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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나노소재
사업화지원센터

•기능성 소재산업의 장비활용 기술지원
•Pilot Plant 활용 시험생산지원
•중소기업 융합 R&D 현장기획 지원
•전문가 기술지도 자문
•기술상용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판로확대 및 수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신규사업 기획 및 신산업 육성 아이템 발굴

*최근 3년간 150여 기업 시험생산 지원 완료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 기업지원업무

기능성 나노소재산업 육성 거점 기관

기능성나노소재
사업화지원센터

대한민국 나노융합산업 HUB대전!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는 대전지역 나노산업의 구심체로서 기술혁신기반조성을
통한 세계적 나노융합산업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지역을 명실상부한 나노
융합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통해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상력과 가능성만 가지고 오십시오.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는 기업이 필요로
할 때, 모든 역량을 발휘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과 함께 성장해 가는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아낌없는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립목적

•나노소재 관련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벤처생태계 조성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한 경쟁력있는 스타벤처 육성

•혁신 주체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첨단 고부가가치
나노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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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20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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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2012. 07

설립목적 및 연혁

인사말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직원일동



장비현황

Pilot Plant 장비

다기능나노그라비아코팅기
4-Head Coating M/C

제작국 대한민국       
특  징 전자정보용 나노소재등으로 개발된 코팅액

을 필름에 습식코팅하는 장비로써 Roll to 
Roll 연속생산을 통한 시제품 생산 및 공정
개발

구성 및 사양
•4-Head Coater  

(Gravure, Micro Gravure, Slot Die, Comma)

•Dry Oven(4 zone)
•UV System(14kW x 3 lamp)
•Thickness of coating : 5~50g/㎡(atwet)
•Operation speed : 5~30m/min

합성반응기 1000L(P)
1000L(P)-GL Reaction System

합성반응기 1000L(T)
1000L(T)-GL Reaction System

합성반응기 630L
630L-GL Reaction System

제작국 독일, Thaletec

모델명 BE630
특 징 전자정보 신소재 및 정밀화학소재의 공정연구 및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써 저온 및 고온에서의 전자정보관련 나노소재 합성

구성 및 사양

•Capacity : 630L
•Material : Glass Lined Reactor
•Operating temp. range : -30 ~ +200℃
•Operating pressure : -1(FV) ~ +6bar

합성반응기 500L
500L-Has Reaction System

제작국 대한민국

모델명 500L-Hastelloy

특 징 Hastelloy 소재로 제작되어 내산성에 강한 반응기이므로 저온은 

물론 고온 및 고압의 반응이 필요한 의약중간체/화장품관련 나노

소재 합성

구성 및 사양
•Capacity : 500L 
•Material : Hastelloy Reactor 
•Operating temp. range : -60 ~ +150℃
•Operating pressure : -1(FV) ~ +10bar

합성반응기 250L
250L-GL Reaction System

제작국 스위스, Buchi AG

모델명 CR250

특 징 저용량(250L)의 합성반응을 위한 GL 반응기로써 저온 및 고온
에서의 의약중간체/화장품관련 나노소재 합성

구성 및 사양
•Capacity : 250L
•Material : Glass Lined Reactor 
•Operating temp. range : -60 ~ +150℃
•Operating pressure : -1(FV) ~ +0.3bar

합성반응기 60L
60L-GL Reaction System

제작국 스위스, Buchi AG

모델명 CR60

특 징 시생산 및 양산을 진행하기에 앞서 합성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격렬
한 화학반응 중에 발열반응·흡열반응 등     의 Engineering data를 
확보하여 공장건설 및 Scale-up에 활용

구성 및 사양
•Capacity : 60L 
•Material : Glass Lined Reactor 
•Operating temp. range : -60 ~ +200℃
•Operating pressure : -1(FV) ~ +0.5bar

물성평가 장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Gas Chromatograph

모델명 7890A
제작사 Agilent
구성 및 사양
•Temp range : Amb.~ 450℃
•Cooling time : 450℃ to 50℃ in 4 min
•Programming rate : 100℃/min
•Detector : FID, TCD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모델명 1260
제작사 Agilent
구성 및 사양
•Flow range : 0.05 - 5.0mL/min
•Pressure range : up to 60MPa
•Auto-sampler
•Detector : Diode-Array, Refractive Index

나노입도분석기
Nano Particle Size Analyzer

모델명 ZEN3602
제작사 Malvern
구성 및 사양
•Laser : 4mW 632.8nm He-Ne gas laser
•Size : 0.3 ~ 10,000nm
•Zeta-potential : No Limitation
•Detector : Avalanche Photodiode Detector

입도분석기
Particle Size Analyzer

모델명 Mastersizer 2000
제작사 Malvern
구성 및 사양
•Laser :466nm solid state light, He-Ne 633nm
•Size : 0.02 ~ 2,000㎛
•Sampling method : Powder, Emulsion
•Detector : Single chip silicon photo  

diode array

분산안정도측정기
Dispersion Stability Analyzer

모델명 TLAB Expert
제작사 Formulaction
구성 및 사양
•Emission : pulsed near infrared (880nm)
•Temperature range : 5 ~ 60℃
•Sample requirements : Max. 22mL
•Detection : transmission & backscattering

수분측정기
Moisture Analyzer

모델명 890 KF Titrando
제작사 Metrohm
구성 및 사양
•Drift range : < 2㎍/min
•Measurement range : 1ppm ~ 5%
•Resolution : 0.3% at >1㎎ H2O
•Oven temp. range : 40 ~ 300℃

박막두께측정기
Thin-Film Thickness Analyzer

모델명 F20-UVX
제작사 FILMETRICS
구성 및 사양
•Light Source:Tungsten-halogen/Deuterium
•Wavelength range : 200 ~ 1,700nm
•Spot size : 2mm
•Thickness range : 3nm ~ 250㎛

오토클레이브
Autoclave

모델명 RM-8100
제작사 한울
구성 및 사양
•Working volume : 1.0L
•Max. pressure : 60 bar
•Fast Action Closure
•Materials : Hastelloy-C 276

제작국 독일, Pfaudler

모델명 BE1000(P)
특  징 의약품 및 정밀화학 나노소재의 공정연구 및 시제품 등을 생

산할 수 있는 설비로써 저온 및 고온에서의 의약품중간체/화
장품관련 나노소재 합성

구성 및 사양
•Capacity : 1,000L 
•Material : Glass Lined Reactor 
•Operating temp. range : -30 ~ +200℃
•Operating pressure : -1(FV) ~ +6bar

제작국 독일, Thaletec     

모델명 BE1000(T)
특  징 인쇄전자용 신소재를 비롯한 전자정보용 나노신소재 등의 공

정연구 및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써 저온 및 고온에     
서의 전자정보관련 나노소재 합성

구성 및 사양
•Capacity : 1,000L 
•Material : Glass Lined Reactor
•Operating temp. range : -30 ~ +200℃
•Operating pressure : -1(FV) ~ +6b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