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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생체공학에서의 경력 설계 
 
 
 
의용생체공학(biomedical engineering)이 귀하의 적성에 맞습니까? 

 
어떤 종류의 경력을 꿈꾸십니까? 의사? 법률가? 과학자? 엔지니어? 교사? CEO? 매니저?  

 
의용생체공학은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있으며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공학기술 분야인 의용생체공학에서 학문적 경력을 
계획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생물학, 의학, 물리, 화학, 수학, 공학 및 
정보통신 등에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사용해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체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복원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명체(Living System)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기인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 난제들을 다뤄야 합니다. 의사, 과학자, 공학자, 심지어 
사업가들로 이루어진 창의적이고, 박식하며, 상상력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생물학적 및 의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 의학, 공학의 
교점에서 일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대학의 의용생체공학과는 의용생체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출합니다. 또한 다른 
여러 공학 분야의 학과들에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통해 생물 및 의학 분야의 연구와 그 
응용에 대해 학습한 사람들도 의용생체공학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를 포함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공학 기술을 습득해서 이 분야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의용생체공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생물학 또는 의학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공학을 또 하나의 축으로 해서 그 둘을 일정 비율로 결합하는 어떤 것이 될 것입니다. 
의용생체공학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몇 가지 세부분야들을 선택해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오랜 시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분야 전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관심 있는 세부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로슈어에서는 의용생체공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와 주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생물학, 의학, 물리, 화학,  수학, 공학 및 정보통신에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사용해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의용생체공학에서의 경력 설계 
 
 
 
의용생체공학자는 무엇을 합니까?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산업체, 대학과 연구소 등의 학술기관,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여러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재활 및 보조기기와 같은 
전자제어 기계장치를 설계, 제작하기도 하고 의료기기 내부의 전자회로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의료기기는 X선 CT, MRI 와 같은 대형 
의료영상시스템에서부터 심박조율기, 인공전자귀,  약물주입기와 같은 작은 이식형 
장치까지 다양합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모델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 새로운 약물 요법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인체와 
생물학적 시스템이 어떻게 기능하고 작동하는지를 밝혀냈으며 뇌, 심장,  골격근 등의 
기관에서 생성된 신호들의 분석에 수학적 모델과 통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손상된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인공장기, 의수, 인공무릎, 
인공고관절, 인공심장판막,  치아 임플란트 등을 만들기도 하며 쇠약해지는 장기를 
대체하기 위해 생체조직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학,  생물,  물리학을 사용해서 
생체적합성과 내구성을 가지는 생체재료를 개발해 손상된 인체의 일부분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심장 또는 뇌와 같이 복잡한 장기를 수천 개의 수학 
방정식과 수백만 바이트의 데이터로 표현하고 이를 이용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로 컴퓨터는 실제 장기와 매우 유사하게 보이고 기능하는 3차원의 
시각적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도 멀리 떨어진 환자와 의사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 줄 
무선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용생체공학자들이 인간 활동 능력을 
개선하는 보행기, 운동장비, 의료용 로봇, 재활과 치료 기기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손상을 치료하고 유전자 기능을 변경하는 나노기술과 마이크로 머신을 개발해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또한 물리법칙을 조직과 체액의 운동에 적용하는 3차원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인 모델들은 어떻게 조직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보조기기가 동일한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재활 및 보조기기와 같은 전자제어 기계장치를 설계, 제작하기도 하고 의료기기 내부의 
전자회로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의용생체공학에서의 경력 설계 
 
 

어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연구자, 교수, 교사, 사업가, 변리사, 물리치료사, 의사, 및 
과학기술 작자로 일합니다. 그리고 의용생체공학자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또 다른 분야는 
전문영업 및 현장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런 경력들은 종종 의용생체공학 학사 학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 화공, 재료 등 여러 분야의 
공학자들이 의학과 생물공학 분야에서 일하면서 의용생체공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전문적인 의용생체공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다른 공학자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생명체(Living System)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과 

생물학과 또는 의학을 융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전기전자, 기계, 화공, 
그리고 재료공학과 같은 더 전통적인 공학 분야에서 견고한 기초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용생체공학과 학부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공학 교육과정의 핵심 
교과를 이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의용생체공학자들에게는 생물학적 시스템의 
복잡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공학 기술과 의학 및 생물학적 지식의 융합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의용생체공학(BME, Biomedical Engineering) 프로그램과 공학계열의 
다른 분야 프로그램을 선택한 모든 의용생체공학자들에게는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용생체공학 학위는 어떤 종류의 교육을 필요로 합니까? 

 
다음 섹션들을 읽는 동안, 과학 또는 기술 교육은 유형적 구성 요소와 무형적 구성 

요소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유형적인 구성 요소들은 과학과 공학 설계를 
포함합니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무형적 구성 요소들은 팀워크, 현장 경험, 리더쉽, 기업가 
정신, 말하기와 글쓰기 등의 소위 "소프트 기술(Soft Skill)"을 포함합니다. 학생들이 일생 동안 
접하게 되는 매우 다양한 기회와 난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유형과 무형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균형있는 교육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연구자, 교수, 교사, 사업가, 변리사, 물리치료사, 의사, 및 과학기술 
작자로서 의학 및 생물학적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의용생체공학에서의 경력 설계 
 
 
 
의용생체공학자는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합니까? 

 
의용생체공학 학위는 일반적으로 최소 4년의 대학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그후에, 

의료기기, 생체재료, 생명공학, 제약 등 분야의 기업에 취업하거나 의료기관에 임상공학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취업한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전문적인 영업 분야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부에서 의용생체공학을 공부한 많은 학생들이 의용생체공학 
또는 관련된 다른 공학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 산업체,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등 어떤 곳에서 근무하던지 석사 또는 박사 학위는 졸업생들에게 
더 크고 넓은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어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취득해서 자신의 전문 영역을 넓히고 나중에 창업 등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거나 
대형 의료기관의 의료기술 관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 의용생체공학자들은 학사 학위 취득 후에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 하기도 합니다. 일부 의용생체공학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의용생체공학 관련 특허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용생체공학을 공부하려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여러 과학 분야, 수학, 공학 설계, 통신, 팀워크 및 문제 

해결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대학의 의용생체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균형 잡힌 학습을 해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업을 
들어야 하며 그 이상의 고급 과정은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대수학, 기하학, 
미적분학 등의 수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두면 
대학에 진학한 후에 쓸모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컴퓨터 지원 설계(CAD) 과정을 배워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문학과 사회학 분야의 과목들도 의용생체공학에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는 
글쓰기와 말하기, 다년 간의 역사와 사회 수업, 그리고 외국어 학습이 포함돼야 합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전세계적인 보건의료 문제를 개선하는 연구, 개발에 종사하게 되므로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은 과학, 수학, 공학 설계, 통신, 팀워크 및 문제 해결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의용생체공학에서의 경력 설계 
 
 
 
나는 학부생으로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의용생체공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의용생체공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어떤 경로가 더 매력적인지를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생물학(또는 의학)입니까 아니면 공학입니까? 공학이 더 매력적으로 들리면, 
전기전자, 기계, 화공 또는 다른 것들 중에서 어떤 공학 분야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생물학이 더 좋아 보인다면, 유전체학, 생리학, 환경학 등 여러 세부 분야들 중에서 어떤 
분야가 더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 전공에 대한 교육과정과 
상세한 설명들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터넷 접속을 통해 볼 수 있는 
교육과정 카탈로그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반응을 잘 생각해 보면 
의용생체공학자가 되는 데에 대한 자신의 동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주의 깊은 탐색 후에 내린 자신의 선택이 공학이면, 다음 질문은 의용생체공학 
또는 전통적인 공학 분야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의용생체공학(BME) 학생들은 더 
나은 생물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공학 과목에 대한 지식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의용생체공학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특정 공학 분야를 공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공학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BME 프로젝트에 
종사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생물학과 생리학 등의 과목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BME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의용생체공학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 면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한편 전통적인 공학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기기 자체의 설계와 이해에 더 강한 면을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이 생물학인 경우에는 다음으로 자신이 의학분야의 전문직을 
원하는지 과학기술 연구자 또는 기술자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생물학 
전공자들은 공학에 필요한 수학과 물리학에서 심층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 
전공자들이 의용생체공학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공학에 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학 분야의 전공자들이 생물학을 신속하게 습득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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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생체공학 경력으로의 두 가지 경로 



의용생체공학에서의 경력 설계 
 
 
 
의용생체공학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학 과정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설계는 대부분의 생물의학 및 공학 분야에도 중요합니다. 설계를 하려면, 

의용생체공학자들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및 공학에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용생체공학 커리큘럼이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무기 및 유기 화학, 일반 물리, 전자회로 및 기기 설계, 정역학 및 동역학, 신호와 
시스템, 생체재료, 열역학 및 물질전달, 공학 설계 등의 과정들을 요구합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많은 고급 과정의 과학과 공학 과목들을 이수합니다. 어런 전문분야는 
생물전자공학, 생체역학, 생체재료, 시스템생리학, 생체신호처리, 재활공학, 원격의료, 가상 
현실, 로봇 수술, 임상공학 등을 포함합니다.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전문분야는 세포공학, 
조직공학, 신경공학, 바이오컴퓨팅, 생물정보학 등이 있습니다. 많은 공학 및 과학 
과목들에서는 실험실 경험을 통해 현실 세계의 실제 응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과학과 공학 과목들에 더해, 의용생체공학 학생들은 기술적 글쓰기와 발표하기, 
윤리학 및 인문학(역사, 정치학, 철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문학 등)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외국에서의 인턴십이나 취업 그리고 국제적인 교류와 소통을 위해 외국어 
수업듣기도 하며 경영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경영학 과목들도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의 의용생체공학 프로그램이 6개월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용생체공학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관련된 많은 고급 과정의 과학 및 공학 과목을 이수합니다. 



의용생체공학에서의 경력 설계 
 
 
 
의용생체공학자가 되는 훈련을 받는 동안 어떤 경험을 하게되나요? 

 
의용생체공학의 많은 학부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졸업 전에 현장 경험을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기, 의료용 소재, 제약 회사에서의 여름 인턴십은 미국에서는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 식품의약품안전처(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등 연구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의 여름 연구 경험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들의 의용생체공학과는 회사 또는 병원과의 공식적인 협력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회사나 병원에서 여러 학기를 보내면서 학점과 급여를 모두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들은 학생이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정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의용생체공학 프로그램들은 4학년에 설계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들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의용생체공학 학생들은 일반 실험실에서 낮은 수준의 연구를 시작해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교수의 실험실에서 본격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은 나중에 대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큰 도움이 되므로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연구 
경험을 희망하는 학부 학생들이 아주 많으므로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이 먼저 
적극적으로 교수들에게 면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의용생체공학 학생들은 실험실에서 낮은 수준의 연구를 시작해서 연구 내용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다가 나중에는 교수의 실험실에서 본격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의용생체공학에서의 경력 설계 
 
 
의용생체공학(BME) 분야의 직업 전망 

 
BME 직업의 규모는 아직 작지만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BME 전공자들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용생체공학을 포함해서 전 분야의 직업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는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과 다양한 공학 분야의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 졸업자 수를 공개하는 미국 공학교육협회(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의 온라인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ME 분야의 일자리에는 BME 졸업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학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공학 또는 컴퓨터 교육을 받은 생물학 
전공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BME 전공자들은 회사의 취업 절차와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타 공학 분야의 졸업생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해당 일자리 또는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전문 지식에 따라 BME 졸업생이 유리할 수도 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의생물학 구성 요소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BME 졸업생이 유리하고, 특정 공학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기계 등 타 공학 분야의 전공자들이 유리합니다. 
의용생체공학자들과 일반적인 공학자들은 공학 또는 설계 내용이 강조되는 경우에 생물학 
전공자들에 비해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전기전자,  기계 등 일반적인 공학 분야의 
전공자들은 생물학 전공자들보다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지며, BME 전공자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는 그 중간 정도의 수준입니다.  

BME 분야를 포함해서 공학학사 학위 소지자들에게는 다양한 경력을 추구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 교육을 받아서 공학박사, 법학박사, 의학박사, 
경영학석사 등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종종 석사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학사학위를 가진 공학자들도 연구개발,  제조, 영업 및 마케팅 등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BME에 다소 특이한 점으로는, 인간 또는 동물 실험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 수립 및 작성과 실험의 수행, 그리고 새로운 제품의 인허가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의 일 등과 같이 규제 분야에도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상당 수의 학사학위 BME 졸업자들은 기술적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기획, 
영업 등 비설계 직위에서 일하게 됩니다. 보다 전문적인 BME 설계를 담당하는 직위들은 
대부분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필요로 합니다.  

제품 개발이나 임상시험 설계 경험을 가진 학생들에게 많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턴십, 여름방학 일자리(Summer Job), 제품 설계,  임상적용 설계 또는 대학 
실험실 경험이나 컴퓨터 응용 경험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산업체 또는 임상 설계 경험을 가진 BME 학생들에게 많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집니다. 



의용생체공학에서의 경력 설계 
 
 
 
의용생체공학의 주요 분야들은 무엇인가요? 

 
의용생체공학의 세부분야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용생체공학이 

빠르게 발전하는 활기찬 분야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임상 응용 분야 

 
임상 공학은 공학과 관리 기술을 의료 기술에 적용함으로써 환자 치료를 지원하고 
발전시킵니다. 임상 공학자들이 병원에 주재하면서 업무의 일환으로 병원 의료 장비 
체계를 관리함으로써 모든 의료 장비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도록 보장하고, 의사와 병원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장비를 조절하기 위해 의사와 협력합니다. 제품 생산 
업체에서는 임상 공학자들이 새로운 제품들이 의료 진료 방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품 설계에서부터 영업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의료 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활 공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학 및 기술의 응용 
분야입니다. 이것은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시스템의 설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컴퓨터를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 
휠체어를 위한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 장애인 올림픽에서 달리기 선수를 
위해 의족을 만드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생리학에서 시작하기 

 
신경 공학: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있는 새로운 분야로 뇌와 신경계 연구를 수행하며, 
잃어버린 감각 및 운동 능력의 대체 또는 복원(부분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망막 이식 
또는 마비된 근육을 전기적으로 자극해서 움직이게하는 것 등), 인체 신경계의 복잡성에 
대한 연구, 신경 로봇(뇌 운동 중추의 신호로 제어되는 로봇 팔)의 개발, 
신경전자공학(Neuro-Electronics)(고도의 계산 능력을 갖춘 뇌이식형 마이크로 
전자공학의 개발 등)과 같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경의 기능과 상태를 진단하는 
장치들도 포함됩니다. 

 
심장 생체공학: 심혈관계 질환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 문제들 중의 
하나입니다. 심장 생체공학은 영상진단, 계량저 시스템 분석, 분자 및 나노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심혈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키고 문제를 진단합니다. 
단백질은 세포역학적 신호변환(Endothelial Mechanotransduction) 을 제어하기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가? 미세혈관은 환경적 스트레스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심장 마비 
후에 분자 수준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약물 전달 및 혈관 
영상진단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포함한 더 많은 내용들이 
세포 수준에서부터 기관 수준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생리학적 시스템 모델링: 최신 의료 진단 기술과 치료 혁신 중에서 생리학적 시스템 
모델링의 결과인 것들이 많습니다. 생리학적 시스템(사지 운동의 제어, 대사의 생화학적 
현상 등)의 모델링은 생물의 기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모델링은 또한 
진단 장비와 치료 기기에 통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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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와 생체계측 

 
센서와 생체계측은 생물학적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와 시스템의 하드웨어 
설계 및 소프트웨어 설계와 관련됩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 신호를 검출하는 센서를 
개발하는 것부터 신호를 증폭 및 필터링하는 방법, 신호를 훼손하는 잡음과 간섭의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X선 영상기기 또는 심장 모니터링 시스템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하나의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생체신호처리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한 생물학적 신호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가 돌연 심장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전도 신호를 
분석하는 것, 배경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음성 인식 시스템의 개발, 또는 뇌파로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해 뇌파의 특징을 검출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의료영상 시스템과 영상처리 

 
영상진단과 영상처리: X선, 초음파, MRI, CT, 핵의학 및 현미경기술은 우리가 인체 
내부를 "관찰"해서 질병을 진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분야에서는 저비용 영상 획득 
시스템, 영상처리 알고리즘, 영상/동영상 압축 알고리즘과 그 표준의 개발, 생물의학적 
상황에 멀티미디어 컴퓨팅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영상 유도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최소 침습적인 치료 방법을 구현하는 등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자 생물학과 컴퓨터의 만남 

 
의료 및 건강 정보학은 모든 의용생체공학 분야에서 가장 대규모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들 중 하나로서 의학 및 생물학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도구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생물정보학의 작업은 수백만 개의 입력내용을 
포함하는 유전자 서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해 고급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료영상의 자동 분석, 질병과 치료 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환자 기록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분석, 각종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생물정보학(유전체학 포함)은 한 유기체에서의 모든 DNA의 모음인 게놈을 매핑하고, 
순서를 배열하고,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유전자가 정상 또는 질병 상태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질병의 검출, 진단 및 치료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체학은 한 종에 의해 생산되는 모든 단백질의 모음인 단백질체에 대한 연구입니다. 
단백질체학의 발전에는 인간에게 어떻게 감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세포 
과정의 발견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발전들은 난소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혈액 속의 단백질 
패턴을 검출하는 방법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단백질체학의 작업은 단백질 수준의 
정확하고 신속한 측정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기기의 개발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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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컴퓨터의 만남 

 
의생물학에서의 정보 기술은 의료 진단에서의 가상 현실 응용, 의료 상황에서 무선 및 
모바일 기술의 응용, 진단을 보조하는 인공 지능, 인터넷에서 의료 정보 이용에 따른 보안 
문제의 해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의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과 관련됩니다. 

 
원격 의료(Telemedicine)는 간혹 "원격진단(Telehealth)" 또는 "이헬스(e-health)"라고 
불리며, 먼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한 평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전자 의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대개 "연결된" 의료 
기기들, 고급 통신 기술, 화상회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형 컴퓨팅의 사용과 관련됩니다. 
원격 의료는 건강 관련 원격 학습에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학과 생물학 및 의학의 만남 

 
생체역학은 생물학에 적용되는 역학입니다. 이것은 동작, 재료 변형 및 유체 흐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혈액 순환과 관련된 유체 역학의 연구는 인공 심장의 
개발에 기여했으며, 한편 관절 역학의 이해는 보철 의수족의 설계에 기여했습니다. 
정형외과적 생체역학 및 소재는 가장 성공적인 의용생체공학 분야 중 하나로서 중요한 
산업입니다. 

 
수술에서의 로봇공학은 수술의 계획과 실행 모두에서 의료팀을 쌍방향적으로 지원하는 
로봇 및 영상 처리 시스템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더 작은 절개, 더 
적은 외상 및 더 높은 정밀도를 가능하게 하면서 비용은 줄임으로써 수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소재와 기기 

 
바이오멤스(BioMEMS)는 기계적 기구, 센서, 작동장치 및 전자장치를 실리콘 칩에 
통합하는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의 분야입니다. 바이오멤스(BioMEMS)는 의학과 
생물학에 적용되는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입니다. 바이오멤스(BioMEMS) 작업의 
예에는 신체에 착용하는 무선 센서, 저가의 일회용 진단 칩, 분자생물학에서 사용하는 
대형 장비를 축소한 소형 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수술을 하는 마이크로 로봇의 개발은 
아직 이르지만, 약물을 분비하는 작은 이식형 기기들과 위장관에서 암을 검출하기 위한 
삼키는 내시경 카메라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기술과 나노기술: 마이크로기술은 마이크로미터(밀리미터의 1천분의 1, 즉 인간 
모발 직경의 약 50분의 1)의 규모에서 기기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며, 한편 
나노기술은 나노미터(인간 모발 직경의 약 50,000분의 1, 즉 수소 원자 직경의 10배) 
규모에서의 기기와 관련됩니다. 이런 분야들은 외과의가 병소만을 제거하고 건강한 
조직은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조직 특성 식별 기술, 미시적인 규모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센서와, 심장마비의 조기 및 신속 진단에서 의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심장 단백질 수준에 따라 구부러지는 나노미터 길이 캔틸레버 보의 개발 등을 
포함합니다. 이 분야는 바이오멤스(BioMEMS) 및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중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체재료는 생체조직과 상호 작용하는 기기 또는 임플란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는 
물질입니다. 이 분야의 발전 실례는 인공 관절 임플란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염과 
싸우는 피막과, 약물 전달을 제어할 수 있는 재료, 조직 및 기관 재건을 지지하는 "골격"의 
개발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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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공학 접근법들 

 
생명공학은 제품을 만들거나 수정하기 위해 생물(또는 유기체의 일부)을 이용하고, 
식물이나 동물을 개량하고, 또는 특정 용도를 위해 미생물을 개발하는 일련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생명공학에서의 최초의 노력들 중 일부는 전통적인 동물 및 식물 번식 
기술과, 빵, 맥주, 와인 및 치즈를 만드는 데 효모를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현대 
생명공학은 인간에서의 결함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재조합 DNA, 세포 융합, 새로운 생물적 가공 기술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또한 
생물정화기술(생물의 도움으로 위험한 오염원을 분해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약물전달은 치료제가 적용되는 곳에 화학 화합물을 전달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영상진단을 위한 조영제의 선택적 표적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전자 치료 기술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작업은 약물이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물연료 연구는 가솔린에 대한 재생 대안의 모색과 관련됩니다. 어떤 화공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예를 들어, 효모에서 연료 생산을 극적으로 증강하는 방법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접근법들은 사회에 큰 도움이 될 다른 유용한 화학물질을 생산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공학자들은 생물연료 생산을 위한 생물공학 조류 
및 박테리아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물학과 공학의 만남 
이 분야들은 아직 초기지만, 미래의 성장 잠재력은 높습니다. 

 
조직공학은 인체에서 유용할 수 있는, 연결 조직과 심지어 전체 기관의 인공적 제작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 및 기관들은 사람의 원래 조직에서 얻은 작은 
검체로부터 생산됩니다. 일단 조직이나 기관으로 성장된 다음 다시 원래 공여자에게 
이식되면, 거부 반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특히 연골 및 뼈 치료와 피부 
상처 치료에 유용합니다. 

 
세포 및 분자 생체역학은 세포의 기초가 되는 유전자와 단백질과 같은 생체분자의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며, 모두 조직과 기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포는 역학적인 힘을 어떻게 감지할까요? 그런 힘들은 세포 성장, 운동 및 유전자 발현을 
포함한 다양한 중요한 결과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역학적 자극은 놀라울 정도로 
세포 신호의 단계적 연쇄반응를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세포 표현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인자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전공학 및 합성생물학 유전공학은 유지체의 유전자 변경과 관련됩니다. 그런 
접근법들은 예를 들면, 미국 밤나무(American Chestnut) 유전자 구성에서 약간의 
변경(1900년대 초기에 전체 숲을 크게 훼손한 밤나무 줄기 마름병(Chestnut Blight)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해 줄 수 있었던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은 유전공학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표준 제조 부품들을 부품통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올 수 있는 표준 모듈로 염색체를 합성하는 
분야입니다.  



의용생체공학에서의 경력 설계 
 
 
 
의용생체공학의 주요 분야들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상담교사를 통해, 지역 도서관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의용생체공학 

학위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자신의 웹 
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설명, 커리큘럼 및 입학 요건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이런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공합니다. 귀하는 www.embs.org 에서 의용생체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 의료영상 및 생체공학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Biomedical Imaging and Bioengineering)와 그 
웹사이트(www.nibib.nih.gov)를 통해, 또한 미국 의용생체공학자 협회(American Institute for 
Medical & Biological Engineers),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및 
O'Net(www.onetonline.org)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산하 의용생체공학회(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의 주력 잡지인 
IEEE PULSE,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과 같은 학술지, Introduction to 
Biomedical Engineering, Career Development in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Medical 
Instrumentation: Application and Design 및 Biomedical Engineering Handbook Series과 
같은 책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의용생체공학 분야에는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 많은 
조직과 모임이 있습니다.  학회로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산하 의용생체공학회(IEEE-EMBS,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생체의공학회(BMES, Biomedical 
Engineering Society), 의학 및 생체공학과 과학을 위한 유럽 연맹(EAMBES, European 
Alliance for Med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and Science), 모든 의용생체공학 학회들을 
위한 세계 통솔 기구인 국제의공학회(IFMB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Med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등이 포함됩니다. 세계 어디에서든지 도움이 될 의용생체공학 
조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력을 발전시키려면 학회에 가입하세요. 

 
전문 학회들은 회원들이 자신의 전문가 경력을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일에 매우 

활동적입니다. 학생들은 전문 학회의 학생 분과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EEE-EMBS, 
BMES,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미국 재료학회(MRS, Materials Research Society),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회(TERMIS,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International Society) 또는 생물공학과 연계되어 있는 학생, 연구자 및 전문가 개업의들을 
지원하는 많은 다른 학회들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브로슈어의 작성자들은 초보 의용생체공학도를 위한 단 하나의 가장 유용한 
간행물인 IEEE PULSE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상적인 작업을 하는 IEEE-EMBS 
회원들입니다. Pulse의 논문들은 글로벌 시각을 포함하여 최신의 의용생체공학 기술과 
현재의 의학 문제들을 다루면서 "모든 연령의 학생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IEEE-EMBS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규모이며 가장 글로벌한 의용생체공학 
전문가 학회입니다. IEEE PULSE의 발행을 넘어, 이 학회는 공학, 과학과 기술을 의학과 
생물학에 응용하도록 발전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지식을 전파하고, 표준을 설정하며, 
전문적 연구개발의 촉진과 수상을 통해 그 회원들과 인류의 혜택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이 학회는 전문적인 학술 서비스 전문가 조직으로서, 세계의 의용생체공학 
공동체에 잡지, 학술지, 학술회의 및 여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관심이 저희의 관심과 일치하는 경우, 저희는 귀하가 IEEE-EMBS에 가입하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 이상의 전문 학회에 참여하십시오. 

http://www.embs.org/
http://www.nibib.nih.gov/
http://www.oneton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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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산하 의용생체공학회(EMBS)는 공학, 과학과 기술을 
의학과 생물학에 응용하도록 발전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지식을 전파하고, 표준을 
설정하며, 전문적 연구개발의 촉진과 수상을 통해 그 회원들과 인류의 혜택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산하 의용생체공학회( EMBS)의 관심 분야는 생물과 의학에 

공학 및 과학적 개념과 방법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수학적 이론에서부터 실험 과학 
및 기술 개발을 거쳐 실제 임상 적용에 이르는 매우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이것은 과학적, 
기술적 및 교육적 활동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간행물 

 
IEEE PULSE 
Journal of Biomedical Health Informatics 
Journal of Translational Engineering in Health and Medicine 
Reviews in Biomedical Engineering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Transactions on Medical Imaging 
Transactions on NanoBioscience 
Transactions on Computational Biology and Bioinformatics 

 

전자적 간행물 

Biomedical Essentials 
EMBS Electronic Resource 

 
 
학술대회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IEEE EMBS Special Topic Conference on Information Technology in Biomedicine  
IEEE EMBS Special Topic Conference on Microtechnologies in Medicine and Biology  
IEEE EMBS Special Topic Conference on Cellular, Molecular and Tissue Engineering  
IEEE EMBS Special Topic Conference on Neural Engineering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omedical Imag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medical Robotics and Biomechatronics 

 
 
여름 학교 

 
International Summer School on Biomedical Imaging 
International Summer School on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International Summer School on Biocomplexity 
International Summer School on Medical Devices and Biosensors 
International Summer School on Applications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n Biomedicine 

 
 

 
www.embs.org 

http://www.em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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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mbs.org 

Engineering in Medicine & Biology 
 

EMBS Executive Office 
445 Hoes Lane 

Piscataway, NJ 08854 USA 
 

전화: +1 732 981 2433 
팩스: +1 732 465 6435 

이메일: emb-exec@ieee.org 
www.embs.org  

www.students.embs.org 
 

의용생체공학회(EMBS)는 이 작은 책자를 만드는데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다음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Faustina Hwang  
Robert Kovacs  
James Macor  

Barbara Oakley  
Kris Ropella  

Bruce Wheeler 
Scott Woodhouse 

Steve Wright 
 

그리고 포함된 사진의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의 
노력을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http://www.embs.org/
mailto:emb-exec@ieee.org
mailto:emb-exec@ieee.org
http://www.embs.org/
http://www.students.embs.org/


 
 
 
 
 
 
 
 
 
 
 
 
 
 
 
 

Engineering in Medicine & Biology 
 
 
 
 
 
 

IEEE-EMBS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크며 가장 
글로벌한 의용생체공학 전문 학회입니다. Pulse의 발행을 넘어, 
이 학회는 공학, 과학과 기술을 의학과 생물학에 응용하도록 
발전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지식을 전파하고, 표준을 
설정하며, 전문적 연구개발의 촉진과 수상을 통해 그 회원들과 
인류의 혜택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이 학회는 
학술 서비스 전문가 조직으로서, 세계의 의용생체공학 
공동체에 잡지, 학술지, 학술대회 및 여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관심이 저희의 관심과 일치하는 경우, 저희는 귀하가 
IEEE-EMBS에 가입하실 것을 희망합니다. IEEE-EMBS가 
아니더라도 하나 이상의 전문 학회에 참여하십시오. 

 
 

www.embs.org 

http://www.em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