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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519_001 

동작인식 기술기반의 AI·빅데이터·IoT 융합 개방형 헬스케어 솔루션

매칭 제안번호 : B_220516_002 / B_220513_002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3D 동작인식 기술 기반의 AI 헬스케어 기기

2D 모바일 홈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

업태 및 종목 전자기기 개발, 제조 / 멀티미디어 학습장치 제조

제품 개요

2D/3D 동작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Big Data)가 융합된 헬스케어기기 및 AI 홈 피트니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영유아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전연령의 PFR(Personal Fitness Record)데

이터 확보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원스톱 개방형 플랫폼

인증서 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특허 9종/KC/상표/디자인등록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1. 2D/3D 동작인식기술 활용 측정/평가 시스템

- 사용자의 직관적 위치 확인이 가능한 운동 측정·평가 관리 솔루션

- 2D/3D 카메라를 활용한 동작인식기술을 통해 신체 25개의 관절 움직

임을 추정 및 분석하여 정확한 평가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2. AI 인공지능

-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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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얻은 신체 측정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

사가 자체 보유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에 가장 최적화되고 

FITT(Frequency, Intensity, Time, Type)을 고려한 과학적 운동 솔루션 

보유.

3. 빅데이터/클라우드

- 빅데이터 활용한 측정&분석-진단&솔루션-관리 체계 선순환 구조 구축

- 사용자들의 PFR(personal Fitness Record) 육체적 움직임을 통해 얻어

진 신체 능력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구축함으로서 영유아부터 시니어까

지 전연령이 참여가능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및 솔루션 보유.

적용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 손해보험산업, 메타버스/VR

통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전 산업 분야



투자 및 전략적 협력 techinvest.kr

- 3 -

■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지속적인 기술 및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시장확장 계획

국내특허 ( 9 ) 건     

해외특허 ( - ) 건    

최근 재무 상황
매출 259백만원 영업이익 -427백만원

자산 2,411백만원 자본금 1,040백만원

인력수 17명

협력 필요성

n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확대 

- 협력기업 서비스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장

- 마케팅 및 전문인력을 통한 유통망 확대

- 응용 서비스 개발 기업과 역할 분담으로 시장 확장 

n 투자 유치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 당사는 투자 유치를 통한 제품 생산비/유통망 확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에서의 빠른 점유를 계획.  

협력 요청내용

투자 : 30억원 희망

당사는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해 빠른 시장 점유율을 위한 제품 생산비와 

영업비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 및 콘텐츠 R&D 고도화를 계획.

보상 방법 지분 제공 등 구체적 내용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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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1_002 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 폰 기반 

              운전자 지원시스템 (ADAS) 및 데이터 수집 솔루션

매칭 제안번호 : B_220425_001 / B_220513_001 / B_220513_002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스마트 폰 App 기반 솔루션

ADAS 알람

전방 도로 위 데이터 수집

향후 3D 정밀지도 구축

운전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공 (스마트폰 원격 음성 및 모션 제어)

스마트 폰 거치대 H/W 및 App S/W

업태 및 종목 제조업 

제품 개요

수많은 페타바이트(1,024테라바이트)의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몇 년

이 소요. 당사 기술로는 몇 주 만에 처리 가능. 이 방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최초의 표준화된 자율주행 프로그램 개발 가능. 

인증서 KC, CE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당사는 3D 정밀지도 구축과 모션 센서를 융합한 스마트폰 기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기술은 현재 운전자 주행보조 디바이스(에프터 마켓) 

및 자동차 내장 기술(비포 마켓) 두 가지 형태로 기획 중이며 향후 최단 

시간에 최대의 도로 위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업무 추진합니다.

당사 개발 예정 제품

https://techinvest.kr/html/sub/mainstayCompany/cooperationProposal_view.html?id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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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 향후 자율주행에 응용 가능한 산출물 구현

❍ 운행 중 모바일기기 터치 없이 제어 및 모바일기기 카메라 영역을 
통한 자율주행에 응용 가능한 도로 위 데이터 수집 솔루션 개발
 데이터 및 3D 융합 기반 정밀지도 구현으로 Lv.4 완전자율주행 경쟁력 확보
 자율주행 정밀지도 솔루션으로 개발 대상 기술    
 최단 시간, 최대 데이터 수집 솔루션

∎ Lidar와 Radar 대비 매우 저렴, 어느 차량에나 장착이 가능한 범용성 확대

∎ 수집한 데이터를 3D 데이터화 가공을 통해 3D 정밀지도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완전자

율주행 lv4~5 수준의 연구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솔루션이 창출 가능

∎ 범용성 기기 기반 데이터 수집 솔루션으로 최단기간으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솔루

션 구현 가능, 자율주행 시장에 혁신적인 패러다임 선도 가능

∎ 코로나19 이후 많은 자동차 업체가 어려운 시기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완성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표준화 값을 제시하는 나라로 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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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기술(제품)의 시장 우위성

① B2C/B2B/B2G 모든 시장 타깃 가능
❍ 소비자 위주의 B2C 시장, 전형적인 메이저 자동차 제조의 B2B 시장, 

스마트시티를 위한 B2G 모든 시장을 포괄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침
투 가능

❍ 당사 제품은 범용성, 쉬운 접근성, 비교적 저렴한 가격 보유
 제스처 컨트롤(모션인식) 및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관련 

시장 우위성
 모바일기기와 차량만 소지한 소비자라면 당사제품 이용 가능
 별도 설치비용이 없음 (시가잭으로 제품 전력 공급 및 App 다운 후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

② 도로 위 데이터 수집 관련 시장 우위성
❍ Crowdsourcing 개념의 일반 유저들이 특수목적성의 데이터 수집에 

자신의 차와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에 참여, 다량의 빅데
이터 실시간 수집 가능.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도로 위 데이터 수집 솔루션으로 적용 가능 
* 현재 각종 데이터 수집 장비를 장착한 MMS Vehicle 차량은 약 15억 원

 범용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최대 데이터를 최단시간 내 수집 가능
③ 시장진입 장벽 및 극복방안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디바이스(무선충전거치대 형태)로 시장에 진입
❍ 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모바일기기 터치 금지, 

당사제품은 터치 없이 모바일기기 제어가 가능함므로 
원활한 시장진입 가능

▣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

Ÿ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 휴대용 전화기를 손으로 잡고 통화할 시 
승용차의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5점 부과.

적용 분야 미래차,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구축, 디지털 트윈 등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21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0 ) 건    

ex) PCT 출원, 미국등록 1건 등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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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수출
(a)

국내 150,000 180,000 1,050,000 2,000,000 8,000,000

국외 0 1,280,000 4,000,000 8,300,000 18,280,000

국외 (만불) 110 388 776 2,020

매출액(A) 150,000 1,460,000 5,050,000 10,300,000 26,280,000

지출
(b)

기술개발비 810,0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 인건비 550,000 550,000 650,000 850,000 950,000

- 제조원가 60,000 80,000 100,000 150,000 200,000

- 기타 450,000 80,000 90,000 100,000 150,000

- 운영비 150,000 90,000 100,000 110,000 200,000

영업이익(B=A-b) -1,870,000 560,000 3,960,000 8,890,000 24,480,000

(단위 : 천원)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24백만원 영업이익 -754백만원

자산 953백만원 자본금 52백만원

인력수 12 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현재 두바이 및 아부다비 정부 기관 2곳으로부터 

약 20~30억원 투자 유치 진행 중 

협력 필요성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 

자율주행 및 스마트 시티 시장 관련 유익한 파트너를 발굴해 미래 자율주

행, 메타버스, 3D HD 지도 등에 응용 가능한 산출물 구축을 기획 중

협력 요청내용

투자 : 20~30억 원 

1. 제품 고도화

2. 소재 / 설비 확보

3. 인건비 

4. 마케팅 (국내외)

   - 현재 중동 정부 기관 2곳으로 투자 유치 진행 중. 성공 시 대량 양산 

계약 또는 현지 외국 법인 설립으로 투자유치 진행. 당사 제품을 우리나라 

하이패스와 같은 안전 권장 장비로 자국민 상대로 판매 및 제공.

5. 생산

보상 방법 지분제공, 3D 정밀지도 데이터 제공, 향후 제품 매출 로얄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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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25 XR기반의 유아교육솔루션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XR기반 교육을 위한 전용디바이스

XR기반 교육을 위한 콘텐츠(AR, MR 활용)

행동, 그림, (향후 언어) 등의 정보 분석을 통한 아동성장분석지표

업태 및 종목 정보통신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제품 개요

◾효율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XR 기반 실감형 체험 교육 환경 제공

  - 외부 현장체험학습 대체 활용, 체화된 인지학습 이론 적용

◾교육기관에서 놀이교육을 통한 활동 정보 수집하여 아동발달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제공.

  - 대면 아동발달검사의 대체 활용, 아동성장과정에 맞는 모니터링 지표 제공

인증서 벤처인증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차별성

  - 체험교육 위해 HMD 사용한 VR 솔루션이 많이 출시되나, 아동교육에 

HMD 사용 부적합

  - 주인공인 아동을 가상세계에 투영시킨 Mixed Reality가 적합하며, 

“체화된 인지 이론” 적용을 위해 아동과 콘텐츠가 인터렉션하는 과정이 중요

    → 아동~콘텐츠간 인터렉션하는 디바이스(HW) 및 방식(SW) 특허 등록

  - 기존의 실감교육은 누리교육과정과 부합하지 않는 게임 위주의 

콘텐츠로 구성

  - 실감 놀이 중 수집된 아동 데이터 분석하여 유아교육기관 및 

학부모에게 Kids Screenin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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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장발달분석을 위한 XR기반 인터렉티브 솔루션

  - 대상의 행위정보를 융합하여 콘텐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키네틱 및 

비전(XR) 기술 도입

  - ‘대상의 모습/소리’ 등과 ‘대상이 제공하는 별도의 보조재(창작물 또는 

QR마커)’을 융합할 수 있는 다중입력 디바이스 (모습, 소리, 사진, 그림 등)

  - ‘체화된 인지’ 학습이론 적용 콘텐츠: 몸 전체의 움직임이나 

환경자극에 의해 지능이 발달하여, 학습발달이 더 높아짐

  - 아동이 주인공이 되어 투영된 환경에서 콘텐츠와 인터렉션 할 수 있는 

실감 체험 환경 공급

  - 관련 특허등록 2건: 키네틱 장치 특허 및 콘텐츠와 인터렉션하는 방식 특허

◦온라인 성장발달분석 서비스

  - 교육 과정에서 수집된 그림/행동/소리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장 리포트 제시

  - 오프라인 센터로의 방문 검사 없이 아동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대면 

발달분석 및 지속적인 아동 스크리닝(Kids Screening) 가능

   → 미술심리분석, 창의성 분석, 신체기능발달분석, 행동발달분석, 언어발달분석 등

  - 관련 특허출원 1건: 인공지능 및 키네틱 실감기술을 적용한 영유아 

맞춤형 정서 및 행동발달분석방법

적용 분야 유아교육, 에듀테크, XR(AR, MR), Kinetic, AI/딥러닝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2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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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단위: 백만원)

2022(E) 2023(E) 2024(E)
340 3,090 13,900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0 ) 건    

최근 재무 상황
매출 86백만원 영업이익 -120백만원

자산 360백만원 자본금 50백만원

인력수 7명

수출 국가  금액 -

협력 필요성

교육콘텐츠 IP가 있는 교육기업(그림책 출판사, 교재 출판사)과의 기술기반

의 교육환경 협업

교육커리큘럼 공동 개발 / 성장분석지표를 통해 강점에 대한 교육 강화

협력 요청내용

투자 : 2~3억 (Seed or Pre-A) 

     / 콘텐츠 개발 인력 확대 (빠른 콘텐츠 업데이트를 위함)

협업 : 교육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림책/교재 등의 IP

보상 방법 지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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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3_003 스마트시티/자율주행용 V2I(Vehicle to infra) 솔루션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업태 및 종목 서비스업 / 온라인정보 제공업

제품 개요

▪ 당사의 주차 내비게이션 솔루션은 정밀 디지털 맵, Non-GPS 정밀 

측위, 주차장에 특화된 AI 알고리즘, 머신러닝 등의 AIoT 융복합 기술로 

구성되어 GPS 음영지역인 주차장(실내/외, 주차타워 등) 내 동적 

정보(주차면 단위 주차장 이용현황)를 파악하고 사용자에게 원격으로 

주차현황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임

▪ 사용자별 맞춤 주차면 추천 알고리즘, 추천 주차면까지 안내하는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의 시간적, 감정적 낭비 절감시키고 

주차관리자의 유도/관제 업무효율 향상 및 인프라 내 탄소배출량 감소 

기여할 수 있는 사용자-환경 친화적인 제품임

▪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이동체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본 시스템이 구축된 공간에서 안전하고 강건한 

자율주행/주차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 제품임

 

< 당사의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 주요기능(좌), 자율주행차(우)>

인증서 혁신제품 지정 인증, GS(Good Software) 인증, 우량기술기업 인증

매칭 제안번호 : B_220513_002, B_220513_001

주차 내비게이션 솔루션

Non-GPS 정밀 측위기술

Vision-AI 영상분석기술

자율주행용 벡터맵/디지털 맵 생성기술

V2X / V2I 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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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 기술(제품)의 특징

 - 주차면 탐색을 위해 배회하는 차량의 수 또는 그 시간을 감소하여 주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결국 주차 효율 및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에 대한 

사용자 참여형태의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

 - 기존 주차장 운영자에게만 편재되어 있던 상세 주차현황 및 공간 

정보를 운전자와 공유하여, 사전 대응이 가능한 플랫폼 역할 수행

 - AI 영상데이터 분석처리 기술과 비표준 DB 표준화 기술을 통해 

기설치된 인프라(시스템)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서비스 제공이 가능

 1. Non-GPS 정밀 측위기술

 - 2포인트 확률통계모델 기반 자사 측위 기술 보유, 측위 오차범위 

0.5m 이하(신뢰도 95%)의 성능(공인시험성적) 보유(세계 최고 수준)

 - GPS 음영지역에서도 사용자의 위치 파악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2. Vision-AI 영상분석기술

 - 기 설치된 CCTV(영상감시장치) 영상의 조도 변화, 저조도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한 영상분석 기술 보유(CCTV 1대로 12 주차면 이상 확인)

 - 실시간으로 차량 및 주차장 내 위험요소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경량 사물인식 비전AI 기술

 3. 자율주행용 벡터맵/디지털 맵 생성기술

 - 각 주차면 특징(장애인 전용, 여성우대, 전기차, 경차 등)을 포함하고 

운전자/자율주행차 모두 대응 가능한 주차면 단위의 경량 디지털 맵

 - 주차면 단위 정밀 디지털 맵은 주차시설 전체 지도 시각화를 위해 

자체 표준 좌표규격으로 생성, 주차 모니터링 시스템/서비스에 활용

 4. V2X / V2I 통신 기술

 - 초저지연 V2I 통신을 위한 데이터 영상인식, 호모그래피 기반 트래킹, 

동적지도, 인프라데이터 경량화 기술

 - ISO/TC204/WG3표준을 준수 V2I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스마트 인프라 

내 자율주행 효율화

 - IP카메라로부터 오는 low-distorted, Bird’s-eye-view 영상으로 해석된 

Obstacles에 대한 정보를 V2I통신으로 자율주행차에 전달하여 

자율주행(무인발렛파킹)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 세계 수준의 고유기술 보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일무이한 

자율주행 선도 기술로서 기술 격차 형성

적용 분야 스마트시티, 스마트인프라, 스마트물류, 스마트주차, 자율주행차, 자율주차

국내특허 2건 등록

해외특허 PCT 출원 3건, 미국출원 1건, 중국출원 1건



투자 및 전략적 협력 techinvest.kr

- 3 -

■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단위: 백만원

  

계정 2022 2023 2024 2025 2026

매출 4,706 17,531 44,240 92,268 170,529

원가 1,929 6,662 15,484 30,448 54,569

매출총이익 2,777 10,869 28,756 61,820 115,960

판관비 2,353 7,714 16,369 34,139 63,096

영업이익 424 3,156 12,387 27,680 52,864

영업이익률 9% 18% 28% 30% 31%

영업외비용/법인세 97 726 2,849 6,366 12,159

순이익 326 2,430 9,538 21,314 40,705

순이익률 7% 14% 22% 23% 24%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821백만원 영업이익 204백만원

자산 3,537백만원 자본금 400백만원

인력수 22명

수출 국가 및 금액 해당 없음

협력 필요성

▪ 실내공간 DB 확보 및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공항, 쇼핑몰, 아파트, 

상업건물 등 부설주차장 및 지자체 공영주차장 타겟 영업/사업 진행 중

▪ 주요 건설사 등 전략적 투자자(SI) 협력 및 물류 센터 R&D 협력 

등으로 스마트 인프라 시장에 집중할 계획

▪ 중견·대기업 협력을 통한 시장 내 지배력/파급력/지속 가능성 확보 예상

협력 요청내용

▪ 투자금액 및 사용 계획 : 30억 원  

 - 핵심기술, 솔루션 및 서비스의 고도화

 - 자율주행, 센서/인지 부품, 빅데이터, 인공지능, 개발 등 전문인력 확보

 - 스마트 물류/공장 등 사업영역 확대 및 산업별 특화된 솔루션 개발

 - 자율주행 모듈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 및 제조 시설 확보

▪ 협력 필요내용

 - 실내공간 DB 확보,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주차시설 공간 지원

 - 스마트 물류/공장 솔루션의 연구/PoC/시범도입 가능한 공간 지원

 -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미국, 싱가포르 

보상 방법 ▪ PoC/시범도입 솔루션 또는 결과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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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스마트팩토리 표준 플랫폼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이기종, 다기종 산업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미들웨어 플랫폼

스마트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플랫폼(하드웨어 연동, 독립 운영)

업태 및 종목 제조업, 지능형로봇, SI, 소프트웨어개발 및 용역 등

제품 개요

1. 스마트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플랫폼

  다양한 제조공정의 스마트공장 추진과 더불어 관련 하드웨어 및 어플리

케이션을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축함으로 산업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예지보전 및 공정개선, 공정개발, 품질확보 등에 용이한 

대응이 가능하며, 사용자를 아바타 형태로 가상의 공장에 투입하여 설비의 

조작과 사용자 및 설비간 컨넥티드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2. 이기종, 다기종 산업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미들웨어 플랫폼

  산업현장에서 취득되는 다양한 산업데이터(이기종, 다기종)의 적용 및 활

용이 원활하도록 정형화, 표준화 하여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  

인증서 ISO9001 / 140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 특정 제조설비 및 로봇 등 단순한 디지털트윈의 개념이 아닌 

스마트팩토리 공정 자체를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트윈으로 구현

- 현실과 가상공간의 스마트팩토리를 실시간 상호 연동, 운영 가능

- 트러블슈팅 및 공정의 변경, 추가 등에 대한 유연한 대응

- 운영중인 스마트팩토리에서 취득된 BigData을 가상현실에서 바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취득된 BigData를 정형화, 표준화 하여 즉시 적용 가능하

도록 하는 미들웨어 구성

- 플랫폼의 확장성과 활용성, 적용성,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온프라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에서 선택적 운영이 가능함.

S_220624_003

스마트트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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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적용 분야

제조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팩토리 및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하

는 스마트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플랫폼.

중소기업 대상 다수의 업체를 스마트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플

랫폼을 통합 구축하여 통합관제 서비스 및 제조업기반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의 도입비용과 도입기술의 적용, 

산업데이터의 관리, 활용,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등

을 통합관제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디

지털전환 가속화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9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2,018백만원 영업이익 628백만원

자산 10,375백만원 자본금 1,000백만원

인력수 40 명

수출 국가 및 금액 인도 6.7억원, 미국  53,135,000원, 케냐 1,290,627,800원 (2021년 기준)

협력 필요성

스마트팩토리 하드웨어 기반의 플랫폼을 보유 하고 있으며, 관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플랫폼을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성을 고려한 기능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단기간 집중 투자와 

시장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당사의 플랫폼을 확장하여 적용 한다면 현재 제조산업 기반을 주력으로 하

고 있으나, B2B, B2G, B2C, C2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기

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및 로블록스, 게더타운 등과는 차별화된 플

랫폼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현실세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상의 공간

에서 연결하여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예상함

협력 요청내용

투    자 : 10억원 

사용목적 : 연구개발 및 운영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의 확보

요청사항 : 마케팅 및 해외시장(전세계) 진출 협업

          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인프라 지원

          개발제품 베타 테스트 협업

보상 방법 지분제공 및 영업권 제공 등 상호 협의에 의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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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2(E) 2023(E) 2024(E) 2025(E) 2026(E)

예상매출 160 220 300 380 500

예상이익 17 30 45 57 100

R&D투자 8% 7% 5% 5% 4%

인원확보 40 50 55 60 70

1. 기업의 성장성

   1) 비즈니스 모델 

      당사는 스마트팩토리 전공정(디바이스, 운영제어, MES, CPS, Digital Twin, POP 등)에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팩토리 표준플랫폼을 개발하여 특허 획득을 완료 하였으며, 관련 표준 플랫폼을 이

용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플랫폼 공급과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

으로 하는 스마트팩토리테스트베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관련 제품의 개발과 공급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오면서 매우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필요한 전 공정을 확보하고 있음.

[ 그림1. 스마트팩토리 표준플랫폼_개발완료 및 공급 진행중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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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 

     “스마트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진행을 통하여 기본 하드웨어 기반의 

제품 및 운영시스템에서 로봇 및 단순 가공기기 등의 Digital Twin 만을 구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전공정를 Digital Twin화 하여 메타버스에서 구현 가능 하도록 하며, 기존 메타버스 

프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제페토, 로블록스, 게더타운 등과 같이 가상의 공간에서 단순 커뮤니티 

및 거래 등의 한계에서, 본 플랫폼은 현실세계의 스마트팩토리를 가상의 공간에서 Digital Twin 

으로 구현하여 실시간으로 실제 산업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 

및 운영 환경을 생성하여 운영함으로 현실감 있는 스마트팩토리를 가상의 공간에서 운영하고 현

실세계와 초연결성을 제공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함.

     또한 이에 따른 기술은 산업현장 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B2B, B2G, 

B2C, C2C 등에서 적용과 활용이 가능함.

    

[ 그림2. 현실세계 및 가상세계의 Digital Twin]

2. 기업의 차별성

  1) 스마트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플랫폼

   - 산업현장에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적용 가능

   - 온프라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에서 유저의 사용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 및 환경을 임의 생성하여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축하여 실

제 산업현장의 스마트팩토리의 예지보전 및 공정개선, 공정개발, 품질확보 등에 용이한 대응이 가

능하며, 임의적인 트러블 슈팅을 진행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이벤트 및 산업안전보

건 등 에서도 활용이 가능함. [ 그림2. 현실세계 및 가상세계의 Digital Twin 참조]

  2) 이기종, 다기종 산업 Big Data 수집 및 처리 미들웨어 플랫폼

   - 산업현장에서 취득되는 매우 다양한 이기종 및 다기종 산업장비(로봇, 설비 등)의 Big Data의 

활용을 용이하게 활용 및 운영, 제어하기 위하여 이렇게 취득된 데이터를 정형화, 표준화 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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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매우 용이하게 활용이 가능 하도록 하여,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제어가 가능 

하도록 함.

   - 상위 솔루션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생산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 시각화를 위하여 수주에서 

완제품 출하에 이르는 제조 생산 데잍터, 가상화에 필요한 설비, 모터, 로봇이 동작한 물리적 위

치/동작 정보, 예측/분석에 필요한 누적 데이터 정보가 필요함

   - 이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OPC UA 서버에 등록 할 수 있도록 구

현되며, OPC UA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방법을 정형화, 표준화된 형태

로 구현함.

[ 그림3. 산업 Big Data 수집 및 처리 미들웨어 구현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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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미래성장성

   정부 주도의 가상융합 세계 선도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 D.N.A + XR전략 디지털뉴딜 사업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인하여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 

   준비된 기술력 및 다수 확보된 레퍼런스와 적극적인 투자에 따른 기존 시장의 확장과 , 신규 시

장의 진입에 매우 유리한 실체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음. 

[ 그림4. 디지털트윈 연계 가상증강현실 활용 예_자료 : KCISA, 학국과학기술원 우운택 ]

[ 그림5. 정부주도 5G+ 전략산업육성_자료 : 2021년도 “5G+ 전략”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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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17_001  앱북/전자출판 앱북플랫폼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앱북

앱북플랫폼(전자출판 유통플랫폼)

모바일북

전자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업태 및 종목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개요

앱북. 새로운 전자책.

기존 전자책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인터렉티브하고 다이내믹한 콘텐츠 제

공, 모든 편집디자이너가 사용하는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앱북 제

작 가능.

멀티미디어 콘텐츠 툴을 통한 다양한 흥미요소 제공

VR, 비디오, 미니게임, 퀴즈 및 링크연결을 통한 이벤트 제공

앱 다운로드 방식으로 콘텐츠에 대한 불법유통 원천 차단(기존 PDF와의 

가장 큰 차이점)

인증서 특허출원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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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당사만의 Plug-In 기술을 통해 최종적으로 앱북화 상용화 진행

현재는 모두 당사가 제작하고 있으나, 초기창업패키지 선정으로 유튜브가 

동영상을 유통하듯이 앱북을 제작 유통할 수 있는 앱북플랫폼 구축중.

이를 통해 새로운 전자출판 유통생태계 구축

코로나 이전 공공기관 소식지 제작만 진행하다가

코로나 이후 주력사업은 교육분야. 국내외 다양한 콘텐츠 제작 경험 보유

이를 통한 다른 전자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디자인 품질력

과 유저친향적인 UI, UX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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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3년내 전자출판 앱북플랫폼 운영을 통한 100억원의 매출 목표, 5만명의 

유저 확보

적용 분야 출판, 교육, MICE 분야 및 전자출판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1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아직 없음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14백만원 영업이익 97백만원

자산 146백만원 자본금 40백만원

인력수 3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5개국 9개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체결(옥스포드 포함)

2021년 미국 휴스턴 2,144달러 첫수출 개시

협력 필요성

앱북은 이미 제작중이고, 현재 앱북플랫폼은 초기창업 패키지 선정으로 

2023년 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플랫폼 고도화와 IP 확보

가 문제입니다. 이에 투자 및 협업을 통한 다양한 레퍼런스 확보와 실증에 

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 요청내용

총 10억원의 투자유치 (IP 확보 5억원, 플랫폼 고도화 3억원, 콘텐츠 제작 2억원)

앱북플랫폼 운영을 위한 관련 기술 접목(AI, XR, 메타버스등)

보상 방법 지분 제공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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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27 자율주행차/모빌리티(로봇)용

FMCW 4D 라이다(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 4D LiDAR)

매칭 제안번호 : B_220516_002, B_220516_001, B_220513_002, B_220513_001, B_220425_002, 

B_220425_001, B_220113_001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자율주행차/모빌리티(로봇)용

FMCW 4D 라이다(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 4D LiDAR)

업태 및 종목

업태 : 제조업, 서비스 

업종 : 컴퓨터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

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연구 및 학술용역업

제품 개요

Ÿ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모빌리티/로봇에 사용되는 인지센서임.

Ÿ FMCW 라이다는 3D 방식의 Pulsed 라이다가 가지는 기술적/운용적 한
계를 극복하고 4가지 특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이 되어 미래차/로봇의 핵심기술로 육성되고 있음

Ÿ FMCW 라이다는 3D 방식의 Pulsed 라이다가 가지는 기술적/운용적 한
계를 극복하고 4가지 특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이 되어 미래차/로봇의 핵심기술로 육성되고 있음

Ÿ FMCW 4D 라이다는 4가지 특장점을 가지고 있음 

⓵ 4D 객체 측정이 가능함

⓶ 광간섭 배제가 가능함

⓷ 실외 환경(강우, 강설, 안개 등)에 강인함

⓸ 우수한 Eye Safety(1550nm 레이저가 망막에 도달하지 않음)

Ÿ 당사는 자체 기술력으로 2019년 세계 두 번째로 FMCW 라이다 개발에 
성공하였고 2022년 3Q 세계 최초 FMCW 4D 라이다 양산 진행 예정

인증서 ISO 90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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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Ÿ FMCW 4D LiDAR 개요

Ÿ 기술(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기술수준, 경쟁사와의 차별성 등)

- 경쟁사와의 차별성(비교: Pulse 3D 라이다)

- 핵심기술(제품 아키텍쳐-1) : “1550nm의 협대역 레이저 + 레이저 간

섭계” 하드웨어와, 신호처리를 위한 FMCW 신호처리 기술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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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 2019년 세계 2번째로 개발에 성공

<그림> FMCW 4D 라이다 개발 과정

Ÿ 제품 출시: 세계 최초, 산업용 FMCW 4D 라이다 2022년 3Q 출시 예정

 제품 출시 및 성장모델

Ÿ 국내외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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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적용 분야

Ÿ 자율주행자동차용 인지센서, 모빌리티, 로봇, 산업용(보안)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18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PCT  출원 1건    

최근 재무 상황

(2021년)

매출 6,504백만원 영업이익 -532백만원

자산 11,970백만원 자본금 461백만원

인력수 40명(2022년 6월 현재)

협력 필요성

Ÿ 자체적으로 FMCW 4D LiDAR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

해 왔으며 현재 제품 양산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음

Ÿ 본격적으로 관련 시장 진입과 다량 공급을 위한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서는 추가적인 자금과 관련 시설, 전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Ÿ 중견·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향후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용 센서 공급 파트너로 

성장하고자 함

Ÿ 전략적/재무적 투자 협력 필요함  

협력 요청내용

Ÿ 투자 희망 금액 : 100억원

Ÿ 투자비 사용 계획

  - 제품 고도화, 상품화를 위한 연구 인력 확충

  - 光반도체 및 레이저 소재 기술 개발 투자

  - 개발 검증, 양산을 위한 설비 확보 

보상 방법
Ÿ 투자 시 지분 제공

Ÿ SI일 경우, 공동개발 후 양산은 SI 협력사의 생산시설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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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Ÿ 24년 기준 1500억원 이상의 매출 및 400억 이상의 수익 창출 계획

Ÿ 국내 협력: 자동차 OEM H사와, Tier-1 M사와 협력 중이며

Ÿ 모빌리티 분야로 시장확대중임

Ÿ 해외는 9월 중에 독일 B사와 POC 예정임

Ÿ 2022년 3Q에 세계 최초로 FMCW 4D 라이다를 산업용으로 출시 예정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Ÿ 수출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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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 제안개요

■ 경쟁 및 차별성

제품 및 기술명

클라우드 대기/예약 솔루션

비즈니스 인테리전스(BI) 기술

위치 측위 기술, AI 기술

업태 및 종목 제조업, 순번대기, 키오스크,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

제품 개요

본 시스템은 고객이 키오스크와 웹/모바일 등에서 간편하게 예약과 결제를 

진행하면 5G/LTE 모뎀을 이용하여 모바일 기기 통신이 가능한 장소라면 

언제․어디서든 사용자의 위치 파악과 도착 시간 예측을 통해 업무의 원활

한 처리가 가능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음

  

    모바일 App 및 클라우드 대기/예약 시스템 화면 예시 

인증서

1. 회사 인증 :　벤처기업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기업연구개발전담부, 창

업기업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혁신스타트업선정, 글로벌 

IP스타기업,　직접생산증명서 개발 및 도입, 정보 시스템 개발, 직접생산

증명서SW 유지 및 지원서비스

2. 제품인증 : SW 저작권 9건, 적합등록필증 5건

제품력 기술력 소개

COVID-19의 확산으로 일정 시간대에 좁은 장소에 대기로 인해 많은 사람

들이 밀집되는 현상을 기피해 알림메세지를 제공하는 ‘대기/예약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음. 이제 정해진 대기 장소에서 호출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

대는 저물었음.

S_220628_001 구독형 위치 기반 비대면 클라우드 대기/예약 솔루션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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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에서 대기하는 고객은 거의 없으며 대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

는 고객이 늘었고, 블로그, 유투브와 같은 SNS, 뉴스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점차 이 비중은 늘어가는 추세임.

관공서 대기알림서비스제공 뉴스
  

대기 알림톡 예시
 

기존 문제점 [위치 확인 기술 기반 클라우드 대기/예약 시스템 없음]

대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번호 호출 시 해당 고객의 현장 유

무 파악이 어려워 업무 진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1. 서비스 수정 배포가 어려움 :　현재의 시스템은 초기 설정시에만 사용자

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후 서비스/환경요소의 변화에 따라 수정 

배표가 필요한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구조

2. 대기알림 대기 서비스 안내의 불안정성 :　장소에 따라, 서비스 시간에 

따라, 대기시간이 천차만별로 발생, 제대로 된 서비스 받기가 어려움

3. 구축비용 :　순번대기시스템을 구축 + 서비스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

하면 최소 1천만원의 비용이 발생

해결방안 [고객의 위치를 파악해 도착 예측을 통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한 대기/예약 시스템]

1. 고객 도착 시간 확인 : 클라우드 서버리스 실시간 위치 파악으로 정확하게 고

객 도착 시간 파악

2. 효율적인 업무처리 :　고객의 도착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 가능

3. 저렴한 비용：월 과금 형태의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는 서비스로 이용 가능

적용 분야
1. 관공서, 금융권, 병원, 서비스센터, 프랜차이즈 및 대기가 필요한 장소

2. 출결 확인이 필요한 학원, 학교 및 부모님



투자 및 전략적 협력 techinvest.kr

- 3 -

■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특허 2, 상표 2, 디자인 3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PCT 출원 6 ) 건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048백만원 영업이익 19백만원
자산 1,167백만원 자본금 279백만원

인력수 6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1. 향후 5년 목표 매출 및 예상비용
단위 : 백만원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제품판매 및 

구독료
1,275 2,475 5,500 6,900 15,900

단기렌탈 30 99 440 1,150 2,650

협력 필요성

- 구축형 순번대기시스템 개발 및 판매에서 ICT 업체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체임

- ‘구독형 위치 기반 클라우드 대기/예약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니즈는 있

으나 매월 지출되는 메시지 및 모뎀 설치에 따른 통신료에 대한 부담으

로 도입에 대한 부담

- 해당 비즈니스를 위한 별도의 통신 과금에 대한 각 통신사의 협력이 매

우 절실함

- 또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를 저렴

  하게 공급받고 디바이스에 당사 솔루션 기본 탑재가 절실함

- 글로벌 선점을 위한, 상기 내용으로 통신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진출이 

  매우 절실함 

협력 요청내용

- 위치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10억 투자

- 당사 솔루션을 위한 별도의 통신 요금제 협의

- 통신사 디바이스에 솔루션 탑재

- 해외 진출 시 인프라 활용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두바이, 미국)

보상 방법 1. 투자 및 마케팅 내용에 따라 협력 기업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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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5년 목표 매출 및 예상비용 산출 근거

장기렌탈 37.5 165 1,650 5,175 11,925
합계 1,342.5 2,739 7,590 13,225 30,475

구 분 산출 근거

기업회원
당사 서비스의 고객은 개인이 아닌 회사, 당사의 여러 서비스 모델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기업 수

기업 유료회원
당사의 여러 서비스 중 웹 플랫폼의 정기구독 모델 서비스를 사용하
고 있는 기업

광고임대형 
무료회원

당사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시청하는 대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기업

서비스 
이용자 수(개인)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를 이용한 고객 수이며, 알림톡 알림 서
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수로 기업당 300명으로 가정

알림톡 수수료
서비스 이용 개인당 최소 3회, 건당 10원의 요금으로 책정되며, 년간 
합산비용

제휴 광고

광고 시청장소별 월 200만원의 광고 유치 획득 이익으로 책정
- 광고비는 1시간당 30초 기준 5~7만원으로 책정, 일 9시간 시청
  기준으로 비용 산정
- 광고 유치 활동비 등 제반 비용이 소요되며, 광고 유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기 임대형 서비스로 이익산정

API 데이터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사에서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 외 
추가적인 현황 정보, 통계정보 등 각종 API 데이터를 이용할 때 발생
하는 수수료

인건비
월 평균 보수 500만원, 2023년 예상 직원수 6명을 기준으로 향후, 인
원 증가를 예상하여 산정

마케팅비
온라인 광고, 블로그, 각종 전시회 참가를 기준으로 작성, 매년 활동
이 증가할 것으로 계산

기타 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건비의 20%를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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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2_001 3D 형상과 실제 행위에 대한 모델링 및 학습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 및 예측 지능형 디지털 트윈 플랫폼

매칭 제안번호 : B_220513_002 / B_220425_002 / B_220113_001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지능형 디지털 트윈 플랫폼

1) Modeling & Simulation Engine

2) Smart(Beyond) AI - Data x Learning x Simulation

3) BAS(Big data, Ai, Simuation) 융합 기술

4) Physical to Digital Twin 3D Modeling

업태 및 종목 [업태] 서비스업 / [종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제품 개요

"Modeling & Simulation Engine"을 기반으로 빅데이터(B), 인공지능(A) 및 

시뮬레이션(S)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디지털 트윈 플랫폼

- 실측 데이터와 수학적 시뮬레이션의 오차를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 최적화하고,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인사이트와 예상 결과 및 변화를 정교하게 예측

하는 Beyond AI

as Real Digital Twin Platform

- 행위 모델 (형상 정보, 데이터 메시업, 동작 파라미터, 외부 환경 변수, 시뮬레이션)

- 제로 샷 러닝 (실체의 변화를 디지털 트윈에 반영)

- 상호 작용성, 연결성, 확장성 지원

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 연구소기업등록증 / 벤처기업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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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당사의 지능형 디지털 트윈 플랫폼 솔루션은 시뮬레이션 모델에 머신러닝 

학습모델을 내장하여 데이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모델링의 단점을 보완

- 반복 고속 시뮬레이션 실행을 위한 시뮬레이션 병렬실행기술개발

- 시뮬레이션 모델의 최적값 산출 기술 개발 및 통합

- 정확한 통찰력과 인과관계의 분석이 가능

- 다양한 산업분야 및 분석환경에 유연하게 적용가능

당사 솔루션의 디지털 트윈 수준 : 연합 DT 이상, 자율 DT 근접

[5단계] 자율 Autonomous 자율적으로 문제점 인지/해결/물리대상 최적화

[4단계] 연합 Federation 최적화된 개별 물리 대상들을 상호 운영 최적화

[3단계] 모의 Modeling & Simulation 디지털트윈 모의 결과 적용 물리대상 최적화

[2단계] 관제 Monitoring 디지털 트윈 기반 물리대상 모니터링 및 분석 제어

[1단계] 모사 Mirroring 물리대상의 형상을 디지털 트윈 복제

적용 분야

[제조] 스마트팩토리,스마트제조,스마트물류,스마트팜 

[에너지] 풍력/원전 발전량 예측 및 최적화    [교통] 트래픽 예측 및 최적화 

[국방] 육해공군 공격/방어 전술(워게임)    [재난] 홍수예측/방지, 재난 대피

[환경] 풍속,풍향,온습도,미세먼지 피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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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2022년 20억 매출 (영업이익 2억) / 2023년 30억 매출 (영업이익 4.5억)

2024년 55억 매출 (영업이익 13.7억) / 2025년 75억 매출 (영업이익 22.5억) / 

2026년 100억 매출 (영업이익 35억) [*.5개년 매출 CAGR = 57.68%]

2022년 전반기까지의 산업 전반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 도입 양상은 "모사 또는 

관제 DT"형태로 효용성 검토가 이루어졌고, 2022년 후반기부터 향후 3~5년간 산

업 전반의 시장(특히, 제조/에너지)에서 “모의 DT”>“연합 DT”>“자율 DT”단계로의 

진화를 통해 최적화 운영 및 동작(생산,설계)과 사고 예측 및 방지, 예지보전 효

율성 제고등의 형태로 확장 및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

국내 특허 등록 건수 등록 8건, 출원 4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미국 등록 1건, 미국 출원 1건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026 백만원 영업이익 155 백만원

자산 899 백만원 자본금 100 백만원

인력수 15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협력 필요성

1. 당사는 ***** 솔루션 1.0 상용화(엔진, 모델, 디지털 트윈 플랫폼)를 통해 

국방/공공/사회/기업의 핵심 챌린지 과제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

출함

2. 현재까지의 성공 자산과 레퍼런스를 발판 삼아 ***** 솔루션 2.0을 준비

하여 공격적인 마켓 진입과 파이 형성을 위해, (1) 기존 AI 시장에 대한 개

선 모델(상관 관계>>인과 관계로의 전환)로 진입하고 (2) 모니터링 운영 

모델 기반 디지털 트윈 시장에 최적화 시뮬레이션 및 통합 관제 모델 기반

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필요함

협력 요청내용

***** 솔루션 2.0 상품화를 위한 개발 자금(핵심 기술, 솔루션, 디자인, 상용

화, 브랜딩, 마케팅, 품질 등)과 Best Practice 구축을 위한 운전 자금 마련

에 필요한 자금 10억~50억 투자 (필요시, 시설/설비 테스트베드 및 마케팅 

지원)

보상 방법 지분제공(밸류에이션 및 지분 구조 등 별도 협의)



투자 및 전략적 협력 techinvest.kr

- 1 -

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8_002 수중건설로봇 제작, 운영 & 수중공사 수행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업태 및 종목

업태 : 제조 / 건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 수중공사, 수중건설장비임대, 운영업, 전문과학기술, 연구개발, 기술

연구용역, 해양엔지니어링

제품 개요

① 수중건설로봇의 기술이전 및 제조를 통하여 해저상수도파이프라인 매   

   설, 항만준설 등 수중건설 수행

② 부유식 해상풍력 계류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와 해저 케이블 설치

③ 탄소중립을 위한 해저 탄소 저장장치 설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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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 협력 요청 내용

④ 해저 해양쓰레기 회수

⑤ 해저 지질조사용 착저식 시추기 제조 및 운영

인증서
① 신기술 인증서(해양수산부) 2건 

②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인증서 (해양수산부)

제품력 기술력 소개

① 국내 최초로 수중건설로봇을 활용하여 항만공사 등 수중공사 현장에 투

입하여 완공한 실적을 보유하였으며,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세

계적인 제품과 차별화하고 특히 수중에서 운영 중 고장 및 고장예측과 

수리방법에 AI를 활용하기 위하여 개선 및 제조하여 수출하고자 함

② 국내 유일하게 해저 착저식 시추기를 제작 및 운영하여 항만공사, 고정

식 해상풍력, 부유식 항만공사 등 다양한 해저 지반 지질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해저 착저식 시추기 개발(개발 진행 중)

➂ 해저 해양쓰레기 수거와 양식장 침전물 정화 및 수거를 위한 수중로봇 

제작

➃ 항만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수중로봇 개발 및 제조

⑤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국제적 HSE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중공사의 무인  

   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내 최다의 수중건설로봇 운영

적용 분야
해저 해양쓰레기 및 양식장 침전물 수거용 수중로봇 제작, 해저 지질조사

용 해저 착저식 시추기 개발 및 제작, 항만공사용 수중건설로봇 제작 등

국내특허 ( 1  )건 및 기술이전 특허 12건 

해외특허 -

협력 필요성

◉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항만공사 진출에 수중건설로봇을 활용하기

위하여 자본금 및 기업신뢰성 회복 필요

◉ 부유식 해상풍력 설치 및 유지보수 25년간 연속사업을 위하여 보증성 

필요

◉ 해저 케이블 등 수백억원 공사에 기업 신뢰성 및 보증 자금성 필요

◉ CCUS(탄소저장장치) 및 부유식 해상도시건설 등 

새로운 해상공사 사업을 위한 신경영 도전 필요 

협력 요청내용

투자 : 45억원

◉ 부유식 해상풍력 석션앵카 제조공장 및 수중로봇 제조공장 확보(10억원)

◉ 수중건설로봇 추가 자체 제작 및 대형공사 진출 (17억원)    

◉ 해저 착저식 시추기 제작 8억원 (기존 12억원 투자한 상태임. 

   캐나다 C사 시추기 가격은 50억원이나 20억원으로 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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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 2023년 230억원 (순이익 95억원) 

◉ 2024년 380억원 (순이익 120억원)

◉ 2025년 480억원 (순이익 170억원)

※ 공사 순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자체 선박과 특히 고가의 수중첨단건설

로봇을 자체보유하고 자체 기술진에 의하여 운영 및 수리하므로 이익률이 

35% 이상 됨

최근 재무 상황
매출 9,134 백만원 영업이익 68 백만원

자산 16,841 백만원 자본금 500 백만원

인력수 18 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2025년부터 매년 해외공사 100억원 이상 과 수중건설 로봇 수출 매년 

100억원 달성 목표

◉ 운영비 10억원

※ 동남아 해저케이블 및 송유관 설치공사와 항만공사에 수중건설로봇

   (스마트 공법)활용방안으로 진출

보상 방법 지분제공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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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24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조는 스마트 돌봄 조끼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공기압박조끼

초개인화 스마트 돌봄 조끼

생체 신호 수집 장치

GPS 및 자동 공기 주입 장치

발달장애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업태 및 종목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제품 개요

당사의 스마트 돌봄 조끼는 심박수 및 피부전도 등의 생체정보를 모아 가

공•분석하여 착용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알려줍니다. 

또한 생체신호가 착용자의 이상상태를 나타낼 때 혹은 이상상태가 예측 될 

때 즉각적인 자동 공기 주입을 통해 착용자로 하여금 안정을 도모할 수 있

게끔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심

리적 물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인증서 KC, CPC, ISO 9001:2015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스마트 돌봄 조끼는 DTP(Deep Touch Pressure)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DTP란, 사람의 신체에 적절한 압력이 가해지면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안

정감을 느끼는 효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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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 끝에 개발한 당사 만의 공기 압박 방식은 적절한 DTP 효과와 

누군가 안아주는 듯한 따듯한 느낌을 주며 착용자의 안정을 이끌어냅니다.

당사는 ‘누구나 입고 싶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언제나 일상

과 함께하는’ 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대명사가 되기 위해 디자인적인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

니다.

당사의 스마트 돌봄 조끼는 착용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센서부, 공기를 

주입하고 통신 모듈이 포함돼있는 구동부, 클라우드 서버,

조끼를 제어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웨어러블 IoT 제품입니다.

적용 분야 발달장애, 경계성 장애, ADHD, 영유아, 노인, 감정노동자, 반려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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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국내 특허 등록 건수 2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1(PCT 출원)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00 백만원 영업이익 -531 백만원

자산 775 백만원 자본금 84 백만원

인력수 12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협력 필요성

시제품 개발 및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효과 입증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

는 중이며 4분기 양산 및 판매 재시작 예정

스마트 제품 양산 및 최적화를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관련하여 더 많은 

테스트를 통해 효과 입증 및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해당 부분에서 

투자를 통한 협력이 필요

협력 요청내용

투자희망금액 : 1,500,000,000원

투자금 사용 목적

1. 사업 운영비 : 운영 인력 인건비, 사업 운영비, 지급 수수료

2. 제품 개발 및 R&D : 고주파 융착기, 기업부설연구소 등 운영, 제품 개

발 비용, 제품 양산 비용,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3. 시험/평가 : KS/KC 인증, 해외인증 및 특허

4. 영업/마케팅 : 국내 마케팅 비용, 북미 법인 설립 및 진출 비용, 해외 포

함 영업 인력 확보 비용

보상 방법 지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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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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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1_001 

이비인후과용 수술장치 및 실시간 기흉 진단 및 치료장치, 기타 의료기기

매칭 제안번호(있는 경우) : B_220513_002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이비인후과용 수술 장치 

실시간 기흉 진단 및 치료 장치

업태 및 종목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연구개발

제품 개요

1) 이비인후과용 수술 장치

-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비동염(축농증), 비염 등의 이비인후

과 수술 장치 (필수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제품화 진행 중

- 벤더블 블레이드 기술 및 가변 선단부 구조의 카테터 기술 보유 

(******연구원 출자 기술)

2) 실시간 기흉 진단 및 치료 장치

- 현재 실시간으로 기흉을 진단하지 못해, 불필요한 수술이 수행되어 환

자 및 의료진의 불편함 존재

- 실시간으로 기흉을 진단하고, 필요에 따라 처치함으로써, 병원 및 추후 

도서 지역, 항공기, 선박, 군부대 등 필수 장비로 될 가능성 

인증서 연구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1) 이비인후과용 수술 장치 

- 1개로 수술 가능한 벤더블 블레이드 기술 보유

- 가변 선단부 구조의 카테터 기술로, 다양한 의료기기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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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현재 시제품 개발 완료 단계로, 식약처 인허가용 시험평가 실시 예정

2) 실시간 기흉 진단 및 치료 장치

- 국내 상급종합병원 흉부외과 교수와 협력 개발 중

- 신개념의 의료기기로, 제품화시 병원 및 다양한 장소에 비치 가능

- 제품 평가 및 홍보 등은 흉부외과 교수가 맡아 진행 예정

3) 기타 의료기기 개발 아이디어 보유

적용 분야
1) 의료기기 

2) 산업용 기기

국내 특허 등록 건수

KIST 기술출자 특허 (전용실시권) : 1건

KIST 기술이전 특허 (통상실시권) : 1건

특허 등록 : 2건     상표권 등록 : 3건   디자인 등록 : 8건

특허 출원 : 3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PCT 출원 : 2건

상표 등록 : 2건 (미국, 중국)

디자인 출원 : 2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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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필요성

현재 이비인후과 수술 장치의 시제품 개발완료, 인허가 및 제품화 준비 중

실시간 기흉 진단 및 치료장치 개발 중임. 또한, 다양한 의료기기 신제품 

아이디어의 개발 및 제품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초기 스타트업의 필요한 부분 (인력, 개발, 마케팅 등)에 대하여 

중견 및 대기업의 협력 (투자, 마케팅, 시설, M&A 등)이 필요함.

협력 요청내용

1) 투자 : 30억원 이상 

인력 충원, 개발비, 의료기기 인허가, 생산 등에 필요한 부품/설비 확보

2) 마케팅 : 의료기기 마케팅 협력

3) 제조 공간 및 시설 : 

GMP 인증에 필요한 의료기기 제조 공간 및 시설 (약 30 ~ 50평 이내)

4) M&A 또는 기술 이전 

보상 방법 투자에 따른 지분 제공 등 (협력 방안에 따라 협의)

■ 기업 개요

최근 재무 상황
매출 0백만원 영업이익 -275백만원

자산 413백만원 자본금 134백만원

인력수 대표이사 제외 3명

수출 국가 및 금액 현재 없음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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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3_004 

HA(히알루론산)+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복합 안면 성형용 필러 

 

제품 및 기술명 안면성형용 필러

업태 및 종목
업태 : 제조업

종목 : 의료바이오소재,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화장품, 의료기기 필러

제품 개요

1. 정의

주름 부위의 시각적인 개선을 위해 피하에 주입되어 피부에 채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약리적 작용없이 스스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2. 시장성

주름개선 미용시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필러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

임 (2018년 기준, 세계 필러시장 약 2조 5200억, CAGR 9.78%)

3. 사업화 진행현황

2020.09 자체 생산 위한 공장 부지 매입 및 GMP 생산시설 구축

2021.03 수출용 제조 품목 허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완료

2022.04 생산 공장 내 장비 set-up(월 최대 생산량 80,000EA)

2022.06 HA+PN 복합 필러 제품 시제품 생산 벨리데이션 실시

2022.08 수출 관련 국내 유통사 및 국내외 바이어 대상 
제품 홍보 및 판매 계약 확대 추진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천연고분자 HA(히알루론산)+PN(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활용한 복합 필러

- 기존 HA 필러에 기능성 물질인 PN을 최적 비율로 혼합하여 항염작용, 

세포증직 및 조직 재생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켜 피부의 탄력과 거칠기를 탁월하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이면서, 피부 재생유도 및 톤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음.

- 기존 HA 필러와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 파생기술을 활용한 제품 다변화, 

제품 경쟁력을 보임.

매칭 제안번호 : B_220516_002

■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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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해외 간접수출로 인한 매출화 

- 본 안면성형용 필러는 중국, 태국, 베트남, 러시아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출시 전 해외 간접수출로 인한 매출 발생이 가능함. 

적용 분야
천연고분자 HA(히알루론산)+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제조기술 파생 제품

- 안면성형용 필러, 무릎관절강 주사제, 창상피복재, 화장품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2 ) 건     

협력 필요성

1. 당사는 HA(히알루론산)과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활용한 안면 성형

용 프리미엄 필러 제조를 위해, 2022년 6월 자체 GMP 제조시설을 구축 

완료, 2022년 8월 생산 계획 예정으로 의료기기 시장 진입에 총력을 다

하고 있음.

2. 당사가 개발한 HA+PN 필러의 기술력을 국내 간접수출 업체로부터 

인정받아 제품 생산 전부터 월 30,000EA의 선계약이 체결되었고, 

추가적인 계약을 진행 중에 있음.

3. 의료기기 산업은 산업 트렌드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 및 출

시가 필수적이고, 신제품 개발비용 및 사업 운영자금의 안정화를 위해 

전략적 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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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요청내용  투자 : 10억원

보상 방법 : 지분제공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 2021~2022년 수출용 필러 허가, 의료기기 GMP 적합 인증

• 2025 HA+PN 복합 필러(무릎 관절강 주사, 안면 성형) 국내 허가 통해 매출 성장

최근 재무 상황
매출 0백만원 영업이익 0백만원

자산 1,943백만원 자본금 300백만원

인력수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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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09 배양생선 (clean fish) / 3D 바이오프린팅

매칭 제안번호 : 202205003 (12. 기타)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바이오프린팅 기술기반 배양생선 (clean fish)

업태 및 종목

업태 종목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바이오제조, 3D프린터, 3D바이오프린터

연구용 시약, 실험기자재 등

화장품, 화장품 원료 등, 실험 및 실험대행

제품 개요

배양생선, 바이오프린팅, 식용 바이오잉크, 세포 프린팅, 근육줄기세포

인증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의료기기 제조 허가

의료기기 제조 신고

비건인증 (2)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국내기술 차별성

기업 투자유치 종 배양액 방식

D사
105억 원

(시리즈 A)
배양육(고기) 개발중

콩단백질 

스케폴드

S사
75억 원

(시리즈 A)
배양육(고기)

미세조류 

배양액

해조류 기반 

스케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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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75억 원

(시리즈 A)
배양육(고기) 개발중 스케폴드

S사
75억 원

(시리즈 A)
배양육(고기) 개발중 스케폴드

S사
100억 원

(시리즈 A)

배양육(고기), 

새우
개발중 스케폴드

T사
-

(시드)
식물성 대체육 - 프린팅

B사
12억 원

(시리즈 Pre-A)
식물성 대체육 - 프린팅

Ÿ 국내 기업의 경우 대부분 배양육(소, 돼지, 닭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없음.

Ÿ 프린팅 기술 도입은 식물성 대체육 기업에 한함.

글로벌 기술 차별성

기업 투자유치 종 배양액 방식

B사
1,032억 원

부시리, 연어
소혈청 배제

항생제 배제
프린팅 도입

풀무원 투자

F사

583억 원

참치
이종유래물질 

배제
프린팅 도입한화솔루션 

투자

W사 1,435억 원 연어 - 프린팅 도입

S사 382억 원 갑각류(새우) 이종유래 프린팅 도입

Ÿ 글로벌 탑티어 그룹은 스케폴드 제조방식에서 프린팅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Ÿ 하지만, 프린팅 기술력에 대해 오픈된 정보가 없으며, 현재 프린팅 선두 

그룹은 배양육(알레프 팜스, 모사미트 등)이 유일함.

Ÿ 기술적 차별성

Ÿ 漁세포가 내재된 식용 바이오잉크를 정확한 위치에 패터닝 및 

포지셔닝함으로써 물리적으로 근육세포의 정렬(분화)을 유도해 

살코기(myotube)를 제작하고, 실제 물고기의 맛과 식감을 그대로 

모사하고 대량배양하여, 건강한 clean fish를 식탁에 올리는 기술. 

(세포의 종류와 아미노산의 종류를 조절하여 맞춤형 식단 개발이 가능)

적용 분야 케어푸드, 식품

국내특허 * 출원 9건    

해외특허 * PCT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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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단위: 천원)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계정과목 2022(E) 2023(E) 2024(E) 2025(E) 2026(E)

매출액 394,000 950,968 1,586,101 2,423,805 10,369,585

매출원가 161,500 290,734 439,475 633,455 2,554,810

매총이익 232,500 660,234 1,146,625 1,790,350 7,814,774

판관비 1,129,133 1,371,090 2,106,309 2,822,833 4,032,619

영업외이익 536,940 536,720 450,720 300,720 360

당기순이익 -359,693 -147,136 -418,963 -731,736 3,782,515

* 사업아이템: 3D 바이오프린터, 생체재료, 맞춤형 교정기, 배양생선

최근 재무 상황
매출 339 백만원 영업이익 -839 백만원

자산 1,282 백만원 자본금 179 백만원

인력수 14 명

수출 국가 금액 없음

협력 필요성

현재 상황

- Series A 단계

- 3D 바이오프린터 자체 생산

- 漁세포 직접 추출 및 대량배양 (바이오리액터)

- 漁세포 3차원 세포배양 및 세포프린팅 기술(Bioink+cell)

- 물리적 자극(physical stimulus)를 통한 세포분화 유도 기술

향후 계획

- 갑각류(새우, 게 등), 패류(조개류 등) 등으로 종 확대

- 글로벌 선두 배양육 국가 공급 (①싱가포르, ②카타르, ③미국 순)

- 대기업 B2B 방식으로 케어푸드 공급

협력 요청내용 투자 : 25억 원

보상 방법 지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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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0_003 웨어러블 마스크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통합 플랫폼 서비스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의료기기 2등급 웨어러블 전자식 마스크

비대면 진료 통합 플랫폼 서비스

업태 및 종목 제조업 / 공조기계 제조

제품 개요

1. 생체신호 수집형 웨어러블 마스크

   체온,맥박,산소포화도 등 의료기기 등록으로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기기

2. 비대면 진료 통합 플랫폼 서비스

   AI를 활용한 감기,독감, 코로나 19등 감염병 예측 진단키트 배송,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바탕으로 하는 의약품 배송서비스

   정신과 비대면 서비스 등 임상데이터 기반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지향. 

인증서 KC 인증, ISO9001 인증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1. 정전기 유도 에어필터 

99.9% 구리매쉬를 활용한, 리사이클, 업사이클이 가능한 친환경 

정전기 유도 에어필터

 2. 과학적인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연동, 

전문의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임상데이터를 근거로 처방 및 진료, 응급

실 이송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서비스

 3. 진단기능이 구비된 마스크

마스크 내부에 진단키트 및 바이오 센서 장착이 가능한 기술은 당사만

의 특허기술로 타액이나 비말에 있는 정보(바이러스, 당 등)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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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전자식 마스크 에어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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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IOT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의료기기분야

국내특허 15건 등록     

해외특허 PCT 출원 6 건, 미국( 2 ) 건, 중국( 3 ) 건

■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매년 300% 성장 4년 300억 매출 예상

::: 수익 계획

웨어러블 마스크 판매 수익, 에어필터 판매 및 업사이클 제품 판매 수익

진단키트 판매, 배송수익

비대면 진료 중계 수수료 & 처방전 및 의약품 배송 중계 수수료

기타 컨텐츠 이용 수수료 (정신과 관련)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71백만원 영업이익 -61백만원

자산 815백만원 자본금 338 원

인력수 3명

수출 국가 및 금액 2018년~2019년 / 베트남,싱가포르 / 총 3,000$

협력 필요성

 1. 하드웨어 개발 특화로 인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능력 부족

  지속적인 하드웨어 개발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및 노하우가 부족하고

  AI 알고리즘 개발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이 부족함

 2. 인력부족

  CTO 및 핵심인력 부족으로 사업화가 늦어지고 있으며 각종 인증 및

  해외 수출 관련 인증 지연으로 인한 사업확대에 어려움

협력 요청내용

 1. 투자 : 5억 

의료기기 2등급 제조업 인증 관련 설비 2억(크린룸, 스마트 팩토리등)

TIPS 프로그램 연계 1억 (R&D 개발)

마케팅 및 해외수출(유럽,미국)을 위한 인증, 유럽 진출을 위한 컨설팅

 2. M&A : 공동개발

의료형 마이 데이터 사업 및 비대면 혁신 플랫폼 서비스 공동 개발

보상 방법 IPO, 단계별 투자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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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03_002 재생의료 신약/의료기기 플랫폼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1. A** Platform : 미성숙 연골조직의 연골세포를 이용한 조직재생 치료의 세포원

1.1 A-****-C | 퇴행성관절염, ICRS 2-4 | 조직공학제제

1.2 A-****-D | 퇴행성디스크, Pfirrmann 2-4 | 조직공학제제

1.3 A-****-GP | 성장판결손, 희귀질환치료제 | 조직공학제제

2. C** Platform : 돼지연골유래 무세포 세포외기질 생체재료

2.1 C**-sus | 퇴행성관절염, ICRS 1-3 | 관절조직수복용 의료기기

2.2 C**-film | 조직 유착방지제 | 의료기기

2.3 C**-filer | 피부미용, 성형용 필러 | 의료기기

업태 및 종목
업태 : 서비스업, 도소매업

종목 : 의료기기 및 의약품, 생명과학 연구개발 및 지원, 시약 및 관련제품

제품 개요

1. A-****-C : 퇴행성관절염(ICRS 2-4) 치료를 목적으로 당사가 개발한 세포원을  

연골 조직형태로 3차원 배양한 조직공학제제로, 현재 전임상 완료 및 임상시

험계획 승인허가 준비 중

2. C**sus : 퇴행성관절염(ICRS 1-3) 치료를 목적으로 돼지연골에서 유래한 무세

포 세포외기질 생체재료를 solution 제형으로 가공한 관절조직수복용 의료기

기로, 현재 전임상 완료 및 임상시험 승인허가 준비 중

인증서 -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1. A-****-C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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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us 경쟁력

3. 당사의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파이프라인 현황

적용 분야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국내 특허 등록 건수 7건 등록, 4건 출원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총 15건(미국 2건 출원 / 유럽 1건 등록, 2건 출원 / 중국 3건 등록, 2건 

출원 / 일본 3건 등록, 1건 출원 / PCT 1건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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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단위 :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매출액 345 500 700 6,000 8,500 14,250 22,875

A-****-C     -     -     -     -     - 2,000 5,000 
C**-sus     -     -     - 5,000 7,500 11,250 16,875 
C** 원료 345 500 700 1,000 1,000 1,000 1,000

매출총이익     -     -     - 4,200 5,950 9,975 16,013

판관비 4,260 6,429 8,819 8,876 5,163 5,203 5,457

영업이익 -3,915 -,5929 -,8119 -4,676 787 4,772 10,556

- 매출액 : 경쟁제품 매출액을 참고하여 추정함

- 판관비 : 일반관리비, 경상연구개발비(임상시험 비용, GMP 시설비용 등 포함)

최근 재무 상황

(2021년 9월 말(온기))

매출 285백만원 영업손실 4,058백만원

자산 11,043백만원 자본금 268백만원

인력수 37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

협력 필요성

- 무릎골관절염은 글로벌 3억명 이상이 보유한 질병이나 초기단계의 일시적 통증

완화용 주사제 및 말기단계의 인공관절 수술 외 중기단계의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 세포치료제는 치료 유효성이 낮고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음

- 당사는 조직공학제제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치료 유효성이 높고 대량생산 공

정개발에 따라 비교적 낮은 가격대의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함

- 주요 파이프라인 A-****-C 및 C**-sus는 현재 전임상 완료 및 임상시험계획 승

인허가 준비 중이며 승인 이후 후속 파이프라인 또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임상시험 및 생산시설 증축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함

협력 요청내용 - Series B 100억~150억 투자유치

보상 방법 - 지분획득 및 IPO를 통한 차익실현(2025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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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3_002   심혈관 질환 인공혈관 수입대체와 5년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인공혈관 개발(전임상 단계)

매칭 제안번호 : B_220513_002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인공혈관

인공장기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정형외과,성형외과 etc)

진단 및 수술훈련용 서지컬 트윈

생체적합성 고분자 신소재

업태 및 종목 제조업/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품 개요

생체적합성 신소재 인공혈관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진단 및 수술훈련용 서지컬트윈

인증서 조달청 생산등록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세계 사망원인 1위 질환 심혈관 질환 환자 수술용 인공혈관 수입대체

                      

위암보다 낮은 인공혈관 수술환자 5년 생존율 향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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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적합성 고분자 신소재로 3D 프린팅 고분자 복합소재_100대 미래 유망

기술 (2020년) 선정

기존 인공혈관제품의 한계인 6mm 이하 신기술 가능성

H바이오특구 신의료기기 네트워크

국내외 경쟁사 비교

생체적합성 고분자 신소재 의료 3D프린팅 전문회사로 국내 경쟁사와 차별

화 되어 있고 5년 생존율 향상기술이 가능한 의료 3D프린팅 기술이 해외 

경쟁사와 차별화 되어 있음

국     내

신소재 없음

A사 메탈, PCL

B사  수술가이드 

C사 세라믹,  고분자 

해   외

3D 프린팅 없음

D사 Gore-Tex, 인공혈관

E사 독일기업, PTFE 소재

F사 PET 소재, 최초 인공혈관 

K연구원 생체적합성 신소재 기술이전

혈전침착이 89%까지 낮아진 신소재 특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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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8백억 매출 영업이익 240억 목표

5년 생존율 향상 인공혈관 개발로 세계시장 10% 목표(4천5백억)

적용 분야

인공혈관 수술_심장외과

인체 삽입형 신의료기기 (정형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etc)

수술훈련 (외과 전분야)

서지컬트윈 의료교육 (의료인, 의료관련학과 학생, 중고등학교 해부실습)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4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1 ) 건    

ex) PCT 출원, 미국등록 1건 등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무 상황
매출 4백만원 영업이익 -64백만원

자산 170백만원 자본금 50백만원

인력수 8명

협력 필요성

인공혈관 - 전임상 단계의 기술로 전임상을 포함한 임상과  양산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제품화 이후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홍릉 바이오특구 대학병원과 신의료기기 개발 전임상 및 임상 자금확보

협력 요청내용
투자 : 5억 인공혈관 전임상 

소재합성, 전임상/임상용 GMP 시설구축,인력충원 (박사1, 석사1외)

보상 방법 지분제공, 판권등 기타사항 별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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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28 AI-ProGlu-Proteomics 기술, 표적단백질분해 MG항암제,

ALK-변이 비소세포성폐암 진단 센서

매칭 제안번호 : B_220513_002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ALK-변이 비소세포성폐암 진단 센서

AI-ProGlu-Proteomics기술

표적단백질분해MG항암제

천연물폐암치료제

수면개선용건강기능성식품소재

업태 및 종목
업태: 서비스 제조업, 

업종: 신약연구 및 개발,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제품 개요

AI(인공지능)플랫폼, Proteomics, 항체어레이, ALK-변이 진단 바이오센서, 

단백질상호작용조절제(PPI modulator)-Molecular Glue 항암제, 인플라마좀 

억제제(천식치료제), 천연물폐암치료제, 수면개선용건강기능성식품소재

인증서 ISO9001, KTC시험성적서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플랫폼기술의 경쟁력 및 차별성

당사 플랫폼기술은 단백질 칩의 일종으로 단백질체 기능에 대한 기초연구, 

단백질의 정량분석, 신약 후보물질 스크리닝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응용 

범위가 넓은 기술임. 당사는 단일박막 코팅(SAM: Self Assembled 

Monolayer)을 형성하는 새로운 분자 Linker를 개발하여, 기존 단백질 칩이 

구현하지 못했던 표적 단백질의 특성에 따른 방향성(규칙적인 정렬)을 

제어함으로써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비특이적 신호를 감소시킴.

PPI Explorer, FPPA/RPPA의 경쟁력 및 차별성

당사의 단백질 칩을 활용한 PPI Assay System 구축 시 다양한 biology에 

적용하여 PPI 정도를 분석하거나 해당 PPI의 기능으로 인한 결과물을 

분석할 수 있음. 따라서 작용기전 규명 및 질병 진단 센서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응용할 수 있어 사업 확장성이 높은 Platform 기술임.

https://techinvest.kr/html/sub/mainstayCompany/cooperationProposal_view.html?id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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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2023년-2025년 L/O수익 30억-150억

AI 기반의 in silico 스크리닝 기술의 경쟁력 및 차별성

분자동역학 (Molecular Dynamics) 기법을 적용하여 원소단위에서 표적 

단백질의 열역학적 안정화 구조를 모델링함. 따라서 실제 생체내 조건에 

가장 가깝게 분자간의 상호작용을 구현함.

당사의 TPD발굴 플랫폼 기술인 ProGluTM를 이용하여 해당 표적 단백질의 

기능과 biology에 기반하여 다층의 단계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함.

단백질-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접점 (pharmacophore)에 대한 모델링등으로 

부터 도출된 후보물질에 대해서 high throughput IPS proteomics 

플랫폼으로 wet experiment와 연계하는 통함 스크리닝 기술을 구현함.

적용 분야 동반진단 바이오센서, 신약 작용기전, 신약디자인, 건강기능성식품

국내특허 (5 ) 건     

해외특허 미국등록 2건, 일본등록 1건, PCT출원 4건    

최근 재무 상황
매출 7 백만원 영업이익 127백만원

자산 899백만원 자본금 1,191백만원

인력수 6 명

협력 필요성

당사는 VC를 통한 자금 유치, 국책과제 지원을 통하여 확보된 자금으로  

새로운 기전의 임상2a 단계인 first-in-class 천식치료제와 임상 2상 진행중

인 비소세포성폐암 타겟의 천연물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파이프라인을 PoC 완료 및 임상 단계에서 글로벌 기술이전 하거나, 중견 

및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플랫폼 기술 투자 및 파이프라인 공동개발을 

추구함으로서 risk를 분담하는 사업모델을 구현하고자 함. 또한 유로스타2 

과제로 개발한 폐암동반진단바이오센서와 농림부과제로 개발한 불면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소재의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함.

협력 요청내용 투자 : 50억 - 임상시험과 후속파이프라인 개발, 특허사업화  

보상 방법 지분 제공 IPO를 통한 Exit 또는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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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0_002 DBS 혈액안정화키트 및 이를 이용한 DBS혈액검사 플랫폼

매칭 제안번호 : B_220516_002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DBS 혈액안정화키트

DBS혈액검사 플랫폼

업태 및 종목
업태: 제조업, 도소매    

종목: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의료기기

제품 개요

- 기존 정맥혈 혈액검사에 대한 침습적인 불편함과 콜드체인 시료이송의 

문제점을 해결한 DBS검사법에 이용되는 혈액안정화키트

- 손끝 몇 방울의 혈액시료를 검사소까지 상온으로 이송하여 혈액검사가 

가능하게 하는 혈액안정화키트 국내 최초 개발

- 비대면 온라인으로 만성질환자의 질병 모니터링과 노년층의 질병 스크리

닝을 서비스하는 플랫폼.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 실크 피브로인에서 추출한 혈액안정화 물질 특허 등록

https://techinvest.kr/html/sub/mainstayCompany/cooperationProposal_view.html?idx=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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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국내에는 경쟁 가능한 DBS키트 생산제품이 없음

- DBS키트를 이용한 비대면 혈액검사 시스템 자체가 없음.

- DBS 기술 국내최초 개발, DBS검사 서비스 시장 선점

- 대한노인회와 DBS혈액검사 업무 협약서 체결 예정

적용 분야 헬스케어, 바이오 플랫폼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1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PCT 출원 1 ) 건    

협력 필요성

노약자를 위한 질병 스크리닝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치료 약물 모니터링에 

활용도가 매우 높고,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의료 기관과의 협업을 통

해 DB 확보 전략이 구체화 되어 있음. 

사업화를 위해 관련기술인 건조체액 안정화 조성물 및 건조혈반 채집기술

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함. 

개발되는 DBS검사법이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이 검증되어 표준화가 가능해 

보이며, 건조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 기술력을 통

해 사업성이 매우 높으며, 건조채액관련기술, 건조혈반 채집기 디자인 특허 

등 제안 기술에 대한 선행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이 확보되어 있어 이를 통

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제품 표준화가 가능함. 따라서 중견,대기업과의 협

력에 매우 유리하며 향후 사업적 확대성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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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23년도 예상 매출 21,750백만원 영업이익 2,931백만원

24년도 예상 매출 46,800백만원 영업이익 9,910백만원

최근 재무 상황
매출 334백만원 영업이익 30백만원

자산 289백만원 자본금 200백만원

인력수  7 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직접수출국가: 홍콩 1,046,205 USD, 말레이지아 7,813 USD

간접수출국가: 32,257 USD(10여개국)

협력 요청내용

총투자 금액: 4919백만원

 - 시설자금분야: 1430백만원

 - 운전자금분야: 원부자재 529백만원, 생산및부대비용 1076백만원, 플랫폼

개발비용 750백만원, 시장개척비용 230백만원, 인건비 394백만원, 인허가 

및 기타운전자금 510백만원

자금조달계획

 - 기술보증기금, 은행권 대출: 5억원

 - 본건 협력: 10억원

 - 자산운영사: 35억원

보상 방법 지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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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21식물유에서 추출한 100% 바이오매스 소재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친환경 화학원료소재

증류, 유기화학, 합성

폴리우레탄 소재

UV경화소재

에폭시소재

업태 및 종목 제조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품 개요

식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유, 대두유 등이 아닌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

하여 당사만의 기술노하우로 물리적으로만 추출하한 친환경 석유화학 대체

제이며 USDA(미국농무성)으로부터 100% 바이오매스인증을 획득하였음

인증서
- ISO 9001,14001

- USDA 100% Biomass 인증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1. 바이오매스 고순도 정제기술

당사는 현재 바이오매스폐기물로부터 기초화학원재료를 추출하여, 99.5%까

지 정제하고 당사만의 노하우로 버리는 원료가 없이 100%에 가까운 수율

로 제품을 추출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Pilot수준까지 검증을 완료하고 

현재 판매중에 있음.

2.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규 유기화합물 합성기술

당사는 다양한 application을 위해 순도별로 분류하여, 각 산업별 수요에맞

는 제품들을 합성하여 고분자소재, 석유화학 기초산업, 도료산업 등에 있는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적용 분야 바이오매스, 바이오화학, 도료, 에폭시, 폴리우레탄, 기초화학소재, UV경화

국내특허 3

해외특허 0



투자 및 전략적 협력 techinvest.kr

- 2 -

■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997 백만원 영업이익 21 백만원

자산 4,670 백만원 자본금 377 백만원

인력수 16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협력 필요성

현재 초기개발제품은 상업화가 완료되어, 일부업체에 판매 진행중에 있음. 

당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중견,대기업의 석유화학소재를 친환

경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석유화학소재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협력 요청내용

1. 투자

- 투자요청금액 : 50억

- 사용비목 : 국내 제1제조시설 및 해외 현지공장 확보

- 비고 : 제1공장 부지 착공예정(부지 계약 및 중도금납부 완료)

        현재까지 20억이상 투자유치 완료

2. 마케팅 조직 활용 및 협력

당사 제품이 적용될수 있는 기업에 제품 적용 및 고객사에 아이템 제안

보상 방법

1) 지분투자

지분투자시 별도 미팅을 통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석유화학소재 대체

석유화학소재를 친환경소재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ESG경영목표 달성

(당사 제품은 Biomass 100% 인증제품으로, Formulation을 통해 고객사의 

end-product 바이오매스인증 획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향후 3~5년 매출

계획 및 수익계획, 성

장성

23년 / 매출: 214억원 / 영업이익 : 12억원

24년 / 매출: 517억원 / 영업이익 : 92억원

25년 / 매출: 765억원 / 영업이익 157억원

26년 / 매출: 924억원 / 영업이익 193억원

27년 / 매출: 1,099억원 /영업이익 2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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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제품 및 기술명

소재: 고초균 포자세포 (대량생산 기술보유)

(시)제품: 동물사료 보조제 - 동물효능시험 1차 검증 완료  

                         - 2차/3차 검증 진행 중

(예비) 제품: 건기식 프로바이오틱스 – 독성시험 진행 중

업태 및 종목 제조업

제품 개요

고초균 포자 세포: 현재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영양세

포들인데 위장 및 소장에서 위산과 담즙에 의해서 사멸되어 효능이 낮다. 

반대로 고초균 포자세포는 위산 및 답즙에 내성이 있으며 대장까지 살아서 

활동하므로 효능이 높다. 동물사료 보조제로 세계 최고 제품보다 우수한 

효능을 보이며, 사람용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 중이다. 포자 대량생산기술 

보유.

동물사료 보조제의 효능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보다 우수하다. 생산성

이 높으며 분변에 온실가스와 유해가스의 양을 ~20% 줄여준다.

인증서 없음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1. 고초균 포자세포: 고초균을 이용하여 제조된 동물사료 보조제는 한국에

도 많으나 포자 세포가 보조제에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 포자 생산기술이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어 한국에서 판매되

는 거의 모든 프로바이오틱스는 영양세포이며 포자 세포가 포함되지 않았

다. 그러므로 대장까지 도달하도록 코팅기술을 사용한다고 선전한다. 본사

의 기술로 생산한 제품은 영양세포가 10% 이만이며 90% 이상 포자 세포

이므로 위장에서 사멸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며 소장과 대장에서 기능

을 발휘한다.

S_220624_012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매칭 제안번호 : B_220516_002 B_220307_001

■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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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2. 본사에서 선별한 스트레인들은 박테리오신과 효소의 발현량이 매우 높

으므로 효능이 탁월하게 우수하다. 생산성 향상 정도는 간접비교 결과 세

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보다 우수하다. 현재 직접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

고 있다. EU에서 항생제 사용량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50% 수준으로 

감소할 계획인데 본사의 제품이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항생제를 대체할 

것이다.

3. 유해가스 감축: 현재 가축농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

력 중이다. 본사 제품을 사용하면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약 20% 감소한다. 

나이트레이트 계통의 화학물질을 먹여서 오실 가스를 줄이려고 하는데 본

사 제품과 효능이 비슷하다. 화학제품보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동물복

지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유익하므로 우리 제품이 수출하기에 유리하

다. 

4.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 중이다. 포자 세포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장까지 도달되며 효능이 기존 프로바이오틱스보다 높을 

것이다.

5. 스트레인 4종 특허 등록. 그 외에 30여 개 스트레인 보유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추가로 개발이 가능하다. 발효기술 특허 1건 보유.

적용 분야 고초균 포자세포: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및 동물사료 보조제 원료

국내 특허 등록 건수 (5)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PCT ( 2 )건    

협력 필요성

본사에서는 효능이 우수한 고초균을 발굴하고 그들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

인했다. 지난 5년간 기술개발을 진행 중인데 동물사료 보조제의 탁월한 효

능이 확인되어 대량생산 및 판매를 개시할 시점이 되었다. 세계적인 제품

들보다 효능이 높은 본사의 제품은 한국에서의 외국산 포자를 수입하는 상

품을 대체하고 외국에 수출할 것이다. 생산시설만 확충하면 연간 100억 원 

이상 수입대체와 100억 원 이상 수출이 가능하다. 빠른 시일에 시설을 확

충하고 판매망을 구축해야 한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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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최근 재무 상황
매출  6 백만원 영업이익  0 백만원
자산 700 백만원 자본금  50 백만원

인력수 4 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없음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년도 투자
배양기 
(리터 )

배양일 
(개월 )

제품

(ton)
상품 가치 
(억원 )

비고 

(동물사료 보조제)

2022 100 3 3 0.6     
 

2023 10 억 300 6 15 3 수입사 및 외국계열사와 공동시험 + 판매

2024 300 12 36 13 사료 수입사 및 외국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세계시장 규모는 연 

~70조원 이다. 제품을 생산할 시설과 제품 판매망 구축을 위해 경험이 많

은 기업과 협업을 도모할 필요가 크다. 특히 건기식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을 위해서 GMP 시설이 필요하다. 비만과 고지혈증 치료 효능을 임상시험

을 통하여 증명하면 연간 200억원 이상 국내매출 가능하며 의약품으로 개

발할 길이 열릴 것이다. 

협력 요청내용

1차 10억: 동물용사료 보조제 대량생산을 위한 시설 확충

국내 수입대체를 위해 수입사와 공동실험 수행하고, 수출을 위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사료제조사와 협업을 통한 공동효능 실험 시행할 예정이

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국가들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때 대

기업에서 대량생산을 위한 발효기 및 제반 시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라는 보장을 해 주기 바란다. 생산물량이 모자라서 판매하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30억: 사람용 건기식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를 위한 GMP 시설 설립, 

초기 (2025년): 국내시장 및 중국시장 진출

중기 (2026년이후): 한국 식약처에서 의약으로 허가받은 후 EU 및 미국 

FDA의 판매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시행

보상 방법

1. 회사지분

2. 라이센싱 아웃 후 포자 세포 납품

3. 기술 이전 등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

4. 투자사에서 CFO 선임하여 Business Development를 이끌어 가기 바람

효능 시험
(A대 & 대형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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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제품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며 추가 투

자를 받으면 바로 배양기를 1톤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켜 연간 100톤이상 

동물사료 보조제를 생산하여 2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2022년: 고초균 안전성 시험, 동물 효능시험 계속
 TIPS 지원사 및 엔젤투자사 탐색

2023년: 양돈 사료보조제 판매
 엔젤투자유치 및 생산시설 확장 (10억 원)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 개시

2024년: 농림식품신기술(NET) &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         Series A 투자 유치 30~50억 원 
2025년: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판매

  Series B투자유치 + 3000평 규모 공장부지 매입 
2026년: 공장시설 준공 

  3톤 배양기 설치 (동물사료보조제 매출, 생산시설 확충 
시기에 따라서 판매량 변화 40억~100억)
  건기식 프로바이오틱스 GMP 시설 

2027년: 매출 동물사료보조제 100억 이상, 코스닥 상장 준비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100~200억 원 
2028년: 9천 톤 이상 배양역량 구비

500 6 30 계열사에 판매 (BEP)

2025 800 12 100 20

2026 3000 6 2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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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7_001

AI 기반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솔루션 / AI 기반 재능 유전자 검사 솔루션 

매칭 제안번호 : B_220513_002; B_220516_002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AI 기반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솔루션

AI 기반 재능 유전자 검사 솔루션

유전자 검체 채취 키트

업태 및 종목
서비스업 / 물질성분 검사, 측정 및 분석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제품 개요

■ AI 기반 만성 질환 예방관리 솔루션

- 유전공학적 기술과 AI 기술을 접목시킨 유전자 검사 서비스. 

구강 면봉으로 검체(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하여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

질량 지수 등의 검사항목과 유전자를 검사하여 다유전자 및 후성유전변이 

융합데이터 기계학습모형 기반의 혁신 솔루션을 통해 유전 취약성 및 질병 

발병 위험도 예측 정보, 건강 관리 솔루션을 제공.

■ AI 기반 재능 유전자 검사 솔루션

- 유전공학적 기술과 AI 기술을 접목시킨 재능유전자 검사 서비스. 

구강 면봉으로 검체(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하여 12개 카테고리에 해당하

는 168개의 재능유전자 마커 식별 및 가중치 합산을 통해 카테고리별 메

트릭 산출. 개개인 메트릭에 따른 분석 보고서 제공 후 전문가와 함께 적

성, 아카데미, 커리어에 대한 1:1 맞춤 솔루션 제공.

인증서 ISO13485, GMP, 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업 허가증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AI 기반 만성 질환 예방관리 솔루션)

- 다유전자 + 후성유전변이 융합 데이터 기계학습 모형 기반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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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택트 최소침습적 검체채취로 사용자/의료진의 안전 편의성 증대

- 추가검사가 필요없는 다유전자 위험 스코어링 AI 머신러닝 알고리즘 탑재

- 식단, 운동 정보 및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AI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여 건강관리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AI 기반 재능유전자 검사 솔루션)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과 다중유전자 

위험점수(PRS, Polygenic Risk Scores)를 기반으로 12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168개 재능유전자 마커 식별 및 가중치 합산 후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커리어 방향 추천

- 적성, 아카데미, 커리어에 대한 상담 전문가 1:1 맞춤 상담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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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매출액 5,985 10,534 18,273 32,817 53,066

- 재능유전자 검사 결과를 AI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재능발굴과 성장발달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적용 분야
만성질환 예방관리 솔루션

재능유전자 검사 솔루션

국내 특허 등록 건수 3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해당없음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23백만원 영업이익 (419)백만원

자산 2,259백만원 자본금 150백만원

인력수 13명

수출 국가 및 금액 베트남 (U$29,409, 2021년)

협력 필요성

당사의 전략시장은 베트남 시장으로서 베트남 경제는 지속 성장 중이며 

2020년 기준 인구수는 1억명 및 출생아 수는 150만명 수준이며 잠재력이 

큰 블루오션 시장 임.

당사는 스타트업으로서 베트남 사업 추진에 있어 30억 가량의 자금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사와 협업할 기업의 경우 헬스케어 

분야의 고객 및 영업망 확보 가능

협력 요청내용

베트남 진출 예상 소요자금 내역 (30억)

- 시장개척자금: 5억원

- 기술개발비: 8억원

- 재료비: 11억원

- 인건비: 6억원

보상 방법 SPC의 지분 참여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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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531_001

기능성 자동포장용필름 / 포장용 스트레치필름 제조 기술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섬유원단포장용필름 : 투명도 및 슬립성 및 제품청정력 높음(특허기술)

스트레치랩 

보호, 라미필름 

사일리지랩

업태 및 종목
제조/도매/소매/사업지원서비스업

필름, 곤포사일리지필름/무역(필름)/전자상거래업/인력공급업

제품 개요

사일리지 필름

가격경쟁력은 물론 최우수품질로 전국에 인정을 받고 있으며, 적정한 발효

기간이 되면 소50마리가 하루에 먹을수 있는 영양가높은 사료가 완성되며 

공기를 차단하여 적절한 발효,접착력과 내후성이 우수하여 사료의 품질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국내시장의 30%이상을 점유함

스트레치필름 

수출용파렛트화물, 전자제품 및 복잡한 형태의 기계와 부품, 각종생활용품

과 야품등 산업분야에 쓰여지고 인장력,신장률,접착력이 우수하여 오염방지

와 응력, 보존력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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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2021년기준)

원단포장용 PE,PET필름 

특허등록된 시스템에 의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원단포장작업이 좋은 

슬립성과 투명성,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아 청정력이 우수하고 인쇄 및 착

색작업이 용이하여 광범위하게 쓰여짐

인증서
ISO9001/ISO14001/특허증/상표특허증/경영혁신형확인서/기술혁신혁확인서/

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서/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제품력 기술력 소개

당사의 ‘스트레치 필름 제조 Recycle 기술’은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키워

드로 급부상하고 친환경소비경향도 반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제품이 요구하는 점착력, 내후성, 투명도, 광택성이 우수하여 

친환경 PCR 스트레치 필름의 생산,공급은 재활용의 편견을 깨고 

일반제품과 비슷한 물성으로 환경과 품질을 동시에 해결하여 

제조원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극대화하여 기업가치를 높임. 

적용 분야 PCR스트레치 필름제조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1 ) 건     

최근 재무 상황
매출 25,171백만원 영업이익 814백만원

자산 17,832백만원 자본금 910백만원

인력수 46명

협력 필요성 중견기업의 시장성과 당사의 기술력으로 IPO 추진

협력 요청내용 가업승계 싯점에 있으나 대표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M&A 또는 매각

보상 방법 M&A (지분제공) or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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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당사는 독일산 기계(5layerT-다이스랩)를 추가 매입하여 현재 매출액의 

1.5배를 늘이고, (현재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임) 수출시장을 적극개척하여 

당사의 Recycle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원가를 낮추어 12~15%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확신함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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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10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화 소재 개발을 위한 고순도 산화그래핀 생산 기술

매칭 제안번호 : B_220516_002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고순도 고품질의 산화그래핀 생산 기술

가시광촉매 제조 기술

고순도 산화그래핀 기반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화 고분자 소재

고순도 산화그래핀 기반 복합 강화 식물계 고분자 소재 (PLA)

업태 및 종목 제조업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타 자연과혁 연구개발업

제품 개요

∙ 기술: 고순도 고품질의 산화그래핀 대량생산 기술 기반 소재 기술

∙ 적용: 항균 및 항바이러스에 특화된 부품 및 제품 개발

∙ 사업: 국내 중견기업에 중간재 형태로 공급, 수요기업에 맞춰 제품 판매

∙ 단계: ‘22년 파일럿 완성, ‘23년 대량 생산 구축

인증서 국내 특허등록 1건 출원1건, 국제 특허출원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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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 그래핀 대량 생산을 위한 Scale-up 가능성 확인

  - 1.0g의 화학적 박리법 기반 그래핀 제조에서 10.0g ~ 30.0g의 그래핀 

제조 기술로 Scale-up 완료

  - 단순히 사용되는 원료 및 장비의 증가 외, 공정 시간 및 원료 사용 최적

비 변화를 통해 그래핀 제조 공정의 안정화 및 품질을 제어하였으며, 이

를 통해 Pillot 진행 중

  - Scale-up하여 제조된 자사 그래핀과 타사 그래핀을 분석한 결과, 타사

의 경우 대부분 레이어 20 이상으로, 레이어 1~3의 자사 그래핀이 고순

도 고품질의 그래핀임을 확인 

∙ 복합소재의 항균 항바이러스 특성 평가 확인

  - 개발된 소재의 항균 시험법에 근거한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의 생존성 

평가(세종대 바이오에어로졸연구소 진행)

  - 가스백 A/B법에 근거한 VOCs의 농도 변화 분석 유해물질 제거 테스트 

진행(한국세라믹기술원 시험성적서 발급)

  - 성능 추가 분석을 위한 물정화 테스트 진행, 가시광 조사 환경 내에서 

Acridine Orange 염료 분자들이 제거됨을 확인

적용 분야

∙ 그래핀복합물질을 고분자레진과 혼합하여 사출성형을 통한 제조

  - 전자제품 하우징, 화장품 케이스, 자동차 내장부품 등 적용

∙ 그래핀복합물질을 고분자레진과 혼합하여 실린더성형방식으로 필름 제조

  - 바닥 매트, 인테리어 마감재 등 적용

국내특허 ( 1 ) 건     

해외특허 PCT 출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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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2022년~25년까지의 고품질 산화그래핀 및 항균 복합소재 기반 매출 계획 및 예상

최근 재무 상황
매출  270백만원 영업이익 -22백만원

자산 1078백만원 자본금 70백만원

인력수 12 명

협력 필요성

∙ 고품질의 산화그래핀을 생산하여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임

∙ 창업이래 생산 기술을 스케일업하는 연구에 집중하여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과 한국산업기술진흥

원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에 동시 선정, 연구의 성과를 이룸

∙ ‘22년 3억원, ’23년~‘24년 약 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됨

∙ ‘22년 파일럿 개발 및 빠른 양산 구축을 위해 추가 비용의 투자가 필요

하며, 양산 후 소재의 응용 개발을 위한 중견/대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함 

협력 요청내용

투자 : 3억 원

∙ 고품질 산화그래핀 생산 파일럿 개발 비용 및 운영 자금

∙ ‘23년 상반기 대량 생산 설비 구축을 목표로 시리즈A 투자 유치 계획 중 

(약 20억원 예상)

보상 방법 투자 내용에 따라 협력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협의 (지분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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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illot Production Scale-up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생산량
(판매량)

그래핀 1kg/월 4kg/월 40kg/월 500kg/월

복합제 100kg/월(1,2톤/년) 400kg/월(5톤/년) 4,000kg/월(50톤/년) 50톤/월(600톤/년)

판매가(원/kg) 150,000 144,000 100,000 50,000
매출(억원) 1.8 7.2 50 300

∙ 매출계획: ‘23년 7.2억원 / ’24년 50억원 / ‘25년 300억원

∙ 개발 및 생산 계획

  - ‘22년 생산 파일럿 구축 후 양산 설비 도입

  - 대량 생산에 따른 생산단가 절감 및 수익구조 개선

  - 수요기업 확보 및 공급망 확대를 통한 매출의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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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527_001 고기능열가소성 엘라스토머(Thermoplastic Elastomer : TPE) 

고분자 구조 변환 기술 및 컴파운딩 기술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친환경 리사이클 가능한 신발용 폼(Foam) 소재 : 가스발포 공정용

리튬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용 수용성 친환경 바인더 TPE 소재

고부가 골프공용 TPE 소재

업태 및 종목 제조업 / 플라스틱 화학제품

제품 개요

1. 리사이클 가능한 친환경 폼소재

기존의 재활용 불가한 화학발포공정에 의한 폼소재를 대체한, 재활용(리사

이클) 가능한 가스발포공정에 의한 폼(Foam)용 TPE 소재

2. 리튬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용 수용성 친환경 바인더 TPE

전기자동차의 충전당 주행거리 혁신을 위한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용 바인

더로서, 충방전에 의한 실리콘 입자의 부파팽창에 의한 열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바인더용 TPE 소재

3. 고부가 골프공용 TPE 소재

3피스 이상 골프공 맨틀 및 커버용 탄성 소재(해외 수출중)

인증서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1. 리사이클 가능한 친환경 폼소재

    기존의 재활용 불가한 화학발포공정에 의한 폼소재를 대체한, 재활용

(리사이클) 가능한 가스발포공정에 의한 폼(Foam)용 TPE 소재. 세계 최초

로 TPEE계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를 적용하여 폼의 안정성과 탄성 극대화

2. 리튬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용 수용성 친환경 바인더 TPE

    이오노머(Ionomer)라고 하는 이온성(Li계) 고분자를 적용하여 이차전지

의 화성공정에서의 안정성 효율성 향상 및 우수한 탄성특성(이오노머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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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프공용 소재로 사용중)으로 실리콘 입자의 팽창에 따른 스트레스 조절 능

력이 우수함

적용 분야
스포츠레저 용품(기능성 운동화 폼소재, 골프공용 소재 등),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4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협력 필요성
시리즈 A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중 

‘22년 매출 증대(약 70억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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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예상 매출 : ‘22년(74억), ’23년(281억), ‘24년(537억), ’25년(1010억)

예상 수익 : ‘25년, 23%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400백만원 영업이익 45백만원

자산 1,562백만원 자본금 79백만원

인력수 8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대만, USD805,949 (~'22년 1분기)

원재료비 구입과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폼소재, 이차전지 바인더 평가를 위한 장치 및 시스템 지원 필요함

협력 요청내용
희망 투자 유치금액: 10억원

사용계획 : 원재료 구입 및 R&D인프라 투자 

보상 방법 지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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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18

1. 전기분해공법 고순도 고활성 이온화칼슘

2. 풍화화강암에서 추출한 고농도 복합 액상미네랄 대량생산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고활성칼슘(과일/채소 세정제)

식품첨가물, 강력한 항균성능을 지닌 천연물 유래 항균제

풍화화강암에서 추출한 복합 액상미네랄, 비료/수질개선제 등

발포성 칼슘비료 등 다양한 비료

골다공증 치료제, 산업용 항균제, 친환경 탈취제 등

업태 및 종목
업태 : 제조, 도매 / 종목 : 천연 바이오 신소재(고활성칼슘, 복합활성미네

랄 등) 개발, 생명체 기능향상 첨단소재 및 친환경 항균소개 개발 및 제조

제품 개요

O 천연물 유래 물질들을 이용한 최고의 소재 원천기술 확보

1. 국내산 천연패각 유래의 고활성 이온화칼슘 소재

- 골다공증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대량생산 기술 개발

현재까지 개발된 고활성 이온화칼슘 소재를 더욱 정제하고, 다른 영양성분

과의 배합기술을 2022년부터 개발하여, 동물임상시험 및 인체적용시험을 

통하여, 골다공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예정임. 

이를 위하여, 국가(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큰 비용이 소요되는 시험비용을 충당하고 제품개발을 성

공하여 세계적인 품목으로 성장을 추진할 예정

- 항균성능을 극대화하여 항균 플라스틱, 항균 실리콘 제품에 적용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기술개발 중)

- 국내 브랜드 파워 1위인 채소, 과일 세정용 "칼슘파우더"의 국제화

- 고활성 이온화칼슘 액상제품의 미국에서의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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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2. 풍화화강암에서 추출한 고농도의 액상 복합미네랄 소재

- 효과적인 비료 개발

- 강력한 수질정화 성능을 바탕으로 양식장 적용

-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복합미네랄제 개발

3. 고활성 이온화칼슘/복합미네랄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탈취제, 항균제 등)

인증서

ISO 9001, ISO 14001, 기업부설연구소, FDA 안전성 테스트, 소재부품전문

기업확인서, HACCP인증서, 이노비즈 확인서, 벤처기업 인증서, 인도 FSSAI 

등록, 태국 FDA 등록 등

제품력 기술력 소개

- 천연물 유래 물질들을 이용한 최고의 소재 원천기술 확보

- 국내외 특허 확보 및 HACCP, HALAL, ISO 등 국제규격 인증

- 기존제품의 국제화 및 새로운 사업분야(미네랄워터) 시장 개척

- 성능이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골다공증 개선용 고활성칼슘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세계화(1조원 이상의 시장에서 부작용없이 극대화된 효과가 입

증된 안전한 제품 출시와 전세계 진출 목표)

- 국내외에서 B2B와 B2C를 동시에 진행

- 아마존에서의 판매 극대화, 미국에서의 미네랄워터 사업 개시

- 중국에서의 비료/양식장 수질개선제/탈취제 등 시장진출

- 과일/채소 세정제 국내 1위 Brand "OOOO"의 세계화

- 천연물로만 구성된 산업용항균제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항균제가 필요한 

여러 산업분야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감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천연물 유래 친환경 비료와 발포성 칼슘비료 개발 

등으로 당사 비료의 세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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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적용 분야 소비자제품, 식품, 식품첨가물, 비료, 환경, 바이오 에너지 제조 등

국내 특허 등록 건수 (18)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6) 건

핵심특허 2건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 1건에 대해서는 일본 출원 중

일본등록 1건

협력 필요성

- 강력한 Potential을 가진 특허 등 원천기술이 확보된 소재의 산업화 촉진

- 소재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방법 검토와 효과 입증 및 제품화 협력

- No.1 소재를 활용한 신사업 개척과 소재의 국제화 추진

- 국제특허를 바탕으로 독점적 마케팅 권리 확보

- 골다공증 개선제 임상 및 개발로 Blue Ocean 시장의 공동 개척

협력 요청내용 - 고활성 이온화칼슘의 예비 동물시험에 비용 투입(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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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 高活性칼슘 (식품첨가물) 200 300 400 500

2. 高活性칼슘 (비료) 100 200 200 200

3. 高活性칼슘 (과일/채소 세정제) 2,000 3,000 4,000 6,000

4. 高活性칼슘 (항균 플라스틱 등) 200 1,000 2,000 3,000

5. 高活性칼슘 (골밀도 개선제) 0 100 300 1,000

6. 비료 100 200 200 300

7. 새우양식장 등 100 500 1,000 1,500

8. 탈취제 등 200 1,000 2,000 3,000

9. 기능성비료 신제품 200 500 1,000 2,000

계 3,100 6,800 11,100 17,500

최근 재무 상황
매출 2,024백만원 영업이익 12백만원

자산 6,196백만원 자본금 300백만원

인력수 17명

수출 국가 및 금액 미국(26,856$), 싱가폴(8,389$), 페루(2,652$)

- 소재의 균일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설비 확보(3억 원)

- 고활성 이온화칼슘, 복합 활성미네랄을 접목한 신제품 개발 등(4억 원)

- 국내를 제외한 전 외국으로의 마케팅 요청

- 2023년에 추진할 예정인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 공동 참여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인력 지원 등

보상 방법
- 지분제공 및 인수합병에 최우선 권리 보장

- 경영성과의 공정한 분배와 지속적인 공동 연구 등



투자 및 전략적 협력 techinvest.kr

- 1 -

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02 

친환경 에너지 세이빙(고효율, 고내구성)을 위한 스마트 섬유 기술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원적외선 건강 매트를 위한 고내구성 고유연 면상발열 발열체

20%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전기난방

스마트 섬유 생산 기술

업태 및 종목 스마트 섬유, 세라믹 가공처리 및 표면처리

제품 개요

스마트 발열섬유

- 타사 발열체 대비 20~30% 발열 효율 상승

- 타사 발열체 대비 50% 이상 중량 감소

-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 가능: 실내 구조에 맞는 다양한 모양 사이즈 구현

- 탄소체 원적외선 발열을 통해 더욱 따뜻한 난방 구현

- 친환경 섬유재를 활용한 신재생 / 항균재사용한 친환경 제품 구현

- 내열성 섬유재를 통한 난연특성을통한 화재 방지

- 고강도 패딩폼과 결합해 고내구성 실내 내장재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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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1. 높은 생산성

Ÿ 롤투롤코팅 시스템으로 보다 빠른 생산 가능

Ÿ 차세대 매트10만대/년 이상 추가 생산, 평균 20% 이상 생산성 증대

Ÿ 고품질 난방시스템으로 발전

2. 사용성, 보관성극대화

Ÿ 설치 공간 제한 적음

Ÿ 어떤 발열매트보다 얇고 부드러움, 침대 매트리스의 쿠션감 극대화

Ÿ 온수매트의 불편한 보관성 보완

3. 고내구성으로 10년 이상 사용 가능

Ÿ 세계 최초 탄소나노튜브 면상발열체적용

Ÿ 최고 내구성 물질 사용으로 성능저하X

4. 금속 열선대비 두배 이상 빠른 온도 상승력

Ÿ 30% 에너지 세이빙

Ÿ 원적외선+적외선 발열시스템

Ÿ 기존 발열체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

적용 분야 헬스케어, 에너지 세이빙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4  ) 건     

해외특허 미국 등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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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09.6백만원 영업이익 -69.8백만원

자산 1,674.1백만원 자본금 1,142.8백만원

인력수 6 명

협력 필요성

본 기업은 지난 7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탄소코팅 기반의 고효율 고내구

성의 원적외선 면상발열 섬유를 개발하여, 최근 양산을 위한 장비 구축 및 

시험생산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난방, 헬스케어, 온열매트 기업

의 관심 및 주문 의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원활할 생산을 위한 설비 증

설 및 공장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협력 기업과 이

익 공유 및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해 IPO 및 M&A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

고자 합니다.

협력 요청내용

필요금액: 10억원 (지분 투자)

사용계획: 5억원~7억원, 생산 증대를 위한 장비 증설 (1m2 기준 연간 20만

대 이상 추가생산 필요함.)

1억원: 성능 및 생산 수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2~4억원: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 홍보 / 영업 신규인력 채용

보상 방법 지분 제공 및 영업 이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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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13 

콘크리트 건축물 내부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나노필러 기술을 활용한 

라돈 및 VOC 90% 이상 차폐용 환경친화적 코팅제 기술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유기나노점토 기반의 발수성 및 발유성 나노코팅용 조성물 기술

유기나노점토 기반의 라돈 차폐용 나노코팅제 조성물 기술

아미노점토 기반의 친환경 라돈 차폐용 코팅제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업태 및 종목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교육서비스업. 

페인트제조, 실내인테리어업(도장공사, 라돈전문컨설팅)

제품 개요

수성 및 투명 나노필러를 활용하여 건축자재, 콘크리트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방사성 라돈 및 토론, VOC, 시멘트독 등 각종 유해 

물질을 90% 이상 차폐하는 친환경 코팅제 

ž 아파트, 주택,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건물 내부에서 발생, 문제가 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및 토론을 친환경 코팅방식으로 90% 이상  

차폐하는 코팅제

ž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및 석고보드와 

천연 석자재 등의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VOC를 완벽히 차단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

인증서 ISO9001, ISO14001, ISO45001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 성능

- 기존의 제품들은 라돈 차단, 차폐율을 높이기 위해 흡착제나 접착제, 

우레탄과 같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함

- 숯가루를 이용한 제품은 수명이 짧으며 숯 분진이 생기고, 위에 벽지를 

시공할 경우 숯의 검은색이 벽지에 묻어 나오는 단점이 있음

- 본사는 환경친화적인 소재와 반영구적인 제품을 위해 오랜시간 동안의 

연구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현재의 제품을 개발함

본사 제품의 기술력

 - 유기나노점토 기반의 발수, 발유성 조성물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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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차폐용 나노코팅제 조성물의 제조를 가능하게 함

< 마그네슘-아미노점토에 의한 라돈 차폐 기작>

 - 수성 마그네슘-아미노점토 : 본제의 주 구성 성분으로 판상 형태의 배

리어(barrier) 기능뿐만 아니라, 아민 그룹에 의해 부원료와 혼합시 (가교)

밀도를 높여주어 라돈 차폐 효율을 90% 이상으로 도달하게 해주는 중요

한 역할을 함

 - 라돈이 가스로써 거동하는 부분과 방사선으로써 피폭에 의한 부분을 동

시에 차폐하는 기술로 접근하여야 하며, 마그네슘-아미노점토의 경우 자

체의 배리어 기작 외에 아민 그룹의 의한 (가교)밀도 향상으로 배리어와 

배리어 사이의 코팅제 또한 밀도가 올라가는 역할을 수행하여 최소 90% 

이상의 라돈 차폐율을 보이게 됨

 - 타사의 라돈 저감 코팅제는 수성조건에서 2가지 주요 기작이 동시에 적

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20-30%의 저감을 보이는 반면에, 

본사의 코팅제는 최소 90% 이상의 라돈 차폐율이 나오는 핵심기술임

적용 분야  재료∙소재, 환경, 화공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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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 실내 공기질에 대한 인식과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

- 현재 다수의 건설사, 시행사, 조합 등에 견적서를 제출, 협의 중이며, 

2022년 중반기 내에 약 30억원의 시공 계약 예정

- 7월 말을 목표로 조달청에 제품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청, 철도청, 국방부 등의 공공기관 입찰 계획

- 현 상황에서는 회사와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지만, 타 업체와의 협력, 

지원사업, 투자사업 등을 활용하여 매출 증대를 추구

- 현재 중국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등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계획(미국 해외 특허 준비 중)

- 2024년에 100억원 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상의 매출을 기대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3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0 ) 건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00백만원 영업이익 -83백만원

자산 167백만원 자본금 30백만원

인력수 5명(총임직원)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협력 필요성

- 현재 라돈차폐코팅제 기술력을 확보하여 사업화 중에 있으나 생산시설, 

기술고도화를 위해 인력확보, 제조시설 자동화 등 부담비용이 매우 큼

- 스타트업 기업으로 각종 마케팅, 홍보 지원을 통해 회사를 알리고 

성장하여 선도자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

협력 요청내용
환경친화적 라돈차폐 코팅도료제 제품 제조 및 인력확보에 필요한 운영, 

시설 자금 10억 또는 상응하는 지원

보상 방법  투자 내용에 따라 협력 기업과 협의 예정(지분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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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03_001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러 주택 사업화

2. 바텀애쉬(Bottom Ash)를 재활용한 친환경 보도블록 사업화 

매칭 제안번호 : B_220216_001 - ‘2. 바텀애쉬를 재활용한 친환경 보도블록 사업화’ 가 해당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러 주택

2. 바텀 애쉬(Bottom Ash)를 재활용한 친환경 보도블록

업태 및 종목 제조/제조, 도소매/환경복원업/건설, 건설/도소매/도소매/소매업

제품 개요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러 주택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러 주택으로 내부에 in-fill 

box를 적용해 기숙사나 음압병동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

2. 바텀 애쉬(Bottom Ash)를 재활용한 친환경 보도블록
발전소 발생 폐기물인 바텀 애쉬를 재활용하여 자사 보도블록 생산에 일부
를 적용한 친환경 보도블럭

인증서 특허 2건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러 주택: 

공장에서 생산하는 외부 및 내부 모듈의 조립을 통해 현장에서 쉽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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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매출 110,000 백만원, 영업이익 35,000 백만원

할 수 있어 산업재해 저감효과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

로 나날이 증가하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의 주택. 내

부 모듈인 인필 박스는 언제든 재활용 가능. 

2. 바텀 애쉬(Bottom Ash)를 재활용한 친환경 보도블록: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를 활용해 보도블럭 생산에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의 측면과 탄소발생 저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제품 

적용 분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러 주택: 기숙사, 음압병동, 1인가구, 노인주거

2. 바텀 애쉬(Bottom Ash)를 재활용한 친환경 보도블록: 보도블록 

국내 특허 등록 건수 블록 ( 1 ) 건 , 프리캐스트 (  1 ) 건    

최근 재무 상황

(2021년 기준)

매출 54,834 백만원 영업이익 5,212 백만원

자산 85,608 백만원 자본금 30,897 백만원

인력수 61 명

협력 필요성

프리캐스트 제품과 블록 제품 생산의 자동화 및 다양한 판로 개척 그리고 

바텀애쉬 수급 등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친환

경 발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전세계적 표준제시 등 업계

에서 앞서가기 위해 발빠르게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당사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 발판을 꾸준히 마련해 함께 친환경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스마트 기

술을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 요청내용

투자 : 20~200억원

생산 자동화 설비, 생산 및 유지관리에 스마트 기술 적용(AI, VR, BIM, 드

론, 로봇 등), 바텀애쉬 수급, 판로 개척, 마케팅, R&D 협력 등

보상 방법 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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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02_001 10% 미만 빛 반사율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

antibiotic & deodorization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

매칭 제안번호 : B_220516_002, B_220513_002, B_220216_001, B_220113_001, 20225003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헬스케어 – 99.9% 항균효과 소재 침대 매트리스

헬스케어 – 99.9% 항균효과 & 의료기기 기준 원적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친환경 – 40% 암모니아, 30% 트리메틸아민, 20% 폼알데하이드 농도 감소

수처리 – 탈취 효과 세라믹 볼

반도체, 디스플레이 – 노광장비 척

업태 및 종목 세라믹 소재 제조 및 가공

제품 개요

O 알루미나를 핵심 소재로 하는 블랙 세라믹 소재임

O 핵심 물성은 빛 반사율을 저감하여, 제조 공정에서 빛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빛을 사용하는 센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음

O 적외선조사기 의료기기 2등급의 원적외선 방사 기준을 충족하여 원적외

선 방사 효과를 통해 항균, 탈취 효과가 있어 의료 및 환경 분야 소재로 

적용 가능함

O 필터 프레스 성형으로 대면적 세라믹, 일축 프레스 성형기법으로 소면적 

세라믹, 드랍 성형기법을 통해 2mm이하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 보유함

인증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벤처기업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O K연구원 시험 결과 가시광선반사율 8.4%, 자외선반사율 6.8%로 경쟁사인 

일본 교세라보다 반사율이 더 낮은 경쟁력 보유

https://techinvest.kr/html/sub/mainstayCompany/cooperationProposal_view.html?id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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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외선조사기 의료기기 2등급 적외선 방사 기준인 방사율 및 방사에너지 

기준  충족 세라믹 소재

O KCL 항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MRSA균, 연쇄상구균, 

칸디다균, 바실러스균)시험 결과 99.9% 항균력 증명 (아래 이미지 참조)

O KCL 탈취시험 결과 암모니아 42.1%, 트리메틸아민37.5%, 폼알데하이드 

23.5%, 황화수소 6.3%, 메틸머캅탄 6.3%, 아세트알데하이드 2.1%, 톨루엔 

2.4% 농도 감소 효과 증명

적용 분야

O 디스플레이 노광장비 진공척, 반도체 EUV 척, 드론 외피(레이더 회피용)

O 침대 매트리스, 피부관리기(마스크 등), Foot Rest 등 의료기기 소재

O 탈취용 건축자재, 옷장 신발장 등 가정 탈취 용품, 수처리 세라믹 볼, 

공기 청정기 필터 등 친환경 소재

O 기타 고양이 모래, 비닐하우스 식물재배 모래, 열대어 등 어항 모래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9 ) 건 특허 출원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0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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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20년 12월 법인 설립 후 22년 하반기부터 제품 출시

3년 후 100억 돌파 및 5년 후 200억 돌파, 수익률은 30% 이상

최근 재무 상황
매출 247백만원 영업이익 -73백만원

자산 684백만원 자본금 100백만원

인력수 7명

협력 필요성

O 동사는 현재 세라믹 소재 개발 후 관련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특허출원

하였음

O 세라믹 소재를 기반으로 적용 분야 시제품까지 개발 후 제조 공정에 대해 

특허출원하여 진입장벽을 구축하였음

O ‘in -> out 방식 Open Innovation’을 통해 디자인 개발 및 각종 제품 인

증 후 사업화를 함께 할 파트너가 필요함

O 디자인 개발 및 제품 인증은 사업화를 진행할 파트너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일 수 있어 협력을 통한 제품 출시를 검토 중임

협력 요청내용

O 세라믹 제조 추가(1m 이상 소재 소성로 등) 설비 : 4억원

O 세라믹 가공 추가(MCT, 평면가공) 설비 : 5억원

O 원재료 및 치공구 등 : 5천만원

O 의료기기 인허가 및 마케팅 : 5천만원

보상 방법

O 지분 제공

O 2021년 IBK투자증권과 주관사 계약 체결 후 2024년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요건검토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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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3_001  유연디스플레이용 금속나노 전도성잉크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전도성잉크

금속나노입자

방열접착제

업태 및 종목 제조업, 화학제품외

제품 개요

유연디스플레이용 전도성잉크

인증서 벤처인증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금속나노입자 및 전도성잉크에 대해 자체합성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글로벌 딥테크 강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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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적용 분야 유연디스플레이, 반도체, 전기차

국내특허 2

해외특허 6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4 백만원 영업이익 -33 백만원

자산 16 백만원 자본금 60 백만원

인력수 8명

협력 필요성

소재의 사업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회사는 퀀텀점프를 통해 큰 전환기를 맞

게 될것으로 기대

제품화된 전도성잉크의 사업화를 위한 양산시설 및 장비 확보 및 관련분야 

소재개발을 위한 고급인력 확보

협력 요청내용

소재의 사업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회사는 퀀텀점프를 통해 큰 전환기를 맞

게 될것으로 기대

제품화된 전도성잉크의 사업화를 위한 양산시설 및 장비 확보 및 관련분야 

소재개발을 위한 고급인력 확보

(투자유지 필요금액 ; Pre-A 라운드 5억/건 이상)

보상 방법 지분제공 예정이며 지분 구조 등은 별도로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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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전도성잉크 및 금속나노입자 사업화]     단위: 백만원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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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08

1. 화재 안전 솔루션 (ZeFB, Zero Fire Battery)

2. 차세대 이차전지 (NIB, Natrium Ion Battery / 해수전지)

3. 해수 자원화 기술 플랫폼 (SRT, Seawater Resource Technology)

매칭 제안번호 : B_220516_001 / B_220516_001 / B_220425_001                          

               B_220216_001 / B_220113_001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 화재안전솔루션 (ZeFB, Zero Fire Battery)

 1) 열 관리 및 화재(전이) 차단 배터리 제조 기술

 2) 기존 배터리 또는 사용 후 배터리 활용한 ZeFB 전지 제조 기술

 3) 소화·냉각재(FPM) 확장 - 소화 · 냉각용 Pad, Mat, Ball 제조 기술

▶ 차세대 이차전지 (NIB, Natrium Ion Battery / 해수전지)

 1) 해수 또는 고농축 염수를 액체, 젤, 고체 등 다양한 양극재로 적용한 

나트륨 이온 전지 제조 기술

▶ 해수 자원화 기술 플랫폼 (SRT, Seawater Resource Technology)

 1) 해수 자원화 수전해 - 고체전해질 분리막 기술

업태 및 종목
제조업 

해수전지 및 해수전지부품, 2차 전지 외 해수 자원화 기술

제품 개요

▶ 화재안전솔루션 (ZeFB, Zero Fire Battery)

기존 배터리(LIB) 외곽에 소화 · 냉각재(FPM) 주입 및 ZeFB의 기능적 요소 추가

열관리, 수명관리, 화재 전이 차단 및 폭발 안정성 제공하는 배터리 제조 기술

▶ 차세대 이차전지 (NIB, Natrium Ion Battery / 해수전지)

Na+(나트륨, 소듐 이온)을 포함하는 고농축 해수, 고압축 젤, 또는 고체 물질을 양

극재로 사용하는 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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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 해수 자원화 기술 플랫폼 (SRT, Seawater Resource Technology)

  

인증서

 1) KS Q ISO 9001:2015
 2) [한국평가데이터] 기술등급평가(TCB) T2 등급 획득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인증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 연구소
 5)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증명서
 6) [한국기업데이터] 기술가치평가서 (52억2천만원)
 7) [산업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8) [조달청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9)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기업 선정 (총 보증한도 15억원)

제품력 기술력 소개

▶ 화재안전솔루션 (ZeFB, Zero Fire Battery)

 1) ZeFB전지의 화재 억제 및 차단의 우수성

 

 2) 주요 제품의 기술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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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이차전지 (NIB, Natrium Ion Battery / 해수전지)

   기술경쟁력 – 원통/각형/파우치형의 장점을 취함

▶ 해수 자원화 기술 플랫폼 (SRT, Seawater Resource Technology)

    기술경쟁력 – 정제공정 간소화 및 운영비 추가 절감

적용 분야

▶ 화재안전솔루션 (ZeFB, Zero Fire Battery)

 1) 국방 / 위험·특수시장의 배터리 분야

 2) 모빌리티용, E-bike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 차세대 이차전지 (NIB, Natrium Ion Battery / 해수전지)

 1) 국방 / 위험·특수시장의 배터리 분야

 2) E-모빌리티용, E-bike용, 에너지저장장치 (ESS) 분야

 3) 해양산업의 배터리 분야 (무인잠수정, 선박 전력장치, 전기선박, 등부표 등) 

▶ 해수 자원화 기술 플랫폼 (SRT, Seawater Resource Technology)

 1) 담수 생산 산업체, 수처리 산업(고농축 염수) 분야

 2) 제주 용암 해수 및 글로벌 해수 자원화 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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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 연간 매출액 증가율 200% 이상, 2025년 IPO 기술 상장을 도모하여 

2027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방, 배터리 화재의 위험. 특수 시장에 ZeFB/NIB(해수전지)의 화재

안전성, 장수명의 제품경쟁력과 낮은 제조원과 및 높은 생산 효율성을 

통한 가격 경쟁력으로 B2G, B2B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등록 : ( 27 )건   - ZeFB: 6건 / NIB(해수전지): 16건 / SRT: 5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해외 등록: ( 13 )건    - NIB(해수전지): 미국 4건, 일본 5건, 유럽 4건 

▶ PCT 출원: ( 4 )건      - ZeFB: 2건 / NIB(해수전지): 2건

최근 재무 상황
매출 916 백만원 영업이익 31 백만원

자산 2,300 백만원 자본금 529 백만원

인력수 19 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 수출 국가: 독일, 루마니아, 미국, 스웨덴, 이스라엘, 포르투갈, 중국, 홍콩

▶ 수출 금액: 29 백만원

협력 필요성

▶ 원천기술 확보와 꾸준한 정부 정책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제품 기술력 

성과를 확보하였지만, 생산과 개발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면서 스타트업

으로서 부족한 자금력과 고급인력 확보 등으로 인한 제품 상용화 시점

이 지연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장 지위권을 가지고 있는 중견/

대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협력 요청내용

▶ 배터리 화재 안전성 제고를 위한 ZeFB / NIB 초도품 생산설비와 해수 

자원화 기술 플랫폼 실증환경 구축, 배터리 제품 등의 인허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운용자금 투자

▶ 원천기술 확보와 꾸준한 정부 정책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제품 기술력 

성과를 확보하였지만, 생산과 개발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업 생태

계 니즈에 부합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에 기술 제품의 고도화 및 생산 

비용이 스타트업인 포투원에게 부담이 매우 크며, 빠르게 국내외 시장

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중견/대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절실함

보상 방법 ▶ 지분제공 또는 공동사업 등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 수렴 가능)



투자 및 전략적 협력 techinvest.kr

- 1 -

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14 정제 공정이 필요없는 전이금속-free 탄소나노튜브 제조

매칭 제안번호 :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친환경 탄소나노튜브(CNT)

업태 및 종목 제조업 / 2차전지소재

제품 개요

CNT 합성공정 중 촉매로 사용되는 전이금속(Fe, Co 등)을 정제 폐액이 

발생하지 않는 친수성 알칼리 금속으로 대체

  - 친수성 알칼리 촉매로 대체하여 저비용으로 전이금속 0ppm을 

갖는 CNT 대량 합성

  - 저온(500~600℃) 합성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발생 저감

  - 친수성 알칼리 금속 촉매 사용으로 인해 배터리용 도전재로 사용 시 

배터리 수명 및 성능 향상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기술(제품)의 특성

- 기존 합성공정에서 촉매로 사용되는 Ferrocene, Cobalt 등과 같은 전이

금속을 대신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친수성을 가지는 알칼리 금속 촉매

로 대체함으로써, 합성 후 산처리, 할로겐 처리, 고온화 등의 후공정 처

리가 필요한 기존 공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저비용 및 친환경 공정이 

가능하고, 환경 처리 비용이 들지 않음

- 고온 합성(800~1000℃)이 필요한 기존 공정 대비 저온에서(500~600℃)

에서 합성 가능

- 잔여 알칼리 금속촉매는 배터리용 도전재로 사용시 배터리 성능 향상 

가능

제안번호(B_220516_001) - 이차전지 및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

제안번호(B_220513_002) - 배터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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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촉매 불순물 0ppm을 갖는 Transition metal impurities-zero 공법

- CVD 공법을 모티브로 한 알칼리 금속 촉매 분사 공정은 농도에 따른 

합성, 투입 가스의 종류와 유량, 합성 온도, 합성 시간에 따라 다양한 

조건의 CNT 합성이 가능

- 알칼리 금속 촉매로 인해 저온에서 합성이 가능하며, 전이금속 불순물

이 포함되지 않음

- 기존 CNT 정제 산처리 기술의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침해 이슈가 존재

하나, 본 사업화 대상 기술은 정제공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침해이슈

로부터 자유로움

 (나) 산처리 및 할로겐 가스 등 정제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공정 구현

[Figure] 합성 공정 비교

- 전이금속 촉매를 이용하지 않아 무정제 공정 구현

- 무정제 공법으로 친환경적이며 제조비용 감소 및 환경처리 비용 없음

 (다) 연속합성기술로 단순 공정에 의한 합성 및 연속 생산 구현

[Figure] 연속 합성 공정 모식도

- 수용성 알칼리 촉매를 촉매입자로 미세하게 분사시키며 Furnace 내부

에서 동시에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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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tical type의 Furnace 내에서 합성된 CNT는 중력에 의해 Collector로 

수집

- 환원제, 지지체, 고가의 화학약품 등의 무첨가로 단순한 공정 가능

기술(제품)의 차별성

 (가) 알칼리 금속 촉매 미사용 무정제 친환경 공법

- 기존 CNT 합성 방식의 경우, 정제 공정으로 인해 제조 단가 상승 및 

품질 저하

- 고농도의 산처리 시, CNT의 물성에 데미지를 입혀 품질 저하

- 할로겐 가스 반응의 경우 고온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 증

가 및 일부 전이금속 잔류

 (나) 저온(500~600℃) 합성 공정

- 알칼리 금속 촉매 사용으로 인해 저온(600℃ 이하)에서 합성 가능

 (다) 알칼리 금속 촉매를 통한 무정제 CNT 합성 공법 기술 확보

- 상용화 CNT (직경 10~50nm, 길이 5~30um)에 동등한 수준 품질 확보

- 비저항 1.610-6Ωcm 및 전이금속 0ppm을 갖는 CNT 합성 기술

- 전이금속 0ppm의 고순도 CNT 합성 기술 확보

 (라) 무정제 공정과 연속생산공정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정제 공정은 전체 CNT 합성 공정 비용 중 30% 이상을 차지하나, 본 

기술을 이용한 무정제 공정을 통해 50% 이하의 제조비용 절감 가능

- 연속공정을 실현해 Batch type 대비 기존 시간당 약 20g 생산에서 본 

기술 적용 시 시간당 약 200g 생산으로 10배 이상 생산능력 향상

- 전이금속이 포함되지 않고, 적용된 알칼리 금속 촉매로 인해 이차전지 

도전재로 적용 시, 5% 이상의 가역 용량 및 수명 특성 향상

적용 분야 이차전지 도전재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11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0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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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 2024년 예상 매출 : 80억원

- 2025년 예상 매출 : 280억원

- 2027년 예상 매출 : 665억원

최근 재무 상황
매출 0백만원 영업이익 0백만원

자산 1944백만원 자본금 1000백만원

인력수 6명

수출 국가 금액 -

협력 필요성

현 기술을 통하여 대량 양산시스템 구축 및 단위 원가 확보를 통한 가격경

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공정 감소로 친환경 시스템 구현을 통한 환경규제 

대응이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 발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협력 요청내용 투자 : 20억원

보상 방법 지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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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매칭 제안번호 : B_220516_002, B_220513_002, 20225003

■ 제안개요

■ 경쟁 및 차별성

제품 및 기술명

고효율 태양전지 소재 및 셀

고출력 반사형 태양전지 모듈 및 반사체   

이동식 / 탈부착식 / 플렉시블 태양광 발전기

업태 및 종목 제조업 / 전자소재 및 소자

제품 개요

1. 초고효율 태양전지 소재 및 셀 기술

기능성 나노소재를 이용하여 30% 이상의 발전 효율을 구현할 수 있는 다

용도의 플렉시블 전기분극형 박막 태양전지 원천기술

 

2. 고출력 반사형 태양광 모듈 기술

기존 대비 출력이 30% 이상 향상된 다목적 반사형 태양광 시스템으로서 

설치와 수납, 이동이 용이한 반사체를 이용하므로 ‘DIY’ 운영이 가능함

인증서
1. 국내등록 특허 11건

2. 해외등록 특허 11국 17건

제품력 기술력 소개
당사는 태양전지의 광전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

하여 초고효율을 실현하는 태양전지 원천기술과 효과적인 반사체를 설계하

S_220624_019 고효율/고출력 태양광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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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IP 라이센스 및 주택용, 이동식 태양광 발전기로서 4,000억원 매출 달성 

및 2,000 억원 수익 달성 목표

고 적용함으로써 기존 모듈에 비교하여 출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반

사형 태양전지 모듈 신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들을 적용함

으로써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하는 태양광 전기는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하여 

경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에너지/환경 문제의 해결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 고효율 태양전지 및 고출력 모듈, 리파워링

국내 특허 등록 건수 11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해외출원: PCT출원 8건 

해외등록: 미국 2, 중국 2, 일본 3, 독일 1, 영국 1, 프랑스 1, 이탈리아 1, 

포르투칼 1, 스페인 1, 터키 1, 유럽 2, 캐나다 1 

협력 필요성
현재 고효율 및 고출력 태양광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완료 단계로서 향후 

셀 및 모듈 상용화, IP 라이센스를 위한 협력이 필요함

협력 요청내용 투자유치 희망: 시제품 제작 장비비 20~30억원

보상 방법 지분 제공, M&A, 조인트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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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06 환원(열분해)시스템 & 재생에너지

매칭 제안번호 :  B_220216_001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제품 : 환원(열분해) 및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

기술 : 1) 폐기물을 환원(열분해) 방식으로 유해물질 배출없이 처리

      2)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합성가스에서 메탄올 / 수소가스 생산기술

업태 및 종목 제조업, 발전업 / 전동기, 공급장치 제조업,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제품 개요

■ 폐기물처리(폐플라스틱의 친환경적 처리 : 열분해<환원시스템>)

■ 처리과정 합성가스의 메탄올/수소 가스화 추출 기술 (국내적용)

■ 처리과정 합성가스로 가스터빈발전 기술 (해외적용 : 페루 외)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기존의 열분해 시스템들이 대부분 폐플라스틱류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저온(600~700℃ 사이)이 아닌 지속적인 고온(1300℃ 이상)상태를 유지하면

서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로 석유를 추출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산업전

반에서 사용하는 메탄올이나 수소가스로 추출할 수 있는 첨단기술

폐기물, 그중에서 가장 처리가 곤란한 폐플라스틱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

(환경 유해물질 배출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합성가스를 산업적, 경제적으로 유용한 자원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 구성에 대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시스템 구성 (페루에 제안한 시스템 : 전력생산을 위한 가스발전 제안)

※ 국내의 경우 처리 후 활용과정에서 메탄올이나 수소가스로 생산 

https://techinvest.kr/html/sub/mainstayCompany/cooperationProposal_view.html?id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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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적용 분야

1. 쓰레기소각장 대체 및 신규시설 적용 

  (기존 소각시스템에서 환원시템으로 교체)

2. 생산 에너지 판매

1) 메탄올 판매 (산업체 공급)

2) 수소가스 판매 (수소충전소용) 

국내특허 ( 1 ) 건     

해외특허 미국등록 ( 1 ) 건    

협력 필요성

현재 남미 페루에서 본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수출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

사를 펼치고 있으며, 국내에서 10톤 규모의 상업 생산시설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상업운전시설 설립 시 해외진출 국가 확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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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1. 매출계획 : 사업1차~5차년도 매출총액 약 415.2백만달러(USD) 예상

1) 사업 1차년도 : 페루 타크나시 – 사업타당성 조사

2) 사업 2차년도 : 17.3백만달러 (USD / 타크나시 1차 사업)

3) 사업 3차년도 : 86.5백만달러 (USD / 타크나시 2차 사업)

4) 사업 4차년도 : 103.8백만달러 (USD / 페루 대도시 1곳)

5) 사업 5차년도 : 207.6백만달러 (남미 1곳 및 아시아 1곳)

2. 지출계획 : 제작 및 설치비 (총매출액의 70%수준에서 지출)

   → 지출총액 : 290.64백만달러(USD)

3. 순이익 : 매출액-지출액 = 124.56백만달러(USD) 예상

최근 재무 상황
매출 288백만원 영업이익 -511백만원

자산 1,308백만원 자본금 400백만원

인력수 6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남미 페루 

1차 : 17.8백만달러(USD)

2차 : 86.5백만달러(USD) 

국내 쓰레기 소각장의 처리방식 교체 가능). 이에 상업시설의 운영을 통하

여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진출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 

협력 요청내용

■ 투자금액 : 50억

   10톤 규모 설비로 파일럿 시설 설치 및 상업운전이 필요한 상황

  해외 및 국내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설 

- 설비 : 20억 (일 10톤 처리규모)

- 부지 : 15억 (전남 정읍)

- 공장 : 10억 (300평 기준)

- 기타 : 5억 (사업진행 및 운영비 일체)

■ 마케팅 : 현재 페루 타크나주 타크나시와 사업타당성 조사 진행 중

보상 방법 협업기업과 함께 시설운영법인 SPC설립, 지분제공(국내외 시장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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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07 물에너지화 시스템, 물의 와류현상 이용 소수력 발전 기술 

매칭 제안번호 : B_220216_001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제품 : 물에너지화 시스템 (30kw 규모)

기술  1) 물의 와류현상을 이용한 소수력 발전기술

      2) 30kw 모듈화 구현 

      3) 일정량의 수량에서 무한정 에너지생산 가능

      4) 소수력 발전의 핵심인 블레이드 효율성을 극대화한 기술 외

업태 및 종목
제조업, 발전업 / 

전동기, 공급장치 제조업, 연료전지 발전사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제품 개요

- 물의 와류현상을 이용한 소수력 발전기

- 모듈당 30KW 설비

- 소수력발전의 핵심인 블레이드의 특허

- 신재생에너지에 비하여 안정적인 전력생산(환경영향 미미)

   → 일정수량만 확보되면 지속적인 전력생산 가능한 제품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 일정수량에서 물의 와류현상을 이용한 소수력발전기

낙차가 없는 물을 이용하여 전력 생산가능

물을 물리적으로 와류시켜 물의 유속의 힘을 배가시켜 전력 생산  

- 최소이면서 최대 효율성을 반영한 모듈당 30KW 설비로 제작

 ※ 모듈화 되어 있어 대량의 전기가 필요할 경우 병렬 연결로 해소

- 소수력발전의 핵심인 블레이드의 첨단설계로 발전 효율 극대화 기술

소수력발전기로 최소 비용을 투자하여 전기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음

- 수량이 적은 경우 한번 흘러내린 물을 모터로 끌어올려 재활용 발전

→ 이 경우 모터에 소요되는 전력도 자체해결 가능

-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하여 안정적인 전력생산(환경영향 미미)

→ 일정수량만 확보되면 지속적인 전력생산 가능한 제품

- 매일 일정 전력 생산가능

- 미려한 디자인으로 도심하천에도 설치 가능, 최소 공간에서 설치 가능

https://techinvest.kr/html/sub/mainstayCompany/cooperationProposal_view.html?id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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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실험 및 실제 가동장면

적용 분야

- 소수력발전시장 (국내 :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지방자치단체)

- 수량은 있으나 전기가 부족한 지역의 전력생산(저개발 국가 적용)

- 국내 오지나 섬지역에서 기후의 영향없이 지속적인 전력생산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1 ) 건     

협력 필요성

현재 본사는 남미 페루에서 본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과 설비의 수출을 위

한 시장개척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페루 현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심이 

지대하고 실질적인 MOU가 진행 중), 소수력발전의 획기적인 기술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제품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제품화를 

위해서는 본사와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임.

협력 요청내용

■ 투자금액 : 10억 (제품화 및 실증작업, 마케팅 비용)

● 투자금 사용처

→ 설비제작 : 3억

→ 실증작업 : 2억

→ 제품화 : 3억



투자 및 전략적 협력 techinvest.kr

- 3 -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1. 매출계획 : 사업1차~5차년도 매출총액 약 1,900억원 이상 예상

1) 사업 1차년도 : 페루 PAMPA SITANA시 – 시장개척, MOU

2) 사업 2차년도 : 100억 (페루 PAMPA SITANA시 / 1차 사업)

3) 사업 3차년도 : 300억 (페루 PAMPA SITANA시 / 2차 사업)

4) 사업 4차년도 : 500억 이상 (페루전역으로 시장 확장)

5) 사업 5차년도 : 1,000억 이상 (브라질 등 남미시장, 캄보디아 등 아시아)

2. 지출계획 : 제작 및 설치비(총매출액의 60%수준에서 지출)

   → 지출총액 : 1,140억원

3. 순이익 : 매출액-지출액 = 760억원 예상 

최근 재무 상황
매출 288백만원 영업이익 -511백만원

자산 1,308백만원 자본금 400백만원

인력수 6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남미 페루 / 100억 (현재 사업추진 중)

→ 국내 및 해외 마케팅 : 2억 

■ 해외마케팅 진행국가 및 도시명 : 남미 페루 PAMPA SITANA시

보상 방법 협업기업과 함께 SPC설립, 지분제공(국내외 시장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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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17 자동 개폐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자동 개폐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업태 및 종목
업태 :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태양광창호 제조업, 전자제품 및 부품

제품 개요

ž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공공 건축물, 2025년 민간건물까지 제로에

너지 건축 의무화, 제로에너지건축 인센티브에 의해 신규 아파트 설계 

시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 획득으로 시행사 유인에 매력적.(1등급 

획득 위한 솔루션 필요)

ž 제로에너지건축 1등급 인증 획득을 위해 선택가능한 솔루션 중 태양광 

BIPV가 저렴하면서 별도 운영관리 필요없어 효율적.

ž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시스템은 별도의 설치공간 확보 없이 태양전지

가 건축 내, 외장재 역할을 하며 전력 생산하고 우리나라처럼 국토면적

이 협소하고 건물 밀집도가 높아 BIPV 시스템이 효과적.

ž 에너지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수직으로 부착되는 형태의 건물 일체형 

태양광의 발전량을 100% 이상 발전량을 향상시킨 창호형 태양광으로 

IoT가 적용된 최초의 자동 개폐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ž 홈오토메이션과 연동이 되어 자동적으로 개폐가 가능하며 비, 바람, 진

동을 감지하여 시스템을 보호하는 스마트한 건물 일체형 시스템.

인증서 벤처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ž 세계 최초로 자동 개폐식 태양추적 창호형 BIPV 개발로 제품 및 시장 

경쟁력 확보.

ž 경쟁 제품의 실제 발전량과 비교하면 당사 제품은 상하좌우 고효율 입

사각 추적식으로 발전 시간 및 발전량이 뛰어남.

ž 레인 센서와 풍력 센서를 적용한 IoT 융합 방식은 창호형 BIPV에서는 

없는 기능으로 시장 선도적인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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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제품 이미지

ž 폐사에서 개발한 제품은 실리콘 셀이 최대 발전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태양을 추적하고 기존 BIPV 대비 발전시간이 향상되고 

발전시간 동안 최대효율로 발전이 가능.

ž 동일한 투자비로 일일 총 발전량 기준 최대 240% 향상.

4단 제품 캐드 도면 정면도 사진

측면도 사진 내부에서 본 조망 이미지

구분
BIPV건물일

체형(평균)

BIPV창호형

(평균)

폐사�

제품(창호형)
비고

1kw당� 평균
5,300,000 8,500,000 6,600,000 수동

- - 8,500,000 자동(상하)

제품규격
1,389� x�

1,908mm

1,389� x�

1,908mm

1,521� x�

2,554mm

제품용량 272W 272W 350W

실제발전량
171W

(수직�설치)

171W

(수직� 설치)

340W

(경사� 0~70도)

수동기준

(정남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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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1kw당� 모듈�수량 4장 4장 3장

발전용량

(발전량� x� 시간)

445W 445W 1,188W 수동기준

- - 1,428w 자동기준

발전시간
2.6 2.6 3.2 수동기준

- - 3.8~4.2 자동기준

일일�총� 발전량

(1kw� 기준)

1,780W 1,780W 3,564W
200%�향상� /�

수동기준

- - 4,284W
240%�향상� /�

자동기준

1개월�발전량

(1kw� 기준)

53.4kw 53.4kw 106kw

- - 128.5kw

비고
전제품�설치비�및� 인버터,�

VAT제외�금액

자동)� 레인센서,� 진동센서,�

풍량센서�및� 소방� 수신기와�연동

적용 분야 창호형 BIPV,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3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1 ) 건 - PCT 출원

협력 필요성

관급공급 자격확보 및 인프라협업과 서비스차별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R&D를 통한 기술고도화 개발과 민/관 공급에 대한 자격 및 인프라 구축)

중견·대기업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개발 및 시장보급에 대한 기반확보 예정

협력 요청내용
 - 운영자금 및 양산 라인 공동 투자 협력

 - 지분 투자 (약 10억원)

보상 방법 중소기업 지분 투자의 지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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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23년부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기간 건축물은 의무 적용이 법제화

민간 또한 25년부터 의무화가 되어 25년 기준 

약 1조원 이상의 국내 수요 예측됨.

NEP 획득, 의무구매 진행/우수조달등록을 통한 공공기관 사업 수주가능.

해외는 시장이 큰 미국과 유럽시장을 목표로 현지화를 통하여 

핵심 부품 및 시스템 수출.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80 백만원 영업이익 -40 백만원

자산 277 백만원 자본금  122 백만원

인력수 6 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미국 수출 예정 (5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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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01 융∙복합 풍압 발전 타워 

매칭 제안번호 : B220216.001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융∙복합 풍압 발전 타워 

업태 및 종목 제조 및 도소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품 개요

○ 원통형 타워 중심부에 터빈이 설치되고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해 풍속을 

가속시켜 발전 효율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신개념의 풍압 발전 기술  

○ 타워 상/하층부를 전기차 충전소, 송전 철탑, 전망대, 스마트 팜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인증서 KOLAS 성능 평가서(제주에너지공사, KTR), CE 인증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 바람이 약한 곳에서 발전 가능, 소음, 진동 허용 기준치 이하(≦45db)

○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수요지에 설치해서 좁은 면적으로 고효율 전력 

○ 터빈 지지 구조가 견고해 고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유지 보수비 저렴 

○ 타워 100년, 터빈 25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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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건물, 스마트시티, 도서, 오지, 군부대, 전기차 충전소, 송전 철탑, 골프장, 등대, 

스마트 팜, 관광 전망대, 통신 안테나 등 

국내특허 ( 6  ) 건     

해외특허

( 51  ) 건    

특허 등록: 미국, EU, 중국, 러시아, 일본, 호주, 사우디, 캐나다, 멕시코, 

터키, 필리핀, 남아공,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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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2022년 매출: 11,885  백만원,   수익: -7,561 백만원

2023년 매출: 35,044  백만원,   수익: -5,625 백만원

2024년 매출: 132,366 백만원,   수익: 1,678 백만원

2025년 매출: 299,205 백만원,   수익: 16,981 백만원

2026년 매출: 875,637 백만원,   수익: 60,480 백만원

최근 재무 상황
매출 0백만원 영업이익 0백만원

자산 1,613백만원 자본금 2,795백만원

인력수 8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협력 필요성
시장 규모가 워낙 크고 전 세계 기후 대응을 위해 기술 보급을 조속히 확

산시키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대기업과 협력이 절대 필요

협력 요청내용

투자 : 200억( 조정 가능)

사용 계획: 인력 확충, 마케팅, 시제품 설치 

마케팅: 특허 등록 완료된 57개국을 우선 대상 

보상 방법 지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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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7_002  태양광발전 다목적 에너지저장장치

매칭 제안번호 : B_220513_002, B_220216_001, 20225003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태양광발전 다목적 에너지저장장치

업태 및 종목 제조업/전기전자제품제조업

제품 개요

§ 전세계 인구 중 18억명은 Off-grid와 불안정한 전력망 하에 있음.

§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OGS)은 Off-grid 환경에서 탄소중립 기반 전

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임. 

§ 동 제품은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외장 배터리팩에 저장한 후 

다양한 옥내외 사용 전원기기에 전력을 제공하는 소형,일체형의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임

인증서
KC, IP66시험성적서, 50m/sec 내풍압시험성적서, UN38.3, MSDS, 벤처나라 

지정증서, G-PASS지정, 2020 Reddot Design Award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 범용성: 일상생활, 생산활동, 공공 서비스 제공, 그리고 스포츠·레저활동
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전원기기 구동 및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음. 사용빈도가 높은 태양광 가로등, 모바일 기기 고속 충전을 위한 전
용 출력포트를 지니고 있음

§ 확장성: Dotgrid는 모듈화 되어 있음. 전력수요가 증가할 경우 기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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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용제품에 태양광 모듈을 추가하여 발전량을 확장하고 배터리 팩을 추가
하여 충전량을 확장할 수 있어 경제적임

§ 편의성: 전력 공급이 필요한 환경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범용 설치 브
라켓을 사용하여 수직면, 수평면, 그리고 등주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
며 설치시 태양광 패널의 경사각을 조정하여 태양광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음

§ 내구성: 강풍, 강우, 강설, 분진 등이 발생하는 가혹한 옥외환경에서 안
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완전 밀폐 구조의 본체와 배터리팩은 IP66의 
방수방진등급을 지니고 있으며 범용 설치 브라켓은 50m/Sec(180km/h)
의 내풍압성능을 지니고 있어 지속적인 전력생산과 공급이 가능함

§ 이동성: Off-grid의 이동환경에서 Dotgrid를 손쉽게 운반, 설치 일시적
인 전력수요가 필요한 환경에서 충족시킬 수 있음. 시제품 개발 완료하
였으며 2023년 상반기 상용화 예정임

적용 분야

§ 소비자층
 Off-Grid Solar System 사용자

 개인소비자, 상업 및 산업 활동 종사자, 공공서비스제공 지자체 등

 태양광응용제품 제조 기업, 영농/스마트 팜 구축 기업 및 농가 

§ 사용처
 On-Grid: UPS, 심야/유휴전력 저장(상시전원 충전가능)

 Off-Grid: 가정용태양광발전시스템/캠핑카/푸트트럭/키오스크/태양광 가로등/

신호등/도로표지판/CCTV/스마트팜/용수펌프/관수/전원기기 충전 

협력 필요성

§ 2021년 하반기 제품 상용화 완료 및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추진중

§ 양산체계 구축으로 가격경쟁력 및 연구개발 및 마케팅 역량 강화 필요

§ 소규모 기업으로 재무적, 인적자원의 한계 극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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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 2026년 100억 매출

§ 2026년 영업이익(누적) 30억원

최근 재무 상황
매출 39백만원 영업이익 -94백만원

자산 539백만원 자본금 208백만원

인력수 2명

협력 요청내용

§ 투자 : 10억원
 제품 양산: 5억원 
 마케팅: 2억원
 인력충원: 3억원

§ 제조 및 물류 시설
 현재 소량 샘플 자체 생산 중 이며 대량주문시 국내 제조기업과 OEM 생산

(임가공형태)
 품질관리 및 원가절감을 위한 자체 제조기반 협력 필요
 재고 보관을 위한 물류 시설 필요

§ 마케팅
 저개발국 주요시장: 인도, 나이지리아
 개발국: 독일, 미국, 호주
 주요 시장별 전담 마케팅 인원 필요

보상 방법
§ 지분제공

 투자금액 및 가치평가에 따라 산정
 최대 30%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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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제품 및 기술명
바이오매스 보일러 기반 모듈형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스템

On-site형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태 및 종목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제품 개요

§ 기존 바이오매스 보일러 원리에서 추가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

여 열분해유와 바이오차 등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

§ 친환경 연료전환 및 열분해유 생산으로 탄소배출권 확보

 

세부 스펙 내용 및 특징

일일 처리량 하루 최대 100kg (반응기 용량 42L)

공정시간 약 5시간/batch

특징

반응기 형태: Semi-batch

반응온도: 300~450℃

사용열원 : 바이오매스(폐목재), 연료가스 (LNG, LPG 등)

투입원료 폐플라스틱 (PP, PE, PS 등)

수율 55 ~ 70 wt%

열분해유
등유/경유/휘발유

(투입물 및 공정조건에 의해 변화)

탄소배출권

방법론

1)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방법론

2)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용 방법론

인증서 -

S_220624_015 바이오매스 보일러 기반 모듈형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스템

매칭 제안번호 : B_220216_001

■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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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제품 소개

기술 소개

[제품/기술]

§ 컨테이너 1개 기준, 하루 최대 100kg 처리, 병렬로 용량 확대 용이 

§ 열분해 반응기의 대부분은 보일러 챔버 내부에 존재하여 빠르게 열분해

가 일어나는 온도까지 가열 가능하도록 설계 구성

§ 열분해유, 열원을 동시에 생산 가능하며, Char와 대기오염물질(황)이 없

는 배가스만을 배출 

§ 투입 플라스틱 무게 대비 65% 열분해유 생산

§ 단순 온수/난방용 보일러용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을 소규모로 처리할 

수 있어, 기존 바이오매스 보일러보다 수요처 확보 용이

§ 바이오매스 열원으로 한 Gen1버전 크로아티아 1기 설치 및 실증 완료하

였으며, 국내 여건 고려한 국내 실증site 구축 위한 프로젝트 추진 필요

§ ‘GEN1’은 하루 최대 100kg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열분해유를 생산(수율 

55~70wt%)하며, 열분해유 조성은 등유/경유/휘발유로 구성

[차별성]

§ 현재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열분해 기술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폐기물을 열분해 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중앙집중형임

§ 중앙집중형은 공정 스케일업이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구축하

므로 연속 운전 및 일정한 수율 확보가 가능한 점이 있음

§ 하지만 폐기물이 발생하는 구역은 매우 다양하고 넓게 분포되어 있으

며, 특히 도심지 인접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러한 

중앙집중형 시설로 옮겨 처리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

§ 당사의 열분해 시스템은 On-Site형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에 컨테이

너 타입으로 설치하여 직접 처리가 가능하며,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구조

§ 또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운전이 가능하며, 처리된 폐기물

을 통해 열분해유, 바이오차, 열원을 생산하여 추가적인 이익 확보 및 

폐기물 발생 사업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함

§ 남부발전-규원테크는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에서 바이오매스 보일러 전

환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을 추진 중

§ 당사는 상기 사업구조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생산 통한 추가적 탄소배

출권을 확보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이며, 열분해유 등의 생산물의 추가 수

익 확보 가능한 시스템

적용 분야

§ (바이오매스) 보일러 : 친환경 보일러 

§ 폐기물(폐플라스틱, 폐신발/의류 등) 열분해

§ 해외CDM(SDM) 및 외부사업 통한 배출권 확보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당사 협력 특허법인 통해 진행 중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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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 당사는 21년 3월 법인설립 후 빠르게 성장하여 SI 후속투자 유치, 대

기업 S사와 모듈식 탄소포집 시스템 실증사업을 수주(약 20억원 규모)

§ 22년 실증사업 수주 매출액으로 20억원 이상 매출예상

§ 본 실증사업 후 본격 영업으로 23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매출확대 

예상

§ 현재 건설, 발전, 폐기물 등 배출권 할당업체에서 다수 협업검토 문의

§ 2025년부터는 선박 CO2 규제가 예상이 되며, 해상용 솔루션으로 매출

확대 예상

§ 폐기물 열분해 시스템은 Gen1타입 바이오매스 풍부한 해외국가(캐나

다, 노르웨이 등) 타겟하여 수출 검토중

§ 글로벌 크루즈 선사에서 크루즈 선박용 컴팩트 폐기물 열분해 시스템 

협업 문의로 대응 중

§ 2025년~2027년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달성, IPO진입을 목표

최근 재무 상황

매출 0백만원 영업이익 -177백만원

자산 1,423백만원
자본금

(자본잉여금 포함)

157백만원

(1,364백만원)

인력수 8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

협력 필요성

§ 국내 실증 필요(해외 실증 경험 보유)

§ 실증프로젝트 비용 및 공격적 신사업 추진 위한 전문인력 팀셋팅 등 운영비

§ 할당업체 대상 탄소배출권 사업구조 검증

§ 사업구조에 따른 방법론 개발 및 등록(당사 특화된 구조의 방법론 설정계획)

협력 요청내용

§ 당사는 탄소포집 솔루션과 폐기물 열분해 시스템 사업을 추진 중

§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등 개질수소 활용 관련)와 연계한 컴팩트 탄소

포집 솔루션 개발 중, 중대형 탄소포집 솔루션(스크러버, 극저온포집) 

실증 위한 파일럿 구축 중

§ 폐기물 열분해 시스템은 국내 실증을 위한 전략적 협업 파트너 필요

§ 폐기물 열분해 시스템 실증Site 확보 지원

보상 방법 § 기업가치 250억, 투자금 30억원 제안(지분율 기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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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29 에너지 하베스팅 회로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최적화 솔루션 

매칭 제안번호 : B_220513_002, B_220216_001, B_220113_001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태양광 패널 전력 변환 장치

실시간 패널 데이터 기반 디지털 O&M 솔루션

태양광 발전소 IT 진단 서비스

태양광 설계 최적화 서비스

업태 및 종목 업태: 제조업, 서비스업 / 종목: 전자집적회로개발,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

제품 개요

1. 태양광 패널 전력 변환 장치: 태양광 패널 각각이 최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패널 단위의 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를 수행

하는 전력 변환 장치이자 IoT 모듈

2. 실시간 패널 데이터 기반 디지털 O&M 솔루션: IoT 모듈의 센서 데이터

를 바탕으로 MW당 2~3K 데이터 스트림(stream)을 기초로 한 발전소 

O&M (operation and maintenance) 솔루션

3. 태양광 발전소 IT 진단 서비스: 3D 데이터와 발전소의 기본 정보를 바

탕으로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진단하여 발전 손실량과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서로 제공하는 서비스

4. 태양광 설계 최적화 서비스: 태양광 패널, 인버터 종류, 패널 각도, 배선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공 비용으로 최적의 발전 성능을 낼 수 있는 발

전소 설계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증서
벤처기업 인증

국내 특허 6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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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 태양광 발전 계에서 온라인의, 직접적인 효율 향상 비즈니스를 위해서

는 IoT 솔루션 적용이 필수적임

§ IoT 솔루션은 HW와 SW 전체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하며, 당사

는 전력전자와 관련된 기술력부터 무선 센서 네트워크, OTA, 클라우드 

등에 관한 기술력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구현돼 있음

요소 별 기술 장벽: 

1. 회로: 1)단순화된 회로 구성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한 비용절감 토폴로

지와, 2)경쟁사 대비 데이터 송신량, 호환성 부분에서 디지털 O&M에 

최적화된 장비

2. 통신 네트워크: mesh network 기술을 통해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

하면서 2~300개 기기가 mesh 형태로 묶여 데이터 수집 체계를 동적으

로 구성함

3. OTA (over-the-air) 업데이트: 전력변환회로 내부 알고리즘과 IoT 기기의 

성능을 OTA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

4. 디지털 트윈: 실시간/비대면 정밀 진단 가능항목 5가지 이상으로, 발전 

손실 원인 등 복합적인 분석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모델과 전문성 보유

5. 태양광 발전소 유지/관리 체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처리하는 

기술 보유, 발전소 규모에 따라 scalable한 체계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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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1. 태양광 패널 전력 변환 장치와 실시간 패널 데이터 기반 디지털 O&M 

솔루션을 통해 2025년 348억 원의 매출과 56억 원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2. 태양광 IT 진단 서비스, 태양광 설계 최적화 서비스, 인버터 데이터 기

반 O&M 서비스, 태양광 매매 및 평가 솔루션, BOS 판매 연계 등 

vertical로의 확장으로 4년 내 100억 원 대의 추가 매출을 예상

적용 분야

- 중대형/기업형 태양광 발전소

- 건물형, BIPV, 수상 태양광 발전소

- 기타 전력 변환, 최적화가 필요한 에너지 분야(ESS, EV 충전 인프라 등)

국내 특허 등록 건수 6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미국 등록 1건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72백만원 영업이익 -339백만원

자산 905백만원 자본금 13백만원

인력수 4명

협력 필요성

주요 태양광 테스트베드에 설치하여 발전량 향상 효과를 다방면으로 증명

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솔루션을 통한 전문적인 O&M 가치의 제공을 검

증하면, 태양광 IoT 솔루션 회사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것임

또한 태양광 O&M B2B SaaS를 교두보로, 정밀 진단, 태양광 설계와 시공 

최적화, 발전소 매매 등 vertical로 확장할 수 있는 시장 영역이 크며, SI 또

는 FI 투자유치를 통해 이를 가속화할 것임

협력 요청내용

투자 : 10억 원

당사는 IoT 데이터 솔루션을 통한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

야에서의 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 인력 채용과 연구개발비, 양산 프로세스

에 투자할 계획

보상 방법 지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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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524_001 저온 고효율 응축형 폐기열 회수 열교환 시스템 

매칭 제안번호 : B_220216_001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폐기열 회수 열교환 시스템

업태 및 종목 업태 : 제조업. 도소매    종목 : 폐기열 회수 열교환기. 설비업. 무역업.

제품 개요

정부는 현재 탄소중립과 배출가스 유해물질 저감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의 대부분은 

보일러 발전소 제철소 소각로등 공장단지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기인함. 특히 발전소 제철소 소각로등 공장에서 배출되는 백연에는 순수한 

수증기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유해 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분진 

수분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현재 정부에서 이러한 시설에서 나오는 배

출가스 안에 포함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저감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함.

열 발생설비 (산업용 보일러 소각로 열병합 제철소 화력발전소 등) 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저온 고효율 응축형 폐기열 회수 열교환 시스

템을 적용하여 20℃이하의 냉수를 급수 가열하여 난방 급탕 보급수 및 농

업 양식용 등에 사용하며 배기가스는 50℃이하로  배출 하여 SOX 분진 수

증기 등은 열교환 시스템에서 응축(결로수) 제거 효과로 대기 오염 물질 

및 백연이 저감 되는 친환경 폐에너지 재활용 기술. 

인증서 ISO 14001/2015,  ISO 9001/2015, 원산지 인증 수출자(한-EU,한-아세안)인증.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티타늄튜브를 이용한 세계유일의 제조기술 

가스 석탄 중유 경질유 정제유 부생 연료유 소각연료 등을 연소하는 열발

생설비에서 배출되는 부식성 배기가스를 내부식성이 강한 티타늄 재료를 

적용한 저온 고효율 응축형 폐기열 회수 열교환 시스템의 원천기술 보유

섹션타입의 분할구조

열발생설비의 제원 및 폐기열 회수 열교환 시스템의 용량에 따라 

섹션수를 정하여 열교환기 CAPACITY를 조절가능하며 반입구가 협소한 장

소에도 설치가능

https://techinvest.kr/html/sub/mainstayCompany/cooperationProposal_view.html?id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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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이 아닌 확관기술에 의한 특수제작  

티타늄은 특수한 환경에서만이 용접 작업이 가능하여 제작에 많은 어려움

이 수반되는 재료로서의 약점을 다년간 연구끝에 확관에 의한 제작법을 자

체개발하여 적용한 세계유일의 제조방법

황성분이 있는 연료를 연소하는 열발생설비의 배기가스는 

황산화물(SOX)에 의한 저온부식의 영향으로 150℃이하로 낮출수 없었으나 

폐기열 회수 열교환 시스템은 저온부식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배기가스 

온도를 5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친환경 기술

 - 에너지 절약

     잠열 회수 가능, 배기가스 온도 50℃ 이하, 저온 부식 방지

     전열면밀도 높음

 - 친환경성

     대기오염 물질제거 (SOX 분진 수증기), 백연방지효과 (수증기 응축)

 - 경제성

     폐기열의 온도에 따라 8~15%이상 연료비 절감가능.

     투자회수기간이 1~3년 이내 가능.

     에너지 절감 량에 따라 열 발생 설비 가동시간 단축, 수명연장.

적용 분야

열 발생 설비(산업용보일러,소각로,열병합,정유화학,제철소,화력발전소 등)의  

폐기열회수, 대기오염 물질(황산,염산,분진,수증기 등) 저감.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1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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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30~100억원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PCT 출원, 미국, 카나다, 일본, 러시아,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록  9건   인도, GCC, 파키스탄 3건 출원심사중 

최근 재무 상황
매출 0백만원 영업이익 0백만원

자산 317백만원 자본금 350백만원

인력수 2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중국,일본,대만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유럽(영국,독일,프랑스)

미국,캐나다 러시아

협력 필요성

저온부식의 금기를 극복한 세계유일의 폐기열 회수 열교환 시스템으로 

국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  

-법인설립 후 해외영업에 중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내 (환경설비업체, ESCO업체,소각설비운영업체 등)  해외 

      (중국,인도네시아) 기술 제휴 추진 중.

영어 중국어 일어등 외국어 구사 엔지니어 해외영업 인력 확보

기업부설연구소,신기술,환경인증 심사기준 충족 생산연구설비, 인력확보

협력 요청내용

 초기투자 : 기술 연구소(R&D,신기술,환경인증,등) 기술 인력 확보 

            국내외 기술영업 인력 확보

 추가투자 : 생산 설비 

 해외 기술거래, M&A

보상 방법 지분제공   기술거래  M&A



투자 및 전략적 협력 techinvest.kr

- 1 -

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0_004 2차 전지 분석 시스템

매칭 제안번호(있는 경우) : B_220513_002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폐배터리 재활용 분석 시스템

업태 및 종목 제조/신재생 에너지장치 제조업

제품 개요

□ 사용 후 배터리의 분석 및 등급 분류

사용 후 배터리는 Battery Cell, 센서, 전자 장치, Connector 등의 노후화로 

Pack 상태나 Module 상태로 성능을 측정하는 것은 재사용 배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새 배터리의 품질】은 배터리 【제조회사 전체의 역량으로 보증】하지만 

【사용 후 배터리의 품질】 은 오로지 【배터리분석 시스템에 의존】 

◾배터리의 대용량화와 함께 줄어드는 배터리 Internal Impedance :

200 Ampere 이상에서는 0.5mΩ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측정의 어려움 

대용량 배터리에서 Old 배터리로 분류하는 기준이 0.2mΩ이하입니다.

현재도 이수치는 계측하기 까다로운 수치입니다.

향후 배터리의 Internal Impedance 변화량은 더욱 적어질 것이기 문에 

계측이 점점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해결책

전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Internal Impedance 변화 특성이 허용범위】 
안에 있는 Battery로 Battery Module을 구성

Battery가 수명주기 한도 내에서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려면 배터리 사용 

중의 Internal impedance의 변화가 시간 안에서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배터리 수명주기 안에서 사용 중인 배터리의 Internal 

Impedance의 변화는 개개의 배터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내부 임피던스 변화 허용치가 10%라고 하면 배터리 내

부 저항이 0.315mΩ~0.385mΩ의 변화를 하게 됩니다.

https://techinvest.kr/html/sub/mainstayCompany/cooperationProposal_view.html?id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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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그림과 같이 Battery Internal Impedance 변화량이 +0.01mΩ인 전지로 모

듈을 구성하게 되면【0.36mΩ】의 변화를 보이게 되어 예를 든 10% 허용치

보다 훨씬 작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 수명주기 내에서 사용할 경우 각 

Battery Internal Impedance 변화가 【허용범위만큼 작을 것을(안전한 사용
특성을 가지는 배터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실시간 Internal Impedance 분석 방법】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해당 사항 없음

제품력 기술력 소개

당사가 추구하는 기술은 대용량 실시간 One Cycle Test 방법입니다.

경쟁 기술은 충·방전 검사 + EIS 기술로서 2개의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기술과 경쟁 기술은 2차 전지 분석 System에 대한 

사상이 다릅니다.

경쟁 기술 당사

출력 전압 V 0~5 0~5

출력 전류 A 100 / 200 / 300 / 400 / 500 0~400

출력 제어 - CC / CV / CP / CR / Pattern

공정스텝 - 200 PC 사양 내에서 추가

패턴모드 Point 100,000 주파수 및 파형 선택

전압정밀도 %(@F.S) 0.05 0.05

전류정밀도 %(@F.S) 0.05 0.05

전류 Ripple %(@F.S) Arms ±0.5 Arms ±0.5

과도응답 msec ≦ 10 ≦ 10

스위칭 타임 msec ≦ 20 ≦ 20

통신 Interface - TCP / IP TCP / IP

출력 파형 - - 삼각파, 사각파, 정형파

출력 주파수 Hz - 0~1KHz

분석 방법 - 충전 • 방전
Linear/DCIR/ACIR 
One cyc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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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분석 Condition - 실시간 실시간

온도분석 ℃ - Body, Tap

Probe - -
Linear : 250Ampere  
DCIR : 400Ampere 
ACIR : 400Ampere

입력 전원 - AC380V, 3Phase 4Wire AC220V, 3Phase 4Wire

적용 분야

2차 전지 생산라인 ⇨ 검사 공정, QC공정

2차 전지 연구기관 ⇨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인증 기관 ⇨ TUV, Ktl등 국내외 인증기관

2차 전지 응용처 ⇨ Battery Module, Battery Pack 제조처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11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3 ) 건    

미국등록 1건, 중국등록2건

최근 재무 상황
매출 0백만원 영업이익 -78백만원

자산 1,800백만원 자본금 590백만원

인력수 2명

협력 필요성

2차 전지 분석 방법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으며 

현재 시제품을 개발 완료한 상황입니다.

더센은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전문기관과 사람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중견·대기업】과의 

전략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력 요청내용

투자 : 금액 및 사용 계획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Probe 양산: 협의 사항

2차 전지 분석 시스템 추가 개발 (“s”사 요구사항반영): 협의 사항

2차 전지 분석 시스템 양산 공정 투자: 협의 사항

계측기 및 연구개발 시설 투자: 협의 사항

마케팅 ⇨ 대한 민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 협의 사항

보상 방법
지분제공, 나스닥 상장등 기업공개, 협력 비즈니스에 의한 매출 확대,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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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시장 전문기관 조사 자료

매출 및 수익 계획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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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523_001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2차 전지 및 LCD 제조 장비 제작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산업용 로봇 

LCD 물류 장비

2차 전지_Wrapping 장비 / 물류장비

산업용 자동화 장비

업태 및 종목 산업용 로봇 유통, 의료 기기 판매, 장비 제작

제품 개요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장비 & 산업용 로봇 제작

2차 전지 및 LCD 제조에 필요한 공정 장비 제작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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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5년 안에 전체 매출 12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품력 기술력 소개

자체 제작한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여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2차 전지 

및 LCD 제조 공정에 필요한 설비, 자동화 설비를 제작함으로써 원가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공정 설비에서 경험한 설계 지식을 기반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 자동화 설비, 2차 전지 제조 설비, LCD 제조 설비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2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0 ) 건    

ex) PCT 출원, 미국등록 1건 등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무 상황
매출 5,230백만원 영업이익 103백만원

자산 2,896백만원 자본금 50백만원

인력수 9 명

협력 필요성

자사는 경북과 충남 지역에 로봇을 유통,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고객

이 요청한 사양에 준하여 자동화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하여 다방면의 자동화 설비를 다년간 설계 진행하면서 습

득한 기술을 토대로, 고객이 요청하는 설비를 고객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제작하여 납품하고자 합니다. 

협력 요청내용
자동화 장비 제작 및 산업용 로봇 구입을 검토하고 계실 경우 자사에 검토 

요청 부탁드립니다.

보상 방법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하고, 최적의 설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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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2_002 전고체 전기변색 스마트유리 기술

매칭 제안번호 : B_220513_002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스마트글래스, 선글라스, 선루프, EC 필름

업태 및 종목 업태 (제조업) , 종목 (스마트글래스, 연구개발업)

제품 개요

수소 기반 전고체(All Solid State) 전기변색 기술

전 세계 유일 수소 기반 전고체 방식의 전기변색 스마트 유리 제조 

기술로 수 년간의 선행 연구로 투과도 및 반사도 성능 확보를 비롯해 

소자 분석 기술 고도화로 조기 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조 기술 확보

다양한 형태 및 부품에 적용 가능한 진공증착 방식 다층 박막 코팅기술
경쟁제품/서비스와의 차별성, 성능의 우수성, 응용 및 확장 가능성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1) 경쟁사와는 완전히 다른 기반 기술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2) 전고체 다층 박막 사용에 의한 작동 온도(고온 및 저온, 열충격 등)와

자외선(UV)에 대한 높은 환경 내구성

   (3) 다양한 제품에 적용 가능한 확장성

   (4) 낮은 전력 소모 및 쉽게 제어할 수 있는 메모리 효과로 인한 저전력화

https://techinvest.kr/html/sub/mainstayCompany/cooperationProposal_view.html?id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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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적용 분야 자동차, IT 등 (선루프, EC필름, 선글라스)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17 )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14 ) 건  

PCT(출원1), 미국(출원2, 등록4), 중국(출원3,등록1), 일본(등록1), 유럽(출원2)

최근 재무 상황
매출 37백만원 영업이익 △3,323백만원

자산 11,731백만원 자본금 244백만원

인력수 22명

수출 국가 및 금액 미국(예정)

협력 필요성
당사의 기술진과 경영진은 삼성전자 등에서 15년 이상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 
양산, 사업 전략 수립 등 기술 고도화 및 양산화를 위한 최적의 인력 인프라 
보유하고 있음

협력 요청내용
투자 : 50억 이상

- 조립자동화라인 5억, MES 10억, Stock/물류 system 5억, 설비 30억

보상 방법 지분투자,   특허권 공유,  사업권우선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스마트 유리 시장) 

 ⋅Markets and Markets(2019)에 의하면 세계 스마트 윈도우는 2019년에 46억 달러에 달하며, 

16.8%의 연평균 성장률, 2024년에는 미화 97억 달러(12조 2천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 유리의 적용 분야는 건축, 자동차, IT, 태양광 등 다양한 산업군에 응용되고 있으며 지

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O 향후 3년간 목표 매출(회사제시, 단위: 백만원)

거래처명 ‘23년 ‘24년 ‘25년

썬글라스 자체 판매 800 1,000 1,300

썬글라스 OEM 판매 1,000 3,000 5,000

현대 자동차 800 10,000

IT 기업(삼성/LGD 등) 500

합  계 1,800 4,800 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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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기별 매출 추이(회사제시)(단위 : 백만원)

비 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21년
실적

선루프 32.5

IT용 필름 5

합  계 37.5 37.5

‘22년

예상

선루프 32.5

IT용 필름 등 9 20 50 100

선글라스 500

합  계 9 52.5 50 600 711.5

O 확정수주 현황(현재: ‘22.06.10) (단위 : 백만원)

거래처 품 목 수주액
‘22년 납품

기납품 납품잔액 /기한

국내 완성차 선루프 65 32.5 32.5 7월 말

기타 IT 필름 등 79 29 50 12월 말

합  계 - 144 61.5 82.5

O 추가 영업진행(현재: ‘22.06) (단위 : 백만원)

기업명 물품명 금 액 진행사항

자체 판매 선글라스 500 10월부터 예상 (22.9월 제품출시 예정)

IT 기업(삼성 등) EC 필름 100 9월부터 예상(현재 샘플 매출중)

현대 자동차 등 선루프 45 시제품 납품

합  계 - 645 -
 

 핵심 동반 업체와 견고한 파트너쉽 구축
  
  - 국내 완성차 부품 업체인 K사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영업력 확보  

⋅고객 요구에 공동 대응하여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피드백이 가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수주 확대 가능

⋅최근 K사와 전기변색 제품의 구동 로직과 제어기 공동 개발 착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초석 마련

    * K사 (매출액 4656억원(’21년), 완성차 1차사) 

  - 본격적인 양산 진행 시 당사의 전략적 투자자인 H사와 JV(Joint Venture) 설립을 통한 대량 양산 
라인 구축으로 시장 진입 및 확대 예정  

⋅H사로부터 2018년 1월 전략적 투자(SI: Strategy Investment)를 유치하여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JV 설립 관련 계약 내용 포함.

 독보적인 전고체 전기변색 핵심 공정 기술 및 양산화 기술 보유

  - 기존 변색 기술과는 차별화된 전 세계 유일 수소 기반 전고체 방식 전기변색 핵심 증착 기술 확보
하였으며 후발 주자 진입 방어를 위해 핵심 기술 권리화로 기술 장벽 강화 
(국내외 출원 23건, 등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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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특허사무소와 협력하여 핵심 특허 출원 및 권리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외 업체와의 특허 분쟁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면밀한 IP 컨설팅으로 경쟁사 및 선행 특허 분석을 통해 특허 전략 수립(침해 자료 조사 및 

분석, 무효화 자료 조사 및 분석, 회피 설계 등)으로 특허 리스크 최소화

  - 당사의 기술진과 경영진은 삼성전자 등에서 15년 이상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 양산, 사업 전략 수
립 등 기술 고도화 및 양산화을 위한 최적의 인력 인프라 보유하고 있음.

 
 양산 向 파일럿 라인 구축

  - 초기 전고체 방식 전기변색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2018년 10월 아산 소재 테크노밸리에 파일
럿 라인을 신축하여 양산 향 5세대(유효 증착 면적: 1300 x 1100 mm2) 스퍼터 설비 등 구축 및 
공정 셋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제품 제작 중임. 

  - 현재 진행 중인 선글라스 및 자동차용 물량 등 확정 및 증가 시 라인 설비 추가 투자 및 증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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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4_005 

폴리머 필름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재에 미세 가공이 가능한 식각 기술

매칭 제안번호 : B_220516_002, B_220513_002, B_220513_001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기술명: 저온 이온빔 건식 식각기술

기술: 폴리머 필름을 비롯한 소재 구분 없이 미세 가공이 가능

제품: 디스플레이 부품 (FMM: Fine Metal Mask)

제품: 전자파 차폐 부품

제품: 폴리머 에어필터

업태 및 종목

업태: 제조업, 도매, 도매 및 소매업

종목: 반도체 및 기타 표면처리 장비 제조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반도체 관련 전자제품 수출입업

제품 개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구멍을 미세하고 균일하게 뚫을 수 있는 기술. 

즉, 식각(에칭) 기술을 원천기술로 보유함. 

자체개발 공정과 장비를 통하여 ‘저온 이온빔 건식 식각’ 기술을 완성함.

해당 기술의 경우 폴리머 필름과 같은 플라스틱 소재 비닐을 비롯하여 금, 

구리, 사파이어 등 비휘발성 물질에 공정 적용 가능. 또한, 구멍의 모양이

나 크기, 각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에 대한 커스텀 마이징도 가능함.

본 기술의 경우 다양한 소재에 미세 가공이 가능한 기술이라는 이점으로 

다양한 산업군과 제품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높아, 전투기나 드론, 무인

항공기 등 전자파 차폐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추가매출 가능성이 큼.

인증서
ISO14001:2015, ISO9001:2015,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인증, 이노비즈,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지식재산경영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가장 정밀한 가공방법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건식식각공정으로, 

당사는 신개념 건식 식각 장비와 공정을 통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최초로 저온 이온빔 건식식각 장비 개발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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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통하여 미세가공된 재료의 확대 사진

FMM (Invar) 금 백금

PET 필름 PI 필름

장점 단점

습식
- 간단한 공정

- 초기 투자비용 낮음

- 40㎛ 이하 식각 불가능

- 낮은 수율 (17%대의 수율)

- 가공 시 독성 부산물 발생

전주

도금

- 얇은 두께 형성 유리

- 경면 형성 가능

- 열팽창지수(CTE)를 유지하기 어려움

- 산화 현상 발생이 나타남

- 높은 정밀도 구현이 어려움

- 대규모 양산라인이 어려움

레이저 - 금속 두께 영향 적음

- 1개 단위로 가공

 (경제성 및 안정성, 균일성 문제 발생)

- 열 발생에 의한 재질 변화

보유 기술의 장점

건

식 

가

공

- 30㎛ 이하 미세 식각 가능 (크기 구현이 자유로움)

- 저온으로 열 발생에 의한 재질 변화 없음 (열 변형 제로화)

- 이온빔 사용을 통하여 부산물 발생 없음

- 높은 수율 가능 (약 60~70% 이상 수율 가능)

- 지식재산권 확보 완료 (기기, 재료, 공정)

적용 분야
‘저온 이온빔 식각 기술’을 통한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적용이 가능.

첫 번째로 폴리머 필름 위에 금속을 얇게 입힌 뒤, 식각 기술을 통하여 

패터닝화하여 식각하는 경우 전자파 차폐의 특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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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각 사업 분야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예상되며, 

추가적인 사업확대 시 향후 매출은 전망치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2023년: 약   210억 원 전망 (회사 전체매출)

 2024년: 약   700억 원 전망 (회사 전체매출)

 2025년: 약 1,400억 원 전망 (회사 전체매출)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구멍을 뚫게 되었을 경우 구멍 크기보

다 큰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대기나 수질 

관련 오염물질을 여과할 수 있음.

국내 특허 등록 건수 ( 4 )건     

해외특허 출원, 등록

국가명 및 건수

( 14 )건    

PCT 출원 5건, 미국 등록 1건, 중국 등록 1건, 일본 등록 1건

미국 출원 3건, 중국 출원 2건, 일본 출원 1건

최근 재무 상황
매출 81백만원 영업이익 -2,766백만원

자산 6,718백만원 자본금 137백만원

인력수 29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수출 국가: 미국, 일본

수출 금액: (2020년) 14,800달러

협력 필요성
- 제품개발 후 실증화 및 검증을 위한 중견, 대기업의 시설 활용 필요.

- 상호 기업 간의 기술 교류를 통한 합자 법인 설립 및 협동 마케팅 진행

협력 요청내용 투자 : 상한선 없음 (설비 구축 및 공장 확장, 기타 운용을 위한 자금)

보상 방법 추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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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1_004 

대량의 이산화탄소-수소 전환이 가능한 HOLLOW형 전자파 플라즈마 탄소

자원화 시스템 

매칭 제안번호 : B_220216_001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PCCU(Plasma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HOLLOW형 전자파 플라즈마 반응기

고전환율, 고효율 이산화탄소-수소 전환 시스템 

업태 및 종목 제조업, 전자파 플라즈마 개칠 시스템 제조 외

제품 개요

Ÿ PCCU는 전자파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분해하여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시스템

Ÿ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자파 플라즈마의 경우 토치 중심에 플라

즈마가 집중되어 있으나, PCCU에 적용된 HOLLOW형 플라즈마 기술은 

기존 플라즈마 대비 8.5배 넓은 플라즈마 볼륨으로 대량의 이산화탄소

를 안정적으로 전환 가능하며, 기존 전자파 플라즈마 기술 대비 약 

20% 이상 높은 효율을 갖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임

Ÿ 전자파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개질, 저급탄 개질, CO2 

활용 합성가스(H2, CO) 생산, 블루수소 생산 등 다양한 플랜트 및 산업

분야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술로 별도의 촉매없이 운전이 가능하

며, 고효율의 경제성 높은 탄소중립 기술임. 

인증서

■ 경쟁 및 차별성

제품력 기술력 소개

<선행 R&D 실증 데이터>

https://techinvest.kr/html/sub/mainstayCompany/cooperationProposal_view.html?id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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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산화탄소는 4500K에서 대부분 분해되며, 당사의 PCCU 기술은 이를 

위한 최적 해결 방안으로, 기 실증 데이터로 CO2 86%, CH4 91% 변환

율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임. 

Ÿ 당사의 PCCU 시스템은 기존 전자파 플라즈마 토치 대비 플라즈마 볼

륨이 약 8.5배 큰 Hollow형 전자파 플라즈마(세계 최초) 적용하여 대량

의 가스 처리와 함께 안정적인 가스 변환이 가능함. 

Ÿ 경쟁 기술 대비 높은 효율

구분 제안사 (국내) I사 (미국) R사

CO2 변환율 80% 이상 34% 이상 59% 이상

CH4 변환율 90% 이상 90% 이상 72% 이상

Ÿ 국내 외 이산화탄소 활용 부문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와 관련

하여 시범사업 및 실험실상 구현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쟁사로 국내 I

사, 미국 R사 대비 제안사의 탄소자원화 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음. 

적용 분야

Ÿ PCCU 제품은 국내외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시설 및 설비에 적용 가능

<PCCU 적용 대상 인프라>

①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시설

  * 대상 수요처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석탄화력발전소, LNG발전소, 제철

소, 화학공장, 시멘트 공장 등

  * 적용방안 :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H2, CO 생산

  * 적용후 수익 : H2(블루수소), CO 판매수익

② 수소추출 생산 설비

  * 대상 설비 : 수소생산 공장, 연료전지 발전기, On-Site 수소충전소 등
           ※ 참고 : 수소 1kg 생산시 이산화탄소 10kg 발생

  * 적용방안 :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블루수소 생산

  * 적용후 수익 : H2(블루수소), CO 판매수익 및 청정수소 인센티브

국내특허 4건 – 실시권 보유 (권리자 : OOO연구원, 2021년 11월 기술이전)    

해외특허 미국 3건 – 실시권 보유 (권리자 : OOO연구원, 2021년 11월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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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최근 재무 상황
매출 0백만원 영업이익 0백만원

자산 263백만원 자본금 50백만원

인력수 3명

수출 국가 및

수출 금액

현재 PCCU 제품 개발 단계로 2024년 하반기부터 판매 계획

(2022년 정부 R&D 과제 약 20억원 선정, 現 수행중)

협력 필요성

□ 현재 상황

Ÿ 현재 10kW급 연료전지용 PCCU 데모장치 개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2022년 3Q월까지 데모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임. 

 □ 향후 계획

Ÿ 2023년 상반기까지 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소용 50~60Nm3/h 소형급 

PCCU 개발

Ÿ 2023년 하반기 제조시설 구축후 제품인증 및 제조허가 진행(약 1년)

Ÿ ~2024년 2Q, 300Nm3/h 급 PCCU 개발 및 2,000 Nm3/h 급 주문제작

□ 중견·대기업과의 협력 필요성

Ÿ 기술개발 자금과 제품 및 제조 인‧허가를 위한 시설 및 설비자금 필요

Ÿ 중견·대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통하여 PCCU 제품 시범설치 및 검증

Ÿ 중견·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활용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및 시장 선점

협력 요청내용

□ 투자 금액 및 사용계획

Ÿ 1차 투자 금액 : 약 60억원(제안사항)

Ÿ 1차 투자금 사용계획

- 제품 개발비용 : 약 20억원(인건비, 재료비, 운전비)

- 제조시설(약 500평 이상) 및 설비 구축비 : 약 40억원

  (수소용품 제품, 제조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 시설 및 설비 구축)

Ÿ 2차 투자 금액 : 약 100억원 (2023년 하반기 투자유치 계획)

Ÿ 2차 투자금 사용 계획

- 제품 개발 및 운전비 : 약 60억원(재료비, 운전비, R&D 비용 등) 

- 판로개척(홍보, 마케팅) 비용 : 약 40억원

 * 국내외 환경 및 수소관련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

 * 탄소국경세를 추진중인 유럽, 북미 중심 집중 홍보 마케팅

 * 언론 및 SNS 운영을 통한 PCCU 홍보 등

□ 기타 협력 요청 사항

Ÿ 기존 시설 또는 신규시설에 PCCU 시범 설치 및 실증

Ÿ 신규 수요처 발굴

보상 방법 지분제공 또는 기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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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H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예상매출 0 0 1,080 9,040 53,240 125,080

운전비 587 4,763 3,150 8,998 40,384 88,889 

영업이익 -587 -4,763 -2,070 42 12,856 3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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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1_003 레이더 센서/ 고주파반도체 설계 제작기술 

매칭 제안번호:  B_220516_002, B_220513_002, B_220425_001, B_220113_001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고주파 반도체 칩 - TSMC foundry 이용 제작

움직임 감지 센서 및 센서등 - LH 납품

고독사 감지용 호흡 감지 센서 - 지자체 및 1인가구 

원격 심근경색 측정용 심박센서 - 돌연사 예방

운전자 졸음감지 센서 - 교통사고 예방

업태 및 종목 제조 / 반도체 집적회로, 무선통신용 RF모듈

제품 개요
제품 이동체 감지 센서칩 레이더 센서 GIS-IoT센서 시스템

기술
고주파반도체 
회로설계기술

레이더센서 
설계제작기술

사물인터넷 연동기술

개발
방향

소형화, 저가화
다양화 

이동체, 호흡, 심박 감지
특성화 

조명, 화재, 고독사 감지

판매

제품

레이더 센서모듈 레이더센서 
 - 조명제어
 - 객실 인원 잔류감지

센서등
IoT통신 모듈

개발

제품

레이더 센서칩 
 - TMS580
 - TMS240

레이더 센서
 - 호흡감지 : 고독사 
 - 심근경색 감지 모듈
 - 졸음감지 : 운전자

인공지능 레이더 센서

IoT 기반 서비스 
 -고독사 감지 서비스
 - 화재경보 연동 서비스
 - 심근경색 돌연사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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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목표
- 시장점유율 1위
- 칩부터 시스템까지

- 적용분야 다양화
- 유니크한 서비스
- 독보적 심근경색 경보기

인증서 ISO9001, ISO14001,  KC, 방송적합 등록, KS

제품력 기술력 

소개

반도체 칩 제작부터 시스템 서비스까지 기술개발

구분 본 기술․제품 경쟁 기술․제품 비 고

신규성 

ž IoT�기반의�레이더�센서�시스

템의�무구속�호흡감지�방법�

최초적용

ž PIR�방식의�

활동량�감지
ž 환경영향�최소화

창의성

ž 고독사�감지�및�자동통보�기능

ž 관리기관에�실시간�고독사�

자동통보�기능

ž 상용화�제품�없음 ž 효율적관리

차별성
ž 원거리�무구속�능동적�감지

ž 탈부착�기구가�없음
ž 제품없음

ž 외출�시�사용

ž 취침�시�사용

경쟁력

ž 자가진단기능에�의한�고신뢰성�

시스템

ž 방범기능�추가기능

ž 현장�확인

ž 별도�CCTV,�비상벨� �

필요

ž 1인가정�요구사항

적용 분야

1. 움직임 감지에 의한 조명제어

 - 현관센서등, 욕실자동등, 펜트리 조명등

2. 독거노인 

 - 1인가정의 활동 및 고독사 감지 - 고독사 감지시스템

3. 운전자 졸음 감지 

 - 졸음 감지 - 경보시스템

4. 원격 - 무구속 심근경색 감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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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요청 내용

■ 기업 개요

국내특허 (50) 건     

해외특허 (3) 건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484 백만원 영업이익 34 백만원

자산 2,271 백만원 자본금 908 백만원

인력수 16 명

수출 국가 중국, 베트남

협력 필요성 제품 판매망 형성 & 제품 생산비 

협력 요청내용

투자 : 금액 및 사용 계획 

1. 제품생산 시설 확보 

2. 원자재 재료 구입

3. 판매망 구축

4. 생산 관리비

보상 방법
협력하는 중견·대기업에 대한 협력 대가 보상방법

1. 지분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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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제   품 매출실적 및 목표(백만원)
2022 추진사항

2019 2020 2021 2022 2023

제품1.

모션센서

 RF 센서 474 355 320 300 400 TMS 230 IF 생산

 칩 센서 - - - 100 200 5.8/24 GHz one chip

제품2.

레이더센서 

 오토온 343 351 350 350 300

 레이더센서 - - - 200 2,000 화재연동, 고독사

 IoT통신모듈 569 136 26 200 200 보안등, 가로등용

제품3.

LED센서등

 IoT LED조명등 480 82 60 100 1,000 LH

 화재경보 연동등 50 36 324 100 200 도시재생사업

 고독사 감지 LED등 - - - 100 200 원격 무선 호흡측정

 제품4.

제어모듈

 측정기 244 442 250 250 200

 발열선제어기 233 82 140 90 90

 기타 87 26 30 10 10

총계 2,480 1,510 1,500 1,800 4,800          



투자 및 전략적 협력 techinvest.kr

- 1 -

첨부 2. 기업소개서     

제 목 S_220620_001 통신사업자 통합망 실현 5G 핵심 부품 제조 기술

매칭 제안번호 : B_220513_002

■ 제안개요

제품 및 기술명

High PIMD Solution Multiplexer

5G Smart Multiplexer

다중대역 RRH

재난망 필터

방송/방산/자율주행 V2X 필터

업태 및 종목 제조업 / 전자부품, 방송장비부품

제품 개요

 ⚪ PIMD (수동 소자 상호 변조 왜곡) 원천 제거 다중대역 Combine 및 공용화망 가능 유일 기술

  * Passive Intermodulation Distortion : 수동 소자에서 2개 이상의 신호 주파수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 

원하지 않는 기생 신호가 발생되는 상호 왜곡 변조

  ① 통신사업자 전체 입력 24Path 단일 회선 ANT 결합 기술로 공용화망 실현 

   (종전 4Path결합)

② 안정적인 생산수율 (불량률 2% 미만, 종전기술 MUX 개발 시 40% 이상 발생)

     → High Quality PIMD Multiplexer 글로벌 유일 개발과 양산체제 구축 

③ 통신사업자 간 주파수 간섭 원천 제거 솔루션으로 통신사업자 숙원사업 

   공용화 망 구축 유일 기술 

     탁월한 잡음 지수 PIMD 160dBc 제조기술로 공용화망 가능 

     (종전기술 140dBc 최대로 공용화 불가)

  ④ 생산성 5배 이상 향상 (부품, 생산 공정의 간소화로 생산성 크게 증가)

인증서
ISO90001, ISO14001, ISO45001,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우수기술기업인증서T2, 

메인비즈/이노비즈확인서,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 선정서, NEP 신제품 인증서,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 혁신기업국가대표1000 인증서, 아기유니콘200 선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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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및 차별성

■ 협력 요청 내용

제품력 기술력 소개

다중대역 결합시 주파수간섭 원천제거 통신품질(QoS) 서비스 향상 Solution 제공

① (경량화) 해당 기술 적용 후 함체 사이즈 축소(30%↓) 

② (저비용) 부품 감소와 생산 공정개선에 따른 생산수율 향상, 생산성 5배 증가

③ (고효율) 통신사업자 간 서로 다른 입력 주파수를 주파수 간섭 없이 단일회선 

ANT Wireless 결합 방식기술을 통해 기존 통신장비 개별 구축에서 통합장비 

1대로 서비스 가능하며 통신장비 구축비를 1/3절감, 전력사용량 53% 저감이 

가능한 탄소 중립 실현 가능 전파기반 그린IT 핵심기술
 ※ 전력사용량 : 3G+4G : 53%, 3G+4G+5G : 67% 저감 
    탄소중립 그린IT Single RAN 기술 적용 통합장비 구현 가능

적용 분야  ① 5G Filter ② Multiplexer ③ KBS 방송 및 재난망 RF 필터 ④ RRH(Remote Radio Head) 

국내특허 ( 12 ) 건   국내 특허 출원 2건, 디자인권 등록 2건 

해외특허 ( 4 ) 건    미국등록 2건, 일본등록 1건, 중국출원 1건

협력 필요성

ㅇ 당사는 여러 주파수 대역 또는 통신사업자 간 주파수 간섭 원천 차단

통합 공용화 망 RF Componen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24Path를 하나의 

ANT 통합 가능한 기술을 구현하고 있음

ㅇ 당사는 국내외 1)5G 시장 확대, 2)통신업계의 탄소중립 대안, 3)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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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개요

수출실적 

수출국 : 미국, 일본, 베트남, 이스라엘, 유럽 등

              기   간
 제품,상품

2018년
01.01～12.31

2019년
01.01～12.31

2020년
01.01～12.31

2021년
01.01～12.31

High PIMD Solution Multiplexer 3,562 4,077 4,119 7,700

방송/방산/V2X Filter - - - 150

5G Smart Multiplexer 125 354 1,630 1,957

다중대역 RRH 328 658 318 600

계 (수출실적) 4,015 (1,792천불) 5,089 (1,027천불) 6,067 (1,574천불)  10,407 (3,509천불)

반기별 실적
상반기 2,293  (515천불)   2,167  (300천불)   919  (332천불) 5,586 (1,813천불)

하반기 1,722 (1,277천불) 2,922  (727천불) 5,148 (1,242천불) 4,821 (1,696천불)

■ 매출 및 예상 이익       향후 3~5년 매출 및 수익 계획

   ㅇ 5G 시장 확대됨에 따라 High PIMD Solution 및 Multiplexer 등 제품 매출 성장 기대

구 분 2021년 2022년(E) 2023(E) 2024(E) 2025(E) 2026(E)

매출 합계(백만원) 10,407 33,226 66,452 79,743 95,691 114,829

High PIMD Solution Multiplexer 7,700 18,146 22,941 25,348 35,600 39,189

방송/방산/자율주행 V2X Filter 150 1,643 3,183 3,918 4,583 5,642

5G Smart Multiplexer(5G이음포함) 1,957 8,100 19,824 27,267 30,380 40,974

다중대역 RRH 600 5,338 20,505 23,211 25,127 29,024

최근 재무 상황
매출 10,407백만원 영업이익 554백만원

자산 21,363백만원 자본금 713백만원

인력수 75명

V2X 상용화, 4)이음 5G(특화망) 시장 확대 등 시장 Trend에 따라 지속적인 선행

개발 및 R&D를 진행하고 있음

ㅇ 당사는 시장 Trend 및 고객사의 RFP 접수 및 P.O에 따라 기술력+가격

(원가경쟁력)+높은 품질을 위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투자가 필요함

협력 요청내용

ㅇ 투자 : 50억원 내외

 - 시설자금 : 해외 생산라인 증설 및 공장 신축 투자를 통해 생산 CAPA 확보

 - 운전자금 :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

ㅇ 마케팅 : 인도 시장 수요에 따라 인도 지사 설립 준비 중에 있으며, 

인도 진출을 위한 마케팅 협력 필요

보상 방법 지분제공 예정이며 지분 구조 등은 별도로 협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