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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교수 (2015-현재)

박사후과정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USA (20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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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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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부

생명공학전공

석사 아주대학교 응용공학 (2008)

학사 아주대학교 응용화학 (2006)

구 성 원

직 책 인 원 성 명 (담당분야)

박 사 1 강전일(나노생명공학)

석 사 3
이소희(나노생명공학), 이동신(나노생명공학), 

안정아(나노생명공학)

산학협력

희망분야

1. 산소 방출 하이드로젤 관련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마스크팩, 화장품, 약물 전달 시스템, 상처 치료제 등)

2. 조직 접합 소재 및 인공 조직체 제작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의료기기, 상처 치료제, 약물스크리닝, 오가노이드(인공 장기) 등)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산소 방출 하이드로젤 소재 연구 

Ÿ 용액에 자극을 주어 상처 치료 및 피부의 콜라겐 합성 기능 갖는 하이드로젤로 변화시

키는 기술 연구

Ÿ 조직 재생 및 항균 효과 있는 치료제, 약물 전달 시스템, 화장품 소재로 사용

2. 젤라틴 외 다양한 고분자 및 조직 접착 소재 연구

3. 산소 발생 기반의 하이드로젤 외의 생체 소재 표면을 변화시키는 기술

Ÿ 조직 집합체를 이용한 약물 스크리닝, 오가노이드(인공 장기) 적용

4. 하나의 가교 방법으로 2가지 고분자를 상호 침투시키는 방식을 적용하여 하이드로젤 만드

는 기술 연구

Ÿ 근육 생기는 종양 세포 감지 및 다양한 농도에서 약물의 저항성 평가

Ÿ 조직 재생 또는 필러 각각의 약물 전달체에 활용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인 시튜 가교 하이드로젤 개발

• 약물 전달체, 조직 재생 단백질, 

필러(보형물) 등에 적용



• 창상이 발생한 경우, 하이드로젤을 

적용하는 실험

• 생체주입형 산소 방출 하이드로젤 

연구

• 과산화칼슘을 이용하여 화학적 합

성 없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생체주

입형 산소 방출 하이드로젤 제작

• 과산화칼슘을 이용한 서방형 산소 

방출형 in situ 가교 하이드로젤의 

제조 방법 연구

• 산소 방출 표면 개질 실험

• 생체 적합한 표면 처리 기술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9-0017113 2019-02-14

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s hydrogels for 

3 dimensional cell culture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2 10-2017-0175152 2017-12-19
생체주입형 산소 방출 하이드로젤의 제조 방법 및 

이의 생의학적 용도

3 10-2018-0151152 2018-11-29

과산화 칼슘을 이용한 서방형 산소 방출형 in situ 

가교 하이드로젤의 제조방법 및 이의 생의학적 

용도

4 10-2016-0040153 2016-04-01
감마-사이클로덱스트린을 함유한 생체주입형 

조직접착성 하이드로젤 및 이의 생의학적 용도

연구 실적

1. 복합기능성 카디오도관이 탑재된 심장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Ÿ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Ÿ 과제기간: 2015.06.01 ~ 2020.05.31.

2. 기능성 고분자 하이드로젤과 하이폭시아/활성산소 유도 배양 기술을 이용한 종양-혈관 

모델의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NRF)

Ÿ 과제기간: 2015.11.01 ~ 2018.10.31.

3. 3D 프린팅 패치 생체적합성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Ÿ 과제기간: 2018.04.01 ~ 2022.12.31.

4. 과산화칼슘매개 효소 고정화 기술을 활용한 산소 방출 고분자 하이드로젤 제조 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NRF)

Ÿ 과제기간: 2019.06.01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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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yrosinase-mediated surface co-immobilization of heparin and silver nanoparticl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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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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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dical Engineering, 제19호, PP. 109~133, 2017.06.01. 

15. In Situ Forming and H2O2‐Releasing Hydrogels for Treatment of Drug-Resistant 

Bacterial Infection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9권(집), 제20호,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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