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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난제해결
연구과제수행

바이오로보틱스

1.  웨어러블디바이스및피부패치
2.  다기능패치형나노바이오센서
3.  동물실험대체장기배양시스템및안전성평가
4.  3D 바이오프린팅인공기관조직재생
5.  줄기세포배양인공햄버거
6.  생체로봇개발
7.  퀀텀닷암세포사멸기술

교수전공분야소개

바이오로보틱스실험실

임 기 택 교수

바이오프린팅재생의료 생체공학로봇 나노스마트드레싱 줄기세포배양육햄버거 세포대량배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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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기세포무인자동화배양시스템개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과제)

2.   미래신소재나노셀룰로오스를이용한조직재생플랫폼개발(연구재단중점연구소과제)

3.   줄기세포배양인공햄버거개발 (산업통상자원부알키미스트과제) 

4.   나노센서가장착된상처회복모니터링스마트드레싱개발 (연구재단이공학개인기초과제)

5.   다공성소재의내구성이뛰어난3D프린팅기반인공뼈개발(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과제)

산업난제해결연구과제수행

소프트로보틱스
바이오로보틱스 연구실

www.bioroboticseng.com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실험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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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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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치조골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증식 및 골형성 분화 촉진 방법 및 그
조성물 | 특허등록: 10-1890889(2018.08.16)

세포증식 및 분화의 정확한 조절을 위한 자동화된 바이오리액터 및 그 응용I
특허등록: 10-2040691(2019.10.30) | 특허등록 10-1327209(2013.11.04)

자기장을 이용한 줄기세포의 세포 접착 유도 및 분화 촉진방법 I
특허등록: 10-1952761(2019.02.21) 05

자기장 및 맥동 전자기장과 환원 그래핀 산화물을 이용
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다분화방법 I 특허등록: 10-19527
61(2019.02.21) | 특허등록: 10-1856723(2018.05.03)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실험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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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 및 능이 버섯 추출물을 포함하는 수면 유도용 조성물 I 특허등록: 10-
1918249 (2018.11.07) | 출원: 10-2020-026015(2020.03.02)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 및 그 조직공학적 나노파이버 피부패치응용I
출원: 10-2019-001204 (2019.01.04) | 출원: 10-2019-0015523 (2019.02.11)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골분화 향상 방법 및
그 3D프린팅 조직공학적 응용 : 특허등록: 10-2133820(2020.07.08)

3차원프린팅 지지체카본나노튜브 20nm TEM사진

수면유도조성물 섭취 전후
뇌파 전기생리학 EEG theta “얕
은 수면”상태의 4-8 hz 파형)

수면유도조성물 섭취 전후 뇌파
전기 EEG delta “사고인지능력 저

하” 상태의 0.2-4 hz 파형

알지네이트, 젤라틴 및 셀룰로오스나노크리스탈을 유
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생체조직공학용 조성물 및 그
응용 : 특허출원: 10-2020-0020501(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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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사무실

TEL) 033-250-6490 / bse.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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