술 논문을 작성하



거나 발표하는 방법 등을 익히도록 한다. 

<건강과학과 식품영양학전공>

1B7402 IoT기반 영양관리 연구(IoT based Precision Nutrition) [3]

4차산업 분야의 대표적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개인별 상태, 질병, 선호도를 종합적
으로 고려한 맞춤형 식단의 후보 추천 및 제공 기술에 대한 최신연구동향을 습득한다.

1B7407 급식경영학특론(Advanced Food Management) [3]

학교급식, 병원급식, 기업체급식의 경영조직 연구, 외식업소, 호텔, 사회복지시설의 경영과 효율 
연구, 회직기업체의 인력관리, 이윤추구연구, 각 급식소의 인력관리, 품질관리연구를 다룬다.

1B7408 기능성식품소재개발디자인(Nutraceuticals Designing) [3]

기능성 식품 원료 소재 발굴, 생리활성 평가, 생리활성 기전 및 지표 성분 연구 등 기능성 시품 
소재 개발 관련 전반적인 과정의 이해와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한다.

1B7411 노화연구세미나(Seminar in Aging Research) [3]

노화관련 최신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 토의한다. 
1B7412 노화와영양(Aging and Nutrition) [3]

노화의 기전을 다루어 영양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1B7414 바이오푸드테크놀로지연구(Study of Biofood Technology) [3]

바이오푸드 생산 기술인 미생물 응용 및 유전자 재조합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1B7421 생애주기 맞춤 영양정보(Personal Nutrition of Life Cycle) [3]

전 주기별(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등)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양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식생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B7429 식사요법특론(Advanced Dietetics) [3]

다양한 질병의 병태 및 영양원리를 이용한 치료식에 대한 이론과 실제응용에 관하여 연구한다. 
1B7430 식품과질병관리 (Food and Disease Control) [3]

각종 질병 시에 나타나는 생체내의 변화 및 영양소 요구량의 변화를 토대로 각 질병에 맞는 식품
을 살펴보고 이들의 체내 대사과정에 대하여 강의한다. 

1B7431 식품미생물학특론(Advanced Microbiology) [3]

본 강의는 식품에 주로 이용되는 세균, 효모 및 곰팡이의 분류, 생리, 식품미생물의 생육에 미치
는 환경요인 등을 주로 강의한다. 

1B7432 식품영양세미나(Seminar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3]

식품학 및 영양학의 전공연구의 최신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 토의한
다. 

1B7433 식품위생시스템연구(Food Defense System) [3]

식품에서 기인되는 식중독 및 부패에 관련된 유해미생물, 화학식품첨가물의 사용으로 인한 잔류
독성문제 및 식품 성분 간 물리 화학적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독성 물질의 원인 및 예방에 관하여 
연구한다.

1B7434 식품첨가물특론 (Advanced Food Additive) [3]

식품의 저장 및 가공 중에 사용되는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종류, 성질, 사용제한 등에 관하여 강의
한다.  

1B7435 식품화학특론(Advanced Food Chemistry) [3]

식품의 저장 및 가공 중에 사용되는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종류, 성질, 사용제한 등에 관하여 강의



한다.  
1B7439 실버영양레올로지연구(Rheology of Carefoods) [3]

고령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식품의 성상 및 물성에 대한 기준, 측정방법 등의 이론과 실제 
응용에 관하여 연구한다.

1B7442 영양 대사체학(Nutritional Metabolomics) [3]

영양 상태 또는 영양 변화에 따른 생체 시료(혈액, 뇨, 대변과 신체 조직 등)에 있는 대사들의 
변화를 이해하고 질병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1B7443 영양과대사조절(Nutrition and Metabolic Regulation) [3]

각종 영양소와 영양소의 대사산물이 생체 내 대사과정 및 대사조절에 관하여 학습한다.  
1B7444 영양생리학특론(Advanced Nutritional Physiology) [3]

생체 내 각 영양소의 흡수와 저장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개체나 각 기관의 기능을 알아보고, 
그 기능을 나타내게 하는 기준을 각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상관관계를 생물학 및 물리화
학적인 지식의 기초로 습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1B7445 영양통계학(Advanced Statistics Food Science & Nutrition) [3]

식품영양학 연구의 필수적인 통계처리의 이론에 관하여 강의한다.
1B7446 영양화학특론 (Advanced Nutrition Chemistry) [3]

생체의 기본요소, 생화학적인 변화, 노화와 면역체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B7452 임상영양학특론 (Advanced Clinical Nutrition) [3]

생체의 병적상태에 있어서, 영양관계와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병 시 관찰되는 영양상태, 
생화학적 변화 및 질병 발생기전과 영양과의 관계에 대해 이론을 기초로 한 임상적 현상까지 포
함하여 이해하고, 질병치료에 영양학적 대책인 식사요법을 습득케 함이 그 목적이다.

1B7455 최신식품분석기법(Instrumental Analysis for Food Science and Nutrition) [3]

식품 및 화학분석에 필요한 분석 기구 전반에 걸쳐 그 작동원리, 사용방법 및 데이터 해석을 습득
하게 하여, 강의수강과 실험에 지장이 없도록 함이 그 목적이다. 

1B7457 푸드서비스시스템관리(Food Science System Management) [3]

다양한 형태의 푸드서비스 시스템을 파악하고, 관리 이론을 바탕으로 푸드서비스시스템의 효율
성 향상 방법을 모색한다.

<건강과학과 생명과학전공>

1B7401 DNA손상과회복(DNA Damage and Repair) [3]

DNA 손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과, DNA에 생긴 손상을 인지하고 정상으로 복구시키는 메커
니즘에 대해 연구하고 이러한 기작에 이상이 생기면 발생할 수 있는 유전학적/후생학적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1B7403 고급미생물학 (Advanced Genetics) [3]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하여 DNA를 재조합하거나 융합하여 미생물 유전자를 증폭한 후 이들이 어
떻게 형질발현이 되는지를 조사하고 그것의 유용성을 연구한 후 대량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공
부한다.

1B7404 고급유전학(Advanced Genetics) [3]

유전현상의 기본개념을 확립하고, 특히 분자론적 입장에서 유전학 전반에 대하여 연구한다.
1B7409 기능유전체학특론(Advanced Functional Genomics) [3]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총체적인 연구분야로서 유전체(genome)의 기능적 대상인 프로테옴
(proteome)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1B7413 대사체학(Metabolomics) [3]



대사과정을 이해하고 생체 시스템에서 다양한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 또는 환경적인 조건에서 일어
나는 대사체군(metabolome)의 패턴과 농도 등의 분석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1B7415 분자발생특론(Current Developmental Biology) [3]

유전자 차등 발현에 의한 세포 운명의 결정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적 상세히 연구되어 
있는 초파리 및 포유 동물의 체축 형성을 대상으로, 관련 유전자의 cloning, 유전자 산물의 상호
작용, 유전자 발현 조절의 메카니즘 등을 다룬다.

1B7416 생명과학세미나Ⅰ(Life Science Seminar I) [3]

유전학, 유전체학 관련 최근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발표하게 함으로써 전공분야의 논문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B7417 생명과학세미나Ⅱ(Life Science Seminar II) [3]

분자생물학, 면역학 관련 최근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발표하게 함으로써 전공분야의 논문작성
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B7418 생명과학세미나Ⅲ(Life Science Seminar III) [3]

생화학, 세포체학 관련 최근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발표하게 함으로써 전공분야의 논문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B7419 생물정보학개론 (Basic Bioinformatics) [3]

DNA, 단백질 정보의 검색 및 분석, 생물학 문헌 정보의 검색 및 분석 과정의 이해와 생물 정보학
의 최근 연구 동향 및 전망을 다룬다.

1B7420 생물통계학개론(Basic Biostatistics) [3]

생물 자료의 분석, 이해에 필요한 고급 통계 처리 방법론 및 그 해석을 다룬다.
1B7426 생화학특론(Current Biochemistry) [3]

수용체 및 이온 통로의 구조와 조절작용을 다루며 이들로부터 흐르는 신호경로의 인자들에 대한 
분자적 조절기작을 강의한다. 그리고 효소(Enzyme)들의 화학구조, 기능 및 응용에 대한 원리와 
관련 대사경로, 그 의미 등을 강의하고 그 연구를 위한 현대 기술도 다룬다. 

1B7428 세포주기와 암발생(Cell Cycle and Oncogenesis) [3]

효모에서 인간까지의 모든 진핵생물(eukaryotic organisms)에서 일어나는 세포분열 과정 즉 세
포주기(G1-S-G2-M)를 제어하는 유전자와 단백질을 공부하고, 이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세포
가 분열을 멈추지 않고 무한정 분열하는 암 세포 같은 염색체 변이로 이어질 수 있다.  

1B7441 암생리학(Cancer Physiology) [3]

종양유전자에 의한 암발생 과정에 수반되는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밝히고 신호전달체계 및 조절
인자의 변화를 이해한다.

1B7448 유전자발현과기능(Gene Expression and Function) [3]

DNA의 복제, 염색체의 안정성, 유전자의 적용성 등과 복제 및 복제 후 그리고 전사 및 전사 후의 
조절들을 주로 다룬다.

1B7450 유전체학특론(Advanced Genomics) [3]

Genomics는 기술적으로 DNA나 RNA를 시료로 사용하여 수행하는 기술들을 내포하는 용어로서, 
최근의 유전 정보의 수집, 체계적 분석, 발굴을 수행하는 연구 분야를 포괄적으로 공부한다.

1B7453 줄기세포생리학(Stem Cell Physiology) [3]

세포분화에 관여하는 내생적, 외생적 조절기구 및 유전자의 차등적 발현기작을 연구한다.
1B7454 최신면역학특론(Current Immunology) [3]

면역의 원리와 그 연구 방법들을 이해하고 항원과 항체의 반응, 면역분석(Immunoassay), 면역글
로블린의 구조와 작용, 면역 체계를 지배하는 유전자, 항체의 형성과정, 세포 면역
(Cell-mediated immunity), 보체(Complement), 내성(Tolerance) 및 이식(Transplantation) 등



을 다룬다.
1B7461 현대생물학특론(Hot Topics in Life Sciences) [3]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대 생물학의 동향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각 세부 분야별로 최근 동향에 대
한 강의 및 분야의 전망을 다룬다.

1B7462 분자생물학특론(Current Molecular Biology) [3]

DNA 복제, 유전적 재조합, DNA Repair, 유전자 구조와 기능, Transpossable elements, 유전자 
발현의 조절, Chromatin의 구조와 그 복제, Oncogene 등을 다룬다.

1B7427 세포신호전달경로(Advanced Cellular Signalling Pathways) [3]

세포는 다양한 분자적 단백질의 변형과 결합을 통하여 그 기능을 나타낸다. 세포의 내·외부 분자생물
학적 신호전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와 신호전달로 인한 세포의 성장, 사멸, 분화 등의 구체적 변화까
지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질환면역학특론 (Advanced Disease Immunolgy) [3]

종양면역, 자가면역, 감염면역 질환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질환 특이적 면역시스템 변화를 조직, 세포,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이것을 조절할 수 기전 탐구와 치료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건강과학과 임상영양전공>

고급영양이론(Advanced Nutrition) [3]
임상영양에 적용되는 영양소의 소화, 흡수, 체내기능, 대사과정을 이해하고 영양소 대사 이상과 
질환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영양관리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병태생리학(Pathophysiology) [3]
질환의 발생원인과 기전, 관련증상 및 진단검사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영양치료 대상자
를 평가하고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임상영양치료Ⅰ(Clinical Nutrition Therapy Ⅰ) [3]
임상영양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소양을 알고, 임상영양치료 각 분야에 적용되는 영양관리
과정(Nutrition Care Process, NCP)을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또한 
영양불량, 비만,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간질환 및 연하장애의 임상영양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대상자에 따라 적절한 임상영양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임상영양치료Ⅱ(Clinical Nutrition Therapy Ⅱ) [3]
신장질환, 암, 중한좌, 임신부, 소아, 노인의 임상영양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경장영양 및 정맥영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대상자에 따라 적절한 임상영양치
료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Advanced Nutrition Counseling & Education) [2]
영양상담 및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의 식행동 변화를 통한 영양상태 개선, 건강증진에 목표를 두
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식행동 변화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이론 실제에 대해 다룬다. 구체적으로 
식행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행동설명이론을 익히고 영양교육과 상담에 필수적인 의사소통, 상
담 기법, 행동수정 방법, 교육 방법에 대해 학습한, 그리고 영양교육과 상담에 활용되는 도구와 
매체에 대해 학습한다. 이외에 병원 등 현장에서 수행되는 영양교육과 상담의 실제를 살펴보아, 
영양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계획, 효과적인 교육과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
다.

임상영양연구(Clinical Nutrition Research) [2]
본 교과목은 영양과 관련하여 임상영양연구를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연구방법론에 대
하여 학습하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연
구수행능력을 고양하도록 한다. 학습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상영양연구의 최
신 논문을 검토하면서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기술 등 표현방법 능력을 기른다.

임상영양실습Ⅰ(Clinical Nutrition Practice Ⅰ) [2]



영양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신체를 계측하고, 식사섭취량을 조사하는 방법을 실습함
으로써 임상영양치료를 하기 위한 대상자의 영양상태를 직접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임상영양실습Ⅱ(Clinical Nutrition Practice Ⅱ) [2]
입원환자의 영양판정을 실시하여 영양불량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치료
식 설명, 환자식 식단 작성을 실습한다.

임상영양실습Ⅲ(Clinical Nutrition Practice Ⅲ) [2]
질환별 환자의 병태생리를 이해하여 환자에게 적용되는 교육자료를 개발하며, 치료식 식단제공
과 함께 NCP에 따른 개별 임상영양치료를 실습한다.

임상영양치료Ⅳ(Clinical Nutrition Practice Ⅳ) [2]
질환에 맞게 NCP 모형에 따라 이에 근거한 임상영양치료를 실시하며 다양한 매체를 효율적인 
집단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