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천연 생리활성 물질 안정화를 위한 Capsulation
기반 기술 개발

과제번호
2016_72

기술개요 및 기업니즈
- 천연생리활성 물질의 특성상 일반 화장품 등의 제품에 활성물질로 적용하는 경우 변화가 심하여 활성이 저하되어 제품의 기능성
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천연생리활성 물질은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능성 화장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제
품을 개발하고자 함.
- 천연물질 활성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동향조사, 핵심 장벽특허의 적용, 장벽특허의 기술을 회피한 회피설계 및 대응방
안 제시, 실용화 가능한 특허 창출, 향후 안정화 기술에 대한 R&D 방향을 제시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수립을
필요로 함.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내용과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다양한 제제기술 개발과 다양한 용도의 제품을 개발할 우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IP포트폴리오 구축

3순위

신규IP창출

1순위

R&D방향제시

2순위

장벽특허 대응전략

4순위

과제명

차세대 의료용 영상 센서 개발을 위한 기술경쟁
력 강화 전략 수립

과제번호
2016_73

기술개요 및 기업니즈
-기술개요
: CMOS를 이용한 의료용 영상 센서 기술분야
-기업니즈
☞ 기존 의료용 영상 센서의 특허 분석
- 경쟁사들의 핵심 원천 특허 조사
- 경쟁사들의 핵심 원천 특허 기한 및 권리 확인
- 회피 전략 수립
☞ 최근 의료용 영상 센서 관련 새로운 기술들의 특허 등록 파악
- R&D 방향 및 시장 진입 전략 수립
- 특허맵 지도를 만들어 인프라 구축
- 파괴적 특허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특허 권리를 분석하고자 하는 국가: 대한민국, 미국, 유럽, 대만, 중국
IP포트폴리오 구축

4순위

신규IP창출

1순위

R&D방향제시

3순위

장벽특허 대응전략

2순위

과제명

신약재창출 전략의 신규기전 맞춤항암제 개발

과제번호
2016_74

기술개요 및 기업니즈
기술개요
- 이분자 형광 상보 분석법을 개발하여 GPCR 이형중합체 탐색기술을 보유함.
- GPCR 160여종의 이형중합체를 탐색하여 다수의 신규 이형중합체 표적을 발굴함.
- 자체 발굴한 CXCR4 이형중합체를 표적으로 신규기전의 맞춤항암제를 개발중임.
- 기존의 시판의약품 및 후기임상개발신약을 이용하는 신약재창출(Drug Repositioning) 전략을 사용함.
- CXCR4 중합체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GPCRx의 억제약물을 탐색중임.
- 뇌암, 폐암 및 간암 등을 비롯한 다수의 특정 암종에서 4-6%의 발생빈도를 보이는 cxcr4 이형 중합체를 표적으로 동반진단과
맞춤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음.
기업니즈
- IP창출전략, 특허인프라구축, R&D방향제시. 핵심특허대응전략 순임.
- 다수의 후보물질 도출 및 동반진단법 등 다수의 특허기술 도출에 따른 IP-R&D 전략 수립
- 포괄적 특허전략 수립을 통해 강력한 IP 확보
- 특허출원 및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수립 및 IP창출 인프라 구축
- 이형중합체 특허 맵 작성
- GPCR 중합체 , 신약재창출 및 동반진단제 분야의 포괄적 특허분석
- 신규표적, 약효탐색, 진단 및 치료제 특허의 특허 명세서 틀 확보
- 동반진단법 및 원천기술 특허 확보

IP포트폴리오 구축

2순위

신규IP창출

1순위

R&D방향제시

3순위

장벽특허 대응전략

4순위

과제명

에너지/수처리용 이온 교환 복합막 개발

과제번호
2016_75

기술개요 및 기업니즈
1. 기술개요
- 탈염, 탈이온공정을 이용한 이온 제거 능력이 우수한 고분자계 소재의 개발
- 이온 교환 능력과 기계적 물성, 가격이 우수한 고분자계 이온 교환 소재의 개발
- 음용수 생산, 정수 처리, 전력생산에 적합한 고용량, 저가격의 신규 이온 교환 소재 개발
- 전기 흡착, 전기탈이온, 전기투석등에 적용 가능한 고분자 소재를 이용한 복합 멤브레인 개발
- 역전기투석을 이용한 전력 생산에 적합한 높은 선택도와 에너지생산량을 가지는 복합막 개발
[이온 교환 소재 분야]
- 폴리스티렌계 이온 교환 소재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계 이온 교환 소재
- 신규 이온 교환 소재의 탐색
-

[멤브레인화 공정]
가교결합을 통한 고분자 소재 및 가교제 조사
Sheet 제조 방법 / 멤브레인화 공정기술에 대한 조사
이온 교환 물질 다공 함침/코팅 기술에 대한 탐색
박막화 기술 개발

2. 기업니즈
- 다양한 Application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 원천소재의 조기 양산 적용을 통한 시장선점
- 수입대체/수출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
- 에너지용 RED 분야 신규 시장 선점

IP포트폴리오 구축

4순위

신규IP창출

2순위

R&D방향제시

3순위

장벽특허 대응전략

1순위

과제명

하드웨어 기반 지능형 구강 건강관리 시스템

과제번호
2016_76

기술개요 및 기업니즈
기술개요
ICT를 이용한 구강 질환의 정성, 정량적 분석, 수집 정보의 DB화 및 분석 알고리즘의 개발 및 빅데이
터 축적을 통한 전문 의료인과의 쌍방향 원격 구강 위생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정교화
통한 사용자의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 건강관리

사업참여 필요성
Ø
Ø
Ø
Ø
Ø

사용자의 구강 위생 수준 향상 및 AI 개발에 있어 지식재산권 확보
구강위생진단 관련 기술의 방법 및 장비의 특허 동향 분석
구강위생진단 관련 기술 및 장비의 특허 등록 및 사업화
구강위생진단 관련 개발 장치 및 서비스의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국가 표준기술을 등록하여 구강위생진단 관련 장치 및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추진

기업니즈
Ø 특허조사 및 기술개발 전략 구축
Ø 기술동향 분석 및 R&D 방향 전략
Ø 신규 IP 전략을 구축하여 사업화 추진
IP포트폴리오 구축

4순위

신규IP창출

2순위

R&D방향제시

3순위

장벽특허 대응전략

1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