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번호 공개일 발명의 명칭 출 원 인

98-701244 1998.5.15 포토랍두수로부터의 살충 단백질 독소 Wisconsin Alumni (미 국)

Research Foundation

98-701336 〃 균류의 검출 및 확인을 위한 핵산 표지체 Chiron Diagnostics (미 국)

98-701350 〃 성장호르몬 및 Lys-X를 함유하는 안정화된 Novo-Nordisk (덴마크)

약제조제물

98-701351 〃 성장호르몬 및 X-Lys를 함유하는 안정화된 Novo-Nordisk (덴마크)

약제조물

98-701352 〃 성장호르몬 및 Leu- His- Leu을 함유하는 Novo- Nordisk (덴마크)

안정화된 약제조제물

98-701469 〃 신규한 파르네실 전이 효소억제제, 이의 Rhone- Poulenc Rorer (프랑스)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약학조성물

98-701501 〃 모노클로날 항치매 항체 및 그 사용 Centre de Immunologies (쿠 바)

Molecular

98-701502 〃 항- 씨이디이6 모노클로날 항체 및 그 사용 Centre de Immunologies (쿠 바)

Molecular

98-701550 〃 항-크롬보포이에틴 단일클론 항체 Kirin Brewery (일 본)

98-701583 〃 NANBV 진단방법 및 백신 Chiron (미 국)

98-701593 〃 인간 인터류킨- 1 수용제 단백질 Hohhmann- La Roche (스위스)

98-014794 1998.5.25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구조단백질 코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98-015030 〃 액상 미생물제 및 그 제조방법 동양나이론 (한 국)

98-015662 〃 B형 간염 치료용 유전자 서열 코오롱 (한 국)

98-016004 〃 동물용 완충제 고영두 (한 국)

98-017675 1998.6.5 Oct- 4 유전자의 원위 증진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98-017911 〃 신규한 스트렙토마이세스 속 미생물 구양모 (한 국)

98-017912 〃 신규한 스트램토마이세스 속 미생물 구양모 (한 국)

98-017913 〃 신규한 바실러스 속 미생물 및 이로부터 구양모 (한 국)

마크로락틴 A를 제조하는 방법

바이오(Bio)산업관련특허출원동향

특 집 국내·외 Bio식품산업동향(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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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01637 1998.6.25 재조합 C140 리셉터 COR Therapeutics (미 국)

98-701647 〃 호르몬 반응성을 조절하기 위한 신규 약제 Ontario Cancer Treatment (캐나다)

and Research Foundation

98-701652 〃 효소적으로 활성인 재조합 카르복시펩티다제 Bio-Technology General (미 국)

B의 생산

98-701668 〃 글리신NMDA수용제길항물질의아자및 아자 State of Oregon (미 국)

98-701695 1998.6.25 미오신 중쇄 SMI 이소폼 단백질을 암호화 벳셀Research Foundation (일 본)

하는 벡터 DNA에 삽입시킨 재조합 DNA

98-701698 〃 헬리코백터 필로리 항원 Cortec Ltd (영 국)

98-701763 〃 진단용 마커 Daiichi (일 본)

98-701816 〃 항종양제로서의 림프독소- α/β복합제 및 Biogen (미 국)

항-림프독소-β 수용체 항체

98-701825 〃 말단이 절단된 셀룰라제 효소 조성물을 사용 Genencor International (미 국)

하여 셀룰로오즈 함유 직물을 처리하는 방법

및 조성물

98-701848 1998.6.25 고열안정성 프로테아제 유전자 Takeda (일 본)

98-701856 〃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프로테아제 억제 Merck ＆ Co. (미 국)

제인 인디나비르 및 역전사효소 억제제인

β-L-2,3-디데옥신-3-티아사이티딘및임의의

지도부딘, 디데옥시이노신 또는 디데옥시

사이티딘을 사용한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의 배합치료

98-701862 ″ 세포증식 억제처리에 있어서 내성 형성에 프론호페어 (독 일)

대한 5-치환 뉴클레오시드류의 이용 및

이들 뉴클레오시드류를 함유하는 약제

98-701869 ″ 사람 백혈구 엘라스타제 억제제로 유용한 Geneca Ltd. (영 국)

프롤린유도체

98-701895 ″ 면역관련벙 처치제 및 그의 탐색방법 환경과학연구소 (일 본)

98-701933 ″ 인터루킨- 6 작요의 억제방법 Eli Lilly ＆ Co. (미 국)

98-701949 ″ 미분화 세포의 제조방법 도트 가지 자스원더 (영 국)

98-701962 ″ 신규의 담즙산- 변환미생물 Tokyo Tanabe (일 본)

98-702001 ″ 콕시디오이데이 이미티스 검출용 증폭 Gen- Probe (미 국)

프라이머 및 핵산프로브

98-020076 ″ 조미료용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제조방법 농심 (한 국)



86 특집/ 바이오 (Bio)산업관련 특허출원 동향

공개번호 공개일 발명의 명칭 출 원 인

98-020192 ″ 페스탈로티옵시스 속 균주 및 이로부터 화랑환경 (한 국)

생산되는 생물 고분자 응집제

98-020034 사람 파필로마바이러스 16형 E6 단백질에 제일제당 (한 국0

″ 대한인체의면역성 조절기능을 가진 펩타이드

98-020122 ″ 대장균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X 단백질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제조방법

98-020210 ″ 재조합 인간 적혈구 조혈인자의 제조방법 엘지화학 (한 국)

98-020240 ″ 상황버섯의 원목 인공재배방법 류충현 (한 국)

98-020379 ″ 사이토킨 성장인자로 인한 질병의 치료방법 솔로몬 비 (한 국)

98-020706 ″ 분뇨발효 처리방법 고규태 (한 국)

98-020735 ″ 안정화한 효소의 캡슐을 함유하는 화장료 태평양 (한 국)

98-020772 ″ 헤모글로빈 변성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노광 (한 국)

그램증성 패혈증 치료제

98-020773 ″ 헤모글로빈 변성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노광 (한 국)

그램증성 패혈증 치료제

98-020841 ″ 미생물이 고정화된 담채가 다층 배치된 수처 포항공과대학교 (한 국)

리용 반응기 및 이를 이용한 수처리 방법

98-020956 ″ 재조합 미생물의 발효시 생산되는 생리활성 엘지화학 (한 국)

단백질의 산화, 환원 조절방법

98-020952 ″ 항진균 활성을 갖는 펩타이드 목암생명공학연구소 (한 국)

98-020958 ″ 인삼자엽 유래의 단일배 배양을 통한 기내 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 국)

유식물체 생산방법

98-021298 ″ 섬자리공 항바이러스성 단백질의 유전자를 진로 (한 국)

이용하는 클로닝벡터

98-021868 ″ 신규한 빙핵활성 미생물 삼양제넥스 (한 국)

98-022142 1998.6.25 대장균에서 세포외 신호조절 단백질 키네 엘지화학 (한 국)

이즈- 2의 제조방법

98-022143 〃 대장균에서 발현된 유전자 재조합 매트릭스 엘지화학 (한 국)

메탈로프 로테이네이즈- 1 단백질의 정제

방법

98-022440 1998.7.6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면역기능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조절하는 합성 펩타이드

98-022695 〃 포스포리파아제C 감마 1 동위효소와 단백질 포항공과대학교 (한 국)

상호간 결합 효율의 정량적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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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2888 〃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pre S 다이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단백질 및 트라이머 단백질

98-024488 〃 혈액응고제 인자활성화법 Nipon조키 Seiyaku (일 본)

98-024847 〃 유전자 요법을 위한 개선된 레트로바이러스 바이로메디카패시픽 (한 국)

벡터

98-025142 〃 유전자 치료용 하이브리드 프로모터를 함유 Hoechst (독 일)

하는 핵산 작제물

98-025285 〃 신규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SY8- 24 류희민 (한 국)

(KFCC- 11027)와 대두박을 이용한 대량

생산방법

98-025294 〃 내부순환형 광 생물반응기 및 이를 이용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 국)

광합성 미생물의 배양방법

98-702101 1998.7.15 CD28발현의 조절을 위한 방법 및 조성물 ICN Pharmaceuticals (미 국)

98-702105 〃 식물에서의 슈크로스 포스포릴라제의 발현 Monsanto (미 국)

98-702110 〃 핵산 증폭을 위한 안정화된 효소 조성물 Gen- Probe (미 국)

98-702099 〃 심장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안지오텐신 G.D Searle ＆ Company (미 국)

전환 효소 억제제와 부작용- 감소된 양의

알도스테론길항제의 조합 치료요법

98-702100 〃 심장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안지오텐신 G.D Searle ＆ Company (미 국)

전환 효소 억제제와 부작용- 감소된 양의

알도스테론길항제 및 이뇨제의 조합 치료요법

98-025374 〃 살모넬라속 균주의 신속한 동정을 위한 증진 두산인재기술개발원 (한 국)

배양액 및 배양방법

98-025375 〃 리스테리아속 균주의 신속한 동정을 위한 두산인재기술개발원 (한 국)

증진배양액 및 배양방법

98-025447 〃 C6β-케모카인에 속하는 사람의 MRPCDNA 녹십자 (한 국)

98-702118 〃 GnRH-루코톡신 키메라 서스캐처원대학교 (캐나다)

98-702119 〃 인간췌장 세포계 The Reagent of the (미 국)

University df California

98-702139 〃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게놈의 제조방법 Rhone Poulenc Rorer (프랑스)

98-702156 〃 신규 DNA, 신규 폴리펩티드 및 신규항체 Kyowa Hakko (일 본)

98-702160 〃 진핵생물 개시 인자 5에이(이아이에프-5에이) Novartis (스위스)

돌연변이체

98-702173 〃 아실기 전이활성을 갖는 단백질을 암호화 Suntory (일 본)

하는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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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02186 〃 각질 세포 성장 인자- 2 Human Genome Sciences (미 국)

98-702187 1998.7.15 혈관 혈관증과 재발협착증의 흡입된 산화 General Hospital (미 국)

질소에 의한 치료

98-702199 〃 생체 내 외인성 형질감염 및 발현용으로 Rhone Poulenc Rorer (프랑스)

유용한 의약 배합물

98-702206 〃 MPL 리간드 유사제 Amgen (미 국)

98-702238 〃 인터루킨- 15의 길항제 Immunex (미 국)

98-702268 〃 항-형질변이 성장인지- β 유전자 요법 The University of Utah (미 국)

98-702276 〃 다종 종양 이상 성장유전자 K.U. 로이벤 Research (벨기에)

and Development

98-702283 〃 p53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사람 p53 유사한 The Wistar Institute (미 국)

구조를 갖는 펩티드 및 펩티도미메틱

98-702285 〃 트롬빈 억제제로서의 신규 디펩티드 아미딘 BASF AG (독 일)

98-702312 〃 유전자 치료용 백터 제제에서 작용적으로 Univ. of Texas System (미 국)

불활성인 유전자의 양을 신속히 결정하는

시험법

98-702369 〃 신규 단백질 및 그 제조방법 유끼지루시유교 가부시끼가 (일 본)

이사

98-702438 〃 항인자-XA, 조직인자 응고계 저해제-복합체 Yatron Laboratory (일 본)

모노클로날 항체 및 그의 용도

98-702451 〃 단백질-티로신 키나제 키메라에 의한 세포 The General Hospital Co. (미 국)

면역성의 방향전환

98-702453 〃 생물학적 공급원으로부터 인자 나인을 Octapharma AG (스위스)

제조하는 방법

98-702480 〃 B형 간염 백신 SmithKline Beecham (벨기에)

Bioloicals SA

98-025768 〃 수용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새로운 발현 한일합섬 (한 국)

플라스미드

98-025802 〃 에리스로박터 속 신규 미생물 제은 (한 국)

98-025804 〃 원생생물성 포식자(천적)을 이용한 적조 박신 (한 국)

예방 및 처리방법

98-025807 〃 가용성 인테 인터루킨-6의 제조방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98-025843 〃 함박꽃나무에 분리한 항생물질 신국현 (한 국)

98-025844 〃 생강나무에서 분리한 항생물질 신국현 (한 국)



식품기술 제13권 제4호 (2000. 12) 89

공개번호 공개일 발명의 명칭 출 원 인

98-025939 〃 인간 과립성 백혈구 거식세포- 군체 자극인 제일제당 (한 국)

가와 인터쿠이킨 3의 융합단백질 및 그의

제조방법

98-026246 〃 인간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 유전자, 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염기서열 및 그의 아미노산 서열

〃 인간 단백질 변이인산화 효소 유전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HPK) 그의 염기서열, 효소 단백질 및 그의

아미노산 서열

98-026283 〃 스트렙토키나제 및 스트렙토도르나제를 풀무원 (한 국)

동시에 고역가로 생산하는 스트렙토코거스 속

미생물

98-026283 〃 한타바이러스 76- 118의 뉴클레오켑시드 제일제당 (한 국)

단백질의 제조방법 및 신증후출혈 진단제

98-026287 1998.7.15 인간유래 한탄바이러스 뉴클레오캡시드 제일제당 (한 국)

단백질유전, 이의 제조방법 및 신증후출혈

진단제

98-028095 〃 활성부위 젤라티네이즈 A 및 이의 제조방법 엘지화학 (한 국)

98-028096 〃 활성부위 젤라티네이즈 B 및 이의 제조방법 엘지화학 (한 국)

98-028097 〃 활성부위 콜라게네이즈 및 이의 제조방법 엘지화학 (한 국)

98-028098 〃 활성부위 콜라게네이즈-3 및 이의 제좁방법 엘지화학 (한 국)

98-702200 〃 핵산 함유 조성물과 이의 제조방법 및 용도 Rhone Poulenc Rorer

98-028335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유래의 항원단백질을 목암생명공학연구소

함유하는 리포좀

98-028341 〃 유전자 재조합 인간 오스테오칼신의 정제 엘지화학 (한 국)

방법 및 처리방법

98-027011 〃 하이브리드 티 장미 식물 베, 코스데스 죄멘 로젠슐렌 (독 일)

게임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8-027015 〃 신규 셀룰로오스 생상균 Bio- Polymer Research (일 본)

Company Ltd.

98-027291 〃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방법 한화종합화학 (한 국)

98-027826 〃 항B형 간염 바이러스 활성을 갖는 신규한 중외제약 (한 국)

제니핀 유도체

98-029953 1998.7.25 B형 간염 바이러스 X단백질에 대한 단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클론항체, 이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

세포주 및 그들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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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31044 〃 신규의 슈도모나스 플루오레센스균주 서주원 (한 국)

PP-73과 그를 이용한 무공해 농약으로서의

용도

98-031184 〃 대장균에서 세포의 신호조절 단백질 키네 (주)엘지화학 (한 국)

이즈- 1의 제조방법

98-031767 〃 대장균에서 발현된 젤라티네이즈 A변이 (주)엘지화학 (한 국)

단백질의 정제방법

98-031768 〃 대장균에서 발현된 젤라티네이즈 B변이 (주)엘지화학 (한 국)

단백질의 정제방법

98-032063 〃 뉴로펩티드 Y수용제 길항제를 포함하는 Sanofi (프랑스)

화장품 조성물

98-032222 〃 생물학적 오폐수처리장치 서윤 (한 국)

98-032276 〃 진단제 및 예방백신서울 바이러스R22의 제일제당(주) (한 국)

뉴클레오켑시드 단백질 유전자,재조합 플라스

미드,형질전환 대장균 및 신증후 출혈열

98-032504 〃 포유류 세포의 성장억제방법 Rohm ＆ Hass (미 국)

98-032672 〃 돼지 생식 및 호흡 증후군 바이러스의 유럽 Akzo Novel N.V. (네델란드)

백신 균주

98-032766 〃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복합체의 아글 Protein Technologies Int l (미 국)

루콘으로 2단계 전환방법

98-032831 〃 발효를 통한 L- 아미노산의 생산방법 Ajinomoto (일 본)

98-033489 〃 생물학적 폐수처리 공정에서 비산소소비율과 주현종 (한 국)

질산성 질소율 실시간을 자동측정하여

간헐회분식 반응조의 공정을 최적화시키는

방법 및 장치

98-033512 1998.7.25 오폐수 처리용 미생물 접촉재 (주)효성티앤씨 (한 국)

98-033594 〃 오폐수 처리용 유동상 미생물 접촉제 (주)효성티앤씨 (한 국)

98-033946 〃 폐수처리용 활성미생물 배양물질 및 박덕규 (한 국)

그 사용방법

98-034698 〃 발효에 의한 L- 글루타민의 제조방법 (주)세원 (한 국)

98-034805 〃 신 균주 블레이트슬리아 트리스포라(+) 및 동국제약(주) (한 국)

(- ) 그리고 이를 이용한 베타카로틴의 방법

98-034824 〃 효소를 이용한 한외여과막 반응기에서 키토산 김세권 (한 국)

올리고당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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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34825 〃 항산화성 펩티드 및 그의 생산방법 김세권 (한 국)

98-034989 〃 배추폐기물을 이용한 살충성 곰팡이 배지 강선철 (한 국)

및 이의 제조방법

98-035003 〃 아마란스 종자로부터 콜레스테롤 저하능을 농촌진흥청 (한 국)

갖는 식물성 스쿠알렌의 제조방법

98-035004 〃 수조내 기생하는 패혈증 및 장염 비브리오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을 제거하는 고성능 관형 자외선 살균장치

98-035257 1998.8.5 새로운 인간 성장호르몬 방출인자 유전자, (주)대웅제약 (한 국)

그의 발현백터 및 이를 이용한 hGRE의

제조방법

98-036813 〃 항균물질 JCG 580 및 그의 분리방법 양민석 (한 국)

98-036941 〃 비환원성 당을 생성하는 미생물 제일제당(주) (한 국)

98-036942 〃 비환원성 당을 생성하는 미생물 제일제당(주) (한 국)

98-038203 〃 항-간암 마우스 모노클로날 항체에 의해 Shanghai Institute (중 국)

전달되는 방사성소핵체를 함유하는 의약 Biology Academy

98-038341 〃 1-모노리노레일 글리이세롤의 항레지오넬라 제일제당(주) (한 국)

항생물질로서의 용도

98-038342 〃 사이클로스포린 A 생성 변이균주, 이의 제일제당(주) (한 국)

분별방법 및 사이클 로스포린 A의 제조방법

98-702595 〃 미생물 부착용 담체 및 그 제조방법 Mitsubishi Chemical (일 본)

98-702602 〃 신규 효모 유전자 Kyowa Hakko (일 본)

98-702650 〃 체액 중의 단백질 파편 검정 Ostheometer Biotech A/S (덴마크)

98-702702 〃 신규의 증식인자 및 이를 암호하는 유전자 암레드 Operations PTY (오스트리아)

서열

98-702833 〃 인간 헤르페스-바이러스-8을 치료하기 위한 SmithKline Beecham (미 국)

펜시글로비르의 용도 PLC

98-702834 〃 레트로바이러스 조절 단백질로부터 유래된 네오박스 자구리 (프랑스)

비독성 면역원, 항체 그들의 제조방법 및

그들을 함유한 제약조성물

98-039738 〃 포유동물 세포 유래성 당단백질의 당쇄화 및 제일제당(주) (한 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세포 배양제지

98-039739 〃 L- 트립토판의 유전공학 제조방법 제일제당(주) (한 국)

98-039740 〃 L- 루이신 생산 미생물인 코리네박테리움 제일제당(주) (한 국)

글루타미컴 CH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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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39741 〃 세파로스포린 C 생산 미생물 및 이를 이용한 제일제당(주) (한 국)

세팔로스프린 C의 제조방법

98-040234 1998.8.15 라이신 발효 균체를 이용한 단백질 사료원의 BASF AG (독 일)

제조방법

98-040308 1998.8.17 젤라티네이즈 A 변이체 및 이의 제조방법 (주)엘지화학 (한 국)

98-040319 〃 글루타민 펩타이드와 클로렐라 성장인자를 제일제당(주) (한 국)

함유하는 음료조성물

98-042215 〃 식물병원성 미생물함유제초제 및 그 제조 Mitsui Toatsu (일 본)

방법

98-042214 〃 트레할로오스 포스포릴리아제, 그 제조 Hayashibara (일 본)

및 용도

98-042215 〃 코지비오스 포스포릴리아제, 그 제조방 Hayashibara (일 본)

및 용도

98-042603 〃 안티트롬빈- Ⅲ의 제조방법,이의 정제방법 녹십자 (일 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

98-043637 〃 연속발효에 의한 L-글루탐산의 제조방법 Ajinomoto (일 본)

98-042777 〃 뉴클레오사이드-5- 포스페이트 에스테르의 Ajinomoto (일 본)

제조방법

98-042860 〃 사람에서 분리한 C 6 β- 케모카인Lkn- 2 (주)녹십자 (한 국)

(Leukotactin- 2)의 cDNA 및 재조합

Lkn- 2의 제조방법

98-043726 〃 재조합 넙치 성장 호르몬의 정제방법 (주)엘지화학 (한 국)

98-043727 〃 대장균에서 발현된 세포의 신호조절 단백질 (주)엘지화학 (한 국)

카네이즈- 1의 정제방법

98-043728 〃 대장균에서 발현된 세포의 신호조절 단백질 (주)엘지화학 (한 국)

카네이즈- 2의 정제방법

98-044737 1998.9.5 알칼리게네스속 균주KS3 (주)동성화학 (한 국)

(Alcaligenes sp. strain KS3)

98-044738 〃 슈도모나스속 균주 SY5 (주)동성화학 (한 국)

(Pseudomonas sp. strain SY5)

98-702930 〃 인터페론- t를 사용하는 자가면역질환의 Univ. of Florida (미 국)

치료 방법

98-702961 〃 재조합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생산 세포주 히사미쓰 세이야꾸 (일 본)

98-703029 〃 세포이식을 위한 이식촉진자로서의 Univ. of South Florida (미 국)

세르톨리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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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03043 〃 융합단백질로서의 비정형 항원 압출시스템 센트로데 인제니에리아 (쿠 바)

제네티카 와이

바이오테크놀로지아

98-703045 〃 신규 유전자 재조합체 하사미쓰 세아야꾸 (일 본)

98-703061 〃 IL- 17수용체 Immunex (미 국)

98-045094 1998.9.15 인간 B형 간염 바이러스 중합효소에서 유래한 동화약품공업(주) (한 국)

RNase H 효소단백질 및 그의 제조방법

98-045842 〃 돌연변이체 제한효소 문병조 (한 국)

98-046342 〃 재조합 대장균을 이용하여 유당 또는 유청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으로부터 PHB(poly-3-hydroxybutyrate)

를 제조하는 방법

98-046657 1998.9.15 바이오 농약 윤경중 (한 국)

98-049302 〃 새로운 고향기 약주효모균주 사카로마이세스 두산인재기술개발원 (한 국)

세레비제 TD03과 이를 이용한 약주의 제조

방법 C 생산 미생물 및 이를 이용한 세팔

로스프린 C의 제조방법

98-049303 〃 새로운 고향기 맥주효모균주 사카로마이세스 두산인재기술개발원 (한 국)

세레비제 CZ15와 이를 청주의 제조방법

98-049304 〃 신규 고향기 청주효모군주 사카로마이세스 두산인재기술개발원 (한 국)

세레비제 CT 14와 이를 이용한 청주의

제조방법

98-049305 〃 스핑고리피드의 발효생산성이 우수한 신규한 두산인재기술개발원 (한 국)

효모 균주 피치아 시페하이 DSCC

7- 25의 분리방법

98-049306 〃 신규 효모균주 피치아 시페라이 DSCC 두산인재기술개발원 (한 국)

7- 25의 발효 최적화를 통한 고효율 스핑

고리피드의 제조방법

98-050021 〃 부착성 동물세포 배양용 원통형깊이 필터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 국)

고팅방법

98-050070 〃 D- 아미노산 아미노트랜스퍼라아제 활성을 제일제당(주) (한 국)

갖는 고온성 균주바실러스 스티아로더모

필러스 KL-01

98-050066 〃 고정생물막 공법과 우회흐름을 이용한 폐수의 현대중공업(주) (한 국)

유기물, 질소인 동시 제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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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50578 〃 섬자리공 항바이러스성 단백질(PIP)의 (주)진로 (한 국)

유전자를 이용한 PCR 클로닝벡터

98-051067 〃 포스트립 공법을 개조한 생물학적 처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 국)

방법 및 장치

98-051076 〃 폐기물을 이용한 유기성 폐수의 생물학적 포항종합제철(주) (한 국)

처리방법 및 장치

98-051828 1998.9.25 균주를 이용한 페닐아세트알데하이드의 에스케이(주) (한 국)

제조방법

98-052304 〃 신규 엔드- 아눌리나제 및 이를 이용한 김수일 (한 국)

이눌로 올리고당의 제조방법

98-053292 〃 연쇄상구균 속의 균체와 이를 이용한 항 한솔제지(주) (한 국)

종양제

98-054301 〃 광합성세균 배양물이 결합된 어류용 항종 두산인재기술개발원 (한 국)

양제

98-054797 〃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담체 및 그 삼성엔지니어링(주) (한 국)

제조방법

98-054882 〃 대장균에서 조피볼낙 성장 호르몬의 (주)엘지화학 (한 국)

제조방법

98-055568 〃 글루탐산을 생산하는 미생물 및 이를 제일제당(주) (한 국)

이용한 글루탐산의 제조방법

98-056257 〃 새로운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Bacillus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licheni- formis)균주 및 균주가 생산하는

혈전 용해성 효소단백질

98-056781 〃 악취 분해능 미생물제의 제조방법 (주)효성티엔씨 (한 국)

98-059983 19998.10.7 미생물 배양용 효모 엑기스 제조방법 SK(주) (한 국)

98-063223 〃 젖산균 배양액을 이용한 맥주 제조방법 두산인재기술개발원 (한 국)

98-063909 1998.10.7 모노클로널 항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Akzo Novel NM.V (네덜란드)

함유하는 약학조성물 및 진단시약

98-064209 〃 라피노스 신타제 유전자 및 이의 용도 Shumitomo (일 본)

98-064213 〃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인슐린 Hoechst AG (독 일)

분리 방법

98-064258 〃 항비만 단백질 Eli Lily ＆ Co. (미 국)

98-064989 〃 고속 생물분해 방식에 고농도 유기성 폐수 최성훈 (한 국)

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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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64992 〃 고속 분해 발효기 장형수 (한 국)

98-065043 〃 산화 무기질에 의한 미생물의 발효 극대화 백정광 (한 국)

98-064719 〃 인터로이킨- 18- 수용체 단백질 Hayashibara (일 본)

98-065146 〃 스트렙토마이세스속 균주가 생산하는 신규 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 국)

항균 항녹조류 항생물질인 십육-매칠옥

시졸로마이신의 분리 및 제조법

98-065158 〃 유황함유 악취제거 미생물 및 이를 이용한 와스텍(주) (한 국)

악취 제거방법

98-065408 1998.10.15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을 함유하는 피부 (주)대웅제약 (한 국)

외용제 조성물

98-065896 〃 유용 미생물군 활용의 축산 배수 처리 T anabe (일 본)

〃 시스템

98-066404 〃 대장균에서 인간 적혈구 형성 자극인자의 (주)엘지화학 (한 국)

대량 생산방법

98-066405 〃 대장균에서 인간 적혈구 형성 자극인자의 (주)엘지화학 (한 국)

대량 생산방법

98-066516 〃 효소처리법에 의한 식물에 함유된 사포닌 윤형환 (한 국)

을 포함한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방법

98-066681 〃 돌연변이가 유발된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주)엘지화학 (한 국)

1형의 단백질 분해효소 및 그의 제조방법

98-066682 〃 돌연변이가 유발된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주)엘지화학 (한 국)

1형의 단백질 분해효소 및 그의 제조방법

98-066770 〃 대특정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라이머를 (주)제일제당 (한 국)

이용한 PCR 방법에 의한 비브리오 불리

피쿠스(Vibrio vulnificus)의 감염 진단

방법

98-067002 〃 스트렙토키나제를 리포좀에 봉입하여 얻는 김종국 (한 국)

혈중체류성 혈전용해제 및 그 제조방법

98-067009 〃 미생물 셀룰로오스 생산용 배지 및 그를 이희찬 (한 국)

이용한 미생물 셀룰로오스의 제조방법

98-067138 〃 유전자 또는 생물학적 활성약물을 세포 내로 한국과학기술개발원 (한 국)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지방유제 및 그것의

제조방법

98-067476 〃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변이주에 의한 글루코스 두산인재기술개발원 (한 국)

옥시다제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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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67506 〃 항균성 미생물제제, 그 제조방법 및 처리 서형원 (한 국)

방법

98-067507 〃 미생물 전달매체 및 그 제조방법 서형원 (한 국)

98-067657 〃 수두 바이러스 백신의 제조방법 (주)엘지화학 (한 국)

98-067658 1998.10.15 역가가 높은 수두 생백신 조성물 및 이의 (주)엘지화학 (한 국)

제조방법

98-067694 〃 오·폐수 정화처리를 위한 미생물 접촉여 채범석 (한 국)

과제 및 그의 제조방법

98-067709 〃 경구투여용 백신제형 및 이의 제조방법 (주)엘지화학 (한 국)

98-067794 〃 지방산 전이효소 유전자를 이용한 신규의 서주원 (한 국)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유사물질 생성균주

의 생산

98-068347 〃 스타필로키나제 발현 재조합 미생물 및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그를 이용한 스타필로키나제의 제조방법

98-703094 〃 미생물 부착용 담체 및 그 제조방법 Mitsubishi (일 본)

98-703099 〃 프로테이나제 K에 대한 내성을 갖는 네이 Biovaccines (캐나다)

쎄리아 메닝기티디스의 표면단백질

98-703102 〃 상피 흡착성 락토바실러스 프로비 AB (스웨덴)

98-703173 〃 하루딘의 아미노산 서열에 기초한 트롬빈 National Research (캐나다)

억제제 Council df Canada

98-703177 〃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 제18형을 암호화 Merck ＆ Co. (미 국)

하는 DNA

98-703205 〃 세포배양방법 스트링거 (영 국)

98-703211 〃 미생물 조절방법 Unisearch Limited (오스트리아)

98-703260 〃 gClq 수용체, 이에 결합하는 HIV- gp120 Tanox Biosystems (미 국)

영역 및 관련 펩티드 및 표적항체

98-703267 〃 유전자 발현 억제에 관련되 DNA 분자 및 Shionogi (일 본)

신규 단백질

98-703268 〃 돼지의 생식 및 호흡장애증후군(ORRS)을 라보라또리오스 이쁘라 에쎄 (스페인)

유발하는 바이러스 신종 약독화 균주와 그

균주로써 얻을 수 있는 백신 및 진단수단과

제조방법

98-068824 〃 리팜핀내성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라에 신 (한 국)

규의 변이주와 그 뉴클레오타이드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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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68858 〃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주)바이오니아 (한 국)

타입16,18의 동시검출을 위한 PCR 프라

이머 및 그를 이용한 바이러스 감염여부의

진단방법

98-068907 〃 과산화수소에 저항성을 갖는 신규 미생물 삼성전자 (한 국)

98-069001 〃 적조생물의 제거장치 및 제거방법 한국정수공업 (한 국)

98-069003 〃 폐수처리용 미생물제제 제보방법 박민규 (한 국)

98-069011 〃 고순도 말토스의 제조방법 (주)삼양제넥스 (한 국)

98-069019 〃 한국형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미구조 단백질 (주)엘지화학 (한 국)

3에서 유래한 단백질 분해효소 단백질 및

그의 제조방법

98-069020 〃 히스티딘이 표지된 한국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주)엘지화학 (한 국)

의 비구조 단백질3-4A 및 그의 제조방법

98-069021 〃 히스티딘이 표지된 한국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주)엘지화학 (한 국)

의 성장 촉진 특성을 지닌 펩티드

98-703439 〃 조건 발현 시스템 Rhone-Poulenc Rorer (프랑스)

98-703453 〃 악성 종양의 예방 또는 치료용의 HER- 2/ University of Washington (미 국)

neu 단백질의 세포 내 도메인

98-703454 〃 바이러스 벡터 및 과다증식성 질환, 특히 CaseWestem Reserve

재발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의 용도 Univ.

98-703459 〃 진단 및 치료용의 방사선 표지된 펩티드 다이어타이드 (미 국)

98-703463 〃 광학에너지에 의한 생물학적 조직의 자극 Raser Biotherapy (미 국)

98-703534 〃 사람 크립틴 성장 인자 Human Genome Sciences (미 국)

98-703570 〃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면역유발제 University 디글리스튜디디 (이탈리아)

카멜라노

98-703586 〃 가입가스의 미생물학적 제어장치 월뜨라쁘로뽀르뉘뜨리시옹엥 (프랑스)

뒤스뜨리르쉐르쉐

98-703591 〃 당 개질된 세포 증식 억제제 Bayer AG (독 일)

98-075195 1998.11.16 트리코스포로노이데스 속 변이균즈 및 제일제당(주) (한 국)

이를 이용한 에리스리톨의 제조방법

98-075254 〃 재조합 활성 프로인슐린의 분리·정제 방법 (주)종근당 (한 국)

98-075704 〃 헤리코박터 피로리의 항원단백질 CagA를 (주)대웅제약 (한 국)

발견하는 재조합 미생물

98-075705 〃 헤리코박터 피로리의 항원단백질 UreB를 (주)대웅제약 (한 국)

발견하는 재조합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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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75709 〃 히스티딘이 표지된 인간 트롬보포이에틴 (주)대웅제약 (한 국)

(hTPO) 및 그의 제조방법

98-075710 〃 인간 트롬보포이에틴(hTPO)활성을 나타 (주)대웅제약 (한 국)

내는 단백질 및 그의 제조방법

98-075768 〃 p53 항암유전자를 선택적으로 발현하는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인체 암세포주 및 그의 제조방법

98-075569 〃 시설하우스내 인공 씨감자(potato microtuber)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의 밀실 단축 및 년중 다회전 재배를 통한

무병,우량 소괴경 씨감자(potato microtuber)

의 대량생산 방법

98-075770 〃 히스티딘이 표지된 파네실 전이효소 (주)엘지화학 (한 국)

(Farnesyl- transferase) 및 그의 제조방법

98-075771 〃 히스티딘이 표지된 재조합 인간 제라닐제라닐 (주)엘지화학 (한 국)

전이효소1(Geranylgerany1 transferase

type1)

98-075883 〃 유용미생물군 제제 및 그의 제조방법 이지영 (한 국)

98-075874 〃 대장균에서 인터루킨- 13의 대량생산 방법 (주)엘지화학 (한 국)

98-075977 〃 돼지 신장으로부터 아미노펩티다제 엠의 정제 동아제약(주) (한 국)

방법

98-076911 〃 장내 유해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새로운 김동현 (한 국)

한국형 유산균 및 그의 용도

98-076978 〃 아르기닌을 이용한 인체 부갑상선 호르몬의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효율적인 생산방법

98-077025 1998.11.16 하이브리드 티 장미 식물 제957호 베 코르데스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8-077026 〃 하이브리드 티 장미 식물 제958호 베 코르데스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8-077027 〃 하이브리드 티 장미 식물 제959호 베 코르데스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8-077028 〃 하이브리드 티 장미 식물 제961호 베 코르데스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8-077029 〃 하이브리드 티 장미 식물 제963호 베 코르데스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8-077030 〃 하이브리드 티 장미 식물 제964호 베 코르데스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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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77031 〃 하이브리드 티 장미 식물 제965호 베 코르데스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8-077032 〃 하이브리드 티 장미 식물 제968호 베 코르데스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8-077033 〃 하이브리드 티 장미 식물 제969호 베 코르데스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8-077105 〃 HCV E2 단백질을 발현하는 재조합 (주)녹십자 (한 국)

미생물 및 그로부터 HCV E2 단백질의

제조방법

98-077255 〃 셀룰로오스 첨가에 의한 미생물 셀룰로오 동화약품공업(주) (한 국)

스의 생상성 증진방법

98-077267 〃 자일리톨- 생산능을 갖는 미생물을 배양하 서진호 (한 국)

여 자일리톨을 생산하는 방법

98-077327 〃 마이토젠 유도단백질 카아네이즈(mitogen (주)엘지화학 (한 국)

acti-vated protein kinase)를 생산하는

세포주 및 그의 제조방법

98-077401 〃 와일드타입 p53 유전자벡터와 양이온성 문우철 (한 국)

리포솜을 함유하는 함의 유전자 치료제

98-077501 〃 라넬라 아쿠아틸리스로부터 유래된 레반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크라제의 염기서열 및 아미노산 서열

98-077531 〃 다공성, 생분해성 인공장기와 이의 제조방법 한국화학연구소 (한 국)

98-077634 〃 포유동물에서 인간 락토페린의 대량생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방법

98-077837 〃 새로운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유전자 및 (주)엘지화학 (한 국)

이를 이용하여 대장균에서 아세틸콜린에스

테라제를 제조하는 방법

98-077884 〃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의 대량생산을 위한 목암생명공학연구소 (한 국)

DO- stat 유가식 배양방법

98-077885 〃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를 발현하는 재조합 목암생명공학연구소 (한 국)

미생물 및 그로부터 전기 재조합 단백질의

제조방법

98-078032 1998.11.16 신규 고온성 바실러스 속 미생물 및 그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부터 생산되는 내열성 입체특이적 D- 아미

노펩티다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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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78033 〃 신규 고온성 공생 심비오박테리움 속 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생물 및 그로부터 생산되는 내열성 티로

신 페놀리아제 및 프립토파나아제

98-078034 〃 신규 고온성 바실러스 속 KLS- 01 및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로부터 생산되는 내열성 D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리아제, L아스타테이트 아미노트

랜스퍼라아제 및 알라닌 라세마아제

98-078036 〃 신규 고온성 바실러스 스테아로더모필러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BCS- 2 및 이로부터 생산되는 내열성D- 알

라닌 아미노펩티다아제 및 L- 아스파테이트

아미노트랜스퍼라아제

98-078037 〃 신규 고온성 바실러스 속 미생물 및 이로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터 생산되는 내열성 L-아스파테이트 아미

노트랜스퍼라아제,알라딘 라세마아제 및

글루타메이트라세마아

98-078038 〃 재조합 내열성 트립토파나아제 A 및 B,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이들의 제조방법 및 이들을 이용한 L-트립

토판의 제조방법

98-078180 〃 신규한 박테리오신을 생산하는 신규 락토코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스 속 미생물 그로부터 생산되는 박테리오신

98-079551 1998.11.25 폴리펩티드 Hayashibara (일 본)

98-079629 〃 씨4 식물의 광합성 효소를 발현하는 씨3식물 농림수산성농업 (일 본)

생물자원연구소

98-080095 〃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가 도입된 스트레스 저 농림수산성농업 (일 본)

항식물 및 그의 생산방법 생물자원연구소

98-080102 〃 모에노마이신 군의 항생제의 비스무트염, Hoechst AG (독 일)

이의 제조방법, 이의 용도 및 당해염을

포함하는약제

98-080460 〃 대장균 변이주 H.S.P 겡꾸쇼(주) (일 본)

98-080514 〃 항-인간 파스 인간화 항체 Sankyo (일 본)

98-080569 〃 cd c25B 유전자의 프로모터, 이의 제법 및 Hoechst AG (독 일)

용도

98-080661 〃 헬리코박토필로리의 감수성인 무모하우스 Nissin Seiyum (일 본)

98-080993 〃 항-파스 항체 Sankyo (일 본)

98-081041 〃 사이토크롬 씨 및 그의 유전자 Hoffmann- La Roche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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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81114 〃 인플루엔자 백신 Dupa International (네덜란드)

Research

98-081116 〃 신규한 항체, 이것을 함유하는 레닌활성물질 토키와카가쿠코쿄 (일 본)

및 이것을 이용한 프로레닌 측정방법

98-081220 〃 악티노바실러스 플루로뉴모니아 종의 약독한 Akzo Novel (네덜란드)

생박테리아

98-081514 1998.11.25 식물성 항균 및 항조류제,식물 생육 구조체 하야카와고무 (일 본)

및 식물 생장시 균조류의 증식 억제방법

98-082891 1998.12.5 신규한 L-루이신 생산 미생물인 코리네박 제일제당(주) (한 국)

테리움 글루타미컴(Corynebacterium

glutamicum)

98-082207 〃 생물종의 유전형 진단을 위한 다범위 DNA 농촌진흥청 (한 국)

표지인자

98-703600 〃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뉴라미니다제의 신 Gilead Sciences (미 국)

규한 선택적 저해제

98-703602 〃 변이주 아밀라제 효소 및 산소표백제를 포 The Procter ＆ Gamble (미 국)

함하는 세제조성물

98-703610 〃 펩타이드 및 이를 포함하는 자기면역질환 Hoechst Pharmaceuticals (일 본)

치료제 ＆ Chemicals

98-703665 〃 세포표면상 제1류 MHC 단백질의 수준이 Cell Genesis (미 국)

낮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세포의 이식

98-703666 〃 클라디미아 백신 SmithKline Beecham (영 국)

Biological SA

98-703667 〃 섬유아세포성장인자- 14 Human Genome Sciences (미 국)

98-703704 〃 바이러스,특히 레트로바이러스를 억제하기 Bundes Republic (독 일)

위한 “면역결핍바이러스 억제림포카인(아 Deutschland

이에스엘)”의 용도

98-703843 〃 글루코스- 유도성 재조합 바이러스 벡터 엥스트튀나쇼날드라상트에드 (프랑스)

라스세르쉬메디칼

98-703870 〃 섬유아세포성인자- 11 Human Genome Sciences (미 국)

98-703871 〃 신규한 항- AIDS 면역독소 Research Development (미 국)

Foundation

98-703889 〃 임파구 인터페론 조절인자 폴리펩티드를 Amgen Canada (미 국)

코딩하는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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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03890 〃 생체에서 생산되는 인지질의 조성을 변화 Nohon Tobbaco Sankyo (미 국)

시키는 방법 및 그를 위한 재조합 벡터

98-082955 〃 단백질 분해효소 결함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김정윤 (한 국)

변이주

98-083280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양성 혈청과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반응성이 높은 펩티드

98-083461 〃 혈소판 활성인자 수용체 결합에 대하여 길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항활성을 갖는 물질 및 이것을 함유하는

약학적 조성물의 용도

98-083736 〃 유기성폐기물(음식쓰레기)소멸 및 이를 이 임영하 (한 국)

용한 액상유기질 비료제조장치

98-083740 〃 하이브리드 티 장미식물 제865호 베 코르데스죄엔 로젤슐렌 (독 일)

게임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8-084116 〃 항산화효소 유전자의 발현증가에 미치는 (재)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 국)

인삼사포닌 성분의 효력검증방법 및 항산화

효소유전자의 발현증가방법

98-084301 1998.12.5 인체 과립구 콜로니자극인자 활성물질 및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그것의 제조방법

98-084302 〃 국소투여형 생분해성 서방형 치주염 치료 (주)삼양사 (한 국)

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98-084651 〃 공생균을 이용한 원예용 난속식물의 재배 백기엽 (한 국)

방법

98-084681 〃 특성촉진자와 유전자를 이용한 암세포 황진수 (한 국)

사멸방법(Ⅰ)

98-084682 〃 특성촉진자와 유전자를 이용한 암세포 송은경 (한 국)

사멸방법(Ⅱ)

98-084683 〃 특성촉진자와 유전자를 이용한 암세포 황진수 (한 국)

사멸방법(Ⅲ)

98-084684 〃 특성촉진자와 유전자를 이용한 암세포 송은경 (한 국)

사멸방법(Ⅳ)

98-084685 〃 특성촉진자와 유전자를 이용한 암세포 황진구 (한 국)

사멸방법(Ⅴ)

98-084965 〃 L- 락트산 탈수소효소를 이용한 광학적 순 (주)삼양사 (한 국)

수한 L.L- 락티드를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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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85239 〃 유기물 함유폐기물의 발효분해방법 및 장치 고오요 테크노 (일 본)

98-086606 〃 항균펩타이드의 대량제조방법 및 그에 유용 (주)삼양제넥스 (한 국)

한 플라스미디 벡터

98-086719 〃 이소말토- 올리고사카라이드 함유 시럽의 세레스타 홀당 비.브이 (영 국)

제조방법

98-087337 〃 인간이 아닌 형질전이된 동물로부터의 훽스트 크리티엔게젤샤프트 (독 일)

고전사 복합체의 정제방법

98-087889 〃 과당전이효소를 발현하는 바실러스 균종 및 (주)고려식품 (한 국)

이를 이용한 올리고당의 생산방법

98-087891 〃 폐흡층 유래의 시스틴 단백분해효소를 코팅 (주)유니버설 메디텍 (한 국)

하는 유전자 및 이것에 의해 코팅된 시스틴

단백분해 효소를 이용하여 페흡충증을 진단

하는 방법

98-087912 〃 배양검사를 위해 의뢰된 검체를 2종류 이상 이창연 (한 국)

의 배지에 한번의 작업으로 동시에 접종시

킬수 있는 방법

99-000214 1999.1.15 에리트로포리에틴(EPO)을 생산하는 세포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그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EPO의 제조

방법

99-000270 〃 키토산으로 도포된 백혈구 제거용 필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99-000271 〃 개질 키토산으로도포된 백혈구 제거용 필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99-000368 〃 B형 간염 표면 항원의 정제방법 (주)엘지화학 (한 국)

99-000453 〃 질산화, 탈진미생물이 선택적으로 배양되는 현대중공업(주) (한 국)

미생물조의 배열장치

99-000457 〃 미량 진세노사이드의 제조방법 (재)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 국)

99-000458 〃 진세노사이드의 Rg3의 제조방법 (재)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 국)

99-000562 〃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특이 항원인 UB (주)엘지화학 (한 국)

HBV 코어 단백질의 정제방법 및 이를

이용한 핵 항체 단백질의 검출방법

99-000583 1999.1.15 신균주 바실러스 폴리믹사 에이 49(Bacillus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polymyxaA49)와 이로부터 생산된 다당류

에이49폴

99-000615 〃 생물학적 축산폐수 처리시스템 및 운전방법 한국수자원공사 (한 국)

99-001100 〃 헬리코박터 감염에 대한 우레아제 기재 백신 제일제당(주)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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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1353 〃 AIDS 바이러스의 면역원으로 이용되는 신규 성영철 (한 국)

한 플라스미드 DNA

99-001397 〃 ACE 저해 펩타이드를 생산하는 락토바실러 (주)한국야쿠르트 (한 국)

스카제이 HY418

99-001566 〃 효소를 이용한 피부의 각전제거용 팩 한국화장품 (한 국)

99-001723 〃 신규한 바실러스속 세균균주 및 그를 이용한 박창석 (한 국)

식물성장촉진방법

99-001814 〃 전분분해효소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전분의 (주)삼양제넥스 (한 국)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99-001827 〃 비브리오 볼니피쿠스(Vibrio vulnificus)의 제일제당(주) (한 국)

세포 외막 단백질을 이용한 감염예방백신

99-001966 〃 효모와 유산균의 고속발효에 의한 영양강화 김용궁 (한 국)

풀사료 분말의 제조방법

99-002398 〃 변이형 인체 인터루킨-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99-002463 〃 체세포배를 이용한 가시오갈피의 번식방법 유창연 (한 국)

99-002874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외막단백질(FLiD)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한 국)

유전자 및 그를 발현하는 재조합 미생물

99-002912 〃 포스포리파제 C-베타4를 인지하는 단클론성 포항공과대학교 (한 국)

항체와 이를 분비하는 융합세포주

99-003181 〃 L-루이신을 생산하는 미생물 코리네박테리움 제일제당(주) (한 국)

클루타미컴

99-003299 〃 생존율이 향상된 비피더스균의 회수방법 (주)삼양제넥스 (한 국)

99-003300 〃 비피더스균의 고농도 배양을 위한 배지조성물 (주)삼양제넥스 (한 국)

99-003789 〃 미생물 셀룰로오스를 생산하는 신규의 변유량 (한 국)

아세토박터 자일리늄

99-005242 1999.1.25 온도를 유도인자로 이용하는 펩타이드 (주)삼양제넥스 (한 국)

항생물질의 발현시스템

99-006240 〃 민물어류로부터 메탈로티오네인 단백질의 암 한솔제지(주) (한 국)

호화하는 유전자 및 이의 이용

99-006283 〃 사람에게 분리한 C6β- 카모카인 LKN- 3 (주)녹십자 (한 국)

(Leukotactin-3)의 cDNA 및 재조합 LNK

- 3의 제조방법

99-006353 〃 비브리오 불니파쿠스 감염예방을 위한 제일제당(주) (한 국)

경구용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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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6371 〃 식물세포배양 중의 온도변화에 의한 택솔의 (주)삼양제넥스 (한 국)

대량생산방법

99-007062 〃 L-시스테인,L-시스텐,N-아세틸세린 또는 콘소티움퓌에르에렉트로헤미 (독 일)

티아졸리딘 유도체의 발효제조용 미생물 쉐 Industry Gmbh

및 그 발효제조방법

99-007757 1999.1.25 미생물을 이용한 축산폐기물처리방법 및 이상휘 (한 국)

그 처리시스템

99-007777 〃 면역성 및 면역자극성 올리고당 조성물 Alberta Research Council (미 국)

및 이를 제조하고 이용하는 방법

99-007783 〃 세포성 미토게네시스 및 모토게네시스의 길 Pharmacia ＆Upjohn SPA (영 국)

항제 및 그의 치료용도

99-007784 〃 파상풍독소의 기능적 단편항원 및 파상풍백신 The Research Foundation (일 본)

for Microbial of Osaka Univ.

99-007806 〃 전황성장인자- α HⅡ Human Genome Sciences (미 국)

99-007828 〃 헬리코박터 감염 방어항원 CSL Ltd. (호 주)

99-007843 〃 신규한 단백질 및 그 방법 Hoechst Pharmaceuticals (일 본)

Chemicals

99-007857 〃 혈소판의 미생물 정화방법 Univ. of North California (미 국)

99-007858 〃 박테리아의 리포프로테인으로 폴리사카라이 Henry M. Jacson Foundation (미 국)

드에 대한 면역반응의 유도 및 강화 for the Advancement of

Millitary Medicine

99-007901 〃 식물에 의해 생성된 재조합 전십이지장 리파제 쥬베이날에스 (프랑스)

및 폴리펩티드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그의 용도

99-007937 〃 큰 게놈 DNA 결실유발법 Cell Genesis (미 국)

99-007992 〃 핵전이성 이식용 세포조성물 The General Hospitals Co. (미 국)

99-008000 〃 새로운 대사경로를 만들고 이를 스크리닝 Chromosome Co. (미 국)

하는 방법

99-008003 〃 사포닌 및 스테롤을 함유한 백신 SmithKline Beecham (미 국)

Biologicals SA

99-008010 〃 송과선 특이적인 유전자- 1 Human Genome Sciences (미 국)

99-008029 〃 안지오스타틴 단편과 아지오스타틴 응집체 The Children Medicals (미 국)

및 이의 이용방법 Center Co.

99-008130 〃 알카리성 셀롤아제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Genencor Intenational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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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8155 〃 다가, 재조합 우레아제 백신 오라벡 (미 국)

99-008181 〃 알츠하이머병과 제노마우스 유래의 인체항체 HSC Reserarch & (미 국)

Development Limited

Partneship

99-008197 〃 면역화된 제노마우스 유래의 인체항체 아브제닉스 (미 국)

99-008226 〃 레트로바이러스 및 종양성장을 억제하는 Virotech Limited (미 국)

혈청제제 Partnership

99-008283 〃 사람 유래 씨이티피(CETP)에 반응성을 Nippon Tovvaco Sankyo (일 본)

갖는 모노클로날 항체 및 사람 유래 씨이

티피(CETP)의 정량방법

99-008252 〃 씨디 16- 2 변이체들 Applied Research Systrms (미 국)

ARS Holding & V

99-008299 〃 생물학적 흡착지지체 Minnesota Miling & (미 국)

Manufacturing Commpany

99-008319 〃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15 Human Genome Sciences (미 국)

99-008320 〃 사람 뉴로펩티드 수용제 Human Genome Sciences (미 국)

99-008322 1999.1.25 사람 케모틴 베타- 13 Human Genome Sciences (미 국)

99-008329 〃 변형된 미엘린 단백질 분자 엘렉시오파나슈티칼스 (미 국)

99-008335 〃 인체 케모킨 베타-8, 케모킨 베타- 1 및 Human Genome Sciences (미 국)

대식세포 염증단백질-4

99-008338 〃 프로테아제 변이체와 조성물 Novo Nordisk (덴마크)

99-008403 〃 락토바실러스 플란타픔 및 아르기닌을 포함 프로비아베 (스웨덴)

하는 제약 조성물

99-008609 1999.2.5 식물병원성진균 프렉토스포리움 타바시눔 정영륜 (한 국)

YC7- 8 및 그를 이용한 미생물 제초제와

그 제조방법

99-008647 〃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프리에스- 1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에 피토르를 인식하는 생쥐 단일클론항체의

가변영역, 이를 암호하는 유전자 및 그의

염기서열

99-008648 〃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프리에스- 1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에 대한 생쥐 단일클론항체, 이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 세포주 및 그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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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8649 〃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프리에스- 1 한구과학기술원 (한 국)

에 대한 생쥐 단일클론항체, 이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 세포주 및 그의 제조방법

99-008650 〃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프리에스- 1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피토르를 인식하는 생쥐 단일클론항체의

가변영역, 이를 암호하는 유전자 및 그의

염기성열

99-09796 〃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어류성장 (주)엘지화학 (한 국)

촉진용 경구투여 조성물

99-009815 〃 인체 자궁경부암 세포주 박재갑 (한 국)

99-009887 〃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1의 표면 단백질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지파41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 이를 생산

하는 융합 세포주 및 그의 제조방법

99-009888 〃 콜로니작극인자의 안정한 용액 제형 (주)엘지화학 (한 국)

99-009995 〃 신규한 인간성장호르몬 방출인자-인간 상피 (주)대웅제약 (한 국)

세포 성장인자 융합유전자, 이의 발현벡터

및 이를 이용한 인간성장호르몬 방출인자의

제조방법

99-010008 〃 효모용 프로모터 및 이 프로모터를 포함 (주)코오롱 (한 국)

하는 효모용 발현벡터

99-010031 〃 적조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싸이토파가속 한국해양연구소 (한 국)

미생물

99-010032 1999.2.18 유류에 의해 오염된 토양을 미생물학적으로 한국해양연구소 (한 국)

처리하는 방법

99-010296 〃 아투린을 생산하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주)제일화학 (한 국)

균주의 발효약을 이용하여 사료에서 균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

99-010297 〃 신경세포 내 외래 유전자의 전달할 수 있는 포항공과대학교 (한 국)

재조합 결손 신드비스 바이러스

99-010308 1992.2.18 세팔로스포린- C 발효액 여과폐박의 비료화 김재인 (한 국)

방법과 그 비료 수도용 완효성 노동력절감형

종합비료(RGO)

99-010409 〃 빙핵활성세균을 이용하는 식품동결 방법 엘지전자(주) (한 국)

및 그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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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0720 〃 효모용 인간 알파인터페론 유전자의 발현 (주)코오롱 (한 국)

백터, 이를 이용하여 형질전환된 효모 및

이를 이용한 인간 알파인터페론의 제조방법

99-011237 〃 면역단백질 함량을 제고시키는 산란계용 (재)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 국)

사료 및 이 사료에 의해 사양함과 함께

스트랩토커커스 뮤탄스 균주의 백신을 접종

시켜 특이면역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는

계란을 생산하는 방법

99-011283 〃 신규의 살균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이상열 (한 국)

99-011779 〃 발효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 처리기의 박승부 (한 국)

탈취장치

99-011969 〃 포스포라불로키나제를 융합파트너로 이용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한 국)

하는 대장균용 융합단백질 발현벡터

99-011970 〃 포스포라불로키나제를 융합파트너로 이용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한 국)

하는 재조합 인간부갑상선 허르몬의

발현벡터

99-011971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오막단백질 유전자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한 국)

및 그를 발현하는 재조합 미생물

99-012361 1999.2.25 신규한 대장균 변이주 CJ 181 및 그를 제일제당(주) (한 국)

이용한 L-트립토판 제조방법

99-012384 〃 세포배양용 풍선형 공기부양식 생물반응기 임목육종연구소 (한 국)

99-013007 〃 형질전환된 대장균 SS373(KCTC 8818P)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 국)

과 이를 이용한 숙신산의 생산방법

99-103797 〃 사랑의 세포마린 L(H-SemaL) 및 다른 종의 Hoechst Marion Roussel (독 일)

상응하는 세포마린 Deutschland Gmbh

99-013805 〃 비오티 비타머의 생산시 디아미노펠라르곤산 Hoffmann- Ra Roche (미 국)

아미노트 랜스포레이스에 대한 장애인의

해결방법

99-014018 〃 유전학적으로 개질된 세포, 및 질환의 예방 Hoechst Marion Roussel (독 일)

또는 치료시 이들의 용도 Deutschland Gmbh

99-014091 〃 리파제를 이용한 라이소포스포피드의 제조 두산인재기술개발원 (한 국)

방법

99-014331 〃 형질전환 대장균 SS373 및 이를 이용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국신산의 생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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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4681 〃 IL - 6 활성 저해물질 Aapplied Resrarvh Sysyems (네덜란드)

E.J. DuPont

99-014840 〃 불가사의한 돼지의 질병과 관련된 바이러 Boehringer Ingelheim (독 일)

스성 약재

99-014875 〃 주효세포조절을 위한 유전자 요법 내셔날주이쉬센Immunology (미 국)

& Respiratory Medison

99-014096 〃 유전자 발현용 프로모터 Astra AV (미 국)

99-014917 1999.2.25 전사조절사열 및 방법 Univ of Kentucky (미 국)

99-014917 〃 BMP- 15 조성물 Genetics Institute (미 국)

99-014941 〃 자궁, 난소 및 유방암의 항증식 작옹을 갖는 인데나 에스피아 (이탈리아)

약제제조시의 후하바노리난류의 용도

99-014983 1999.3.5 적색의 천연색소를 생산하는 세라티오속 홍석인 (한 국)

균주(KFCC 10970) 및 그를 이용한 적색

색조제조방법

99-015090 〃 (20S)-진세노사이드 Rg3을 함유하는 혈소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 국)

활성화 인자 수용체 결합에 대한 길항제

99-015203 〃 미생물을 음식쓰레기 소멸처리방법 및 장치 현대중기산업(주) (한 국)

99-015342 〃 사람의 전사조절매개체 유전자, 이유전자의 삼성전자(주) (한 국)

생성물 및 이유전자에 의해 형질전환된 균주

99-015343 〃 전사조절 매개체 단백질, 그것의 돌연변이 삼성전자(주) (한 국)

단백질과 이 돌연변이 단백질을 코팅하는

유전자 및 야생형 및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 형질전환된 균주

99-015350 〃 생물반응기의 배지 및 세포의 무균 이송장치 임업연구원 (한 국)

99-015351 〃 식물의 조직 및 기관배양용 배지 자동순환식 임업연구원 (한 국)

생물반응기

99-015486 〃 시규한 BSA- 진세노사이드RF 공액물질 및 나승열 (한 국)

그 제조방법

99-015536 〃 중상화된 미생물 담체용 칼슘- 규산질 다공 쌍용양화공업 (한 국)

체의 제조방법

99-015977 〃 혈압강하작용을 갖는 펩티드 김세권 (한 국)

99-016001 〃 LB71350과DMP450을 함유하는 조성물 엘지엔지니어링(주) (한 국)

99-016067 〃 활성슬러지폭조기의 다단 생물막반응기의 개조 안갑환 (한 국)

99-016368 〃 융합단백질을 이용한 인성장호르몬의 제조 (주)한일합섬 (한 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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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6687 1999.3.15 오페수의 생물학적 처리방법 이석구 (한 국)

99-016720 〃 재조합 효모에서 인간 알파- 인터페론을 (주)엘지화학 (한 국)

고수율로 생사하는 방법

99-016880 〃 할로박테리아를 이용한 박테리오돕신의 제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방법

99-016962 〃 수직교반, 상부착탈 발효조구조의 음식물 대우전자(주) (한 국)

쓰레기 처리기

99-017046 〃 암유전자 RAS 기능과 관련된 신규한 수용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및 그의 유전자

99-017225 〃 신균주 스트랩토마이세스속 MT 1882- V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KCT C 8800P)와 피에리시딘 A1 면역

억제제로서의 용도

99-017226 1999.3.25 신균주 곰팡이 MT 51005(KCTC 8787P)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와 이균조로부터 생산된 포스포리파제

C활성 저해용 조성물

99-017406 〃 글루타치온 S전이효소의 아미노 말단단편을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한 국)

융합파트너로 이용하는 융합단백질의

발현벡터

99-017047 1999.3.25 인간 성장호르몬의 발현벡터 및 그를 이용한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한 국)

인간 성장호르몬의 제어방법

99-017408 〃 대장균의 고농도 배양 및 고발현을 위한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한 국)

한정배지 조성물

99-018076 〃 생물학적정수처리장치 및 정수처리방법 포항공과대학교 (한 국)

99-018167 〃 효소 추출물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의 조능연 (한 국)

제조방법

99-018301 〃 한국에서 분리된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조해월 (한 국)

염기서열

99-018333 〃 SBT 강유전체 박막의 제조방법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99-019321 〃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용한 단백질 분해물로 류병호 (한 국)

부터 항산화제의 제조법 및 그 제품

98-07323 〃 미생물 발효시 산화 환원전위 조절을 이용한 (주)엘지화학 (한 국)

활성 단백질 생산성 증대방법

98-073755 〃 변형된 제1형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포항공과대학교 (한 국)

98-073765 〃 생물학적 폐수처리제 및 그 제조방법 세방기업(주)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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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73766 〃 생물학적 폐수처리용 미생물에 대한 담체 세방기업(주) (한 국)

및 그 제조방법

98-074068 〃 천연으로부터 분리한 신균주 캔디다 트롭피 (주)보락 (한 국)

칼리스에 의한 자일리톨의 제조방법

98-074160 〃 HVI- 1 항원 p24 및 gp41의 제조방법 동아제약(주) (한 국)

98-074429 〃 신균주 캔디다 트롭피칼리스에 의한 자일 (주)보락 (한 국)

리톨의 제조방법

98-074475 〃 재조합 대장균을 이용하여 크실로스로(xylose)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부터 PHB(poly- 3hydroxybutyrate)를

제조하는 방법

98-074925 〃 신규한 플라즈미드를 이용하여 형질전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시킨 균주 E.codi JM83/pKP2로부터

생산된 피타제(Phytase)

99-024717 1999.4.6 단백질함유 동물사료 한국 미생물공업 (한 국)

99-025082 〃 생물학적 수처리방법 삼성엔지니어링 (한 국)

99-025486 〃 YAP3유전자가 결손된 신규한 효모균주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그를 이용한 재조합 인체 부갑상선호르몬의

생산

99-025487 〃 고추식물의 조직배양 및 근두암종균을 백경희 (한 국)

이용한 형질전환

99-025553 〃 집누에로부터 분리한 항세균성 단백질 유전자 농림부 (한 국)

누에신의 cDNA와 그 재조합 단백질

99-025554 〃 유기성 폐기물의 고속분해 발효장치 농림부 (한 국)

99-025566 〃 토양에서 분리한 바실러스 속 GM44균주 두성식품 (한 국)

및 그로부터 분리된 키토신아제

99-025579 〃 단백질 및 다당류의 고분자 콤플렉스가 한국화학연구소 (한 국)

도포된 인공혈관

99-025580 1999.4.6 원심력을 이용한 소구경 인공혈관에의 내피 한국화학연구소 (한 국)

세포 이식장치

99-025670 1999.4.6 액체발효에 의한 비스판균의 제조방법 순천당제약 (한 국)

99-025671 〃 비스판균 배양액으로부터 비스판균을 회수 순천당제약 (한 국)

하는 방법

99-025672 〃 생물막을 이용한 고농도 유기물 및 질소 진도 (한 국)

제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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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5737 〃 신규한 녹농균 세포 외막단백질 유전자 및 제일제당 (한 국)

이를 이용한 녹농균 감염 예방용 백실 및

녹농균 감염증 치료제

99-025900 〃 생분해성 고분자의 제조방법 효성생활식품 (한 국)

99-025916 〃 하이브리드 티 장미식물 No.304 베 코르제스 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9-025917 〃 하이브리드 티 장미식물 No.305 베 코르제스 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9-025918 〃 하이브리드 티 장미식물 No.306 베 코르제스 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9-025919 〃 하이브리드 티 장미식물 No.307 베 코르제스 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9-025920 〃 하이브리드 티 장미식물 No.308 베 코르제스 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9-025921 〃 하이브리드 티 장미식물 No.309 베 코르제스 죄엔 로젠슐렌 (독 일)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99-025935 〃 룸부로키나제의 제조방법 및 이를 구성요소로 바이오메드랩 (한 국)

하는 액상제제 및 용도

99-025936 〃 식물조직배양을 이용한 인삼근의 생산방법 이우진 (한 국)

99-025976 〃 세라시아 마르세센스 균주와 그 배양액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분리한 프로디지오신의 면역억제제로서의 용도

99-025977 〃 Fibrobacter succinogenes S85의 CMC 최윤재 (한 국)

- xylanasse 유전자의 염기서열 및 그

유전자의 발현

99-026064 1999.4.15 과수분해효소 미생물배양법과 이를 적용한 삼성전자 (한 국)

폐수처리장치 및 그 처리방법

99-026469 〃 비형 간염 바이러스 엑스 단백질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아이지엠단일클론 항체 및 이를 포함하는

간질환 진단용 조성물

99-026532 〃 키토올리고당에 의한 간기능 장해예방 및 오천금 (한 국)

개선제

99-026601 〃 세포막 결합 글뤀네이트 탈수소효소 및 그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유전자와 혈질전환된 재조합 대장균을 이용한

2-케토- D-글루코네이트로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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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6602 〃 신규의 Acremonium sp. MJN1 균주와 그 서주원 (한 국)

추출물의 무공해 식물성장 촉진제로서의

용도

99-026646 〃 활성형의 인간 N-아세틸글루코사민 전이 김철호 (한 국)

효소 Ⅲ의 제조방법

99-026647 〃 인체 자연살상세포의 작용을 조절하는 단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클론 항체 및 이를 생산하는 융합세포주

99-026648 1999.4.15 B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조절하는 인체 골수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스트로말 세포를 인식하는 단일 클론항체

및 이를 생산하는 융합세포주

99-025465 〃 특정부위에 돌연변이가 유발된 포도당 운반체 안용호 (한 국)

glut2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당뇨병 진단

방법 및 진단시약

99-027150 〃 신규의 아미노펩티다제와 그 생산균주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99-028170 〃 고온성 사이클로덱트린 생합성 효소 및 이를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패니바실러소속 균주로부터 제조하는 방법

99-027187 〃 세포물질 소화에 의한 폴리하이드록시 알칸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산의 분리방법

99-027554 〃 재조합 효모를 이용한 재조합단백질의 제조 한일합섬 (한 국)

방법

99-027555 〃 재조합 대장균을 이용한 재조합단백질의 한일합섬 (한 국)

제조방법

99-029014 1999.4.26 트레할로오스 신테이즈 단백질 및 유전자, 제일제당 (한 국)

이를 이용한 트로할로오스의 제조방법

99-029676 〃 서열화를 위한 변경시킨 열안전성 디엔아이 Hoffimann La- Roche (스위스)

폴리머라제

99-029815 〃 전사인자의 표적유전자의 확인방법 게에스에프포슝스첸트륨퓌 (독 일)

어 움벨트운트게준트하이트

99-029816 〃 바람직한 항원 특이성 갖는 T세포의 자극 게에스에프포슝스첸트륨 퓌 (독 일)

방법 어 움벨트운트게준트하이트

99-030045 〃 무수 필름면역검정요소의 그라비어 층내에 Ortho Clinical Diagnostics (미 국)

디아릴 텔루라이드를 혼입시켜 제1슬라이드

바이러스를 감소시키고 효소안정성울 개선

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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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0413 〃 바실러스종 혼합균에 의한 하·폐수정화처리 세일기술단 (한 국)

방법 및 그 장치

99-030449 〃 활성단백질 제조균주의 애플로톡신 생성업계 장도식 (한 국)

식품조성물

99-030510 1999.5.6 리독스-싸이클링 시약을 이용한 항생제의 김수언 (한 국)

대량생산방법

99-0030639 〃 개화시기 조절유전자, 이를 포함하는 벡터 포항공과대학교 (한 국)

및 이에 의해 형질 전환된 식물체

99-0030697 〃 제초제 내성을 위한 키메라 유전자 Rhone Poulenc (프랑스)

99-0030698 〃 국내 누에나방으로부터 분리한 백강균 CS- 1 농촌진흥청 (한 국)

균주 및 이를 이용한 배추좀나방의 방제방법

99-0030752 〃 간암 생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99-0030753 〃 식물병원성 곰팡이에 대한 길항작용을 가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바실러스 균주

99-0030821 〃 폭기조내의 미생물을 이용한 오페수처리용 에스케이케미칼 (한 국)

미생물처리제 및 그 제조법

99-0031002 〃 트리코스포른 베이젤리 균주에 항진균 활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을 가지고 인체에 무해한 합성펩타이드

99-0031277 1999.5.6 참당귀에서 분리한 신규한 페틴질 다당류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그 분리방법 및 그의 면역증강제로서의 용도

99-0031466 〃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덮개 단백질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p24에 대한 단일 클론항체, 이를 생산하는

융합세포주 및 그의 제조방법

99-0031522 〃 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 Kor유전자 및 백경희 (한 국)

cDNA 제조방법

99-0031523 〃 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한 고추(Capsicum 임응표 (한 국)

annuum L)의 재분화 식물체의 대량생산

방법 및 재분화된 고추식물체

99-0031757 〃 포유동물의 세포퇴화관련 유전자의 염기서열 최윤재 (한 국)

99-0031758 〃 포유동물의 세포퇴화관련 유전자의 염기서열 최윤재 (한 국)

99-0031759 〃 Cinnamom cassia 유래의 천연물질 및 안용준 (한 국)

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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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32346 1999.5.15 소 설사병 구조단백질 gp55(E2) 유전자가 농촌진흥청 (한 국)

발현된 유전자 재조합 소전염성 비기관염

바이러스 및 이를 함유하는 예방약

99-0032869 〃 헤르페스 심플레스 바이러스 타입1의 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미딘 키나제를 생산하는 재조합 아데노바

이러스 및 이를 항암치료에 사용하는 용도

99-0032871 〃 새로운 유비퀴틴 프로테아제 및 그의 유전자 LG화학 (한 국)

99-0033252 〃 인지질 분해효소 A2에 대한 저해활성 및 제일제당 (한 국)

소염효과를 갖는 물질을 생산하는 신규

미생물

99-0033253 〃 인지질 분해효소 A2에 대한 저해물질 제일제당 (한 국)

함유분획

99-0033423 〃 신규한 Bacillus sp균주와 그를 이용한 박노동 (한 국)

chitosanase의 생산

99-0033538 〃 세팔로스포린 C 생산 미생물 및 이를 제일제당 (한 국)

이용한 세팔로스포린 C의 제조방법

99-0034024 〃 세팔로스포린 C 생산미생물 제일제당 (한 국)

99-0033548 〃 한세눌라 폴리모프라용 다중병렬도입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발현벡터

99-0033549 〃 한세눌라 폴리모프라용 지에이피티에이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유전자 및 이의 프로모터

99-0034024 〃 한국산 겨우살이로부터 분리된 lectin성분을 현동학원 (한 국)

함유하는 면역증강용 의약조성물

99-0034025 〃 에이치3 배아간세포주 및 이를 이용한 유전 포항공과대학 (한 국)

자이식 생쥐의 제조방법

99-0034655 〃 바이러스 저항성 식물체의 생산 김병동 (한 국)

99-0034656 〃 난초식물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김병동 (한 국)

발현벡터 및 형질전환체

99-0034699 〃 에스아이엔이 서열을 포함하는 포유동물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

세포용 발현벡터

99-0035056 〃 에리스리톨의 정제방법 제일제당 (한 국)

99-0035185 〃 대장균 및 콜리형 세균검출용 배지조성물 SK (한 국)

및 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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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35280 〃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KY2104 및 한국야쿠르트 (한 국)

그의 용도

99-0035805 1999. 5.25 면역학적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치료제로서 Biogen (미 국)

가용성 림포톡신- 베타수용체 및 항- 림포

톡신 수용체 및 리간드 항체

99-0035867 〃 식물에서 채취한 재료로부터 프로안토시아 덤컨 켈빈 윈스턴 (뉴질질랜)

니딘을 추출하는 방법

99-0035874 〃 트롬빈을 제조하는 방법 CSL Limited (호 주)

99-0035881 〃 신규한 단백질 HMW사람 MO52 Hoechst (일 본)

99-0035882 〃 가용성 올리고사키라이드 결합 도메인을 Univ. of British Cohmbia (캐나다)

기초로한 분리 및 농축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