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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성명 김진호

주요 

학력

경력

인천대학교 교수 (2014-현재)

박사후과정 Univ. of 

Wisconsin-Madison (2012-2014)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2012)

소속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2009)

학사 한양대학교 화학과 (2006)

구 성 원

직 책 인 원 성 명 (담당분야)

박사 후 연구원 1 Bapurao Lad(derug delivery)

석 사 2 김준수(aerobic oxidation), 임재혁(fuctionalized monomer)

산학협력

희망분야

1. 유산소 산화적 전환법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신약 개발에 응용)

2. 기능성 있는 단분자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유산소 산화적 전환법 

Ÿ 유해한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소를 이용한 친환경적 산화제 개발 

Ÿ 크롬 산화제 대신 커퍼나 산소를 이용

2. 전이 금속을 촉매로 하는 유기 반응

3. 다양한 유도체를 이용한 신약 후보 물질 테스트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구리 촉매를 이용한 황화수소와 

아민의 유산소 산화적 합성

• 산화 전위의 조정이 가능한 유기 

분자와 그 유기 분자의 테트라히드

로퀴놀린의 유산소 탈수소화 반응에 

대한 촉매 작용

• 상온에서의 HKUST-1/ABNO 촉매

에 의한 2급 벤질 알콜의 유산소 산

화 반응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6-0020715 2016-02-22
나이트록실/NOx 촉매 시스템을 이용한 방향족 

알데히드에서 나이트릴로의 유산소 산화적 전환법

연구 실적

1. 하이드라진의 전이 금속 촉진 유산소 산화반응을 이용하는 환경 친화적인 유기 반응에 

관한 연구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8.03.01 ~ 2021.02.28.

2. 고강도 저비용 아로마틱 폴리케톤계 수지 및 압축강도 180MPa이상급 의료용 복합체 제

조기술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Ÿ 과제기간: 2016.01.01 ~ 2020.12.31.

3. 구리 촉매를 이용한 황화수소와 아민의 유산소 산화적 합성법



4. 산화 전위의 조정이 가능한 유기 분자와 그 유기 분자의 테트라히드로퀴놀린의 유산소 

탈수소화 반응에 대한 촉매 작용

5. 상온에서의 HKUST-1/ABNO 촉매에 의한 2급 벤질알콜의 유산소 산화 반응

논문 27편 / 특허 10건

논문

1. Metabolic profiling reveals glucose and fructose accumulation in gcr1 kno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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