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

사회문제해결

(재)임실치즈&
식품연구소

항당뇨 활성이 있는 CLA 함유
발효유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개요

항당뇨 활성 기능이 있는 CLA가 고농도로 함유된 발효유
기존문제점

이상천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비만인구, 당뇨병 환자의 증가

항암효과와 항동맥경화증, 성장촉진,

당뇨병의 약물치료로 인한 한계와

당뇨병 예방 효과를 가진 CLA을 첨가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하고

발효과정을 통해 CLA의 항당뇨 효능 향상

효과적인 천연소재(기능성식품)가 요구됨

체중감소, 혈당조절, 당 내성저하 효능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5-0141724

등록

항당뇨 활성이 있는 CLA 함유 발효유 및 이의 제조방법

관련

10-2015-0147659

등록

CLA함유 삼채라끌렛 치즈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 세부내용
원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하여 혼합원유 제조 후
살균함
혼합원유에 홍화씨유를 첨가하고 스타터 균주를

문의처

접종하여 접종 원유를 제조함

지원사업

스타터 균주는 YF-L812,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
락토바실러스 사케이를 4:3:3 비율로 모배양함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접종 원유를 40~45 ℃에서 일정 산도가 되도록 		
8~10시간 가량 배양하여 발효유 제조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CLA 함유 발효유의 제조방법 순서도>

기술이전
조은정 과장
㈜유에이드
T. 042-476-1645,
E. choej@uaide.kr

적용 시장
당뇨병 및 비만 개선 의약품, 건강기능성식품

사회문제해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피도박테리움 배양액을
이용한 항비만 치료용 조성물
기술개요

유산균 배양액을 이용한 항비만 치료용 건강기능식품 및 약학조성에 관한 조성물

박두상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의학적으로 비만은 장기적 치료가

체지방 감소 효능이 우수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규정

항비만 활성이 있는 인체 독성이 없는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암 등의

유산균 균주 혹은 배양액을 이용

질환의 원인이 되거나, 악화를 야기함

수요자 니즈가 높은 신규 비피도박테리움

관련특허
미공개
특허

구분

출원번호

상태

대표

10-2019-0104681

출원

발명의 명칭
비만의 예방, 치료 또는 개선용 조성물

특허 원문으로 보기

기술 세부내용
비피도박테리움 유산균 균주 혹은 배양액을
유효성분으로 함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및
사료 조성물로 제공
체내 지방을 산화시키는 기능을 촉진하며,
체내 지방세포 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효과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항비만 치료용 조성물, 건강기능식품, 사료 조성물

<유산균 균주의 선발>

사회문제해결

한국식품연구원

위장기능 개선 효과를 갖는
천연 식품/의약품 소재
기술개요

장내미생물 조절 효능 및 장누수증후군, 장내 염증 개선

박호영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장관 내 만성적 염증은 발병원인이

기존의 프리바이오틱스보다 유익균 조절능이

다양하며 관리가 어려움

뛰어나고 부작용이 없는 천연소재 개발

치료약물인 스테로이드성 면역억제제, 5-

염증성 장질환뿐 아니라 장누수증후군의

아미노살리실산 계통 약물등은 치료효과가

치료에 효과가 있고, 장관 면역기능을 증진

미미하고 심각한 부작용 유발

시킴을 확인

관련특허

미공개
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9-0038911

출원

몰로키아 추출물을 포함하는 장내 염증 또는 장누수증
후군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관련

10-2018-0118793

출원

몰로키아 추출물을 포함하는 장내 미생물 개선용 조성물

관련

10-2019-0049158

출원

무청 추출물을 포함하는 장내 염증 또는 장누수증후군
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기술 세부내용
몰로키아/무청기능성분 획득을 위한 최적 추출조건
확립 및 성분 분석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비피도박테리움/락토바실러스 등 유익균 증식능 확인
동물실험에서 면역 및 염증인자 분석
- IgA 발현 증진(16.25→26.17 ㎍/㎖)
- IL-6 발현 억제 또는 감소(12.37 →1.32 pg/㎖)
- LTB4 발현 억제 또는 감소(1357 → 976 pg/㎖)
장투과도 증가 억제 또는 예방 또는 치료효과에 우수
고지방식이에 의한 과체중 유도시 체중조절 효능 확인

<몰로키아 추출물 처리에 따른
염증 관련 인자발현양 변화 >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장내유익균 증진용도 프리바이오틱스 소재 및 장누수증후군/장염증 개선 또는 체중조절용도 식품,
의약품 및 치료제

사회문제해결

한국식품연구원
정창화

체지방 감소능을 갖는
천연 소재
기술개요

선복화 등 천연소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비만의 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지방세포 분화과정 조절은 식이요법으로

부작용이 적어 안전하면서도 체중 감소

효과 없으므로 비만의 근본적 치료 또는

효과가 우수한 천연물 유래 비만 치료제 개발

억제 제어를 위한 조성물 필요

선복화 추출물이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억제,

기존 사용약물 중 펜플루라민 등은 부작용

지방 축적 감소 등 효능 우수

문제로 최근 사용 금지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7-0091137

출원

선복화 추출물을 포함하는 비만 또는 운동수행능력
개선용 조성물

관련

10-2019-0048995

출원

몰로키아 추출물을 포함하는 비만 및 대사성질환
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관련

10-2019-0048996

출원

무청 추출물을 포함하는 비만 및 대사성질환 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기술 세부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선복화 추출물을 3T3-L1 지방전구세포에 처리 시
세포내 지방 축적이 10% 이상 감소
지방분화 관련 PPAR-γ, C/EBPa 및 aP2 등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억제
동물실험에서 체중 및 지방, 근육 표현형 변화
- EP(부고환지방), SC(피하지방) 및 BAT(갈색지방) 등
		 지방조직의 무게 유의적으로 감소
- 체중 대비 비복근, 사두근, 삼두군, 가자미근, 각각의
		 무게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지방 조직 무게의 감소 및
		 근육의 발달 효과 확인

<비만모델 마우스의 증체량, 체내 지방 및 근육량의 변화>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체지방 감소용 건강기능식품, 비만 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사회문제해결

한국식품연구원

최종당화산물 저감 효과를
갖는 식·의약 소재
기술개요

최종당화산물(AGEs) 저감 활성을 갖는 KF균주 및 이의 용도

박호영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최종당화산물은 내인적 요인 외에도

최종당화산물을 우수하게 저감할 수 있는

고온의 식품 제조/조리시에도 생성되어

신규 균주를 전통식품에서 분리

체내로 일정량 흡수됨

동물실험과 간이임상시험에서 80%

흡수된 최종당화산물은 혈관질환을 비롯한

저감효능을 확인하였음음

대사성질환과 당뇨합병증을 유발하는것
으로 보고됨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7-0079726

등록

최종당화산물 저감 활성을 갖는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펜토서스 균주 및 이의 용도

관련

10-2017-0079735

등록

최종당화산물 저감 활성을 갖는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균주 및 이의 용도

관련

10-2017-0044938

등록

최종당화산물 저감 활성을 갖는 신규한 락토코쿠스
락티스 균주 및 이의 용도

기술 세부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펜토서스 KF8 균주의
최종당화산물 생성 억제능 활성 확인
최종당화산물을 함유한 시료에 본 발명의 균주와 비교
균주들을 각각 처리한 후, 배양액 내의 최종당화산물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동일 종속에 속하는 락토바실러스
펜토서스 균주들에 비해 본 발명의 균주가 월등한
최종당화산물 저감 효과를 보였으며,
시판중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비해서도
더 우수한 최종당화산물 저감 효과를 보임

<락토바실러스 펜토서스 KF8 균주와
다른 유산균들의 CML저감활성 비교>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최종당화산물로 유발되는 질환들의 예방 또는 치료용 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 정장용, 생균제, 사료용
조성물 및 발효 제품

사회문제해결

한국식품연구원
신희순

호흡기 질환 개선 천연 식품
의약품 소재
기술개요

바늘꽃(Epilobium pyrricholophum) 외 5종의 천연소재 추출물을 이용한 염증, 알러지,
천식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개선용 조성물
기존문제점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천식을 직접적으로 		

염증, 알러지, 천식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개선시키는 약물은 개발되지 않음

개선용 신규 천연소재 개발

증상과 합병증을 완화용으로 기관지확장제와 		

기관지 상피세포, 폐포 대식세포 등에서

스테로이드제 등이 주로 사용

염증성 유전자 발현 억제로 항염증 효과

관련특허
미공개
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9-0060874

출원

바늘꽃 추출물을 이용한 천식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개선용 조성물

관련

10-2019-0060873

출원

더위지기 추출물을 이용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개선용 조성물

관련

10-2019-0060872

출원

나한송 추출물

기술 세부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미세먼지/담배연기추출물로 유도된 기관지
상피세포 및 폐포 대식세포에서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IL-8(MIP-2)의 억제 활성 확인
스테로이드제 내성을 갖는 호중구 세포의 		
NETosis 억제 및 Elastase 저해 활성 확인
호흡기질환 동물모델(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비염 등)에서 기관지폐포세척액 내
호중구 등의 염증 세포 수 감소 확인
<호흡기 질환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항염증 효과, 항알러지 효과, 천식 개선용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치료제

사회문제해결

한국원자력연구원
변의백

홍삼 내 아르기닐 과당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조성물
기술개요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하여 홍삼 내 아르기닐 과당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피부염 치료용 조성물
기존문제점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기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부작용 및

감마선 조사로 유효성분인 아르기닐 과당

내성 발생

함량 4배 증가

효능이 우수한 원재료 홈삼의 높은단가

인체 친화적인 천연소재 홍삼 활용으로 낮은 		
부작용
항알레르기, 항아토피, 항염증 효과 우수

관련특허
구분
특허 원문으로 보기

대표

출원번호
10-2017-0076561

상태
등록

발명의 명칭
홍삼 내 아르기닐 과당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피부염 치료용 조성물

기술 세부내용
방사선 조사기술 적용 피부염 치료용 고기능성
신생물소재 개발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하여 증숙 인삼 추출물 성분의
구조 변화에 따른 고기능성 물질인 아르기닐 과당
(agrinyl-fructose, AF)의 추출 효율 증진
아토피 환자의 치료 과정 중 항아토피 요법의 천연물기반
보조제로서의 제품 개발
안전성 논란에 대한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천연물 소재 이용 제품 개발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슈티컬, 의약품

<감마선 조사된 홍삼 추출물의 치료 효과>

사회문제해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리도이드 유도체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남성
불임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기술개요

이리도이드 유도체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남성 불임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박종관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IVF 등 ART 기술이 진전하였으나

시험관 내 정자 운동 증진 효능 평가법을

성공률이 낮고 과도한 비용 및 여성에게

통하여 사람과 돼지 정액에서 정자

힘들며 합병증 발생 가능

운동성이 증가함을 확인

정자의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남성불임치료제

남성불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

부재 및 임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물 개발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용함을 확인

저조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6-0166525

등록

이리도이드 유도체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남성 불임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등록

플라보노이드 유도체 및 이리도이드 유도체로 구성된
화합물 조합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남성 호르몬장애
또는 갱년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관련

10-2018-0024258

기술 세부내용
정자운동 증진에 의한 수정률 향상의 새로운 불임 극복 기술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이리도이드 유도체 화합물을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남성 불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제공
- 사람과 돼지정액의 정자수와 운동성 변화에 영향을
		 알아봤으며, 시험관내 정자 운동 증진 효능 평가법을
		 통하여 정자 운동성이 증가함을 확인
- 남성불임증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용함을 확인

기술이전
이종민 부장
㈜유닉
T. 070-5056-5340,
E. jmlee@unicc.kr

적용 시장
남성 불임증 예방 또는 치료용 의약품

<파극천의 추출물 및 분획물의 제조공정>

사회문제해결

한국식품연구원
하태열

근력개선 효과를 갖는
천연 식품/의약품 소재
기술개요

지초 등 천연소재의 유효성분으로 근줄기세포로부터 근육세포로의 분화 촉진, 근력
약화 관련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운동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조성물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양질의

지초는 천연소재로써 인체 안정성이 높으며,

단백질 섭취의 다량 식이법의 어려움

항산화, 항염증, 항균 활성 등 다양한 효능 보유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는 단백질 과다

근력 약화 관련 질환 완화, 억제, 또는 치료

섭취의 원인으로 부작용 동반 가능성 높음

방법 제공

관련특허
구분

특허 원문으로 보기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7-0083659

등록

지초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근줄기세포로
부터 근육세포로의 분화 촉진용 조성물

관련
(분할)

10-2018-0126995

등록

지초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근줄기세포로
부터 근육세포로의 분화 촉진용 조성물

관련

PCT-KR2018-007448

출원

근력 약화 관련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기술 세부내용
마우스 유래 분화된 근관세포(myotube)에서 지초 추출물
처리에 따른 근감소증 비교확인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지초 추출물은 팔미트산에 의해 유도된 근관세포에서의
근감소를 억제할수 있음을 확인
- MHC, MHC2A, MHC2B 및 PGC1α의 단백질 발현이
		 농도의존적으로 회복
지초 추출물이 근아세포 초기 분화를 촉진시키고, 단백질
합성인자를 활성화시켜 근육세포의 비대(hypertrophy)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
<지초 추출물의 근감소증 억제 효과>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근력 약화 관련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식품, 의약품 및 치료제

사회문제해결

전자부품연구원

생체인식을 이용한 휠체어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요

휠체어 및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및 방법

김미영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바퀴 따로 보관 및 잠금 장치없이 방치

생체인식을 이용하여 휠체어의 보안성을

최근 헬스케어 산업 발달로 고가의 휠체어

강화하여 분실 위험 감소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증가로 휠체어

휠체어 및 사용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안에 대한 니즈 증가

수집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모니터링 수행 가능

관련특허
미공개
특허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9-0078721

출원

생체인식을 이용한 휠체어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

특허 원문으로 보기

기술 세부내용
상태정보, 위치정보 및 사용자의 생체정보중 하나의
수집정보 수집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수집정도 및 사용자 입력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적어도
하나의 휠체어
휠체어로부터 수집정보를 수신, 수집정보를 이용하여
휠체어 및 사용자 상태 분석
분석된 결과를 이상상황이라 판단되면 휠체어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휠체어에 전송하는 관리서버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시장
장애인, 노인복지 및 헬스케어 산업 분야

<휠체어 설명 블록도>

사회문제해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감지 장치 및 방법
기술개요

차량 외부의 사정거리 내 사각지대 감지 및 위치 인식하여 위험 여부 경고 및 안전사고방지
기존문제점

박정기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등하원 차량의 위치정보만을 확인 가능

차량 외부의 사각지대를 감지하여 안전운행

차량 외부의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사고 발생

도모 및 문 끼임 사고 등 위함요소와의 충돌
사고 예방 가능

차량 내부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차량 내부의 승하차인원 파악 및 위험상황
파악하여 피해 최소화 가능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대표

10-2018-0064989

등록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감지 장치 및 방법

발명의 명칭

관련

10-2018-0064994

등록

통학차량 내 어린이 갇힘 예방 시스템

기술 세부내용
차량 외부의 사각지대를 감지하여 영상 및 음성
출력을 통해 차량 주변의 위험 영역을 인식 가능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인체 움직임 감지센서를 통해 승하차 인원 파악 및
음향센서, 진동센서를 통해 내부의 위험상황을
파악 가능
- 운전자의 안전운행 도모 가능, 차량 문 끼임
		 사고 및 위험요소와의 충돌사고 예방 가능
- 어린이 미하차로 인한 위험상황 파악 및 피해
		 최소화 가능

기술이전
이종민 부장
㈜유닉
T. 070-5056-5340,
E. jmlee@unicc.kr

적용시장
차량 내외부 감지 센서

<데이터 처리 개념도>

동물 사체 매립제
사회문제해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개요

동물 사체 부패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세균을 흡수하여 제거하고 육탈수를 흡수하여
응고시키기 위한 기술

김진상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기존문제점
동물사체가 부식하며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 및 확산 방지 가능

인한 대기오염 및 유해 세균 번식과

재료를 구하기 쉬워 단가를 낮출 수 있음

육탈수로 인한 토양오염의 원인 발생
각종 환경오염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많은 비용이 듦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1-0001663

등록

동물 사체 매립제

관련

10-2016-0101499

등록

동물 사체 처리 방법

기술 세부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바나나껍질을 태운 바나나 파우더, 제주 송이, 벤토나이트, 규회석, 고령토, 점토,
일라이트 가루, 장석, 화이트 카본, 게르마늄, 맥반석으로 구성
- 동물 사체 매립시 함께 뿌려줌으로써 유해가스, 세균, 육탈수 제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재료를 구하기가 쉬워 재료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기술이전
이종민 부장
㈜유닉
T. 070-5056-5340,
E. jmlee@unicc.kr

적용 시장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동물 사체 매립제

관리기용 토양소독기
사회문제해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개요

토양 소독기 기술
기존문제점

이충호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작물 성장을 위하여 토양소독제를 살포시

토양소독제를 살포 후 비닐을 피복하여

발생되는 가스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문제

토양소독제를 배출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및 주변 환경 오염의 문제점 발생

가스가 주변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
가능하며, 주변 토양오염 및 작업자의
건강문제도 해결 가능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2-0070532

등록

관리기용 토양소독기

관련

10-2015-0095763

등록

무인 방제기

기술 세부내용
토양소독제를 살포하는 과정 중 작업자의 건강 문제 및
토양 주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토양소독제가 저장되는 저장통, 배출부, 배출라인,
물공급부, 가압롤러부, 비닐피복부 등을 구비
- 토양소독제를 살포 후 비닐을 피복하여 배출과정 중
		 발생되는 가스가 주변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작업자의 건강 및 환경오염 방지
<관리기용 토양소독기의 개략적 측면도>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기술이전
이종민 부장
㈜유닉
T. 070-5056-5340,
E. jmlee@unicc.kr

적용 시장
농업기계, 스마트 팜 시장

배관용 간이청소도구
사회문제해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개요

오염물질에 의한 배관의 막힘을 뚫거나 배관 내벽에 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간이청소도구 기술

김정식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전문가용 배관청소도구는 고가이며,

고탄성부재가 하수배관 내벽면에 가까이

숙련을 요구하여 일반인이 쉽게 사용 불가능

확장되는 것이 가능하여, 주름관으로 된

가정용/업소용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하수배관 내벽을 용이하게 청소 가능

어려움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7-0042978

등록

배관용 간이청소도구

관련

10-2017-0181829

등록

욕실 코너선반 거치장치

기술 세부내용

문의처

일정 길이를 가지는 중공관, 지지축, 지지단부,
고탄성부재로 구성되어 고탄성부재가 탄성적으로
확장되고 그물망형태로 이루어져 내벽을
용이하게 청소가 가능

지원사업

- 간단한 구조이고 고탄성부재의 용이한 교환이
		 가능하여 저비용으로 제작이 가능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적어 내구성이 향상된
		 구조를 가짐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배관용 간이청소도구 사시도>

기술이전
이종민 부장
㈜유닉
T. 070-5056-5340,
E. jmlee@unicc.kr

적용시장
배관청소용구

사회문제해결

(재)전라북도생물
산업진흥원

음식물 쓰레기 분해 혼합균주 및
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분해 방법
기술개요

전통발효식품 및 토양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분해 혼합균주

이승제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국내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 유기물 함량이

미생물을 이용한 소멸화 처리방법을

매우 높아 쉽게 부패함

활용해 음식물 폐기물의 양을 크게 감소시킴

음식물 쓰레기는 발열량이 낮고 수분 함량이

적합한 공정하에 짧은 시간 내에 발효시켜

높아 매립에 의존하였으나 2차 오염으로

2차 환경오염 문제 최소화

인해 매립이 금지되었음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8-0035254

등록

음식물쓰레기 분해 혼합균주 및 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분해 방법

관련

10-2017-0045856

등록

음식물쓰레기 분해용 혼합균주 및 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기술 세부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내염성이 우수하고 고온에서 서식할 수 있는 균주를
분리하기 위해 전통발효식품(고추장, 된장, 젓갈),
토양(갯벌, 모래)로부터 시료를 채취함
NA Plate에 stock 중인 균주 8종에 대하여 1백금이를
취하여 1ml Nutrient Broth 배지에 접종 후 24시간 동안
배양 후 혼합하여 혼합균주를 제조함
일반적인 영양배지 외에 당밀 배지를 활용해 혼합균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선발된 균주를 동정 분석한 결과데이터>

기술이전
조은정 과장
㈜유에이드
T. 042-476-1645,
E. choej@uaide.kr

적용 시장
가정용/산업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산업, 폐기물 처리 산업

사회문제해결

국가핵융합연구소

부유전극을 이용하는
수표면에서의 수처리 시스템
기술개요

유동이 발생하는 수표면 상에서 피처리수를 균일하게 플라즈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전형원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액체의 플라즈마 처리를 위한 대부분의

피처리수 수표면과 부유전극 사이 거리의

장치들은 피처리수 내에 플라즈마 방전을

유지로 고밀도 플라즈마에 균일하게 접촉

일으켜 처리

피처리수의 수표면 상에서 플라즈마에

액체 플라즈마 방전 발생장치 경우 전극들의

의한 살균 및 정화와 같은 수처리 효율적

부식 문제 발생

미공개
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관련특허
구분
대표

출원번호
10-2019-0064601

상태
출원

발명의 명칭
수표면에서 플로팅되는 부유전극을 이용하는
수표면에서의 수처리 시스템

기술 세부내용
피처리수를 수용하는 액체수용부, 부유되는 부유부재
및 부유전극, 반대전극,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전원공급장치로 구성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부유전극은 부유부재에 의해서 피처리수의 수표면에서
플로팅되어 위치
피처리수가 부유전극으로부터 발생되는 고밀도
플라즈마에 항시 균일하게 접촉
유동이 발생하는 피처리수의 수표면 상에서
플라즈마에 의한 살균 및 정화 등 효율적 수처리

<수처리 시스템 도면>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시장
살균 및 정화 기술, 오염수의 정화 및 박테리아 제거 등 난분해성 유기물 분해 시스템 등

사회문제해결

한국원자력연구원

고효율 생물전기화학
폐수처리 기술
기술개요

축산폐수, 침출수 등의 폐수 내 고농도 유기물, 질소 및 인 등 영양염류 처리 시스템

임승주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미생물 생장속도로 인한 부피 및 체류시간

고농도 폐수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길어짐

현재 개발된 물리ㆍ화학적 또는

외부 탄소원 주입으로 추가 비용 발생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정의 문제점 보완

고농도 질소 유입 폐수 처리 부적합

다량의 질산화균 동시 제거 가능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관련특허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4-0124225

등록

생물전기화학 반응과 간헐폭기공법이 융합된 유기물
및 영양염류 처리 시스템

특허 원문으로 보기

기술 세부내용
생물전기화학 반응과 간헐폭기공법 융합기술로 폐수
내 고농도 유기물, 질소 및 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
낮은 정전압으로 화학반응 동시 발생 질산화 효율 향상

문의처

반복 처리 시스템으로 폐수 처리 효과적

지원사업

유기물, 질소 및 인의 제거 효율은 최종적으로 각각
96.8 %, 98.9 % 및 92.9 %로 매우 높은 처리효율 확인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유기물 및 영양염류 처리 시스템>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시장
고농도 폐수 처리, 유기물 및 영양염류 처리 하수처리 및 폐수

차량의 실내 공기 개선 장치
사회문제해결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개요

차량에 장착되어 차량의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 정화 및 살균 장치
기존문제점

정태진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활성탄 필터 내 유해 미생물 증식으로

차량에 설치하여 실내 공기 정화 및

인해 오염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살균 기능 제공

역효과 발생

가정용이나 사무용과는 다른 차량에

가정용, 사무용 공기 정화 장치의 경우

장착할 수 있도록 최적화(위상 최적화,

차량 장착 시 장치의 효율성 문제 발생

형상최적화, 치수최적화)된 차량의
실내 공기 개선 장치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대표

10-2013-0028766

등록

발명의 명칭
차량의 실내 공기 개선 장치

기술 세부내용
차량의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부, 필터부를 통과한 공기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살균하는 자외선 살균 유닛으로 구성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위상 최적화, 형상최적화, 치수최적화를 통해 차량에
장착된 이후에도 차량의 연비가 떨어지지 않으며,
내구성이 강하도록 설계
유입되는 공기의 오염물질을 거르고 살균함으로써,
차량이 가축의 전염 병이 발생한 지역을 통과할 때
차량의 실내가 병원균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

기술이전
조은정 과장
㈜유에이드
T. 042-476-1645,
E. choej@uaide.kr

적용시장
차량용 공기정화 장치

<휠체어 설명 블록도>

사회문제해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투명성과 유연성이 우수한
나노섬유 멤브레인의 제조방법
기술개요

투명성 및 유연성이 우수하며 고농도의 산성용액 및 알칼리용액에 용해되지 않고
내열성도 뛰어난 나노섬유 멤브레인 제조 기술

김학용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투명 나노섬유 멤브레인의 가능성들은

하이브리드 투명필름 또는 전도성 나노

많으나 하이브리드 투명 필름 또는 전도성

섬유 멤브레인 제조시 제조비용과 에너지

나노섬유 멤브레인을 제조하는 공정이

절감 및 공정 간소화

복잡하며, 투명성 및 유연성이 동시에 충분히

투명성 및 유연성이 우수하며 고농도의

달성되지 못함

산성용액 및 알칼리용액에 용해되지 않으며,
내열성도 뛰어남

관련특허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4-0002365

등록

투명성과 유연성이 우수한 나노섬유 멤브레인의 제조
방법

관련

10-2016-0094568

등록

롤투롤 방식의 투명 나노섬유 제조장치 및
투명 나노섬유 제조용 시트

관련

10-2014-0162364

등록

원심력을 이용한 나노섬유 방사기구 및 이를 이용한
나노섬유의 제조방법

특허 원문으로 보기

기술 세부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과 폴리아크릴산이 용해되어 있는
고분자 용액을 제조 후 전자선을 조사하여 방사용액 제조
및 이를 방사하여 나노섬유 멤브레인 제조
- 이를 통해 이전 제조방법에 비교하여 제조비용과
		 에너지 절감 및 제조공정 간소화 가능
- 투명성 및 유연성 우수하며, 산성용액 및 알칼리용액에
		 용해되지 않고 내열성도 뛰어남
<상용차용 HILS 기반 능동형 공기
현가시스템의 성능 시험장치 구성>

기술이전
이종민 부장
㈜유닉
T. 070-5056-5340,
E. jmlee@unicc.kr

적용시장
태양전지, OLED, 트랜지스터, 디스플레이, 바이오센스, 가스센스 등 전자소재 및 기능성 의류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