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 산사태 태풍 홍수







UAV flights

Download data from UAV

Image registration

Classification

Floo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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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로드맵(2015)



※ 출처 : ETRI, 일본의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 현황, 2016



※ 출처 : ETRI, 미국의 재난방송 시스템 기술 동향, 2018



※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로드맵(2015)





㈜WeMB

한방유비스㈜

㈜위니텍

http://www.kfubis.co.kr

http://www.wemb.co.kr

http://www.winitech.com/

• 통합관제솔루션, DATA 수집/분석, 시각화 솔루션 전문업체

• 재난 관리 시스템 위엠비 ‘ToBS’를 통해 재해 재난 관리 서비스 제공

• 소방 설계 전문 업체로 소방시설 및 내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소방산업 선도 기업

• 재난, 재해, 안전, 소방 관리분야 정보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 업체

• 신규사업으로 IoT 화재감지기/모니터링 서비스 ‘FIROT’ 개발

SuperMap

KITVALLEY㈜

㈜3STECH

http://kitvalley.com

http://supermap.co.kr

http://www.3stech.kr/

• 지리정보시스템(GIS)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연구원내 GIS S/W로 SuperMap 채택

• 재난방재 IT 연구개발 업체

• 재난방재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 국가 진출 예정

•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법사업 선정

(재난/재해 및 수색구조 분야)











상호
협력

협상

파트너쉽
체결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업종매출액 149,983 153,206 161,840

업체수 5,669 5,748 5,718

업종평균
매출액

26.5 26.7 28.3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3.92% 4.33% 2.61%

*기준 : 업종 출하액기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장규모 607 804 1,171 1,626 2,257 -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

추정 매출액 30 84 176 325 564 1,179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3.6% 3.6% 3.6% 3.6% 3.6% -

영업이익 1 3 6 12 20 42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 업종평균 이익률은 3개년(2015~2017) 업종평균영업이익율의평균치를사용함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 위한 신제품·서비스상용화 공동R&D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성능개량 및 향상 등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BIM/GIS 플랫폼 실용화 적용분야첨단 공간정보 기술연구

SELECT * FROM Alignment, Building WHERE 

Buffer(Alignment, Building, ‘1km’) AND   
Building.Pset(‘FM’).PCI < ‘50%’ 

ORDERBY Building.Pset(‘FM’).PCI

BIMGIS

SELECT * FROM Building, Pipe WHERE Overlap(Pipe, Building, ‘1m’) 
AND Building.Pset(‘FM’).Owner = ‘LH’ …

GIS BIM

Data
set

Data set

Link
PD



Scan-to-BIM
(Photo, LiDAR…) FM-BIM

Field-to-BIM
(IoT, mobile…)

Big data 
analysis

SBF(Scan-BIM-FM-Field) based Smart FM 

Legacy-to-BIM
(COBie, API…) DDS(Decision 

Support System)

Knowledge 
DB

FM-BIM-to-Field
(Mobile, MR…)Mobile

IoT

MR

Scan Image BIM

COBie

ICBM platform

Actor
Workflow

Reference

Machine 
learning

Intelligent FM

FM 
Service





Input PCD Sampling Filtering
Spatial 

indexing
Segmentation

Scan To 
Geometry

Geometry To BIM

load S-G 
rules

Geometry 
mapping

load G-B 
rules

BIM mapping
BIM 

Validation

<?xml version="1.0" encoding="utf-8"?> 
<RE3D_objects> 
  <object type="KS_SP_100_T50" name="KS standard straight pipe 100mm thick 50mm. copper 
material"> 
    <parameters> 
      radius=100, thickness=50, axis_point1=(0,0,0), axis_point2=(10,0,0) 
    </parameters> 
  </object> 
  <object type="KS_LBP_100_T50" name="KS L-bow pipe 100mm thick 50mm. copper material"> 
    <parameters> 
      radius=100, thickness=50, axis_point1=(0,0,0), axis_intersection=(10,10,0), 
axis_point2=(10,0,0), axis_intersection_angle=90.0 
    </parameters> 
  </object> 
</RE3D_objects> 

<?xml version="1.0" encoding="utf-8"?> 
<RE3D_shapes> 
  <shape id="shape.1" type="straight_cylinder"> 
    <parameters>R=1.1, axis_point1=(0,0,0), axis_point2=(10,0,0)</parameters> 
  </shape> 
  <shape id="shape.2" type="plane"> 
    <parameters>A=0.5, B=0.2, C=0.3, D=1.0</parameters> 
    <boundary>(0,0),(20,0),(20,20),(0,20)</boundary> 
  </shape> 
</RE3D_shapes> 

Database

#name: string

namespce RE3D

{

};

PointCloud

#name: string
#path: string

+load()

PCL:Point<XYZ>

SegmentationCommand

Segment

#name: string
#path: string

Command

+name: string

<<virtual>>+event(e: Event*)

Framework *

AddPointCloudCommand

LoadPointCloudCommand

CommandTable

+add(pCommand)
+del(name)
+execute(name, parameters: string)

Event

+Type{call, string, point}

ParamterTable

Parameter

+name: string
+value: string
+type: string

*

*

*

*

Project

+name: string

PCL:PointCloud<XYZ>

PCL:Point<RGB>PCL:PointCloud<RGB>

PCL:PointCloud<Normal> PCL:Point<Normal>

*

*

PCL:PointIndices

#indices

Shape

#<<Unique>> name: string

ShapeList

#name: string

+load()

*

FilteringCommand

ExtractStraightPipeCommand

CylinderShape

#radius: double

LBowCylinderShape

PlaneShape

StrightCylinderShape

ObjectMappingRule

QualityCheckRule

NewProjectCommand

ParamterTable

Parameter

+name: string
+value: string
+type: string

*
Application

<<singleton>>

SegmentationByNormalCommand

SegmentationByPlaneCommand

Object

+id: string
ObjectTable
<<singleton>>

*

LoadPointCloudCommand(event)

{

   id = event->GetAt("id");

   Object* pObject = ObjectTable->GetObjectAt(id);

   Project* pProject = dynamic_cast<Project*>(pObject);

   pPointCloud = new PointCloud(PointCloudName, FileName);

   pProject->GetDatabase()->Add(pPointCloud);

}

Rule

-name: string
-path: string

+Rule(name: string)
<<virtual>>+parsing(path: string)
<<virtual>>+execute()

RuleSet
<<enumeration>>

#qualityCheckRules
#objectMappingRules*

SCAN 형상 편차

scan2lod -interval=[number m] input.pcd ouput.pcd

scan2filter -option=[remove_noise] -param=[", , , "] 

input*.pcd output

scan2grid -interval=[number m] input.pcd ouput

scan2seg -type=[plane] input.pcd output

seg2geo -gm=[mesh | plane] -debug=[segment_pcd 

| log | progress] -out=[pcd | json] input.pcd ouput

merge_geo -in=[json] input output

Input PCD Sampling Filtering
Spatial 

indexing
Segmentation

Scan To 
Geometry

Geometry To BIM

load S-G 
rules

Geometry 
mapping

load G-B 
rules

BIM mapping
BIM 

Validation

<?xml version="1.0" encoding="utf-8"?> 
<RE3D_objects> 
  <object type="KS_SP_100_T50" name="KS standard straight pipe 100mm thick 50mm. copper 
material"> 
    <parameters> 
      radius=100, thickness=50, axis_point1=(0,0,0), axis_point2=(10,0,0) 
    </parameters> 
  </object> 
  <object type="KS_LBP_100_T50" name="KS L-bow pipe 100mm thick 50mm. copper material"> 
    <parameters> 
      radius=100, thickness=50, axis_point1=(0,0,0), axis_intersection=(10,10,0), 
axis_point2=(10,0,0), axis_intersection_angle=90.0 
    </parameters> 
  </object> 
</RE3D_objects> 

<?xml version="1.0" encoding="utf-8"?> 
<RE3D_shapes> 
  <shape id="shape.1" type="straight_cylinder"> 
    <parameters>R=1.1, axis_point1=(0,0,0), axis_point2=(10,0,0)</parameters> 
  </shape> 
  <shape id="shape.2" type="plane"> 
    <parameters>A=0.5, B=0.2, C=0.3, D=1.0</parameters> 
    <boundary>(0,0),(20,0),(20,20),(0,20)</boundary> 
  </shape> 
</RE3D_shapes> 

Database

#name: string

namespce RE3D

{

};

PointCloud

#name: string
#path: string

+load()

PCL:Point<XYZ>

SegmentationCommand

Segment

#name: string
#path: string

Command

+name: string

<<virtual>>+event(e: Event*)

Framework *

AddPointCloudCommand

LoadPointCloudCommand

CommandTable

+add(pCommand)
+del(name)
+execute(name, parameters: string)

Event

+Type{call, string, point}

ParamterTable

Parameter

+name: string
+value: string
+type: string

*

*

*

*

Project

+name: string

PCL:PointCloud<XYZ>

PCL:Point<RGB>PCL:PointCloud<RGB>

PCL:PointCloud<Normal> PCL:Point<Normal>

*

*

PCL:PointIndices

#indices

Shape

#<<Unique>> name: string

ShapeList

#name: string

+load()

*

FilteringCommand

ExtractStraightPipeCommand

CylinderShape

#radius: double

LBowCylinderShape

PlaneShape

StrightCylinderShape

ObjectMappingRule

QualityCheckRule

NewProjectCommand

ParamterTable

Parameter

+name: string
+value: string
+type: string

*
Application

<<singleton>>

SegmentationByNormalCommand

SegmentationByPlaneCommand

Object

+id: string
ObjectTable
<<singleton>>

*

LoadPointCloudCommand(event)

{

   id = event->GetAt("id");

   Object* pObject = ObjectTable->GetObjectAt(id);

   Project* pProject = dynamic_cast<Project*>(pObject);

   pPointCloud = new PointCloud(PointCloudName, FileName);

   pProject->GetDatabase()->Add(pPointCloud);

}

Rule

-name: string
-path: string

+Rule(name: string)
<<virtual>>+parsing(path: string)
<<virtual>>+execute()

RuleSet
<<enumeration>>

#qualityCheckRules
#objectMappingRules*

SCAN 형상 편차

scan2lod -interval=[number m] input.pcd ouput.pcd

scan2filter -option=[remove_noise] -param=[", , , "] 

input*.pcd output

scan2grid -interval=[number m] input.pcd ouput

scan2seg -type=[plane] input.pcd output

seg2geo -gm=[mesh | plane] -debug=[segment_pcd 

| log | progress] -out=[pcd | json] input.pcd ouput

merge_geo -in=[json] input output



BIM 
connection

IoT sensor #1

IoT sensor #2

IoT sensor #n

…

IoT device 
definition

BIM database

Device 
diagnose 

Device data 
acquisition 

<device_definition>
<device id=‘T#1’>
</device>

</device_definition>

<device_diagnose id=‘D#1’>
<testsuite device_id=‘T#1’>
</testsuite>

</device_diagnose>

<data_acquisition id=‘A#1’ 
position=’NNN,NNN’ 
coordinate=‘WGS84’>
</data_acquisition>

<BIM_connection source=‘SM.ifc’ 
coordinate=‘WGS84’>

<element type=‘building’ 
id=‘B#3’ name=‘building#3’>

</element>
</BIM_connection>

Field database













※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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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6)



※ 출처 : 날리지리서치그룹 기반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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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arkets and Market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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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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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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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쌍용건설㈜

㈜대우건설

www.ssyenc.com

www.daewooenc.com

• 건물의 물리적 상태 유지 관리 서비스를 하는 기업

• 기업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 공사관리의 FM 서비스

• 건축, 도로,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 댐, 교량, 터널, 플랜트건설기업

• 아시아, 중동, 미국, 일본, 아프리카등에서 해외공사 수주

• 천연, 기능성소재연구및제품개발전문기업

• 주거용아파트푸르지오라는브랜드보유

남광토건㈜

㈜현대엔지니어링 www.hec.co.kr

www.namkwang.co.kr
• 주로주택공사와토목공사를주사업으로하는기업

• 주택의주상복합,오피스텔토목의교량, 터널, 지하철등사업

• 화공, 전력, 건축, 주택, 인프라·환경, 자산관리사업을수행하는

종합건설기업

• 주거용아파트현대힐스테이트라는브랜드보유

㈜에스원 www.s1.co.kr









2안

1안 Field-IoT

Scan-to-BIM

KI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mart FM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1,648,757 1,605,282 1,545,277

업체수 11,579 12,028 12,651

평균매출액 142.4 133.0 122.1

*자료 : 대한건설협회

1,074,664

1,579,836 1,648,757 1,605,282 1,545,277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장규모 1,614,814 1,687,481 1,763,418 1,842,772 1,925,696 -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

추정 매출액 80,740 168,748 264,512 368,554 481,424 1,363,980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4.4% 4.4% 4.4% 4.4% 4.4%
-

영업이익 3,566 7,453 11,682 16,277 21,262 60,242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 업종평균 영업이익률은최근 3개년 데이터 사용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기초입력자료 시뮬레이션 모델 탄소배출량 산정 모듈 결과물 표출

토지이용 탄소배출량
산정 모듈

토지이용부문 탄소배출량 산정

도로교통 탄소배출량
산정 모듈

운행모드기반 탄소배출량 산정

평균속도기반 탄소배출량 산정

데이터베이스

토지이용별
배출계수

이동오염원
배출계수

토지이용분
류

차량특성정
보

지도 관련
DB

기상자료

[토지이용-교통 통합모형]

[미시적 교통계획모형]

토지이용모형

교통계획모형

인구ㆍ가구 고용자
용도별

점유면적

통행량 통행속도

도시스케일

지구스케일

통행량 통행속도

활동기반모형

토지이용모형기초자료

교통계획모형기초자료

활동기반모형기초자료

ㆍ인구, 가구, 고용…
ㆍ건물연면적, 개발가능면적…

ㆍ교통네트워크
ㆍ사회경제변수…

ㆍ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
ㆍ스마트카드데이터

탄소저감정책

ㆍ토지이용부문사업/정책
ㆍ교통부문사업/정책

[대기오염 모형]

기상자료

확산모형

토지이용탄소배출량표출

교통계획기반탄소배출량표출

활동기반탄소배출량표출

탄소배출량영향권표출

탄소성능평가(CAI)





6km 무가선

트램을 계획하고



주거용도는 20%, 판매 및 업무

용도는 10%씩 상향 조절 함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대상지를 계획

(버스

우회 필요 )



BAU 대안A 대안B

토지이용 CO₂배출량
(tCO₂/year)

3,493,586 
3,486,768 
( -0.2 % ) 

3,529,251
( 1.0 % ) 

도로교통 CO₂배출량
(tCO₂/day)

5,143 
5,016 

(-2.5 % ) 
4,847 

( -5.8 % ) 



대기 질 분석 결과

탄소배출량 분석 결과







10-2015-0091924

10-2015-0091926





※ 출처 : Markets and Markets, Air Quality Monitoring System Marke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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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Zion Markets Research, Air Quality Control Systems Market, 2018



그린에코스(주)

이투엠쓰리(주)

현대비에스앤씨(주)

www.e2m3.com

www.greenecos.co.kr

www.hd-bsnc.com

• 수산자원보호구역 홈페이지 제작 및 정보제공 시스템 시범구축

• 생활환경정보 시스템 신규 라돈 DB 구축 및 고도화

• 대기환경영향및위해도실시간예측환경친화적관리시스템개발

• 하드웨어/네트워크/응용시스템/개발체계를유기적으로통합하는

제반 IT서비스및최신 ICT기반의 Smart 서비스를제공

㈜유알피시스템

㈜엘에프아이티 www.lfit.co.kr

www.urpsys.com • 2019년스마트시티정보통신시스템통합유지관리

• 현대서산자산관리시스템구축







 해외모델을 참고, 한국형 도시/교통 통합모델로 업그레이드
 수도권 도시 변화를 예측한 결과와 실제 값 비교를 통해 모형을 개선하여

신뢰도 확보
 실제 도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구축 (수도권 및 수원시)

 국내 통행자료와 센서스 자료를 반영하여 해외모델을 국내 특성에 맞게 개발
 기존 교통계획 모형의 예측치와 실제 도로 통행량과 비교하면서 모형을 개선하여

신뢰도 확보
 실제 도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구축 (수도권 및 수원시)

 교통수요예측 결과와 연동하여 탄소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프로그램
개발

 공신력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계수를 평균통행 속도기반 분석에 사용
 국내 차종 특성 및 구성비를 배출량 산정 시 반영

 관심 도시의 탄소저감 정책안을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DB로 저장한
후, 사용자가 대안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 제공

 GIS 기반으로 대상지역과 연계된 정책반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대안 별 비교표 제공

 사용자 요구사항을 시스템 개발 시 반영
 시범 도시 (수도권 및 수원시)에 적용할 수 있는 DB 구축 및 제공
 타도시 적용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예정

 환경부에서 제시한 권장 모형(CALINE3, AERMOD) 활용
 국내 기상 및 지형 자료 등을 수집하여 모형 수행 시 반영
 도시공간/교통변화로부터 대기 질 농도를 계산하기 위한 입력자료가

일괄처리 되도록 하여 분석 시간 감소







3,465 3,624 3,791 3,966 4,148 

2013 2014 2015 2016 2017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업종매출액 3,791 3,966 4,148

업체수 1,962 1,939 1,756

업종평균
매출액

61 66 76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2.78% 2.85% 4.66%

*기준 : 업종 매출액기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장규모 4,538 4,747 4,965 5,194 5,433 -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

추정 매출액 227 475 745 1,039 1,358 3,844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3.4% 3.4% 3.4% 3.4% 3.4% -

영업이익 8 16 26 36 47 133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개요(KICT) 1차 시작품, (KICT) 2차 시작품, (KICT) 3차 시작품, (KICT) 4차 시작품, (KICT)









132m2 규모마을회관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경기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건축물

벽체 및 창호부위의 열손실을 막고 냉난방에너지 절감

기술 적용

외단열 및 단열창호 시스템 적용

88.3m2 규모경로당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경기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건축물(2차)

벽체부위 열교 및 창호시스템의 기밀성 저하로 인한 열손실

문제 해결 위한 냉난방에너지 절감 기술 적용

<그린리모델링 시공 후><외단열 시스템 시공 전>



<신축 고층형 건축물 및학교 건물의 외벽 개선>

<구조단열패널 조립 사진>



<무기질 단열재 제조 현황>



511

176

175

409

176,453,720

81,939,240

10,896,180

35,484,576

창호개선

외벽개선

도장공사

외부환경개선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주요 건축재료의 열전도율표>



균일한 패널 시공으로 공사 기간 단축

구조 보강 기능을 통해 단열 효과 향상

연결 부재의 결합부위를 견고히 유지시킴

마감재의 균열에 의한 누수나 침투에 대한 보수재 역할





10-1534320





※ 출처 : 중소기업기술로드맵(2019)



※ 출처 : 중소기업기술로드맵(2019)



[독일]
기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대비 단열성능이 높은 네오폴
단열재 사용

[러시아]
건축 자재와 건강의 상관 관계를
인식하면서 러시아 단열재시장
의 친환경 단열재 수요 증가

[일본]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율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 기준 준수의무화
하여 단열재 수요 증가



※ 출처 : 산업경쟁분석(kisline), 델타텍 재구성



기업구분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본사주소

외감 알엠에스테크놀러지(주) 이홍기 312-81-38354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1로 55

외감 (주)동아인슈 박태영 505-81-84241 경북 경주시 내남면 내외로 731-49

외감 (주)에슬린 천자우 505-81-59039 경북 영천시 영천산단로 66

외감 (주)명성프라콘 정영훈 127-81-49705 경기 포천시 호국로1315번길 42

외감 유신단열(주) 김옥규 607-81-17000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41



유신단열(주)



(주)명성프라콘



알엠에스테크놀러지㈜













41,340 43,213 
46,798 48,878 

54,325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업종매출액 45,176 45,668 49,744

업체수 720 648 697

업종평균매
출액

62.7 70.5 71.4

업종평균영
업이익률

5.74% 4.89% 4.64%

*기준 : 업종 출하액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장규모 62,313 66,737 71,476 76,550 81,985

예상시장점유율 5% 10% 15% 20% 25%

추정매출액 3115 6673 10721 15310 20496

업종평균영업이익률 8.9% 8.9% 8.9% 8.9% 8.9%

영업이익 277.2 593.7 953.8 1362.1 1823.5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10-1634588





※ 출처 : Statista 2018

33%

26%

22%

19%
North America

Europe

Asia-Pacific

Rest of the world

※ 출처 : Global Telemedicine Market Analysis & Trends Report 2017, Research and Markets



• 지역별의료수준, ATA, 의료접근성

• 응급대응, 원격방사선화상진단, 원격병리진단

• ICT 활성화정책, e-Health, 원격상담, 원격감시



※ 출처 :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출처 : Medical Equipment Market Size & Growth - Diagnostic Imaging [Ultrasound Systems] 
Value By Geography, Global 2015-2022, USD Constant Millions, Global Data





※ 출처 : PRNewswire Teleradiology Services Market, 2017

8%
11%

22%

26%

33%

MRI

Nuclear Imaging

CT

ULTRASOUND

X-Ray

※ 출처 : Grandviewresearch, Teleradiology Market Analysis By Product And Segment Forecasts To 2024 보고서 관련 기사



삼성메디슨

알피니언

힐세리온

www.alpinion.co.kr

www.samsungmedison.co.kr

www.healcerion.com

• 초음파 진단기기 전문기업

• 신호 처리량 11배, 데이터 전송속도 10배를 강화한 제품 공개

• 20여년간초음파진단기기개발

• 초소형초음파장비미니소노출시

• 디지털헬스케어전문기업

• 세계최초로핸디형무선초음파장비소논출시

유신씨앤씨

바이오넷 www.bio2net.com

u-shincnc.com
• 남극과학기지에원격의료시스템납품

• 페루국립병원에원격협진센터시스템 구축지원

• 원격헬스케어시스템구현을위한생체신호진단장비연구개발

• 현장진단이가능한MU1, MU1V 출시







초음파프로브

슬레이브
장치

마스터장치

초음파
진단전문가

현장
의료진

도시전문병원의료소외지의료원





필수



12,449 12,908 

20,240 19,873 

16,403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업종매출액 20,240 19,873 16,403

업체수 957 277 258

업종평균
매출액

21.1 71.7 63.6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8.34 10.23 8.06

*기준 : 업종 출하액기준
*2015년도 매출액은경제총조사기준으로작성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장규모 18,814 20,149 21,580 23,112 24,753 -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

추정 매출액 940 2,014 3,237 4,622 6,188 17,001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8.9% 8.9% 8.9% 8.9% 8.9% -

영업이익 83 179 288 411 550 1,511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수소전기차량] [수소연료차량] [수소연료전지시스템]







PCM 

Cold Storage

Hydrogen Tank

Expander

Fuel Cell

Charging

Discharging

T4 T5

T3

TS

T1 , P1

T2 , P2









팽창공정

단열 팽창 작업

최대 온도 강하

냉각 용량

엑서지 차이의 약 60-70 %에 해당

벤 벤탄 압력과 1MPa의 최종 압력 사이의 엑서지 차이는 등온 팽창에 의해서 팽창 작업을 나타냄

-201.6 ◦C

70 MPa의 발을 1MPa로 방전 기간이 감소

𝜂𝑒 =
ℎ1 − ℎ2
ℎ1 − ℎ2,𝑠

Isentropic efficiency of the expander

𝑤𝑒 = ℎ1 − ℎ2 specific work of the expansion process

𝑘 = ℎ − ℎ0 − 𝑇0(𝑠 − 𝑠0) specific exergy of a hydrogen stream

𝑞𝑐,𝑒 = ℎ3 − ℎ2 specific cooling capacity of expanded hydrogen



PCM properties Hydrogen storage

Melting Temp. (°C) -25.6 Volume (L) 100

Freezing Temp. (°C) -26.2 Gas weight (kg) 3.97

Liquid density (kg/m3) 1200 600.7

Latent heat (kJ/kg) 205 2384.3

PCM to meet the cooling requirement

Volume (L) 9.7

Weight (kg)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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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스택, 고내식성스택, 설계기술, 독자적인모듈화기술

• 수소재순환블로워, 3D fine mesh 분리판, 고전압부스터

• 수송용연료전지, PEMFC, 친환경운송수단, 수소전기지게차, 수소전기버스



※ 출처 : Connected Car Forecast, Infinity Research (2018)※ 출처 : GAMA research (2018)



※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8)※ 출처 : 한국일보 (2016)



※ 출처 : 월간수소경제(2019)※ 출처 : 월간수소경제(2019)



※ 출처 : 지앤이타임즈(2018)※ 출처 : kotra해외시장뉴스(2016)



※ 출처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로드맵(조선) 2018-2020※ 출처 : Clarkson, DNV-GL선급, Lloyd선급 자료 종합



에스에너지

경동나비엔

㈜EG

www.navienhouse.com

www.s-energy.com

www.egcorp.co.kr

• 신세계와 BYC건설로부터 건물용 연료전지 30㎾를 수주

• 경북도청, 서울 신촌 등으로부터 연료전지 수주

• 주택용연료전지개발을위해미국세레즈파워와함께

국책과제를진행중

• SOFC 주요연구분야로연료극소재국산화진행

• 균일한입도를가지는저가형고순도Nio분말제조

포스코에너지

에스퓨얼셀

두산퓨얼셀

www.s-fuelcell.com

www.poscoenergy.com

http://www.doosanfuelcell.com

• 발전용연료전지의 1㎾당투자비가 10년간절반수준으로하락하여

국내연료전지시장의 90%를차지

• 상업용및업무시설기준신재생에너지비율 15% 대응

신재생에너지설치

• 지속 가능한 에코 디자인 스마트 에너지 부문에서는 드론용

수소연료전지팩 DP30 개발









기존차량보다친환경적인

수소자동차





필수

1안



820,374 843,286 854,041 862,216 873,164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854,041 862,216 857,164

업체수 20 22 21

평균매출액 42,702 39,191 41,579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6.4% 4.8% 2.4%2017년

* 업종평균영업이익률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C10797)”을기준으로산출하였음*기준 : 업종출하액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장규모 890,627 908,439 926,608 945,140 964,043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추정 매출액 44,531 90,843 138,991 189,028 241,010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4.5% 4.5% 4.5% 4.5% 4.5%

영업이익 2,018 4,118 6,300 8,569 10,925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2013

2014

2011







Camera distortion calibration

Sample scale factor

/ v vector calibration

Monitor pixel pitch calibration

Install a reference flat

Align the sample position at 

closer screen position

Align the sample orientation 

at farther screen position

Alignment 

finished?

Reference flat measurement

Install the Measurement 

specimen

Align the sample position at 

closer screen position

Align the sample orientation 

at farther screen position

Alignment 

finished?

Specimen measurement

Post-processing using the 

result of reference flat

Start

End

Y

Y

N

N

Repeated 

measurement?
Y

N

Camera

Screen

Linear stage
①

②

Reference
Flat (RF)

Center of 
camera view

Center of 
Monitor

Center of 
Reference flat

/Specimen

Measurement
specimen (MS)

<Highly repeatable alignment/
calibration with simple configuration>



<자동차 HUD의원리> <자동차 HUD의광학설계>

Freeform imaging mirrors



<PMD 구성및측정정확도>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00 200 300 4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60

-40

-20

0

20

40

60

-50

0

50

-50

0

50
0

2

4

6

8

Screen projection Camera image

Light-ray
deflection

3D profile
reconstruction

Modulated 
by surface



카메라의왜곡및기타수치

카메라의 초점 심도

스크린의 화소 배치 불규칙성

스크린의 방향 및 정렬 오차

측정 대상물의 방향 및 정렬 오차

스크린을 이동할 때의 변위 오차(크기, 방향)

카메라의 화각에 따른 측정 대상물의 스케일 인자 오차

FOV

Sample
ഥ𝑁𝑖,𝑗

Translating
Screen ҧ𝑣𝑖,𝑗ഥ𝑤𝑖,𝑗 Camera

P1

P2

𝑥𝑖,𝑗
Measurement 

at P1
Measurement 

at P2

Derivation of 
ഥ𝑤𝑖,𝑗 vectors

Surface profile 
reconstruction

<PMD의측정원리및기하학적관계> <PMD의측정단계>



Camera

Screen

Linear stage
①

②

Center of 
camera view

Center of 
Reference flat

/Specimen

Measurement
specimen (MS)

<카메라로입사되는광선의방향벡터를정량적측정>

Camera

Screen

Linear stage
①

②

Reference
Flat (RF)

Center of 
camera view

Center of 
Reference fla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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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지식경제부, 센서산업 발전전략 보도자료, 2012※ 출처 : BBC Research, 광계측기기 시장, 2016



• 디지털센서, 스마트센서, IT융합산업

• 적외선광원모듈, 광계측영상모듈, 조명광학계및카메라모듈, 의료진단용조명광학모듈

• 범용계측, 광측정장비, 광스펙트럼분석기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제조 로드맵, 2019※ 출처 : 테크월드, 자동차 제조공정, 계측기 시장 동향과 전망, 2019





파이맥스

나노텍

㈜에이앤아이

www.nanotek.com

www.pimacs.co.kr

www.anieng.com

• 광 측정 시스템, 자동차 광 측정 시스템 보유

• 공정 분석 장비, 광학 교정 시스템 보유

• 플라즈마발생기술과스펙트럼분석기술을접목한

SPOES 센서를순수국내기술로개발

• 검사공정에사용하는계측기를자체개발해생산

• 반도체패키지공정내검사장비를공급

키스랩

㈜한승이앤아이

탑콘테크노하우스

www.hseni.co.kr

www.kislab.kr

www.topcon-techno.co.kr

• 초분광센서, 분광기, 휘도계, 컬러센서등다양한광계측기보유

• 초분광영상, 2D 광특성, 멀티채널시스템을직접개발

• TV나스마트폰디스플레이의생산현장에서화이트밸런스, 

감마검사조정에사용되는광계측장비보유

• 초저휘도에서 고휘도까지 고정도의 휘도, 스펙트럼을

측정 할 수 있는 분광방사계 제품 보유













2015년 2016년 2017년

업종매출액 2,220 2,385 1,845

업체수 119 97 110

업종평균
매출액

18.7 24.6 16.8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9.05% 3.75% 1.14%

*기준 : 업종 출하액기준, 2015년은 경제총조사반영

2,801
2,430 2,470

3,295

3,946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장규모 4,526 4847 5191 5560 5955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추정 매출액 226.3 484.7 778.65 1112 1488.75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4.6% 4.6% 4.6% 4.6% 4.6%

영업이익 10.5 22.5 36.1 51.6 69.1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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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김치유래
미생물 유전체 정보서열 분석 미생물유전자은행 운영전임상 기능성 평가





[DCs로부터 분비되는 IL-10 분비량] [DCs로부터 분비되는 IL-12 분비량]

[IgE 생성량 결과값][아토피 피부염 지수 측정값]

[아토피 피부염 지수 실험 결과]



[DCs로부터 분비되는 IL-10 분비량] [DCs로부터 분비되는 IL-12 분비량]

[IgE 생성량 결과값][아토피 피부염 지수 측정값]

[아토피 피부염 지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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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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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섭취 시 심리적 안정

습관적으로

체중 조절 목적

선물로 받아서

노화방지

아내/부모 등 주변 권유

피로회복

건강유지(증진) 목적

※ 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019), 오픈서베이(2018)



329

413

2013년 2017년

※ 출처 : Grand View Research(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41 44.2 47.6 51.3 55.2 59.5 64.1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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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Zion Market Research(2018), 식품안전의약안전처(2018)

804 

1,388 
1,579 

1,903 
2,174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00.9 430.4 462.0 496.0 532.4 571.6 613.6 658.7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출처 : MarketResearch(201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쎌바이오텍

㈜케비젠 www.chebigen.com

www.cellbiotech.com
•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1위 기업 및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

• 주요 제품으로는 홍삼정, 홍삼추출액 등이 있음

• 화장품및식품OEM/ODM 전문기업

• 유산균관련제품생산(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 요거트등)

㈜노바렉스

코스맥스바이오㈜

㈜뉴트리바이오텍

www.cosmaxbio.co.kr

www.novarex.co.kr

www.nutribiotech.co.kr

• 건강기능식품OEM / ODM 전문기업

• CJ제일제당의CJLP-133제품생산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전문ODM 업체

• 연질캡슐, 정제&경질캡슐, 젤리&젤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 가능

• 국내 건강기능식품 마케팅 및 OEM/ODM 사업 선도

• 2015년 기준 전체 매출액의 약 50% 가량 해외 수출

㈜제이비케이랩
• 기능성원료, 건강기능식품, 신약연구개발업체

• 신약개발업체㈜제이씨파마인수

파미니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기업연구소’선정

• 천연물을활용한간기능개선조성물‘토스케어＇해외시장진출
www.famenity.com

www.bision.co.kr









알레르기성피부염치료제
(경구투약)







14,820 16,310 
18,230 

21,260 23,374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업종매출액 18,229 21,259 22,373

업체수 487 487 496

업종평균매출
액

37.4 43.6 45.1

업종평균영업
이익률

4.2% 7.3% 5.4%

*기준 : 업종 출하액기준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시장규모 36,865 41,313 46,298 51,884 58,114 234,504

예상시장점유율 2% 5% 8% 11% 14% -

추정매출액 737 2,066 3,704 5,707 8,136 20,350

업종평균영업이익률 5.60% 5.60% 5.60% 5.60% 5.60% -

영업이익 41 116 207 320 45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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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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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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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88454

10-1575747





※ 출처 : Frost&Sullivan,2014



• 맞춤의료, 동반진단, POCT, 헬스케어

• 엘라이자진단키트, PCR 키트, 생활습관병, 시약

• 면역진단, 분자진단, NGS, PCR, POCT



※ 출처 : IMS헬스



타미플루
내성바이러스
검출키트

<타미플루내성바이러스진단키트>



※ 출처 : IMS헬스, 소수점 반올림



웰스바이오

솔젠트

휴마시스

www.solgent.com

www.wellsbio.net

www.humasis.com 

• 최근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자체 개발 분자 진단 제품인

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 키트에 대한 국내 제조판매 허가 획득

• 메르스 감염 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개발해 중국

등에 공급

• 혈액을 원심 분리하는 등 별도의 처리 없이 혈액 그대로 검사 가능한

C형 간염항체 신속검사키트 개발

엑세스바이오

피씨엘

바이오메트로

www.pclchip.com

www.accessbio.net 

www.biometro.net

• 세걔1위 말라리아 진단키트 판매 업체

• 체외진단 전문기업

• 혈액원에서에이즈와 C형간염을빠르게 대량으로 동시에 진단하는

스크리닝 검사도구로사용 가능한 기술 발표

• 심장질환과 바이러스 감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음극 전기화학

발광법(C-Electrochemiluminescence)‘ 개발









오셀타미비르저항성바이러스

치료제개발





필수



12,449 12,908 

20,240 19,873 

16,403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업종매출액 20,240 19,873 16,403

업체수 957 277 258

업종평균
매출액

21.1 71.7 63.6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8.34 10.23 8.06

*기준 : 업종 출하액기준
*2015년도 매출액은경제총조사기준으로작성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장규모 18,814 20,149 21,580 23,112 24,753 -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

추정 매출액 940 2,014 3,237 4,622 6,188 17,001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8.9% 8.9% 8.9% 8.9% 8.9% -

영업이익 83 179 288 411 550 1,511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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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 위한 신제품·서비스상용화 공동R&D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성능개량 및 향상 등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수중방사소음 예측 함내소음 예측

※ 본소개서의대상기술인‘함정소음예측기술’이이에해당됨

통합 생존성 해석 모델





[해양 소음http://ngm.nationalgeographic.com/2011/01/big-idea/noisy-ocean]



선체 진동

프로펠러 및 유체소음

수중방사소음

구조소음 공기소음

받침대/마운트

장비 및 배관

함내소음



선박용 소음 DB





소음원

탑재장비

전달경로

선체구조

수음점

함내소음

소음원 레벨
(Air-borne , Structure-borne)

옥타브 밴드 레벨 및 위치정보

발전기주 추진기관프로펠러 펌프류 기타 장비

탄성마운트차음상자

Foundatio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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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10-1897468

KR 10-1801218

KR 10-1556501

KR 10-1289312





※ 출처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로드맵(선박)(2016)

※ IT 융복합기자재 : 해양환경보호와해상에서안전과보안을목적으로항해와관련서비스를향상시키기 위해
전자적 수단에 의해 육상과 선박의 해양 정보를 일관되게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및 분석시 사용



• IMO 2020, LNG(액화천연가스) 수출, LNG 선, 미국선박법

• 높은기술수준, 정확한납가, Challenge 21계획, 미래첨단형선박, 조선용CIMS

• Low End 선박, 선박금융, 조선수리업, 품질문제, 저임금경쟁력, 정부지원

※ 출처 : KOTRA ＆KOTRA 해외시장뉴스
(미국조선산업) 

※ 출처 : 중소기업기술로드맵(조선)

※ 출처 : 중소기업기술로드맵(조선)



※ 출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매출액 현황(2017)※ 출처 : Jane’s Defence Budgets Report(2017)



※ 출처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유해환경 모니터링(2019)

※ 환경모니터링 :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광학적정보를센서에서인식하여전기적신호나
소리, 광등을이용하여대상물질을감지하는기술





㈜강남

㈜대우조선해양

㈜HSD엔진

www.dsme.co.kr

www.kangnamship.co.kr

www.hsdengine.com

• 소해함, 기뢰 탐색함, FRP 고속정, 알루미늄 고속정, STEEL 

고속정, 보조선 공급 및 수출 확대

• 방위사업청의대규모 군함 발주 사업 수주 계획 수립

• 영국 군수 지원함 사업 수주

• 선박용 엔진 수주 공시(549억, 매출액 대비 10%)

→ 중국 민영 조선소 주오산창홍

㈜삼강엠앤티

㈜한국특수전지

㈜한진중공업

www.ksbatteries.com

www.sam-kang.com

www.hanjinsc.com

• 2017년 말 함정 분야 주요방위산업체로지정

• 해양경찰청1500t급 경비함 수주 및 계류 지원정 납품 지속

• 잠수함 및 어뢰용 추진 전지 제조

•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에설치되는 리튬 전지 납품

•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으로 차기 고속함 4척 납품 계약 체결

• 선박의 소음 계측 시스템 기술 확보

㈜현대중공업 www.hhi.co.kr
• 해군이 발주하는 7조원대 신형 이지스함 및 잠수함 건조 사업

참여 → 수주 계획 수립

㈜효성 www.hyosung.co.kr
• 효성중공업을 통한 방위사업 참여

• 유로 사토리 2016(방위산업 전시회) 참여 및 기술 홍보















19,146 
21,679 

26,698 27,875 
30,847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업종매출액 26,698 27,875 30,847

업체수 65 67 69

업종평균매
출액

56.7 67.7 78.5

업종평균영
업이익률

2.46% 0.47% 0.50%

*기준 : 업종 매출액기준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장규모 35,382 37,894 40,585 43,467 46,553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추정 매출액 1,769.1 3,789.4 6,087.75 8,693.4 11,638.25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1.1% 1.1% 1.1% 1.1% 1.1%

영업이익 20.2 43.3 69.5 99.3 132.9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연구산업
활성화지원

연구산업
인프라구축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과기정통부공공연구성과중사업화유망기술을발굴하여기술컨설팅, 

추가R&D 등사업화지원을통해연구성과의기술사업화성공률제고

• 우수공공연구성과에대한기술가치평가, 홍보, 유망기술발굴, Tech-BM 검증, 

해외진출 지원 등 연구산업 활성화를위한 인프라 기반 구축

연구 산업
중대형성장지원

연구산업서비스업
역량강화

권역별
신산업 육성 지원사업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BM 기반과기정통부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을통해대형성과창출및

새로운 기술사업화모델 정립

•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연구산업의주요주체로서, 미래성장동력으로적극

육성하여 국가 R&D 혁신체계 고도화 및 고급 일자리 창출 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성과활용촉진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국가R&D를통해개발된기술의이전·사업화인프라조성및공공 R&D 

성과물의이전·사업화지원으로국내중소·중견기업의기술경쟁력제고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산업용 초음파 추출시스템(외부) 산업용 초음파 추출시스템(내부)



[실험용초음파기개발] [Pilot 규모순환식초음파추출기개발]





세계최초산업용초음파시스템개발

〮 기능성 성분의 종류에따라맞춤형기능성성분을추출할

수있어산업용으로다양하게활용가능한시스템기술

〮 원료탱크, 복수개의 분리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수개의 분리유닛 구조로 기능성 소재의 대량생산 가능

〮 추출된 기능성 소재 추출물은 농축, 건조를 통하여

농축물, 분말의 형태로 제조 가능

산업용초음파시스템을활용한기능성소재추출기술확보

옥수수소재

봉출소재

우엉소재

• 20kHZ 초음파
• 24시간 동안 처리

• 20~60w/v% 에탄올
• 28kHz 초음파
• 1시간 동안 처리

• 20~60w/v% 에탄올
• 28kHz 초음파
• 6시간 ~ 9시간 동안 처리

기능성성분의종류에따라맞춤형처리가능



[기존추출공정] [초음파추출공정]



[초음파조사를통한추출수율향상] [ph농도변화에따른추출수율변화]

[초음파처리시염류에따른심근단백질의용해도][진폭변화에따른추출수율변화]



[추출공정개선]

[항염증효능]



[혈관염증개선효능] [피부염증개선효능]













※ 출처 : Market Research Future, WantStats Research And Media(2018)※ 출처 : marketsandmarkets, Food Ultrasound Market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2018



고시형제품

19,924
89%

개별인정형제품

2,450
11%

고시형 개별인정형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2018

12,496 13,134
15,035

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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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형 제품 개별인정형 제품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2018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2018)※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2018

2,936 
3,223 

3,537 
3,882 

4,261 

4,677 

5,134 

5,635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면역기능

641
21.9%

간건강

243
8.3%

피부건강

159
5.4%

관절/뼈건강

100
3.4%혈행개선

97
3.3%

항산화

68
2.3%

기타

1,628
55.4%





※ 출처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 출처 :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2018)※ 출처 :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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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씨

㈜휴럼

www.btcbio.com

www.hurumcorp.com

• 헛개나무열매 열수추출물 투여를 통한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저하 연구

• 항비만소재, 녹차등식품의연구개발을통한기능성원료생산기업

• 돌외잎 주정 추출 분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등록

• 천연, 기능성소재연구및제품개발전문기업

• 까마귀쪽나무열매주정추출분말판매

㈜티지바이오텍

㈜바이오에프디엔씨 www.biofdnc.com

www.tgbio.com
• 기능성화장품, 대사질환, 신경질환치료제제조기업

• 돌외잎주정추출분말제조

• 한약재및생약소재열수증류추출생산기업

• 열수증류추출법을통해아로마계열의이차대사산물을회수하는

방식으로천연추출물생산

광동제약㈜ www.ekdp.com











2안

1안
초음파시스템
장치기술

소재기술

KFRI한국식품연구원



14,820 
16,310 

18,230 
21,260 22,374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18,230 21,260 22,374

업체수 487 487 496

평균매출액 37.4 43.7 45.1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6.93% 7.69% 5.4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생산실적, 각년도

2017년

* 업종평균 영업이익률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C10797)”을 기준으로산출하였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장규모 26,205 28,360 30,693 33,209 35,933 -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

추정 매출액 1,310 2,836 4,603 6,641 8,983 24,373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6.7% 6.7% 6.7% 6.7% 6.7%
-

영업이익 87 189 307 444 600 1,627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 업종평균 영업이익률은최근 3개년 데이터 사용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

§





※ 출처 : NAVER 지식백과



※ 출처 : BRIC View 2018-R15







※ 출처 : News Vision@ 2018.01.09 급성장하는 나노의약 산업



[20nm의직경을갖는금나노입자(Au20)와코로나를형성한
상위 20개의유리체기반단백질]

[20nm의직경을갖는실리카나노입자(Si20)와코로나를형성한
상위 20개의유리체기반단백질]

[100nm의직경을갖는금나노입자(Au100)와
코로나를형성한상위 20개의유리체기반단백질]

[100nm의직경을갖는실리카나노입자(Si100)와
코로나를형성한상위 20개의유리체기반단백질]

[도1 내지도5를종합한나노입자와코로나를형성한
상위 20개의유리체기반단백질]



[유리체내에서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에대한나노입자와나노입자-유리체
기반단백질복합체간의결합력을비교실험]









10-1748120





※ 출처 : Datamonitor Healthcare(2017), 미국·유럽5개국 기준 / Decision Resources(2017)



※ 출처 : 대신증권 Reseearch & Strategy 본부 / 이데일리 2019-07-22 5년뒤 항암제 시장 2배...



※ 출처 : Biomedtracker(2017.7월 검색)



※ 출처 :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 ClinicalTrials.gov(’17.7월 검색), 언론보도,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브리프 Vol.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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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ing shadow mask

PPEDA deposition

Remove shadow mask

PP-PEG deposition

Glass slide

PP-PEG

PPEDA

100 μm

1 step : PP-PEG deposition

2 step : shadow mask(dot 지름100 μm)를PP-PEG 
박막 plate 고정

3 step : PP-EDA (amine group) 박막 deposition

4 step : shadow mask 제거

PEG Pattern for FITC-tagged IgG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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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arketsandMarkets(2016) ※ 출처 : 생명공학정책센터





※ 출처 : MarketsandMarkets(2016) ※ 출처 : 생명공학정책센터





마이크로젠

바이오니아

나노엔텍

www.bioneer.co.kr

www.macrogen.co.kr

www.nanoentek.com 

• 글로벌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 유전자분야첨단시약및장비개발, 보급

• Bio-MEMS 핵심기술보유

엔에스비포스텍

올스바이오메드 -

- • 바이오칩전문기업

• 대장암진단용바이오키트대량생산예정











1안



12,449 12,908 

20,240 19,873 

16,403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업종매출액 20,240 19,873 16,403

업체수 957 277 258

업종평균
매출액

21.1 71.7 63.6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8.34 10.23 8.06

*기준 : 업종 출하액기준
*2015년도 매출액은경제총조사기준으로작성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장규모 18,814 20,149 21,580 23,112 24,753 -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

추정 매출액 940 2,014 3,237 4,622 6,188 17,001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8.9% 8.9% 8.9% 8.9% 8.9% -

영업이익 83 179 288 411 550 1,511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지하처분연구시설 (KAERI, KURT)하폐수 위생화 기술(KAERI)





[방사성세슘(Cs-137) 이온을 ‘무기질미네랄’ 입자화]



[담수조건] [해수조건]







[무기화학적세슘광물형성과정]





10-1754790

10-2000679





※ 출처 : 원전해체사업 육성전략(2019)



• 노후원전, 탈원전, 원전해체, NRC, 조기폐쇄, 원전보조금

• 즉시해체(DECON), 지하수, 워터제트, 원전해체, 안전규제계획

• 지잔, 쓰나미, 후쿠시마, 3E+S, 탈탄소화, 에너지효율화, 재가동



※ 출처 :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GLOBAL MARKETS (2015)



※ 출처 : 원자력산언실태조사(2019)



세아베스틸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www.doosanheavy.com

www.seahbesteel.co.kr

www.hdec.kr

• ORANO TN과의 협력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CASK) 

시제품 제작

• 두산밥콕-셀라필드간계약체결을토대로국내중소기업과함께원전

해체‧방폐물관리해외시장진출추진

• 플랜트사업본부원자력사업단내에원전해체를위한태스크포스(TF)

구성

오르비텍

동원엔텍 www.dwentec.co.kr

www.kndt.co.kr • 방사선안전관리와방사성폐기물처리, 제염, 규제해제사업진행

• 원전해체관련연구개발진행중









세슘제거방법
수지 or 흡착제

비용(t)
운영비용
(t:폐수량)

비고

세슘광물화기술
(본기술)

0 15 (시약 및 운전비용)

이온교환수지 5,000 10 (전처리비)

제올라이트 10,000 10 (전처리비)

CST
(crystalline silicotitanate) 1,000,000 10 (전처리비)

* 세슘 특화
* 일본 후쿠시마 사용

Prussian blue 자성체 100,000 10 (전처리비) * 세슘 특화

단위: 천원 (추정치)





2015년 2016년 2017년

업종매출액 1,069 1,156 1,209

업체수 3 2 3

업종평균
매출액

356.3 578.0 403.0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0.05% 0.42% 0.26%

*기준 : 업종 매출액기준

767

1069
1156 1209

2014 2015 2016 2017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장규모 1,386 1485 1590 1703 1824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추정 매출액 69.3 148.5 238.5 340.6 456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0.2% 0.2% 0.2% 0.2% 0.2%

영업이익 0.2 0.4 0.6 0.8 1.1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Sample 

number

Contents (mg/g)

Esc (n=3) Esce (n=3) Frx (n=3) Frxe (n=3)

mean SD RSD mean SD RSD mean SD RSD mean SD RSD

C22-1E

(ethanol)
153.752 0.634 0.41 12.193 0.207 1.70 12.151 0.230 1.89 3.265 0.074 2.26

C22-1W

(water)
134.182 16.441 12.25 7.701 1.080 14.03 9.466 1.238 13.07 3.204 0.479 14.96

평균 143.967 8.537 6.333 9.947 0.644 7.864 10.809 0.734 7.482 3.234 0.277 8.609



R2 Contents 
(mg/g)

0.9924 153.752

0.9913 12.193

0.9967 12.151

0.9916 3.265

(A)

(B) R2 Contents 
(mg/g)

0.9924 134.182

0.9913 7.701

0.9967 9.466

0.9916 3.204

(A)

(B)

(a)
(b)

(c)

(d)

(a)

(a)

(a)

(b)

(b)

(b)
(c) (c)

(c)

(d)

(d)

(d)



Corticol 측정Serotonin 측정



normal control FX 100 mg/kg doxepin

(B)

(A)
(C)

(D)

H
ip

p
o

H
ip

p
o

P
F

C
P

F
C

pCREB/DAPI

BDNF/DAPI







PCT/KR2019/003***

PCT/KR2018/012***

10-2018-0123***

10-2018-0059***

10-2018-0033***

10-2017-0134***







NO 지원사업 사업내용

1
K-Pharma
Academy

• 제약 신흥국보건부및 인허가담당자대상 초청 연수프로그램진행을
•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안전관리제도에대한 신뢰를구축하여수출 확대를위한 기반 마련

2
중남미보건의료협력사

절단 파견
• 국내 제약기업의중남미시장 진출을촉진하기위한 현지 제약산업협력포럼 및 1:1 비즈니

스 상담회 개최

3
제약산업홍보회 (K-

Pharma Fair) 
• 주요 해외 제약기업및 투자기관관계자 대상 해외임상시험중인 제품 소개를통해 국내 기

업이 갖춘 글로벌수준의의약품개발 역량과 해당제품의 우수성을홍보

4
홍보전시관운영 및 글

로벌 홍보단파견
• 주요 제약기업이참여하는해외 전시회에글로벌 홍보단운영을통한 한국 제약산업및 기업

과 제품의 우수성안내

5
제약산업글로벌정보센

터 운영
• 해외 제약시장정보를수집 및 제공, 권역별로해외 제약시장의인허가와시장정보를단계별

로 구축하여해외 제약시장에대한 정보 제공

6
해외제약전문가초빙 및

활용
• 의약품개발 분야별해외의 전문가를각 기업에배치하여맞춤형대면 컨설팅과교육지원을

하고 국내 채용이어려운해외 전문가들의네트워크를구축하여온라인 컨설팅제공

7
제약산업글로벌컨설팅

지원사업
• 국내 제약산업의글로벌경쟁력 향상을위한 전문적인해외현지 타켓 중심의전략적, 맞춤형

컨설팅지원

8
제약산업글로벌현지화

강화지원사업
• 국내 제약기업이신흥국등 해외시장에 진출하기위해현지 생산·유통등 법인 설립, 협력사

발굴, 수출품목 등록 관련 해외 현지화지원





동아제약(주)

한미약품(주)

이연제약(주)

www.hanmi.co.kr

www.dapharm.com

www.reyonpharm.co.kr

• 일반의약품, 신규기능성천연물, 혁신적인소비자헬스케어제품의연구개발을하고있음

• 한미약품에대해미국에서임상3상을성공적으로마친롤론티스에이은새로운신약
기술수출예정

• 독일의핀젤버그와천연물의약품개발에관한포괄적인업무협약(MOU)을체결함

현대약품(주) www.chammed.co.kr
• 현대약품은한국세르비에의우울증치료제밸덕산정(성분명아고멜라틴)의특허회피

에성공함

알리코제약(주) www.arlico.co.kr
• 주력개발분야인이고들빼기추출물(천연물)을이용한프로바이오틱스제품을일동바

이오사이언스와의제휴를통해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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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7 

72,146 
91,881 

1,863 

2,430 

2,790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상담의뢰인원 실제치료서비스받은인원

3.37%

7.85%

3.04%



75.9%

68.1%

63.1%

33.3%

30.7%

30.5%

25.5%

24.4%

22.7%

스스로해결할수있다고생각함

정신질환이없다고생각함

저절로좋아질거라생각함

저절로좋아짐

많이괴롭지않았음

치료사실을타인이알까걱정됨

치료비걱정

방법을모름

치료효과가있을거라생각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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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지] [복령] [목단피]









제약회사

제약회사

기술이전

약국

환자

판매

병원

제품판매

식약처
GMP 인증

기능성원료

인정

임상실험

• 우울장애
• 조울증
• 사회불안장애
• 공황장애

천연소재추출
물공급

제약회사

제약회사
직접/ODM/OEM

생산

직접/ODM/OEM

생산

판매



기존수입제품대체가능한
국내기술로제품생산을

통한원가절감
부작용 위험이 낮은 소재 활용 타추출물대비월등한효과확인 우울증 초기대응이

어려운 부분 해결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유망기술에대한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및인증, 

디자인등사업화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빅파마연계 공동 연구
개발 사업

혁신형 글로벌
신약개발사업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빅파마와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신약 개발 및

기술이전 가능성 극대화

•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아 신규성과 혁신성을 갖춘 우수한 과제를

Bottom Up 방식으로 신약개발 전단계에 대해 지원















UV 경화 광소결 (IPL)

초음파노즐
스프레이코팅

Passivation
코팅

Adhesive
코팅

PET 기판
Adhesive

Passivation 경화전Passivation 경화
후

소결된 VO2 소결전 VO2



• VO2 나노소재 합성 및 나노잉크 제조 기술

→ Doping, 나노소재 구조 합성, 분산 기술

- 필러 나노사이즈 효과

- Dopant 소재 및 첨가율

- Hollow, core-shell 구조 제어

- 분산성 유지

• 대면적 균일 박막 형성을 위한 잉크 코팅 기술

→ 초음파 노즐 활용 spray coating

- 극소량의 원료분사

- 저속/무압력 분사

- 진공환경 등 특수환경 코팅

- 균일한 분무입자

• 짧은 시간 저온소결이 가능한 열처리 기술

→ 백색광 저온소결 공정 기술

- ms 단위의 소결시간

- 선택적 소결 가능

- 폴리머 기판 열화 최소화

- 우수한 결정화



▣ VO2@ZnO core-shell 구조 형성

[VO2@ZnO 분말 TEM 이미지 및 EDS 분석 ][VO2@ZnO 분말 열분석]

[VO2 및 VO2@ZnO 분말 XPS 비교 분석 ]

▣ 수열합성분말 활용 VO2-W 박막 제조

[열처리 전·후 VO2-W 분말형상] [광소결된 VO2-W 박막 미세조직]

[W 도핑에 따른 VO2-W 분말 상전이온도 변화 ]



◆ 다양한 코팅 공정 변수 제어를 위한 X-Y 직교로봇 장비 제작

▣ X-Y 직교로봇 기반 spray coater 장비 구축

[spray coating 장비 외관 및 내부 작업대]

코팅공정 방법에 따른 박막의 특성 비교

◆ 기존 spin 코팅에 비해 spray 코팅 박막의 광학투과율이 낮아

향후 추가적인 spray 코팅 공정조건 최적화가 요구됨

[코팅박막 외관 및 미세조직 비교] [광학 투과율 비교]

▣ spray 코팅 최적 공정 조건 및 VO2 박막 두께 변화

[분사 거리 및 용액 분사량 미세조정에 따른 코팅박막의 외관]

[분사 거리 및 용액 분사량 미세조정에 따른 VO2 박막의 두께 변화]

◆ VO2 박막두께균일도 목표 ±6 % 이하 대비 5.68% 달성

◆ Spray 코팅 공정변수에 따른 시험을 통해 박막형성 DB 구축

→ 향후 대면적 spray 코팅 최적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Spin/Spray 코팅 박막의 미세조직 및 투과율 비교



▣ 소결방식 및 조건에 따른 박막 상

▣ 소결방식 및 조건에 따른 열변색 특성▣ 소결방식 및 조건에 따른 박막 표면 미세조직

[열소결] [광소결]

[열소결] [광소결]

[열소결] [광소결]

[열소결] [광소결]

▣ 소결방식 및 조건에 따른 표면-계면 원소비율
표면 계면 표면 계면



▣ VO2 박막-기판간 접착 메커니즘

[광소결 조건에 따른 박막-유리간 접착 메커니즘 모식도]

[표면 미세조직] [박막 접착강도]

▣ 광소결 조건별 VO2 박막 특성변화

[파단면 미세조직] [파단면 원소비율 변화]







10-1901604



스마트 디스플레이



※ 출처 : 2017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보고서





※ 출처 : Strategy Analytics (2015)



※ 출처 : 국내외 스마트농업 산업동향 분석보고서(2018)



※ 출처 : 네오리서치



※ 출처 : Strategy Analytics



• 원격제어, ICT,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무인주행

• 고령화,  식품낭비, 자원남비, 식물공장, 농업컨설팅,  기계화, 자동화

• 토양세척, 농장빌딩, 에너지절약,그로우와이즈시티, 복합환경제어



※ 출처 : KOSIS



넥스필

㈜큐시스

㈜썬필드

www.q-sys.co.kr

www.nexgard.com

www.sunfieldkorea.co.kr

• 한국과 미국을 거점으로 윈도우 필름 제조

• 존재하는 모든 윈도우 필름의 생산이 가능한 설비 보유

• 자외선경화형재료와PDLC에대한국내외특허및핵심기술보유

• 전공정가공시스템을갖춘필름전문제조기업

• 환경친화적제품개발

미래나노텍㈜

에스씨글로벌㈜

존스미디어㈜

www.madico.co.kr

www.mntech.co.kr

www.johnsmedia.co.kr

• 자동차썬팅및건물용안전필름제조

• 전세계 75개국에윈도우필름공급

• 미국, 일본등에공장보유

• 차량용필름코팅,디지털글라스사업진행중









온실업그레이드





필수

필수



2015년 2016년 2017년

업종매출액 53,182 60,422 60,403 

업체수 471 412 393 

업종평균
매출액

112.9 146.7 153.7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1.24% 0.22% 0.25%

*기준 : 업종 출하액기준, 2015년은 경제 총조사 반영

7,210,679 7,555,111

10,738,696

8,251,595 8,240,209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장규모 94,518 101,229 108,416 116,114 124,358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추정 매출액 4,725.9 10,122.88 16,262.4 23,222.71 31,089.41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0.6% 0.6% 0.6% 0.6% 0.6%

영업이익 26.9 57.6 92.5 132.0 176.8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다양한 pH 농도에서의안정성실험]



[다양한온도에서의안정성실험]



[고농도염용액에서의안정성실험]





바이오센서

현장진단키트

전자코

목표 제품 검토 가능 제품

고감도PCR
체외진단















전자코

바이오센서

현장진단키트

고감도PCR

체외진단



마크로젠

아이소텍

www.celltrion.com

www.eisotech.co.kr

• DNA칩기반의나노바이오센서기술보유
• 개인별맞춤형정밀의료기반서비스제공기술보유

• 항체개발및대량생산기술보유
• 글로벌제약기업과의공동연구를통해종양타겟의ADC 바이오베터개발중

• 의료용기기제조업으로레이저혈당측정기를주품목으로개발, 생산

• HPV 진단용 DNA 칩 기술 보유
• 암 조기 진단이 가능한 분재생물학 HPV 검사법 기술 사용

셀트리온

www.macrogen.co.kr

디지털지노믹스

www.ahngookbio.com

5

바이오메드랩

www.digital-
genomics.co.kr

• 지노믹스 연구를 기초로 연구용 DNA 칩을 제작 공급하는
마이크로어레이 전문 기업으로 질병 진단 체동을 개발중

6 바이오니아 www.bioneer.co.kr
• 실시간 PCR 기술 기반 분자진단 시스템 보유
• 분자진단 시스템으로 MDX system, Real-Time PCR 기술 보유

7 비바이오
• 혈당측점시스템및제조설비기술보유
• 혈당측정검사지생산및연구개발부설립www.careeng.com



나노엔텍 www.nanoentek.com • 나노엔텍은체외진단키트부문에서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며, 랩오어칩
기술기반의생명공학연구기기와현장진단의료기기를개발하였음

씨젠메디컬 www.seegenemedical.com
• 분자진단전문기업으로 Real-Time PCR을보완한원천기술을확보하고있고, 

진단시약제품도시장에구축

오상헬스케어 www.osanghc.com

에스디 www.sdbiosensor.co.kr
• 주요생체타겟에대한작용원리를이해하고효소, 항원-항체등과같은분자인식

기능을가진바이오물질의특성을이용하여특이적으로반응하는생리적
지표물질의농도를측정하는기술연구

바디텍 www.boditech.co.kr

• 혈액을기반으로한첨단의료진단센서와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플랫폼등
의료기기인프라를구축

• 항원과항체사이의면역반응을형광을이용하여측정하는면역형광법을채택한
현장진단검사기기사용및연구개발

엑세스 바이오
• 높은수준의정확도와민감도를유지할수있도록하는면역크로마토그래피기술을

보유중이며이를통해소량의항체로질병감염여부진단 RDT 생산

메디센서
• 항원검출용 Chlamydia TRF-S를통해빠른진단을하는테스트기제품보유
• 콜로이드형광입자기술, 기존클라미디아 RDT 키트의저감도개선기술보유





※ 출처 : 연구개발특구기술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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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신소재경제, 바이오센서 기술융합 신산업 창출(2019)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체외진단 시장(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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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체외진단 시장(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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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의료, 동반진단, POCT, 헬스케어

• 엘라이자진단키트, PCR 키트, 생활습관병, 시약

• 면역진단, 분자진단, NGS, PCR, P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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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및키트 진단장비 서비스

2016 2021

시약및키트부분의경우
연평균 6.1% 성장할것으로전망됨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체외진단 시장(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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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진단의경우
연평균 5.8% 성장할것으로전망됨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체외진단 시장(2018)











2안

1안 카벤-금속나노입자복합체

기술

KRIBB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전자코
• 고감도PCR

• 바이오 센서
• 현장진단키트
• 체외진단



12,449 12,908 

20,240 19,873 

16,403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업종매출액 20,240 19,873 16,403

업체수 957 277 258

업종평균
매출액

21.1 71.7 63.6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8.34 10.23 8.06

*기준 : 업종 출하액기준
*2015년도 매출액은경제총조사기준으로작성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장규모 18,814 20,149 21,580 23,112 24,753 -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

추정 매출액 940 2,014 3,237 4,622 6,188 17,001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8.9% 8.9% 8.9% 8.9% 8.9% -

영업이익 83 179 288 411 550 1,511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수면장애치료용약학적조성물화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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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arketResearch(201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 출처 : ResearchAndMarkets(2018),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 출처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2016), 농림축산식품부(2017)





㈜한독

한미약품㈜

환인제약㈜

명인제약㈜

www.whanin.com

www.hanmi.co.kr

www.myunginph.co.kr

•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등제조및신약개발업체

• 향정신성의약품졸피드, 독세정생산

• 전문의약품제조업체

• 향정신성의약품졸피람, 트리람, 라제팜생산

•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전문업체

• 향정신성의약품졸피신, 명세핀, 졸민, 루나팜 생산

코스맥스바이오㈜

㈜제이비케이랩 www.jbklab.co.kr

www.cosmaxbio.co.kr

www.handok.co.kr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전문ODM 업체

• 연질캡슐, 정제&경질캡슐, 젤리&젤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 가능

• 기능성원료, 건강기능식품, 신약연구개발업체

• 신약개발업체㈜제이씨파마인수

•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제조업체

• 향정신성의약품스틸녹스 10mg ,스틸녹스CR생산













19.32 19.37 19.24 
21.73 22.06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업종매출액 132,315 141,230 156,494

업체수 290 294 313

업종평균
매출액

456.3 480.4 500.0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7.01% 8.03% 8.15%



구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합계

시장규모 61.46 66.49 71.95 77.85 84.23 361.98

예상시장점유율 5% 10% 15% 20% 25% -

추정매출액 3.07 6.65 10.79 15.57 21.06 57.14

업종평균영업이익률 7.7% 7.7% 7.7% 7.7% 7.7% -

영업이익 0.2 0.5 0.8 1.2 1.6 4.3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위한신제품·서비스상용화공동R&D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중성지방함량감소비교그래프]











• 새로운일자리창출분야로선정하여정부의지원및산업활성화추진

• 정부의휴먼브레인프로젝트를통해 100개의바이오연구기관을참여진행

• 정부중심의바이오산업육성을위해민간투자촉진



※ 출처 :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2016



북미

36%

남미

7%
유럽/러시아

19%

중국

14%

일본

9%

기타

15%

※ 출처 : BNK 투자증권 이슈리포트, 건강기능식품, 2018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2018)※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2018

3,223 
3,537 

3,882 
4,261 

4,677 

5,134 

5,635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면역기능

641
21.9%

간건강

243
8.3%

피부건강

159
5.4%

관절/뼈건강

100
3.4%혈행개선

97
3.3%

항산화

68
2.3%

기타

1,628
55.4%



※ 출처 : sales of OTC & Non-categorized(hospital solutions, ect.), 2016※ 출처 :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18, Outlook to 2024, 2018





※ 출처 : 한국동물의약품협회



한국암웨이㈜

종근당 건강㈜

풀무원건강생활㈜

www.ckdhc.com

www.amway.co.kr 

www.pulmuonelohas.com

• 세계 1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 국내 우수 기업 제품을 공동기획, 판매하는 원포원 프로젝트 추진

• 국내 섭취율, 판매율 1위

• 장 전문 건강식품 프로바이오틱스‘락토핏‘ 제품 주력

• 대표 제품은 중년대상 건강기능식품‘테라타민’, ’로젠빈수‘ 

• 2019년 유기농 애견사료 사업 ‘오리진 올라이프’ 출시

㈜노바렉스

한국네츄럴팜㈜

코스맥스엔비티㈜

www.iknp.co.kr

www.novarex.co.kr

www.cosmaxnbt.com

• 건강기능식품OEM / ODM 전문기업

• 오메가3, 비타민, 미네랄 원료 함유 제품 주력

• 건강기능식품OEMㆍODM 전문 제조업체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인증 기업

• 국내 건강기능식품 마케팅 및 OBM/ODM 전문기업

• 스틱젤리, 아이스젤리 형태의 건강보조제 제작











2안

1안

백편두 추출물을 이용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기술

KIOM한국한의학연구원

•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 소재



14,820 
16,310 

18,230 
21,260 22,374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18,230 21,260 22,374

업체수 487 487 496

평균매출액 37.4 43.7 45.1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6.93% 7.69% 5.4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생산실적, 각년도

2017년

* 업종평균 영업이익률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C10797)”을 기준으로산출하였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장규모 26,205 28,360 30,693 33,209 35,933 -

예상 시장 점유율 5% 10% 15% 20% 25% -

추정 매출액 1,310 2,836 4,603 6,641 8,983 24,373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6.7% 6.7% 6.7% 6.7% 6.7%
-

영업이익 87 189 307 444 600 1,627

* 법인세는고려하지않음
* 업종평균 영업이익률은최근 3개년 데이터 사용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신시장·신산업창출을 위한 신제품·서비스상용화 공동R&D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성능개량 및 향상 등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연구개발지원

• 공공硏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기업의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