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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01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다층 구조를 갖는 목섬유 단열재

등 록 번 호

제10-2298779호 (2021. 08. 31.)

대표발명자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목재공학연구과

본 발명은 밀도와 두께가 서로 같거나 다른 하나 이상의 층으로 구성되되, 단위 단열이
적층/성형되는 다층구조의 단열재에 있어서, 상기 단위 단열재(100)는 상기 단열재의 표면을
구성하는 표층(110);과 상기 표층(110)과 마주 보도록 구비되되 상기 단열재의 이면을 구성하
는 이층(120);과 상기 표층(110)과 이층(120) 사이에 구비된 중층(130);을 포함하며 각 층의
두께비와 밀도비에 따라 상기 단열재의 단열성능과 함께 흡음성능과 차음성능이 개선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구조를 갖는 목섬유 단열재에 관한
것이다.

밀도와 두께가 서로 같거나 다른 하나 이상의 층으로 구성되되, 단위 단열이 적층/성형되는
다층구조의 단열재에 있어서, 상기 다층구조의 단열재(100)는 상기 단열재의 표면을 구성하는
표층(110);과 상기 표층(110)과 마주보도록 구비되되 상기 단열재의 이면을 구성하는 이층
(120);과 상기 표층(110)과 이층(120) 사이에 구비 된 중층(130);을 포함하며 상기 표층(110)
과 이층(120), 중층(130)의 두께비와 밀도비에 따라 상기 단열재의 단열성능과 함께 차음성능
과 차음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구조를 갖는 목섬유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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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다층구조를 갖는 단열재의 형상제조 방법

4

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02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규격구조재의 자동 등급판정방법

등 록 번 호

제10-2021-0042636호 (2021. 04. 20.)

대표발명자

김건호 (02-961-2730, keon@korea.kr)

본 발명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
하고 휴대폰 화면상에 설치된 기준선에 제재목의 너비만을 맞추어 사진 촬영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저비용으로 최단 시간 내에 정밀도 높게 품질을 판정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규 격구조재의 자동등급판정방법을 제공한다.

청구항 1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규격구조재의 자동 등급판정방법에 있어서, 휴대폰에 어플리
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단계와; 다운받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와; 판정등급을
부여하고자 하는 규격구조재의 치수(두께×너비×길이) 데이터를 휴대폰에 입력하는 단계와;
넓은 재면인지 좁은 재면인지를 선택하는 단계와; 넓은 재면인 경우 규격구조재의 입력된
너비에 상당하도록 설정된 상부 및 하부 수평기준선과, 양측의 상하부 수평선으로부터 각기
1/4 너비에 해당하는 위치에 상,하부 옹이 경계선을 휴대폰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와; 넓은
재면의 옹이가 있는 부분의 너비부위를 상기 휴대폰 화면상에 나타나 있는 상기 상부 및 하부
수평기준선에 일치하도록 카메라 초점을 조절하는 단계와; 초점을 맞춘 후 사진 촬영하는
단계와; 촬영된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다시 정지된 화면으로 표시하는 단계와; 사진상에
나타난 옹이의 중심부가 가장자리부에 위치하는 옹이인지 중앙부에 위치하는 옹이인지 확인하
여 화면상에서 해당 위치를 터치하여 옹이의 위치를 지정함과 동시에 2개의 옹이 상, 하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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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옹이 상,하한선을 각기 드래그하여 옹이의 최상부 및 최하부
정점에 접선을 이루도록 위치 이동시키는 단계와; 상기 옹이 상,하한선의 접선이 옹이의 최상부
및 최하부 정점에 일치가 확인되면 확인키를 입력하는 단계와; 확인키가 입력되면 상기 상부
및 하부 수평기준선의 너비(상부와 하부 수평기준선 사이의 설정거리)에 대하여 옹이 지름을
나타내는 옹이 상,하한선의 너비의 비율로서 옹이 지름비를 계산하여 규격조건에 따르도록
등급을 판정하여 저장하고, 그 판정된 등급을 화면에 표시하여 주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규격구조재의 자동 등급판정방법.

도면 3.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규격구조재의 자동 등급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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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03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목섬유를 이용한 난연 섬유판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2239395호 (2021. 04. 06.)

대표발명자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목재공학연구과

본 발명은 목재 칩(wood chip)을 가공하여 목질재료화하는 단계(S110)와, 상기 가공된
목질재료에 내부난연제와 접착제를 혼합하는 단계(S120)와, 상기 혼합한 혼합물을 압축하여
판상으로 성형하는 단계(S130)와, 상기 압축성형한 성형물을 고온·가압하여 경화시키는 단계
(S140)를 거쳐 섬유판을 제조하고, 상기 섬유판의 표면에 외부난연제를 도포하는 단계(S150)
와, 상기 섬유판을 건조하는 단계(S16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목재 칩 가공 단계(S110)
는, 상기 목재 칩을 가압 가열하여 증해(digester)하는 단계와, 상기 증해된 칩을 목재 섬유
(wood fiber)화하는 리파이너(refiner)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섬유
를 이용한 난연 섬유판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청구항 1
목재를 목질재료화하는 단계(S110)와, 상기 목질재료에 내부난연제와 접착제를 혼합하는
단계(S120)와, 상기 혼합한 혼합물을 압축하여 성형하는 단계(S130)와, 상기 압축 성형한 성형
물을 경화시키는 단계(S140)를 거쳐 섬유판을 제조하고, 상기 섬유판에 외부난연제를 도포하
는 단계(S150)와, 상기 섬유판을 건조하는 단계(S16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목재질재
료화 단계(S110)는, 상기 목재를 가압 가열하여 증해(digester)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
며, 상기 혼합 단계(S120)에서 상기 혼합물에 왁스 에멀젼(wax emulsion)를 더 혼합하며,
상기 내부난연제는 붕소계 방염제인 것이며, 상기 외부난연제는 인산계 무기난연제이며,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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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난연제는 pH 1 내지 pH 6이고, 상기 내부난연제는 상기 전건 목질재료 무게의 1 %
내지 5 %의 비율로 혼합 도포되며, 또한, 상기 외부난연제의 도포량은 16 g/㎡이상으로 도포되
며, 상기 내부난연제 및 외부난연제의 농도는 20 % 내지 50 %로 구비되며, 또한, 상기 혼합물
의 매트 함수율(mat moisture content)은 8 % 내지 12 %이고, 상기 성형물의 함수율
(moisture content)은 6 % 내지 12 %가 되도록 제어하며, 또한, 상기 건조 단계(S160)는
상기 섬유판의 건조온도는 80 ℃에서 200 ℃이며, 건조시간은 10분 ~ 60분 정도가 건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섬유를 이용한 난연 섬유판의 제조방법.

도면 1. 난연 처리된 섬유판의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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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04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목재 건조기 배기 이동식 응축장치

등 록 번 호

제10-2155300호 (2020. 09. 07.)

대표발명자

엄창득 (02-961-2714, willyeom@korea.kr)

목재산업연구과

본 발명은, 목재의 건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증기를 응축시키는 응축기로서, 증기의 응축이
이루어지는 응축기 본체; 목재의 건조가 이루어지는 건조로에서 발생되어 배출되는 증기를
상기 응축기 본체로 공급하는 증기 공급관; 상기 응축기 본체의 내측으로 배치되어 상기 증기
공급관을 통한 상기 증기의 흡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흡기부; 상기 응축기 본체의 일측으로
배치되어 상기 응축기 본체에서 습기가 제거된 공기를 상기 응축기 본체 외부로 배출시키는
팬; 상기 응축기 본체에서 응축되어 배출되는 응축수를 집수하는 집수 탱크; 상기 응축기 본체
의 하부에 배치되어 상기 응축기 본체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동부를 포함하는 목재
건조기 배기 이동식 응축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증기의 응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고, 목재 건조 공정 중 발생되는
증기를 응축시켜 포집하는 응축기를 이동 가능하게 구성하여, 응축기의 고장 발생 시 건조
작업의 정지없이 응축기만을 이동시켜 수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목재 건조를 수행하는
목재 건조기의 관리를 위해 정지되었을 때, 건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목재 건조기로 이동하
여 증기를 포집하고 응축시킬 수 있다.

청구항 1
목재의 건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증기를 응축시키는 응축기로서, 증기의 응축이 이루어지는
응축기 본체; 목재의 건조가 이루어지는 건조로에서 발생되어 배출되는 증기를 상기 응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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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로 공급하는 증기 공급관; 상기 응축기 본체의 내측으로 배치되어 상기 증기 공급관을
통한 상기 증기의 흡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흡기부; 상기 응축기 본체의 일측으로 배치되어
상기 응축기 본체에서 습기가 제거된 공기를 상기 응축기 본체 외부로 배출시키는 팬; 상기
응축기 본체에서 응축되어 배출되는 응축수를 집수하는 집수 탱크; 상기 응축기 본체의 하부에
배치되어 상기 응축기 본체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동부를 포함하는 목재 건조기 배기
이동식 응축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팬에 의해 배출되는 상기 공기를 일방향으로 유도하는 배기관을 더
포함하는 목재 건조기 배기 이동식 응축장치.

도면 1. 목재 건조기 배기 이동식 응축장치의 구성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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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05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전기전도도를 이용하는 목재 방부 약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등 록 번 호

제10-2020-0101617호 (2020. 08. 28.)

대표발명자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전기전도도를 이용하는 목재 방부 약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목재 방부 약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전기전도도 측정을 통해 현장에서
간편하게 목재 방부 약액의 농도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특히 목재의 수종에 따른 추출물에
의한 전기전도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보정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편리하면서도 정확하게
목재 방부 약액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청구항 1
(a) ACQ 목재 방부 약액의 원액을 물로 희석한 후,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는 단계;
(b) 상기 단계 (a)에서 측정된 전기전도도를 ACQ 목재 방부 약액에 대한 표준용액의 농도
산출식 (1) y=0.0003x-0.0702(x는 측정된 전기전도도이고, y는 목재 방부 약액의 농도
(%(w/v))이다)에 적용하여 목재 방부 약액의 초기농도를 구하는 단계;
(c) 상기 단계 (b) 이후에, 방부처리하고자 하는 목재를 상기 목재 방부 약액에 침지 및
가압처리하여 방부 처리하는 단계;
(d) 상기 단계 (c)에서 방부처리된 목재를 제거한 후, 남은 목재 방부 약액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는 단계;
(e) 상기 단계 (d)에서 측정한 전기전도도 값을, 농도 보정식 (3) y=0.0003x-0.0123, (4)
y=0.0003x-0.0174, (5) y=0.0003x-0.0110 또는 (6) y=0.0003x-0.0056(x는 측정된
전기전도도이고, y는 목재 방부 약액의 보정된 농도(%(w/v))이다)에 적용하여 목재 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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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목재 방부 약액의 농도를 계산하는 단계; 및
(f) 상기 단계 (e)에서 계산한 목재 방부 약액의 농도에 기초하여 상기 단계 (b)에서 구한
초기 농도가 되도록, ACQ 목재 방부 약액의 원액을 첨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목재
방부 약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도면 4. 수종별/목재 약액별 농도 보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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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06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목섬유를 활용한 기능성 경량 목섬유 단열재

등 록 번 호

제10-2020-0095908호 (2020. 08. 11.)

대표발명자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목재공학연구과

본 발명은 기존의 폼 제품과 같은 석유 및 화학계 건축용 단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단열재에 있어서, 목재를 파쇄하여 획득된 목섬유를 이용하여 상기 목섬유에 접착제 및 경화제
를 도포하고 혼합하여 제1혼합물(100)을 생성하고 상기 제1혼합물(100)을 건조하고 상기에서
건조된 제1혼합물을 성형틀에서 성형한 제1성형물을 열압착함으로써 목섬유 단열재(300)를
제조하되, 상기 접착제는 목질보드용 아미노계 수지 또는 비 폼 알데하이드계 접착제, 단백질
전분, 쌀가루 등을 주원료로 하는 천연물계 접착제를 사용함으로써 폼 알데하이드 방출이
낮으며, 기존의 폼 제품과 같은 석유 및 화학계 단열재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방음, 단열, 흡음 효과와 방염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목섬유를 활용한 기능성
경량 목섬유 단열재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기존의 폼 제품과 같은 석유 및 화학계 건축용 단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단열재에
있어서, 목재를 파쇄하여 획득된 목섬유를 이용하여 상기 목섬유에 접착제 및 경화제를 도포하
고 혼합하여 제1혼합물(100)을 생성하되, 상기 제1혼합물(100)을 건조하고, 건조된 제1혼합물
을 성형틀에서 성형한 제1성형물을 열 압착하여 목섬유 단열재를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섬유를 활용한 기능성 경량 목섬유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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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판 제조용 목섬유 100중량부에 대해 접착제 및 경화제를 20중량부
내지 30중량부 도포하여 제1혼합물(100)을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섬유를 활용한
기능성 경량 목섬유 단열재.

도면 1. 목섬유를 활용한 기능성 경량 목섬유 단열재 제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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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07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나노셀룰로오스 섬유의 대량생산을 위한 장치 및 방법

등 록 번 호

제10-2126579호 (2020. 06. 18.)

대표발명자

이선영 (권재경, 02-961-2763, gwonjg@korea.kr)

본 발명은 원료 내의 셀룰로오스 섬유를 연속적으로 분쇄 및 균질화함으로써, 나노셀룰로오
스 섬유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노셀룰로오스 섬유 제조장치 및 나노셀룰로오스 섬유 제조방
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셀룰로오스 섬유(cellulose fiber) 를 포함하는 원료가 투입되어, 상기 셀룰로오스 섬유의
평균 직경이 60 내지 120 nm 되도록 분쇄하는 분쇄부; 분쇄부를 거친 셀룰로오스 섬유의
평균 직경이 5 내지 60 nm 되도록 균질화하는 균질화부; 및 균질화된 셀룰로오스 섬유를
필터링하여 용매를 제거하는 필터부; 를 포함하는 나노셀룰로오스 섬유 제조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나노셀룰로오스 섬유 제조장치는, 상기 원료를 알칼리 용액으로 전처리하
는 전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셀룰로오스 섬유 제조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분쇄부로 공급되는 셀룰로오스 섬유는 현탁액 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셀룰로오스 섬유 제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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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제조되는 나노셀룰로오스 섬유의 용량은 0.9 내지 10 ton/day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셀룰로오스 섬유제조장치.

도면 1. 나노셀룰로오스 섬유 제조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면 2. 나노셀룰로오스 섬유 제조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전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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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08

담 당 부 서

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CRISPR-Cas9시스템을 이용한 유색고약버섯의 리그닌 분해요소의
유전자 편집 방법 및 이의 용도

등 록 번 호

제10-2126573호 (2020. 06. 18.)

대표발명자

유선화 (02-961-2705, shryu@korea.kr)

본 발명은 난분해성 물질 분해효소의 유전자 기능 구명을 위한 기반 기술로서뿐만 아니라
외래 유전자의 도입 없이도 목재부후균의 일종인 표고버섯을 포함하는 다양한 식용버섯의
육종에 적용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은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한 유색고약버섯의
리그닌 분해효소의 유전자 편집방법, 및 이를 도입하여 식용버섯을 육종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a). 유색고약버섯(Phanerocheate chrysosporium)의 원형질을 분리하는 단계;

(b).

상기 분리된 유색고약버섯의 원형질 내로 단일 가이드 RNA(sgRNA)를 삽입하는 단계; 및
(c). 유색고약버섯의 리그닌 분해효소의 유전자 편집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한 유색고약버섯의 리그닌 분해효소의 유전자 편집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가이드 RNA(sgRNA)는 유색고약버섯의 pclip1 및 pcmco1
중에서 선택되는 유전자로부터 유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한
유색고약버섯의 리그닌 분해효소의 유전자 편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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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가이드 RNA(sgRNA)는 서열번호 1 내지 서열번호 8 중에서
선택되는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한 유색고약
버섯의 리그닌 분해효소의 유전자 편집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분리된 원형질 100 ㎕에 cas9 단백질 20 ㎍, 서열번호
1 내지 서열번호 8 중에서 선택되는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각각의 sgRNA 35 ㎍, 100 mM
헤파린, 250 mM 스퍼미딘(spermidine) 및 100 mM 오린트리카복실산(aurintricarboxylic
acid)을 섞은 후, 얼음에서 30분 동안 방치한 다음, 폴리에틸렌글리콜 용액 0.5 ㎖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한 유색고
약버섯의 리그닌 분해효소의 유전자 편집방법.

도면 1. In vitro 에서 pclip1 sgRNA의 유색고약버섯 게놈 유전자 편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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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09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왕초피나무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미백용 조성물

등 록 번 호

제10-2118929호 (2020. 05. 29.)

대표발명자

박미진 (02-961-2753, lionpmj@korea.kr)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왕초피나무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피부미백용 조성물은 우수한 미백효과(티로
시나제 활성 억제)를 가질 수 있으면서 또한 피부의 멜라닌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효과는 상기한 효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추론 가능한 모든 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청구항 1
왕초피나무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미백용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왕초피나무 추출물은 왕초피나무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미백용 조성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에센셜 오일은 증류법(hydrodistillation)에 의해 추출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피부미백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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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에센셜 오일은 β-오시멘(β-ocimene), (-)-α-피넨((-)-α-pinene),
4-카보메탄올(4-carvomenthenol), 사비넨(sabinene), 리나놀(linalool), ο-시멘(ο-cymene),
β-펠란드렌(β-phellandrene), 리모넨(limonene) 및 α-테르피네올(α-terpineol)으로 이루
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미백용
조성물.

도면 1. 왕초피나무 추출물이 마우스 세포(B16F10)의 멜라닌화에 미치는 효과

20

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10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왕초피나무 유래 정유 추출물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등 록 번 호

제10-2020-0039377호 (2020. 04. 16.)

대표발명자

이성숙 (박미진, 02-961-2753, lionpmj@korea.kr)

본 발명은 왕초피나무 유래 정유 추출물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왕초피나무 유래 정유 추출물은 베타-헥소사미
니데이즈 방출을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IgE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 질환
의 치료 효과가 있고, 나아가 아토피 피부염을 유도한 동물에게 처리한 결과 염증반응을 억제하
는 효과가 있으므로, 상기 왕초피나무 유래 정유 추출물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왕초피나무 (Zanthoxylum coreanum Nakai) 유래 정유 추출물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질환 또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왕초피나무 유래 정유 추출물은 왕초피나무의 잎, 뿌리, 줄기 및
열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추출한, 알레르기 질환
또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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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왕초피나무 유래 정유 추출물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질환 또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청구항 15
왕초피나무 유래 정유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염증용 화장료 조성물.

도면 7. 왕초피나무 유래 정유를 처리한 군의 염증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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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11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기능성 경량 목섬유 단열재 제조 및 난연 처리

등 록 번 호

제10-2088677호 (2020. 03. 09.)

대표발명자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목재공학연구과

본 발명은 기존의 폼 제품과 같은 석유 및 화학계 건축용 단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단열재에 있어서, 목재를 파쇄하여 획득된 목섬유를 이용하여 상기 목섬유에 접착제 및 경화제
를 도포하고 혼합하여 제1혼합물(100)을 생성하고 상기 제1혼합물(100)을 건조하고 상기에서
건조된 제1혼합물을 성형틀에서 성형한 제1성형물을 열압착함으로써 목섬유 단열재(300)를
제조하되, 상기 접착제는 목질보드용 아미노계 수지 또는 비 폼 알데하이드계 접착제, 단백질
전분, 쌀가루 등을 주원료로 하는 천연물계 접착제를 사용함으로써 폼 알데하이드 방출이
낮으며, 기존의 폼 제품과 같은 석유 및 화학계 단열재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방음, 단열, 흡음효과와 방염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목섬유를 활용한 기능성
경량 목섬유 단열재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기존의 폼 제품과 같은 석유 및 화학계 건축용 단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단열재에
있어서, 목재를 파쇄하여 획득된 목섬유를 이용하여 상기 목섬유에 접착제 및 경화제를 도포하
고 혼합하여 제1혼합물(100)을 생성하되, 상기 제1혼합물(100)을 건조하고, 건조된 제1혼합물
을 성형틀에서 성형한 제1성형물을 열 압착하여 목섬유 단열재를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섬유를 활용한 기능성 경량 목섬유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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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판 제조용 목섬유 100중량부에 대해 접착제 및 경화제를 20중량부
내지 30중량부 도포하여 제1혼합물(100)을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섬유를 활용한
기능성 경량 목섬유 단열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는 목질보드용 아미노계 수지이며, 아미노계 수지의 원재료
중 난연 성능을 가진 멜라민을 주원료로 하여, 폼 알데하이드와 F/MU 몰비 0.5∼1.0을 기준으
로 부가 및 축합 반응을 시켜 친환경 수지로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미노계 수지 100중량부내에
폼 알데하이드가 40∼50%이며 좀 더 명확하게는 43.3%, 멜라민이 20∼30%이며 좀 더 명확하
게는 30%, 요소가 15∼40%이며 좀 더 명확하게는 26.5%가 포함된 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섬유를 활용한 기능성 경량 목섬유 단열재.

도면 1. 목섬유를 활용한 기능성 경량 목섬유 단열재 제조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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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12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탄화보드 제조 방법

등 록 번 호

제10-2020-0022418호 (2020. 03. 03.)

대표발명자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목재공학연구과

본 발명은 휘발성 방향족 화합물과 같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광촉매 탄화보드에 대한 것으
로서, 특히 광촉매 전구체에 Fe 또는 Co를 이용하는 금속 이온을 혼합한 후, 이를 목질판상재에
도포하고 탄화하여 가시광선에 응답하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탄화보드
제조 방법이다.

청구항 1
광촉매 전구체에 Fe을 이용하는 금속 이온을 혼합하는 제1단계(S100)와, 상기 혼합된 금속
이온 광촉매 전구체를 목질판상재에 도포하여 탄화하는 제2단계(S200)를 포함하는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탄화보드 제조 방법.

청구항 2
광촉매 전구체에 Co를 이용하는 금속 이온을 혼합하는 제1단계(S100)와, 상기 혼합된 금속
이온 광촉매 전구체를 목질판상재에 도포하여 탄화하는 제2단계(S200)를 포함하는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탄화보드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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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S100)는 파우더 형태의 질산코발트 또는 질산철
을 1L의 isopropyl alcohol에 1몰농도로 용해시켜 용액1을 제조하는 제11단계(S110)와,
titanium isopropoxide 와 isopropyl alcohol을 중량비 1:1로 혼합하여 용액2를 제조하는
제12단계(S120)를 포함하고, 상기 제12단계(S120)에서, 상기 용액1과 용액2를 혼합하되, 상
기 용액1은 용액2의 100중량부에 대해 0.1~10중량부로 하는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탄화보드
제조 방법.

도면 2.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탄화보드 제조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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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13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전기응집 처리를 이용한 당화액 내 페놀성 화합물 및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

등 록 번 호

제10-2073113호 (2020. 01. 29.)

대표발명자

이수민 (02-961-2742, lesoomin@korea.kr)

본 발명은 전기응집 처리를 이용한 당화액 내 페놀성 화합물 및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전기응집 처리를 이용한 당화액 내 페놀성 화합물 및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에 있어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초임계수 가수분해 처리하여 얻은 당화액을
준비하는 단계와, 상기 당화액의 pH를 조절하거나 상기 당화액 내에 전해질을 투입하는 단계,
및 상기 당화액에 침지된 알루미늄 전극을 통해 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당화액 내에 포함된
발효 저해물질인 페놀성 화합물 및 퓨란계 화합물을 전기적 응집 반응에 의해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당화액 내 페놀성 화합물 및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초임계수 가수분해 처리하여 얻은 당화액을 전기응
집 처리하여 당화액 내 발효저해물질인 페놀성 화합물과 퓨란계 화합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발효저해물질의 제거 공정 이후에도 당화액 내의 당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당 수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청구항 1
전기응집 처리를 이용한 당화액 내 페놀성 화합물 및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에 있어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초임계수 가수분해 처리하여 얻은 당화액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당화액
의 pH를 조절하거나 상기 당화액 내에 전해질을 투입하는 단계; 및 상기 당화액에 침지된
알루미늄 전극을 통해 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당화액 내에 포함된 발효 저해물질인 페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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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및 퓨란계 화합물을 전기적 응집 반응에 의해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당화액 내
페놀성 화합물 및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퓨란계 화합물은, 5-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5-HMF) 또는 푸르
푸랄(furfural)을 포함하는 당화액 내 페놀성 화합물 및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거하는 단계는, 5 내지 10V의 전압을 30분 이상 인가하여 반응시
키는 당화액 내 페놀성 화합물 및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

도면 1. 전기응집 처리를 이용한 당화액 내 페놀성 화합물 및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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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14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기능성 종이 분리막을 포함한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

등 록 번 호

제10-2061213호 (2019. 11. 28.)

대표발명자

이선영 (권재경, 02-961-2763, gwonjg@korea.kr)

본 발명은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포함하는 리튬-황 전지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은, 고분자 섬유를 포함하는 다공성 고분자 섬유층,
상기 다공성 고분자 섬유층 상에 형성된, 음의 표면 전하를 가지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기능성
고분자 섬유층 및 상기 기능성 고분자 섬유층 상에 형성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황 복합체
및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전극층을 포함하는 것이고, 상기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 제조방법은, 고분자 섬유를 포함하는 제1분산 용액을 이용하여, 다공성 고분자 섬유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다공성 고분자 섬유층 상에, 음의 표면 전하를 가지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기능성 고분자 섬유를 포함하는 제2 분산 용액 감압 여과하여, 기능성 고분자 섬유층을 형성하
는 단계,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와 황전구체를 혼합하고 열처리하여 다중벽 탄소나노튜브-황
복합체를 제조하는 단계, 상기 다중벽 탄소나노튜브-황 복합체와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혼합
하여 제3 분산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기능성 고분자 섬유층 상에 상기 제3 분산
용액을 감압 여과하여, 다중벽 탄소나노튜브-황 복합체 및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전극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청구항 1
고분자 섬유를 포함하는 다공성 고분자 섬유층; 상기 다공성 고분자 섬유층 상에 형성된,
음의 표면 전하를 가지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기능성 고분자 섬유층 및 상기 기능성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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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층 상에 형성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황 복합체 및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전극층을 포함하는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고분자 섬유층의 섬유는, 직경이 10 nm 내지 100 nm이고,
상기 다공성 나노셀룰로오스 섬유층의 기공률은, 40 % 내지 80 % 인 것인,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

도면 1.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의 구조

도면 2.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의 주사전자현미경 표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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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15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황 전지

등 록 번 호

제10-2051212호 (2019. 11. 26.)

대표발명자

이선영 (권재경, 02-961-2763, gwonjg@korea.kr)

본 발명은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포함하는 리튬-황 전지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은, 고분자 섬유를 포함하는 다공성 고분자 섬유층
및 상기 다공성 고분자 섬유층 상에 형성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및 황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전극층을 포함하고, 상기 황 나노입자는 상기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형성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상기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 제조방법은, 고분자 섬유를 포함하는 고분자
섬유 분산 용액을 이용하여, 다공성 고분자 섬유층을 형성하는 단계, 황 나노입자 및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전극 분산 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다공성 고분자 섬유층
상에, 상기 전극 분산 용액을 감압 여과하여,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및 황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전극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나노셀룰로오스 섬유와의 일체화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
하고, 황 나노입자와 탄소나노튜브의 복합화를 통해 전자전도도를 확보한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의 황 전극과 대비할 때,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종이
전극을 제공할 수 있다.

청구항 1
고분자 섬유를 포함하는 다공성 고분자 섬유층 및 상기 다공성 고분자 섬유층 상에 형성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및 황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전극층을 포함하고, 상기 황 나노입자는
상기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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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의 구조

도면 2. 리튬-황 전지용 종이 전극의 표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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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16

담 당 부 서

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겨울 우산 버섯 유래 테르펜 합성효소 유전자 및 상기 유전자가
삽입된 돌연변이 효모의 형질전환체

등 록 번 호

제10-2022242호 (2019. 09. 10.)

대표발명자

유선화 (02-961-2705, shryu@korea.kr)

본 발명은 테르펜 합성 효소인 pobTPS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pobTPS 유전자와
이를 포함하는 벡터, 상기 벡터를 통해 형질 전환된 형질전환체에 관한 것으로, 겨울우산 버섯
유래의 테르펜 합성 효소인 pobTPS 의 유전자를 제공하여, 야생형 균주보다 활성 능력이
우수한 테르펜 합성 효소를 제공할 수 있다.

청구항 1
Acetyl-CoA C-acetyltransferase를 코딩하는 유전자(erg10)가 결실된 쉬조사카로마이세
스 폼베(Shizosaccharomyces pombe)에 서열번호 1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pobTPS 유전
자가 삽입되어 형질전환된 쉬조사 카로마이세스 폼베(Shizosaccharomyces pombe)

청구항 2
3-hydroxy-3-methylglutaryl-CoA synthase를 코딩하는 유전자(hcs1)가 결실된 쉬조사
카로마이세스 폼베(Shizosaccharomyces pombe)에 서열번호 1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pobTPS 유전자가 삽입되어 형질전환된 쉬조사카로마이세스 폼베(Shizosaccharomyces
pombe)

nifos.fotest.go.kr

33

청구항 4
3-hydroxy-3-methylglutaryl-CoA reductase를 코딩하는 유전자(hmg1)가 결실된 쉬조
사카로마이세스 폼베(Shizosaccharomyces pombe)에 서열번호 1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pobTPS 유전자가 삽입되어 형질전환된 쉬조사카로마이세스 폼베(Shizosaccharomyces
pombe)

도면 1. 메발론산 경로에 존재하는 8개의 유전자의 각 유전자 별 돌연변이 균주에 pobTPS
삽입 후 유전자 발현량 패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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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17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구상나무 유래의 정유를 포함하는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등 록 번 호

제10-2020384호 (2019. 09. 04.)

대표발명자

박미진 (02-961-2753, lionpmj@korea.kr)

본 발명은 리모넨(limonene), 캄펜(camphene), 알파-피넨(alpha-pinene) 및 보르닐 아
세테이트(bornyl acetate) 등을 포함하는 구상나무 유래의 정유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함으로
써,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및 멜라닌 합성 관여 유전자 억제 활성, 콜라겐 관련 단백질
및 콜라겐 생합성 등이 증가할 수 있는,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한다.

청구항 1
구상나무 유래의 정유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상나무 유래의 정유는 조성물의 전체 중량 대비 0.01~50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상나무는 구상나무 목본의 잎, 줄기, 수피 및 열매로 이루어진 군에
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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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유는 리모넨(limonene), 캄펜(camphene), 알파-피넨
(alpha-pinene) 및 보르닐 아세테이트(bornyl acetat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스킨로션, 스킨소프너, 스킨토너, 아스트린젠트, 로션, 밀크
로션, 모이스쳐 로션, 영양로션, 마사지크림, 영양크림, 모이스처크림, 핸드크림, 파운데이션,
에센스, 영양에센스, 팩, 비누, 클렌징폼, 클렌징로션, 클렌징크림, 바디로션, 바디클렌저, 세안
제, 트리트먼트, 미용액, 미용팩, 연고제, 겔제, 리니멘트제, 액제, 패치 및 분무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제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도면 1. B16F10 마우스 멜라노마(mouse melanoma) 세포(A) 및 인간 피부섬유
아세포(HDF)(B)의 생존에 미치는 구상나무 유래 정유(AKE)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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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18

담 당 부 서

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겨울 우산 버섯 유래 테르펜 합성효소 유전자 및 상기 유전자가
삽입된 효모의 형질전환체

등 록 번 호

제10-1971976호 (2019. 04. 26.)

대표발명자

유선화 (02-961-2705, shryu@korea.kr)

본 발명은 테르펜 합성 효소인 pobTPS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pobTPS 유전자와
이를 포함하는 벡터, 상기 벡터를 통해 형질 전환된 형질전환체에 관한 것으로, 겨울우산 버섯
유래의 테르펜 합성 효소인 pobTPS 의 유전자를 제공하여, 야생형 균주보다 활성 능력이
우수한 테르펜 합성 효소를 제공할 수 있다.

청구항 1
서열번호 1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pobTPS 유전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자는 테르펜 합성 효소를 코딩하는 pobTPS 유전자.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자는 겨울우산버섯에서 유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bTPS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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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의 유전자가 도입된 재조합 벡터.

도면 1. Terpene synthase에 의한 eudesmol 생성 모식도

도면 2. pCR2.1-TOPO vector 클로닝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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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19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숯과 열전도체를 포함하는 성형체 및 이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964956호 (2019. 03. 27.)

대표발명자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대나무숯과 열전도체를 포함하는 성형체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대나무숯 분말, 유기접착제, 열전도체로 이루어져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한 냄새
를 탈취하며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건강기능을 가진 건축자재 및 생활기구로
적용할 수 있는 성형체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성형체는 경량, 단열,
흡음, 불연재인 숯 분말, 유기접착제, 열전도체의 배합을 통하여 외부의 온습도 변화에 따라
팽창과 수축 시에 발생하는 파열을 방지할 수 있고, 강력한 결합력을 유지 가능토록 성형할
수 있다.

청구항 1
대나무숯 분말과 유기접착제를 먼저 혼합한 후에 상기 혼합물에 열전도체 분말을 추가적으
로 혼합하고 열가압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대나무숯 분말의 입자크기는 300∼500메쉬이고,
열전도체 분말은 상기 대나무숯 분말 100중량부에 대해 10~20중량부을 혼합하여 형성되며,
상기 유기접착제의 유기물은 페놀, 멜라민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고, 이때 용매는 알콜류 유기
용매를 사용하되 상기 300∼500메쉬로 분말화한 대나무숯 분말에 100∼200메쉬로 분말화한
열전도체 분말을 대나무숯 100중량부에 대해 10~20중량부 1차로 혼합한 다음, 상기 유기접착
제를 대나무숯 100중량부에 대해 5~15중량부 2차로 혼합하며, 상기 2차로 혼합된 상기 열전
도체와 상기 유기접착제 및 상기 대나무숯 분말의 혼합물을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방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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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24시간 동안 숙성시키고, 상기 숙성된 혼합물을 형성하고자 하는 형상의 금형에 투입하
고 프레스를 이용하여 100∼300kg/cm2으로 프레스로 압축한 후 탈형하여 성형물을 얻으며,
상기 얻어진 성형물이 유기접착제 간에 강한 카본 본딩(carbon bonding)이 발생하면서 결합
이 시켜 강도를 증가시킴과 아울러 유기접착제 내에 포함된 화학성분을 연소시켜 제거하기
위해 상기 성형물을 12~24시간 동안 600~800℃의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체

도면 1.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조방법을 순서에 따라 도시한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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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20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이산화망간이 증착된 리그닌 유래 탄소나노섬유 매트의 슈퍼
커패시터용 전극과 그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950783호 (2019. 02. 15.)

대표발명자

이성숙 (유원재, 02-961-2762, sngkgk@korea.kr)

본 발명은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처리 공정 중 발생하는 리그닌의 고급이용을 목적으로 리그
닌-PAN 공중합체로부터 제조한 탄소나노섬유에 과망간산칼륨 수용액을 열분해하여 이산화망
간을 증착시켜 비교적 저렴하면서 환경 친화적이고 보다 높은 비축전용량과 에너지 밀도를
특징으로 하는 슈퍼 커패시터용 전극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이산화망간이 증착된 탄소나노섬유 매트의 제조방법과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이산화망간이 증착된 탄소나노섬유 매트 및 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커패시터용 전극에 의하면
전극제조 공정 단축은 물론 높은 전극밀도를 이용해서 고 에너지 밀도의 고성능 하이브리드
커패시터의 전극을 손쉽고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도전재나 바인더
등의 첨가 및 분쇄, 직조 공정 없이 바로 슈퍼 커패시터용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과망간산칼륨 수용액의 농도 조절, 열처리 반응시간과 온도 조절을 통해
탄소 소재 위에 코팅되는 망간산화물의 코팅두께 및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

청구항 1
리그닌-PAN 공중합체를 DMF에 혼합한 혼합용액을 전기방사하여 리그닌 기반 나노섬유
매트를 제조하는 단계(1), 상기 단계(1)의 결과물을 열 안정화시킨 후 질소 분위기에서 탄화시
켜 탄소나노섬유 매트를 제조하는 단계(2), 상기 단계(2)의 결과물을 과망간산칼륨 수용액에
침지시킨 후 열처리하는 단계(3)를 포함하되, 상기 단계(3)의 과망간산칼륨 수 용액은 과망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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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의 양이 탄소나노섬유 매트의 중량 대비 60~120 wt%이고, 상기 단계(3)은 탄소나노섬유
매트를 과망간산칼륨 수용액과 함께 반응기에 넣고 160℃까지 1시간 동안 승온한 후 15
5℃~165℃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는 것인, 이산화망간이 증착된 탄소나노섬유 매트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1)의 리그닌-PAN 공중합체를 DMF에 혼합한 혼합용액의 농도
는 17~18 wt%이고, 상기 단계(2)는 리그닌 기반 나노섬유 매트를 250℃에서 2시간 동안
열 안정화 처리한 후 관상로에 넣고 질소 분위기에서 분당 10℃의 승온속도로 1200℃~1400℃
에서 30분 동안 탄화처리하는 것인 제조방법

도면 1. 이산화망간이 증착된 탄소나노섬유 매트를 이용한 코인 셀 제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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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21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주입형 온도 감응성 키토산/목재 기반 산화 셀룰로오스 하이드로겔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945938호 (2019. 01. 30.)

대표발명자

이선영 (권재경, 02-961-2763, gwonjg@korea.kr)

본 발명은 주입형 온도감응성 키토산/Tempo-산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하이드로겔에 관
한 것으로, 상기 주입형 온도감응성 키토산/Tempo-산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하이드로겔은
Tempo-산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첨가에 의해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세포간 상호작용을
통해 세포증식 및 골 재생 효과가 우수하여, 효과적인 골 재생용 충진제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Tempo-산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다공성이 우수하고 상호연결된 구조를 가지며, 온도
에 따라 솔-겔의 형태로 변화되는 온도 감응성으로 열 겔화성(thermogelling)을 가져서, 생체
내에 이식시 신속한 겔화를 유도하고 골 재생을 촉진할 수 있다.

청구항 1
증류수에 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딘-1-옥실(TEMPO)-산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TOCNF)의 균질 현탁액을 희석하고, 염산 수용액을 첨가하여 TEMPO-산화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TOCNF)를 함유하는 TOCNF 용액을 제조하는 단계, 젖산 수용액에 키토산을 용해하여
키토산 용액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 TOCNF 용액에 키토산 용액을 혼합하여 키토산/TOCNF
혼합 용액을 제조하는 단계 및 상기 키토산/TOCNF 혼합 용액에 글리세롤포스페이트를 첨가
하여, 주입형 온도감응성 키토산/Tempo-산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하이드로겔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주입형 온도감응성 키토산/Tempo-산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하이드로겔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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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입형 온도감응성 키토산/Tempo-산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하이
드로겔은 온도에 따라 솔-겔의 형태로 변화되는 것인, 주입형 온도감응성 키토산/Tempo-산
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하이드로겔의 제조방법

도면 1. CS/TOCNF 하이드로겔 합성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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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22

담 당 부 서

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천연물을 기재로 한 내수합판용 접착제 조성물 및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938832호 (2019. 01. 09.)

대표발명자

이상민 (02-961-2711, sml5@korea.kr)

본 발명은 재생 가능한 천연계 자원과 알코올류 및 고분자계 수지를 혼합하여 형성된 합판용
천연계 접착제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천연계 접착제 조성물은 상기 알콜류와 증류수를 혼합한
수용액과, 상기 수용액에 상기 천연자원을 혼합하고 냉각시킴으로써 형성되는 주제로서 제1
혼합물과, 상기 제1 혼합물에 경화제로서 상기 고분자계 수지를 더 혼합하여 교반함으로써
상기 천연 접착제를 완성하는 천연물을 기재로 한 내수합판용 접착제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과 알코올류, 및 고분자계 수지를 혼합하여 형성된 합판용 천연계
접착제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천연계 접착제 조성물은 상기 알코올류와 증류수를 혼합한
수용액과 상기 수용액에 상기 천연자원을 혼합하고 냉각시킴으로써 형성되는 주제로서의 제1
혼합물과 상기 제1 혼합물에 경화제로서 고분자계 수지를 더 혼합 및 교반 후, 천연계 접착제를
완성하며 상기 알코올류는 폴리비닐알코올을 사용하되, 상기 증류수와 상기 폴리비닐알코올을
혼합한 후, 60℃ 내지 100℃에서 30 내지 60분간 용해하여 수용액을 형성하고 상기 수용액에
염기성 첨가제가 더 혼합되되, 상기 염기성 첨가제는 나트륨염 또는 암모늄염 중 하나 이상이
고, 상기 염기성 첨가제의 ph는 7 내지 10이며, 상기 염기성 첨가제가 포함된 수용액은 냉각되
되, 냉각 온도는, 45℃ 내지 70℃까지 냉각되고 상기 수용액에 천연자원이 더 혼합되되, 상기
천연자원은 소맥분이고, 상기 소맥분과 상기 수용액을 혼합하여 20 내지 60분간 교반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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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실온에 서 냉각시켜 주제로서 제1 혼합물을 형성하며 상기 천연자원은 증류수 100 중량부
에 대하여, 소맥분 12 내지 19 중량부이고, 상기 제1 혼합물에 경화제로서 고분자계 수지를
더 혼합하여 천연 접착제를 형성하되, 상기 고분자계 수지는 우레탄계 또는 이소시아네이트계
중 하나 이상이며 상기 고분자계 수지는 증류수 100 중량부에 대하여, 고분자계 수지 33
내지 40 중량부 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연물을 기재로 한 내수합판용 접착제 조성물

도면 1.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합판 접착제의 제조방법을 나타낸 공정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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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23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난연목재 및 이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938827호 (2019. 01. 09.)

대표발명자

손동원 (02-961-2700, dongwon12@korea.kr)

목재산업연구과

본 발명은 난연목재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보다 상세하게는 난주입수종의
난연제 주입률 및 흡수량을 개선시킨, 난연 3급의 성능을 보유한 난연목재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난연목재 및 이의 제조방법은 난주입수종의 난연제 주입률 및 흡수량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난연목재 및 이의 제조방법은 최대열방출율(peak heat release
rate, HRR) 및 총열방출량 (Total Heat Release, THR)이 국내법 기준인 난연 3급을 만족시
킨다.

청구항 1
난주입수종(refractory wood species)을 포함하는 목재를 준비하는 제1단계, 상기 목재의
표면에 다수개의 관통홀을 레이저(laser) 인사이징(incising) 처리하여 형성하는 제2단계 및
표면에 다수개의 관통홀이 형성된 목재를 난연제에 침지시킨 후 가압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관통홀이 형성된 목재는 홀밀도(hole density)가 30,000 ~ 50,000ea/㎡, 관통홀의
직경이 0.5 ~ 1.0mm, 관통홀의 외주와 인접한 관통홀의 외주 간의 거리는 0.4 ~ 0.9c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난연목재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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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압은 10 ~ 30kgf/cm2의 압력으로 30 ~ 90분동안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난연목재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난주입수종은 EN350-2(natural durability of solid wood - guide
to natural durability and treatability of selected wood species of importance in
Europe)분류에 의해 약제처리성 3급 또는 4급으로 분류된 목재 수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난연목재의 제조방법

도면 1.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난연목재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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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24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카바메이트계 화합물을 포함하는 살생물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방제방법

등 록 번 호

제10-1905673호 (2018. 10. 01.)

대표발명자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카바메이트계 화합물을 포함하는 살생물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방제방법에
관한 것으로, 피레스로이드(Pyrethroid)계 화합물, 용제 및 카바메이트계 화합물로 구성됨으
로써,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 카바메이트(3-iodo-2- propynylbutyl carbamate) 및
3-(N-n-부틸-N-아세틸)아미노프로피온산 에틸 에스테르를 포함하여 인체에 독성이 적고,
항균력이 향상되어 넓은 범위의 균류 방제에 효과적인 살생물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방제방
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피레스로이드(Pyrethroid)계 화합물, 용제 및 카바메이트계 화합물로 이루어지되, 상기 피
레스로이드(Pyrethroid)계 화합물은 메토플루트린(Metofluthrin)이며 상기 용제는 티오펜계
이며 상기 카바메이트계 화합물은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 카바메이트(3-iodo-2-propynylbutyl
carbamate)이고 3-(N-n-부틸-N-아세틸)아미노프로피온산 에틸 에스테르 및 보존제를 포함
하되 상기 살생물제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 카바메이트
(3-iodo-2-propynylbutyl carbamate) 0.1 내지 20 중량부, 상기 메토플루트린(Metofluthrin)
0.1 내지 10 중량부, 상기 3-(N-n-부틸-N-아세틸)아미노프로피온산 에틸 에스테르 1 내지
50 중량부 및 상기 보존제 0.1 내지 10 중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바메이트계 화합물을
포함하는 살생물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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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실험예 1에 따른 Aspergillus niger 검정곰팡이에 대한 항곰팡이 효력실험 결과

도면 2. 실험예 2에 따른 포리졸 3회차 실험 결과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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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25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바이오 오일 제조를 위한 전처리 일체형 반응기

등 록 번 호

제10-1887028호 (2018. 08. 03.)

대표발명자

이수민 (02-961-2742, lesoomin@korea.kr)

임산소재연구과

본 발명은, 상부에 투입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열 전처리 후 급속 열분해 반응시켜 기체상의
열분해 가스를 생성하여 배출하는 반응기 본체와, 상기 반응기 본체 내에 결합된 상태에서
수직축에 대해 회전 가능하며, 상기 수직축 상의 길이 방향에 대한 상부와 하부 부분에 각각
원통 몸체의 외벽을 따라 나선형의 스크류가 형성된 구조를 가지는 제1 로터 및 제2 로터를
구비한 로터부와, 상기 제1 로터의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반응기 본체의 상부 부분을 제1
온도 범위로 가열하는 제1 열원, 및 상기 제2 로터의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반응기 본체의
하부 부분을 상기 제1 온도 범위보다 높은 제2 온도 범위로 가열하는 제2 열원을 포함하고,
상기 로터부의 회전 시 상기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상기 스크류를 따라 선회하여 하강하는
동안 상기 제1 열원을 통해 열 전처리된 후 상기 제2 열원을 통해 급속 열분해되는 바이오
오일 제조를 위한 전처리 일체형 반응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열 전처리 및 급속 열분해 반응을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반응기와는 달리 열전달 유동 매체인 모래 사용 없이도 목질계
바이오매스(목재 칩)만을 이용하여 바이오 오일을 제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청구항 1
상부에 투입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열 전처리 후 급속 열분해 반응시켜 기체상의 열분해
가스를 생성하여 배출하는 반응기 본체, 상기 반응기 본체 내에 결합된 상태에서 수직 축에
대해 회전 가능하며, 상기 수직축 상의 길이 방향에 대한 상부와 하부 부분에 각각 원통 몸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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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을 따라 나선형의 스크류가 형성된 구조를 가지는 제1 로터 및 제2 로터를 구비한 로터부,
상기 반응기 본체를 수용하는 케이스 및 상기 제1 로터의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반응기 본체의
상부 부분과 상기 제2 로터의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반응기 본체의 하부 부분을 각각 250~30
0℃ 및 450~550℃의 온도 범위로 가열하는 제1 열원 및 제2 열원을 포함하고, 상기 로터부의
회전 시 상기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상기 제1 로터의 스크류를 따라 선회하여 하강하는 동안
상기 제1 열원을 통해 열 전처리되며, 이후 상기 제2 로터의 스크류를 따라 선회하여 하강하는
동안 상기 제2 열원을 통해 급속 열분해되며, 상기 제1 열원 및 상기 제2 열원은, 상기 반응기
본체의 외측에서 각각 해당 부분을 가열하도록, 상기 케이스의 내벽의 상부 부분과 하부 부분에
각각 구비되어 있는 바이오 오일 제조를 위한 전처리 일체형 반응기

도면 1. 바이오 오일 제조 시스템을 예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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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26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셀룰로오스 나노 결정을 이용한 다공성 티타니아 박막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887022호 (2018. 08. 03.)

대표발명자

이선영 (권재경, 02-961-2763, gwonjg@korea.kr)

본 발명은 다공성 티타니아 박막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복합소재
는 박막 형성 시 셀룰로오스 결정을 이용함으로써 공정이 간단하고, 복합소재에 구비된 이산화
티타늄 박막의 구조제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비표면적이 넓고 내스크래치성 및 광활성이
우수하므로 이산화티타늄을 광촉매로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청구항 1
기재 및 상기 기재 상에 형성되는 이산화티타늄 박막을 포함하고, 상기 이산화티타늄 박막은
길이 방향으로의 평균 크기(L)가 180㎚ 내지 230㎚이고, 길이 방향으로의 평균 크기(L)와
두께 방향으로의 평균 크기(D)의 비율(L/D)이 22 내지 58인 기공을 포함하며, 이산화티타늄
박막의 평균 비표면적이 176 ㎡/g 내지 300 ㎡/g이고, 이산화티타늄 박막에 대한 경도가
10N 내지 50N인 복합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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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이산화티타늄 박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개념도

도면 2. 이산화티타늄 전구체별 이산화티타늄 박막에 형성된 기공의 하소 온도에 따른 평균
비표면적 비교

54

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27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못 접합 구조용집성판 제조 방법

등 록 번 호

제10-1887021호 (2018. 08. 03.)

대표발명자

이상준 (02-961-2708, lsjoon@korea.kr)

목재산업연구과

본 발명은 못 접합 구조용집성판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목표 최대 하중을 결정하고,
층재 조건을 결정하며, 층재 사이의 전단 흐름을 산출하고, 사용할 못들 각각의 전단저항성능
평가을 통해 못들의 간격을 도출하여 구조적 성능이 확보되는 안전한 구조용집성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가 본 발명내용을 활용하여 한국산업표준(KS), 성능인증, 품질인
증, 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본 발명은 국내 구조용집성판을 생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구조용집성판의 국내 도입을
촉진하고 보급·확대함으로써 국내 건축, 토목, 가구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청구항 1
적층된 복수의 층재들을 못을 이용해 접합하여 구조용 집성판을 제조하는 못 접합 구조용집
성판 제조 방법에 있어서, 제조하고자 하는 상기 구조용집성판의 목표 최대 하중을 산정하는
단계, 산정된 상기 목표 최대하중에 따라 상기 구조용집성판의 수종 및 층재 조건을 선정하는
단계, 선정된 상기 층재 조건의 상기 구조용집성판에 대한 층재 사이의 전단흐름을 산출하는
단계, 산출된 상기 층재 사이의 전단 흐름을 통해 상기 구조용집성판에 사용될 못들 각각의
전단 저항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 및 평가된 상기 못들 각각의 전단 저항 성능을 통해 상기
못들의 간격을 도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층재 사이의 전단 흐름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상기 층재 사이의 전단 흐름은 아래 수학식을 통해 도출하는 못 접합 구조용집성판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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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못 접합 구조용집성판의 구조설계 및 제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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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28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커피콩 추출물을 이용한 활성 탄소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전지용 전극

등 록 번 호

제10-1871174호 (2018. 06. 20.)

대표발명자

이선영 (권재경, 02-961-2763, gwonjg@korea.kr)

본 발명은 커피콩 추출물을 이용한 활성 탄소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전지용 전극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활성 탄소의 제조방법은 셀룰로오스의 탄화 시 활성화 촉매로서
커피콩 등의 식품으로부터 얻은 추출물을 이용하여 인체에 안전하고 공정설비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므로 작업성 및 경제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커피 등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인 이점이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제조되는 활성 탄소는 비표면적이 크고
세공 직경이 2㎚ 이하로 미세하므로 슈퍼 캐패시터의 전극소재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청구항 1
활성화 용액이 흡수된 셀룰로오스를 열처리하여 활성 탄소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활성화 용액은 커피콩, 땅콩, 아몬드, 완두콩, 아보카도, 다시마, 미역, 파래 및 김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으로부터 유래되는 추출물이며, 상기 활성화 용액은,
칼륨 이온(K+), 소듐 이온(Na+) 및 아연 이온(Zn2+)의 금속 이온을 포함하고, 열처리 온도는
100 내지 300℃이며, 활성 탄소는 평균 비표면적이 30 ㎡/g 내지 2,000 ㎡/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 탄소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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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활성화 용액은 커피콩, 땅콩, 아몬드 및 완두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을 열수 추출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 탄소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활성화 용액은 1 bar 내지 20 bar의 압력에서 열수 추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 탄소의 제조방법

도면 1. 본 발명에 따른 활성 탄소의 제조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이미지

도면 2.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활성 탄소(실시예 3)와 셀룰로오스를 포함하는 종이를
탄화시켜 제조되는 활성탄소(비교예 1)의 에너지 분산 분광기(EDS) 및
주사전자현미경(SEM, 가속전압: 20 eV) 분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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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29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바이오 오일 제조를 위한 상하 비대칭 반응기

등 록 번 호

제10-1856475호 (2018. 05. 03.)

대표발명자

이수민 (02-961-2742, lesoomin@korea.kr)

임산소재연구과

본 발명은 바이오 오일 제조를 위한 상하 비대칭 반응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내부에 투입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급속 열분해 반응시켜 기체상의 열분해 가스를 생성하여
배출하는 반응기 본체, 및 상기 반응기 본체 내에 결합된 상태에서 수직축에 대해 회전 가능하
며 회전하는 원통 몸체의 외벽을 따라 나선형의 스크류가 형성된 구조를 가지는 로터를 포함하
며, 상기 로터의 외벽과 상기 반응기 본체의 내벽 사이의 공간이 하측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
는 형태를 가지는 바이오 오일 제조를 위한 상하 비대칭 반응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의 반응기와는 달리 열전달 유동 매체인 모래 사용 없이도 목질계
바이오매스(우드 칩)만을 이용하여 바이오 오일을 제조할 수 있으며, 반응기 내에서 우드 칩의
사이즈 제어 및 급속 열분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사전에 목재 칩의 분쇄 등과 같은 시료
전처리 공정이 전혀 불필요하게 되어, 바이오 오일의 제조공정을 간소화함은 물론 제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청구항 1
내부에 투입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급속 열분해 반응시켜 기체상의 열분해 가스를 생성하
여 배출하는 반응기 본체, 상기 반응기 본체 내에 결합된 상태에서 수직축에 대해 회전 가능하
며 회전하는 원통 몸체의 외벽을 따라 나선형의 스크류가 형성된 구조를 가지는 로터, 상기
반응기 본체를 수용하는 케이스 및 상기 급속 열분해 반응을 위해 상기 반응기 본체의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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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하부 부분을 각각 250~350℃ 및 450~550℃의 온도 범위로 가열하는 제1 열원 및
제2 열원을 포함하며, 상기 제1 열원 및 제2 열원은 상기 반응기 본체의 외측에서 각각 해당
부분을 가열하도록, 상기 케이스의 내벽의 상부 부분과 하부 부분에 각각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로터의 외벽과 상기 반응기 본체의 내벽 사이의 공간이 하측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는 바이오 오일 제조를 위한 상하 비대칭 반응기

도면 1.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바이오 오일 제조를 위한 상하 비대칭 반응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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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30

담 당 부 서

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겨울우산버섯의 균사 배양액으로부터 유데스몰의 생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856473호 (2018. 05. 03.)

대표발명자

김명길 (02-961-2701, mkkim0201@korea.kr)

본 발명은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인을 포함하지 않는 제한 배지에서 겨울우산버섯을 배양함
으로써, 유데스몰을 고수율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한
유데스몰의 생산방법은 겨울우산버섯의 균사 배양액으로부터 유데스몰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유데스몰의 대량 생산방법은 특이적인 배양 조건, 즉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인을 포함하지 않는 제한된 배지에서 배양함으로써, 겨울우산버섯의 균사 배양액으로부터 유
데스몰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기존의 백색 부후균으로부터
생성되는 이차 대사산물에 관한 연구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할 때, 천연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미생물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청구항 1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인을 포함하지 않는 제한 배지에서, 겨울우산버섯을 배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데스몰의 생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 배지는 증류수 1L 당, 글루코스 10g, 암모늄 타르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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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H12N2O6) 0.2g, 마그네슘 설페이트(MgSO4) 0.5g, 칼슘 클로라이드(CaCl2) 0.1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데스몰의 생산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 배지의 pH는 3.5~4.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데스몰의 생산방법

도면 1. 배양 조건별로 검출되는 베타-유데스몰의 농도(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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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31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겨울우산버섯으로부터 세스퀴테르펜의 생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839996호 (2018. 03. 13.)

대표발명자

김명길 (02-961-2701, mkkim0201@korea.kr)

목재산업연구과

본 발명은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배지에서 겨울우산버섯을 배양하여, 이소펜테닐2인산 이성
화효소(isopentenyl diphosphate isomerase)를 코딩하는 유전자, 파르네실 2인산 합성효
소(farnesyl diphosphate synthase)를 코딩하는 유전자 및 세스퀴테르펜 합성효소
(sesquiterpene synthase)를 코딩하는 유전자의 발현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세스퀴테르펜을
고수율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세스퀴테르펜의 대량 생산방법은 특이적인 배양 조건, 즉 마그네슘을 포함하
는 배지에서 배양함으로써, 겨울우산버섯의 균사 배양액으로부터 세스퀴테르펜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기존의 백색 부후균으로부터 생성되는 이차 대사산
물에 관한 연구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할 때, 천연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미생물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청구항 1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배지에서 겨울우산버섯을 배양하여, 이소펜테닐2인산 이성화효소
(isopentenyl diphosphate isomerase)를 코딩하는 유전자, 파르네실 2인산 합성효소
(farnesyl diphosphate synthase)를 코딩하는 유전자 및 세스퀴테르펜 합성효소
(sesquiterpene synthase)를 코딩하는 유전자의 발현량을 증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세스
퀴테르펜의 생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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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소펜테닐2인산 이성화효소는 하기 메발론산 경로의 Enzyme 7로
서, 상기 Enzyme 7은 디메틸알릴 파이로포스페이트를 반응 기질로 하여 게라닐 파이로포스페
이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스퀴테르펜의 생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르네실 2인산 합성효소는 하기 메발론산 경로의 Enzyme 8로서,
상기 Enzyme 8은 게라닐파이로포스페이트를 반응 기질로 하여 파르네닐 파이로포스페이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스퀴테르펜의 생산방법

도면 1. 메발론산 경로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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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32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목탄을 이용한 당화액 내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

등 록 번 호

제10-1839995호 (2018. 03. 13.)

대표발명자

이수민 (02-961-2742, lesoomin@korea.kr)

본 발명은 목탄을 이용한 당화액 내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전처리하여 얻은 것과 유사한 모사 당화액을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당화액에 목탄을 투입하여 상기 당화액 내에 포함된 발효 저해물질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목탄을 이용한 당화액 내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은 당화액 내에 목탄을 투입하여 발효 저해물질인
5-HMF 및 푸르푸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발효 저해물질 제거 공정
후에도 당화액 내의 글루코오스 및 자일로오스와 같은 당 성분의 손실이 거의 없어 당 수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청구항 1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전처리하여 얻은 당화액을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당화액에 목탄을
투입하여 상기 당화액 내의 당 손실을 방지하면서 상기 당화액 내에 포함된 발효 저해물질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당화액 내의 당은 글루코오스 및 자일로오스이고, 상기 발효
저해물질은 5-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 및 푸르푸랄이며, 상기 발효 저해물질을 제거하는 단계
는, 상기 당화액 대비 8 내지 12% (w/v)의 상기 목탄을 투입하여 3 내지 24시간 동안 반응시키
는 목탄을 이용한 당화액 내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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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목탄을 이용한 당화액 내 퓨란계 화합물 제거 방법

도면 2.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으로 당화액을 목탄 처리한 후 글루코오스 성분의
잔여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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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33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둥근 대나무볼을 이용한 대나무숯볼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828777호 (2018. 02. 07.)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대나무를 탄화시켜서 나오는 대나무숯 자체를 둥근 볼(ball) 형상으로 제조함으로
써, 대나무숯을 제품에 적용했을 때 제품의 사용중 마찰에 의한 숯가루 발생이 적고, 대나무숯
을 제품으로 패킹했을 때 숯 사이의 공극이 적어서 균일한 규격의 제품을 만들고, 제조공정
중 숯 표면을 활성화하여 유해물질 흡착 및 탈취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둥근 볼 형태의
대나무숯을 제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항 1
대나무를 가공하여 둥근 볼(ball) 형상으로 제작하여 대나무 볼을 준비하는 단계와 대나무
볼을 내열용기에 담은 후 대나무숯가마에 넣고 600∼1,000℃에서 1∼2시간을 유지하여 탄화
시키는 단계, 탄화가 완료된 후 대나무숯가마를 자연 냉각시켜 대나무숯가마의 내부온도가
150∼200℃가 되었을 때 출탄하는 단계, 대나무숯 볼을 수조(水槽)에 투입하여 활성화시키는
단계, 대나무숯을 건조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둥근 대나무볼을
이용한 대나무숯볼의 제조방법

nifos.fotest.go.kr

67

도면 1.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볼 형상의 대나무숯의 사진

도면 2. 대나무숯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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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34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종이 집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전기화학소자

등 록 번 호

제10-1817506호 (2018. 01. 05.)

대표발명자

이선영 (권재경, 02-961-2763, gwonjg@korea.kr)

본 발명은 종이 집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전기화학소자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종이 집전체는 나노 셀룰로오스 섬유를 포함하는 섬유층 상에 나노 셀룰로오스
섬유와 전도성 네트워크를 이루는 도전재가 포함된 도전층을 구비함으로써 무게가 가볍고,
전극 제조 시 전극의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기계적 유연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소재의
전기적 물성과 투명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청구항 1
나노 셀룰로오스 섬유를 포함하는 섬유층은 상기 섬유층 상에 형성되고, 제1 도전제를 포함
하는 제1 도전층 및 제2 도전재를 포함하는 제2 도전층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도전재는
평균 직경이 10 ㎚ 내지 100 ㎛이며, 평균 직경 대비 길이의 비율(L/D)이 평균 50 이상이고,
상기 제1 및 제2 도전층은 나노 셀룰로오스 섬유 100 중량부에 대하여 1 내지 50 중량부의
도전재를 포함하며, 550 ㎚에서의 광 투과도가 70% 내지 99%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집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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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이중 전기방사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이미지

도면 2.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집전체의 주자전자현미경 분석 이미지

도면 3.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집전체의 표면 저항(a) 및 전기 전도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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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35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소나무 줄기 유래 정유 추출물을 함유하는 항염증 조성물 및
상기 추출물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817505호 (2018. 01. 05.)

대표발명자

박미진 (02-961-2753, lionpmj@korea.kr)

본 발명은 소나무 줄기 유래 정유 추출물을 함유하는 항염증 조성물, 좀 더 상세하게는
소나무 줄기 유래 정유 추출물은 롱기폴렌(longifolene)을 함유하는 약학적 조성물, 화장료
조성물 및 식품 조성물과 소나무 줄기 유래 정유를 분별 증류하여 항염증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소나무 줄기 유래의 정유 추출물을 함유하는 항염증 조성물 중
항염증 효과가 높은 활성물질이 롱기폴렌임을 규명하고 이를 다량으로 포함하는 제조방법을
통해서 추출물 내의 활성물질 수득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청구항 1
소나무(Pinus densiflora) 줄기(stem) 유래의 정유(essential oil) 추출물에 포함되는 롱기
폴렌(longifolene)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염증 조성물로서, 상기 염증이 아나필락틱 쇼
크(anaphylactic shock), 다발성 경화증, 급성 염증, 만성 염증질환, 두드러기, 고초열, 소화
관 알레르기, 약제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주염, 비염, 중이염,
인후염, 편도염, 폐렴, 위궤양, 위염, 크론병, 대장염, 치질, 통풍,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
열, 루푸스, 섬유근통(fibromyalgia), 건선관절염,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견관절주위염,
건염, 건초염, 건주위염, 근육염, 간염, 방광염, 신장염, 쇼그렌 증후군(sjogren's syndrome)
및 화분증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염증 조성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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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소나무 줄기 정유의 세포 독성 평과 결과

도면 2. 소나무 줄기 정유를 분별 증류한 추출물을 비만세포에 처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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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36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이물질 부착이 방지되는 옥외용 접이식 벤치

등 록 번 호

제10-1817501호 (2018. 01. 05.)

대표발명자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목재공학연구과

본 발명은 옥외용 접이식 벤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등받이를 접어서 좌석부 상부를 덮어 놓도록 하여 새똥, 눈, 먼지나
빗물 등과 같은 이물질이 좌석부 상부에 끼지 않음은 물론 못이나 스크류의 머리 부분이 돌출되
지 않도록 하는, 이물질 부착이 방지되는 옥외용 접이식 벤치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좌석부와 등받이부를 구비하고 옥외에 설치되며, 등받이부가 좌석부에 대하여 회동 가능하
여 등받이부가 좌석부 상부로 포개질 수 있도록 된 접이식 벤치에 있어서, 상기 접이식 벤치는
지지대 상단에 고정된 좌석부 프레임의 상부에 설치되어 좌석부를 이루게 되며, 일정 간격(d1)
씩 이격되어 등간격으로 좌석부프레임에 고정 설치되는 좌석부판재는 상기 좌석부의 내측에
설치된 좌석부판재와 길이방향을 따라 경첩에 의해 연결되어 회동 가능하게 설치되며, 일정
간격(d2)씩 이격되어 등간격으로 등받이프레임에 고정 설치되어 등받이부를 이루게 되는 등받
이판재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좌석부판재 사이의 간격(d1)이 등받이판재 사이의 간격(d2)보다
크며, 등받이부를 회동시켜 등받이부가 좌석부 상부에 포개진 상태에서, 등받이판재 사이사이
의 이격된 부분이 좌석부 판재 사이사이의 이격된 부분 내에 위치하게 되고, 상기 등받이판재의
표면에는 길이방향을 따라 양단부(兩端部)에서 일정 간격 내측으로 길이방향 전체에 걸쳐 요
(凹)홈이 각각 형성되어, 상기 요홈과 등받이판재의 단부(端部) 사이에 측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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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부를 회동시켜 등받이부가 좌석부 상부에 포개진 상태에서, 인접하여 설치된 등받이판
재에 형성된 두 측벽은 좌석부 판재 사이사이의 이격된 부분 내에 위치하게 되며, 체결부재는
판상(板狀)의 플레이트에 판재체결구멍과 프레임체결구멍이 각각 형성되어 있고, 상기 좌석부
판재와 등받이판재는 체결부재를 개재시켜 좌석부프레임과 등받이프레임에 체결수단에 의해
각각 체결되어 고정되며, 체결 후 체결수단이 외부로 비노출된 상태로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물질 부착이 방지되는 옥외용 접이식 벤치

도면 1. 본 발명에 따른 옥외용 벤치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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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37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흰개미 방제용 트랩

등 록 번 호

제10-1793909호 (2017. 10. 31.)

대표발명자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목재공학연구과

본 발명은 흰개미 방제용 트랩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모서리 부분이나 좁은
통로 등과 같은 흰개미의 이동 경로에 간편하게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방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구조가 간결하고 단순하여 사용과 설치 및 취급이 용이하며 제조 비용 및 방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흰개미 방제용 트랩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흰개미의 제거를 위한 흰개미 방제용 트랩에 있어서, 트랩본체는 및 상기 트랩본체에 내장되
는 살충약제부를 포함하고, 상기 트랩본체는 제1 피설치면에 밀착되는 제1 안착부, 제2 피설치
면에 밀착되고 상기 제1 안착부에 대해 경사각을 갖도록 연결되는 제2 안착부, 상기 제1 안착부
및 상기 제2 안착부 중에서 적어도 한 곳 이상에 형성되는 흰개미진입개구, 상기 제1 안착부와
상기 제2 안착부 사이에 연결되는 연결부가 구비된 중공부를 갖는 통 형상으로 형성되되,
삼각기둥 형상을 갖는 기둥부, 및 상기 기둥부의 일단 또는 양단에 삽입되는 마개부로 구성되
고, 상기 기둥부에는 상기 마개부가 끼워지는 마개안착턱이 돌출, 형성되고, 상기 흰개미진입개
구는 상기 제1 및 제2 안착부의 연결부위에 상기 기둥부의 길이방향을 따라 복수 개가 절개,
형성되며, 상기 연결부는 상기 제1 및 제2 안착부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주름부가 형성된
구조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안착부를 상기 제1 피설치면에 고정하기 위한 제1 결속부재
및 상기 제2 안착부를 상기 제2 피설치면에 고정하기 위한 제2 결속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흰개미 방제용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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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흰개미 방제용 트랩을 나타낸 사시도

도면 2.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흰개미 방제용 트랩을 나타낸 분리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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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38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흰개미 사육장치 및 방법

등 록 번 호

제10-1772395호 (2017. 08. 23.)

대표발명자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목재공학연구과

본 발명은 흰개미를 사육하거나 개체수를 번식 또는 증식시킬 수 있는 사육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히는 개체수의 번식 또는 증식시킬 수 있도록 장기간 흰개미의 서식환
경을 쾌적하게 유지 시킬 수 있는 먹이와 사육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흰개미 사육장치는 흰개미의 먹이로 셀룰로오스 분말을 제공하기 때문에
목재의 오염으로 인한 집단 전멸 현상과 서로 잡아먹어 활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청구항 1
내부에 흰개미가 사육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케이스, 상기 케이스 내부에 흰개미의 먹이로
공급되는 셀룰로오스 분말, 상기 케이스에 구비된 유입구를 통하여 외기가 유입되고, 상기
케이스 내부의 공기가 상기 케이스에 구비된 배출구를 통하여 토출되도록 상기 배출구 후방에
설치된 환풍팬, 상기 케이스 상면을 개폐할 수 있도록 상기 케이스 상면에 힌지 연결된 커버,
상기 커버를 열어 개방한 경우 군비하는 흰개미가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상기 커버 하부에
설치된 중간망, 상기 케이스 하부에 상기 케이스가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을 유지하도록
상기 케이스를 지지하는 받침대 및 상기 케이스 내부의 흰개미 중 일개미를 분리하기 위하여
상기 케이스에 장착된 필터 페이퍼를 포함하고, 상기 유입구는 지름이 0.5mm 이하의 복수개
의 홀들이 인접하도록 형성되어 이루어지고, 상기 유입구의 마주보는 반대면에 상기 배출구가
형성되되, 상기 배출구도 지름이 0.5mm 이하의 작은 복수개의 홀들이 인접하도록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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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상기 배출구 후방에 상기 환풍 팬이 설치되며, 상기 필터 페이퍼가 상기 케이스
외측에 구비된 페이퍼통에 적층되어 장착되고, 상기페이퍼통은 원통형으로 상부와 측면 일부
가 개방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흰개미 사육장치

도면 1. 본 발명에 의한 흰개미 사육장치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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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39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구조용 집성재 제조용 열경화형 고내수성 멜라민-요소 수지
접착제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762385호 (2017. 07. 21.)

대표발명자

김건호 (02-961-2730, keon@korea.kr)

본 발명은 구조용 구조용집성재 제조용 고내수성 멜라민-요소 수지 접착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고주파 가열에 적합하고, 내수성이 우수하며, 가격도 기존의 접착제와
대비하여 1/8 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구조용 집성재 제조용 고내수성 멜라민-요소 수지 접착제
을 제공할 수 있다.

청구항 1
(a). 포르말린과 멜라민을 반응기에 투입하고, 알칼리성 용매를 첨가하여 pH를 8.6 내지
9.0으로 조절한 후, 80~90℃의 온도로 가열한 다음, 다시 알칼리성 용매를 첨가하여
pH를 8.6 내지 9.0으로 조절한 후, 1~1.5 시간 동안 반응을 유지하되, 상기 멜라민은
멜라민-요소 수지의 고형분을 기준으로 멜라민의 함량이 45~50 중량%가 되도록 투입
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의 반응 유지 후, 요소를 투입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 후, 상기 반응기 내의 멜라민-요소 수지의 점도가 120~210 mPa·s이
될 때까지 반응을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구조용 집성재 제조용 고내수성 멜라민-요
소 수지 접착제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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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네 수종의 목재로 제조한 집성재의 내수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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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40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고주파 가열경화 집성재 제조장치

등 록 번 호

제10-1750246호 (2017. 06. 19.)

대표발명자

김건호 (02-961-2730, keon@korea.kr)

목재공학연구과

본 발명은 고주파 가열경화 집성재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층재에 접착제
를 도포한 다음 고주파 가열 경화 프레스를 통하여 압력과 고주파를 가함으로써 집성재를
제조하는 고주파 가열경화 집성재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집성재 제조장치는 층재에 접착제를 도포한 다음 정렬시킨 다음 고주파
유도가열과 동시에 가압하게 되므로 연속적으로 신속한 제조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청구항 1
층재에 접착제를 도포한 다음 일정시간 고주파를 발진시켜 가열 접착하여 집성재를 제조하
는 장치에 있어서, 프레임, 상기 층재들이 가열 프레스 작업 위치에 위치하면 측면 방향으로
상기 층재들을 가압하는 측면프레스, 상기 측면 프레스에 의해 고정된 상기 층재들의 상부를
가압하도록 승강하는 수직 프레스, 상기 층재 하부를 지지하도록 상기 프레임에 고정된 하부
전극판, 상기 수직 프레스 저면에 설치되어 상기 하부 전극판과 함께 전원을 공급받아 상기
층재 사이의 접착제를 유도가열하는 상부 전극판을 포함하고, 상기 측면 프레스의 높이를
조절하도록 승강시키는 승강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승강부는, 상기 프레임에 고정된 구동모터,
상기 구동모터의 구동력을 전달받아 구동되는 웜, 상기 웜에 수직으로 맞물려 구동력을 전달받
는 웜기어, 상기 웜기어 내측에 나사결합되어 상기 웜기어가 구동되는 방향에 따라 승강되도록
상기 측면 프레스의 일측에 고정된 승강용 스크류를 포함하며, 상기 측면 프레스는 상기 승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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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가 회전되지 않도록 상단에 고정되어 상기 프레임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승강 패널,
상기 승강 패널에 상기 층재 방향으로 압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고정된 복수개의 수평 실린더,
상기 수평 실린더의 작동 로드 끝단에 고정되어 상기 층재에 압력을 가하는 측면 프레스 패널
및 상기 스크류와 승강 패널을 연결하는 브래킷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주파 가열경
화 집성재 제조장치

도면 1. 본 발명에 의한 고주파 가열경화 집성재 제조장치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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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41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흰개미 방제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흰개미 방제방법

등 록 번 호

제10-1748157호 (2017. 06. 12.)

대표발명자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피레스로이드(Pyrethroid)계 화합물 3-(N-n-부틸-N-아세틸)아미노프로피온산
에틸 에스테르, 알킬(C12-16) 디메틸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 및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을 포함하는 흰개미 방제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흰개미 방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흰개미 방제용 조성물은 흰개미에 대한 살충효과 및 기피효과와 함께, 곰팡이
균 억제를 통해 살균효과 또는 방부효과가 증대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흰개미 방제용
조성물을 희석제에 희석한 후, 목재 또는 토양에 처리함으로써 흰개미를 방제할 수 있고, 이때,
안료가 코팅된 목재에 처리하더라도, 얼룩 및 색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색차값을 유지할 수
있는바, 안료가 코팅된 목재, 특히, 단청의 색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청구항 1
피레스로이드(Pyrethroid)계 화합물 3-(N-n-부틸-N-아세틸)아미노프로피온산 에틸 에스
테르, 알킬(C12-16) 디메틸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Cas Number: 68424-85-1] 및 알킬
(C12-16) 디메틸 아민[Cas Number: 68439-70-3] 및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을 포
함하고, 상기 피레스로이드(Pyrethroid)계 화합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3-(N-n-부틸
-N-아세틸)아미노프로피온산 에틸 에스테르 1000 내지 3000 중량부, 상기 알킬 (C12-16)
디메틸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 50 내지 200 중량부, 상기 알킬(C12-16) 디메틸 아민 0.01
내지 1 중량부 및 상기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1 내지 10 중량부이며, 검정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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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rgillus niger) 및 푸른점버섯균(trichoderma viride)을 억제하여 살균 또는 방부 효과
를 증대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흰개미 방제용 조성물

도면 1. (a)는 실시예 2에 따른 흰개미 방제용 조성물 및 비교예 1에 따른 물을 이용한
경우, 1주일 후 검정곰팡이를 대상으로 한 방미 효력을 비교한 사진이고, (b)는 실시예 2에
따른 흰개미 방제용조성물 및 비교예 1에 따른 물을 이용한 경우, 1주일 후 푸른점버섯균을
대상으로 한 방미효력을 비교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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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42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색차측정법을 이용한 반탄화 바이오매스의 발열량 예측방법

등 록 번 호

제10-1728665호 (2017. 04. 14.)

대표발명자

안병준 (02-961-2741, bjahn@korea.kr)

본 발명은 색차측정법을 이용한 반탄화 바이오매스의 발열량 예측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목질 바이오매스를 가공 및 건조하는 단계와, 반탄화 반응기에 상기의 목질
바이오매스를 투입하고,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100℃ 부근에서 질소가스를 투입하여 산소
및 수증기를 제거한 후, 200∼300℃에서 15∼60분간 불활성조건에서 열처리하여 반탄화시키
는 단계와, 원 목질 바이오매스와 반탄화 바이오매스의 색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의 바이오
매스를 분쇄한 후, 얻은 목분을 압축하여 디스크를 만들어 색차계로 측정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차측정법을 이용한 반탄화 바이오매스의 발열량 예측 방법이다.
본 발명은 반탄화 바이오매스생산에 있어서 발열량측정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지형에 불문하고 신속 정확하게 생산 및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청구항 1
목질 바이오매스를 가공 및 건조하는 단계와, 반탄화 반응기에 상기의 목질바이오매스를
투입하고, 반응기를 가열하면서 내부에 질소가스를 투입하여 무산소 분위기로 만들어 고온의
불활성 조건에서 열처리하여 반탄화시키는 단계와, 원 목질 바이오매스와 반탄화 바이오매스
의 색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의 바이오매스를 분쇄한 후, 얻은 목분을 압축하여 디스크를
만들어 색차계로 측정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차측정법을 이용한 반탄화
바이오매스의 발열량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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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반탄화 바이오매스의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발열량과 색차는 비례적으
로 상승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차측정법을 이용한 반탄화 바이오매스의
발열량 예측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색차 측정은 반탄화 바이오매스의 시료마다 측정하여 L*(백색), a*(적색),
b*(녹색)값을 획득한 후, 색차(ΔE*ab) 값은 아래의 식(1)에 의해 도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차측정법을 이용한 반탄화 바이오매스의 발열량 예측 방법

도면 1. 수종별 반탄화 온도 및 시간 변화에 따른 3차원 색좌표 [백합나무(TUT),
낙엽송(LAR), 북미산소나무(DOF), 멜라루카(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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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43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대나무숯가마를 이용한 탄화보드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688071호 (2016. 12. 14.)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원적외선 방출, 공기정화, 전자파차폐, 유해물질 흡착 등 숯의 기능을 가진 탄화보
드를 대나무숯가마를 이용하여 제조함으로써, 지금까지 탄화보드 제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인 소량생산과 높은 제조단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한 대나무숯가마를 이용한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탄화보드는 탄화과정에서 할렬 방지를 위해 온도제어가 매우 정밀하게 조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온도조절이 거의 불가능한 숯가마를 사용하지 못하고 고가의 전기식 탄화로에서
산소가 없는 비활성 기체를 사용하여 생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제조가 매우 까다롭고 생산단
가가 높으며 대량생산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본 발명에 따른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은
전기식 탄화로를 사용하지 않고 석유버너를 사용하는 기계식 대나무숯가마를 이용하여 탄화보
드를 제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탄화보드 제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대량생산을 가능하
게 하고 제작공정도 간소화되어 제조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므로, 저가로 탄화보드를
대량생산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저가로 대량생산 된 탄화보드를 거주공간의 실내에
사용할 경우 실내공기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청구항 1
탄화보드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은, 목질판상제품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목질판상제품을 무타공 스테인레스 판재(板材)로 제작되고, 뚜껑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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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적재함에 적재하는 단계, 상기 내열적재함을 대나무숯가마 내부 탄화로에 넣는 단계, 탄화
온도 600∼900℃에서 1∼2시간 탄화시키는 단계, 탄화 후 상기 탄화로 내에서 자연냉각시키
는 단계, 냉각된 후 내열적재함을 탄화로에서 꺼내 탄화보드를 회수하는 단계를 거쳐서 제조하
며, 상기 목질판상제품을 내열적재함에 적재하는 단계에서는, 내열적재함의 바닥에 열전도율
이 낮은 내열성 세라믹, 돌 또는 질석판 중 어느 하나로 제작된 판을 깔고, 판의 상부에 목질판상
제품과 하드보드지 및 스테인레스판을 순차적으로 얹어서 적재하고, 최상부에는 내열하중 물
체를 올려 놓으며, 적재된 스테인레스판과 하드보드지 및 목질판상제품 주위의 빈 공간에는
대나무조각

도면 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흰개미 방제용 시트를 나타낸 개략적인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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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44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흰개미 방제용 시트

등 록 번 호

제10-1680043호 (2016. 11. 22.)

대표발명자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목재공학연구과

본 발명은 흰개미 방제용 시트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흰개미의 방제 특성이
우수하고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며 피설치물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흰개미 방제용
시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흰개미 방제용 시트에 의하면, 시트본체가 한지와 같은 얇은 종이지로 구성되
어 목재에 밀착, 설치되는 구조이므로 간편하게 둘러싸 흰개미의 진입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이 시트본체에 형성된 흰개미이동로를 통해 흰개미를 유인하여 방제할 수 있으므로
방제효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흰개미 방제용 시트는 종이지 형태이므로 부피가 작고 취급이 편리하
며, 복잡한 목조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부착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목조 문화재와 같은 고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변형 및 손상을 근본적
으로 방지하면서 편리하게 방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구항 1
흰개미의 제거를 위한 흰개미 방제용 시트에 있어서, 피설치면에 설치되고 면상구조를 갖는
시트본체; 흰개미의 이동을 위해 상기 시트본체에 형성되는 흰개미이동로 및 흰개미살충제조
성물에 의해 상기 시트본체 및 상기 흰개미이동로에 형성되는 흰개미살충제층을 포함하고,
상기 시트본체는 종이지 또는 직물지로 형성되는 면상체와 상기 면상체에 배치 고정되는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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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로 구성되고, 상기 흰개미이동로는 상기 선형부재와 상기 면상체 사이에 형성되는 틈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흰개미 방제용 시트

도면 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흰개미 방제용 시트를 나타낸 개략적인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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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45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목재용 접착제 조성물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647301호 (2016. 08. 04.)

대표발명자

이상민 (02-961-2711, sml5@korea.kr)

목재산업연구과

폴리비닐알코올, 물, 및 미분을 혼합하여 미분 수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미분 수용액
에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을 투입하여 이성분계 수용액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목재용
접착제 조성물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청구항 1
폴리비닐알코올, 물, 및 미분이 혼합된 미분 접착제와 고분자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을 포함
하는 이성분계 수용액 형태의 목재용 접착제 조성물로서, 상기 목재용 접착제 총 중량에 대하여
상기 폴리비닐알코올은 1 내지 5 중량%, 상기 미분은 10 내지 20 중량%, 상기 고분자 이소시아
네이트 화합물은 10 내지 40 중량% 함유되고, 상기 이성분계 수용액의 교반에 의해 상기
미분의 하이드록실 기능기와 상기 고분자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의 NCO기의 가교 결합이
형성되어 접착제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것인 목재용 접착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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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목재용 접착제 제조방법의 공정흐름도

도면 2. 미분, pMDI와 목재 구조 사이의 화학 결합 형성을 나타낸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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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46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휘발성 방향족 화합물 제거성능이 우수한 광촉매 탄화보드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647300호 (2016. 08. 04.)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실내공기에 포함되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포름알데히드(HCHO), 톨루
엔, 자일렌 등과 같은 휘발성 방향족 화합물류 등과 같은 오염물질 중 특히 톨루엔 저감 성능을
현저하게 높인 광촉매 탄화보드를 광촉매 전구체와 목질판상 제품으로부터 단일공정으로 제조
할 수 있게 하여 실내공기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휘발성 방향족 화합물 제거성능이 우수한 광촉매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광촉매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은, 탄화보드 제조 전 목질판상제품의 표면에
적당한 농도의 광촉매 전구체를 도포하고 이를 탄화보드 제조에 이용하므로 탄화보드 제조과정
중 탄화보드의 표면에 광촉매결정이 생성된다. 따라서 탄화보드에 광촉매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탄화보드의 표면에 광촉매를 도포할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으므로, 단일공정으로 광촉
매 탄화보드를 제조하기 때문에 제조시간과 자원절약의 효과가 있다.

청구항 1
휘발성 방향족 화합물 제거성능이 우수한 광촉매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탄화
보드의 제조방법은 유기용매에 희석하여 졸(sol)형태의 광촉매 전구체를 조제하는 단계, 조제
된 졸(sol) 형태의 광촉매 전구체를 목질판상제품 표면에 도포하는 단계, 광촉매 전구체가
도포된 목질판상제품을 자연건조시키는 단계, 광촉매 전구체가 도포되어 건조된 목질판상제품
을 종이로 감싼 다음, 그 겉을 다시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는 단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목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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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품을 내열용기에 넣는 단계, 내열용기를 탄화로에 넣고, 탄화로에 600∼900℃까지 열을
가한 후 0.5∼3.0시간 유지하는 단계, 상기 가열된 탄화로를 자연냉각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탄화보드를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휘발성 방향족 화합물 제거성능이 우수한 광촉매
탄화보드의 제조방법
표 1. 광총매 탄화보드에 의한 시간별 톨루엔 저감성능

경과시간 (h)

톨루엔 저감성능 (%)
광촉매 탄화보드

일반 탄화보드

0

0

0

1

25

5

3

60

5

5

100

10

7

100

10

도면 1. 광촉매 전구체를 도포하지 않은 탄화보드(좌)와 도포한 탄화보드(우)(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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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47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흰개미 탐지 및 베이팅 시스템

등 록 번 호

제10-1636972호 (2016. 06. 30.)

대표발명자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목재공학연구과

흰개미 탐지 및 베이팅 시스템이 개시된다. 본 발명은 목구조물 근처의 흰개미를 흰개미가
좋아하는 먹이로 본 탐지기에 흰개미를 유인하여 흰개미 침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흰개미 탐지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흰개미 탐지 사실을 외부로 경고해줄 수
있고, 독먹이를 이용하여 흰개미를 박멸할 수 있는 흰개미 탐지 및 베이팅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 본 발명은 문화재 등의
목재 건물 부근에 설치되어 흰개미의 출연을 탐지하고 이를 외부로 바로 알려 줌으로써 신속하
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2) 본 발명은 흰개미가 탐지기로 유인된 다음 독먹이를 먹은
후 다른 흰개미들과 나눠 먹게 됨으로써 흰개미를 박멸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청구항 1
복수개의 관통홀을 구비한 상하부 케이스, 상기 케이스 내부에 내장되는 일정한 크기의
부피를 갖는 흰개미 먹이, 상기 케이스 내부에 일단이 고정되고, 타단인 자유단은 서로 밀착되
도록 탄성력을 가지며, 상기 흰개미 먹이가 소진되면 탄성력에 의해 일부분이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한 쌍의 탄성접속부, 상기 탄성접속부가 접속하여 전기가 도통하면 흰개미 탐지를
외부로 알려주는 출력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탄성접속부는 두 개의 탄성부재가 서로 마주
보도록 대칭으로 설치되고, 상기 자유단은 상기 흰개미 먹이를 지지하도록 내측으로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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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이상 절곡되어 안착부를 마련하고, 상기 흰개미 먹이 상측에는 상기 탄성 접속부의
탄성부재로부터 각각 연장된 보조 접속부가 구비되어, 상기 흰개미 먹이가 소진되면 상기
보조 접속부가 탄성력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촉하며, 상기 탄성 접속부에는 상기 안착부의
상부에 내측으로 절개되어 상기 흰개미 먹이를 상부면으로부터 하측방향으로 탄성지지하는
스톱퍼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흰개미 탐지 및 베이팅 시스템

도면 1. 본 발명에 의한 흰개미 탐지 및 베이팅 시스템의 탐지기가 설치된 상태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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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48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항균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등 록 번 호

제10-1634740호 (2016. 06. 23.)

대표발명자

이성숙 (박미진, 02-961-2753, lionpmj@korea.kr)

본 발명은 항균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호흡기 질환 유발 박테리아인 화농연쇄상구균
(Streptococcus pyogenes), 수막염균(Neisseria meningitidis),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Haemophilus influenza) 및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하는 미생물에 항균활성을 가져 현저한 호흡기 질환 예방 또는 치료 활성을 갖는
항균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호흡기 질환 유발 박테리아인 화농연쇄상구균(Streptococcus pyogenes), 수막염균
(Neisseria meningitidis),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 및 폐렴간균
(Klebsiella pneumoniae)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하는 미생물에 항균활성을
가져 현저한 호흡기 질환 예방 또는 치료 활성을 갖는 항균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청구항 1
엘레몰(elemol), 감마-유데스몰(γ-eudesmol) 및 베타-유데스몰(β-eudesmol)으로 이루
어지는 정유(essentialoil) 성분을 함유하는 항균(anti-bacterial)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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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실험예 5에서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에 분획물 7을 처리한 결과(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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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49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아토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등 록 번 호

제10-1634737호 (2016. 06. 23.)

대표발명자

이성숙 (박미진, 02-961-2753, lionpmj@korea.kr)

본 발명은 편백나무 유래 물질을 포함하는 아토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인터루킨-6, 인터루킨-1b, 인터루킨-4, 인터루킨-13, 종양 괴사 인자 알파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 베타-헥소사미니다아제(β-hexosaminidase) 및
카파비알파의 저해제(inhibitor of kappa Balpha)의 발현을 저해함으로써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적이며,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부작용이 적어 약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약학적 조성물을 제공하고는 효과가 있다.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편백나무 유래 화합물을 1 ~ 20 중량%로 포함하는 아토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화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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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제조예 1에서 편백나무 정유를 유기 용매로 분획한 결과

도면 2. 실험예 7에서 마우스 모델의 혈액샘플을 통한 혈청 IgE의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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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50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분리막을 포함하는 전기화학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618218호 (2016. 04. 28.)

대표발명자

이선영 (권재경, 02-961-2763, gwonjg@korea.kr)

본 발명은 활물질 및 나노섬유 구조의 도전재의 복합체를 포함하는 전극 및 상기 전극과
합체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분리막을 포함하는 전기화학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전기화학소자는 분리막 및 전극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계면이 매우
안정하며, 우수한 기계적 물성 확보가 가능하고, 다양한 외력에 의한 형태 변형에도 안정적인
전지 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지의 형태 변형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전지발화
및 폭발 등의 위험을 억제시키고, 별도의 바인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온전도도 및
전자전도도가 우수하며 바인더 및 전극 집전체 제거를 통해 고용량 및 고출력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청구항 1
활물질 및 나노섬유 구조의 도전재의 복합체를 포함하되, 바인더를 포함하지 않는 전극
및 상기 전극과 합체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분리막을 포함하는 전극-분리막 합체를 포함하며,
충전 시에 하기 수학식 1을 만족하는 전기화학소자

수학식 1
｜Vc1-Vc2｜≤0.02
여기서, Vc1은 전지를 구부린 곡률반경이 2.5 mm일 때의 전압이고, Vc2는 전지를 구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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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전압이다.

도면 1. 본 발명에 의한 전극-분리막 합체의 모식도
(10: 활물질, 20: 탄소나노섬유, 30: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분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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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51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중간 연결재를 이용한 데크 조립체 및 그 시공방법

등 록 번 호

제10-1612376호 (2016. 04. 07.)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데크 조립체와 이를 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히는 바닥체나 벽체를
형성하는 목재데크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목재데크에 대한 구조변경이나
추가적인 가공의 필요 없이 바닥체나 벽체에 시공되는 목재데크의 배열이나 간격을 간편하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중간 연결재를 이용한 데크 조립체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바닥 면에 수평한 바닥체 또는 바닥면에 대하여 수직한 벽체를 이루는 데크 조립체에 있어서,
복수 개의 목재데크, 상기 바닥 면에 대하여 나란하거나 직교하도록 일방향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고정설치되는 복수개의 지지부재, 상기 목재데크의 일측으로 노출되는 단부에 외측으로
개구된 결합홈을 형성한 제1연결판과 상기 제1연결판의 폭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폭을
구비하도록 상기 제1연결판으로부터 일정길이 연장되고, 상기 목재데크의 타측으로 노출되는
결합고정단에 상기 지지부재와 고정되는 제1고정부재가 통과하도록 관통형성된 적어도 하나
의 제1고정공을 갖는 제2연결판을 일체로 갖추어 상기 목재데크의 일측면에 고정설치되는
연결부를 포함하고, 상기 목재데크의 일측면에 고정설치된 제1연결판의 단부에 형성한 결합홈
은 인접하는 다른 목재데크의 일측면에 고정설치된 제2연결판의 결합고정단과 끼움결합되며,
상기 제2연결판의 제1고정공을 통해 지지부재에 고정되는 제1고정부재에 의해서 상기 연결부
를 매개로 하여 목재데크를 지지부재의 길이방향으로 연속하여 적층배치하고, 상기 목재데크

nifos.fotest.go.kr 103

의 일측으로 노출되는 제2연결판의 결합고정단의 노출 길이는 간격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서로
인접하여 적층되는 목재데크들 사이에 간격을 형성하도록 상기 제1연결판의 결합홈에 형성되
는 깊이의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간연결재를 이용한 데크
조립체

도면 1.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중간 연결재를 이용한 데크 조립체를
도시한 분해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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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52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목재 난연제 조성물, 난연 목재 및 그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597986호 (2016. 02. 22.)

대표발명자

손동원 (02-961-2700, dongwon12@korea.kr)

목재산업연구과

본 발명은 난연 목재 및 그 제조방법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붕산(Boric acid),
제2인산수소암모늄(Ammonium phosphate dibasic), 붕산 암모니아(Ammonium borate
octahydrate), 붕산나트륨(Sodium borate) 및 용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목재 난연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의한 난연 목재 및 그 제조방법은, 화재에
대해 안전하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난연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목재 본연의
기계적 물성 및 심미성을 유지, 향상시켜 목조문화재, 목조주택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청구항 1
붕산(Boric acid) 0.4 ~ 1wt%, 제2인산수소암모늄(Ammonium phosphate dibasic)
3 ~ 6wt%, 붕산 암모니아(Ammonium borate octahydrate) 1 ~ 5wt%, 붕산 나트륨
(Sodium borate) 0.5 ~ 3wt%, 포타슘 카보네이트(potassium carbonate) 3 ~ 6wt%, 포타
슘 브로마이드(potassium bromide) 3 ~ 6wt%, 인산(phosphoric acid) 3~ 10wt% 및
물을 포함하는 목재 난연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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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난연처리된 목재 사진

도면 2.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난연처리된 목재의 열방출율 성능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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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53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천연염료로 염색한 색동우드 단판의 염색방법

등 록 번 호

제10-1588315호 (2016. 01. 19.)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원목을 박층으로 깎은 단판을 화학매염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물계에서 추출
한 천연염료로 염색해서 무지개 색상을 기본으로 다양한 색상의 단판을 구현함으로써, 단판
염색에 화학염료나 안료를 사용했을때 염색된 단판에서 방출되는 유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천연염료로 염색한 색동우드단판의 염색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원목을 일정 두께(바람직하게는 2∼3㎜ 정도)의 박층으로 깎은 단판을 화학매염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물계에서 추출한 천연염료만으로 염색해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의 무지개 색상을 기본으로 다양한 색상의 단판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단판 염색
에 화학염료나 안료를 사용했을 때 염색된 단판에서 방출되는 유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원천
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색감의 다양한 컬러와 친환경성 단판을 구현할 수
있다.

청구항 1
색소를 가진 식물을 물에 넣어 우리고, 색소가 나오기 시작하면 물을 데워서 색소를 우려내는
단계, 색소가 우러난 물에 정련(精練)된 단판을 넣어 욕비(浴比) 45∼55:1로 하여 50∼70℃에
서 일정 시간 동안 염색하는 단계, 염색된 단판을 물에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단계, 이물질이
제거된 염색시킨 단판을 건조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염색하며, 붉은색 염료는 소목(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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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salpinia sappan )으로부터 추출하며, 누룩에 의해 발효시킨 소목의 염액(염색물)에 동백
잿물을 넣어 염액을 중성으로 만들어 염색하며,

노란색 염료는 황벽나무(학명:

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로부터 추출하며, 황벽나무 껍질을 물에 담그고 물의
온도를 55∼65℃로 하여 40∼70분 동안 우려서 얻고, 파란색 염료는 쪽(polygonum
tinctorium)으로부터 추출하며, 콩대잿물을 쪽니람(泥藍)에 부어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서 얻
으며, 보라색 염료는, 쪽에서 추출한 파란색 염료와 소목에서 추출한 붉은색 염료를 혼합하여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연염료로 염색한 색동우드 단판의 염색방법

도면 1. 본 발명에 따른 천연염료로 염색한 색동우드 단판의 롤(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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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54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3차원 그물구조 형태의 전기화학소자용 전극,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전기화학소자

등 록 번 호

제10-1588313호 (2016. 01. 19.)

대표발명자

이선영 (권재경, 02-961-2763, gwonjg@korea.kr)

셀룰로오스 섬유와 두께 대비 길이의 비율(L/D)이 50 이상인 도전재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구조 및 상기 네트워크 구조 내에 분산된 활물질을 포함하는 전기화학소자용 전극, 그 제조방법
및 상기 전극을 포함하는 전기화학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플렉서블 및 고용량 구현이
가능한 3차원 그물구조의 전기화학소자용 전극, 그 제조방법 및 상기 전극을 포함하는 전기화
학소자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전극은, 제조공정이 단순하면서, 전극 내 계면이 안정하고, 고용량의 플렉서
블 전기화학소자를 제공할 수 있다.

청구항 1
셀룰로오스 섬유와 두께 대비 길이의 비율(L/D)이 평균 50 이상인 섬유형태의 도전재를
포함하는 그물구조 및 상기 그물구조 내에 분산된 활물질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집전체를
구비하지 않으며, 셀룰로오스 섬유, 도전재 및 전극활물질의 함량비는 3 내지 7 : 10 내지
18 : 75 내지 85 중량부 범위인 전기화학소자용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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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3차원 그물구조 전극의 모식도
(10: 셀룰로오스 섬유, 20: 탄소나노튜브, 30: 활물질)

도면 2. 종이학 형태로 접은 전지의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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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55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목제품을 탄화시켜 제조하는 숯제품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570747호 (2015. 11. 16.)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입체적으로 제작된 목(木)제품 또는 작품의 형상을 그대로 직접 탄화시켜 원형을
보존하면서 숯의 고유 효능도 그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목제품을 탄화시켜 제조하는 숯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목제품을 탄화시켜 제조하는 숯제품의 제조방법은, 기존의 원목을 이용한
숯 자기의 제조방법에 비해 공정이 아주 단순하고 제조시간이 훨씬 단축되어 실용성이 우수하
며, 또한, 목재 자체만으로 제작된 제품이나 작품을 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종래에 분말상태의
숯에 다른 불순물을 혼합하여 제작한 제품에서 분출되었던 숯분말에 혼합한 다른 첨가물질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전혀 분출되지 않는다.

청구항 1
입체 형상의 목(木)제품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입체 형상의 목제품의 표면에 도장을 하는
표면도장단계, 도장된 입체 형상의 목제품을 상온에서 1차 건조시킨 후 60∼80℃에서 2차
건조시키는 건조단계, 상기 건조된 입체 형상의 목제품을 신문지로 싼 다음 알루미늄 호일로
다시 싸는 랩핑(wrapping)단계, 랩핑된 입체 형상의 목제품을 내열용기에 넣은 다음, 내열용
기를 탄화로에 넣고, 탄화온도 600∼1,200℃에서 2∼3시간 탄화시키는 탄화단계, 탄화 후
상기 내열용기를 탄화로 내에서 서냉시키는 냉각단계, 냉각된 후 내열용기를 탄화로에서 끄집
어내서 숯제품을 꺼내는 배출단계를 거쳐서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제품을 탄화시켜
제조하는 숯제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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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본 발명에 따른 숯제품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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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56

담 당 부 서

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조명방향의 조절이 가능한 원통형 단판적층재 조명등

등 록 번 호

제10-1546837호 (2015. 08. 18.)

대표발명자

김종인 (이상민, 02-961-2711, sml5@korea.kr)

본 발명은, 목재의 무늬결을 그대로 살려 주변환경에 잘 어울릴 뿐만아니라 친환경적인
지주를 사용하고, 조명되는 위치 및 조건 등에 따라 지주의 상단부에 설치되는 조명등의 조사
(照射) 방향을 임의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조명방향의 조절이 가능한 원통형 단판적층재
조명등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조명 방향의 조절이 가능한 원통형 단판적층재 조명등은, 조명등의 지주로
중공(中空) 원통형 단판적층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주의 굵기와 높이를 설치 장소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지주의 외주 면에 목재의 무늬결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주변환경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며, 지주의 상단부에 설치되는 조명등을 좌우는 물론 상하 임의의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되는 위치와 조건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여 조명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실용적 활용은 물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청구항 1
지면에 수직으로 고정 설치되는 고정부재, 하단부가 상기 고정부재의 상단에 삽입되어 설치
되며, 좌우 방향으로 회전되는 좌우회전부재, 하단부가 상기 좌우회전부재의 상단에 삽입된
채로 양측 방향에서 체결부재에 의해 각각 체결되어, 체결부재를 중심축으로 하여 반원 궤적을
그리면서 상하 방향으로 회전되는 상하회전부재, 상기 상하회전부재의 상단부에 삽입되어 고
정 설치되는 조명등을 구비하여 구성되며, 상기 고정부재는 중공(中空) 원통형 단판적층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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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하회전부재가 체결부재를 중심으로 반원 궤적을 그리면서 180°회동할 수 있도록 상하
회전부재의 회동 방향으로 상기 좌우회전부재가 절개되어 개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방향의 조절이 가능한 원통형 단판적층재 조명등

도면 1. 본 발명에 따른 조명등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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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57

담 당 부 서

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대경·장재의 원통형 및 원주형 단판적층 성형장치

등 록 번 호

제10-1540690호 (2015. 07. 24.)

대표발명자

서진석 (이상민, 02-961-2711, sml5@korea.kr)

본 발명은 단판을 적층시켜 적층재를 생산하는 성형장치의 주축이 용이하게 회전할 수 있게
하여 단판(veneer)를 연속적으로 적층시켜 대경(大徑)이면서 장재(長材)인 원주형 또는 원통형
의 적층재를 성형할 수 있는 대경·장재의 원통형 및 원주형 단판적층 성형장치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외주면에 단판(veneer)이 적층되게 되는 주축, 상기 주축의 양단에 각각 장착 고정되며,
각각 외측방향으로 돌출된 제1 및 제2축이 형성된 제 1척 및 제 2척(chuck), 상기 제 1축의
단부(端部)에 고정 부착되어 상기 주축을 회전시키기 위한 핸들, 하부 베드와, 하부 베드의
길이방향 양단에 각각 수직방향으로 설치된 수직지지대를 구비하고, 수직지지대에 상기 제
1축 및 제 2축이 각각 장착되는 장착대, 양단(兩端)이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고, 상기 주축의
하방 양측으로 주축과 나란하게 상기 하부 베드에 설치되는 한쌍의 원주 형상의 회전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장착대의 수직지지대에는 상방으로 개구(開口)된 슬릿이 수직방향으로 각각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단판은 접착제가 도포된 상태로 주축에 대하여 일정 각도만큼 경사져서 공급되고,
상기 주축에 적층된 단판의 외주면에 상기 한쌍의 회전대가 접하면서 적층된 단판이 압착되도록
구성되며, 상기 핸들을 돌려 주축을 회전시키면서 주축 외주면에 단판을 적층 압체시켜 균일한
강도의 적층재를 성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경·장재의 원통형 및 원주형 단판적층 성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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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본 발명에 따른 성형장치의 제1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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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58

담 당 부 서

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페놀-요소-폼알데하이드 공축합수지 접착제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535527호 (2015. 07. 03.)

대표발명자

이상민 (02-961-2711, sml5@korea.kr)

본 발명은 페놀-요소-폼알데하이드 공축합수지 접착제의 제조방법 및 제조한 접착제를 이용
한 섬유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특정 함량의 요소를 첨가하여 페놀-요
소-폼알데하이드 공축합수지 접착제를 제조하는 한편, 이렇게 제조한 접착제를 이용하여 섬유
판을 제조하여 섬유판의 물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KS 규격기준 최상
등급인 슈퍼 E0급(Super E0) 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페놀-요소-폼알데하이
드 공축합수지 접착제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한 접착제를 이용한 섬유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a) 페놀 수용액에 강염기를 첨가하여 염기성 혼합용액을 얻는 단계
(b) 반응 온도 40~50℃ 조건에서 상기 염기성 혼합용액에 1차 포르말린을 첨가하여 폼알데
하이드/페놀의 몰비를 1.07~1.23으로 조절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의 반응물에 요소를 첨가하고 상기 반응 온도를 85~95℃로 승온하여 유지
하는 단계; (d) 상기 (c) 단계의 반응물에 2차 포르말린을 첨가하여 폼알데하이드/페놀의
몰비를 2.1~2.4로 조절하고 축합 반응을 시키는 단계
(e) 상기 (d) 단계의 반응물을 냉각시켜 최종 생성물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페놀-요소-폼알
데하이드 공축합수지 접착제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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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페놀-요소-폼알데하이드 공축합수지의 물성
구분
실시예

요소 첨가량

고형분 함량

겔화시간1)

(%)

(분)

(중량 %)

1

18.8

51.3

18.0

2

18.7

51.2

18.5

3

18.5

51.3

19.2

4

18.3

51.0

19.9

비교예 12)

100

56.4

2.3

1) : 실시예에서 수지의 겔화시간은 수지 고형분 함량 대비 20%-K2CO3 수용액 3 중량%를 첨가하
여 측정함
2) : 비교예 1은 폼알데하이드/요소의 몰비를 1.1로 제조한 요소-폼알데하이드 수지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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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59

담 당 부 서

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원통형 단판적층 조명등

등 록 번 호

제10-1531367호 (2015. 06. 18.)

대표발명자

서진석 (이상민, 02-961-2711, sml5@korea.kr)

본 발명은 원통형 단판 적층재를 지주로 사용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전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외부전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전원공급을
위한 전선을 가설할 필요가 없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원통형 단판적층 조명등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사용한 하이브리드형 조명등에 있어서, 상기 조명등은 조명을
위한 램프가 측면에 부착 설치되고, 원목을 박층(薄層)으로 깍은 단판(veneer)을 접착제로
접착시켜 중공(中空) 원통 형상으로 성형한 원통형 단판 적층재로 만들어져서 하단부가 지면에
묻혀서 입설(立設)되며 상단부에는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지주캡이 장착된 지주, 상기 지주캡의
상단에 설치되는 수평축 풍력발전장치를 구비한 풍력발전부, 상기 풍력발전부의 하부에 위치
하며, 상기 램프의 상부에 장착 설치되는 태양광발전부, 상기 지주의 측면에 부착 설치되어,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 상기 센서에서 물체의 움직임이 감지됨과 동시에 음성
또는 경보음을 발하는 경보장치, 상기 지주의 내부에 장착되어, 상기 풍력발전부와 태양광발전
부에서 발전된 전력을 저장하는 축전지와 조명등 전체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가 구비
되어 있는 제어함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지주캡은 다단(多段)으로 형성되어 상단으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도록 형성된 것이며, 상기 경보장치는 상기 센서가 일정 거리 내의 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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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했을 경우 점멸하는 점멸등을 더 구비하고, 음성 또는 경보음은 조도(照度)와 무관하게
작동하지만, 상기 점멸등은 일정 조도(照度) 이하에서만 점멸하며, 상기 램프는 일정 조도 이하
에서만 점등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원통형 단판적층 조명등

도면 1. 본 발명에 따른 조명등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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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60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탄화보드를 사용한 목재 방화문

등 록 번 호

제10-1531357호 (2015. 06. 18.)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주거공간(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피난시설의 도어 제작시 프레임의 전면과 후면에
포름알데히드 제거, 전자파차폐, 습도조정 등의 기능과 난연성능을 가진 탄화보드와 불연성을
가진 불연보드를 결합하고, 내부층에는 불연섬유를 충진하여 구성하여 화재안전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는 탄화보드를 사용한 목재 방화문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주거공간 내에 설치되는 피난시설의 도어에 사용되는 목재 방화문에 있어서, 상기 방화문은
테두리와, 상기 테두리 사이를 가로지르도록 목재로 틀이 제작되며, 상기 테두리 사이에 형성된
공간에 불연재가 충진되어 구성된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양측에 각각 부착되는 탄화보드가
포함된 보드(board), 상기 보드와 프레임 사이에 각각 삽입되는 불연섬유를 포함하여 구성되
고, 상기 보드는 보드 전면(全面)에 배치되고 보드의 외측면 쪽으로 위치하는 탄화보드와 보드
전면에 배치되고 상기 탄화보드의 내측에 위치하는 불연보드를 구비하여 구성되며, 상기 불연
보드는 질석보드, 마그네슘보드, 시멘트보드 중 어느 하나이고, 상기 탄화보드는 800∼1,00
0℃에서 탄화된 탄화보드의 양면에 물유리와 황토분말을 중량비로 9:1로 혼합한 황토액을
도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보드를 사용한 목재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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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본 발명에 따른 방화문을 분해하여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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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61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라돈 흡착력을 향상시키는 탄화보드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531352호 (2015. 06. 18.)

대표발명자

손동원 (02-961-2700, dongwon12@korea.kr)

목재산업연구과

본 발명은 실내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 중 특히 라돈 흡착력을 현저하게 높인 탄화보
드를 제조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라돈 흡착력을 향상시키는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탄화보드는, 실내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라돈과 같은 오염물질 중에서 특히 폐암을 유발하
는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의 흡착력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거주공간의 실내에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청구항 1
황토분말에 물을 붓고 분쇄 및 교반하는 단계, 물과 교반된 졸(sol) 형태의 황토를 MDF
표면에 도포하는 단계, 황토가 도포된 MDF를 자연건조시키는 단계, 황토가 도포되어 건조된
MDF를 종이로 감싼 다음, 그 겉을 다시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는 단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MDF를 내열용기에 넣는 단계, 상기 내열용기를 탄화로에 넣고, 탄화로에 500∼ 600℃까지
열을 가해 1.5∼2.5시간 유지는 단계, 상기 가열된 탄화로를 자연냉각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돈 흡착력을 향상시키는 탄화보드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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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탄화보드 종류에 따른 제조온도별 라돈 흡착율(%)

도면 1. 본 발명에 따른 탄화보드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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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62

담 당 부 서

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접착·압체 조합식 원통형 단판적층 성형장치

등 록 번 호

제10-1453763호 (2014. 10. 16.)

대표발명자

서진석 (이상민, 02-961-2711, sml5@korea.kr)

본 발명은 단판을 적층시켜 적층재를 생산하는 성형장치의 주축을 모 터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켜 단판에 일정한 장력 부여 및 접착제 도포 기능이 동시에 수행되도록 연동
구조를 갖춰 단판을 연속적으로 적층시킴으로써, 균일한 강도를 갖는 원주형 또는 원통형의
적층재를 단시간 내에 대량 성형할 수 있는 접착·압체 조합식 원통형 단판적층 성형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접착·압체 조합식 원통형 단판적층 성형장치는, 외주면에 단판(veneer)이
적층되는 주축, 상기 주축의 양단에 각각 장착 고정되며, 외측방향으로 각각 돌출된 제1 및
제2축이 형성된 제1척 및 제2척 (chuck), 상기 제1 및 제2축이 각각 장착되는 제1 및 제2장착
대, 단판취 부대에 롤(roll) 상태로 감긴 단판을 일정한 장력을 부여하여 상기 주축에 공급하는
단판공급부, 상기 주축을 회전시키면서 상기 단판취부대를 주축을 따라 일정 속도로 이송시키
기 위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모터를 구비한 동력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모터의 구동에
의해 주축이 회전하고, 모터의 구동과 함께 상기 단판취부대가 상기 제1 및 제2장착대 사이를
왕복운동하면서 주축에 단판을 공급하여 주축의 외주면에 단판을 적층시켜 적층재를 성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
단판(veneer)를 적층시켜 원통형 적층재를 성형하는 단판적층 성형장 치에 있어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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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장치는, 외주면에 단판(veneer)이 적층되는 주축, 상기 주축의 양단에 각각 장착 고정되며,
외측방향으로 각각 돌출된 제1 및 제2축이 형성된 제1척 및 제2척(chuck), 상기 제1 및 제2축
이 각각 장착되는 제1 및 제2장착대, 단판취부대에 롤(roll) 상태로 감긴 단판을 일정한 장력을
부여하여 상기 주축에 공급하는 단판공급부, 상기 주축을 회전시키면서 상기 단판취부대를
주축을 따라 일정속도로 이송시키기 위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모터를 구비한 동력부를 포함하
여 구성되어, 상기 모터의 구동에 의해 주축이 회전하고, 모터의 구동과 함께 상기 단판 취부대
가 상기 제1 및 제2장착대 사이를 왕복운동하면서 주축에 단판을 공급하여 주축의 외주면에
단판을 적층시켜 적층재를 성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접착·압체 조합식 원통형 단판적층
성형장치

도면 1. 본 발명에 따른 성형장치의 전체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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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63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목질패널로 제조한 탄화보드의 난연성 개선방법

등 록 번 호

제10-1444200호 (2014. 09. 18.)

대표발명자

손동원 (02-961-2700, dongwon12@korea.kr)

목재산업연구과

본 발명은 중밀도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와 같은 목질패널을 사용하여 800℃ 이상의 고온에
서 탄화보드를 제조한 후 탄화보드의 양면에 물유리와 황토분말의 혼합액을 코팅하여 난연성능
을 향상시키는 목질패널로 제조한 탄화보드의 난연성 개선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목질패널로 제조한 탄화보드의 난연성 개선방법은, 합판, 파티클보드, 중 밀도섬유판과
같은 목질패널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 목질패널을 탄화로에 서 탄화하는 단계, 탄화로를 자연냉
각하여 탄화보드를 제조하는 단계, 탄화보드의 양면을 물유리와 황토분말을 혼합한 혼합액으
로 코팅하고 건조 시키는 난연처리단계를 거쳐서 탄화보드의 난연성을 향상시키며, 상기 탄
화로에서 탄화하는 단계에서는 탄화로의 승온속도를 50∼100℃/hr, 탄화로의 설정온도를
800∼1,000℃부근에서 2∼3시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목질패널로 제조한 탄화보드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한 냄새를 탈취하고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실내공기의 질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건축내장
재의 포름알데히드와 시멘트의 암모니아 독성을 완화시키고 전자파를 차폐시키는 탄화보드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난연처리에 의해 탄화보드가 난연2급(준불연) 수준으로 난연성능이
향상되어 목재 방화문뿐만 아니라 우수한 난연성능을 요하는 건축내장용 마감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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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합판,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과 같은 목질패널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 목질패널을 탄화로
에서 탄화하는 단계, 탄화로를 자연냉각하여 탄화보드를 제조하는 단계, 물유리와 황토분말을
혼합한 혼합액으로 상기 탄화보드의 양면을 코팅하여 건조시키는 난연처리단계를 거쳐서 탄화
보드의 난연성을 향상시키며, 상기 탄화로에서 탄화하는 단계에서는 탄화로의 승온속도를 50
∼100℃/hr, 탄화로의 설정온도를 800∼1,000℃부근에서 2∼ 3시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질패널로 제조한 탄화보드의 난연성 개선방법

도면 1. 탄화보드와 황토 코팅한 탄화보드의 시간에 따른 총방출열량(T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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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64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셀룰로오스 섬유와 실리카를 포함하는 이차전지용 다공성 분리막 및
그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423296호 (2014. 07. 18.)

대표발명자

이선영 (권재경, 02-961-2763, gwonjg@korea.kr)

본 발명은 셀룰로오스 섬유 및 실리카를 포함하는 복합체 분리막, 분리막 제조방법 및 상기
분리막을 포함하는 이차전지에 관한 것으로, 상기 분리막은 열적안정성, 치수안정성, 젖음성
및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제조공정이 간소화되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는 셀룰로오스 섬유 및 실리카를 포함하는 복 합체 분리막 및 상기
분리막을 포함하는 이차전지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 명의 또 다른 하나의 실시예는, 셀룰로오
스 섬유, 실리카 및 유기용매 혹은 물과 유기용매의 혼합액을 포함하는 용액을 사용하여 시트를
제조하는 공정 및 시트 내에 포함된 유기용매 혹은 물과 유기용매의 혼합액을 제거하여 미세
다공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분리막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셀룰로오스 섬유와 실리카를 포함하는 분리막은
열적안정성, 치수안정성, 젖음성 및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제조공정이 간소화되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

청구항 1
셀룰로오스 섬유를 포함하는 층내에 실리카가 분산된 구조이며, 셀룰로오스 섬유의 평균
두께는 10 내지 100 nm이고, 실리카의 평균 직경은 10 내지 500 nm이고, 150℃에서 30분간
방치한 상태에서, 열 수축율이 5% 이하이고, 하기 수학식 1에 따른 걸리값이 150 내지 3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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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tG = K·(τ2·L)/(ε·d)
상기 수학식 1에서, tG는 걸리값(gurley value), K는 비례 상수, τ는 곡로율, L은 막 두께,
ε는 공극률, 그리고 d는 평균 공극 직경을 나타낸다.

도면 1. 이차전지용 분리막의 전자주사현미경(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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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65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뽕나무로부터 분리한 화합물을 포함하는 뇌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등 록 번 호

제10-1395342호 (2014. 05. 08.)

대표발명자

이학주 (박미진, 02-961-2753, lionpmj@korea.kr)

본 발명은 상백피 및/또는 산뽕나무로부터 분리하여 신규하고 하기와 같 은 특성을 지닌
모루시논(Morusinon) 및 이의 분리방법을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은 상백피 및/또는 산뽕나무
로부터 분리한 성분을 포함하는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있어서, 상백피 및/또는 산뽕나무
로부터 분리한 Morusinon, Licoflavone C, Moracin P, Moracin O, Mulberrofuran Q,
Moracenin D, Methyl 2,4-dihydroxybenzoate, Trans-oxyresveratrol, Mulberrofuran G,
Chalcomoracin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뇌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것이 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의 뽕나무로부터 분리한 화합물 중에서 하기의 구조식(1)로 나타나며,
신규한 화합물인 모루시논(morusinon) 및 이의 분리 방법을 포함한다.

청구항 1
뽕나무로부터 분리된 하기 구조식(1)로 나타내는 신규한 화합물인 모루시논(morusi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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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모루시논의 구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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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66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목재의 난연처리 방법

등 록 번 호

제10-1388614호 (2014. 04. 17.)

대표발명자

손동원 (02-961-2700, dongwon12@korea.kr)

목재산업연구과

본 발명은 목재에 난연성을 부여함에 있어 주약제 처리와 보조약제 처리의 단계로 구분하여
처리함으로써, 목재 내에서 약제끼리 결정을 형성하게 되어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약제가 목재
로부터 용출되지 않아 목재의 난 연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목재의 난연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목재의 난연처리방법은, 주약제인 규산나트륨(Na2SiO3) 의 수용액에 목재
를 넣고 감압처리하는 공정, 규산나트륨의 수용액에 목재를 넣고 가압처리하는 공정, 주약제
처리가 끝난 후 목재를 건조시키는 공정, 보조약제인 붕산(H3BO3), 인산수소Ⅱ암모늄
((NH4)2HPO4), 붕산암모늄(NH4BO3) 중 어느 하나의 수용액에 목재를 넣고 감압처리하는
공정, 상기 보조약제의 수용액에 목재를 넣고 가압처리하는 공정, 보조약제 처리가 끝난 후
건조시키는 공정을 거쳐서 처리하여 목재에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
목재의 난연처리방법에 있어서, 주약제인 규산나트륨(Na2SiO3)의 수용액에 목재를 넣고
감압처리하는 공정, 상기 규산나트륨의 수용액에 목재를 넣고 가압처리하는 공정, 상기 주약제
처리가 끝난 후 목재를 건조시키는 공정, 보조약제인 수용액에 목재를 넣고 감압처리하는
공정, 상기 보조약제의 수용액에 목재를 넣고 가압처리하는 공정, 상기 보조약제 처리가 끝난
후 건조시키는 공정을 거쳐서 처리하여 목재에 난연성을 부여하며, 상기 보 조약제는 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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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BO3), 인산수소Ⅱ암모늄((NH4)2HPO4), 붕산암모늄 (NH4BO3) 중에서 선택되며, 상기
각 공정의 감압처리하는 공정에서의 감압처리는 550∼650㎜Hg에서 30∼40분 처리하는데,
초기 5∼10분은 수용액을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하며, 나머지 시간은 각 공정의 수용액
을 채운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재의 난연처리 방법

도면 1. 난연처리방법의 공정 순서의 개략적인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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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67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고밀도 탄화보드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374599호 (2014. 03. 10.)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MDF 등 목질판상재료로 탄화보드를 제조함에 있어서, 1차로 탄화시켜 제조한
탄화보드에 수지를 함침시켜 건조시킨 후 다시 2차로 탄화시킴으로써 탄화보드의 밀도를 향상
시킴과 동시에 표면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밀도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고밀도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은, 800∼1,000℃에서 2∼3시간 유지하며 1차
탄화하여 탄화보드를 제조하는 단계, 상기 탄화보드를 냉각시킨 후 액상의 열경화성 수지에
함침시키는 단계, 수지에 함침시킨 탄화보드를 건조시키는 단계, 건조시킨 탄화보드를 450∼
550℃에서 2∼3시간 유지하며 2차 탄화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제조하며, 상기 1차 탄화시키는
단계에서의 탄화로의 승온속도는 90∼100℃/hr이고, 2차 탄화시키는 단계에서의 탄화로의
승온속도는 45∼55℃/hr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
고밀도의 탄화보드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800∼1,000℃에서 2∼3시간 유지하며 1차
탄화하여 탄화보드를 제조하는 단계, 수지에 함침시킨 탄화보드를 건조시키는 단계, 건조시킨
탄화보드를 450∼550℃에서 2∼3시간 유지하며 2차 탄화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제조하며,
상기 1차 탄화시키는 단계에서의 탄화로의 승온속도는 90∼100℃/hr이고, 2차 탄화시키는
단계에서의 탄화로의 승온속도는 45∼55℃/h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밀도 탄화보드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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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고경질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의 공정순서를 기재한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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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68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탄화와 동시에 디자인을 부여하는 탄화보드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342029호 (2013. 12. 10.)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원하는 디자인을 형상화한 금형을 목질보드와 함께 탄화시키거나, 금형에 형상화
된 디자인을 목질보드에 각인시켜 제작하여 목질보드를 탄화시킴으로써 탄화보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부터 디자인을 형성시키는 탄화와 동시에 디자인을 부여하는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탄화와 동시에 디자인을 부여하는 탄화보드의 제조방법은, 목재섬유 또는
기계적으로 파쇄한 목재 조각이나 톱밥에 접착제를 혼합한 재료로 표면이 평평하게 판상(板狀)
으로 제조된 목질보드를 탄화로(爐) 내의 하부가압판 위에 놓는 단계, 목질보드의 상면에 양각
(陽刻)의 디자인이 형상화된 금형을 위치시키는 단계, 금형 상면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도록
상부가압판을 위치시키는 단계, 탄화로를 외부와 차단시켜서 비산화 분위기로 만든 후 탄화로
를 가열하여 디자인이 형성된 탄화보드를 제조하는 단계를 거쳐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
목재섬유 또는 기계적으로 파쇄한 목재 조각이나 톱밥에 접착제를 혼합한 재료로 표면이
평평하게 판상(板狀)으로 제조된 목질보드를 탄화로(爐) 내의 하부가압판 위에 놓는 단계, 상기
목질보드의 상면에 양각(陽刻)의 디자인이 형상화된 금형을 위치시키는 단계, 상기 금형 상면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도록 상부가압판을 위치시키는 단계, 상기 탄화로를 외부와 차단시켜서
비산화 분위기로 만든 후 탄화로를 가열하여 디자인이 형성된 탄화보드를 제조하는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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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와 동시에 디자인을 부여하는 탄화보드의 제조방법

도면 1. 탄화보드를 제조하기 위한 탄화로의 내측에 적층된 목질보드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

도면 2. 탄화와 동시에 디자인을 부여한 탄화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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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69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고온경화법으로 탄화보드에 컬러색상을 부여하는 방법

등 록 번 호

제10-1342028호 (2013. 12. 10.)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숯의 건강 기능성과 예술작품 또는 인테리어 소재로서의 특성을 살려 검은색의
탄화보드에 다양한 색상을 부여해서 표면을 도자기화함으로써, 장기간 빛이나 열에 노출되더
라도 색상이 변하지 않으면서 숯의 고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고온경화법으로
탄화보드에 컬러 색상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고온경화법으로 탄화보드에 컬러색상을 부여하는 방법은, MDF의 표면에
물유리를 도포하는 단계, 물유리를 도포한 MDF를 1차 건조시키는 단계, 건조시킨 MDF를
1차 탄화시키는 단계, 1차 탄화시킨 탄화보드 표면에 세라믹 컬러 유약을 도포하는 단계,
세라믹 컬러 유약을 도포한 탄화보드를 2차 건조시키는 단계, 건조시킨 탄화보드를 2차 탄화시
키는 단계를 거쳐서 제조하며, 상기 1차 및 2차 건조시키는 단계에서는 50∼ 70℃에서 예비
건조시킨 다음, 100∼110℃에서 고온건조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청구항 1
탄화보드에 컬러색상을 부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중
밀도 섬유판)의 표면에 물유리를 도포하는 단계, 물유리를 도포한 MDF를 1차 건조시키는
단계, 건조시킨 MDF를 1차 탄화시키는 단 계, 1차 탄화시킨 탄화보드 표면에 세라믹 컬러
유약을 도포하는 단계, 세라믹 컬러 유리를 도포한 탄화보드를 2차 건조시키는 단계, 건조시킨
탄화보드를 2차 탄화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제조하며, 상기 1차 및 2차 건조시키는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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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에서 예비 건조시킨 다음, 100∼110℃에서 고온 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온경화법으로 탄화보드에 컬러색상을 부여하는 방법.

도면 1. 탄화보드에 컬러색상을 부여하는 방법을 기재한 순서도

140

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70

담 당 부 서

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겨울우산버섯균주 KACC93116Ｐ를 이용하여 초임계 당화의 부산물인
리그닌 잔사를 분해하는 방법

등 록 번 호

제10-1341981호 (2013. 12. 10.)

대표발명자

유선화 (02-961-2705, shryu@korea.kr)

본 발명은 겨울우산버섯균주 KACC 93116P를 이용하여 리그닌 잔사를 분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미생물은 겨울우산버섯균주 KACC 93116P인 것을 특징
으로 할 수 있고, 상기 리그닌 잔사는 목질계 바이오매스(lignocellulosic biomass)를 이용한
에탄올(ethanol) 생산 공정 중 초임계수에 의한 바이오매스(Biomass)의 당화과정에서 부산물
로 발생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친환경적 바이오리파이너리 연구를 통한 리그닌의 고부가가치화는 목질계 바이오에탄올의
높은 생산단가에 대한 비용 상쇄 효과 유도를 가능하게 하며 전 세계적으로 잔사 리그닌을
이용한 소재화 및 화학소재 상용화 사례가 없으므로, 연구 성과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리그닌소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청구항 1
미생물을 이용하여 리그닌 잔사(lignin residue)를 분해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생물은 겨울우산버섯균주 KACC 93116P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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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을 이용하여 리그닌 잔사를 분해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겨울우산버섯균주 KACC 93116P는 1리터의 증류수에 glucose 10
g, (NH4)2C4H4O6 0.5 g, Thiamine-HCl 0.5 mg, KH2PO4 0.5 g, MgSO47H2O 0.5
g, Ca(H2PO4)2 0.5 g, MgSO4 3 g, NaCl 1 g, MnSO4 0.5 g, FeSO47H2O 0.1 g, CoCl2
0.1 g, ZnSO47H2O 0.1 g, CuSO4 0.1 g, AlK(SO4)212H2O 10 mg, nitriloacetic acid
1.5g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pH를 4.5로 조정한 배지에서 배양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미생물
을 이용하여 리그닌 잔사를 분해하는 방법.

도면 1. 배양시 리그닌 잔사처리에 따른 겨울우산버섯 균사의 laccase활성

142

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71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대나무의 약액주입장치

등 록 번 호

제10-1334737호 (2013. 11. 25.)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대나무에 방부제나 수지와 같은 액상 약액을 신속하게 주입하여 대나무가 쪼개지
거나 외피의 푸른색이 변색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함과 아울러 외피의 색상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한 대나무의 약액주입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의 약액주입장치는, 주입할 약액이 저장되는 약액통, 양측으로 분리되
어 설치되고, 그 사이에 약액을 주입할 대나무가 위치하게 되며, 대나무의 양단(兩端)을 각각
고정하고 있는 제1 및 제2 연결파이프, 상기 약액통에 있는 약액을 펌핑하여 약액공급관을
통해 상기 제1 연결파이프에 공급하기 위한 펌프, 상기 제2 연결파이프로 모인 대나무를 통과
한 약액을 약액통으로 리턴시키기 위한 리턴호스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
주입할 약액이 저장되는 약액통, 양측으로 분리되어 설치되고, 그 사이에 약액을 주입할
대나무가 위치하게 되며, 대나무의 양단(兩端)이 각각 고정되게 되는 제1 및 제2 연결파이프,
상기 약액통에 있는 약액을 펌핑하여 약액공급관을 통해 상기 제1 연결파이프에 공급하기
위한 펌프, 상기 제2연결파이프로 모인 대나무를 통과한 약액을 약액통으로 리턴시키기 위한
리턴호스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나무의 약액주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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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대나무의 약액주입장치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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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72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수액을 포함하는 숙취 해소 음료 및 이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322230호 (2013. 10. 21.)

대표발명자

박미진 (02-961-2753, lionpmj@korea.kr)

본 발명은 수액을 포함하는 숙취 해소 음료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
는 강황 추출액, 갈근 추출액, 감초 추출액, 헛개나무 열매 추출액, 오리나무 뿌리 추출액
및 수액을 포함하도록 하여 저장성과 숙취 해소 효능이 증진된 숙취 해소 음료 및 이의 제조방법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수액을 이용한 숙취 해소 음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숙취 해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숙취 해소음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액의 새로운 소비처를 제공할 수 있어
수액 채취 농가 또는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있다.

청구항 1
강황 추출액, 갈근 추출액, 감초 추출액, 헛개나무 열매 추출액, 오리나무 뿌리 추출액 및
200∼500MPa의 압력으로 15∼45분 동안 살균 전처리 후 미네랄 농도가 칼슘(Ca) 1100∼
1300mg/L, 마그네슘(Mg) 250∼350mg/L, 칼륨(K) 450∼550mg/L, 나트륨(Na) 120∼
180mg/L, 규소(Si) 120∼180mg/L, 인(P) 120∼180mg/L, 망간(Mn) 60∼80mg/L로 조절
된 수액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 해소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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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강황 추출액 0.5∼2.0중량％, 갈근 추출액 0.5∼2.0중량％, 감초 추출액
0.5∼2.0중량％, 헛개나무 열매 추출액 2.0∼4.0중량％, 오리나무 뿌리 추출액 0.5∼2.0중
량％ 및 잔부의 수액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 해소 음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강황 추출액 0.5∼2.0중량％, 갈근 추출액 0.5∼2.0중량％, 감초 추출액
0.5∼2.0중량％, 헛개나무 열매 추출액 2.0∼4.0중량％, 오리나무 뿌리 추출액 0.5∼2.0중
량％ 및 수액 90∼96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 해소 음료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강황 추출액, 갈근 추출액, 감초 추출액, 헛개나무 열매 추출액, 오리나무
뿌리 추출액은 각각의 재료를 각각의 재료 중량 대비 10∼30배의 정제수에 첨가하고 90∼12
0℃에서 최초 정제수의 부피 대비 10∼50％의 부피가 되도록 열수 추출하여 각각의 추출액을
얻은 후 각각의 추출액을 각각의 최초 추출액 부피 대비 5∼20％가 되도록 농축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 해소 음료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수액은 우산고로쇠 수액, 고로쇠 수액, 물박달나무 수액, 다래나무 수액,
자작나무 수액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 해소 음료

146

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73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기능성 한옥 봉안함

등 록 번 호

제10-1315258호 (2013. 09. 30.)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기능성 한옥 봉안함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한옥의 창호 형상으로
형성된 4개의 측면부재를 사각 형태로 연결하여 형성한 외측함의 내부에 인공목재 재질의
내측함을 삽입하고, 상기 내측함의 내측면에는 숯을 포함한 내장부재로 내장처리를 함으로써,
전통 한옥을 연상케하여 외관이 미려하고, 목분이 혼합된 인공 목재 재질의 내측함을 사용하므
로 인해 작업성이 우수하고 강도 및 내구성이 향상되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함은 물론
통기성 및 조습작용을 더욱 향상하며, 숯의 고유기능인 조습작용, 정화기능, 원적외선 방출,
미생물 및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하여 부패를 막아주므로 최적의 환경에서 유골을 보관할 수
있고, 또한 상기 외측함의 재질인 소나무, 향나무, 편백 중 어느 하나의 나무재질의 표면에
크랙씰을 도포하여 내한성, 목재의 크랙방지, 방수성, 내구성이 우수한 기능성 한옥 봉안함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4개의 측면부재(11)를 사각 형태로 연결하여 형성되되 상부가 개방된 외측함(10)과, 상기
외측함(10)의 내부에 삽입 설치됨과 아울러 상부가 개방된 인공목재 재질의 내측함(20)과,
상기 내측함(20)의 내측면에 설치됨과 아울러 숯을 포함하는 내장부재(30)와, 상기 내측함(20)
의 개방된 상부를 덮도록 설치됨과 아울러 내측면에는 숯을 포함하는 내장부재(30a)가 부착된
내측 뚜껑부(40)와, 상기 외측함(10)의 개방된 상부와 상기 내측 뚜껑부(40)의 상부에 걸쳐지게
안착 설치되어 상기 내측 뚜껑부(40)의 이탈을 방지하는 외측 뚜껑부(5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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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상기 4개의 측면부재(11)가 연결되는 모서리 부위에는 각 측면부재(11)를 직각으로 연결하
는 4개의 기둥부(15)가 결합되, 상기 기둥부(15)의 상․하단은 각각 상기 측면부재(11)의 상․하측
면보다 돌출되게 연장 형성되고, 상기 외측 뚜껑부(50)의 모서리 부위에는 상기 측면부재(11)
의 상측면보다 돌출된 상기 기둥부(15)의 상단에 끼움결합되도록 끼움홈(51)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한옥 봉안함

도면 1. 기능성 한옥 봉안함을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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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74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상온경화법으로 탄화보드에 컬러 색상을 인쇄하는 방법

등 록 번 호

제10-1293721호 (2013. 07. 31.)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숯의 건강 기능성과 예술작품 소재로서의 특성을 살려 탄화보드에 그림, 문양,
로고 등을 인쇄기를 사용하여 인쇄함으로써 동일한 작품을 대량으로 제작해 낼 수 있는 상온경
화법으로 탄화보드에 컬러색상을 인쇄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상온경화법으로 탄화보드에 컬러색상을 인쇄하는 방법은, 탄화보드에 발수
성 코팅제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코팅제가 도포된 탄화보드를 상온에서 건조시키는 단계,
상기 건조시킨 탄화보드 위에 백색잉크를 도포 및 건조하는 단계, 상기 백색잉크가 인쇄된
면 위에 원하는 컬러 그림을 인쇄하는 단계를 거쳐서 제작하여 상온에서 건조 경화시키는데,
상기 발수성 코팅제는 전용 프라이머, 락카 또는 세라믹 페인트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
상온에서 탄화보드 위에 컬러색상으로 인쇄하는 방법에 있어서, 탄화보드에 발수성 코팅제
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코팅제가 도포된 탄화보드를 상온에서 건조시키는 단계, 상기 건조시킨
탄화보드 위에 백색잉크를 도포 및 건조하는 단계, 상기 백색잉크가 인쇄된 면 위에 원하는
컬러 그림을 인쇄하는 단계를 거쳐서 제작하여 상온에서 건조 경화시키는데, 상기 발수성
코팅제는 전용 프라이머, 락카 또는 세라믹 페인트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온경화법으
로 탄화보드에 컬러색상을 인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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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a)잉크젯프린팅, (b)UV 프린팅, (C)세라믹 코팅으로 제작한 탄화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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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75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정각재 목재를 스틸바로 끼워 맞춤한 목재옹벽, 이에 이용되는
정각재 및 목재옹벽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277796호 (2013. 06. 17.)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수직하중에 대한 종목과 횡목간 접합부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시공공정을 크게
생력화할 수 있으며, 결체부의 단면부가 파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목재의 수축 정도에 따라
수시로 체결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목재옹벽의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 반턱이음을
한 정각재를 스틸바로 체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그 부재를 함몰형성한 홈을 통해 끼워 맞춤으
로 조립하는 목재옹벽의 제작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구항 1
다수의 횡목(H)과 종목(V)이 교대로 적층되어 제작되는 목재옹벽에 있어서, 상기 횡목(H)상
에는 제1조립홈(11)이 종방향으로 함몰형성되고, 상기 종목(V)상에는 제2조립홈(21)이 횡방향
으로 함몰형성되며, 상기 제1조립홈(11)과 제2조립홈(21)을 교대로 관통하여 끼워지는 봉상의
스틸바(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각재 목재를 스틸바로 끼워 맞춤한 목재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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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정각재 목재를 스틸바로 끼워 맞춤한 목재옹벽을 도시한 사시도(좌측상단)와 이
도면에서의 A부분의 요부분해사시도(우측상단) 및 사용된 종목의 횡목의 다양한 실시 예를
도시한 사시도(좌측하단), 정각재 목재를 스틸바로 끼워 맞춤한 목재옹벽을 도시한
요부정면투시도(우측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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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76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발 받침대

등 록 번 호

제10-1270268호 (2013. 05. 27.)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발 받침대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상부가 경사진 측판과 하부판 및 배면판으로
결합된 지지체의 상부에 다수개의 로울러가 회전가능하게 구비되어지도록 한 것이다.

청구항 1
지지체(10)의 상부에 로울러(20)가 구비되어진 발 받침대(A)에 있어서, 상기 지지체(10)는
상부가 경사진 측판(11)의 하부에 받침판(12)이 결합되어지며, 상기 측판(11)과 받침판(12)의
배면에 배면판(13)이 결합되어지고, 상기 측판(11)의 상부 양측에 각각 로울러지지편(14)이
결합되어지고, 상기 로울러지지편(14) 사이에 다수개의 상기 로울러(20)가 회전되게 결합되어
지되, 상기 로울러지지편(14)의 수직부분에 축지지홀(141)을 형성하여 상기 축지지홀(141)에
로울러지지축(15)이 관통되게 결합되어지고, 상기 관통된 로울러지지축(15)이 로울러(20)의
단부에 형성된 지지홈(21)에 삽입되어 발을 로울러(20) 위에 올려놓고 구를때 회전되어지게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발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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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발 받침대의 분해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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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77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이동식 화단

등 록 번 호

제10-1270267호 (2013. 05. 27.)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이동식 화단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수조 상부에 원통형의 목재로 조립한
식재틀을 마련하고, 상기 식재틀과 수조에 급수장치를 구비시킴으로써, 식재틀에 식물을 식재
하여 실내 화단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조를 어항으로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테리어 효과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

청구항 1
이동식 화단(A)에 있어서, 수조(100)의 상부에 원통형 목재로 조립된 식재틀(200)이 1단
이상 설치되어 이루어지며, 상기 수조(100)는 상부가 개방된 형태로 내부에 물이 채움되어지
고, 상기 수조(100)와 식재틀(200)의 내부에는 급수장치(300)가 마련되어지되, 상기 급수장치
(300)는 수조(100) 내부에 구비되는 순환펌프(310)와, 상기 순환펌프(310)와 연결되어 상기
식재틀(200) 내부에 구비되는 급수라인(320)으로 되고, 급수라인(320)의 외주연부에는 하나
이상의 급수구(321)가 돌출되어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식 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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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78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목질 고형분을 포함한 슬러리의 고압 반응기용 해압 리듀서

등 록 번 호

제10-1258638호 (2013. 04. 22.)

대표발명자

최석환 (이수민, 02-961-2742, lesoomin@korea.kr)

본 발명의 목질 고형분을 포함한 슬러리의 고압 반응기용 해압 리듀서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반응기 후단과 상기 모세관 전단 사이를 연결하는 내부 연결 통로 중 적어도 일부가
상기 반응기로부터 상기 모세관으로 갈수록 단면폭이 기설된 구배를 가지고 점차 감소하는
단면 축소부를 형성하여, 목질 고형분을 포함한 슬러리로부터 물의 초임계 조건을 이용해
당화 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해압부로의 미분해된 슬러리 고형분의 유동성과 통과성을
향상시켜 충전과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해압부 이전에 설치되는 거름장치를 생략할 수 있고
부분 운전중단 횟수의 저감할 수 있으며 고온 및 고압 상태에서의 연속 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청구항 1
목분 슬러리를 담아 저장 공급하는 원료 슬러리 탱크, 증류수를 담아 저장 공급하는 공정수
탱크, 상기 공정수 탱크에 연결되어 공급된 상기 증류수를 초임계수로 가열하는 예열기, 상기
시료 탱크로부터 공급되는 목분 슬러리와 상기 예열기를 통해 가열 공급된 초임계수를 서로
반응시키는 반응기, 상기 반응기로부터 나온 당화 생성물을 대기압 상태로 해압하기 위한
모세관, 상기 반응기 후단과 상기 모세관 전단 사이를 연결하는 해압 리듀서 및 상기 모세관을
통해 대기압 상태로 해압되어 인출된 상기 당화 생성물을 담아 저장하는 저장조를 포함하고,
상기 해압 리듀서는, 상기 반응기 후단과 상기 모세관 전단 사이를 연결하는 내부 연결 통로중
적어도 일부가 상기 반응기로부터 상기 모세관으로 갈수록 단면폭이 기설된 구배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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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감소하는 단면 축소부가 구비되는 목질 고형분을 포함한 슬러리의 고압 반응기용 해압
리듀서

도면 1. 필터를 채용한 기존 당화액 생산공정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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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79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세굴방지용 목재블록, 목재블록구조물 및 그 설치방법

등 록 번 호

제10-1239223호 (2013. 02. 26.)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호안블록의 경사각에 대응되는 경사면을 가지는 역삼각 틀재형 목재블록을 저수
호안의 사면에 시공함으로써, 하천의 세굴로 인한 제방의 붕괴를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면
서도, 채움돌이 이루는 공극을 통해 생태계 보존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유수가 목재블록과 채움돌 사이의 틈새를 통해 통과 가능하므로 우선 수압을
분산시킬 수 있고, 내부 채움돌, 잔가지로 된 스크리닝 보호막 등에 의해 근입 하상부까지
수압이 전달되는 정도를 크게 낮추어 주기 때문에 기초 근입부의 세굴 및 침하를 발생시키는
것을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접촉산화여과재로써 채움돌이 오염물질과 접촉함으로
침전 또는 흡착을 일으키고 여기에 자연석의 표면에 형성되어진 세균, 조류, 원생동물 등의
미생물로부터 구성되는 생물막에 의하여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하는 역간접촉산화작용으로
수질정화의 효과가 있고, 목재에서 후민질이 방출, 석회조류에 작용하여 그 번식을 막아주게
되므로 해양 생물 다양성 감소, 수질의 악화, 수중의 CO2농도 상승의 원인이 되는 백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청구항 1
다수의 목재(10)를 연결하여 상부가 개방된 박스형상으로 형성하되, 사각형 횡단면형상과,
상측으로 갈수록 가로너비가 확장되는 사다리꼴 종단면 형상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굴방지용 목재블록(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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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80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목탄 분말을 포함하는 부직포 및 그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239228호 (2013. 02. 26.)

대표발명자

안병준 (02-961-2741, lesoomin@korea.kr)

임산소재연구과

본 발명은 목탄 분말을 포함하는 부직포 및 그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목탄, 항균제
및 폴리머를 혼합하여 액상의 Melt- Blown을 제조하는 단계로서, 상기 항균제는 Zn, Cu
및 Mn 위 나노화합물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단계, 상기에서 제조된 액상의 멜트블로운에
폴리머를 추가적으로 혼합하여 단섬유를 뽑아 폴리머를 개면화시키는 단계, 개면된 폴리머
원면을 균일하게 1,2차로 혼합시켜 원면량을 균일하고 일정하게 공급하여 해면시켜주는 해면
단계, 혼합된 원면을 하나하나의 얇은 막의 섬유상태인 Web상태의 섬유규조로 개섬시키는
단계 및 원면을 뜨거운 롤 2개로 녹여서 섬유 간에 결합시키는 공정과, 검단 전에 롤 상태로
감는 권취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탄을 이용한 부직포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목탄, 항균제 및 폴리머를 혼합하여 액상의 멜트블로운(Melt-Blown)를 제조하는 단계로서,
상기 항균제는 Zn, Cu 및 Mn의 나노화합물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단계; 혼합하여 단섬유
를 뽑아 폴리머를 개면화시키는 단계; 개면된 폴리머 원면을 균일하게 1,2차로 혼합시켜 원면
량을 균일하고 일정하게 공급하여 해면시켜 주는 해면 단계; 혼합된 원면을 하나하나의 얇은
막의 섬유상태인 Web상태의 섬유구조로 개섬시키는 단계; 및 원면을 뜨거운 롤 2개로 녹여서
섬유 간에 결합시키는 공정과, 검단 전에 롤 상태로 감는 권취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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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탄을 이용한 부직포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목탄은 참나무 백탄을 액상의 멜트블로운 전체 중량대비 1-5 중량％ 사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탄을 이용하는 부직포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폴리머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초산비닐에틸렌(Ethylene
Vinyl Acetate), 폴리에스테르(Polyester),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또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액상의 멜트블로운 전체 중량대
비 95-98 중량％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탄을 이용하는 부직포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항균제는 액상의 멜트블로운 전체 중량대비 0.1∼1.0중량％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탄을 이용하는 부직포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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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81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목타르로부터 고열량물질의 제조 방법

등 록 번 호

제10-1224062호 (2013. 01. 14.)

대표발명자

조태수 (이수민, 02-961-2742, lesoomin@korea.kr)

본 발명은 목타르로부터 고열량 물질의 제조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목타르를 용제로 추출
하여 추출물을 얻는 단계, 추출물에서 용제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목타르로부터 고열량
물질의 제조방법을 나타낸다. 목타르로부터 고열량 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먼저 목타르를
20~30℃, 상압의 압력 하에서 30분~1시간 동안 용제로 추출하는데 추출공정을 1~3회 반복
추출할 수 있다. 이 때 사용하는 용제는 헥산과 알코올이 혼합된 혼합용제를 사용하며, 헥산과
알코올이 1~9:9~1의 부피비로 혼합된 혼합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알코올은 탄소수가 1 내지
10개인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알코올의 일예로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부탄올
또는 펜탄올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제조 공정에서 수집되어 폐기처분되는 목타르의 재활용을 이용할 수 있어 목타르
폐기처리에 따른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에너지 활용차원에서 다양한 산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도 폐자원의 유효이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항 1
목타르를 용제로 추출하여 추출물을 얻는 단계와 상기의 추출물에서 용제를 제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타르로부터 고열량 물질의 분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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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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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82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목재 수제

등 록 번 호

제10-1219756호 (2013. 01. 02.)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목재 수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간벌재를 이용하여 목재 수제를 제조함
으로써 하안이나 제방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수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구항 1
수제 프레임(100)에 수평부재(200)가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목재 수제에 있어서, 상기 수제
프레임(100)은 삼각지지부(110)(110')가 두 개 이상 서로 이격 배열되고, 상기 이격 배열된
두 개 이상의 삼각지지부(110)(110')가 두 개의 가새부재(120)(120')에 의하여 연결되어지되,
상기 삼각지지부(110)(110')는 2개의 지지재(111) 상부가 서로 교차되어 결합되고 하부가
상호 벌어지며, 상기 지지재(111)의 교차결합부에 수직재(112)가 수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
고, 상기 수평부재(200)는 두 개의 받침부재(210)(210')가 상기 일측의 삼각지지부(110)와
타측의 삼각지지부(110')에 각각 결합되고, 상기 두 개의 받침부재(210)(210') 상부에 다수
개의 원주목(220)이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재 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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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83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목재호안방틀, 목재호안방틀의 시공구조 및 시공방법

등 록 번 호

제10-1207347호 (2012. 11. 27.)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산림에서 수확한 간벌재를 토목구조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원목의 2면
또는 4면을 두께가 일정하게 조정되도록 제재한 바닥, 전면, 횡면 및 후면의 벽체 부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이전에 패널 식으로 조립한 후, 현장에서는 벽체를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간소화된 공정으로 목재호안방틀을 조립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
는 가공작업 없이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고, 나아가 공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생력화된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는 목재호안방틀, 목재호안방틀의 시공구조 및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청구항 1
사각형의 전방프레임(10)과 후방프레임(20)의 상·하부가 연결부재(30)에 의하여 연결 결합
되어지는 목재호안방틀(A)에 있어서, 상기 전방프레임(10) 및 후방프레임(20)은 전방 상·하부
수평부재(110)(110') 및 후방 상·하부 수평부재(210)(210')의 전면 좌,우측에 전방세로부재
(120)(120') 및 후방 세로부재(220)(220')가 각각 결합되어 구성되어지고, 상기 전방프레임
(10) 및 후방프레임(20)의 좌측에는 상기연결부재(30)의 좌측 상·하부 연결부재(310)(320)가
결합되고 우측에는 우측 상·하부 연결부재(310')(320')가 결합되어지되, 좌측에는 상기 전방
상·하부 수평부재(110)(110') 및 후방 상·하부 수평부재(210)(210')의 좌측단부가 상기좌측
전, 후방세로부재(120)(220)의 외측으로 내밀어져 내민부(111)(111') (211)(211')가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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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결합되어 상기 전, 후방 상부수평부재(110)(210)의 전, 후방 상부내민부(111)(211)에
상기 연결부재(30)의 좌측 상부 연결부재(310)가 얹혀지도록 결합되고, 상기 전, 후방 하부수
평부재(110')(210')의 전, 후방 하부내민부(111')(211')에 상기 연결부재(30)의 좌측 하부 연
결부재(320)가 얹혀지도록 결합되며, 우측에는 상기 전, 후방 상부수평부재(110)(210)의 마구
리에 상기 연결부재(30)의 우측 상부 연결부재(310')가 맞대어지도록 결합되고, 상기 전, 후방
하부수평부재(110')(210')의 마구리에 상기 연결부재(30)의 우측 하부 연결부재(320')가 맞대
어져 결합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재호안방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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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84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목탄 분말을 포함하는 신발깔창 및 이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190264호 (2012. 10. 05.)

대표발명자

안병준 (02-961-2741, bjahn@korea.kr)

본 발명은 목탄 분말을 포함하는 신발깔창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목탄, 폴리머, 가교제, 가교조제, 가공조제, 발포제, 발포조제, 백색도증진제 및 항균제를 혼합
하여 컴파운드를 제조하는 단계, 상기의 컴파운드를 압연하여 컴파운드의 두께를 조정하고
쉬트를 만드는 단계, 상기의 쉬트를 프레스기에 넣고 발포성형하여 발포체를 얻는 단계, 상기의
발포체 밑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발포체와 섬유를 합포한 후 압착하는 단계 및 상기의 발포체
와 섬유를 합포 후 압착한 다음 건조하여 압착하고 신발깔창 형태로 재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목탄 분말을 포함하는 신발깔창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아크릴우레탄계열의 폴리머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고분
자수지 100중량부에 대하여 목탄으로써 1000∼1300℃의 고온에서 생산한 참나무백탄 또는
1000∼1300℃의 고온에서 생산한 대나무숯 1∼5중량부, 가교제 0.5∼1.0중량부, 가교조제
0.1∼0.3중량부, 가공조제 0.5∼1.5중량부, 발포제 4∼6중량부, 발포조제 4∼5중량부, 백색
도증진제 3∼5중량부 및 항균제로써 은(Ag) 나노화합물, 산성백토, 녹차추출물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 0.4∼0.6중량부를 혼합하여 컴파운드를 제조하는 단계, 상기의 컴파운드를
압연하여 컴파운드의 두께를 조절하고 쉬트를 만드는 단계, 상기의 쉬트를 프레스기에 넣고
발포성형하여 발포체를 얻는 단계, 상기의 발포체 밑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발포체와 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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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포한 후, 압착하는 단계 및 상기의 발포체와 섬유를 합포 후 압착한 다음 건조하여 압착하고
신발깔창 형태로 재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탄 분말을 포함하는 신발깔
창의 제조방법.

도면 1.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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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85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난간 녹화시스템

등 록 번 호

제10-1185814호 (2012. 09. 19.)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교량 또는 아파트의 난간에 넝쿨식물 또는 화초가 식재되어지는 식재용기를 설치
하여 자동급수조절장치를 통하여 자동으로 급수 및 배수시켜 난간을 녹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도시열섬효과를 억제하여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도시생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난간녹화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넝쿨식물 또는
화초를 통해 난간이 녹화되는 것에 의하여, 실내의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증발산을 통하
여 실내의 습도를 유지시켜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는 난간녹화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자동급수조절장치를 통하여 넝쿨식물 또는 화초에
자동으로 급수 또는 배수시키는 것에 의하여, 아파트의 베란다에서의 관수의 위험이 감소될
수 있고,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난간녹화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청구항 1
교량 또는 아파트의 난간(10)에 넝쿨식물 또는 화초가 식재되어지는 난간녹화시스템에 있어
서, 상기난간(10)의 가로부재(11)의 내측 또는 외측에 식재용기(20)의 일측이 결합구(30)에
의하여 결합되어지고, 상기난간(10)의 일측에는 수조(40)가 구비되고, 상기 수조(40)에는 급수
공(42)과 배수공(41)이 형성되어 급수관(50)과 배수관(60)이 상기 급수공(42)과 상기 배수공
(41)을 통하여 연통되도록 구비되어지되, 상기 급수관(50)은 상기 수조(40)의 내부에 구비된
순환펌프(70)와 연결되어지며, 상기급수관(50)에는 상기 식재용기(20)에 급수되도록 다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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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수분기관(51)이 구비되고, 상기식재용기(20)의 하부에는 배수부(22)가 구비되어 상기
배수부(22)가 상기 배수관(60)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난간녹화시스템

도면 1. 난간녹화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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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목재포장블록

등 록 번 호

제10-1185816호 (2012. 09. 19.)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에 의하면, 목재가공 현장에서 용도가 없어서 주로 곧바로 폐기되는 단척재나 통나무
를 목구면 방향, 섬유방향, 방사방향 등으로 절단된 목재편을 고강도의 탄성을 가진 보강망에
접합하여 일체화된 보도블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도, 주차장, 공원 등의 산책로 또는
집안의 정원 바닥 등을 친자연적이면서 경제적으로 포장할 수 있고, 기존의 딱딱한 콘크리트나
시멘트제 블록 및 투수 콘크리트를 이용한 것보다 보행자의 보행성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지반 위에 형성된 바닥 보강망에 목재편을 접합시켜 일체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목재편 하나하나가 가지는 침하력을 보강할 수 있고, 보행 반발력을 증가시켜
접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닥 보강망이 갖는 강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목재포장블록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바닥 보강망의 양단에 주변 구조체를 설치하여 목재편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반을 안정시킬 수 있고, 침수에 의하여 목재편이 위로 뜨지 않게 할 수 있고,
보행감을 크게 향상시키게 할 수 있다.

청구항 1
보행자용 도로에 설치되는 목재포장블록에 있어서, 바닥 보강망(100)이 그 테두리 영역이
고정핀(250)에 의하여 지반 위에 고정되도록 설치되고, 상기 바닥 보강망(100)의 상면에 복수
개가 결속되는 목재편(200)이 배치되어 상기 목재편(200)이 소정의 접합수단(150)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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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바닥 보강망(100)의 상면과 접합되며, 상기 바닥 보강망(100)의 테두리 영역 상이고,
또한 상기 목재편(200)의 외측면에 주변 구조체(300)가 상기 목재편(200)과 연결되도록 설치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재포장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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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2종의 리그닌 분해효소 발현 형질전환체, 그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환경호르몬 분해방법

등 록 번 호

제10-1185823호 (2012. 09. 19.)

대표발명자

이성숙 (유선화, 02-961-2705, shryu@korea.kr)

본 발명은 2종의 리그닌 분해효소 발현 형질전환체, 그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환경호르
몬 분해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락카아제 유전자와 망간 퍼옥시다아제 유전자를
동시에 발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조합벡터 pMnP-gLac 및 그의 제조방법.
상기 재조합 벡터 pMnP-gLac로 형질전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충버섯 또는 아교버섯
의 형질전환체 및 그의 제조방법 및 상기 형질전환체를 이용하여 리그닌 또는 환경호르몬을
분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보편화된 일회용 용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환경호르몬이
인간의 체내에 축적되어 체내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불임(不姙), 기형아
출산 또는 암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리그닌 분해효소를 가진
백색부후균이라 불리는 버섯이 환경호르몬 분해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 백색부후
균의 형질전환체는 락카아제 또는 망간 퍼옥시다아제 중 하나의 유전자만을 삽입한 형질전환체
로서 생물학적 분해능을 실질적으로 미흡한 단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비스페놀 A와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등과 같은 환경호르몬 분해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락카아제 및 망간 퍼옥시다아제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하는 재조합 벡터를 도입한 형질전
환체를 제공한다.

청구항 1
(1) 락카아제(laccase) 유전자와 망간 퍼옥시다아제(Mn peroxidase) 유전자를 동시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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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2) 상기 락카아제의 발현유전자는 서열번호 6으로 표시되는 염기서열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3) 상기 망간 퍼옥시다아제의 발현 유전자는 서열번호 7로 표시되는 염기서열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재조합벡터 pMnP-gLac

도면 1. 아교 Laccase 발현 벡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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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생나무 가지 기슭막이 시공방법

등 록 번 호

제10-1164920호 (2012. 07. 05.)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하천이나 계곡의 표토층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기슭막이의 시공방
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생나무의 가지를 기슭막이 및 바닥깔개로 이용하여 제방에 활착․착생시
킴으로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튼튼해지고 지형에 적합하게 어우러지게 되어지는 굴요성(屈橈
性)이 우수하며, 친환경적인 기슭막이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비탈진 토양의 표토층이 유수에 의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슭막이 시공방법에 있어서,
비탈면을 정비하는 단계(S1), 상기 정비된 비탈면에 생나무 말목을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꺾꽂이 방식으로 박는 단계(S3), 상기 비탈면에 박아진 말목을 중심으로 하여 어린 생나무
가지로 울타리를 얽는 단계(S4), 상기 울타리 사이에 생나무 가지를 꺾꽂이 방법으로 꽂는
단계(S5), 및 상기 꺾꽂이 위에 흙이나 잡석을 깔아주는 단계(S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슭막이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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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89

담 당 부 서

임산소재연구과

발명의 명칭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포함하는 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그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164650호 (2012. 07. 04.)

대표발명자

이선영 (권재경, 02-961-2763, gwonjg@korea.kr)

본 발명은 『목질계 나노복합소재 개발』과제로부터 고압호모지나이저를 이용하여 셀룰로오
스 나노섬유를 제조하여 용매전처리 공정을 거쳐리튬이온전지용 분리막을 개발하였다. 셀룰로
오스 나노섬유 분리막은 상용화된 PE 또는 PP/PE/PP 분리막들과 전기화학적 산화반응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4.6V 이하에서 동등한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보이며, 어떠한 요소들의
분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분리막의 Gurley value는 isopropyl alcohol:
물의 비율을 70:30, 90:10, 100:0의 비유로 분리막을 제조했을 때 각각 4749, 1045, 1003
s/100㏄ air로 PP/PE/PP 분리막의 Gurley value 500 s/100㏄ air보다 높았다. 그러나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양을 50, 40, 30 ㎖의 양으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분리막을 제조했을
때 Gurley value는 각각 788, 550, 497 s/100cc air로 감소하여 공기투과도가 크게 증가하였
는데, 이는 30 ㎖의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양으로 분리막을 제조시 공기투과도가 상용화된
PP/PE/PP 분리막 보다 우수함을 보여준다. 이 분리막의 전기저항값과 이온전도도는 각각
1.127 Ω과 0.750 ㎳/㎝로 PP/PE/PP 분리막의 1.356 Ω과 0.734 ㎳/㎝보다 우수하였다.
또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분리막은 극성 전해액인 EC/PC에서도 우수한 젖음성을 보여
원할한 충방전을 보이는데, 상용화된 PP/PE/PP 분리막의 경우는 극성 전해액인 EC/PC에서
전혀 충방전을 보이지 않았다.150℃에서 30분간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상용화된 PP/PE/PP
분리막은 36%의 치수의 감소를 보였으나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분리막은 전혀 치수감소가
일어나지 않아 열적 안정성이 우수함을 보였다. Open circuitvoltage drop(저전압특성)을
측정했을 때,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분리막은PP/PE/PP 분리막과 거의 비슷한 특성을 보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방전(self-discharge)가 일어나지 않았다. 30 ㎖의 셀룰로오스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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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 양으로 제조된 분리막은 율별방전용량(Discharge C-rate capacity)을 측정했을 때,
고율방전 조건(1 및 2C)에서 PP/PE/PP 분리막보다 우수하여 리튬이온전지의 분리막으로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항 1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포함하며, 통기도값이 10 내지 1000 sec/100㏄·air인 이차전지용
분리막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들 사이에 형성된 미세 다공성구조를 포함하고, 다공
성 구조는 기공도가 10 내지 80%(v/v)이고, 기공의 크기는 0.01 내지 10 ㎛인 이차전지용
분리막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분리막의 두께는 5 내지 30 ㎛인 이차전지용 분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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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90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샌드블라스팅 방식을 이용한 목탄판의 조각기법 및 그 제작품

등 록 번 호

제10-1164626호 (2012. 07. 04.)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 민, 02-961-2731, mlee81@korea.kr)

본 발명은 변형이나 부식이 전혀 없으며 치수안정성과 보존성이 탁월한 목탄판 위에 모래분
사방식을 이용하여 원목의 춘재부와 추재부의 강약에 따라 양각과 음각으로 조각하면서 표현
가능한 문자, 문양, 로고 등을 목탄판 위에 제작하는 샌드블라스팅 방식을 이용한 목탄판의
조각기법 및 그 제작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샌드블라스팅 방식을 이용한 목탄판의 조각기법은, 무늬목이 부착된 MDF를
탄화한 목탄판을 소재로 사용하여, 목탄판의 춘재부와 추재부의 경도의 차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제(下塗劑)를 도포하는 단계, 글씨나 그림을 작품화한 서고(書稿)나 화고(畵稿)를
상기 목탄판에 부착하는 단계, 상기 서고 또는 화고에서 연마사 입자가 분사될 부분을 목탄판에
서 제거하는 단계, 상기 목탄판에 샌드블라스팅 방식으로 연마사 입자를 분사하여 상기 서고
또는 화고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문양을 형성하는 단계를 거쳐서 제작하며, 상기 목탄판은
탄화시키기 전에 MDF에 0.2~1.0㎜ 두께의 무늬목을 부착하여 탄화시킨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
MDF를 탄화한 목탄판을 소재로 하여 샌드블라스팅 방식을 이용한 목탄판의 조각기법에
있어서, 목탄판에 하도제(下塗劑)를 도포하는 단계, 글씨나 그림을 작품화한 서고(書稿)나 화고
(畵稿)를 상기 목탄판에 부착하는 단계, 상기 서고 또는 화고에서 연마사 입자가 분사될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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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탄판에서 제거하는 단계, 상기 목탄판에 샌드블라스팅 방식으로 연마사 입자를 분사하여
상기 서고 또는 화고에 문양을 형성하는 단계를 거쳐서 제작하며, 상기 목탄판은 탄화시키기
전에 MDF에 0.2~1.0㎜ 두께의 무늬목을 부착하여 탄화시킨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샌드블
라스팅 방식을 이용한 목탄판의 조각기법

도면 1. 그림을 본 발명에 따른 조각기법으로 조각한 조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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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원통형 단판적층재의 제조장치

등 록 번 호

제10-1153451호 (2012. 05. 30.)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목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절삭한 단판을 벨트모양으로 연결된
대상(帶狀)단판으로 제조하고, 이를 원통형 강관 위에 한켜 말고 접착제를 도포한 후, 다시
대상단판을 뒤집어서 접착하는 것을 반복하여 복수 개의 층으로 겹쳐지도록 감고, 이를 압체한
후 원통형 강관을제거하여 내부가 비어있는 원통형의 단판적층재를 제조하는 것에 의하여,
천연 목재 기둥의 갈라짐이나 뒤틀림 등의 결함을 해소할 수 있는 원통형 단판적층재의 제조방
법 및 제조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원목을 로타리레이서로
절삭한 단판을 원통형으로 접착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게 소정의 방부처리 및 난연처
리를 하는 것에 의하여, 단판의 내부에 방부제 및 난연제의 침투가 골고루 균질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단판적층재의 전층이 높은 방부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내화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통형 단판적층재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내부에 형성된 중공을 공조닥트로 이용하거나, 콘크리트
원통기둥의 거푸집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목재화장의 기둥으로 그대로 존치시킬 수
있는 원통형 단판적층재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청구항 1
(1) 목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소정의 폭만큼 절삭하여 단판(10)을 제조하고,
상기 절삭된 단판(10)을 벨트모양으로 연결하여 대상단판(20)을 형성하는 단계(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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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대상단판(20)을 원통형 강관(30)에 제1 각도로 경사지도록 감아 제1 대상단판층
(35)을 형성하는 단계(S200)
(3) 상기 제1 대상단판층(35) 상에 주제와 경화제가 혼합된 접착제(40)를 도포하는 단계
(S300)
(4) 상기 접착제(40)가 도포된 제1 대상단판층(35) 상에 상기 대상단판(20′)을 상기 제1
대상단판층(35)의 대상단판(20)과 교차되도록 뒤집어 감되, 상기 제1 각도에 대하여
역방향의 제2 각도로 경사지도록 감아 제2 대상단판층(45)을 형성하는 단계(S400)
(5) 상기 제2 대상단판층(45) 상에 주제와 경화제가 혼합된 접착제(40)를 도포하는 단계
(S500)
(6) 상기 접착제(40)가 도포된 제2 대상단판층(45) 상에 무늬목(60)을 붙이고, 상기 접착제
(40)를 경화시키는 단계(S600)
(7) 상기 원통형 강관(30)을 분리하는 단계(S7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통형
단판적층재의 제조방법

도면 1. 원통형 단판적측재의 제조자치를 나타내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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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92

담 당 부 서

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수동식 원통형 단판적층 성형장치

등 록 번 호

제10-1200380호 (2012. 03. 12)

대표발명자

서진석 (이상민, 02-961-2711, sml5@korea.kr)

본 발명은 원통형 단판적층재를 성형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단판을
적층시켜서 필요로 하는 직경과 길이를 갖는 원주형 또는 원통형의 적층재를 성형함으로써,
원목에서 발생하는 할렬이나 갈라짐 및 터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원통형 단판적층재 및
이를 성형하기 위한 수동식 원통형 단판적층 성형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수동식 원통형 단판적층 성형장치는, 길이방향을 따라 중심에 위치하는
원주목; 상기 원주목의 양단에 각각 끼워져서 장착되는 제1척 및 제2척(chuck); 상기 제1척
및 제2척의 양단 외측으로 각각 돌출 설치된 제1축 및 제2축; 상기 제1축의 단부에 부착
고정되어 설치되고, 상기 원주목을 회전시키기 위한 핸들; 양단에 상기 제1 및 제2축을 각각
거치시키기 위한 수직지지대를 구비한 거치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원주목을 회전시키
면서 심재 외주면에 단판을 적층 압착시켜 적층재를 성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
길이방향을 따라 중심에 위치하는 원주목, 상기 원주목의 양단에 각각 끼워져서 장착되는
제1척 및 제2척(chuck); 상기 제1척 및 제2척의 양단 외측으로 각각 돌출 설치된 제1축 및
제2축, 상기 제1축의 단부에 부착 고정되어 설치되고, 상기 원주목을 회전시키기 위한 핸들
양단에 상기 제1축 및 제2축을 각각 거치시키기 위한 수직지지대를 구비한 거치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원주목을 회전시키면서 원주목 외주면에 단판을 적층 압체시켜 적층재를 성형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식 원통형 단판적층 성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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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수동식 단판적층 성형장치 및 일부를 분해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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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93

담 당 부 서

발명의 명칭

X선 스캐너를 이용한 목재의 강도 예측 방법

등 록 번 호

제10-1121068호 (2012. 02. 21.)

대표발명자

심국보 (02-961-2721, kbshim@korea.kr)

목재공학연구과

본 발명은 X선 스캐너를 이용한 목재의 강도 예측 방법에 관한 것으로 엑스레이(X-ray)를
이용하여 촬영된 목재 영상으로부터 목재 내부의 결함(옹이)을 판별하고, 결함의 침투비(옹이
침투비)를 계산하여 목재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하게, 본 발명은 목재를 엑스레이
를 사용하여 촬영한 후, 옹이를 탐지하고, 탐지된 옹이를 제외한 건전부의 평균 밀도값과 옹이
의 밀도값을 통해 2차원 배열영상인 옹이 침투비(Knot Depth ratio;KDR)를 산출하여, 옹이
침투비에 기초한 최대 단면계수 감쇠비를 통해 휨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획득한 2차원 영상에 밀도를 결합하여 옹이의 깊이
를 3차원적으로 예측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제 목재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

청구항 1
목재를 X선을 사용하여 촬영한 후, 옹이를 탐지하는 1단계; 상기 1단계에서 탐지된 옹이를
제외한 영상의 평균 밀도값(ρC)을 산출하는 2단계; 상기 1단계에서 탐지된 옹이만을 나타낸
영상을 사용하여 각 픽셀별 옹이 침투비(KDR)를 구하는 3단계; 상기 옹이 침투비에 기초하여
최대 단면계수 감쇠비를 산출하는 4단계; 및 상기 최대 단면계수 감쇠비를 통해 휨강도를
예측하는 5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옹이 침투비를 구하는 3단계는, 데이터 베이스에 수종별로
저장된 옹이의 밀도값(ρK), 상기 2단계에서 산출된 건전부의 평균 밀도값(ρC), 및 상기 X선에
의해 탐지된 옹이의 각 필셀별 밀도(ρij)를 사용하여 하기의 식을 통해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X선 스캐너를 이용한 목재의 강도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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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목재의 강도 예측 방법을 나타낸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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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94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심재 보강 원주목

등 록 번 호

제10-1121054호 (2012. 02. 21.)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심재 보강 원주목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중심부의
심(Pith)을 제거한 중공의 간벌재 원주목의 내부에, 철재나 그라파이트(Graphite) 또는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파이프의 심
재를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원목에 비하여 가벼우면서도 외부의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심재 보강 원주목의 양측에 숫나사산 및 암나사산을 형성함으로
써, 수평방향으로의 연장설치가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중심부의 심(Pith)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주목을 건조함으로써, 응력에 의한 원주목의 크랙을 미연에 방지하여, 친환경주의
를 추구하는 최근 추세에 따른 구조물의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한 심재 보강 원주목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항 1
원주목(10)의 내부에 심재(20)가 삽입되어 보강되어지는 심재 보강 원주목(A)에 있어서,
상기 원주목(10)의 내부를 파내어 공간부(110)가 형성되게 하고, 상기 공간부(110)의 내주연부
에 암나사산(111)이 형성되게 하며, 상기 심재(20)의 외주연부에는 숫나사산(211)이 형성되게
하여, 상기 심재(20)가 상기 원주목(10)의 공간부(110)에 나사결합되어 삽입되어지되, 상기
원주목(10)의 일측에는 상기 심재(20)가 깊게 삽입되어 암나사끼움홈(120)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재 보강 원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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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95

담 당 부 서

목재산업연구과

발명의 명칭

목탄판을 이용한 서각판의 제조방법

등 록 번 호

제10-1106959호 (2012. 01. 11.)

대표발명자

박상범 (이상민, 02-961-2711, sml5@korea.kr)

본 발명은 변형이나 부식이 전혀 없으며 보존성이 탁월한 목탄판 위에 글씨, 그림, 문양
등을 조각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지니는 동시에 영구보존이 가능한 목탄판을 이용한 서각(書
刻)판의 제작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목각판을 이용한 서각판의 제작방법은, 나무판의 표면에 무늬목을 부착하는
단계; 글씨나 그림, 문양을 종이에 작품화한 서고(書稿)를 상기 나무판에 부착하는 단계; 나무판
에서 글씨나 그림, 문양은 양각(陽刻)으로 남기로 여백부분은 파내는 단계; 글씨나 그림, 문양이
조각된 나무판을 목탄화하는 단계; 목탄화 된 서각(書刻)판을 채색하는 단계를 거쳐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
나무판의 표면에 무늬목을 부착하는 단계; 글씨나 그림, 문양을 종이에 작품화한 서고(書稿)를
상기 나무판에 부착하는 단계; 나무판에서 글씨나 그림, 문양은 양각(陽刻)으로 남기고 여백부분
은 파내는 단계; 글씨나 그림, 문양이 조각된 나무판을 목탄화하는 단계; 목탄화 된 서각(書刻)판
을 채색하는 단계를 거쳐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탄판을 이용한 서각판의 제작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나무판은 원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목탄판을 이용한 서각판의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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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탄화 단계는 800∼1,200℃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탄판을 이용한 서각판의 제작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늬목은 나무판의 양면에 붙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탄판을 이용
한 서각판의 제작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탄화 단계에서, 탄화과정에서의 할렬과 변형을 억제하기 위하여
하중을 가할 수 있는 중량판을 상기 나무판 위에 적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탄판을
이용한 서각판의 제작방법.

도면 1. 서각판 제작방법을 나타낸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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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96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이동식 목재화단 옹벽

등 록 번 호

제10-1102268호 (2011. 12. 28.)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통형의 목재로 조립된 식재틀을
인공지반으로 만들어 통풍이 좋도록 하고, 여기에 초경량 인공토양으로 화산석의 일종인 펄라
이트(perlite)를 원재료로 하는 천연 무기질의 토양을 채움하여 음지식물 위주의 식물군락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기 식재틀에는 급수조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실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고, LED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여 충분한 태양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또한 아파트의 베란다, 사무실의 파티션, 휴게 공간, 쇼핑몰, 화장실의 입구, 레스토랑,
현관 등에 선택적으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바퀴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급수
및 배수설비가 불필요하며, 다양한 높이를 갖는 형태의 화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단의
상부에 미니 분수를 마련함으로써, 가습효과는 물론 우수한 인테리어 효과를 갖도록 한 것이다.

청구항 1
이동식 화단(A)에 있어서, 수조(100)의 상부에 원통형 목재로 조립된 식재틀(200)이 1단
이상 설치되어 이루어지며, 상기 수조(100)와 식재틀 (200)의 내부에는 급수장치(300)가 마련
되어지되, 상기 급수장치(300)는 수조(100) 내부에 구비되는 순환펌프(310)와, 상기 순환펌프
(310)와 연결되어 상기 식재틀(200) 내부에 구비되는 급수라인(320)으로 되고, 급수라인(320)
의 외주연부에는 하나 이상의 급수구(321)가 돌출되어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식
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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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97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바자얽기 침상

등 록 번 호

제10-1101985호 (2011. 12. 27.)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바자 얽기 침상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굴곡이 심한 하상의변화에 따라 바자가
유연하게 설치되어 주변과 안정된 조화를 이루면서 세굴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바닥면이나 경사면이 변화할 경우 바자가 같이 변화되어지도록 하여 물의 흐름을
완화시키도록 하고, 아울러 바자간 사이로 다양한 틈새를 갖는 식생공간이 제공되어 지도록
하여 비회유성 생물이나 작은 어류 및 바닥에 사는 생물 등 다양한 수생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하천생태계의 자정능력을 되살리며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구항 1
바닥면이나 경사면에 설치되어지는 바자 얽기 침상(A)에 있어서, 상기 침상(A)은 하부가로부
재(101)와 하부세로부재(102)가 바닥 또는 경사면에 직립되게 박혀진 포스트(20)(20')(20")의
하부에 묶여져 격자 바닥틀(10)이 구비되어지고, 상기 포스트(20)(20')(20")의 상부에 상부가
로 부재(301)와 상부세로부재(302)가 묶여져 울타리틀(30)이 구비되어 공간부(31)가 형성되어
지며, 상기 공간부(31)에 바자얽기층(40)이 적층되어지고, 상기 바자얽기층(40)의 상부에 골재
(50)가 덮혀지며 상기 골재(50)가 덮혀진 울타리틀(30)에 천장가로부재(601)와 천장세로부재
(602)가 격자형태로 묶여진 천장틀(60)이 묶여져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바자 얽기 침상

nifos.fotest.go.kr 195

196

국립산림과학원

국내특허-098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건축용 목재 이력 관리 시스템

등 록 번 호

제10-1073974호 (2011. 10. 10.)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자재 이력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목조문화재
등의 복원이나 한옥건축물 등의 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 해당 구조물에 소요되는 구성품에
RFID태그(Tag)를 부착하고, RFID리더(Reader)를 통해 이를 감지하여, 해당 구성품에 대한
정보, 특히 목재의 수종, 옹이, 둥근모 등의 재질과 크기, 형상, 강도, 연륜폭, 원산지(생산지),
건조 등의 가공과정, 운송, 시공과정에 대한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해당 구조물의
축조 및 복원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최소화하며, 목조구조물의 자재인 목재의 품질관리
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자재 이력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
제1항에 있어서, 단계 (2)는, (2)-1) 시공자용 RFID리더를 통해 인도되는 자재에 설치된
RFID태그의 고유ID를 확인하고, 해당 고유ID와 인도정보를 매칭하여 저장하는 과정 (2)-2)
구조물이 시공되는 과정에서,해당 자재가 구조물의 시공에 사용되면, 해당 자제가 설치된 후,
시공자용 RFID리더를 통해 자재에 설치된 RFID태그의 고유ID를 확인하고, 해당 고유ID와
시공과정정보를 매칭하여 저장하는 과정 (2)-3) 구조물의 시공이 완료되면, 구조물에 사용된
자재들에 설치된 RFID태그의 고유ID를 모두 확인하고, 확인된 고유ID와 구조물정보 및 시공
업체정보를 매칭하여 저장하는 과정 및 (2)-4) 상기 고유ID에 매칭된 구조물정보 및 시공업체
정보를 포함하는 매칭데이터를 관리업체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자재 이력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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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자재 이력 관리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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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099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벤치 그네

등 록 번 호

제10-1071146호 (2011. 09. 30.)

대표발명자

이동흡 (황원중, 02-961-2734, wonjoung@korea.kr)

본 발명은 벤치 그네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목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프레임 상부 내측에
체인의 상단이 결합되어지고, 체인의 하단이 아암레스트를 갖는 벤치가 매달리도록 결합되어
짐으로써, 목재 특유의 재질감을 살려 정원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자에
앉아 아암레스트에 팔을 올려놓은 상태로 전후로 흔들리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게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구항 1
프레임(10)에 벤치(20)가 체인(30)으로 매달려지도록 구성된 벤치 그네(A)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10)은 각각의 A형 사이드 프레임(11)(11') 상단에 걸이바(12)가 평행하게 결합되어지
고, 상기 A형 사이드 프레임(11)(11')의 외측 상부에 각각 세로바(13)(13')가 결합되어지되,
상기 세로바(13)(13')의 양끝에 전면바(14)와 후면바(14')가 결합되어지고, 상기 A형 사이드
프레임(11)(11')의 후면 하부측에 연결바(15)가 결합되어지고, 좌,우측면 하부측에 지지바
(16)(16')가 결합되어지며,상기 벤치(20) 좌, 우측 아암레스트(23)(23') 전, 후에는 체인걸이부
(31a)(31b) (31a')(31b')가 각각 구비되어, 상기 체인(30)이 상기 체인걸이부(31a)(31b)
(31a')(31b')에 결합되어지면서 상기 걸이바(12)의 하부에 설치된 고정걸이부(32)에 결합되어
짐을 특징으로 하는 벤치 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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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100

담 당 부 서

목재공학연구과

발명의 명칭

제재목 등급의 자동화 구분 방법

등 록 번 호

제10-1071144(2011. 09. 30.)

대표발명자

김광모 (심국보, 02-961-2721, kbshim@korea.kr)

본 발명은 제재목 등급의 자동화 구분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형상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재목의 화상을 캡처하여 결합하고, 배경(컨베이어 벨트)을 제거하여 옹이를 검출한
후, 제재목의 등급별 품질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별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작업자의 심리상태 및 피로도 등에 따른 의사결정 기준과 무관하게 기계시
각을 이용하여 제재목의 등급을 판단함에 따라 일정한 작업 속도 및 품질의 일관성에 의해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가의 라인 스캔 카메라 대신 저가의 영역
카메라를 이용함에 따라 공정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청구항 1
송재속도로 이송중인 제재목의 화상을 실시간으로 캡처하는 단계; 상기 실시간으로 캡처된
하나 이상의 화상을 결합하는 단계; 상기 결합된 화면에서 배경을 제거하여 상기 제재목의
화상만 나타내는 단계; 상기 제재목의 화상 중 옹이를 검출하는 단계; 및 제재목의 등급별
품질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검출된 옹이의 정보에 따라 제재목의 등급을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제재목 등급의 자동화 구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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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송재속도는, 화상의 모션블러 양과 이동속도를 통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재목 등급의 자동화 구분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캡처된 하나 이상의 화상을 결합하는 단계는, 상기 캡처된 화상
내의 존재하는 결함을 기준으로 상기 하나 이상의 화상을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재목
등급의 자동화 구분 방법.

도면 1. 제재목 등급의 자동화 구분 방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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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용식물 재배법. 2000.
임업연구원 소장 곤충표본목록 Ⅱ
곤충류(나비목제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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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임업 및 임산업투자환경.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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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통계로 본 산림자원의 변화와 임산물 수급추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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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코린도 칼리만탄 조림지 임목자산 평가조사보고. 2008.
316. 임업경제동향 2008/여름. 2008.
317.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 현지조사 매뉴얼 -. 2008.
318. 수치임상도(1:25,000) 표준 제작체계. 2008.
319. 산림작업용 장비. 2008.
320.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 L.) - 생장특성과 관리기술
-. 2008.
321. 제주시험림 야생동물 생태도감. 2008.
322. 모두베기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2008.
323. 남산숲의 식생과 토양 특성. 2008.
324.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Ⅱ). 2008.
325. 지역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험림 조성 및 특산수종
발굴. 2008.
326. 수치임상도 제작 운영ㆍ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2008.
327. 영상탑재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08.
328.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Ⅴ). 2008.
329.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 일본 -. 2008.
330. 산림의 유전자원 보존. 2008.
331. 임업경제동향 2008/가을. 2008.
332. 외래 유전자 도입 포플러 데이터베이스. 2008.
333. 산림생태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 산지소생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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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유실수의 유용성분 분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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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국내외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2008.
337. 호두과피 탈피기 개발 및 이용. 2008
338. 품질인증 방부처리목재 수종별 방부처리도와 자상처리
기준 추가 타당성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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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산불피해지 생태변화 조사방법 매뉴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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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산림유전자원 종자목록 - 난대산림연구소 보유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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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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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20. 두륜산 산림생태지도. 2011.
421. 2011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제주시험림 산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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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CDM 국가 가이드. 2011.
조선에 있는 산림과 전설. 2011.
목질판상제품의 산업현황 및 국제표준화 동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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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제동향 2011/가을. 2011.
산림유전자원 현지내 보존림 현황. 20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감축활동 및 연구동향 – 미
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1.
미국의 도시녹지 수목 재적 및 바이오매스 평가. 2011.
숲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 2011.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현황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2006-2010)
주요 결과. 2011.
호두나무 재배기술. 2011.
일본의 보안림 정비지침 및 카나가와현 산림정비 사례. 2011.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진단 지침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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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제동향 2012/봄. 2012.
낙엽송의 개화결실 특성과 종자결실 증진. 2012.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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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제동향 2012/여름.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1996-2011). 201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정책. 2012.
산림작업안전매뉴얼. 2012.
제주도의 착생식물. 2012.
인도네시아의 REDD+: 인도네시아 국가전략 및 일본의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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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목조주택 설계 도면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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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이용. 2012.
해외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운영표준. 2012.
한국나비분포변화 1938-2011. 2012.
표고의 생화학적 특성. 2012.
사찰건축물 보존을 위한 임업적 산림재해 관리 방안. 2012.
주요 잔디해충의 생태와 관리. 2012.
외국도입수종재의 성질 및 용도. 2012.
목재를 이용한 주거환경이 지구환경 및 인간의 신체발달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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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종자의 저장과 종자수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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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학적 산림치유 프로그램 매뉴얼. 2012.
산림경관자원 조사․경관계획. 2012.
산림유역의 수질보전을위한 최적관리기법. 2012.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2012.
복분자딸기. 2012.
북한의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Ⅸ). 2012.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영국․독일편-. 2012.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2012.
유실수 특용수 전정기술. 20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 매뉴얼. 2012.
분재 재배 및 병해충 관리. 2012.
임업경제동향 2012/가을. 2012.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2013.
원목규격 및 재적표. 2013.
임업경제동향 2012/겨울. 2013.
2012 산림재해백서. 2013.
난대 자원화 유망수종 육성기반 조성 연구. 2013.
고사리 산지 식재기술(II). 2013.
일본의 목재이용촉진법 및 지역재 인증 규정. 2013.
주요국의 불법목재규제법 및 산림인증 규정. 2013.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3년 1호. 2013.
임업경제동향 2013/봄. 2013.
포플러 유전자 발현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매뉴얼. 2013.
산림생명공학 Q&A 자료집. 2013.
소아 환경성 질환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지침서. 2013.
임업경제동향 2013/여름. 2013.
헛개나무 간기능 개선 및 숙취해소 효과. 201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 가이드라인. 2013.
남부산림권역 곰솔 자원 및 임분관리. 2013.
수목대사체 분석 및 응용. 2013.
청량리 홍릉터의 역사와 의미. 2013.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사방(사방-자연과의 공존). 2013.
조선시대의 산사태 및 낙석피해 기록. 2013.
특용수종 음나무 및 두릅나무 재배기술. 2013
A List of Monocotyledonous Plants from Jeju Island.
2013.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II). 2013.
한국잔디에 발생하는 병해와 잡초. 2013.
방부처리목재의 경시적 야외 내후성 변화. 2013.
목재 에너지림을 위한 단벌기 경영기법 : 독일 바덴 뷰르템
베르크주(州)의 사례. 2013.
전과정평가를 통한 국산 원목의 수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013.
목질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기술과 공정. 2013.
우리나라 근대임업(양묘, 조림)에 대한 시험연구 자료. 2013.
산림토양진단 방법과 활용. 2013.
산림수자원조사 표준 매뉴얼. 2013.
산림토양 산성화 영향 모니터링 조사ㆍ분석 매뉴얼. 2013.
목재생산을 위한 작업도(로) 시설 방법. 2013.
마가목. 2013.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산림거미의 분

208

국립산림과학원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포와 풍부도의 변화예측. 2013.
대경간 목구조 건축 해외사례 모음집. 2013.
시민과 함께하는 인공새집 모니터링. 2013.
임업경제동향 2013/가을. 2013.
산림작업용 장비 및 임목수확시스템. 2013.
한국 산림전통지식 현황과 발전방향. 2013.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위
한 주요국의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전략. 2014.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2014.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Ⅹ). 2014.
국제산불심포지엄을 통해본 산불연구 및 정책동향. 2014.
2013 산림재해백서. 2014.
임업경제동향 2013/겨울. 2014.
일본 지자체의 산촌진흥 및 산촌재생을 위한 추진시책과 사례.
2014.
산업재산권 등록자료집(목재이용기술 100선). 2014.
산림과학 실험분석 적합화를 위한 선형 및 비선형 모형. 2014.
임도망 계획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14.
임업경제동향 2014/봄. 2014.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석기법과 그 응용. 2014.
숲속의 독버섯. 2014.
임업경제성분석 프로그램 매뉴얼. 2014.
산불위험지 조사 지침서. 2014.
표준재배 지침서(특용수 편). 2014.
임업경제동향 2014/여름. 2014.
농작물재해보험을 위한 복분자딸기 표준수확량 연구.
2014.
피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4.
유전자변형나무의 안정성평가에 관한 논의. 2014.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딱정벌레 풍부
도의 변화예측. 2014.
수목 유래 리그난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분석 자료(Ⅳ). 2014.
가선집재 작업매뉴얼. 2014.
천마의 생장과 기능성물질 생산. 2014.
경골목조건축 표준일위대가. 2014.
토종다래 재배기술. 2014.
전국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조정.
2014.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2014.
북미지역 산림치유 프로그램. 2014.
A List Dicotyledoneae herbaceous plants in Jeju
Island. 2014.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목재의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과 수축률
측정. 2014.
선흘곶자왈의 역사문화자원. 2014.
Standard and Specification of Wood Products. 2014.
한국의 재선충속(Bursaphelenchus) 선충. 2014.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산림식생 모니터링. 2014.
개화모니터링 매뉴얼. 2014.
새, 홍릉숲에 머물다. 2014.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물리성-. 2014.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화학성-. 2014.
자연휴양림 유지관리 매뉴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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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 주요 수종별 자원특성 및 임분관리. 2014.
균근성 버섯의 기초 배양 특성. 2014.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2014.
주요 국가의 산림수자원 관리 정책. 2014.
한국잔디유전자원. 2014.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북미 편-. 2014.
산림의 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2014.
나노셀룰로오스. 2014.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운영 체계. 2014.
임업경제동향 2014/가을. 2014.
국민안전과 국토보전을 위한 산사태 바로알기. 2014.
산지토사재해 표준행동지침(SOP). 2014.
산채 증식기술. 2014.
현지외보존 산림생명자원. 2014.
나라꽃 무궁화 품종도감. 2014.
세계 산림탄소 정책·시장 동향. 2015.
임업경제동향(겨울).2015.
2014 산림재해백서.2015.
물을 키우는 숲. 2015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임업기술(I). 201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대응방안.2015.
산지은행제도 사업별 이용의향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2015
임상도의 임분고 정보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입체위성영상
분석 매뉴얼. 2015
한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체계 변천(1975~2010년). 2015
일본 산림의 기능과 평가. 2015
한국의 산림 분야 국별협력전략(CPSF)수립. 2015
코스타리카의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2015
2015년 임업경제동향 봄호. 2015
기관운영전략 및 계획. 2015
녹지유형별 노린재의 분포와 다양성. 2015
홍릉숲 방문자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현황 파악과 경제적
가치평가. 2015
간벌과 목표 산림형. 2015
임업경제동향(여름호). 2015
대추나무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표준수확량. 2015.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파리 풍부도의
변화 예측. 2015
주요 용재수종 채종원의 유전간벌. 2015.
수목의 유전공학. 2015
옻나무의 유용물질 분리 및 구조동정. 2015.
염화칼슘에 의한 주요 수종의 생장 및 생리반응 특성. 2015.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시공 및 설계 가이드라인. 2015.
폐광지 및 폐채석장 복원 사례집. 2015.
잔디 표준재배관리기술. 2015.
관상산림자원(조겅주, 잔디)표준 생산 및 관리 기술. 2015.
제6차 세계산불총회 발표 논문 분석 자료집.2015.
차량용 목조교량 사례 및 설계예제집. 2015.
차량용 목조교량 요소기술 개발 및 구조성능 평가.2015.
다층 목조건축 사례 및 기술동향. 2015.
신개념 목질계 바이오연료, 반탄화 목재연료. 2015.
바이오매스 반탄화 산업화 전망. 2015.
마을숲 미래가치를 찾아서. 2015.
주요 실내 사용 목재의 연소 특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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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용 아미노계 수지 접착제. 2015.
알기 쉬운 흰개미 방제 가이드북. 2015.
가리왕산과 중왕산의 버섯. 2015.
최근 표고재배기술. 2015.
밤 수확과 저장. 2015.
헝가리의 아까시나무 육성. 2015.
글로벌 임목육종 현황과 미래 전략. 201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교본. 2015.
일본의 산지토사재해 방지대책. 2015
유럽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전략. 2015
튀니지 코르크참나무 숲 복원을 위한 양묘 및 조림. 2015.
소나무·낙엽송의 천연갱신 메커니즘 및 기술동향. 2015.
목재생산을 위한 임도망 선정 기법. 2015.
2014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5.
임업경제동향 2015년 가을호. 2015.
임목수확시스템 및 안전작업. 2015.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연구.
2015.
전국 생활권 수목관리 실태조사. 2015.
우리나라 아고산 침엽수림(Ｉ)-계방산. 2015.
산림입지토양조사 필드 가이드. 2015.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2016.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Ⅱ).2016.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절지동물 풍부
도와 다양성의 변화 예측.2016.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지구
행동계획.2016.
임업경제동향 2015년 겨울호.2016.
골든시드 표고 재배 기술. 2016.
2015 산림재해백서. 2016.
신기후체제 대응 산림과학 연구 마스터플랜(2016~2020).
2016.
도서산림 특이성 분석에 따른 유형화와 생태정보 구축 방안
연구(2차년도)2016.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고정조사지.2016.
비자나무 : 그린 오션의 희망, 6차 산업의 비전.2016.
중남미 국가별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협력전략.2016.
일본의 산촌활성화 및 녹색․생태관광 정책과 사례.2016.
미국의 숲속야영장 제도 및 운영실태. 2016.
전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전망. 2016.
자유학기제 연계 산림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및 운영사례.
2016.
부후성 버섯의 배양 특성. 2016.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곤충. 2016.
임업경제동향 2016년 봄호. 2016.
수목 호르몬 분석 및 응용. 2016.
옻나무 추출물의 약리활성. 2016.
유엔기후변화협약 산림부문 협상을 위한 가이드북. 2016.
중국 내몽골 건조지/반건조지 주요 식물 목록. 2016.
2015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주시험림 FSC
산림경영 인증 심사보고서. 2016.
초록을 꿈꾸는 한라산 구상나무. 2016.
일본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법률 현황. 2016.
일본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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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시설양묘 용기 개발 연구. 2016.
A Field Guide to The Birds of CATIE. 2016.
시민참여형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례1. 2016.
미국 바이오에탄올 산업동향 및 전략. 2016.
임업경제동향 2016년 여름호. 2016.
현실림 임분수확표. 2016.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운영 매뉴얼. 2016.
시도 및 시군구별 산불다발지역 지도. 2016.
EuroFire 역량 표준·산불 훈련 자료집. 201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매뉴얼. 2016.
2015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6.
2015년도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처방전 분석
결과 보고서. 2016.
미국 서부의 시설양묘 기술. 2016.
산림용 시설양묘 매뉴얼(용기묘 식재). 2016.
국산재를 이용한 기둥-보 목조주택의 전과정 환경영향 및
비용평가. 2016.
GM 포플러의 위해성평가 지표 개발. 2016.
국가산악기상관측망 구축 현황(2012~2015).2016.
우리나라 아고산 침엽수림(II)-지리산. 2016.
산림전통지식 현장 조사 매뉴얼. 2016.
목재용 페놀 수지 접착제. 2016.
구조용집성판(CLT)의 국외시장 동향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맞춤형시장조사 보고서. 2016.
산림유전자원의 현지외보존 현황. 2016.
광릉시험림의 산림자원 조사. 2016.
포플러 단벌기 목재에너지림. 2016.
임도의 계획과 시공. 2016.
불량림 수종갱신 판정 핸드북. 2016.
제1차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평가 보고서. 2016.
임업경제동향 2016년 가을호. 2016.
임목육종 60년. 2016.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이슈(미래 전망 기반 제6차 산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2017.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Ⅲ). 2017.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협력
전략. 2017.
2016 호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자원실태와 변화. 2017.
2016 백두대간 설악산권역 자원실태와 변화. 2017.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2017.
산림수종 유전체 해독 동향. 2017.
임업경제동향 2017년 봄호. 2017.
국외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사례. 2017.
열대림의 임목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인도네시아). 2017.
교토의정서에서의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IPCC 2013 지침. 2017.
2016 산림재해백서. 2017.
REDD+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Forest Managers:
Trainers’ Manual. 2017.
중국 임업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2017.
The Lungs of the City, Urban Forests. 2017.
산림수종 분포도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 입체판독 매뉴얼.
2017.
나노셀룰로오스 이용 첨단신소재 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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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국내수종을 이용한 나노셀룰로오스 제조 및 특성. 2017.
719. 골든시드(Golden Seed)표고버섯 프로젝트(I). 2017.
720. 광릉 숲 딱정벌레 1998,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에 사는 딱정
벌레는 다른가? 2017.
721. 임업경제동향 2017 여름. 2017.
722. 도서산림 특이성 분석에 따른 유형화와 생태정보 구축 방안
연구III. 2017.
723. 산업재산권 등록자료집II. 2017.
724. 산림용 시설양묘 매뉴얼(용기묘 수확, 저장, 운반). 2017.
725. 산림분야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 활용 전략 개발 연구. 2017.
726. 호두나무 신품종 및 재배기술. 2017.
727. 파리협정에 따른 주요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및
장기전략. 2017.
728. 타분야 사례분석을 통한 목재 제지분야 국제표준화 방안 도출.
2017.
729. 세계 목재펠릿 산업과 교육 연구. 2017.
730. 낙엽송 수확 벌채지 내 낙엽송 조림목의 초기 생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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