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 에어트론, 델타텍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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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필터의종류와 필터별성능 플라즈마의기술파생

※ 출처 : Status of Plasma Technology Applied to Agriculture and Foods, 2015





청호 나이스

위닉스

청풍생활건강

www.winx.com

www.hyundai-mnsoft.com 

www.chungpung.co.kr

• 정수기 / 공기청정기 / 비데등환경건강가전제품생산및판매하는기업으로, 
신기술에대한과감한투자로 매년연간매출의 7% 이상의 R&D 투자

• 삼성전자의주문생산으로만들기시작하였으나, 제습기를시작으로공기
청정기 / 순간냉각기등을개발하고있으며, 2015년기준으로가정용공조
기의회사매출비중이 50.85%로비중이가장높음

• 1983년처음공기청정기개발착수를시작으로중점적으로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고있음

세안이엔지

중앙크린룸시스템

서울세미텍

www.jacrs.co.kr

www.seaneng.com 

www.seoulsemi.com

• 클린룸필터, 부스, 벤치에어샤워등전문제작업체로2002년설립되어
15년의기업으로, 지속적으로연구투자에박차를가함

• 2008년도설립된회사로 2011년공장매입시작으로크린룸사업에
본격적으로진행함

• 관련각종인증들과더불어, 공기청정자동화를 2004년도에개발하였으며,
플라즈마를이용한클린룸평가장치를구축함



※ 출처 : KISTI, 2016



















저전력, 고효율 플라즈마
처리장치 구비

다양한 설계 가능으로
다분야 사업 적용

플라즈마 전/후 처리를 이용한
유통제품 멸균

플라즈마를 이용한
농/식품 산화 저지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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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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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화유망기술에대한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및인증, 

디자인등사업화지원











세계김치연구소 조직병리실 일반 실험실 부검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Mouse strain : C57BL/6
일정 주기에 맞추어 제모를 하면서 모성장 주기 관찰
※ 모발성장주기에 맞추어 제모 시 모낭생성이 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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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achina Research Stracorp(2014)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2015)



• 미용, 저자극,  탈모치료제, 경구용탈모치료제, 경구용, 경피용

• 모발, 탈모치료제, 저자극, 부작용개선, 경구용탈모치료제

• 빠른발모효과, 피부트러블방지, 모발, 천연성분, 부작용방지





※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로드맵



현대약품

중외제약

동국제약

www.jw-pharma.co.kr 

www.hyundaipharm.co.kr 

www.dkpharm.co.kr 

• 바르는 탈모치료제’마이녹실’에 이어 먹는치료제‘마이녹실 S캡슐출시

• 바르는 탈모치료제‘볼두민 액’의 경구용 제품으로‘볼두민 캡슐’을 출시

• 맥주 효모를 정제한 생약성분의‘판시딜‘ 출시

코오롱제약

코엔바이오

애니닥터 헬스케어

www.coenbio.com

www.kolonpharm.co.kr 

www.anydoctor.co.kr

• 감초, 아리메진산, 아데 콘말 등 생약 성분과 비타민 성분의 복합 제제로

‘드로젠정’ 출시

• 김치유산균을통한 탈모방지 ‘모거트’ 출시

• 미국 FDA OTC 등록

• 탈모예방 및 육모제 기능 건강식품 ‘사막인삼모발력’ 개발 및 출시













Main Customers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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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화 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독성 예측
기술 개발

독성스크리닝
기술개발

독성
평가/예측

기술

대체독성평가
모델개발



생체 조직의 3차원적 이미지 구현





유기용매방식

• 생체 샘플 변형
• 항체 처리 어려움
• 렌즈 수명 단축
• 짧은 형광 시간

수용액 기반 방식

• 조직의 두께에 따라
효과 반감

• 투명화 시간 장기화

고탈수화용액투입

• 생체 샘플 변형
• 항체 처리 어려움
• 렌즈 수명 단축
• 짧은 형광 시간

Hydrogel 포메

• 우수한 투명화 효과

• 고가의 장비 필요





[생체조직 투명화 연구과제 수행 추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성체설치류에서 혈관 구조를 이용한
전신 투명화 실험결과]

[각 조성물별 뇌조직 투명화 효과] [하이드로겔 포메법]

세포구조를온전한연결도로노출
기존조성물간비교를통한

본기술효과입증
형광시간증가및투명화 효과증대

투명화 조성물 도포 후
형광 이미지

골 조직의 투명화 입증



투명화된 생체 조직의 형광 이미지 평가

본 투명화 기술에 의한 생체조직 투명화 평가

본 조성물 농도 변화에 따라 생체조직 투명화 정도에 변화



[각 조성물 간 투명화 효과 차이]

조성물을 투여하지 않은 조직 글리세롤 조성물 투여 본 기술의 합성 조성물 투여 단독 조성물 투여 결과

조직의 변형 야기투명화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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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원
인

출원 건수



• 세포유형조사, 세포유형화지식프레임워크

• 장류뇌이해, 뇌질환극복, 뇌지도작성

• China Brain Project ’16~’30,인지기능의뉴로기초이해, 뇌연구기술플랫폼개발



정
책
동
향

로
드
맵

뇌 기능 회로
분석기술 개발

신경 활성
조절 기술 개발

한국형 뇌 질환
치료기술 개발

뇌기능회로망
정밀 의학 구현

한국인
뇌 유전체 분석

한국인 특이적 뇌 질환 특성 규명 맞춤형 정밀 의학 기술 시범적용

한국인 유전체 기반 뇌기능 조사 기술 개발

유전체 영상 분석 통합 기술 개발

미세 기능 회로망 분석기술 개발

역 분화 줄기세포 뇌기능 장애 모델 구축

한국형 뇌 기능 장애 인간화 마우스 개발

한국형뇌질환
진단기술및치료기술의

고도화

뇌 질환 한국형
치료 선택성 분석

(전임상 적용)

한국인 맞춤형 뇌 질환 정밀 의학 시스템 개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연

구

내

용

기술목표

연차





※ 출처 : 한국의 CRO 시장 현황 및 전망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6)

※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임상시험 대행 기업)



※ 출처 : Pipeline and Commercial Insight: Alzheimer(41p), Parkinson's Disease‘(34p), Datamonitor(2010. 11～12



※ 출처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시장동향 2015.9 연구성과 실용화 진흥원



※ 출처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관련 인프라 조사 연구(2017)



※ 출처 : 뇌연구 정책동향 융합연구정책센터(2017),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2016)



DreamCIS Inc

LSK-Global PS

Quintiles

www.kolmarbnh.co.kr

www.dreamcis.com

www.lskglobal.com

• 선도적인 국내 CRO 기업

•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생물 통계 및 전문적인 훈련 서비스 제공

• 방대한임상시험경험으로품질면에서글로벌표준을달성

• 아시아CRO연합(ACA)의일원으로전문성인정받음

• 다양한제약분야에서광범위한서비스제공을바탕으로성공적으로자립

• (재)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와MOU 체결

Parexel

ICON plc www.iconplc.com

www.parexel.com
• 글로벌CRO 기업으로서전략적인협력및인수작업지속적으로추진중

• 한국의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협력을체결연구지원컨설팅및서비스제공

• 후보물질선정부터연구개발마지막단계까지전방위적임상개발지원

• (재)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와임상시험산업발전지원을위한제휴체결











타깃

타깃

응용

임상실험
의뢰 서비스용역

제공

뇌 지도 산업
인공지능

딥 러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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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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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 목적에 최적화된 사업성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 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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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 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 기업의 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사업화 지원











표면증강라만산란

나노바이오센서

박막형가스센서

실리콘박막전지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

하이브리드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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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중점 추진 계획

중점영역 추진내용 투자방향

미래형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기업이플렉시블OLED 다음세대의미래디스플레이원천기술수요를제시하고, 대학/연구소가연구개발하는새로운산학연

R&D 협력모델추진

•60인치이상 UD급투명플렉시블디스플레이및이를활용한 IT 융합형인포테인먼트시스템기술개발
•정부와민간협력투자강화

신시장창출대응을

위한융합형

디스플레이기술

•디스플레이융복합기술개발추진

-주간증강현실용투명스크린및프로젝션기술

-타일링이가능한액티브구동패널용퍼블릭디스플레이기술

-내환경성(내열, 내한) 및고신뢰성디스플레이소재기술

-초경량투명/유연디스플레이패널및모듈기술등

•UI/UX 융합형디스플레이기술개발추진

-교육용, 광고용, 의료용, 건축용등응용을위한다양한사용자편의를제공하는인터렉션디스플레이기술

•정부투자강화

•중소·중견기업지원강화

디스플레이

전략적핵심

소재부품및

핵심장비기술

•(소재·부품)플렉시블디스플레이등미래형디스플레이를위한소재·부품원천기술

•공정·장비)고해상도대면적AMOLED용핵심공정·장비기술,플렉시블AMOLED용핵심공정·장비기술등혁신공정기술개발추진
•정부와민간협력투자강화

•중소·중견기업지원강화





삼성디스플레이

엘지디스플레이

일진디스플레이

www.lgdisplay.com

www.samsungdisplay.com 

www.iljindisplay.co.kr

• 화면이늘어나면서도화질은그대로유지하는높은수준의스트레처블기술
세계최초구현

• 웨어러블디스플레이의응용영역확장을통한세계디스플레이선도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

• 차세대디스플레이기술인일체형터치패널(포스터치)기술개발및구현성공

포스코ICT

한울네오텍

이랜텍

www.arhunt.com

www.poscoict.co.kr

www.elentec.co.kr

•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블록체인 등 미래 핵심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융합하는 ‘스마트 X’ 사업 추진

• AR/VR 기술을 통합하여 AR/VR 기반 혼합현실(MR) 기술 적용 콘텐츠 개발
및 출시

• 구글이 만들어내지 못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구현해낸 스마트글래스
시제품 구현 성공

























투명 디스플레이 내구성 강화
높은 투과율 구현 및

얇은 두께로 제작이 가능한
기술 우위성 제공

기존 VR 대비 고품질의
높은 입체감 제공

높은 동작성 구현 및
높은 유연성을 통한
고품질의 HMD 제공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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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기술에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 도로안전시설및안전관리·진단연구

• 도로표지등도로정보시설연구

• 도로관련인간공학및모의·실증실험연구

• 교통약자안전향상연구

• 재난관리및방재시스템연구

• 위험물차량관리연구

• 지능형교통시스템정책, 설계, 운영, 평가연구

• 지능형도로인프라및첨단안전시스템연구

• 도로포장신재료·신공법개발

• 에너지생산도로등지속가능교통연구

• 화물수송효율및안전관리연구

• 대중교통이동성향상관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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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마트카 관련 국책프로젝트간의 순차성과 연계성 스마트카의 아키텍처 발전 방향





현대오토넷

트루윈

퓨트로닉

www.truwin.co.kr

www.hyundai-mnsoft.com 

www.futronic.co.kr

• 차량인포테인먼트구축을위해설립된현대자동차의자회사로, LBS와
순정내비게이션간의연동을구현하였으며, 차량 IT 소프트웨어를개발함

• 자동차내에내장되는 센서들을 양산하며, 국내 최초 IR센서를 개발하였으며,
자율주행 센서에 90억 여원의 투자를 진행하기로함

• 자동차 센서 전문 업체로, 최근 전기자동차 전용 주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차체내 센서들을 통해 주행상태와 필요 전력을 계산하는 기술을 개발함

구글

도요타

삼성전자

www.toyota.co.k

www.google.co.kr 

www.samsung.com

• “안드로이드카” 라는 커넥티드카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용을준비중에 있음

• 최근 출시한 하이브리드 카인 프리우스의 경우, 차의 부품 값의 50% 이상이
센서와, IoT모듈 탑재에 소요될 정도로 점차 비중을 키우고 있음

• 자체 IR에서 스마트폰 용으로만 생산했던 카메라, 스마트폰 센서용 모듈을
자동차용으로 확대하여 생산한다는 신성장 계획을 발표함



※ 출처 : 지식경제부, 2012

















다양한 결빙, 요철 예측을 위한
복합 데이터 구성

문제감지 통해 근거리 통신
기반 실시간 차량간

데이터/모니터링 정보 제공
네비게이션 기능 추가 탑재

모바일과 연동한 실시간
도로정보 수집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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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기술에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DSxPTO5cCaiklM&tbnid=WP0bJ20AyTjm4M:&ved=0CAUQjRw&url=http://blog.daum.net/daumcos/1561&ei=y2bCUe7mH8ShiQeRqoHgCw&bvm=bv.48175248,d.aGc&psig=AFQjCNHpDjIbH9HQNg0HFctmM8k7BlpF6g&ust=137178092948214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DSxPTO5cCaiklM&tbnid=WP0bJ20AyTjm4M:&ved=0CAUQjRw&url=http://blog.daum.net/daumcos/1561&ei=y2bCUe7mH8ShiQeRqoHgCw&bvm=bv.48175248,d.aGc&psig=AFQjCNHpDjIbH9HQNg0HFctmM8k7BlpF6g&ust=1371780929482146




※ TPC-MW : Temperature & Pressure Controlled Microwave



120 ˚C 멸균기가공

단순건조

100 ˚C 증숙

HPLC-ELSD를 이용한 진세노사이드 분석

http://imagebingo.naver.com/album/image_view.htm?user_id=yoosmin75&board_no=22959&nid=3893
http://imagebingo.naver.com/album/image_view.htm?user_id=yoosmin75&board_no=22959&nid=3893
http://www.google.co.kr/url?url=http://prologue.blog.naver.com/PostView.nhn?blogId%3Dmaju912%26logNo%3D10127190567%26parentCategoryNo%3D%26categoryNo%3D124%26viewDate%3D%26isShowPopularPosts%3Dfalse%26from%3DpostView&rct=j&frm=1&q=&esrc=s&sa=U&ei=G7FyVKekIuTtmQWUuIGwAQ&ved=0CDcQ9QEwEThQ&usg=AFQjCNHd1ESkA9Xa2u32_NSMWqawUrJvlg
http://www.google.co.kr/url?url=http://prologue.blog.naver.com/PostView.nhn?blogId%3Dmaju912%26logNo%3D10127190567%26parentCategoryNo%3D%26categoryNo%3D124%26viewDate%3D%26isShowPopularPosts%3Dfalse%26from%3DpostView&rct=j&frm=1&q=&esrc=s&sa=U&ei=G7FyVKekIuTtmQWUuIGwAQ&ved=0CDcQ9QEwEThQ&usg=AFQjCNHd1ESkA9Xa2u32_NSMWqawUrJvlg
http://www.google.co.kr/url?url=http://redginseng.tistory.com/entry/%EC%82%AC%ED%8F%AC%EB%8B%8C-%ED%95%A8%EB%9F%89-%ED%91%9C%EC%8B%9C&rct=j&frm=1&q=&esrc=s&sa=U&ei=krFyVK2NKMPTmgWuy4L4Cw&ved=0CBkQ9QEwAg&usg=AFQjCNFMIwe6KX_EvEYxcNlKTgppOJQ-Dw
http://www.google.co.kr/url?url=http://redginseng.tistory.com/entry/%EC%82%AC%ED%8F%AC%EB%8B%8C-%ED%95%A8%EB%9F%89-%ED%91%9C%EC%8B%9C&rct=j&frm=1&q=&esrc=s&sa=U&ei=krFyVK2NKMPTmgWuy4L4Cw&ved=0CBkQ9QEwAg&usg=AFQjCNFMIwe6KX_EvEYxcNlKTgppOJQ-Dw


홍삼과 유사 선삼과 유사

Rg3

Rk1, Rg5

Microwave Assisted Extraction

저가 미삼의 MW 추출법

Ginsenoside-Glucosides

20(R)-Rg3

20(S)-Rg3

Rk1

Rg5

1.5 h

10분 20분 30분

KIST TPC-MW 미삼 가공법



가공전 가공 10분 가공 20분

가공 30분 가공 40분 가공 50분

가공 60분 가공 70분 가공 80분

홍삼과 유사 선삼과 유사

Rg3

Rk1, Rg5



(mg/g)

Journal of Functional Foods 2015, 14, 613.



Rg3, Rk1, Rg5

32.6배!!!

















중국

• 중국 인삼 산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중점 산업 중 하나로 다양한 주요
정부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관할하고 있음

• 중국에서는 서양삼, 백삼, 홍삼, 고려삼으로 분류되는 인삼 품목들이
주로 소비됨

• 중국에서 인삼류는 약재라는 인식이 강해 주로 중의약방과 인삼전문
점(보건식품 전문점)에서 소비됨

일본

• 일본 인삼시장에서는 수삼과 홍삼, 홍삼 농축액, 인삼 및 홍삼 차, 인
삼분과 홍삼분 등의 다양한 가공품이 유통되고 있음

• 원물(본삼류)의 경우 일본 내에서도 일부 재배되긴 하나 한국산과
중국산 인삼 원물이 주를 이루며 중국산은 가공품의 원료용으로, 
한국산은 본삼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음

[신카이허(新开河参)]

신카이허인삼정 신카이허홍삼

[정관장(正官庄)]

진리화서양삼 진리화인삼차

[진리화(金立华)]

[동인당(同仁堂)]

고려삼음료 고려삼정

동인당인삼환

[즈신(紫鑫)]

인삼재생환 인삼효소액

[장백산인삼 (长白山人参)]

인삼곡물복합
발효주

장백산인삼
건강주

[신비의건강력 (神秘の健康力)]

신비의건강
홍삼정

[일화 (一和)]

건미삼천비오퀸V

[건미삼천(健美三泉)]

[정관장(正官庄)]

고려미인
(화장품/건강보조식품)

일화인삼
농축액기스

[고려미인(高麗美人)]

홍삼타블렛
홍삼추출물차

mild

신비의건강골드
홍삼정

일화인삼 a







20(S)-Rg3 : 10 mg 528,000원

20(R)-Rg3 : 10 mg 528,000원

Rk1 : 10 mg 550,000원

Rg5 : 10 mg 550,000원

3.75 g 16 만원

(Gold 24k)



※ 출처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s(3Q, 2013)



※ 출처 :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2016



한국인삼공사

종근당건강㈜

㈜뉴트렉스테크놀러지

www.ckdhc.com

www.kgc.co.kr
• 홍삼 및 홍삼제품 제조/도매 등 인삼식품 제조업체

• 세계 인삼 종주기업으로 정관장 홍삼, 동인비 등 브랜드 보유

• 홍삼을포함한오메가3, 유산균제품등다양한건강기능식품제조

• 홍삼을이용한일반식품제조및판매

• 홍삼/인삼류(엑기스/추출분말) 생리활성물질제조및연구개발기업

㈜동진제약 www.idongjinkorea.com
• 홍삼/수삼제품제조등인삼식품제조업체

• 최근동결건조인삼제조방법특허출원

뉴트리바이오텍 www.nutribiotech.co.kr
• 기능성 원료 및 성분을 연구하는 연구개발사업 진행

•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지향식품 생산

㈜에이치엘사이언스 hlscience.com
•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신소재신기술연구집약기업

• 천연물신소재연구개발, 천연물기능성원료연구개발사업진행



농협홍삼 한삼인

콜마비엔에이치

www.hansamin.com 

www.kolmarbnh.co.kr

• 기능성 원료 및 성분을 연구하는 연구개발사업 진행

•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지향식품 생산

• 농협의대표홍삼브랜드

• 인삼/인삼식품제조업체

•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소재 연구개발

전문기업

헬스밸런스㈜

롯데헬스원

웅진식품㈜

www.kepcoes.co.kr

hbalance.co.kr

www.wjfood.co.kr

• 건강기능식품(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인삼제품등)상품전문업체

• 진세노사이드추출관련특허 7건보유

• 롯데의건강식품브랜드로Rg1, Rb1, Rg3의합이 15mg인‘황작’제조

• 홍삼, 팻슬림, 뷰티스킨, NBTY 등제품보유

• 과실음료, 채소음료, 건강음료, 인삼제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비알콜음료 전문 제조업체

대상㈜ www.daesang.com





※ TPC : Temperature & Pressure Controlled





기존기술 대비 유효물질
증대 방법 용이(시간 조절)

진세노사이드 유효물질
함량 증대로 기술경쟁력 강화

식품(Tea, 식품첨가제 등) 
활용성이 우수하여 사용자에게

쉽게 제공이 가능함

천연 활성물질의
생이용률 증대













산
업
고
도
화

저출산·고령

인구 증가

정신질환자
증가

뇌 진단 헬스케어

수집/분석 기술 가치 급증

뇌 진단 웨어러블기기
/SW 시장 확대

KISTI

뇌파 기반 인공지능

정신건강 모니터링 기술

뇌파 분석 진단

u-Healthcare  

시장 주도





[EEG 측정 이미지]

출처: www.hvmn.com

[뇌파 측정 국제 표준 방식]

출처: Wikipedia 10–20 system (EEG)

아날로그형태의전기신호를디지털화(Sampling)

측정된전기신호측정

전극을이용해두피표면의전위차측정

[뇌파 측정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출처: EMOTIV출처: www.soso-g.co.kr 출처: www.soso-g.co.kr



치매
우울/조울증

(자살충동)
수면결핍 ADHD 게임중독

[뇌파 인공지능 분석 응용 분야]



정신질환 뇌파 특징 추출

•정신질환 뇌파를 수집하

여 특이적 신호특징을

추출하여 정신 질환자의

뇌파 DB 구축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CNN)

•대량의 뇌파 분석 정보

를 기계학습을 통해 정

확한 정신건강 판단

EEG 모델화

정상 뇌파와 정신 질환

뇌파의 특징 비교 분석

•사용자 뇌파와 정신질환

뇌파 특징을 비교 분석

하여 수치적 정량화함

정신건강 이상 유무 및

발병 위험도 예측

•사용자의 정신건강 이상

유무 및 질환 발병 위

험도 정보 자가 진단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2차원데
이터의학습에적합한구조를가지고있으며, 
역전달(Back propagation algorithm)을통해데
이터를심층학습시킬수있으며,영상내객체
분류, 객체탐지등다양한응용분야에폭넓게
활용되는빅데이터분석방법임



뇌전도(electroencephalogr
am) 신호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의 전처리 및 노이즈
제거

뇌파 데이터 특징 분석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적응적음성필터링(Adaptive speech filtering), 음성신호코딩(Speech signal coding), 생체의학처리(Biomedical signal processing), 

이미지압축, 텍스트모델링등다양한응용분야에서활용되고있는신호/영상처리및자료분석기법

 고속퓨리어변환분석(FFT: Fast Fourier Transform Analysis): 뇌파로부터측정된디지털신호를일정간격으로추출(sampling)하여측정한뇌파신호의주파수특성을

분석하거나주파수자료의시간적특성을분석

 주파수대역간커플링분석((Cross-frequency coupling analysis): 주파수대역간연결되는뇌파의특징을분석

 근사엔트로피(Approximate entropy): 엔트로피는확률적인의미를지니는개념으로확률이높은상태가낮은상태에비해엔트로피가큰특성을통해뇌질환환자의

뇌파와유사성이높은특징을분석하여사전에진단

Neuroscan

19 sites recorded 
(10/20 system) 

with eye 
movement 

trackers(sampling 
rate: 1000Hz

Down-sampling 
into 250Hz

Noise removal by 
visual inspection

Removal of eye-
blink and muscle 
artifacts by ICA 

analysis

FFT analysis 
Cross-frequency 
coupling analysis 
Approximate 
entropy analysis 
Segmentation for 
deep learning



[FFT 변환 분석][Raw Data][19개 채널 x 24개 특징 뇌파 추출]

4가지종류의 Coupling을기반총 24가지특징분석

1. DGC(Delta-Gamma coupling)

2. TGC(Theta-Gamma coupling)

3. SAGC(SlowAlpha-Gamma coupling)

4. FAGC(FastAlpha-Gamma coupling)



정상 알코올의존
(중증)

알코올의존
(경증)

(1) (2) (3)







특허번호 특허명 권리 상태

출원

등록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명 권리 상태

등록

EEG 분석 측정 알고리즘
뇌파 측정 분석 기술 문서

및 연구데이터
상용화 테스트 인프라 기술사업화 노하우



[뇌파기반 인공지능 정신건강 모니터링 기술의 응용시장 시장]

적용시장

인간의 정신질환 진단 판단

치매/우울증/수면장애/스트레
스/건망증/ADHD/게임중독 등

뇌활동

상태

모니터링

가정용

뉴로

피드백

뇌개발

기능성

게임

작업자

피로도

모니터링

셀프케어

서비스

리빙케어

서비스

감성

엔터테인먼
트

정신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자율운전

원격조종

뉴로

(Neuro)

마케팅

생체측정

진단

인터페이스

생체측정

진단SW

웨어러블

헬스케어

웰니스(Wellness)

서비스

BMI

(Brain Machine Interface)

생체신호

(뇌파)

측정기기

파생시장



출처: Juniper Research(2013), KISTI(2016)

구분 ‘13 ‘14 ‘15 ‘16 ‘17 ‘18

Fitness and Wellness 9.2 13.7 20.1 28.2 38.5 53.5

Healthcare and Medical 6.0 9.3 13.9 19.8 28.1 39.7

Infotainment 1.7 4.8 11.1 24.7 50.0 91.7

Industrial 0.2 0.4 1.0 1.9 3.3 5.3

합계 17.1 28.2 46.1 74.6 119.9 190.2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류 별 전 세계 사용량] (단위 : 백 만개)



※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로드맵, 헬스케어, 2018-2020, 인용 추정

연평균 23% 성장 예상 연평균 21% 성장 예상

단위: 억 달러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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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

피드백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두뇌개발

게임콘텐츠

인지행동

정보기반

서비스

셀프케어/

리빙케어

서비스

웰니스

서비스



※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로드맵, 헬스케어, 2018-2020, 인용 추정

연평균 19% 성장 예상 연평균 10% 성장 예상

단위: 억 달러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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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www.outstanding.kr

BMI

웨어러블 헬

스케어

생체신호 측

정 진단

뉴로(Neuro)   

마케팅

게임산업

교육산업

로봇 산업

통신산업

(인터페이

스)

웰니스

자동차

(자율주행)

엔터테인먼

트

 뉴로 마케팅: 소비자의 다양한 의사결정과 선택과정에 뇌가
어떻게 반응 하지를 분석하여 고객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마케팅에 반영하는 기법



연평균 11.5% 성장 예상 연평균 2% 성장 예상

단위: 억 달러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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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연구재단, 뇌기능 향상기술 2017.06 / 국내 BMI 시장 규모 산출근거 : 국내 생체신호 기기 시장 규모 × 뇌파계 점유율(4%) × 세계 BMI CAGR(11.5%) 계산 추정



출처: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통부), 2015 빅데이터 시장현황 조사결과

AS-IS 시장환경

병원중심

사전예약진단

고가의의료장비

선진국장비수입및센서의존도심화

To-Be 시장환경

일상생활환경

자가진단예방

스마트기기와연동

인터페이스및응용소프트웨어비즈니스모델창출



※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생체신호 측정기기, 2018-2020, 인용 추정

연평균 9% 성장 예상 연평균 2% 성장 예상

단위: 억 달러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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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터메드 www.intermed.co.kr
• 뇌파 및 생체신호 분야 전문 제조기업으로서 창업이래 생체신호 및 뇌파 분야의

연구개발 통한 의료용 EEG 제품의 국산화

2 • 뉴로피드백 뇌 전문 기업으로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기기 상용화

3 ㈜락싸 www.laxtha.com
• 뇌파, 근전도,심전도/맥파, 폴리그래프, 생체센서 및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업

체로 다양한 생체신호 진단기를 제품화 출시

4 (주)바이오센스크리에티브 www.ubionet.com
• U-Health 솔루션공급업체로휴대용측정기를공급하고, 관련솔루션을제공하여사용자스

스로가건강상태를확인하는솔루션제공

5 ㈜리드앤 www.readn.co.kr
• 의료 전자정보분야의 각종 기술 및 솔루션 제공업체로, 병원 의료진, 환자, 보호자

가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6 선경메디칼 www.medicalsk.com
• 병원, 보건소, 주민센터, 지하철역사같은유동인구가많은곳에오가다건강상태를쉽게

확인할수있는자가건강설문소프트웨어스마트헬스케어기기‘엠헬시노트’출시

7 ㈜텔레필드 www.telefield.com
• U-Care 솔루션 및 U-Health 솔루션 개발 공급업체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

황 각 지역 U-Care Center나 119센터로 전달, 응급상황 대처 솔루션 제공

8 지엠에스바이오 www.www.gmsbio.com
• 배터리와 모니터 없이 스마트폰에 장착해 사용하는 초소형 혈당측정기 ‘지바이오

아이’를 상용화하여 혈당측정기록을 의사에게 전달/관리 받을 수 있음

9 LG전자 www.lge.co.k
•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개인의 식생활 및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헬스워치

선보였으며, 학습전용 뇌새김 WM-LG8200 출시

10 SK텔레콤 www.sktelecom.co.k
• ICT기반의 스마트 의료 구축사업을 위한 다양한 모바일 솔루션 개발로 B2C 유형

의 사업인 헬스온 서비스를 모델화함

11 인바디 www.inbody.com
•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제조 및 국내 판매, 해외 수출, 자동 혈압계, 신장계, 유헬스

등 안내

12 와이브레인 www.ybrain.com • 뇌과학헬스케어 기업을 목표로 신경정신질환 진단/치료/관리/의료솔루션 상용화



• 정부의 적극적인 뇌 산업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 활용 통한

뇌 관련 기술 개발 및 응용 시장 개척

• U-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결합된 뇌파 기반 인공지능

정신건강 비즈니스 모델 확보

• 뇌파기반 인공지능 정신건강 모니터링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

기술 활용 통한 정신건강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모바일 App을 활용한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기기 연동 뇌 건강 콘텐츠 개발

• 기존 시장의 정신건강 제품 및 서비스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객관적 분석 진단 기술 확보 및 새로운 기능 추가

• U-Healthcare 기기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통한 정신건강 분석

/진단/예방 서비스 접목으로 관련 서비스 시장 선점

• 특정 환경 사용자 다수의 뇌파 데이터 확보 위한 환경 조성 및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연구기관과 지속적 공동 연구 진행

• 뇌파 기반 정신건강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이외의, 자동차, 교

육,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시장 확대

SO 전략(우선수행)

ST 전략(RISK해결)

WO전략(우선보완)

WT 전략(장기보완)

뇌 연구촉진을 통한 지능 정보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와 대용량 뇌파

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한 뇌파 분석 기술 개발

삶의 질 제고/양질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인바디

기기통한 뇌 건강 서비스의 수요 증가

고령화 및 산업고도화에 따른 복잡한 삶의 환경 변화로

정신질환자 증가 및 정신건강 분석 진단 시장 확대

뇌파 측정 기술 융합 진단 응용프로그램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나, 대용량 뇌파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시장 적용 난해

인공지능 뇌파 분석 국내 핵심 기술이 취약하며, 대/중소기
업간 사업화 도입 역량과 민간의 서비스 수용도 격차 존재

글로벌 대기업들이 뇌 진단기기 분야 시장을 선점하였으며, 
지속적인 해외 기술 의존도 심화

초기 단계부터 U-Healthcare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및 수 많은 중·소 기업과의 비즈니스 컨텐츠 경쟁 가속

S W
강점 약점

O T
기회 위기





 사용자 머리에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뇌파 진단 전용 포터블
디바이스 생산 공급

 뇌파 측정 디바이스와 개인 모바일 폰을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하여 측정된 뇌파 데이터 분석

 개인별 분석 자료와 각종 인공지능 분석된 정신질환 DB와 비교
분석하여 정신질환 발병도 시각화하여 제공

아이디어02

 고령화, 나 홀로 가구 증가, 산업 고도화에 따른 외로움, 스트레스
근심, 걱정 등 정신질환 발병 환경 요인 증가

 뇌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호르몬 분비 이상 및 유전적 요인 등으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 확대

 장소와 시간에 관계 없이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정신건강모니터링
서비스 및 디바이스에 대한 시장 수요 확대

기회탐색01

 개인 고객
 병·위원
 공공 사회복지 기관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조업체
 인바디 헬스기기 관련 기업

고객03

 정신질환 유형별 뇌파 측정 데이
터베이스 확보 난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별
진료 정보 취득 난해

문제04해법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기관의 협조 하에 DB 구축

 병원 방문 환자의 무상 진료 및
상담 이벤트 연계 DB 확보

05

협력자

 기술 도입 기관
 병·위원
 정부 유관 기관
 개인 사용자 및 직계 가족
 U-헬스케어 디바이스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

06 공감07 매출발생

 뇌파 측정 디바이스 생산 판매
 온/오프라인 유료 상담 프로그램

제공
 병·위원 홍보 광고수수료
 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 이용

수수료

08

 정신질환자의 조기 진단
 객관적이고 정확한 질환 판정
 맞춤형 진단 솔루션 매칭
 조기 치료를 통해 의료·사회·경제

적 비용 대폭 저감
 획득 DB 통한 파생서비스 개발



 정신질환 병력자 가운데, 범죄 행위를 저지른 대상자 뇌파 DB 확보
 정신질환 범죄자 중 심신장애로 판단되어, 구속을 면하는 자의 사법적

판단 자료로 활용
 정신질환자의 뇌파 측정 결과에 따라 △타인에 대한 위험성 △자살 및 자

해 등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범죄 위험 진단/예방 프로그램 제공
 정신질환 범죄자의 가정에서도 상시적으로 진단 가능한 프로그램 제공
 범죄 위험자 대상 신속한 치료 및 보호조치 경고 프로그램 매칭

아이디어02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약 3분의 2에 달할 정도
로 상당히 높으나, 정신질환 범죄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방안 미흡
(출처: ISSN 2287-6995)

 기존 경찰관 체크리스트(경찰 정신건강 선별질문 및 폭력가능성 점검
표) 통한 정신질환 판정 방법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과학적이고 객관
적인 진단 방법 도입 시급

기회탐색01

 헬스케어 디바이스 공급 업체
 정신질환자 개인 및 가족
 경찰서/교도소/구치소/군부대 내

심리상담 및 관련 부서
 구청/보건소 등 관련 공공 기관

고객03

 정신질환 범죄자 뇌파 측정 DB 
확보 난해

 정부기관의 제도적 지원 미흡
 사업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가능

문제04해법

 법무부 협조 통한 정신질환 범죄
자 대상 뇌파 측정 조사 진행

 정신질환자 보다는 심신미약자
관점에서 접근 통한 DB 확보
(심신미약자 무료 진단 서비스)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사업화 추진

05

협력자

 정신질환자(심신미약자)가족
 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기관
 공공사회 복지기관
 인바디 헬스기기 관련 기업
 이동통신사업자 등

06 공감
 정신질환자 범죄 사전 예방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는 정신

질환 범죄 전과자의 진단/치료
데이터로 활용

 심신미약자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근거 자료 활용

07 매출발생

 뇌파 측정 디바이스 공급
 진단시스템 개발 공급
 진단시스템 유지 보수
 응용 SW 개발 공급 등

08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의 친숙도와 호감, 비호감 등의 감정적 반응을
뇌파로 측정하여 뉴로리서치 데이터로 활용

 기존의 뉴로마케팅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여 주로 대기업에서 활용
하였으나, 본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뉴로마케팅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며, 중소 기업차원에서도 충분히 사업화 가능

 신제품 및 고객 기호(Needs) 개발 기업에 뉴로마케팅 서비스 공급

아이디어02

 소비자 감성을 뇌파 측정 방법과 같은 과학적 기술을 적용·분석하여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기호를 파악하는 뉴로마케팅이 대기업 위주로
확대 적용 중

 뉴로마케팅을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와 전문가의 데이터 분석력이 필
수적으로 요구되어, 쉽게 도입할 수 없는 상황

기회탐색01

 신 사업 개발 수요 기업
 리서치 전문 기업
 마케팅 대행사
 광고기획사
 온/오프라인 쇼핑몰 운영기업
 전문 유통기업 등

고객03

 고객 무의식/감성 뇌파 측정
DB 확보 난해

문제04해법

 우대/할인/적립/마일리지 제공 등
고객 이벤트 제공 통해 뇌파 측정

 대규모 공연/시식회/시음회 활용
 온라인 파워 블로거 통한 뇌파

측정 이벤트 개최
 마케팅정보 동의 후 데이터 활용

05

협력자(Data base)

 잠재 고객
 리서치 전문 기업
 마케팅 대행사
 광고기획사
 이동통신사업자 등

06 공감
 감성 표현의 한계점을 딥러닝

통해 객관화, 수치적 정보 변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주관적

기호를 수치로 모델링화 제공
 인종과 문화와 관련 없이 글로

벌 시장에 적용 가능

07 매출발생

 뇌파 측정 디바이스 공급
 뉴로마케팅 시스템 개발 공급
 시스템 유지 보수
 응용 SW 개발 공급
 광고 홍보 수입 등

08







1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 목적에 최적화된 사업성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의
BM타당성 검증 과제 지원

2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1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제품·서비스 상용화 공동R&D 자금
지원

2 기술업그레이드 R&D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3 기술업그레이드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보유기술을중소·중견기업에이전하고, 사업화위한기업과 공공의

추가상용화개발지원

1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공기술을 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 기업의 사업화 (R&BD) 
과제지원

2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 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대용량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 경영과학 산업 4차 산업혁명 주도

Data mining

Machine learning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비/반 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 언어 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

하여 유효한 사용자 정보 제공

소셜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의사소통 집단 내 개체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로그 데이터를 작업자(Resource),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기여

암환자 네트워크 분석( Cancer Survivors based 
on Social Network Analysis): 

국내외 암 생존자와 관련된 연구의 지식 체

구조를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암환자 표적치료 및 치료제 개발에

활용

[대용량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투자사 네트워크로부터 핵심 투자사 네트워크를 탐색 매칭하는 사례]

이미지 출처: www.Platum.kr



그래프를 데이터 그래프에 매칭

그래프 매칭 장치가 매칭의 대상이 되는 질의

그래프(Query Graph)에 우선순위 부여

그래프 매칭 장치가 매칭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그래프(Data Graph)에 노드 번호 부여

[데이터 그래프 탐색(Matching) 프로세스]

데이터 그래프 노드에 연결되는 엣지의 개수인 차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 정렬
그래프 매칭 장치가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 정렬결과에 따라
차수가 가장 작은 노드에 노드 번호 n(n은 자연수) 부여
데이터 그래프가 포함하는 모든 노드에 대하여 노드 번호가 부여
되었는지 판단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노드에 대해서는 그래프 매칭 장치가 차수
가 가장 작은 노드에 노드 번호 n+1을 부여
데이터 그래프가 포함하는 모든 노드에 대하여 노드 번호가 부여
되었는지 판단

신속하고 정확하다



노드/간선 분석 → 군집화(Clustering) Social Network Clustering LinkedIn Clustering

[Social Network 군집화(Clustering) 사례]



중간 네트워크를 제2 군집화(Clustering) 

군집화(Clustering) 네트워크 해제 중간 네트워크 구성

압축 생성된 네트워크 군집화(Clustering)

원본 네트워크 압축하여 압축된 네트워크생성

대용량 크기의 원본 네트워크

[군집화(Clustering) 프로세스]

원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 중 압축 대상 노드
압축 대상 노드와 이웃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의 가중치가 높은
노드를 압축 후보 노드
압축 대상 노드와 압축 후보 노드로 연결된 이웃 노드 (슈퍼 노드
로 교체할 수 있음)
압축 네트워크를 제1 클러스터링
제1 클러스터링 된 네트워크를 압축 해제하여 중간 네트워크를
구성
중간네트워크를 제2 클러스터링 후 네트워크로 구성

네트워크의 성능

및 확장성 개선

네트워크 클러스
터링 정확도 저하

문제 해결



1) 방대한 양의 컴퓨터과학 도서목록 (bibliography)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지정보 탐색 성능평가(약 130만 편의 논문 서지정보)
2) as-skitter :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개한 네트워크 데이터이며, 대용량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기술의 성능 평가를 위한 표준 실험 데이터 (1,696,415 nodes, 11,095,298 edges).
3) PSCAN : Weizhong Zhao, et al., “A Parallel Structural Clustering Algorithm for Big Networks in MapReduce", IEE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NA, pp.862-869, 2013.





<제안하는 가시화 기술 : 26초><Cytoscape : Error>

39,640 data, 1743 clusters

<제안하는 가시화 기술 : 2분 40초><Cytoscape : Error>

200,016 data, 23575 clusters









특허번호 특허명 권리 상태

등록

등록

등록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명 권리 상태

등록

등록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명 권리 상태

등록

등록

등록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명 권리 상태

등록



빅데이터

(Big Data)

응용 SW 개발

빅데이터

서비스

•프로그램화된 논리(로직)나 정형화된 규칙 등을

바탕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수리/

수학적 알고리즘 도출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특정이미지나 음향 및 동영상 데이터 패턴을 지속

적인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셋을 예측

딥러닝

(Deep learning)

•대용량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활용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네트워크로 연동된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 중에서

유사성/동일성의 특징을 찾아내 사용자가 요구하는

특정 정보 제공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대용량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군집화 기술의 진입 시장]



출처: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통부), 2015 빅데이터 시장현황 조사결과

네트워크, 8.4%

서비스, 19.5%

스토리지, 26.9%

서버, 22.1%

소프트웨어, 23.0%

네트워크

서비스

스토리지

서버

소프트웨어

0.0% 5.0% 10.0% 15.0% 20.0% 25.0% 30.0%



※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로드맵, AI/Big Data, 2018-2020

연평균 22.1% 성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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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26.9% 성장 예상

단위: 억 달러 단위: 억 원





※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시대와 데이터 융합, 2018, 세계 빅데이터분석시장규모 참조 전망치 추정

연평균 9% 성장 예상 연평균 13% 성장 예상

단위: 억 달러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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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2017 데이터산업 백서, 한국데이터진흥원 자료를 참조하여 전망치 추정



시장구분 2015년(억 원) 2016년(억 원) 성장률(%)

정부/공공 시장 698 998.6 43.1

민간 시장

기업의 빅데이터 시스템 투자 1,791 2,278.4 27.2

빅데이터 분석 대행 서비스 시장 134 162.6 21.3

소계 1,925 2,441 26.8

합계 2,623 3,349.6 31.1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시대와 데이터 융합, 박선우, 2018



1 wwww. Bitnine.net •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컨설팅 등 응용소프트웨어 공급

2 솔트룩스 www.saltlux.com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 제공

3 디지털팩토리 www.df.re.kr
• 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위해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통한 솔루션

제공

4 마인즈랩 www.mindslab.ai • 음성, 텍스트 센서 데이터 등 비정형 수준의 소셜 빅데이터 정보 분석

5 다음소프트 www.daumsoft.com • 소셜미디어트위터, 블로그 트렌드 분석 서비스

6 데이타솔루션 www.datasolution.kr 
• 데이터 수집 및 저장에 필요한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 등

클라우드 포털 솔루션 제공

7 넥스알 www.ktnexr.com • 넥스알 빅데이터분석 플랫폼 제공

8 그루터 www.gruter.com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제공

9 사이람 www.cyram.com •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및 응용 솔루션 및 컨설팅 제공



•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독자적

인 데이터 서비스 컨텐츠 개발

• 대규모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경쟁력 개선과 상업적

컨텐츠 발굴 통한 타깃 서비스 개발

• 대용량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핵

심 알고리즘 및 응용 기술 확보

• 시장 지배자의 서비스 벤치마킹 통해 차별화된 형태의 빅데이

터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컨텐츠 개발

• 대용량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술 확보 통해, 대기업과의 기

술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고, 시장 선점 서비스 발굴

• 대용량네트워크데이터분석기술상용화노하우이전으로 최적화

된 빅데이터분석 시스템구축

• 빅데이터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기술력

보유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공동 연구 진행

•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응용 기술 개

발로 사업화 경쟁력 지속 강화

SO 전략(우선수행)

ST 전략(RISK해결)

WO전략(우선보완)

WT 전략(장기보완)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스마트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

강력한 ICT 인프라 기반에서 정부 주도 R&D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민간의 다양한 산업으로 적용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향후 IT시장과 IT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기술로써, 다수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 중

초연결시대의 스마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빅데이터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시장의

규모와 활용 범위에도 폭발적 증가가 예상

국내 빅데이터 관련 기업은 글로벌 기업을 대항하
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술 경쟁력 미흡

빅데이터 분석 국내 핵심 기술이 취약하며, 대/중소기업간
시스템 도입 역량과 서비스 수용도 격차가 큼

기존 시스템과 DB 연동성 및 호환성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관련 법규 미흡으로 인한 서비스화가 어려움

원천기술 보유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 기술 제휴 통해
국내 빅데이터 지배기업의 시장 독점 가능성 큼

S W
강점 약점

O T
기회 위기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 DB/공공기관 DB/개인 기
업 DB를 탐색하고, 산업분야/직종/채용조건 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추출

 신용평가기관 DB와 연동하여 기업 신용 및 구직자 신용 평가를
수행하여 상호간 신뢰성 검증 Report 제공

 구인자 이력서를 텍스트 DB화하여,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아이디어02

 일자리 공급기관과 개인 구직 수요자간 정확한 일자리 정보 공유
부재

 일자리 정보 온라인 포탈사이트가 다수 존재하나 단순 알선·중개
정보 제공으로 채용 이후 상호간 불만족으로 이직률 증가

 채용기관과 개인 취업자의 구인구직 정보 탐색에 다수의 시간과
비용이 초래하나, 상호간 수요 발굴이 어려움

기회탐색01

 빅데이터 신규사업 개발
업체

 취업 포탈사이트 운영업체
 일자리 정보 제공 공공기관
 일자리 구인 기업고객
 일자리 구직 개인고객

고객03

 취업 정보 기관별 독자적인
정보 DB 구축

 공공기관도 일자리 정보 미 연동
 산재해 있는 일자리 정보에

대한 DB 분석 매칭 시스템 부재

문제04해법

 온라인 취업 정보 탐색 분석
 추출
 이력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구인기업 신용정보 DB 분석
 구직인 신용정보 DB 분석
 맞춤형 일자리 정보 매칭

05

협력자

 취업 포탈사이트 운영업체
 일자리 정보 제공 공공 유관기관
 대학교 등 취업지원센터
 빅데이터 분석 기술 보유기관
 이동통신업자

06 공감

 구인구직 활동에 드는 소모적
인 시간과 비용 저감

 취업 이후 기업과 개인의
 취업 만족도 향상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 활성화

로 비 자발적 취업난 해소

08 매출발생

 기업회원/개인회원 취업정보
시스템 이용 수수료

 각종 광고수수료
 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

이용 수수료

07



 보험 수요 분석을 통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정보 제공

 보험사의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분석하여 비교 제공
 보험가입자가 분석 비교된 보험상품을 키워드(ex: 암/화재/자동차 등)로

편리하게 검색
 보험금 청구사유/보험 혜택 및 보험금 수령액 정보 제공

아이디어02

 출생률 저하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기 위
한 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수 증가

 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 조건 및 혜택이 상이하여, 보험 가입 시 보험
회사 상담자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높고, 분쟁 발생 사례가 빈번

 보험사의 보험 약관을 객관적으로 분석 제공하는 서비스 부재

기회탐색01

 생명·손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은행(상품판매/보험대출)

고객0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험
가입자 정보 활용 난해

 보험사마다 상이한 DB 관리 시
스템 구축

문제04해법

 생명·손해보험 표준 약관 DB 분석
 보험연구원 개인정보 수집 DB 

활용
 개인동의를 거친 보험 가입자

정보 활용
 국민연금관리공단 DB 정보 활용

05

협력자

 보험회사
 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06 공감
 보험약관 DB 비교로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 가입
 보험 수요자에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판매 통한 고객만족도
상승

 보험사의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 절감

08 매출발생

 보험가입 상품 판매
 보험 상품 컨설팅
 보험가입 맞춤형 정보 수수료
 각종 광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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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법률 자료를 손쉽게 검색하여 사건
·사고 발생시 필요한 법률적 지식정보 제공

 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노동법/행정법 등 다양한 국내법
법률 조문 및 판례 정보 키워드 분석 제공

 대법원 양형 기준과 매칭하여 객관성 지닌 판결 추론
 사건·사안에 따른 고소장/소송장 샘플 작성 문서 제공

아이디어02

 불의의 사건·사고 시, 법률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법률 자료를
손쉽게 검색하여 사건사고 발생시 법률적 사전지식을 확보할 법률
정보 분석 제공서비스 부재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변호사·법무사 선임 시 많은 비용 발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통한 법적 공개

정보 활용

기회탐색01

 법원
 법무법인
 행정기관
 일반 사용자

고객03

 방대한 양의 법적 데이터 존재
 법률 조문의 해석상 차이 발생
 법률 전문 용어에 대한 일반인

의 이해성 부족

문제04해법

 대용량의 법률적 지식 DB 분석
시스템 개발

 법률지식과 양형 기준 매칭 시스
템 개발

 사용자 중심의 검색 서비스 개발

05

협력자(Data base)

 법률구조공단
 대법원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06 공감
 국민의 갑작스런 사건·사고 시

신속한 법적 지식 획득
 불필요한 고발/고소 예방
 통합 법률 정보서비스 제공으

로 대국민 법률 서비스 강화

08 매출발생

 공공기관 운영 시, 시스템 개발
구축 및 유지 관리 비용

 유료 법률정보서비스 수수료
 변호인 매칭 수수료
 고소장/소송장 작성 대행 수수료
 광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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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 목적에 최적화된 사업성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의
BM타당성 검증 과제 지원

2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연구소기업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1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제품·서비스 상용화 공동R&D 자금
지원

2 기술업그레이드 R&D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시제품 제작, 성능개량 및 향상 등 사업화에필요한 추가연구개발지원

3 기술업그레이드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이전하고, 사업화 위한 기업과 공공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1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공기술을 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 기업의 사업화 (R&BD) 
과제지원

2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 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자기발생부1

전류발생부1 자기장감지부1

STO 1

온도보상부

STO 2

자기장발생부2

자기장감지부2전류발생부2

검파기1

검파기2

f1, f2

전류1

전류2

자기장1

자기장2

[ 복조장치의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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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제 4차산업혁명정책현황비교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주요정부정책

- NNMI 네트워크
- NITRD 
- 브레인이니셔티브

- 하이테크전략 2020 
- 인더스트리 4.0

- 일본재흥전략2015
- 과학기술이노베이

션종합전략 2015
- 로봇신전략

- 중국제조 2025 
- 중국인터넷플러스

핵심기술 CPS,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로봇공학, 클라우드등

주요추진조직

- 정부기관
- 글로벌제조기업
- 글로벌 IT 기업

- 정부기관
- 글로벌제조기업
- 글로벌 IT 기업

- 정부기관
- 글로벌제조기업

- 정부기관

대응방향

- 제조산업중심으로
제4차산업혁명정책
방향설계

- 자국내글로벌 IT
기업의적극적참여

- 민간중심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지원

- 제조산업중심으로
제4차산업혁명정책
방향설계

- 자동차, 기계설비등
자국글로벌기업을
중심으로추진

- 국가차원의아젠다
제시와함께민관의
활발한공동대응

- 정부아젠다중심의
대응전략추진

- 기존에강점을가진
로봇기술 중심의
전략수립

- 정부중심의강력한
정책추진

- 기존 제조산업을
한단계발전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ICT 
기술을활용

- 자국 시장규모를
적극활용





유비쿼스

스맥

넥스컴시스템

www.esmec.co.kr

www.ubiquoss.com

www.nexcomm.co.kr

• 유비쿼스는패킷기반의스위칭및전송장비기술을엘프테크기술과
결합해 5G 백홀망장비개발과 5G 프론트홀장비의상용화추진중

• 국내외 ICT사업자에게는유무선이종통신망들을상호연결하는게이트웨이
솔루션을공급하고있으며군통신망고도화사업, 공공재난안전망사업추진

• 강력한트래픽운영과, 이더넷 OAM 및성능모니터링기술개발로 ELAN, 
ELINE과같은기존의전용선(E1)을대체할수있는통신솔루션공급

LG엔시스

(주)에스엔텍

(주)아성텍

www.sntek.com

www.lgnsys.com

www.asungtec.com

• LG엔시스는유무선 IP 솔루션을비롯, Cable, Optical, Convergence 분야의
핵심솔루션을확보하여연구용장비등맞춤형통신HW/SW 공급

• 국가연구소및기업, 대학연구소를대상으로 In-Line Sputter 등다양한
연구용장비를납품하고있음

• 바이오생명공학, 케미칼, 반도체, 환경신뢰성장비, 전기전자, 이화학
기기분야의신뢰성시험장비를주력으로생산























기존 수입 연구 장비
대체 시장 확보

스핀트로닉스 소자 활용한
국내 독자적 변복조
기술경쟁력 확보

IoT 통신 기기의 저전력/고속
통신 기능 제공

IoT 기기의 소형화 및 가격
경쟁력 확보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 목적에 최적화된 사업성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 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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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기술을 이전(출자, 연구소기업) 받은 기업의 사업화(R&BD) 

과제지원

• 사업화유망기술에대한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및인증, 

디자인등사업화지원













※ 출처 : Semantic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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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감소증메커니즘 바이오마커를이용한임상의학패러다임의변화

※ 출처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바이오마커 연구동향, 2015





웰스바이오

솔젠트

휴마시스

www.solgent.com

www.wellsbio.net

www.humasis.com 

• 최근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자체개발분자진단제품인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키트에대한국내제조판매허가획득

• 유전자검정및분자진단제품, 유전자분석용소재, 유전자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유전체분석토탈솔루션전문기업으로메르스감염여부를조기
에진단할수있는진단키트를개발해중국등에공급

• 혈액을원심분리하는등별도의처리없이혈액그대로검사가능한C형
간염항체신속검사키트개발

일동제약

동성제약

삼진제약

dongsung-pharm.com

www.ildong.com 

www.samjinpharm.co.kr 

• 바이오의약품연구개발사인셀리버리와세포투과성파킨슨병치료제 'iCP-
Parkin'의공동개발계약을체결하고바이오의약품개발에주도적으로참여

• 노인성질환치료제개발계획을세워두고있을뿐아니라세계우수한
제약기업과라이센싱을맺고우수한의약품을국내에들여올계획

• 2017년부터노인성질환치료제를중점적으로집중육성해안정적성장을
이어가겠다는목표를발표함



※ 출처 : Frost&Sullivan,2014





순환계의약품

26%

비타민제

15%

근골격계의약품

14%

당뇨병치료제

9%

자양강장변질제

9%

신경계의약품

7%

소화계의약품

6%

항생물질제제

5% 기타

9%

복용률, %















기존대비 우수한 진단
조기 진단으로 환자의

삶의질 개선
환자의 상태에 관계 없는

병 진단 가능
진료 시간 및 비용 절감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기술성과활용촉진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기반구축및성과확산, R&D재발견프로젝트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개량및향상등사업화에필요한추가연구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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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건강증진, 질병의예방치료, 노화지연에대한의약품전임상지원

• 사업화유망기술에대한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및인증, 

디자인등사업화지원













After pre-treatmentBare monolith After drying After Calcination

Dip-coating process

Morphologic 
support 

deposition

Support 
activation

Support 
powder + 

Inorganic(sol) 
binder

+ Precursor for 
active 

materials

Thermal 
treatments

Structured 
substrate 

manufacturing

Substrate 
surface

pre-treatment



Ti V

W O Element 상용슬러리 코팅슬러리
C 3.36 1.46
O 46.70 44.54
Ti 42.80 45.95
V 3.06 2.01
W 4.07 6.04

Totals 100.00 100.00

Active
site

Ceramic
support Primer

Pre-treated
surface

Ceramic substrate

Metal substrate

Catalyst slurry

[기존 금속 표면 Multi-step 코팅기술]

[개발 금속 표면 One-step 코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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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www.smotor.com

www.hyundai.com

www.kia.com

• 자동차배기가스저감(전차량 SCR 기술탑재진행)
• RDE 규제대응(실도로 NOx 배출저감기술확립)

• 순수 전기차와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함께 내놓으면서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 계획 예정

• 친환경 브랜드 ‘Eco Dynamics’를공식선언하고친환경차 시대를 앞당기기를
위해 친환경차량의개발을 진행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www.mdstec.com

www.hhi.co.kr

www.samsung.com

• 세계 최초로 LNG추진 대형선박 수주에 성공하며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

• 세계적인 엔진 메이커인 만 디젤사와친환경 선박 추진시스템을공동개발을
함으로 액화천연가스연료 선박 개발 추진중

• 스위스 MSC사 공기윤활시스템을 자사의 선박에 설치하여 친환경 선박
산업에 진출 진행



※ 출처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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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구조체 기반 SCR 코팅 촉매

선박용/산업용
필터 제조업체

자동차
제조 업체

선박
제조 업체

기술료 기술료

최종소비자(기업, 개인, 정부 등)

제품판매

제품판매

수익

제품판매

파트너쉽 체결

서비스 판매수익

수익

핵심기술
(SCR 코팅 촉매 제조기술) 

이전 / 상용화 지원

핵심기술
(SCR 코팅 촉매 제조기술) 

이전 / 상용화 지원

기술료

핵심기술
SCR 코팅 촉매 제조기술)
이전/상용화지원



적은양의 소재를 활용하여
효율성 증대

소량의 세라믹 촉매를
사용하여 가격절감

사용자 맞춤형 제품생산 용이
원스탑으로 코팅이 가능하여

제작 시간 절감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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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기술에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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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감귤 과피 분말
70%-주정 추출(UAE)

여과

감압농축

Hexane 분획물 제거

재용해(식용수)

Hesperidin fraction
Narutin extract
(Supernatant)

Ethyl acetate 추출/농축

Narirutin fraction
Narirutin ETC

Narirutin ETC

Narirutin ETC



• 동물실험을통한 [소재1]의알코올성 간손상억제효과



• 동물실험을통한 [소재2]의알코올성 간손상억제효과



• 동물실험을통한 [소재2]의알코올성 간손상억제효과



• 특허개요(10-1301971)



• 특허개요(10-1268325/10-1291042)















• 숙취해소음료시장에는다수의시장참여자들이존재함

• 숙취해소음료의주요성분은대부분헛개나무추출물을소재로한제품이다수임



※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출처 :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2016



종근당건강㈜

㈜뉴트리바이오텍

한국암웨이㈜

www.nutribiotech.co.kr

www.ckdhc.com:5001

www.amway.co.kr 

• 건강기능식품 분야 선도업체

• 다양한 분야의 건강기능식품 제공

• 다양한 천연 소재의 건강기능식품개발 및 제공

• 비타민 성분 분석을 통한 성능 강조 마케팅

•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의25% 수입

•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통한 차별화된 고객 응대 서비스 제공

풀무원생활건강㈜

코스맥스바이오㈜ www.cosmaxbio.co.kr

www.pulmuonelohas.com
• 국내 식품업계 최초 건강기능식품전문 시스템 구축

• 바른먹거리이미지를 부각한 건강기능식품마케팅

•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간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

• 건강식품 ODM 사업 확장



동아제약㈜

㈜그래미

정관장

www.glami.com

www.dapharm.com

www.kgc.co.kr

• ‘모닝케어’ 제품 판매로 지난 10년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 고객의 수요를 파악해 제품 업그레이드 진행

• 어디든 찾아가는 전국 체험 마케팅

• 숙쉬해소 효과를 배가시키는식물성 원료의 추가 배합 연구

• 홍삼, 헛개나무열매, 울금 등을 이용한 숙취해소음료개발 및 출시

큐원

㈜포원텍 www.smartstore.naver.com

www.qone.co.kr • 삼양사 큐원은 환 형태의 숙취해소제로시장에서 차별화를 갖음

• 혈중 알콜올농도 감소효과를갖는 숙취해소음료개발

• 숙취해소음료의효과 입증을 위한 대학과 공동 임상시험 실시 완료











천연 소재 활용을 통한
부작용 감소

감귤 부산물을 활용하여
제조원가 절감 가능

식품 소재를 사용하여 활용성이
우수한 다양한 BM 구축

알코올성 간질환 뿐만 아니라
비알코올성 간질환 예방 및

치료 가능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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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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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위너스

현대글로비스

이노텍

www.glovis.net

www.swinnus.co.kr

www.innotech20.com

• ConTracer는컨테이너의위치및상태정보의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하며
각국가의통신환경에맞추어사용하도록 GSM/WCDMA 기술이적용

• 현대글로비스의PCC사업은유럽, 미국동부 등 자동차 메이커가 있는 지역
으로 운항을 시작해 3PL 물류 처리 능력이 강화됨

• 이노텍은 무인운반차기술을 적용한 제품인 ‘나르미’를 개발하였음
• 나르미는 가이드센서, 마크 센서, 초음파 센서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동작

삼성전자

현대건설

포스코ICT

www.hdec.kr

www.samsung.com

www.poscoict.com

• 삼성전자는 IoT(사물인터넷)와스마마트홈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업무협약을체결

• 현대건설은‘Smart BEMS’를용인시 마북동에 있는 현대건설 그린 스마트
이노베이션(GSIC)에2014년부터 적용

• 포스코ICT는 지난 2016년부터 빌딩에 적용되는 통신과 전기, 기계 등의
인프라 공급 사업에서 ICT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빌딩 사업으로 집중



※ 출처 : 젠스타



※ 출처 : Markets and Markets, 2016
Strategy Analytics, 2015  



※ 출처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정밀한 재고관리 고객 대응 서비스 품질 향상
시간이나 공간에 관계없이

사물의 위치 확인
유익한 생활 서비스 제공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업그레이드 R&D

R&D 재발견 프로젝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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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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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신축이음장치 활동체결장치설치교량레일신축이음장치설치교량



 

PCL

TCL

교량 바닥 판

탄성분리재

기존직결식콘크리트궤도

고속철도주행안정성
및경간장제약해소에

대한요구증대







궤도슬라브
교량바닥판
콘크리트침목

부직포
PE 시트
부직포

횡방향
지지블록





레일신축이음장치 슬라이딩궤도

온도에따른축력저감 현저히저감 완전히저감

시제동하중에따른축력저감 효과없음 저감효과있음

곡선교량구간적용 제한적적용 제한없음

주행안정성 주의 안정적

추가구성품 레일신축이음장치 슬라이드층, 앵커, 단부하드폼

기존 교량 콘크리트
궤도보다구성이간소

궤도 시공 속도 향상 및
건설비저감

교량 단부 충격이 적어
열차 고속 주행시 승차
감이향상

레일신축이음장치(REJ)와슬라이딩궤도의비교



SLIDING 모델 (궤도전구간연속)

RIGID 모델 (교량시종점부단속)

온도(+40℃) 온도(-50℃)

Sliding Fix Sliding Fix

단순교
60m

0 59 1 59

단순교
80m

1 73 1 73

단순교
100m

1 85 2 86

연속교
3@40m

2 73 1 73

레일부가축응력최대값 [MPa]



[하절기최대레일부가축응력]

[동절기최대레일부가축응력]

온도변화
에따른
영향이
거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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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Bögl FFB 25m 미만의교량을위한슬라이딩궤도구조] [중국고속철도건설현황]



철도핵심인력양성사업 10대스마트디바이스부품·모듈개발목표





㈜삼표산업

대창기업㈜

㈜유신

www.dcconst.co.kr

www.yooshin.co.kr

• 강릉-원주간도로, 제주우회도로, 지하철 7호선, 경전선철도, 
오성-청북고속도로, 원주-강릉철도등철도인프라프로젝트수행

• 2004년울산-포항복선전철건설사업참여, 서울, 부산, 대구지하철건설사업
참여및 2011년경전철, 2012년소사~원시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참여.

궤도공영 주식회사 www.kuedo.co.kr • 2002년서울–천안및천안-대전고속철도구간사업참여
• 그밖에도시철도및일반철도관련다수의사업을참여이력이있음

• 경부고속철도및호남고속철도에고속철도용분기기공급, 대만, 이란등수출
• 국내최초PSTS(사전제작식콘크리트궤도) 생산및공급

www.sampyo.co.kr



합자회사 케이피건설

우원개발㈜ www.woowon.com

- • 2017년태백선고한역구내고한가도교외 6개소교량개량공사

• 2017년대곡-소사복선전철교량및신림-봉천 , 포항~영덕간도로공사
수주및현재프로젝트참여중

㈜에스코알티에스

범아기전㈜

대창이엔지㈜

http://modoobuma.

cafe24.com

http://enrtech.co.kr

-

• 경부고속철도및호남고속철도에고속철도용분기기공급, 대만, 이란등수출
• 국내최초PSTS(사전제작식콘크리트궤도) 생산및공급

㈜삼표산업 www.sampyo.co.kr

• 궤도용품전문제조업체로서다양한종류의궤도부품을공급중이며, 
자체내개발을통하여궤도부품관련연구개발실적보유

• 궤도및철강용품제조업체로서교량침목고정장치등코레일에공급

• 궤도및철강용품제조업체로서교량침목고정장치등코레일에공급



※ 출처 : 중국철도의 분석을 통한 한국철도의 발전방향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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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카도야산 장파방송국
(일본)

버그 장파방송국
(독일)

부다페스트 장파방송국
(헝가리)

























미국 WWVB 60 표준시서비스, 라디오방송, 군사통신

일본 JJY 40, 60 표준시서비스, 교통정보, 재난경보및날씨예보

스위스 HBG 75 표준시서비스, 장파대방송, 전용선모뎀서비스, 인터넷을통한 NTP서비스

영국 MSF 60 표준시서비스, 라디오방송, 해상날씨, 예보, 군사통신

중국 BPC 68.5 표준시서비스

러시아 RAB99/RBU ~25 / 200 표준시서비스, 군사통신

프랑스 TDF 162 표준시서비스

독일

DCF39 129.1
표준시서비스, 재난경보및날씨예보, 도로정보, 라디오방송, 군사통신

장파방송을통한전력관리
(스마트그리드, 가로등제어, 요율산정, 전력경고메시지등)

DCF49 139.0

DCF77 77.5

헝가리 HGA22 135.6 표준시 서비스, 재난경보및날씨예보, 도로정보, 라디오방송



※ 출처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s(3Q, 2013)



※ 출처 :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2018



시스코코리아

LS 산전

한국전력공사

www.lsis.biz

www.cisco.com/c/ko_kr

www.kepco.co.kr

• 네트워크기반 IT 분야 선도업체

• 네트워크시스템, 음성/비디오, 보안, 데이터센터, 무선 솔루션

• 배전관리시스템(DMS), 변전소종합보호시스템(SAS), 지능형검침

인프라(AMI) 등 Smart Power Grid 인프라개발

• 전원개발촉진, 전력수급안정화, 국민경제발전기여를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의해설립된법인, 공기업

그리드위즈

KEPCO에너지솔루션

세방전기

www.kepcoes.co.kr

Gridwiz.com

www.globalups.co.kr

• 효율적이고경제적인에너지서비스제공

• 스마트공장에너지관리, 수요반응서비스등제공

• 플랜트&에너지신산업, 건축물, 산업부문등다양한분야의에너지

효율을위해에너지효율화기획및발전시스템분석서비스제공

• 국내 전원 보호 분야 선두기업으로, 통ㅅ인용 고주파 정류기

및 주파수 변환기 제공



㈜텔레칩스

㈜티엘아이

㈜이엠따블유

www.lsis.biz

www.cisco.com/c/ko_kr

www.kepco.co.kr

•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디지털이동방송 수신 반도체 공급 및

다양한 스마트폰 모델들에 탑재될 방송수신용 반도체 개발

• 디지털회로설계및Mixed 제품개발과아날로그회로설계연구를

통해우수한성능의아날로그 IP 개발성공

• 근거리무선통신핵심소재‘페라이트시트를연구개발하여상용화

㈜아모텍

㈜기가레인

㈜라온텍

www.kepcoes.co.kr

Gridwiz.com

www.globalups.co.kr

• 3차원구조시뮬레이션및등가회로해석을통한다양한고주파제품

및다기능제품을평가및설계

• RF connector, RF test components, RF Adapter 제조및공급업체

• 디지털, 아날로그 고주파(RF) 전문 기업으로 DBM용 칩이 주력

사업 및 신사업으로 3년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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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모델에서의세포독성및신경세포보호,신경염증,에너지대사활성효과완료

<신경염증인자에 대한 효과>

<미토콘드리아 보호활성효과>

<항우울 관련인자 발현효과>



• 스트레스유발동물실험에서의탁월한항우울효능검증완료

<강제수영에 의한 항우울 효과확인> <꼬리매달기에 의한 항우울 효과확인>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증가효과> <스트레스호르몬 코르티졸 감소효과>





• 새로운일자리창출분야로선정하여정부의지원및산업활성화추진

• 정부의휴먼브레인프로젝트를통해 100개의바이오연구기관을참여진행

• 정부중심의바이오산업육성을위해민간투자촉진



정책목표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규모로 확대

중점과제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제약·의료기기 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 외국인환자유치 촉진
• 한국의료해외진출 확대
• 디지털헬스케어해외진출

• 국민체감형원격의료 확산
• 진료정보교류활성화
• 의료법 개정

• 신약개발등 제약산업육성
• 정밀·재생의료산업 활성화
•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개발부터 시장까지밀착
지원을 통해제품화기간
단축및성공률제고

규제혁신을통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중점사항





현대약품㈜

경보제약㈜ www.kbpharma.co.kr

www.hyundaipharm.co.kr • 밸덕산정제네릭개발을 2016년도부터진행하고있으며제네릭개발이
완료되는대로시장진입계획

• 우울증 치료제인 시탈로프람과 에스시탈로프람의 신규 제조방법의
특허권을 취득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진행

㈜뉴트리바이오텍

㈜현성바이탈 www.spacex.com

www.nutribiotech.co.kr • 천연생리활성물질에대한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으며, 기능성식품및
화장품의신소재신제형에대한연구개발진행

• 현대인들의건강기능식품(균형생식환, 황찬고)에대한건기식제조
식생활개선을통한인류건강개발진행

㈜우성사료 www.woosungfeed.co.kr • 배합사료, Suit-Feed(맞춤TMR)사료, 농후사료, 곡류제조및연구개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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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능성 원재료명

고시형
기억력 개선 은행잎 추출물, 홍삼

인지능력 개선 포스파티딜세린

개별인정형
기억력 개선

구기자 추출물, 당귀 등 추출복합물, 당귀혼합 추출물, 비파엽 추출물, 
원지 추출분말, 피브로인 추출물 BF-7

인지능력 개선 Lactobacillus helveticus 발효물, 도라지 추출물, 참당귀 추출분말



[대표적인 항스트레스 건강보조식품]

St. John’s Wort
(고추나물)

Rhodiola Rosea
(홍경천)

Venetron
(나포마)

Valerian
(쥐오줌풀)

쾌면서포트
(허브/곡류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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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제약회사

기술이전

약국

환자

판매

병원

제품판매

BM 아이디어

식약처
GMP 인증

기능성원료

인정

임상실험

• 우울장애
• 조울증
• 사회불안장애
• 공황장애

천연소재추출
물공급

제약회사

제약회사
직접/ODM/OEM

생산

직접/ODM/OEM

생산

판매
항우울증/스트레스완화

의약품



판매

판매

천연소재
건강기능
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
의약품
제조업체

기술이전

직접/ODM/OEM

생산

제품판매

BM 아이디어

식약처
GMP 인증

기능성원료

인정

• 스트레스 완화
• 우울증 예방
• 불안장애 예방

천연소재

추출물공급

건강기능
의약품
제조업체

천연소재
건강기능
식품

제조업체

직접/ODM/OEM

생산

약국

사용고객

병원

기억력감퇴/ 인지장애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



사료
제조업체

대형
동물병원

식약처
기술

이전

중소
동물병원

반려동물
주인

애완용품
판매처

BM 아이디어

반려동물치료제생산판매

제품생산판매

• 애완동물 사료
• 애완동물 인지장애 치료제

반려동물사료생산판매

천연

추출물

공급

제약회사

천연

추출물

공급

반려동물인지장애개선

기능성사료및치료제



부작용 위험이 낮은 소재 활용
원료 수급이 용이하여
다양한 활용 BM 구축

식품(Tea, 식품첨가제 등) 
활용성이 우수하여 사용자에게

쉽게 제공이 가능함

우울증 초기대응이
어려운 부분 해결





Tech-BM Workshop 
운영 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사전 기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사업화목적에최적화된사업성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의 BM타당성

검증과제지원

• 연구소기업설립에필요한비즈니스모델수립등기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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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사업화
(R&BD과제)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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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화유망기술에대한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및인증, 

디자인등사업화지원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foOextPjbAhWCspQKHZ1EAuoQjRx6BAgBEAU&url=https://namu.moe/w/%ED%8B%80:%EC%9A%B0%EC%A3%BC%EA%B8%B0%EA%B5%AC&psig=AOvVaw3QDG-A5QuItdFE8v90fZ72&ust=1530345697475328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foOextPjbAhWCspQKHZ1EAuoQjRx6BAgBEAU&url=https://namu.moe/w/%ED%8B%80:%EC%9A%B0%EC%A3%BC%EA%B8%B0%EA%B5%AC&psig=AOvVaw3QDG-A5QuItdFE8v90fZ72&ust=1530345697475328


시제품 사진 1 시제품 사진 2



공명기목형성부앞면
(글라스에폭시재)

공명기목형성부뒷면
(글라스에폭시재) 미세천공박판

130 dB 이상의고음압환경에서도높은
흠음성능의유지가가능하도록설계가
가능
기존다공성흡음재의적용이어려운고온
환경등에적용이가능함









10-1026765





K-ICT 스마트디바이스육성방안(안) 중점추진전략 10대스마트디바이스부품·모듈개발목표





대우조선해양

케이프

오션테크

www.cape.co.kr

www.dsme.co.kr

www.oceantech-kr.com

• 스마트공장구축으로도면해석부터제작단계까지 3주가소요되던
기간을절반이상단축시켜월가절감은물론품질향상의성과를일궈냄

• 최근소셜인어스와 LIG투자증권을인수하여사업다각화를통한제2의
도약을추진

• 양산체계구축을위하여 2016년국내경원기계, 에어펠과OEM 방식의
계약체결

신행건설

리텍E&C

에스피웰텍

www.retech.co.kr

www.sinhaeng.co.kr

www.spwall.com

• 토목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특히방음벽분야에있어투명
방음벽, 합성목재방음벽, HDPE 방음벽 3가지제품을생산및시공함

• 환경친확적인목재를활용하여목재방음벽을생산시공하고있으며특히
녹지환경과어울릴수있도록미적효과를고려함

• 다양한방음벽뿐만아니라방음벽에추가적으로소음감쇄기를설치하여
원소음을간섭, 저감할수있도록함



한화디펜스

삼정터빈

현대위아

www.turbine.co.kr

www.hanwha-defense
systems.co.kr

www.hyundai
-wia.com

• 한화디펜스는최근해외시장개척을위해국내외전시회에적극적으로참가
• 2017년사우디아라비아 현지시험평가를성공적으로마무리

• 2015년군용가스터빈발전기국산화성공을발판으로군용장비뿐만
아니라민항기시장진출추진

• CNC선반, 머시닝센터, 공장자동화등풀라인업을구축해공작기계분야의
글로벌톱메이커로발돋움하기위한프로젝트추진





















인체무해, 친환경적
적용처에 맞는 재질 활용을

통한 제조 가능
(사용자 맞춤형 커스터마이즈)

반영구적 사용가능함에
따라 인력·비용 효율적

운영 가능

저주파/중주파/고주파
동시 소음 제어 가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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