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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고 있

는 가운데 국내 한 연구진이 살균효과

와 휴대성이 뛰어난 폴딩형 무선 초소

형 스마트 유연 디바이스 핵심 기술을

개발, 기업에 이전하면서 상용화를 앞

두고 있다.

7일 한국광기술원에 따르면 바이오

헬스연구센터 김자연 박사팀이 마스크

살균 소독이 가능하고, 접을 수 있는 플

렉서블(Flexible) 초소형 자외선 UV

(Ultraviolet)/IR(Infrared) LED 살

균건조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 ㈜

이안하이텍으로 이전했다.

김 박사팀이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유연 디바이스 기술은 플렉서블한 기판

위에 초소형 LED를 실장, 전력소모가

적고 접을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기능 손상 없이 살균

소독이 가능한 신개념 시스템이다.

김 박사팀이 기업에 이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술은 ▲폴딩(Folding)

형 구조 ▲통풍 홀(Hole)이 구비된 플

렉서블 기판 배선 기술 ▲선택전사로

실장한 초소형 LED 및 센서, 배터리 등

다양한 부품접합 기술 ▲방열/UV차단

시트 일체형 이중구조 봉지(Encapsul

ation)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고 있으

나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가방이나 호주

머니 등에 보관하면서 오히려 오염에 노

출되는 부작용이 발생, 휴대용 마스크

살균소독기시장이급성장하고있다.

하지만 기존의 마스크 살균 소독기가

대부분 하우징 형태로 제작돼 휴대가 불

편할 뿐만 아니라 UV-C 광원이 외부로

노출돼 눈과 피부 등신체의안전성에 대

한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김 박사팀의 기

술개발로이러한문제점이해결됐다.

자외선(UV·Ultraviolet)은 사람이

볼 수 없는 파장이며, 파장대에 따라 U

V-A, B, C로 구분하고 있다. UV-A, B

의 경우 경화, 탈취, 의료기기 등에 사

용되며 가장 짧은 파장인 UV-C는 박테

리아 및 바이러스의 DNA를 파괴해 세

포를 사멸시키는 살균 기능이 있다.

한국광기술원이 개발한 스마트 유연

디바이스 기술을 이전받은 ㈜이안하이

텍 안치현 대표는 “세계 최초로 살균과

건조가 가능한 폴딩형 플렉서블 UV/IR

살균·건조 마스크 광케어 시스템의 사업

화를 조기에 추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점유율을높여가겠다”고밝혔다.

김 박사는 “이번 기술이전으로 살균

기 시장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응용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융합 시장의 창출이 기대된다”

며 “사업화 유망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

원을 확대해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박은성기자

한국광기술원,휴대용마스크살균기술개발
폴딩형 플렉서블 UV/IR 광케어시스템 기술이전

신체 안전성 문제 해결븣신개념 살균기 시장 창출

KT, ‘갤럭시북S’출시 KT가최신인텔프로세서기반의LTE노트북삼성전자 ‘갤럭시북S’를공식출시했다.통신사출시는KT단독이며

공식온라인몰KT샵과전국KT매장에서판매한다. <KT제공>

전남대 교수 연구팀이 만성 퇴행성 어

깨힘줄 파열을 치료할 수 있는 나노소재

부품을 개발했다.

7일 전남대에 따르면 김장호 교수(지

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김명선 교수

(정형외과학교실) 연구팀은 인구의 50

% 이상이 겪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

이면서도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원천적인

치료법이 없는 ‘만성퇴행성 어깨힘줄

파열’을 치료할 수 있는 나노소재부품

개발에 성공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화학회 학술지 A

CS Omega 최신호에 게재됐고, 미국화

학회가 6월의 한국 주요논문으로 선정

했다.

전남대 연구팀은 힘줄 조직이 정교한

나노패턴 구조로 구성돼 있는 것에 착안

해 이를 모사한 힘줄 나노패턴 지지체를

개발하고, 토끼 동물모델에 실험한 결과

손상된 어께 힘줄을 효과적으로 재생시

킬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기술로 어깨힘줄 파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물론 수입대체 효

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사업및광주시의지원으로수행

했다. 김우찬 학생(지역·바이오시스템공

학과)이주저자로참여했다. /최권범기자

나노기술이용어깨힘줄파열치료법개발

김장호 김명선

전남대김장호·김명선교수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는 신소재공

학부 이광희(사진) 교수가 건물 외관의

심미성을 높인 ‘건물일체형 고효율 친

환경 태양전지 미니발전소 실증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건물용 태양광발전 기반의 친환

경 에너지 건물은 도심지역의 신재생 발

전에 적합한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

와 관련, 공간 제약의 문제는 해결됐으

나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낮은 심미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기존과차별화된건물용태양광발전요

구특성인 투명성, 경량성, 유연성, 다색상

을 구현할 수 있는 유기태양전지&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건축 부위에 맞게

적용해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미니발전소

를 구현한다면 에너

지 자립률 100%에 근

접하는 제로 에너지

건물을 개발할 수 있

을것으로기대된다.

이 과제는 한국연구재단 2020 기후변

화대응기술개발사업 태양전지분야 과

제로 선정돼 이 교수를 비롯 유니스트

(UNIST)김진영 교수,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김동석 박사가 함께 엠에스웨이

봑와 산학연 공동연구로 건물일체형 태

양전지 미니발전소 실증시스템을 개발·

검증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총 122억원

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향후 5년간(2020

-2025) 추진될 예정이다. /최권범기자

건물일체형태양전지미니발전소개발추진

지스트이광희교수

간단한 패치 형태로 옷 속이나 야간에

도 빛을 매개로 인체삽입 헬스케어 기기

에 능동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7일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

면 기계공학부 이종호(사진) 교수 연구

팀이 피부에 직접 부착해 인체 내 전력

전송을 위한 유연한 마이크로 LED 패

치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성과로 향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높

일 수 있는 다기능 고성능 삽입용 헬스

케어 기기 개발뿐 아니라 마이크로 LE

D 패치는 피부에 부착하여 치료 및 미용

용도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 내 전력량 부족 문제는 다기능

고성능 인체삽입 헬스케어 기기 출현의

가장 큰 제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교수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마이

크로 LED 패치는 피부에 직접 부착해

태양전지가 통합된 인체 삽입 기기에 능

동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연구팀은 적색 및 근적외선 영역(파

장: 650nm 이상)의 빛이 상대적으로 생

체 조직 투과율이 높다는 사실에 기반해

적색 마이크로 LED(파장: 670nm) 패

치를 제작했다. 패치에서 발생시킨 빛은

생체 조직을 투과하고 태양전지에 도달

해 광전류를 생성시킨다. 이러한 능동적

인 과정은 날씨, 실내, 야간에 관계없이

생체 내에서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한

다. 패치는 복잡한 회로 없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전지를 이용해 구

동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의 성과물인 빛

을 매개로한 능동적

전력 공급 방법은 간

단하면서도 필요시

언제나 인체에 전력

을 공급할 수 있어 인

체의 기능을 보조하

는 새롭고 다양한 기

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

자지원사업과 지스트 연구원(GRI)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관련 논문은 미

국국립과학원회보(PNAS, Proceedin

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

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

a)에 7월6일(현지시간) 온라인 게재됐

다. /최권범기자

피부부착마이크로 LED 패치개발
지스트이종호교수연구팀…헬스케어기기활용효과

휴대폰 파손·분실 보험금을 신청할

때 번거롭게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도 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고객이 휴대폰 파손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AS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받고,종이로 된 수리 명세서와 영

수증을다시보험사측에제출해야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니셜 애플

리케이션(앱)의 휴대폰보험 보상서비

스를 이용하면 고객은 휴대폰 서비스센

터로부터 수리 명세서와 영수증을 전자

증명서 형태로 앱에서 발급받고, 바로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발급·제출된 전자 증명서는 이니셜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 및 유출이 불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관리된다.

통신사마다 적용되는 휴대폰 제조사

는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휴대폰파손등보험청구간소화

CMY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