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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성명 황병희

주요 

학력

경력

인천대학교 교수 (2015-현재)

박사후과정 UC Santa Barbara, 

Chemical Engineering (2011-2013)

박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2010)

소속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공학부

생명공학전공

석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2005)

학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2003)

구 성 원

직 책 인 원 성 명 (담당분야)

박 사 1 류영채(RNA간섭 유전자 치료, 피부투과기술)

석 사 2 이우기(나노바이오센서) , 정순길(세포형질전환 유전자 치료)

학 사 2 방장혁(질병 유전자 치료), 이재욱(마이크로니들)

산학협력

희망분야

1. 생체분자를 이용한 치료기술 중 지혈 펩타이드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의약품)

2. 질병 진단을 위한 바이오센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질병 진단 및 키트)

3. 유전자 치료제 전달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형질전환, 유전자 치료제)

4. 질병의 진단‧치료 융합 맞춤형 치료 플랫폼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암, 면역질환)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지혈 펩타이드를 이용한 지혈제 기술개발 – 동물실험으로 효과 및 안전성 검증

2. 현장 병원균 검출 혹은 질병 진단을 위한 바이오센서 연구 – 암 등의 질병 진단, 병원성 

미생물 검출에 응용 

3. 유전자 치료제 전달을 위한 세포 전달 시스템 개발 – 플라스미드, siRNA 전달기술 개발

4. 개인의 정밀 의약 플랫폼 개발 – 질병 타입 진단과 정밀 유전자 치료



개발 관련 사진

•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치료기술 

(지혈제)

• 현장 병원균 검출이나 질병 진단

을 위한 바이오센서를 통해 질병 

(타입) 진단

• 유전자 치료제 전달 기술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7-0119407 2017-09-18 인간 유래 지혈 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2 10-2017-0183843 2017-12-29
금 나노입자 결합 핵산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신호 

증폭 및 응용 방법

3 10-2018-0085867 2018-07.-24
융합 펩타이드 나노 어셈블리와 칼슘 이온을 

이용한 핵산 세포 형질도입법과 그의 응용

4
PCT/KR2018/012

211
2018-10-17

융합 펩타이드 나노 어셈블리와 칼슘 이온을 

이용한 핵산 세포 형질도입법과 그의 응용

5 10-2019-0025540 2019-03-06
범용성 혼성화 연쇄반응을 이용한 핵산 현장 

검출용 조성물

6 10-2019-0044109 2019-04-16

항체 고정화 자성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병원성 

미생물 분리검출용 복합체 및 이를 이용한 병원성 

미생물 분리 및 검출방법



연구 실적

1. 비바이러스 유전자치료 나노어셈블리 피부전달기술개발

Ÿ 지원기관 및 총연구비: 한국연구재단, 총연구비 241,573 천원 

Ÿ 과제기간: 2016.06.01. ~ 2019.05.31

2. 말미잘실크단백질 및 홍합 접착단백질 기반 기능성 복합지혈제 개발 

Ÿ 지원기관 및 총연구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총연구비 208,000 천원

Ÿ 과제기간: 2017.05.01. ~ 2019.12.31

3. 식품 위생검사 병원균 신속검출을 위한 전처리 융합검출기술개발

Ÿ 지원기관 및 총연구비: 중소기업청, 총연구비 26,666 천원 

Ÿ 과제기간: 2017.10.20.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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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장비

Real-time PCR과 PCR 장비 조직 절편을 위한 Cryostat

Electroporation을 위한 기기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동물세포 배양 및 관찰 시스템 동물실험을 위한 호흡 마취 시스템

홈페이지 https://sdtelab.wixsite.com/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