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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유래 유지로부터
알파 올레핀 제조 방법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화학원료

탄화수소 화합물

올레핀계 탄화수소

적용제품

석유화학

알파 올레핀 제조공정 등

기술 개요
바이오매스 유래 유지 내 불포화 지방산을 단계적으로 알파, 베타-불포화 지방산으로 변환 및 이를 복분해함
으로서, 다중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한 혼합물 생성 문제가 해결된 알파 올레핀 제조 기술

˙석유 자원의 발견 이후 석유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이 제조
되었으나, 화석연료의 고갈,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온실
가스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석유 자원을 대체하여 비
식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본 발명은 바이오매스 유래 유지 내 불포화 지방산을 단계
적으로 알파, 베타-불포화 지방산으로 변환 및 이를 복분
해하여 알파 올레핀을 제조하는 기술임
˙바이오매스 유래 유지 내의 다양한 포화 또는 불포화 지방
산을 모두 알파 올레핀으로 제조 가능

˙현재 바이오매스로부터 1,3-propanediol, lactic acid 제
조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일부 제품들은 대량 생산 체제
에 돌입한 상태임

˙포화 지방산의 반응 미참여 또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한 혼합물 생성 해결 가능

˙최근 불포화 식물유로부터 C3-C30 유분을 활용하여 독창
적이며 핵심적 기술을 제공하는 식물유 리파이너리공정
이 연구되고 있음
˙복분해공정을 통해 식물유로 올레핀알칸산과 알파올레핀
을 합성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식물유에 함유된 지
방산 중 다중 불포화 지방산(linoleic acid)으로 인해 식물
유를 복분해반응시켰을 때 부산물이 다량으로 생성되어,
혼합물의 상태가 되는 문제가 있음

포화/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바이오매스 유지로부터 고급 알파 올레핀 제조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본 기술

기술 성숙도
1

˙바이오매스 유래 유지 내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으로 변환(1단계), 포화 지방산을 알파-할로겐화(2단계),
염기 존재하에 알파, 베타-불포화 지방산으로 제조(3단계) 및 이를 복분해하여 알파 올레핀을 제조하는 기술

2
기초연구

˙바이오매스 유래 유지 내의 다양한 포화 또는 불포화 지방산을 모두 알파 올레핀으로 제조 가능하며, 포화 지방산
의 반응 미참여 또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한 혼합물 생성 해결 가능

4

3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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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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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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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중분류

소분류

기존 기술

본 기술

기초 화학원료

탄화수소 화합물

석유계 원료

˙악취 제거를 위한 첨가제 및 화학공정 기술
소취제, 이산화염소, 활성탄 등의 소재 기술
플라즈마 기반 탄화수소물 분해, 재생열분해(Regenerative
thermal oxidation) 등이 있으나 고비용이거나 효과 미흡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스팔텐 화학과 공정 최적화 기술을 융합한 개질기술로서,
아스팔트 내 존재하는 악취 및 유해성분들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기술

응용분야

적용제품

석유화학

아스팔트(중질유분) 기반 도로포장용 소재 (아스콘)

˙첨가제를 적용한 개질 아스팔트 제조, 모사 아스콘 조업 조
건*에서 개질 전후 원료를 평가→ 유해증기 발생량 1/300
로 저감됨*원료 가열(180℃) 후 평형증기상 일부를 GC로 정
량 분석

˙중온 아스팔트
중온(130℃)에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가능하도록
설계한 저점도 아스팔트. 비경제적이며, 극적인 효과가 없어
실효성 낮음

˙첨가제 단가: 6,500~7,000원/kg, 사용량: AP-5 1톤당 첨가
제 1~2kg 소모(1,000~2,000 wppm)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대분류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악취 및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저감된
아스팔트 제조 공정 및 그 시스템

˙집진설비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비경제
적이며 효과가 매우 단편적이어서 해당 산업현장에서 발생
하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함

기술 개요
아스팔트 자체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악취 유발 및 저비점 유해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아스콘 제조 또는 도로

[개질 아스팔트의 악취 및 유해성분 저감 효과]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1

악취 및 유해 성분이 저감된 아스팔트 제조 시스템

2
기초연구

4

3

5

실험

6
시작품

실용화

9
사업화

지식재산권 현황
No
1

발명의 명칭
악취 및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저감된 아스팔트
제조 공정 및 그 시스템

출원번호

10-2019-0008759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악취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개질 시스템]

8

- 친환경 아스팔트 대용량(15kg 이상) 제조 및  유해물질 저감 효과 및 성능 검증
- 공용성(AP-5) 등급 평가 완료

˙아스콘 제조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및 유해성분들이 크게 저감된 아스팔트 원료 생산 가능 → 유해물질의 대
기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아스팔트 원료 제조 기술

[가열 아스팔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들의 예 ]

7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등록번호

패밀리특허

WO 2020-153769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중질유 내 거대분자 클러스터의 분산성을 제어하여 저비점 성분의 탈기를 촉진시키고, 비활성 운반기체의 연속 순
환 흐름에 의해 유해증기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분리, 배출하는 원리를 적용

III. 의료기반 기술

포설 시 유해성분의 증기화 및 대기 확산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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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C1가스탄소융합연구센터 ● 김 용 태 박사 ● ytkim@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중분류

소분류

기존 기술

본 기술

기초 화학원료

함산소 화합물

알콜 화합물

˙피셔-트롭쉬(FT) 합성 반응은 합성가스(수소와 일산화
탄소)로부터 합성연료(탄화수소) 제조를 위한 기술로, 적
용되는 촉매의 종류에 따라 반응 온도 및 압력, 가스조성
등 그 반응조건이 많이 좌우됨

˙본 발명은 브뢴스테드 산점이 없고 표면에 친수성을 갖는
지지체에 루테늄(Ru)이 담지된 촉매를 사용하여 알코올을
제조하는 기술임

응용분야

적용제품

석유화학

피셔 트롭시 합성공정
(알코올 수상 제조) 등

기술 개요
루테늄이 알루미나, 보론 질화물 및 활성탄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지지체에 담지된 복합체 촉매를 이용

˙본 발명의 촉매는 합성가스로부터 저온 수상에서 알코올
을 제조 시, C3-C37 탄소수 범위의 알코올(고급 알코올 포
함) 생산에 높은 활성을 나타냄

˙코발트계 촉매를 이용한 피셔-트롭쉬 합성공정은 H2/
CO 조성 몰비가 2에 근접해야 하므로 운전 조건을 맞추
기가 까다롭고, 공정 전체의 열효율 및 탄소 효율이 낮으
며 이차적인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음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대분류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알코올을 수상에서 제조하는 촉매 및 이를 이용한
합성가스로부터 수상에서 알코올을
제조하는 방법

˙철 촉매의 경우 H2/CO 조성 몰비가 0.6∼3.5의 넓은 범
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활성이 낮기 때문에 높은 활성
을 얻기 위해서는 반응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며, 촉매의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음

하여 합성가스의 수상 반응으로부터 알코올을 고수율로 제조하는 기술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1

브뢴스테드 산점이 없는 지지체에 담지된 루테늄 촉매

2

3

기초연구
˙루테늄(Ru)이 브뢴스테드 산점
이 없고 표면에 친수성을 갖는
알루미나(Al2O3), 브뢴스텐드 산
점이 없는 보론 질화물(boron
nitride, BN) 또는 브뢴스텐드
산점이 없는 활성탄(activated
carbon, AC) 중에서 선택된 어
느 하나의 지지체에 담지된 복
합체

4

6

5

실험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1

알코올을 수상에서 제조하는 촉매 및 이를 이용한 합성가스로
부터 수상에서 알코올을 제조하는 방법

10-2018-0146507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합성가스로부터 수상에서 알코
올을 제조 시, C3-C37 범위의
고급 알코올을 높은 수율로 얻
을 수 있음
[반응 후 기체상 생성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 결과]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등록번호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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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테르 폴리올의 제조방법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중분류

소분류

기존 기술

본 기술

기초 화학원료

함산소 화합물

폴리올 화합물

˙폴리에테르 폴리올은, 폴리우레탄 제조시 중요한 출발물
질이며 저급 산화알킬렌을 H-작용성 물질상에 촉매(가용
성 염기 금속 수산화물)를 첨가하여 제조됨

˙본 발명은 유전상수(dielectric constant)가 6이하인 유
기용매 및 루이스산 촉매 하, 글리시돌을 개환중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폴리에테르 폴리올의 제조방법 기술임

˙촉매로서는 수산화칼륨이 주로 사용되나, 불포화 성분이
과량 생성되고, 폴리에테르 폴리올의 작용성을 감소시키
는 문제점을 가짐

˙촉매 활성이 우수하고, 부반응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보다
온화한 반응조건에서 고분지형 폴리에테르 폴리올을 높은
중합 전환율과 수율로 제조할 수 있음

˙불포화 성분의 함량을 줄이고 반응속도를 증가시키기 위
해 다중 금속 시아나이드 화합물을 촉매로서 사용할 것
이 제안됨

˙폴리에테르 폴리올의 구조 및 분자량 제어가 용이하여, 목
적에 따른 폴리우레탄 제조에 필요한 물성을 갖춘 폴리에
테르 폴리올 제조 가능함

˙그러나 다중 금속 시아나이드 촉매의 경우, 유도시간이 길
고, 계 내에 존재하는 수분이나 알칼리성인 유리산 등 촉
매독 요인에 의해 촉매의 활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
가 있음

˙수분이나 공기 중에서도 빠른 시간내 개환 중합이 가능하
며, 본 방법으로 제조된 폴리에테르 폴리올은 물에 대한 높
은 가용화력을 가짐

응용분야

적용제품

정밀화학, 의료

폴리우레탄 수지(원료)

기술 개요
유전 상수 6 이하 유기용매 및 루이스산 촉매 조성물로 글리시돌 개환 중합함으로서, 촉매 활성이 우수하고 부반
응이 발생되지 않으며, 구조 및 분자량 제어가 용이한 폴리에테르 폴리올 제조 기술

1

유전 상수가 6 이하인 유기용매 및 루이스산 촉매 조성물로 글리시돌 개환 중합

2
기초연구

˙니본 발명은 유전 상수가 6이하인
유기용매 및 루이스산 촉매 하에,
글리시돌을 개환 중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폴리에테르 폴리올 제
조방법 기술임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지식재산권 현황
No

구분

[GD} 0
(mM)

[B(C6F5)3]0
(mM)

Solvent

Temp.
(℃)

Time

Conv
(%)

출원번호

등록번호

1

폴리에테르 폴리올의 제조방법

10-2019-0137185 10-2124603

PDI

2

폴리에테르 폴리올의 제조방법

10-2019-0137190 10-2124605

3

폴리에테르 폴리올,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10-2019-0137203 10-2124607

실시예1

2500

1

Toluene

-40

3h

83.3

2.16

실시예2

2500

3

Toluene

-40

3h

99.1

1.25

실시예5

500

5

Toluene

-40

3h

99.9

1.25

실시예10

2500

5

Toluene

25

1min

99.9

1.17

실시예11

2500

5

CH3Cl3

25

15min

99.4

1.52

비교예1

2500

5

DMSO

25

6h

2.0

n/a

[실시예/비교예 제조조건에 따른 폴리에테르 폴리올 전환율]

발명의 명칭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촉매 활성이 우수하고, 부반응을 발
생시키지 않으며, 온화한 반응조건
에서 고분지형 폴리에테르 폴리올
을 높은 중합 전환율과 수율로 제조
할 수 있음

4

3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대분류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정밀바이오화학연구본부 정밀화학융합기술연구센터 ● 이 상 호 박사 ● slee@kr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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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요오드의 재활용이 가능한
페닐렌다이아민의 제조공정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화학원료

함질소 화합물

알킬아민 화합물

적용제품

정밀화학

우레탄 섬유, 폴리이미드, 고무 첨가제,
염료, 안료, 염색약 등

기술 개요
산화제를 사용하여 부산물인 요오드화암모늄으로부터 요오드를 회수한 후 이를 활용하여 원료물질인 다이아
이오도벤젠을 제조함으로써 요오드의 소모를 극소화하며 페닐렌다이아민을 우수한 수율로 제조하는 기술

본 기술

˙페닐렌다이아민은 우레탄 섬유, 폴리이미드 등 원료 물질
로 유용하게 사용됨. 특히 파라-페닐렌다이아민과 메타페닐렌다이아민은 아라미드 섬유 원료물질로 가장 많이
소모되며 이로 인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간단하며 친환경
적인 제조공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본 기술은 다이아이오도벤젠과 암모니아를 반응시켜 페닐
렌다이아민을 제조하고, 산화제를 사용하여 부산물인 요
오드화암모늄으로부터 고가의 요오드를 회수한 후. 회수
한 요오드로부터 원료물질인 다이아이오도벤젠을 제조하
는 기술임

˙종래 페닐렌다이아민의 제조방법은 여러 반응 공정를 거
쳐야 하고, 반응 과정에서 다량의 부산물이 발생하여 반응
수율이 높지 않으며, 고가의 수소 촉매를 사용하는 환원반
응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요오드의 소모를 극소화하며 페닐렌다이아민을 우수한 수
율로 제조할 수 있음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페닐렌디아민 제조 가능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CCP 융합연구단 ● 박 용 기 박사 ● ykpark@krict.re.kr

˙이에 따라, 단일한 반응 공정으로 짧은 반응시간 내에 고순
도의 페닐렌다이아민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경제적
인 합성 방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1

요오드의 재활용이 가능한 페닐렌다이아민의 제조공정

2
기초연구

˙다이아이오도벤젠과 암모니아를 반응시켜 페닐렌다이아민을 제조하고, 산화제를 사용하여 부산물인 요오드화암
모늄으로부터 고가의 요오드를 회수한 후. 회수한 요오드로부터 원료물질인 다이아이오도벤젠을 제조하는 기술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요오드의 소모를 극소화하며 페닐렌다이아민을 우수한 수율로 제조 가능함

촉매량
(mol%)

반응
시간
(hr)

No

반응물로부터 생성물로의 전환율
(%)
페닐렌
디아민

아이오도
아닐린

아닐린

1

5

6

95.5

0

4.5

2

3

12

97

0

3

3

1

12

90

0

1

4

1

24

99

0

1

5

0

24

0

0

0

[페닐렌다이아민의 제조효율 GC 측정결과]

1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요오드의 재활용이 가능한 페닐렌다이아민의 제조공정

10-2013-0050914 10-1482664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페닐렌다이아민 제조공정 도시한 공정도]

등록번호

최경선

chanian@krict.re.kr

042.860.7076

010.7942.7164

이난영

nylee@krict.re.kr

042.860.7940

010.8414.5873

채주병

jbchae@krict.re.kr

042.860.7763

010.4764.4696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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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반응에 의한
염화메틸의 제조방법 및 고효율 촉매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화학원료

할로겐 화합물

염화메틸

적용제품

석유화학

염화메탄 및 경질 올레핀(에틸렌 및/또는 프로필렌)
제조공정 등

본 기술

˙메탄올과 무수염화수소로부터 염화메틸 제조
˙무수염화수소 제조를 위한 별도 공정 필요

˙메탄과 염소가스로부터 직접 염소화 및 기존 공정과 연계
염화메틸 수율 최대화
˙과잉 염소가스 활용을 통한 친환경적 기술
˙염화메탄 종류별 생산 유연성 확보 가능

˙과잉 염소가스 처리 환경 문제 발생
˙염화메탄 종류별 수요에 따른 시장 대응 유연성 부족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공정기반연구센터 ● 채 호 정 박사 ● hjchae@krict.re.kr

˙천연가스 직접활용에 따른 경제성 확보 가능
˙저에너지 공정으로 중소형 가스전 활용 가능

˙메탄올 수입에 따른 경제성 문제 발생 가능
˙메탄올 기반 다운스트림은 Energy intensive 공정으로 응
용 확장성에 한계 (대형공정 적합)

기술 개요
다단계 반응에 의한 염화메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여 유해한 염소가스 활용도를 높이고  부산물인 무수염화
수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염화메틸 생성량을 향상시키는 공정 기술 및 메탄 염소화 고활성 촉매 기술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다단계 반응에 의한 염화메틸의 제조방법 및 메탄 염소화 고활성 촉매

[염화메틸의 제조 및 다양한 활용]

[압출 성형 촉매 사진]

기술 성숙도

˙본 발명은 염소가스 활용 및 메탄의 전환율을 충분히 높이기 위한 염소화 반응 단계; 및 염소화 반응의 부산물인 무수염
화수소(HCl)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후속 반응 단계;를 포함하는 염화메틸 제조 기술

1

˙메염소가스와 무수염화수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장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염화메틸 생산 공정 기술
˙염화메탄 제조용 메탄 염소화 반응 고안정성 및 고활성 촉매 기술

2
기초연구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9

실용화

사업화

지식재산권 현황
No
1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10-2018-0111382 10-2087960

다단계 반응에 의한 염화메틸의 제조방법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염화메틸의 제조 공정도식도]

[메탄 염소화 촉매]

등록번호

최경선

chanian@krict.re.kr

042.860.7076

010.7942.7164

이난영

nylee@krict.re.kr

042.860.7940

010.8414.5873

채주병

jbchae@krict.re.kr

042.860.7763

010.4764.4696

패밀리특허

WO 2020-060139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Lab/Bench-scale 성능 평가 및 scale-up 연구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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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메탄 가스의 분리를 위한
다단계 막분리 정제공정 및 장치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화학원료

분리/흡착/멤브레인/반응공정

분리 공정

적용제품

기초 화학원료

바이오가스 정제공정(분리막 공정) 등

본 기술

˙바이오 가스내  메탄은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 이산화탄소의 발
생효과가 없는 청정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전세계 관련시장이 수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

˙본 기술은 세계 최초의 바이오가스를 압축/냉각 후 기체분리용
4단 고분자 분리막에 도입하여 바이오 가스로부터 고순도 메
탄 및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가스 분리정제 기술임

˙바이오 가스를 고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심냉법, 흡수법,
흡착법)들이 개발되었으나, 플랜트 설치비용/공정 운용 비용이
많고, 전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용되는 문제점
이 있음

˙본 발명에서 분리막은 폴리이미드, 폴리이서설폰 등과 같은
40 이상의 이산화탄소/메탄 고선택도에서 폴리설폰, 셀룰로
오스 아세테이트, 폴리카보네이트 등과 같은 20 내지 34 정도
로  선택도를 가지는 소재까지 다양한 분리막 소재 적용 가능

˙분리막법은 다른 분리법에 비해 운전이 편리하고, 유독한 흡수
제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이며 플랜트 비용과 운전비용이
낮으며 스케일업-스케일다운 등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기술 개요
메탄/이산화탄소 선택투과성 고분자 분리막을 이용한 다단 분리막 공정술로, 유기성폐기물에서 유래된 바이오가
스, 천연가스 중에서 메탄 및 이산화탄소를 순도 95~99%, 회수율 90~95% 분리회수하는 4단 재순환 막분리기술

˙독일 에보닉사의 3단 막분리공정보다 메탄의 순도 및 회수율
이 높아 다양한 농도의 바이오 가스에서 95~99% 고순도 메
탄 생산 가능하며 이산화탄소까지도 90~95% 고순도로 회수
율 90%이상 정제 회수할 수 있음.

˙독일의 에보닉사는 3단 막분리공정을 전세계 10개국에 특허등
록하고 이를 대상으로 100여기 플랜트를 전세계에 설치하여 수
천억의 매출을 달성함

1

기술 특징

2
기초연구

4 단 분리막 공정을 통한 고순도 메탄가스 분리 방법

4

3

5

실험

6

7

8

시작품

실용화

9
사업화

실용화 및 사업화 단계 : 실용화 제품 제작 및 평가 진행
˙바이오 가스 압축 및 냉각(1단계), 제1 고분자 분리막의 잔류부 스트림은 제2 고분자 분리막과 연결되고, 제2 고분
자 분리막 잔류부 스트림은 제3 고분자 분리막과 연결되며, 제2 고분자 분리막 투과부 스트림은 제4 고분자 분리
막과 연결된 기체 분리용 4 단 고분자 분리막에 바이오 가스를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분리(2단계)를 포함하는 바이
오 가스로부터  메탄가스 분리 방법

지식재산권 현황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1

고순도 메탄가스의 분리를 위한 다단계 막분리 정제공정 및 장치

10-2014-0124168 10-1529129

2

고순도 바이오메탄 및 고순도 이산화탄소 정제 방법 및 장치

10-2017-0077976 10-1840337

3

가변 운전이 가능한 고순도 바이오메탄 정제 방법 및 장치

10-2017-0044848 10-1863058

4

가변운전이 가능한 다단계 막분리 고순도 바이오메탄 정제 방법 및 장치

10-2017-0044868 10-1840340

5

고순도 바이오메탄 정제 방법 및 장치

10-2017-0044831 10-1840343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메탄가스  막분리정제설비의 4단 공정도 및 실증플랜트사진]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CN106687195
US10047310
ID00201702478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바이오 가스로부터 95~99% 고순도 메탄 및 이산화탄소를 회수율 90~95% 생산할 수 있음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C1가스탄소융합연구센터 ● 김 정 훈 박사 ● jhoonkim@krict.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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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성형체의 제조방법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성 화학소재

탄소 소재

다공성 탄소체

적용제품
알루미늄 제조용 전극봉, 야금용 발열체·도가니·전극,
우주항공용 노즐 등

기술 개요
인조흑연 제조 공정 중, 성형과 소성 공정 사이에 산화 공정을 도입하여, 성형체의 압축강도 및 열팽창계수를
동시에 항상시킬 수 있는 탄소 성형체 제조 기술

본 기술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석유화학, 차세대/신재생 에너지, 정밀화학

기존 기술

˙본 발명에서의 산화공정 도입을 통해, 바인더 피치의 안정
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소성공정 중 발생하는 휘발분이 억
제되어 약 3배의 압축강도 향상을 얻을 수 있음.

˙인조흑연의 강도는 고밀도화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으며,
소성 공정 후 함침을 통해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함
침 – 소성과정을 수 차례 반복하므로 공정비용의 증가
가 발생함.

˙또한 성형체의 치수 안정성이 확보되어 열팽창계수의 향
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본 발명에서의 산화공정은 소성공정과 결합될 수 있어 추
가적인 장치 도입이 필요치 않음.

기술 성숙도
1

산화 공정 도입을 통한 탄소성형체(인조흑연)의 기계적 물성 향상 기술

2
기초연구

˙일반적인 인조흑연 제조 공정은, 원료 혼합 – 성형 – 소성 – 흑연화 공정의 4단계로 분리되며, 본 기술은 소성
전처리로, 산화공정 도입을 통해 성형체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임.

4

3

5

실험

6
시작품

실용화

9
사업화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8-0088341 10-2094245

탄소 성형체의 제조방법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1

[산화 시간에 따른 탄소 성형체의 열팽창계수]

8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본 공정은 소성과정에서 산화 가스를 주입시키며 저온에서 전처리를 진행하고, 이후 불활성 분위기에서의 소성과
정을 진행하므로, 기존의 공정에 추가적인 장치가 요구되지 않음.

[산화 시간에 따른 탄소 성형체의 압축강도]

7

III. 의료기반 기술

˙일반적인 인조흑연 제조 공정에서는, 소성단계 중 바인더
에서 발생하는 휘발분으로 인해 성형체의 밀도가 하락하
게 됨.

기술 특징

˙단순한 산화공정 도입만으로, 약 3배의 압축강도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C1가스탄소융합연구센터 ● 임 지 선 박사 ● jsim@kr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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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C1가스탄소융합연구센터 ● 임 지 선 박사 ● jsim@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성 화학소재

탄소 소재

활성탄

적용제품

환경·안전, 정밀화학

수처리용 흡착필터(고도정수처리시설, 가정용 정수기 등),
미세먼지 흡착제

본 기술

˙다공성 탄소재료인 활성탄은 야자각, 석탄 등의 원료를 주
로 사용하고 있음

˙본 발명은 석유계 잔사유 및 폐플라스틱을 혼합하여 피
치를 제조한 후 이를 탄화 및 활성화하는 활성탄의 제조
기술임

˙2018년도 중국의 석탄 사업 중단에 따른 활성탄 원료 수
급 문제 발생

˙석유계 잔사유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피치를 제조하므
로 폐기물 처리 문제 및 활성탄 원료 수급 문제 해결.

˙기존 활성탄은 micro pore(< 2nm)에서 meso pore
(2~50nm)가 혼재하여 분포되어 있으며, 가스 흡착에 유
리한 micro pore의 비율은 40 ~ 60%임

˙저가의 원료물질 활용, 피치 개질 및 활성화 수율 향상을
통한 활성탄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

˙Micro pore의 분포가 높은 (90% 이상) 다공성 탄소재료
인 활성탄소섬유는 고가의 탄소섬유로부터 제조되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

기술 개요

˙90% 이상의 micro pore 함량을 가지고 있어 고가의 활성
탄소섬유 대체 물질로 활용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폐플라스틱과 석유계 잔사유를 활용한
고수율 활성탄 제조 방법 및
고효율 흡착 활성탄

˙Micro pore가 발달된 활성탄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2차 원인물질의 제거에 탁월한 효율을 보임

피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석유계 잔사유에 폐플라스틱을 첨가함으로서, 방향족화도를 향상시키고 열적 안정

[상용 AC와의 물성 비교]

성이 우수한 피치 제조 및 고수율의 활성탄을 제조하는 기술

상용 AC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 심각성 대두]

석유계 잔사유에 폐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제조한 피치 및 이를 포함하는 활성탄

40~60

비표면적(m2/g)

800~1300

피치 기반 AC

피치/PET AC
90 ↑

1800 ↑

3000 ↑

8

9

[정부, 지자체 활성탄 대책 및 법적 체계 마련]

기술 성숙도
˙석유계 잔사유 및 폐플라스틱을 혼합하
여 피치를 제조한 후 이를 탄화 및 활성
화하는 활성탄의 제조 기술

1

2
기초연구

˙석유계 잔사유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
여 피치를 제조하므로 폐기물 처리 문
제 해결

4

3

5

실험

6
시작품

7
실용화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Micropore 비율(%)

사업화

- 시작품 제작 및 평가 단계 : 다양한 제품 적용을 위한 형상화 연구 단계

지식재산권 현황

˙PET로부터 도입된 산소에 의하여 피치
개질 및 활성화 공정의 수율이 증가하여
고수율의 활성탄 제조

[활성탄의 질소흡착 등온선]

˙또한 도입된 산소 관능기는 피치의 구조
적 안정성 및 열적 안정성을 향상시켜
높은 비표면적의 고성능 활성탄소 제조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1

폐플라스틱과 석유계 잔사유를 활용한 고수율 활성탄 제조 방
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고효율 흡착 활성탄

10-2018-0130065 10-2037463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탄화 및 활성화 공정 동시 수행, 공정
cost 감소
[활성탄의 제조 메커니즘]

[활성탄 제조 공정 비용 비율]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실험실 규모의 핵심성능 평가 완료, 시작품 기반의 현장모사평가 진행 중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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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재료 전구체용 피치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성 화학소재

탄소 소재

인조흑연

적용제품

정밀화학, 차세대/신재생 에너지

탄소 섬유, 전극봉, 야금용 발열체 및 도가니,
이차전지 전극소재 등

본 기술

˙탄소재료 전구체인 피치의 합성을 위해 PFO, FCC-DO,
VR, Coal-tar 등 다양한 저급 중질유의 활용 연구가 진
행되고 있음.

˙본 발명은 석유계 원료(PFO)와 콜타르를 일정 비율로 혼합
및 열처리하여 피치를 제조하는 기술임.
˙본 발명의 기술 도입 시 최대 13 wt%의 수율 향상 효과
를 얻을 수 있음.

˙석유계 저급 중질유 (PFO, FCC-DO, VR 등)의 경우 타 원
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순도와 반응특성의 장점을 가
지나 수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PFO의 경우, 15wt% 이
내).

˙단순한 혼합비 변화를 통해 피치의 연화점, 잔탄율 등 기본
물성 제어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탄소재료 (코크스, 인조흑
연, 바인더 피치 등)의 전구 물질로 활용이 용이함.

˙석탄계 저급 중질유 (Coal-tar)의 경우 타 원료에 비해 높
은 피치 합성 수율을 얻을 수 있으나, 다량의 불순물로 인
해 고순도의 탄소재료 제조에 어려움이 있으며, 반응성이
낮아 수첨반응과 같은 특별한 전처리 공정이 요구됨

기술 개요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C1가스탄소융합연구센터 ● 임 지 선 박사 ● jsim@krict.re.kr

석유계 원료 및 콜타르를 특정 비율로 혼합 및 열처리함으로서, 제조 피치의 연화점 제어와 수율 향상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제조된 피치는 코크스, 인조흑연, 바인더 피치 등의 탄소재료 전구물질로 사용이 가능함

1

기술 특징

2
기초연구

혼합비
콜타르

반응온도
(℃)

반응시간
(분)

수율
(wt%)

연화점
(℃)

실시예1

75

25

420

180

31.7

134.9

실시예2

80

20

420

180

29.3

141.4

실시예3

90

10

420

180

28.5

149.2

비교예1

0

100

420

180

21.9

85.0

비교예2

10

90

420

180

22.1

86.1

비교예3

20

80

420

180

25.1

91.2

비교예4

25

75

420

180

26.7

94.2

[PFO와 콜타르 혼합비에 따른 피치 제조 결과]

˙추가적인 공정장치 도입 없이, PFO와 콜타르가 물리적으로 혼합된 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화점이 제어된 고수
율의 피치를 합성할 수 있음
˙본 공정 도입 시, 최대 13 wt%의 피치 합성 수율 향상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연화점, 잔탄율 등의 피치 물성 제어
가 용이하므로, 코크스, 인조흑연, 바인더 피치 등 다양한 탄소재료 전구체로 사용이 가능함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지식재산권 현황
No
1

발명의 명칭
탄소재료 전구체 용 피치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7-0057762 10-1977572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PFO

5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석유계 원료 및 콜타르의 혼합 개질을 통한 연화점 제어 및 피치 합성 수율 향상
구분

4

3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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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 처리에 의한 비산화 박리 흑연의
대량생산 방법 및 그 장치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성 화학소재

탄소 소재

인조흑연

적용제품
경량 복합재료, 전자차 차폐재, 방열 복합 시트,
이차전지 전극, 전도성 잉크 등

본 기술

˙그래핀 제조 기술은 실제 단층 그래핀에 대한 것이 아니라
2~10개의 그래핀 층 두께를 갖는 그래핀에 대한 것이거나,
그래핀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박리(exfoliation) 공정에서 다
량으로 산화된 그래핀 산화물(GO)에 대한 것이 대부분임

˙본 기술은 전해질 내에 소정의 간격을 두고 N개의 흑연 전극
을 배치하는 작동 전극을 배치하고, 상대전극으로 스테인리
스 스틸 또는 니켈로 구성되며 소정의 간격을 두고 N+1개의
금속 전극을 배치하여 흑연 전극으로부터 흑연을 박리하는
전기화학적 비산화 박리 흑연의 대량생산 방법임

˙나노미터 크기의 탄소 재료의 제조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가의 천연 흑연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통해 직
접 박리함으로써 그래핀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박리 흑연 제조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임

˙고가의 백금(Pt) 전극을 대체할 수 있고, 전극의 모양 및 크
기의 조절이 자유로운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니켈을 금속전
극으로 사용 가능

˙고품질의 박리 흑연을 생산함에 있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단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전기
화학적 반응 장치 등의 구성에 있어서 백금(Pt)전극의 고가의
가격 및 모양/크기 등의 형태 조절 어려움은 해당 공정을 통
한 대량생산 및 상업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기술 개요

˙흑연 전극의 양면에서 박리가 이루어져서 단시간에 많은 양
의 박리 흑연을 생산할 수 있음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정보 · 전자, 신재생 에너지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C1가스탄소융합연구센터 ● 이 제 욱 박사 ● leeju@krict.re.kr

˙흑연 전극과 금속 전극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박리
흑연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음

백금(Pt) 전극을 대체할 수 있는 금속 전극과 흑연 전극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단시간에 많은 양의 박리 흑연을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 비산화 박리 흑연의 대량생산 기술

[멀티 전극을 이용한 박리 흑연의 제조방법(a) 및
이로부터 제조된 다량의 박리 흑연(b)]

[기존 화학적인 산화 그래핀의 제조 과정

멀티 전극을 이용한 비산화 박리 흑연의 제조방법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기술 성숙도
˙전해질 내에 간격을 두고 N개의 흑연 전극(작동 전극)을 배치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니켈로 구성되며 소정의
간격을 두고 N+1개의 금속 전극(상대 전극)을 배치하여 흑연 전극으로부터 나노 그래핀과 마이크로 흑연을 박리
하는 전기화학적 비산화 박리 흑연의 대량생산 기술

1

2

4

3

기초연구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지식재산권 현황
No
1

발명의 명칭
전기화학적 처리에 의한 비산화 박리 흑연의 대량생산 방법
및 그 장치

출원번호

10-2017-0127739 10-1986631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전기화학적 비산화 박리 흑연의 대량생산 장치 반
응 셀의 모식도]

[전기화학적 비산화 박리 흑연의 대량생산 장치 반
응 셀의 사시도]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시작품 제작 및 평가 단계 : 다양한 제품 적용을 위한 형상화 연구 단계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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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에너지소재연구센터 ● 한 미 정 박사 ● mhan@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성 화학소재

탄소 소재

전도성 고분자

적용제품

정보 · 전자, 정밀화학

전자 기기, 센서 조성물 등

본 기술

˙우수한 기계적 물성과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탄소나노소
재는 다기능 고분자 복합재 개발에 유용함

˙본 발명은 탄소나노소재의 개질제로 유용한 신규의 파이렌
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술임

˙탄소나노소재는 물/유기 용매에 녹지 않아 고분자 매트릭
스에 균일한 분산이 어렵고, 고분자 매트릭스와 계면 접착
력이 낮기 때문에 매트릭스에 발생한 외부 하중이 탄소나
노튜브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단점이 있음

˙탄소나노튜브와 파이렌 사이에 π-π 인력에 의해 탄소나노
튜브의 표면에 흡착함으로써 비공유 표면 개질이 이루어짐
˙탄소나노튜브 표면을 산처리하여 공유결합으로 개질하는
방법과는 달리 비공유 개질법은 탄소나노튜브의 고유한 구
조를 유지하여 전기전도도, 전자파 차폐 등의 특성이 우수함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탄소나노소재를 균일하게 분산시키
면서, 탄소나노소재와 고분자 매트릭스 사이의 계면 접착
력을 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복합재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기술 개요
신규 파이렌 화합물이 표면에 비공유 결합되어 개질된 탄소나노소재를 제조하여 고분자 소재 내에 네트워크 향상, 균
일한 분산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계적, 전기적 특성이 크게 개선된 탄소나노소재 및 탄소나노소재/폴리아미드
복합재 제조 기술

˙3개 이상의 다중수소결합을 이룰 수 있는 우레이도 피리미
딘온 기능기가 존재하므로, 다중수소결합에 의해 탄소나노
튜브끼리 네트워크를 향상시켜주고 탄소나노튜브끼리 응집
을 방해하여 폴리아미드와 같은 고분자 소재에 고루 분산
이 가능함

˙첨가제(분산제, 상용화제)를 사용하여 고분자 매트릭스내
탄소나노소재를 분산시키는 기술 또는 탄소나노소재의 개
질을 통해 다중수소결합을 이루는 관능기를 도입하여 소
재간 초분자구조를 형성하는 기술이 보고됨

기술 성숙도

탄소나노소재의 개질제로 유용한 신규의 파이렌 화합물

1
˙탄소나노소재의 개질제로 유용한 신규의 파이렌
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술
˙다중수소결합 및 비공유결합에 의해 탄소나노튜
브의 분산, 네트워크를 향상시켜줌으로써 탄소나
노튜브끼리 응집을 방해하여 폴리아미드와 같은
고분자 소재에 균일한 분산이 가능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지식재산권 현황
(B) 공유 결합으로
개질된 MWCNT와
폴리아미드 복합재
(비교예 1)

(C) 개질하지 않은
pristine MWCNT와
폴리아미드 복합재
(대조군)

[개질된 MWCNT/폴리아미드 복합재 전자파차폐 특성]

기초연구

(A) 비공유 결합으로
개질된 MWCNT와
폴리아미드 복합재
(실시예 1)

4

3

[개질된 MWCNT/폴리아미드 복합재 TEM 사진]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1

신규 파이렌 화합물, 이 화합물에 의해 개질된 탄소나노소재
및 탄소나노소재/폴리아미드 복합재

10-2015-0125710 10-1740887

2

파이렌기를 포함하는 전도성 모노머, 이를 이용하여 표면 개질
화된 탄소나노튜브 및 탄소나노튜브/폴리아마이드 나노복합재

10-2013-0091677 10-1476717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기계적 강도, 전기적 특성 등이 우수하므로 전자
소재로 유용함

2

III. 의료기반 기술

˙기계적 강도, 전기적 특성 등이 우수하므로 전자소재로 유
용함

기술 특징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신규 파이렌 화합물에 의해
개질된 탄소나노소재 및
탄소나노소재/폴리아미드 복합재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기능성 화학소재 기술 > 유무기 복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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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증강 라만 분광용 기판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성 화학소재

유무기 복합재

금속 - 고분자

적용제품

화합물 분석

표면 증강 라만 분광장비

기술 개요
표면에 균일하게 수 나노미터 간격으로 이격된 금속 나노입자를 포함함으로서, 장시간 보관하여도 라만 신호 증진
효과를 유지하며, 재현성 있는 증강효과를 나타내어 정량분석이 가능한 표면 증강 라만 분광용 기판 제조 기술

본 기술

˙라만 분광법을 이용하면 분자의 유도 편극률 변화가
있는 비극성 분자의 경우에도 신호를 얻을 수 있고,
물 분자에 의한 간섭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단백
질, 유전자 등의 생체분자의 검출에 적합

˙본본 발명은 표면에 균일하게 수 나노미터 간격으로 이격된 금
속 나노입자를 포함한 표면 증강 라만 분광용 기판 제조 기술임

˙표면 증강 라만 분광이란 금속 나노구조의 주변에
표적 분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 분자의 라만 신호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임

˙간단한 장비와 낮은 생산비로 대면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금
속 나노입자 사이의 간격을 수 나노미터로 재현성 있게 제조할
수 있음

˙장시간 보관하여도 우수한 라만 신호 증진 효과를 유지하며, 재
현성 있는 증강효과를 나타내므로 정량분석이 가능함

˙표면증강 라만 분광 기술은 낮은 검출강도와 미량의
시료만으로도 검출이 가능하며, 분자들마다 고유의
라만 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중 검출
이 가능하므로 바이오 물질(DNA, 단백질, 세포 등)
검출연구 및 질병 진단 소자로 구현한 연구들이 활
발히 보고되고 있음

기술 특징

기술 성숙도

수 나노미터 간격으로 이격된 금속 나노입자를 포함한 표면 증강 라만 분광용 기판

1

2
기초연구

˙표면에 균일하게 수 나노미터 간격으
로 이격된 금속 나노입자를 포함한 표
면 증강 라만 분광용 기판 제조 기술

4

3

5

실험

6
시작품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지식재산권 현황
No

˙간단한 장비와 낮은 생산비로 대면적
으로 생산할 수 있고, 금속 나노입자
사이의 간격을 수 나노미터로 재현성
있게 제조 가능

1

발명의 명칭

표면 증강 라만 분광용 기판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번호

10-2013-0112087 10-1448111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돌기형 구조체의 존재여부 및 간격에 따른
금속 증착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물의 차이]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US 9557272
CN 105556290
EP 3048438
JP 6198957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장시간 보관하여도 우수한 라만 신호
증진 효과를 유지 가능

[표면 증강 라만 분광용 기판의 구조 및 제조방법]

7

III. 의료기반 기술

[표면 증강 분광 기판의 대기 중 노출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친환경신물질연구센터 ● 서 영 덕 박사 ● ydsuh@krict.re.kr

첨단 화학소재 기술 > 기능성 화학소재 기술 > 불소계 고분자

154
155

II-1.6-1-❶

고경도 특성을 가지는
하드코팅막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성 화학소재

불소계 고분자

PTFE 조성물

적용제품

정보 · 전자, 정밀화학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디스플레이 윈도우

본 기술

˙최근 디스플레이용 기재의 박막화 및 슬림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용 윈도우 또는 전면판에는 기계적 특
성이 우수한 소재로 유리 또는 강화 유리가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음

˙본 발명은 기재 상에 불소계고분자와 카본나노입자를 포
함하는 불소계고분자 복합 타겟을 이용하여 스퍼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투명 하드코팅막의 제조 기술임
˙기재의 표면에 높은 표면경도 특성 뿐 아니라 우수한 투명
성, 내스크레치성, 발수특성, 방오특성, 내지문성 등을 부
여함으로써, 제품의 효용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음

˙유리는 무겁고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되는 문제가 있으므
로, 경량이면서도 깨질 우려가 적고 보다 가벼운 고분자 필
름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하드코팅막의 고유 기능 뿐 아니라 내구성 및 접합성이
현저히 향상되어, 플랙서블 액정표시장치를 비롯하여 접
거나 구부리는 형태의 표시장치 등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지지 기재에 유기물 또는 무기물 등으로 코팅된 하드코팅
막이 제안되고 있음
˙유기물 베이스 하드코팅막은 경도가 부족하여 두께를 증
가시키는 방법 등을 수반해야 하며, 하드코팅 층의 균열/
박리가 생기기 쉬움

기술 개요
기재 상에 불소계고분자와 카본나노입자를 포함하는 불소계고분자 복합 타겟을 이용하여, 높은 표면경도와

˙RF보다 낮은 전압인 MF나 DC에서도 스퍼터링이 가능하
며, 절연파괴를 방지하고, 높은 증착율로 증착 가능하고
대면적 필름의 제조가 가능한 기존 롤투롤 방식으로 바
로 적용 가능

˙무기물 베이스 하드코팅막은 우수한 표면경도의 구현이
가능하나 조금만 휘어져도 쉽게 깨어지는 특성이 있음

1

2

4

3

기초연구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시작품 제작 및 평가 단계 : 다양한 제품 적용을 위한 형상화 연구 단계

기술 특징

지식재산권 현황

불소계고분자와 카본나노입자를 포함하는 불소계고분자 박막코팅
No

˙기재의 표면에 높은 표면경도 특성 뿐
아니라 우수한 투명성, 내스크레치성,
발수특성, 방오특성, 내지문성 등을 부
여 가능
˙내구성 및 접합성이 현저히 향상되어,
플랙서블 액정표시장치를 비롯하여 접
거나 구부리는 형태의 표시장치 등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

발명의 명칭

1

고경도 특성을 가지는 하드코팅막 및 이의 제조방법

2

증착용 불소계고분자 복합 타겟

3

탄화불소 박막을 포함하는 다층 배리어 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번호

패밀리특허

KR 10-1817679
KR 10-2043305
10-2016-0013829 10-1791983 KR 10-2018-0111487
KR 10-2018-0088909
KR 10-2017-0116737
US 2018-0277341
JP 2018-507323
10-2016-0010440 10-2020319 CN 107208254
KR 10-1906301
KR 10-2017-0140148
10-1666350
10-2015-0130675 10-1719520 KR
KR 10-2010240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투명 하드코팅막의 표면 탄성 및 경도 특성]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기재 상에 불소계고분자와 카본나노입
자를 포함하는 불소계고분자 복합 타겟
을 이용하여 스퍼터링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투명 하드코팅막의 제조 기술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내구성 및 기재에 대한 우수한 접합성을 가진 하드코팅막 제조 기술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플랫폼연구본부 화학소재솔루션센터 ● 이 상 진 박사 ● leesj@krict.re.kr

첨단 화학소재 기술 > 기능성 화학소재 기술 > 코팅 조성물

168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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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환경자원연구센터 ● 김 남 균 박사 ● nkkim@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성 화학소재

코팅 조성물

방청제 조성물

적용제품

정밀화학 소재

내마모 첨가제(윤활유, 엔진 오일 등)

기술 개요
디알킬 디티오카바메이트 그룹을 갖는 노보넨 디알킬 에스테르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서, 내마모성 및 열안정
성이 우수하고 인을 함유하지 않아 금속의 부식 현상이 없는 내마모제 조성물 제조 기술

˙종최근 산업 발전에 따라 정밀 기기나 각종 산업용 부품
은 보다 가혹한 환경 조건하에서 작동되도록 요구되고 있
으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마모능이 우수한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음

3

2

C C
H2
O

O

iC13

O
O
O

DB-51
(시중제품)

R1

R2
N

O
S

O
O

S
O

R1
R1

R1 = C8, C12, C16, C18, iC8, iC13
R2 = C4, C8, iC8

시작품

유기DTC
(본 특허의 첨가제)

7

8
실용화

9
사업화

지식재산권 현황

1

발명의 명칭
디알킬 디티오카바메이트 그룹을 갖는 노보넨 디알킬 에스테
르 화합물, 이를 포함하는 내마모제 및 윤활유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1-0126084 10-1278872

R1

(KRICT 합성오일)

R2

6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H2C

실험

No
O

5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중

˙종래의 내마모제와 동등 이상의 내마모성을 가지면서, 열안정성이 우수하고, 오일에 대한 용해성이 우수하며, 인
을 함유하지 않아 금속의 부식 현상을 나타내지 않음
마찰저감성능 (By 4-ball wear tester)

4

III. 의료기반 기술

1

˙신규한 디알킬 디티오카바메이트 그룹을 갖는 노보넨 디알킬 에스테르 화합물 제조 및 이를 포함하는 내마모제/
윤활제 제조 기술

iC13

˙오일에 대한 용해성이 우수하며, 인을 함유하지 않아 금속
의 부식 현상을 나타내지 않음

기술 성숙도
기초연구

O

˙종래의 내마모제와 동등 이상의 내마모성을 가지면서, 열
안정성이 우수하고, 특히 몰리브덴, 아연 등의 중금속과 인
등의 피독성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 환경 친화력이 우수함

˙종래의 몰리브데늄을 함유한 내마모제의 경우 오일에 대
한 용해성 한정, 인과 황의 함유로 인한 부식성, 탄성 중합
체에 대한 경화성 및 장기 보관시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어
새로운 내마모제의 개발이 필요함

신규한 디알킬 디티오카바메이트 그룹을 갖는 노보넨 디알킬 에스테르 화합물

O
H2
C C

˙본 발명은 신규한 디알킬 디티오카바메이트 그룹을 갖는
노보넨 디알킬 에스테르 화합물 및 이의 제조 기술임

˙내마모제는 윤활유에 포함되어 금속 표면에 필름을 형성
하여 금속-금속의 접촉으로 생기는 마모를 방지하고 내하
중 능력을 발휘하는 첨가제로, 기계 효율 향상, 연료 소비
절감 등 장점이 있으나, 사용 중 누유될 시 토양오염, 수질
오염 등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음

기술 특징

H2C

본 기술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디알킬 디티오카바메이트 그룹을 갖는
노보넨 디알킬 에스테르 화합물,
이를 포함하는 내마모제 및 윤활유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기능성 화학소재 기술 > 섬유

18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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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 제조방법 및 기재사를 이용한
건조성이 향상된 다기능성 타월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중분류

소분류

기존 기술

본 기술

기능성 화학소재

섬유

면 섬유

응용분야

적용제품

˙섬유의 소취가공 기술은 여러 형태로 개발되고 있음
˙키토산, 변형키토산, 카르복시산 폴리머, 산화아연 및 바인
더를 포함하는 처리액으로 섬유를 처리 시 세탁 내구성이
나 염색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있음

정밀화학, 헬스케어

다기능성 기재사, 타월 등

˙광촉매를 방사액에 혼합하는 경우, 광촉매의 산화력이 너
무 강하여 유기물인 섬유나 염료 등도 함께 분해하기 때문
에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본 발명은 면사 단독 또는 면사
와 합성섬유가 커버링 방식이나
two for one 방식으로 합연/합
사되어 이루어진 기재사를 소취
처리액과 그라프트 반응시켜 기
재사 제조
˙세탁 내구성이 우수하고 가공제
를 섬유에 고착시킨 후에도 해
당 섬유 고유의 특성 유지 가능

˙물성에 변화가 없으면서 효과적으로 소취하며, 흡한 속건
성을 가지는 다기능성 타월 필요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대분류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그린탄소연구센터 ● 김 태 경 박사 ● tkkim@krict.re.kr

[소취처리된 기재사의
항균도 및 소취성 ]

˙이형단면을 가지는 합성섬유를
면사와 합사 또는 합연함으로서 기존의 타월이 갖지 않은
흡한 속건성을 가져 세균 증식 효과적으로 차단

기술 개요
이형단면을 가지는 합성섬유를 면사와 합사 또는 합연함으로서, 기존 타월이 갖지 않은 흡한 속건성을 가져

기술 성숙도
1

2

3

기초연구

4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III. 의료기반 기술

악취 및 세균 증식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재사 제조 기술

시작품 제작 및 평가 단계 : 다양한 제품 적용을 위한 형상화 연구 단계

기술 특징
커버링 방식/two for one 방식으로 합연/합사된 기재사를 소취처리액과 그라프트 반응

지식재산권 현황
No
1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기재사 제조방법 및 기재사를 이용한 건조성이 향상된 다기능
성 타월

10-2013-0040152 10-1446059

˙세탁 내구성이 우수하고 가공제를 섬유에 고착
시킨 후에도 해당 섬유 고유의 특성 유지 가능
˙이형 단면을 가지는 합성섬유를 면사와 합사 또
는 합연함으로서 기존의 타월이 갖지 않은 흡
한 속건성을 가져 세균 증식 효과적으로 차단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타월의 시간당 건조량 그래프]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면사 단독 또는 면사와 합성섬유가 커버링 방식
이나 two for one 방식으로 합연 또는 합사되
어 이루어진 기재사를 소취처리액과 그라프트
반응시켜 기재사 제조

첨단 화학소재 기술 > 바이오 화학소재 기술 > 바이오 원료

196
197

II-2.2-2-❶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정밀바이오화학연구본부 바이오화학연구센터 ● 김 희 택 박사 ● heetaek@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바이오 화학소재

바이오 원료

글루타릭산

적용제품
바이오 가소제

본 기술

˙세계적인 환경문제,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위기
의식으로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대체 생산 방법이나 대
체 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바이오 에너지, 바이
오 플라스틱, 바이오 화합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화
되고 있음

˙본 발명은 5-아미노발레이트 아미노트랜스퍼라제(DavT)
효소, 글루타레이트 세미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나아제
(DavD) 효소, 라이신-2-모노옥시게나아제(DavB) 효소,
델타-아미노발레르아미다아제(DavA) 효소 및 H30 프로
모터를 사용하는 기존의 글루타릭산 생산용 재조합 코리
네박테리움 글루타미컴 균주를 활용하여 기존에 낮은 효
소 발현량에 기인하는 낮은 글루타릭산 생산을 새로운 벡
터의 도입으로 해결하며, 추가적인 디히드로디피콜리네이
트 리덕테아제 변형 (DapBmut) 효소의 도입으로 고농도
글루타릭산 생산 균주 개발 가능

˙나일론 55와 나일론 45의 제조시 사용되는 C5의 글루타릭
산은 주로 화학적 방법에 의해 생산하나, 바이오매스 기반
으로 제조도 가능

기술 개요
기존 글루타릭산 생산용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컴 균주를 개발하여 고농도의 글루타릭산 생산 및 파일럿 스케일
적용/바이오 가소제 합성

˙재조합 균주를 이용하여 글루타릭산을 생산하는 종래 선
행기술에는 재조합 대장균 균주로부터 글루타릭산을 제
조, 재조합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컴 균주로부터 글루
타릭산을 제조하는 방법이 있으나 장시간 배양하여도 글
루타릭산의 생산률(0.5~2g/L 이하로 생산)이 낮은 문제가
있음

˙스케일 업을 통해 파일럿 스케일 까지 적용하며 대량의 글
루타릭산을 얻어 바이오 가소제 합성 가능

1

재조합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컴 균주를 이용한 글루타릭산 생산 기술

2

4

3

기초연구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바이오 소재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글루타릭산 생산용 재조합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컴
균주 및 이를 이용한 바이오 가소제 합성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기존 글루타릭산 생산용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컴 균주를 개량하여 고농도 글루타릭산 생산 균주 개발
˙스케일 업을 통해 파일럿 스케일 적용 후 얻은 대량의 글루타릭산을 통해 바이오 가소제 합성

지식재산권 현황

1

발명의 명칭
글루타릭산 생산용 재조합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컴 균주
및 이를 이용한 글루타릭산 생산 방법

출원번호

10-2018-0098414 10-2108021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재조합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컴 균주를
발효기(2.5L)에서 회분배양하여 생성된
시간에 따른 글루타릭산량]

[재조합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컴 균주를
발효기(5L)에서 유가배양하여 생성된
시간에 따른 글루타릭산량]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US 2020-0263211
JP 2020-028292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No

첨단 화학소재 기술 > 바이오 화학소재 기술 > 바이오 원료

20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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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친환경신물질연구센터 ● 김 진 석 박사 ● jskim@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바이오 화학소재

바이오 원료

조류

적용제품
바이오매스 원료, 신재생 에너지 원료

기술 개요
고품질의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담수 녹조류 중의 하나인 그물말속(Hydrodictyon) 조류를 대량배양
할 때, 고농도의 탄수화물이 효율적으로 축적되도록 유도하는 배양 기술

본 기술

˙그물말속 조류는 배양 후 수집이 용이하여, 수확이 까다로
운 단세포성 미세조류 공정에 비해 저에너지/저비용으로
시료 수집 가능하며, 세척/탈수/건조/분말화 작업도 매우
간편함. 또한 탄수화물이 30-70중량%이며, 발효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육탄당 함량 비율이 90 중량% 이상 차지함
으로써 발효 당용액 생산을 위한 비식용 바이오매스자원
으로서 매우 가치가 있음

˙탄소원, 질소원, 인원을 포함한 그물말속 조류의 배양 배지
에 탄수화물-저함유 그물말속 조류를 접종한 후, 배양환경
조건과 관리방법을 적절히 조절하여 빠른 시간내에 탄수
화물-고함유 그물말속 조류로 전환시키는 기술
˙폐자원(폐수 및 폐 CO2)을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바이오매
스를 생산할 수 있어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
˙그물말속 조류는 빠른 성장과 함께 수집하기가 용이하며,
탄수화물 고함유 잠재력을 가졌고, 당화가 매우 용이한 특
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바이오매스로서 우수
한 장점 가짐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류는 배양시 다량의 물이 필요하고
여기에 공급되는 영양분의 비용도 높게 소요되는 편이어
서 이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질소/인산 함량이 높은 하
폐수를 이용하는데 이 때 배양되어 얻어진 바이오매스는
탄수화물 함량이 건조중 대비 20-30% 이하로서 매우 낮
아 저품질의 바이오매스가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음.

˙유용성분(탄수화물, 단백질 등) 함량이 높은 바이오매스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바이오 화학제품 생산
의 주요 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

1
기초연구

바이오화학 산업용 바이오매스의 원료로서 그물말속 조류의 활용

RS

실험

6
시작품

No
1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탄수화물-저함유 그물말속(Hydrodictyon) 조류를 탄수화물고함유 그물말속 조류로 전환시키는 방법

30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20
10
1st culture

2nd culture

[배양액 pH에 따른 그물말 속 조류의 생장 및 탄수화물 축적 정도 차이]

등록번호

10-2014-0000594 10-1594505

40

<총탄수화물 증진 유도 배양 기술 적용 효과>

8
실용화

50

0

7

9
사업화

지식재산권 현황
[탄수화물-저함유 그물말 속 조류를
고품질 바이오매스로 전환시키는 방법]

60

5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Glucose

4

3

- 시작품 제작 및 평가 완료 (다양한 제품 적용을 위한 형상화 연구)
- 실용화 단계 (실용화 제품 제작 및 평가 진행)

˙탄소원, 질소원, 인원을 포함한 그물말속 조류의 배
양 배지에 탄수화물-저함유 그물말속 조류를 접종
한 후, 배양환경 조건 및 관리방법을 적절히 조절하
여 빠른 시간내에 탄수화물-고함유 그물말속 조류
로 전환시키는 기술.
70

2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바이오 소재, 신재생 에너지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탄수화물-저함유 그물말속(Hydrodictyon) 조류를
탄수화물-고함유 그물말속 조류로
전환시키는 방법

첨단 화학소재 기술 > 바이오 화학소재 기술 > 바이오 플라스틱

206
207

II-2.3-2-❶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환경자원연구센터 ● 김 영 운 박사 ● ywkim@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바이오 화학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식물유 기반 고분자

적용제품
자동차 경량화 부품
(내/외장부품, 동력전달 장치, 엔진부품) 등

본 기술

˙기존 자동차 경량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범용 엔지니
어링 플라스틱으로 내열성과 강도가 우수해 기존 금속 소
재를 대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석유기반의 소재임

˙본 발명은 디아민 관능기를 갖는 식물유 기반 폴리아미드
11 단위체와 폐식물유 기반의 유연한 다이머산 유도체를
교대 공중합함으로써 우수한 성형성, 탄성율 및 내충격성
을 갖는 폴리아미드 11 기반의 엘라스토머 교대 공중합체
수지 제조 기술임

˙일부 바이오매스 기반의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TPE)소재
가 개발되었으나 제품에 적용하기에는 물성이 열악한 수
준임

˙기존 식물유 유래 폴리아미드 11 기반 폴리아미드 수지에
비해 온도에 따른 충격강도 향상 등 기계적 물성 우수함

˙따라서, 기존 석유 기반의 TPE 소재는 향후 석유자원 고갈
및 환경적인 이슈로 지속가능자원 기반의 TPE 소재로 대
체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오매스 기반의 TPE 소재는 구조
제어를 통해 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기술 개요

˙자동차용 소재, 전기전자용 소재 및 핫멜트 접착제 등 다양
한 용도에 적용 가능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바이오 화학소재, 정밀화학 소재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식물유 유래 폴리아미드 11 기반의
열가소성 폴리아미드 엘라스토머 교대
공중합체 제조 방법

온도에 따른 충격강도가 향상되어 자동차/전기전자 소재, 핫멜트 접착제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식물유 복분해 산물
유래 폴리아미드 11 기반의 엘라스토머 교대 공중합체 제조 기술

기술 성숙도
2
기초연구

기술 특징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시작품 제작 및 평가단계 : 실험실적 데이터를 기반한 scale-up 시험 및 다양한 제품 적용을 위한
형상화 연구 단계

디아민 관능기를 갖는 폴리아미드 11 단위체 및 폐식물유 기반 다이머산 유도체 공중합체

III. 의료기반 기술

1

˙디아민 관능기를 갖는 폴리아미드 11 단위체와 폐식물유 기반의 유연한 다이머산 유도체를 공중합한 엘라스토
머 교대 공중합체 수지 제조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No
1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식물유 유래 폴리아미드 11 기반의 열가소성 폴리아미드 엘라
스토머 교대 공중합체 제조 방법

10-2019-0006318 10-2118667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폴리아미드의 인장강도 분석 결과]

[폴리아미드의 충격강도 분석 결과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전기/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고내열성, 치수 안정성, 역학적 특성, 내약품성, 성형 가
공성 등의 물성을 만족하여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

첨단 화학소재 기술 > 정보·전자소재 기술 >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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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금속 전구체, 이를 포함하는 액상 조성물 및
전이금속 칼코게나이드 박막의 제조방법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보 · 전자 소재

반도체

박막 소재

적용제품

정보 · 전자

광 센서, 박막 트랜지스터 등

기술 개요
신규한 전이금속 전구체를 이용함으로써,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저온 열분해 공정에서도 균일한 결정립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결정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고품질의 균일한 전이금속 칼코게나이드 박막을 제조하는 기술

본 기술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은 높은 전하 이동도를 보유하고
결정 구조를 형성함과 동시에 전기적 자기적 및 광학적
으로 큰 이방성을 나타내므로 차세대 전자 소자에서 주
목 받고 있음

˙본 발명은 신규 전이금속 전구체((NR1R23)2MX4)를 이용
하여 전이금속 칼코게나이드 박막 제조하는 기술임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여, 지속적인 가온 공정 중에도 물성
이 변화되지 않음은 물론 균일한 결정립을 형성하고 안정
적인 결정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고품질의 균일한 전이금
속 칼코게나이드 박막을 제공할 수 있음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을 얻는 방법으로 화학적 또는 물
리적 박리법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대면적의 균일한 박
막을 얻기 어렵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

˙전이금속 전구체를 포함하는 액상 조성물을 이용함으로
써, 종래 증착온도 대비 낮은 온도 조건에서 용이한 조작으
로 전이금속 칼코게나이드 박막을 형성할 수 있음

˙기상증착공정을 이용하면 증기화된 몰리브덴 금속 라
디칼과 황 함유 기체를 반응시켜 금속 기판 상에 몰
리브데넘 디설파이드층을 형성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650~1000℃에서 박막이 증착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기판
과 같이 상기 온도 범위에서 변형을 일으키는 플렉서블 기
판 상에 직접 몰리브데넘 디설파이드층을 형성할 수 없으
며, 황의 제한적인 확산에 의해 몰리브덴과 황의 원소 비율
(화학량론적 계수, 1:2)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음

˙박막의 결함없이 화학량론적 계수를 충족하는 균일한 두
께의 전이금속 칼코게나이드 박막을 제공할 수 있음
˙전력 소모가 매우 적은 집적화 및 소형화 전자 소자에 활
용도가 높음

기술 성숙도

신규한 전이금속 전구체를 포함하는 액상 조성물

1

2
기초연구

˙낮은 공정 온도 중에도 쉽게 결정화됨은 물론 안정적인 결정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신규한 전이금속 전구체
((NR1R23)2MX4) 제조 기술

4

3

5

실험

6
시작품

실용화

9
사업화

1

발명의 명칭
전이금속 전구체, 이를 포함하는 액상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하
는 전이금속 칼코게나이드 박막의 제조방법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8-0108811 10-2119409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No

[실시예2에서 1차 열분해 후 2차 열분해를 통해
합성된 박막 기반의 박막 트랜지스터 모식도]

8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다양한 기판에 물리적 결함 없이 화학량론적 계수를 충족하는 고품질의 균일한 전이금속 칼코게나이드 박막 제
조 가능

[실시예2에서 1차 열분해 후 2차 열분해를 통해 증착된
박막의 텅스텐 결합상태 XPS 그래프]

7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박막소재연구센터 ● 임 종 선 박사 ● jslim@krict.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정보·전자소재 기술 >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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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전구체 수명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보 · 전자 소재

반도체

박막 소재

적용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전자소자 등

기술 개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박막 공정에 사용되는 액상전구체의 물성 진단 및 수명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박

본 기술

˙액상전구체는 디스플레이 또는 반도체 박막 제조공정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액상 전구체 화합물이라도 조건
에 따라 증기압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 경우 일정한 원료
가 투입되어도 증착되는 박막에 질적 차이가 발생하게 됨

˙본 발명은 액상전구체 디개서, 점도측정기 및 액상전구체
디개서/점도측정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중앙판단제어장치
를 포함하며, 중앙판단제어장치는 액상전구체의 점도측정
정보를 전달받아서 액상전구체 디개서 내에 수용된 상기
액상전구체의 수명을 판단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액상전구
체 수명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술임

˙박막의 질적 특성은 이후 노광 및 배선 공정에 영향을 주
게 되며, 질적 특성이 저하되는 경우 반도체 정밀도의 저
하 및 생산 수율의 감소와 생산비용이 증가되는 요인이 됨

˙박막용 액상전구체는 열화에 의해 고유의 점도가 감소하
거나 증가할 수 있어, 이를 액상전구체의 물성 변화 지표
로 활용함

˙박막의 질적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증기압 차
이를 나타내는 액상전구체의 증기압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지만, 액상 전구체 대부분은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경우에
인화되는 특성 등이 있어 다루기가 어려우며 반응 부산물
등으로 인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정보 · 전자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플랫폼연구본부 신뢰성평가센터 ● 허 규 용 박사 ● kheo@krict.re.kr

˙액상전구체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으며, 액상전구체가 최
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가능함

막의 물리적 특성을 좌우하는 전구체의 상태가 최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1

기술 특징

2
기초연구

액상전구체의 물성 진단 및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액상전구체 디개서, 점도측정기 및 액상전구체 디개서/점도측정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중앙판단제어장치를 포함
하며, 중앙판단제어장치는 액상전구체의 점도측정정보를 전달받아서 액상전구체 디개서 내에 수용된 상기 액상
전구체의 물성을 진단하고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지식재산권 현황
1
2

발명의 명칭
액상전구체 수명 매니지먼트 시스템
캡슐형 점도측정기, 액상전구체 디개서 및 이들을 포함하는
액상전구체 매니지먼트 시스템

출원번호

10-2018-0174059 10-2147363
10-2018-0174058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액상전구체 수명 매니지먼트 시스템 도면]

[액상전구체 디개서의 측단면]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No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기능성 화학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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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고분자층을 포함하는 극성 멤브레인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극성 멤브레인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존 기술

정보 · 전자 소재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본 기술

˙반도체 공정에서 점점 선폭의 축소로 인하여 패턴을 형성
하는 포토레지스트 용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소량의 불순
물 제거가 중요시되고 있음

적용제품
반도체 제조공정(포토레지스트 용액 정제 공정)

기술 개요

˙본 발명은 다공성 고분자 지지체를 제1고분자를 함유하는
용액 및 제2고분자를 함유하는 용액에 침지시킨 후 비용
매에 침지시켜 제1고분자 및/또는 제2고분자를 고형화함
으로써 나노 기공을 갖는 극성 멤브레인을 제조하는 기술

˙불순물은 금속 입자인 하드 파티클과 고분자와 금속의 응
집체인 겔 파티클 혹은 소프트 파티클로 존재할 수 있으
며, 하드 파티클 제거 멤브레인은 상용화되어 있는 반면,
소프트 파티클의 상용화된 멤브레인은 많지 않으며 성능
도 충분하지 않음

˙분자 용액에 비용매에 침지시킴으로서 기공의 크기를 줄
이고 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입자 제거율을 크게 증가시
킬 수 있음

˙현재 소프트 파티클 제거 멤브레인은 나일론 계열의 멤브
레인이며, 포토레지스트 용액의 정제에 주로 사용되고 있
지만 멤브레인 제조 공정상에서 표면의 기공은 나노급으
로 작더라도 내부의 공극이 커서 포토레지스트 용액 내의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제1고분자 함유 용액 및 제2고분자 함유 용액을 이용하여 고분자층을 이중으로 형성함으로써 , 소프트 파티
클의 제거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극성 멤브레인 제조 기술

기술 성숙도

고분자층을 이중으로 형성하여 제조된 극성 멤브레인

1

2
기초연구

˙제1고분자 함유 용액 및 제2고분자 함유 용액에 침지시킨 후 비용매에 침지시켜 제1고분자 및/또는 제2고분자를
고형화함으로써 나노 기공을 갖는 극성 멤브레인을 제조하는 기술

40

5

98.5

2

100

7

97.8

3

500

15

91

4

40

3

99.3

5

40

1

99.8

고분자

10

40

30

71

단일층

11

40

20

82

다중층

[멤브레인의 소프트 파티클 제거율 평가]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지식재산권 현황
No
1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다중 고분자층을 포함하는 극성 멤브레인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극성 멤브레인

10-2018-0147821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등록번호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1
고분자

[멤브레인 표면 사진]

제거율
(%)

5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기공의 크기를 줄이고 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입자 제거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
멤브레인의
평균기공크기
(nm)

4

3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지지체의
평균기공크기
(nm)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정보 · 전자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그린탄소연구센터 ● 김 인 철 박사 ● ickim@krict.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기능성 화학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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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용 친환경 세정제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보 · 전자 소재

반도체

디플럭스 세정제

적용제품
전자 부품용 세정제(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
실리콘기판, 액정용 유리기판 등)

기술 개요
전자부품에 잔존하는 지방성분 및 미세입자 등 오염물질에 대한 세정력이 우수하고, 절연성 및 휘발성을 가지
며,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자 부품용 세정제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

본 기술

˙전자부품은 사용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자부품 내로 유
입되는 먼지가 쌓이면서 고장이 발생하며, 전자부품에 쌓
인 먼지가 습기를 머금게 되면 전자부품이 발열 및 발화될
수 있어 사고를 유발함

˙본 발명은 트랜스-1,2-디클로로에텐, 1,1,1,3,3-펜타플루
오로부탄 및 트랜스-1-클로로-3,3,3,-트리플루오로프로
펜을 포함하는 전자부품용 친환경 세정제 조성물 제조 기
술임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PCB), 실리콘기판, 액정용 유리기
판 및 포토마스크용 석영기판 등의 전자부품의 세정을 위
해 사용되는 RCA 세정법은 과산화수소수, 고농도의 산/알
칼리를 다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정제 제조비용이 높
으며, 헹구는데 사용되는 초순수 비용, 폐액 처리비용 및
공조 비용이 발생하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음

˙본 발명의 세정제는 전자부품에 잔존하는 지방성분뿐 아
니라, 표면에 부착된 미세먼지를 포함한 미립자에 대한 세
정력이 우수하여 전자부품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탁월함
˙본 발명의 세정제는 휘발성을 가져 세정 후에 전자부품에
잔존하여 기판을 부식시키지 않으며, 세정제가 수분을 함
유한 공기 및 먼지 등과 접촉하여 발생되는 백화 현상 및
트레킹 현상을 유발하지 않음

˙불화수소산 세정법은 전자부품 표면에 부착된미립자를 제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세정 공정이 필수적이며, 환경오
염 유발 문제 발생됨

˙본 발명의 세정제는 전자부품에 절연성을 부여하며, 오존
층 파괴 성분과 같은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아 환경오염
을 유발하지 않음

기술 성숙도

트랜스-1,2-디클로로에텐을 포함하는 전자 부품용 친환경 세정제

1

˙트랜스-1,2-디클로로에텐,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 및 트랜스-1-클로로-3,3,3,-트리플루오로프로펜을 포함
하는 전자부품용 친환경 세정제 조성물 제조 기술

2

4

3

기초연구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실용화 단계 : 실용화 제품 제작 및 평가 진행 (실용화 데이터 확보)

˙본 발명의 전자부품에 잔존하는 지방성분 및 미세먼지 등의 미립자에 대해 우수한 세정력, 절연성 및 휘발성을 가
지며 오존층 파괴성분과 같은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음

No
1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10-2019-0011671 10-2126219

전자부품용 친환경 세정제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전자 부품용 친환경 세정제 제조방법]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실시예에 따른 전자부품용 친환경 세정제로
세정된 인쇄회로기판 표면(전자현미경 사진)]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정보 · 전자 소재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환경자원연구센터 ● 김 영 운 박사 ● ywkim@krict.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정보·전자소재 기술 >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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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 동작을 제거한
저항 스위칭 메모리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보 · 전자 소재

반도체

메모리 장치

적용제품
저항 스위칭 메모리

본 기술

˙금속-산화물 기반의 저항 스위칭(RS) 현상은 2 단자 구조
(금속-절연체-금속), 빠른 동작 속도, 1012 까지 높은 재기
록 가능성, 저 에너지 소비와 같은 우수한 전기적 특성으로
인해 저항 스위칭 랜덤 액세스 메모리 (ReRAM)를 이용하
는 주요 후보로 간주되고 있음

˙본 기술은 하부 전극층, 가변 저항막 및 상부 전극층의 적
층을 포함하는 저항 스위칭 메모리에 있어서, 멀티 비트
동작 구간 동안 상기 상부 전극층과 상기 가변 저항막의
인터페이스 근처에서 산소 부족 층이 형성되어 저항 스
위칭 메모리의 멀티 비트 동작 중 소거 동작이 제거되는
것이 특징임

˙저항 스위칭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독립형 메모리 장치로
채택하기 위해서, 개별 저항 상태는 충분히 낮은 상태-중
첩 확률을 유지하고, 총 가용 전류 범위가 충분하고 높은
레벨의 멀티 비트 저항 스위칭 동작이 요구될 때 미세하게
구별 가능한 상태-중첩 확률을 쉽게 성취해야 함

기술 개요
멀티 비트 저항 스위칭 동작에서 셋 동작뿐 아니라 리셋 동작에서도 점진적인 저항 상태 변화가 가능하여 멀
티 비트 동작 시, 저항 상태 중첩 확률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멀티 비트 동작을 할 수 있는 소거 동작을 제거한
저항 스위칭 메모리 제조 기술

˙상부 전극층이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저항 스위칭 메모리
에서 요구되는 저항 스위칭 성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산소 저장소 및 적절한 부하 저항 기능을 할 수 있음

˙종래에는 점진적으로 저항 상태가 변화되는 '쓰기' 동작
의 가우스 분포에서는 중첩 확률의 조절이 가능하나, ‘소
거’ 동작에서는 멀티 비트 저항 스위칭 동작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기술 성숙도

상부 전극층과 가변 저항막의 인터페이스에서 산소 부족층이 형성된 저항 스위칭 메모리

1

˙멀티 비트 동작 구간 동안 상부 전극층과 가변 저항막의 인터페이스 근처에서 산소 부족층이 형성되어 저항 스위
칭 메모리 동작 중 완전 소거 동작이 제거되는 저항 스위칭 메모리 제조 기술

2

4

3

기초연구

5

실험

6
시작품

실용화

9
사업화

지식재산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1

소거 동작을 제거한 저항 스위칭 메모리

10-2019-0013114

2

저 전력 및 고 신뢰성 멀티 비트 동작이 가능한 저항 스위칭 장치

10-2018-0146546 10-2142563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No
기존 멀티 비트 동작

[저항 스위칭 메모리를 고분해능 투과형
전자 현미경(HR-TEM)으로 촬영한 단면 사진]

8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상부 전극층이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저항 스위칭 메모리에서 요구되는 산소 저장소 및 적절한 부하 저항 기능
을 수행

본 기술의 소거 동작 없
는 멀티 비트 동작
▶ 에너지 효율성 향상

7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100: 하부 전극층
200: 가변 저항막
300: 상부 전극층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정보 · 전자 소재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박막재료연구센터 ● 김 건 환 박사 ● kimgh@krict.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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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 폼의 제조방법 및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열전소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에너지소재연구센터 ● 조 성 윤 박사

● scho@krict.re.kr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에너지소재연구센터 ● 강 영 훈 박사 ● yhkang@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보 · 전자 소재

열전/압전

열전 소재

적용제품
열전소자 등

정보 · 전자

본 기술

˙열전소자는 열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에너
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로서, 전기를 공급함으로
써 냉각과 가열이 모두 가능할 뿐 아니라 온도 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

˙본 발명은 유기 용매를 이용한 분산 및 간단한 진공증발
건조 방법을 통해 다공성의 탄소나노튜브 폼을 제조하는
기술임.
˙자유롭고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동일 양으로
만들어진 탄소나노튜브 필름에 비해 열전도도가 100배 이
상 낮으며, 벌크형으로 제작되어 수직 형태의 열전소자를
안정적으로 구현 가능함.

˙열전재료의 성능은 온도변화(T)에 따른 기전력 변화(V)인
열전 계수(S)와 전기전도도(σ)에 비례하고, 열전도도(κ)
에 반비례함.
˙높은 성능의 열전 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기전
도도 및 높은 열전 계수와 낮은 열전도도를 갖는 열전소재
의 개발이 필요함.

기술 개요
다공성의 구조를 가지는 탄소나노튜브 폼을 구현함으로써, 자유롭고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제벡계
수의 심각한 손실 없이 낮은 열전도도를 가질 수 있는 열전 소재의 제조 기술

˙유기 고분자를 혼합하거나, 분산된 탄소나노튜브에 p형
도펀트 또는 n형 도펀트를 혼합함으로써 도핑이 가능하
여 p형 또는 n형의 특성을 보이는 탄소나노튜브 폼을 손
쉽게 제작 가능함.

˙탄소나노튜브 기반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전기전도도가 높
은 반면, 열전도도가 동시에 매우 큰 경우가 많아 열전 소
재로의 응용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탄소나노튜브의 구조 및 물성의 제어가 필요함.

˙탄성중합체를 활용함으로써 눌림, 휘어짐, 뒤틀림 및 늘림
등의 외부압력에 강한 기계적 특성이 구현 가능하여 유연
열전소자 제작에 적합함.
0.5

다공성의 구조를 가지는 탄소나노튜브 폼 제조

0.4
0.3
0.2
0.1
0.0
20 25 30 35 40 45 50 55

Temperature (°C)

다양한 형상의 탄소나노튜브 폼 열전소재 제조 및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

기술 성숙도

˙유기 용매를 이용한 분산 및 간단한 진공 증발 건조 방법을 통해 다공성의 탄소나노튜브 폼을 제조하는 기술임.
˙기존 탄소나노튜브의 높은 열전도도를 낮추고 다양한 형상의 구조 구현 및 열전 특성의 조절이 가능함.

1

2

4

3

기초연구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지식재산권 현황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1

탄소나노튜브 폼의 제조방법 및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열전소자

10-2019-0173235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등록번호

패밀리특허

WO 2020-141871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탄성중합체를 활용한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탄소나노튜브 폼 소재]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a) 열전소자의 제조방법 모식도,
(b) 열전소자의 출력전압/파워출력,
(c) 출력파워(△T, 면적, 중량)]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Voltage (mV)

276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정보·전자소재 기술 > 3D 프린팅

286
287

II-3.5-1-❸

3차원 인쇄가 가능한
고전도성 연신 전극용 조성물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보 · 전자 소재

3D 프린팅

전도성 잉크

적용제품
신축성 디스플레이, 탄성 회로, 인공 피부,
트랜지스터, 스트레인/압력 센서 등

기술 개요
은 플레이크 기반의 소수성 합성 페이스트에 적절한 계면활성제를 결합함으로써, 전기적 특성의 현저한 저하 없
이 높은 수준의 변형을 수용할 수 있는 3D 인쇄 가능한 신축성 도체 제조 기술

본 기술

˙3D 등 다양한 인쇄 기술에 적용하여 대용량, 저비용, 변형
가능한 전자 장치를 다양한 형태로 제조 가능한 직접 인쇄
가능한 신축성 도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본 발명은 은 플레이크, 탄소나노튜브(CNT), 비이온성 계
면활성제, 및 탄성체를 포함한 3차원 인쇄용 조성물 제조
기술임

˙신축성 도체는 주로 진공 증착 공정을 통해 생성되어, 인쇄
가능한 유체로는 형성될 수 없음

˙인쇄·적층되어 형성된 성형체가 연신시에도 전도성 유지
가능하며, 다층 인쇄에도 의도된 형상으로 인쇄 및 적층
될 수 있음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NT) 및 폴리 (3,4-에틸렌디옥시
티오펜)-폴리(스티렌설포네이트) (PEDOT:PSS)는 낮은 전
도도, 용해도 제한으로 인쇄 가능 유체에 적용 어려움
˙금속 입자가 우수한 성분이 될 수 있으나, 금속 입자가 신
축성 도체를 형성하기 위해 엘라스토머 중합체와 혼합되
는 경우, 침투형 도전 네트워크는 작은 레벨의 변형에서조
차도 사라지는 경향이 있음

1

3D 인쇄 가능한 신축성 도체 조성물 제조

2

4

3

기초연구

5

실험

6
시작품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은 플레이크, 탄소나노튜브(CNT),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탄성체를 포함하여 제조된 3차원 인쇄용 조성물 제
조 기술
˙조성물이 인쇄 및 적층되어 형성된 성형체가 연신시에도 전도성이 유지되며, 다층 인쇄에도 의도된 형상으로 인
쇄 및 적층 가능함

지식재산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1

3차원 인쇄가 가능한 고전도성 연신전극용 조성물

10-2019-0015230 10-2128237

2

3차원 인쇄 가능한 유연전극용 복합소재

10-2016-0086334 10-1831634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WO 2018-008830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No

[S80 도체에서 SPAN 80 함량에 따른 저항변화]

7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도전성 충진제의 외력에 따른 공간 배향 개념도]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정보 · 전자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박막재료연구센터 ● 최 영 민 박사 ● youngmin@kr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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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인쇄가 가능한 광소결용 조성물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보 · 전자 소재

3D 프린팅

전도성 잉크

적용제품
입체 전자회로, 트랜지스터, 센서 등

기술 개요
금속 플레이크, 금속 입자 및 바인더를 포함하여 단시간에 소결되고, 높은 전도도를 가지면서 전도성 성분이 분산
된 매트릭스의 변성이나 변형이 없는 3차원 인쇄를 위한 광소결용 조성물 제조 기술

본 기술

˙종래 입체 전자회로 기술은 전자부품 사이에 전기적 연결
이 가능한 도선이 형성될 수 있는 홈을 미리 만들고, 홈에
액상의 전도성 물질을 채워 회로를 형성하는 방식이 사용
되어 왔음

˙본 발명은 조성물이 인쇄·적층된 후, 광조사시광흡수율이
조절되어 적층체가 균일하게 소결되는 3차원 인쇄를 위한
광소결용 조성물 제조 기술임
˙두꺼운 적층 구조물이 형성된 후, 광조사시에도 두꺼운 적
층체가 균일하게 소결 가능함

˙최근 입체 전자회로 제작을 위한 3차원 프린팅 공정 기술
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구현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단
순화하고 필요 설비를 줄이면서 정밀한 인쇄성과 높은 전
기전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극 형성 물질이 필요함

˙다층 인쇄에도 의도된 형상으로 인쇄 및 적층될 수 있음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정보 · 전자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박막재료연구센터 ● 최 영 민 박사 ● youngmin@krict.re.kr

˙금속 입자가 전도성 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열이나 빛
등의 형태로 에너지를 가하는 소결 단계가 수반되어야 하
며, 열소결/광소결의 경우 입체 전자 재료의 매트리스(고
분자)의 변성/변형 문제 및 소결 효율의 감소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

기술 특징

1

2
기초연구

3차원 인쇄를 위한 광소결용 조성물 제조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금속 플레이크, 플레이크 형상이 아닌 금속 입자 및 바인더를 포함하는 3차원 인쇄를 위한 광소결용 조성물 제
조 기술
˙적층 구조물이 형성된 후, 광조사시에도 두꺼운 적층체가 균일하게 소결 가능하며, 다층 인쇄에도 의도된 형상
으로 인쇄 및 적층 가능함

지식재산권 현황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3차원 인쇄가 가능한 광소결용 조성물

10-2019-0009877 10-2128237

2

광소결용 내열 합금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전도성 내열 합금
막의 제조방법

10-2018-0146922

3

3차원 프린팅을 위한 전극형성용 페이스트 조성물 및 이를 이
용한 전극

10-2017-0106065 10-1893470

[적층된 광소결물의 전도성 성분 혼합비, 소결 두께 및 비저항 관계]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1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조성물이 적층된 광소결물의
두께와 비저항의 관계]

등록번호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에너지 소재 기술 > 신재생 에너지 >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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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C1가스탄소융합연구센터 ● 김 정 훈 박사 ● jhoonkim@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재생 에너지

수소

분리막

적용제품

신재생 에너지

수소 제조공정, 메탄리포밍 공정,
산소 농축공정, 수증기 제습 등

기술 개요
상용화된 방향족 폴리이미드소재보다 수소/메탄, 이산화탄소/메탄, 산소/질소 선택도가 아주 높아 제철 화학, 전자산업 부생
가스에서 수소 및 헬륨의 분리, 바이오, 천연가스에서 메탄, 이산화탄소 분리, 공기속의 산소와 질소, 수증기를 고순도로 분리

본 기술

˙기체분리막기술은 수소/메탄분리, 메탄/이산화탄소, 산소/
수소, 제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체분리막소재로 사
용될 수 있음.

˙본 기술은 지환족 BCDA 기반의 부분-지환족 폴리이미드
기체분리막 소재의 제조방법임
˙본 발명의 폴리이미드 소재는 방향족 폴리이미드에 비해
폴리이미드 체인구조에 비대칭성 및 폴리이미드 착체의
형성을 방해하여, 기존의 방향족 폴리이미드 및 지방족 폴
리이미드에 비해 기체투과도가 높고 동시에 기체간의 선
택도가 높은 장점을 가짐.

˙전세계 2018년에 5억불의 기체분리막 판매시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장율은 매년 5%에 달함. (OYR Report 2018년)
˙현재 전세계 기체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기체분리막 소재
는 폴리이미드막이 2/3를 차지하며 미국의 AirProducts
사, 프랑스의 AirLiquids사, 일본의 Ube사 등 3사만이 유
일하게 폴리이미드 막소재와 중공사막을 상품화하였음.

˙본 발명의 폴리이미드소재는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성이
우수하면서도 동시에 폴리이미드막 소재의 가격이 저렴하
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선택 투과성의 복합막
이나 비대칭구조의 중공사막으로 가공이 용이함.

˙현재 분리막기술은 상용화된 폴리이미드막소재보다높은
기체투과도 기체들간의 탁월한 선택도를 동시에 가지며
비대칭 중공사막으로 가공이 용이한 새로운 폴리이미드계
소재의 개발이 중요함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BCDA 기반의 부분지환족 폴리이미드 기체분리막 소재
및 이의 제조방법

할 수 있는 지환족 폴리이미드 분리막 소재

BCDA 기반의 부분-지환족 폴리이미드 기체분리막

현재 시장 (2017년)

세계

>6000억원(5억불)

>1조원

한국

>600억원

>1000억원

5

기술 성숙도

˙방향족 폴리이미드 체인구조에 지환족 다이안하이드라이드(BCDA : Bicyclo[2,2,2]oct-7-ene-2,3,5,6tetracarboxylic dianhydride)를 적영힌 사용한 기체분리막 소재 제조기술

1

2
기초연구

˙지환족폴리이미드의 비대칭성 및 폴리이미드 착체의 형성을 방해하여 높은 기체투과도 및 기체간 선택도를 동시
에 가지면서 제막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우수하여 중공사막으로 가공이 용이함

예상 시장*(2026년)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시장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완료, 시작품 제작 및 평가 단계 : 다양한 제품 적용을 위한 형상화 연구 단계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1

BCDA 기반의 부분-지환족 폴리이미드 기체분리막 소재 제조
방법

10-2018-0152493 10-2152278

2

폴리이미드계 고분자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기체 분리용비
대칭중공사막

10-2013-0122425 10-1531607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a)BCDA계 폴리이미드 화학구조 및 기체분리특성

[(b)BCDA계 폴리이미드중공사막 제조과정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등록번호

패밀리특허

US 9511320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에너지 소재 기술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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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결정화가 가능한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및
이의 제조방법

연구책임자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중분류

소분류

기존 기술

본 기술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유기금속할로겐화물은 유기 양이
온(A), 금속 양이온(M) 및 할로겐 음이온(X)으로 이루어지
며, AMX3의 화학식으로 대표되는 물질임

˙본 발명은 결정화 촉진제가 첨가됨으로써 고속으로 치밀
한 고결정성의 박막 형성이 가능한 할로겐화물 페로브스
카이트 박막 제조 기술임

응용분야

적용제품

정보 · 전자, 신재생 에너지

박막 트랜지스터, 발광소자, 센서, 태양전지 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염료감응 및 유기 태양전지
를 비롯한 차세대 태양전지 중에서 가장 상용화에 근접
하고 있음

˙기존 조성의 열처리 시간 대비 약 1/10 수준의 열처리 시간
으로도 오히려 더 높은 결정성을 갖는 할로겐화물 페로브
스카이트 박막 제조 가능함

˙높은 광전 효율(20%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이 pin hole없이 치
밀하게 형성되어 결정성이 높고 trap site의 밀도가 적어
야 하며, 이는 열처리 시간에 따라 결정됨

기술 개요
고속 결정화가 어려운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에 결정화 촉진제를 첨가함으로써, 빠른 시간에 치밀한 고결정성의 박막 형성이
가능한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제조 기술

˙열처리 시간이 기존 대비 1/10 수준으로 짧아져서 롤투롤
연속 공정시에 대량 고속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 설비 단
가를 낮출 수 있음
˙태양전지의 광흡수체로 사용되는 밴드갭이 2.3eV 이하의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박막을 고속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광변환소자로 활용이 가능

˙종래의 기술은 높은 결정화를 구현하기 위해 열처리 시간
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긴 열처리 시간은 PbI2 분해 문제
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고 결정성을 갖는 소재 개
발 필요함

1

2
기초연구

고속 결정화가 가능한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소재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대분류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에너지소재연구센터 ● 서 장 원 박사 ● jwseo@krict.re.kr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특정 구조의 결정화 촉진제가 첨가됨으로써 고속으로 치밀한 고결정성의 박막 형성이 가능한 할로겐화물 페로브
스카이트 박막 제조 기술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1

고속 결정화가 가능한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및 이
의 제조방법

10-2018-0136397 10-2132803

2

다공성 금속할로겐화물 막,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페
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유기금속할로겐화물의 제조방법

10-2018-0029304 10-2009295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HC(NH2)2PbI3 trigonal 결정구조의 픽 강도 분석 결과]

[실시예(1,5,9)에서 제작한 막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등록번호

패밀리특허

US 2018-0282861
CN 108569719
EP 3376551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열처리 시간이 기존 대비 1/10 수준으로 짧아져 롤투롤 연속 공정시에 대량 고속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 설비 단
가를 낮출 수 있음

지식재산권 현황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에너지 소재 기술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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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내열성을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책임자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중분류

소분류

기존 기술

본 기술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유기금속할로겐화물은 유기 양이
온(A), 금속 양이온(M) 및 할로겐 음이온(X)으로 이루어지
며, AMX3의 화학식으로 대표되는 물질임

˙본 발명은 정공전달물질로 넓은 온도범위에서도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아 내열성이 우수한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를
채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기술임

응용분야

적용제품

정보 · 전자, 신재생 에너지

박막 트랜지스터, 발광소자, 센서, 태양전지 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염료감응 및 유기 태양전지
를 비롯한 차세대 태양전지 중에서 가장 상용화에 근접
하고 있음

˙85℃이상에서도 광전 변환 효율이 높으며, 나아가 85℃이
상에서도 높은 광전 변화 효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음
˙고가의 증착 공정이 아닌 저가의 용액공정으로 정공전달
층을 형성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내구성 인자 중에서 광, 습도,
열에 대한 열화기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자
열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

기술 개요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를 정공 전달 물질로 채용하여 내구성, 내열성 및 보관안정성이 높으며, 광전 변환 효율이 향상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기술

˙종래 기술의 소자 안정성은 85℃ 이상 고온에서 급격한 효
율 감소를 보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온에
서도 열적 전이가 없는 다양한 내열성 정공 전달 물질에 대
한 연구 진행중임

기술 성숙도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를 포함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1
˙내열성이 우수한 프탈로시아닌 유도체를 채용하여 안정성이 높고, 동시에 광전 변환 효율도 우수한 페로브스카이
트 태양전지 제조 기술

2

4

3

기초연구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고가의 증착 공정이 아닌 저가의 용액공정으로 정공전달층을 형성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임

No
1

발명의 명칭
높은 내열성을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8-0136397 10-2132803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전류밀도 그래프]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대분류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에너지소재연구센터 ● 서 장 원 박사 ● jwseo@krict.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에너지 소재 기술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전지

330
331

II-1.2-2-❻

알코올에 용해 가능한 폴리플루오렌계열
공액고분자와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유기태양전지

연구책임자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

유기 태양전지

적용제품
유기 태양전지, 광전소자 등

본 기술

˙신재생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는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발
전하는 것이며, 태양에너지의 개발은 무한한 태양광과 태
양열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관심이 높음

˙본 발명은 폴리플루오렌계열 공액 고분자, 탄소나노튜브
를 이용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완전히 새로운 복합재
료를 개발하는 기술

˙현재 상용화된 태양전지는 실리콘을 재료로 하지만 낮은
경제성으로 대중화 어려우며,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는 차
세대 유기 박막 태양전지 연구개발이 각광받고 있음

˙이러한 복합재료를 유기광전소자용 전자수송층으로 적용
하였을 경우, 기존의 태양전지보다 광전변환효율이 크게
증가함

˙고분자 재료는 쉽고 빠르게 저가/대면적 공정이 가능하
며, 구부러지거나 휘는 특성뿐 아니라 가벼운 장점이 있음

˙본 재료를 이용하여 최고 14.37%의 광전변환효율을 가지
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태양전지를 제작가능.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신재생 에너지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에너지소재연구센터 ● 윤 성 철 박사 ● yoonsch@krict.re.kr

˙기존의 유기태양전지는 전하 수송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
어, 광전변환효율이 낮음

기술 개요
공액고분자전해질과 탄소나노튜브 복합소재를 포함하는 전자수송층을 개발함으로써, 종래 유기태양전지보다 최고 17% 증

˙전하수송층의 재료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전하수송층 재
료가 필요

가시킨 14.3%의 광전변환효율을 달성하는 유기 태양전지 제조 기술

기술 특징

1

4

3

기초연구

폴리플루오렌계열 공액 고분자와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전자수송층

5

실험

6
시작품

9
사업화

지식재산권 현황
No

발명의 명칭

1

알코올에 용해 가능한 폴리플루오렌계열 공액고분자와 탄소
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유기광전소자용 전자수송층, 이를 포함
하는 유기태양전지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8-0148432 10-2113329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유기태양전지의 J-V 그래프와
외부양자효율(EQE) 평가 결과]

8
실용화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본 특허에서 개발한 버퍼소재와
유기태양전지의 구조]

7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폴리플루오렌계열 공액 고분자와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캐소드 버퍼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포함한 유기 태양
전지 제조 기술
˙빛 흡수 영역(408-810nm)에서 분리된 전하의 흐름과 모음이 증가되어, 종래 유기태양전지보다 단락전류(Jsc)가
높은 효과가 있음

2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기능성 화학소재

336
337

II-1.3-2-❷

이차전지 음극소재의 제조방법 및
이에 따라 제조된
이차전지 음극소재

연구책임자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세대 에너지

리튬 이차전지

음극재

적용제품

정밀화학, 차세대 에너지

리튬 이차전지 음극소재, 탄소 코팅 소재

본 기술

˙최근 각국에서 배기 오염 물질 배출에 관련된 환경 규제
를 강화함으로써 전기차는 블루오션으로 전망되고 있음

˙본 발명은 탄소 입자를 제트밀 공정으로 파쇄시, 탄화 가
능한 물질을 투입하여 탄소 입자를 탄화 가능한 물질로 코
팅/탄화하여 연속식으로 공정 단가를 낮춰 탄소 소재를 제
조하는 기술임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에너지 효율 및 저장량이 높
고 안전하게 구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급속 충방전이 가
능해야 함

˙탄소소재의 모서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반응을 제어하여
전기화학적 특성이 향상된 탄소소재 제조(속도 특성 41.8
% 개선)

˙상기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리튬 이온을 이용하는 리튬이
차전지가 주로 적용되고 있음

기술 개요
제트밀 공정으로 파쇄시 탄소 입자를 탄화 가능한 물질로 코팅/탄화함으로서, 음극소재의 성능 및 전기화학적 특성이 향상된
이차전지 음극소재 제조 기술

˙리튬이차전지 음극소재는 주로 흑연이 사용되고 있으나,
리튬이차전지의 응용이 증대됨에 따라 초기 효율 및 고
속 충방전 특성에 한계가 있어 탄소 소재의 모서리 부분
에서 발생하는 부반응을 제어(구상화/구형화)하는 연구 진
행중임

1

탄소 입자를 탄화 가능한 물질로 코팅/탄화한 이차전지 음극소재

2
기초연구

˙탄소 입자를 제트밀 공정으로 파쇄시,
탄화 가능한 물질을 투입하여 탄소 입
자를 탄화 가능한 물질로 코팅/탄화하
여 탄소 소재를 제조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Lab-scale 성능 평가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탄화 가능 물질의 제조 및 제트밀을 활용한 전기화학적 성능이 향상된 음극 소재
제조 기술 확보
상기 물질을 이용한 기초 연구 및 실험 완료

지식재산권 현황
[이차전지 음극소재용 피치 코팅된 탄소 소재 제조방법 순서도]

˙탄소 소재의 모서리 면에서 주로 발생
하는 부반응을 제어하여 리튬 이차전
지의 성능 향상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1

이차전지 음극소재의 제조방법 및 이에 따라 제조된 이차전지
음극소재

10-2018-0172463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탄소 소재의 SEM 이미지]

[탄소 소재의 전기화학 성능]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등록번호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탄소 입자의 분쇄 공정과 탄화 가능한
물질을 코팅하는 코팅 공정을 연속식
으로 구성하여 공정 단가 저감
˙탄소 입자와 탄화 가능한 물질이 충격
에 의해 코팅되는 현상 이용

[탄소 소재의 전기화학 성능]

기술 성숙도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C1가스탄소융합연구센터 ● 임 지 선 박사 ● jsim@krict.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에너지 소재 기술 > 리튬 이차전지

340
341

II-4.3-3-❷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에너지소재연구센터 ● 강 영 구 박사 ● ykang@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세대 에너지

리튬 이차전지

전해질

적용제품

차세대 에너지

휴대용 전자기기(휴대폰, 노트북 등),
플랙서블 전자기기, 전기자동차

기술 개요
PEO계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에 기능성 첨가제를 포함함으로써, 흑연계 음극 소재의 낮은 충·방전 효율을 개선하여 결과적으
로 우수한 용량을 갖는 전고상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제조 기술

본 기술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전기자동차의 수요 증대에 따른 에
너지 밀도 이차전지가 요구됨

˙본 발명은 활물질을 포함하는 양극, 흑연계 음극 및 기능성
첨가제가 포함된 고분자 전해질을 포함한 전고상 리튬-폴
리머 이차전지 제조 기술임

˙비수용성 액체 전해질로 구성된 리튬 이차전지는, 충·방전
성능은 우수하나 폭발 및 발화 위험이 있어 안전성 확보 및
전해잘 열화에 따른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점 발생

˙기존의 PEO계 고분자 전해질이 흑연계 음극 소재 및 고전
압 양극 소재 적용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임

˙고체 전해질로 구성된 리튬 이차전지는 폭발 및 발화 위험
성이 없어 안전하나,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가 낮아 상온에
서의 충·방전 용량이 크게 낮아지는 단점이 있음

˙또한 직접 가교형 고분자 전해질 제조 공정 및 첨가제, 복
합 전극 제조 공정 등을 최적화하여전극/전해질 계면 저항
을 감소시키 상온 작동이 가능하며, 율속 특성 향상 및 사
이클 수명 향상하된 전고상 리튬-폴리머 이차전지의 개
발함

˙기존의 전고상 이차전지는 전극/전해질 계면 결속력이 크
지 않아 전지로 제작 후 계면 저항이 크게 증가하여 상온
작동이 어렵거나, 가압이 필요하는 등 고체 전해질의 성능
이 100% 발휘되지 못함

˙대용량의 전기자동차용 전지 및 박막 전지, 플랙서블 전지,
웨어러블 전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

1
기초연구

기능성 첨가제를 포함하는 PEO계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이용하는 전고체 이차전지
˙고전압 활물질을 포함하는 양극, 그라파이트를 포함하는 음극 및 기능성 첨가제가 포함된 고분자 전해질을 포함
한 전고상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제조 기술
˙낮은 충·방전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결과적으로 상온에서 작동이 가능하며 우수한 용량 및 사이클 수명을 갖는
전고상 리튬-폴리머 이차전지의 개발 가능

3

4

5

실험

6
시작품

[전고상 리튬-폴리머 이차전지의 사이클 수명 특성 평가]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단계 : 전고상 리튬 고분자 전지의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완료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함)
시작품 제작 및 평가단계 : 파우치형 플렉시블 전지 테스트 셀 제작 및 전지 성능 평가 중 (성능 최적화 연구 수행 중)

지식재산권 현황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1

활물질을 포함하는 양극과 그라파이트를 포함하는 음극 및 기
10-2018-0137889
능성 첨가제를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로 구비된 전고상 리
튬-폴리머 이차전지 및 이의 제조방법

2

기능성 첨가제를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포함하는
전고상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10-2018-0119023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전고상 리튬-폴리머 이차전지의 충방전 특성 평가]

7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등록번호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발화/폭발 위험성을 최소화하여 박막전지. 플랙서블 전지 및 전기자동차용 대용량 전지 응용

2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기능성 첨가제를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포함하는
전고상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환경·안전 관리기술 > CO 2 처리

370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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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C1가스탄소융합연구센터 ● 전 기 원 박사 ● kwjun@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환경 · 안전 관리

CO2 처리

촉매

적용제품
촉매(나프타, 올레핀 제조, 탄소자원화 제품 등)

기술 개요
질소 원자를 포함하는 탄소 복합 지지체를 촉매 지지체로 사용함으로서, 역수성가스 전환반응 및 피셔-트롭쉬 반응의
활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이원 기능성 촉매 제조 기술

본 기술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
이 제시되고 있으며, 촉매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수소
화시켜 알파 올레핀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화학 원료나
휘발유나 디젤같은 액상 연료로 전환시키는 기술들이 선
호되고 있음

˙본 발명은 코발트, 코발트에 배위 결합을 이루는 질소 원
자를 포함하는 탄소 복합체 및 탄소 복합 지지체의 내부
기공 표면/외부 표면에 피셔-트롭쉬 합성 반응의 촉매 활
성을 나타내는 금속 입자가 분산된 이원 기능성 촉매 제
조 기술임

˙이산화탄소 수소화 반응은, 반응물로 공급된 이산화탄소
가 역수성 가스 전환 반응에 의하여 일산화탄소로 전환(제
1 단계) 및 일산화탄소가 피셔-트롭시(FTS) 반응에 의하여
수소와 결합하여 탄화수소로 전환(제2 단계)되는 단계로
구성되며, 코발트 기반 및 철 기반의 촉매가 주로 사용됨

˙역수성가스 전환 반응 및 피셔-트롭쉬 반응의 활성을 동
시에 진행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의 수소화 반응을 하나의
단계로 쉽게 진행할 수 있음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환경 · 안전, 석유화학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이산화탄소의 수소화 반응용
이원 기능성 촉매 및
이를 이용한 탄화수소 제조방법

˙촉매에는 활성 물질의 표면적을 넓히고 안정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지지체가 사용되나, 산화물 지지체는 장기적으
로 촉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됨

1

질소 원자를 포함하는 탄소 복합 지지체를 포함한 이원 기능성 촉매

3

2
기초연구

˙코발트, 코발트에 배위 결합을 이루는 질소 원
자를 포함하는 탄소 복합체 및 탄소 복합 지지
체의 내부 기공 표면/외부 표면에 피셔-트롭쉬
합성 반응의 촉매 활성을 나타내는 금속 입자가
분산된 이원 기능성 촉매 제조 기술

4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지식재산권 현황

[촉매에서 역수성 가스 전환반응 및 피셔-트롭쉬 반응이 일어나는 모식도]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해외패밀리

1

10-2019-0008697

WO 2020-153780

2

이산화탄소 전환 공정 및 그 시스템

10-2019-0122009

WO 2020-159188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이산화탄소 환원용 촉매를 제조하는 공정을 나타낸 모식도]

등록번호

이산화탄소의 수소화 반응용 이원 기능성 촉매 및 이를 이용
한 탄화수소 제조방법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No

˙역수성가스 전환 반응 및 피셔-트롭쉬 반응의
활성을 동시에 진행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의
수소화 반응을 하나의 단계로 쉽게 진행 가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환경·안전 관리기술 >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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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제거용 전기분해장치 및
질소산화물 제거방법

연구책임자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환경 · 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정화시스템

적용제품

환경 · 안전, 정밀화학

미세먼지 제거 장치, 암모니아 제조공정 등

본 기술

˙환전기화학적인 탈질기술은 상용화 된 사례가 없고, 반응
기작을 설명하는 기초연구나 농도측정을 위한 감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됨

˙가스확산층의 적용, 신규촉매합성,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
존 전기화학적 탈질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함
˙철계열의 이성물질과 가스확산층이 전극으로 구성된 것
이 특징

˙질소산화물의 전기전환 시 특정 생성물의 선택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다양한 촉매, 전해질 및 흡수제를 선별하는 기
술이 있으나 탈질효율과 선택도가 낮음

˙목적에 따라 암모니아, 질소, 아산화질소 등의 특정 질소화
합물을 고농도, 고순도로 생산 가능
˙기존 기술 대비 넓은 인가전압범위, 높은 탈질효율, 생성
물 선택도를 확보함

˙고효율 수소저장체인 암모니아를 전기화학적으로 생산하
는 연구는 몇 년 전부터 미국 DOE의 지원을 받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으나 낮은 전류효율로 인한 한계 존재

기술 개요
기체확산층을 포함하는 캐소드 전극을 포함하는 전기분해장치를 제조함으로서, 질소산화물을 고효율로 제거하고 유용 질소

˙적용처가 다양하며 간헐적 운전이 용이함
˙SCR공정과 연계 가능

기술 성숙도

화합물을 고수율로 생산 가능한 질소산화물 제거용 전기분해장치 제조 기술

1

3

2

기술 특징

4

5

실험

6
시작품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기체확산층을 반응기체가 투과하는 형태로 전기화학셀을 구성하여 질소산화물의 전기화학적 반응속도를 개선
하고 높은 탈질효율 확보
˙상온 및 대기압 조건에서 운전이 가능, 높은 전류밀도와 전류효율을 기반으로 특정 질소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고
속생산가능

˙개발 기술에 대한 최적의 촉매와 전해질이 선별되었음
˙매개변수 실험을 통해 질소산화물의 농도, 유속 및 인가전압 산정
˙공간활용도의 향상을 위한 셀 구조개선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지식재산권 현황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해외패밀리

10-2019-0013993 10-2130972

1

질소산화물 제거용 전기분해장치, 및 질소산화물 제거방법

2

질소산화물로부터 질산암모늄 제조를 위한 전기화학 반응기
및 제조방법

10-2019-0013979

WO 2020-159224

3

질소 산화물로부터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전기화학 시스템 및
제조방법

10-2020-0087665

KR 10-2020-0002278
US 2020-0002180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암모니아 선택도 및 장시간 내구성 확보]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철계열 촉매 디자인을 통한 반응기 효율 향상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공장 등의 대규모 오염원 및 자동차, 선박 등 이동오염원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

[질소산화물 제거용 전기분해장치 구성]

7

III. 의료기반 기술

기초연구

기체확산층이 포함된 캐소드를 포함하는 전기분해장치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환경자원연구센터 ● 허 일 정 박사 ● zaiseok@krict.re.kr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환경자원연구센터 ● 김 범 식 박사 ● bskim@krict.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환경·안전 관리기술 > 유해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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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용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탈취제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 중소기업지원실 ● 안 홍 찬 박사 ● hcahn@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환경 · 안전 관리

유해물질 제거

흡착제

적용제품

환경 · 안전

탈취제

본 기술

˙탈취제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약제를 말하며, 염
화칼슘, 포르말린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화학적 탈취제
와 활성탄 등 흡착 작용을 가지는 물질을 이용한 물리적
탈취제로 구분됨

˙본 발명은 클로버 잎 오일 및 파인니들 오일을 포함)을 포
함하는 탈취제 조성물 제조 기술임
˙본 발명의 탈취제용 조성물은 주위 복합악취 성분을 제거
할 수 있으며, 악취 성분을 분해하여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종래의 탈취제는 악취 성분들을 분해하여 근본적으로 제
거하는 효과가 미흡하며, 빠른 시간 내에 탈취 효과가 나타
나기 어렵고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부족하며,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어려움

˙환경 시설, 산업 시설, 생활 시설 등의 다양한 장소 및 분야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인체에 무해한 것은 물론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효
과가 있음

˙항균 및 살균 특성이 우수한 고상의 탈취제는 많이 연구되
었으나, 탈취 대상에 분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분무용
탈취 조성물은 분사가 용이하도록 그 형상이 액상이어야
하므로, 탈취 특성이 우수한 고상 탈취제에 사용되는 물질
은 적용성에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기술 개요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클로버 잎 오일 및 파인니들 오일을 포함함으로써, 악취 성분을 분해하여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소/분야에서

기술 성숙도
1

2

3

기초연구

4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III. 의료기반 기술

사용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탈취제조성물 제조 기술

사업화

실용화/사업화 단계 : 실용화 제품 제작 및 평가 진행 후 판매 진행

기술 특징
No
˙클로버 잎 오일 및 파인니들 오일을 포함을 포
함하는 탈취제 조성물 제조 기술

악취 성분

˙악취 성분을 분해하여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
는 효과가 있음

1

2

3

4

1

2

황화수소

69

85

91

96

59

53

암모니아

78

93

96

99

67

61

이산화황

86

95

98

100

75

72

트리메틸아민

84

91

93

95

64

57

메르캅틴계 화합물

85

94

97

100

83

77

˙환경 시설, 산업 시설, 생활 시설 등의 다양한
장소 및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인체에 무해한 것은 물론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효과가 있음

15 분 후 제거율(%)

1

실시예

발명의 명칭
탈취제용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탈취제

출원번호

10-2019-0131128 10-2130972

비교예

[실시예/비교예의 악취 성분의 제거율]

등록번호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해외패밀리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클로버 잎 오일 및 파인니들 오일을 포함한 탈취제용 조성물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환경·안전 관리기술 > 유해물질 제거

394
395

II-5.6-5-❶

반도체 소자 및
이를 포함하는 센서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박막재료연구센터 ● 이 정 오 박사 ● jolee@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환경 · 안전 관리

유해물질 제거

가스 센서

적용제품

환경 · 안전, 정보 · 전자

가스 센서, 반도체 소자 등

본 기술

˙최근 IoT 발전에 따라 전기적 신호를 송출하는 센서 타입인 전기
화학식 센서와 반도체 방식센서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본 발명은 반도체 박막보다 강도가 큰 입자를 반도체 박막 표면
과 접촉시켜 일 방향으로 스크래치를 형성함에 따라 일 방향으
로 배열된 나노 리본 구조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기술임

˙반도체 방식 센서는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작은 센서의 제작 및
집적화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산화물 반도체 박막으로 이루어져
센서 소재의 선택성과 감도가 불량하고, 고온에서 작동하므로
소비전력이 큰 취약점을 가짐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 박막의 물리적 구조 및 화학적
특성이 변화되어 센서의 감도가 향상됨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는 제조방법이 간단하여, 공정 시간 및 비
용을 감축할 수 있음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센서 소재로 각종 나노물질들이
적용되어 왔으나 바텀업 소재는 나노 소재의 균일성/안정성 문
제가 있고, 탑다운 방식의 경우 나노 리소그래피가 필요하기 때
문에 사업화가 어려움

기술 개요
고가의 리소그래피 장비/공정 필요없이 상온/상압 조건에서 간단하게 반도체 박막을 나노리본 구조로 변경하는 기술 및 그에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는 나노 크기를 가져, 이를 포함하는 센서
의 작동 온도 및 소비전력이 감소될 수 있음 (별첨 그래프 참조)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높은 감도와 양호한 소비전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공정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함

의해 감도가 향상된 가스센서 제조방법
본 기술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센서 데이터 결과. 윗줄은 ZnO
박막의 반응성을, 아래 줄은 스크래치 박막에 해당하며 왼쪽부
터 암모니아, 이산화질소 (중간), UV (오른쪽)에 대한 반응성을
비교한 것임.
스크래치 후 상온에서 모든 종류의 타겟 가스에 대해 반응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음.

III. 의료기반 기술

˙반도체 박막보다 강도가 큰 입자를 반도체 박막 표면과
접촉시켜 일 방향으로 스크래치를 형성함에 따라 일 방
향으로 배열된 나노 리본 구조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기술
˙반도체 박막의 물리적 구조/화학적 특성이 변화되어 센서
의 감도가 향상됨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1

2
기초연구

일 방향으로 배열된 나노 리본 구조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 ZnO 이외의 박막에도 동일 실험 수행 중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1

반도체 소자 및 이를 포함하는 센서

10-2018-0076430 10-2128427

2

반도체 소자 및 이를 포함하는 센서

10-2020-0061873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반도체 박막(ZnO)에 스크래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모식도 및 형성 후 AFM 이미지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해외패밀리

WO 2020-009413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정밀화학 소재 기술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412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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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물성예측 시스템
한국화학연구원 화학플랫폼연구본부 화학소재솔루션센터 ● 최 우 진 박사 ● wjchoi@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화학 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물성예측 시스템

적용제품

정밀화학

기능성 복합수지(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조성물 등)

기술 개요

본 기술

˙복합 수지란, 두 종류 이상의 소재를 복합화한 재료로서 두
종류 이상의 소재를 복합화한 후, 각 소재가 물리적/화학
적으로 원래의 상을 유지하면서 원래의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본 발명은 기능성 복합 수지의 소재-조성-물성-용도 데이
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시
켜, 조성 및 물성을 예측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
반 물성 예측 시스템 기술임

˙수많은 소재의 복합화에 의한 복합 수지의 물성 예측이나
최적 조성 및 용도를 제안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
자하여야 가능하며,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 결과에 대한
정확도 또는 신뢰도가 낮은 단점이 있음

˙입력받은 다양한 복합수지의 정보들 중 특성 엔지니어링
(Feature engineering)을 통해 여러 특성을 분석하여 주
요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음
˙예측 물성 정보/최적 조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물성 예
측 또는 최적 조성을 추출하는데 필요한 시간 및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음

기능성 복합 수지의 소재-조성-물성-용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조성 및 물성을 예측
및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물성 예측 시스템 기술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소재-조성-물성-용도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일부는 테스
트 셋(Test set)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성된 예측 모델의 정
확도를 검증할 수 있음

기술 특징

기술 성숙도
1

2

4

3

기초연구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III. 의료기반 기술

˙복합수지의 소재-조성-물성-용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통합 예측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규제 정보(원
료/혼합물 이용),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확장이 가능함

인공지능 기반 복합 수지의 물성예측 시스템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No
˙기능성 복합 수지의 소재-조성-물성-용
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조성 및 물성을
예측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물
성 예측 시스템 기술

1

발명의 명칭
인공지능 기반 물성예측 시스템

출원번호

10-2018-0125990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물성 예측 또는 최적 조성을 추출하는데 필
요한 시간 및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음
[인공지능 기반 물성예측 시스템 구조]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등록번호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정밀화학 소재 기술 > 열경화성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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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유를 이용한 공정오일 제조방법,
이를 포함한 타이어 블래더용 고무조성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환경자원연구센터 ● 신 지 훈 박사 ● jshin@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화학 소재

열경화성 수지

고무 조성물

적용제품

정밀화학

타이어 조성물(타이어 블래더) 등

기술 개요
에폭시화 대두유(ESO)의 개환 반응을 통해 공정오일을 제조함으로써, 분자량 증가를 통한 점도 상승으로 고무의 내구성
증가 및 저비용으로 제조 가능한 공정오일 제조 기술

˙타이어 제조시, 고무 배합과정에서 혼합된 가류제와 고무
분자를 가교시켜 타이어 고무의 안정된 고유 성질을 얻도
록 하는 가류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본 발명은 에폭시화 대두유(epoxidized soybean oil)의
개환 반응(ring opening reaction)을 이용한 공정오일 제
조 기술임

˙가류 작업시 타이어의 외관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린 타이
어 내부에 사용되는 포대 모양을 한 얇은 고무인 블래더가
사용되며, 우수한 성능을 가지면서 수명이 긴 블래더의 개
발은 원가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

˙공정오일의 분자량 증가를 통해 점도 상승으로 인한 고무
의 내구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블래더에 사용되는 고무에는 다양한 종류의 첨가제가 사
용되며, 공정오일은 고무와 각종 첨가제의 혼합시 믹싱 로
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바이오매스 기반의 공정오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가인
피마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낮은 가격의 공정오일을 제공
할 수 있음

˙공정시간의 조절을 통해 작업자의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기술 성숙도

에폭시화 대두유의 개환 반응으로 제조된 공정오일

1

비교예1

64

694.53

15:08

40

비교예2

64

724.18

17:24

100

비교예3

63

771.55

16:23

500

실시예1

66

788.33

17:18

40

실시예2

66

773.73

18:34

40

실시예3

66

757.93

18:55

40

[고무 시편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

실험

6
시작품

8
실용화

9
사업화

지식재산권 현황
No
1

발명의 명칭
대두유를 이용한 공정오일 제조방법, 이를 포함한 타이어 블
래더용 고무조성물, 및 타이어 블래더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8-0125735 10-2138311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에폭시화 대두유 공정오일의
블래더 생산 공정 적용]

7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신장율
(%)

5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공정오일의 분자량 증가를 통해 점도 상승으로 인한 고무의 내구성 증가 및 저비용으로 제조 가능

경도
(Shore"A")

4

3

기초연구

˙에폭시화 대두유에 알코올을 첨가하고 가열 및 교반(1단계), 촉매를 첨가하고 가열하여 에폭시기 ㄱ알코올 분해
(2단계), 알코올 분해된 에폭시화 대두유를 상온에서 냉각 후 염기성 필터에서 여과(3단계), 증류하여 에폭시기가
개환된 대두유 회수(4단계)하는 공정오일 제조 기술

무니
스코치 시간 D.M.F.C
(t5)
(cycle)
(mm : ss)

2

III. 의료기반 기술

˙피마자유를 부틸고무 배합공정의 공정오일로 사용하는 경
우, 고무의 윤활성 및 상용성이 증가하여 고무 생산 효율
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가
격이 높음

기술 특징

[공정오일 제조방법의 공정순서도]

본 기술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정밀화학 소재 기술 > 열가소성 수지

422
423

II-6.3-1-❶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정밀바이오화학연구본부 정밀화학융합기술연구센터 ● 이 원 주 박사 ● winston@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화학 소재

열가소성 수지

폴리우레탄 조성물

적용제품

정밀화학

코팅, 발포체, 복합체, 접착제 등

기술 개요
인 화합물을 폴리올 조성물과 중축합하여 반응형 인계 난연성 폴리올을 합성힘으로써, 불순물이 제거되고, 저장안정성이
개선된 난연제 제조 및 이로부터 난연성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제조 기술

본 기술

˙폴리우레탄은 탁월한 경도, 내마모성, 낮은 열 전도성 및
낮은 흡수성으로 잘 알려져 있어 표면 코팅, 발포체, 복합
체, 접착제 등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재료이나,
낮은 열 안정성과 높은 가연성을 지니고 있어서 70∼80℃
이상에서는 사용이 제한됨

˙본 기술은 인 화합물을 폴리올 조성물과 중축합하여 반응
형 인계 난연성 폴리올을 합성 및 이로부터 폴리우레탄 제
조하는 기술임

˙반응형 난연제는 난연제와 중합체 사이의 상용성을 증가
시키고, 영구적인 내열성을 제공하며, 높은 내열 효율을
제공함

˙본 발명에 따른 반응형 인계 난연성 폴리올은 저장안정성
이 뛰어나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

˙정제 과정에 의해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도 높은 폴리올
을 얻을 수 있음

˙본 발명에 따른 반응형 인계 난연성 폴리올을 포함하여
제조되는 폴리우레탄은 난연등급이 V-0 이상으로 우수한
난연성 가짐

˙종래 폴리우레탄의 제조시 폴리올 조성물에 인계 난연제
등을 혼합 및 분산시켜 반응형 난연제로 사용했으나, 이
러한 방법은 제품 자체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을 저하시
키고, 난연성 저하로 인하여 연소를 효율적으로 막지 못
하며 유독한 연소가스를 발생시켜 인명 손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됨

1

기술 특징

2
기초연구

인 화합물을 폴리올 조성물과 중축합하여 반응형 인계 난연성 폴리올 제조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반응형 인계 난연성 폴리올 합성방법,
반응형 인계 난연성 폴리올 및
이에 따른 폴리우레탄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지식재산권 현황

˙본 발명에 따른 반응형 인계 난연성 폴리올은 불순
물이 제거되어 순도 높은 폴리올을 얻을 수 있으며,
저장안정성이 뛰어나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

No

발명의 명칭

1

반응형 인계 난연성 폴리올 합성방법, 반응형 인계 난연성 폴
리올 및 이에 따른 폴리우레탄

출원번호

10-2019-0011010 10-2150083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되는 폴리우레탄은 난연등급이
V-0 이상으로 우수한 난연성 가짐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반응형 인계 난연성 폴리올 제조 공정순서도]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인 화합물을 폴리올 조성물과 중축합하여 반응형 인
계 난연성 폴리올을 합성 및 이로부터 폴리우레탄 제
조하는 기술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정밀화학 소재 기술 > 화장품 재료

440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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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신약기반기술연구센터 ● 조 선 행 박사 ● shcho@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화학 소재

화장품 재료

피부 미백제

적용제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 등

본 기술

˙글라브리딘은 감초로부터 얻어지는 지용성 항산화제로서
인체에 해로운 저밀도 지질단백질의 산화억제, 염증억제,
노화 방지등에 우수한 효능을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미
백원료들에 비해 항티로시나아제 활성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음

˙본 발명은 미백 개선 유효물질에 글리콜류 용해제 및 트
리 블록 공중합체류를 첨가/교반 및 피부투과촉진제를 첨
가하여 미백 개선 유효 물질이 봉입된 나노 입자를 제조
하는 기술
˙소수성인 미백 개선 유효 물질을 마이셀화하여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고 입자의 장기 안정성이 우수함

˙글라브리딘은 소수성으로서 물에 대한 낮은 용해도를 가
지고 있으므로 미백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응용하
기 어려움

기술 개요
글리콜류 용해제 및 피부투과촉진제를 첨가 및 교반함으로써,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고 입자의 장기 안정성이 우수하며 피부
투과율이 현저히 향상된 미백개선 유효물질이 봉입된 나노입자 제조 기술

˙피부투과촉진제를 포함함으로써 나노 입자의 크기가 현저
히 작아지므로 미백 개선 유효 물질의 피부 투과를 현저히
하는 효과가 있음

˙글라브리딘을 생체친화형 생분해성 고분자인 PEG-PCLPEG 트리블록공중합체를 이용하거나 인지질을 더 포함하
여 가용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사용되는 생분해성 고
분자의 장기안정성이 좋지 않고 이로부터 제조되는 조성
물은 용매와 첨가제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용화하기까
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음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1

글리콜류 용해제 및 피부투과촉진제가 첨가된 미백개선 유효물질이 봉입된 나노입자

2
기초연구

4

3

5

실험

6
시작품

8
실용화

9
사업화

No
1

발명의 명칭
미백개선 유효물질이 봉입된 나노입자, 이의 제조방법 및 이
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미백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6-0016628 10-1800859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고 입자의 장기 안정성이 우수하며, 미백 개선 유효 물질의 피부 투과가 현저히 향상됨

[시간 경과에 따른 글라브리딘 입자크기 그래프]

7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효능 확보

˙미백 개선 유효물질에 글리콜류 용해제 및 트리 블록 공중합체(PEO-PPO-PEO)를 첨가/교반 및 피부투과촉진제를
첨가하여 미백 개선 유효 물질이 봉입된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기술

[미백개선 나노입자의 구조]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정밀화학, 헬스케어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미백개선 유효물질이 봉입된 나노입자 및
이를 함유하는
미백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정밀화학 소재 기술 > 화장품 재료

442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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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미백용 조성물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신약기반기술연구센터 ● 배 명 애 박사 ● mbae@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화학 소재

화장품 소재

피부 미백제

적용제품

정밀화학, 헬스케어

미백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등

기술 개요
티로시나제의 활성 억제효과가 우수하고, 제품 안정성이 우수하며 피부에 대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피부 미백용 약학적 조성물 제조 기술

본 기술

˙피부색은 멜라닌의 함량, 분포 등에 따라 결정되며, 멜라닌
은 자외선 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생성되는 경우 기미, 주근깨 등 피부색 침착
및 흑색종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본 발명은 티로시나제의 활성 억제효과가 우수한 피부 미
백용 약학적 조성물 제조 기술임

˙멜라닌 합성 저해과정은 멜라닌 합성 효소인 티로시나제
활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구리이온
을 활성 부위로 갖는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코직
산(Kojic acid), 알부틴(Arbutin)과 같이 티로시나제의 기
질인 티로신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티로시나제에 티로신과 더불어 경쟁적으로 반응하게 함으
로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키는 물질들이 색소침착 억제
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저해시키므로, 멜라닌의 생성을 억
제하는 효과가 우수하여 피부 미백효과를 나타냄

˙적은 양을 사용하여도 멜라닌 생성과 관련된 단백질들의
발현을 억제함

˙기존에 피부 미백을 위해 사용되는 코직산에서 나타나는
공기나 햇볕에 노출시 갈변현상등이 없이 물리화학적으
로 안정하고, 피부에 대한 부작용 없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
˙피부 미백을 위한 목적의 미백용 약학적 조성물, 화장품
조성물 및 피부 미용 건강기능 식품으로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음

III. 의료기반 기술

˙대부분의 미백 원료들은 안정성이 낮아 효과가 오래 지
속되지 않아 제품에 적용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점을 갖
고 있음

기술 특징
티로시나제의 활성 억제효과가 우수한 피부 미백용 약학적 조성물

기술 성숙도
1

˙세포내에서의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우수한 피부 미백용 약학
적 조성물 제조 기술

2
기초연구

˙제품 안정성이 우수하고, 피부에 대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면서, 멜라닌 합성을 저해하는 효과
를 나타냄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No
1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패밀리특허

10-2017-0085463 10-2146509 WO 2019-009645

피부 미백용 조성물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실시예 2 인간 악성 흑색종 세포 (HMV-II)에서 화합물 처리에 의한
멜라닌 형성 관련 단백질의 발현량 측정 그래프]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실시예 1 화합물의 제브라피쉬 발생배에서의
멜라닌 합성 억제 효과 촬영 이미지]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정밀화학 소재 기술 > 계면활성제

446
447

II-6.8-1-❶

구리 함유 혼합 금속산화물의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되는 수소화 반응 촉매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환경자원연구센터 ● 강 호 철 박사 ● hckang@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화학 소재

계면활성제

원료

적용제품

정밀화학

계면활성제(불포화계 지방산 알코올 포함)

본 기술

˙종래 지방족 알코올 제조방법으로, 왁스의 가수분해로부
터의 지방족 알코올을 제조하는 방법은 낮은 수율을 보이
고, 금속 나트륨을 사용한 경우 반응 용매가 필요하고 환원
제인 나트륨의 사용량이 많으며 부반응물의 생성, 반응 장
치의 복잡성 및 폭발적인 반응 제어의 어려움 등이 수반됨

˙본 발명은 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자의 형태가 균일하
며 좁은 크기 분포도를 가지며 평균 직경이 200nm 이하의
구리를 함유한 혼합금속산화물 촉매 제조 기술임
˙제조공정이 간단하며, 침전물의 형태 제어가 주형 물질에
의해 제어되므로 고회전의 교반 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반
응물 용액을 고농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촉매 제조 생
산성이 향상

˙기존 수소화촉매로 지방족 알코올을 제조하는 공정은 촉
매 성분비의 조절, 촉매 첨가 성분의 도입, 소결 온도/시간
의 조절로 촉매 특성을 제어하여 촉매의 형태 및 크기를 제
어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균일한 형태 및 좁은 크기 분포의 수소화 촉매 사용으로
포화계 지방족 알코올 반응성이 향상되어 경제성 있는 제
조공정

기술 개요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주형 물질을 이용하여 입자 형태가 균일하고, 입자크기가 좁은 영역으로 분포하며, 크기가 200nm 이하로 제어된 구리 함유
혼합금속산화물을 제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포화 지방족 알코올 을 효율적으로 제조하는 기술

1

2
기초연구

기술 특징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구리 함유 혼합 금속산화물을 포함한 수소화 반응 촉매
˙입자의 형태가 균일하며 크기 분포가 좁
고, 평균 직경이 200nm 이하의 구리를
함유한 혼합 금속산화물의 촉매 제조 및
해당 촉매를 이용한 포화계 지방족 알코
올의 제조방법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발명의 명칭

1

구리 함유 혼합금속산화물의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되는
수소화 반응 촉매

출원번호

10-2007-0105313 10-0911415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수소화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의 균일한
형태 및 좁은 크기 분포의 촉매 사용으
로 반응성 향상된 제조공정 기술
[구리-크롬 산화물 촉매의 주사형 전자현미경 사진]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구리 함유 금속산화물 촉매 제조 시, 기
존 공침법을 사용하는 종래 습식법에서
입자의 형태, 크기, 크기 분포를 제어하
기 위하여 주형 물질을 도입함

No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정밀화학 소재 기술 > 계면활성제

448
449

II-6.8-1-❷

아연 함유 혼합 금속 산화물의 제조 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되는 수소화 반응 촉매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환경자원연구센터 ● 강 호 철 박사 ● hckang@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화학 소재

계면활성제

원료

적용제품

정밀화학

계면활성제(불포화계 지방산 알코올 포함)

본 기술

˙종래 지방족 알코올 제조방법으로, 왁스의 가수분해로부
터의 지방족 알코올을 제조하는 방법은 낮은 수율을 보이
고, 금속 나트륨을 사용한 경우 반응 용매가 필요하고 환원
제인 나트륨의 사용량이 많으며 부반응물의 생성, 반응 장
치의 복잡성 및 폭발적인 반응 제어의 어려움 등이 수반됨

˙본 발명은 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자의 형태가 균일하
며 좁은 크기 분포도를 가지며 평균 직경이 200nm 이하의
아연을 함유한 혼합금속산화물 촉매 제조 기술임
˙제조공정이 간단하며, 침전물의 형태 제어가 주형 물질에
의해 제어되므로 고회전의 교반 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반
응물 용액을 고농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촉매 제조 생
산성이 향상

˙기존 수소화촉매로 지방족 알코올을 제조하는 공정은 촉
매 성분비의 조절, 촉매 첨가 성분의 도입, 소결 온도/시간
의 조절로 촉매 특성을 제어하여 촉매의 형태 및 크기를 제
어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탄화수소 사슬 내에 존재하는 불포화 결합에는 수소화 반
응을 유발하지 않고 카르복실기 또는 에스테르기에만 선
택적으로 반응하여 불포화 지방족 알코올을 높은 선택도
로 제조 가능

기술 개요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주형 물질을 이용하여 입자 형태가 균일하고, 입자크기가 좁은 영역으로 분포하며, 크기가 200nm 이하로 제어된 아연 함유
혼합금속산화물을 제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선택적인 불포화 지방족 알코올을 효율적으로 제조하는 기술

1

2
기초연구

기술 특징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티로시나제의 활성 억제효과가 우수한 피부 미백용 약학적 조성물
˙입자의 형태가 균일하며 크기 분포가 좁
고, 평균 직경이 200nm 이하의 아연을
함유한 혼합 금속산화물의 촉매 제조 및
해당 촉매를 이용한 포화계 지방족 알코
올의 제조방법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수소화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의 균일한
형태 및 좁은 크기 분포의 촉매 사용으
로 반응성 향상 및 선택적인 불포화 지
방족 알코올 제조 공정기술

발명의 명칭

1

아연 함유 혼합금속산화물의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되는
수소화 반응 촉매

출원번호

10-2007-0114036 10-0867677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아연-크롬 산화물 촉매의 주사형 전자현미경 사진]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아연 함유 금속산화물 촉매 제조 시, 기
존 공침법을 사용하는 종래 습식법에서
입자의 형태, 크기, 크기 분포를 제어하
기 위하여 주형 물질을 도입함

No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첨단 화학소재 기술 > 정밀화학 소재 기술 > 윤활제

450
451

II-6.9-1-❶

내마모제 및 이를 함유하는 윤활유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환경자원연구센터 ● 김 영 운 박사 ● ywkim@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화학 소재

윤활제

디카르복실산 화합물

적용제품
내마모 첨가제(윤활유, 엔진 오일 등)

본 기술

˙최근 산업 발전에 따라 정밀 기기나 각종 산업용 부품은
보다 가혹한 환경 조건하에서 작동되도록 요구되고 있으
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마모능이 우수한 첨가제를 사
용하고 있음

˙본 발명은 인을 포함하지 않는 유용성 몰리브데늄 디티
오카바메이트(MoDTC)와 특정 구조의 에스테르계 오일의
배합으로 얻어진 내마모제 제조 기술 임
˙특정 구조의 에스테르계 오일을 포함하여 기존내마모제에
비해 베이스 오일에 대한 용해성이 우수하고, 장기 저장시
침전이 발생되지 않음

˙기존 내마모 첨가제는 기계 효율 향상, 연료 소비 절감 등
장점이 있으나, 사용 중 누유될 시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음

˙본 발명의 내마모제를 포함하는 윤활유는 내마모제의 높
은 안정성으로 인해 윤활유의 열화 진행시에도 내마모 성
능을 발휘할 수있는 충분한 양의 내마모제가 존재하므로,
장기 수명이 우수함

˙종래의 몰리브데늄을 함유한 내마모제의 경우 오일에 대
한 용해성 한정, 인과 황의 함유로 인한 부식성, 탄성 중합
체에 대한 경화성 및 장기 보관시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어
새로운 내마모제의 개발이 필요함

기술 개요
유용성 몰리브데늄 디티오카바메이트(MoDTC) 및 에스테르계 오일을 포함하여 베이스 오일에 대한 용해성, 장기 저장성 및
열안정성이 우수한 내마모제 조성물 및 이를 함유하는 윤활유 제조 기술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1

몰리브데늄 디티오카바메이트(MoDTC) 및 에스테르계 오일 포함 내마모제 조성물

2
기초연구

3

4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III. 의료기반 기술

˙본 발명의 내마모제를 윤활유에 포함하는 경우 엔진오일
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소비자의 비용절감 및 폐유로 버
려지는 윤활유의 양이 적어지므로 환경보호에 탁월한 효
과 있음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정밀화학 소재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사업화

시작품 제작 및 평가를 통한 실용화 단계 : 실용화 제품 제작 및 평가 진행

지식재산권 현황
No
1

˙특정 구조의 에스테르계 오일
을 포함하여 기존 내마모제에
비해 베이스 오일에 대한 용
해성이 우수하고, 장기 저장
시 침전이 발생되지 않음

발명의 명칭
내마모제 및 이를 함유하는 윤활유

출원번호

10-2014-0135977 10-1692703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시험예 3의 내마모성 평가(4-ball wear test) II의 결과]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유용성 몰리브데늄 디티오
카바메이트(MoDTC) 및 특
정 구조의 에스테르계 오일
을 포함하는 내마모제 조성
물 및 이를 함유하는 윤활유
제조 기술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의료기반 기술 > 암 치료제

468
469

III.1-3-❹

신규한 피페리딘-2,6-디온 유도체 및
이의 용도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의료기반 기술

암 치료제

혈액암 치료제

적용제품

의약

암 치료제(항암제), 염증성 질환 치료제 등

기술 개요
피페리딘-2,6-디온 기반의 신규한 탈리도마이드 유도체를 제조함; CRBN E3 ligase 단백질에 결합하여 GSPT1 단백질을
분해하여 암 또는 염증성 질환 치료가 가능한 화합물 제조 기술

본 기술

˙레날리도마이드및 포말리도마이드를 포함하는 탈리도마
이드 계열 약물은 혈액암 및 나병, 만성 이식편대숙주병,
류마티스 관절염, 사르코이드증, 염증성 피부 질환/장질환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음

˙본 발명은 CRBN E3 ligase 단백질에 결합하는 신규 피페
리딘-2,6-디온 기반의 약물을 개발하였음.

˙탈리도마이드 계열 약물은 암세포내에 아연집게 전사인자
인 IKZF1과 IKZF3를 분해하는 메커니즘으로 혈액암 치료
제로 사용되고 있음

˙GSPT1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암 및 염증성 질환 치료에
유용하게 이용 가능함

˙본 발명의 화합물은 CRBN 단백질에 결합하여 특이적으로
GSPT1을 분해하는 약물임

<마우스기반 암성장 억제 효과 검증>

˙특히 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는 카세인키나아제 1
알파 (CK1a)를 추가로 분해하여 특정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글로벌 항암제 부
분 매출 1위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 임 ($9.7B)
˙CRBN 단백질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백질을 분해하는 약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1

피페리딘-2,6-디온 기반의 탈리도마이드 유도체

2
기초연구

4

3

5

실험

6
시작품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 최적화 연구 진행 중 및 백업 물질 발굴 중

지식재산권 현황
No
1

발명의 명칭
신규한 피페리딘-2,6-디온 유도체 및 이의 용도

출원번호

10-2018-0137699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6시간 또는 24시간 처리한 경우
GSPT1 및 Aiolos에 대한 분해 활성]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등록번호

패밀리특허

WO 2020-096372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화합물은 CRBN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GSPT1 및 IKZF를 분해하여 암 치료 및 염증성 질
환 치료에 유용하게 이용 가능

[탈리도마이드 유도체 화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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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성숙도

기술 특징

˙피페리딘-2,6-디온 기반의 신규한 탈리도마이드
유도체를 제조하는 기술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정보융합신약연구센터 ● 하 재 두 박사 ● jdha@krict.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의료기반 기술 > 감염병 치료제

486
487

III.3-1-❺

면역 증강 저분자 화합물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의료기반 기술

감염병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적용제품

의약

백신 어쥬번트 (면역증강) 및 면역관련 질병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감염병치료제연구센터 ● 한 수 봉 박사 ● sbhan@krict.re.kr

기술 개요
Dual TLR7,8 agonist 저분자 화합물로 면역 증강 효과 (다양한 백신 어쥬번트 및 면역질환에 적용)

III. 의료기반 기술

기존에 사용되었던 단순한 어쥬번트 개념을 뛰어넘어 TRL를 활성
화하여 백신의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음. 하나의 백신이 아닌 다양
한 백신에 적용이 가능하여 확장성이 매우 높음. 또한 면역을 효과
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기전을 이용한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로도 활
용이 가능함

기술 특징
dual Toll Like Receptor 7과 8을 활성화 하는 신규 화합물

기술 성숙도
1

2
기초연구

3

4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1종 이상의 헤테로원자를 포함하는 비치환 또는 R로 치환된 헤
테로아릴 등의 구조를 조합한 신규한 구조의 항바이러스 화합
물을 합성
˙RNA를 인식하는 TLR7과 8을 activation 하여 면역반응을 유
도함
˙In vitro 및 in vivo 약효 평가 모델 보유
˙기존의 백신에 대한 어쥬번트로 사용하여 백신의 효율성 향상
및 신규 백신 개발에 활용 가능

TLR binding site

˙면역 질환으로의 확장

지식재산권 현황
특허 출원 준비중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사업화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현재 연구재단 사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체 기술이전 후 2단계(2021) 진입
및 공동연구 가능

9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의료기반 기술 > 의료플랫폼 기술

504
505

III.5-2-❹

자가미세유화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한
난용성 약물의 약학적 제제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의료기반 기술

의료플랫폼 기술

의약 전달물질

적용제품

의약

난용성 약물 제제 등

기술 개요
자가미세유화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장기 안정성이 우수하고 pH에 영향을 받지 않아, 위장 외 다른 소화 기관에서
도 용출률이 향상된 난용성 약물을 포함하는 약학적 제제 제조 기술

본 기술

˙난용성 약물을 이용한 의약품은 생체 내에 투여될 때 약물
의 흡수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약물 효능 발현에
제한을 받고 있음

˙본 발명은 자가미세유화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난용
성 약물, 오일, 계면활성제 및 보조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지
는 난용성 약물 포함 약학적 제제 제조 기술임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약물의 크기를 나노 크기로 입
자화하여 경구제, 주사제, 국소 투여제제 등으로 제제화 하
는 난용성 약물의 가용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자가 미세유화 약물전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용화시킨
나노입자로 제조하여 장기 안정성이 우수함
˙pH에 영향을 받지 않아, 위장 소화액 수준의 용출액 이외
에도 다른 소화 기관에서도 용출률이 향상됨으로써 약물
의 생체 이용률이 향상됨

˙마이크로에멀전은 수상, 유상, 계면활성제 및 보조계면활
성제로 이루어진 극성 또는 비극성 용매에 난용성인 약물
의 가용화를 위해 나노입자로 제조되어 용출률 등을 개선
하는 수단으로 응용되고 있음

기술 특징
기술 성숙도

자가미세유화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한 난용성 약물의 약학적 제제

1
˙자가미세유화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난용성 약물, 오일, 계면활성제 및 보조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지는 난용
성 약물 포함 약학적 제제 제조 기술

3

2
기초연구

4

5

실험

6
시작품

실용화

9
사업화

1

발명의 명칭
자가미세유화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한 난용성 약물의 약학
적 제제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8-0115112 10-1800859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No

[인공 소화액에서의 용출 양상 그래프
(실시예 13)]

8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자가 미세유화 약물전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용화시킨 나노입자로 제조하여 장기 안정성이 우수함
˙pH에 영향을 받지 않아, 위장 소화액 수준의 용출액 이외에도 다른 소화 기관에서도 용출률이 향상됨으로써 약물
의 생체 이용률이 향상됨

[난용성 약물을 포함하는 약학적 제제 미세유화 촬영 이미지
(A:물, B:오일, C:물+오일, D:실시예 13, E:실시예 14, F:실시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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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료기반 기술

˙자가미세유화 약물전달시스템은 체액과 같은 수상을 만나
면 위장관 운동 등과 같은 약한 힘 등에 의해서도 쉽게 마
이크로에멀전을 형성하는 약물전달시스템으로 약물들의
효율적인 사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신약기반기술연구센터 ● 조 선 행 박사 ● shcho@krict.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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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박막재료연구센터 ● 이 정 오 박사 ● jolee@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의료기반 기술

의료플랫폼 기술

바이오 센서

적용제품

의료

바이오 센서 등

기술 개요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단백질에 높은 친화력을 가지는 압타머(Aptamer)를 흡착 고정시킴으로써, 타겟 물질이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기적 변화로 특정 분자(단백질, 펩티드, 아미노산 등)의 검출이 가능한 압타머 및 탄소나노튜브 트랜지스터를 이
용한 바이오센서 제조 기술

본 기술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수명연장 및 건강한 삶이 절
대적인 목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
료 등을 위하여 혈액 등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분자(단백
질, 펩티드 등)의 유무를 검출/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본 발명은 채널영역이 탄소나노튜브로 구성된 탄소나노튜
브 트랜지스터; 탄소나노튜브 소수성 표면에 흡착 개질된
DNA 압타머(aptamer); 소수성을 갖는 한쪽 부분이 탄소
나노튜브의 표면에 흡착되고, 다른 한쪽 부분이 압타머와
공유결합되는 고정물질; 로 이루어진 압타머를 이용한 탄
소 나노튜브 트랜지스터 바이오센서제조 기술임

˙현재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진단용 센서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나, 항체의 경우 고 난이도의 배양과 합성이 필
요하여 고비용으로 인한 상용화 어려움

˙압타머에 특정 단백질이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탄소나
노튜브의 전기적인 변화로 해당 특정단백질의 유무를 용
이하게 검출/확인 가능

˙또한, 단백질이 갖는 안정성의 문제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바이오센서의 유통기한에 제한을 주게 되며, 단가
상승 및 진단 센서의 오작동 증가될 수 있음

˙시스템 집적화 및 소형 분석 시스템 구축이 저비용으로
도 가능

˙항체와 유사하거나 더욱 우수한 기질 특이성을 가지면서
단백질인 항체와는 달리 뛰어난 안정성과 저가 생산이 가
능한 진단 센서 개발 필요

˙항체에 비해 높은 안정성을 갖는 압타머의 특징에 기반하
여 세척 후 여러 번 재사용 가능

기술 성숙도

압타머를 흡착 고정한 탄소나노튜브 트랜지스터 바이오센서

1

2
기초연구

˙본 발명은 탄소나노튜브 트랜지스터, 탄소나노튜브 소수성 표면에 흡착 개질된 DNA 압타머, 소수성을 갖는 부분
이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에 흡착되고, 다른 한쪽 부분이 압타머와 공유결합되는 고정물질로 이루어진 압타머를 이
용한 탄소 나노튜브 트랜지스터 바이오센서 제조 기술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Lab scale 성능평가 및 재현성 실험이 이루어짐 : 압타머 센서를 대장균 센서로도 (타겟 확장) 구현함

No
1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압타머를 이용한 탄소 나노튜브 트랜지스터 바이오센서 및 이
것을 이용한 타겟물질 검출 방법

10-2005-0056195 10-0748408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압타머 센서의 민감도 및 선택성 (우측 그래프)을
보여주는 그래프]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EP 1896847
CN 101194162
US 7854826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DNA 압타머(aptamer) 및 탄소나노튜브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바이오센서의 모식도]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압타머를 이용한
탄소 나노튜브 트랜지스터 바이오센서 및
이를 이용한 타겟물질 검출 방법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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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적합성 불소계 고분자 및
이를 포함하는 박막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의료기반 기술

의료플랫폼 기술

생체 적합성 소재

적용제품

의료

의료기기(체외 심폐기, 혈액 투석장치 등), 인공혈관 등

기술 개요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공중합체에 불화 메타크릴레이트 그라프트된 고분자를 제조하여 소수성을 지닌 혈액
적합성 소재 제조 및 혈액적합성을 지니는 프리스탠딩 고분자 필름 제조 기술

기술 특징

본 기술

˙인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심폐기능장애, 순환계통장
애를 가진 환자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을 다루기 위해
체외 심폐기, 투석 등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키는 체외 순환
기 장비/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본 발명은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로라이드 공중합체에 불소
계 메타크릴레이트를 이용한 개질을 통해서 그라프트 고
분자를 합성하고 이를 박막으로 코팅하거나 필름으로 만
들어 혈액 적합성 고분자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임

˙혈액이 장비에 맞닿으면 표면에 여러 가지의 단백질 흡착
으로 인해 혈액 응고/면역 작용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
생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므로, 이를 방
지하기 위해 소재의 혈액 적합성이 매우 중요함

˙본 발명의 고분자 소재는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가
지닌 우수한 기계적 물성에 높은 소수성 · 소유성 등을 부
여함으로써, 기존 친수성 혈액 적합 재료가 가진 장기 안정
성 문제, 젖음 현상과 팽윤 현상을 해결, 이를 통해서 혈액
과 맞닿는 다양한 의료 기기 에 대한 적용 용이성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켰음

˙유기 불소 고분자는 저에너지 표면특성, 내열성, 안정성,
내약품성 등 독특한 물성을 가짐
˙유기 불소 고분자는 소수성을 가지면서, 불화 탄소의 개수
를 조절하여 표면 특성을 조절 가능하므로 혈액 적합 소재
로 이용 가능성 높음

기술 성숙도

˙불소계 메타크릴레이트를 개질하여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로라이드 공중합체의 그라프트 고분자를 합
성 및 박막으로 제조한 혈액 적합성 소재 제조 기술

1

2
기초연구

˙친수성 혈액 적합 재료가 가진 장기 안정성 문제, 젖
음 현상과 팽윤 현상을 해결하여 혈액과 맞닿은 의료
기기에 적용 가능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III. 의료기반 기술

소수성 혈액 적합 소재인 불소계 메타크릴레이트 개질 공중합체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다양한 제품 적용을 위한 형상화 연구 단계
· Lab scale 합성 및 소재 물성 확보
· Scale-up 합성 연구 및 타겟 시작품 개발 단계

[알부민 표면 코팅 후 피브리노겐 흡착량 그래프]

No

발명의 명칭

1

혈액 적합성 불소계 고분자 및 이를 포함하는 박막

출원번호

패밀리특허

10-2018-0166493 10-2136871 WO 2020-130466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프리스탠딩 고분자 필름 사진]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알부민 표면 코팅 후 혈소판 흡착량 그래프]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계면재료화학연구센터 ● 손 은 호 박사 ● inseh98@krict.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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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브라피쉬 내 갑상선 호르몬 분석 방법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의료기반 기술

의료플랫폼 기술

기타 의료 플랫폼

적용제품

의료

인체/환경 독성 모니터링 동물모델

기술 개요
제브라피쉬 시료를 균질화 및 초음파 처리함으로서, 소량의 제브라피쉬 시료로부터 감상선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본 기술

˙제브라피쉬는 척추동물의 발생 및 유전자 기능연구, 인체
의 독성 및 다양한 질병 메커니즘 연구를 위한 모델로서 세
계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동물모델임

˙본 발명은 제브라피쉬 시료를 아세트산 완충용액과 함께
균질화하는 단계, 균질화된 혼합용액을 초음파 처리하는
단계 및 초음파 처리된 혼합 용액을 고체상으로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브라피쉬의 전처리 기술임

˙제브라피쉬의 실험에서 취할 수 있는 시료 양이 작아 단백
질, 유전자 연구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저분자 대사
체(호르몬) 연구에 있어서는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매우 적은 양(4~6개월 성체 제브라피쉬의 경우 몸무게가
0.3 g 내외임)의 제브라피쉬 시료로부터 갑상선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추출 및 농축 가능

˙갑상선 호르몬은 체내 특정부위에서만 작용이 일어나는
다른 호르몬들과 달리 신체 대부분의 조직에서 작용하며,
생체 내 다양한 대사에 관여하므로, 생체 내 다양한 대사
이상 및 이와 관련된 질병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표지자로
서 갑상선 호르몬이 사용됨

˙생체 내 활성이 적은 rT3와 대사변화 연구에 중요한 T3를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분리
하여 정성/정량 분석 가능

III. 의료기반 기술

˙제브라피쉬 내 갑상선 호르몬들의 정확한 정량을 위해서
는 각각의 갑상선 호르몬들을 분리/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 요구됨

추출/농축하여 갑상선 호르몬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기술

기술 특징
기술 성숙도

시료를 균질화 및 초음파 처리하여 제브라피쉬의 갑상선 호르몬 추출하는 방법

1

˙제브라피쉬 시료를 아세트산 완충용액과 함께 균
질화하는 단계, 균질화된 혼합 용액을 초음파 처
리하는 단계 및 초음파 처리된 혼합 용액을 고체
상으로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브라피쉬의
전처리 기술임

2

4

3

기초연구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No
1

발명의 명칭
제브라피쉬 내 갑상선 호르몬 분석 방법

출원번호

10-2019-0142979 10-2099194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제브라피쉬 내 갑상선 호르몬 분석을
위한 공정 순서도]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매우 적은 양의 제브라피쉬 시료로부터 갑상선 호
르몬을 효과적으로 추출/농축 가능

[초음파처리 시간 변화 따른 분석물질의
상대적 추출 효율]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플랫폼연구본부 화학분석센터 ● 조 성 희 박사 ● shc0429@krict.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의료기반 기술 > 의료플랫폼 기술

518
519

III.5-5-❷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KRICT) 의약바이오연구본부 ● 성 하 수 박사 ● hasoos@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의료기반 기술

의료플랫폼 기술

기타 의료 플랫폼

적용제품
바이오 분자 및 세포용 분리·정제 비드 또는 키트,
in vitro 자기공명 조영제 등

본 기술

˙세포, 단백질, 펩타이드, 핵산 등의 분리와 정제에는 원심
분리,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침강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음

˙본 발명은 카르복시메틸 덱스트란 코팅층이 표면에 형성
된 초상자성 산화철 (SPIO)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자성 아
가로스 비드 (MAB)

˙자성 입자를 이용한 바이오 분자의 분리와 정제의 장점은
다른 방법에 비해 분리와 정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분
리 효율이 높음

˙MAB 내부에 존재하는 SPIO가 친수성, 이온성 및 생체적
합성을 갖는 카르복시메틸 덱스트란으로 코팅되어, 아가
로스 하이드로졸 액적 내에서 SPIO의 응집이 방지되어
MAB 내부에 CMD-SPIO 나노입자가 균일하게 분포 가능

˙자성 입자는 주로 금속산화물 등이 이용되며, 자성 입자의
분산력 향상을 위해 자성 입자의 도핑 (Doping) 필요함

기술 개요
카르복시메틸 덱스트란 코팅 초상자성 산화철 (CMD-SPIO) 나노입자가 아가로스 비드 내에 분포되어 세포 또는 바이오
분자의 분리·정제 효율을 향상시키는 자성 아가로스 비드 (MAB)

˙본 발명의 CMD-SPIO-MAB과 달리 코팅되지 않은 또는
소수성 물질로 코팅된 SPIO 나노입자는 MAB의 중앙에
응집됨

˙자성 입자의 응집 억제는 친수성 또는 양친매성 물질의 코
팅을 통해 이루어지나, 바이오 분자의 분리 효율 향상을 위
해서는 코팅 물질이 생체적합성이 높아 바이오 분자의 특
성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함

˙바이오 분자를 흡착한 MAB은 영구 자석으로견인하는 경
우, 견인이 용이하고, 분리 정제의 과정에서 비드의 손상이
적어 바이오 분자 분리 효율이 향상됨

기술 성숙도

CMD-SPIO 나노입자 함유 자성 아가로스 비드

1

˙카르복시메틸 덱스트란 (CMD)이 코팅된 초상자성 산화철 (Superparamagnetic iron oxide, SPIO) 나노입자가 균
일하게 분포하는 자성 아가로스 비드 (Magnetic agarose beads, MAB)

3

2
기초연구

4

5

실험

6
시작품

8
실용화

9
사업화

기술파이프라인 확대 단계 : 확보 원천핵심기술 기반 차세대 기술 연구

˙MAB 내부의 초상자성 산화철 (SPIO) 나노입자들은 표면 CMD의 이온반발력으로 인해 아가로스 하이드로졸 액적
내에서 응집이 방지되어 MAB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

No
1

발명의 명칭
카르복시메틸 덱스트란이 코팅된 초상자성 산화철 나노입자
를 함유한 자성 아가로스 비드와 그 제조방법

출원번호

10-2018-0170397

CMD-SPIO 나노입자 함유 MAB
(CMD-SPIO-MAB)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SPIO 나노입자 함유 MAB
(IONP-MAB)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등록번호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One-pot synthesis of
CMD-SPIO nanoparticle

[합성 CMD-SPIO 나노입자의 X-선 회절 패턴]

7

III. 의료기반 기술

˙자성 입자가 매트릭스 내에서 균일 분포할 수 있도록 코
팅 물질이 자성 입자에 충분한 이온 반발력을 부여해야 함

기술 특징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의약 · 의료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카르복시메틸 덱스트란이 코팅된
초상자성 산화철 나노입자를 함유한
자성 아가로스 비드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 식물자원 관리

544
545

IV.1-3-❸

토마틴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식물병 방제용 조성물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헌

박사 ● hunkim@krict.re.kr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친환경 자원관리

식물자원 관리

식물병 방제

적용제품

농화학

생물농약, 친환경 식물병 방제제, 살균제 등

본 기술

˙화학적 합성 농약은 약제 저항성 유해 생물의 출현 빈도
를 증가시키고, 잔류 농약의 인간 및 동물 독성과 환경오
염 등 문제점이 많음

˙본 발명은 농업부산물인 토마틴(Tomatine)을 유효성분
으로 포함하는 식물병 방제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기술임
˙벼 도열병, 벼 잎집무늬마름병, 밀 붉은녹병, 및 고추 탄
저병 등 다양한 식물병에 대하여 우수한 방제효과를 가짐

˙생물 농약은 합성농약과는 달리 인간과 동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작물 보호제로서 높은
수요에 맞춰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농산업에서 특정작물의 재배 및 가공과정에서 매년 수십
억 톤의 농업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발
생하는 농업부산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저렴
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임

기술 개요
작물생산에 있어 도열병, 탄저병과 같은 식물병에 대해 방제 효과를 나타내는 농업부산물인 토마틴(Tomatine)
유효성분으로 이용한 식물병 방제제 기술

기술 특징

기술 성숙도

토마틴(Tomatine)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식물병 방제용 조성물

1

2
기초연구

˙농업부산물인 토마틴(Tomatine)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식물병 방제용 조성물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잿빛곰팡이병, 역병, 흰가루병, 붉은 녹병 및 탄저병과 같은 식물병에 방제제로써 유용하
게 사용 가능함

4

3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No
1

발명의 명칭
토마틴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식물병 방제용 조성물

출원번호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벼 도열병, 벼 잎집무늬마름병, 밀 붉은녹병 및
고추 탄저병에 대해 토마틴의 방제활성]

등록번호

10-2019-0009874 10-2146506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토마틴의 화학식]

III. 의료기반 기술

˙농업부산물이 부적절하게 관리되었을 때에는 악취,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
업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산물로 전환
하여 지속가능하고 청정한 농업생산 공정으로 확립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친환경신물질연구센터 ● 김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 식물자원 관리

560
561

IV.1-3-

연구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친환경신물질연구센터 ● 최 경 자 박사 ● kjchoi@krict.re.kr

기술 분류 / 활용 분야

기술 경쟁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친환경 자원관리

식물자원 관리

식물병 방제

적용제품

농화학

생물농약, 친환경 식물병 방제제 등

본 기술

˙현재까지 식물병을 방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화학
농약을 사용해왔으나, 생태계 교란, 환경오염, 인축독성,
약제 저항성 문제 등이 발생함

˙본 발명은 파라보에레미아 아디안티콜라 SFC20150402-M24
균주로부터 분리된 불큘산을 이용한 식물병 방제용 조성
물 제조 기술임

˙친환경 식물병 방제 수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
며, 식물 추출물이나 미생물, 또는 미생물의 이차대사산물
등의 천연 소재가 새로운 식물병 방제제 개발에 적극적으
로 이용되고 있음

˙본 발명의 조성물은 벼 도열병, 토마토 역병, 밀 붉은녹병,
고추 탄저병 등 다양한 식물병에 대하여 우수한 방제 효
과를 나타냄

˙곰팡이는 다양한 종류의 항균활성 이차대사 산물을 생산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작물보호제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
로 이용될 수 있음

기술 개요

II. 첨단 화학소재 기술

응용분야

기존 기술

I. 기초 화학원료 기술

파라보에레미아 아디안티콜라 SFC20150402-M24
균주로부터 분리된 불큘산을 이용한
식물병 방제용 조성물

파라보에레미아 아디안티콜라 SFC20150402-M24 균주로부터 분리된 불큘산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식물병에 대하여
우수한 방제 효과를 가지는 친환경 식물병 방제제 제조 기술

기술 성숙도

파라보에레미아 아디안티콜라 SFC20150402-M24 균주로부터 분리된 불큘산

1

2

3

기초연구

˙파라보에레미아 아디안티콜라 SFC20150402-M24 균주, 균주의 배양액, 균주의 배양 여액, 배양 여액의 분획물 또
는 불큔산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포함한 식물병 방제제 제조 기술

4

5

실험

6
시작품

7

8
실용화

9

III. 의료기반 기술

기술 특징

사업화

Lab-scale 성능 평가 단계 :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요소 확보

˙벼 도열병, 토마토 역병, 밀 붉은녹병, 고추 탄저병 등 다양한 식물병에 대하여 우수한 방제 효과를 나타냄

No

발명의 명칭

1

파라보에레미아 아디안티콜라 SFC20150402-M24 균주로부
터 분리된 불큘산을 이용한 식물병 방제용 조성물

출원번호

10-2020-0043324 10-2131411

기술이전 문의처: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실
[배양기간에 따른 불큘산 생산량]

[불큘산의 식물병 방제 효과
무처리구(a), 500μg/ml 처리구(b), 1,000μg/ml 처리구(c),
2,000μg/ml처리구(d), 트리사이클라졸 10μg/ml처리구(e)]

등록번호

최경선 선임연구원

chanian@krict.re.kr

042.860.7076

이난영 선임연구원

nylee@krict.re.kr

042.860.7940

채주병 연구원

jbchae@krict.re.kr

042.860.7763

패밀리특허

IV. 친환경 자원관리 기술

지식재산권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