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화학공학전공 | 교수 한윤수
출원번호 | 10-2019-0060760
등록번호 | 10-2180219

대분류

물

수처리

분류

폐수처리

응용분야

광가교형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하여 폐수 내 슬러지 생성을 유도하고 슬러지내의 함수율을 최소화함으로써,
폐수로부터 슬러지를 효과적으로 제거 및 분리할 수 있는 조성물

슬러지 내의 함수율 최소화, 부유물질의
응집력 향상 및 가교반응에 의한 슬러지 강도
증진 효과 보유

미래형자동차

또한 폐수조 내 부유물질이 벽면에 붙거나
가라앉음에 따라 지속적인 오염과 부패로 인한
악취를 발생시킴

5~90 중량%의 양이온성 감광성 고분자가 함유된
광가교형 고분자응집제 조성물 제공을 통해
광가교 효율을 향상시킴

의료

기존 아민기함유 고분자 응집제는 폐수 내에
존재하는 부유물질의 응집효율이 저하됨

물
에너지

<기존 고분자응집제(비교예) 효과와
광가교형 고분자 응집제(실시예) 효과>

<광가교형 고분자 반응식>

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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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환경공학부 | 교수 장윤석
출원번호 | 10-2019-0065846
등록번호 | 10-2248852

대분류

물

수처리

분류

폐수처리

응용분야

기존 폐수 및 하수처리 시스템의 난분해성 오염물질의 안정적인 거품분리가 가능한 고도 산화 처리 및
염색 폐수 정화 방법

생물학적 분해가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들이
포함된 염색 폐수의 완전한 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거품 형성을 촉진하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오염물질의 안정적인 거품 분리가 가능하며,
특히 계면활성제와 반대 전하를 가진 오염물질
분리에 용이

미래형자동차

간단한 설비로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부상된 기포를 분리시켜 기포에 부착된 오염물질
및 부유 물질을 분리하는 방식

의료

염색 폐수의 대부분은 화학적 처리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화 기술로 처리된 폐수는
에너지가 많이 소요됨

물
에너지

<고도 산화 처리 및 기포 분리 시스템>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동헌 054-279-8492 bizman@postech.ac.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폐수 정화 및 오염물질 처리

36.
바이오융합연구부 | 선임연구원 이성준
출원번호 | 10-2021-0045681
등록 심사중

대분류

소재

친환경 소재

분류

생분해성 필름

응용분야

공정의 상용성이 개선되고, 제조비용 절감이 가능한 용융 공정을 이용하여 폐용매를 발생시키지 않고,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인장강도 및 인장인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폴리락트산(PLA) 공중합체 제조 시 용액중합이나
촉매에 의한 제조는 폐용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용융 공정을 통해 제조된 공중합체를 PLA, PBAT
컴파운딩 과정에서 상용화제로 사용함으로써
인열강도 및 인장강도 등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미래형자동차

용융 과정만을 통해 PBAT-b-PLA 상용화제를
제조할 수 있고, 간단한 제조 공정으로 상용성이
개선되고,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의료

종래에 폴리락트산(PLA)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음
폴리락트산(PLA)는 인열강도 및 신장률이 낮고
충격에 의한 파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물

에너지

<생분해성 수지의 다양한 활용 분야>

일회용품, 유아용품등 다양한 플라스틱 형태, 데코시트, 카드, 비닐등 시트/필름 형태 및 내의류,
부직포 등 섬유용으로 다양하게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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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터 분야에서도 고분자 필라멘트로 제품의 강도, 내구성, 광택 등이 우수한 PLA 고분자
사용 가능

37.
건설방재학과 | 교수 박기범
출원번호 | 10-2019-0068665
등록번호 | 10-2194039

대분류

에너지

기계･소재

분류

응용분야

미세먼지 저감, 분사장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미세먼지 및 도시열섬 저감이 가능하고 넓은 지역을 시기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및 도시열섬 저감을 위한 분사 시스템 기술

차량을 이용한 물청소의 경우에는 용수 확보를 위해
일정한 수원지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함

미래형자동차

도로의 미세먼지 농도 및 온도를 중앙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분사 장소와 시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적은 유지비용으로 넓은 지역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의료

미세먼지와 온도는 지역별 및 시간대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신속성이
떨어지며,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움

도로 상에 고압의 수증기를 분사시켜 여름철
폭염에 의한 도시열섬 현상을 보다 신속히
저감하고,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응집 및 침강시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물

에너지

<분사 시스템 개략도>

<노즐 분무상태 평면도>

도시열섬 저감
로봇

기초연구 단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장 박청연 053-600-4591 cypark@kiu.kr

38.
전자공학과 | 교수 권성근
출원번호 | 10-2018-0126658
등록번호 | 10-2129474

대분류

에너지

기계･소재

분류

응용분야

열처리, 열처리상태검사

다양한 형상 표면의 열처리 상태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검사할 수 있는 초음파를 이용한 열처리 상태 검사 기술

복수의 프로브가 배치된 형상변형부를 금속재료의
표면 형상에 따라 변형시키면서 다양한 형상 표면의
열처리 상태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미래형자동차

현재에는 열처리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샘플링 파괴검사가 있으나, 이는 금속재료를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음

금속의 크기 및 두께, 균일도 및 부식 상태 등
검사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금속 이외의 다양한
물질에도 검사 방법으로 채택 가능

의료

열처리 과정을 동일하게 한 금속일지라도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금속의 기계적 상태 및 물리적
성질이 변할 수 있으므로, 금속재료를 사용하기
전에는 기계적 상태 및 물리적 성질이 적합한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물

에너지

<영상 노이즈 제거>

<컬러링 초음파 영상>

초음파 활용 조직 검사
로봇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장 박청연 053-600-4591 cypark@kiu.kr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39.
신소재공학과 | 교수 이종람
출원번호 | 10-2019-0036158
등록번호 | 10-2220734

대분류

스마트 에너지

환경

분류

응용분야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

주석(Sn)의 나노구조체 패턴을 주석 이외의 금속 모재 표면에 형성하는 촉매 전극 제조가 가능하고
기존 공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저비용·고효율 이산화탄소 환원용 촉매 전극

주석 나노구조체와 금속 모재의 경계를
형성함으로써 환원효율이 현저하게 향상

의료

금속 촉매 전극을 나노 구조 형성 없이 사용하게
될 경우 이산화탄소 에너지 전환 효율과 선택도가
낮아 필요한 생산물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요구됨
나노 구조체를 형성하기 위해 특정한 형상 또는
조촉매 부착 등의 추가적인 공정을 도입 시
경제적으로 불리함

미래형자동차

기존 공정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저비용으로
대면적 촉매 전극 형성 가능

물

에너지

<공정 구성>

<일산화탄소의 생성효율 측정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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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소, 발전소, 화학공장의 이산화탄소 저감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