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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배경 및 목적 

□ 화장품 산업은 고속 성장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 

○ 한류, 프리미엄 브랜드, 아이디어 상품 등의 영향으로 해외 수출이  

증가한 것이 산업 성장률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지난 5년간 화장품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33.3% 

 

□ 화장품 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시장에 진입한 기업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 

○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산업에 진입하는  

중소기업 사례 증가 

○ 최근 5년간 화장품 제조업체 수는 759개사, 제조판매업체는 8,160개사 증가 

＊화장품 제조업체 : 2012년 1,301개사 ￫ 2017년(11월 기준) 2,060개사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 2012년 1,810개사 ￫ 2017년(11월 기준) 9,970개사 

 

□ 중소 화장품 기업의 창업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규모나 전문  

   장비 보유면에서 영세 

○ 화장품 생산을 위해서는 원료 배합, 측정, 분석 등을 위한 전문 장비의  

활용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중소 화장품 기업이 고가의 전문 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번에 진행하는 공동장비 현황 조사를 통해 중소 화장품  

기업들에게 장비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화장품 시제품 생산 및 제품검사에 필요한 활용 가능한 장비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생산 및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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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전국 57개 기관 316종 장비 

○ 선정기준 

- 정부장비통합관리시스템(e-Tube, ZEUS, NTIS, SMTECH) 에 등록된 장비 중 

사용연한이 경과 하거나 민간에서 보유한 장비 제외 

조사 개요 

□ 조사 방법 

○ 공동 활용 장비 DB를 확보 한 후, 데스크리서치, 전문가 인터뷰, 해당  

기관 유선 검증(인터뷰)를 진행 

전체조사대상(A) 
제외대상 

(B) 

조사대상 

(A-B) 

구분 수량 구분 수량 

57개기관 

316종 장비 

정부 장비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화장품 관련 장비 

244개기관  

793종 장비 

구매시기가 10년 

이상 경과한 장비 

50개기관 

249종 장비 

민간보유 장비 등  
137개기관  

228종 장비 

Step1 - 조사DB 확보 및  
데스크리서치 ‣ 

Step2 - 전문가 인터뷰 ‣ Step3 - 담당기관 유선  
검증 

‧ 전국 57개 기관 316종 장비 
‧ 장비명 및 기본 사양 및  
특징 조사 

‧ 대상 : 화장품기업 전직  
R&D 임원 

‧ 내용 : 화장품 시험, 분석,  

생산(충진) 등 장비 기능  

및 화장품 산업 연관성  
확인 

‧ 대상 : 장비 보유 기관 
담당자 

‧ 내용 : 장비 사용료, 기능,  

특징, 담당자 및 연락처  
등 확인 

＊전문가 인터뷰 결과, 장비 특성상 사용 연한이 10년보다 길거나 사용상의 무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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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결과  

조사 개요 

□ 화장품 시험기관,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연구 및 시험기관에서  

화장품 산업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장품 기업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식약처에서 지정한 화장품 시험기관 14개 중 화장품 관련 장비를 활용 

할 수 있는 기관은 5개이며 주로 경기도에 위치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학에 소속된 23개 산학협력단에서 화장품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의대학교, 대전대학교,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건양대학교, 단국대학교, 한서대학교, 순천대학교, 단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충남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한밭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테크노파크 중 10개 지자체 소속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에게 장비 활용 

기회를 제공 

＊부산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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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그 외에 식품과 바이오, 화학 등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미생물 및 입자 분석 

등과 같이 화장품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9개 기관이 장비 활용을 지원 

＊세계김치연구소,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남해마늘연구소,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생명과학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DYTEC 연구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경남한방약초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을 포함한 6개 광역시(廣域市)와 경기도를 포함한 9개 

도(道) 등 총 15개 지자체에서 장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광역시 중, 장비 보유기관은 대전이 9개로 가장 많고, 장비는 서울이  

40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대전 : 9개기관 37종, 서울 : 8개기관 40종 

○ 도지역 중, 장비 보유기관은 충청남도가 8개로 가장 많고, 장비는 충청북도가  

53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충남 : 8개기관 35종, 충북 : 4개기관 53종     

 

□ 각 지역별로 보유 장비 규모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유사한 기능의 장비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공동 활용 장비 보유기관과 장비 수로 보면, 서울․경기, 충청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화장품 산업 관련 주요 장비는 비교적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따라서 중소 화장품 기업이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내 

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먼저 검토 한 후 활용하면 시간 및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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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명  보유 장비  

서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광학식 3차원 피부 영상 측정기  외 14종 
초임계추출장치 외 1종  
미생물동정기 외 2종  
열량계 외 2종  
콤비플래쉬 크로마토그램기기  외 2종  
고압자동멸균기 외 7종 
FT-IR 분광계 외 3종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외 1종  
 

부산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부산테크노파크  

여과장치세트 외 2종 
유도결합플라즈마시스템 외 1종 
디지털 선광측정기 외 3종 

대구  
DYTEC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외 3종 
2D-전기영동기 외 7종 

광주 세계김치연구소 미생물 동정장치  외 3종 

대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과학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밭대학교 

자동혈액분석기 외 2종 
합성반응기 1000L(T) 외 5종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외 1종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외 2종 
FIB System용 초저온 시편 이송장치  외 3종 
미생물 동정기 외 4종 
데스크탑 소형 주사전자현미경 외 4종 
조직공학용 바이오 스캐폴드 시스템  외 5종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외 2종 

울산  
울산과학기술원 
울산테크노파크 

분산안정성 분석기외 2종 
나노입도 및 제타전위 분석기 외 1종  

경기도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자흡광분광광도계 외 15종 
경피확산 측정장비 외 10종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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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명  보유 장비  

강원도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스킨제조시스템  외 2종  
색차계 외 2종 
자동충전설비외 1종 

충청북도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테크노파크  

수은분석기 외 2종 
유화기 외 15종 
생체공초점현미경 외 3종 
생분리액체크로마토그래프 외 29종 

충청남도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다목적 제제기  외 2종 
피부 지질 샘플 크로마토그라피  외 5종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 외 5종 
동결건조기 외 2종 
유화기 외 7종  
필터 프레스 외 1종 
비즈밀링 장치  외 4종  
컴퓨터 제어선반 외 2종 

전라북도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대용량진공회전농축기 외 1종 
미생물동정기 외 1종 
수은분석기기 외 2종  

전라남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분산안정성분석기 외 1종 
고압 진공유화 외 6종 
100L G/L 반응기 외 4종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포항테크노파크  

자동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정제시스템  외 12종 
고농축기 외 3종  
잔류이산화황측정장치  외 23종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 외 2종 

경상남도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경상대학교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수은분석기 외 1종 
전자맛분석기 외 1종 
초고압액화처리기 외 1종  
비표면적 측정기  외 2종 

제주도  제주테크노파크 50L 자동진공아지믹서 외 13종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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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 홈페이지] 

조사 개요 

4. 활용 방법  

□ 공동 활용 장비의 사용 신청은 ZEUS와 e-Tube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 

○ 두 온라인 통합 정보 시스템 모두 장비 이용 단가, 일정 등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일부 장비는 각 기관의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소요 비용과 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 

※ 그 외 NTIS와 SMTECH에서 장비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색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음 

< ZEUS 신청방법 > 

○ ZEUS는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d)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활용 종합포털 사이트로서 

- 3,000만원 이상의 공동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실시간  

예약 및 장비활용중개소 예약의뢰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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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 

조사 개요 

Step1 - 의뢰접수 ‣ Step2 - 예약접수 ‣ Step3 - 보유기관  
     문의 ‣ Step4 - 결과 회신 

‧ 사용자 장비검색 
‧ 검색장비 예약의뢰 
(장비상세페이지￫ 
예약의뢰 버튼클릭) 

‧ ZEUS 예약의뢰 등록 
‧ 중개소 접수 
‧ 의뢰사항 검토 
‧ 보유기관 연락처 확인 

‧ 사용가능여부 확인 
‧ 의뢰사항 확인 
‧ 이용불가시 대체 
장비 확인 

‧ 의뢰내용 결과회신 
‧ 담당자 연락처 제공 
‧ 대체장비 안내 
‧ 상담결과 등록 

< e-Tube 신청방법 > 

○ e-Tube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구축한 산업용 연구  

장비 공동 이용 시스템으로서 

- 장비 사용 가능 일정을 달력형식으로 제공하며 신청자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음 

[e-Tube 홈페이지] 

Step1 - 장비 보유  
                 기관 확인 ‣ Step2 - 의뢰 접수 ‣ Step3 - 결과 회신 ‣ Step4 - 장비 사용 

‧ 소재 지역내 장비 
보유 기관 확인 

‧ 장비 및 기관 설정 
‧ 예약 기간 확인 
및 신청 

‧ 담당자 신청 접수 
‧ 일정 및 금액 확인/ 

대체 장비 안내 

‧ 상담 내용 및 이용 

결과 등록/관리 

[e-Tube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립산림과학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8개 기관, 40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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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산학협력단 기업지원단  

연락처 02-961-9379  

홈페이지  http://research.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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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식 3차원 피부 영상 측정기  
(3D Optical Measurement System) 

모델명 Primos Premium 

제조사 GFMesstechnik GmbH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10월 26일  

목적  비접촉식 광학 3차원 피부 영상 
측정 

혼합기/진공혼합기  
(AGI Homo Mixer)  

모델명 SIVAUHM-50-00 

제조사 신일플랜트 

사용료 100,000원/건 

취득일 2011년 4월 21일  

목적  유상 및 수상 원료 혼합 

에어세병기  
(Air Cleaner)  

모델명 에어 세병기  

제조사 클리논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4년 1월 23일  

목적  앰플병 및 화장품병 세척 

마스크팩 포장기  
(Automatic Packaging Machine) 

모델명 Rotary8-Station 

제조사 효진기공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1월 24일  

목적  마스크팩 포장재 압착포장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Gas Chromatograph/Mass selective detector)  

모델명 5977B GC/MSD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9월 9일  

목적  메탄-메탄올 플랫폼  
균주 내 대사산물 측정 

액상화학반응기/초고압장치  
(High pressure liquify extractor)  

모델명 TFS-2L 

제조사 Toyo Koatsu 

사용료 80,000원/건 

취득일 2010년 3월 23일  

목적  식품류 초고압 액화처리 

서울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에센스 충진기  
(Essence filler)  

모델명 충진기 

제조사 클리논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4년 2월 7일  

목적  화장품병 충진 

초임계 추출 장치  
(Super Critical Extraction System) 

모델명 ISA-SCCO-S-200-550 

제조사 일신오트크레이브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6월 13일 

목적  재료의 추출 및 분리  



14 

도립형광현미경  
(Inverted fluorescence microscope)  

모델명 Eclipse Ti-E 

제조사 Nikon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8월 18일  

목적  해당시료 미백 기능성 판단, 
생리학적 변화 관찰  

자동/다용도 분주기  
(Multiple tube filling & sealing machine)  

모델명 SA-TUBE-2010 

제조사 신일플랜트 

사용료 30,000원/시간 

취득일 2011년 5월 17일  

목적  크림물질 주입 및 포장장비 

천연물 정성,정량분석시스템  
(Natural Compound Qualification and Quantitation System)  

모델명 QTOF6530/TQ6410B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20,000원/건 

취득일 2009년 6월 9일  

목적  천연물 유해물질 분석 및 정성 

입자크기분석기  
(Particle size analyzer)  

모델명 SZ-100 

제조사 Horiba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10월 25일  

목적  입자사이즈 분포도 및 분자량 
측정 

레이져라만분광계/라만분광 피부 측정기  
(Skin Composition analyzer)  

모델명 3510 

제조사 River Diagnostics BV 

사용료 3,500,000원/건 

취득일 2011년 5월 16일  

목적  생리 활성성분 및  
천연 수분 인자 측정 

피부측정기  
(Skin Testing devises)  

모델명 MPA6 

제조사 Courage-khazaka electroni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11월 4일  

목적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 
피부질환 임상 실험 

인공자외선조사기  
(Solar Simulator)  

모델명 Model 601-300 V25 

제조사 Solar Light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12월 27일  

목적  SPF 분석 및 Burning or 
tanning 정도 분석 

서울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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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산학협력단 산업협력팀  

연락처 02-3290-5851 

홈페이지  
https://rms.korea.ac.kr/nrpt/openHome/

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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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액체 분해장치  
(Super high pressure fermention system)  

모델명 TFS-2L 

제조사 Toyo Koatsu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5월 15일  

목적  액체상태 화장품 정량포장 및 
시제품 생산 

서울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초임계추출장치  
(SUPER Critical Extractor)  

모델명 ISA-SCCO-S-100-600 

제조사 일신오토클레이브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9년 4월 16일  

목적  천연향료의 추출,  
합성향료의 분리 및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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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립산림과학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국립산림과학원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산림청  

연락처 02-961-2521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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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동정기  
(Automated Microbial Identification System)  

모델명 7890A 

제조사 Agilent Technology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8월 17일  

목적  미생물 배양 동정 및 검정 

유도결합플라즈마(ICP)분광계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spectrometers)  

모델명 Prism ICP 

제조사 Teledyne Leeman Lab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7월 17일  

목적  원자 발광식 분석 기기 

초고압균질기  
(Ultra High Pressure Homogenizer) 

모델명 Nano DeBEE 45 

제조사 Bee International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8월 30일  

목적  원료를 균일하게 뿌려주는  
역할 수행  

서울 │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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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및 연구지원 

- 지식재산/기술사업화 

연락처 02-970-6114 

홈페이지  http://www.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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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계  
(Calorimeter)  

모델명 DSC-60 

제조사 Shimadzu 

사용료 90,000원/시료 

취득일 2009년 2월 13일  

목적  공급 에너지 측정, 분석 

분취용 액체크로마토그래피  
(Prep-Liquid Chromatography(Prep-LC))  

모델명 AutoPurification System 

제조사 Waters 

사용료 35,000원/시간 

취득일 2011년 11월 3일  

목적  유기산, 아미노산 등 성분 정성, 
정량 분석 

열차별분석기  
(Thermal Analysis)  

모델명 DTG-60 

제조사 Shimadzu 

사용료 80,000원/건 

취득일 2009년 2월 13일  

목적  미량 시료 열량 측정 

서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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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행정관 60동 5층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연락처 02-880-2041 

홈페이지  http://snurnd.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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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비플래쉬 크로마토그램기기  
(CombiFlash (MPLC: Medium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모델명 CombiFlash Rf+ 

제조사 Teledyne Isco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12월 15일  

목적  천연물 합성물질 분리 정제 
시스템 

캡슐 봉인 제조기  
(Encapsulator)  

모델명 Max 2000 microm 

제조사 Encapbiosystem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9년 12월 1일  

목적  균일 크기 capsules 제작 

세포, 입자 사이즈 및 계수분석기  
(Particle Sizing & Counting System) 

모델명 Multisizer 3 

제조사 Beckman Coulter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9년 10월 20일  

목적  입자 크기, 개수 측정, 분포도 
표현 

서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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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및 연구 지원  

- 지식재산/기술사업화 

연락처 02-2102-2500 

홈페이지  http://www.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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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자동멸균기  
(Autoclave)  

모델명 ARSP-R101010-F 

제조사 Udono 

사용료 100,000원/일 

취득일 2005년 6월 24일 

목적  미생물 한도시험  
및 방부력 평가 

항온유지장치 
(Air Handling unit)  

모델명 tgmp560 

제조사 Bumyangairsystem 

사용료 미책정. 상담필요  

취득일 2009년 1월 23일 

목적  항온실험 및 온도변화 실험 

진공건조오븐  
(Vacuum drying oven)  

모델명 KVO-125 

제조사 국제엔지니어링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7년 5월 31일 

목적  건조 등의 온도 변화 분석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  
(ICP-OES)  

모델명 Optima 5300 DV 

제조사 Perkin Elmer 

사용료 20,000원/회  

취득일 2006년 10월 30일  

목적  유도결합플라즈마 기반의 
원소분석 

수은분석기  
(Mercury Analyzer)  

모델명 MA-3000 

제조사 NIC 

사용료 49,000원/회   

취득일 2010년 8월 10일  

목적  수은 배출량 분석 

마이크로웨이브 분해장치  
(Microwave Digestion System) 

모델명 START D 

제조사 Milestone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12월 30일  

목적  마이크로파 이용 시료 분해 

균질기  
(Homogenizer) 

모델명 T25 

제조사 Ika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5월 27일  

목적  시료의 혼합 

정제수제조장치  
(Purified water generation system)  

모델명 A-618-003 

제조사 대원이엔지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9년 1월 23일  

목적  화장품용 정제수 제조 

서울 │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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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및 연구지원 

- 지식재산/기술사업화 

연락처 02-958-5114 

홈페이지  https://www.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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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 분광계 
(FT-IR Spectrometer)  

모델명 Nicolet iS10 

제조사 Thermo Scientifi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10월 14일  

목적  시료 정량분석 및  
화장품 구성성분 확인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모델명 1200 series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80,000원/시간 

취득일 2009년 8월 14일  

목적  화장품성분 정량분석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Gas Chromatograph)  

모델명 7890B GC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8월 27일  

목적  가스 성분 정상 및 정량적 분석 

제타전위,입경 측정 시스템  
(Zeta potential & Particle size analysis system)  

모델명 ELSZ-2000 

제조사 Otsuka Electronic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7월 11일  

목적  화장수 평균입경 및  
제타전위 측정 

서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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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원자력의학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한국원자력의학원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및 연구지원 

- 지식재산/기술사업화 

연락처 02-970-2114 

홈페이지  http://www.kiram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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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LC/MS System(QQQ))  

모델명 6430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8월 10일  

목적  액체물질의 질량 측정 

복합피부측정장치  
(Skin Multi-probe adaptor system) 

모델명 MDD4,TM300 PH905,CM825  

제조사 CK Electroni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4월 27일  

목적  피부 표면 미세환경 변화 측정 

서울 │ 한국원자력의학원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 부산테크노파크  

[3개 기관, 9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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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산학협력단 산학 기획팀  

연락처 051-890-2401 

홈페이지  http://rnd.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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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장치세트  
(Extractor, Evaporator and Filter System)  

모델명 여과장치세트 

제조사 HS Tech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2월 24일  

목적  유효성분의 추출 및 여과로 
시제품 생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er)  

모델명 7890/5977A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11월 19일  

목적  휘발성 유기물질 분석 

시료농축시스템  
(Purge & Trap system)  

모델명 Stratum PTC/AQUATTEK 100 

제조사 Teledyne Tekmar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10월 23일  

목적  유기화합물 추출 농축장비 

부산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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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및 연구지원 

- 지식재산/기술사업화 

연락처 051-629-4114 

홈페이지  http://www.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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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결합플라즈마시스템  
(Inductivy Coupled Plasma Systems)  

모델명 NexION 300D Optima 7300DV 

제조사 Perkin Elmer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1월 5일  

목적  시료의 중금속 측정, 분석 

수은 분석기  
(Mercury Analyzers)  

모델명 DMA 80 & Tri cell 

제조사 Milestone 

사용료 30,000원/개 

취득일 2012년 12월 26일  

목적  수은 측정 

부산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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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부산테크노파크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1  

장비 활용 영역 
- 기술이전/사업화 및 R&D, 공간 지원  

- 비즈니스 중개(기술, 시장, 자금, 인력)  

담당 관리  테크노파크협의회 기업지원단 

연락처 051-974-9040 

홈페이지  http://www.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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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선광측정기  
(Automatic digital Polarimeter)  

모델명 P-2000 

제조사 Jasco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7월 2일  

목적  편광도 측정,  
고유 광회전도 농도 분석 

균질기  
(Homogenizer)  

모델명 NS3015/11H 

제조사 Niro Soavi 

사용료 111,000원/일 

취득일 2009년 4월 15일  

목적  유상액, 부유물 덩어리 등의 
미세입자화  

안정성 챔버  
(Stability chamber)  

모델명 6040 

제조사 Caron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3월 12일  

목적  원료와 완제 비교 시험 

분무건조기(200kg)  
(Spray Dryer(200kg))  

모델명 주문 제작  

제조사 ㈜아인시스템 

사용료 2,100,000원/일 

취득일 2008년 12월 5일  

목적  용액이나 액상원료에서 
건조제품 획득 

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36 36 

• DYTEC연구원 
• 대구테크노파크  

[2개 기관, 12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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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DYTEC연구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DYTEC연구원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92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기술사업화 

연락처 053-350-3700 

홈페이지  http://www.dyt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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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FPD TCD) 

모델명 7890A(GC-FPD, TCD)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100,000원/건 

취득일 2008년 10월 28일  

목적  기체 데이터 분석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Liquid Chromatography MS)  

모델명 MS : 6410 Triple Quad LC/MS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120,000원/건 

취득일 2008년 10월 30일  

목적  극미량 액체 정량분석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Gas Chromatograph)  

모델명 7890A(GC-FID, NPD)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100,000원/건   

취득일 2008년 11월 12일  

목적  기체 데이터 분석 

나노분무건조기  
(Nano Spray Dryer)  

모델명 BUCHI korea 

제조사 Otsuka Electronics 

사용료 100,000원/건 

취득일 2015년 2월 26일  

목적  미세입자의 안정적 분말화 

대구 │ DYTEC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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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대구테크노파크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테크노파크협의회 

연락처 053-757-4159 

홈페이지  http://www.tt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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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전기영동기  
(2D-Electrophoresis Analyzer System )  

모델명 Ettan IPGphor 3 

제조사 Amersham Bioscienc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6년 4월 26일  

목적  화장품 소재 개발 연구 

만능제제기  
(All Purpose Equipment)  

모델명 AR402 

제조사 Erweka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7년 11월 7일  

목적  제형연구 및 시생산 

자동혈청분석기  
(Automatic Chemistry Analyzer)  

모델명 Konelab 20XT 

제조사 Thermo Scientifi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6년 3월 14일  

목적  동물혈액 획득 및 비교분석 

생약추출농축기  
(Extract Concentration System) 

모델명 농축기 

제조사 대영산업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7년 10월 10일  

목적  생약 원료의 추출 및 농축 

미생물배양기  
(Fermenter)  

모델명 5L Dual 

제조사 씨엔에스 

사용료 148,090원/일 

취득일 2009년 11월 19일  

목적  간접멸균식 미생물 배양 

발효기(70L)  
(Fermenter system)  

모델명 KF-70L 

제조사 팜스웰바이오 

사용료 78,000원/일 

취득일 2009년 2월 1일  

목적  화장품 및 유산균 기능성 소재 
개발 

동결건조기  
(Freeze Dryer) 

모델명 PVTFD 10R 

제조사 일신랩 

사용료 40,000원/일 

취득일 2007년 10월 10일  

목적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의  
시료 동결 건조  

분무건조기  
(Pilot spray dryer) 

모델명 KL-8 

제조사 서강엔지니어링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6년 3월 9일  

목적  분말형태의 건조제품 획득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 세계김치연구소 

[1개 기관, 4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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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세계김치연구소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세계김치연구소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86 

장비 활용 영역 장비 및 연구 지원 

연락처 062-610-1700 

홈페이지  https://www.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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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동정장치  
(Microbial Identification System) 

모델명 Microstation 

제조사 Biolog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11월 14일  

목적  미생물 동정 및 생화학적 
테스트 

초임계유체추출장치  
(SC-CO2 Extraction System) 

모델명 SC-CO2 Extraction System 

제조사 일신오토클레이브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2월 5일  

목적  화장품 원료 추출 및 가공 

입도분석기  
(Particle Size Analysis System)  

모델명 LS 13 320 

제조사 Beckman Coulter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4년 11월 6일  

목적  샘플 입도 분석 

초고압장치  
(Ultra High Pressure Equipment)  

모델명 R-201 

제조사 (주)켐리시스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6월 10일  

목적  화장품 원료 액화가공 처리 

광주 │ 세계김치연구소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전테크노파크  
• 충남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 한밭대학교 

[9개 기관, 37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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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산학협력단 기업지원단  

연락처 042-280-2727 

홈페이지  https://sanhak.d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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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혈액분석기  
(Auto-Hematoanalyzer)  

모델명 ADVIA 2120i 

제조사 Siemens 

사용료 미책정 삼당 필요 

취득일 2015년 2월 23일  

목적  동물 혈액시료 분석  
(임상 실험) 

동결건조기 100Kg 
(Freeze dryer 100Kg)   

모델명 LP100R 

제조사 일신바이오베이스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2월 25일  

목적  호흡용 분말 및 임상실험  
시료 제작 

박막크로마토그래피  
(Thin layer Chromatograph (HPLC))  

모델명 LINOMAT 5 

제조사 Camag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9년 8월 26일  

목적  천연물 생약 화장품 잔류 
독성물질 분리 및 분석 

대전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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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전테크노파크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대전테크노파크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장비 활용 영역 
- 비즈니스중개(기술, 시장, 자금, 인력)  

- 기술이전/사업화, R&D, 설계 지원  

담당 관리  테크노파크협의회 기업지원단 

연락처 042-930-4856 

홈페이지  www.daejeon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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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반응기 1000L(T)  
(1000L(T)-GL Reaction System)  

모델명 BE1000(T) 

제조사 Thaletec 

사용료 89,000원/시간 

취득일 2012년 6월 20일  

목적  시험생산장비 

합성반응기 250L  
(250L-GL Reaction System)  

모델명 CR250 

제조사 Buchi AG 

사용료 67,000원/시간 

취득일 2012년 1월 27일  

목적  시험 생산 장비 

합성반응기 500L  
(500L-Has Reaction System)  

모델명 정현플랜트 

제조사 한백과학 

사용료 78,000원/시간 

취득일 2012년 1월 27일  

목적  시험 생산 장비 

합성반응기 60L  
(60L-GL Reaction System)  

모델명 CR60 

제조사 Buchi 

사용료 56,000원/시간 

취득일 2012년 6월 20일  

목적  시험 생산 장비 

합성반응기 630L  
(630L-GL Reaction System)  

모델명 BE 630 

제조사 Thaletec 

사용료 89,000원/시간 

취득일 2012년 6월 20일  

목적  시험 생산 장비 

입도분석기  
(Particle Size Analyzer)  

모델명 Mastersizer 2000 

제조사 Malvern Instrument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5월 9일  

목적  시험 생산을 위한 물성평가장비  

대전 │ 대전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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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충남대학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충남대학교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 재산 및 기술사업화 

담당 관리  테크노파크협의회 기업지원단 

연락처 042-821-5114  

홈페이지  http://plus.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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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크로마토그래프  
(Gas Chromatograph)  

모델명 7890A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10월 7일  

목적  질량스펙트럼 분석  

고압균질기 
(Ultra high pressure homogenizer)  

모델명 Nano DeBEE 45 

제조사 Bee International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7월 13일  

목적  나노사이즈의 분쇄, 분산, 
리포즘 

대전 │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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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원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연락처 042-350-2114 

홈페이지  http://www.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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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모델명 7890B GC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5월 20일  

목적  혼합유기화합 시료 내 유기성분 
초정밀 분석 

유동계  
(Rheometer)  

모델명 RS6000 

제조사 Haake Technik 

사용료 62,000원/회 

취득일 2013년 12월 24일  

목적  화장품 유변학적 특성 해석 

전반사 X-선 형광분석기  
(Total Reflection X-Ray Fluorescence)  

모델명 형광 분석기 

제조사 Rigaku 

사용료 100,000/30분 

취득일 2012년 1월 1일  

목적  분말, 오염 형태 시료 정성분석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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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연락처 042-865-3500 

홈페이지  http://www.kb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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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 System용 초저온 시편 이송장치  
(Cryo-specimen transfer device for FIB system)  

모델명 Alto 2500 

제조사 Gatan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12월 15일  

목적  나노파티클, 세포 구조 분석 

고감도 정밀 정량분석시스템  
(Hybrid GC/LC/MSMS method developing system)  

모델명 LC1290/TQ6495&GC7890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17,600원 

취득일 2016년 11월 23일 

목적  질량 범위 내 액/기체 분리 분석 

정량분석용 GC/MS System  
(GC-triple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모델명 7010 GCQQQ-TSQ8000Evo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88,000/시료 

취득일 2016년 3월 31일  

목적  유기물 분석 

입도 및 제타 전위 분석시스템 
(Particle size and zeta potential system)  

모델명 Zetasizer Nano ZA 

제조사 Malvern Instruments 

사용료 96,800원 

취득일 2015년 4월 1일  

목적  레이저 기반의 미립자 분석 

대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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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연락처 042-860-4114 

홈페이지  http://www.kribb.re.kr 



56 

미생물 동정기  
(Automated Microbial Identification System)  

모델명 Microstation 

제조사 Biolog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11월 30일  

목적  박테리아, 효모, 곰팡이 동정 

중압분취크로마토그래피  
(Combiflash Torrent Module)  

모델명 Combiflash Torrent 

제조사 Teledyne Isco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12월 17일  

목적  대용량 유기합성,  
천연물 시료를 빠르게 정제 

진공동결건조기  
(Freeze Dryer)  

모델명 SWSFD5K 

제조사 삼원냉열 

사용료 200,000원/일 

취득일 2008년 4월 15일 

목적  물질 동결 후 부분압 저하 

미생물표현형질 마이크로어레이  
(Phenotype Microarray System)  

모델명 Omnilog PM System 

제조사 Biolog 

사용료 2,000,000원/건 

취득일 2009년 5월 29일  

목적  약, 시약 반응 스캐닝 및 분석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Semi-Prep LC System)  

모델명 Hitachi 

제조사 Thalete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9년 11월 20일  

목적  천연소재 기반의  
유기물 분리 및 분석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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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연락처 042-868-2000 

홈페이지  http://www.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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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소형 주사전자현미경  
(Desktop SEM)  

모델명 SEC 

제조사 Pfaudler/Thalete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6월 13일  

목적  10만 배율 구현, 영상제공 

마이크로웨이브 분해기  
(Microwave Digestion System)  

모델명 Multiwave 3000 

제조사 Anton Paar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1월 6일  

목적  고온, 고압으로 시료 분해처리 

분획용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Preparative High Permance Liquid Chromatography system)  

모델명 L-2000 Series 

제조사 Hitachi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8월 1일  

목적  유기 합성물, 단백질 분리/정제 

종합재료물성분석기  
(Texture Analyzer)  

모델명 TMS-PRO 

제조사 Food Technoogy Corporation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6월 23일  

목적  화장품 및 포장 전분야 
재질분석 

제타전위측정기  
(Zeta Potential Analyzer) 

모델명 Zeta Plus 

제조사 Brookhaven Instrument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12월 24일  

목적  극성용매의 제타전위 측정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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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국화학연구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한국화학연구원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연락처 042-860-7114 

홈페이지  http://www.kr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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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학용 바이오 스캐폴드 시스템  
(3D Bio-Scaffold Plotting System) 

모델명 스캐폴드 시스템 

제조사 엠포티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8월 31일  

목적  스캐폴드와 세포용  
3차원 프린팅 이용 

분산안정성고효율분석기  
(Dispersion Stability Analyzer)  

모델명 Formulaction 

제조사 한백과학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11월 29일  

목적  화장품, 식품 등의 평균입도, 
농도 변화 분석 

수력학적 초고압 호모게나이저  
(Electric hydraulic Ultra High Presuure Homogenizer)  

모델명 Mini DeBEE 45 

제조사 Bee International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10월 15일  

목적  입자를 작게 쪼개어 균질화 

적외선-현미경 분광기  
(FT-IR-Microscope Spectrometer)  

모델명 Vertex 80v 

제조사 Bruker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12월 20일  

목적  미지 시료를 정성 및 정량 분석 

초고속 효소반응 및 신촉매 탐색 시스템  
(Chemspeed Accelarator SLT-II) 

모델명 SLT100 II 

제조사 Chemspeed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9년 10월 13일  

목적  각종 반응 준비, 반응, 배합 등 
전처리, 분석 

강체진자측정기  
(Rigid-body pendulum type Physical properties Testing instrument)  

모델명 3000W 

제조사 A&D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6월 29일  

목적  유기고분자 물질의 경화, 
건조과정 평가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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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한밭대학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한밭대학교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연락처 042-821-1114 

홈페이지  http://www.hanba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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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모델명 7890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1월 10일  

목적  공기질, 수질분석 

나노제타 전위측정기  
(Nano Particle Size Analyzer with Zeta potential)  

모델명 Nano ZSP/ZEN5602 

제조사 Malvern Instruments 

사용료 30,000원/시료 

취득일 2015년 8월 10일  

목적  나노사이즈의 입자크기, 분자량 
등 측정 

입도분석기  
(Particle Size Analyzer)  

모델명 Mastersizer 3000-Maz6140 

제조사 Malvern Instruments  

사용료 25,000원/시료 

취득일 2015년 9월 21일  

목적  물질 입자 크기와 분포측정 

대전 │ 한밭대학교 



• 울산과학기술원 
• 울산테크노파크 

[2개 기관, 8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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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울산과학기술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울산과학기술원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테크노파크협의회 

연락처 052-217-0114 

홈페이지  http://unist-kor.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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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안정성 분석기  
(Dispersion Stability Analyzer) 

모델명 Turbiscan LAb Expert 

제조사 Formulaction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10월 19일  

목적  기초 제형 연구, QC 및 QA 

겔침투 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 
(GPC system)  

모델명 1200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10월 19일 

목적  시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 

고체시료표면전하측정기  
(Electrokinetic Analyzer)  

모델명 SurPASS 

제조사 Anton Paar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9년 11월 10일  

목적  zeta potential 값 측정 

울산 │ 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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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울산테크노파크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장비 활용 영역 
- 기술이전/사업화 및 R&D, 공간 지원  

- 비즈니스 중개(기술, 시장, 자금, 인력)  

담당 관리  테크노파크협의회 

연락처 052-219-8647 

홈페이지  http://www.u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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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입도 및 제타전위 분석기  
(Nano Particle Size and Zeta potential Analyzer)  

모델명 ELSZ-2000ZS 

제조사 Otsuka Electronics Co., Ltd 

사용료 25,000원/회 

취득일 2015년 3월 19일  

목적  나노, 서브 마이크론 입자 분석 

유변물성측정기 
(Rheometer)  

모델명 ARES 

제조사 Ta Instrument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3월 31일  

목적  고분자 물질 탄성 및 점성 측정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개 기관, 27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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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위치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 

장비 활용 영역 장비지원 

담당 관리  분석검사센터   

연락처 031-372-3642 

홈페이지   https://www.kci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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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흡광분광광도계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모델명 PinAAcle 900Z 

제조사 Perkinelmer 

사용료 17,000원/개 

취득일 2012년 9월 11일  

목적  중금속 및 무기성분의 정량분석 

고속원심분리기  
(Centrifuge)  

모델명 5810R 

제조사 Eppendorf 

사용료 2,000원/개 

취득일 2012년 8월 31일  

목적  성분 및 비중이 다른 재료를 
분이/정제/농축하는 기기  

고속원심분리기  
(Centrifuge)  

모델명 Combi 514R 

제조사 한일과학 

사용료 3,000원/개 

취득일 2012년 9월 5일  

목적  성분 및 비중이 다른 재료를 
분이/정제/농축하는 기기  

급속냉동기  
(Deep freezer)  

모델명 MDF-U54V 

제조사 Sanyo 
사용료 5,000원/개 

취득일 2012년 9월 5일  

목적  초저온 냉동 

비중계 
(Density Meter)  

모델명 DM 40 

제조사 Mettler Toledo 

사용료 8,000원/개 

취득일 2012년 9월 20일  

목적  액체 시료의 밀도 측정 

기체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모델명 7890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44,000원/개 

취득일 2012년 9월 10일  

목적  메탄올, 잔류용매 정량 및 
정성분석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DAD/RID)  

모델명 1260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48,000원/개 

취득일 2012년 9월 10일  

목적  시료성분 분리 및 정성, 정량 
분석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분광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meter)  

모델명 Optima 8300 

제조사 Perkin Elmer 

사용료 22,000원/개 

취득일 2012년 9월 11일  

목적  발광강도 측정해 원소의 정성, 
정량분석 

경기 │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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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 

모델명 ICS-1100&ICAP Q 

제조사 Thermo Scientific 

사용료 88,000원/개 

취득일 2015년 6월 26일  

목적  극미량 다원소물질 정성, 
정량분석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광광도계  
(Liquid Chromatography Mass Mass Spectrometer)  

모델명 Agilent 6420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143,000/개 

취득일 2012년 9월 13일 

목적  전하값을 띤 이온들을 생성, 
검출 

수은분석기  
(Mercury Analyzer) 

모델명 MA-3000 

제조사 NIC 

사용료 17,000원/개 

취득일 2012년 9월 14일  

목적  방출된 수은을 
원자흡광방식으로 분석 

극초단파시료 전처리 장비  
(Microwave Digestion System)  

모델명 MARS 6 

제조사 CEM Corporation 

사용료 11,000원/개 

취득일 2012년 9월 11일  

목적  초당 40억 회 진동 유발을 통한 
온도 상승 

가시선 및 자외선 분광광도계  
(Ultraviolet-Visible Spectrometer) 

모델명 Agilent 8453 

제조사 Agilent 

사용료 11,000원/개 

취득일 2012년 9월 11일 

목적  자외선, 가시선 조사,  
시료의 흡수, 반사율 분석 

점도계  
(Viscometer)  

모델명 RheoQC 

제조사 Anton Parr 

사용료 13,000원/개 

취득일 2012년 9월 20일  

목적  유체의 점도 측정 

수분측정기(칼피셔)  
(Volumetric Karl Fischer Titrator)  

모델명 V20 

제조사 Mettler Toledo 

사용료 22,000원/개 

취득일 2012년 9월 10일  

목적  액상 내 수분의 양  측정 

초순수제조장치  
(Water Purification System) 

모델명 Milli-Q Direct 16 

제조사 Merck Millipore 

사용료 6,000원/개 

취득일 2012년 9월 7일 

목적  유기물질, 이온 완벽 제거 

경기 │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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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위치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담당 관리  사업지원본부  

연락처 02-2164-0030 

홈페이지  http://www.kt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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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확산 측정장비  
(Automated Transdermal Diffusion Cell System)  

모델명 FDC-6T 

제조사 Logan Instrument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6월 5일  

목적  물질 투과도 측정 

피부회복력측정기  
(Ballistometer)  

모델명 BLS780 

제조사 Dia-stron 

사용료 10,000원/건   

취득일 2017년 6월 23일  

목적  피부 측정 기반의 회복력 계산 

피부수분량측정기  
(Corneometer)  

모델명 MPA6/CM825/RHT100 

제조사 Courage Khazaka 

사용료 10,000원/건   

취득일 2016년 7월 27일  

목적  피부표면의 수분 함유량 계측 

안면분석기  
(Facial Analysis System)  

모델명 Janus1 

제조사 PIE 

사용료 10,000원/건   

취득일 2016년 7월 26일  

목적  피부관련 제품의 안면부 영상 
분석 

피부윤기측정기  
(Glossymeter)  

모델명 SkinGlossMeter 

제조사 Delfin 

사용료 10,000원/건   

취득일 2017년 6월 26일  

목적  빛의 반사율 이용 피부 광택, 
윤기측정 

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모델명 1260 Infinity 

제조사 Agilent 

사용료 10,000원/시간   

취득일 2015년 5월 15일  

목적  화장품 중의 기능성 성분 분석 

피부산도 측정기  
(Skin pH meter)  

모델명 pH1140 

제조사 Mettler Toledo 

사용료 10,000원/건   

취득일 2016년 8월 19일  

목적  피부 산도 측정 

색차계  
(Spectrophotometer)  

모델명 CM-700d 

제조사 Konica Minolta 

사용료 100,000원/시간   

취득일 2017년 6월 7일  

목적  반사 분광법을 이용한 
색차 측정 

경기 │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헙연구원 



74 

멀티포트인공자외선 조사기  
(SPF Multiport Testing Simulator Model)  

모델명 Multiport Model 601 

제조사 Solar Light 

사용료 100,000원/시간   

취득일 2016년 8월 2일  

목적  자외선 조사 

독성연구용 정자분석기  
(Toxicology Sperm Analyzer System)  

모델명 TOX-IVOS 

제조사 Hamilton Thorne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9월 2일  

목적  생식발생 독성실험 및 화장품 등 
안전성 평가 

피부밝기 측정기  
(Translucencymeter)  

모델명 TLS850 

제조사 Dia-stron 

사용료 10,000원/건   

취득일 2017년 6월 23일  

목적  피부의 투명도 측정 

경기 │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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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산학협력단 
•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3개 기관, 8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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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위치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담당 관리  테크노파크협의회 

연락처 033-650-3331 

홈페이지  http://www.gs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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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제조시스템  
(AGI-mixer)  

모델명 스킨제조시스템 

제조사 우원기계 

사용료 110,000원/일 

취득일 2012년 2월 9일  

목적  화장품 원료 혼합 

식품물성분석기  
(Food Texture analyzer)  

모델명 TAXT plus 

제조사 Stable Micro System 

사용료 6,000원 /시간 

취득일 2011년 12월 20일  

목적  질감 측정 

자외선차단지수측정기  
(SPF Analyzer system)  

모델명 SPF-290S 

제조사 Optometrics 

사용료 4,100원 /시간   

취득일 2007년 12월 31일  

목적  천연 추출물의 자외선 차단 
지수 분석 

강원 │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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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산학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위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부  

연락처 033-250-6938 

홈페이지  http://uicf.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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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차계  
(Color Spectrophotometer)  

모델명 ColorMate 

제조사 신코 

사용료 85,000원/일 

취득일 2011년 6월 28일  

목적  초미립화 분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모델명 7890A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1월 27일  

목적  제품 성분 및 정량 분석 

경량물낙하시험기  
(Lightweight Products Drop Tester) 

모델명 DT-205H 

제조사 Shinyei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8월 14일  

목적  시료 낙하 충격성 시험 

강원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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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생명과학관길 84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담당 관리  기업지원단  

연락처 033-349-3213 

홈페이지  http://www.him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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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충전설비  
(Automatic Filling @ Capping System)  

모델명 5~100 

제조사 이수이앤지 

사용료 22,000원/시간 

취득일 2011년 8월 16일  

목적  액상제품 자동포장기 

세병기  
(Bottle Washer)  

모델명 이수 100 

제조사 이수이앤지 

사용료 15,000원/시간   

취득일 2011년 8월 16일  

목적  화장품, 의료 용기 세척 

강원 │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북테크노파크  

[4개 기관, 53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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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산합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  

연락처 054-279-3640 

홈페이지  https://www.k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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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분석기  
(Automatic Mercury Analyzer)  

모델명 DMA-80 

제조사 Milestone 

사용료 52,000원/시료 

취득일 2013년 1월 14일 

목적  수은 함량 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모델명 7890A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135,000원/시료 

취득일 2011년 3월 3일 

목적  제품 성분 및 정량분석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GC-MSD System) 

모델명 5975 inert XL MSD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50,000원/건 

취득일 2011년 12월 27일  

목적  화장품 성분분석, 정량분석 및 
안전성검사 

충북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산합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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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담당 관리  산학협력단 산학보유센터  

연락처 043-299-8068 

홈페이지  https:// home.seo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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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원료공급조  
(Raw materials tank)  

모델명 HS-WOT-10 

제조사 한성에프앤씨주식회사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9년 11월 6일  

목적  부재료를 혼합한 배합 원료의 
균질화를 유도함 

아지호모믹서  
(AGI Homo Mixer)  

모델명 HS-AHM-10 

제조사 한성F&C 

사용료 165,000/건 

취득일 2009년 11월 6일  

목적  유하공정, 혼합공정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불꽃이온화검출기  
(Gas chromatography-Flame Ionization Detector)  

모델명 7890B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11월 30일  

목적  무기, 유해물질 분석 

자동아미노산분석기  
(Amino acid analyzer)  

모델명 L-8900 

제조사 Hitachi 

사용료 600,000원/건 

취득일 2015년 11월 23일  

목적  아미노산 고속 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프 텐덤 질량분석기  
(Gas Chromatograph Mass/Mass Spectrometer)  

모델명 320 

제조사 Varian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2월 24일  

목적  화장품 미량성분 분석 

크림충진기  
(Cream filing line)  

모델명 HS-CF-30 

제조사 한성 F&C 

사용료 100,000/회   

취득일 2009년 11월 10일  

목적  기능성 화장품 정량 충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GC3  
(GC_ECD/NPD)  

모델명 GC-7890N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40,000원/건   

취득일 2010년 1월 22일  

목적  식품, 화장품 성분분석 

크림실링기  
(Cream sealing)  

모델명 SA-TF-3060 

제조사 신안테크 

사용료 66,000원/회 

취득일 2010년 9월 29일  

목적  의약품, 연고류, 화장품의  
용기 충진 

충북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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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기 300Kg  
(Freeze dryer 300Kg)  

모델명 PVTFD 300R 

제조사 일신랩 

사용료 1,760,000원/건 

취득일 2008년 12월 20일  

목적  급속 동결 및수분 제거 

피부주름측정장치  
(Optical 3D Measuring System)  

모델명 Primos Premium 

제조사 Lmi technologies Gmbh 

사용료 100,000원/건 

취득일 2015년 11월 23일  

목적  피부 표면 촬영 후,  
3D 이미지 제공 

고점도 이송펌프  
(High viscosity Delivery pump)  

모델명 이송 펌프  

제조사 이레엔지니어링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11월 3일  

목적  고점도 물질의 이송 

편광현미경  
(Polarising Microscope)  

모델명 BX-53 

제조사 Olympus 

사용료 10,000원/시간   

취득일 2013년 2월 18일  

목적  화장품 액정관찰 및  
섬유 복굴절 측정 

라미네이트실링기  
(Laminate Sealing machine)  

모델명 Tube sealing M/C 

제조사 이레엔지니어링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4년 2월 28일  

목적  튜브용 화장품 포장설비 

스킨충진기  
(Skin filling line)  

모델명 HF101P 

제조사 충북과학 

사용료 66,000원/일 

취득일 2012년 10월 4일  

목적  스킨제품 충진 

저점도이송펌프  
(Low Viscosity Delivery Pump)  

모델명 저점도 이송펌프 

제조사 이레엔지니어링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11월 23일  

목적  저점도 이송 

스킨, 로션충진기  
(Skin-lotion filling line)  

모델명 HS-SL-30 

제조사 한성 F&C 

사용료 66,000원 

취득일 2009년 11월 6일  

목적  스킨, 로션 충진 

충북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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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65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담당 관리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연락처 043-649-1783 

홈페이지  https://www.se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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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공초점현미경 
 (In vivo Confocal Microscope)  

모델명 Vivascope 1500 

제조사 Lucid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2월 27일  

목적  피부 계측 및 연구 활용 

비접촉식 주름분석장치  
(PRIMOS Compact – 3D metrology System) 

모델명 Primos compact 

제조사 GFMesstechnik Gmbh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11월 21일  

목적  피부표면의 초고속/  
비접촉식 2차원 측정 

분광시스템  
(Raman Spectrograph)  

모델명 iHR320 

제조사 Horiba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4월 22일  

목적  성분 흡수 정도 측정 

주름분석장치  
(VisioLine)  

모델명 VL 650 

제조사 Courage-khazaka Electroni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11월 21일  

목적  의약품, 화장품 등 제품 평가 

충북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90 

충북 │ 충북테크노파크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충북테크노파크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기업지원단 

연락처 043-270-2210 

홈페이지  https://www.c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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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크로마토그래프  
(Gas Chromatograph)  

모델명 CP3800 

제조사 Varian 

사용료 12,000원/시간 

취득일 2008년 3월 12일 

목적  유기물질 성분분석 

원심분리기  
(Centrifuge)  

모델명 SC35-06-177 

제조사 GEA Westfalia Separato 

사용료 40,600원/시간 

취득일 2006년 11월 14일  

목적  시료 침전물 분리 

생분리액체크로마토그래프  
(Bio Liquid Chromatograph System)  

모델명 Ailiance 2796,2475,2996  

제조사 Waters 

사용료 12,500원/시간 

취득일 2005년 11월 28일 

목적  유기물질 성분분석 

영양분석시스템  
(Crude protein, fat, and fiber determinator)  

모델명 Pro-NitroA  

제조사 JP Selecta 

사용료 10,000원/시간 

취득일 2008년 1월 8일  

목적  조지방(Total fat)  
조단백(Curde protein) 
조섬유(Total fiber) 분석 

고효율원심농축기  
(Centifugal Evaporator)  

모델명 EZ-2 Plus  

제조사 Geneva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5년 11월 29일  

목적  액체 추출시료 고속농축 

원자흡광분광광도계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phtometer)   

모델명 SOLAAR S Series   

제조사 Thermo Scientifi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5년 12월 1일  

목적  무기물질 성분 분석 

원심분리기  
(Centrifuge)  

모델명 Supra 22K 

제조사 한일사이메드 

사용료 1,500원/시간 

취득일 2010년 11월 26일  

목적  시료 고액 분리 

동결건조기  
(Freeze Dryer)  

모델명 LYOPH-PRIDE 10R 

제조사 일신바이오베이스 

사용료 3,300원/시간 

취득일 2010년 11월 26일  

목적  시료 동결 건조 

충북 │ 충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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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동샘플전처리시스템  
(Fully Automated Sample Preparation System)  

모델명 GP Ultra 

제조사 Lc Tech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7년 8월 3일  

목적  목적성분 분리, 농축 

미생물동정기  
(Gram negative， Gram positive， Bacillus， Yeast identification)  

모델명 Vitek 2 Compact 

제조사 Biomerieux 

사용료 9,000원/시간 

취득일 2007년 7월 30일  

목적  미생물 분석, 동정 

가스크로마토그래프  
(Gas chromatograph)  

모델명 CP-3800 

제조사 Varian 

사용료 12,000원/시간 

취득일 2008년 4월 2일  

목적  유기물질 성분분석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3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모델명 1290 infinity II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7년 2월 8일  

목적  1~10㎛ 크기의 분쇄물 분쇄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모델명 6890N/5975 inert GC/MSD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13,000원/시간 

취득일 2005년 12월 6일  

목적  유기물질 성분분석, 정량분석 

박층크로마토그래프장치  
(High Performance Thin Layer Chromatograph)  

모델명 Scanner3, Reprostar3, AMD2 

제조사 Camag 

사용료 16,000원/시간 

취득일 2005년 11월 29일  

목적  유기물질 지표성분 확인, 샘플 
점적 및 자동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GC/MS)  

모델명 320 

제조사 Varian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2월 14일  

목적  정성 및 정량분석 

초고압추출기 
(High pressure extractor)  

모델명 TFS-10L  

제조사 디마퓨어텍 

사용료 4,000원/시간   

취득일 2008년 1월 7일  

목적  천연물 초고압 추출 

충북 │ 충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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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모델명 LC 20A 

제조사 Shimadzu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6년 8월 30일  

목적  생리활성물질 정량분석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질량분석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모델명 820 

제조사 Varian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7년 11월 6일  

목적  무기물, 중금속 등 정량분석 

고성능박층크로마토그래프  
(HPTLC)  

모델명 TLC Scanner3 

제조사 CAMAG 

사용료 16,000원/시간   

취득일 2008년 1월 8일  

목적  RF값을 활용하여 물질을 분리 
분석 

파우치 포장기  
(liquid Packaging machine)  

모델명 SM-210-L 

제조사 서울엔지니어링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6년 12월 20일  

목적  액체 파우치 형태로 포장 지원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CP)  

모델명 Optima 5300DV 

제조사 Perkin Elmer 

사용료 30,000원/시간   

취득일 2008년 3월 11일  

목적  플라즈마를 이용한  
무기물 분석 

수은분석기  
(Mercury Analyzer)  

모델명 MA-2 

제조사 Nippon Instruments Corp. 

사용료 9,000원/시간 

취득일 2008년 3월 18일 

목적  수은 및 중금속 분석 

유도결합플라스마분광광도계  
(Inductively Coupled Plasma-Absortion Emission) 

모델명 IRIS Intrepid II  

제조사 Thermo Scientifi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5년 12월 1일  

목적  무기물 등 성분분석 

초단파분해장치 
(Microwave Digestion System)  

모델명 ETHOS one 

제조사 Milestone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3월 18일  

목적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유기시료 
분해 

충북 │ 충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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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층건조기  
(Multi-Functional fluid Bed System)  

모델명 DPL 

제조사 CJPM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5월 6일  

목적  시료 코팅 건조 

고체상추출정제장치  
(Solid Phase Extraction System)  

모델명 Aspec Xli 

제조사 Gilson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5년 11월 12일  

목적  카트리지를 이용한  
시료 자동 정제창치 

분취용액체크로마토그래프  
(Preparative Liquid Chromatograph System)  

모델명 Delta 600, Delta 2996 

제조사 Water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5년 11월 28일  

목적  유기 물질 성분 분석 

색도색차계  
(Spectrophotometer)  

모델명 CM-3500d 

제조사 Konica Minolta  

사용료 2,000원/회   

취득일 2008년 1월 11일  

목적  화장품, 식품 색도 측정 

초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Rapid resolution liquid chromatograph) 

모델명 1200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7년 8월 5일  

목적  유기물질 성분분석 

원심분리기 
(Tubular system (Tubular Centrifuge))  

모델명 J1250 

제조사 한일사이메드  

사용료 21,000원/시간   

취득일 2008년 1월 15일  

목적  원심분리, 발효액 고액분리 

충북 │ 충북테크노파크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남테크노파크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8개 기관, 35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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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기업지원단 

연락처 053-580-6936 

홈페이지  https://sanhak.k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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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제제기  
(All Purpose Equipment)  

모델명 AR403 

제조사 Erweka 

사용료 10,000원/시간 

취득일 2014년 2월 25일  

목적  고형 제제 제조 시, 사용 

액상스틱포장기  
(Liquid stick automatic packer)  

모델명 액상스틱포장기 

제조사 서울엔지니어링 

사용료 8,000원/시간 

취득일 2013년 10월 28일  

목적  액체 상태 화장품 정량 포장  
및 시제품 생산 

나노입도분석기  
(Nano Particle Size Anaylzer)  

모델명 Zetasizer Nano S90 

제조사 학과 교육용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11월 4일  

목적  에멀젼의 분산, 바이오 
나노입자의 크기 측정 

충남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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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연락처 1588-0063 

홈페이지  https://www.dku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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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지질 샘플 크로마토그라피  
(Automatic Developing Chamber) 

모델명 ADC2 

제조사 Camag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11월 13일  

목적  시료 분리 및 정량, 정성분석 

피부 색상 측정기  
(Skin colorimeter)  

모델명 Mexaeter MX18 system 

제조사 Courage-khazaka electroni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11월 13일  

목적  멜라닌 함유량 및 홍반 측정 

피부 지질샘플 자동 점적기  
(Automatic TLC-sampler) 

모델명 Ats 4 

제조사 Camag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10월 6일  

목적  피부조직 시료 정량적 점적 

피부지질샘플 영상분석시스템 
 (TLC Visualizer)  

모델명 TLC-Visualizer 

제조사 Camag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10월 6일  

목적  크로마토그램 정량적 분석 및 
저장 

피부탄력도 측정기  
(Cutometer with Multi-Probe Adaptar System)  

모델명 MPA 580 

제조사 Courage-khazaka electroni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3월 3일  

목적  피부탄력성 측정 및 평가 

경표피수분손실 측정기  
(Transepidermal waterloss)  

모델명 Tewameter 

제조사 Courage-khazaka electroni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11월 13일  

목적  수분의 증발량(TEWL) 측정 

충남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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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담당 관리  기업지원단 

연락처 1899-3700 

홈페이지  http://www.dankook.ac.kr/web/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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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모델명 240AA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20,000원/원소 

취득일 2015년 4월 3일  

목적  화장품 무기물분석 

마이크로웨이브 시료분해장비  
(Microwave Digestion System)  

모델명 START D 

제조사 Milestone 

사용료 무료 

취득일 2015년 2월 10일  

목적  화장품 시료 전처리 

탄소 황원소분석기  
(Carbon/Sulfur Analyzer)  

모델명 EMIA-920V2 

제조사 Horiba 

사용료 50,000원/원소 

취득일 2016년 3월 3일  

목적  입자 검출 및 측정,  
용액내 미립자 측정 

고압분산기  
(Ultra High Pressure Homogenizer)  

모델명 Nano DeBEE 45 

제조사 Bee International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5월 30일  

목적  나노사이즈 에멀젼 분산 
분쇄혼합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HPLC)) 

모델명 1220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100,000원/시료   

취득일 2013년 11월 22일  

목적  화장품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기기  
(UV Spectrophotometer) 

모델명 SPF-290AS 

제조사 Solar Light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4월 17일  

목적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 

충남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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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창조다산링크사업단 

연락처 041-559-7921 

홈페이지  http://iacf.dankook.ac.kr/web/iacf/-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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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기  
(Freezing Dryer) 

모델명 OPERON 

제조사 이수이앤지 

사용료 6,000원/시간 

취득일 2008년 6월 28일  

목적  화장품 원료 동결건조 

입도분석기  
(Particle Size Analyzer)  

모델명 APA5001SR 

제조사 Malvern 

사용료 40,000원/시료 

취득일 2010년 8월 25일  

목적  분말 입도 크기 및 분포 측정 

충남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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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담당 관리  산학기획팀  

연락처 041-530-1601 

홈페이지  http://sanhak.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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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기 
(AGI-mixer)  

모델명 AGI-Homo Mixer300L 

제조사 선진테크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1월 25일  

목적  유화, 교반, 분산, 반응, 미립화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모델명 Agilent 1260 Infinity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12,500원/건 

취득일 2011년 8월 12일  

목적  이온성분, 유기화합물 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불꽃이온화검출기  
(Gas chromatography-Flame Ionization Detector)  

모델명 7890B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11월 30일  

목적  무기, 유해물질 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프 텐덤 질량분석기  
(Gas Chromatograph Mass/Mass Spectrometer)  

모델명 320 

제조사 Varian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2월 24일  

목적  화장품 미량성분 분석 

입도분석기  
(Particle Size Analyzer)  

모델명 LS 13 320 MW 

제조사 Beckman Coulter 

사용료 30,000원/건 

취득일 2008년 11월 25일  

목적  Size의 Particle 측정 

가스크로마토그래프 GC3  
(GC_ECD/NPD)  

모델명 GC-7890N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40,000원/건   

취득일 2010년 1월 22일  

목적  식품, 화장품 성분분석 

자외선차단지수측정장치  
(SPF analyzer system)  

모델명 SPF-290s 

제조사 Optometrics 

사용료 30,000/건 

취득일 2008년 2월 12일  

목적  자외선차단지수 등  
데이터 계산 및 프린팅 

충남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은분석기  
(Mercury Analyzer) 

모델명 MA-2 

제조사 NIC 

사용료 20,000원/건   

취득일 2009년 3월 19일  

목적  원자흡광도 측정,  
수은 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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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충남테크노파크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충남테크노파크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장비 활용 영역 
- 비즈니스중개(기술, 시장, 자금, 인력)  

- 기술이전/사업화, R&D 지원, 공간 지원  

담당 관리  기업 지원단   

연락처 041-589-0630 

홈페이지  http://www.c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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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프레스  
(Filter Press)  

모델명 프레스 

제조사 퓨어테크 

사용료 150,000원/일 

취득일 2010년 2월 2일  

목적  액상 원료 분리 장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Liquid Chromatograph mass analyzer)  

모델명 6400 MS/MS 시스템 

제조사 Agilent Technology 

사용료 50,000원/건 

취득일 2011년 2월 1일  

목적  제약, 화장품, 식품 등의 
유기물질 질량분석 

충남 │ 충남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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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기업 지원단   

연락처 041-589-8114 

홈페이지  http://www.k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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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밀링 장치  
(Beads-milling equipment)  

모델명 Nano-Disper Mill v0.5 

제조사 대성기계공업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1월 27일  

목적  지르코니아 비즈 기반의  
분산 및 분쇄기 

초저온 이송 시스템  
(Cryogenic FE-SEM)  

모델명 ALTO2500 

제조사 Gatan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12월 13일  

목적  초저온 하이드레이트 

의료용 동결건조 시스템  
(Freeze Dryer)  

모델명 Lyoph-Pride20 

제조사 일신바이오브랜치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8월 11일  

목적  진공 내 수분 제거 

질량 분석시스템  
(GC-MSD)  

모델명 6890N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10월 31일  

목적  GC에서 분리된 화합물을 MS로 
전달 

고분자 합성용 반응기  
(Reactor Ready System)  

모델명 고분자 합성용 반응기 

제조사 케이에이치티엔지니어링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6월 11일  

목적  이산화탄소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기술 발전 

충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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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담당 관리  산학협동과  

연락처 041-660-1401 

홈페이지  http://sanhak.hanseo.ac.kr 



111 

3차원 쾌속 조형기 (RP장비) 
(3D Printer) 

모델명 Project HD 3000 Plus 

제조사 3D System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12월 29일 

목적  금형으로 제작이 어려운  
외관 시제품 제작 

플라즈마 진공 증착기  
(Plasma Vaccum Cating System)  

모델명 MARS I 140 

제조사 인텍 

사용료 159,000원/일 

취득일 2009년 8월 5일  

목적  가공, 정밀가공 등 샘플제작 

UV 코팅 스프레이 시스템  
(UV Coating Spray System) 

모델명 UV Spray System  

제조사 제이에스유브이시스템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4월 27일  

목적  시제품 표면에 다양한 컬러 및 
펴면에 광택 혹은 무광 도포  

충남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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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식량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3개 기관, 7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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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국립식량과학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국립식량과학원 

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연락처 063-238-5000 

홈페이지  http://www.nic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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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진공회전농축기  
(Large scale vacuum rotary evaporation system)  

모델명 Laborota 20 control compact 

제조사 Heidolph Instrument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6월 3일  

목적  천연물 유효물질 추출 및 
대용량 농축 

종합물성시험기 
(Stable micro system, GB/TA.XTplus, Texuture analyzer 

모델명 Z0.5 

제조사 Zwick Roell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9월 1일  

목적  제품 특성 분석 

전북 │ 국립식량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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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국립축산과학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국립축산과학원 

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연락처 063-238-7000 

홈페이지  http://www.ni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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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자동동정기  
(Sensititre) 

모델명 Optiread AIM 

제조사 Sensititre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3월 25일 

목적  미생물 동정 및 MIC 검사 실시 

분광광도계  
(Spectrophotometer)  

모델명 UV-2700 

제조사 Shimadzu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4월 24일 

목적  시료 함량 분석 

전북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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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8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연락처 063-563-6680 

홈페이지  http://www.bb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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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분석기  
(Automatic Mercury Analyzer) 

모델명 Hydra 2 

제조사 Teledyne Leeman Labs 

사용료 54,000원/일 

취득일 2013년 4월 30일  

목적  제품 수은 함유량 확인 

자동편광계  
(Automatic Polarimeter) 

모델명 Autopol VI 

제조사 Rudolph research analytical 

사용료 87,000원/일 

취득일 2013년 5월 20일  

목적  천연 및 합성물질의 광학 활성 
측정 

마이크로웨이브시료전처리장치  
(Microwave Digestion system)  

모델명 MARS 6 

제조사 CEM Corporation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5월 20일  

목적  시료 금속성분 측정 

전북 │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전남테크노파크  

[3개 기관, 14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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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산학기획팀  

연락처 061-750-6113 

홈페이지  http://siacf.s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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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안정성분석기  
(Ageing Station for Dispersion Stability Analysis) 

모델명 LT-2K1038R 

제조사 Formulaction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1년 4월 8일  

목적  분산안정성의 변화 분석  

초고압호모게나이져  
(Ultra High Pressure Homogenizer)  

모델명 Mini DeBEE 45 

제조사 Bee International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4월 13일  

목적  에멀전 분산 분쇄혼합 및 
고효율 세포파쇄 

전남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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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연락처  061-339-1315 

홈페이지  http://www.jb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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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진공유화  
(AGI Homo Mixer)  

모델명 진공 유화 

제조사 선진테크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8월 2일  

목적  천연물 소재 균질 유화 

입도분포측정기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alyzer)  

모델명 Mastersizer 2000 

제조사 Malvern Instruments 

사용료 50,000원/시료 

취득일 2010년 8월 9일  

목적  화장품 원료소재 입자분포 측정 

공기조화기  
(Air conditioner)  

모델명 조화기  

제조사 창성엔지니어링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5월 17일  

목적  천연물 효능 규명 

분획용 액체크로마토그래피  
(Semiprep-liquid chromatography)  

모델명 2535 Quaternary Gradient 

제조사 Waters 

사용료 30,000원/시간 

취득일 2010년 3월 24일 

목적  화장품 분석 및 천연물 추출 

진공또는원심농축기  
(Extractor & concentrator)  

모델명 농축기 

제조사 영일이엔에프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3월 31일  

목적  원료 초음파 가온추출 및  
원료 농축 

초고압장비  
(Ultra High Pressure Equipment)  

모델명 500MPA-INNOWAY 

제조사 (주)이노웨이 

사용료 83,000원/시간 

취득일 2013년 10월 31일  

목적  피부보호제 개발 

나노유화분산장비  
(Nano disperser)  

모델명 나노 유화 분산기 

제조사 나노켐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11월 30일  

목적  유체 미립화 , 유화분산  
및 리포좀 

전남 │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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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전남테크노파크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전남테크노파크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R&D, 설계 지원 

- 기술이전/사업화  

담당 관리  전남테크노파크협의회 기업지원단  

연락처 061-729-2520 

홈페이지  http://www.jn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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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L G/L 반응기 
(100L glass Lined Reactor)  

모델명 CR101 

제조사 Buchi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2월 15일  

목적  생산 설비 

세라믹 분산 안정성 측정기 
(Dispersion Stability Analyzer)  

모델명 Turbiscan LAB 

제조사 Formulaction SAS 

사용료 77,000원/기타 

취득일 2016년 9월 28일  

목적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측정 

630L G/L 반응기 
(630L Glass Lined Reactor)  

모델명 BE-630 

제조사 Pfaudler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2월 15일  

목적  약품, 화장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합성설비 

초임계원료합성 장비  
(Supercritical Water Hydrothermal Synthesis) 

모델명 합성기 

제조사 ㈜한강엔지니어링 

사용료 273,000원/개 

취득일 2016년 5월 27일  

목적  세라믹 원료 합성 

세라믹 나노 분산장비  
(Ceramic Powder high Pressure Homogenizer)  

모델명 MN300-15P 

제조사 마이크로녹스 

사용료 100,000원/일 

취득일 2014년 4월  2일  

목적  고압 유체의 분산성 및 균질성 
확보 

전남 │ 전남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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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테크노파크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포항테크노파크  

[4개 기관, 44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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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경북테크노파크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경북테크노파크  

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연락처 053-819-3000 

홈페이지  http://www.g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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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정제시스템  
(Automatic purification System)  

모델명 2545 Autopurification system 

제조사 Waters 

사용료 38,000원/개 

취득일 2015년 5월 22일  

목적  시료 분리, 분취 

ICE 혼탁도 측정장치  
(Isolated Chicken Eye Test System stem)  

모델명 ST5542 

제조사 Haag-Streit Diagnostics 

사용료 20,000원/건   

취득일 2016년 10월 12일  

목적  투명도 측정 

가스크로마토그래프 헤드스페이스 시스템 
 (Gas Chromatograph Headspace(FID) System)  

모델명 7697A Headspace Sampler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10월 12일  

목적  화장품 배합물질 정성 및 
정량분석 

장시간 세포관찰 분석시스템 
(Long term cell imaging analysis system)  

모델명 incucyte zoom 

제조사 Essen Bioscience 

사용료 20,000원/건 

취득일 2015년 3월 19일  

목적  세포독성, 증식, 분화 측정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Gas Chromatography Mass) 

모델명 7890GC/5977MS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32,000원 / 건 

취득일 2015년 7월 7일  

목적  시료의 정성, 정량 분석 

수은분석기  
(mercury analyzer)  

모델명 DMA-80 

제조사 Milestone 

사용료 21,000원/건 

취득일 2016년 10월 6일  

목적  수은 정량분석, 함량평가 

열풍건조기  
(heated air dryer)  

모델명 JOSF-150 

제조사 제이에스리서치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1월 31일  

목적  이화학실험 및 효소 반응 위한 
온도 조절 

흡광도 측정 시스템  
(Microplate Reader)  

모델명 Spark10M 

제조사 Tecan Trading AG 

사용료 2,500원/건 

취득일 2017년 5월 31일  

목적  시료분자 파장대 흡광도 분석 

경북 │ 경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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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분광광도계  
(Non contact Spectrophotometer)  

모델명 vs450 

제조사 X-rite 

사용료 32,000원/개 

취득일 2016년 8월 29일  

목적  시료 색상 및 유광도 측정 

자외선차단지수측정기  
(SPF analyzer system)  

모델명 UV-2000S 

제조사 Labsphere 

사용료 19,000원/건 

취득일 2016년 7월 11일  

목적  자외선차단 정도 정밀 측정 및 
분석 

전자식교반기  
(Overhead stirrer)  

모델명 Eurostar power c-v 

제조사 IKA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1월 23일  

목적  수은 정량분석, 함량평가 

피부투과도측정장비  
(Transdermal diffusion system)  

모델명 System 913-6   

제조사 Logan Instruments 

사용료 1,000원/건 

취득일 2017년 5월 26일  

목적  화장품 피부투과율 측정 

주사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모델명 ASI2300C 

제조사 새론테크놀로지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6월 25일  

목적  시료 표면 관찰 

경북 │ 경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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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중앙기기센터 

연락처 053-850-3866 

홈페이지  http://iacf.cu.ac.kr/hom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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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기  
(Evaporator)  

모델명 N-21NS 

제조사 Tokyo Rikakikai 

사용료 76,000원/일 

취득일 2014년 10월 15일  

목적  용매 수분 증발 

로타리파우치 포장기 
(Rotary pouch machine) 

모델명 YH-8H2 

제조사 유명기계 

사용료 106,000원/일 

취득일 2010년 2월 2일 

목적  액상제품(음료, 추출 농축액 등) 
포장 장비 

레토르트살균기  
(Retort sterilizer)  

모델명 PRS-10-I2 

제조사 (주)경한 

사용료 108,000원/일 

취득일 2010년 2월 2일  

목적  고온멸균 

초임계유체추출시스템  
(SO-CO2 extraction System)  

모델명 SA-SCCO-S-200-6502 

제조사 (주)일신오토클레이브 

사용료 150,000원/건 

취득일 2011년 2월 15일  

목적  화장품 물질 선택적 추출 

경북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132 

경북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어봉지길 285-10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산학협력단 산학연구부  

연락처 053-819-1553 

홈페이지  http://iacf.d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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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이산화황측정장치  
(Automatic Sample Preparation System for Sulfuric )  

모델명 잔류 이산화황 측정기 

제조사 Gerhardt 

사용료 28,000원/시료 

취득일 2008년 11월 14일  

목적  잔류이산화항 측정 

대용량 동결건조기  
(Freeze Dryer) 

모델명 OPR-FDT-8632 

제조사 오페론 

사용료 17,000원/시간 

취득일 2011년 12월 24일  

목적  시료 급속 냉동 및 수분제거 

잔류농약추출장치  
(Automatic Soxhlet Extraction System)  

모델명 Sox 416 

제조사 Gerhardt 

사용료 10,000원/시료 

취득일 2008년 11월 14일  

목적  잔류농약 추출 

질소 및 단백질 분석장치  
(Fully Automatic Nitrogen and Protein Analysis)  

모델명 KjeltecTM 8400 

제조사 Foss 

사용료 30,000원/건 

취득일 2010 년 12월 15일  

목적  단백질 함량 분석 

미세원심분리기  
(Centrifugal Separator) 

모델명 5810R 

제조사 Eppendorf 

사용료 4,000원/시료 

취득일 2008년 10월 7일 

목적  원심 분리 

가스크로마토그래프/불꽃광도형검출기  
(Gas Chromatograph)  

모델명 7890A GC 

제조사 Agilent technologies 

사용료 55,000원/시료 

취득일 2009년 12월 18일  

목적  화장품 성분분석 

과립제조기  
(Fluid Bed spray Dry)  

모델명 FBSD-20 

제조사 전진E&C 

사용료 61,000원/시간 

취득일 2010년 12월 29일  

목적  과립분리 및 수분제거 

휘발성물질분석장치  
(Headspace Autosampler) 

모델명 HT3 

제조사 Teledyne Tekmar 

사용료 53,000원/시료 

취득일 2009년 12월 18일  

목적  화장품 휘발성 성분 분석 

경북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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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모델명 Alliaince e2695 

제조사 Waters 

사용료 63,000원/건 

취득일 2011년 12월 1일  

목적  혼합물질 성분 검출 

초단파융해장치  
(Microwave) 

모델명 MARSXpress 

제조사 CEM Corporation 

사용료 35,000원/건 

취득일 2008년 10월 15일  

목적  중금속 분석  

솔벤트농축기  
(High Throughput Centrifugal Evaporator)  

모델명 EZ-2 Plus 

제조사 Genevac 

사용료 10,000원/시간 

취득일 2008년 11월 14일  

목적  잔류 용매 농축 및 시료의 농축 

증폭기시스템  
(Patch Clamp Amplifer System)  

모델명 MultiClamp 700B 

제조사 Molecular Devices 

사용료 10,000원/시간 

취득일 2013 년 2월 7일  

목적  세포 내 외 전기적 신호 측정 및 
이온변화 연구 

전자동 전기영동장치  
(Manual Electrophoresis System) 

모델명 MultiNa MCE-202 

제조사 Shimadzu 

사용료 18,000원/건 

취득일 2009년 12월 10일  

목적  생체 고분자 분석 및 분자 구조 
연구 

소형회전농축기 
(Rotary Evaporato)  

모델명 N1000SW 

제조사 Tokyo Rikakikai 

사용료 11,000원/시간 

취득일 2004년 3월 31일  

목적  시료 농축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  
(Microplate Readers)  

모델명 Infinite M200  

제조사 Tecan Trading AG 

사용료 19,000원/건 

취득일 2009년 12월 16일  

목적  시료 스캐닝 

진공회전농축기  
(Rotary Vacuum Evaporator)  

모델명 R-220 

제조사 Buchi AG 

사용료 31,000원/시간 

취득일 2008년 11월 4일  

목적  유효 성분 추출 

경북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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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지수측정장치  
(SPA Analyzer System)  

모델명 SPF-290 AS 

제조사 SOLAR LIGHT 

사용료 50,000원/개 

취득일 2017년 1월 23일  

목적  세포 내 외 전기적 신호 측정 및 
이온변화 연구 

터비스캔  
(Turbiscan)  

모델명 Turbiscan LAB 

제조사 Formulaction 

사용료 23,000원/건 

취득일 2011년 11월 14일  

목적  화장품분야 제형 연구 및 
분산안정성 평가 

분무건조기  
(Spray Dryer)  

모델명 SD-2 

제조사 전진E&C 

사용료 31,000원/시간 

취득일 2010년 12월 29일  

목적  액체 및 페이스트 모양 재료 
건조 

과립제조기  
(Fluid Bed spray Dry)  

모델명 FBSD-20 

제조사 전진E&C 

사용료 61,000원/시간 

취득일 2010년 12월 29일 

목적  추출물의 과립 형태로의 변화 
제조 

초임계 추출기(천연향 포집장치) 
 (Supercritical Fluid Extracto) 

모델명 추출기 

제조사 포스엔텍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2년 2월 22일  

목적  비타민 정제, 약효성분 추출 및 
식물유지 추출 

자외선 측정기 
(UV/VIS Spectrophotometer)  

모델명 UV-2550 

제조사 Shimadzu 

사용료 10,000원/시료 

취득일 2008년 9월 12일  

목적  자외선/가시광선 기반의  
액체 시료의 정량 및 정성 분석  

중금속전처리장치  
(Trace Metal Digestion System)  

모델명 SMA20A 

제조사 Gerhardt 

사용료 51,000원/시료 

취득일 2008년 11월 14일  

목적  무기물 및 중금속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 

진공 건조기  
(Vacuum Dry Oven)  

모델명 VDO-50 

제조사 전진이앤씨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12월 29일  

목적  화장품 시료건조 

경북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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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포항테크노파크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포항테크노파크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테크노파크협의회 

연락처 053-819-3000 

홈페이지  http://www.pohangt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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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PDA)) 

모델명 Flexar SQ 300 MS 

제조사 Perkin Elmer 

사용료 39,000원/개 

취득일 2010년 7월 28일  

목적  유효성분 및 유해성분 분석 

실시간형광측정기  
(Real-time Bioluminescent Detector) 

모델명 Lumicycle 

제조사 Actimetric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8월 11일  

목적  분자생물학적 연구 및 약물 
실시간 모니터링 

나노입도 및 제타전위측정기  
(Particle size and zeta potential analyzer) 

모델명 Zetatrac NPA152 

제조사 Microtrac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7월 9일  

목적  입자크기 및 제타전위 측정 

경북 │ 포항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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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 경상대학교 
•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 한국세라믹기술원 

[4개 기관, 9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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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605번길 39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담당 관리  연구지원실 

연락처 055-970-1102 

홈페이지  http://www.gnher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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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분석기  
(Mercury Analyzer)  

모델명 HydraⅡ 

제조사 Teledyne Leeman Labs 

사용료 10,000원/시간  

취득일 2013년 10월 25일  

목적  한약재료의 수은분석 

분취용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Preparative HPLC)  

모델명 PLC 2020 

제조사 Gilson 

사용료 10,000원/시간 

취득일 2013년 10월 25일  

목적  혼합 추출액 시료 및 단일 물질 
분취 

경남 │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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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상대학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경상대학교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장비 활용 영역 
- 장비, 연구 지원 

-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연락처 055-772-0114 

홈페이지  https://www.gnu.ac.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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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맛분석기  
(Electronic Tongue) 

모델명 Astree II 

제조사 Alpha Mo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4월 16일  

목적  액체 분석 및 성분 구분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모델명 AVIO 200 ICP 

제조사 Perkinelmer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6년 11월 28일  

목적  화장품 시료 분석 

경남 │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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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65-8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연락처 055-860-8958 

홈페이지  http://www.namhaegar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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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액화처리기  
(Extra High Pressure Device)  

모델명 DFS-2L 

제조사 ToyoKoatsu 

사용료 80,000원/일 

취득일 2012년 5월 7일  

목적  각종 소재 추출 및 살균 

초임계추출기  
(Supercritical Fluid Extractor)  

모델명 SC-CO2 Extraction System 

제조사 일신오토클레이브 

사용료 80,000원/일 

취득일 2011년 9월 7일  

목적  지방성분 초임계 및  
천연 에센스 오일 추출 

경남 │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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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한국세라믹기술원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한국세라믹기술원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1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연락처 055-792-2500 

홈페이지  http://www.kic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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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면적 측정기  
(Particle Surface Area)  

모델명 Acorn Area 

제조사 Xigo 

사용료 50,000원/size 

취득일 2011년 9월 22일  

목적  액체 상태의 비표면 측정 

태양광생성기  
(Solar Simulation)  

모델명 PEC-L11 

제조사 Peccell Technoogie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2월 1일  

목적  인공태양광 조사 후  
샘플의 화학적 변화 측정 

엑스선 형광분석기  
(X-Ray Flourescence)  

모델명 ZSX primus III Plus 

제조사 Rigaku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5년 8월 18일 

목적  시료 속의 미지 원소 분석 

경남 │ 한국세라믹기술원 



•제주테크노파크  

[1개 기관, 12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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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기관 개요 

보유 기관명 제주테크노파크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장비 활용 영역 
- 시생산, 인증, 설계 지원 

- 시험 분석 

담당 관리  테크노파크협의회 기업지원단 

연락처 064-720-2300 

홈페이지  http://www.jeju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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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L 자동진공아지믹서  
(50L Auto Vacuum Agi IKA Mixer)  

모델명 자동전공아지믹서 

제조사 한양기계산업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9년 5월 8일  

목적  스킨, 로션 교반 

정제수장치  
(Auto mixed-bed R/O water system)  

모델명 정제수 장치 

제조사 청풍기술엔지니어링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5년 12월 1일  

목적  화장품 정제주 제조 

용암해수 전기투석장비  
(Electrodialysis system)  

모델명 용암해수 전기투석장비 

제조사 창조테크노 

사용료 114,800원/기타 

취득일 2016년 9월 16일  

목적  용암해수로 부터 미네랄 분리 

대용량 농축기 
(Large Scale Rotary Evaporator)  

모델명 R-220 

제조사 Buchi 

사용료 10,200원/시간 

취득일 2011년 2월 28일 

목적  원료 농축  

추출기 0.5톤  
(Extractor)  

모델명 추출기 

제조사 해동플랜트 

사용료 12,000원/시간 

취득일 2007년 7월 20일  

목적  화장품 원료추출 

자외선차단지수측정기  
(PROTECTION FACTOR ANALYZER SYSTEM) 

모델명 SPF-290SES 

제조사 Optometricsgies  

사용료 6,000원/시간 

취득일 2012년 2월 24일  

목적  자외선차단지수등의 데이터 
계산처리 및 프린팅 

정제수제조장비  
(Omosis system)  

모델명 1000L/H 

제조사 해동플랜트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7년 7월 20일  

목적  정제수 제조 및 공급 

화장품견본포장기  
(Sample filling MC)  

모델명 HS-2022 

제조사 한솔자동기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8년 4월 8일  

목적  화장품 포장 

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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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취용크로마토그래피  
(Preparative-Liquid chromatography)  

모델명 2545 Binary Gradient Module 

제조사 Waters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0년 9월 20일  

목적  천연물, 고순도 의약품 
분리정제 

멸균교반기  
(Sterilizing reactor)  

모델명 1000L/H 

제조사 해동플랜트 

사용료 9,000원/시간 

취득일 2007년 7월 20일  

목적  화장품원료 추출액 및 농축액의 
살균 

해수담수화장비  
(Reverse osmosis system)  

모델명 해수 담수화 장비 

제조사 크로시스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13년 2월 6일  

목적  해수중의 이온성 물질과 순수한 
물을 분리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모델명 UPLC-PD A/ELSD 

제조사 Waters 

사용료 8,000원/시간 

취득일 2012년 3월 12일  

목적  화장품, 식품 내 지표성분  
함량 분석  

무균기  
(Sterilizer)  

모델명 무균기 

제조사 해동플랜트 

사용료 7,000원/시간 

취득일 2007년 7월 20일  

목적  화장품원료 포장용기 용기소독 
및 살균 

호모아지믹서  
(Vaccum AGI Homo Mixer)  

모델명 Agi Homo Mixer 

제조사 우원기계 

사용료 미책정. 상담 필요  

취득일 2005년 12월 1일  

목적  화장품 기초 스킨케어 제조 

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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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별 목차  

1000L(T)-GL Reaction System  
100L glass Lined Reactor  
250L-GL Reaction System  
2D-Electrophoresis Analyzer System   
3D Bio-Scaffold Plotting System  
3D Optical Measurement System  
3D Printer  
500L-Has Reaction System  
50L Auto Vacuum Agi IKA Mixer  
60L-GL Reaction System  
630L Glass Lined Reactor  
630L-GL Reaction System  
Ageing Station for Dispersion Stability Analysis  
AGI Homo Mixer  
AGI-mixer  
Air Cleaner  
Air conditioner  
Air Handling unit  
All Purpose Equipment  
Amino acid analyzer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Auto mixed-bed R/O water system  
Auto-Hematoanalyzer  
Autoclave  
Automated Microbial Identification System  
Automated Transdermal Diffusion Cell System  
Automatic Chemistry Analyzer  
Automatic Developing Chamber  
Automatic digital Polarimeter  
Automatic Filling @ Capping System  
Automatic Mercury Analyzer  
Automatic Packaging Machine  
Automatic Polarimeter  
Automatic purification System  
Automatic Sample Preparation System for Sulfuric   
Automatic Soxhlet Extraction System  
Automatic TLC-sampler  

48 
125 
48 
40 
60 
13 

111 
48 

149 
48 

125 
48 

121 
13, 86, 123 

77, 105 
13 

123 
24 

40, 97 
86 

70, 101 
149 
46 
24 

18, 56 
73 
40 
99 
35 
81 

83, 118 
13 

118 
128 
133 
13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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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별 목차 

Ballistometer 
Beads-milling equipment 
Bio Liquid Chromatograph System 
Bottle Washer 
Calorimeter 
Carbon/Sulfur Analyzer 
Centifugal Evaporator 
Centrifugal Separator 
Centrifuge 
Centrifuge 
Ceramic Powder high Pressure Homogenizer 
Chemspeed Accelarator SLT-II 
Color Spectrophotometer 
CombiFlash (MPLC: Medium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Combiflash Torrent Module 
Corneometer 
Cream filing line 
Cream sealing 
Crude protein, fat, and fiber determinator 
Cryo-specimen transfer device for FIB system 
Cryogenic FE-SEM 
Cutometer with Multi-Probe Adaptar System 
Deep freezer 
Density Meter 
Desktop SEM 
Dispersion Stability Analyzer 
Electric hydraulic Ultra High Presuure Homogenizer 
Electrodialysis system 
Electrokinetic Analyzer 
Electronic Tongue 
Encapsulator 
Essence filler 
Evaporator 
Extra High Pressure Device 
Extract Concentration System 
Extractor 
Extractor & concentrator 
Extractor, Evaporator and Filter System 

73 
109 
91 
81 
20 

101 
91 

133 
70, 91 

91 
125 
60 
79 
22 
56 
73 
86 
86 
91 
54 

109 
99 
70 
70 
58 

60, 65, 125 
60 

149 
65 

142 
22 
13 

131 
144 
40 

149 
12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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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별 목차  

Facial Analysis System 
Fermenter 
Filter Press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phtometer 
Fluid Bed spray Dryer 
Food Texture analyzer 
Freeze Dryer 
Freeze dryer 100Kg 
Freeze dryer 300Kg 
Freezing Dryer 
FT-IR Spectrometer 
FT-IR-Microscope Spectrometer 
Fully Automated Sample Preparation System 
Fully Automatic Nitrogen and Protein Analysis 
Gas Chromatograph Headspace(FID) System 
Gas Chromatograph Mass/Mass Spectrometer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Gas Chromatograph/Mass selective detector 
Gas chromatography 
Gas Chromatography FPD TCD 
Gas Chromatography Mass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er 
Gas chromatography-Flame Ionization Detector 
Gas chromatography-Flame Ionization Detector 
GC_ECD/NPD 
GC-MSD System 
GC-triple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GC/MS 
Glossymeter 
GPC system 
Gram negative， Gram positive， Bacillus， Yeast identification 

73 
40 

107 
91 

133 
77 

40, 56, 91, 109, 133
 46
 87

 103
 26
 60
 92 

26, 38, 50, 91, 92, 133 
128 

86, 105 
92 
13 

52, 62, 70, 79, 83 
38 

128 
31 

 86 
105 

86, 105 
83, 109 

54 
 92
 73 

6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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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별 목차 

Headspace Autosampler 
Heated air dryer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PDA)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igh Performance Thin Layer Chromatograph 
High pressure extractor 
High pressure liquify extractor 
High viscosity Delivery pump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omogenizer 
HPLC 
HPLC/DAD/RID 
HPTLC 
Hybrid GC/LC/MSMS method developing system 
ICP 
ICP-OES 
In vivo Confocal Microscope 
Inductively Coupled Plasma 
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meter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spectrometers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Inductively Coupled Plasma-Absortion Emission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Inductivy Coupled Plasma Systems 
Inverted fluorescence microscope 
Isolated Chicken Eye Test System stem 
Laminate Sealing machine 
Large Scale Rotary Evaporator 
Large scale vacuum rotary evaporation system 
LC/MS System(QQQ) 
Lightweight Products Drop Tester 
Liquid Chromatograph mass analyzer 
Liquid Chromatography Mass Mass Spectrometer 
Liquid Chromatography MS 
Liquid Packaging machine 
Liquid stick automatic packer 
Long term cell imaging analysis system 
Low Viscosity Delivery Pump 

133 
128 
92 

101 
137 
134 
92 
92 
13 
87 

105 
24 
26 
70 
93 
54 
93 
24 
89 
71 
70 
18 

142 
93 
93 
33 
14 

128 
87 

149 
114 
28 
79 

107 
71 
38 
93 
97 

12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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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별 목차  

Manual Distillation Unit 
Mercury Analyzer 
Microbial Identification System 
Microchip Electrophoresis System 
Microplate Readers 
Microwave 
Microwave Digestion System 
Multi-Functional fluid Bed System 
Multiple tube filling & sealing machine 
Nano disperser 
Nano Particle Size Analyzer with Zeta potential 
Nano Particle Size Anaylzer 
Nano Particle Size and Zeta potential Analyzer 
Nano Spray Dryer 
Natural Compound Qualification and Quantitation System 
Non contact Spectrophotometer 
Omosis system 
Optical 3D Measuring System 
Overhead stirrer 
Particle Size Analysis System 
Particle size analyzer 
Particle size and zeta potential analyzer 
Particle size and zeta potential system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alyzer 
Particle Sizing & Counting System 
Particle Surface Area 
Patch Clamp Amplifer System 
Phenotype Microarray System 
Pilot spray dryer 
Plasma Vaccum Cating System 
Polarising Microscope 
Prep-Liquid Chromatography(Prep-LC) 
Preparative High Permance Liquid Chromatography system 
Preparative HPLC 
Preparative Liquid Chromatograph System 
Preparative-Liquid chromatography 
PRIMOS Compact – 3D metrology System 
PROTECTION FACTOR ANALYZER SYSTEM 
Purge & Trap system 
Purified water generation system 

134 
24, 33, 71, 93, 105, 128, 140 

43 
134 

128, 134 
134 

24, 58, 71, 93, 101, 118 
94 
14 

123 
62 
97 
67 
38 
14 

129 
149 
87 

129 
43 

14, 48, 62, 103, 105 
137 
54 

123 
22 

146 
134, 135 

56 
40 

111 
87 
20 
58 

140 
94 

150 
89 

149 
3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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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별 목차 

Raman Spectrograph  
Rapid resolution liquid chromatograph  
Raw materials tank  
Reactor Ready System  
Real-time Bioluminescent Detector  
Retort sterilizer  
Reverse osmosis system  
Rheometer  
Rigid-body pendulum type Physical properties Testing instrument  
Rotary Evaporator  
Rotary pouch machine  
Rotary Vacuum Evaporator  
Sample filling MC  
SC-CO2 Extraction Syst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i-Prep LC System  
Semiprep-liquid chromatography  
Sensititre  
Skin colorimeter  
Skin Composition analyzer  
Skin filling line  
Skin Multi-probe adaptor system  
Skin pH meter  
Skin Testing devises  
Skin-lotion filling line  
SO-CO2 extraction System  
Solar Simulation  
Solid Phase Extraction System  
SPA Analyzer System  
Spectrophotometer  
SPF Analyzer system  
SPF Multiport Testing Simulator Model  
Spray Dryer  
Spray Dryer(200kg)  
Stability chamber  
Stable micro system, GB/TA.XTplus, Texuture analyzer  
Sterilizer  
Sterilizing reactor  
 

89 
94 
86 

109 
137 
131 
150 

52, 67 
60 

134 
131 
134 
149 
43 

129 
56 

123 
116 
99 
14 
87 
28 
73 
14 
87 

131 
14, 146 

94 
135 

73, 94, 116 
77, 105, 129 

74 
135 
35 
35 

114 
15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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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별 목차  

Super Critical Extraction System  
SUPER Critical Extractor  
Super high pressure fermention system  
Supercritical Fluid Extracto  
Supercritical Water Hydrothermal Synthesis  
Texture Analyzer  
Thermal Analysis  
Thin layer Chromatograph (HPLC)  
TLC Visualizer  
Total Reflection X-Ray Fluorescence  
Toxicology Sperm Analyzer System  
Trace Metal Digestion System  
Transdermal diffusion system  
Transepidermal waterloss  
Translucencymeter  
Tubular system (Tubular Centrifuge)   
Turbiscan  
Ultra High Pressure Equipment  
Ultra High Pressure Homogenizer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Ultraviolet-Visible Spectrometer  
UV Coating Spray System  
UV Spectrophotometer  
UV/VIS Spectrophotometer  
Vaccum Agi homo mixer  
Vacuum Dry Oven  
Vacuum drying oven  
Viscometer  
VisioLine  
Volumetric Karl Fischer Titrator  
Water Purification System  
X-Ray Flourescence  
Zeta potential & Particle size analysis system  
Zeta Potential Analyzer  

13 
16 
16 

135, 144 
125 
58 
20 
46 
99 
52 
74 

135 
129 
99 
74 
94 

135 
43, 123 

18, 50, 101, 121 
150 
71 

111 
101 
135 
150 
135 
24 
71 
89 
71 
71 

146 
2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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