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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촉매공정 기술 동향과 기술 기획 필요성
촉매(catalyst)란 화학 반응 과정에서 자신은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화학 반응 속도를 가속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생촉매
(biocatalysis)는

생물촉매, 혹은 바이오촉매로도 불리며, 유기화학적 변화를 일으키

기 위해 세포/미생물 자체를 이용하거나 세포 내 효소를 이종발현시켜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창묵,

2011)을

의미한다.

생촉매는 전통적으로 산업에 이용되었던 화학 촉매와 달리 반응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널리 활용이 가능하며, 반응 산출물에 대해 정밀한 선택이 가능한 특이성을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은 생촉매의 다양한 산업 분야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생촉매

반응과정의 도식화1)>

특히, 생촉매는 산화환원, 전이, 가수분해, 이탈 및 부가반응, 이성화, 합성 등의
일반적 반응을 촉매할뿐만 아니라, 고온, 고압, 유기용매 등의 특수한 반응조건에서
1) 출처: Infographic of "Research, The Bayer Scientific Magazine"
http://www.research.bayer.com/en/info-graphic-download-technology.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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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촉매 반응을 수행할 수 있어 산업적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2).
산업적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의 친환경, 웰빙과 관련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고활성, 고기능성 정밀화학 분야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보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방법으
로 다양한 용도의 정밀화학 소재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생촉매들의 확보, 개량, 활
용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생촉매공정을 이용한 바이오화학제품의 생산이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
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바이오 화학제품이란 광학활성화합물, 의약품전구체, 식품
및 화장품 원료 등이 해당된다. 최근의 바이오 산업 발전 경향과 함께, 중소 화학업
체가 제조공정환경을 유기 합성기반에서 생촉매 기반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향후
국내 기업들의 기술적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생촉매공정은 다
품종소량생산에 더욱 용이한 공정으로 강소기업의 제품 생산에 적합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생촉매, 생전환공정은 기존의 유기합성공정과 달리 환경 친
화적이며, 저탄소 생산 공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석
유화학산업에 대한 재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제조공정 또한 지속가능한 바이오
화학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환경오염문제, 산업안전 문제 등의 기존 산업 문
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바이오기술의 적용이 시급하
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생촉매 기술은 생물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기합성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와 연결된 기술이며, 점차 단백질공학, 합성생물학, 대사공학 등의
보다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들과의 접목을 통해 생촉매 이용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
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생물전환기술의 특징과 장점은 통상적으로 용매가 없는
수상 반응이라 점과 상온, 상압의 조건에서 수행되는 정교한 반응 특이성 즉, 구조
특이성(regiospecificity) 입체특이성(stereospecificity), 광학특이성(enantiospecificity)
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반응의 다양성이 풍부하여 기술의 확장성과 효율성이 아주 높
다는 점이다. 이런 반응 특이성으로 인해 생촉매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분야는 물
론, 에너지, 섬유 등의 전통 화학공정 산업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생명체의 기
능과 결부한 융합기술로

IT

혹은

NT와의

연결로 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생촉매와 관련 산업의 육성은 국내 축적된 인프라 및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함으
로써 바이오화학산업의 구조개선, 생물 촉매 및 관련 소재에 대한 수입대체효과 등
바이오산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및 가격 경쟁
2)

, 기술 및 시장 동향 - MDB03056 바이오 촉매,
http://cms.daegu.ac.kr/sgpark/enzymology/%EB%B0%94%EC%9D%B4%EC%98%A4%20%EC%B4%89%E
B%A7%A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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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생물전환 기술에 화학공학, 나노공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이 접목된 융합기술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생촉매와 관련된 산학연 공동 연구가 국내에서는 실질
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연구비의 집중적 투자와 연구자들의 대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에 시장들이 확보된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연구들을 통하여 부상 이슈를 발굴하여 산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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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을 통한 기술혁신활동
미래연구방향 탐색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분석 활동이 기술혁신활동의 성
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혁신주도형 연구개발 패러다
임에서는 연구기획 단계에서의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아이템 선정체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성적, 정량적 정보분석 방법론이 개
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문가 패널구성을 통한 델파이, 시나리오 방법론 등이 있으며, 이
와 같은 정성적 방법론들이 최근까지 가장 폭넓게 사용되었다.(Georghiou,

2008).

이

러한 정성적 방법론들은 연구자원 배분 및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장점이 많은 방
법이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과도한 시간 소요, 많은 인력 동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
용 발생 및 소수 전문가의 과도한 영향력 발휘에 의한 왜곡 등 많은 단점이 있다.
게다가 신기술의 경우 전문화와 융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
에 적합한 전문가를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연구기획에 참여할 충분한 전문가 동
원에도 한계가 있다(윤문섭,

2004).3)

따라서 최근에는 전형적인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방식 이외에 설문통계분석,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KM(Knowledge Mapping), Bibliometrics

KDD

등 보

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주요 의사결정 시스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방대한 과학기술정보를 수록한 논문, 특허
mining, Mapping기법을

이루고 있으며(Porter,
2005;

윤병운,

2005),

DB를

대상으로

Bibliometrics, Text

활용,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2004;

윤문섭,

2004),

신기술 연구기획에 활용되거나(Yoon,

미래 부상기술을 발굴에 활용(NISTEP,

2003)되는

등 사례연구

가 매우 활발하다.
이런 정량적 방법론의 연구 흐름은 ‘과학계량학(scientometrics)의 틀내에서 지속

3) Kostoff(1998)은 연구개발 과제선정 시에 있어서 전문가 Peer Review의 문제점을 다음의 7가지로
언급하였다.
① 조직과 개인적인 이유를 포함하여 비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다른 동료 과학자들의 편견이 심
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이미 네트워크가 확립되어 있는 분야는 같은 분야 동료들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③ 잘 알려진 과학자/학과/기관이 funding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후광효과).
④ 심사자마다 평가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다.
⑤ 동료들에 의한 심사과정 자체가 훌륭한 연구가 무엇이고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⑥ 고비용이 요구된다.
⑦ 위험도가 높은 연구는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 일반적으로 Peer Review 과정은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높은 위험도를 가진다. 그러나 성공하면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있는 프
로젝트는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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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전해오면서 그 방법론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R&D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식과 노하우의 명문화되고 구조화된 결과물인 논문과 특허는 그 축적량이 방대하
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출판되므로 양질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희철 외,

2014).

또한 제목, 초록, 키워드 등 구조화된 데이터베

이스 형태로 생산되며, 인용의 형태로 지식의 흐름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어 기술
의 진화과정의 분석을 위한 훌륭한 정보원천이 된다.(김소영 외,
한편, 과학계량학은 소위

“빅데이터

2013)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고 있다. 빅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빅데이터란?
- 기존 방식으로 저장/관리/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정형 또는 비정형
자료 (Wikipedia)
-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SW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
모의 데이터 (Mckinsey, 2011)
-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
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2011)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대내외적 환경변화 및 기회/위협
요인을 신속히 감지하고, 현재상황 뿐 만아니라 미래의 진행방향에 대한 예측을 가
능하게 한다. 물론 이와 같이 미래사회의 기회/위협요인에 사전대응(early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갖는 특징(대규모(Huge
(Trend),

Scale),

warning)

현실성(Reality), 시계열성

결합성(Combination))을 잘 활용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술기획에 있어서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10년간

누적특허수가

10배로

증가하고 있고, 논문역시 비약

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제하는 작업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복잡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도 이제 빅 데이터(Big Data) 시대를 맞이했다. 전세계적인 특허 활성화와
폭발적인 발전으로 데이터베이스(DB) 관리가 필수적이 됐다. DB를 검색하는데
있어 사용자 중심의 시각화와 정보의 맵(map)이 구축돼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경
제적 효율성이 증대돼 우리 기업들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김광준, 파이낸

셜뉴스, 2012.9.27
이에 따라 기존 과학계량학 영역이 진화되어, 기술기획 과정에 데이터 마이닝, 소
셜네트워크 분석, 각종 시각화 도구를 활용, 급부상기술영역 탐색, 기술 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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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핵심기술 도출, 공동연구망 분석 등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NISTEP에서는

행하다가,

2005년에는

전통적으로 델파이 조사 방법으로 미래기술 예측 활동을 수
과학계량학을 활용하여, 전체 연구 영역의 조감도적를 구축하

고, 최근 수년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연구 영역을 추출하였다. 이는 국가차원에
서 미래 중점 연구영역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의 공인용(co-citation) 관계를 사용, 논문을 그룹화
함으로써 리서치 프론트(research

front)와

그 상위 단계인 연구영역을 발굴하였으

며, 이들에서의 통계정보를 기초로 하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부상 연구영역을
추출하는 프로세스이다.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는

2005년부터

특허 및 논문 데이터

베이스 분석을 통해 매년 국가차원의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
로 사용되는 데이터기반의 분석기법은 인용분석과 동시단어분석이며, 데이터 기반
으로 선정된 유망기술 후보군은 전문가 검증을 거쳐서 최종 선정된다. 이 역시 다
음과 같이 국가연구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 ※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과학지도 활용 사례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전략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중략)... 지
원 분야는 중점·유망·이슈·보호 등 4개 유형으로 나눴다. (중략)... 유망연구분야 유형은 과
학지도(Science map), 전문가검토 등을 통해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가 성장을 주
도할 가능성이 큰 RNA·나노기술·그래핀소자·정보네트워크 등의 분야 연구가 지원 대상이
다. 15개 내외의 과제에 4억원씩 지원한다. (중략)... (자료 : 전자신문, 2010.5.27)

더불어 최근에는 논문, 특허 데이터뿐만 아니라, 웹뉴스,

SNS

등 인터넷 상의 다

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측정하고, 이를 연
구기획 및 과제발굴 과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KISTEP)은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을 위해 웹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논문/특허와 웹데이터(웹뉴스)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고, 통합활용하여 핵심트렌드
를 도출하였다. 또한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구글 검색엔
진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급부상 이슈를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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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도출한 한국

KISTEP의

사례(양혜영,

2012)

본 고에서는 이상의 담론들을 바탕으로, 논문, 특허, 그리고 웹 상의 기술키워드
동시발생 패턴과 논문의 인용패턴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부상기술군집을 찾고, 기술
군집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상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군집의 특성 분석에
는 부상성 지표와 사회관계네트워크 분석 지표를 사용하며, 데이터 기반으로 선정
된 유망연구개발과제는 해당연구분야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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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프로세스>

본 분석과 관련하여 국내외 관련 상용

S/W

및 자제 제작한

클러스터의 시각화를 위하여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에서 개발한
2010)를

활용하였고,

KnowledgeMatrix

분석을 위해

미국

조지아텍의

VantagePoint,

S/W를

사용하였다.

Vosviewer(Van Eck,

KISTI가

자체개발한

등을 데이터 정제에 활용하였다. 또한 데이터 통계 및 경쟁정보

KISTI가

자체개발한

COMPAS를

활용하였으며, 더불어, 다양한 부상클

러스터의 계산 및 추출을 위해 본 연구과정 중 자체개발한
가칭)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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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BigdataAnalytics;

논문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도출
데이터 수집 및 추세분석
바이오화학소재 생산을 위한 생촉매공정 분야의 논문 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은
검색식을 활용하였으며, 검색은
도는

SCOPUS

2003-2012 (최근 10년간)으로

논문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검색 연

제한하였으며, 검색된 총 논문 수는
<논문

2,203편이다.

검색식>

(TITLE((biocatalyst OR biocatalysis OR "bio-catalysis" OR "bio-catalyst" OR "white
biotechnology") AND ("amino acid" OR amine OR "amino alcohol" OR "chiral
compound" OR "enzyme")) AND DOCTYPE(ar) AND PUBYEAR > 2002 AND PUBYEAR
< 2013) OR (ABS((biocatalyst OR biocatalysis OR "bio-catalysis" OR "bio-catalyst" OR
"white biotechnology") AND ("amino acid" OR amine OR "amino alcohol" OR "chiral
compound" OR "enzyme")) AND DOCTYPE(ar) AND PUBYEAR > 2002 AND PUBYEAR
< 2013)

분석 기간 동안 생촉매공정 분야에 대한 총 논문수는

2,203편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논문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6%로

타났으며, 이는 타 분야대비 비약적인 신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

연도

논문수

2012

359

2011
2010

352
286

2009

267

2008

223

2007
2006

192
161

2005

148

2004

123

2003

92

분야 연도별 논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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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기간 동안 생촉매공정 분야에 대해 많은 논문을 발표한 주요 저자는 다음과
같으며,

Fernandez-Lafuente,

R., Guisan, J.M., Wilson, L., Xu, J.H., Illanes, A.

등

의 연구자가 상위를 점하고 있다.
Fraaije, M.W.

11

Gotor-Fernandez, V.

11

Kondo, A.

11

Pan, J.

11

Liese, A.

11

Fukuda, H.

11

Basri, M.

12

Bolivar, J.M.

13

Gupta, M.N.

13

Nidetzky, B.

13

Schmid, A.

15

Ansorge-Schumacher, M.B.

15

Tsai, S.W.

16

Bornscheuer, U.T.

17

Gotor, V.

18

Palomo, J.M.

18

Fernandez-Lorente, G.

19

Mateo, C.

19

Illanes, A.

20

Xu, J.H.

20

Wilson, L.

22

Guisan, J.M.

44

Fernandez-Lafuente, R.

49
0

10

<동

또한, 기관 측면에서는

20

30

Technology,

60

CSIC - Instituto de Catálisis Petroleoquímica ICP가

Rheinisch-Westfälische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Janeiro

50

분야 주요 저자분포>

편을 발표하여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and

40

East China University of Scienc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Valparaíso, Universidade Federal do Rio de

등의 기관이 상위에 올라 있다.
Lunds Universitet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University of Florida
Korea University
Zhejiang University
Instituto Superior Tecnico
University of Manchester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Tsinghua University
Moskovskij Gosudarstvennyj Universitet
Universidad de Oviedo
Ernst-Moritz-Arndt-Universit? Greifswald
University of York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Technische Universitat Graz
Heinrich Heine Universit?
Universit? Dortmund
Forschungszentrum J? ich FZJ
Universidade Federal do Rio de Janeiro
Pontificia Universidad Cat? ica de Valpara? o
Rheinisch-W estf? ische Technische …
East China University of Science and…
CSIC - Instituto de Cat? isis y Petroleoqu? ica…
0

<동

79

16
16
16
16
16
17
17
18
18
18
18
19
20
20
21
22
22
22
23
23
25
27
33
79
10

20

30

40

50

분야 주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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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0

80

90

국가 수준에서 살펴보면,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인도, 영국 순으로 다수의 논
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은 순위
Poland

10위에

위치하고 있다.

33

Sweden

35

Switzerland

39

Russian Federation

40

Taiwan

43

Argentina

44

Portugal

45

Canada

46

Austria

59

France

76

Netherlands

80

South Korea

96

Italy

98

Japan

98

Brazil

98

United Kingdom

112

India

149

Spain

185

Germany

257

China

278

United States

283
0

50

<동

100

150

200

250

300

분야 주요 국가>

생촉매공정 분야의 논문들이 투고된 저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 분야 논문들
은 생화학, 화학공학, 화학, 면역학, 환경공학, 재료과학, 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저
널에 다수 투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thematics

10

Computer Science

19

Multidisciplinary

20

Energy

55

Physics and Astronomy

76

Pharmacology, Toxicology and Pharmaceutics

95

Medicine

116

Engineering

126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197

Materials Science

198

Environmental Science

211

Immunology and Microbiology

621

Chemistry

683

Chemical Engineering

890

Biochemistry,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1319
0

<동

200

400

600

800

분야 관련저널의 학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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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200

1400

논문인용패턴분석을 통한 부상연구영역 도출
특정 기술분야에서 부상연구영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의 공인용(co-citation)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비슷한 인용패턴을 보이는 논문끼리 그룹화
함으로써, 최근의 주요 연구영역을 시각적으로 매핑할 수 있게된다. 최근 일본 과학
기술정책연구소(NISTEP) 및

KISTI

등이 이 방법론을 채택하여 급부상연구영역을

발굴하고 있다.
이런 접근법을 ‘서지적 결합분석

(Bibliographic Coupling)'이라고

한다. 이는 각

논문들이 참조(또는 인용)한(reference) 논문들이 유사하면 해당 논문들을 동일한 기
술군으로 묶는 방식을 의미힌다. 즉, 동일한 참고문헌들을 참조했다면 해당 논문들
이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분석 기법이다.

<※ 서지결합분석에 의한 클러스터링>
- 다음의 논문-참조논문 행렬 샘플에서 논문1과 논문2가 하나의 기술군으로 묶일 수 있
고, 논문3, 논문4, 논문5가 하나의 기술군으로 묶일 수 있음.
- 즉 논문-참조논문 행렬에서 각 행별로 ‘0’과 ‘1’의 발생패턴이 비슷한 정도를 측정하여
비슷하면 동일한 클러스터로 그룹핑함.
<클러스터링에 사용되는 논문-참조논문 행렬 형태>
논문1
논문2
논문3
논문4
논문5

참조논문1

참조논문2

참조논문3

참조논문4

참조논문5

참조논문6

1
1
0
0
0

1
1
0
0
0

0
1
1
1
1

0
0
1
1
1

0
0
1
1
0

0
0
1
0
1

※ 논문1이 참조논문1과 참조논문2를 참조(cite or reference)했음을 ‘1’로
표시하고 참조논문3~참조논문6은 참조하지 않음을 ‘0’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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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도 측정지표>
○ 유사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코사인 (Cosine) 지표를
사용


  

      




- 본 식의 좌변에서 x, y는 논문1과 논문2를 표현하고 식의 우변에 위치한 x, y는 논문
-참조논문 행렬에서 논문1의 행과 논문2의 행에 해당하는 각 셀 값들임.
- 즉, 벡터 A와 벡터 B가 있을 때 코사인 값은 두 벡터의 내적값을 두 벡터의 크기로
나눈 값인데 이를 다르게 표현한 수식임.

(가) 그림 9 유사논문 클러스터링 시각화 사례

앞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하여 클러스터 별로 다음 표와 같은 형태의 부상연구영
역 정의서를 도출하게 된다. 정의서를 활용하여 연구자는 클러스터링된 핵심논문의
제목 및 주요 키워드의 확인을 통하여 동 영역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분야인지를
해석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때 특히 주목하는 값은, 밀도, 중심성, 그리고 평균연
도인데, 밀도는 해당 연구영역 내 논문들의 연결강도를 의미하여, 연구의 발전정도

- 13 -

를 나타낸다. 또한 중심성은 해당연구영역이 전체연구영역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
지하는 정도, 평균연도는 해당연구영역의 최신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본 연구
에서는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의 관점에서 각각 높은 값을 보이는 클러스터(연구영
역)를 추출하여 제시한다.

(나) 표 2 부상 연구영역 정의서
기술명

논문 및 키워드 확인을 통하여 기술명 작성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영역특성

핵심키워드
핵심논문

(다) 그림 10 밀도(Density)와 중심성(Centrality)의 의미

자료

: Xin Ying An, Scientometrics (2011) 88: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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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상연구영역
생촉매공정 분야에 대해 앞서 검색된 총
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55개의

2,203편의

최근 논문을 대상으로 인용패

클러스터로 재편되었다. 각 클러스터는

5~50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의 관점에서 각각 높은 값을 보이는
클러스터(연구영역)를 각각

10개씩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밀도가 높은 클러스터는 독립연구영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
은 상태의 연구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밀도 순으로 상위

10개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다.

기술명

1. 생촉매 기반 반응기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영역특성
0.73
핵심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0.44

2008.5

6

catalysis=4,michaelismentenkinetics=2,hydrolysis=2,oxidation=2,article=2,
enzymekinetics=2,biocatalysis=2,saccharomycescerevisiae=2
(19)Hydrolysis of carboxymethyl cellulose catalyzed by cellulase
immobilized on silica gels at low and high pressures,
(13)Power generation from organic substrate in batch and
continuous flow microbial fuel cell operations,
(4)Effect of internal diffusion on bioethanol production in a
bioreactor with yeast cells immobilized on mobile
beds,(3)Mathematical modeling of maltose hydrolysis in different
types of reactor,
(3)Chapter 9 Membrane bioreactors for biotechnology and medical
applications,
(3)Extraction of hemoglobin with calixarenes and biocatalysis in
organic media of the complex with pseudoactivity of peroxidase,

- 15 -

기술명
영역특성

핵심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기술명
영역특성

핵심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2.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생촉매 고정화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70

0.30

2009.4

5

hydrogels=3,enzymeimmobilization=3,article=3,enzymeactivity=3,i
mmobilization=3,enzymes=2,synthesis=2,catalyst=2,hydrogel=2,est
ers=2,crosslinkingreagents=2,biocatalysis=2,biotechnology=2,resid
ualactivity=2,unclassifieddrug=2,
(3)Mannan-penicillin G acylase neoglycoproteins and their
potential applications in biotechnology,(3)Investigation on the
development of sturdy bioactive hydrogel beads,(2)Production
of a robust nanobiocatalyst for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2)Synthesis of n-amyl isobutyrate catalyzed by Candida
rugosa lipase immobilized into
poly(N-isopropylacrylamide-co-itaconic acid) hydrogels,
(1)Hydrogel composites with temperature induced phase
transition for biocatalysis,

3. 소재의 전하가 생촉매에 미치는 영향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60

0.15

2008.2

5

article=4,enzymes=3,surfaceproperties=3,animals=3,surfacepropert
y=3,chemistry=3,cattle=3,biocatalysis=3,kinetics=3,animal=3,streng
thvalues=2,osmolarconcentration=2,substrates=2,staticelectricity=2
,polymer=2,surfacecharge=2,adsorption=2,ph=2,ionicstrength=2,a
minoacids=2,reactionrates=2,hydrogenionconcentration=2,metabo
lism=2,substratesurface=2,cellulomonas=2,reactionintermediates=
2,bovineserumalbumins=2,bodyfluids=2,electrostaticinteractions=2
,enzymology=2,chargedparticles=2,osmolarity=2,
(9)Introduction of permanently charged groups into PEGA
resins leads to improved biotransformations on solid support,
(6)Kinetics of enzyme attack on substrates covalently attached
to solid surfaces: Influence of spacer chain length, immobilized
substrate surface concentration and surface charge,
(5)Interfacial biocatalysis on charged and immobilized
substrates: The roles of enzyme and substrate surface charge,
(3)The role of electrostatic interactions in protease surface
diffusion and the consequence for interfacial biocatalysis,
(3)Expanding the scope of biocatalysis: Oxidative
biotransformations on solid-supported substrates,

- 16 -

기술명
영역특성

핵심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4. 생촉매를 이용한 광학이성질체 생산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50

0.20

2008.4

5

biocatalyst=3,article=3,unclassifieddrug=3,amidohydrolases=2,cata
lysis=2,bacterialstrains=2,dihydropyrimidinase=2,biotransformation
=2,enantiomer=2,aminoacids=2,kineticresolution=2,amidase=2,enz
ymeactivity=2,nonhuman=2,arthrobacter=2,nitrilase=2,
(9)Stability of immobilized D-hydantoinase from Vigna
angularis and repeated cycles of highly enantioenriched
production of N-carbamoyl-D-phenylglycines,
(4)Enantiomerically pure D-phenylglycine production using
immobilized Pseudomonas aeruginosa 10145 in calcium alginate
beads,
(3)Baeyer-Villiger monooxygenases in aroma compound
synthesis,
(2)Stereoselective hydrolysis of aryl-substituted
dihydropyrimidines by hydantoinases,
(2)Production of enantiomerically pure D-phenylglycine using
Pseudomonas aeruginosa 10145 as biocatalyst,

- 17 -

기술명
영역특성

핵심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5. 생촉매를 발현 세포를 이용한 반응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50

0.39

2008.2

5

catalysis=4,article=4,nonhuman=3,biotechnology=3,cloning=2,bact
eria(microorganisms)=2,yeast=2,biotransformation=2,conformation
=2,culturemedium=2,lyase=2,enzymeactivity=2,biocatalysts=2,hydr
operoxidelyase=2,methodology=2,unclassifieddrug=2,
(22)Novel biocatalysts based on S-layer self-assembly of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NRS 2004/33: A
nanobiotechnological approach,(22)Microbial biofilms: New
catalysts for maximizing productivity of long-term
biotransformations,(5)Secondary structure conformation of
hydroperoxide lyase from green bell pepper, cloned in
Yarrowia lipolytica, and its activity in selected
media,(4)Dynamic laser speckle to detect motile bacterial
response of Pseudomonas aeruginosa,(3)Synthesis of green
note aroma compounds by biotransformation of fatty acids
using yeast cells coexpressing lipoxygenase and hydroperoxide
lyase,

- 18 -

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6. 생촉매 고정화를 위한 물질 개발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42

1.55

2008.28

50

enzymes=26,enzymeimmobilization=20,immobilizedenzyme=17,enzymeactivit
y=15,enzymes immobilized=15,
hydrolysis=15, kinetics=13, mesoporous
materials=13, silica=12,
biocatalyst=12, triacylglycerol lipase=12,
adsorption=12, ph=12, unclassified
drug=11, chemistry=11,
enantioselectivity=11, biocatalysis=11, metabolism=10,
lipase=10,
mesoporous silica=9, enzyme stability=9, immobilization=9,
enzymology=9, silicon dioxide=7, priority journal=7, biocatalysts=7,
stereoisomerism=7, hydrophobicity=7, esters=7, water=6, octane=6,
nonhuman=6,
hydrogen ion concentration=6, catalysis=6, porosity=5,
carica papaya=5,
controlled study=5, temperature=5, covalent
immobilization=5,
hydrophilicity=5, biosensors=5, thermodynamics=5,
papaya=5, hydrolytic
resolution=5, loading=4, ethanol=4, ph effects=4,
enzyme specificity=4,
carica=4, organic solvent=4, enzyme activation=4,
catalysts=4, epoxy
compounds=4, bioreactor=4, candida rugosa=4, carica
papaya lipase=4, kinetic resolution=4,
scanning electron microscopy=4,
naproxen=4, catalytic activity=4, epoxide=4,
naproxen derivative=4,
enzyme kinetics=4, synthesis (chemical)=4, proteins=4,
esterification=4,
urea=4
(151)Immobilization of enzymes in mesoporous materials: Controlling the
entrance to nanospace,(82)Biocatalysis with enzymes immobilized on
mesoporous hosts: The status quo and future trends,(81)Physical and
chemical adsorption of mucor javanicus lipase on SBA-15 mesoporous
silica. Synthesis, structural characterization, and activity performance,(41)A
new mesoporous micelle-templated silica route for enzyme
encapsulation,(39)Immobilization of lipase on silicas. Relevance of textural
and interfacial properties on activity and selectivity,(34)Application and
properties of siliceous mesostructured cellular foams as enzymes carriers
to obtain efficient biocatalysts,(33)Effects of pH and pore characters of
mesoporous silicas on horseradish peroxidase
immobilization,(32)"Fish-in-net" encapsulation of enzymes in macroporous
cages as stable, reusable, and active heterogeneous
biocatalysts,(31)Infiltration of macromolecules into nanoporous silica
particles,(25)A comparative study of periodic mesoporous organosilica and
different hydrophobic mesoporous silicas for lipase
immobilization,(24)Covalent immobilization of trypsin on to siliceous
mesostructured cellular foams to obtain effective
biocatalysts,(22)Implication of substrate-assisted catalysis on improving
lipase activity or enantioselectivity in organic solvents,(20)Carica papaya
lipase: A novel biocatalyst for the enantioselective hydrolysis of
(R,S)-naproxen 2,2,2-trifluoroethyl ester,

- 19 -

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7. 고정화된 생촉매의 특성 및 이를 이용한 반응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42

0.61

2007.3

10

article=7,biocatalyst=6,enzymeactivity=4,catalysis=4,controlledstudy=3,
enzymestability=3,priorityjournal=3,biocatalysis=3,peroxidases=3,biorea
ctors=3,enzymes=3,catalyst=3,catalase=3,kinetics=3,temperature=2,enz
ymaticdegradation=2,biotransformation=2,gold=2,citrulluslanatusvar
lanatus=2, enzyme kinetics=2, reaction analysis=2, solvents=2,
nonhuman=2, manganese peroxidase=2, degradation=2, enzymes
immobilized=2, watermelon=2, glucose=2, hydrogen peroxide=2,
manganese=2, reaction kinetics=2, molecular size=2, manganese
peroxidase (mnp)=2, cell permeabilization=2, molecular stability=2,
biodegradation environmental=2, catalysts=2, enzyme
synthesis=2, biotechnology=2, fungi=2, lignin peroxidase=2,
thermostability=2,
(14)Immobilization of ligninperoxidase on nanoporous
gold:Enzymatic properties and insiturelease of H2O2 by
co-immobilized glucose oxidase,(10)Biphasic mini-reactor for
characterization of biocatalyst performance,(9)The combination of
modified antioxidant enzymes for anti-thrombotic protection of the
vascular wall: The significance of covalent connection of
superoxide dismutase and catalase activities,(7)Biocatalyst
preparation from Pseudomonas putida SM-6 for conversion of
DL-lactate to pyruvate,(7)Enzymatic degradation of tetracycline
and oxytetracycline by crude manganese peroxidase prepared
from Phanerochaete chrysosporium,(6)Lactase in immobilized cells
of watermelon,(5)Enzyme-nanoporous gold biocomposite: Excellent
biocatalyst with improved biocatalytic performance and
stability,(4)The stabilizing effects of polyols and sugars on porcine
pancreatic lipase,(3)Melibiase in immobilized cells of
watermelon,(2)Enzymatic degradation of low soluble compounds in
monophasic water: Solvent reactors. Kinetics and modeling of
anthracene degradation by MnP,

- 20 -

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8. 생촉매 스크리닝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40

0.18

2009.2

5

enzymes=4,article=4,nonhuman=3,biocatalyst=3,infraredspectroscopy=
3,biodegradation=3,controlledstudy=2,atrazine=2,biotransformation=2,
fouriertransforminfraredspectroscopy=2,biocatalysis=2,degradation=2,p
olymer=2,biochemistry=2,herbicides=2,bioremediation=2,simazine=2,bi
otechnology=2,microbiology=2,
(15)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novel simazine-degrading
bacterium from agricultural soil of central Chile, Pseudomonas sp.
MHP41,(11)Cold plasma functionalized TeraHertz BioMEMS for
enzyme reaction analysis,(6)Novel s-triazine-degrading bacteria
isolated from agricultural soils of central Chile for herbicide
bioremediation,(3)Structural changes in confined lysozyme,(1)Silica
gel-encapsulated AtzA biocatalyst for atrazine biodegradation,

9. 생촉매 고정화 방법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40

0.25

2007.8

5

enzymes=4,models molecular=3, solid supports=3, site
selective=3, enzymes
immobilized=3, catalysis=3, article=3,
bacterial proteins=3, phosphopantetheinyl transferase=2,
recombinant protein=2, food additives=2, binding sites=2,
operational stability=2, enzyme activity=2, site specific=2,
immobilized enzyme=2, recombinant proteins=2, catalysts=2,
transferases (other substituted phosphate groups)=2, chemical
modification=2,
(21)Conjugation of penicillin acylase with the reactive copolymer of
N-isopropylacrylamide: A step toward a thermosensitive industrial
biocatalyst,(20)Smectite clays as solid supports for immobilization
of β-glucosidase: Synthesis, characterization, and biochemical
properties,(11)Highly oriented recombinant glycosyltransferases:
Site-specific immobilization of unstable membrane proteins by
using staphylococcus aureus sortase a,(11)Direct site-selective
covalent protein immobilization catalyzed by a phosphopantetheinyl
transferase,(4)Site-selective immobilisation of functional enzymes on
to polystyrene nanoparticles,

- 21 -

기술명
영역특성

10. 바이오에너지 생산 균주를 위한 생촉매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40

0.33

2011.8

5

fermentation=4,enzymes=3,glucose=3,metabolism=3,enzymeactivity=3,
cellulose=3,ethanol=2,alcohol=2,catalyst=2,cellulase=2,hydrolysis=2,e
핵심
키워드

coli=2, trichoderma=2, genetics=2,

gene expression=2, gene

deletion=2, escherichia coli=2, enzymology=2,

mutation=2,

saccharomyces cerevisiae=2, hypocrea jecorina=2, coliform
bacterium=2,

(6)Biorefining of wood: Combined production of ethanol and
xylanase from waste fiber sludge,(5)Effect of codon optimization on
the expression of Trichoderma reesei endoglucanase 1 in Pichia
핵심논문
( )=인용수

pastoris,(4)High-yield production of meso-2,3-butanediol from
cellodextrin by engineered E. coli biocatalysts,(0)Relationships
between metabolic fluxes and enzyme amino acid
composition,(0)Manipulation of the anoxic metabolism in escherichia
coli by ArcB deletion variants in the ArcBA two-component system,

- 22 -

중심성이 높은 클러스터는 해당 분야에서 핵심 연구영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
은 상태의 연구 영역으로 볼 수 있다.

55개의

클러스터 중 중심성이 높아 동 분야

에서 핵심 연구영역이 될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위

10개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

다.

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1. 생촉매를 이용한 광학이성질체 생산
밀도

중심성
0.12

평균연도
1.69

2009.2

클러스터크기

30

lipase=11,nonhuman=10,triacylglycerollipase=9,biocatalysis=9,catalysis=9,lipas
es=7,biocatalyst=7,controlledstudy=7,temperature=7,enzymes=7,esters=7,este
rification=6,metabolism=6,unclassifieddrug=6,chemistry=5,enzymology=5,enz
ymestability=4,enzymeactivity=4,fungus=4,rhizomucormiehei=4,synthesis(che
mical)=4,fungi=4,glycerol=4,enzymeimmobilization=4,hydrolysis=4,acidolysis=
4,acetylcholinesterase=3,solvents=3,reactiontime=3,ph=3,immobilizedenzyme
=3,kinetics=3,fungalproteins=3,candidarugosa=3,fungalprotein=3,lipids=3,fer
mentation=3,molarratio=3,bacteria=3,stereoisomerism=3,candidaantarctica=3,
candida=3
(31)A novel psychrophilic lipase from Pseudomonas fluorescens with
unique property in chiral resolution and biodiesel production via
transesterification,(21)Dynamic kinetic resolution of (R, S)-naproxen
2,2,2-trifluoroethyl ester via lipase-catalyzed hydrolysis in micro-aqueous
isooctane,(15)New functional proteo-glycolipidic molecular assembly for
biocatalysis analysis of an immobilized enzyme in a biomimetic
nanostructure,(15)Using a water-immiscible ionic liquid to improve
asymmetric reduction of 4-(trimethylsilyl)-3-butyn-2-one catalyzed by
immobilized Candida parapsilosis CCTCC M203011 cells,(14)Rhizopus
chinensis lipase: Gene cloning, expression in Pichia pastoris and
properties,(12)Solvent-free enzymatic synthesis of structured lipids
containing CLA from coconut oil and tricaprylin,(11)Sequential production
of amylolytic and lipolytic enzymes by bacterium strain isolated from
petroleum contaminated soil,(11)Capillary electrophoresis versus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for the analysis of free enzyme versus
enzyme-ligand complexes: In the search of the ligand-free status of
cholinesterases,(10)Enzymatic resolution of α-tetralols by CALB-catalyzed
acetylation,(9)Resolution of racemic acids, esters and amines by candida
rugosa lipase in slightly hydrated organic media,(7)Celite-supported
reagents in organic synthesis: An overview,(7)Fatty acid selectivity of
lipases during acidolysis reaction between oleic acid and monoacid
triacylglyce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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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2. 생촉매 디자인
밀도

중심성
0.15

평균연도
1.69

2008.1

클러스터크기
31

enzymes=18,catalysis=18,nonhuman=16,biocatalyst=14,priorityjournal=12,enz
ymeactivity=12,unclassifieddrug=10,controlledstudy=9,models molecular=8,
biocatalysts=8, chemistry=7,
substrate specificity=7, enzyme
mechanism=6, glycosylation=6, enzyme
specificity=6, metabolism=6,
glycosyltransferase=6, glycosyltransferases=6,
crystal structure=6, enzyme
kinetics=5, escherichia coli=5, binding sites=5,
biocatalysis=5,
regioselectivity=5, dnazyme=5, glucoside=4, biosynthesis=4,
dna
catalytic=4, crystallography x ray=4, mutation=4, protein expression=4,
kinetics=4, dna=4,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4, chemical
structure=4,
protein conformation=4, molecular structure=4, hydrolysis=4,
archaea=4,
nucleotide sequence=4, enzyme structure=4, recombinant
proteins=4, protein=3,
glycoside=3, thermodynamics=3,
deoxyribozyme=3, screening=3, enzyme
stability=3, degradation=3,
proton transport=3, mass spectrometry=3,
catalyst=3, models
chemical=3, sugar
(sucrose)=3, molecular sequence data=3, proteins=3,
quantum theory=3,
mutagenesis=3, protein engineering=3, amino
acids=3, molecular evolution=3,
arabidopsis=3, molecular cloning=3,
molecular biology=3, biochemistry=3,
hydrogen peroxide=3,
glucosides=3, quercetin=3, amino acid sequence=3,
tyrosine=3,
fluorescence=3, amino acid=3, thermostability=3,
(459)Intrinsic dynamics of an enzyme underlies catalysis,(359)Kemp
elimination catalysts by computational enzyme design,(73)Arabidopsis
glycosyltransferases as biocatalysts in fermentation for regioselective
synthesis of diverse quercetin glucosides,(41)Mutational analysis of the
Medicago glycosyltransferase UGT71G1 reveals residues that control
regioselectivity for (Iso)flavonoid glycosylation,(29)Resolution of (+)-abscisic
acid using an Arabidopsis glycosyltransferase,(20)Crystal Structures of
Glycosyltransferase UGT78G1 Reveal the Molecular Basis for Glycosylation
and Deglycosylation of (Iso)flavonoids,(18)A kinetic analysis of regiospecific
glucosylation by two glycosyltransferases of Arabidopsis thaliana: Domain
swapping to introduce new activities,(17)Specificity of a DNA-based
(DNAzyme) peroxidative biocatalyst,(16)Combination of computational
prescreening and experimental library construction can accelerate enzyme
optimization by directed evolution,(13)Routes to covalent catalysis by
reactive selection for nascent protein nucleophiles,(10)Enzyme-free
amplified detection of DNA by an autonomous ligation DNAzyme
machinery,(10)Regioselective glucosylation of aromatic compounds:
Screening of a recombinant glycosyltransferase library to identify
biocatalysts,(10)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inosine
monophosphate dehydrogenase from Halobacterium
salinarum,(10)Functional characterization and substrate specificity of
spinosyn rhamnosyltransferase by in Vitro reconstitution of spinosyn
biosynthetic enzymes,(9)Reactibodies generated by kinetic selection couple
chemical reactivity with favorable protein dynamics,(9)Structural and
functional studies of Aspergillus oryzae cutinase: Enhanced thermostability
and hydrolytic activity of synthetic ester and polyester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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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3. 나노기술을 이용한 생촉매 바이오리액터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13

1.69

2008.54

26

enzymes=13,biocatalysis=12,catalysis=10,biocatalyst=8,chemistry=7,enz
ymeactivity=6,oxidation=6,priorityjournal=5,catalystactivity=5,metabolis
m=5,hydrogenperoxide=5,oxidationreduction=4,enzyme=4,surfaceprop
erties=4,biosensingtechniques=4,immobilizedenzyme=4,chemicalreacti
on=4,enzymecatalysis=4,bioreactors=3,oxidationreductionreaction=3,a
nimals=3,nanoparticles=3,horseradishperoxidase=3,water=3,substrates
pecificity=3,mice=3,enantioselectivity=3,biocatalysts=3,scanningelectro
nmicroscopy=3,ketones=3,nanostructures=3,peroxidase=3,lowcosts=3,c
hemicalstructure=3,electrochemistry=3,molecularstructure=3,enzymeim
mobilization=3,surfaceproperty=3,nanotubes=3
(78)A microfluidic bioreactor based on hydrogel-entrapped E. coli: Cell
viability, lysis, and intracellular intracellular enzyme reactions,(55)A novel
nanobiocomposite based glucose biosensor using neutral red
functionalized carbon nanotubes,(52)Chloroperoxidase on periodic
mesoporous organosilanes: Immobilization and reuse,(49)Au@Pt
nanostructures as oxidase and peroxidase mimetics for use in
immunoassays,(29)Polymer-enzyme conjugates can self-assemble at
oil/water interfaces and effect interfacial biotransformations,(21)Laminar
flow-based electrochemical microreactor for efficient regeneration of
nicotinamide cofactors for biocatalysis,(21)Selective oxidation of carbolide
C-H bonds by an engineered macrolide P450
mono-oxygenase,(17)Preparation and application of cross-linked aggregates
of chloroperoxidase with enhanced hydrogen peroxide
tolerance,(16)Biocatalyzed deposition amplification for detection of aflatoxin
B1 based on quartz crystal microbalance,(16)Immobilization of enzyme
biocatalyst on natural halloysite nanotubes,(13)Novel interface-binding
chloroperoxidase for interfacial epoxidation of styrene,(12)R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 of quantum-dot-sensitized TiO2 nanotube arrays for
artificial photosynthesis,(10)Helical carbon nanotubes: Intrinsic peroxidase
catalytic activity and its application for biocatalysis and
biosensing,(9)Enzyme-magnetic nanoparticle conjugates as a rigid
biocatalyst for the elimination of toxic aromatic
hydrocarbons,(8)Amylase-Functionalized mesoporous silica thin films as
robust biocatalyst platforms,(7)Inorganic nanomaterial-based bio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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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4. 산화반응 생촉매를 이용한 화학 반응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17

1.69

2008.67

27

unclassifieddrug=17,biocatalyst=13,catalysis=13,nonhuman=12,priorityjournal
=10,enzymes=9,enzymeactivity=8,mixedfunctionoxygenases=7,molecularseque
ncedata=7,enantioselectivity=7,aminoacidsequence=7,oxygen=6,bacteria(micr
oorganisms)=6,enzymekinetics=5,substratespecificity=5,controlledstudy=5,hyd
rolysis=5,agrocybeaegerita=5,enzymestability=4,hydrolase=4,escherichiacoli=4
,chirality=4,enantiomer=4,metabolism=4,oxygenase=4,unspecificmonooxygena
se=4,sequencealignment=4,peroxygenase=4,hydrogenperoxide=4,nucleotides
equence=4,agrocybe=4,bacterium=4,oxidationreduction=3,hemoglobin=3,biot
ransformation=3,models molecular=3, dehalogenation=3,
solvents=3,
dehalogenase=3, lipases=3, enzyme specificity=3, catalyst=3,
oxidation=3,
bacterial proteins=3, baeyer villiger reaction=3,
biocatalysts=3, lipase=3,
fungi=3, kinetics=3, baeyer villiger
monooxygenase=3, oxygenation=3,
stereochemistry=3, amino acids=3, ketones=3,
alcohol=3, bacteria=3,
enzyme structure=3,
(223)Compositesystembasedonchitosanandroom-temperatureionicliquid:Direct
electrochemistryandelectrocatalysisofhemoglobin,(66)Oxygenaseswithoutrequir
ementforcofactorsormetalions,(39)Hemoglobinentrappedwithinalayeredspongy
Co3O4 based
nanocomposite featuring direct electron transfer and
peroxidase
activity,(38)Ligation independent cloning (LIC) as a rapid
route to families
of recombinant biocatalysts from sequenced prokaryotic
genomes,(36)Oxidations
catalyzed by phenylacetone monooxygenase
from Thermobifida
fusca,(30)Enzymatic removal of carboxyl protecting
groups. 1. Cleavage of the
tert-butyl moiety,(29)Crystal structure of
Baeyer-Villiger monooxygenase
MtmOIV, the key enzyme of the
mithramycin biosynthetic pathway,(26)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aromatic peroxygenase from Agrocybe aegerita,(24)Pyridine
as novel
substrate for regioselective oxygenation with aromatic peroxygenase
from Agrocybe aegerita,(23)Access to optically pure 4- and 5-substituted
lactones: A case of chemical-biocatalytical cooperation,(18)Reversed
enantioselectivity of diisopropyl fluorophosphatase against
organophosphorus
nerve agents by rational design,(16)Process
development on the
enantioselective enzymatic hydrolysis of S-ethyl
2-ethoxy-3-(4-hydroxyphenyl)propanoate,(13)Purification of homogeneous
forms
of fungal peroxygenase,(7)Biocatalytic route to Chiral precursors of
Β-substituted-γ-amino acids,(6)An efficient dynamic kinetic resolution of
N-heterocyclic 1,2-amino alcohols,(6)A Flavoprotein Monooxygenase that
Catalyses a Baeyer-Villiger Reaction and Thioether Oxidation Using NADH
as
the Nicotinamide Cofactor,(5)Selective hydroxylation of alkanes by an
extracellular fungal peroxyge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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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5. 생촉매 특성에 대한 연구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18

1.68

2008.60

20

,enzymes=12,enzymeactivity=9,catalysis=7,hydrolysis=7,enzyme=6,prior
ityjournal=6,nonhuman=6,enzymestability=5,biocatalyst=5,triacylglycer
ollipase=5,biocatalysis=5,unclassifieddrug=5,enzymeimmobilization=5,c
hemistry=4,enzymespecificity=4,lipase=4,controlledstudy=4,temperatur
e=4,metabolism=4,proteinconformation=4,esters=4,models
molecular=3, biosynthesis=3, enzymatic reaction=3, enzyme
mechanism=3, enzyme conformation=3, substrate specificity=3,
crystallography x ray=3, molecular weight=3, bacterial enzyme=3,
esterification=3, glycosidase=3, solvent=3, catalytic domain=3,
transesterification=3, bacteria (microorganisms)=3, enzyme active
site=3, genetics=3, enzyme structure=3, enzymology=3,
biotechnology=3, chitosan=3, enzyme analysis=3,
(78)Calculating pKa values in enzyme active sites,(47)Systematic Screening
of All Signal Peptides from Bacillus subtilis: A Powerful Strategy in
Optimizing Heterologous Protein Secretion in Gram-positive
Bacteria,(25)Substrate specificity of family 5, 6, 7, 9, 12, and 45
endoglucanases,(15)Biocatalysis using an organic-soluble enzyme for the
preparation of poly(lactic acid) in organic solvents,(9)Biochemical properties
of inulosucrase from Leuconostoc citreum CW28 used for inulin
synthesis,(8)Catalytic itinerary in 1,3-1,4-β-glucanase unraveled by QM/MM
metadynamics. Charge is not yet fully developed at the oxocarbenium
ion-like transition state,(8)Homogeneous esterification by lipase from
Burkholderia cepacia in the fluorinated solvent,(7)Effect of immobilized
neutral protease on the preparation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low
molecular weight chitosan and chito-oligomers,(6)NMR-based structural
glycomics for high-throughput screening of carbohydrate-active enzyme
specificity,(5)Geotrichum candidum 4013: Extracellular lipase versus
cell-bound lipase from the single strain,(4)Enzymatic hydrolysis by
immobilized lipase applied to a new prototype anti-asthma
drug,(3)Functional role of the additional domains in inulosucrase (IslA)
from Leuconostoc citreum CW28,(3)A Rubisco mutant that confers growth
under a normally " inhibitory" oxyge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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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6. 생촉매 안정화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14

1.68

2009.56

18

핵심
키워드

nonhuman=10,enzymeactivity=8,controlledstudy=6,unclassifieddrug=6,
models molecular=5, biocatalyst=5, biocatalysts=5, enzyme
stability=4, priority journal=4, catalysis=4,
saccharomyces
cerevisiae=3, immobilization=3, ph=3, molecular dynamics=3,
catalase=3, metabolism=3, biocatalysis=3, enzyme immobilization=3,
genetic engineering=3, biotransformation=2, chemistry=2, enzyme
kinetics=2, packed bed reactor=2, lipases=2, waste water
management=2, enzyme mechanism=2, catalyst=2, crystallography
x ray=2, oxidation=2, computer simulation=2, bacterial enzyme=2,
haloalkane dehalogenase=2, protein expression=2, kinetics=2,
temperature=2, catalytic domain=2,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2, cellulase=2, protein engineering=2, urease=2,
temperature dependence=2, binding sites=2, chemical bond=2,
molecular evolution=2, humans=2, glutaraldehyde=2, sugars=2,
cellulose=2, enzymes=2, x ray crystallography=2, urea=2, carbon=2,
chemical structure=2, enzyme active site=2, hydrogen peroxide=2,
hydrolysis=2, genetics=2, enzymology=2, enzyme synthesis=2,
yarrowia lipolytica=2, hydrogen bond=2, thermostability=2,

핵심논문

(24)Improved stability of urease upon coupling to alkylamine and
arylamine glass and its analytical use,(9)Vanadate substituted phytase:
Immobilization, structural characterization and performance for
sulfoxidations,(8)Weak activity of haloalkane dehalogenase LinB with
1,2,3-trichloropropane revealed by X-ray crystallography and
microcalorimetry,(7)Protein allostery at the solid-liquid interface:
Endoglucanase attachment to cellulose affects glucan clenching in the
binding cleft,(6)Hydrogen peroxide removal with magnetically responsive
Saccharomyces cerevisiae cells,(6)Use of cellulases and recombinant
cellulose binding domains for refining TCF kraft pulp,(5)Permeabilization of
baker's yeast with N-lauroyl sarcosine,(5)Molecular simulations of solute
transport in xylose isomerase crystals,(5)CAVER 3.0: A Tool for the Analysis
of Transport Pathways in Dynamic Protein Structures,(4)Urease
immobilization on an ion-exchange textile for urea hydrolysis,(3)Kinetic and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thermostabilized mutants of human carbonic
anhydrase II,(3)Hydrogen peroxide degradation by immobilized cells of
alkaliphilic Bacillus halodurans,(2)Improving the thermostability of lipase
Lip2 from Yarrowia lipolytica,

( )=인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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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7. 생촉매 고정화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21

1.67

2008.67

18

nonhuman=9,biocatalyst=8,catalysis=7,enzymeactivity=6,biocatalysts=6,biocat
alysis=6,enzymes=6,enzymeimmobilization=6,enzymestability=5,ph=5,escheric
hiacoli=5,hydrogenionconcentration=4,kinetics=4,controlledstudy=4,temperat
ure=4,solgels=3,gels=3,silica=3,enzymes immobilized=3, beta
galactosidase=3,
bacterial proteins=3, glucuronidase=3, metabolism=3,
unclassified drug=3,
bacteria (microorganisms)=3, sols=3, recombinant
fusion proteins=3,
hydrolysis=3, sol gel process=3, sol gel=3, metal
ions=2, protein=2,
penicillium purpurogenum=2, recombinant protein=2,
e coli=2, chemistry=2, bacteriology=2, enzyme
kinetics=2,
biosynthesis=2, glycyrrhetinic acid monoglucuronide=2, cell
surface=2,
enzyme purification=2, cell surface display=2, enzyme
concentrations=2,
catalytic efficiencies=2, cell membranes=2, xerogel
particles=2, glycoside
hydrolases=2, immunofluorescence microscopy=2,
oxidation=2, synthesis
(chemical)=2, immobilized enzyme=2, molecular
dynamics=2, proteins=2,
recombinant enzyme=2, catalyst activity=2,
cellulomonas fimi=2, wild
type=2, bacterial protein=2, carboxy terminal
sequence=2,
cellulomonas=2, tetramethoxysilane=2, whole cell=2,
immobilization
efficiency=2, silica matrix=2, gene expression=2, enzyme
induction=2,
immobilized biocatalysts=2, recombinant proteins=2, hybrid
protein=2,
thermostability=2,
(23)Efficient conversion of CO2 to formic acid by formate dehydrogenase
immobilized in a novel alginate-silica hybrid gel,(10)Enhanced enzyme
activities of inclusion bodies of recombinant β-galactosidase via the
addition of inducer analog after L-arabinose induction in the araBAD
promoter system of Escherichia coli,(7)Effect of chain length on the activity
of free and immobilized alcohol dehydrogenase towards aliphatic
alcohols,(6)Evaluation of a new system for developing particulate enzymes
based on the surface (S)-layer protein (RsaA) of Caulobacter crescentus:
Fusion with the β-1,4-glycanase (Cex) from the cellulolytic bacterium
Cellulomonas fimi yields a robust, catalytically active product,(6)Screening
of producing glucuronidase strain and its enzymatic characteristics,(6)Effects
of low-shear modeled microgravity on the characterization of recombinant
β-D-glucuronidase expressed in pichia pastoris,(4)Optimization in the
immobilization of penicillin G acylase by entrapment in xerogel particles
with magnetic properties,(3)Biosynthesis of glycyrrhetinic acid
monoglucuronide by whole-cell of Penicillium purpurogenum in an
aqueous/organic system,(3)Allosteric molecular sensing of anti-HIV
antibodies by an immobilized engineered β-galactosidase,(3)Production of
6-phenylacetylene picolinic acid from diphenylacetylene by a
toluene-degrading Acinetobacter strain,(3)Sol-gel immobilization of Alcalase
from Bacillus licheniformis for application in the synthesis of C-terminal
peptide amides,(1)Enhancing the stability of xylanase from Cellulomonas
fimi by cell-surface display on Escherichia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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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8. 생촉매를 이용한 화합물 유도체 생산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21

1.67

2009.44

48

nonhuman=23,enzymeactivity=21,biocatalyst=19,enzymes=17,biocatalysis=16,
enzymestability=15,priorityjournal=14,enzymeimmobilization=14,enzymes
immobilized=13, controlled
study=12, escherichia coli=11, amino
acids=11, kinetics=10, catalysis=10,
catalysts=8, metabolism=8, d amino
acid oxidase=8, aldehydes=8, dextro amino
acid oxidase=7, immobilized
enzyme=7, unclassified drug=7, stereochemistry=7,
temperature=6,
enzyme substrate=6, chemistry=6, enantioselectivity=6,
ketones=6,
biotechnology=6, trigonopsis variabilis=5, substrates=5, organic
solvent=5, alcohol dehydrogenase=5, protein engineering=5,
biosynthesis=5,
enzyme purification=5, ketone=5, particle size=5,
thermostability=5,
substrate specificity=4, immobilized enzymes=4,
glucose=4, yeast=4,
penicillin amidase=4, organic compounds=4,
hydrogen ion concentration=4,
recombinant enzyme=4, organic
solvents=4, methanol=4, recombinant proteins=4,
enzymology=4, enzyme
synthesis=4,
(53)Recyclable nanobiocatalyst for enantioselective sulfoxidation: Facile
fabrication and high performance of chloroperoxidase-coated magnetic
nanoparticles with iron oxide core and polymer shell,(36)Biocatalytic
strategies for the asymmetric synthesis of α-hydroxy
ketones,(32)Asymmetric ketone reduction by a hyperthermophilic alcohol
dehydrogenase. The substrate specificity, enantioselectivity and tolerance of
organic solvents,(29)Fusion to a pull-down domain: A novel approach of
producing Trigonopsis variabilis D-amino acid oxidase as insoluble enzyme
aggregates,(26)Specific and reversible immobilization of NADH oxidase on
functionalized carbon nanotubes,(25)Stereoselective synthesis of novel
benzoins catalysed by benzaldehyde lyase in a gel-stabilised two-phase
system,(25)Nanoparticle-supported multi-enzyme biocatalysis with in situ
cofactor regeneration,(24)Enzymatic ketone reduction: mapping the
substrate profile of a short-chain alcohol dehydrogenase (YMR226c) from
Saccharomyces cerevisiae,(22)Single-site oxidation, cysteine 108 to cysteine
sulfinic acid, in D-amino acid oxidase from Trigonopsis variabilis and its
structural and functional consequences,(22)Enzyme-catalyzed C - C bond
formation using 2-methyltetrahydrofuran (2-MTHF) as (co)solvent: Efficient
and bio-based alternative to DMSO and MTBE,(21)Daucus carota and
baker's yeast mediated bio-reduction of prochiral ketones,(19)New trends
in the recycling of NAD(P)H for the design of sustainable asymmetric
reductions catalyzed by dehydrogenases,(18)Trigonopsis variabilis D-amino
acid oxidase: Control of protein quality and opportunities for biocatalysis
through production in Escherichia coli,(14)Adzuki bean: A new resource of
biocatalyst for asymmetric reduction of aromatic ketones with high
stereoselectivity and substrate tolerance,(12)Multi-scale features in recent
development of enzymic biocatalyst systems,(12)New biotech applications
from evolved D-amino acid oxid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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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9. 생촉매를 이용한 생리활성 물질 생산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19

1.66

2008.38

16

enzymes=10,biocatalyst=8,nonhuman=6,escherichiacoli=6,biocatalysis=
6,metabolism=5,chemistry=4,priorityjournal=4,silica=4,substratespecifici
ty=4,proteinexpression=4,controlledstudy=4,bindingsites=4,unclassified
drug=4,enzymeimmobilization=4,recombinantproteins=4,fructosebisph
osphatealdolase=3,models
molecular=3, enzyme specificity=3,
ph=3, molecular weight=3, kinetics=3, temperature=3, protein
engineering=3, amino acids=3, molecular cloning=3, bacteria
(microorganisms)=3, catalysis=3, genetic engineering=3,
enzymology=3, enzyme synthesis=3, biotechnology=3, purification=2,
siloxane bonds=2, sol gels=2, cloning
molecular=2, silicon
dioxide=2, carboxymethylproline synthase=2, recombinant
protein=2, enzyme substrate=2, silicon chemistry=2, ionic
liquids=2, enzyme stability=2, ionic liquid=2,
(21)Fungal phyA gene expressed in potato leaves produces active and
stable phytase,(18)Expression,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recombinant sucrose synthase 1 from Solanum tuberosum L. for
carbohydrate engineering,(11)Mutagenesis of the phosphate-binding pocket
of KDPG aldolase enhances selectivity for hydrophobic
substrates,(9)Production of cytidine
5′-monophospho-N-acetyl-β-D-neuraminic acid (CMP-sialic acid) using
enzymes or whole cells entrapped in calcium pectate-silica-gel
beads,(8)Self-assembled enzyme capsules in ionic liquid [BMIM][BF4 ] as
templating nanoreactors for hollow silica
nanocontainers,(7)Carboxymethylproline synthase catalysed syntheses of
functionalised N-heterocycles,(7)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bifunctional aldolase/kinase enzyme: A more efficient biocatalyst for C-C
bond formation,(6)Enzyme encapsulation in silica particles prepared using
enzyme-assisted sol-gel reactions in ionic liquids,(5)Structural evolution and
stability of sol-gel biocatalysts,(5)Organosilicon biotechnology,(4)Enzyme
mediated silicon-oxygen bond formation; The use of Rhizopus oryzae
lipase, lysozyme and phytase under mild conditions,(3)Exploring sequence
space: Profile analysis and protein-ligand docking to screen
ω-aminotransferases with expanded substrate specificity,(3)Evaluation of
four microbial Class II fructose 1,6-bisphosphate aldolase enzymes for use
as bio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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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10. 생촉매 기능 향상 시스템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18

1.65

2008.06

50

enzymeactivity=25,biocatalyst=20,nonhuman=20,enzymes=19,hydrolysi
s=16,catalysis=12,nitrilase=11,controlledstudy=10,unclassifieddrug=10,
enzymeimmobilization=10,enzymestability=10,escherichiacoli=9,amidas
e=9,biotransformation=8,enzymespecificity=8,biocatalysts=8,biocatalysi
s=8,substratespecificity=7,temperature=7,enzymesubstrate=7,immobiliz
ation=7,lipase=7,priorityjournal=6,ph=6,enantioselectivity=6,esterificati
on=6,aminoacids=6,molecularcloning=6,aminoacidsequence=6,cyanide
s=6,enzyme=5,nitrile=5,amides=5,benzonitrile=5,metabolism=5,triacylg
lycerollipase=5,nitrilehydratase=5,bacterialstrain=5,enzymekinetics=5,a
minohydrolases=5,bacteria(microorganisms)=5,enzymology=5,enzymes
ynthesis=5,thermostability=5,subtilisin=4,proteinexpression=4,rhodoco
ccuserythropolis=4,chemicalreaction=4,glutaraldehyde=4,polyvinylalcoh
ol=4,bacillussubtilis=4,enzymeanalysis=4,enzymepurification=4,molecul
arsequencedata=4,nitriles=4,biochemistry=4,nucleotidesequence=4,gen
etics=4,precipitation=4,geneexpression=4,biodegradation=4,recombina
ntproteins=4,
(74)Enzyme multilayer-modified porous membranes as
biocatalysts,(46)Enzyme-catalyzed polymerization of phenols within
polyelectrolyte microcapsules,(28)Isolation,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Bacillus subtilis ZJB-063, a versatile nitrile-converting bacterium,(27)Gene
cloning, overexpress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novel organic solvent
tolerant and thermostable lipase from Galactomyces geotrichum
Y05,(23)Stabilisation of oxygen-labile nitrilases via co-aggregation with
poly(ethyleneimine),(22)Potential of enantioselective biocatalysis by
microbial lipases,(19)Bio-catalytic nanoparticles with urease immobilized in
multilayer assembled through layer-by-layer technique,(18)Biotransformation
of nitriles by Rhodococcus equi A4 immobilized in LentiKats?
,(16)Obtaining high transesterification activity for subtilisin in ionic
liquids,(16)A novel thermostable nitrilase superfamily amidase from
Geobacillus pallidus showing acyl transfer activity,(15)Mutational analysis of
a key residue in the substrate specificity of a cephalosporin
acylase,(14)Immobilization of naringinase in PVA-alginate matrix using an
innovative technique,(13)Biosynthesis of p-methoxyphenylacetic acid from
p-methoxyphenylacetonitrile by immobilized Bacillus subtilis
ZJB-063,(13)Continuous enzymatic polymerization of phenol in a
liquid-solid circulating fluidized bed,(12)Immobilization of cells with nitrilase
activity from a thermophilic bacterial strain,(11)Combined strategy for
preparation of a bioimprinted Geotrichum sp. lipase biocatalyst effective in
non-aqueous media,(11)Investigative mining of sequence data for novel
enzymes: A case study with nitrilases,(10)Enantioselective behavior of
lipases from Aspergillus niger immobilized in different supports,(10)Kinetic
properties and enantioselectivity of the lipases produced by four
Aspergillus species,

- 32 -

클러스터의 최신성은 평균연도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도 값이 높아 동 분야에서 최신성이 큰 상위
클러스터

7, 9

10개

55개의

클러스터 중 평균연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다. 특히,

번은 중심성과 평균연도가 모두 상위에 속한다. 클러스터

1, 4는

밀

도와 평균연도가 모두 상위에 속한다.

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1. 바이오에너지 생산 균주를 위한 생촉매 (※ 밀도와 평균연도가 모두 상위
인 클러스터임)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40
0.33
2011.80
5
fermentation=4,enzymes=3,glucose=3,metabolism=3,enzymeactivity=3,cellulo
se=3,ethanol=2,alcohol=2,catalyst=2,cellulase=2,hydrolysis=2,e coli=2,
trichoderma=2, genetics=2,
gene expression=2, gene deletion=2,
escherichia coli=2, enzymology=2,
mutation=2, saccharomyces
cerevisiae=2, hypocrea jecorina=2, coliform
bacterium=2, metabolites=1,
controlled study=1, membrane proteins=1,
(6)Biorefining of wood: Combined production of ethanol and xylanase
from waste fiber sludge,(5)Effect of codon optimization on the expression
of Trichoderma reesei endoglucanase 1 in Pichia pastoris,(4)High-yield
production of meso-2,3-butanediol from cellodextrin by engineered E. coli
biocatalysts,(0)Relationships between metabolic fluxes and enzyme amino
acid composition,(0)Manipulation of the anoxic metabolism in escherichia
coli by ArcB deletion variants in the ArcBA two-component system,

2. 바이오매스 전처리 공정이 당화 생촉매에 미치는 영향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33
0.45
2010.50
6
hydrolysis=4,controlledstudy=3,biocatalysis=3,enzyme=2,surfaceproperties=2,
optimization=2,enzymeloading=2,ethanol=2,cellulase=2,sulfuricacid=2,optimal
conditions=2,lignocellulose=2,scanningelectronmicroscopy=2,lignin=2,enzyma
tichydrolysis=2,enzymeactivity=2,extraction=2,nonhuman=2,sugars=2,cellulose
=2,unclassifieddrug=2,concentration(parameters)=2,enzymes=2,catalysis=2,glu
cose=2,cellwalls=2,hemicellulose=2,alcohol=2,biocatalyst=2,catalysts=2,kinetic
s=2,ligninderivatives=1,woolfibers=1,glucosidase=1,temperature=1,baicalein=
1,majorfactors=1,imagingtechniques=1,wool=1,
(5)Phenolic antioxidants extraction from raspberry wastes assisted
by-enzymes,(5)Bicomponent lignocellulose thin films to study the role of
surface lignin in cellulolytic reactions,(4)Application of cavitation system to
accelerate the endogenous enzymatic hydrolysis of baicalin and
wogonoside in Radix Scutellariae,(4)Dilute acid pretreatment of barley
straw and its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2)Mining diversity of the
natural biorefinery housed within Tipula abdominalis larvae for use in an
industrial biorefinery for production of lignocellulosic ethanol,(2)Combined
bio-carbonization and dyeing of wool: A possibility of using cell
wall-degrading enzymes and 1:1 metal-complex d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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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3. 생촉매의 구조 및 기작 연구

영역특성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29

0.64

2010.25

12

nonhuman=8,catalysis=8,priorityjournal=5,unclassifieddrug=5,enzymes
=5,controlledstudy=4,sitedirectedmutagenesis=4,dimethylallyltranstrans
ferase=4,enzymeactivity=4,biocatalysis=4,alkalineprotease=4,nucleotide
sequence=4,bacterialproteins=4,escherichiacoli=4,kinetics=4,mutagene
sis site

directed=3, enzyme purification=3, streptomyces=3,

dimethylallyltransferase=3, biocatalyst=3, amino acid substitution=3,
crystallography x ray=3, alkaline

proteinase=3, alkalinity=2,

novobiocin=2, rna sequence=2, amino acids=2,
핵심
키워드

tryptophan=2,

metabolism=2, actinobacteria (class)=2, rna 16s=2,
haloalkaliphiles=2, histidine=2, enzyme specificity=2,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2, haloalkaliphilic=2, sequence homology=2,

chemical

structure=2, bacterial gene=2, sodium chloride=2,

molecular docking=2, enzyme

conformation=2, crystal structure=2,

phylogeny=2, bacteria=2, enzyme

structure=2, molecular

weight=2, bacillus sp =2, prenylation=2, structure

analysis=2,

molecular sequence data=2, enzyme synthesis=2, protein
expression=2, endopeptidases=2,

핵심논문
( )=인용수

(68)Extracellular alkaline protease from a newly isolated haloalkaliphilic
Bacillus sp.: Production and optimization,(17)Salt dependent resistance
against chemical denaturation of alkaline protease from a newly isolated
haloalkaliphilic Bacillus sp.,(17)Crystallographic and activity-based evidence
for thumb flexibility and its relevance in glycoside hydrolase family 11
xylanases,(16)NovQ is a prenyltransferase capable of catalyzing the
addition of a dimethylallyl group to both phenylpropanoids and
flavonoids,(11)Structure and Mechanism of the Magnesium-Independent
Aromatic Prenyltransferase CloQ from the Clorobiocin Biosynthetic
Pathway,(1)Dioxygenase from Aspergillus fumigatus MC8: Molecular
modelling and in silico studies on enzyme-substrate
interactions,(1)Structure and mechanism of an inverting alkylsulfatase from
Pseudomonas sp. DSM6611 specific for secondary alkyl
sulfates,(1)Metabolic production of a novel polymer feedstock, 3-carboxy
muconate, from vanillin,(1)Structure-Based Engineering Increased the
Catalytic Turnover Rate of a Novel Phenazine Prenyltransferase,(1)Cloning
and expression of alkaline protease genes from two salt-tolerant
alkaliphilic actinomycetes in E. coli,(0)Expansion of enzymatic Friedel-Crafts
alkylation on indoles: Acceptance of unnatural β-unsaturated allyl
diphospates by dimethylallyl-tryptophan synthases,(0)Repression of alkaline
protease in salt-tolerant alkaliphilic Streptomyces clavuligerus strain Mit-1
under the influence of amino acids in minimal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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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4. 나노기술과 생촉매의 융합 (※ 밀도와 평균연도가 모두 상위인 클러스터임)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40

0.41

2010.00

5

nanoparticles=4,silicondioxide=3,catalysis=2,porosity=2,enzymeimmobi
lization=2,magnetism=2,superparamagnetics=2,superparamagnetism=2
,enzymestability=2,priorityjournal=2,magnetics=2,transmissionelectron
핵심
키워드

microscopy=2,microscopy electron transmission=2, nanoparticle=2,
silica=2,

enzymes immobilized=2,

nanotechnology=2, controlled

study=1, rotating magnetic field=1, membrane

proteins=1,

solvent=1, enzymes=1, spin direction=1,

핵심논문
( )=인용수

(43)Fabrication of hollow multifunctional spheres containing MCM-41
nanoparticles and magnetite nanoparticles using layer-by-layer
method,(11)Active ester functional single core magnetic nanostructures as
a versatile immobilization matrix for effective bioseparation and
catalysis,(2)Reducing Taylor dispersion in capillary laminar flows using
magnetically excited nanoparticles: Nanomixing mechanism for
micro/nanoscale applications,(2)The effect of functionalization of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on the interaction and stability of
confined enzyme,(1)Preparation and analytical application of mimetic
enzyme hemin-loading magnetic silica nano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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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5. 생촉매를 이용한 비천연 화합물 생산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18

1.26

2009.74

50

enzymes=20,biocatalysis=17,catalysis=16,enzymeimmobilization=15,biocatalys
t=14,lipase=14,triacylglycerollipase=12,esterification=11,unclassifieddrug=10,e
nzymeactivity=10,lipases=9,nonhuman=9,immobilization=9,enzymes
immobilized=8, temperature=7, metabolism=7, stereoisomerism=7,
amines=7, enzyme stability=7, esters=7, priority journal=6, chemistry=6,
transesterification=6, enzymology=6, ethanol=5, transaminases=5,
catalyst=5,
immobilized enzyme=5, biocatalysts=5, controlled study=5,
aminotransferase=5,
synthesis (chemical)=5, fatty acids=5, kinetics=5,
candida antarctica=5,
enzyme synthesis=5, alkylation=4, oleic acid=4,
cutinase=4, reaction time=4,
packed bed reactor=4, enzyme specificity=4,
biodiesel=4, substrate
specificity=4, oxidation=4, escherichia coli=4,
lipase b from candida
antarctica=4, micelles=4, stability=4, glycerol=4,
alcohol=4, amination=4,
packed beds=4, methodology=4, reversed
micelles=4, solvent=4, molecular
structure=4, reversed micelle=4, candida
antarctica lipase b=4,
triacylglycerol=3, x ray diffraction=3, fusarium
solani=3,
(72)Formal asymmetric biocatalytic reductive amination,(70)Optimization of
lipase entrapment in Ca-alginate gel beads,(48)Rational assignment of key
motifs for function guides in silico enzyme identification,(31)High-yield
biocatalytic amination reactions in organic synthesis,(28)Modeling and
optimization of lipase-catalyzed synthesis of phytosteryl esters of oleic acid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28)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a
novel β-transaminase from Mesorhizobium sp. strain LUK: A new
biocatalyst for the synthesis of enantiomerically pure β-amino
acids,(26)Lipase immobilization on smectite nanoclays: Characterization and
application to the epoxidation of α-pinene,(21)Solvent-free production of
1,3-diglyceride of CLA: Strategy consideration and protocol
design,(19)Enzymatic asymmetric synthesis of enantiomerically pure
aliphatic, aromatic and arylaliphatic amines with (R)-selective amine
transaminases,(14)Enzymatic preparation of novel aminoalkylpyridines using
lipases in organic solvents,(13)Selection of CalB immobilization method to
be used in continuous oil transesterification: Analysis of the economical
impact,(13)Use of a plant-derived enzyme template for the production of
the green-note volatile hexanal,(10)Continuous lipase-catalyzed production
of esters from crude high-oleic sunflower oil,(9)Lipase-catalyzed
regioselective preparation of fatty acid esters of hydrocortisone,(9)Mass
spectrometric analysis of peptides from an immobilized lipase: Focus on
oxidative modifications,(8)Model discrimination for the propionic acid
diffusion into hydrogel beads using lifetime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8)Straightforward preparation of biologically active 1-aryl- and
1-heteroarylpropan-2-amines in enantioenriched form,(8)Towards a
cost-effective immobilized lipase for the synthesis of specialty
chemicals,(7)Solvent-free preparation of phytosteryl esters with fatty acids
from butterfat in equimolecular conditions in the presence of a lipase
from Candida rugosa,(7)Use of polyvinyl alcohol cryogels for the
compartmentation of biocatalyzed reactions in non-aqueou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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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6. 생촉매 고정화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26

1.12

2009.56

50

enzymeactivity=26,biocatalyst=23,nonhuman=22,enzymes=22,enzymeimmobil
ization=21,controlledstudy=17,catalysis=16,escherichiacoli=15,unclassifieddrug
=15,biocatalysis=15,priorityjournal=13,temperature=11,enzymestability=11,tria
cylglycerollipase=10,glucose=10,lipase=10,kinetics=9,organicsolvents=9,substr
atespecificity=8,immobilizedenzyme=8,metabolism=8,aldehydes=8,geneexpres
sion=8,enzymespecificity=7,biocatalysts=7,proteinexpression=7,bacterialstrain
=7,solvents=7,ph=7,hydrolysis=7,organicsolvent=6,scanningelectronmicroscop
y=6,glutaraldehydes=6,chemistry=6,polymers=6,immobilization=6,bacterialgen
e=6,polymer=6,cytochromep450enzymesystem=6,oxidationreduction=5,biose
nsingtechniques=5,biotransformation=5,cytochromep450=5,monooxygenases
=5,water=5,oxidation=5,glutaraldehyde=5,yeast=5,enzymeanalysis=5,adsorpti
on=5,cloning
molecular=5, enzymes immobilized=5,
free enzyme=5,
synthesis (chemical)=5, bacterial proteins=5, molecular
sequence data=5,
molecular cloning=5, genetics=5, amino acid sequence=5,
enzymology=5, enzyme synthesis=5, genetic procedures=4,
(55)Nanofibrous membranes containing reactive groups: Electrospinning
from poly(acrylonitrile-co-maleic acid) for lipase immobilization,(46)Novel
and efficient method for immobilization and stabilization of
β-d-galactosidase by covalent attachment onto magnetic Fe3 O4 -chitosan
nanoparticles,(43)Highly sensitive amperometric biosensors for phenols
based on polyaniline-ionic liquid-carbon nanofiber
composite,(34)Immobilization of enzymes through one-pot chemical
preoxidation and electropolymerization of dithiols in enzyme-containing
aqueous suspensions to develop biosensors with improved
performance,(30)Using mesoporous silica materials to immobilise
biocatalysis-enzymes,(28)Water dynamics and salt-activation of enzymes in
organic media: Mechanistic implications revealed by NMR
spectroscopy,(27)Analysis of NADPH supply during xylitol production by
engineered escherichia coli,(25)Novel synthesis of ferric impregnated silica
nanoparticles and their evaluation as a matrix for enzyme
immobilization,(23)Towards preparative scale steroid hydroxylation with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 CYP106A2,(19)Effect of PEG modification
on subtilisin Carlsberg activity, enantioselectivity, and structural dynamics in
1,4-dioxane,(17)Replacing Escherichia coli NAD-dependent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with a NADP-dependent enzyme
from Clostridium acetobutylicum facilitates NADPH dependent
pathways,(16)Characterization of polymer-enzyme complex as a novel
biocatalyst for nonaqueous enzymology,(16)Immobilization of Rhizopus
oryzae lipase on silica aerogels by adsorption: Comparison with the free
enzyme,(14)Biocatalyst activity in nonaqueous environments correlates with
centisecond-range protein motions,(13)Immobilization of Candida rugosa
lipase on electrospun cellulose nanofiber membrane,(12)Novel
immobilization routes for the covalent binding of an alcohol
dehydrogenase from Rhodococcus ruber DSM 44541,(11)Challenges of
steroid biotransformation with human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
CYP21 using resting cells of recombinant Schizosaccharomyces pom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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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7. 생촉매 안정화 (※ 중심성과 평균연도가 모두 상위인 클러스터임)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14

1.68

2009.56

18

nonhuman=10,enzymeactivity=8,controlledstudy=6,unclassifieddrug=6,models
molecular=5, biocatalyst=5,
biocatalysts=5, enzyme stability=4, priority
journal=4, catalysis=4,
saccharomyces cerevisiae=3, immobilization=3,
ph=3, molecular dynamics=3,
catalase=3, metabolism=3, biocatalysis=3,
enzyme immobilization=3, genetic
engineering=3, biotransformation=2,
chemistry=2, enzyme kinetics=2, packed
bed reactor=2, lipases=2, waste
water management=2, enzyme mechanism=2,
catalyst=2, crystallography
x ray=2,
oxidation=2, computer simulation=2, bacterial enzyme=2,
haloalkane
dehalogenase=2, protein expression=2, kinetics=2,
temperature=2, catalytic
domain=2,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2,
cellulase=2, protein
engineering=2, urease=2, temperature
dependence=2, binding sites=2, chemical
bond=2, molecular
evolution=2, humans=2, glutaraldehyde=2, sugars=2,
cellulose=2,
enzymes=2, x ray crystallography=2, urea=2, carbon=2, chemical
structure=2, enzyme active site=2, hydrogen peroxide=2, hydrolysis=2,
genetics=2, enzymology=2, enzyme synthesis=2, yarrowia lipolytica=2,
hydrogen
bond=2, thermostability=2,
(24)Improved stability of urease upon coupling to alkylamine and
arylamine glass and its analytical use,(9)Vanadate substituted phytase:
Immobilization, structural characterization and performance for
sulfoxidations,(8)Weak activity of haloalkane dehalogenase LinB with
1,2,3-trichloropropane revealed by X-ray crystallography and
microcalorimetry,(7)Protein allostery at the solid-liquid interface:
Endoglucanase attachment to cellulose affects glucan clenching in the
binding cleft,(6)Hydrogen peroxide removal with magnetically responsive
Saccharomyces cerevisiae cells,(6)Use of cellulases and recombinant
cellulose binding domains for refining TCF kraft pulp,(5)Permeabilization of
baker's yeast with N-lauroyl sarcosine,(5)Molecular simulations of solute
transport in xylose isomerase crystals,(5)CAVER 3.0: A Tool for the Analysis
of Transport Pathways in Dynamic Protein Structures,(4)Urease
immobilization on an ion-exchange textile for urea hydrolysis,(3)Kinetic and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thermostabilized mutants of human carbonic
anhydrase II,(3)Hydrogen peroxide degradation by immobilized cells of
alkaliphilic Bacillus halodurans,(2)Improving the thermostability of lipase
Lip2 from Yarrowia lipolytica,(1)Expression of a lipid-inducible,
self-regulating form of Yarrowia lipolytica lipase LIP2 in Saccharomyces
cerevisiae,(1)Phospholipid:Diacylglycerol acyltransferase is a multifunctional
enzyme involved in membrane lipid turnover and degradation while
synthesizing triacylglycerol in the unicellular green microalga
chlamydomonas reinhardtii,(1)Interaction of gammaxene with site specific
mutants of cytochrome P450cam ,(1)Cathepsins B1 and B2 of
trichobilharzia SPP., bird schistosomes causing cercarial dermatitis,(0)Type II
Ligands as Chemical Auxiliaries To Favor Enzymatic Transformations by
P450 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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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8. 생촉매를 이용한 천연물 생산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28

0.53

2009.56

9

priorityjournal=5,unclassifieddrug=5,enzymeactivity=4,enzymes=4,amin
oacids=3,metabolism=3,nonhuman=3,biocatalysis=3,catalyst=3,biocatal
yst=3,substratespecificity=3,lipase=3,controlledstudy=2,proteinengineer
ing=2,transesterification=2,nucleosides=2,bacteriology=2,biofuels=2,im
핵심
키워드

mobilization=2,purinenucleosides=2,enzymespecificity=2,bacteria(micro
organisms)=2,catalysis=2,moleculargenetics=2,fungus=2,geneticengine
ering=2,biodiesel=2,esters=2,nucleotidesequence=2,genetics=2,bacteri
a=2,uracil=2,molecularsequencedata=2,escherichiacoli=2,syntheticfuels
=2,biocatalysts=2,esterification=2,biotechnology=2,bacterium=2,

핵심논문
( )=인용수

(12)A recyclable enzymatic biodiesel production process in ionic
liquids,(9)Development of a S. cerevisiae whole cell biocatalyst for in vitro
sialylation of oligosaccharides,(9)Environmentally sustainable biofuels:
Advances in biodiesel research,(7)In vivo reshaping the catalytic site of
nucleoside 2′- deoxyribosyltransferase for dideoxy- and
didehydronucleosides via a single amino acid substitution,(5)Activity of
exporters of Escherichia coli in Corynebacterium glutamicum, and their use
to increase L-threonine production,(5)Arthrobacter oxydans as a biocatalyst
for purine deamination,(4)Genome sequence of thermotolerant Bacillus
methanolicus: Features and regulation related to methylotrophy and
production of L-lysine and L-glutamate from methanol,(4)Regioselective
enzymatic undecylenoylation of 8-chloroadenosine and its analogs with
biomass-based 2-methyltetrahydrofuran as solvent,(1)Biocatalysed
halogenation of nucleobase analo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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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9. 생촉매를 이용한 화합물 유도체 생산 (※ 중심성과 평균연도가 모두 상위
인 클러스터임)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21

1.67

2009.44

48

nonhuman=23,enzymeactivity=21,biocatalyst=19,enzymes=17,biocatalysis=16,
enzymestability=15,priorityjournal=14,enzymeimmobilization=14,enzymes
immobilized=13, controlled
study=12, escherichia coli=11, amino
acids=11, kinetics=10, catalysis=10,
catalysts=8, metabolism=8, d amino
acid oxidase=8, aldehydes=8, dextro amino
acid oxidase=7, immobilized
enzyme=7, unclassified drug=7, stereochemistry=7,
temperature=6,
enzyme substrate=6, chemistry=6, enantioselectivity=6,
ketones=6,
biotechnology=6, trigonopsis variabilis=5, substrates=5, organic
solvent=5, alcohol dehydrogenase=5, protein engineering=5,
biosynthesis=5,
enzyme purification=5, ketone=5, particle size=5,
thermostability=5,
substrate specificity=4, immobilized enzymes=4,
glucose=4, yeast=4,
penicillin amidase=4, organic compounds=4,
hydrogen ion concentration=4,
recombinant enzyme=4, organic
solvents=4, methanol=4, recombinant proteins=4,
enzymology=4, enzyme
synthesis=4,
(53)Recyclable nanobiocatalyst for enantioselective sulfoxidation: Facile
fabrication and high performance of chloroperoxidase-coated magnetic
nanoparticles with iron oxide core and polymer shell,(36)Biocatalytic
strategies for the asymmetric synthesis of α-hydroxy
ketones,(32)Asymmetric ketone reduction by a hyperthermophilic alcohol
dehydrogenase. The substrate specificity, enantioselectivity and tolerance of
organic solvents,(29)Fusion to a pull-down domain: A novel approach of
producing Trigonopsis variabilis D-amino acid oxidase as insoluble enzyme
aggregates,(26)Specific and reversible immobilization of NADH oxidase on
functionalized carbon nanotubes,(25)Stereoselective synthesis of novel
benzoins catalysed by benzaldehyde lyase in a gel-stabilised two-phase
system,(25)Nanoparticle-supported multi-enzyme biocatalysis with in situ
cofactor regeneration,(24)Enzymatic ketone reduction: mapping the
substrate profile of a short-chain alcohol dehydrogenase (YMR226c) from
Saccharomyces cerevisiae,(22)Single-site oxidation, cysteine 108 to cysteine
sulfinic acid, in D-amino acid oxidase from Trigonopsis variabilis and its
structural and functional consequences,(22)Enzyme-catalyzed C - C bond
formation using 2-methyltetrahydrofuran (2-MTHF) as (co)solvent: Efficient
and bio-based alternative to DMSO and MTBE,(21)Daucus carota and
baker's yeast mediated bio-reduction of prochiral ketones,(19)New trends
in the recycling of NAD(P)H for the design of sustainable asymmetric
reductions catalyzed by dehydrogenases,(18)Trigonopsis variabilis D-amino
acid oxidase: Control of protein quality and opportunities for biocatalysis
through production in Escherichia coli,(14)Adzuki bean: A new resource of
biocatalyst for asymmetric reduction of aromatic ketones with high
stereoselectivity and substrate tolerance,(12)Multi-scale features in recent
development of enzymic biocatalyst systems,(12)New biotech applications
from evolved D-amino acid oxidases,(12)Activity and stability comparison
of immobilized NADH oxidase on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carbon
nanospheres, an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11)Enantioselective C C bond ligation using recombinant Escherichia coli-whole-cell
biocatalysts,(11)Stepwise engineering of a Pichia pastoris D-amino acid
oxidase whole cell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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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영역특성

핵심
키워드

핵심논문
( )=인용수

10. 생촉매 스크리닝 및 개량
밀도

중심성

평균연도

클러스터크기

0.14

1.42

2009.40

50

nonhuman=24,enzymeactivity=22,enzymes=21,biocatalyst=15,unclassifieddrug
=14,escherichiacoli=13,controlledstudy=13,enzymeimmobilization=10,immobil
ization=10,catalysis=10,enzymestability=9,priorityjournal=8,proteinexpression=
8,metabolism=8,biotransformation=7,enzymespecificity=7,temperature=7,enzy
meanalysis=7,molecularcloning=7,bacteria(microorganisms)=7,hydrolysis=7,nu
cleotidesequence=7,catalyst=6,glucose=6,purification=6,cloning
molecular=6, enzymes
immobilized=6, bacterial proteins=6,
fermentation=6, biocatalysis=6,
amino acid sequence=6, gene
expression=6, biotechnology=6, genes=5, inulin=5,
substrate
specificity=5, inulinase=5, cloning=5, aspergillus niger=5,
biosynthesis=5,
coliform bacterium=5, hydrogen ion concentration=5, fungi=5,
kinetics=5, laccase=5, cellulose=5, biochemistry=5, genetics=5,
enzymology=5,
enzyme synthesis=5, ethanol=4, biomass=4,
decolorization=4, starch=4,
immobilized cell=4, biochemical
composition=4, enzyme purification=4, ph=4,
enzyme inactivation=4,
molecular sequence data=4, mutation=4, amino acids=4,
sequence
analysis=4, genetic engineering=4, thermostability=4,
(53)Parallel metatranscriptome analyses of host and symbiont gene
expression in the gut of the termite Reticulitermes flavipes,(47)Design and
characterisation of an enzyme system for inulin hydrolysis,(42)Eliminating
side products and increasing succinate yields in engineered strains of
Escherichia coli C,(33)In vivo enzyme immobilization by use of engineered
polyhydroxyalkanoate synthase,(29)The University of Minnesota
Biocatalysis/Biodegradation Database: Improving public access,(23)A highly
active phosphoglucomutase from Clostridium thermocellum: Cloning,
purification, characterization and enhanced thermostability,(21)Stability
evaluation of an immobilized enzyme system for inulin
hydrolysis,(21)Construction and expression of an ethanol production
operon in Gram-positive bacteria,(17)Magnetically recyclable, antimicrobial,
and catalytically enhanced polymer-assisted "green"
nanosystem-immobilized Aspergillus niger amyloglucosidase,(16)Production
of fructose from inulin using mixed inulinases from Aspergillus niger and
Candida guilliermondii,(15)In vitro evaluation of fibrolytic enzymes as
additives for maize (Zea mays L.) silage. I. Effects of ensiling temperature,
enzyme source and addition level,(14)Production of high fructose syrup
from Asparagus inulin using immobilized exoinulinase from Kluyveromyces
marxianus YS-1,(13)Bacillus pumilus laccase: A heat stable enzyme with a
wide substrate spectrum,(11)Increased furfural tolerance due to
overexpression of NADH-dependent oxidoreductase FucO in Escherichia
coli strains engineered for the production of ethanol and
lactate,(11)L-malate production by metabolically engineered Escherichia
coli,(11)Cloning, Characterization, and Functional Expression of the
Klebsiella oxytoca Xylodextrin Utilization Operon (xynTB) in Escherichia
coli,(11)The potential to increase digestibility of tropical grasses with a
fungal, ferulic acid esterase enzyme preparation,(10)Toward low-cost
biomanufacturing through in vitro synthetic biology: Bottom-up
design,(10)MetaBioME: A database to explore commercially useful enzymes
in metagenomic datasets,(10)Conversion of sucrose into palatinose in a
batch and continuous processes by immobilized Serratia plymuthica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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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부상이슈 도출
인용패턴분석이 논문간의 정형화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면,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은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을 비교적 정형화된 형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텍스트들의 집합(corpus)에서 기술어(단어 또는 명사구)을 추출
② 이들 아이템들이 각 문서에 동시 출현(Co-occurrence)한 빈도를 계산
③ 이를 적절한 유사도지수(Inclusion,

Proximity, Equivalence

등)를 통해 변형

④ 각 기술어(키워드)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키워드로 표상된 아이디어(또
는 연구이슈)간의 연결 패턴을 분석
생촉매공정 분야의 최근 논문 총
싱 키워드4))는 총

13,894개가

2,203편에서

사용된 키워드(저자키워드

+

인덱

도출 되었다. 이중 동의어 및 불용어 처리 및 빈도가

낮은 키워드 제거과정 등을 통해 총

328개의

분석대상 키워드를 선별하였다. 이 키

워드들은 문서 동시출현 빈도 및 유사도 지수 계산을 통하여 네트워킹되며, 결과적
으로 인용패턴 분석에서처럼 다수의 클러스터로 재편하였다.
다음 그림은 키워드간 동시발생을 기준으로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2차원

평

면에 위치하게 한 후 클러스터로 묶어준 것이다. 노드(키워드)간의 상대적 거리를
통해 키워드 간의 연관도를 반영하며, 노드의 색깔은 각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상단의 맵은 색깔별로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하는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고, 하
단의 맵을 통해 네트워킹 빈도가 집중(Blue

→

Red)되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하단의 두 개의 맵을 통해, 크고 작은 다양한 색상의 기술이슈 클러스터와 중심노
드가 있으며,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기술용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중

161개의

328개의

분석대상

키워드가 기술이슈 클러스터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9개

의 부상 기술이슈를 확인하였다.

4)

논문투고시 저자가 작성한 주요 핵심어를 의미하며, 인덱싱 키워드는 이와 별로도 SCOPUS사에
서 논문별로 부여한 핵심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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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촉매공정 관련 기술 분야에서는 총

9개의

키워드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다. 각각

의 키워드 클러스터는 인용패턴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밀도와 중심성 값을 갖
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논문 키워드 군집(Cluster)의 특성과 관련 이슈
No

Cluster 키워드

부상이슈명

1

protein engineering; amino acid substitution;
mutation; crystal structure; mutagenesis site
directed; models molecular; site directed
mutagenesis; amino acids; mutagenesis; chemical
structure; protein conformation; substrate
specificity; enzyme substrate; enzyme active site;
enzyme mechanism; crystallography x ray;
amidase; binding sites; molecular structure;
protein binding; oxidoreductase; wild type;
enzyme structure; enzyme specificity; unclassified
drug

단백질공학 접근 방법을
이용한 생촉매 개량

2

synthesis (chemical); fatty acids; esterification;
transesterification; lipase; candida; fungi; isomers;
yeast; biodiesel; lipase b; saccharomyces
cerevisiae; whole cell biocatalysts; esters; fungal
proteins; triacylglycerol lipase; biofuels;
optimization; fungal enzyme; whole cell;
vegetable oils; candida antarctica; methanol;
ethanol; alcohol; cell membranes

중심
밀도
성

0.9

1

생촉매를 이용한 화학
반응

0.92

0.99

3

cloning
molecular; cloning; genes; bacterial
strain; protein expression; bacterial
proteins;
sequence analysis
dna; bacteria
(microorganisms); genetic engineering; sequence
homology; sequence analysis; enzyme
purification; enzyme analysis; bacterial
gene;
recombinant enzyme; sequence homology
amino acid; plasmid; phylogeny; base sequence;
recombinant proteins; molecular cloning;
molecular sequence data; genetics; nucleotide
sequence; escherichia coli; amino acid sequence;
bacteria; cytochrome p 450
enzyme system;
sequence alignment; gene expression; molecular
genetics; polymerase chain reaction;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유전공학방법을 이용한
재조합 생촉매의 생산

0.94

1

4

cellulose; carbon; glucose; fermentation;
bioreactors; enzyme synthesis; sugars

생촉매를 이용한 당분해

0.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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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luster 키워드

부상이슈명

중심
밀도
성

5

hydrolase; pseudomonas; temperature
sensitivity; esterase; enzyme isolation; enzyme
activity; purification; enzyme assay; bacterial
enzyme; bacillus;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bacteriology

생촉매 스크리닝

0.94

0.98

6

water; chemical reaction; biotransformation;
organic solvents; chirality; reaction kinetics;
solubility; enzyme inhibition; alcohol
dehydrogenase; enantiomer; enantioselectivity;
substrates; amines; organic compounds;
solvents; ester derivative; stereoisomerism;
stereochemistry; ketones

생촉매를 이용한
광학이성질체 생산

0.93

1

7

glutaraldehyde; hydrolysis; enzymestability;
gels; enzymeinactivation; temperature; silica;
immobilizedenzyme; candidarugosa; polymers;
enzymeactivation; surfaceproperties;
hydrogenionconcentration; pheffects;
crosslinking; adsorption; immobilization;
aldehydes; enzymes immobilized;
thermostability; enzyme immobilization;
hydrophobicity; ph; covalent bond;
concentration (parameters)

생촉매 안정화

0.94

1

8

animals; metabolism; enzymology; proteins;
biosynthesis

대사과정의 생촉매

1

1

9

enzyme kinetics; biodegradation; phenols;
organic acids; laccase; oxidation; oxidation
reduction

생촉매를 통한 생분해

0.94

1

각 클러스터는 전반적으로 밀도와 중심성이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 이는 도출된
클러스터(기술이슈)가 전반적으로 핵심 기술이슈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
의 총 9개의 키워드 클러스터의 해석을 통해 9개의 부상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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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과제 도출
특허 데이터 수집과 출원 현황 분석
본 분석에는 미국 특허 및

PATSTAT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 검색을 위한 검색식은 아래와 같다. 특히 생촉매공정과 관련한 아래
키워드들이 특허의 초록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에 한정하여 수집하였다. 검색 연도
는

2001-2012으로

제한하였으며, 검색된 총 특허 수는
<특허

1,086편이다.

검색식>

(Biocatalyst or Biocatalysis or "bio-catalysis" or "bio-catalyst" or "white
biotechnology") and ("amino acid" or amine or "amino alcohol" or "chiral
compound" or "enzyme")

분석 대상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특허 수 기준
29.36%인

8.75%,

누적 특허 수 기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특허 수>

특허 수

누적 특허 수
64
84
67
55
53
94
79
71
85
138
135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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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48
215
270
323
417
496
567
652
790
925
1,086

한국 특허 수
2
1
0
0
1
2
1
0
4
3
2
5

<연도별
(전체

특허 출원 추이>

특허 수는 막대 그래프, 한국의 특허 수는 꺾은선 그래프 참조)

특허의 출원인 국적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전체

1,086건의

특허 중

61.14%(664건)

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특허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독일은
건), 일본은
(1.93%)의

5.16%(56건)을

점유하여 각각

특허를 발표하여

8위를

2, 3위를

차지하였다. 상위

8.56%(93

차지하였다. 한편 한국은
10위까지의

국가를 나타내면 다

음 표 및 그래프와 같다.
<출원인

순위

국적별 특허 수>

출원인 국적

특허 수

비중 (%)

1

USA

664

61.14

2

Germany

93

8.56

3

Japan

56

5.16

4

Denmark

28

2.58

5

Canada

27

2.49

6

United Kingdom

23

2.12

6

France

23

2.12

8

Korea, Republic

21

1.93

9

Netherlands

17

1.57

10

Israel

16

1.47

10

Switzerland

16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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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편

<출원인

다음 표와 그래프는 상위

국적별 특허 수>

10위까지의 12개

국가가 연도별로 출원한 특허 수를 나

타내고 있다.

<출원인

연도
USA
Germany
Japan
Denmark
Canada
United
Kingdom
France
Korea
Netherlands
Israel
Switzerland

국적별 연도별 특허 수>

2001
37
4
3
0
1

2002
52
7
3
2
1

2003
43
8
2
2
2

2004
26
10
6
3
0

2005
33
5
3
0
0

2006
55
7
5
1
0

2007
51
7
3
3
2

2008
44
7
3
3
1

2009
54
6
4
1
4

2010
75
11
10
6
3

2011
94
11
5
3
3

2012
100
10
9
4
10

총합
664
93
56
28
27

0

3

2

0

2

2

0

0

3

6

2

3

23

2
2
0
2
4

5
1
2
1
1

2
0
0
1
1

1
0
1
0
1

2
1
0
0
0

2
2
0
3
2

1
1
1
3
2

1
0
2
1
0

1
4
1
1
0

3
3
2
3
3

2
2
2
0
2

1
5
6
1
0

23
21
17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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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국적별 연도별 특허 수>

국가별로 특허 수준 평가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서 특허 수준지수란 특정 기술 분야 전체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에 대한
특정 국가 발표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의 비로서 피인용 수에 기반을 둔 문헌의 질
적 수준 평가 지표이다. 특정 국가의 수준 지수가

1.0인

경우 해당 국가가 발표한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가 해당 분야 전체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와 같음을 의미하
며,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분야 평균 피인용 수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즉, 국가별 특허의 수준 지수 분석 결과 미국이 가장 높은 값(1.3)을 보여 특허의
피인용 관점에서 질적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분야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국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수준 지
수는

0.81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질적 수준이 세계 평균 이하임을 의미한

다.

<

출원인 국적별 특허 수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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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특허 수

USA

특허 당

피인용 수

수준 지수

664

4.108

1.3

Denmark

28

2.679

0.848

Korea, Republic

21

2.571

0.814

Japan

56

2.107

0.667

France

23

1.478

0.468

Germany

93

1.366

0.432

Canada

27

1.074

0.34

Switzerland

16

0.938

0.297

Israel

16

0.875

0.277

United Kingdom

23

0.565

0.179

Netherlands

17

0.471

0.149

<

출원인 국적별 특허 수준 지수

>

한편, 특허의 출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허의 출원인을 분석한 결과
de Nemours and Company가

전체

1,086건의

장 많은 특허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중

E. I. du Pont

0.27%(68건)를

점유하여 가

Verenium Corporation은 0.12%(31건), E.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는 0.1%(26건)을

하였다.
<출원인별

특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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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여 각각

2, 3위를

차지

출원인

특허 수

1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68

0.27

2

Verenium Corporation

31

0.12

3

E.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26

0.1

4

Roche Molecular Systems, Inc.

24

0.1

5

Diversa Corporation

23

0.09

6

Medtronic, Inc.

19

0.08

7

Degussa AG

18

0.07

7

Genencor International, Inc.

18

0.07

9

Genomatica, Inc.

13

0.05

9

Novozymes A/S

13

0.05

<출원인별

상위

(%)

순위

10위까지의

비중

특허 수>

출원인 특허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및 그래프와 같

다.
<출원인별

연도별 특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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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3

2

2

2

2

8

7

1

3

7

16

15

68

Verenium
Corporation

0

0

0

0

0

0

3

5

4

5

6

8

31

E.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0

0

0

0

0

0

2

4

5

3

10

2

26

Roche Molecular
Systems, Inc.

0

0

0

0

0

0

0

0

3

4

8

9

24

Diversa Corporation

2

2

3

2

6

6

2

0

0

0

0

0

23

Medtronic, Inc.

0

1

1

1

3

0

2

1

2

3

2

3

19

Degussa AG

0

1

1

4

1

3

4

4

0

0

0

0

18

Genencor
International, Inc.

1

2

5

2

2

1

1

2

0

2

0

0

18

Genomatica, Inc.

0

0

0

0

0

0

0

0

0

2

3

8

13

Novozymes A/S

0

0

2

2

0

0

2

0

0

4

1

2

13

<출원인별

연도별 특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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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출원인별로 특허 수준 평가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서 특허 수준지수란 특정 기술 분야 전체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에 대한
특정 출원인 발표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의 비로서 피인용 수에 기반을 둔 문헌의
질적 수준 평가 지표이다. 특정 출원인의 수준 지수가

1.0인

경우 해당 출원인이 발

표한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가 해당 분야 전체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와 같음을 의
미하며,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분야 평균 피인용 수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즉, 출원인별 특허의 수준 지수 분석 결과

Medtronic, Inc.가

가장 높은 값(8.26)을

보여 특허의 피인용 관점에서 질적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평
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출원인으로는

Corporation(2.752), Novozymes A/S(1.12)가

<출원인별

Medtronic,

Inc.(8.26),

Diversa

있다.

특허 수준 지수>

출원인

특허 수

특허 당 피인용 수

수준 지수

Medtronic, Inc.

19

26.105

8.26

Diversa Corporation

23

8.696

2.752

Novozymes A/S

13

3.538

1.12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68

2.132

0.675

E.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26

1.308

0.414

Degussa AG

18

1.278

0.404

Genencor International, Inc.

18

1.278

0.404

Genomatica, Inc.

13

1.154

0.365

Verenium Corporation

31

0.581

0.184

Roche Molecular Systems, Inc.

24

0.33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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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별

<출원인별

특허 수준 지수>

특허 수 대비 수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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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경쟁자 분석을 위해 한국 특허의 출원인을 분석한 결과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가
0.01%(3건)를
Advanced

점유하여 가장 많은 특허를
Institute

of

Corporation은 0.01%(2건)을

Science

점유하여 각각

<한국

번호
1
1
3
4
4
4
4
4
4
4
4
4
4
4
4
4
4

and

전체

1,086건의

특허 중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echnology는
2, 3위를

0.01%(3건),

Korea

Korea

Bioleaders

차지하였다.

특허 출원인별 특허 수>

출원인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특허 수

비중(%)

3

0.01

3

0.0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0.0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Technology
Bioleaders Corporation
Postech Academy-Industry Foundation
EnzyTech, Ltd.
Doosan Corporation
Samyang Genex Corporation
Korea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SK Corporation
BioLeaders Corporation
Aminolux Co., Ltd.
LG Chem, Ltd.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Pacific Corporation
Geneofocus Co., Ltd.
Green Formula Co., Ltd.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eimyung University

생촉매공정 기술 분야의 한국 출원인별 수준 지수 분석 결과

SK Corporation이

가장 높은 값(13.607)을 보여 특허의 피인용 관점에서 질적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cific Corporation(1.266)도

분야 평균 이상의 질적 수준을

보이는 출원인으로 나타났다.

<

출원인별 특허 수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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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

특허 수

SK Corporation
Pacific Corporation
Doosan Corporation
Samyang Genex Corporation
Green Formula Co., Ltd.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Bioleaders Corporation
Aminolux Co., Ltd.
Korea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BioLeaders Corporation
LG Chem, Ltd.
Geneofocus Co., Ltd.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eimyung
University
Postech Academy-Industry Found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EnzyTech,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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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당

수준 지수

1
1
1
1
1

피인용 수
43
4
2
2
1

3

0.667

0.211

2
1
1
1
1
1
3

0.5
0
0
0
0
0
0

0.158
0
0
0
0
0
0

1

0

0

1
1
1

0
0
0

0
0
0

13.607
1.266
0.633
0.633
0.316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부상이슈 도출
실용화 단계에서 부상 연구영역의 도출은 특허 문서에 등장하는 기술어들의 출현
정보(빈도)와 기술어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이 때 활
용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논문에서 분석한 방법론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텍스트들의 집합(corpus)에서 기술어(단어 또는 명사구)을 추출
② 이들 아이템들이 각 문서에 동시 출현(Co-occurrence)한 빈도를 계산
③ 이를 적절한 유사도지수(Inclusion,

Proximity, Equivalence

등)를 통해 변형

④ 각 기술어(키워드)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키워드로 표상된 아이디어(또
는 연구이슈)간의 연결 패턴을 분석

본 연구주제에서는 총

1,086편의

최근 특허가 검색되었으며, 이들 특허문서의 제

목(titlte), 초록(abstract) 그리고 청구항(claim) 문서에 대해 자연어 처리를 수행하였
다. 이 때 명사 혹은 명사구는 총

2,537개가

추출되었다. 이중 동의어 및 불용어 처

리 및 빈도가 낮은 키워드 제거과정 등을 통해 총

396개의

분석대상 키워드를 선별

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 과정에서 추가 선별 작업을 진행하였다. 선별된 키워드들
은 문서 동시출현 빈도 및 유사도 지수 계산을 통하여 네트워킹되며, 결과적으로
인용패턴 분석에서처럼 다수의 클러스터로 재편되었다.
네델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개발한 시각화 도구인

Vosviewer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각화 맵을 구현하였다. 상단의 맵은 색깔별로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하는 키
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의 맵을 통해 네트워킹 빈도가 집중(Blue

→

Red)되

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하단의 두 개의 맵을 통해, 크고 작은 다양한 색상의
기술이슈 클러스터와 중심노드가 있으며,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기술용어들을 확인
할 수 있다.

396개의

분석대상 키워드 중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10개의

203개의

키워드가 기술이슈 클러스터를

부상 기술이슈를 확인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심성, 밀도가 높은 클러스터로는

6번, 9번, 10번

클러스터를

들 수 있음. 이들은 동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연구 분야이면서 동시에 분야 내에서
의 연관관계도 높은 주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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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클러스터 내 주요 키워드

클러스터의 부상이슈명

밀도

중심
성

1

corresponding carboxylic acid; precursors;
creation; preferred embodiment; amide; cell
sorter; nitric oxide; biochip; films; sensors;
biomolecules; high throughput screening;
reservoir; recombinant organisms; voltage;
nanoparticle; metals; polyurethane; carboxylic
acids; library; nanotubes; nitrite; polymers;
nitrile hydratases

생촉매 스크리닝

0.28

0.63

2

polynucleotide sequences; termini; benzyl;
oligonucleotide; isopropyl; probes; temperature;
computers; template nucleic acid; nucleic acid
sequences; computer readable media; entire
genome; seeds; recombinant nucleic acid;
nucleotides; dna molecule; template;
polymerases; terminator nucleotides;
polypeptide; fructose; cho; polyethylene glycol;
weeds; light emission modifiers

DNA 서열 빅데이터를
이용한 생촉매 탐색

0.31

0.78

3

vertebrate organism; glucosamine; antigenic
polypeptide; micron; acrylic acid; organic acid;
cellulose; carrageenans; antigenic determinant
regions; homopolymer; amino acid sequence
motif; coatings; polyelectrolytes

생촉매의 면역원성

0.51

0.36

4

oxygen; retention device; triphasic bioreactor;
formula i; carbon dioxide; fossil fuels; nitrogen;
cyanide; carbon; fumarate; bioreactor; neutral
red; bicarbonate; atps; hydrogen gas; electrical
energy; oxidation; ammonia; suspension; carbon
monoxide; epoxides; hydrogen; nutrient
medium; energy; succinate

생촉매 기반 반응기

0.3

0.7

5

immunoglobulin; racemic mixture; aqueous
formulations; monomer; matrix; sol; cdr;
glutamine; reaction medium; pharmaceutical
compositions; organic solvent; polyols;
proteases; solid support; bioactive molecule;
cresol; active agent; enzymatic synthesis

생촉매를 이용한
생리활성물질 생산

0.26

0.64

- 62 -

no.

클러스터 내 주요 키워드

클러스터의 부상이슈명

6

arginine; isolated nucleic acid molecule;
methionine; glycine; lysine; substitution;
propionic acid; culture medium; acetic acid;
ethanol; lactic acid; various methods; glycerol;
isolated polypeptide; phenylalanine; nucleic
acid molecule; threonine; histidine; isoleucine

생촉매를 이용한 천연물
생산

7

functionality; ascorbic acid; biomass; pcr;
biosensor; feedstock; glucosidase; para;
sugars; keto; gluconate; fermentable sugars;
pharmaceutical products; amino acid
sequence; food; glucose; oligosaccharide;
recombinant polypeptide; enzyme system

밀도

중심
성

0.65

0.98

생촉매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0.4

0.96

8

recombinant dna; dicarboxylic acid; quantities;
fungus; protein expression; promoters;
filamentous fungi; evolution; vectors; e. coli;
organisms; biocatalytic synthesis; dna; protein;
alcohol; bacteria; fusion protein; triglyceride;
fermentation broth; yeasts; inducible
promoter

재조합 생촉매 생산

0.4

1

9

recombinant microorganisms; butanediol;
transformation; aldehyde; methanol; various
embodiments; deletion; exogenous nucleic
acids; amino acids; fuels; negative yeast
microorganisms; embodiment; ketone;
synthesis gas; formate; capability;
microorganisms

바이오에너지

0.57

1

10

hard surface; ether linkages; chain alkyl;
carboxylic acid ester; disinfectant; glyceride;
step b; disinfectant formulations; ester;
saccharide; surfactant; enzyme powder;
laundry care formulations; peroxycarboxylic
acid product; hydrogen peroxide; viruses;
excipient

생촉매 제형화

0.77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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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정보를 활용한 연구과제 도출
기존의 논문과 특허는 연구개발의 성과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혹은
수요 측면의 관심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정도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에
등장하는 문서에는 기술적 문서이외에도 신문기사, 기업의 관심사, 시장조사분석 자
료 등 기술과 수요를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구글 트렌드의 경우 인
터넷 문서에 등장하는 특정 문서에 대한 시간에 따른 관심정도를 보여준다.
본 분석보고서에는 논문과 특허에서 수집된 키워드를 다시 정제하여 인터넷 문서
에서 분석할 키워드 집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키워드들을 재조합하여

2개

이상의

키워드의 조합을 통해 인터넷 문서에서의 동시발생수를 검색하였다.
동시발생행렬을 생성한 후, 논문과 특허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
며 아래의 과정을 따라 진행하였다.

① 텍스트들의 집합(corpus)에서 기술어(단어 또는 명사구)을 추출
② 이들 아이템들이 각 문서에 동시 출현(Co-occurrence)한 빈도를 계산
③ 이를 적절한 유사도지수(Inclusion,

Proximity, Equivalence

등)를 통해 변형

④ 각 기술어(키워드)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키워드로 표상된 아이디어(또
는 연구이슈)간의 연결 패턴을 분석

생촉매공정 기술 분야의 웹분석에서는 특허와 논문에서 선별된 키워드 중에서 중
복을 제거한 후, 동의어 처리를 거쳐 중요도에 따라 총
다. 이어서 최근
으로

100개의

5년에

해당하는

2009년 ~ 2013년

100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

현재까지의 모든 웹문서를 대상

키워드의 동시발생여부와 동시발생한 문서의 수를 검색한 후 이를 바

탕으로 동시발생행렬을 생성하였다. 이 키워드들은 문서 동시출현 빈도 및 유사도
지수 계산을 통하여 네트워킹되며, 결과적으로 인용패턴 분석에서처럼 다수의 클러
스터로 재편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 클러스터는 총

5개이며,

각각의 키워드 클러스

터는 인용패턴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밀도와 중심성 값을 가진다. 그 결과는
아래 두 그림과 같다. 상단의 맵은 색깔별로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하는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의 맵을 통해 네트워킹 빈도가 집중(Blue

→

Red)되는

키워드

를 확인할 수 있다. 하단의 두 개의 맵을 통해, 크고 작은 다양한 색상의 기술이슈
클러스터와 중심노드가 있으며,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기술용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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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촉매공정 기술분야 웹분석을 통해 도출된 총

5개의

키워드 클러스터를 아래 표

에 제시한다. 각 키워드 클러스터는 인용패턴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밀도와 중
심성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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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2

3

4
5

클러스터 키워드

밀도

중심
성

유전공학방법을 이용한
재조합 생촉매 생산

0.97

0.97

생촉매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0.91

0.95

생촉매를 이용한 천연물
생산

0.94

0.95

생촉매 스크리닝 및 개량

1

1

바이오매스 처리 생촉매

1

1

부상 기술이슈명

target nucleic acid; isolated nucleic acid
molecule; substitution; oligonucleotide;
culture medium; organisms; nucleic acid
sequences; dna; amino acids; protein;
nucleic acid molecule; nucleotides;
recombinant polypeptide; isoleucine;
template; recombinant microorganisms;
promoters; vectors; deletion; polymerases;
e. coli; polypeptide; isolated polypeptide;
amino acid sequence; bacteria;
embodiment; specific primers
ascorbic acid; oxygen; biosensor; triphasic
bioreactor; fossil fuels; carbon dioxide;
surfactant; nanoparticle; carbon; medical
procedure; neutral red; polyelectrolytes;
polymers; microparticles; matrix; oxidation;
suspension; biomolecules; sensors;
cellulose; carriers; hydrogen; hydrogen
peroxide; polyethylene glycol; nanotubes;
coatings; magnet
amide; carboxylic acid ester; reaction
medium; acyl donor; aldehyde; formula i;
keto; nitrogen; proteases; ester; glycerol;
carboxylic acids; triglyceride; terephthalic
acid; ketone; hydrogen cyanide; amine
protectant; butanediol; racemic mixture;
glycolic acid; chain alkyl; formaldehyde;
glyceride; transformation; para; acrylic
esters; organic solvent; ethanol; exogenous
nucleic acids; alcohol; nitrile hydratases
library; ac; asa; evolution
fermentable sugars; biomass; ether
linkages; glucose; fermentation broth;
fungus; yeasts; bioreactor; microorganisms

각 클러스터는 표에서와 같이 밀도와 중심성이 매우 높은 값을 보이는 경향이 있
다. 이는 도출된 클러스터(기술이슈)의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핵심 기술이슈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전반적으로 클러스터의 개수가 적어, 사회적으로 관심
을 끄는 부상연구이슈는 특정분야에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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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석
증거기반의 정량분석 기법인 논문, 특허, 웹 키워드 클러스터 분석은 정성분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고,

방대한 양의 축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

방법론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정량분석 방법론
을 활용하여 논문, 특허 웹트렌드 분석을 통합하는 모델을 시도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연구단계에서의 부상연구영역, 실용화 단계에서의 부상연구영역, 사회적 관심
도가 큰 부상이슈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이 연구자에게는
새로운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아이템에 대한 기술기
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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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클러스터명

밀도
관점

부상
연구
영역

중심성
관점

R&D
단계
(논문)

평균
연도
관점

부상기술이슈

1. 생촉매 기반 반응기
2.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생촉매 고정화
3. 소재의 전하가 생촉매에 미치는 영향
4. 생촉매를 이용한 광학이성질체 생산
5. 생촉매를 발현 세포를 이용한 반응
6. 생촉매 고정화를 위한 물질 개발
7. 고정화된 생촉매의 특성 및 이를 이용한 반응
8. 생촉매 스크리닝
9. 생촉매 고정화 방법
10. 바이오에너지 생산 균주를 위한 생촉매
1. 생촉매를 이용한 광학이성질체 생산
2. 생촉매 디자인
3. 나노기술을 이용한 생촉매 바이오리액터
4. 산화반응 생촉매를 이용한 화학 반응
5. 생촉매 특성에 대한 연구
6. 생촉매 안정화
7. 생촉매 고정화
8. 생촉매를 이용한 화합물 유도체 생산
9. 생촉매를 이용한 생리활성 물질 생산
10. 생촉매 기능 향상 시스템
1. 바이오에너지 생산 균주를 위한
2. 바이오매스 전처리 공정이 당화
3. 생촉매의 구조 및 기작 연구
4. 나노기술과 생촉매의 융합
5. 생촉매를 이용한 비천연 화합물
6. 생촉매 고정화
7. 생촉매 안정화
8. 생촉매를 이용한 천연물 생산
9. 생촉매를 이용한 화합물 유도체
10. 생촉매 스크리닝 및 개량
1.
2.
3.
4.
5.
6.
7.
8.
9.

생촉매
생촉매에 미치는 영향

생산

생산

단백질공학 접근 방법을 이용한 생촉매 개량
생촉매를 이용한 화학 반응
유전공학방법을 이용한 재조합 생촉매의 생산
생촉매를 이용한 당분해
생촉매 스크리닝
생촉매를 이용한 광학이성질체 생산
생촉매 안정화
대사과정의 생촉매
생촉매를 통한 생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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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용
화
단계
(특허)

사회
적
관심
(웹)

클러스터명

부상기술이슈

1. 생촉매 스크리닝
2. DNA 서열 빅데이터를 이용한 생촉매 탐색
3. 생촉매의 면역원성
4. 생촉매 기반 반응기
5. 생촉매를 이용한 생리활성물질 생산
6. 생촉매를 이용한 천연물 생산
7. 생촉매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8. 재조합 생촉매 생산
9. 바이오에너지
10. 생촉매 제형화

부상기술이슈

1.
2.
3.
4.
5.

유전공학방법을 이용한 재조합 생촉매 생산
생촉매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생촉매를 이용한 천연물 생산
생촉매 스크리닝 및 개량
바이오매스 처리 생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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