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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의 과학기술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교육

물리, 화학, 생물을 아우르는 교육

과학 영재 육성 교육

전문적 체계적 선도적



5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 인류를 위한 센서 JAFE ]

JEN-LiFE for MAN

JEN-LiFE는 환경유해물질 유래 질병 조기진단을 위한 변색기반 센서를 통하여 각종 질병 진단

용 센서 및 검출 시스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민감도 및 특이도를 높인 진단키트 구현

을 통해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세계 선도를 목표로 제품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기술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외부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내부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투자가 곧 고객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며 지속적인 내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JEN-LiFE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이며, 혁신을 통해 고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주식회사 젠라이프 법인 설립

JAFE I, II, III 시작품 제작

교육용 키트 및 완구 시제품 제작

12월 색 센서 관련 등록 특허 확보(6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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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 기반 R&E 프로그램 교육 분야

Evolutionary method for Genetic Engineering
[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

칼라센서 기술 원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결과

Nature (2011)

Nature Communication (2014)

Energy & Environmental (2015)

Biosensores & Bioelectron. (2016)

Chemical Science (2017)

J. Mater. Chem. (2019)

Advance Science (2020)

2018 2020

George P.
Smith

Sir Gregory P.
Winter

Emmanuelle
Charpentier

Jennifer A.
Doudna

유전자 가위 기법 응용 유전자 조작법

＊ 펩타이드 제작 및 구축에 효율적

＊ 펩타이드 이식 파지 응용 분야 무한대 가능성

후세포

DNA 추출

이식

펩타이드
제작

D
iColor

analyzer

Nat. Commun. 6, 6368, 2015

색 변화

간섭 산란
자극

[ 칠면조의 색 변화 원리 ]

[ 카멜레온의 색 변화 원리 ]

JEN-Edu.

[ 유해물질 센싱 ]

물리

생물

[ 질병진단 ]

화학

ASF

Pb
납

Cd
카드뮴

Hg
수은

Al
알루미늄

AS
비소

 M-13

 bacteriop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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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영재 육성 성과 사례 과학 영재 육성 대표 사례

사대부고
1등수상

부산일과학고등학교

부산사대부고 [ 2020 ] 부산혜화여고 [ 2020 ]

년도 학년 프로젝트
교육청R&E
최종발표

2019

1 1등

2 4등

2020

1 2등

2 3등

바이러스 도입 발색 변화를 일으키는 색센서로 당뇨 진단

우유의 신선도 분석을 위한 선택적 전자코 센서

커피향 분석을 위한 선택적 전자코 센서
- 대한화학회 논문 발표 -

바이러스 도입 색복합체 용액을 이용한 당뇨 진단

[ 타겟첨가 전 ] [ 타겟첨가 후 ]

1일차

커피향1 커피향2 커피향31

7일차 14일차

[ 부산 과학 전람회 출품 ]

나노 과학캠프[ 2014-2019 ] & 해외탐방

나노코리아 과학교사 워크샵

＊ 여름/겨울 방학 동안 학생 연구프로그램 참여

＊ 해외 유수 연구소 및 대학 탐방 지원 

    - 막스플랑크 연구소(독일),  MIT / 하버드(미국)

＊ 한일학생워크샵(부산대-히로시마대)

＊기업 탐방 / 기업인 초빙 특강 / 실험실습수업 및 세미나

＊ 아하! 나노가 이런데 사용되는구나. (2015)

＊ 나노와 바이오의 만남 (2016,2017)

＊ 광학을 이용한 나노구조 만들기 (2018)

＊ 나도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을까?

    - 다양한 유해물질을 잡는 색센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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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실험실 환경맞춤형 교육 전략(戰略) 및 협력대학

특허 컨설팅 국내 논문 컨설팅 국제 논문 컨설팅

특허 출원 / 등록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구과학기술대학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

충남대학교

카톨릭 의대

논문 제출 논문 제출

대표실

연구실

회의실

기숙사

실험실

밀양 과학 캠프

국내 학회 발표 컨성팅 및 참석 국제 학회 발표 컨성팅 및 참석
국내 과학 캠프

국외 명문 대학 견학

[  국내  ]

[  국외  ]

사무실 전경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젠라이프 회사 내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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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LiFE 교육용 키트

[ 다잡아 색센서 ] [ 교육용 실험영상 ]

[ 칼라봉 ]

[ 오레온 캐릭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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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단 맞춤형 인재 양성 계획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 2017 - 2023년 ] : 사업비 90억 프로그램 예시 [ 12회차 ]

＊파지메타물질 연구단

＊사업단장 : 오진우 교수

고원건 교수 송영민 교수한병찬 교수

강재욱 교수 이동윤 교수 송명관 박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기본형
(실험 결과서 발표)

1차 실험 진행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

논문
발표

특강 특강

2차 실험 진행

[ 논문 게재 완료 시까지 진행 ]논문

[ 국내, 국제 학회 ]학회

[ 확대 모집 중 ]교수 자문단

특허 [ 특허 출원 완료 시까지 진행 ]

[ 부산대 밀양 캠퍼스 ]캠핑 / 특별활동

＊ 특허 실험 진행

＊ 1차 변리사 상담

＊ 연구 성과 발표 및 수료

＊ 해외 명문대 학생 교류

＊ 비대면 해외 학생 교류

＊ 해외 명문대 견학

＊ R&E 체험 합숙

＊ 산업체 체험 합숙

＊ 논문용 실험 진행

＊ Figure 선별 작업

＊ 논문 대비 중간 발표

＊ 김영진 (KAIST)

＊ 노준석 (포항공대)

＊ 고원건 (연세대)

＊ 송영민 (광주과기원)

＊ 이동윤 (한양대)

＊ 강재욱 (전북대)

＊ 김지태 (홍콩대)

＊ Mao (U.Oklahoma)

＊ 학회 발표용 실험 진행

＊ 학회에 초록 제출

＊ Figure 선별 작업

＊ 추가 실험 진행

＊ Figure 보정 작업

＊ 논문 작성 시작

＊ 발표 포스터 작성

＊ 포스터 발표 준비

＊ 논문 완성 / 발표

＊ 논문 제출

＊ 포스터 발표

＊ 비대면 국제 교류

＊ 추가 특허 실험 진행

＊ 2차 변리사 상담

＊ 특허 출원

＊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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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박사 급 지도 위원 메모 memo

Prof. Vasantha Devaraj [ Ph. D. in Physics ]

Photonic - Physics Patent

나노 광학, 바이오 물질 기반 나노 구조

sri kannika parameshwari higher secondary school 
(인도, UK system 사립학교)

Department of Physics, Goverment college of Arts
and Science, Udumalpet (Bharathiar University)

＊

＊

＊

최은정 교수 [ Ph. D. in Biology ]

유전공학, 파지 기반 색 센서

＊ 센서 재료 / 제작 ＊ 생체 / 세포 실험

정혁 박사 [ Ph. D. in Physics ] 김종석 박사/변리사 [ 브릿지 CEO ]

반도체 광학, 양자점 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기술거래사

＊ 바이오 물질 측정 ＊ 지적 재산권 권리화 컨설팅＊ 데이터 분석

Biophysics

이종민 박사 [ Ph. D. in Physics ]

의광학, 신경망 모사 인공 후각 센서

＊ 센서 광학 측정 ＊ 레이저 제작

Biology



Jinwoo gENetic ENgineering for Lif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삼성산학협동관 701호

T. 051-515-7775           F. 051-515-7773

H. www.jen-life.com      M. info@jen-lif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