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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 기반 구축으로 기업의 R&D 지원과

메디컬융합소재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제품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고, 시제품 생산 등의 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컬융합소재분야의 기초연구에서부터 응용연구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적합성 및 유효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제품개발 및 시제품 생산,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메디컬융합소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의 집적화 및

기술의 실용화 지원 환경 조성 등 지속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는

국내 메디컬융합소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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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임시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개원

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 착공

첨단메디컬섬유연계 협의회 창립

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 준공

제4차 한국Medi-Tex포럼 개최

   박테리아여과효율측정시스템 자체 개발 및 특허 출원

공기청정협회 위탁시험기관지정(제 HH-02-01호)

식약처 지정 의약외품(보건용, 수술용 마스크)시험·검사기관 지정(제16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KT730)

식약처 지정 동물실험시설 등록(제559호)

식약처 지정 의약외품 시험·검사 품목확대(지면류 전항목)

제6차 한국Medi-Tex포럼 개최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착공

식약처 지정 화장품(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제17호)

필터분야 공인인증시험기관 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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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약외품의 핵심부품소재로 사용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일 또는 융합 방법으로 인체에 직간접으로 활용되는 소재산업

메디컬융합소재 관련 기업의 R&D, 시제품 제작, 공인인증시험 및 장비활용 등을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의 

신뢰성 지원을 통해 메디컬융합소재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기업지원 기관으로 메디컬융합소재테스트베드의 역할 수행.

진단, 치료, 예방/관리를 위한 금속, 세라믹, 고분자, 섬유, 융합소재

메디컬융합소재 산업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메디컬융합소재산업 범위

진단         ㅣ         치료         ㅣ         예방/관리

Ear
Collagen

3D printing

Cornea
Knitting, Electrospinning
Hydrogel composite

Blood Vessels
Electrospinning

Knitting, Braiding

Kidney
Urinary Bladder
Nonwoven, 3D weaving

Skin
Nonwoven
Weaving

Cartilage
PLA
Electrospinning

건강관리단계

소
재
관
점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솔구불길18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센터 내 기업지원공간 : 기업입주공간 11실, 시제품제작동, 시험분석실험실

금속소재

세라믹소재

고분자소재

섬유소재

융합소재

금속소재

세라믹소재

고분자소재

섬유소재

융합소재

진단         ㅣ         치료         ㅣ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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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시험 지원

"기업의 R&D지원과 메디컬소재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시제품 생산지원으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신시장 개척"

공인인증시험
KOLAS
식약처

한국공기청정협회
GLP

기업집적화

APT형공장

현장네트워크

Meditex 포럼

연구개발

의료기기
의약외품
의약품
헬스케어

기술지원

의료용소재기술
안전성평가기술
의료전환기술
건강관리기술

메디컬융합
소재산업
활성화

"메디컬융합소재 5대 강국 진입의 Locomotive"VISION

MEDICAL CONVERGENCE
TEXTILE CENTER

KOLAS
국제공인시험

ㆍ역학시험(1.002 섬유 및 관련제품), 화학시험(2.034 유아용품), 생물학적시험
  (9.008 세포배양 및 GMO) 17개 규격 인정(지정번호 KT730)
  - 국내유일 마스크여재 박테리아여과효율시험 지원(ASTM F2101)

■ 안전성평가(비임상시험) 지원

ㆍ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개발을 위한 효능평가시험 지원
  - 동물실험시설(제559호) 운영 중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시험 지원
(끓는점/녹는점, 점도/밀도/표면장력, 분배계수시험, 수용성시험. 증기압시험, 가수분해시험, 토양 흡/탈착시험)

■ 지원 신청 및 담당분야 연락처
·공인인증시험 지원 : 053-819-8123(김은미 팀장)

·안전성평가 지원 : 053-819-8120(나형진 팀장)

GLP인증시험 분야

동물대체시험(GLP) 비임상시험 생태독성분야(독성, 분해 및 대사시험)

피부자극성/부식성 급성독성시험 활성슬러지 호흡저해피부자극시험

안자극성/부식성 독성 스크리닝시험(Non-GLP) 지렁이 급성독성

피부감작성 효능시험 식물 생장시험

피부흡수성 시험 시험물질 분석시험 깔따구 독성시험

발생독성시험 P450 분석 (Non-Glp) 미생물분해시험

ㆍ비임상시험실기기관(GLP) 지정 추진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ㆍ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화장품 시험·검사기관[제17호]
  - 일반화장품 시험·검사 : 중금속,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 pH, 내용량 시험 등
  - 기능성화장품 시험·검사 : 피부의 미백, 피부의 주름개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물질 함량시험 등

의약외품
시험·검사

ㆍ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제16호]
  - 황사마스크(KF80/94/99) 시험·검사 : 안면부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누설률 및 이화학시험
  - 수술용마스크 시험·검사 : 성상, 형상, 순도(산 및 알칼리, 형광), 포름알데히드, 액체저항성 시험
  - 기타 의약외품 지면류 시험·검사 :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반창고, 붕대, 안대 등

실내용 가습기
단체 표준
인증 시험

ㆍ한국공기청정협회 가습기 제품인증을 위한 시험기관으로서,
「실내용 가습기 단체표준인증 미생물 오염도 시험」평가 지원
ㆍ시험기관 지정(지정번호 제 HH-02-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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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NVERGENCE
TEXTILE CENTER

주요 장비 및 시험지원

분야 시험항목

미생물시험 박테리아 여과효율시험, 항균성

안전성·유효성 평가 세포독성시험, 단백질 흡착 평가, 항염증, 항비만, 항산화

유해화합물분석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유기주석화합물 등

구분 시험장비

인증 지원 장비 마스크 테스터 시스템, 임플란트 피로시험기, 다목적필터효율시험기(풍동)

시제품 제작 장비 라미네이팅 시제품 제작 장비, 압출성형물제작장비, 동결건조기

■ 물성평가 

■ 화학분석

■ 시험지원

■ 인증 및 시제품 제작 장비

인장 및 열적특성

고주기피로시험기/만능재료시험기

/DSC/TGA

투습및 열저항/투습도/흡수중량/내수압/기공측정/

여과효율/비접촉3차원형상측정

스탠트피로시험기

/혈액침투저항성측정장비

수분/기체 이동 및 표면 특성

물리적특성평가 의료기기내구성 평가 기능성 소재특성 평가

내구성 및 저항성

용출 및 전처리

GPC/UPLC/MPLC/질소증발농축기

/가속용매추출장치

/마이크로웨이브장비/냉동분쇄기

고분자 및 화합물 정성/정량 분석

화학적구조 및 결합분석  화학적 구성성분 분석 분자질량 및 분포
메디컬소재(제품) 유해원소

유해화합물 분석

원소 정성/정량  및 구조 분석

ICP-MS/AAS /FT-IR/HD-XRF/600MHz NMR

GC-MS(헤드스페이스)/Hybrid Quadrupole-Orbitrap Mass Spectrometer

/LC Tandom MS/자동액체크로마토그래피정제시스템/MALDI-TOF/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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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NVERGENCE
TEXTILE CENTER

주요 장비 및 시험지원

■ 비임상효능시험

분야 시험항목

유효성평가
항암효능시험, 대사질환 효능(비만, 당뇨, 고지혈) 시험, 면역기능 활성시험, 알러지 억제시험,

근골격계(관절염 등) 소화기계(위염, 장염, 숙취 등), 내분비계(갱년기, 호르몬 이상 등)

안전성평가 단회반복투여 독성시험, 임상병리 평가

■ 생물학평가

세포 배양

클린벤치/CO2 배양기/액체질소보관탱크/

액체질소보관모니터링시스템

장시간세포관찰분석시스템/

ELISA 리더기/루미노미터/ 

화학발광이미지분석기

도립현미경/정립현미경/도립·위상차형광현미경

/레이저공초점현미경

액체분주기/실시간유전자증폭기/

자동핵산분석기/단백질농축기

초음파세포파쇄기/비드세포파쇄기

세포 분석

생물학적 안전성평가 In vitro test 기능성 물질 유효성 평가

세포 관찰 세포 처리

■ 비임상시험

실험동물 사육

개별환기케이지/중동물사육장

/베딩처리기케이지교체작업대

/케이지 및 물병세척기

마취시스템/동물수술용 부대시설

/EO개스 멸균기/대용량오토클레이브

조직처리기/조직포매기/조직절편기

/H&E염색시스템/면역염색시스템

자동혈구분석기/자동혈액응고분석기

/생화학분석기/뇨분석기

수술장비

이식평가 독성평가 유효성평가

조직병리 임상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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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는 2019년 4월 완공을 목표로 GLP와 기업입주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서
 인증까지 전주기적 기업지원으로 성공을 지원해 드립니다.

■ 입주개요

    ※ 최근 3개년 간 메디컬융합소재 기업지원 수혜기업 매출 증가율 평균 15%

·입주시기 : 2019년 4월 이후

·입주대상 : 국내외 메디컬융합소재 기업 및 창업기업

             -기존 부품소재(고분자, 섬유, 세라믹, 금속 등) 가공기업으로 의료기기 등 기술개발기업 우대

·입주시설 : 도시형공장 30실(실험ㆍ제조 가능), GLP인증시설(별동)

·시설위치 :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경산지식산업지구 Ce15.2)

·입주신청 : 입주의향서 작성 이메일 송부, 입주심사는 2019년 4월 전 실시

             - 입주의향서는 붙임 양식 또는 경북테크노파크(http://www.gbtp.or.kr),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http://meditex.gbtp.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지원사항 : 시험분석, 시제품제작 지원(장비 150여종 보유), 기업지원사업(기술, 생산, 판로 등), 경북도 기업유치 관련 

             지원 혜택

·입주문의 : 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전화 053-819-8114)

MEDICAL CONVERGENCE
TEXTILE CENTER

01
입주신청

02
입주심사

03
입주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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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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