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명공학

주관캠퍼스 소개

Food Biotechnology

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산업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증가하

한국식품연구원은 1988년에 설립된 국내유일의 식품분야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선도적 식품과학 기술을 통하
는 대사성 질환예방을 위한 식품의 영양기능성 및 건강식이 연구와, 국민에게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차세대
식품안전유통기술 개발,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적 식품 및 바이오 신소재 개발, 식품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강소형 식품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생명공학, 사물인터넷(IoT), 뇌과학 등을 접목한 미래선도형 기술개발사업과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 영양식이분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한국식품연구원 스쿨은 연구원의 중점 특화연구 분야, 최첨단 연구시설, 우수한
교육 연구환경 및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으로 글로벌 식품생명공학 전문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한국식품연구원 스쿨
www.kfri.re.kr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한국식품연구원
Tel : 063-219-9200
Fax : 031-219-9876

전공 개요
식품생명공학 전공은 식품학, 분자생물학, 식품미생물학, ICT 등 BT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식품분야 미래핵심원천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식품의 인체 건강항상성 유지와 생리활성에 대한 분자기전, 식품성분의 생물학적･물리화학적 기능성에
대한 이해, 식품의 안전성평가기술, ICT 활용 품질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계측기술 등을 다루는
세부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 대한 현장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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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The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KFRI),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established in 1988 is leading in improving the people’s health and quality of life, and
development of national food industry through leading food science and technology. KFRI
carries out research with the emphasis on solving social issues such as food functionality
related to metabolic syndrome increased in aging society, food safety, and food material
technology for new market cre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emerging and original
technologies, various industrial supporting systems to establish public-based technologies
for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s strategic goals. We also spearheading research on
futuristic technology development that combines food-biotechnology, internet (IoT) and brain
science, and personalized food based on nutrigenomics.
UST-KFRI School strives to foster global professionals specializing in food biotechnology
research and food industry by providing

a cutting edge research facilities, educational

environment, a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 and student welfare programs.

INTRODUCTION OF MAJOR
Food Biotechnology major aims to nurture human resources specialized in the future core
technology tha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BT convergence technologies such as food science, molecular biology, food microbiology
and ICT. To this end, this major provides in-depth curriculums, particularly in understanding
human health and physiological activity of foods, studies on biological, chemical, and physical
functional properties of foods (materials and compounds), food processing, food quality, and
food safety. With the core technologies, it is going to conduct field-oriented training for eac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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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건강한 인류 실현에
기여하는 세계적 식품
R&D 전문 인력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식품바이오 R&D 융합 핵심인재 양성
식품생명공학 융합기술 교육역량 강화
식품생명공학 특화 전문 교육프로그램 확보

연구부문

식품생명공학기반 R&D 방향 이해 및 기술 확보
융복합 기술의 연구분야 활용 능력 함양
국가 식품 R&D 연구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연구역량 강화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식품관련 R&D 전문성 확보
체계적 교육시스템 관리 및 내실화
교육 인프라구축을 위한 협동강의 강화
우수교원 및 학생 유치, 학생처우개선, 학생해외역량프로그램 강화

연구부문

국가 R&D 사업에 참여를 통한 실질 연구 경험 확보
첨단 전문 시설 및 장비의 활용할 경험 및 융복합 기술 접목
학제간 융합 및 응용기술 연구환경 조성

졸업 후 진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대･중소기업 취업, 박사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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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D GOALS
LONG TERM VISION

Training global food
R & D researcher
contributing to the
healthy humanity

DEVELOPMENT GOALS
Education

Cultivate key human resources for food bio R&D convergence

sect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education technology for food biotechnology
convergence
Obtain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 in food biotechnology

Research

Understanding and technology acquisition of R&D based on food

sector

biotechnology
Cultivating the ability to utilize the convergence technology
Strengthening the research capacity of national food R&D research and
advanced technology

STRATEGIES AND TASKS
Education

Gain food-related R&D expertise through field-oriented education

sector

Systematic education system management and improvement
Strengthen cooperative lectures to build educational infrastructure
Attracting qualified teachers and students, improving student treatment,
strengthening overseas student competency programs

Research

Real experience of research through participation in national R&D

sector

projects
Experience to utilize advanced facilities and equipments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and applied technology research environment
creation

AFTER GRADUATIO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y, Major companies, PhD course

The Leader of Creative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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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농림･수산
∙ 생명과학
∙ 식품영양학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필수

식품학특론 | Advanced Food Science

(Major)

선택

식품화학특론 | Advanced Food Chemistry
기능성식품학특론 | Advanced Health & Functional Food
식품생화학특론 | Advanced Food Biochemistry
식품미생물학특론 | Advanced Food Microbiology

학부 선수 권장과목

식품분석학 특론 | Food Analysis

∙ 식품화학

실험설계법 | Experimental Design

∙ 생화학

생명공학기기분석 | Instrumental Analysis in Biotechnology
세포분자생물학 | Cellular and Molecular Biology
인체영양생리학 | Human Nutritional Physiology
식품면역학특론 | Food Immunology
식품위생학 특론 | Advanced Food Hygiene
영양유전체학 | Nutrigenetics & Nutrigenomics
식품안전성평가특론 | Advance Food Safety Assessment
식품저장유통학특론 | Advanced Food Storage and Distribution
세미나

식품공학 세미나 | Seminars on Food Technology

(Seminar)

식품기능성 세미나 | Seminars on Food Safety Research
식품안전 세미나 | Seminars on Food Safety
Emerging Foodtech 세미나 | Seminars on Emerging Food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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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식품분자생물학 | Molecular Biology
식품생명공학세미나1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 Seminars on food Biotechnology
식품생명공학세미나2

세포분자생물학 | Cellular and Molecular Biology
식품공학 세미나
| Seminars on Food Technology

▶

| Seminars on Food Biotechnology

••

부 록

식품기능성 세미나
| Seminars on Food Safety Research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발효식품학 특론 | Advanced Fermented Food Science

▶

미생물학특론 | Current Microbiology

식품생물공학 | Food Biotechnology & Bioengineering

▶

식품생화학특론 | Advanced Food Biochemistry

식품신소재학 특론 | Advanced Novel Food Materials

▶

기능성식품학특론 | Advanced Health & Function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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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전공과목
Major Course

식품미생물학특론
Advanced Food Microbiology
본 강의는 식품미생물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미생물의 일반특성, 식품별

기능성식품학특론
Advanced Health & Functional Food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필요한 요소기술, 즉 천연물 및 식품의 활성물질과
이들의 효율적 추출방법, 효능평가 및 작용기전,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과 천연물 및 식품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This lecture provides extensive knowledge on the regulation,
approval, standards, efficacy and molecular mechanism of functional

주요 미생물, 부패미생물, 식중독 미생물, 발효미생물 및 식품미생물제어에
대해 강의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overall knowledge about
food microorganisms. This course deals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icroorganisms, microorganisms in foods,
spoilage microorganisms, pathogenic microorganisms,
microorganisms in food fermentation and the control of food
microorganisms.

food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

식품분석학 특론
생명공학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in Biotechnology
생리활성, 대사체분석, 유전자 분석 등에 필요한 생명공학분야 관련
분석기기들의 원리 및 응용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최신기술동향 파악을
위한 강의
This lecture provides extensive understanding on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instrumental analysis for biochemical and molecular
biology research. Topics include various instruments for
chromatography, molecular biology, genetic engineering, molecular
structure determination and latest trends about instrumental
analysis in biotechnology

세포분자생물학
Cellular and Molecular Biology
식품 및 영양물질의 세포 내 또는 세포 간 작용기전을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 생명현상과의 연결을 규명하는 지식을 습득하기위한 강의

Food Analysis
식품 중 미량영양성분을 정성, 정량 할 수 있는 기초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전처리에 필요한 식품 구성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 추출과정 중 단위조작공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기분석에 필요한
컬럼분리이론, 분광학, 질량분석이론, 분석데이터처리를 위한 통계기법
등을 강의 한다.
In this subject, students will study the basic principle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minor components in food and food
materials. They will study the methods for sample preparation,
extraction, separation, concentration and detection for food analysis
based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arget components.

식품생화학특론
Advanced Food Biochemistry
식품 중 미량영양성분을 정성, 정량 할 수 있는 기초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전처리에 필요한 식품 구성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 추출과정 중 단위조작공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기분석에 필요한
컬럼분리이론, 분광학, 질량분석이론, 분석데이터처리를 위한 통계기법

식품면역학특론

등을 강의 한다.

Food Immunology

In this subject, students will study the basic principle of quantitative

생체의 방어기구 및 항상성유지에 관여하는 면역현상(반응)은 의학뿐만

and qualitative analysis of minor components in food and food

아니라 생명과학의 기본문제로 매우 중요하다. 본 강의에서는 면역전반에

materials. They will study the methods for sample preparation,

걸쳐서 기초지식을 배양 하고 면역학적인 연구방법과 식품 및 생명과학에의

extraction, separation, concentration and detection for food analysis

응용을 강의한다.

based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arget components.

A class to learn the immune functions and immunological methods
by various immune responses in basic and applied immu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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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성평가특론

식품화학특론

Advance Food Safety Assessment

Advanced Food Chemistry

식품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점치 증대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식품

식품의 주요성분인 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량원소 등의 구조적

생산/유통과 관련된 제반 안전성 문제, 국내외 위해성 평가 및 위해

특징 및 물리ㆍ화학적 성질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 저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가공 중 발생하는 다양한 화학반응과 변화를 이해한다. 식품구성성분의

The social concern about food safety has increased. In this course,

특성을 이해하여 실제 식품소재의 저장ㆍ가공ㆍ기능 및 영양생리적 작용을

the various issues, safety evaluation methods and management

보다 유효하게 활용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for food safety will be discussed.

Developement and understanding of basic properties of individual
food components, water, protein, carbohydrate, lipids, minerals and

식품위생학 특론
Advanced Food Hygiene
식품의 제조 및 가공 단계에서 오염되어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등에 대한 지식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 지식

vitamins, and discuss how they contributes to the overall quality
of foods by a recognizing their reaction and mechanisms. Achieve
an understanding of the chemical changes that take place with
food components during processing and storage. Be capable of
designing and developing application techniques of food

등을 사례제시 및 분석을 통하여 이해를 돕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됨.

components through understand important food chemistry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tend knowledge on the biological,

principles.

chemical, and physical hazard in food for graduate student. To
accomplish purpose of this course, several cases related on current
food-borne disease issues such as foodborne illness and

실험설계법

intoxication, and hygiene management systems will be studied.

Experimental Design
전문연구자의 필수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험설계의 개념과 구체적 기법을

식품저장유통학특론
Advanced Food Storage and Distribution

익히도록 함. 이를 위해 각 실험설계 기법의 이론을 먼저 익히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습을 실시함

식품의 저장유통과정중 품질변화, 선도유지기술 및 미래식품시스템에 대한
최근 연구사례와 산업계 응용 기술을 이해하고 배우게 된다.

영양유전체학

Advanced Food storage and distribution includes food quality

Nutrigenetics & Nutrigenomics

change, freshness prolongation technology and future food system.

유전학 및 분자생물학의 개념 및 식품분야 연구 활용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목적으로 함. 섭취 식이에 의한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과 유전적 요소에

식품학특론
Advanced Food Science
식품의 역할, 기능 및 주요 구성 성분과 각 성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식품과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Understand the role of food, its fun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major ingredients and their respective properties to gain

의해 동일 섭취 식이에 대한 다양한 생리적 변화에 대한 이해, 후성유전체와
식품과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 식품과 complex syndrome에 대한 이해,
질병유발 유전자 발굴 기법,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분석 기법 등을 강의
한다.
This lecture provides advanced knowledge on the genetics and
genomics and the application to nutritional research.

knowledge of the food science.

인체영양생리학
Human Nutritional Physiology
인체를 구성하는 여러 기관과 세포가 생리, 화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지를 습득하고자 한다. 또한 생체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의 생리적 기능 및 섭취에 따른 대사조절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Understanding the physiological needs of our cells helps us
understand why food has such an impact on overall health. This
course deals with how we obtain the needed energy, how we
utilize nutrients and how all this is related to health an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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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Seminar Course

Emerging Foodtech 세미나
Seminars on Emerging Foodtech
본 Emerging Tech 세미나에서는 식품과 바이오지식함량을 위한 다양한
학술활동에 참여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food biotechnology through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current
research trends.

식품공학 세미나
Seminars on Food Technology
본 강의는 식품공학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술활동과 발표회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여 기초 지식을 쌓고자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overall knowledge about
food research tools. Students will participate scientific meeting
and workshop and also give a presentation in seminar.

식품기능성 세미나
Seminars on Food Safety Research
본 식품기능성세미나에서는 식품과 바이오지식함량을 위한 다양한
학술활동에 참여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food biotechnology through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current
research trends.

식품안전세미나
Seminars on Food Safety
본 강의는 식품안전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술활동과 발표회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여 기초 지식을 쌓고자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overall knowledge about
food research tools. Students will participate scientific meeting
and workshop and also give a presentation in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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