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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이종기술융합형 품목정의서 (29건)

순번

과제명

page

1

자동차 공조용 초미세먼지 저감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필터 제조기술 개발
나노표면 가공 기술을 이용한 금속기반 인체이식 의료기기 개발
Rollable 유기태양전지용 투명전극 소재 개발
중대형 디스플레이용 FHD급 패널을 위한 μLED 광원 및
소자 집적화 기술 개발
QWIP 적외선 센서용 냉각모듈 기술 개발
CFRP 소재 부품이 적용된 전기차량용 구동시스템 기술 개발
ESS용 ZnBr RFB의 고효율/고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극기술 개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중형급 드론용 듀얼모터 및 통합제어기 개발
도시 철도차량 추진시스템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투과율 가변 기능을 가지는 에너지절감형 대면적 스마트 필름 개발
산화물 기반 CMOS 논리회로 구현을 위한 p형 산화물 반도체 개발
In-situ 중합 열가소성/탄소섬유 구조체 및 오버몰드 성형
탄소섬유복합재료(CFRTP) 개발
실시간 임플란트 정밀 식립 위치 제어를 위한
Micro-Manipulator 핵심 부품 개발
디스플레이 공정 호환 가능 유연 집적화 기판 개발
대면적 경사기능성 DLC코팅공정 및 장치개발
투광양전지용 집광 및 투명보호필름 개발
스마트 전력관리 및 제어를 위한 SoC 및 센서 기술 개발
디젤엔진 개조에 의한 소형 선박용 CNG엔진의 핵심부품 개발
고속 구동 가능한 파워밀도 1kW/kg 이상의 로봇용 인공근육 모듈 개발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적용 단결정 터빈부품 기술 개발
반도체 소자 제조를 위한 극자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개발
그린카용 170 급 고내열 PPA 기반 고기능성 복합소재 및 부품 기술 개발
광산 작업을 위한 200톤급 채굴장비용 인장강도 1,500MPa 이상 고내마모성
주강 GET(Ground Engaging Tool) 부품 및 검증 기술 개발
슈퍼커패시터용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RI 및 열가소성 복합재 공정 기반 3m 이상급 항공기 날개 모듈
일체화기술개발
열가소성 연속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한 EV용 경량
배터리팩 상부커버 개발
태양광 모듈 연속코팅장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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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센싱 기능 항균성 창상피복재 및 치료용 기기 개발
Side sealing 기능의 투명 점착 소재를 활용한 플렉시블 OLED 용
복합 코팅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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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_그린카스마트카-이종-01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자동차/
산업기술분류1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철도차량
소분류 공조기술
산업기술분류2 대분류 화학 중분류 섬유제품 소분류 융합섬유
제품
자동차
공조용
초미세먼지
저감효율
향상을
위한
과제명
친환경 필터 제조기술 개발
1.

개요 및 필요성

ㅇ 미세먼지 저감효율 향상을 위한 자동차 공조용 필터(cabin air filter) 개발

- 자동차용 cabin air filter로써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섬유형

태의 필터 모듈 제조기술 개발
- 기존의 필터(MERV11~13급, 0.3~1

㎛이하 입자에 대한 포집능력 50~75%)를 대체

할 수 있는 초미세 먼지 저감용 필터 개발

ㅇ 대기오염 심각성과 OIT함유 항균필터의 사용금지에 따른 친환경 필터 수요 증대
- 대기오염 관리시장은 매년 5%이상으로 성장

-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의 필터에서 유독물질인 OIT 방출에 따른 전량회수로 기존

항균필터의 안정성 논란이 확산 (환경부 보도, ‘16.7)
- 방미(

防黴)성과 항균성을 확보한 초미세먼지 필터 모듈 제조기술은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

* OIT(2-Octyl-3(2H)-isothiazolone):
2.

옥틸

이소티아졸론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

방미성 항균성을 동시 확보한
필터 모듈 제조 개발

(TR L

高통기성 자동차 공조용
:

[

시작] 4단계

~ [

종료] 7단계)

- 통기성이 우수한 필터 제조기술 개발
- 방미성과 항균성을 동시 확보한 필터모듈 제조기술 개발
- 아만성 흡입독성 결과,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기준 만족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8.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27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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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바이오헬스-이종-2

관리번호

대분류

산업기술분류

사업구분

중분류

바이오의료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기능복원/보
조및복지기기

소분류

의료용
소재

나노표면 가공 기술을 이용한 금속기반 인체이식 의료기기 개발

과제명
개요 및 필요성

1.

ㅇ

생체 적합성 (=인체이식 의료용 ) 나노구조 표면개질 기술은 세포 또는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료 계면에서의 세포 반응을 조절하여 재료의
생체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나노물질의 코팅 , 나노표면가공 등을 통하여 재료
표면의 물리적 , 화학적 , 혹은 전기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기술임

ㅇ

의료용 금속의 생체적합성 강화를 위하여 나노표면가공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 코팅 기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패턴을 이용한 세포 조절, 약물
방출 속도 등을 조절하는 생체기능성을 구현함
* 적용 가능 품목: 심혈관용 스텐트(재협착 및
(감염

2.

방

지,

골

형성/접착

진

촉

)

등

기

후

전형성

혈

지

방

), 치과 및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

등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금속 기반의 인체이식 의료 기기(스텐트 또는 임플란트) 개발
(TR L

:

[

시작] 4단계

~ [

종료]

7

단계)

- 인체이식용 금속(Ni-Ti, Ti, Co-Cr 합금 등)기반 의료기기의 복잡구조 표면상에

나노패턴 가공 기술
- 의료기기의 성능 향상을 위한 나노표면 기반 약물 조절 기술 개발
- 상기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제작 및 임상실험 인허가 신청 등

※ 심혈관용 스텐트나 치과 및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예) 임상실험 인허가 (IND)

3.

신청

, 전임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지표는 제안자가 제시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3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3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2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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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에너지-이종-03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기 에너지/
에너지/환경
환경기계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기계시스템 소분류 시스템관
기술
과제명
Rollable 유기태양전지용 투명전극 소재 개발
타

련

1.

개요 및 필요성

ㅇ 고투광성, 고전도성, 고내구성 및 균일도를 가진 유기 태양전지용 투명전극 기술 개발
- 기존의 소재의 성능 한계를 극복한 태양전지 효율 증대 및 제조원가 절감 실현
* 기존 전극 이외의 소재/공정 개발을 통한 제조 원가 절감 및 제품 경쟁력 확보

ㅇ 플렉서블 유무기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지배력이 높음
- 향후 디스플레이 등 타 산업으로의 파생될 가능성이 높음

·

-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연관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며 이를 통한 추격 가능
* 유기태양전지용 유연 전극 소재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개발에
2.

ㅇ

따라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지만, 적용 제품

급속한 성장이 기대됨

연구범위
최종목표

:

·

유연 태양전지의 개발 보급 활성화를 위한 내구성 및 균일도를 확
보한 투명 전극 소재 개발

(T R L

:

시작] 5단계

[

~

종료]

[

7

단계)

- 고전도성, 고투과도, 고내구성의 특성을 갖는 투명 유연 전극 개발
- 유기태양전지 제작 시, 기존 유기태양전지 효율 대비 우수(> 100%)한 유기태양전

지 시제품 개발

ㅇ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 면저항, Total Transmmittance(TT), 전극면적(폭 기준), 기계적 내구성, 대면적 균

일도, 유기태양전지효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지표는 제안자가 제시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3 -

INSIDabcdef_:MS_0001MS_0001

관리번호 2018-디지-이종-04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부품 및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전기전자 중분류 디스플레이 소분류 디스플레이
소재
중대형 디스플레이용 FHD급 패널을 위한 μLED 광원 및
과제명
소자 집적화 기술 개발
개요 및 필요성
o -LED는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100

1.

µ

·

㎛ 이하의 초소형 LED를 말하며, 이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경우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및 응용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o 디스플레이 화소를 형성하는 기술에 있어 R/G/B 각각의 LED 광원을 회로기판에 실

장하는 기술은 현행 제조 공정상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특히 중대형 디스플레이용에
는 청색

µ-LED 광원과 친환경 양자점과 같은 색변환 소재를 결합한 새로운 풀컬러

형성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o

µ-LED 광원 및 소자 집적화 기술은 생산성과 수율향상 등의 생산 단가 절감을 위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2.

:

중대형 디스플레이용

급 패널을 위한 청색

FHD

소자 집적화 기술 개발

(TR L

µ

:

[

µ

-LED

시작] 4단계

광원 및

~ [

종료] 7단계)

o 디스플레이용 청색 -LED 광원 제작 기술개발

µ

- 고외부양자효율 및 파장 균일성을 위한 -LED 에피 성장기술

µ

- 저전압/전류 균일성을 위한 고효율 -LED 칩 설계 및 공정 기술

µ

- -LED 광원 에피/칩 측정 및 불량검출 기술

o 고해상도(FHD급) 화소형성을 위한 친환경 양자점 컬러필터 기술개발

µ

- 청색 -LED 기반 화소구현을 위한 박막필름 제조기술
- 광추출 효율 향상 및 고색재현을 위한 최적화된 구조설계 및 구현기술
- 양자점 컬러필터의 신뢰성 향상기술

o 중대형 디스플레이용

µ-LED 디스플레이 패널 시제품 제작

µ
- µ-LED 디스플레이 패널용 단위모듈 시제품제작
- -LED 칩 대량 및 고속 실장기술

- 단위 모듈 시제품 신뢰성 검증 및 향상 기술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 4차년도는 12개월]

ㅇ
∼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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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_기계로봇플랜트항공_이종-05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공기조화/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에너지환경
소분류
시스템
냉동기계
과제명
QWIP 적외선 센서용 냉각모듈 기술 개발
1. 개요 및 필요성
ㅇ 적외선 센서는 외부광원이 없어도 물체가 방사하는 복사에너지로부터 영상을 획
득할 수 있는 장치로, 군사/우주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료/보안산업에서 광범
위하게 활용됨
- 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고정밀 온도측정과 빠른 응답특성을 확보가능
- 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고/저온의 열환경 조건에서 센서의 냉각을 생성하고 유
지할 수 있는 극저온냉각 모듈을 요구
ㅇ QWIP(Quantum Well Infrared Photodetector) 적외선 센서는 우수한 대기투과
특성으로 멀리 전송되는 장파장의 적외선을 검출할 수 있어 감시/정찰 등의 군사
분야, SF6, NH3 가스 검출, 적외선분광기 등의 민수분야에서 활용
- 기존 냉각온도 80 K 극저온냉동기 성능을 상회하는 고성능 냉각모듈 개발이 필
요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QWIP 적외선센서용 극저온냉동기 개발
(TRL :

[시작] 4단계 ∼ [종료] 8 단계)

- QWIP 적외선 센서용 극저온 냉동기 설계 기술 개발
- 고효율 헬륨 압축기, 재생열교환기 기술 개발
- 소형 냉각모듈 구동용 BLDC 모터 기술 개발
- 냉각모듈 드라이버 및 제어기 기술 개발
- 냉각모듈 성능/환경평가 기술 개발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
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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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_그린카스마트카-이종-06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저공
및
자동차/
산업기술분류1 대분류 기계 소재 중분류 철도차량
소분류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탄소복합
산업기술분류2 대분류 세
중분류 나노·융복
소분류
합소재
재료
과제명
CFRP 소재 부품이 적용된 전기차량용 구동시스템 기술 개발
해

ㆍ

라믹

개요 및 필요성

1.

ㅇ 스마트 & 친환경 차량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연비/환경규제와 충동 안전성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어

차량 경량화를 위한 적용 소재의 다변화가 추진됨
- 친환경, 그린카, 자율주행 차량 등의 핵심 공통사항인 견인용 구동 시스템의

세부 부품(케이스 등)에 CFRP 소재를 적용한 경량화 기술 개발
- 전기구동 차량의 핵심부품인 견인용 구동 시스템의 성능 및 내구성의 선진국 수준

기술 확보 필요

* 전기차량 구동시스템의

크밀도 및 효율 향상, 코깅,

토

크리플 및 진동소음의

토

소화

최

연구범위

2.

ㅇ

최종목표

:

전기차량용 견인 구동시스템에

CFR P

소재 부품의 적용으로 성

능/내구성의 선진국 수준 확보 기술 개발
( TRL

:

시작] 4단계

[

~

종료] 8단계)

[

- CFRP 소재 성형/공정 기술을 융합한 전기차량 핵심 부품 기술 개발

· CFRP 소재 기반 구동시스템 요소부품의 성형 및 공정기술 개발
· 강성, 강도, 내구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CFRP 부품의 설계 기술 개발

- 전기차량용 견인 전동기, 인버터 및 감속기 성능 고도화 기술 개발

· 전기구동용 전동기 및 감속기(포함하는 경우)의 효율 및 토크밀도 향상 기술 개발
· 전동기의 코깅 혹은 토크리플 최소화 기술개발
· 전동기 및 감속기(감속기 포함의 경우)의 진동·소음 최소화 기술개발
· 가변속 최적 제어(토크, 전류) MCU 시스템 개발
· 구동시스템의 전자파 및 내환경성 확보 기술개발 및 시험평가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ㅇ
ㅇ
ㅇ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 4차년도는 12개월]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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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에너지-이종-07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에너지/환경기
소분류
계시스템
과제명
ESS용 ZnBr RFB의 고효율/고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극기술 개발

기타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관련기술

개요 및 필요성

1.

ㅇ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시스템의 효율향상과 안정화를 위한 전력저장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발전 및 송.배전 건설 감축효과 등으로 인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ㅇ

ZnBr RFB(Redox Flow Battery)는 고에너지밀도 구현이 가능하고 가격경쟁력이

우수하여 상용화 가능성이 높으나, 낮은 에너지효율과 Zn dendrite 형성에 기인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ㅇ 높은 전류밀도에서 Zn dendrite 형성 최소화 및 전극반응성 개선을 통한 스트리핑
공정시간 단축 및 에너지효율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성능 전극기술
개발이 필요함
2.

ㅇ

연구범위
최종목표

:

에너지효율
ZnB r RFB

85%@40mA/
cm

2

용 전극 기술 개발

달성과 스트리핑 공정시간 단축이 가능한
(T RL :

[

시작] 4단계

~ [

종료] 7단계)

- Zn-dendrite 형성 최소화 및 스트리핑 시간 단축 가능한 전극기술 개발
- 높은 전류밀도에서 고에너지효율 달성을 위한 전극의 반응성 향상 기술 개발
- 대면적 전극 적용 ZnBr RFB 스택 평가
- Pilot 수준의 전극 제조기술 개발

ㅇ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 전기전도도, 브롬 내부식성, 스택 에너지 효율, 용량보존율, 스트리핑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지표는 제안자가 제시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8.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27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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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_기계로봇플랜트항공_이종-08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과제명

기계·소재

사업구분
중분류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로봇/자동
화기계

소분류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안전성 향상을 위한 중형급 드론용 듀얼모터 및 통합제어기 개발

1. 개요 및 필요성

o 두 개의 모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듀얼모터와 제어시스템
o 고정자코일 분리 및 ESC회로 독립설계 HW 이중화 구조
o 고장감지/복구 Fail-safe 및 ESC 지능형 전류분산제어 SW 와 ICT(IoT) 기반
Mobile GUI 어플리케이션
o 수입에 의존하는 드론 핵심 부품인 모터 및 ESC 시장
o 세계 최초 신개념 듀얼 모터와 전용 ESC 기술 확보로 세계시장 선점
o HW 이중화 및 Fail-safe 기술로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해결책 제시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안전성향상을 위한 중형급 드론용 듀얼모터 및 통합제어기 개발
(TRL :

[시작] 5단계 ~ [종료] 8단계)

- 중형급(12kg 미만) 드론용 고정자분리형 듀얼모터 개발
- 듀얼모터용 ESC와 ECU 개발
- 고장감지 및 복구가능 SW 개발
- ICT(IoT)기반 Mobile GUI SW 개발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
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8 -

INSIDabcdef_:MS_0001MS_0001

관리번호 2018-조선철도-이종-09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철도차량추
자동차/철
산업기술분류1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도차량 소분류 진/제어기
술
산업기술분류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과제명
도시 철도차량 추진시스템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

ㅇ

개요 및 필요성
도시철도차량의 핵심부품인 추진
시스템의 실시간 결함진단을 위한
전기적인 신호처리 기술과 고속
유무선통신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함.

ㅇ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예
지정비가 가능한 유지보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철도차량의 주행 안전성 향상과
효율적 유지보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연구범위

2.

ㅇ

최종목표

:

도시철도 차량 핵심부품인 추진시스템의 결함진단 및 고장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TR L

-

:

[

시작] 4단계

~ [

종료]

7

단계)

도시철도차량 추진시스템(변압기, 견인전동기, 인버터, 컨버터)의 실시간 결함진
단 및 예측을 위한 분석 기술 개발

-

도시철도차량 핵심부품인 추진시스템의 상태 및 진단정보 실시간 수집 위한 고
속 유무선 통신모듈 개발

-

철도유지보수 시스템의 예지정비 체계 도입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3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3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6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13.5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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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에너지-이종-10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기 에너지/환경기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에너지/환경
소분류
기계시스템
계 시스템관 기술
과제명
투과율 가변 기능을 가지는 에너지절감형 대면적 스마트 필름 개발
타

련

1.

개요 및 필요성

ㅇ 다양한 형상의 건물용 창호와 자동차용 썬루프 같이 높은 단열성과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필요에 따라 태양 에너지의 투과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내구성이 우수한 스마트 필름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짐.

ㅇ 기존의 스마트 유리는 투자비, 제작공정, 생산성, 품종 다양성, 표준화, 중량, 안전성
등에서 스마트 필름에 비해 단점이 많아 중소/중견 기업이 개발과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에 스마트 필름이 필요함.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태양에너지 투과율 변화량이

35%

이상의 내구성을 갖춘 대면적

에너지절감형 스마트 필름개발
(TR L

: [

시작] 4단계

~ [

종료] 8단계)

- 고분자 상전이 제어에 의한 투과율 가변형 소재 합성 기술 및 스마트 필름화

기술
- 저온 상전이 열변색 나노잉크 소재를 이용한 열변색 메쉬 필름 형성 기술
- 투과율 조절이 가능한 액정 필름 형 소재 및 모듈화 기술
- 고체 또는 겔 전해질을 사용한 투과율 가변형 스마트 필름 기술

ㅇ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 투과도 가변범위, 최고투과도, 최저투과도, 내굴곡성, 동작신뢰성, 고온고습시험,

필름크기, 투과율 균일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지표는 제안자가 제시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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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디지-이종-11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전기전자 중분류 디스플레이 소분류 디스플레이
부품및소재
과제명 산화물 기반 CMOS 논리회로 구현을 위한 p형 산화물 반도체 개발
개요 및 필요성

1.

ㅇ 현재 양산 중인 고품질 디스플레이에 적용되고 있는 n형 산화물 반도체의 기능
성 확장을 위하여 산화물 기반 CMOS 구현에 필요한 n형 대비 동등 성능의 p형
산화물 반도체 소재 및 소자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OLED와 같은 발광 소자의 스위칭/전류 구동 Array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대면적 투명 전자 기능 구현이 가능하므로 투명 로직 회로, 태양 전지, 열전
소자 및 고감도 센서 등에도 다양하게 적용 가능함

ㅇ 향후 기술 시장의 다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소재 기술이나 아직 초기 개발
단계의 소재이므로 원천 기술 확보 및 부가가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연구범위

2.

ㅇ

최종목표

:

형 산화물반도체 소재/소자 개발 및

p

(T R L

:

시작] 3단계

[

~

종료]

[

6

CMO S

논리회로 구현 검증

단계)

- 2종 이상 p형 산화물 반도체 소재의 도핑 및 온도 안정성 제어 기술
- p형 산화물 반도체 소자 특성 및 균일도/구동 신뢰성 향상 기술 개발
- 신규 p형 산화물 반도체 소재 적용 소자에 대한 구조 개선 및 특성 향상 기술
- 산화물 기반 CMOS 논리 회로 구현을 위한 소자 설계 및 회로 검증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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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_그린카스마트카-이종-12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산업기술분류1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금속분 소분류 복합재료
자동차/
차체 및
산업기술분류2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철도차량
소분류 경량화기술
In-situ 중합 열가소성/탄소섬유 구조체 및 오버몰드 성형 탄소섬유복합재료(CFRTP)
과제명
개발
류

개요 및 필요성

1.

ㅇ In-situ 중합 열가소성수지/탄소섬유 복합 구조체를 제조하고 여기에 오버몰드 성형
하여 제조되는 경량 탄소섬유복합재료(CFRP)는 충격강도가 우수하고 재활용이 가능
하여 다양한 그린카/스마트카 바디모듈 부품에 적용 가능하므로 경제성 매우 우수

ㅇ

재활용이 가능한 CFRTP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증대로 기술선점 시
부가가치가 매우 크며 In-situ 중합 수지 시스템의 최적화, 이종소재간 계면결합력
향상 기술 및 CFRTP의 친환경 연속섬유 재활용 기술 등의 고난이도 기술 필요
연구범위

2.

ㅇ

최종목표
용을 위한

:

재활용이 가능한 그린카/스마트카용 탄소섬유복합재료 부품 양산화 적
In-situ

오버몰드 성형

중합 열가소성수지/탄소섬유 복합 구조체 개발, 이를 이용한

CFRTP

개발

시작] 4단계

(TRL: [

종료] 7단계)

~ [

- In-situ 중합용 열가소성 수지 시스템(모노머, 촉매, 첨가제 등) 개발
- In-situ 중합 열가소성수지/탄소섬유 복합 구조체 개발
- 열가소성수지/탄소섬유 복합 구조체 적용 오버몰드 성형 기술 개발
- 양자 간(In-situ 중합 열가소성/탄소섬유 계면) 및 이종 간(복합 구조체/오버몰드

성형 컴파운드 계면) 접착력 향상 기술 개발
- 오버몰드 성형 CFRTP의 친환경 연속섬유 재활용 기술 개발
- 자동차 바디모듈 부품 1종 선정 후, 개발 소재 적용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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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바이오헬스-이종-13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보건/의료
산업기술분류1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보건의료기계시스템 소분류 기타
기계 시스템
자동화 관련
산업기술분류2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로봇자동화기계 소분류 계측
/센서기술
실시간 임플란트 정밀 식립 위치 제어를 위한 Micro-Manipulator 핵심
과제명
부품 개발
개요 및 필요성

1.

ㅇ 의료산업의 디지털 첨단화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선도적 기술 확보 필요
- 국내 의료기기 분야 R&D투자비율, 글로벌 9대 선도기업 대비 4.5%수준
*
*

내 의료기기 기업 총 R&D투자 4,459억 원,
국내 R&D투자에서 기초연구는 16.4%에 불과
국

로벌 10대 선도기업의 R&D투자 9,866B$

글

ㅇ 첨단의료기기분야 탈 추격형(Post Catch-up) 선도적 기술에 대한 R&D투자 필요
- 디지털기반의 치과기술(디지털 덴티스트리(Digital Dentistry)로의 변화)이 보편화
되고 디지털기기 및 재료의 비중이 증가추세
* 우리나라는 만명당 임플란트 식립률이 412명으로 세계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음
* 치과용기기는 의료기기 분야 중 수출경쟁력이 가장 높은 분야 (2013년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구강 내 최적의 임플란트 식립 위치 제어를 위한 Micro-Manipulator의
변위센서(Displacement Sensor)와 변위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표준 구강 가이드, 이를
통합한 식립 보조 부품(디바이스 모듈) 개발 (TRL : [시작] 5단계 ~ [종료] 8단계)
:

- 변위센서(Displacement sensor)
* 구강 내 최적의 임플란트 식립위치 제어를 위한 100㎛이내 오차범위의 정확도를 가지는 구강 가이드
장착용 비접촉 소형 변위센서 개발
* 변위센서의 식립 위치 정확도(Accuracy), 반복오차 최소화(Repeatability), 측정오차 최소화
(Precision) 향상을 위한 회로설계 및 제어 모듈 개발

- 변위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표준 식립 가이드
* 구강 내 환경(온/습도, 침 등 이물질)에 강인한 동작특성을 위한 변위센서(Displacement
Sensor) 적합소재 및 이를 적용한 식립 가이드(Stent & Standard Guide) 개발
* 환자 상태에 맞게 변위센서 장착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표준가이드 개발

- 변위센서 기반의 구강 내 최적의 임플란트 식립 위치 실시간 제어 시스템 및 SW개발
* 자동 제어 다축 Manipulator에 개발된 변위센서 및 부품의 적용
* 3D CT 영상 정보 기반의 임플란트 식립 위치제어 소프트웨어와 Micro-Manipulator의 변위센서 정보 연
동 정밀 위치 유도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 사용자(시술자)의 편의성이 고려된 정보 표시 장치(AR/VR 등) 적용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예)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지표는 제안자가 제시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 4차년도는 12개월]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ㅇ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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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디지-이종-14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전기전자 중분류 디스플레이 소분류
과제명
디스플레이 공정 호환 가능 유연 집적화 기판 개발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개요 및 필요성

1.

ㅇ 디스플레이, ICT 의료, ICT 자동차, 사이너지, 웨어러블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유연
정보전자소자용 기판 제조 기술 개발
- 디스플레이 공정과 호환이 가능한 유연집적기판
- 유연집적기판은 각종 기능요소들이 유연필름에 구비된 기판임.
* 기능요소: 산소/수분
-

침

투

제

억

지막, 저저항 투명전극, 광추출막,

봉

평

탄층

반복적인 기계적 작용(예. 구부림)에 대하여 기능요소 성능유지, 층간 박리 부재한
구조적 내구성 요구됨.

ㅇ 휘고 구부리고 접을 수 있는 내구성 및 신뢰성보유 유연집적화기판이 부재함.
- 기판소재분야, 전극분야, 광학분야 및 유연필름 등의 기판 구성

요소를 집적화

할 수 있는 융합형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나 요소들에 개별적 연구개발로 공정
호환성에 대한 기술적 고려가 미흡함.
- 상기의 기판은 후방산업의 기초로 기술적, 산업적 중요성이 매우 큼.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디스플레이 공정 호환 가능 유연집적기판 개발
(TR L:

[

시작] 4단계

~ [

종료] 6단계)

- 유연집적기판은 디스플레이 공정과 호환 가능해야 함.
- 유연필름은 봉지막, 광추출층 및 투명전극을 구비해야 함.
- 광학층은 광추출 기능보유 및 시야각색상의존성부재가 요구됨.
- 유연집적기판은 굽힘 반경 동적변경에 대한 내구성 및 성능을 유지보유해야 함.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3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3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2.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27.5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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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_기계로봇플랜트항공_이종-15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기계 소재 중분류 열/표면 리 소분류 식코팅
과제명
대면적 경사기능성 DLC코팅공정 및 장치개발
1. 개요 및 필요성
ㅇ 이중 빔(플라즈마) 소스를 활용한 대면적 경사 기능성 코팅 기술
ㆍ

처

건

- 본 기술은 수송기기의 엔진 부품 및 절삭공구에 저마찰, 저마모의 표면특성을 부여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할 수있는 표면 코팅용 장치 및 코팅 공정을 개발하는 기술임.
- 개발될 대면적 경사 기능성 코팅막은 solid카본을 활용한 DLC (Diamond Like Carbon)

ㅇ
ㅇ
ㅇ

막으로 내산화온도가 높고, 저마찰 특성을 보이나, 대면적화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선진
외국에서도 최근 상용화 장비 및 공정기술이 개발된 기술임.
신기후 대응을 위한 에너지 saving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수송기기, 산업 기계등 동력 전달 부품의 표면 마찰 및 마모를 줄여 연료의 사용효율을
높여 연비를 높이고, 기존 동력의 사용을 줄이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신재생
에너지 생성에 소요되는 자원보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친환경화 및 고효율화를 위한 절삭공구, 금형시장의 고기능 표면 코팅이 요구됨.
- 자동차의 경량화에 따른 비철소재 및 복합소재(C/C)의 난삭재 사용 증대에 따른 기존

내마모 코팅된 공구의 수명이 짧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능의 절삭공구의 코팅 기술
이 요구되고 있음.
새로운 공법의 코팅 시스템 및 공정 기술의 요구
- 국내에는 아직 DLC 코팅공정 상용장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않으며, 독일 및 일본등 특정 국가

에서 상용 장비가 개발되어 지고 있는 산업 원천 기술임.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에너지 saving을 위한 고경도 대면적 DLC코팅을 위한 공정 장비 제작
및 공정 기술 개발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 단계)
- 대면적 코팅 시스템 및 경사기능성 코킹 공정 기술개발
- 자동차부품상 코팅 공정 기술 개발
- 절삭공구상 코팅 공정 기술 개발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
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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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에너지-이종-16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환경기계
환경기계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시스템 소분류 시스템
관 기술
과제명
투광형 태양전지용 집광 및 투명보호필름 개발
련

개요 및 필요성

1.

ㅇ 태양광 시장은 2030년 까지 연평균 8%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148 GW 까
ㅇ

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중 시장 다변화에 따른 분산발전 수요가
증가되고 그에 따른 건물 일체형(BIPV), 차량용(TIPV), 레져용, 군사용등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분산발전 수요 중 건물일체형(BIPV) 발전이 가장 많은 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창호형 태양광 모듈의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창호형 태양광 모듈은 투광형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제조가 가능하며 이러한 태
양전지는 기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를 제외한 CIGS, a-Si, DSSC, 유기,
perovskite 등 박막 태양전지가 사용될 수 있음

ㅇ 투광형 태양전지는 빛의 투과율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이 감소하여 표면의 특성제
어를 통한 광산란/포집 기능을 갖는 기능성 필름의 개발이 요구됨

ㅇ 창호형 태양광 모듈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오 기능과 태양광 입사각에 따
른 효율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필름의 개발이 요구됨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

투광형 태양광 모듈용 고기능성 투명 보호 필름 개발
(TR 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투광형 태양광 모듈용 고기능성 투명 보호 필름 개발
투명 보호 필름의 내구성 강화 기술 개발
방오 기능을 갖는 투명 보호 필름 개발
양산성 확보를 위한 대면적 양산화 공정 기술 개발
투광형 태양광 모듈 적용 및 최적화

ㅇ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

- 필름적용 후 모듈 효율 향상, 필름 내구성 테스트, 필름 제조 면적, 필름 방오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지표는 제안자가 제시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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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디지-이종-17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산업기술분류1 대분류 전기전자 중분류 반도체소자
소분류 SoC
및 시스템
기 전기전
산업기술분류2 대분류 전기전자 중분류 전기전자
소분류
부품
자부품
과제명
스마트 전력관리 및 제어를 위한 SoC 및 센서 기술 개발
타

1.

개요 및 필요성

o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고효율 전력관리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o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공장, 빌딩, 농가, 집, 공공시설 등의 모든
분야에 전력관리 및 제어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있음
o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팜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1)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환경 및 상황을 인지하여, 2)조명과
공조기를 포함한 각종 기기의 동작 및 전원 공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o 스마트 전력관리 및 제어 시스템을 위한 1)전력량, 온도, 조도 등의 환경을 검출할 수
있는 기능과 무선통신, 정보보안 기능 및 각종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SoC,
2)사람 및 사물을 검출하여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레이더 센서, 3)물리적인 전력
차단을 위한 초소형 래치릴레이, 4)사용자 인증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2.

연구범위

o 최종목표






스마트 전력관리 및 제어를 위한 S oC 및 센서 기술 개발
(TR L :
[시작] 4단계 ~ [종료] 7 단계)
전력사용량, 온도, 조도 센서 등 환경센서를 지원하는 전력관리 및 제어용
wireless secured SoC 개발
초소형, 고신뢰성 무접점 래치릴레이 개발
사람 및 사물 근거리 움직임을 검출하는 고성능/저가격 레이더 센서 기술 개발
사용자 인증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 기술 개발
: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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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조선철도-이종-18 사업구분 소재부품기술개발 이종기술융합형
산업기술분류1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조선 양시스템 소분류 추진계통부품
산업기술분류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과제명
디젤엔진 개조에 의한 소형 선박용 CNG엔진의 핵심부품 개발
해

개요 및 필요성

1.

ㅇ 국제적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해 친환경 선박운행이 새로운 해운 조선업계의 성장
동력 분야로 급부상함에 따라 향후 2025년까지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선박추진 에너지원의 약 25%가 기존 디젤에서 천연가스 등으로 대체될 것
으로 예상됨.(EU '15)

ㅇ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중의 CNG(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선박 추진시스템을 개
발하면
배출이
연비도
최적의

디젤보다 30% 이상 저렴한 연료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매연과 황산물의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90% 이상, 온실가스 20% 이상을 감축할 수 있으며
거의 디젤과 대등하여 향후 중소형 선박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시스템임.

ㅇ 현재 대형 상선에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선박 추진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공간이 협소한 소형 선박(연안여객선, 어선, 레저선, 관광선)에는 CNG 선박 추진
시스템의 적용이 용이하지만, 기술개발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국내기술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연구범위

2.

ㅇ 최종목표

:

디젤엔진 개조에 의한 소형 선박용
(TR L

:

[

시작] 3단계

~ [

CNG

엔진의 핵심부품 개발

종료] 8단계)

- CNG엔진 시스템 설계 및 핵심부품 개발

∙ 연소계통/배기계통 부품 및 모듈 개발
∙ 연료공급계통/ECU 부품 및 모듈 개발

- CNG엔진 시제품 제작 및 공인인증 확보

∙ CNG엔진 시제품 제작
∙ CNG엔진 성능평가 및 공인인증

- CNG엔진 추진시스템 소형 선박 적용 최적 구획배치/설치/보수 방안 도출

∙ CNG엔진 추진시스템 적용 최적 선박 구획배치 설계 및 설치/보수 방안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ㅇ
ㅇ
ㅇ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기간 : 3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차 3차년도는 12개월]
정부출연금 : 연 8.4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18.3억원 이내)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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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_기계로봇플랜트항공_이종-19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기계 · 소재

사업구분
중분류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로봇/자동화
기계

소분류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과제명 고속 구동 가능한 파워밀도 1kW/kg 이상의 로봇용 인공근육 모듈 개발
1. 개요 및 필요성

ㅇ 노동인력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인간과 작업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일하는 협업로봇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
- Market & Market에 따르면 2020년 협업로봇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1.46조원으
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5kg의 payload에 대해 인간은 3kg의 팔로 감당할 수 있지만, 모터형 구동기를
사용하는 기존 로봇 팔은 경량화 설계가 되어도 20kg이상 수준
- 인체골격근의 대비 수십배의 고파워밀도를 발휘하는 유연-경량 구동기의 개발
로 안전한 경량 로봇이 가능해져 인간 협업로봇의 적용 및 산업적 활용도 증가
- 인간처럼 조용하고 유연한 동작이 가능함과 동시에, 유연한 관절로 인해 인간과의
충돌에도 안전한 유연/경량 고파워밀도 인공근육 모듈 개발이 시급히 요구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고속으로 구동하는, 파워밀도 1kW/kg 이상의 로봇용 유연-경량 인공
근육 모듈 개발
(TRL : [시작] 4단계 ∼ [종료] 7단계)
- 인간근육처럼 수축/이완 구동방식의 유연-경량 인공근육 모듈 개발
- 고속 구동 가능한 고수축률 인공근육 모듈 개발
- 파워밀도 1kW/kg 이상의 인공근육 모듈 개발
- 인공근육 모듈 일체형 힘센싱 기술 개발
- 인공근육 모듈 제어기술 개발
- 인공근육 모듈의 반복구동 내구성 시험 및 신뢰성 향상 기술 개발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
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 4차년도는 12개월]

ㅇ
∼
ㅇ 정부출연금 : 연 9.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0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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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_기계로봇플랜트항공_이종-20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주
산업기술분류1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항공/
소분류 항고공정기동/고력회장전치
시스템
산업기술분류2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주조/용 소분류
주조
과제명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적용 단결정 터빈부품 기술 개발
1. 개요 및 필요성
우

접

익

특수

ㅇ 무인기 엔진에 적용 가능한 단결정 초내열합금 최적 조성을 확보하고 냉각유로가
설계된 중공형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제작 기술 개발을 추진
- 무인기용 엔진 개발에 있어서는 선진사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연소기, 터빈
등 가스터빈 고온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자체 개발을 통한 독자 기술 확보가
필수적
- 효율 향상을 위해 엔진 고도화 필요하며 단결정 터빈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우
선 개발 후 타 엔진 부품으로 확대 추진
- 엔진 부품 적용 위해 합금 특성에 대한 data 필요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국내 고유 초내열합금 소재 확보와 이를 이용한 단결정 부품 제조기술
개발 (TRL :

[시작] 4단계 ∼ [종료] 7 단계)

- 단결정 초내열합금 최적 조성 확보
- 단결정 고유 합금 기계적 특성 data 확보
- 자체 조성 활용 항공용 단결정 중공형 블레이드 주조 기술 개발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
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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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디지-이종-21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및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전기전자 중분류 반도체소자
소분류 Si 소자
시스템
과제명
반도체 소자 제조를 위한 극자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개발
1.

개요 및 필요성

ㅇ 극자외선 반도체용 포토마스크 원천 소재 부품인 블랭크 마스크 개발 사업임
- 극자외선 블랭크 마스크 소재 부품의 국산화 개발

-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필수적인 포토마스크 특성 평가 기술 개발이 필수임

ㅇ 반도체 공정 기술의 변화 (ArF Lithography → EUV Lithography)로 인한 EUV

Blankmask 개발 Needs 증가로 EUV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므로 선제적 투자를

통한 산업육성이 필요

ㅇ 일본 업체 (HOYA, 아사히글라스)의 독점적 공급으로 인한 국산화 필요 및 기술력
확보 필요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반도체 소자 제조를 위한 극자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원천 소재 부품 개발
(TR L

:

[

시작]

4

단계

~ [

종료]

7

단계)

1) 블랭크 마스크 소재 개발
- LTEM 기판 기술 개발 및 다층 반사막(Multi-layer) 물질/구조 개발
- 후면 전도막 흡수막 물질/구조 개발
2) EUV 포토마스크 특성 평가 기술 개발
- Photomask Unit Process (Writing, Etching, Cleaning Process) 평가
- Patterning 특성 (CD Uniformity, CD Linearity, Profile, LER) 평가
- 극자외선 마스크 성능 평가 (Wafer Level 성능 emulation, EUV 반사도 @6“)
- 위상변위 마스크 이미징 성능 평가 (NILS, MEEF, H-V CD bias)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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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abcdef_:MS_0001MS_0001

관리번호 2018_그린카스마트카-이종-22 사업구분
산업기술분류1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소분류

자동차/
철도차량

차량운동성
능 및
진동/소음
저감기술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산업기술분류2 대분류 화학 중분류 고분자재료 소분류
과제명 그린카용 170℃급 고내열 PPA 기반 고기능성 복합소재 및 부품 기술 개발
개요 및 필요성

1.

ㅇ 전기자동차는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경량화에 대한 이슈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성능/고기능성 부품 개발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고전압용
부품 개발을 위해서는 소재 간 치수안정성, 내전압, 고내열성 특성을 갖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채용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

- 전기구동 시스템의 고전압용 전장부품의 개발이 필요
- 고전압 커넥터는 난연, 방열, 고내구성, 내수성, 장기 열화성 저수축성 및 냉내열에

견디는 소재가 필요

ㅇ 전기차에 사용되는 부품의 경우 배터리의 무게가 높기 때문에 차체 무게경량화를

위한 고기능성 부품 개발이 요구됨. 고속 성형 및 형상 자유도가 높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적용분야(기어, 임펠라, 케이지 등)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난연, 방열, 고내구성, 내수성, 내유성, 내마모성에 대한 부품 특성이 중요해지며, 부품의

수명향상을 위한 고성능 PPA(Polyphthalamide) 컴파운딩 기술 및 부품화 기술이 필요함
- 세계 컴파운딩 시장은 연평균 5%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기준 833조의

시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함 (BBC research)
연구범위

2.

ㅇ 최종목표

:

장기 내열

170

℃급

,

적용 부품 개발

수분 흡수율
(T R L

:

2.5%

이하의

시작] 4단계

[

~

PPA

기반 복합소재 및

종료] 8단계)

[

- 고기능성 PPA 컴파운딩 복합소재 개발
- 진동 및 열에 의한 절연율 변화가 낮은 소재 기술 개발
- EV 부품에 적용 가능한 고전압용 커넥터 성형기술개발(인서트 사출)
- 그린카용 부품용 기어 및 임펠라 성형기술개발
- 대상부품 : 커넥터(일반/ 고전압), 기어류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ㅇ
ㅇ
ㅇ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 4차년도는 12개월]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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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_기계로봇플랜트항공_이종-23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기계 · 소재 중분류 산업/일반기계 소분류
/광산기계
작업을 위한 200톤급 채굴장비용 인장강도 1,500MPa 이상 고내
과제명 광산
마모성 주강 GET(Ground Engaging Tool) 부품 및 검증 기술 개발
1. 개요 및 필요성
건
설

ㅇ 해외 선진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광산용 GET류의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조원 이
상으로 추산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업체의 경우 아직까지는 일반
건설기계용 GET류의 제조만이 가능하여 고성능 제품이 요구되는 광산용 GET류 시
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ㅇ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소재, 주조, 형상, 체결시스템 설계, 시험 평가 등의 다양한 기
술 연계가 필요하며 기업 단독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
어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에서 전문 기술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시험 검증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보에 있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광산 작업을 위한 200톤급 채굴장비용 인장강도 1,500MPa 이상 고내마모성
주강 GET(Ground Engaging Tool) 부품 및 검증 기술 개발
(TRL :

[시작] 3단계 ∼ [종료] 7 단계)

- 높은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 확보를 위한 주강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
․합금설계 및 열처리 최적화 기술 개발
․소재 균질도 향상을 위한 simulation 및 용해/주입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 형상 및 체결 구조 설계
․사용 환경별 하중 조건 정의
․여러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형상 설계 및 구조 강건성 검증
․체결부에 대한 기구설계 및 체결력, 내구성, 안전성 평가를 위한 구조 해석
- 품질 관리 및 시험 평가 기술 개발
․체결 정밀도 검증 기술 개발
․개발 소재의 기계적 성질 평가 방법 도출 및 측정
․테스트 벤치 및 실차 시험을 통한 제품 사용수명 평가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 4차년도는 12개월]

ㅇ
∼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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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에너지-이종-24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에너지/환경
소분류
기계시스템
과제명
슈퍼커패시터용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기타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관련기술

개요 및 필요성

1.

ㅇ 슈퍼커패시터는 전력밀도가 높고, 충방전 속도가 빠르며, 충방전 사이클 수명이 50

만 사이클 이상으로 매우 길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부하응답 특성이 느린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스템에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하면 발전된 전력과 부하전력 사이의 차

ㅇ

이를 슈퍼커패시터가 흡수 또는 방출함으로써 전력품질을 확보하는데 기여
슈퍼커패시터에서 원가 비율이 가장 높은 소재는 활물질 29%, 분리막(세퍼레이
터, 전해지) 18%, 전해질 17%, 집전체 15%이며, 이중 분리막의 경우 국산화율이
0%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ㅇ 슈퍼커패시터의 비용 절감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차지를 위한
방안으로 각국에서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및 소재에 대한 수입의존
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분
리막 제조기술 확보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슈퍼커패시터용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TR L

:

[

시작] 3단계

~ [

종료] 7단계)

- 국내 최초 슈퍼커패시터 분리막의 국산화 및 고성능화
- 천연 소재 기반의 종이/셀룰로오스/폴리올레핀 등을 활용한 3차원 계층적 기공

구조를 갖는 분리막 설계 및 제조 기반 기술 개발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 분리막 두께, 통기도, 기공도, 비표먼적, 전해액 젖음성, 이온전도도, 기계적 강

도, 슈퍼커패시터 평가(용량), 슈퍼커패시터 평가(저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
지표는 제안자가 제시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3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3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6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13.5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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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_기계로봇플랜트항공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_이종-25
주
고정 /회전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항공/
소분류
시스템
항공기기체
RI 및 열가소성 복합재 공정 기반 3m 이상급 항공기 날개 모듈
과제명
일체화 기술 개발
우

익

익

1. 개요 및 필요성
ㅇ 경량 섬유 복합소재 기술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요구 증가
-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을 위해 수송기기의 연비 향상 및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
화되고 있어, 기존 스틸 대비 50% 이상의 경량화가 가능한 탄소섬유복합소재(CFRP)
의 도입에 대한 시장 요구가 급격히 증가됨.
- 항공 제조 산업에 있어 경량화를 통한 탑재량, 비행시간 증대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추후 탄소섬유강화복합재의 적용율 및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ㅇ OoA 성형 공정 기술을 통한 고효율 항공기용 복합재 구조물 제작 기술 필요
- 기존 Autoclave를 이용한 항공 구조물 성형 기술은 고비용 및 제작 크기에 대한
한계가 큼.
- 이를 탈피하기 위해 OoA(Out of Autoclave)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항공기용 구조
복합재에 대한 대형화, 경량화, 고효율 신속 생산이 가능한 복합재료 공정 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RI 및 열가소성 복합재 공정 기반 3m 이상급 항공기 날개 모듈 일체화
기술 개발 (TRL :

[시작] 4단계 ∼ [종료] 7 단계)

- Resin Infusion(RI)를 이용한 복합재 공정기술 개발 (Tg 350 ˚F 급)
- Thermoplasitc Prepreg를 이용한 고속 열성형 기술
- 이종소재/공정부품의 접합 및 체결 기술 개발
- 복합재 열변형 제어 기술 및 구조물 건전성 (비파괴) 평가 기술 개발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 4차년도는 12개월]

ㅇ
∼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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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에너지-이종-26

관리번호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소분류
열가소성 연속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한 EV용 경량 배터리팩
과제명
상부커버 개발

기타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관련기술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1.

ㅇ

개요 및 필요성
최근 배터리 팩 케이스의 구성부품인 커버의 경우 SMC와 같은 열경화성 수지를
적용하고 있지만 열경화성 수지의 특성상 자원의 재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친환경
기술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유럽 및 중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재활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열가소성 수지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팩 케이스의 경량화 기술의 개발이 시급함.

ㅇ 연속 제조공정 시스템인 연속섬유강화 복합재료 제조 기술을 통한 높은 기계적 강도
기술 확보와 나노복합재료 기술을 통한 다기능(발열, 방열, 전자파 차폐, 난연 등)이

·

융 복합화된 EV용 배터리 팩 케이스 커버 제조기술을 확보할 경우 전기자동차의
기술발전 가속화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수송기기 핵심부품으로의 경량화 기술 확대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선진 경제 진입을 위한 성장 동력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전기자동차용 연속섬유강화 열가소성 복합재료를 이용한 다기능
배터리팩 케이스 커버 개발

(TRL :

시작] 4단계

[

종료] 7단계)

~ [

- (소재 개발) 기계적 성능이 우수한 장섬유강화 복합소재 제조 기술 개발, 열전도도가 우

·

수한 전자기파 영향성 저감 나노 복합소재의 융 복합 재료 개발, 나노기술 적용 난연 복
합재료 기술 개발
- (설계기술 개발) 고강도/다기능 제품 구조 일체화 설계 기술
- (공법 및 성형기술 개발) 연속섬유 공정기술 개발, 배터리팩 커버 제조공정 최적화, 수

축 및 뒤틀림 개선 공정 개선
- (성능검증 및 실증평가) 소재 및 제품 특성 평가 및 양산기준 시제품 신뢰성 평가

ㅇ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 인장강도, 굴곡강도, 난연, 경량화율, 치수안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지표는

제안자가 제시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26 -

INSIDabcdef_:MS_0001MS_0001

관리번호

사업구분

2018-에너지-이종-27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기타에너지/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소분류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환경기계
시스템관련
기술

과제명
1.

중분류

기계소재

태양광 모듈 연속 코팅 장비

개요 및 필요성

ㅇ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약 3% 미만을 알
려져 있으며 화석연료의 매장량 한계, 탈원전화, 국제적 환경 규제 정책 등 내외
부 환경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ㅇ 기존의 인쇄기법을 적용한 롤투롤 연속공정 장비를 이용하여 태양전지 생산에 소
비되는 에너지 소모가 적고 제작 시간이 짧아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제조 원가를

․양산형 태양전지로 유력시 되고 있음

크게 낮출 수 있어 저가
2.

ㅇ

연구범위
최종목표: 용액공정을 이용한

Flexible

OPV

모듈 생산용

복합 코팅/프린팅 공정 장비 개발 및
Forged Dryer

기술 개발

(TRL :

OPV

one

shot

R2R

나노/마이크로

모듈 효율 향상을 위한

시작] 4단계

[

Pulse

종료] 7단계)

~ [

1) R2R 나노/마이크로 복합 코팅/프린팅 공정 장비 개발
- Nano/Micro 박막 코팅 기술 개발, Anti-Vibration 기술 개발
- Roll 속도 Synchronization 기술 개발, 고정밀 Register 기술 개발
- Web 폭 : 300mm 이내, 생산속도 : 5m/min 이상, 코팅균일도 : 10% 이내
2) IPL(Intense Pulse Light) 건조 기술 개발
- 노출 균일도 :

±2% 이상

㎠

- 최대 광출력 전달 : 35kW/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 코팅균일도, 생산속도, Web 폭, Register정밀도, 최대광출력, 노출균일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지표는 제안자가 제시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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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바이오헬스-이종-28 사업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산업기술분류1 대분류 바이오·의료 중분류 융합바이오 소분류
산업기술분류2 대분류 바이오·의료 중분류
소분류
과제명
바이오 센싱 기능 항균성 창상피복재 및 치료용 기기 개발

바이오 진단기기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생

체신호

정/

측

진단기기

개요 및 필요성

1.

ㅇ

일반 창상피복재는 상처보호, 오염방지, 삼출물 흡수, 출혈방지 그리고 상처회복
기능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상처치료의 능동적인 기능(센싱, 치료, 회복)필요성 증대
* 창상피복재의 세계시장은 2013년도 기준 34.5억달러로 형성하였으며, 연평균 3.1% 성장률로

ㅇ
ㅇ
2.

2020년도에 42.6억달러

모로 확장될

규

것으

로 전망됨

기존 창상피복재의 기능과 더불어 바이오센싱(압력, 온도, PH 등...)기능과 상처의
적극적인 치료(음압, 약물전달 등..)가 가능하고 원격모니터링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복합기능성 스마트 창상피복재의 개발이 요구됨
타산업(IoT, 빅데이터, 인공지능)간의 융합을 통하여 상처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며, 복지서비스 향상, 의료적 약자 맞춤형 의료 및 고령화 시대에 각광받는
기술로 발전예상
연구범위

ㅇ 최종목표

:

바이오 센싱 기능 항균성 창상피복재 및 치료용 기기 개발
(T R L :
[시작] 4단계 ~ [종료] 7단계)

- 박막형 복합 바이오센서(압력, 온도, pH 등)가 결합된 스마트 창상 피복제 개발
- 스마트 창상 피복제와 상처치료기가 수직 결합된 일체형 디바이스 개발
- 무선통신 데이터전송 및 제어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삼출물 흡수가 가능한 환부

부착형 능동상처치료기기 개발
- 상처 모니터링 및 능동치료 알고리즘 적용한 전압구동형 능동상처치료기기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평가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8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25.5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28 -

INSIDabcdef_:MS_0001MS_0001

관리번호
2018-디지-이종-29
사업구분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전기전자 중분류
과제명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소분류

디스플레이

Side sealing 기능의 투명 점착 소재를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한 플렉시블 OLED 용

포함

high barrier 복합 코팅 소재 개발

개요 및 필요성

1.

ㅇ Rollable TV를 비롯하여 조만간 도래할 각종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roll to roll 공정이 가능하고 유연성이 뛰어난 high barrier 필름과 OLED 모듈에

부착하기 위한 점착 필름 개발

ㅇ 국가 경제를 견인할 위치에 있는 국내 OLED 패널 제조 및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산 소재부품의 비율을 반드시 높여야 함
- high barrier 복합코팅소재는 대면적으로

많은

사용량이

예

상되는 핵심소재이므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가격 경쟁력이 부여된 상용 제품의
- high barrier 복합코팅소재는 향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확률이

높은

소재로서 점착면

- 전세계 OLED 리더인

국

내

면의

측

수요

분

수

투를

침

지하는 기능이

방

업체에서는 현재 보다

어서 OLED 디스플레이에서 검증된

있

투롤

롤

더

국

산화가 필수임.

미네이트 공정으로 부착될

라

된 제품을 개발해야

포함

높은

신뢰

성의 제품을

요

함.

구하고

의 제품 개발이 필요함.

수준

연구범위

2.

ㅇ

최종목표

:

플렉시블

O LED

디스플레이에 점착하여 사용되는 투명

복합 코팅 소재 개발

(TR L

:

[

시작]

4

단계

~ [

종료]

high
7

b arrier

단계)

- 55인치 이상 크기의 플랙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 가능하도록 롤투롤 대면적 코팅

공정으로 제조되며, 투명하고 광의 왜곡이 없는 high barrier 복합 필름 개발.
- 플렉시블 소자의 상/하면에 점착 라미네이션되며, 점착 측면부에서도 충분한
barrier 기능이 발휘되어 디스플레이의 신뢰성이 보장되는 복합코팅소재 개발.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능

,

신뢰성 등의 개발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단 1차년도(‘18년)는 2개월(‘18.11.1-’18.12.31), 2∼4차년도는 12개월]
ㅇ 정부출연금 : 연 8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25.5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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