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공학전공 | 교수 오세훈
출원번호 | 10-2018-0165060
등록번호 | 10-2149909

대분류

기계

로봇

분류

의료용 로봇

응용분야

사용자의 운동 의도 유무와 타입에 따라 운동 기구를 제어하기 위한 운동 보조 시스템으로 압축성 수축 운동,
신장성 수축 운동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는 기술

운동방향과 운동부하의 발생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계된 대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효과가
극대화 됨

미래형자동차

종래의 기술은 각 알고리즘에 따라
압축성 수축(Concentric Contraction)운동과
신장성 수축(Eccentric Contraction)운동 중
한가지 방법만 사용 가능

기존의 운동용 로봇이 사용자 중심이 아닌
로봇 중심으로 행해져온 반면 본 기술을 적용하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사람중심의 운동이
가능함

의료

등속성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사람이 주도적으로 발생시키기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등속성 장비를 이용함

물
에너지

<구동부와 운동기구의 연결 관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팀 행정원 박길제 053-785-1916 ip@dgist.ac.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운동보조장치 및 시스템

02.
바이오섬유소재학과 | 교수 염정현
출원번호 | 10-2016-0123396
등록번호 | 10-2007069

대분류

의료

의료용 소재

분류

응용분야

의료용 소재,수용성 필름

비표면적이 증가하고 강도가 향상되면서 항생제의 장기 보존이 가능한 무기입자가 혼입된 항생제 함유
폴리비닐알코올(PVA) 필름 제조방법으로 치과용 등의 삽입용 필름 구조체로 사용이 가능한 기술

종래 용융 가공법은 필름두께가 매우 정밀하게
조정되지 않아 필름 상 세선이 형성되어 기능성
필름에 적합하지 않음

사용방법 및 설치 장비가 매우 간단하여 다양한
고분자 소재에 대한 무기재료의 함량에 따라
뛰어난 특성을 나타내는 필름을 손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미래형자동차

용액 캐스팅법은 용융 가공법보다 양호한 광학
등방성과 두께 균일성을 갖고, 이물질이 적은
필름을 생성할 수 있음

의료

치주염 치료를 위해 약물 경구 투여가 실시되는데
이는 약효가 떨어지고, 위장으로 가는 도중 변화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물
에너지

<무기입자가 혼입된 항생제 함유 폴리아세트산비닐 필름의 비누화 전 후>

실험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무관 김은영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053-757-4155 sung@ttp.org
053-950-2365 goodiszerg@knu.ac.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PVA 필름 제조, 치과용 등의 삽입용 필름
식품 포장용기 등

03.
전자공학부 | 교수 김민영
출원번호 | 10-2021-0012403
등록 심사중

대분류

IT

IoT

분류

응용분야

출입감시시스템

마스크, 안경, 목도리 등으로 인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의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 히스토그램과 딥러닝을 이용한 체온측정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기술

의료

열화상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미지 중 관심영역을
추출하여 추출된 픽셀의 온도, 체온 값을 산출하여
정확하게 측정 가능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는 불특정 장소의 측정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및 시스템을 통해 사람의
체온이 아닌 검사자의 피부 온도를 측정하여 발열
의심자를 선별하고 있음

얼굴 및 그 주위 영역에 마스크, 안경, 목도리 등이
있더라도 정확한 체온 측정이 가능
미래형자동차

대부분의 열화상 카메라는 이마와 미간 주위영역을
측정하여 발열여부를 확인하는데 경우에 따라
마스크, 목도리, 안경, 선글라스 등으로 인하여 온도
감지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물

실험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무관 이창용

시작품 단계

053-757-4155 sung@ttp.org
053-950-2387 cdragon@knu.ac.kr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IoT 스마트홈
홈 IoT지능형 컨트롤 시스템

에너지

<실시예에 따라 실제 체온 측정 모습과 무관심 영역이 안경 및
마스크, 모자, 후드티 영역일 때 체온 측정 영역을 추출한 모습 >

<실시예에 따른 체온 측정 방법>

04.
의용공학과 | 교수 이종하 / 간호학과 | 교수 문경자
출원번호 | 10-2020-0060579
등록번호 | 10-2310253

대분류

정밀 의료

분류

모바일의료 및 원격의료

응용분야

모바일 의료 플랫폼

요양병원 관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섬망 모니터링과 섬망 예방 중재를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섬망 발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급작스러운 섬망 발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

연산된 섬망 위험 정도에 따라 예방 조치를
안내할 수 있으며, 섬망의 발병여부까지 한꺼번에
판단 가능

미래형자동차

섬망이 발병하기 전 미리 발병 위험도를 예측해
섬망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술 필요

섬망 발병 가능성 또는 섬망 상태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고 정확도 높게 확인할 수 있음

의료

의무기록시스템(EMR)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요양병원은 섬망 모니터링을 비롯한 예방적
중재가 미미함

물

<섬망사정의 진행모습>

<모바일장치의 섬망예방중재>

에너지

<섬망위험진단 화면>

요양병원 관계자용 섬망 중재 모바일 장치 및 섬망 중재 시스템
로봇

기초연구 단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박정민 053-580-6747 pjm5639@kmu.ac.kr

05.
의용공학과 | 교수 이종하
출원번호 | 10-2020-0051089
등록 심사중

대분류

정밀 의료

분류

모바일의료 및 무인의료

응용분야

방역관리 의료 플랫폼

현금출납기 내 살균소독이 가능한 기술로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강한 질병의 접촉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현금의 살균 소독을 통해 접촉감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현금출납기에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현금의
살균 소독이 가능함

감염 예방을 위해 현금출납기(ATM) 내 현금
소독이 필요함

특정 파장의 광소자를 이용하여 현금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함

의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현금출납기는 전염성
강한 질병의 접촉감염원이 될 수 있음

미래형자동차
물

<자외선 조사 장치의 작동상태의 개략적인 구성>

에너지

<현금출납기 매립형 자외선 조사 장치의 개략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금출납기 매립형 자외선 조사 장치
로봇

기초연구 단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박정민 053-580-6747 pjm5639@kmu.ac.kr

컴퓨터공학전공 | 교수 고병철
출원번호 | 10-2019-0078701
등록 심사중

대분류

정보

소프트웨어

분류

응용분야

가상현실, 증강현실, 미래차

동공 위치 검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기술로서 딥러닝 등의 고비용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최적화된 영상처리
알고리즘만을 이용하여 저사양 시스템에서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동작 가능한 기술

시선 추적 기술을 위해서는 정확한 동공 위치
검출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추가적인 조명이나 근적외선 카메라 등 기타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함

미래형자동차

단일 카메라에서 입력된 정보에 대해 영상처리
알고리즘만을 이용하여 저사양 시스템에서도
고속으로 처리 가능한 특징이 있음

의료

동공 위치 검출을 위해서는 저사양 시스템
환경에서 보다 용이하게 동작하는 동공 위치
검출 기술개발이 필요함

물

<저사양 환경 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동공 위치
검출 방법 및 장치의 동공 위치 검출 결과>

에너지

<저사양 환경 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동공 위치
검출 방법 및 장치의 전체적인 흐름 도면>

홍채인식, 생체 측정, 안구추적, 시선추적, 모니터링 시스템
로봇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박정민 053-580-6747 pjm5639@kmu.ac.kr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07.
전자공학부 | 교수 김동성
출원번호 | 10-2019-0013326
등록번호 | 10-2269916

대분류

바이오･의료

헬스케어

분류

IoT/홈케어

응용분야

블렌더와 혈당측정기,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연동해 실시간 혈당량에 기반한 음식 레시피를 추천받고,
스마트 블렌더의 작동 제어를 통해 식단을 관리할 수 있는 당뇨병 관리 시스템 기술

체계적 당뇨병 관리시스템 필요

추천된 음료 레시피에 따라 블렌더가 자동으로
재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투입량을 관리함

미래형자동차

IoT 기술을 접목하여 혈당 값에 따른 식전 추천
음료 레시피와 식후 추천 운동을 제공함

의료

혈당 값에 적합한 칼로리의 음료를 경험에
의존해 판단하고 섭취하는 방식이 대부분임

물

<애플리케이션 추천 화면>

에너지

<IoT 당뇨병 관리 블렌더>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 장재혁 054-478-6735 asura38@kumoh.ac.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개인 당뇨관리 시스템
스마트 블렌더

08.
제약공학과 | 교수 강동욱
출원번호 | 10-2021-0003934
등록 심사중

대분류

바이오･제약

분류

정밀화학 소재(화합물)

의약화학, 재료과학

응용분야

의약화학 및 다양한 재료과학 응용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테트라졸 중 고순도 5-메틸-1H-테크라졸을 고
수율로 제조하는 방법

루이스 산을 촉매로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하게 반응을 완결시킬 수 있도록 함

미래형자동차

따라서 메틸 테트라졸을 높은 수율로 제조할 수
없고, 정량적 생성물을 얻는 것이 어려움

고수율 5-메틸-1H-테트라졸 제조에 있어
아세토나이트릴(2 mol 내지 10 mol)을 사용함으로써,
낮은 끓는점으로 인해 손실되는 아세토나이트릴의
양을 최소화하고 수율을 높임

의료

기존 알킬 테트라졸의 제조방법은 수율이
낮은 편이며, 특히 테트라졸에 치환된 알킬기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그 수율이 낮음

물
에너지

<5-메틸-1H-테트라졸 재결정 처리 전후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순도 평가 결과 그래프>

<5-메틸-1-테트라졸 수율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김아름 053-850-2685 arem12@cu.ac.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의약품, 화장품 등
특수 폭발물 등

09.
안경광학과 | 교수 성아영
출원번호 | 10-2018-0111688
등록번호 | 10-2077846

대분류

의료･헬스

의료용 렌즈

분류

응용분야

고기능성 하이드로겔

높은 산소투과성, 자외선 차단기능성, 고함수율, 항균기능 및 높은 인장강도를 가진 고기능성 안의료용 렌즈

자외선 차단 단량체를 렌즈 조성물에 포함시킬 때,
하이드로겔 렌즈와 차단 단량체 모두 소수성으로
제조하는 것이 극히 어려움

벤조페논계 단량체 및 다이아몬드 나노입자를
포함하여 자외선 차단성, 항균성, 인장강도 및
투명성 향상

미래형자동차

친수성 아크릴계 단량체를 포함함으로써 렌즈의
굴절률, 함수율, 산소투과성 및 습윤성 향상

의료

소프트렌즈는 고유 특성상 일정한 함수율을
가지고 있어 세균 발생 확률이 있음

물
에너지

<실리콘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기능성 실험 결과>

안의료용 렌즈
고기능성 미용 렌즈
로봇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김아름 053-850-2685 arem12@cu.ac.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10.
식품공학과 | 교수 김태훈
출원번호 | 10-2016-0164059
등록번호 | 10-1867516

대분류

화학

화합물

분류

화합물

응용분야

아선약 유래 알파-글루코시다아제(α-glucosidase) 억제 활성을 갖는 신규한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

종래의 알파-글루코시다아제 억제제보다 강한
억제 활성을 갖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미래형자동차

기존 경구용 당뇨 치료제의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췌장의 베타세포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

아선약 유래 α-glucosidase억제 활성을 갖는
신규 프레닐 레조르시놀 유도체 화합물을 제공함

의료

기존 제품은 소화 효소를 과다 억제함으로써 복부
팽만, 설사 등과 같은 위장관 장애 및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남

물
에너지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팀장 김아름 053-850-5576 arkim@daegu.ac.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약학적 조성물

11.
대구한의대학교 | 정지욱
출원번호 | 10-2017-0136246
등록번호 | 10-2015179

대분류

의료

의약조성물

분류

응용분야

제약 건강기능식품

사간 추출물을 이용하여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 치매, 파킨슨병 등 인지 장애, 기억력 장애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치료용 의약조성물

사간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기억력
개선 및 퇴행성 질환 치료 마우스 모델에서
개선 효과가 증명됨

특히 종래 관련 의약조성물은 타크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타크린은 간독성을 유발함

인지 장애, 기억력 장애 개선은 물론, 항염증,
항알레르기, 여성호르몬 수용체 결합작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의료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도네페질, 갈란타민 등은
단지 중증도의 증상 완화를 나타내는 효과만
있으며, 다양한 부작용이 있음

미래형자동차
물

<수중 미로 실험을 통한 기억력 증진 효과 그래프>

에너지

<Y 미로 실험을 통한 기억력 개선 효과 그래프>

뇌질환 예방 의약품
인지개선 건강기능식품
로봇

기초연구 단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대구한의대학교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장연주 053-819-7739 potato1@dhu.ac.kr

12.
대구한의대학교 | 교수 이세종
출원번호 | 10-2019-0009412
등록번호 | 10-2217470

대분류

바이오･의료

의약조성물

분류

패혈증치료약물

응용분야

패혈증 치료 및 패혈증 쇼크 예방이 가능한 옻나무 추출 천연물인 당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치료용 조성물

적절한 처치가 늦어지거나 강한 내성을 가진
균주로 인한 감염이 이루어졌을 때 대체할
약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비브리오균 독성인자의 활성산소 생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패혈증 및 장 보호 약품 및
식품으로 활용 가능함

미래형자동차

옻나무 추출 당단백질은 비브리오균의
독성인자의 장 상피 세포 사멸활동을 획기적으로
억제함

의료

패혈증 예방을 위해 다양한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종래 항생제들은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는 속도가
빨라 대처가 빠르지 못함

물
에너지

<비브리오균의 독성인자(Vvha)를 억제하는 옻나무 추출물>

패혈증 치료 의약품
패혈증 쇼크 예방 건강기능식품
로봇

기초연구 단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대구한의대학교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장연주 053-819-7739 potato1@dhu.ac.kr

13.
대구한의대학교 | 교수 김미려
출원번호 | 10-2020-0046738
등록번호 | 10-2232216

대분류

바이오･의료

의약조성물

분류

탈모치료제

응용분야

탈모 예방 및 발모 촉진을 유도하는 의이인 유래 정유를 함유하는 치료용 의약물 및 건강기능식품

대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 등은 남성의
성욕을 감소시키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나오고 있음

미래형자동차

모유두 세포에서 우수한 발모 성장 효과를 나타내어,
치료용 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

의료

미녹시딜 등의 약물은 기존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발모 촉진용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나타남

의이인 유래 정유를 함유하여 천연 유래 탈모
예방 및 발모 치료제로 부작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짐

물

<in vitro 실험에서 모유두 세포의 사멸 억제 그래프>
에너지

탈모 예방 기능식품
발모 촉진 화장품

로봇

기초연구 단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대구한의대학교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장연주 053-819-7739 potato1@dhu.ac.kr

14.
대구한의대학교 | 김영우
출원번호 | 10-2017-0136246
등록번호 | 10-2015179

대분류

의료

의약조성물

분류

응용분야

제약 건강기능식품

다시마 추출물인 푸코잔틴을 이용하여 간 세포의 손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간질환 예방 및
간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 가능한 의약조성물

종래 간 건강기능식품은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신체 내에 축적되어 과다복용 시, 복통이나
미식거림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생약, 즉 천연물 성분으로 인공 물질 의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상당히 적음

미래형자동차

다시마 추출물 푸코잔틴을 이용하여 세포사멸을
억제하고 자가포식을 유도하여 간 세포의 손상을
효과적으로 보호함

의료

인공적인 물질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약품을
다량 섭취 시, 간이 해당 물질 및 성분을 감당하지
못해 독성 간 손상이 생기는 문제가 있음

물

<산화적 스트레스 조건에서 푸코잔틴의 효능(간 세포 사멸) 모식도>

에너지

<푸코잔틴의 구조식>

간질환 예방 의약품
간 손상 보호 건강기능식품
로봇

기초연구 단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대구한의대학교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장연주 053-819-7739 potato1@dhu.ac.kr

원예생약융합학부 | 정진부
출원번호 | 10-2021-0057807
등록 심사중

대분류

바이오

의약조성물

분류

응용분야

의약품, 건강식품

올레산, 비타민E, 셀레늄, 식물성 콜라겐 등 면역증진 효과와 항비만 효과를 가진 금화규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조성물

현재 상업화된 항비만 약물들은 간손상, 위장 출혈,
췌장염, 신장 결석을 비롯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을
발생할 위험이 있음

본 추출물은 금화규 추출물은 CEBP-α의 분해를
유도하여 지방전구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CEBP-α, PPARγ, Perilipin-1, Adiponectin, FABP4
등의 발현을 억제함

의료

현재 상업화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안정성 등의 문제로 인해 부작용이 적으면서
비만 개선 효과가 우수한 소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지방세포의 지질축적을 억제하여
TG(Triacylglycerol)의 함량을 낮춤으로써
항비만 활성을 보여 비만 예방 또는 개선용 조성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음

미래형자동차
물
에너지

<금화규 꽃 추출물(HMF)의 오일레드 O 실험에 따른 지질축적에 대한 세포 이미지와 세포 용출액의 흡광도 결과,
TG 측정에 따른 이의 합성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TLO 최종완 054-820-7470 patent@andong.ac.kr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의약품
기능성 건강식품

16.
식품영양학과 | 조영은
출원번호 | 10-2021-0019977
등록 심사중

대분류

바이오

의약조성물

분류

응용분야

의약품, 건강식품

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유익균인 피르미쿠테스(Firmicutes)의 생장을 증가시키는
엘라그산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의약조성물

장내 미생물 개선용으로 제공가능하며 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또는 치료용 제제로 사용이 가능함

미래형자동차

기존 엘라그산 건강기능식품은 피부 미용,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용 효능이 대두되고 간 기능
개선용 의약조성물은 미비함

본 조성물은 장내 미생물을 조절함으로써,
알코올 노출에 의한 혈장 내독소의 수준 증가,
장내 산화스트레스, 단백질의 발현 감소, 간의
지방 축적, 간의 산화 스트레스 및 간의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의료

대표 장내 미생물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유당불내증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및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이 있음

물

의약품
기능성 건강식품
에너지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로봇

기초연구 단계

ICT융합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TLO 최종완 054-820-7470 patent@andong.ac.kr

17.
기계공학과 | 김종영
출원번호 | 10-2018-0134485
등록번호 | 10-2199564

대분류

바이오

의료기기

분류

응용분야

인공지지체 제조장치

복잡한 다공구조의 생체용 인공지지체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제조가능 한 3D 프린터 기술

고정밀도를 갖는 소형의 인공지지체를 신속하게
제작함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레이저빔 경로의 최적화
등을 통해 챔버가 아닌 공기 중에서도 소결될 수
있도록 하여 제조장치를 소형화 할 수 있음

미래형자동차

분말형으로 제조되어 적층식으로 순차 공급되는
인공지지체용 세라믹을, 레이저의 선택적 에너지
전달 기능을 이용해 분말 등의 재료를 선택적으로
고형화시키는 기술인 레이저 소결법을 통해 층별로
고형화시키는 방식으로 3D 인공지지체를 제조

의료

3차원 제조기술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치 자체는,
대규모의 고가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이어서
소량의 인공지지체를 맞춤형으로 제작하거나
소규모의 연구실 단위에서 사용하기에는 비용 상의
어려움이 있음

물
에너지

<3D 프린터 장치 구성>

<인공지지체 제조 공정>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TLO 최종완 054-820-7470 patent@andong.ac.kr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의료용 3D 프린터
골조직 재생용 생체재료 제조

18.
기계공학부 | 교수 변정훈
출원번호 | 10-2021-0035111
등록 심사중

대분류

의료

위생 및 의료

분류

응용분야

기능성 섬유

금속염화물 나노 건염이 포함된 마스크 및 제조 공정에 관한 기술로서 마스크 사용 중 외부 표면에 부착된
세균성 물질의 비활성화를 촉진하고, 호흡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제거가 가능한 기술

마스크 사용 중 표면에 붙은 바이러스 등의
세균성 물질의 비활성화를 촉진시킴

사람의 날숨에서 나오는 수분 등의 문제로
마스크 내 쾌적하지 않은 환경이 생성됨

마스크 사용 중 들고 나가는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쾌적성이 우수한 마스크 제공

의료

일반적인 마스크의 경우 마스크 외부 표면에
부착된 세균 및 먼지를 우수하게 처리하지 못함

미래형자동차
물

<마스크용 적층체의 SEM 이미지>

<금속염화물 나노 입자의 부착 방법>

에너지

<마스크용 적층체의 개략도>

마스크 및 세균 필터
로봇

기초연구 단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주)영남대학교기술지주 과장 김종일 053-810-4326 jongil@yu.ac.kr

19.
약학부 | 교수 정지헌
출원번호 | 10-2019-0095933
등록번호 | 10-2288996

대분류

의료

바이오･의료

분류

세포 캡슐화

응용분야

탄산칼슘 마이크로스피어가 접합된 세포 표면에 알지네이트 겔을 형성하는 캡슐 제조 기술로서 세포를
간단하게 캡슐 중앙에 위치시키고, 단시간 내 미세캡슐 제조가 가능한 기술

캡슐 크기 조절을 통해 매우 얇은 캡슐도
단시간 내에 제조할 수 있음

미래형자동차

효과적으로 세포를 포함하는 약물 또는
생리활성 물질의 캡슐화를 위한 기술 개발 필요

간단한 방법으로 캡슐화할 수 있으며,
세포를 캡슐 중앙에 위치시킬 수 있음

의료

기존 캡슐화 기술은 낮은 세포 함유량,
이식 부피의 증가, 캡슐의 두께 조절 불안정이란
문제가 존재

물

<캡슐화 후 ADMSC 스페로이드 모습>

<알지네이트하이드로겔을 이용한
기질 코팅 기술(STIG)>

에너지

<세포의 개별 캡슐화를 위한
성장형 알지네이트 겔이 형성되는 과정>

세포 및 약물전달용 마이크로캡슐 제조
로봇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주)영남대학교기술지주 과장 김종일 053-810-4326 jongil@yu.ac.kr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20.
기계공학과 | 교수 박재성
출원번호 | 10-2018-0084854
등록번호 | 10-2176500

대분류

의료

세포 배양

분류

응용분야

질병 진단, 치료용 단백질 생산

세포 배양 장치를 이용한 세포 유래 세포 밖 소포체의 분비량을 향상/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관류식
바이오 리액터 장치를 사용하여 세포 밖 소포체의 효율적인 분비를 유도하는 방법 및 시스템

기존의 과정에서는 세포 배양액에 존재하는 세포 밖
소포체의 양 자체가 적음

미래형자동차

반응기 내에 고정된 세포들에 일정한 전단 응력이
가해지도록 제어함으로써, 세포 밖 소포체의 형성을
최대로 유지하면서도 세포를 지속적으로 배양할
수 있음

의료

효율적인 분리 방법을 사용하여도 많은 양의
세포 밖 소포체를 얻기 힘듦

관류식 바이오 리액터 장치를 사용하여 세포
배양액을 지속적으로 세포에 흘려주어 세포의
증식에 도움을 주면서, 세포로부터 유래된
세포 밖 소포체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음

물
에너지

<관류식 배양법을 위한 바이오 리액터 시스템>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덕규 054-279-8491 deokgyulim@postech.ac.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항체, 치료용 단백질 생산
질병 진단, 약물 전달 기술 연구

21.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 선임연구원 최해룡
출원번호 | 10-2020-0001891
등록번호 | 10-2271378

대분류

바이오･의료

분류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응용분야

신경인지기능검사기

뇌파감지 센서가 구비된 착용형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뇌파에 대한 실시간 분석결과를 사용자에게
최적화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인지기능을 진단 및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인지 기능 개선 및 치료 약물은 부작용이 있으며,
직접치료가 아닌 증상 개선에 대한 대증적인
요법에 해당하는 약물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뇌파감지 센서가 구비된 착용형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측정된 뇌파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컨텐츠를 제공하여 인지기능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개선할 수 있음

미래형자동차

뇌파감지 센서가 구비된 착용형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측정된 뇌파를 분석함으로써 장소나
시간의 구애 없이 누구나 편하게 인지기능을
측정할 수 있음

의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지기능 검사는 검사 수행
시간이 통상 15분 정도로 시간 효율이 부족하고,
지필식 검사로 시각, 청각, 운동 능력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없음

물
에너지

<장치 구성도 및 제어 방식>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술사업화팀 주임 손미란 053-790-5023

실용화 단계

mrson@dgmif.re.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EEG System/Device

22.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 연구원 박영상
출원번호 | 10-2021-0031475
등록 심사중

대분류

바이오･의료

분류

의료정보 및 시스템

응용분야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블루투스 *핸드오버 방식을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가능하고 네트워크 서버를 적용하여
넓은 공간에 있는 환자들의 집단 생체신호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
아래 그림과 같이 환자2의 BLE 센서가 핸드오버 영역에서 제1 게이트웨이에서 제2 게이트웨이로 핸드오버하여
통신 송수신 범위를 광역으로 넓힐 수 있음
*핸드오버 : 이동국이 서비스 중인 기지국 영역을 벗어나 인접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통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통화로를 이동한 기지국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의료

벽과 같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공간 내에서 통신
장애 방지를 위하여 게이트웨이의 다중 배치가 필요함

비교적 거동이 가능한 경증 환자의 몸에 부착된
센서가 환자의 이동에 따라 다수의 게이트웨이 중
환자가 이동한 영역을 커버하는 게이트웨이로
핸드오버(Handover) 하도록 하여 환자의 생체신호를
끊김없이 수집이 가능함

미래형자동차

기존의 무선타입의 센서로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Beacon) 및 멀티페어링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센서를 부착한 환자가 게이트웨이와의
통신 범위 밖으로 이동하면 멀티페어링이 불가능

통신 제약이 없이 환자의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환자의
생체신호를 끊김 없이 장시간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음
물
에너지

<블루투스 측정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관 관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술사업화팀 주임 손미란 053-790-5023

실용화 단계

mrson@dgmif.re.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병원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의약생산센터 | 책임연구원 김중현
출원번호 | 10-2019-0103076
등록 심사중

대분류

바이오･의료

분류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응용분야

기타치료 및 진단기기

당뇨 검진 및 측정을 위한 혈당 계측 시 출혈과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연속적인 혈당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

작은 크기로 휴대가 간편하여 다량을 소지할 수 있고,
연속적으로 혈당 측정이 가능해 경제적인 장점이
있음

미래형자동차

휴대용 혈당 측정기는 휴대 시 다량을 휴대하여야
하며, 고비용으로 경제적 손실이 큼

필름재질의 패치 형식으로 사용자의 이물감이나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연속적인 혈당 측정이 가능함

의료

휴대용 혈당 측정기는 혈액 샘플을 검사 스트립에
흡착시키고 측정기 내부에 검사 스트립을 장착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므로 혈액 채취 시 고통이 따르며
연속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음

물

<패치형 혈당계측 시스템 사용도>

에너지

<혈당 계측 시스템 제어도>

패치형 혈당측정기
연속적으로 정밀한 혈당 측정이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
로봇

기초연구 단계

실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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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 선임연구원 이호열
출원번호 | 10-2018-0084036
등록번호 | 10-2047327

대분류

바이오･의료

분류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수술용 로봇

응용분야

관절 와이어의 길이를 정확히 제어가능하고, 구동 시 와이어의 느슨해짐이 적어 정밀제어가 가능한
로봇 관절용 와이어

종래 와이어에 의해 구동되는 수술 로봇에서
관절의 각도 변화에 대한 와이어 길이 변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기고 풀어주는 각 각의
와이어를 모터로 제어할 필요가 있음

최적화된 조작부(Master)의 형상만으로 당기고
풀어주는 와이어 길이를 각 각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 길이를 제어하는 모터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사용 편의성 향상

의료

당기고 풀어주는 와이어의 길이를 동시에
제어해야하기 때문에 수동 로봇에 적용이 어려움

정밀 제어가 가능하며 구조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제어되는 다관절 수술 도구 및 로봇에
적용 가능

미래형자동차
물
에너지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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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단계

mrson@dgmif.re.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로봇 관절 구동에 있어 정밀성과 소형화가 요구되는 시스템

의용공학과 | 교수 이종하
출원번호 | 10-2017-0011354
등록번호 | 10-1958863

대분류

정밀 의료

분류

모바일의료 및 무인의료

응용분야

모바일 의료 플랫폼

임산부가 편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패치형의 근전도 센서를 착용하여 검사가 가능하고,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조산의 위험도를 실시간 확인함으로서 조산 예방이 가능한 기술

다채널 자궁 근전도 센서를 사용하여 임산부가 기존의
다른 검사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로 조산을 예측할
수 있음

미래형자동차

기존의 검사방법은 임산부가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 초음파나 자궁수축 검사 등을 통하여 조산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여, 조산의 신호를 놓칠 가능성이 큼

조산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임산부에게 피드백하여 임산부가 조산을 방지하게
할 수 있음

의료

기존의 조산 검사로는, 태아의 위치, 크기 및
태반의 위치, 양수의 양, 분만 예정일 등 태아의
건강상태와 기형여부를 알 수 있는 초음파 검사가
있으나, 전문의료인에 의해 확인할 수 있음

물

<조산 예측 시스템의 흐름도>

에너지

<측정 모듈의 착용 모습>

<사용자 단발기 예시>

조산 예측 시스템
조산 예측 모바일 플랫폼
로봇

기초연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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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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