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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dical engineers apply the concepts of engineering – mathematical modeling, 
analysis, design – to living systems, improving lives by solving problems in biology 
and medicine. 

W. Mark Saltzman, Biomedical Engineering Bridging Medicine and Tech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Biomedical engineering is interdiscipl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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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체, 단백질, 세포, 조직, 장기, 인체에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진단정보를 추출하는

센서, 소자, 신호처리와 해석 및 시스템 분야

• 바이오의료 센서와 소자: 나노 수준의 미세축척부터 미터 수준의 거시축척에서 생물리화학적 구조와 에

너지 변환 원리를 포함하는 바이오의료 센서 및 생체와 전자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소자 기술

• 생체신호 처리와 해석: 센서와 소자에 의해 측정한 생물리화학적 데이터를 신호의 관점에서 처리하고 해

석해서 진단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 uHealth와 mHealth: 일상생활 환경에서 인체 또는 인체에서 추출한 시료에서 진단정보를 가진 생물리화

학적 변수를 측정, 처리, 모니터링, 해석, 관리하는 기술로 바이오의료 센서부터 건강관리 정보시스템까지

를 포함하는 시스템 기술

생체계측 (Bioinstrumentation)



Patient Monitoring System

ECG EEG

EMG/EP SpO2/ETCO2



OR ICU - ECMO

ICU ICU - Neonatal





Tele-ICU



Clinical Chemistry Analyzer

Immunoassay & Clinical Chemistry Analyzer

Point-of-Care Analyzer



Lab on a chip

Organ on a chip



• 세포, 조직, 장기, 인체의 구조, 기능, 대사에 관한 생물리화학적 측정 데이터를 2차원

이상으로 표현해서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시스템과 획득한 영상데이터의 처리, 해

석 및 관리 분야

• 초음파, MRI와 방사선 영상: 초음파, 자기공명, X-선, γ-선을 이용하는 바이오의료 영상 시스템

• 전자기와 광 영상: 전자기파와 빛을 사용하는 바이오의료영상 시스템

• 다물리 융복합 바이오의료영상: 두 종류 이상의 물리현상을 이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

는 바이오의료영상 시스템

• 바이오의료영상 처리와 해석: 바이오의료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해서 진단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

를 추출하는 기술

바이오의료영상 (Biomedical Imaging)



X-ray CT



MRI



Ultrasound Scanner



Angiography



Image Processing



Functional MRI

PET



Radiation Therapy



Confocal Microscopy



• 세포, 조직, 장기, 인체의 기계적 특성과 운동을 측정, 분석, 해석해서 의학적으로 응용

하는 기술과 시스템 분야

• 세포와 생체조직 역학: 세포와 생체조직의 기계적 물성과 역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기와 시스템

• 장기와 생체시스템 역학: 장기, 시스템 및 인체 전체의 기계적 물성과 역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기와

시스템

• 동작과 운동분석: 인체의 동작과 운동을 분석하는 기기와 시스템

생체역학 (Biomechanics)





Gait Analysis



• 단백질, 세포, 조직, 장기, 인체 등과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이를 대체하고 생체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 소재, 표면 및 구조에 관한 분야

• 세포치료와 조직공학: 세포 및 조직의 배양, 증식, 프린팅 등을 통해 손상된 세포 및 조직의 재생하거나

대체하는 기술

• 금속과 세라믹 생체재료: 생체 적합성을 가지는 금속과 세라믹 기반의 재료로 손상 및 파손된 조직과 장

기를 치료하는 기술

• 고분자 생체재료: 생체 적합성을 가지는 합성고분자와 천연 고분자 기반의 재료로 손상 및 파손된 조직

과 장기를 치료하거나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

생체재료 (Bi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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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체, 단백질, 세포, 조직, 장기, 인체 등의 구조, 기능, 대사를 해석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가공, 처리, 해석, 활용하는 분야

• 바이오의료 시스템 모델링과 해석: 유전체, 단백질, 세포, 조직, 장기, 인체 등의 구조, 기능, 대사를 수학적

으로 모델링하고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기술

• 유전체와 단백질 데이터 및 정보처리: 유전체, 단백질 등의 구성, 구조, 기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처리, 해석, 활용하는 기술

• 바이오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진단, 치료, 예방, 재활 등 의학적 가치를 가지는 바이오의료 데이터를 수

집, 가공, 처리, 해석, 활용하는 기술

바이오의료정보 (Biomedical Informatics)















http://www.nust.edu.pk/INSTITUTIONS/Centers/R
CMS/ap/pg/MSBioinformatics/Pages/default.aspx

https://bioinformatics.uni-mainz.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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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ctor.biol.uoa.gr/ms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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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의 치료와 재활에 사용되는 기술 분야

• 신경공학과 재활공학: 신경과 컴퓨터 및 기계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재활공학 기술

• 치료기구와 기계 및 인공장기: 전자기, 초음파, 빛 등을 이용한 치료기술, 호흡과 혈액순환 등을 보조 또

는 대체하는 기구와 기계, 혈액투석, 약물전달, 수술기기 등의 각종 치료용 기구, 기계 및 인공장기

• 바이오의료 로봇: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진단, 치료, 재활 및 생활지원 등에 사용되는 로봇 기술

• 다물리 융복합 치료기술: 두 종류 이상의 물리현상을 이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치

료기술

치료기술 (Therapeutic Technology)



Defibrillator

Pacemaker

Knee Joint

Heart Valve

Hemodialysis

Implantable Defibrillator

ECMO

Ventilator



Electrosurgical UnitAnesthesia Machine Surgical Laser

RF Ablation

http://www2.nict.go.jp/jt/jt421/brain/Equipment/Equipment.img/Magnes1.jpg
http://www.hitachi-hitec.com/science/english/clinical_ana/7600.html




Ne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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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al Engineering

https://www.ucd.ie/t4cms/Biomedical%20Engineering.pdf

https://www.ucd.ie/t4cms/Biomedical Engineering.pdf


https://youtu.be/9NOncx2jU0Q


https://youtu.be/kaThzeghW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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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 Biology Society (EMBS)

•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and Medical Engineering (KOSOMBE)

• A day in the life of a biomedical engineer YouTube video

• Biomedical engineering at Georgia Tech YouTube video

• The IEEE EMBS career guide for students considering careers in biomedical engineering

• Designing a career in biomedical engineering: an IEEE YouTube playlist for those considering a 
career in BME

• Top 5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 Johns Hopkins Applied Physics Lab builds a bionic man

• Using machine learning to understand drug interactions

• Sangita Bhatia, MD, PhD trailblazer

Links, Videos & Articles

https://www.embs.org/
http://www.kosombe.or.kr/
https://www.youtube.com/watch?v=vC5V8ItAIIk
https://www.youtube.com/watch?v=ufaup0iZLy8
https://www.embs.org/About-Biomedical-Engineering/Designing-a-Career-in-Biomedical-Engineering/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7ON8aVnWrmqRewD0HLbQiNmgoB6xHJuu
https://www.asme.org/engineering-topics/articles/bioengineering/top-5-advances-medical-technology
https://ep.jhu.edu/about-us/news-and-media/apl-named-one-of-worlds-most-innovative-companies
https://www.tedmed.com/talks/show?id=529433
https://www.techrepublic.com/article/sangeeta-bhatia-m-d-phd-mit-scholar-biomedical-trailblazer-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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