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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글

  생체공학(Biomedical Engineering)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가

장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데 기여하는 모든 과학기술을 총

칭한다. 최근 여러 이공계 학문 분야 중 특히 생체공학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생체공학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의학의 발전과 인간 수명의 연

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 생체공학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별도의 전공 학과로 만들어

지고 있으며 생체공학을 전공한 많은 우수한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공과대학에서도 생체공학을 융합학문의 근간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생체공학 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또는 재료공학 등의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의학의 

많은 내용을 어떻게 공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생체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공학도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본 교재는 공학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학도들에게 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시

한다는 측면에서 융합학문으로서 독자들에게 독특한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열역학, 유체역학, 분리공정, 

전기공학, 반응공학, 재료공학 등 전통적인 공학 기술이 인간생리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어떻게 도구

로써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교재의 구성과 설명은 공학도들에게 생체공학을 좀 더 익숙한 용

어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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