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대학교 STAR 연구실 소개서

해양환경분자독성학 연구실 (MEMT lab)

책임교수

성명 김연정
주요 

학력

경력

인천대학교 교수 (2013-현재)

그린파이오니아 대표 (2016-2017)

박사 한양대학교 생화학 (2005)

소속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석사 한양대학교 생화학 (2000)

학사 한양대학교 생화학 (1998)

구 성 원

직 책 인 원 성 명 (담당분야)

박사 후 연구원 1 박미라(해조류 유전체 분석)

박 사 1 하유나(추출물 제조 / 항염증 및 항균 소재 개발)

석 사 5

서도연(해조류 유전체 분석), 박아현(항노화 소재 개발),

정재우(추출물 제조 / 항노화 소재 개발), 최영은(독성 및 안전성 

평가), 이원휘(추출물 제조 / 미백 소재 개발)

산학협력

희망분야

1. 해양 천연물 유래 기능성 소재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미백, 아토피, 항노화 등)

2. 화장품 소재 효능 평가 및 독성 평가 (in vitro & in vivo)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3. 뷰티 오믹스 및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인천 섬 및 제주 지역 서식 해조류 및 염생식물 유래 추출물 분리 기술

2. in vitro 및 in vivo 효능 평가 기술 (미백, 항염증, 항노화, 항산화 등) 

3.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4. 해양 생물 자원의 유전체 분석 및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를 이용한 환경 모니터링 

기술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특허 및 노하우

  <주요 특허>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8-0166566 2018-12-20
김 추출물을 함유하는 가려움증의 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2 10-2018-0101689 2018-08-29
참까막살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

  

  <노하우>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1 1013420350000 2013-12-10

신장독성 및 부작용 유발 약물 검색용 바이오마커 

및 이를이용한 신장독성 및 부작용 유발 약물 검색 

방법

2 1013409490000  2013-12-06
메토트렉세이트의 폐독성 검색용 바이오마커 및 

이를이용한 검색 방법



3 1011872560000 2012-09-25

인체 위해성 유발 환경 유해 화학 물질군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류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류를 판별할 수 있는 

클래스헤즈켐 어레이

연구 실적

1.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기반 원천소재 개발 및 해양자원 재활용 플랫폼 구축 (웰니스 소

재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7.06 ~ 2026.02

2. 다중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남극 무척추동물의 스트레스 방어 및 적응 기작 규명

Ÿ 지원기관: 극지연구소

Ÿ 과제기간: 2017.01 ~ 2019.12

3. 오믹스 툴 기반 수생태 독성 진단용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 

Ÿ 지원기관: 두산연강재단

Ÿ 과제기간: 2016.12 ~ 2017.11

4. 해조류의 생활사 및 환경 스트레스에 따른 후성유전학적 조절 기작 규명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3.11 ~ 2016.10

5. VOCs 노출 모니터링 및 진단용 단백질 마커 검증 및 툴 개발

Ÿ 지원기관: 환경부

Ÿ 과제기간: 2014.05 ~ 2016.03

논문 121편 / 특허 41건

논문

1. Red tide dinoflagellate Cochlodinium polykrikoides induces significant oxidative stress 

and DNA damage in the gill tissue of the red seabream Pagrus major, Harmful 

Algae, 제86권(집), pp. 37-45 (2019) (SCI, IF 5.012)

2. Leathesia difformis Extract Inhibits α-MSH-Induced Melanogenesis in B16F10 Cells via 

Down-Regulation of CREB Signaling Pathway,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제20권(집), 536 (2019) (SCI, IF 4.183)

3. Effects of emulsifying agents on the safety of titanium dioxide and zinc oxide 

nanoparticles in sunscreens, JOURNAL OF DISPERS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8) (SCI, IF 1.479)

4. Effect of Prunus yedoensis Matsumura extract on the gene expression in HaCaT cells 

Mol Cell Toxicol, 제14권(집), pp. 337-345, 2018.07.30 (SCIE, IF 1.83)

5. Cannabidiol upregulates melanogenesis through CB1 dependent pathway by 

activating p38 MAPK and p42/44 MAPK, Chemico-Biological Interactions, 제273권(집), 

pp. 107-114, 2017 (SCI, IF 3.407)

6. Microcystin-LR bioconcentration induces antioxidant responses in the digestive gland 

of two marine bivalves Crassostrea gigas and Mytilus edulis, Aquatic Toxicology 

(ISSN 0166-445X), 제188권(집), pp. 119–129, 2017.07.01 (SCI, IF 3.794)



7. Distribution of oxygen functional groups of graphene oxide obtained from 

low-temperature atomic layer deposition of titanium oxide, RSC Advances (ISSN 

2046-2069), 제7권(집), 제23호, pp. 13979 - 13984, 2017.03.02. (SCI, IF 3.049)

8. Investigation of the Genetic Toxicity by Dextran-coated Superparamagnetic Iron 

Oxide Nanoparticles (SPION) in HepG2 Cells Using the Comet Assay and 

Cytokinesis-block Micronucleus Assay Toxicol Environ Health Sci (ISSN 2005-9752; 

SCOPUS), 제9권(집), 제1호, pp. 23-29, 2017.03

9. Transcriptomic change as evidence for cadmium-induced endocrine disruption in 

marine fish model of medaka, Oryzias javanicus, Mol Cell Toxicol, 제12권(집), pp. 

409-420, 2016.12.31. (SCIE, IF 1.83)

10. Effects of Antifouling Biocides on Molecular and Biochemical Defense System in the 

Gill of the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PLOS one, 제11권(집), 제12호, e0168978, 

2016.12.22. (SCIE, IF 2.776)

11. Thermal stress induces a distinct transcriptome profile in the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Comparative Biochemistry and Physiology, Part D, 제19권(집), pp. 

62-70, 2016 (SCI, IF 2.573)

12. The effects of silver and arsenic on antioxidant system in Lemna paucicostata: 

Different effects on glutathione system. Toxicol Environ Health Sci (ISSN 2005-9752; 

SCOPUS), 제8권(집), 제5호, pp. 332-340, 2016.12

보유 장비

Cell culture

Clean bench & 
CO2 incubator Inverted microscope Centrifuge & 

water bath

Incubators

Growth chamber &
Drying oven Low temperature incubators



Molecular biology work

Fluorometer & Fluorobox Real time RT-PCR Chemi-Doc & 
UV injector

Microscopes

Fluorescence microscope & CCD Stereoscopic microscope

홈페이지 https://memtlab.wixsite.com/marinesc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