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알아보기
바이오메디컬공학 :

이

한 삶을 위한 공학

공학이란?

바이오메디 공학은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들을 이용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DNA 조작, 복제인간, 수명연장과 같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현실로 바

이

공학

수 있는 학문입니다.

구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혁신적인 바이오메디

기술을 창조합니다. 실험실 연구

성과가 현장에 활용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구 분야
바이오메디

이미 ,

인지공학, 재활 및 재생공학, 개인맞

및 바이오인포메틱스, 디지

형 진단 및 치료, 게

스케어

과
인체해부생리학, 의공학개론, 의료기기학, 생체계측 및 실험, 의료 기기학, 데이터
베이스 및 실습, 컴퓨터네트워크 등

졸업 후 진로
정보바이오융합대학

대학 교수, 생명과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과 기업체 분야에서는 의약, 환경, 식품,
비료, 유제품,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체, 바이오기기 회사 등으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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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하기
스 트

경 로 보는

로

상

※ 실험원리
점거리가 짧은 대물 즈를 물체 가까이

으로써

얻어진 1차 확대된 실상을 접안 즈로 다시 확대하
는 원리입니다. 상이

히고 확대하는 것은 물체와

대물 즈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변해도 바른 상을
지 못할 정도로 예민하기 때문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 스마트폰 현미경 키트 , 슬라이드 글라스, 커버 글라스, 테이프, 스포이드,
핀 , 영구프레파라트 키트
1. 실험과정

1) 설명서에 쓰인 순서에 맞춰 밑판, 스마트폰 거치대, 프레파라트 거치대를 종이
에서 조심스 게 뜯어 니다.
※ 힘을 많이 주어 뜯을 경우 종이가

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정보바이오융합대학

2) 밑판을 접는 선에 따라 잘 접어준 후 테이프나 풀을 사용하여 밑판을 완성시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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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 거치대도 접는 선에 따라 잘 접어준 후 테이프나 풀을 사용하여 거치
대를 완성시 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거치대를 밑판에 잘 끼워 넣습니다.

4) 프레파라트 거치대를 접는 선에 따라 잘 접어준 후 합체된 스마트폰 거치대와
밑판에 잘 끼워 넣어서 완성시 니다.

5) 프레파라트 표본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슬라이드 글라스에 1cm 크기의 준비해둔 표본을 핀 으로 집어 올려놓습니다.
- 글라스에 올린 표본 위에 스포이드로 물을 한 방울 떨어 립니다.
- 커버글라스 한 장을 핀 으로 잡아 표본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보바이오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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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마트폰

즈에 고리형 스 지 형태의

즈를 끼워줍니다. 이때,

즈

더를 붙여줍니다. 그 후

더에

즈를 끝까지 밀어 넣어야 합니다.

7) 만들어놓은 프레파라트를 거치대의 재물대에 올려놓고, 클립으로 고정합니다.

8)

원장치의 스위치를 빼서 LED에 불이 켜지도록 합니다. 불이 들어온

원장

치를 재물대 아래에 놓아줍니다.
9) 만들어둔 프레파라트를 스마트폰 현미경을 통해 관찰합니다.

QUIZ
1) 프레파라트 표본을 만드는 방법을 세 가지 순서로 설명해보시오.

2) 현미경에는 두 가지

즈를 통해 확대하는 원리인데 이 두 가지

즈의 명 은 무엇

정보바이오융합대학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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