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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정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문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 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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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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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인삼 추출물 및 인삼 추출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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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A,B,C, D 베타-락타마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콜로니 멀티플 PCR용
프라이머와 키트 및 이들의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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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꼬마선충 고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유해 물질 유해도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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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마글루티닌과 사이알릭산을 함유하고 있는 단소포체를 이용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융합 기작의 세포외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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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도모나스 주비니에게 G7 유래 신규 알파-네오아가로바이오스
하이드로레이즈 및 이의 이용
기 술 명 가야도모나스 주비니에게 G7 유래 신규 알파-네
오아가로바이오스 하이드로레이즈 및 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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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가야도모나스 주비니에게 G7 유래 신규 알파-네오아가로바이오스 하이드로레이즈 및 이의 이용에 관한것
으로, 구체적으로 가야도모나스 주비니에게 G7으로부터 동정되어 이종균주에서 과발현이 가능하며 네오아가로올리
고당의 비환원성 말단의 무수갈락토오스를 분해하여 무수갈락토오스 분자와 비환원성 말단의 무수갈락토오스가 제
거된 형태의 홀수개 당분자로 구성된 네오아가로올리고당을 생성할 수 있는 신규 알파-네오아가로바이오스 하이드로
레이즈 및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알파-네오아가로바이오스 하이드로레이즈는 네오아가로바
이오스를 갈락토오스와 무수갈락토오스로 분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이종숙주세포를 사용한 과발현 시
스템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바이오매스로부터 당화를 통해 바이오연료 및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산업분야에
서 다른 효소들과 함께 매우 유용하게사용될 수 있다. 또한, 베타-아가레이즈에 의해 형성되며 짝수개의 당으로 구성
된 네오아가로올리고당(네오아가로테트라오스, 네오아가로헥사오스 등)에 작용하여 비환원성 말단의 무수갈락토오
스 분자 1개 만을 제거함으로서, 홀수개의 당분자로 구성된 신규의 기능성 네오아가로올리고당(네오아가로트리오스,
네오아가로펜타오스 등)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가야도모나스 주비니에게 G7 유래 신규 알파-네오아가로바이오스 하이드로레이즈 및 이의 이용에 관한 것
으로, 구체적으로 가야도모나스 주비니에게 G7으로부터 동정되어 이종균주에서 과발현이 가능하며 네오아가로올리
고당의 비환원성 말단의 무수갈락토오스를 분해하여 무수갈락토오스 분자와 비환원성 말단의 무수갈락토오스가 제
거된 형태의 홀수개 당분자로 구성된 네오아가로올리고당을 생성할 수 있는 신규 알파-네오아가로바이오스 하이드로
레이즈 및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알파-네오아가로바이오스 하이드로레이즈는 네오아가로바
이오스를 갈락토오스와 무수갈락토오스로 분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이종숙주세포를 사용한 과발현 시
스템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바이오매스로부터 당화를 통해 바이오연료 및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산업분야에
서 다른 효소들과 함께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베타-아가레이즈에 의해 형성되며 짝수개의 당으로 구성
된 네오아가로올리고당(네오아가로테트라오스, 네오아가로헥사오스 등)에 작용하여 비환원성 말단의 무수갈락토오
스 분자 1개 만을 제거함으로서, 홀수개의 당분자로 구성된 신규의 기능성 네오아가로올리고당(네오아가로트리오스,
네오아가로펜타오스 등)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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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알파-네오아가로바이오스 하이드로레이즈는 네오아가로바이오스를 갈락토오스와 무수갈락토오스로 분해하
는데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이종숙주세포를 사용한 과발현 시스템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바이오매스로부터
당화를 통해 바이오연료 및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산업분야에서 다른 효소들과 함께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베타-아가레이즈에 의해 형성되며 짝수개의 당으로 구성된 네오아가로올리고당(네오아가로테트라오스, 네오아가
로헥사오스 등)에 작용하여 비환원성 말단의 무수갈락토오스 분자 1개 만을 제거함으로서, 홀수개의 당분자로 구성된 신
규의 기능성 네오아가로올리고당(네오아가로트리오스, 네오아가로펜타오스 등)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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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인진쑥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이소스코폴레틴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주름개선용 조성물
기 술 명 인진쑥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이소스코폴레틴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주름개선용 조성물
발 명 자 서주원,장둘리,성금화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19105

등록일자

2018년 10월 11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진쑥(Artemisia Capillaris)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이소스코폴레틴(Isoscopoletin)을 유효성분으로 함유
하는 주름개선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1)인진쑥(Artemisia Capillaris)에 물, 알코올 또는 이들의 혼합용매로 인진
쑥 추출물을 제조하는 단계; 및 (2) 상기 (1) 단계의 인진쑥 추출물을 유기용매로 분획하여 인진쑥 분획물을 제조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주름개선활성을 갖는 인진쑥 추출물 또는 주름개선활성이 증진된
인진쑥 추출물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피부에 안전하면서도 피부 노화, 주름 등을 예방 또는 개선하는 효과가 있
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인진쑥(Artemisia Capillaris)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이소스코폴레틴(Isoscopoletin)[0001] 을 유효성분으
로 함유하는 주름 개선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주름 개선 활성이 증진된 인진쑥 추출물 또는 이
의 분획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주름개선활성을 갖는 인진쑥 추출물 또는 주름개선활성이 증진된 인진쑥 추출물의 제
조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피부에 안전하면서도 피부 노화, 주름 등을 예방 또는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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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글라브리딘-제인 복합체 나노입자,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발 명 자 최신식,라작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02846

등록일자

2018년 9월 20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글라브리딘(Glabridin)의 물(water)에 대한 용해도 또는 안정성이 [0001] 향상된 글라브리딘-제인 복합체
나노입자,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다양한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일 예는 글라브리딘(Glabridin)이 제인 단백질(Zein protein)에 의해 캡슐화된 형태를 갖는, 글라브리딘-제
인 복합체 나노입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예에 따른 글라브리딘-제인 복합체 나노입자는 수 용해도가 우수하고
미립의 균일한 입도 분포를 가지며 수계 매질 상에서 응집하지 않고 복합체 나노입자 형태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예에 따른 글라브리딘-제인 복합체 나노입자는 수계 환경에서 글라브리딘의 생리활성을 극대화시
킬 수 있으므로 항산화, 항균 용도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예에 따른 글라브리딘-제인 복합체 나노입자는 수 용해도가 우수하고 미립의 균일한 입도 분포를 가지
며 수계 매질 상에서 응집하지 않고 복합체 나노입자 형태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예에 따른 글
라브리딘-제인 복합체 나노입자는 수계 환경에서 글라브리딘의 생리활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항산화, 항균 용
도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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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글라브리딘-제인 복합체 나노입자,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01 생명/바이오/식품

산업배지로 배양된 유산균 복합체를 함유하는 새우용 사료 첨가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산업배지로 배양된 유산균 복합체를 함유하는
새우용 사료 첨가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발 명 자 서주원, 이한기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852336

등록일자

2018년 04월 20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산업배지로 배양된 유산균 복합체를 함유하는 새우용 사료 첨가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
는 산업배지로 배양된 유산균 복합체를 함유하며 새우의 면역 활성을 증진시키는 새우용 사료 첨가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유산균 복합체를 함유하는 새우용 사료 첨가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유산균 복합체를 전지분유에 접종
하여 1차 배양액을 제조하는 제1공정과, 상기 1차 배양액을 산업배지에 접종하여 2차 배양액을 제조하는 제2공정을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유산균 복합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새우용 사료첨가제 조성물 또는 이
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양식 새우들의 면역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사료 첨가제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산업배지로 배양된 유산균 복합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새우용 사료첨가제 조성
물 또는 이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양식 새우들의 면역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사료 첨가제 조성물을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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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세포외다당류를 생산하는 신규 바실러스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소노렌시스 균주 및 세포외다당류의 용도

등록번호

10-1851656

등록일자

2018년 4월 18일

발 명 자 서주원, 양승환, 사시쿠마

기술분야
본 발명은 세포외다당류를 생산하는 신규 소노렌시스 균주 및 세포외다당류의 다양한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신규 바실러스 소노렌시스(Bacillus sonorensis) 균주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세포외다당류
(exopolysaccharide)의 생산능이 우수하다. 본 발명에 따른 신규 바실러스 소노렌시스(Bacillus sonorensis) 균주
로부터 생산된 세포외다당류(exopolysaccharide)는 점착성, 유화 안정화 활성, 유산균 성장 촉진 활성 또는 병원
균 성장 억제 활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약품 또는 식품 분야에서 증점제, 유화 안정화제 또는
프리바이오틱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신규 바실러스 소노렌시스(Bacillus sonorensis) 균주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세포외다당류
(exopolysaccharide)의 생산능이 우수하다. 본 발명에 따른 신규 바실러스 소노렌시스(Bacillus sonorensis) 균주로
부터 생산된 세포외다당류(exopolysaccharide)는 점착성, 유화 안정화 활성, 유산균 성장 촉진 활성 또는 병원균 성장
억제 활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약품, 식품 또는 화장품 분야에서 증점제, 유화 안정화제 또는 프
리바이오틱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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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세포외다당류를 생산하는 신규 바실러스 소노렌시스
균주 및 세포외다당류의 용도

01 생명/바이오/식품

단자엽 식물 형질전환을 위한 벼 Os09g0553100
유전자 유래의 항시 발현용 프로모터 및 이의 용도
기 술 명 단자엽 식물 형질전환을 위한 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Os09g0553100 유전자 유래의 항시 발현용

등록번호

10-1847974

프로모터 및 이의 용도

등록일자

2018년 4월 5일

발 명 자 김연기, 채송화, 남백희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단자엽 식물 형질전환을 위한 벼 Os09g0553100 유전자 유래의 항시 발현용 프로모터 및 이의 용도에 관
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벼(Oryza sativa) Os09g0553100 유전자 유래의 단자엽 식물 형질전환을 위한 항시 발현용 프로모터는
식물체 전 기관 또는 조직에서 항시적으로 발현을 유도하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 발달 시기와 조직에 관계없이 상기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유용 유전자를 항시적으로 발현시킴으로써 작물의 형질을 효과적으로 개량시킬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벼(Oryza sativa) Os09g0553100 유전자 유래의 단자엽 식물 형질전환을 위한 항시 발현용 프로모터는
식물체 전 기관 또는 조직에서 항시적으로 발현을 유도하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 발달 시기와 조직에 관계없이 상기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유용 유전자를 항시적으로 발현시킴으로써 작물의 형질을 효과적으로 개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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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프로바이오틱 활성을 갖는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및 이의 용도
발 명 자 서주원, 양승환, 사시쿠마, 카티 다모다란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72875

등록일자

2017년 8월 24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규 유산균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인도 전통 음식인 발효 우유 커드(fermented cow milk curd)
로부터 분리되어 인체에 안전하고, 내산성, 내담즙산성, 장 부착 능력 등과 같이 프로바이오틱스로서 필요한 활성을 가
지며, 항균 활성, 베타-갈락토시다제(β-galactosidase) 활성, 염화나트륨 내성, 보관 안정성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
을 가지는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및 이의 식의약적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프로바이오틱스 활성을 갖는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균주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
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내산성, 내담즙산성 또는 장 상피세포 부착성이 우수하여 개체에 경
구투여시 대부분이 장에 도달할 수 있고, 장내에서 유해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
소재로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항균 활성이
우수하여 베타-갈락토시다제(β-galactosidase) 활성이 우수하여 젖당 불내증(lactose intolerance)을 예방 또는 개
선하는데에 유용한 식의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염화나트륨 내성 또는 동결건조 과정에서의 생존 안정성이 우수하여 식의약품으로 제제화되는 경
우에도 높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내산성, 내담즙산성 또는 장 상피세
포 부착성이 우수하여 개체에 경구투여시 대부분이 장에 도달할 수 있고, 장내에서 유해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 소재로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항균 활성이 우수하여 베타-갈락토시다제(β-galactosidase) 활성이 우수하여 젖당 불내증
(lactose intolerance)을 예방 또는 개선하는데에 유용한 식의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염화나트륨 내성 또는 동결건조 과정에서의 생존 안정성
이 우수하여 식의약품으로 제제화되는 경우에도 높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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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프로바이오틱 활성을 갖는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및 이의 용도

01 생명/바이오/식품

프로바이오틱 활성을 갖는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및 이의 용도
기 술 명 프로바이오틱 활성을 갖는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및 이의 용도
발 명 자 서주원, 양승환, 사시쿠마, 카티 다모다란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847974

등록일자

2017년 8월 24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규 유산균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인도 전통 음식인 발효 우유 커드(fermented cow milk curd)
로부터 분리되어 인체에 안전하고, 내산성, 내담즙산성, 장 부착 능력 등과 같이 프로바이오틱스로서 필요한 활성을 가
지며, 항균 활성, 베타-갈락토시다제(β-galactosidase) 활성, 염화나트륨 내성, 보관 안정성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
을 가지는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및 이의 식의약적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프로바이오틱스 활성을 갖는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균주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
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내산성, 내담즙산성 또는 장 상피세포 부착성이 우수하여 개체에 경
구투여시 대부분이 장에 도달할 수 있고, 장내에서 유해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
틱 소재로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항균 활성
이 우수하여 베타-갈락토시다제(β-galactosidase) 활성이 우수하여 젖당 불내증(lactoseintolerance)을 예방 또는 개
선하는데에 유용한 식의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염화나트륨 내성 또는 동결건조 과정에서의 생존 안정성이 우수하여 식의약품으로 제제화되는 경
우에도 높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내산성, 내담즙산성 또는 장 상피세
포 부착성이 우수하여 개체에 경구투여시 대부분이 장에 도달할 수 있고, 장내에서 유해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 소재로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항균 활성이 우수하여 베타-갈락토시다제(β-galactosidase) 활성이 우수하여 젖당 불내증
(lactose intolerance)을 예방 또는 개선하는데에 유용한 식의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
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염화나트륨 내성 또는 동결건조 과정에서의 생존 안정성이
우수하여 식의약품으로 제제화되는 경우에도 높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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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프로바이오틱 활성을 갖는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및 이의 용도
발 명 자 서주원, 양승환, 사시쿠마, 카티 다모다란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72870

등록일자

2017년 8월 24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규 유산균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인도 전통 음식인 발효 우유 커드(fermented cow milk curd)
로부터 분리되어 인체에 안전하고, 내산성, 내담즙산성, 장 부착 능력 등과 같이 프로바이오틱스로서 필요한 활성을 가
지며, 항균 활성, 베타-갈락토시다제(β-galactosidase) 활성, 염화나트륨 내성, 보관 안정성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
을 가지는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및 이의 식의약적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프로바이오틱스 활성을 갖는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균주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
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내산성, 내담즙산성 또는 장 상피세포 부착성이 우수하여 개체에 경
구투여시 대부분이 장에 도달할 수 있고, 장내에서 유해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
소재로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항균 활성이
우수하여 베타-갈락토시다제(β-galactosidase) 활성이 우수하여 젖당 불내증(lactose intolerance)을 예방 또는 개
선하는데에 유용한 식의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염화나트륨 내성 또는 동결건조 과정에서의 생존 안정성이 우수하여 식의약품으로 제제화되는 경
우에도 높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내산성, 내담즙산성 또는 장 상피세
포 부착성이 우수하여 개체에 경구투여시 대부분이 장에 도달할 수 있고, 장내에서 유해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 소재로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항균 활성이 우수하여 베타-갈락토시다제(β-galactosidase) 활성이 우수하여 젖당 불내증
(lactose intolerance)을 예방 또는 개선하는데에 유용한 식의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는 염화나트륨 내성 또는 동결건조과정에서의 생존 안정성
이 우수하여 식의약품으로 제제화되는 경우에도 높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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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프로바이오틱 활성을 갖는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및 이의 용도

01 생명/바이오/식품

사포닌에 대해 생물전환 활성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세이 균주,
발효 인삼 추출물 및 발효 인삼 추출물의 제조방법
기 술 명 사포닌에 대해 생물전환 활성을 갖는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세이 균주, 발효 인삼

등록번호

10-1768963

추출물 및 발효 인삼 추출물의 제조방법

등록일자

2017년 8월 10일

발 명 자 서주원, 양승환, 사시쿠마

기술분야
본 발명은 소정의 사포닌을 다른 형태의 사포닌으로 생물전환 시킬 수 있는 신규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세이 균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신규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세이(Lactobacillus paracasei) 균주 및 이의 용도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세이(Lactobacillus paracasei) 균주는 식품학적으로 안전하고, 인삼에 함유된 메이저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 Rb1, Rb2, Rc, Rd, Re 또는 Rg1을 마이너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 Rg3, Rh1 또는 Rh2로 생물전환시
키는 능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세이(Lactobacillus paracasei) 균주를 사용하여,
Rg3, Rh1 또는 Rh2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발효 인삼 추출물을 제조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세이(Lactobacillus paracasei) 균주는 식품학적으로 안전하고, 인삼에 함유된 메
이저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 Rb1, Rb2, Rc, Rd, Re 또는 Rg1을 마이너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 Rg3, Rh1 또는 Rh2로
생물전환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세이(Lactobacillus paracasei) 균주를
사용하여, Rg3, Rh1 또는 Rh2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발효 인삼 추출물을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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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클래스 A, B, C 및 D 베타-락타마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콜로니 멀티플

등록번호

10-1759413

PCR용 프라이머와 키트 및 이들의 사용방법

등록일자

2017년 7월 12일

발 명 자 이상희, 이정훈

기술분야
본 발명은 베타-락타마제(β-lactamases) 유전자 진단을 위한 프라이머 쌍과 관련된다. 본 발명은 또한 베타-락타마
제 유전자 진단용 키트와 연관된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클래스 A, B, C, 및 D 베타-락타마제(β-lactamases)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콜로니 멀티플 PCR용 키
트와 프라이머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키트와 프라이머를 이용한 bla 유전자의 빠른 관측은 적절한 항생제 처방
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환자의 치사율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새롭고 정교한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설계된 54 프라이머 쌍을 이용하여 (a) 초기에 모든 임상적으로 중요한 bla 유전자를 발견하고, (b) 표
현형시험(phenotypic test)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다. 172개의 대조균 균주 및 403개의 임상 균주에서 완벽한 특이
성 및 민감성으로, 본 발명은 세균 병원체에서 모든 bla 유전자를 동정하는 데 대한 신속한 임상응용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모든 임상적으로 중요한 bla 유전자를 발견하는 것과 새롭고 정교한 최적화 과정을 통해 설계된 54개의 프
라이머 쌍을 이용하여 표현형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는 것의 실패를 극복할 신속하고 정확한 분자적 방법을 제공한다.
172개의 대조군 균주와 403개의 임상 균주에서의 완전한 특이성과 민감성으로, 현 방법(LARGESCALEblaFinder)은
모든 임상적으로 중요한 bla 유전자를 진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LARGE-SCALEblaFinder의 largescalebla 진단 능
력은 병원성 세균의 모든 bla 유전자를 동정하는 데 대한 신속하고 임상적인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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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클래스 A, B, C 및 D 베타-락타마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콜로니 멀티플 PCR용 프라이머와 키트 및 이들의 사용방법

01 생명/바이오/식품

예쁜꼬마선충 고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유해 물질 유해도 분석 방법
기 술 명 예쁜꼬마선충 고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유해 물질 유해도 분석 방법

등록번호

10-1755380

등록일자

2017년 7월 3일

발 명 자 최신식, 김진호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예쁜꼬마선충(Caenorhabditis elegans; C. elegans) 고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유해 물질 유해도 분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유해도에 따라 예쁜꼬마선충의 길이 성장 및 부피 성장이 저해된다는 점을 이
용하여 예쁜꼬마선충을 고정시키고,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유해 물질 유해도를 분석할 수 있는 예쁜꼬마선충 고정 장
치 및 이를 이용한 유해 물질 유해도 분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예쁜꼬마선충(Caenorhabditis elegans; C. elegans) 고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유해 물질 유해도 분석 방법
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유해도에 따라 예쁜꼬마선충의 길이 성장 및 부피 성장이 저해된다는 점을 이용하
여 예쁜꼬마선충을 고정시키고,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유해 물질 유해도를 분석할 수 있는 예쁜꼬마 선충 고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유해 물질 유해도 분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예쁜꼬마선충 고정 장치는 예쁜꼬마선충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성장이 저해된다는 사실을 이
용하여 예쁜꼬마선충의 크기에 따라 예쁜꼬마선충의 이동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로, 본 발명에 의한 예쁜
꼬마선충 고정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유해 물질의 유해도를 현미경외에 기타 분석 장비에 도움 없이 육안으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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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헤마글루티닌과 사이알릭산을 함유하고 있는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소포체를 이용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록번호

10-1748137

융합 기작의 세포외 측정 방법

등록일자

2017년 6월 12일

발 명 자 서주원, 이한기, 김진용

기술분야
본 발명은 헤마글루티닌(Hemagglutinin)을 함유하고 있는 단소포체와 사이알릭산(Sialic acid)을 함유하고 있는 단소
포체를 이용하여 세포 외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융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헤마글루티닌 및
형광공여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단소포체의 제작을 통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모사하고, 사이알릭산 및 형광수용물
질을 함유하고 있는 단소포체의 제작을 통해 숙주세포의 세포막을 모사한다. 그 후 두 단소포체간의 융합을 세포외에
서 형광공명에너지전달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현상을 이용하여 FRET값을 추적함으로서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의 융합과정을 단분자 수준에서 모니터링하고 헤마글루티닌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을 헤마글루티
닌 도메인별로 스크리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헤마글루티닌과 결합하는 물질의 존재를 세포외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헤마
글루티닌(hemagglutinin)의 특정 부위와 결합하는 미량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약물과 특정 단
백질이 결합된 상태인 복합체 분석은 약물의 기능의 분석 및 개선에 필수적인 작업이라서, 이러한 작업을 위해 단백질
과 약물의 결정 구조 파악 장비, 자기핵공명분석 장비와 같은 고가의 분석 장비를 사용해야하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
스의 헤마글루티닌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의 경우 본 발명의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약물이 헤마글루티
닌의 어느 부위에 작용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헤마글루티닌과 결합하는 물질의 존재를 세포외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헤마글루티닌
(hemagglutinin)의 특정 부위와 결합하는 미량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약물과 특정 단백질이
결합된 상태인 복합체 분석은 약물의 기능의 분석 및 개선에 필수적인 작업이라서, 이러한 작업을 위해 단백질과 약물
의 결정 구조 파악 장비, 자기핵공명분석 장비와 같은 고가의 분석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헤마글루티닌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의 경우 본 발명의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약물이 헤마글루티닌의
어느 부위에 작용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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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헤마글루티닌과 사이알릭산을 함유하고 있는 단소포체를 이용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융합 기작의 세포외 측정 방법

01 생명/바이오/식품

프로바이오틱스로 사용될 수 있는 신규 유산균 및 이의 용도
기 술 명 프로바이오틱스로 사용될 수 있는 신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산균 및 이의 용도

등록번호

10-1689746

서주원, 양승환, 사시쿠마, 카티 다모다란,

등록일자

2016년 12월 20일

발 명 자 이성권, 김정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규 유산균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프로바이오틱스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신규유산
균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신규 유산균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신규 유산균의 다양한 약학적
용도 등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활성 등을 갖는 신규 락토코커스속 균주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코커
스 속 균주는 내산성 및 내담즙성이 우수하여 인체에 경구투여시 대부분이 장에 도달할 수 있고, 장내에서 유해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식품학적 안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프
로바이오틱 소재로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코커스속 균주는 미강을 발효시켜 미강의 항산화 활성
또는 미강에 함유된 활성 성분의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발효 산물 또는 이의 추출물은 산화에 의한 노
화, 산화 반응에 의해 유래되는 질환 등을 예방, 개선 또는 치료하는데에 유용한 식의약 소재 또는 화장료 소재로 사용
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코커스속 균주는 내산성 및 내담즙성이 우수하여 인체에 경구투여시 대부분이 장에 도달할
수 있고, 장내에서 유해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식품학적 안
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 소재로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코커스속 균주는 혈중 콜레스
테롤 강하 효능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을 갖기 때문에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또는 지질 관련 대사증후군과 같
은 질환을 예방, 개선 또는 치료하는데에 유용한 식의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정 락토코커스
속 균주는 미강을 발효시켜 미강의 항산화 활성 또는 미강에 함유된 활성 성분의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
기 발효 산물 또는 이의 추출물은 산화에 의한 노화, 산화 반응에 의해 유래되는 질환 등을 예방, 개선 또는 치료하는데
에 유용한 식의 약 소재 또는 화장료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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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내성을 조절하는
AtLRK10L1.2 유전자 및 이의 용도
발 명 자 김상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64943

등록일자

2016년 10월 5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내성을 조절하는 AtLRK10L1.2 유전자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 하게는
애기장대 유래의 AtLRK10L1.2 (Arabidopsis thaliana Leaf rust 10 disease-resistance locus receptor-like protein
kinase-like)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를 식물세포에 형질전환시켜 AtLRK10L1.2 유전자의 발
현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내성을 조절하는 방법, 애기장대 유래의 AtLRK10L1.2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로 식물세포를 형질전환시켜 AtLRK10L1.2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환경 스트레스 내성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환경 스트레스 내성이 조
절된 형질전환 식물체 및 이의 종자 및 서열번호 2의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애기장대 유래의 AtLRK10L1.2 단백질
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식물체의 환경 스트레스 내성 조절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애기장대 유래의 AtLRK10L1.2 (Arabidopsis thaliana Leaf rust 10 disease-resistance locus receptor-like
protein kinase-like)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를 식물세포에 형질전환 시켜 AtLRK10L1.2 유
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내성을 조절하는 방법, 애기장대 유래의 AtLRK10L1.2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로 식물세포를 형질전환시켜 AtLRK10L1.2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환경 스트레스 내성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환경 스트레스
내성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 및 이의 종자 및 서열번호 2의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애기장대 유래의 AtLRK10L1.2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식물체의 환경 스트레스 내성조절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유전자를 이용하면 식물에 가뭄 내성을 유도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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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내성을 조절하는 AtLRK10L1.2
유전자 및 이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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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내성을 증가시키는 벼 유래의
OsWOX13 유전자 및 이의 용도
기 술 명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내성을 증가시키는
벼 유래의 OsWOX13 유전자 및 이의 용도
발 명 자 김연기, 팜티민투, 남백희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64206

등록일자

2016년 10월 4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식물의 가뭄 스트레스 내성을 증가시키는 벼 유래의 OsWOX13 유전자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벼 유래 OsWOX13(Oryza sativa WUSCHEL-related homeobox)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를 식물세포에 형질전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조절하는 방법, 상
기 벼 유래 OsWOX13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로 식물세포를 형질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환경 스트레
스에 대한 내성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 및 이의 종자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벼 유래 OsWOX13(Oryza sativa WUSCHEL-related homeobox)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를 식물세포에 형질전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조절하는 방법,상기
벼 유래 OsWOX13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로 식물세포를 형질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 및 이의 종자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벼 유래 OsWOX13(Oryza sativa WUSCHEL-related homeobox)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가 과
발현되는 식물체는 염 및 가뭄 스트레스 조건에서 야생형에 비해 스트레스 내성이 증가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벼 유
래 OsWOX13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는 염 또는 가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된 형질전환 식물체의 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산업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8

기 술 명 인삼 추출물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661535

발 명 자 서주원, 양승환, 사시쿠마

등록일자

2016년 9월 26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삼 추출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초고압(high hydrostatic pressure)과 세포
벽 분해효소(HHP-E)를 이용하여 무공해, 저비용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인삼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인삼 추출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초고압(high hydrostatic pressure)과 세포
벽 분해효소(HHP-E)를 이용하여 무공해, 저비용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인삼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간단한 방법으로 고함량의 다양한 진세노사이드를 추출함과 동시에 오염발생
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고함량의 메이저 진세노사이드뿐만 아니라 마이너 진세노사이드도 함유되어
Rg1 및 Rb1의 비율과 Re, Rc, Rb2, Rg2, Rf, Rd, Rh1 및 화합물 k(compound K)의 함량이 높은 상품성이 우
수한 인삼 추출물 및 상기 인삼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피부 외용제 조성물 및 약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최적의 당 분해효소의 종류 및 첨가율과 초고압을 적용하고 농축함으로써, 간단한 방
법으로 고함량의 다양한 진세노사이드를 추출함과 동시에 오염발생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고함량의 메이저 진세노사이드뿐만 아니라 마이너 진세노사이드도 함유되어 Rg1 및 Rb1의 비율과 Re, Rc,
Rb2, Rg2, Rf, Rd, Rh1 및 화합물 k(compound K)의 함량이 높은 상품성이 우수한 인삼 추출물 및 상기 인삼 추
출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피부 외용제 조성물 및 약학 조성물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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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로모나스 속 GNUM-1 유래 베타아가레이즈
기 술 명 알테로모나스 속 GNUM-1 유래
베타아가레이즈
발 명 자 홍순광, 지원재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15141

등록일자

2016년 4월 19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알테로모나스 속 GNUM-1 유래 베타아가레이즈에 관한 것으로, 베타아가레이즈를 제조하는 방법 및 이 베
타아가레이즈를 사용하여 네오아가로 올리고당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알테로모나스 속 GNUM-1 유래 베타아가레이즈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해양 미생물인 알테로모나스
속 GNUM-1으로부터 유래하여 서열번호 1의 아미노산 서열을 갖고 아가 또는 아가로오스와 반응하여 네오아가로비
오스 (neoagarobiose), 네오아가로테트라오스(neoagarotetraose) 및 네오아가로헥사오스(neoagarohexaose)와 같
은 네오아가로 올리고당(neoagaro-oligosaccharide)을 생산하는 베타아가레이즈, 이의 유전자, 이 유전자 DNA를
포함하는 베타아가레이즈 재조합 발현 벡터, 이 재조합 발현 벡터로 형질전환된 베타아가레이즈 생산용 세포, 이
세포를 사용하여 베타아가레이즈를 제조하는 방법 및 이 베타아가레이즈를 사용하여 네오아가로 올리고당을 제
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베타아가레이즈는 아가 또는 아가로오스를 기질로 하여 네오아가로비오스
(neoagarobiose), 네오아가로테트라오스(neoagarotetraose), 네오아가로헥사오스(neoagarohexaose)와 같이 인체
에 유용한 생리 활성을 나타내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오아가로 올리고당(neoagaro-oligosaccharide)을 생
산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천연 해양자원인 아가를 산업적으로 보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베타아가레이즈는 아가 또는 아가로오스를 기질로 하여 네오아가로비오스(neoagarobiose), 네오아가 로
테트라오스(neoagarotetraose), 네오아가로헥사오스(neoagarohexaose)와 같이 인체에 유용한 생리활성을 나타내
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오아가로 올리고당(neoagaro-oligosaccharide)을 생산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천연
해양자원인 아가를 산업적으로 보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베타아가레이즈 유전자, 재조합 발현
벡터, 형질전환 세포 및 베타아가레이즈 제조방법을 사용하면 상기와 같이 유용한 베타아가레이즈를 매우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

30

기 술 명 감귤류에서 노빌레틴 및 탄제레틴 함량이 높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은 추출물을 추출하는 방법과 추출물의 용도

등록번호

10-1605122

등록일자

2016년 3월 15일

발 명 자 서주원, 최봉근, 양승환

기술분야
본 발명은 감귤류에서 노빌레틴 및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추출물을 추출하는 방법과 그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노빌레틴 또는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감귤류 추출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먼저 감
귤류의 과실을 염기성용액으로 세척한 후 회수물을 알콜 수용액으로 추출하여 기존 방법보다 노빌레틴 또는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과 그 용도에 관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간단한 방법으로 노빌
레틴 또는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감귤류 추출물을 추출함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노빌레틴 또는 탄제
레틴 함량이 높은 감귤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높은 상품성의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 항암, 항염증, 아토
피 개선, 가려움증 개선, 항비만, 지질대사 질병 개선, 치주염 개선, 골다공증을 포함한 골대사성 질환 개선 및 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는 조성물 및 약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감귤류의 과육 또는 과피를 염기성용액으로 세척하고 회수한 후 알콜 수용액으로 추출
함으로써 종래 추출방법에 비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노빌레틴 또는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감귤류 추출물을 추출함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노빌레틴 또는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감귤류 추출물을 유효성분
으로 함유하여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 항암, 항염증, 아토피개선, 항비만, 지질대사 질병 개선, 치주염 개선, 골다공증
을 포함한 골대사성 질환 개선 및 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는 조성물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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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류에서 노빌레틴 및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추출물을 추출하는
방법과 추출물의 용도

01 생명/바이오/식품

신규한 카로티노이드 나노입자
기 술 명 신규한 카로티노이드 나노입자

등록번호

10-1599195

발 명 자 최신식, 구상호, 유지숙

등록일자

2016년 2월 24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기존의 카로티노이드 화합물과 부분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진 카로티노이드 화합물을 이용한 나노입자 형태
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기존의 카로티노이드 화합물과 부분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진 카로티노이드 화합물을 이용한 나노입자 형태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1000 nm 이하의 직경을 가지는 입자로서 신규한 카로티노이드 화합물을 포함하는
카로티노이드 나노입자는 안정성과 기능성 측면에서 기존의 베타 카로틴계열 화합물로 제조된 나노입자에 비하여 현
저히 향상된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카로티노이드 나노입자는 안전하게 생체 내로 흡수될 수 있으며 온
전한 형태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있는 곳까지 운반될 수 있으며 흡수율이나 지속력이 좋지 않은 영양소, 약물, 화장품
등의 전달에도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1000 nm 이하의 직경을 가지는 입자로서 신규한 카로티노이드 화합물을 포함하는 카로티노이드 나노
입자는 안정성과 기능성 측면에서 기존의 베타 카로틴계열 화합물로 제조된 나노입자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된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베타카로틴 화합물의 경우에는 나노입자화 된 형태이든 화합물 자체의 형태이든 간에 항산화
능력이 낮은 반면, 본 발명의 카로티노이드 화합물은 나노입자화됨에 의하여 항산화적 기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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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인삼 추출물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592457

발 명 자 서주원, 양승환, 사시쿠마

등록일자

2016년 2월 1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삼 추출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초고압(high hydrostatic pressure)과 세포벽 분
해효소(HHP-E)를 이용하여 무공해, 저비용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인삼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인삼 추출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초고압(high hydrostatic pressure)과 세포벽
분해효소(HHP-E)를 이용하여 무공해, 저비용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인삼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간단한 방법으로 고함량의 다양한 진세노사이드를 추출함과 동시에 오염발생을 줄
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고함량의 메이저 진세노사이드뿐만 아니라 마이너 진세노사이드도 함유되어 Rg1
및 Rb1의 비율과 Re, Rc, Rb2, Rg2, Rf, Rd, Rh1 및 화합물 k(compound K)의 함량이 높은 상품성이 우수한 인삼 추
출물 및 상기 인삼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피부 외용제 조성물 및 약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최적의 당 분해효소의 종류 및 첨가율과 초고압을 적용하고 농축함으로써, 간단한 방
법으로 고함량의 다양한 진세노사이드를 추출함과 동시에 오염발생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고함량의 메이저 진세노사이드뿐만 아니라 마이너 진세노사이드도 함유되어 Rg1 및 Rb1의 비율과 Re, Rc,
Rb2, Rg2, Rf, Rd, Rh1 및 화합물 k(compound K)의 함량이 높은 상품성이 우수한 인삼 추출물 및 상기 인삼 추출물
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피부 외용제 조성물 및 약학 조성물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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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인삼 추출물의 제조방법

01 생명/바이오/식품

감귤류에서 노빌레틴 및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추출물을 추출하는 방법과 추출물의 용도
기 술 명 감귤류에서 노빌레틴 및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추출물을 추출하는 방법과 추출물의 용도
발 명 자 서주원, 최봉근, 양승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588613

등록일자

2016년 1월 20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감귤류에서 노빌레틴 및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추출물을 추출하는 방법과 그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노빌레틴 또는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감귤류 추출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먼저 감
귤류의 과실을 염기성용액으로 세척한 후 회수물을 알콜 수용액으로 추출하여 기존 방법보다 노빌레틴 또는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과 그 용도에 관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간단한 방법으로 노빌
레틴 또는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감귤류 추출물을 추출함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노빌레틴 또는 탄제
레틴 함량이 높은 감귤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높은 상품성의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 항암, 항염증, 아토
피 개선, 가려움증 개선, 항비만, 지질대사 질병 개선, 치주염 개선, 골다공증을 포함한 골대사성 질환 개선 및 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는 조성물 및 약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감귤류의 과육 또는 과피를 염기성용액으로 세척하고 회수한 후 알콜 수용액으로 추출
함으로써 종래 추출방법에 비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노빌레틴 또는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감귤류 추출물을 추출함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노빌레틴 또는 탄제레틴 함량이 높은 감귤류 추출물을 유효성분
으로 함유하여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 항암, 항염증, 아토피개선, 항비만, 지질대사 질병 개선, 치주염 개선, 골다공증
을 포함한 골대사성 질환 개선 및 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는 조성물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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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산수유 추출물을 함유하는 항산화, 항균,
항염 조성물
발 명 자 서주원, 이지언, 이동령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575722

등록일자

2015년 12월 2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산수유 추출물을 함유하는 항산화, 항균 또는 항염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산수유 추출물을 함유하는 항산화, 항균 또는 항염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산수유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산화,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우수한 조성물을 피부 외용제 조성물로 이용함
으로써, 여드름, 아토피, 무좀, 건선, 습진 또는 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산수유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함으로써, 항산화,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우수한 조
성물을 제공하여 여드름, 아토피, 무좀, 건선, 습진 또는 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
에 따른 산수유 추출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은 여드름 원인균인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Propionibacterium
acnes)뿐만 아니라, 여드름균 감염 이후 2차 피부 감염균인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Staphylococcus
epidermidis)에 대하여 항균 작용이 우수해 여드름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고, 대식세포에서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
TNF-α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LPS 자극 후 대식세포에서 분비되는 NO 생성을 억제하는 우수한 항염증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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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산수유 추출물을 함유하는 항산화, 항균, 항염 조성물

01 생명/바이오/식품

벼 유래 OsMDB1 유전자를 이용한 초장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른 식물체
기 술 명 벼 유래 OsMDB1 유전자를 이용한 초장이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방법 및

등록번호

10-1536894

그에 따른 식물체

등록일자

2015년 7월 9일

발 명 자 김연기, 김정숙, 남백희

기술분야
본 발명은 벼 유래 OsMDB1(Oryza sativa MYB DNA-binding domain protein1) 유전자를 이용한 초장이 조절된 형
질전환 식물체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른 식물체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벼 유래의 OsMDB1 단백질 코딩 유
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를 식물세포에 형질전환시켜 OsMDB1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식물
체의 초장을 조절하는 방법, 상기 벼 유래의 OsMDB1 단백질 코딩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로 식물세포를 형질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초장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초장이 조절된 형질
전환 식물체 및 이의 종자 및 상기 OsMDB1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식물체의 초장 조절
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벼 유래의 OsMDB1(Oryza sativa MYB DNA-binding domain protein 1)단백질 코딩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를 식물세포에 형질전환시켜 OsMDB1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식물체의 초장을 조절
하는 방법, 상기 벼 유래의 OsMDB1 단백질 코딩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로 식물세포를 형질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초장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초장이 조절된 형질전환 식물체 및
이의 종자 및 상기 OsMDB1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식물체의 초장 조절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우리나라의 벼농사에서 냉해, 한해, 침관수 피해 등 여러 가지 기상재해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수량감소와 미질에 크
게 영향을 주는 것은 생육후기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하여 발생되는 도복이다. 일반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결실기 벼
도복방지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논 면적의 광활함이나 강한 풍수해와 같은 자연 재난에 대하
여서는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벼 도복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은 내도복성 품종재배로 여겨졌
다. 이러한 벼 도복은 벼의 초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발명을 통해 OsMDB1 과발현된 형질전환체에서 야생형과
비교하여 벼의 간장길이가 55~70% 감소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OsMDB1 유전자는 벼의 도복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
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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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벼 꽃 발달단계 중 초기단계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및 이의 용도
발 명 자 김연기, 채송화, 남백희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486825

등록일자

2015년 1월 21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벼 꽃 발달단계 중 초기단계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
욱 상세하게는 벼 꽃 발달단계 중 초기단계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상기 프로모터를 포함하는
재조합 식물 발현 벡터, 상기 재조합 식물 발현 벡터로 형질전환된 식물체, 상기 재조합 식물 발현 벡터를 이용한 형질
전환 식물체의 제조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형질전환 식물체 및 이의 종자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벼 꽃 발달단계 중 초기단계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상기 프로모터를 포함하는 재조
합 식물 발현 벡터, 상기 재조합 식물 발현 벡터로 형질전환된 식물체, 상기 재조합 식물 발현 벡터를 이용한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형질전환 식물체 및 이의 종자를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조직 특이적인 프로모터 서열은 각각의 발생단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연구자들이 사용
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 유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단계를 조절하거나 특정한 단계에서의 유전
자 발현을 조절하는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에도 유용한 정보 및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벼 3' 틸링
300k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조직 특이적 프로모터를 분리하는 방법은 꽃 발달단계 중 초기단계 특이적 프로모터
를 추가로 탐색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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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벼 꽃 발달단계 중 초기단계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및 이의 용도

01 생명/바이오/식품

카로티노이드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기 술 명 카로티노이드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468308

발 명 자 최신식, 구상호, 유지숙

등록일자

2014년 11월 26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매개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카로티노이드 화합물을 48℃ 내지 52℃ 아세톤에 용해시키는 것에 의해서
카로티노이드 화합물을 나노입자 형태로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매개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카로티노이드 화합물을 48℃ 내지 52℃ 아세톤에 용해시키는 것에 의해서 카로
티노이드 화합물을 나노입자 형태로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카로티노이드 나노입자의 제조방
법에 의하면 추가적인 폴리머 등의 매개자를 넣어 주거나 고압균질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나노입자를 제조할 수 있
다. 따라서, 기존의 카로티노이드 나노입자의 제조방법과 비교하여 다량의 첨가물질의 양을 최소화 하면서 물리적 공
정등의 과정을 배제시켜 나노입자 자체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카로티노이드 나노입자의 제조방법에 의하면 추가적인 폴리머 등의 매개자를 넣어 주거나 고압균질
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나노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카로티노이드 나노입자의 제조방법과 비교하여
다량의 첨가물질의 양을 최소화하면서 물리적 공정 등의 과정을 배제시켜 나노입자 자체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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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ＤＤＭＰ군 소야사포닌을 포함하는 비만 또는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발 명 자 정규화, 서주원, 찌겡 쯔카모토, 양승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448116

등록일자

2014년 9월 30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비만 또는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콩으로부
터 분리된 특정 사포닌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비만 또는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DDMP(2,3-dihydro-2,5-dihydroxy-6-methyl-4H-pyran-4-one)가 결합된 소야사포닌을 유효성
분으로 포함하는 비만 또는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제공한다.본 발명에따른DDMP(2,3dihydro-2,5-dihydroxy-6-methyl-4H-pyran-4-one)가 결합된 소야사포닌은 전구지방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
를 억제하는 효과가 우수하고, 전구지방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시 지질 축적을 억제하며, 전구지방세포의 지방
세포로의 분화와 관련된 전사인자 등의 발현을 하향 조절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DDMP(2,3-dihydro-2,5dihydroxy-6-methyl-4H-pyran-4-one)가 결합된 소야사포닌은 비만 또는 지방간,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질
환, 동맥경화증 및 지질 관련 대사증후군과 같은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DDMP(2,3-dihydro-2,5-dihydroxy-6-methyl-4H-pyran-4-one)가 결합된 소야사포닌은 전구지방
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우수하고, 전구지방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시 지질 축적을 억제하며,
전구지방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와 관련된 전사인자 등의 발현을 하향 조절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DMP(2,3dihydro-2,5-dihydroxy-6-methyl-4H-pyran-4-one)가 결합된 소야사포닌은 비만 또는 지방간, 제2형 당뇨, 고지
혈증,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증 및 지질 관련 대사증후군과 같은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하는데에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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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DDMP군 소야사포닌을 포함하는 비만 또는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01 생명/바이오/식품

홍국균 배양용 프리믹스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액상 배지
기 술 명 홍국균 배양용 프리믹스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액상 배지
발 명 자 서주원, 성금화, 양승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426693

등록일자

2014년 7월 30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홍국균 배양용 프리믹스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액상 배지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홍국균의 증
식을 극대화하거나 모나콜린 K와 같은 활성물질의 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국균 배양용 프리믹스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홍국균 배양용 액상 배지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팥 분말, 탄소원, 질소원 및 무기 영양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로서, 상기 팥 분말의 함량은 조성물 전체 중량
을 기준으로 5~40 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국균 배양용 프리믹스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하여 조제된 홍국균 배
양용 액상 배지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홍국균 배양용 프리믹스 조성물을 이용하여 조제된 액상배지에 홍국균을
배양하는 경우 홍국균의 증식이 극대화되거나 모나콜린 K의 생성량이 현저히 향상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홍국
균 배양용 액상 배지는 홍국균의 종 배양 또는 홍국균을 이용한 모나콜린 K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홍국균 배양용 액상 배지는 종래의 액상 배지 성분으로 사용된 글루코오스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제조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홍국균 배양용 프리믹스 조성물을 이용하여 조제된 액상 배지에 홍국균을 배양하는 경우 홍국균의 증식
이 극대화되거나 모나콜린 K의 생성량이 현저히 향상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홍국균 배양용 액상배지는 홍국균의
종 배양 또는 홍국균을 이용한 모나콜린 K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홍국균 배양용 액상 배지는 종
래의 액상 배지 성분으로 사용된 글루코오스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제조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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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벼 캘러스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및 이의 용도
발 명 자 김연기, 김정숙, 남백희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421924

등록일자

2014년 7월 16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벼 캘러스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벼
캘러스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상기 프로모터를 포함하는 재조합 식물 발현 벡터, 상기 재조합
식물 발현 벡터를 이용한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형질전환 식물체 및 이의 종자, 벼 3'
타일링 (Tiling) 135k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하여 캘러스 조직 특이적 프로모터를 분리하는 방법 및 상기 벼 3' 타일링
(Tiling) 135k 마이크로어레이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벼 캘러스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상기 프로모터를 포함하는 재조합 식물 발현 벡터,
상기 재조합 식물 발현 벡터를 이용한 형질전환 식물체의 제조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형질전환 식물체 및 이
의 종자, 벼 3' 타일링 (Tiling) 135k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하여 캘러스 조직 특이적 프로모터를 분리하는 방법 및 상
기 벼 3' 타일링 (Tiling) 135k 마이크로어레이를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벼 캘러스에서 특이적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프로모터는 특히 진핵생물 유래의 의약용 또
는 생리활성을 갖는 단백질을 벼 캘러스에서 안정적으로 대량 발현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벼
3' 타일링 135k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조직 특이적 프로모터를 분리하는 방법은 캘러스 특이적 프로모터를 추가로
탐색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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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벼 캘러스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및 이의 용도

01 생명/바이오/식품

홍국균을 이용한 발효 천마의 제조방법 및 발효 천마의 용도
기 술 명 홍국균을 이용한 발효 천마의 제조방법
및 발효 천마의 용도
발 명 자 서주원, 이경호, 이인애, 강윤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401515

등록일자

2014년 5월 23일

이지언, 최종근, 양승환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발효 천마의 제조방법 및 발효 천마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홍국균을 이용하여 뇌신경세포
보호 성분의 함량이 증가된 발효 천마를 제조하는 방법 및 발효 천마의 항우울, 항불안, 학습 능력 향상, 기억 능력 증
진과 같은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천마에 물을 첨가하고 증자하는 단계, 상기 증자된 천마에 홍국균 배양액을 접종하고 배양하여 천마를 발효
시키는 단계 및 상기 발효된 천마를 건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발효 천마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발
효 천마는 홍국균에 의해 발효되어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의 함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천마의 기억력 및 학습능력
증진 효과 또는 항불안 및 항우울 효과가 현저하게 향상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발효 천마 또는 이의 추출물은 뇌
신경세포의 손상에 의한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고, 우울증 등에 의해 유발되는 불안
증상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발효 천마는 홍국균에 의해 발효되어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의 함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천마의 기
억력 및 학습능력 증진 효과 또는 항불안 및 항우울 효과가 현저하게 향상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발효 천마 또는
이의 추출물은 뇌신경 세포의 손상에 의한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고, 우울증 등에 의
해 유발되는 불안 증상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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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셀룰라아제를 생산하는 트리코데르마
코닌지 ＲＳＣ１및 이의 용도
발 명 자 서주원, 양승환, 사시쿠마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396244

등록일자

2014년 5월 12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셀룰라아제를 생산하는 신규한 트리코데르마 속 미생물(Trichoderm koningii RSC1) 및 이를 이용하여
개선된 사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셀룰라아제(cellulase)와 자일라나아제(xylanase) 생산능이 있는 트리코데르마 코닌지(Trichoderm
koningii) RSC1 균주 및 이 균주를 이용하여 셀룰라아제를 생산하는 방법과 개선된 사료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셀룰로오스와 자일로오스를 동시에 분해하는 능력이 우수한 신규 균주 트리코데르마 속 미생물
(Trichoderm koningii)을 이용하여 조사료를 제조할 수 있다. 난소화성 탄수화물인 셀룰로오스를 당화시켜서 볏짚의
사료 가치를 높이고, 볏짚으로 사료를 대체함으로써 생산성 상승에 기여하고, 그리고 볏짚의 조사료로서의 사용률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아울러 거대 분자의 분해로 물성이 개선되어 사료의 가공이 용이해지고, 사료 물성의 개선으로 가
축의 사료 섭취를 돕고, 미생물의 발효 과정을 통해 다양한 영양 성분이 미생물로부터 합성됨으로써 기능성 물질이
사료에 첨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선별된 미생물이 사료에서 생균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는 효과가 있다. 아
울러 본 발명은 소화성 탄수화물(볏짚, 밀집 등)의 사료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배합사료 비용 상승과 볏짚 생산량의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43

01 생명/바이오/식품

셀룰라아제를 생산하는 트리코데르마 코닌지 ＲＳＣ１및 이의 용도

01 생명/바이오/식품

기능성 감칩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기능성 감칩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392348

발 명 자 서주원, 성금화, 양승환

등록일자

2014년 4월 29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출원은 감칩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홍국균의 발효를 통해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 또는
체중 조절 기능 등이 향상된 감칩 및 이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일 측면은 박피된 감을 소정의 두께로 절단하여 감 절편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감 절편을 홍국균을 포함하
는 침지액에 침지하여 홍국균을 접종하는 단계; 상기 홍국균이 접종된 감 절편을 침지액에서 꺼내어 발효시키는 단계;
및 상기 발효된 감 절편을 건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감칩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감칩은 홍국균으로
발효되어 외관적으로 종래의 감칩보다 수려한 색상을 보이고, 동시에 홍국균에 의해 생성되는 모나콜린 K를 함유하고
있어서 향상된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 또는 체중 조절 기능 등을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감칩은 지방간, 당뇨,
고지질혈증,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심혈관질환, 동맥경화, 지질 관련 대사 증후군과 같은 지질 관련 대
사성 질환, 변비, 비만 등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기능성 식품 소재로 사용될 수 있고, 농가 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감칩은 홍국균으로 발효되어 외관적으로 종래의 감칩보다 수려한 색상을 보이고, 동시에 홍국균에 의
해 생성되는 모나콜린 K를 함유하고 있어서 향상된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 또는 체중 조절 기능 등을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감칩은 지방간, 당뇨, 고지질혈증,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지질 관
련 대사 증후군과 같은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 변비, 비만 등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기능성 식품 소재로 사용될
수 있고, 농가 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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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기능성 건조감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391632

발 명 자 서중원, 성금화, 양승환

등록일자

2014년 4월 28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출원은 곶감, 감 말랭이와 같은 건조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홍국균에 의해 발효된 팥
의 분말을 포함하여 콜레스테롤 저하 활성, 항산화 활성 또는 항균 활성과 같은 기능성이 향상된 건조감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건조감의 표면 또는 건조감 조각의 표면에 홍국균으로 발효된 팥의 분말이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성 건조감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건조감은 그 표면에 홍국균에 의해 발효된 팥의 분말이 도포되어 있어서 콜레
스테롤 저하 활성, 항산화 활성 또는 항균 활성과 같은 향상된 기능성을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른 건조감은 지방간, 당
뇨, 고지질혈증,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지질 관련 대사 증후군과 같은 지질 관련
대사성질환, 변비, 비만, 병원균 감염 등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본 발명에
따른 건조감은 기능성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곶감, 감말랭이, 곶감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
공 식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농가 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건조감은 그 표면에 홍국균에 의해 발효된 팥의 분말이 도포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 저하 활성, 항산
화 활성 또는 항균 활성과 같은 향상된 기능성을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른 건조감은 지방간, 당뇨, 고지질혈증, 고중성지
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지질 관련 대사 증후군과 같은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 변비, 비만,
병원균 감염 등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본 발명에 따른 건조감은 기능성 식
품 또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곶감, 감 말랭이, 곶감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공 식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농가 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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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기능성 건조감 및 이의 제조방법

01 생명/바이오/식품

홍국발효 뽕잎차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홍국발효 뽕잎차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385176

발 명 자 서주원, 김순동, 이상일, 이예경, 최종근, 이인애

등록일자

2014년 4월 8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홍국발표 뽕잎차 및 이의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뽕잎차는 항비만 활성이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뽕잎을 준비하고; 상기 뽕잎에 모나스커스 퍼푸레우스(M. purpureus), 모나스커스 필로수스(M.pilosus),
모나스커스 루버(M. ruber) 및 모나스커스 카올리앙(M. kaoliang)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홍국균 종배양액을 접
종하고 발효시켜서 홍국발효 뽕잎을 얻고; 그리고 상기 홍국발효 뽕잎을 건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홍국
발효 뽕잎차의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홍국발효 뽕잎차는 폴리페놀 함량이 낮아 차의 떫은 맛이 덜하고 소화가 잘 된다. 또한 본 발명의 홍국
발효 뽕잎차는 독소 성분인 시트리닌을 생산하지 않고 항비만 활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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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기능성 감식초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376312

발 명 자 서주원, 성금화, 양승환

등록일자

2014년 3월 13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출원은 감식초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홍국균의 발효를 통해 색도가 높고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 또는 체중 조절 기능 등이 향상된 감식초 및 이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일 측면은 감에 홍국균 배양액을 접종하고 발효시켜 1차 발효물을 수득하는 단계, 상기 1차 발효물을 여과하
여 얻은 1차 여과액에 초산균을 접종하고 발효시켜 2차 발효물을 수득하는 단계 및 상기 2차 발효물을 여과하여 2차
여과액을 수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감식초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감식초는 홍국균으로 1차 발효되어
외관적으로 종래의 감식초보다 높은 색도를 보이고, 동시에 홍국균에 의해 생성되는 모나콜린 K를 함유하고 있어서
향상된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 또는 체중 조절 기능 등을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감식초는 지방간, 당뇨, 고지
질혈증,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지질 관련 대사 증후군과 같은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 변비, 비만 등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기능성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고, 농가 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감식초는 홍국균으로 1차 발효되어 외관적으로 종래의 감식초보다 높은 색도를 보이고, 동시에 홍국균
에 의해 생성되는 모나콜린 K를 함유하고 있어서 향상된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 또는 체중 조절 기능 등을 갖는다. 따
라
서, 본 발명에 따른 감식초는 지방간, 당뇨, 고지질혈증,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지
질 관련 대사 증후군과 같은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 변비, 비만 등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기능성 식품 또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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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기능성 감식초 및 이의 제조방법

01 생명/바이오/식품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사포닌의 분리방법
기 술 명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사포닌의 분리방법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발 명 자 정규화, 서주원, 찌겡 쯔카모토,

등록번호

10-1376311

등록일자

2014년 3월 13일

패널 셀범, 이정동, 양승환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사포닌의 분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사포닌 및 당류를
포함하는 액상 조성물로부터 사포닌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사포닌 및 당류를 포함하는 액상 조성물로부터 사포닌을 효과적으로 분리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액상 조성물이 도포된 박층크로마토그래피 플레이트를 비극성 유기용매, 극성 유기
용매 및 물로 이루어진 혼합용매로 1차 전개하고, 이후 강산 수용액으로 2차 전개하는 것을 특징으로한다. 본 발명의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사포닌의 분리방법은 종래의 박층크로마토그래피 방법에 비해 강산 수용액으로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플레이트를 다시 한번 더 전개하기 때문에 박층크로마토그래피 플레이트 상에 사포닌이 분배된 영역
으로부터 당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사포닌의 분리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박층크로마
토그래피를 이용한 사포닌의 분리방법은 사포닌 및 당류를 포함하는 액상 조성물로부터 사포닌 분자들을 검출하거나
고순도로 정제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사포닌의 분리방법은 야생
콩, 재배콩 또는 다년생콩을 포함하는 Glycine 속 식물 종자들의 다양한 사포닌표현형 및 그 함량을 시각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Glycine 속 식물 종자들 간의 유연관계(Phylogenetic Relationship)를 분석하는 경우 야생콩 종을 구분하
기 위한 마커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사포닌의 분리방법은 종래의 박층크로마토그래피 방법에 비해 강산 수용액
으로 박층크로마토그래피 플레이트를 다시 한번 더 전개하기 때문에 박층크로마토그래피 플레이트 상에 사포닌이 분
배된 영역으로부터 당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사포닌의 분리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박
층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사포닌의 분리방법은 사포닌 및 당류를 포함하는 액상 조성물로부터 사포닌 분자들을 검
출하거나 고순도로 정제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사포닌의 분리방
법은 야생콩, 재배콩 또는 다년생콩을 포함하는 Glycine 속 식물 종자들의 다양한 사포닌 표현형 및 그 함량을 시각화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Glycine 속 식물 종자들 간의 유연관계(Phylogenetic Relationship)를 분석하는 경우 야생콩
종을 구분하기 위한 마커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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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모나스커스 필로서스를 이용한 후발효차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후발효차
발 명 자 서주원, 김순동, 이상일, 이예경, 이인애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281572

등록일자

2013년 6월 27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찻잎을 이용한 후발효차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후발효차에 [0001]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
하게는, 모나스커스 필로서스 균주를 이용해 발효시킴으로써 항산화능 및 기호도가 우수한 후발효차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후발효차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모나스커스 필로서스를 이용한 후발효차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후발효차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후발
효차 제조방법은, 찻잎을 덖어 덖음차를 만드는 단계; 덖음차에 물을 가하는 단계; 물을 가한 덖음차에 모나스커스 필
로서 스 배양액을 넣는 단계; 배양액을 첨가한 덖음차를 발효시키는 단계; 및 발효된 덖음차를 건조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이에 의하여, 항산화 능력이 우수하고, 맛, 향기, 색감 등의 종합적인 기호도가 높은 후발효차를 제조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른 후발효차는 폴리페놀 함량당 전자공여능, XO 저해활성 및 SOD 유사활성, 아질산 염소거
능이 우수하여 항산화능이 우수하고, 단맛은 강하면서 쓴맛과 떫은맛은 적고, 향기나 색감을 비롯한 종합적인 기호도
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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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모나스커스 필로서스를 이용한 후발효차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후발효차

01 생명/바이오/식품

발리다마이신의 생산 배지 및 그 배양 방법
기 술 명 발리다마이신의 생산 배지 및 그 배양 방법

등록번호

10-1262820

발 명 자 서주원, 양승환, 고중환, 김영우, 주영광

등록일자

2013년 5월 3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발리다마이신의 고생산 발효 배양을 위한 생산 배지 [0001] 및 그 배양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발리다마이신의 고생산 발효 배양을 위한 생산 배지 및 그 배양 방법에 관한 것으로, 최적의 배양 및 배지
조건을 확립하여 8g/L의 고농도의 발리다마이신을 생산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발리다마이신을 효과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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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발효 팥 추출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등록번호

10-1249800

발 명 자 서주원, 성금화, 양승환

등록일자

2013년 3월 27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출원은 팥으로부터 유래되는 유용한 기능성 소재 등에 관한 것으로서, [0001] 더 상세하게는 홍국균에 의해 발효
된 팥의 추출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일 측면은 홍국균에 의해 발효된 팥으로부터 추출되고, 항산화 활성 및 콜레스테롤 저하 활성을 나타내는
발효팥 추출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발효 팥 추출물은 홍국균에 의해 생산된 활성형의 모나콜린 K 뿐만 아니라
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항산화 활성, 콜레스테롤 저하 활성, 지질 저
하 활성 또는 중성지방 저하 활성 등과 같은 매우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발효 팥 추출물은 신
장 장애를 일으키는 독소 물질인 시트리닌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매우 미량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안전성이 우수한
소재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발효 팥 추출물은 홍국균에 의해 생산된 활성형의 모나콜린 K [0010] 뿐만 아니라 페놀 화합물, 플라
보노이드 등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항산화 활성, 콜레스테롤 저하 활성, 지질 저하 활성 또는중성
지방 저하 활성 등과 같은 매우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발효 팥 추출물은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독소 물질인 시트리닌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매우 미량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안전성이 우수한 소재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발효 팥의 추출물은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환, 예를 들어 노화, 간 손상, 암 또는 각종 성인병 등
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발효 팥 추출물은 지방간, 당뇨, 고지질혈증, 고중성
지방 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지질 관련 대사 증후군과 같은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 변비, 비
만 등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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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발효 팥 추출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01 생명/바이오/식품

발효 팥,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기 술 명 발효 팥,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등록번호

10-1249795

발 명 자 서주원, 성금화, 양승환

등록일자

2013년 3월 27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출원은 팥으로부터 유래되는 유용한 기능성 소재 등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홍국균에 의해 발효된 팥, 이
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일 측면은 팥을 홍국균으로 발효시켜 얻은 산물인 발효 팥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발효 팥은 홍국균에
의해 생산된 모나콜린 K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미발효 팥에 비해 총 페놀 화합물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조
단백질 함량 및 조섬유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항산화 활성 및 콜레스테롤 저하 활성, 지질 저하 활성 또는 중성지방
저하 활성 등 매우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발효 팥은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독소 물질인 시트리
닌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매우 미량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안전성이 우수한 소재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발효 팥은 홍국균에 의해 생산된 모나콜린 K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미발효 팥에 비해 총 페놀 화
합물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조단백질 함량 및 조섬유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항산화 활성 및 콜레스테롤 저하
활성, 지질 저하 활성 또는 중성지방 저하 활성 등 매우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발효 팥은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독소 물질인 시트리닌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매우 미량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안전성이 우수한 소
재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발효 팥은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환, 예를 들어 노화, 간 손상, 암 또는 각종
성인병 등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발효 팥은 지방간, 당뇨, 고지질혈증, 고중
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지질 관련 대사 증후군과 같은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 변비,
비만 등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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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마이크로니들 어레이 및 그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221192

발 명 자 최신식, 이현호, 이선호

등록일자

2013년 1월 4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나노입자가 코팅된 고분자성 마이크로니들 어레이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나노입자가 코팅된 고분자성 마이크로니들 어레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1) 마이크로
니들 어레이 주형을 제작하는 단계; 2) 상기 마이크로니들 어레이 주형에 나노입자를 코팅하는 단계; 3) 상기 나노입
자가 코팅된 마이크로니들 어레이 주형에 생분해성 고분자를 주입하는 단계; 4) 상기 나노입자와 생분해성 고분자가
주입된 마이크로니들 어레이 주형으로부터 마이크로니들 어레이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마이크로니들 어레이
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마이크로니들 어레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친환경적이고 간단한 과정으로 제작할 수 있고, 생분해성 고
분자를 이용하여 안정성이 높은 니들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마이크로니들 어레이는 나노입자에 의약품이
나, DNA, RNA, 단백질 같은 생물의약품 등 다양한 물질을 결합하여 생체 내에 원하는 부위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
달할 수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마이크로니들 어레이는 나노입자를 코팅함으로써 기존의 나노입자 전달방식에 단점
을 해결해 주고 국부적인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이나 미용의 목적으로 넓게 이용될 수 있고, 피부에 투입될 경
우 안정적으로 약물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의학 치료용 패치로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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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마이크로니들 어레이 및 그 제조방법

01 생명/바이오/식품

항비만 활성을 가지는 홍국균을 이용한 검정콩 발효물 및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항비만 활성을 가지는 홍국균을 이용한
검정콩 발효물 및 그 제조방법
발 명 자 서주원, 이인애, 김순동, 이예경, 양승환, 정옥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145181

등록일자

2012년 5월 4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항비만 활성을 가지는 홍국균을 이용한 검정콩 발효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 본 발
명은, 검정콩(흑태)에 홍국균 배양물을 접종하고 발효시켜 얻은, 곰팡이 독소성분인 시트리닌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항
비만 활성을 갖는 검정콩 발효물에 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검정콩에 모나스커스 퍼푸레우스(M. purpureus), 모나스커스 필로수스(M. pilosus), 모나스커스 루버
(M. ruber) 및 모나스커스 카올리앙(M. kaoliang)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홍국균 종배양액을 접종하고 발효시켜
얻은, 항비만 활성을 갖는 검정콩 발효물에 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홍국균을 이용한 검정콩 발효물은 독소 성분인 시트리닌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항비만 활성을 가지는
발효물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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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에스-아데노실메티오닌 고함유 김치 및 이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056584

발 명 자 이명기, 서주원, 이현정

등록일자

2011년 8월 5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에스-아데노실메티오닌 고함유 김치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굴소스 또는 참치를 사
용하여 에스-아데노실메티오닌 함량이 높으면서도 우마미가 증진된 김치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에스-아데노실메티오닌 고함유 김치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굴소스, 참치등의 동물성 재료를 첨
가 하여 에스-아데노실메티오닌의 함량이 높으면서도, 참외, 다시마물, 유청등으로 동물성 재료의 비린내 및 짠 맛을
완화시키고, 우마미에 영향을 미치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 감칠맛이 향상되어 기호도가 높은 김치를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김치는 에스-아데노실메티오닌 함량이 높아 에스-아데노실메티오닌의 섭취를 위한 별도의 건강 보조식품
의 복용이 필요없다. 에스-아데노실메티오닌의 섭취로 인해 우울증, 치매예방, 관절염 및 간경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치에서 비린내나 비린맛이 덜하고, 감칠맛이 좋아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인 또는 어린아이들도 김치를 섭취할 수 있다. 김치의 감칠맛이 더해져 김치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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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에스-아데노실메티오닌 고함유 김치 및 이의 제조방법

01 생명/바이오/식품

3-아미노페닐 보로닉산을 이용한 기질확장성
β－락타마제생산 균주의 스크리닝 방법
기 술 명 3-아미노페닐 보로닉산을 이용한 기질확장성
β－락타마제생산 균주의 스크리닝 방법
발 명 자 이상희, 정석훈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0935783

등록일자

2009년 12월 29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3-아미노페닐 보로닉산을 사용하여 기질확장성 β－락타마제 <1> 생산균주를 효율적으로 스크리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3-아미노페닐 보로닉산을 이용한 기질확장성 β－락타마제(extended spectrum β-latamase; ESBL)
생산 균주의 스크리닝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임상 및 실험 표준화 기관(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 Institute; CLSI) 방식의 기질확장성 β-락타마제 생산 균주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에 있어서, 3-아미노페닐
보로닉산을 이용하여 기질확장성 β-락타마제와 플라스미드 매개 AmpC-락타마제(pAmpCs)를 모두 생산하는 균주에
있어서도 기질확장성 β-락타마제 생산 균주를 높은 민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스크리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3-아미노페닐 보로닉산을 사용하여 기질확장성 β－락타마제 생산균주를 효율적으로 스크리닝 할 수 있음
을 확인하고 완성되었다. 기존의 CLSI 확인 시험의 경우, ESBLs를 생산하지만 pAmpCs는 생산하지 않는 모든 임
상 균주들에서 ESBLs를 검출했으나, ESBLs와 pAmpCs를 모두 생산하는 임상 균주들의 검출율(85%)이 낮아지
고 pAmpCs를 생산하지만 ESBLs는 생산하지 않는 임상 균주 중 15%에서 위양성(false-positive) 결과를 나타냈
다. 반면에 3-아미노페닐 보로닉산을 사용한 본 발명에서는 ESBLs (±pAmpCs)을 가진 모든 임상 균주들을 검출해
냈고, pAmpCs를 생산하지만 ESBLs는 생산하지 않는 임상 균주들에서도 낮은 빈도의 위양성(false-positive) 결
과(5%)를 나타냈다. 따라서 3-아미노페닐 보로닉산을 사용한 본 발명은 기존의 CLSI 확인시험에 비하여 민감도와 효
율성에 있어서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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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시토크롬 P 450 유전자
발 명 자 최상봉, 김호방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0834380

등록일자

2008년 5월 27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되는,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 유래의 시토크
롬 P450 단백질, 상기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상기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식물 발현 벡터, 상기 벡터를 이용
하여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수분 스트레스 저항성이 증가된 식물
및 상기 식물의 형질전환(transgenic) 종자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되는,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 유래의 시토크
롬 P450 단백질, 상기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상기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식물 발현 벡터, 상기 벡터를 이용
하여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수분 스트레스 저항성이 증가된 식물
및 상기 식물의 형질전환(transgenic) 종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가시
킬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57

01 생명/바이오/식품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시토크롬 P 450 유전자

01 생명/바이오/식품

정밀 중합효소 연쇄반응 방법
기 술 명 정밀 중합효소 연쇄반응 방법

등록번호

10-0804670

발 명 자 이상희, 송재석, 이정훈, 손승규, 허명진

등록일자

2008년 2월 12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DNA 중합효소에 들어 있는 외래 DNA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 중합효소 연쇄반
응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정밀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에 관한 것으로서,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DNA를 증폭하는 방법
에 있어서, DNA 중합효소 용액에 포함된 외래의 DNA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밀 중합효소 연쇄반응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미생물 <29> 및 분자생물학 연구 분야에서 외래의
DNA 오염 등의 제한인자를 극복하는 데 널리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비록 외래의 DNA가 없는 매우 정제된 Taq
DNA 중합효소를 이용한 경우에 본 발명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나, 본 발명은 Taq DNA 중합효소에 오염된 외래의
DNA 및 실험준비 단계에서 PCR 용액내에 포함되어진 외래의 DNA도 제거할 수 있으며, DNA 중합효소의 활성에 영
향을 주지 않은 DNAse 정지용액을 첨가하여, 별도의 DNA 중합효소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PCR를 할 수 있으
며, 구매한 DNA 중합효소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외래 DNA의 오염에 따른 잘못된 결과를 배제
할 수 있어서, 간단하고, 정밀한 중합효소 연쇄반응 방법이다. <30> 이상으로 본 발명의 특정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
였는 바,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인 기술은 단지 바람직한 구현예일 뿐이며, 이에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과 그의 등가
물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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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스트렙토마이세스 속 균주 유래의 에프케이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520 생합성 조절유전자, 에프케이비엔을 도입

등록번호

10-0800233

하여 에프케이506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방법

등록일자

2008년 1월 25일

발 명 자 서주원, 김영우, 권형진, 신수경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트렙토마이세스 하이그로스코피쿠스 변종 아스코마이세티쿠스(Streptomyces hygroscopicus var.
ascomyceticus) ATCC 14891 균주로부터 유래한 FK520(아스코마이신, Ascomycin)의 생합성 조절효소를 코
딩하는 유전자, 에프케이비엔(fkbN)을 사용하여 면역억제제로서 응용하고 있는 FK506(타크로리무스, Tacrolimus)
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스트렙토마이세스 하이그로스코피쿠스 변종 아스코마이세티쿠스(Streptomyces hygroscopicus var.
ascomyceticus) ATCC 14891 균주로부터 유래한 FK520(아스코마이신, Ascomycin)의 생합성 조절효소를 코
딩하는 유전자, 에프케이비엔(fkbN)을 사용하여 면역억제제로서 응용하고 있는 FK506(타크로리무스, Tacrolimus)
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스트마스 ATCC 55098 균주에 스트렙토마이세스 하이그로스코피쿠스 변종 아스코마이세티쿠스(Streptomyces
hygroscopicus var. ascomyceticus) ATCC 14891 균주로부터 유래한 FK520의 생합성 조절효소를 코딩하는 유전자,
에프케이비엔(fkbN)를 도입하여 FK506 생산 증대를 유도할 수 는 뛰어난 효과가 있으므로 생물의약 산업상 매우 유
용한 발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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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스트렙토마이세스 속 균주 유래의 에프케이520 생합성 조절유전자,
에프케이비엔을 도입하여 에프케이506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방법

01 생명/바이오/식품

스트렙토마이세스 속 균주 유래의 에프케이520 생합성조절유전자,
에프케이비알원을 도입하여 에프케이506의생산을 촉진시키는 방법
기 술 명 스트렙토마이세스 속 균주 유래의 에프케이520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생합성조절유전자, 에프케이비알원을 도입하여

등록번호

10-0800222

에프케이506의생산을 촉진시키는 방법

등록일자

2008년 1월 25일

발 명 자 서주원, 권형진, 김영우, 신수경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트렙토마이세스 하이그로스코피쿠스 변종 아스코마이세티쿠스 (Streptomyces <3> hygroscopicus
var. ascomyceticus) ATCC 14891 균주로부터 유래한 FK520(아스코마이신, ascomycin)의 생합성 조절효소
를 코딩하는 유전자, 에프케이비알원(fkbR1)을 스트렙토마이세스 속 (Streptomyces sp.) ATCC 55098 균주에
도입하여 FK506(타크로리머스, tacrolimus)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스트렙토마이세스 하이그로스코피쿠스 변종 아스코마이세티쿠스(Streptomyces hygroscopicus
var.ascomyceticus) ATCC 14891 균주로부터 유래한 FK520(아스코마이신, Ascomycin)의 생합성 조절효
소를 코딩하는 유전자, 에프케이비알원(fkbR1)을 사용하여 면역억제제로서 응용하고 있는 FK506(타크로리무스,
Tacrolimus)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이상, 상기 실시 예를 통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스트렙토마이세스 속 ATCC 55098 균주에 스트렙토마이세
스 하이그로스코피쿠스 변종 아스코마이세티쿠스(Streptomyces hygroscopicus var. ascomyceticus) ATCC
14891 균주로부터 유래한 FK520의 생합성 조절효소를 코딩하는 유전자, 에프케이비알원(fkbR1)를 도입하여 FK506
의 생산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뛰어난 효과가 있으므로 생물의약 산업상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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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식물의 종자 크기를 증가시키는
시토크롬 Ｐ４５０ 유전자
발 명 자 최상봉, 김호방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0794395

등록일자

2008년 1월 7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식물의 종자 크기 또는 종자 저장 단백질의 함량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되는, <8>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 유래의 시토크롬 P450 단백질, 상기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상기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식물 발
현 벡터, 상기 벡터를 이용하여 식물의 종자 크기 또는 종자 저장 단백질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종자 크기 또는 종자 저장 단백질의 함량이 증가된 식물 및 상기 식물의 형질전환 (transgenic) 종자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식물의 종자 크기 또는 종자 저장 단백질의 함량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되는,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 유래의 시토크롬 P450 단백질, 상기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상기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식물발현
벡터, 상기 벡터를 이용하여 식물의 종자 크기 또는 종자 저장 단백질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상기 방법에 의해 제
조 된 종자 크기 또는 종자 저장 단백질의 함량이 증가된 식물 및 상기 식물의 형질전환(transgenic) 종자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식물의 종자 크기 또는 종자 저장 단백질의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식물의 종자 크기 또는 종자 저장 단백질의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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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식물의 종자 크기를 증가시키는 시토크롬 Ｐ４５０ 유전자

01 생명/바이오/식품

항생물질 내성기작이며 기질 확장성을 지니는 베타-락타메이즈
시엠와이-텐 단백질의 3차원 구조
기 술 명 항생물질 내성기작이며 기질 확장성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니는 베타-락타메이즈 시엠와이-텐

등록번호

10-0700743

단백질의 3차원 구조

등록일자

2007년 3월 21일

발 명 자 이상희, 차선신, 이정훈, 정하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β-락탐 항생물질에 대해 내성을 유발하는 플라스미드성 클래스 C의 β-락타메이즈 중 하나인 엔테로박터
아에 로지너스( E n t e r o b a c t e r a e r o g e n e s ) 유래 CMY-10 단백질의 3차원 구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
세하게는 본 발명은 기질 확장성을 지니는 플라스미드성 클래스 C의 베타-락타메이즈(β-lactamase) CMY-10 단백질
의 결정화 방법, CMY-10 단 백질의 결정 및 상기 CMY-10 단백질의 3차원 구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기질 확장성을 지니는 플라스미드성 클래스 C의 베타-락타메이즈(β-lactamase) CMY-10 단백질의 결
정화 방 법, CMY-10 단백질의 결정 및 상기 CMY-10 단백질의 3차원 구조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CMY-10 단 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하면, 기질 확장성을 지닌 플라스미드성 클래스 C 베타-락타메이즈에 의한 내성
균의 출현을 방 지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기질 확장성을 지니는 플라스미드성 클래스 C의 베타-락타메이 즈(β-lactamase) CMY-10 단백질의
결정화 방법, CMY-10 단백질의 결정 및 상기 CMY-10 단백질의 3차원 구조에 관 한 것으로, 상기와 같이 밝혀진
CMY-10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하면, 기질 확장성을 지닌 플라스미드성 클래스 C 베 타-락타메이즈에 의한 내성
균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물질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의약산업상 매우 유한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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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외부유전자의 발현 및 단백질의 분비를 위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벡터 ｐＭＳＧ1220

등록번호

10-0663038

발 명 자 이상희, 차선신, 이정훈, 정하일

등록일자

2006년 12월 22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외부유전자의 발현 및 단백질의 분비를 위한 벡터 pMSG1219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AmpC
β-락타 메이즈(lactamase)를 인코딩하는 유전자를 발현 및 단백질을 분비하는 벡터 pMSG1219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외부유전자의 발현 및 단백질의 분비를 위한 벡터 pMSG1219에 관한 것으로, 상기 벡터는 외부유전자를
발현 및 단백질을 분비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특별히 AmpC β-락타메이즈(lactamase)를 인코딩하는 유전자를 효과
적으로 발현하고 발현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비하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 외부유전자의 발현 및 단백질의 분비를 위한 벡터 pMSG1219는 외부 유전자를
발현 및 분비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특별히 AmpC β-락타메이즈(lactamase)를 인코딩하는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발
현 및 발현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비하므로 생물산업 및 의약품산업상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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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바이오/식품

외부유전자의 발현 및 단백질의 분비를 위한 벡터 ｐＭＳＧ1220

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02

환경/에너지

65

리튬 이온 흡착제,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응용
기 술 명 리튬 이온 흡착제,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응용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발 명 자 정욱진, 그레이스니소라, 레이엘리소, 키노파

등록번호

10-2018434

등록일자

2019년 8월 29일

로히녹, 로렌스리무코, 이성풍, 서정길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리튬 이온 흡착제,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응용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마그네타이트가 고정화된
그래핀과 크라운 에테르의 클릭화학 반응으로 제조되는 리튬 이온 흡착제와 이의 제조방법, 이를 이용하여 리튬을 선
택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리튬 이온 흡착제,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응용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마그네타이트가 고 정화
된 그래핀과 크라운 에테르의 클릭화학 반응으로 제조되는 리튬 이온 흡착제와 이의 제조방법, 이를 이용하여 리튬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크라운 에테르(Crown Ether), 산화 그래핀(Graphene
Oxide) 및 마그네타이트(Magnetite)로 구성된 복합 흡착제 물질을 용이하게 합성할 수 있다. 합성된 복합 흡착제 물
질은 우수한 리튬이온 흡착능력을 가지며, 자력을 지니고 있어서 물질의 취급이나 회수에 유리하다. 또한 합성된 복합
체 물질은 수회의 흡탈착 사이클 이후에도 거의 일정하게 리튬 이온 흡착 용량을 유지하는 바, 반복적으로 재사용 가
능하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크라운 에테르(Crown Ether), 산화 그래핀(Graphene Oxide) 및 마그네타이트(Magnetite)로 구성
된 복합 흡착제 물질을 용이하게 합성할 수 있다. 합성된 복합 흡착제 물질은 우수한 리튬이온 흡착능력을 가지며, 자
력을 지니고 있어서 물질의 취급이나 회수에 유리하다. 또한 합성된 복합체 물질은 수회의 흡탈착 사이클 이후에도 거
의 일정하게 리튬 이온 흡착 용량을 유지하는 바, 반복적으로 재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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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로스로부터 글리콜산의 생산능을 갖는 대장균,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글리콜산을 생산하는 방법
기 술 명 자일로스로부터 글리콜산의 생산능을 갖는 대장균,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글리콜산을

등록번호

10-2003374

생산하는 방법

등록일자

2019년 7월 18일

발 명 자 정욱진, 루디스카부롱, 크리스발데후에사,

그레이스니소라, 이원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일로스로부터 글리콜산의 생산능을 갖는 대장균,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글리콜산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자일로스로부터 글리콜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형질전환 대장균, 이의 제조방
법과 상기 형질전환 대장균을 이용하여 자일로스로부터 글리콜산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자일로스로부터 글리콜산의 생산능을 갖는 대장균,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글리콜산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자일로스로부터 글리콜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형질전환 대장균, 이의 제조
방법과 상기 형질전환 대장균을 이용하여 자일로스로부터 글리콜산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
면 자일로스로부터 글리콜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형질전환 대장균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원 발명에 따르면, 자
일로스로부터 글리콜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글리콜산 생합성경로로 도입시킬 수 있는 바, 부산
물의 생산은 현저히 낮추면서 동시에 높은 수율로 글리콜산을 생산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자일로스로부터 글리콜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형질전환 대장균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원 발
명에 따르면, 자일로스로부터 글리콜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글리콜산 생합성경로로 도입시킬 수
있는 바, 부산물의 생산은 현저히 낮추면서 동시에 높은 수율로 글리콜산을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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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크리스틴 라모스, 페리메이슨,안젤로 바네레스,

셀룰로파가 옴니베스코리아 W5C 균주로부터 유래한 알파 네오아가로
바이오스 가수분해효소 및 이의 응용
기 술 명 자일로스로부터 글리콜산의 생산능을 갖는 대장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균,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글리콜산을

등록번호

10-2003374

생산하는 방법

등록일자

2019년 7월 18일

발 명 자 정욱진, 루디스카부롱, 크리스발데후에사,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크리스틴 라모스, 페리메이슨,안젤로 바네레스,
그레이스니소라, 이원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셀룰로파가 옴니베스코리아 W5C 균주로부터 유래한 알파 네오아가로바이오스 가수분해효소 및 이의 응용
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아가로바이오스를 가수분해하여 식품, 약품 및 화장품 원료로 이용 가능한 가수분해
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의 알파 네오아가로바이오스 가수분해효소와 이의 응용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셀룰로파가 옴니베스코리아 W5C 균주로부터 유래한 알파 네오아가로바이오스 가수분해효소 및 이의 응
용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아가로바이오스를 가수분해하여 식품, 약품 및 화장품 원료로 이용 가능한 가수
분해 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의 알파 네오아가로바이오스 가수분해효소와 이의 응용 기술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에 따르면 셀룰로파가 옴니베스코리아 W5C 균주로부터 유래하는 알파 네오아가로바이오스 가수분해효소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셀룰로파가 옴니베스코리아 W5C 균주로부터 알파 네오아가로바이오스 가수분해효소 유전자를 분
리하여 재조합 대장균을 제조함으로써 알파 네오아가로바이오스 가수분해효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알파
네오아가로바이오스 가수분해효소는 식품, 약학 및 화장품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D-갈락토네이트의 기질
인 D-갈락토오스를 생산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셀룰로파가 옴니베스코리아 W5C 균주로부터 유래하는 알파 네오아가로바이오스 가수분해효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셀룰로파가 옴니베스코리아 W5C 균주로부터 알파 네오아가로바이오스 가수분해효소 유전자를
분리하여 재조합 대장균을 제조함으로써 알파 네오아가로바이오스 가수분해효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알파
네오아가로바이오스 가수분해효소는 식품, 약학 및 화장품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D-갈락토네이트의 기질
인 D-갈락토오스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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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아가레이즈의 생산능을 갖는 재조합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 및 이의 용도
기 술 명 베타 아가레이즈의 생산능을 갖는 재조합 바실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러스 서브틸리스 균주 및 이의 용도

등록번호

10-1994252

등록일자

2019년 6월 24일

발 명 자 정욱진, 크리스 발데후에사, 크리스 틴라모스,
루디스 카부롱, 이원근, 홍순광

본 발명은 베타 아가레이즈의 생산능을 갖는 재조합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
하게는 슈도알테로모나스 호도엔시스(Pseudoalteromonas hodoensis sp. nov) 균주 유래 베타 아가레이즈와 신호 펩
타이드를 포함하는 발현벡터를 도입하여 형질전환시킨 재조합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베타 아가레이즈의 생산능을 갖는 재조합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
세하게는 슈도알테로모나스 호도엔시스(Pseudoalteromonas hodoensis sp. nov) 균주 유래 베타 아가레이즈와 신
호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발현벡터를 도입하여 형질전환시킨 재조합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재조합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는 베타 아가레이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된 베타
아가레이즈는 아가로오스 당화에 이용될 수 있고, 베타 아가레이즈로 아가로오스를 당화시켜 바이오연료, 식품, 화장
품 및 의약품 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재조합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는 베타 아가레이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된 베타 아가레이
즈는 아가로오스 당화에 이용될 수 있고, 베타 아가레이즈로 아가로오스를 당화시켜 바이오연료, 식품, 화장품 및 의약
품 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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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금속이온 흡착막,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응용
기 술 명 금속이온 흡착막,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응용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발 명 자 정욱진, 그레이스니소라, 레이엘리소, 키노파

등록번호

10-1987667

등록일자

2019년 6월 4일

로히녹, 로렌스리무코, 어윈에스코바,
로즈마리안퀘바스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금속이온 흡착막,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응용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수계 내에서 중금속 이온의
제거 또는 특정 금속이온들의 회수에 사용되는 이오노포어(ionophores) 분자들을 고분자막에 결합시킨 금속이온 흡
착막과 이의 제조방법 및, 제조된 흡착막(이오노포어 분자가 아지도기를 이용하여 결합된 고분자 분리막)을 이용하여
금속이온들(리튬이온, 세슘이온 등)의 제거 및 회수에 응용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금속이온 흡착막의 제조방법 및 이의 응용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수계 내에서 중금속이온의 제거
또는 특정 금속이온들의 회수에 사용되는 이오노포어(ionophores, ion recognition molecules, 이온각인분자) 분자
들을 고분자막에 결합시켜 금속이온 흡착막을 제조하는 방법과 제조된 흡착막(이오노포어 분자가 아지도기를 이용하
여 결합된 고분자 분리막)을 이용하여 금속이온들(리튬이온, 세슘이온 등)의 제거 및 회수에 응용하는 기술에 관한 것
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간단한 소킹(soaking) 방법을 통해 고분자막 지지체와 이오노포어를 트라이아졸 환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또한 다단계의 복잡한 용매 반응 대신에 손쉬운 소킹(soaking) 방법으로 고분자 소재 표면을 가공할 수 있는
바, 다른 무기 소재 및 나노 소재 가공 기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이한 표적 금속이온에 대한
선택적 이오노포어를 갖는 아지도-고분자 흡착막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제조된 흡착막은 금속이온 흡착 용량,
흡착 속도 및 선택성이 우수하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성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오염 제거 또는 금속이온 회수용으
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수계 내 중금속, 희소금속, 고가금속이온 등의 회수 및 제거에 유용하다. 또한 이온
센싱에 사용되는 용도의 이오노포어를 고분자막과 같은 고정화 담체(유무기 소재) 표면에 부착시켜 센싱 소재로 이용
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환경 수치리 분야(수계 내 금속이온 제거 등), 폐 이차전지 및 염호에서의 희소 금속(리튬
등)의 회수 기술 분야, 이온 센싱 소재 표면 가공 기술 분야 등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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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융혼합물 증진제 및 산화마그네슘, 산화알루미늄 복합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공융혼합물 증진제 및 산화마그네슘, 산화알루미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늄 복합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

등록번호

10-1984561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일자

2019년 5월 27일

발 명 자 서정길,히레마스 비시와나스,황순하

본 발명은 산화 마그네슘계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공융 혼합물
을 증진제로서 포함하고 산화마그네슘,산화알루미늄 복합체를 포함함으로써 우수한 사이클 능력을 갖는 산화 마그네
슘계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산화 마그네슘계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공융혼합물
을 증진제로서 포함하고 산화마그네슘,산화알루미늄 복합체를 포함함으로써 우수한 사이클 능력을 갖는 산화마그네
슘계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의 산화 마그네슘계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들이 고온에서 CO2 흡착 성능은 우수하지만 사
이클 특성이 열악하여 상용화 또는 공정화에 적용되기 어려웠던 문제를 극복하여, CO2 흡착 성능이 종래 기술에 비하
여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사이클 특성이 월등히 개선된 고체 흡착제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공융혼
합물 증진제 및 산화마그네슘,산화알루미늄 복합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는 흡착 및 재생의 반복 사
이클 동안 MgO의 구조적인 변화가 억제됨으로써 매우 우수한 사이클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상용화
및 공정화에 적용되어 우수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다.

71

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수송연료 전구체 제조용 촉매 및 이를 이용한 수송연료
전구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수송연료 전구체 제조용 촉매 및 이를 이용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송연료 전구체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968762

발 명 자 서정길,게브레실라스 말렛 니거스,전형빈

등록일자

2019년 4월 8일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수송연료 전구체 생산용 촉매 및 이를 이용한 수송연료 전구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한 퓨란계 화합물로부터 수송연료 전구체를 제조하기 위한 신규한 촉매 및 이를 이용하여
퓨란계 화합물의 중합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한 퓨란계 화합물로부터 수송연료 전구체를 제조하기 위한 신규한 촉매 및 이를 이
용하여 퓨란계 화합물의 중합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수송연료 전구체 제조용 촉매는 황산
과 같은 강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잔류 강산의 분리 및 회수를 위한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친환경적이다.
또한, 촉매의 표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우수한 전환율을 나타내며, 목적하는 생성물의 선택도가 높고, 촉매의 싸이클
특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수송연료 전구체 제조용 촉매는 황산과 같은 강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잔류 강산의 분리 및 회수
를 위한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친환경적이다. 또한, 촉매의 표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우수한 전환율을 나타
내며, 목적하는 생성물의 선택도가 높고, 촉매의 싸이클 특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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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다공성의 가교된 크라운 에테르 에폭시 폴리머 수지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흡착제의 제조방법
기 술 명 거대 다공성의 가교된 크라운 에테르 에폭시
폴리머 수지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발 명 자 리튬 흡착제의 제조방법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62106

등록일자

2019년 3월 20일

정욱진,레이엘리소,그레이스 니소라,피사 힐

기술분야
본 발명은 크라운 에테르 에폭시 폴리머 수지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흡착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크라운 에테르 에폭시 폴리머 수지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흡착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a) 디하이드록시 크라운 에테르 및 알릴 할라이드를 반응시켜 크라운 에테르 다이엔 중간체를 형성하는 단계, (b) 상
기 크라운 에테르 다이엔 중간체에 산화제를 첨가 및 교반하여 크라운 에테르 에폭시 단량체를 형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크라운 에테르 에폭시 단량체에 다이아민 및 기공유도물질을 첨가하여 중합한 후 기공유도 물질을 제거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구성을 제공한다. 상기와 같은 크라운 에테르 에폭시 폴리머 수지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흡착제의 제조방법은 경질의 서브유닛 및 부피가 큰 서브유닛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14-크라운-4 에테르 유도체
를 적용함으로써 리튬 이온에 대한 흡착능이 우수하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크라운 에폭시 폴리머 수지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흡착제의 제조방법은 고정 지지체(매트
릭스)없이 크라운 에테르 자체를 고분자화한 크라운 에테르 에폭시 폴리머 수지를 제조함으로써 리튬에 대한 선택도
가 높아, 낮은 농도의 리튬 이온을 포함하는 수계에서도 리튬 이온에 대한 흡착능이 우수한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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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루프,벤도이 아닐린

연료의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용 산화마그네슘 흡착제의 제조방법
기 술 명 연료의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용 산화
마그네슘 흡착제의 제조방법
발 명 자 서정길,히레마스 비시와나스,샤비 라가벤드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35483

등록일자

2018년 12월 28일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연료의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용 산화마그네슘 흡착제의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산화마그네슘
흡착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간단한 연료의 연소로부터 중형기공성 산화마그네슘 흡착제를 제조할 수 있
는 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CO2 포집 능력 및 사이클 특성이 우수한 산화마그네슘 흡착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간단한 연료의 연소로부터 중형기공성 산화마그네슘 흡착제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CO2 포집 능력 및 사이클 특성이 우수한 산화마그네슘 흡착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순수한(pure) 중형
기공성 산화마그네슘을 제조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저비용이며 신뢰성있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조방법은 값
싼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고, 간단한 공정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으며, CO2 흡착 성능이 종래 기술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빠른 흡착 속도를 가지며, 사이클 특
성이 크게 개선된 중형기공성 흡착제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순수한(pure) 중형기공성 산화마그네슘을 제조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저비용이며 신뢰성있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조방법은 저가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고, 간단한 공정으로 제조
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으며, CO2 흡착 성능이 종래 기술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
으면서도 빠른 흡착 속도를 가지며, 사이클 특성이 크게 개선된 중형기공성 흡착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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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마그네슘, 산화타이타늄 복합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산화마그네슘, 산화타이타늄 복합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
발 명 자 서정길,히레마비시와나스,황순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25055

등록일자

2018년 11월 28일

본 발명은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넓은 표면적과 큰 기공 부피
를 갖고 CO2 흡착 성능이 우수한 산화마그네슘, 산화타이타늄 복합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넓은 표면적과 큰 기공 부피
를 갖고 CO2 흡착 성능이 우수한 산화마그네슘,산화타이타늄 복합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실온과 같은 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CO2 흡착을 할 수 있는 신규한 MgO
기반의 복합 금속 산화물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산화마그네슘, 산화타이타늄 복합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포
집용 흡착제는 열안정성이 우수하고, 염기점 조절이 용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산화마그네슘, 산화타이타늄 복합체의 금속 이온의 몰비를 조정하고, 모폴로지를 제어함으로써 넓은 표면
적과 기공 부피를 갖고 강한 염기점을 갖는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실온과 같은 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CO2 흡착을 할 수 있는 신규한 MgO 기반의 복합 금속 산화물
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산화마그네슘,산화타이타늄 복합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는 열 안정성
이 우수하고, 염기점 조절이 용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
른 산화마그네슘,산화타이타늄 복합체의 금속 이온의 몰비를 조정하고, 모폴로지를 제어함으로써 넓은 표면적과 기공
부피를 갖고 강한 염기점을 갖는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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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HTO 리튬 흡착제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리튬 회수 방법
기 술 명 HTO 리튬 흡착제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리튬 회수 방법
발 명 자 정욱진,초셀 라웨곤,그레이스 니소라,레이 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35483

등록일자

2018년 12월 28일

리소,김헌,서정길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HTO(티타늄 수소 산화물) 리튬 흡착제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리튬 회수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
세하게는 리튬 이온에 대한 선택성이 높고 반복해서 흡착을 진행해도 흡착능이 유지되는 HTO 리튬 흡착제를 제조하
는 방법과 이를 이용한 리튬 회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HTO 리튬 흡착제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리튬 회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비교적 간단
한 방법으로 HTO 리튬 흡착제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리튬 흡착제는 종래의 리튬 흡착 물질에 비해
리튬 이온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보이며, 비교적 높은 pH 상의 용액에서 리튬 이온의 흡착이 가능하고, 동일한 흡착제
로 여러 번 반복하여 재흡착하여도 높은 흡착능을 유지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HTO 리튬 흡착제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리튬 흡착제는
종래의 리튬 흡착 물질에 비해 리튬 이온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보이며, 비교적 높은 pH 상의 용액에서 리튬 이온의
흡착이 가능하고, 동일한 흡착제로 여러 번 반복하여 재흡착하여도 높은 흡착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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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기공 고분자 이온성 액체 분리막, 그의 제조방법 및 그의 용도
기 술 명 미세기공 고분자 이온성 액체 분리막,
그의 제조방법 및 그의 용도
발 명 자 김헌, 아무타 치나판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815540

등록일자

2017년 12월 29일

본 발명은 높은 표면적을 갖는 고성능의 미세기공 고분자 이온성 액체 분리막과 그 제조방법 및 그의 용도에 관한 것
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다공성 폴리스티렌-이온성 액체 분리막의 직접 가교를 통해 합성된 미세기공 고분자 이
온성 액체 분리막과 그 제조방법, 그리고 미세기공 고분자 이온성 액체 분리막을 포함하는 촉매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높은 표면적을 갖는 고성능의 미세기공 고분자 이온성 액체 분리막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다공성 폴리스티렌-이온성 액체 분리막의 직접 가교를 통해 합성된 미세기공 고분자 이온성 액체 분
리막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미세기공 고분자 이온성 액체 분리막은, 제조과정이 간단하면서도 이온성 액체와
고분자가 하이퍼가교되어 다른 액체와의 접촉시 이온성 액체의 침출이나 손실이 적고, 분리막의 계층적 다공성 및 높
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수소생산 촉매, 유기합성반응 촉매 또는 바이오정제반응 촉매 등으로 사용시, 촉매 활성이 높게
장기간 유지되는 등의 효과를 가진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가로망을 차량 한 대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적 셀단위로 나눈 다음 셀 내부의 차량 점유 상태와 셀속도를 가지
고 차량추종모형과 차로변경모형을 적용하여 개별 차량들을 연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면서 차량흐름을 확산시킴으로써
짧은 컴퓨팅시간으로 여러 교통현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차량의 움직임을 차량 점유상태인「0,1」로 표현함으로써 적은
컴퓨팅메모리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용가능하도록 한 이진셀을 이용한 미시적 교통류 분석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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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다공성 실리카에 지지된 포스포텅스텐산 촉매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당 생산 방법
기 술 명 다공성 실리카에 지지된 포스포텅스텐산 촉매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당 생산 방법

등록번호

10-1815027

정욱진, 레니 마리한, 그레이스 니소라,

등록일자

2017년 12월 28일

발 명 자 네하 미탈, 서정길, 김헌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공성 실리카에 지지된 포스포텅스텐산 촉매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당 생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
욱 상세하게는 실란처리된 SBA-15에 포스포텅스텐산의 음이온이 공유접합함으로써 바이오매스에 대해 산-촉매 가수
분해 성능이 우수한 SBA-Im-HWP 촉매 및 이를 이용한 당 생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다공성 실리카에 지지된 포스포텅스텐산 촉매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당 생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
욱 상세하게는 실란화 반응으로 표면이 개질된 다공성 실리카에 포스포텅스텐산의 음이온이 공유접합함으로써 바이
오매스에 대한 산-촉매 가수분해 성능을 획기적 개선할 수 있는, 다공성 실리카에 지지된 포스포텅 스텐산 촉매의 제
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당 생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간단한 방법으로 다공성 실리카에 지지된 포스
포텅스텐산 촉매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제조된 촉매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며, 종래의
촉매에 비해 빠른 시간 안에 바이오매스를 가수분해하여 순도가 높은 당을 고수율로 생산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간단한 방법으로 다공성 실리카에 지지된 포스포텅스텐산 촉매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제조된 촉
매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며, 종래의 촉매에 비해 빠른 시간 안에 바이오매스를 가수분해
하여 순도가 높은 당을 고수율로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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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이온성 액체/망간 나노 하이브리드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 수소 생산 촉매
기 술 명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이온성 액체/망간 나노 하이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브리드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

등록번호

10-1803738

수소 생산 촉매

등록일자

2017년 11월 27일

발 명 자 김헌, 아무타 치나판

본 발명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이온성 액체/망간 나노 하이브리드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 수소 생산 촉매
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에 이온성 액체와 망간 나노입자를 결합시킴으로써 수소 저장
물질에 대해 가수분해 성능이 우수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이온성 액체/망간 나노 하이브리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이온성 액체/망간 나노 하이브리드 촉매 및 이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이온성 액체/망간 나노 하이브리드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 수소 생산촉매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에 이온성 액체와 망간 나노입자를 결합시킴으로써 수소 저장물질
에 대해 가수분해 성능이 우수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이온성 액체/망간 나노 하이브리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이온
성 액체/망간 나노 하이브리드 촉매 및 이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다중벽 탄소나
노튜브/이온성 액체/망간 나노 하이브리드는 제조방법이 간단하고 저장이 용이하며, 재사용이 가능하고, 정제공정이
빠르게 진행된다. 또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이온성 액체/망간 나노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촉매는 종래의 촉매에 비해
낮은 촉매 농도와 온도에서 빠른 시간 안에 촉매 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이온성 액체/망간 나노 하이브리드는 제조방법이 간단하고 저장이 용이하며,
재사용이 가능하고, 정제공정이 빠르게 진행된다. 또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이온성 액체/망간 나노 하이브리드를 이
용한 촉매는 종래의 촉매에 비해 낮은 촉매 농도와 온도에서 빠른 시간 안에 촉매 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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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에너지효율창문용 전해질 나노섬유 및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에너지효율창문용 전해질 나노섬유 및
그 제조방법
발 명 자 김헌, 존 마크 푸구안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2003374

등록일자

2019년 7월 18일

발 명 자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고분자 전해질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에너지효율 창문에 적합한 전해질 나노섬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에너지효율 창문에 적합한 전해질에 관한 것으로, PVdF의 공중합체 재질인 기지; 리튬 이온을 포함하는 이
온 공급원; 및 나노필러로서의 ZrO2 나노분말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나노섬유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ZrO2 나노필러가 첨가되어 이온 전도도가 향상되면서도 다공성 구조의 매트를 구성할 수 있는 나노섬유 형상의 전해
질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분산제를 이용하여 ZrO2 나노필러를 고르게 분산시킴으로써, 전
해질 나노섬유의 광 투과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와 광 투과율이 향상시킴
으로써 에너지효율 창문에 적합한 전해질 나노섬유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ZrO2 나노필러가 첨가되어 이온 전도도가 향상되면서도 다공성 구조의 매트를 구성할 수 있는 나노섬유
형상의 전해질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분산제를 이용하여 ZrO2 나노필러를 고르게 분산시킴
으로써, 전해질 나노섬유의 광 투과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와 광 투과율이
향상 시킴으로써 에너지효율 창문에 적합한 전해질 나노섬유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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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변색소자용 복합 고분자 전해질 및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전기변색소자용 복합 고분자 전해질
및 그 제조방법
발 명 자 김헌, 존 마크 푸구안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99787

등록일자

2017년 11월 15일

본 발명은 복합 고분자 전해질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전기변색소자에 적합한 복합 고분자 전해질에 관한 것
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전기변색소자용 복합 고분자 전해질에 관한 것으로, PVdF의 공중합체 재질인 기지; 리튬 이온을 포함하는
이온 공급원; 및 나노필러로서의 ZrO2 나노분말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은, PVdF 공중합체를 기지로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ZrO2 나노필러가 첨가됨으로써, 이온 전도도뿐만 아니라 기계적 특성도 향상된 복합 고분자 전해질을 제
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와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었고 두께를 조절하여 광 투과율을
조절함으로써 전기변색소자에 적합한 복합 고분자 전해질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PVdF 공중합체를 기지로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ZrO2 나노필러가 첨가됨으로써,
이온 전도도뿐만 아니라 기계적 특성도 향상된 복합 고분자 전해질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와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었고 두께를 조절하여 광 투과율을 조절함으로써 전기변색소자에 적합한 복합 고
분자 전해질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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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이온 전도성과 광학 투과도가 증진된 스마트 윈도우용
하이브리드 전해질 및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이온 전도성과 광학 투과도가 증진된 스마트 윈도
우용 하이브리드 전해질 및 그 제조방법
발 명 자 김헌, 존 마크 푸구안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98851

등록일자

2017년 11월 13일

발 명 자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고분자 전해질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에너지효율 창문에 적합하도록 이온 전도성과 광학 투과도
가 증진된 고분자 전해질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이온 전도성과 광학 투과도가 증진된 하이브리드 전해질에 관한 것으로, PVDF의 공중합체 재질인 기지;
리튬 이온을 포함하는 이온 공급원; 및 나노필러로서의 ZrO2 나노분말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ZrO2가 비닐기를
함유하는 분산제에 의해서 고르게 분산되어 상기 기지에 공유 결합된 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ZrO2
나노필러가 첨가됨으로써, 이온 전도도가 향상된 하이브리드 전해질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분산제를 이용하여 ZrO2 나노필러를 고르게 분산시킴으로써, 하이브리드 전해질의 광 투과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나아가,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와 광 투과율이 향상시킴으로써 에너지효율 창문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전해
질을 제공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ZrO2 나노필러가 첨가됨으로써, 이온 전도도가 향상된 하이브리드 전해질을 제
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분산제를 이용하여 ZrO2 나노필러를 고르게 분산시킴으로써, 하이브리드
전해질의 광 투과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와 광 투과율이 향상시킴으로써
에너지효율 창문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전해질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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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이온 검출용 화학센서 및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불소 이온 검출용 화학센서 및 그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795418

발 명 자 김헌, 아무타 치나판

등록일자

2017년 10월 11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발명은 높은 선택성 및 감도를 나타내는 불소 이온 검출용 화학센서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
로는 실릴에테르로 보호된 플루오레세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분자가 아미노 분자로 기능화된 실리카 나노 입자의 표
면에 공유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소 이온 검출용 화학센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높은 선택성 및 감도를 나타내는 불소 이온 검출용 화학센서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
로는 실릴에테르로 보호된 플루오레세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분자가 아미노 분자로 기능화된 실리카 나노 입자의 표
면에 공유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소 이온 검출용 화학센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불소 이온 검출용 화학센
서는 아미노기를 갖는 트리메톡시 실란으로 실리카 나노입자의 표면을 실릴화하는 단계; 상기 실릴화된 나노입자에
플루오레세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고정화하는 단계; 및 tert-부틸디메틸 실릴클로라이드로 상기 플루오레세인 이
소티오시아네이트의 페놀그룹을 실릴화하는 단계를 통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불소 이온과의 반응시 형광 “턴-온”에
있어서 높은 선택성 및 감도를 나타내며, 실리카 나노입자를 실릴화하는 아미노 분자의 종류와 플루오레세인 이소티
오시아네이트의 로딩 양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감지범위에 적합한 화학센서로 변형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불소 이온 검출용 화학센서는 실릴에테르로 보호된 플루오레세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분자가 아미노분자
로 기능화된 실리카 나노 입자의 표면에 공유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불소 이온과의 반응시 형광“턴-온”에
있어서 높은 선택성 및 감도를 나타내며, 실리카 나노입자를 실릴화하는 아미노 분자의 종류와 플루오레세인 이소티
오시아네이트의 로딩 양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감지범위에 적합한 화학센서로 변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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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자성 이원 기능성 촉매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2,5-디포르밀푸란 생산방법
기 술 명 자성 이원 기능성 촉매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2,5-디포르밀푸란 생산방법
발 명 자 정욱진, 네하 미탈, 그레이스 니소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92840

등록일자

2017년 10월 26일

발 명 자 레니 마리한, 이성풍, 김헌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성 이원 기능성 촉매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2,5-디포르밀푸란의 생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
세 하게는 실릴화된 산화철 나노입자가 바나듐 산화물과 텅스텐산으로 기능화되어 있는 자성 이원 기능성 촉매의 제
조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당으로부터 단일 공정을 통해 2,5-디포르밀푸란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자성 이원 기능성 촉매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2,5-디포르밀푸란 생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
하게는 실릴화된 산화철 나노입자가 바나듐 산화물및 텅스텐산으로 기능화된 촉매를 이용하여 당으로부터 단일 공정
을 통해 2,5-디포르밀푸란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자성 이원 기능성 촉매를 이용하여 하
나의 반응용기에서 단일 공정으로 2,5-디포르밀푸란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사용된 촉매는 자석으로 쉽게 분리가 가
능하고, 종래의 촉매에 비해 열에 안정하며, 여러번 재사용해도 고수율의 2,5-디포르밀푸란의 생산이 가능하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자성 이원 기능성 촉매를 이용하여 하나의 반응용기에서 단일 공정으로 2,5-디포르밀푸란을 생산
할수 있다. 또한 사용된 촉매는 자석으로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종래의 촉매에 비해 열에 안정하며, 여러 번 재사용해
도 고수율의 2,5-디포르밀푸란의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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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에 담지된 이온성 액체 촉매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아민 유도체 합성방법
기 술 명 실리카에 담지된 이온성 액체 촉매의 제조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아민 유도체 합성방법

등록번호

10-1787436

등록일자

2017년 10월 12일

발 명 자 김헌, 아쉬프 히랄랄 탐볼리

본 발명은 실리카에 담지된 이온성 액체 촉매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아민 유도체 합성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
다 상세하게는 이온성 액체를 실리카에 고정화함으로써 실리카에 담지된 이온성 액체 촉매를 제조하는 방법과 상기
이온성 액체 촉매를 사이클로헥사논 등과 같은 카보닐 화합물의 환원성 아민화 반응에 적용함으로써 아민 유도체를
합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실리카에 담지된 이온성 액체 촉매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아민 유도체 합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이온성 액체를 실리카에 고정화함으로써 실리카에 담지된 이온성 액체 촉매를 제조하는 방법과상기 이온
성 액체 촉매를 사이클로헥사논 등과 같은 카보닐 화합물의 환원성 아민화 반응에 적용함으로써 아민 유도체를 합성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친환경적인 SILP 촉매를 합성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사이클로헥사논 등과
같은 카보닐 화합물의 환원성 아민화 반응에 촉매로 이용할 수 있고, 상기 촉매를 적용함으로써 수소 가스와 압력 반
응기 없이 실온에서 간단하게 안전하고 쉬운 반응을 유도할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친환경적인 SILP 촉매를 합성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사이클로헥사논 등과 같은 카보닐 화합물의 환
원성 아민화 반응에 촉매로 이용할 수 있고, 상기 촉매를 적용함으로써 수소 가스와 압력 반응기 없이 실온에서 간단
하게 안전하고 쉬운 반응을 유도할 있는 효과가 있다.

85

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SBA-15 기반의 불소이온 검출용 형광센서 및
이를 이용한 불소이온 검출방법
기 술 명 SBA-15 기반의 불소이온 검출용 형광센서
및 이를 이용한 불소이온 검출방법
발 명 자 김헌, 리차드 아피아-느티아모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84807

등록일자

2017년 9월 28일

발 명 자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SBA-15 기반의 불소이온 검출용 형광센서 및 이를 이용한 불소이온 검출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
게는 아미노기를 갖는 알콕시실란으로 기능화된 SBA-15의 표면에 실릴 에테르로 보호된 플루오레세인 이소티오시아
네이트가 공유결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소이온 검출용 형광센서 및 이를 이용한 불소이온 검출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SBA-15 기반의 불소이온 검출용 형광센서 및 이를 이용한 불소이온 검출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
게는 아미노기를 갖는 알콕시실란으로 기능화된 SBA-15의 표면에 실릴 에테르로 보호된 플루오레세인 이소티오시아
네이트가 공유결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소이온 검출용 형광센서 및 이를 이용한 불소이온 검출방법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의 불소이온 검출용 형광센서는 종래의 화학센서에 비해 수성 매질에서 불소 이온에 대해 높은 선택성 및
감도를 나타내며, 제조방법이 간단하고, 사용하는 아미노 실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감지 한계값을 갖는 강력한 형
광 턴-온 불소이온 감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불소이온 검출용 형광센서는 종래의 화학센서에 비해 수성 매질에서 불소 이온에 대해 높은 선택성 및 감도
를 나타내며, 제조방법이 간단하고, 사용하는 아미노 실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감지 한계값을 갖는 강력한 형광 턴온불소이온 감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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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이온성 액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2-아지도알콜의 합성방법
기 술 명 상온 이온성 액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2-아지도알콜의 합성방법
발 명 자 김헌, 아비나쉬 에이.샤우굴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84806

등록일자

2017년 9월 28일

본 발명은 상온 이온성 액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2-아지도알콜의 합성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
게는 3중 양이온을 갖는 이미다졸계 상온 이온성 액체 및 이의 제조 방법, 그리고 이를 이용한 2-아지도 알콜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글리세롤을 출발물질로 하여 트리메실레이트를 제조하는 전구체 제조단계; 및 상기 전구체와 N-메틸이미
다졸륨(N-methylimidazolium)을 혼합하고 반응시켜 반응물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온 이온성 액체(room
temperature ionic liquid; RTIL)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무독성이고 생분해성 액체인 글리세롤을 이용
하여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상온 이온성 액체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에폭시드를 이
용한 2-아지도알코올의 합성반응에서 촉매로 이용하여 높은 전환율과 수율로 2-아지도알코올을 합성할 수 있는 효과
를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무독성이고 생분해성 액체인 글리세롤을 이용하여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상온 이온성 액체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에폭시드를 이용한 2-아지도알코올의 합성반응에서 촉매로 이용하여
높은 전환율과 수율로 2-아지도알코올을 합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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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다공성 ＰＶＤＦ 나노섬유의 제조방법에 그에 따라 제조된
다공성 ＰＶＤＦ 나노섬유
기 술 명 다공성 ＰＶＤＦ 나노섬유의 제조방법에 그에 따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라 제조된 다공성 ＰＶＤＦ 나노섬유

등록번호

10-1777568

등록일자

2017년 9월 6일

발 명 자 김헌, 프랑크 오포리 아계망
발 명 자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PVDF 나노섬유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다공성 특성을 나타내는 PVDF 나노섬유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다공성 PVDF 나노섬유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PVDF와 PEO를 함께 용매에 용해하여 원료물질을 구
성하는 혼합단계; 상기 원료물질을 나노섬유형상으로 성형하는 성형단계; 및 상기 성형된 나노섬유에서 PEO만을 선
택적으로 제거하여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는 기공형성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조방법은, 나노섬유 형태로 성형
한 뒤에 PEO를 제거함으로써, 다공성 구조의 PVDF 나노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조방
법은 PVDF를 용해하는 용매와 함께 물을 혼합함으로써, 증기압 차이 및 액체-액체 상분리에 의해서 더욱 많은 기공
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본 발명에 의한 다공성 PVDF 나노섬유는 기공이 다수 형성되어 비표면적이
넓으며 물과의 접촉각이 크기때문에 수중유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의 전단계에서 사용되는 프리필터로서 매우 적합한
특성을 나타내며, 프리필터의 사용을 통해서 고가인 필터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제조방법은, 나노섬유 형태로 성형한 뒤에 PEO를 제거함으로써, 다공성 구조의 PVDF 나노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조방법은 PVDF를 용해하는 용매와 함께 물을 혼합함으로써, 증기압 차이 및
액체-액체 상분리에 의해서 더욱 많은 기공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본 발명에 의한 다공성 PVDF 나노
섬유는 기공이 다수 형성되어 비표면적이 넓으며 물과의 접촉각이 크기 때문에 수중유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의 전단
계에서 사용되는 프리필터로서 매우 적합한 특성을 나타내며, 프리필터의 사용을 통해서 고가인 필터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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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체를 포함하는 폴리비닐알콜 복합 발포체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리튬이온체를 포함하는 폴리비닐알콜 복합
발포체 및 이의 제조방법
발 명 자 정욱진, 로렌스 리무코, 그레이스 니소타,

관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53905

등록일자

2017년 6월 28일

권 리 자 앨리저 비바스, 초셀 타웨곤, 박명준, 손호경

기술분야
본 발명은 리튬이온체를 포함하는 친수성 폴리비닐알콜 복합 발포체에 관한 것으로서, 리튬이온의 흡수와 회수에 사
용되는 리튬이온체를 포함하는 유연한 구조의 친수성 폴리비닐알콜 복합 발포체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리튬이온체를 포함하는 친수성 폴리비닐알콜 복합 발포체에 관한 것으로서, 리튬이온의 흡수와 회수에 사
용되는 리튬이온체를 포함하는 친수성 폴리비닐알콜 복합 발포체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폴
리비닐알콜 복합 발포체는 거품화된 리튬이온체와 폴리비닐알콜의 수용성 혼합물을 동결건조한 후 가교함으로써 제
조되는 것으로, 그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친환경적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발포체는 유연하면서도 내구성 있는 다공
성 발포체로서, 흡착용량 손실 및 리튬이온 흡착 속도 지연 현상이 매우 적고, 수차례 반복 사용 후에도 흡수 성능의 저
하나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침지 및 탈수(immerse and
squeeze)" 메커니즘을 통해 리튬이온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패시브 흡착제로서 활용 가능하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폴리비닐알콜 복합 발포체는 거품화된 리튬이온체와 폴리비닐알콜의 수용성 혼합물을 동결건조한 후 가
교함으로써 제조되는 것으로, 그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친환경적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발포체는 유연하면서도 내구
성 있는 다공성 발포체로서, 흡착용량 손실 및 리튬이온 흡착 속도 지연 현상이 매우 적고, 수차례 반복 사용 후에도 흡수
성능의 저하나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침지 및 탈수(immerse
and squeeze)" 메커니즘을 통해 리튬이온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패시브 흡착제로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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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네하 미탈, 레이 엘리소, 서정길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지지체에 고정시킨 크라운 에테르,
그 제조방법 및 그 용도
기 술 명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지지체에 고정시킨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크라운 에테르, 그 제조방법 및 그 용도

등록번호

10-1753904

발 명 자 정욱진, 레이 엘리소, 그레이스 니소라,

등록일자

2017년 6월 28일

발 명 자 박명준, 서정길, 이성풍, 유영득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지지체에 고정시킨 크라운 에테르, 그 제조방법 및 그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
하게는 크라운 에테르를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지지체에 고정시킴으로써 리튬이온 흡착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크라운 에테르, 그 제조방법 및 그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지지체에 고정시킨 크라운 에테르, 그 제조방법 및 그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
하게는 크라운 에테르를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지지체에 고정시킴으로써 리튬이온 흡착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크라운 에테르, 그 제조방법 및 그 용도에 관한 것이다.구체적으로 상기 제조방법은 하이드록시-다이벤조-14크라운-4 에테르(Hydroxy-Dibenzo-14-Crown-4 ether)를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
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상기 방법에 따라 제조된 크라운 에테르는 유용한 금속 이온(리튬이온)을 회
수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종래 기술보다 단순한 합성경로에 따라 크라운 에테르를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지지체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리튬이온 흡착 성능이 현저하게 개선된 리튬이온 흡착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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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선택성 크라운 에테르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리튬 선택성 크라운 에테르 및 이의 제조방법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발 명 자 정욱진, 레이 엘리소, 그레이스 니소타, 김헌,

등록번호

10-1727468

등록일자

2017년 4월 11일

서정길, 이성풍

본 발명은 리튬 선택성 크라운 에테르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큰 부피 및 경질의 그룹을 가
지는 신규의 크라운 에테르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리튬 선택성 크라운 에테르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큰 부피 및 경질의 그룹을 가
지는 신규의 크라운 에테르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부피 큰 에폭사이드와, 1,2 다이하이드록사이
드벤젠과 같은 경질의 방향족기를 포함하는 화합물의 분자내 고리화 반응을 통해 리튬 이온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리튬 선택성 크라운 에테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경질 방향족기에 의해 크라운 에테르의 골격의
강성(rigidity)을 향상시켜 선조직화 효과(preorganization effects)를 차단할 수 있고 부피 큰 소단위기에 의해 차단
메카니즘을 제공함으로써 큰 금속이온들의 착화물 형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리튬 이온을 효율적으로 회
수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부피 큰 에폭사이드와, 1,2 다이하이드록사이드벤젠과 같은 경질의 방향족기를 포함하는 화합물의 분자내
고리화 반응을 통해 리튬 이온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리튬 선택성 크라운 에테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경질 방향족기에 의해 크라운 에테르의 골격의 강성률(rigidity)을 향상시켜 선조직화 효과(preorganization
effects)를 차단할 수 있고 부피 큰 소단위기(서브유닛)에 의해 차단 메카니즘을 제공함으로써 큰 금속 이온들의 착화
물형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리튬 이온 선택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리튬 이온을 효
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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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이산화탄소 포집용 에어로젤
기 술 명 이산화탄소 포집용 에어로젤

등록번호

10-1709987

발 명 자 서정길, 이규영, 이한영, 비쉬워나드

등록일자

2017년 2월 20일

발 명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권 리 자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산화탄소 포집용 에어로젤(aerogel)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마그네슘 전구체와 알루미늄 전
구체를 이용하여 에폭사이드 기반 졸-겔(sol-gel) 공정 및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건조기법을 통하여 고온에서
높은 이산화탄소 포집 성능을 가지는 이산화탄소 포집용 에어로젤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이산화탄소 포집용 에어로젤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마그네슘 전구체와 알루미늄 전구체를 이
용하여 에폭사이드 기반 졸-겔 공정 및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건조기법을 통해 고온에서 높은 이산화탄소 포
집 성능을 가지는 이산화탄소 포집용 에어로젤 및 이의 제조방법을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고온에
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용 에어로젤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CO2 선택성, 높은 CO2 흡
착능력, 그리고 반복적인 흡·탈착과정에서 우수한 재생성을 특징으로 하는 고효율의 이산화탄소 포집용 에어로젤을
사용하여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졸-겔 공정과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건조기법을 통해 산화마그네슘/산화 알루
미늄 복합체가 포함된 이산화탄소 포집용 에어로젤을 제조함으로써,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착하고 적
은 에너지로 다시 재생하는 고효율의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착제를 제공하여,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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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륨 산화물과 니켈 산화물이 도핑된
산화티타늄 나노섬유 촉매 및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사마륨 산화물과 니켈 산화물이 도핑된
산화티타늄 나노섬유 촉매 및 그 제조방법
발 명 자 김헌, 아비나쉬 에이. 샤우굴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99289

등록일자

2017년 1월 18일

본 발명은 수소 생산을 위한 촉매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수소화붕소나트륨의 가수분해 과정
에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촉매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수소 생산 성능을 향상시킨 수소 생산용 촉매에 관한 것으로, 산화티타늄 재질이며 나노섬유 형태인 촉매로
서, 상기 산화티타늄에 사마륨 산화물과 니켈 산화물이 도핑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나노섬유 형태의 산화
티타늄에 복합 산화물을 도핑함으로써, 나노구조 및 양이온 사이의 전자 전이에 의해서 수소 생산 능력이 향상되는 효
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산화티타늄 나노섬유 촉매는 반복적인 재사용에도 생산 효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
에 재활용성이 뛰어난 수소 생산 촉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나노섬유 형태의 산화티타늄에 2종류의 산화물을 도핑함으로써, 나노구조 및 양
이온 사이의 전자 전이에 의해서 수소 생산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산화티타늄 나노섬유 촉매
는 반복적인 재사용에도 생산 효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성이 뛰어난 수소 생산 촉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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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리튬 흡착용 복합 나노파이버 막,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리튬 회수 장치 및 회수 방법
기 술 명 리튬 흡착용 복합 나노파이버 막,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리튬 회수 장치 및 회수 방법
발 명 자 정욱진, 박명준, 그레이스 니소타, 아넬 벨트란,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91089

등록일자

2016년 12월 23일

발 명 자 테이 엘리소, 서정길, 이성품, 유영득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리튬 흡착용 복합 나노파이버 막,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리튬 회수 장치 및 리튬 회수 방법에 관한 것으
로, 더욱 상세하게는 리튬을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망간 산화물이 고정화된 리튬 흡착용 복합 나노파이버 막, 그 제조
방법과 이를 이용한 리튬 회수 장치 및 리튬 회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리튬 흡착용 복합 나노파이버 막,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리튬 회수 방법 및 리튬 회수 장치에 관한 것
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리튬을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망간 산화물이 고정화된 리튬 흡착용 복합 나노파이버막, 그 제
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리튬 회수 방법 및 리튬 회수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리튬 흡착용 복합 나노파이
버 막은 리튬이온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동시에 흡착제 내부 공간 사이로 리튬이온의 확산이 빠르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표면적이 큰 나노파이버 막에 산화망간 흡착분말을 고정시킴으로써 취급이용이하면서
흡착 분말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 리튬 흡착용 복합 나노파이버 막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열처리 단계를 적
용함으로써 기계적 물성이 강한 특성을 가진 리튬 흡착용 복합 나노파이버 막을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리튬
흡착용 복합 나노파이버 막은 리튬이온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동시에 흡착제 내부 공간 사이로 리튬이온의 확
산이 빠르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본 발명에 따른 복합 나노파이버막은 기존 망간산화물계 흡착제를
고정화한 고분자 멤브레인이나 폼(foam) 또는 세라믹 멤브레인 등과 비교하여, 나노파이버에 고정되어 있는 흡착제
와 물과의 접촉이 쉬워 리튬의 흡착 성능이 뛰어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복합 나노파이버 막은 다공성 막이기 때문
에 리튬 흡착 과정에서 별도의 여과 압력이나 에너지 소모없이 용액에 단순히 침지하는 것만으로도 리튬의 회수가 가
능하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리튬 흡착용 복합 나노파이버 막을 이용한 리튬 회수 장치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해수 속에 존재하는 리튬이온을 선택적으로 흡착하여 흡착공정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리튬
이온 탈착 공정에 필요한 산 처리시 흡착제의 이동없이, 리튬이온 흡착 공정 후 바로 산 처리공정으로의 전환이 가능
하여 리튬이온의 탈착 공정을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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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에테르를 이용한 리튬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크라운 에테르를 이용한 리튬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
발 명 자 정욱진, 로렌스 리무코, 그레이스 니소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80196

등록일자

2016년 11월 22일

레이 엘리소, 엘리저 비바스, 박명준,

기술분야
본 발명은 크라운 에테르를 이용한 리튬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큰 부피 및 경질의
그룹을 가지는 신규의 크라운 에테르를 고분자 지지체(나노파이버)에 고정화한 리튬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크라운 에테르를 이용한 리튬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큰 부피 및 경질의
그룹을 가지는 신규의 크라운 에테르를 고분자 지지체(나노파이버)에 고정화한 리튬 흡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부피가 크고 강성한(단단한, rigid) 서브 유닛을 갖는 신규의 크라운 에테르를 고분자 지지
체에 고정화함으로써 리튬 이온 흡착제로 이용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부피가 크고 강성한(단단한, rigid) 서브 유닛을 갖는 신규의 크라운 에테르를 고분자 지지체에 고정
화함으로써 리튬 이온 흡착제로 이용할 수 있다. 상기 신규의 크라운 에테르의 단단한 서브유닛에 의해 크라운 에테르
의 골격의 강성률(rigidity)을 향상시켜 선조직화 효과(preorganization effects)를 차단할 수 있고 부피 큰 소단위기
(서브유닛)에 의해 차단 메카니즘을 제공함으로써 큰 금속 이온들의 착화물 형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리튬 이
온 선택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리튬 이온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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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서정길,이성풍

에탄―１，２―디올 생산 미생물 및 이를 이용한
에탄―１，２―디올 생산 방법
기 술 명 에탄―１，２―디올 생산 미생물 및 이를 이용한
에탄―１，２―디올 생산 방법
발 명 자 정욱진, 리우 화이웨이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351879

등록일자

2014년 1월 9일

발 명 자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에탄-1,2-디올의 생합성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D-[0001] 자일로스로부터 에탄-1,2-디올
을 생산하는 미생물 및 상기 미생물을 이용한 에탄-1,2-디올의 생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D-자일로스로부터 에탄-1,2-디올을 생산하는 미생물 및 상기 미생물을 이용한 에탄-1,2-디올의 생산 방법
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대장균에서 게놈 DNA내 D-자일로스 이소메라아제 유전자 및/또는 알데히드디히
드로게나제 유전자를 녹아웃시키고, D-자일로스 디히드게나제 유전자를 포함하는 발현벡터로 형질전환시켜 제조된
형질전환 대장균, 및 상기 형질전환 대장균을 이용하여 D-자일로스로부터 에탄-1,2-디올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
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D-자일로스로부터 에탄-1,2-디올을 생산하기 위한 생합성 루트를 설계하고, 이런 생합성 루트를 대장균에
적용시켜 D-자일로스를 기질로 이용하여 에탄-1,2-디올을 높은 농도 및 수율로 생산하면서 부산물은 현저히 낮게 생
산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에탄-1,2-디올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에
탄-1,2-디올의 생합성 기술에 관한 최초의 발명이므로 추후 에탄-1,2-디올의 생물학적 생산 방법의 개발을 위한 지침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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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할라이드 촉매와 이온성 액체를 사용하는 과당의
탈수 반응에 의한 5-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의 제조방법
기 술 명 상온 이온성 액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2-아지도알콜의 합성방법
발 명 자 김헌, 아비나쉬 에이.샤우굴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84806

등록일자

2017년 9월 28일

본 발명은 상온 이온성 액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2-아지도알콜의 합성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
게는 3중 양이온을 갖는 이미다졸계 상온 이온성 액체 및 이의 제조 방법, 그리고 이를 이용한 2-아지도 알콜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글리세롤을 출발물질로 하여 트리메실레이트를 제조하는 전구체 제조단계; 및 상기 전구체와 N-메틸이미
다졸륨(N-methylimidazolium)을 혼합하고 반응시켜 반응물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온 이온성 액체(room
temperature ionic liquid; RTIL)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무독성이고 생분해성 액체인 글리세롤을 이용
하여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상온 이온성 액체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에폭시드를 이
용한 2-아지도알코올의 합성반응에서 촉매로 이용하여 높은 전환율과 수율로 2-아지도알코올을 합성할 수 있는 효과
를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무독성이고 생분해성 액체인 글리세롤을 이용하여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상온 이온성 액체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에폭시드를 이용한 2-아지도알코올의 합성반응에서 촉매로 이용하여
높은 전환율과 수율로 2-아지도알코올을 합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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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Ｄ자일로스로부터 Ｄ자일로닉산을 생산하는 재조합 대장균 및
이를 이용하여 Ｄ자일로닉산을 생산하는 방법
기 술 명 Ｄ자일로스로부터 Ｄ자일로닉산을 생산하는

고메스, 라모스 크리스틴 로즈 메디나, 한미덕

재조합 대장균 및 이를 이용하여 Ｄ자일로닉산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을 생산하는 방법

등록번호 10-1217064
2013년 7월
5일
등록일자 2013년
07월
05일

발 명 자 정욱진, 리우 화이웨이, 발데후웨사 크리스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D-자일로스로부터 D-자일로닉산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는 재조합 [0001] 대장균 및 이를 이용하여 D-자일
로닉산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야생의 대장균 내 D-자일로스와 D-자일로닉산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파괴하고, 여기에 이종의 세균으로부터 필요한 유전자를 도입하여 형질전환 하는 D-자일로스로부터 D-자일로
닉산을 생산하는 대장균의 조작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조작된 대장균을 이용하여 D-자일로스로부터 D-자일로닉산을 생
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D-자일로스로부터 D-자일로닉산을 생산하는 재조합 대장균 및 이를 이용하여 D-자일로닉산을 생산하는 방법이 개시
된다. 본 발명의 D-자일로스로부터 D-자일로닉산을 생산하는 재조합 대장균은 D-자일로스로부터 D-자일로닉산을 생
산하는 능력을 가지는 재조합 대장균 EWX4(미생물 기탁번호 KCTC11988BP)이다. 이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재조합 대장균을 이용하면, 유일한 탄소 소스(carbon source)를 사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D-자일로스로부터
D-자일로닉산을 높은 효율로 생산할 수 있다.

04 환경/에너지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재조합 대장균을 이용하면, 유일한 탄소 소스(carbon source)를 사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D자일로스로부터 D-자일로닉산을 높은 효율로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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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탈수 슬러지의 고속 생물
건조방법
발 명 자 장덕진, 하오종디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17315

등록일자

2018년 11월 15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탈수 슬러지의 생물건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탈수 슬러지의 고속 생물건조방법
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탈수 슬러지의 고속 생물건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커피 찌꺼기 및 탈수 슬러지를 혼
합하는 단계; 및 혼합물의 생물건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탈수 슬러지의 생물건조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높은 DOM 농도와 BVS 함량 및 열 함량을 갖는 SCG를 DS 생물건조용 벌킹제로서 사용함으로써, 긴
고온 기간 및 높은 미생물 활성을 통해, 짧은 조작 기간 내에 높은 수분 제거율을 얻을 수 있다. SCG를 이용한 생물건
조 제품의 LHV는 기존 벌킹제를 이용한 생물건조 제품보다 높아서 고-에너지 고체 연료의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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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16. 오전 11:00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탈수 슬러지의 고속 생물건조방법

섬유소 분해능이 있는 스트렙토마이세스 속 MJ-C1 균주 및 이의 용도
기 술 명 섬유소 분해능이 있는 스트렙토마이세스 속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 술 명 MJ-C1 균주 및 이의 용도

등록번호 10-1817538

발 명 자 오영숙, 문수영

등록일자 2018년
01월
2018년 1월
5일05일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섬유소 분해능이 있는 스트렙토마이세스 종 MJ-C1 균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는 음
식물 분해활성 및 고분자 유기탄소화합물 분해효소 활성이 높고 특히 섬유소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MJ-C1 균
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섬유소 분해능이 있는 스트렙토마이세스 종 MJ-C1 균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음
식물 분해활성 및 고분자 유기탄소화합물 분해효소 활성이 높고 특히 섬유소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MJC1 균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MJ-C1 균주는 음식물 분해활성 및 고분자 유기탄소화합물 분해효소 활
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으며 특히 섬유소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염분 농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균주
인 바, 염분도가 높은 한국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 균주로 매우 경쟁력이 있다. 아울러 종이 분해능을 가지는 바, 음식
물 쓰레기 성분 중 분해가 용이하지 않은 식물성 섬유소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와 종이류를 혼합하
여 분해시키는 공정에 활용 가능하다.

대표도면
04 환경/에너지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MJ-C1 균주는 음식물 분해활성 및 고분자 유기탄소화합물 분해효소 활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으며
특히 섬유소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염분 농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균주인 바, 염분도가 높은 한국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 균주로 매우 경쟁력이 있다. 아울러 종이 분해능을 가지는 바, 음식물 쓰레기 성분 중 분해가 용이
하지 않은 식물성 섬유소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와 종이류를 혼합하여 분해시키는 공정에 활용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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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전기분해전지 및 이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
기 술 명 미생물 전기분해전지 및 이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
발 명 자 오영숙, 샤지아레만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14431
2017년 3월
3일
등록일자 2017년
03월
03일

본 발명은 바이오가스 분리 막 개질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폴리이미드 중공사막(polyimide hollow
fiber membrane)을 가교제에 침지시켜 가교시키고, 이를 열처리(annealing)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폴리이미드 중
공사막의 개질 방법에 관한 것이다.

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폴리이미드 중공사막(polyimide hollow fiber membrane)을 가교제에 침지시켜 가교시키고, 이를 열처
리(annealing)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폴리이미드 중공사막의 개질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개질된 폴리이미드
중공사막은 바이오가스의 CO2/CH4의 선택도가 증진되어 바이오가스로부터 CO2를 제거하여 높은 순도의 CH4를
회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04 환경/에너지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이 방법에 따라 열처리와 화학적 가교 방법으로 개질된 폴리이미드 중공사막은 비개질된 막에 비해 바이오가스
중 CO2/CH4 선택성이 개선된 효과가 있어, 에너지 산업상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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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미세조류의 배양방법
기 술 명 지질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미세조류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94711

배양방법
발 명 자 이기세, 김가람, 이철균

2017년 1월
4일
등록일자 2017년
01월
04일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지질을 생산하는 미세조류의 배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미세조류 세
포의 성장 속도와 미세조류 세포 내 지질 함량을 모두 향상시켜 지질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미세조류의 배양방법
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지질을 생산하는 미세조류의 배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미세조류 세포의 성장속도와
미세조류 세포 내 지질 함량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미세조류의 배양방법을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고농도의 질소 농도 조건 및 상기 조건에서의 배양방법과 최적의 유기탄소 첨가 농도 조건 등 미세조류 세포의 성장 속
도와 미세조류 세포 내 지질 함량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배양조건 및 배양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바이오디젤
원료인 미세조류의 지질 생산성을 증가시켜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04 환경/에너지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고농도의 질소 조건을 포함하는 배지에서 미세조류의 세포 건조 중량과 세포 내 지질 함
량이 모두 증가될 때까지 일정시간 동안 미세조류를 배양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세조류의 성장 속도
와 지질 함량이 모두 증가되어 바이오디젤 원료인 지질의 생산량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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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함량이 증진된 미세조류의 배양방법
기 술 명 지질 함량이 증진된 미세조류의 배양방법

등록번호 10-1670703

발 명 자 이기세, 김가람, 이철균

등록일자 2016년 10월 25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발명은 지질 함량이 증진된 미세조류의 배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바이오디젤 오일 원료로 이용되
는 지질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미세조류 배양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지질 함량이 증진된 미세조류의 배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바이오디젤 오일 원료로 이용되
는 지질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미세조류 배양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염도 등 배양조
건 변화를 통해 미세조류를 배양함으로써 세포내 지질 함량을 증가시켜 주어진 배양액 부피당 지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04 환경/에너지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염도 등 배양조건 변화를 통해 미세조류를 배양함으로써 세포내 지질 함량을 증가시켜
주어진 배양액 부피당 지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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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럼 센싱 억제능이 있는 RO1S-5 균주 및 이의 용도
기 술 명 쿼럼 센싱 억제능이 있는 RO1S-5 균주 및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598425

이의 용도
발 명 자 오영숙, 문수영

등록일자 2016년
02월
23일
2016년 2월
23일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쿼럼 센싱 억제능이 있는 RO1S-5 균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오염된 역삼투 멤브레
인에서 분리한 균주로서 쿼럼 센싱을 억제할 수 있고 특히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에 효과적인 RO1S-5 균주 및 이의 용
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쿼럼 센싱 억제능이 있는 RO1S-5 균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오염된 역삼투 멤브레
인에서 분리한 균주로서 쿼럼 센싱을 억제할 수 있고 특히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에 효과적인 RO1S-5 균주 및 이의 용
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박테리아에 의한 쿼럼 센싱을 억제할 수 있고 특히 바이오필름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RO1S-5 균주는 AHL 락토나아제 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AHL 아실 체인 길이
와 무관하게 AHL 분자에 대하여 높은 기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대표도면

04 환경/에너지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박테리아에 의한 쿼럼 센싱을 억제할 수 있고 특히 바이오필름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
한 본 발명에 따른 RO1S-5 균주는 AHL 락토나아제 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AHL 아실 체인 길이와 무관하게AHL
분자에 대하여 높은 기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아울러 본 발명에 따른 RO1S-5 균주는 생물오손(biofouling) 등과
관련된 산업 프로세스에서 바이오필름을 제어할 수 있는 응용 툴로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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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백 폐기물의 혐기성 암발효를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
기 술 명 고단백 폐기물의 혐기성 암발효를 이용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472379

수소생산 방법
발 명 자 오영숙, 문수영, 왕시

등록일자 2014년
12월8일
08일
2014년 12월

본 발명은 바이오 폐기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단백 폐기물의 혐기성 암발효를 이
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고단백 폐기물을 열처리된 혐기소화조슬러지와 혼합하
고, 혐기성 암발효 하여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발명의 요약
고단백 폐기물의 혐기성 암발효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 혐기소화조슬러지를 열처리하는 단계; 상기 열처
리된 혐기소화조슬러지와 고단백 폐기물의 혼합액을 제조하는 단계; 및 상기 제조된 혼합액을 어두운 곳에서 배양하여
혐기성 암발효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단백 폐기물의 혐기성 암발효에 의한 수소 생산 방법을 제
공한다. 상기 혼합액의 혼합비율은 F/M비가 6, pH는 8.2가 되도록 하여 48~52℃에서 진탕 배양하는 것이 최적의
수소생산방법이다. 본 방법에 따르면, 기존에 수소생산효율이 높지 않다고 알려진 고단백 폐기물의 혐기성 암발효를 통
하여, 높은 효율의 수소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면
04 환경/에너지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고단백 폐기물을 이용한 높은 수소 생산율을 얻는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은 고단백 폐기물
의 혐기성 암발효 과정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를 기존의 방식에 비하여 높은 효율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보호와 수소생산의 효율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유용하다. 본 발명에 따라 생산된 수소는
가솔린, 메탄올, 에탄올, 암모니아, 염산 및 기타 고부가가치 화합물 생산의 원료, 원자 수소 용접(atomic hydrogen
welding)과 같은 용접 방법에 있어서의 보호가스, 지질의 포화도를 높이는 수소화제(hydrogenating agent), 전기
발전에 있어서의 회전자 냉각액 등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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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반응조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음극반응조에 대기중의 공기를
주입하는 대신 오존을 주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미생물 연료전지
기 술 명 음극반응조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음극반응조에
대기중의 공기를 주입하는 대신 오존을 주입하는
발 명 자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생물 연료전지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137479

등록일자

2012년 4월 10일

발 명 자 안대희, 류재훈, 이우경, 최지윤, 김초희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안정적이고 높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연료 전지에 [0001]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양극반응조에서 전기화학적 활성을 띤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산화를 유도하고 음극반응조에서 오존의 자가분해반응
에 의한 높은 용존산소 농도를 유도하여 높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연료전지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유기물을 포함한 폐수를 처리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극반응조와 음극반응조를 포함하는 미생물 연
료전지로서, 상기 음극반응조에는 오존이 투입되어 음극전극의 산화환원 전위를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
생물 연료전지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연료전지는 미생물 연료전지의 음극반응조에 오존을 주입하여 오존의
자가분해반응에 의한 높은 용존산소 농도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미생물 연료전지보다 음극반응조의 음극표면에 금
속촉매 또는 비금속촉매를 코팅하지 않고도 산화환원 전위를 증가시킬 수 있어 건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안정
적이고 높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연료전지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미생물 연료전지의 음극반응조에 오존을 주입하여 오존의 자가분해반응에 [0014] 의한 높은 용존산소 농
도를유도함으로써, 기존의 미생물 연료전지보다 음극반응조의 음극표면에 금속촉매 또는 비금속촉매를 코팅하지 않
고도산화환원 전위를 증가시킬 수 있어 건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높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할수 있
는 미생물 연료전지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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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한 탈질 방법
기 술 명 혐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한 탈질 방법

등록번호

10-0578408

발 명 자 안대희, 김우정, 뚜안트란홍, 김지은, 박영주

등록일자

2006년 5월 3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발명은 혐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한 아나목스 공정으로 폐수에서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혐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한 아나목스 공정으로 폐수로부터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의 따른 질소제거 방법은 아나목스 공정을 이용하므로 보다 경제적이고, 혐기성 그래뉼 슬러지로 맥주공장의 폐수
처리조의 혐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잇점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혐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한 아나목스 공정으로 폐수로부터 질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제공하
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따른 질소제거 방법은 아나목스 공정을 이용하므로 보다 경제적이고, 혐기성 그래뉼 슬러
지로 맥주공장의 폐수 처리조의 혐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잇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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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막이 침지된 생물학적 처리조 및 혐기성 그래률 슬러지가충진된
반응조가 결합된 오폐수처리장치
기 술 명 막이 침지된 생물학적 처리조 및 혐기성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래률 슬러지가 충진된 반응조가 결합된

등록번호

10-0513352

오폐수처리장치

등록일자

2005년 8월 31일

발 명 자 안대희
02 생명/바이오/식품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침지형 막을 포함한 생물학적 처리조 및 탈질을 위한 방법으로 혐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충진한 처리조를 합
한 오폐수 고도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고효율의 막을 생물학적 처리조에 침지하여, 막을 통하여 처리수를 뽑아냄으로써, 유기물의 생물학적 산화
로 인하여 생성된 미생물들을 생물학적 처리조 내에 고농도로 유지하게 하고, 뽑아 낸 처리수는 혐기성 그래뉼 슬러
지가 충진된 ABR(anaerobic baffled reactor) 공정에 주입하여 유기물의 저감 및 탈질을 극대화시키는 오폐수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막침지형 생물학적 처리공정과 ABR 공정에 의하여 고농도 질소를 포함한 폐
수에서 유기물과 질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탈질조, 폭기조, 2차 탈질조 및 막이 침지되어 있는 2차 폭기조로 구성된 생물학적 처리조와 혐기성 그래뉼
슬러지로 충진된 반응조가 결합된 오폐수 처리장치를 제공하고, 상기 오폐수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오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막침지형 생물학적 처리공정과 ABR 공정에 의하여 고농도 질소를 포
함한 폐수에서 유기물과 질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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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안내

기술이전 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사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
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

기술이전 대상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반도체 직접회로배치설계 등
이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술이전 절차

01

- 기술평가(특허자산실사)

02

- 기술수요기업 조사

03

- 발명자, 수요자간 이전 대상기술 확정

04

- 기술이전 형태, 조건, 기술료, 지불방법 등 거래조건 확정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경제성 등

기술발굴

- 기술설명회/상담회 개최

기술마케팅

- 기술이전 형태, 조건, 기술료, 지불방법 등 협의

기술확정 및 협상

기술계약

05

사후관리

- 계약서 작성
- 발명자 보상

- 계약조건 성실이행 여부 검토
- 계약갱신 및 변경조건 검토
- 경상기술료 관리

기술지주회사 및
및 자회사
자회사 소개
소개
기술지주회사
설립목적
설립목적
기술지주회사가 주도적으로 산학협력 기술사업화를 추진하여 신규 수익모델을 확보함으로써 대학 재정에
기여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업) 창출을 유도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성과 생산
- 자체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
- 우수 교원 확보 등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운영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

산학협력 연구
수월성 제공

- 자회사 M&A 등을 통한 수익(EXIT)
- 자회사 운영을 통한 배당 수익

대학 재정 기여,

명지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자회사-명지대학교 산학협력
연구를 통한 연구재원 확보

신규 재원
확보

- 상용화 연구개발 컨소시엄 구축
-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 확보

가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운영을
통한 신규 재원 확보

보유기술
사업화

본교가 보유한 우수기술의 산업계 확산
산학협력 기반 우수 기술 상용화 체제 구출

지주회사 및 자회사 운영 수입 자회사 공동 연구

자회사 경영지원시스템
기술지주회사 사업의 가치와 사업적 실익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전문성 강화와 자회사에 대해 대·내외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자회사 설립 지원
- 우수기술발굴 및 시장수요 반영
- 발굴기술 사업화 검증지원

명지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컨설팅 지원
- 전문가의 기술자문
- 사업계획, 기업IR, 인증 및 컨설팅

-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금융 및 정책자금 연계
- 투자자금 연계(자기자본 성격)

- 선별 유망기술의 자회사 출자

- 기술/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경영 및 운영지원
- 우수기술 패키징, 시제품완성도 제고

-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 자회사 홍보/마케팅/교육
- 대학 연구 인프라 활용

- 특허/포트폴리오, 기술자산활용
- 공동연구개발 파트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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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소개
자회사 설립 프로세스

투자대상 자회사로 선정된 기술수요자와 협의하여
자회사 설립 모형 및 시기, 금액, 지분율 등
투자조건을 결정

5-2-1
투자대상 자회사
발굴 및 선정
5-2-2
투자유형 및
조건 결정

투자심의위원회

기업 Value-up을 위해 신규사업 진출이 필요한 국내상장 기업, 비상장
중견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모델
사업화 모델
자문

투자심사
보고서 작성
5-2-4

국내합작창업형

투자유형 및
조건 협의

5-2-3

기술 자문

NO

자회사 설립 모형

합작투자
계약서 체결

한국시장 진출희망 해외기업, 국내 합작법인 설립희망 기업과의 국내 합작
법인 설립 또는 Low Tech 기술을 가지고 아시아 후발국에 진출코자 하는

기업설명회
(IR)

YES

5-2-5

해외합작창업형

국내기업과의 해외 합작법인 공동 설립 모델

기술지주공동설립형
기술지주회사간 사업화기술을 클러스터링(7개 ~ 10개)하여 공동으로 국내

합작투자
계약서 체결

5-2-6
자회사 설립

중견, 대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모델

단순출자형
사업화기술의 자본화 평가 후 벤처기업에 출자하고, 자본 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거나 실험실창업기업, 학교기업, 개인기업 등의 자회사 전환 설립 모델

단독창업형
파트너기업 없이 사업화기술을 통한 기술지주회사 독자적 설립방식

자회사 현황
자회사명 : 주식회사 엠피스
대표이사 :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이종명
자본금 : 3500만원
업종(생산품) : 정보통신장치, 광반도체, 센서장치, IT 융합
관련특허 :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 방법 (특허등록번호 : 10-1328355)
기술가치평가금액 : 115,000,000원
기술지주회사 지분 : 30%

자회사명 : 주식회사 만방 바이오
대표이사 : 진잉유
자본금 : 100,000,000원
업종(생산품) : 연구개발, 바이오 소재 개발 및 제조
관련특허 : 리타크롤리무스 생산 균주 및 이로부터 얻어진 타크롤리무스 생합성 유전자 (특허등록번호 : 10-1197026)
기술가치평가금액 : 103,000,000원
기술지주회사 지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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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명 : (주)솔라팜
대표이사 : 김월영
자본금 : 100,000,000원
업종(생산품) : 태양광 기반 전력공급시스템 연구개발, 설계·제조
관련특허 : 톡립형(stand-alone)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가변 저항 방식의 드룹 제어 장치 및 방법
기술지주회사 지분 : 20%

자회사명 : (주)마이크로시스템
대표이사 : 정상국
자본금 : 50백만 원
업종(생산품) : 제조업(Drop Free Glass)
관련특허 : 전기습윤 장치 및 전기습윤 장치의 응답속도 개선 방법
기술지주회사 지분 : 20%

자회사명 : (주)명지생활건강
대표이사 : 청진화, 진잉유
자본금 : 5천만원
업종(생산품) : 서비스업(연구개발업 등)
관련특허 : 감잎 발효차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지주회사 지분 : 20%

자회사명 : (주)드론포월드
대표이사 : 김희화
자본금 : 1억원
업종(생산품) : 예찰업 및 방재업, 드론 제조 및 판매업
관련특허 : 복수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관리하는 영상 처리 장치 및 방법 / 등록특허 / 10-1748139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지분 : 30%

자회사명 : (주)단예
대표이사 : 서인선
자본금 : 100,000,000원
업종(생산품) : 점토식 천영광물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천연 클렌징 바 및 화장품, 파우더
관련특허 : 비타민 E와 레티놀산을 함유하는 신기능성 글리세롤 유도체 화합물들과 상기 화합물의 위치 선택적 합성 방법
기술지주회사 지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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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명 : 영일아이씨티(주)
대표이사 : 이창은
자본금 : 1억원
업종(생산품) : 비자동화설비, 진동설비
관련특허 : 진동 검출 장치 (등록특허 10-1734667/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지분 : 20%

자회사명 : (주) 스위머스
대표이사: 노유석
자본금 : 2억원
업종(생산품) : 스마트 수영분석 시스템
관련특허: 스마트 관리 시스템 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지분: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