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리

플
렛

은
 친

환
경

인
증

용
지

로
 제

작
되

었
습

니
다

. 

운영본부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산학협력관	502호	(41번건물)

Tel	051.710.6251		Fax	051.710.6252

Web	linkflix.kr

부설연구소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창업보육센터	207호	(43번건물)

Tel	051.710.6256		Fax	051.711.6252

우리들과 환경을 위한 접착제품!

05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선정	[환경부]
05 국내	저작권	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
04 중국	디자인	등록(중국	특허청)

11	 부산소셜미션챌린지	파이널	우수상	수상
11	 	2020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전략형
	 창업과제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

10	 	2020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1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9	 스타트업	해외진출바우처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한국무역협회]

09	 시드	투자유치	약정	
08	 2020	환경분야	소셜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수상
	 [환경부-SK이노베이션]

07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원	대상	
	 후보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07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05	 2020	부산대표	창업기업(브라이트	클럽)	선정
04	 신용보증기금	Start-up	NEST	7기	선정.
03	 B.cube	지원사업	선정.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협약)
03	 유해,	금지	제한물질	12종	전원	불검출	합격판정	
	 [법정인증	결과서(KCL)]

12	 신뢰성기반	활용지원사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12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	인증기업
11	 환경창업대전(스타기업	부문)우수상	[환경부]
08	 기술신용평가(TCB)기술평가	우수기업인증

09	 링크플릭스	설립

2020

2021

2019

2018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5건

미국	UL바이오베이스

(자연유래)	성분인증서

PCT	국제특허

출원	3건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2건

국내	디자인	특허

등록	2건

헤이그	국제디자인	

특허	출원

(70여	개국)

유럽연합	상표	

출원	및	등록	2건

국내	상표	특허

출원	및	등록	10건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106여	개국)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5건

베트남	상표	

등록	1건

국내	저작권

등록	및	출원	3건

해외	저작권

출원	및	등록	3건

(36여	개국)

토양	독성검사

시험성적서

어류	독성검사

시험성적서

물벼룩(수질)

시험성적서

피부	독성검사

시험성적서

미국	베타연구소

시험성적서(바이오	

베이스	물질함량)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100개국 이상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출원 및 등록을 완료한 접착제품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법정인증)

담수조류	독성검사

시험성적서



자연 그 자체.
LINK FLIX

세 상 에  존 재 하 지  않 았 던  접 착 제

since. 2018

접착제로 결합된 부품을 쉽게 분리 할 수 있다면, 

분리함에도 아무런 환경적 피해와 영향이 없다면, 

폐기 시에도 전혀 자연에 무해하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접착제가 위험하지 않다면,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링크플릭스는 설립되었습니다.



바이오 생분해성 접착제, AD-CONI
무색, 무취, 무독성, 무자극에  생분해와 수분리의 기능까지 더해진

미래환경적인 접착제품입니다.  

l i n k f l i x . k r

1. 폼알데하이드 

2. 아세트알데하이드 

3. 클로로포름 

4. 톨루엔 

5. 디메틸포름아마이드 

6. 디클로로메탄 

7. 비소 

8. 벤젠

9. 자일렌(o-, m-, p- 총합) 

10. 카드뮴 

11. 납 

12. 시안 

13. 수은 

14. 유기인화합물 

15. 페놀 

16. 크실렌 

17. 트리클로로에틸렌 

18.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9. 에틸벤젠 

20. 1,2 디클로로에탄 

담수조류(생태독성) 테스트
불검출

[시험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담수조류	생장저해시험’	기준

물벼룩(수질)독성 테스트
불검출

[시험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기준

어류 독성 테스트
불검출

[시험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어류	급성독성시험’	기준

피부 자극 부식성
불검출

[시험방법]

OECD	가이드라인	

기준

토양오염도14종 전 항목
불검출

[시험방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

수분리 100%
[시험방법]

자체	수분해	및	수해리	테스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11종 전항목 불검출

생분해도 30일내 98%

[시험방법]

OECD	가이드라인

기준

[시험방법]

환경부	고시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기준



100% 천연고분자 및
자연재료 기반 제품, 
AD-CONI 
천연 고분자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생물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고분자.	

합성고분자에	대응하는	말.

AD-CONI는	접착제와	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용도용	혁신	

접착물질입니다.

식품만큼 
안전한 제품

8,700,000명                         

2018년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8,70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우리를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접착제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석유원유에서	합성

고분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가정내	생활화학제품	사고율	

1위가	접착제라는	사실을.

본인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선물해주세요.	

미래에서온	AD-CONI를.

생활화학제품 연령대별 안전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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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품목별 안전사고 현황

25.5%

18.0%
12.9%

8.5%
7.8%

7.4%

6.0%

접착제

세정제

살충제

방향제

소독제

세탁제

표백제

담수조류(생태독성) 테스트
불검출

[시험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담수조류	생장저해시험’	기준

바이오베이스 탄소함유량(천연유래 

물질 함량비) 90% 시험성적서 인증	

미국	Beta	Analytic	연구소

(ISO/IEC	17025	해외공인시험기관)	:	

미국	베타연구소	분석결과	및	

시험성적서는	한국	KOLAS	포함,	국제시험기관	

인정협의체(ILAC)에	가입한	103개국,	

100개	인정기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동등효력을	가짐.

쉬운 분리, 
폐기시에도 무해
접착제로	결합되어	있는	부품을	필요에	

따라	물로서	쉽게	분리	할수	있으며	

30일	내	98%	생분해력과	토양	및	수질,	

생태계의	독성검사까지	식품보다	더한	

검사들을	모두	불검출,	무자극으로	통과한	

인간과	동물,	자연	및	환경에	완전한	바이오	

접착제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