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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07300 김현성, 신태호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한 패스워드 인증을 위한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 32016 10-1634782 박희주, 서승완 감정  매칭형 음원 제공시스템 및 음원 제공방법

3 52016 10-1648190 윤은준 
환경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적 객체 영상 처리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4 72016 10-1656212 윤은준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접근 제어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5 92016 10-1618003 김병욱
가시광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6 112017 10-1750622 김병욱 디밍 가능한 압축 센싱 기반의 광 카메라 통신

7 132017 10-1749322 윤은준
상호  인증 기반 영상 암복호화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8 152017 10-1746167 윤은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9 172017 10-1746168 윤은준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처리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10 192018 10-1833141 윤은준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송수신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12 232019 10-1979115 정기현
실시간 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18 352020 10-2097700 한영선
가시광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인코딩 또는 디코딩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

20 392016 10-1620842
하기주, 이동렬, 
하영주, 하민수,

강섬유  및 PVA섬유 보강콘크리트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21 412016 10-1631090 엄신조, 김근홍 건물  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한 화재감지시스템 및 화재대응 방법

22 432016 10-1666824 엄신조 기업  연쇄부도위험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연쇄부도위험 관리 방법

23 452018 10-1905630 이현준 건물번호판의  센서 인식을 이용한 건물정보제공시스템

24 472018 10-1922806
하기주, 이동렬, 
하재훈, 하민수, 
강현욱, 하영주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방지용 내화패널 구조물 및 이의 제조방법

19 372016 10-1654128
하기주, 이동렬, 
하영주, 하재훈, 

강현욱

PVA섬유  보강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PVA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제조 방법

14 272020 10-2124502 윤은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15 292019 10-2028824 윤은준
객체를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16 312019 10-2028825 윤은준
워터마킹 공격을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17 332019 10-2045140 윤은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13 252019 10-1986912 정기현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가 은닉된 영상을 탐지 및 추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11 212018 10-1858359 정기현, 이응수 영상  공유를 위한 전자 장치와 그의 동작 방법 및 그를 갖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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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06758 권성근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

26 512016 10-1643195 권성근, 김해수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헬멧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8 552017 10-1695849 김진호, 조지민 불법주차  관리방법 및 시스템

29 572017 10-1788105 권성근, 김해수 수중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법

30 592017 10-1768780 한영선, 김병욱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드론 제어 시스템

31 612018 10-1835991 정기현
스마트카에서  생체 인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32 632018 10-1884991 정기현
스마트카에서  양방향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33 652018 10-1864502 권성근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을 수색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34 672018 10-1921383 권성근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35 692018 10-1967512 정기현
스마트카에서  임시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장치, 이를 우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36 712018 10-1902657 정기현
스마트카에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41 812019 10-2000395 유병용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모드 전환을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42 832019 10-2029584 유병용, 조성현
차량의 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43 852020 10-2079628 유병용 자율 주행 자동차 제어방법 및 장치

44 872020 10-2095582 김동길
다개체 자율로봇의 자동 복원 제어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45 892016 10-1590160 이인희 비색감정테이블

46 912016 10-1687551 조현덕 수문개폐장치

47 932017 10-1763355 조현덕 수문인양장치

48 952017 10-1700170 조현덕 전동밸브  구동장치

49 972016 10-1638623 김정현, 이수원 공작물의  가공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방법

50 992019 10-1980434 권성근 착탈식 유도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장치

51 1012019 10-1914614 이광일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37 732018 10-1876125 권성근 전자장치와  연동하는 미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38 752019 10-1929129
박현수, 함상환, 

박광서
농업용  무인 비행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39 772019 10-1979863
정기현, 신택균,

정수영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40 792019 10-1963527
정기현, 신택균,

정수영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7 532016 10-1642004 권성근, 김해수
D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수중 객체 
탐색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52 1032019 10-2005145 권성근 랙 장치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의 표시 장치 및 방법

55 1092019 10-1975674 곽동순 도전성  스프링을 적용한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 접속재

56 1112019 10-2009572 권성근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 및 방법

57 1132019 10-1969901
김용대, 이도윤, 
정은상, 이은택, 

권세진
단열셀을 구비한 소형 추력기 및 이를 구비한 비행체

58 1152019 10-2052813
김화영, 김동재, 
유나경, 강봉준, 

김건태
소화전 밸브 개방 장치

59 1172019 10-2009594 이광일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60 1192019 10-2053516 이광일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61 1212019 10-1977531 이광일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62 1232019 10-2053519 이광일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63 1252019 10-2053520 이광일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64 1272020 10-2066345 이광일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65 1292020 10-2066346 이광일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66 1312019 10-2053531 이광일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68 1352019 10-2049176 김용대 플렉셔블 디바이스 및 그 디바이스의 제조 방법

69 1372020 10-2084853 이광일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70 1392020 10-2095643 이광일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71 1412020 10-2095644 이광일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72 1432020 10-2094613 이광일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73 1452020 10-2105503 권성근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평가 장치

74 1472020 10-2083099 곽동순 전자파 차폐용 케이블 커넥터

75 1492016 10-1655744 강광선 이중  체인 전도성 고분자 및 이의 제조 방법

77 1532017 10-1746128 함성원, 장철우 MgAl204  Spinel 성형체의 제조방법

78 1552018 10-1819648 강광선, 김병주 나노복합형  난연제 및 그 제조방법

76 1512017 10-1695853
곽동순, 김명철, 

전형민
소방관창

67 1332020 10-2093556 이광일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54 1072017 10-1809473 이광일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53 1052019 10-2009249
이광일, 이훈희, 

양승한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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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한 패스워드 인증을 위한 장
치 및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
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김현성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5-0000757 출원일자 2015.01.05.
등록번호 10-1607300 등록일자 2016.03.23.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1.05. 10-2015-
0000757 2016.03.23. 10-1607300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한 패스워드 인증을 위
한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
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패스워드 문자열로부터 패스워드 캐릭터 이미지를 추출 하는 단계와, 상기 패
스워드 캐릭터 이미지와 상기 패스워드 캐릭터 이미지와 상이한 예비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 하여 복수의 버튼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와, 복수의 버튼 이미지를 복수의 버튼에 
배치하여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버튼 중 적어도 일부의 버튼이 선택되면, 선택된 
버튼의 버튼 이미지를 버튼 이미지 문자열로 변환 하는 단계와, 상기 버튼 이미지 문자
열과 상기 기 저장된 패스워드 문자열을 비교하여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한 패스워드 인증을 위한 방법과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
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그리고 이 방법이 실행되는 장치를 제공한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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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많은 업무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 가면서 개인신상
정보, 금융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도 함께 옮겨가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중요한 정
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휴대성 덕
분에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공격자도 마찬가지로 사
용자에게 더욱 접근하기가 쉬워졌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PC 환경보다 더욱 다양한 취
약점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취약점 때문에 스마트폰을 겨냥한 다양한 종류의 
공격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다. 스마트폰 보안 위협으로써 악성코드, 훔쳐보기 공격 등의 
위협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손실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사
용자 인증 애플리케이션은 문자 또는 패턴 인식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
다. 현재 사용자 인증을 위한 기법 중에 지식 기반 인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문자나 
숫자 입력 방식 또는 패턴 인식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인증 기법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기법은 Shoulder Sniffing Attack과 같은 간단한 훔쳐보기 공격만으로도 
쉽게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숫자나 문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한 패스워드 인증을 위한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
의 실시예에 따른 제어부는 패스워드 캐릭터 이미지와 예비 캐릭터 이미지를 스크램블링
하여 버튼 이미지를 생성하고, 예비 캐릭터 이미지만으로 버튼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은 숫자나 문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증 절
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본 발명은 패스워드 입력을 위한 버튼에 패스
워드 캐릭터 이미지 및 예비 캐릭터 이미지를 스크램블링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훔쳐보
기 기법에 의해서는 패스워드를 해킹할 수 없다. 따라서 보안 프로세스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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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 매칭형 음원 제공시스템 및 음원 제공방법

(대표)발명자 박희주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5-0000832 출원일자 2015.01.05.
등록번호 10-1634782 등록일자 2016.06.23.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1.05. 10-2015-

0000832 2016.06.23. 10-1634782 감정 매칭형  음원 제공시스템 및 음원 제공방
법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기상정보, 감성정보를 참조하여 사용자 타입을 분류하고, 타 사용자의 청취 빈
도와 추천 빈도를 참조 하며, 연령대별로 차별화되는 음원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함
으로써 사용자가 현재의 주변 환경에 부합하는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 매칭
형 음원 제공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에 설치되는 앱을 통해 
현재의 기상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감성정보를 획득하며, 사용자의 감정과 기상정보
를 복수 개의 항목으로 구획하여 감성정보와 기상정보를 매칭하고, 매칭되는 조합에 따
라 사용자 타입을 분류하는 사용자 타입설정 모듈, 사용자 타입별 음원 리스트를 휴대단
말기로 제공하는 음원 제공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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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사용자의 음악적 취향은 음악의 장르나 템포는 물론, 주변의 환경, 예컨대, 날씨나 기온 
또는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하루가 다르게 발표되는 신곡들은 사
람이 원하는 장르를 한 번씩 들어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넘쳐나고 있으며, 사용자 주변의 
환경에 맞추어 제공되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
해, 공개특허 10-2014-0024769는 날씨에 따른 고객의 감성지수에 맞는 음악을 고객에
게 제공하는 음악추천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공개특허 10-2014-0024769는 음원의 
패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고객의 사용자 정보를 기초로 
고객을 모델링하여 고객이 좋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원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을 위
한 쇼핑 정보,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특허 10-2014-0024769는 식별
번호 [0047] 내지 [0060]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원을 간주구간, 반복구간, 연결구간으로 
구획하고, 각 영역별로 특징을 추출하는데, 음원에 포함되는 단어들중 분위기 및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이용하여 고객과의 매칭정도로서 AV 계수를 추출하고 있다. 이는 고객
의 취향에 맞는 단어 및 음원의 구조 패턴을 이용하여 매칭하는 것으로서, 고객의 취향
이 올바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적정한 음원을 제공하기 곤란할 수 있으며, 사
람의 감정은 머신(Machine)의 구조정보 파악에 따라 음원을 선택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기상정보와 사용자의 감성정보를 매칭하여 음원 리스트를 성하되, 연
령, 기상, 및 타인이 자주 듣거나, 타인이 추천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음원 리스트를 생
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머신에 의한 감정 판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용자의 
주변 환경에 부합하는 음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감정 매칭형 음원 제공시스템 및 음원 제
공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사용자 타입설정 모듈은 감성정보와 기상정보의 조합에 따라 
사용자 타입을 분류하며, 조합의 수는 감성정보의 분류 항목의 수와 기상정보의 분류 항
목의 수의 승산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기상정보, 감성정보를 참조하여 사용자 타입을 분류하고, 타 사용자의 
청취 빈도와 추천 빈도를 참조하며, 연령대별로 차별화되는 음원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현재의 주변 환경에 부합하는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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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적 
객체 영상 처리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
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윤은준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5-0022503 출원일자 2015.02.13.
등록번호 10-1648190 등록일자 2016.08.08.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2.13. 10-2015-

0022516 2016.09.05. 10-1656212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접근 제어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3 2017.06.14. 10-1749322 상호 인증 기반 영상 암복호화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5 2017.06.05. 10-1746167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7 2017.06.05. 10-1746168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처리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14. 10-2016-
0133728 2018.02.21. 10-1833141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송수
신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2 2020.06.12. 10-2124502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3 2019.09.27. 10-2028824

객체를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4 2019.09.27. 10-2028825

워터마킹 공격을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5 2019.11.08. 10-2045140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카메라 모듈과, 카메라 모듈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신되는 영상에서 영상의 이전 영
상과 영상의 이미지의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영상에 동적 객체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판별하
고, 판별에 따라 동적 객체가 나타나면, 영상에서 동적 객체가 포함된 동적 객체 영역을 다
른 영역과 구분하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영상이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동적 객체 영역 중 적어도 일부를 보호 영역으로 지정하고, 보호 영역을 가공한 후, 
가공된 보호 영역의 위치 정보를 영상에 은닉하는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영상 처리 장치와,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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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영상감시 시스템이 IP 환경으로 진화됨에 따라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던 해킹기술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어 보안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
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문 제는 다른 IT 시스템에 비해 더
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CCTV의 사회적인 인식도 자료에 따르면 
CCTV 설치로 인한 30% ~ 40% 정도 범죄율 감소 효과는 있으나 합법적/불법적 CCTV
에 의한 무분별한 영상 감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등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
해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환경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적 객체를 가공하여 프라
이버시 정보를 식별할수 없도록 하고, 유효한 사용자에게만 가공된 영상을 복원하여 프
라이버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 처리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
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영상에서 프라이버시 정보가 포함된 동적 객체 영
역을 가공하여 유효한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히
스토그램 이동 기법에 따라 복원에 필요한 정보를 영상 내에 은닉하기 때문에 보안 레벨
이 높으며, 영상에 은닉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보호 영역을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은닉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적은 경우이더라도 꼭 보호되어야 하는 
프라이버시 정보를 은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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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접근 제어 시스템, 이를 위
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윤은준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5-0022516 출원일자 2015.02.13.
등록번호 10-1656212 등록일자 2016.08.08.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2.13. 10-2015-
0022503 2016.08.08. 10-1648190

환경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적 객체 영상 
처리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3 2017.06.14. 10-1749322 상호 인증 기반 영상 암복호화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5 2017.06.05. 10-1746167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7 2017.06.05. 10-1746168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처리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14. 10-2016-
0133728 2018.02.21. 10-1833141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송수
신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2 2020.06.12. 10-2124502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3 2019.09.27. 10-2028824

객체를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4 2019.09.27. 10-2028825

워터마킹 공격을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5 2019.11.08. 10-2045140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접근 제어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
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사용자의 서명을 저
장하는 저장모듈과, 사용자의 손동작 영상을 촬영하는 적어도 하나의 카메라모듈과, 상기 
손동작 영상으로부터 서명을 추출하는 인식모듈과, 상기 추출된 서명과 상기 저장된 서
명의 유사도에 따라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모듈을 포함하며, 이에 따른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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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자세의 경우 비교적 변형되지 않는(rigid) 신체부위들의 위치와 그 부위들 사이의 연결정
보를 기반으로 표현하는 스켈레톤(skeleton)이 대표적이다. 이는 어떠한 의미도 배제한 
채사람의 형태정보만을 추상적/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동작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체부위들의 동적인 움직임을 가정하나 정적인 자세(posture) 또한 넓게 보
아 짧은 시간간격을 가지는 동작의 일부로 간주할수 있다. 이러한 동작은 행위자가 의식
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타인이 흉내 내기 어려운 사용자 자신의 습관을 이용한 접근 제어 시
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
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의 서명은 3차원 좌표계를 이용하여 정규화하고, 이러한 3차원 
좌표 계를 통해 서명의 유사도를 산출하여 인증을 제공한다. 더욱이, 새로 입력되는 서명
이 기존의 서명과 일치하는 경우, 기존의 서명을 해킹하여 입력하였거나, 기존의 손동작 
영상을 해킹하여 입력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종이에 사인하는 2차원
의 서명과 비교하였을 때 그 서명을 흉내 내어 인증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출된 영상 
혹은 서명을 통해 인증하는 것 또한 인증 절차에서 걸러질 수 있다. 따라서 보안의 레벨
이 우수한 접근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 9 -

5 가시광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대표)발명자 김병욱 교수
출원번호 10-2015-0047714 출원일자 2015.04.03.
등록번호 10-1618003 등록일자 2016.04.27.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4.03. 10-2015-

0047714 2016.04.27. 10-1618003 가시광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방법 및 이
를 위한 장치

2015.10.08. 10-2015-
0141510 2017.06.19. 10-1750622 디밍 가능한 압축 센싱 기반의 광 카메라 통신

2015.12.21. 10-2015-
0182636 2017.08.09. 10-1768780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드론 제어 시스템

01 기술요약 02 대표도면
본 명세서에서는 가시광 통신(Visible Light 
Communication:VLC) 시스템에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가시광 송신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직렬 데이
터 신호를 복수의 병렬 데이터 신호로 변환하는 직/
병렬 변환부(S/P); 길이 M인 순환 시프트된(cyclic 
shifted) 직교 다상 시퀀스(orthogonal polyphase 
sequences)들을 이용하여 상기 직/병렬 변환부를 
통해 출력되는 신호를 프리코딩하는 프리코더
(Precoder); 채널 추정에 사용되는 히든 파일럿
(Hidden Pilot)을 생성하는 파일럿 삽입부; 및 상기 
프리코더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와 상기 파일럿 삽입
부를 통해 출력되는 신호를 결합하여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를 수행하는 IFFT부를 
포함하되, 상기 길이 M인 M-1개의 순환 시프트된 
직교 다상 시퀀스들은 프리코딩에 사용되고, 상기 
길이 M인 1개의 순환 시프트된 직교 다상시퀀스는 
히든 파일럿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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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최근 발광 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를 광원으로 이용한 조명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LED 조명 기기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가시광 무선 통신(Visible Light 
Communication, VLC) 기술이 소개되고 있다. VLC 기술은 인간이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시광 파장 대역의 빛에 데이터를 실어 무선으로 전달하는 통신 기술이다. VLC 
기술은 가시광 파장 대역의 빛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유선 광통신 기술 및 적외
선 무선 통신 기술과 구별된다. 또한, VLC 기술은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 통신
과 달리 주파수 이용 측면에서 규제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과 물리적 보안성이 우수하고 통신 링크를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차
별성을 가지고 있다. LED에 기반한 가시광 통신(Visible light communication:VLC) 기
술은 빛과 통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과 산업 모두에서 높은 관심을 가
지고 있다. 최근 OFDM 방식은 높은 데이터 전송율로 인해 VLC에도 적용되고 있다. 하
지만, [0005] VLC에 OFDM을 적용하는 경우, OFDM 신호는 일극의 실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시스템 대역폭을 상당히 줄이게 될 수 있다. 실제적인 OFDM 기반의 VLC 시스
템에서, 채널 추정 과정은 데이터 복조를 위해 요구되며, 채널 추정으로 인해 대역폭의 
효율성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전송되는 OFDM 신호의 큰 fluctuation으로 인해, 색 변
화와 같이 빛의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04 기술의 내용
본 명세서에서는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HP-VLC (Hidden pilot aided Precoding 
technology for VLC) 방법에 기반하여 대역폭을 향상시키고, 빛의 깜박거림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명세서는 순환 시프트된 직교 다상 시퀀스들을 
이용한 프리코딩 및 히든 파일럿 벡터를 통해 가시광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목
적이 있다. 또한, 본 명세서는 히든 파일럿 벡터에 의해 발생된 간섭을 제거하고 MMSE 기
법을 이용하여 가시광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명세서는 잘 설계된 프리코더 및 히든 파일럿 심볼을 사용함으로써, 대역폭 효율성에 
대한 손실 없이 채널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OFDM에 기반한 VLC 신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깜박거림(flickering)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명세서는 HP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종래 PSAM(pilot symbol aided modulation) 방법보다 더 우수
한 데이터 전송율 및 색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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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밍 가능한 압축 센싱 기반의 광 카메라 통신

(대표)발명자 김병욱 교수
출원번호 10-2015-0141510 출원일자 2015.10.08.
등록번호 10-1750622 등록일자 2017.06.19.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4.03. 10-2015-

0047714 2016.04.27. 10-1618003 가시광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방법 및 이
를 위한 장치

2015.10.08. 10-2015-
0141510 2017.06.19. 10-1750622 디밍 가능한 압축 센싱 기반의 광 카메라 통신

2015.12.21. 10-2015-
0182636 2017.08.09. 10-1768780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드론 제어 시스템

01 기술요약 02 대표도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 카메라 통
신(Optical camera communication) 시스
템에 있어서, 송신 장치, 신호 변조 모듈, 
PN 코드 생성 모듈, LED 구동 모듈, 카메
라 모듈, 관심 영역 검출 모듈; 및 상기 검
출된 관심 영역을 통해 전송된 가시광 신호
에서 상기 소스 데이터를 검출하는 신호 검
출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송신 장치는, 
LED의 디밍 비율(dimming ratio)에 따라 
상기 PN 코드의 랜덤 변수(random 
variable)의 개수, 대역폭(width) 또는 진폭
(amplitude) 중 적어도 하나를 조절하여 상
기 PN 코드를 생성하도록 상기 PN코드 생
성 모듈을 제어하는 디밍 제어(dimming 
controller) 모듈;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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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광 카메라 통신(Optical Camera Communication; Optical Camcom)은 카메라 센서를 
기초로 하여 LED(Light Emitting Diode) 광 데이터를 수신하는 새로운 컨셉의 기술이다. 
LED 광을 기초로 한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송신 장치는 데이터 변조를 위해 보다 넓은 
범위의 디밍 레벨을 제공해야 하며, 플리커 현상이 없어야 한다. 일반적인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카메라의 캡쳐 레이트(또는 프레
임 레이트)는 초당 대략 30 프레임에 불과하다. 그 결과, Optical Camcom은 데이터 송
신 레이트보다 더 낮은 샘플링 레이트로 신호를 획득하게 된다. 그 결과, 샘플링되지 않
은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정확한 신호 검출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또한, 카메라에 포함된 고속 ADC(Analog-to-Digital Converter)의 
실행에 있어, 비용과 복잡도 측면에서 불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디스플레이 기능 및 
통신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LED 광원을 고려했을 때, 특정 CMOS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플리커-프리 Optical Camcom 스킴(scheme)이 제안될 수 있다. 최근, Candes et al.과 
Donoho는 낮은 샘플링 레이트로 신호를 복원하는 압축 센싱 이론을 발전시켰다. 확률 
신호의 스파스 발생 특성에 기초하여, 압축 센싱은 높은 비트 레이트의 신호를 나이퀴스
트 레이트(Nyquist rate) 보다 낮은 샘플링 레이트로 복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04 기술의 내용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제한된 측정 수단으로부터 정확하게 어떤 타입 신호의 복구가 가능
함을 보여주는 결과의 컬렉션을 발전시켰다. 본 발명의 목적은, CS 기반 데이터 복구 방
법을 위한 현재의 다양한 PN 코드 생성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PN 코드의 랜덤 
분석으로 구성된 측정 행렬의 생성을 위하여 가능한 해결책들이 비교되었으며, 이는 플
리커 없는 광 데이터 전송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정론적(deterministic) 및 통계적
(statistic) 방법에 의해 생성된 랜덤 보드에 기초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베르누이 표
준 확률(standard probability of Bernoulli)과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
이 고려될 수 있다. 다양한 PN 코드 생성에 기초한 랜덤 측정으로부터 스파스 복원을 
이용하여, 데이터는 높은 확률로 검출될 수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0.7의 디밍 비율(dimming ratio)에 기초한 8-PPM 신호 전송에 있어서, PN 코드의 길
이가 변조 차수(modulation order)의 3배보다 긴 경우, 90%를 초과하는 검출 확률이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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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호 인증 기반 영상 암복호화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
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윤은준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6-0011023 출원일자 2016.01.28.
등록번호 10-1749322 등록일자 2017.06.14.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2.13. 10-2015-
0022503 2016.08.08. 10-1648190

환경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적 객체 영상 
처리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5.02.13. 10-2015-
0022516 2016.09.05. 10-1656212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접근 제어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5 2017.06.05. 10-1746167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7 2017.06.05. 10-1746168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처리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14. 10-2016-
0133728 2018.02.21. 10-1833141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송수
신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2 2020.06.12. 10-2124502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3 2019.09.27. 10-2028824

객체를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4 2019.09.27. 10-2028825

워터마킹 공격을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5 2019.11.08. 10-2045140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통신을 위한 통신모듈과, 상기 통신 모듈을 통해 블랙박스로부터 모조 식별자
(IDS)를 수신하면, 수신된 모조 식별자(IDS)에 대응하는 제1 및 제2 비밀키(K1, K2) 및 
식별자(ID)를 추출하고, 제1 랜덤 번호(n1) 및 제2 랜덤 번호(n2)를 생성하며, 제1 및 제
2 비밀키(K1, K2), 식별자 (ID), 제1 및 제2 랜덤 번호(n1, n2) 및 모조 식별자(IDS)를 
기초로 기 설정된 제1 연산을 통해 도출 인자(A1, A2) 및 제1 검증 인자(B3)를 산출하
고, 도출 인자(A1, A2) 및 제1 검증 인자(B3)를 통신모듈을 통해 블랙박스로 전송하는 
제어모듈을 포함하는 암복호화 장치와,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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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의 악용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특성상 블랙박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와 같이 제한적
이므로 블랙박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공격자는 차량의 주인이나 운전자일 가능성이 크다. 
블랙박스 데이터에 대한 공격자는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데이터에 대해 완벽한 접근 권한
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공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적인 제약도 없는 상황이다. 일
반적인 차량용 블랙박스 데이터는 공격자의 이해관계 또는 필요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에 항
상 노출되어 있다.

04 기술의 내용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를 감안한 본 발명의 목적은 블랙박스가 촬영한 영상을 서버로 전
송하여 안전하게 서버에 저장하도록 할 수 있는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
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영
상을 전송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서버 간에 세션이 연결될 때, 블랙박스 및서버 간의 상
호 인증을 통해 비밀키를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비밀키를 통해 영상을 암복호화하도
록 하여 영상의 전송 시에 영상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상호 인증 절차를 통해 각 세션마다 랜덤 번호를 
통해 새로운 모사 식별자를 부여하고, 부여된 모사 식별자를 기반으로 도출되는 비밀키
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영상을 송수신하기 때문에 송수신되는 영상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상호 인증 절차가 경량화되어 있어 연산 비용 및 부하의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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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 이를 위
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윤은준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6-0011025 출원일자 2016.01.28.
등록번호 10-1746167 등록일자 2017.06.05.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2.13. 10-2015-
0022503 2016.08.08. 10-1648190

환경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적 객체 영상 
처리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5.02.13. 10-2015-
0022516 2016.09.05. 10-1656212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접근 제어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3 2017.06.14. 10-1749322 상호 인증 기반 영상 암복호화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7 2017.06.05. 10-1746168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처리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14. 10-2016-
0133728 2018.02.21. 10-1833141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송수
신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2 2020.06.12. 10-2124502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3 2019.09.27. 10-2028824

객체를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4 2019.09.27. 10-2028825

워터마킹 공격을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5 2019.11.08. 10-2045140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원본 영상의 보호 영역으로 이루어진 보호 영역 이미지의 데이터 크기를 
도출하며, 상기 보호 영역 이미지의 데이터 크기에 따라 복수의 은닉 영역을 특정하
고, 은닉 영역 각각으로부터 기 설정된 규칙에 따라 기 설정된 길이의 비트열을 추출
하여, 추출된 비트열을 이용하여 은닉 영역의 수에 따른 기 설정된 비밀키 생성 연산
을 통해 비밀키를 생성하고, 비밀키를 이용하여 보호 영역 이미지를 암호화하며, 암호
화된 보호 영역 이미지를 복수의 은닉 영역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프로세스부를 포함
하는 영상 처리 장치와,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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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일반적으로 EDR(Event Data Recorder)로 알려져 있는 블랙박스 장치는 비행기에 장착
되어 항공기의 추락이나 대형 참사 등으로 동체가 거의 소멸되었을 때 사고의 원인 규명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블랙박스의 개념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해결에 적용한 것이 차량용 블랙박스이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 충돌 사고 
시점의 전후 일정 시간 동안의 상황을 기록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될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최근 차
량용 블랙박스의 악용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불특
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문제는 다른 
IT 시스템에 비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영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하고, 유효한 사용자에게만 가공된 영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 처리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블랙박스가 촬영한 영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
요한 영역을 영상 처리를 통해 권한 없는 자가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의 프라이버
시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영상 처리는 교통사고의 원인 등의 증거와 같은 원본 
영상이 제공하는 정보량이 작은 영역을 이용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이미지를 은닉하기 때
문에 영상 처리 시, 원본 영상의 중요한 정보 또한 손실 없이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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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처리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
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윤은준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6-0011027 출원일자 2016.01.28.
등록번호 10-1746168 등록일자 2017.06.05.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2.13. 10-2015-
0022503 2016.08.08. 10-1648190

환경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적 객체 영상 
처리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5.02.13. 10-2015-
0022516 2016.09.05. 10-1656212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접근 제어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3 2017.06.14. 10-1749322 상호 인증 기반 영상 암복호화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5 2017.06.05. 10-1746167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14. 10-2016-
0133728 2018.02.21. 10-1833141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송수
신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2 2020.06.12. 10-2124502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3 2019.09.27. 10-2028824

객체를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4 2019.09.27. 10-2028825

워터마킹 공격을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5 2019.11.08. 10-2045140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상기 블랙박스와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부와, 블랙박스에 새로 할당 되는 모조 식별자
인 제1랜덤 번호(n1)와 제2랜덤 번호(n1)를 생성한 후, 블랙박스의 모조 식별자(IDS)에 대응하는 
식별자(ID), 제1 및 제2비밀키(K1, K2)를 기초로 도출 인자(A1, A2)를 생성하고, 기 설정된 제2연
산을 통해 제1검증 인자(B3)를 산출하여, 블랙박스가 도출 인자(A1, A2)로부터 제1 연산의 역인 
제3연산을 통해 제1랜덤 번호(n1) 및 제2랜덤 번호(n2)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인자(n1', n2)를 추
출하고 제1비교 인자(B3')을 추출할 수 있도록 인자(A1, A2) 및 인자(B3)를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블랙박스로 전송하는 암호 처리모듈을 포함하는 장치와,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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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차량용 블랙박스는 특성상 블랙박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와 같이 
제한적이므로 블랙박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공격자는 차량의 주인이나 운전자일 가능성
이 크다. 블랙박스 데이터에 대한 공격자는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데이터에 대해 완벽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공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적인 제약도 없는 상
황이다. 일반적인 차량용 블랙박스 데이터는 공격자의 이해관계 또는 필요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04 기술의 내용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를 감안한 본 발명의 목적은 블랙박스가 촬영한 영상을 암호화 및 
영상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처리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각 세션마다 새로운 모사 식별자를 부여하고, 부여
된 모사 식별자를 기반으로 도출되는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영상을 송수신하기 때
문에 송수신되는 영상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상호 인증 절차가 경량화되어 
있어 연산 비용 및 부하의 부담이 줄어든다. 원본 영상으로부터 도출되는 복수의 서브 
영상을 이용하여 저작권 정보를 은닉하기 때문에 복수의 서브 영상을 구성하는 구분 규
칙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는 원본 영상의 손상 없이 저작권 정보를 제거할 수 없
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보안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유리하다. 더욱이, 
타인이 흔적 없이 위조 혹은 변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본 영상의 위조 혹은 변조를 손
쉽게 판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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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송수신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윤은준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6-0133728 출원일자 2016.10.14.
등록번호 10-1833141 등록일자 2018.02.21.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2.13. 10-2015-
0022503 2016.08.08. 10-1648190

환경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적 객체 영상 
처리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5.02.13. 10-2015-
0022516 2016.09.05. 10-1656212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접근 제어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3 2017.06.14. 10-1749322 상호 인증 기반 영상 암복호화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5 2017.06.05. 10-1746167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7 2017.06.05. 10-1746168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처리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2 2020.06.12. 10-2124502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3 2019.09.27. 10-2028824

객체를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4 2019.09.27. 10-2028825

워터마킹 공격을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5 2019.11.08. 10-2045140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송수신 장치, 이를 위
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제2 사용자장치와 통신을 위한 통신모듈과, 상기 제2 사용자장치와 동일한 암호 
알고리즘, 복호 알고리즘, 해시함수 및 공유 비밀키를 저장하는 저장모듈과, 타임스탬프
를 선택하고, 제1 콘텐츠를 세션키 및 상기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암호
화된 제1 콘텐츠를 도출하며, 상기 제1 콘텐츠 및 세션키를 해시함수에 입력하여 무결성 
검증을 위한 인증 코드를 산출하고, 상기 타임스탬프, 상기 암호화된 제1 콘텐츠 및 상
기 인증 코드를 포함하는 암호문을 생성하며, 생성된 암호문을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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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제2 사용자장치로 전송하는 제어모듈을 포함하는 콘텐츠 송신 장치와, 이에 대응하는 
콘텐츠 수신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종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전송하는 서버 측에서 사용자
를 인증하고 전송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인증(Authorization)된 사용자에게 디지털 콘
텐츠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반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
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콘텐츠 송수신 장치는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 경량 상호인증 
프로토콜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암호학적 공격을 방지할 수 있고, 콘텐츠에 대한 강인한 
인증과 보안성(secrecy) 보장 등을 제공할 수있다.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일방향 해시 
함수와 경량 암호알고리즘 기반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상호인증 프로토콜을 적용하
여 컴퓨팅 연산 속도가 빠른 암호학적 연산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암복호화할 수 있어 콘
텐츠를 송수신하거나 상호 인증하는 데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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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상 공유를 위한 전자 장치와 그의 동작 방법 및 
그를 갖는 시스템

(대표)발명자 정기현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6-0143595 출원일자 2016.10.31.
등록번호 10-1858359 등록일자 2018.05.09.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6.09.21. 10-2016-
0120623 2018.02.28. 10-1835991

스마트카에서  생체 인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9.21. 10-2016-
0120633 2018.07.27. 10-1884991

스마트카에서 양방향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2.30. 10-2016-
0183963 2019.04.03. 10-1967512

스마트카에서 임시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장치, 이를 우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2.30. 10-2016-
0183641 2018.09.19. 10-1902657

스마트카에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19 2019.05.09. 10-1979115 실시간 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20 2019.05.31. 10-1986912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가 은닉된 영상을 탐지 및 추
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2.29. 10-2017-
0183980 2019.05.13. 10-1979863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09. 10-2018-
0002968 2019.03.22. 10-1963527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02 대표도면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른 영상 공유를 위한 전
자 장치와 그의 동작 방법 및 그를 갖는 시스
템은, 전자 장치가 제 1 외부 장치와 제 2 외
부 장치를 등록하고, 제 1 외부 장치로부터 영
상을 수신하고, 영상에서 적어도 하나의 얼굴
을 인식하고, 인식된 얼굴에 기반하여, 제 2 외
부 장치에 영상을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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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다수개의 컴퓨팅 
자원(resource)들을 하나의 영역, 즉 클라우드 영역에서 관리하는 컴퓨팅 환경의 일종이
다. 이 때 클라우드 영역은 클라우드 서버와 같은 전자 장치에서 제공되고 있다. 즉 전자 
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개의 외부 장치들을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관리한
다. 이를 통해, 클라우딩 컴퓨팅은 외부 장치들의 자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04 기술의 내용

전자 장치는 외부 장치들의 데이터를 저장할 뿐이다. 즉 상기와 같은 전자 장치가 효율
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전자 장치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요
구된다.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전자 장치의 동작 방법은, 제 1 외부 장치와 제 2 외부 
장치를 등록하는 동작, 상기 제 1 외부 장치로부터 영상을 수신하는 동작, 상기 영상에
서 적어도 하나의 얼굴을 인식하는 동작 및 상기 인식된 얼굴에 기반하여, 상기 제 2 외
부 장치에 상기 영상을 전송하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은, 다수개의 외부 장치들 및 상기 외부 장치들을 등록하고, 상기 외부 장치들 사이에서 
영상을 공유시키는 전자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전자 장치는, 제 1 외부 장치로부터 영
상을 수신하고, 상기 영상에서 적어도 하나의 얼굴을 인식하고, 상기 인식된 얼굴에 기반
하여 제 2 외부 장치에 상기 영상을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전자 장치는 외부 장치들 사이에서 영상을 공유시킬 수 있
다. 즉 전자 장치는 영상 에서 얼굴을 인식함으로써, 외부 장치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결정하고,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전자 장치의 이용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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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시간 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
록매체

(대표)발명자 정기현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7-0155019 출원일자 2017.11.20.
등록번호 10-1979115 등록일자 2019.05.09.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6.09.21. 10-2016-
0120623 2018.02.28. 10-1835991

스마트카에서  생체 인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
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9.21. 10-2016-
0120633 2018.07.27. 10-1884991

스마트카에서 양방향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31. 10-2016-
0143595 2018.05.09. 10-1858359 영상 공유를 위한 전자 장치와 그의 동작 방법 및 그를 갖는 

시스템

2016.12.30. 10-2016-
0183963 2019.04.03. 10-1967512

스마트카에서 임시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장치, 이를 우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
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2.30. 10-2016-
0183641 2018.09.19. 10-1902657

스마트카에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
한 방법 및 이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19 2019.05.09. 10-1979115 실시간 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20 2019.05.31. 10-1986912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가 은닉된 영상을 탐지 및 추출
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
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2.29. 10-2017-
0183980 2019.05.13. 10-1979863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09. 10-2018-
0002968 2019.03.22. 10-1963527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실시간 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원본 영상에서 정보 보
호가 요구되는 보호 영역과 상기 보호 영역 이외의 영역인 비보호 영역을 구분하여 검출
하는 설정부와,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에 따라 상기 비보호 영역에 데이터를 은닉하는 은
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간 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와, 이를 위
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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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데이터 은닉 기술은 음악, 영상, 동 영상, 전자 문서, 교육 자료, 애니메이션과 같은 디지
털 미디어 콘텐츠에 기밀 정보를 비가시적으로 삽입하는 기술이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영상에 포함된 보호 대상 정보를 자동으로 탐지
하고, 탐지된 정보를 권한이 있는 사용자 외에는 볼 수 없도록 은닉하여 정보 유출을 보
호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원본 영상에서 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검출
하고, 검출된 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미지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은닉할 수 있고, 필요
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검출할 수 있다. 특히, 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미지를 공개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은닉하거나,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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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가 은닉된 영상을 
탐지 및 추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
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정기현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7-0155020 출원일자 2017.11.20.
등록번호 10-1986912 등록일자 2019.05.31.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6.09.21. 10-2016-
0120623 2018.02.28. 10-1835991

스마트카에서  생체 인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
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9.21. 10-2016-
0120633 2018.07.27. 10-1884991

스마트카에서 양방향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31. 10-2016-
0143595 2018.05.09. 10-1858359 영상 공유를 위한 전자 장치와 그의 동작 방법 및 그를 갖는 

시스템

2016.12.30. 10-2016-
0183963 2019.04.03. 10-1967512

스마트카에서 임시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장치, 이를 우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
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2.30. 10-2016-
0183641 2018.09.19. 10-1902657

스마트카에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
한 방법 및 이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19 2019.05.09. 10-1979115 실시간 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2.29. 10-2017-
0183980 2019.05.13. 10-1979863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09. 10-2018-
0002968 2019.03.22. 10-1963527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가 은닉된 영상을 탐지 및 추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
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각각이 가중치가 적용되는 복수의 연산을 포함
하는 복수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인공신경망과, 원본 영상에 알려진 은닉 기법에 따라 데
이터가 은닉된 학습 영상과, 상기 학습 영상을 소정의 변환 규칙에 따라 변환한 적어도 
하나의 변환 영상을 병합하여 입력 영상을 생성하는 전처리부와, 상기 입력 학습 영상을 
상기 인공신경망에 입력하여 상기 인공신경망의 출력값이 상기 알려진 은닉 기법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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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도록 상기 가중치를 산출하는 프로세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가 은
닉된 영상을 탐지 및 추출하기 위한 장치, 그 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데이터 은닉 기술은 음악, 영상, 동 영상, 전자 문서, 교육 자료, 애니메이션과 같은 디지
털 미디어 콘텐츠에 기밀 정보를 비가시적으로 삽입하는 기술이다.

04 기술의 내용

데이터 은닉 방법을 이용하여 비밀정보를 주고받거나,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등을 퍼뜨리
는 등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러한 악의적인 목적으
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삽입된 자료에 대한 탐지 및 추출을 위한 기술이다. 즉,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가 은닉된 영상의 특징 및 은닉 기법의 특징을 인공신경망에게 학
습시키고,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데이터가 은닉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심 영상에 
대해 데이터가 은닉되었는지 여부 및 만약, 은닉되었다면 그 은닉 기법을 탐지하고, 은닉
된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데이터가 은닉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심 영상에 
대해 데이터 은닉 여부 및 은닉 기법을 탐지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가 은닉된 것으로 
탐지된 경우, 탐지된 은닉 기법에 따라 영상으로부터 숨겨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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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윤은준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8-0018502 출원일자 2018.02.14.
등록번호 10-2124502 등록일자 2020.06.12.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2.13. 10-2015-
0022503 2016.08.08. 10-1648190

환경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적 객체 영상 
처리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5.02.13. 10-2015-
0022516 2016.09.05. 10-1656212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접근 제어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3 2017.06.14. 10-1749322 상호 인증 기반 영상 암복호화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5 2017.06.05. 10-1746167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7 2017.06.05. 10-1746168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처리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14. 10-2016-
0133728 2018.02.21. 10-1833141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송수
신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3 2019.09.27. 10-2028824

객체를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4 2019.09.27. 10-2028825

워터마킹 공격을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5 2019.11.08. 10-2045140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각각이 가중치가 적용되는 복수의 연산을 포함하는 복수의 계층으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블록으로 
구분되는 영상인 대상 데이터가 입력되면, 상기 복수의 블록 각각에 비트 1이 삽입되었을 확률과 
비트 0이 삽입되었을 확률을 출력하는 인공신경망과, 상기 출력에 따라 상기 영상의 각 블록에 삽
입된 비트값을 결정하는 판단부와, 상기 결정된 비트값에 따라 삽입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가공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와, 그 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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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최근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새
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보호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콘
텐츠에 저작권 보호를 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워터마킹 기법은 자주 발생하는 특정한 공격을 정의하고 그에 대
한 강인성을 가지도록 설계되므로, 정의되지 않은 공격에 취약하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워터마킹이 이루어진 영상에 워터마킹 공격이 가해진 경우에도 삽입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는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으로 워터마킹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워터마킹 공격 기법
을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공격 기법을 이용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워터마킹이 이루어진 영상에 워터마킹 공격이 가해진 경우에도 
삽입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객체를 식별하여 
워터마킹을 수행함으로써 워터마킹 공격에 강인한(robust) 워터마킹을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에 따르면, 워터마킹이 이루어진 영상에 워터마킹 공격이 가해진 경우에
도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삽입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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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객체를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윤은준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8-0018503 출원일자 2018.02.14.
등록번호 10-2028824 등록일자 2019.09.27.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2.13. 10-2015-
0022503 2016.08.08. 10-1648190

환경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적 객체 영상 
처리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5.02.13. 10-2015-
0022516 2016.09.05. 10-1656212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접근 제어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3 2017.06.14. 10-1749322 상호 인증 기반 영상 암복호화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5 2017.06.05. 10-1746167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7 2017.06.05. 10-1746168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처리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14. 10-2016-
0133728 2018.02.21. 10-1833141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송수
신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2 2020.06.12. 10-2124502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4 2019.09.27. 10-2028825

워터마킹 공격을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5 2019.11.08. 10-2045140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
은 대상 데이터에서 적어도 하나의 객체 영역을 설정하는 전처리부와, 각각이 가중치가 적용되
는 복수의 연산을 포함하는 복수의 계층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객체 영역에 소정 객체가 포함되
어 있는 확률을 출력하는 인공신경망과, 상기 객체 영역을 상기 인공신경망에 입력하여 상기 인
공신경망의 출력에 따라 상기 객체 영역에 포함된 객체를 식별하고, 식별된 객체에 따라 워터마
킹 영역을 도출하는 판단부와, 상기 워터마킹 영역에 삽입이미지를 워터마킹하는 가공부를 포함



- 30 -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와, 그 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최근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새
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보호기술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새로운 유형
의 콘텐츠에 저작권 보호를 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할 경우, 다
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워터마킹 기법은 자주 발생하는 특정한 공격을 정의하고 그
에 대한 강인성을 가지도록 설계되므로, 정의되지 않은 공격에 취약하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객체를 식별하여 워터마킹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
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으로 워터마킹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워터마킹 공격 기법
을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공격 기법을 이용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워터마킹이 이루어진 영상에 워터마킹 공격이 가해진 경우에도 
삽입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객체를 식별하여 
워터마킹을 수행함으로써 워터마킹 공격에 강인한(robust) 워터마킹을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에 따르면, 워터마킹이 이루어진 영상에 워터마킹 공격이 가해진 경우에
도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삽입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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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워터마킹 공격을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윤은준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8-0018504 출원일자 2018.02.14.
등록번호 10-2028825 등록일자 2019.09.27.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2.13. 10-2015-
0022503 2016.08.08. 10-1648190

환경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적 객체 영상 
처리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5.02.13. 10-2015-
0022516 2016.09.05. 10-1656212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접근 제어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3 2017.06.14. 10-1749322 상호 인증 기반 영상 암복호화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5 2017.06.05. 10-1746167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7 2017.06.05. 10-1746168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처리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14. 10-2016-
0133728 2018.02.21. 10-1833141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송수
신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2 2020.06.12. 10-2124502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3 2019.09.27. 10-2028824

객체를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5 2019.11.08. 10-2045140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워터마킹 공격을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
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각각이 가중치가 적용되는 복수의 연산을 포함하는 복
수의 계층으로 이루어지며, 영상인 대상 데이터가 입력되면, 상기 영상에 적용되었을 워터
마킹 공격 기법을 확률로 출력하는 인공신경망과, 상기 출력에 따라 상기 영상에 적용된 워
터마킹 공격 기법을 식별하는 판단부와, 상기 식별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이용하여 상기 
영상을 역변환하고, 상기 역변환된 영상으로부터 삽입이미지를 추출하는 가공부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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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와, 그 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최근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새
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보호기술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새로운 유형
의 콘텐츠에 저작권 보호를 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할 경우, 다
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워터마킹 기법은 자주 발생하는 특정한 공격을 정의하고 그
에 대한 강인성을 가지도록 설계되므로, 정의되지 않은 공격에 취약하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워터마킹이 이루어진 영상에 워터마킹 공격이 가해진 경우에도 워터마
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삽입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는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으로 워터마킹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워터마킹 공격 기법
을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공격 기법을 이용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워터마킹이 이루어진 영상에 워터마킹 공격이 가해진 경우에도 
삽입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객체를 식별하여 
워터마킹을 수행함으로써 워터마킹 공격에 강인한(robust) 워터마킹을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에 따르면, 워터마킹이 이루어진 영상에 워터마킹 공격이 가해진 경우에
도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삽입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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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
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
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윤은준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8-0018505 출원일자 2018.02.14.
등록번호 10-2045140 등록일자 2019.11.08.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2.13. 10-2015-
0022503 2016.08.08. 10-1648190

환경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적 객체 영상 
처리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5.02.13. 10-2015-
0022516 2016.09.05. 10-1656212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접근 제어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3 2017.06.14. 10-1749322 상호 인증 기반 영상 암복호화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5 2017.06.05. 10-1746167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1.28. 10-2016-

0011027 2017.06.05. 10-1746168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 처리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14. 10-2016-
0133728 2018.02.21. 10-1833141

경량 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송수
신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2 2020.06.12. 10-2124502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3 2019.09.27. 10-2028824

객체를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14. 10-2018-
0018504 2019.09.27. 10-2028825

워터마킹 공격을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워터마킹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복수의 워터마킹 기법을 이용하여 원본데이터에 삽입이미지를 삽입하는 워터마킹
을 수행하고, 상기 복수의 워터마킹 기법 각각에 대응하여 복수의 워터마킹 공격 기법에 
따라 상기 워터마킹이 수행된 원본 데이터를 변형하고, 상기 변형된 원본 데이터로부터 
상기삽입이미지를 추출하는 가공부와, 상기 워터마킹 공격 기법에 의해 변형된 상기 원
본 데이터 및 상기 삽입 이미지의 손실 정도를 평가하고, 상기 평가 결과에 따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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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워터마킹 기법 각각에 대응하여 상기 원본 데이터의 손실이 가장 적으면서 상기 
삽입 이미지의 손실이 가장 큰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는 평가부를 포함하는 워터
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와, 그 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저작권 보호를 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
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워터마킹 기법은 자주 발생하는 특정한 공격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강인성을 가지도록 설계되므로, 정의되지 않은 공격에 취약하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워터마킹 기법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워터마킹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워터마킹 공격기법을 도출할 수 있는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으로 워터마킹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워터마킹 공격 기법
을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공격 기법을 이용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워터마킹이 이루어진 영상에 워터마킹 공격이 가해진 경우에도 
삽입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객체를 식별하여 
워터마킹을 수행함으로써 워터마킹 공격에 강인한(robust) 워터마킹을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에 따르면, 워터마킹이 이루어진 영상에 워터마킹 공격이 가해진 경우에
도 워터마킹 공격 기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삽입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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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시광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인코딩 또는 디
코딩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
스템

(대표)발명자 한영선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출원번호 10-2018-0130550 출원일자 2018.10.30.
등록번호 10-2097700 등록일자 2020.03.31.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12.21. 10-2015-

0182636 2017.08.09. 10-1768780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드론 제어 시스템

2018.10.30. 10-2018-
0130550 2020.03.31. 10-2097700 가시광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인코딩 또는 디코딩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

01 기술요약

가시광 통신(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시스템에서 인코더가 데이터를 인코딩
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인코딩 방법은, 제1 데이터 및 상기 제1 데이터를 위한 연
산 비트를 입력 받는 단계; 제1 데이터의 비트들을 해시 데이터를 통해 비트 셔플링
(shuffling)하여, 제2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데이터, 상기 해시데이터, 및 상
기 연산 비트를 연접하여, 제3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제1 값을 가지는 연속적인 
비트들의 개수에 기초해, 상기 제3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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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본 발명은 가시광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인코딩 또는 디코딩하는 방법 및 장치, 그
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빠른 스위칭률 높은 밝기의 발광 다이
오드(LED) 특성은 동시에 조명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시광 통신(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에 대한 관심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가시광 통신(VLC)은 
LED 강도를 변조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된 데이터 비트의 분포는 빛의 밝
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밝기 변동(fluctuation)은 깜박임(flicker)으로 인식되어, 
눈을 빠르게 피로하게 할 수 있고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시광 통신에서 깜
박거림(flickering)을 감소시키면서 통신 효율을 향상시키고 하드웨어 오버헤드를 감소시
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가시광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가시광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시광 통신(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시스템에서 인코더가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인코딩 방법 은, 제1 
데이터 및 상기 제1 데이터를 위한 연산 비트를 입력 받는 단계; 제1 데이터의 비트들을 
해시 데이터를 통해 비트 셔플링(shuffling)하여, 제2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데이터, 상기 해시 데이터, 및 상기 연산 비트를 연접하여, 제3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제 1 값을 가지는 연속적인 비트들의 개수에 기초해, 상기 제3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
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가시광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가시
광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비트 셔플링에 기반한 인코딩 또는 디
코딩를 통해, 가시광 통신에서 깜박거림(flickering)이 감소되면서 통신 효율이 향상되고 
하드웨어 오버헤드가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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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PVA섬유 보강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PVA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제조 방법

(대표)발명자 하기주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건축학부
출원번호 10-2014-0071211 출원일자 2014.06.12.
등록번호 10-1654128 등록일자 2016.08.30.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6.12. 10-2014-

0071211 2016.08.30. 10-1654128 PVA섬유 보강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PVA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제조 방법

2014.06.12. 10-2014-
0071212 2016.05.09. 10-1620842 강섬유 및 PVA섬유 보강콘크리트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2017.06.20. 10-2017-

0078194 2018.11.21. 10-1922806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방지용 내화패널 구조물 및 이의 제조
방법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시멘트 9~20 중량%; 물 5~10 중량%; 잔골재 30~35 중량%; 굵은골재 20~45 중
량%; 순환 굵은골재 6~25 중량%; 고로슬래그 미분말 4~7 중량%를 포함하며, 전체 체적부
가 100일 경우, PVA(Poly Vinyl Alcohol)섬유 0.1~0.5 체적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PVA섬유 보강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PVA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제조
방법을 제시한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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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제철분야에 있어서, 용광로에서 철광석으로부터 선철을 만드는 공정에서는 고로슬래그가 
부산물로서 다량 발생 한다. 또한, 건설분야에 있어서, 건축물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건축물의 해체 시 발생할 막
대한 양의 건설 부산물을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순환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보통콘크리트에 비해 불순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골재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부착되어 있어 골재 자체가 높은 흡수율을 가지게 되는 등 밀
도, 마모감량 등의 물리적 특성이 저하되어 배합 시 단위수량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
이 있다. 이로 인하여 강도특성과 탄성계수가 낮아지고, 건조수축 및 크리프가 증대된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무게를 경량화함과 
더불어, 콘크리트의 건조 또는 동결에 의해 수축 시 발생되는 인장응력 및 균열을 억제
하며, 강성을 증가시키고, 인성의 증가와 충격, 마모, 피로에 대한 저항성과 내구성을 증
대시켜 구조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PVA섬유 보강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
를 이용한 PVA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기 PVA섬유 보강 콘크리트 조성물을 이용한 PVA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순환굵은골재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합
하는 혼합단계; 상기 혼합한 상기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순환굵은골재 및 고로슬래
그 미분말과 물을 혼합하여 건비빔 콘크리트를 형성하는 건비빔단계; 상기 건비빔 콘크
리트와 상기 PVA섬유와 고성능 감수제를 혼합하여 유동화 콘크리트를 형성하는 유동화 
콘크리트 형성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A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제조방
법을 함께 제시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은 무게를 경량화 함과 더불어, 콘크리트의 건조 또는 동결에 의해 수축 시 발생
되는 인장응력 및 균열을 억제하며, 강성을 증가시키고, 인성의 증가와 충격, 마모, 피로
에 대한 저항성과 내구성을 증대시켜 구조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PVA섬유 
보강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PVA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제조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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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강섬유 및 PVA섬유 보강콘크리트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법

(대표)발명자 하기주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건축학부
출원번호 10-2014-0071212 출원일자 2014.06.12.
등록번호 10-1620842 등록일자 2016.05.09.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6.12. 10-2014-

0071211 2016.08.30. 10-1654128 PVA섬유 보강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PVA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제조 방법

2014.06.12. 10-2014-
0071212 2016.05.09. 10-1620842 강섬유 및 PVA섬유 보강콘크리트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2017.06.20. 10-2017-

0078194 2018.11.21. 10-1922806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방지용 내화패널 구조물 및 이의 제조
방법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시멘트 9~20 중량%; 물 5~10 중량%; 잔골재 30~35 중량%; 굵은골재 
30~44.6 중량%; 순환굵은골재 7~17 중량%; 고로슬래그 미분말 4~7 중량%; 전체 체적
부가 100일 경우, PVA(Poly Vinyl Alcohol)섬유 0.1~0.5 체적부; 강섬유 0.3~1.7 체적
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섬유 및 PVA섬유 보강 콘크리트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을 제시한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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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제철분야에 있어서, 용광로에서 철광석으로부터 선철을 만드는 공정에서는 고로슬래그가 
부산물로서 다량 발생 한다. 또한, 건설분야에 있어서, 건축물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 시기에 건
설된 많은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물 등이 노후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재건축 및 재개발 단
계에 이르렀으며, 도시개발의 가속화와 재개발 사업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 건설부산물
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후 건축물의 해체 시 발생할 막대한 양의 
건설 부산물을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환경 과학원의 
2008년도 전국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의하여 전체 건설부산물 중, 폐콘크리트
의 비중은 6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순환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
트는 보통콘크리트에 비해 불순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골재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
트가 부착되어 있어 골재 자체가 높은 흡수율을 가지게 되는 등 밀도, 마모감량 등의 물
리적 특성이 저하되어 배합 시 단위수량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강도특성과 탄성계수가 낮아지고, 건조수축 및 크리프가 증대된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적용범위를 확대하
여 사용성을 향상시킨 강섬유 및 PVA섬유 보강 콘크리트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시멘
트 9~20 중량%; 물 5~10 중량%; 잔골재 30~35 중량%; 굵은골재 30~44.6 중량%; 순환
굵은골재 7~17 중량%; 고로슬래그 미분말 4~7 중량%; 전체 체적부가 100일 경우, 
PVA(Poly Vinyl Alcohol)섬유 0.1~0.5 체적부; 강섬유 0.3~1.7 체적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섬유 및 PVA섬유 보강 콘크리트 조성물을 제시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은 무게를 경량화함과 더불어, 콘크리트의 건조 또는 동결에 의해 수축 시 발생
되는 인장응력 및 균열을 억제하며, 강성을 증가시키고, 인성의 증가와 충격, 마모, 피로
에 대한 저항성과 내구성을 증대시켜 구조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킴과 더불어,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용성을 향상시킨 강섬유 및 PVA섬유 보강 콘크리트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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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물 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한 화재감지시스템 및 
화재대응 방법

(대표)발명자 엄신조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건축학부
출원번호 10-2014-0125280 출원일자 2014.09.19.
등록번호 10-1631090 등록일자 2016.06.10.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
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9.19. 10-2014-
0125280 2016.06.10. 10-1631090 건물 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한 화재감지시스템 및 화재대응 

방법
2015.01.30. 10-2015-

0015404 2016.10.11. 10-1666824 기업 연쇄부도위험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연쇄부도위
험 관리 방법

01 기술요약

본 발명에 의한 건물 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한 화재감지시스템(100)은, 화재를 감지하기 위
해 건물에 설치되도록 구성된 센서부(110)와, 상기 센서부(110)를 통해서 화재신호를 전송받
고 탈출용 화재정보를 연산하여 발신하도록 구성된 관리서버(130)와, 상기 관리서버(130)와 
통신하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상기 탈출용 화재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개인 휴대단말기
(170)를 포함하고, 상기 관리서버(130)는 상기 건물의 3차원 모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 것이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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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첫째, 대형 호텔과 같은 큰 빌딩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부 구조를 잘 모르거나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모르기 때문에 탈출로를 알기 어려운 문제점. 둘째, 화재신호를 관리
자에게 알릴 경우, 관리서버(30)가 관리자의 단말기(50)로 화재신호를 전송한 후, 상기 단말
기(50)에 의해 다시 소방서로 통지되는 2단계 전달 방식으로 인해 신고가 신속하지 못한 문
제점. 또한, 관리자가 외출한 경우 단말기(50)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신고가 더욱 
지체되는 문제점. 셋째, 소방대원들이 신고를 접수한 후 화재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정확하
게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탈출하지 못하고 화재 구역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의 수효와 갇혀 있는 지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건물의 내부 구조를 몰라 갇혀 있는 사람들
에게 진입할 수 있는 루트와 탈출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 넷째, 상기 화재 감지기
(10)는 천정에 부착하므로 화재를 용이하게 감지할 수 없어, 화재에 갇힌 사람들이 상기 화
재 감지기(10)에 구성된 에스오에스 발신부(20)를 작동하기 어려움. 상기 에스 오에스 발신
부(20)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문제점이 있었다.

04 기술의 내용

첫째, 건물 내부의 화재 현장에 갇힌 사람들에게 탈출경로를 제공하므로 화재 초기에 신속
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화재 발생 시, 소방소나 경찰서와 같은 관제청에 바로 
화재 신호를 전송한다. 셋째, 소방대원들 및 구조대원들에게 화재구역과 갇혀 있는 사람들
의 수효 및 갇혀 있는 구역, 그리고, 갇힌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진입로와 
탈출로를 제공한다. 넷째, 별도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갇힌 사람들의 수효와 갇힌 
위치를 관제청에 전송하여 효율적인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의한 건물 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한 화재감지시스템 및 화재대응방법은, 건물 내
부의 화재 현장에 갇힌 사람들에게 탈출경로를 제공하므로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발생 시, 관제청 서버 및 관제청 단말기에 바로 화재 신호 및 구조용 화
재정보를 전송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관제청 단말기에 화재구역과 갇혀 있는 
사람들의 수효 및 갇혀 있는 구역, 갇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진입로와 탈출로를 제
공하고 하여 별도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갇힌 사람들의 수효와 갇힌 위치를 관제청 
단말기에 전송하여 효율적인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가 가능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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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 연쇄부도위험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연쇄부도위험 관리 방법

(대표)발명자 엄신조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건축학부
출원번호 10-2015-0015404 출원일자 2015.01.30.
등록번호 10-1666824 등록일자 2016.10.11.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
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9.19. 10-2014-
0125280 2016.06.10. 10-1631090 건물 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한 화재감지시스템 및 화재대응 

방법
2015.01.30. 10-2015-

0015404 2016.10.11. 10-1666824 기업 연쇄부도위험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연쇄부도위
험 관리 방법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복수의 기업의 재무, 채무, 소송 및 신용정보를 저장하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
스와 기업 간의 계약정보를 저장하는 계약정보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모
듈과, 데이터베이스모듈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정규화하고, 정규화된 신용정보와 데이터베
이스모듈에 저장된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거래 기업의 부도 가능성으로 인한 회원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연쇄부도 위험
지수를 산정하는 정보가공모듈과, 정규화된 신용정보 및 연쇄부도 위험지수 중 적어도 
하나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모듈을 포함하는 연쇄부도위험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며, 이 
시스템을 이용한 연쇄부도위험 관리방법을 제공한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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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최근 경제 위기에 따른 기업체의 부도 증가로 사전 부도 위험 예측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조, 중공업, 건설업 등 복잡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경우 제
품 생산과정에서 많은 수의 협력업체 및 관련업체가 공급사슬에 포함되므로, 연계된 거래
업체의 부도에 따른 손실 증가 등 연쇄부도 예측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지만, 종
래의 기업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업체 부도위험관리는 신용평가 사가 제
공하는 신용평가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거래 관계에 있는 타 기업의 부도에 따른 연쇄부
도 위험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 원도급업체의 일방적인 하도급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로 단
방향 정보 흐름을 가지므로 협력 업체의 경우 원도급업체의 거래 위험을 모니터링 할 수 
없고, 업체 간 상호 정보교환 및 소통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종래의 신용평가서비스는 
재무제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시간 위험도 분석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에 따른 연쇄부도위험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연쇄부도위험 관리방법은 업
체 간의 부도 위험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모니터링 기능을 극대화하고, 양방향 정
보 흐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발명의 해결과제는 이상에서 언급된 
것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아니한 다른 해결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
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른 연쇄부도위험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연쇄부도위험 관리방법은 거
래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의한 연쇄부도를 예측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을 미연에 예
방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급 사슬 내에 포함된 모든 기업이 상호간의 신용정보 및 위험정
보를 공유하는 등 업체 상호 간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 또한 관리서버
는 거래 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신용정보 및 연쇄부도 위험지수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등급을 통해 제공하여 직관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를 향상시키고, 우수 기업의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된 것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아니한 다른 효과
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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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물번호판의 센서 인식을 이용한 건물정보제공시
스템

(대표)발명자 이현준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국토정보학부
출원번호 10-2017-0064540 출원일자 2017.05.25.
등록번호 10-1905630 등록일자 2018.10.01.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5.25. 10-2017-0

064540 2018.10.01. 10-1905630 건물번호판의 센서 인식을 이용한 건물정보제공시스템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가 건물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센서(4)가 설치된 건물번호판(2)과, 상기 
건물번호판(2)에 설치된 센서(4)를 인식하여 사용자가 건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건물번호판(2)의 고유 식별번호를 인식하거나 건물번호판(2)을 
촬영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건물정보 요청신호를 전송하여 건물정보를 요청하는 하는 휴
대단말기(6)와, 상기 휴대단말기(6)의 건물정보 요청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저장된 건물정
보와 매칭한 후 요청된 건물정보를 휴대단말기(6)로 전송하는 관리서버(8)로 구성되어 건
물번호판(2)에 설치된 센서(4) 를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단말기(6)를 이용하여 감
지함에 따라 건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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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일반적으로, 종래 주소는 토지 지번중심으로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토지 지번중심의 주
소체계는 빌딩이나 주택 등의 건물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로명에 의한 건물의 
단위에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도로명 및 건
물번호부여 사업이 행정기관에 의해 진행되었다. 새로운 주소체계는, 건물 사이의 모든 
도로(길)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길)의 기점에서 종점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여 도로 우
측에 위치한 개개의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좌측에 위치한 개개의 건물에는 홀수번호를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로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동
시에 표기한 패널을 각각의 건물에 부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보고 원하는 건물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물번호를 기재한 건물번호판은 도로명 주
소체계를 기반으로 건물의 위치정보만을 알려주는 것으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역시 행
정청이 정보 공급의 주체가 되어 행정정보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건물번호가 기재된 건물번호판을 이용하여 건물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번호판의 센서 인식을 이용한 건물정보제공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의 목적에 따른 본 발명은 사용자가 건물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센서가 설치된 건물번호
판과, 상기 건 물번호판에 설치된 센서를 인식하여 사용자가 건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
록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식한 건물번호판의 고유식별번호 또는 건물번호판을 촬영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건물정보 요청신호를 전송하여 건물정보를 요청하는 하는 휴대단말기와, 
상기 휴대단말기의 건물정보 요청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저장된 건물정보와 매칭한 후 요청
된 건물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관리서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은 건물번호가 기재된 건물번호판을 이용하여 건물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건물번
호판에 설치된 센서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감지함으로써 건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건물주 등이 입력한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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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방지용 내화패널 구조물 및 
이의 제조방법

(대표)발명자 하기주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건축학부
출원번호 10-2017-0078194 출원일자 2017.06.20.
등록번호 10-1922806 등록일자 2018.11.21.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2014.06.12. 10-2014-

0071211 2016.08.30. 10-1654128 PVA섬유 보강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PVA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제조 방법

2014.06.12. 10-2014-
0071212 2016.05.09. 10-1620842 강섬유 및 PVA섬유 보강콘크리트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2017.06.20. 10-2017-

0078194 2018.11.21. 10-1922806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방지용 내화패널 구조물 및 이의 제조
방법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고강도 콘크리트 부재, 상기 부재의 일면에 내화패널이 위치되고, 상기 내화패
널은 시멘트, 고로슬래그 미분말, 유기섬유 및 강섬유를 포함하는 것인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방지용 내화패널 구조물 및 이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고강도 콘크
리트 폭렬방지용 내화패널 구조물은 초고층건물 및 대형구조물에 적용 가능하도록 고내
화성 및 고내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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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콘크리트는 건축물의 자중 경감 및 부재 단면 등을 축소 할 수 있어 초고층 복잡
화 되어가는 건축규모의 대형화에 부응하는 콘크리트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초고
층 건축물 및 대형 구조물의 건설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고강도 콘크리트의 적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 혼화재를 사용하고, 그 결
과 내부조직이 조밀해지고 내부 공극량이 적어 열전달이 빠르게 일어남으로써 화재시 콘
크리트 내부에서 발생되는 수증기에 의하여 일정 정도의 고온 에서 갑작스럽게 부재 표
면이 심한 폭음과 함께 박리 및 탈락하는 폭렬(spalling) 현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급작
스런 폭렬 현상은 철근콘크리트 부재 파편의 비산과 철근의 노출로 인한 부재의 성능저
하를 일으켜 구조물의 안전에 위협을 주며, 고강도 콘크리트가 주로 쓰이는 초고층 건축
물 및 대형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렬 현상으로 인한 건물의 붕괴가 야기된다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종래 기술로 내화 재료가 개발되어 있으나, 기존의 내화 재료는 
충격에 약하고 화재에 취약하며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문제에 대한 원인을 관찰하
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재료적, 구조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요구 된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초고층건물 및 대형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고내화성, 고내구성을 갖는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방 지용 내화패널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콘크리트 폭렬방지용 내화패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은 초고층건물 및 대형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고내화성, 고내구성을 갖는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방지용 내화패널 구조물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고내진성 및 
균열제어능력이 우수한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방지용 내화패널 구조물의 제조방법을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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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

(대표)발명자 권성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전자공학과
출원번호 10-2014-0081204 출원일자 2014.06.30.
등록번호 10-1606758 등록일자 2016.03.22.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10.06. 10-2014-0

134279 2016.07.21. 10-1643195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헬멧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4.10.06. 10-2014-0
134286 2016.07.18. 10-1642004 D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수중 객체 탐색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5.11.26. 10-2015-

0166762 2017.10.13. 10-1788105 수중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
법

2016.11.09. 10-2016-
0148996 2018.05.29. 10-1864502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을 수색하기 위한 장
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
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1.09. 10-2016-
0149018 2018.11.16. 10-1921383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04.10. 10-2017-
0045979 2018.07.02. 10-1876125 전자장치와 연동하는 미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17.06.07. 10-2017-0
070596 2019.05.14. 10-1980434 착탈식  유도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장치

2017.07.11. 10-2017-0
087657 2019.07.23. 10-2005145 랙 장치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의 표시 장치 및 방법

2017.11.07. 10-2017-0
147558 2019.08.05. 10-2009572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 및 방법

2018.10.12. 10-2018-0
122011 2020.04.22. 10-2105503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평가 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웹 페이지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핵
심 키워드를 추출 후, 핵심 키워드와 가장 연관
성이 낮의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
하여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 데이터
를 추출하는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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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기 위한 다
양한 검색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가장 대중화된 키워드 검색방법은 사용자가 입력된 키워
드와 매칭되는 검색결과를 선별하여, 검색 결과물 중 가장 많은 사용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정렬, 스폰서의 광고비 입력 순서에 따라 정렬, 사용자 단말기로 검색 결과물을 제공
하고 있으나, 키워드 검색방법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동의어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갖
는 검색 결과물을 검색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등록특허 10-0493688(R1)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 연관 키워드들 중 검색 키워드와의 연관성이 높거나 노출 빈도가 높은 연관 
키워드를 검색 결과 리스트에 추가하는 "키워드 확장장치 및 방법과 키워드 확장장치를 이
용한 검색 시스템"을 제안, 등록특허 10-0493688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키워드와 연
관된 연관 키워드를 검색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더 확장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특허 10-1178208(R2)에서는 인터넷 게시물 또는 게시물에 포함되는 색인어를 추가로 
연관 검색어로 추출하여 인터넷을 재검색, 검색 결과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키워드 
추출 장치 및 방법"을 제안, 등록특허 10-1052631(R3)는 동일 시간대에 발생하는 키워드
를 참조하여 키워드와 연관어 사이의 하이어라키 구조를 구축, 하이어라키 구조를 이용하
여 복수의 키워드를 동일 개념의 그룹으로 그루핑하는 "동시발생 빈도를 이용한 검색어에 
대한 연관어 제공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를 제안, R1, R2 및 R3을 통해 종래의 연관어 
검색방법은 사용자가 의도한 검색 결과물을 최대한 확보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
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의 범위와 연관성이 적은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데 한계를 갖는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의도된 키워드 입력을 통해 정보를 구하지 않으며, 이슈가 되는 핵심 키
워드와 연관성이 가장 낮은 연관 키워드 그룹을 구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핫 이슈가 될 가능
성이 있는 이슈 데이터를 추출하는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
을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정해진 키워드를 이용하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사안과 관련된 핫 
이슈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슈에 접근하는 대신, 웹 
공간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핫 이슈를 찾아내는데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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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헬멧 장치 및 이를 위
한 방법

(대표)발명자 권성근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전자공학과
출원번호 10-2014-0134279 출원일자 2014.10.06.
등록번호 10-1643195 등록일자 2016.07.21.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6.30. 10-2014-

0081204 2016.03.22. 10-1606758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

2014.10.06. 10-2014-
0134286 2016.07.18. 10-1642004 D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수중 객체 탐색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5.11.26. 10-2015-

0166762 2017.10.13. 10-1788105 수중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
법

2016.11.09. 10-2016-
0148996 2018.05.29. 10-1864502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을 수색하기 위한 장
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
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1.09. 10-2016-
0149018 2018.11.16. 10-1921383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04.10. 10-2017-
0045979 2018.07.02. 10-1876125 전자장치와 연동하는 미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17.06.07. 10-2017-
0070596 2019.05.14. 10-1980434 착탈식  유도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장치

2017.07.11. 10-2017-
0087657 2019.07.23. 10-2005145 랙 장치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의 표시 장치 및 방법

2017.11.07. 10-2017-
0147558 2019.08.05. 10-2009572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 및 방법

2018.10.12. 10-2018-
0122011 2020.04.22. 10-2105503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평가 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헬멧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
용자의 두부에 착용할 수 있는 헬멧과, 두부에 시야를 유지한 채로 착용할 수 있는 글라
스를 포함하는 수중고글과, 헬멧의 일측에 부착되어 음파를 방사하고 방사된 음파에 대
한 반향음을 수신하는 음파탐지부와, 헬멧의 일측에 부착되어 글라스에 영상을 영사하기 
위한 영사부와, 반향음을 기초로 수중의 객체에 대한 와이어 이미지를 구성하고, 영사부
를 통해 구성된 와이어 이미지가 글라스에 영사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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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소나(sonar: sound navigation and ranging)는 초음파를 짧은 단속음으로서 발사하고 
이것이 객체에 부딪쳐 반사하여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어 객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또 송파기를 회전시켜 그 방향을 탐지한다. 실제로는 레이더의 PPI 스코프 방
식과 같으며, 브라운관 위에 거리, 주위에 방위를 눈금으로 새겨 주사선이 송파기의 회전
과 함께 회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향음이 되돌아오면 브라운관 위에 광점으로서 객체
가 나타나 거리 및 방위를 탐지하게 된다. 음향측탐기, 어군탐지기, 잠수함 및 지뢰탐지
용 소나, 해저의 구조를 탐측하는 사이드루킹(side looking) 소나 등은 이와 같은 본체가 
음파를 내는 소나의 일종이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수중 객체 탐지를 위한 헬멧 장치는 사용자의 두부에 
착용할 수 있는 헬멧과, 사용자의 두부에 사용자의 시야를 유지한 채로 착용할 수 있는 
글라스를 포함하는 수중고글과, 헬멧의 일측에 부착되어 음파를 방사하고 방사된 음파에 
대한 반향음을 수신하는 음파탐지부와, 헬멧의 일측에 부착되어 글라스에 영상을 영사하
기 위한 영사부와, 반향음을 기초로 수중의 객체에 대한 와이어 이미지를 구성하고, 영사
부를 통해 구성된 와이어 이미지가 글라스에 영사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이미지를 통해 객체의 외형을 제공하기 때문에 탁한 환경을 가지는 수중
에서도 객체를 원활하게 식별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주시중인 객체와 찾고자 하는 대상과
의 유사도를 제공하여 탁한 환경을 가지는 수중에서도 객체를 원활하게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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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수중 객체 탐
색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대표)발명자 권성근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전자공학과
출원번호 10-2014-0134286 출원일자 2014.10.06.
등록번호 10-1642004 등록일자 2016.07.18.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6.30. 10-2014-0

081204 2016.03.22. 10-1606758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

2014.10.06. 10-2014-0
134279 2016.07.21. 10-1643195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헬멧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5.11.26. 10-2015-
0166762 2017.10.13. 10-1788105 수중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

법

2016.11.09. 10-2016-
0148996 2018.05.29. 10-1864502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을 수색하기 위한 장
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
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1.09. 10-2016-
0149018 2018.11.16. 10-1921383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04.10. 10-2017-
0045979 2018.07.02. 10-1876125 전자장치와 연동하는 미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17.06.07. 10-2017-0
070596 2019.05.14. 10-1980434 착탈식  유도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장치

2017.07.11. 10-2017-0
087657 2019.07.23. 10-2005145 랙 장치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의 표시 장치 및 방법

2017.11.07. 10-2017-0
147558 2019.08.05. 10-2009572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 및 방법

2018.10.12. 10-2018-0
122011 2020.04.22. 10-2105503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평가 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GPS 신호를 통해 제1 위치 정보와 보정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제1 위치 정
보를 제1 위치 보정 정보로 보정하여 제2 위치 정보를 생성하고, 기준 위치에서 위도, 
경도 및 수심에 따른 고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도출된 제2 위치 보정 정보로 
제2 위치 정보를 보정하여 제3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수중으로 음파를 방사하고 
방사된 음파에 대한 반향음을 수신한 후, 반향음에 따라 제3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수중
의 객체 혹은 지형의 위치를 표시하는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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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현재 위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 확인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으로부터 
지상의 GPS 수신기로 송신되는 GPS 정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소정의 오차를 가지는
데, 서로 가까운 거리에 두 수신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두 수신기는 비슷한 오차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두 수신기가 가지는 공통의 오차를 서로 상쇄시킴으로써 보다 정밀한 데이
터를 얻기 위하여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정보가 이용된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수중 객체 탐색 장치는 수중의 특정 지형지물로 특정
되는 기준 위치의 알려진 위도, 경도 및 수심에 따른 고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부와, 위치정보수신부와, 보정정보수신부와, 음파탐지부와, 음파를 방사하고, 기준 위치의 
수심을 측정하고, 측정된 수심에 대응하는 고도를 결정하고, 제2 위치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제2 위치 정보의 위도, 경도 및 고도와 알려진 위도, 알려진 경도 및 결정된 고
도를 각각 비교하여 제2 위치 보정 정보를 생성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기준 위치에서 조수에 따른 수심의 변화를 고려하여 고도에 대한 보
정치를 얻어 위치 정보를 보정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음파를 통해 탐지되는 수중의 객체의 위치 정보가 제공되
기 때문에, 수중의 객체에 대해 보다 정밀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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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불법주차 관리방법 및 시스템

(대표)발명자 김진호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전자공학과
출원번호 10-2015-0000983 출원일자 2015.01.06.
등록번호 10-1695849 등록일자 2017.01.06.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1.06. 10-2015-

0000983 2017.01.06. 10-1695849 불법주차  관리방법 및 시스템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불법 위조된 장애인 주차증을 판별하여 위법한 불법주차를 차단하고, 기존의 
주차 시스템을 크게 개조 하지 않고도, 이식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인력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는 불법주차 관리방법을 제안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장애인 주
차영역에 설치되는 카메라를 통해 차량에 대한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불법 주차 관리시
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주차영역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 및 장애인 주
차중을 식별 하는 식별단계, 차량의 번호판과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된 장애인 정보를 매
핑하는 단계 및 차량의 번호판과 장애인 정보가 대응하지 않을 때, 차량의 번호판을 관
계기관 서버에 통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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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장애인 주차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1970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전
면 유리에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만이 장애인 주차영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도입되
었으나, 차량의 폭증과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
인 주차영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 장애인 주차증을 컬러복사기로 복사 또는 컬러 
프린터로 인쇄하여 불법으로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장애인 주차증은 차량의 
전면 유리에 부착 시, 장애인 번호와 장애인임을 표시하는 이미지가 노출되고, 운전석 방
향으로는 장애인의 사진과 장애인 등록번호가 표시, 불법주차 차량이 장애인 주차증을 위
조 부착할 경우, 차량에서 승•하차할 때를 제외하고는 차량 주인이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
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는 장애인 주차증의 경우, 운전선 방향
으로 부착된 면에 장애인의 얼굴 사진과 장애인 등록번호가 표시. 등록특허 10-106031호
는 RFID를 내장하는 장애인 주차증을 장애인 차량에 부착, 장애인 주차영 역에 장애인 차
량이 진입하면 경보음을 생성, 장애인 차량과 RFID 통신을 수행하여 장애인 주차영역에 
정당한 장애인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경보음을 차단하고, 반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보음
을 출력하는 수위 감시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등록특허 10-106031호는 장애인 
차량에 부착되는 장애인 주차증에 RFID 태그를 내장시킨 후,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영역
에 진입할 때 경보음이 울리고,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영역에 진입 하면 경보음을 끄
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영역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 경보음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주차장 진입로에는 장애인 차량과 근거리 무선통신을 수행하는 별도
의 장치가 요구된다. 이는 기존의 주차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기 어렵게 하며, 장애인들
에게 발급된 기존의 장애인 주차증을 모두 재 발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의 주차 시스템에 접목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인력
을 요구하지 않는 불법주차 관리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불법 위조된 장애인 주차증을 판별하여 위법한 불법주차를 차단하고, 
기존의 주차 시스템을 크게 개조하지 않고도, 이식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인
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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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중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법

(대표)발명자 권성근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전자공학과
출원번호 10-2015-0166762 출원일자 2015.11.26.
등록번호 10-1788105 등록일자 2017.10.13.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6.30. 10-2014-

0081204 2016.03.22. 10-1606758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

2014.10.06 10-2014-
0134279 2016.07.21. 10-1643195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헬멧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4.10.06. 10-2014-
0134286 2016.07.18. 10-1642004 D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수중 객체 탐색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5.11.26. 10-2015-

0166762 2017.10.13. 10-1788105 수중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
법

2016.11.09. 10-2016-
0148996 2018.05.29. 10-1864502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을 수색하기 위한 장
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
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1.09. 10-2016-
0149018 2018.11.16. 10-1921383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04.10. 10-2017-
0045979 2018.07.02. 10-1876125 전자장치와 연동하는 미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17.06.07. 10-2017-
0070596 2019.05.14. 10-1980434 착탈식  유도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장치

2017.07.11. 10-2017-
0087657 2019.07.23. 10-2005145 랙 장치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의 표시 장치 및 방법

2017.11.07. 10-2017-
0147558 2019.08.05. 10-2009572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 및 방법

2018.10.12. 10-2018-
0122011 2020.04.22. 10-2105503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평가 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사용자의 두부에 착용할 수 있는 헬멧과, 상기 헬멧의 일측에 부착되어 초음파를 외부로 방
사하고 외부의 초음파를 수신하는 초음파부와, 수중용 장감의 내피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손동작을 
감지하는 손동작 센서부와, 기 결정된 손가락이 기 설정된 시간 이상 어는 일 방향을 지시하는 것
을 상기 손동작 센서부를 통해 감지하면, 상기 초음파 부를 통신 모드로 전환한 후, 상기 초음파부
를 통해 상기 방향으로 기 설정된 시간 이상 소정 주파수의 초음파를 방사하여 연결 요청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초음파부를 통해 상기 연결 요청 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방향으로부터기 설정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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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상 소정 주파수의 초음파를 연결 응답 신호로 수신하면, 상기 초음파부를 통해 데이터가 포함
된 초음파를 상기 방향으로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웨어러블 장치를 제공한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소나(sonar: sound navigation and ranging)는 초음파를 짧은 단속음으로서 발사하고 이것
이 객체에 부딪쳐 반사하여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어 객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또 송파기를 회전시켜 그 방향을 탐지 한다. 실제로는 레이더의 PPI 스코프 방식과 같으며, 
브라운관 위에 거리, 주위에 방위를 눈금으로 새겨 주사선이 송파기의 회전과 함께 회전하도
록 되어 있으며, 반향음이 되돌아오면 브라운관 위에 광점으로서 객체가 나타나 거리 및 방위
를 탐지하게 된다. 음향측탐기, 어군탐지기, 잠수함 및 지뢰탐지용 소나, 해저의 구조를 탐측
하는 사이드 루킹(side looking) 소나 등은 이와 같은 본체가 음파를 내는 소나의 일종이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수중에서 잠수부가 수중 객체를 탐지하고, 이를 대한 각 종 정보를 시각적
으로 제공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와, 이 웨어러블 장치 간의 통신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른 수중에서의 통신 방법에 따르면 수중 탐사 중인 사용자, 즉, 잠수부 간에 
간단한 손동작으로 통신을 수행할 수 있어, 초음파 탐지를 통해 획득한 각 종 정보를 수
중에서 간단한 손동작을 통해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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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드론 제어 시스템

(대표)발명자 한영선 교수 외
출원번호 10-2015-0182636 출원일자 2015.12.21.
등록번호 10-1768780 등록일자 2017.08.09.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12.21. 10-2015-

0182636 2017.08.09. 10-1768780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드론 제어 시스템

2018.10.30. 10-2018-
0130550 2020.03.31. 10-2097700 가시광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인코딩 또는 디코딩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

01 기술요약

본 명세서는 드론(Drone)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드론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상기 촬영 영상 범위 내에서 드론의 움직임 제어와 관련된 빛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빛 신호의 변화 여부를 감지하고, 상기 감지된 빛 신호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위치를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드론; 및 상기 드론의 움직임 제어와 관련된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사용자 입력에 따라 빛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드론 제어 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드론의 움직임 제어는 상기 드론과 상기 드론 제
어 장치 간에 통신이 수행될 수 있는 제어 가능 거리 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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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드론(Drone)은 경량 소재의 개발과 관련 비행 제어 알고리즘의 발전을 통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 되고 있다. 현재 드론을 제어하는 대표적인 제어 방식은 크게 (1) 
위성 신호를 이용한 초장거리 간접 제어 방식 또는 (2) RF(Radio Frequency) 신호를 
이용한 근거리 직접 제어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장거리 간접 제어 방식은 위성 신
호를 이용하므로 드론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반면에, RF 신호를 이용한 직접 제어 방식
은 실생활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RF 신호의 특성상 제어 가능 거리(또는 제
한 거리)에 제한이 있어 제어 가능 거리 밖에서는 드론의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04 기술의 내용

따라서, 본 명세서는 RF 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 전달이 가능한 빛 신호를 이용
하여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명세서는 드론에 장
착된 카메라를 통해 빛 신호의 위치, 강약 및 색상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
자의 명령을 파악하여 원거리에서의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
다. 본 발명에서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적 과제들로 제한
되지 않으며,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명
세서에서 상기 드론 제어 장치의 프로세서는, 상기 디스플레이의 화면을 터치하는 터치
펜의 강도 변화에 따라 상기 드론으로 전송할 빛 신호의 강도가 변화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제 2 화면에 상기 터치펜의 터치강도에 해당하는 상기 전송할 빛 신호의 강도가 표
시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명세서는 RF 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 전달이 가능한 빛 신호를 이용하여 드
론을 제어함으로써, 기존의 드론 제어를 위한 제어 가능 거리(또는 제한 거리)를 비약적
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한 
효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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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스마트카에서 생체 인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
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정기현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6-0120623 출원일자 2016.09.21.
등록번호 10-1835991 등록일자 2018.02.28.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6.09.21. 10-2016-
0120633 2018.07.27. 10-1884991

스마트카에서 양방향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31. 10-2016-
0143595 2018.05.09. 10-1858359 영상 공유를 위한 전자 장치와 그의 동작 방법 및 그를 갖

는 시스템

2016.12.30. 10-2016-
0183963 2019.04.03. 10-1967512

스마트카에서 임시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장치, 이를 우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2.30. 10-2016-
0183641 2018.09.19. 10-1902657

스마트카에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19 2019.05.09. 10-1979115 실시간 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20 2019.05.31. 10-1986912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가 은닉된 영상을 탐지 및 추
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2.29. 10-2017-
0183980 2019.05.13. 10-1979863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09. 10-2018-
0002968 2019.03.22. 10-1963527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보안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웨어러블기기, 스마트키, 사용자장치를 포함하는 복수의 장치 중 적어도 하
나로부터 생체신호, 디바이스 식별자 및 페어링된 디바이스의 조합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접근 요청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접근 요청 신호를 서버로 전송하는 차
량장치와, 접근 요청 신호의 생체신호, 생체신호를 수집한 디바이스 식별자 및 페어링
된 디바이스의 조합에 따라 차량의 복수의 부속기기 각각에 대한 접근 허용 여부를 
정의하는 접근 등급을 결정하고, 결정된 접근 등급에 따라 차량장치가 복수의 부속기
기 각각에 대한 접근을 개별적으로 제어하도록 결정된 접근 등급을 차량장치에 전송
하는 인증서버를 포함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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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서 시동 버튼 만 누르면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키나 차량 내부에는 차량 소유주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경우 소유주가 아닌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하며, 
이는 범죄 및 차량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차량 소유주
의 피해로 이어진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생체신호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페어링된 장치들의 식별자
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검증할 수 있는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
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생체신호를 통해 사용자를 1차로 사용자를 인증하고, 페어링된 장치를 
식별하는 것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다시 검증하여 보안의 레벨이 올라간다. 본 발명의 
실시에 따라 다른 장치와 페어링되기 위해서는 다른 장치들이 트리거 신호를 받은 시간
에 트리거 신호의 통신 가능 범위 내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공
간 내에 존재하여야 하며, 미리 저장된 사용자 식별자에 매핑되는 장치의 식별자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즉, 페어링되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 및 데이터 3 가지 요건을 모두 충
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페어링된 장치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접근 등급을 제
공하며, 접근 등급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차량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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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마트카에서 양방향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정기현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6-0120633 출원일자 2016.09.21.
등록번호 10-1884991 등록일자 2018.07.27.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6.09.21. 10-2016-
0120623 2018.02.28. 10-1835991

스마트카에서  생체 인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31. 10-2016-
0143595 2018.05.09. 10-1858359 영상 공유를 위한 전자 장치와 그의 동작 방법 및 그를 갖

는 시스템

2016.12.30. 10-2016-
0183963 2019.04.03. 10-1967512

스마트카에서 임시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장치, 이를 우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2.30. 10-2016-
0183641 2018.09.19. 10-1902657

스마트카에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19 2019.05.09. 10-1979115 실시간 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20 2019.05.31. 10-1986912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가 은닉된 영상을 탐지 및 추
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2.29. 10-2017-
0183980 2019.05.13. 10-1979863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09. 10-2018-
0002968 2019.03.22. 10-1963527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차량장치 및 인증 장치와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와, 인증 정보로 저장하는 스
토리지부와,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차량장치로 부터 차량장치 식별자, 장치 식별자 및 생체 신
호를 수신 하고, 인증장치로부터 인증장치 식별자, 장치 식별자 및 생체 신호를 수신하면, 차
량장치로부터 수신된 생체 신호와 인증장치로부터 수신된 생체 신호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하고, 인증에 성공하면, 차량의 복수의 기능 각각에 대한 접근 허용 여부를 개
별적으로 정의하는 접근 등급을 결정하고, 차량장치로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결정된 접근 등급
을 전송하는 프로세스부를 포함하는 인증서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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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서 시동 버튼 만 누르면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키나 차량 내부에는 차량 소유주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경우 소유주가 아닌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하며, 
이는 범죄 및 차량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차량 소유주
의 피해로 이어진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페어링이 수행된 장치의 생체 정보를 매개로 양방향 인증을 통해 사용
자를 인증하고, 인증된 사용자에게 차량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
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은 보안의 레벨을 높일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페어링된 장치의 수가 많을수
록 높은 접근 등급을 제공하며, 접근 등급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차량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단순히 식별자에 따라 접근 등급을 미리 설정하여 
사용하는 일반 적인 방식에 비해, 높은 보안 레벨을 획득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인증
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획득할 수 있는 접근 등급에 상응하는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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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을 수색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권성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전자공학과
출원번호 10-2016-0148996 출원일자 2016.11.09.
등록번호 10-1864502 등록일자 2018.05.29.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6.30. 10-2014-0

081204 2016.03.22. 10-1606758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

2014.10.06. 10-2014-0
134279 2016.07.21. 10-1643195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헬멧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4.10.06. 10-2014-0
134286 2016.07.18. 10-1642004 D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수중 객체 탐색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5.11.26. 10-2015-

0166762 2017.10.13. 10-1788105 수중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
법

2016.11.09. 10-2016-
0149018 2018.11.16. 10-1921383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04.10. 10-2017-
0045979 2018.07.02. 10-1876125 전자장치와 연동하는 미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17.06.07. 10-2017-0
070596 2019.05.14. 10-1980434 착탈식  유도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장치

2017.07.11. 10-2017-0
087657 2019.07.23. 10-2005145 랙 장치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의 표시 장치 및 방법

2017.11.07. 10-2017-0
147558 2019.08.05. 10-2009572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 및 방법

2018.10.12. 10-2018-0
122011 2020.04.22. 10-2105503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평가 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을 탐색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
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
로, 이러한 본 발명은 무인항공기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부와, 소정 지역을 상기 무인항공
기의 통신 범위에 따라 규격이 결정되는 정각기둥 형상의 복수의 셀로 구분하며, 복수의 
셀 중 탐색 지역으로 지정된 셀과 상기 관제장치가 위치한 셀을 셀 단위로 연결했을 때, 
최단 경로에 속하는 적어도 하나의 셀을 도출하고, 상기 도출된 셀을 네트워크를 구성할 
셀로 설정하며, 상기 도출된 셀 각각에 대해 무인항공기를 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난 사고 현장을 탐색하기 위한 관제장치와, 이에 따른 방법과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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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바다는 해상교역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량 조달원으로
서도 중요한 터전이다. 선박이 대형화, 현대화 되지 못했던 1980년대 이전에는 기상 조
건이 나쁜 해역에서는 대형 해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점차 시대가 발전하여 선박에 통신과 레이더 같은 선박 안전장치가 갖추어
지고 해양 안전 정보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대형 사고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
기는 하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해난 사고들이 주변 해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인 비행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주변 영
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무인항공기가 셀 단위로 이동하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중계 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관제장치에서 해난 사고 지역 근처를 실
시간 영상을 통해 수색할 수 있다. 더욱이 소정 지역을 정각기둥 형상의 복수의 셀로 구
분하고, 셀 단위로 무인항공기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동 중인 무인항공기 간의 충돌 없이 
직관적으로 네트워크 및 무인항공기를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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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의 영상을 제공
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
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권성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전자공학과
출원번호 10-2016-0149018 출원일자 2016.11.09.
등록번호 10-1921383 등록일자 2018.11.16.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6.30. 10-2014-0

081204 2016.03.22. 10-1606758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

2014.10.06. 10-2014-0
134279 2016.07.21. 10-1643195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헬멧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4.10.06. 10-2014-0
134286 2016.07.18. 10-1642004 D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수중 객체 탐색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5.11.26. 10-2015-

0166762 2017.10.13. 10-1788105 수중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
법

2016.11.09. 10-2016-
0148996 2018.05.29. 10-1864502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을 수색하기 위한 장
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
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04.10. 10-2017-
0045979 2018.07.02. 10-1876125 전자장치와 연동하는 미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17.06.07. 10-2017-0
070596 2019.05.14. 10-1980434 착탈식  유도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장치

2017.07.11. 10-2017-0
087657 2019.07.23. 10-2005145 랙 장치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의 표시 장치 및 방법

2017.11.07. 10-2017-0
147558 2019.08.05. 10-2009572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 및 방법

2018.10.12. 10-2018-0
122011 2020.04.22. 10-2105503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평가 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
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무인항공기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부와, 소정 지역을 상기 무인
항공기의 통신 범위에 따라 규격이 결정되는 정각기둥 형상의 복수의 셀로 구분하며, 복
수의 셀 중 탐색 지역으로 지정된 셀과 상기 관제장치가 위치한 셀을 셀 단위로 연결했을 
때, 최단 경로에 속하는 적어도 하나의 셀을 도출하고, 상기 도출된 셀을 네트워크를 구
성할 셀로 설정하며, 상기 도출된 셀 각각에 대해 무인항공기를 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난 사고 현장을 탐색하기 위한 관제장치와, 이에 따른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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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바다는 해상교역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량 조달원으로
서도 중요한 터전이다. 선박이 대형화, 현대화 되지 못했던 1980년대 이전에는 기상 조건
이 나쁜 해역에서는 대형 해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
하였다. 점차 시대가 발전하여 선박에 통신과 레이더 같은 선박 안전장치가 갖추어지고 
해양 안전 정보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대형 사고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해난 사고들이 주변 해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인 비행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주변 영
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러한 네트워크
를 통해 현장의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광대역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해상에서 현장의 상
황을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중계할 수 있다. 더욱 이, 소정 지역을 정각기둥 형상의 복수
의 셀로 구분하고, 셀 단위로 무인항공기를 제어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네트워크 및 무
인항공기를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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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스마트카에서 임시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
를 위한 IoT 보안장치, 이를 우한 방법 및 이 방법
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
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정기현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6-0183963 출원일자 2016.12.30.
등록번호 10-1967512 등록일자 2019.04.03.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6.09.21. 10-2016-
0120623 2018.02.28. 10-1835991

스마트카에서  생체 인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9.21. 10-2016-
0120633 2018.07.27. 10-1884991

스마트카에서 양방향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31. 10-2016-
0143595 2018.05.09. 10-1858359 영상 공유를 위한 전자 장치와 그의 동작 방법 및 그를 갖

는 시스템

2016.12.30. 10-2016-
0183641 2018.09.19. 10-1902657

스마트카에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19 2019.05.09. 10-1979115 실시간 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20 2019.05.31. 10-1986912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가 은닉된 영상을 탐지 및 추
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2.29. 10-2017-
0183980 2019.05.13. 10-1979863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09. 10-2018-
0002968 2019.03.22. 10-1963527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인증서버 및 임시장치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모듈과, 통신모듈을 통해 임시장치로부터 
임시 인증 요청을 수신하면, 임시장치를 인증하고, 입력에 따라 임시장치가 차량에 접근할 수 있
는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고, 설정된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와 
더불어 사용자 식별자, 임시장치 식별자 및 차량 식별자를 포함하는 접근권한을 생성한 후, 통신
모듈을 통해 인증서버로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사용자장치와 임시장치, 차량장치 및 인증서버와 이들의 접근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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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스마트키나 차량 내부에는 차량 소유주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경우 소유주가 아닌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하며, 이는 범죄 및 차량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차량 소유주의 피해로 이어진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임시로 특정 시간, 특정 장소 및 특정 기능에 대해서만 차량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른 접근 제어 방법은 임시장치(300)를 통해 차량(10)에 대해 임시적이고 제한
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컨대, 발렛 주차, 세차, 정비 등을 위해 차량(10)
을 임시로 타인에게 맡길 때 타인이 차량 (10)에 대해 해당하는 행위 외에 다른 것을 일
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접근 권한을 설정할 때, 임시장치(300)가 사
용자장치(200)에 인증받기 위해서는 임시장치(300)가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시점
에 사용자장치(200)와의 통신 가능 범위 내에 있고, 사용자장치(200)가 임시장치(300)의 
임시장치 식별자를 미리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즉, 시간, 공간 및 데이터 3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한다. 더욱이, 본 발명은 보안 측
면에서 차량장치(100)가 전송한 정보와 사용자장치(200)가 전송한 정보 양자를 비교하기 
때문에 단방향의 정보 전송을 통해 인증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높은 보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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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스마트카에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IoT 보안 장
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정기현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6-0183641 출원일자 2016.12.30.
등록번호 10-1902657 등록일자 2018.09.19.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6.09.21. 10-2016-
0120623 2018.02.28. 10-1835991

스마트카에서  생체 인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9.21. 10-2016-
0120633 2018.07.27. 10-1884991

스마트카에서 양방향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31. 10-2016-
0143595 2018.05.09. 10-1858359 영상 공유를 위한 전자 장치와 그의 동작 방법 및 그를 갖

는 시스템

2016.12.30. 10-2016-
0183963 2019.04.03. 10-1967512

스마트카에서 임시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장치, 이를 우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19 2019.05.09. 10-1979115 실시간 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20 2019.05.31. 10-1986912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가 은닉된 영상을 탐지 및 추
출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2.29. 10-2017-
0183980 2019.05.13. 10-1979863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09. 10-2018-
0002968 2019.03.22. 10-1963527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주기적으로 보안메모리 및 보안프로세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독립전원과, 
상기 보안메모리와, 비활성화 상태에서 독립전원에 의해 전원이 공급 되면 활성화되어 차
량의 도난 여부를 판단하고, 차량이 도난된 것으로 판단되면, 차량이 자율 주행하여 기 
설정된 유도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차량을 제어하는 보안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보안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차량장치와,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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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통신기술 중 원격 차량 도어 개폐, 원격 시동 등 다
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키가 있다. 또한, 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서 시동 버튼 만 
누르면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키나 차량 내부
에는 차량 소유주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경우 소유주가 아닌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하며, 이는 범죄 및 차량 사고로 이어질 수 있
다. 더욱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차량 소유주의 피해로 이어진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도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차량장치는 주기적으로 
보안메모리 및 보안프로세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독립전원과, 상기 보안메모리와, 비
활성화 상태에서 상기 독립전원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면 활성화되어 차량의 도난 여부를 
판단하고, 차량이 도난된 것으로 판단되면, 차량이 자율 주행하여 기 설정된 유도 지점으
로 이동하도록 차량을 제어하는 상기 보안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보안모듈을 포함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른 접근 제어 방법은 독립된 전원 및 프로세스를 가지는 모듈을 통해 도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차량장치, 예컨대, 트립(TRIP) 컴퓨터가 해킹되는 경우에도 도난
이 발생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난이 발생된 경우, 도난 차량을 자율 주행
을 통해 유도 지점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차량을 안전하게 차량을 회수할 수 있고, 범
죄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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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전자장치와 연동하는 미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대표)발명자 권성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전자공학과
출원번호 10-2017-0045979 출원일자 2017.04.10.
등록번호 10-1876125 등록일자 2018.07.02.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6.30. 10-2014-

0081204 2016.03.22. 10-1606758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

2014.10.06 10-2014-
0134279 2016.07.21 10-1643195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헬멧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4.10.06. 10-2014-
0134286 2016.07.18. 10-1642004 D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수중 객체 탐색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5.11.26. 10-2015-

0166762 2017.10.13. 10-1788105 수중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법

2016.11.09. 10-2016-
0148996 2018.05.29. 10-1864502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을 수색하기 위한 장
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
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1.09. 10-2016-
0149018 2018.11.16. 10-1921383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06.07. 10-2017-
0070596 2019.05.14. 10-1980434 착탈식  유도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장치

2017.07.11. 10-2017-
0087657 2019.07.23. 10-2005145 랙 장치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의 표시 장치 및 방법

2017.11.07. 10-2017-
0147558 2019.08.05. 10-2009572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 및 방법

2018.10.12. 10-2018-
0122011 2020.04.22. 10-2105503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평가 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전자 장치 및 전자 장치와 근거리 통신을 통해 연결되는 미러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미러 장치는, 미러와, 거울의 전면에 장착되는 카메라와, 움직임 감지센서와, 근거리 
통신부와, 카메라 및 움직임 감지센서와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미
러 장치의 제어부는 미러 모드에서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 이미지를 획득하고, 근거
리 통신부를 통해 획득된 사용자 이미지를 전자 장치에 전송하며, 감시모드에서 움직임 감
지센서에 의해 움직임이 검출되면 카메라를 구동하며, 카메라에서 획득되는 이미지를 저장
하며,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전자 장치에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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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일반적으로 미러는 전방에 위치한 사람 및/또는 사물의 반사상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
서 사람들은 화장을 하거나 옷을 입을 때 미러에 비치는 반사상을 통해 화장 및 옷 매무
새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미러에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미러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 미러는 일반 미러에 IoT 기능을 부가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는 디스플레이(예를 들면 LCD(liquid crystal display), 
OLED(organic light emitting device 등)에 미러 필름(mirror film)을 추가하여 스마트 
미러(mirror display)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이 다양한 실시 예들은 미러 장치가 감시모드에서 움직임을 검출하면 카메라(및 
마이크)를 구동하여 움직이는 물체의 이미지(및 사운드)를 획득하여 저장 및 전자 장치에 
전송하며, 전자 장치가 수신되는 이미지(및 사운드)를 분석하여 알람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르면, 미러 장치는 사용자의 근접을 인식하면 사용자의 
얼굴 이미지를 획득하여 전자 장치에 전송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사용자의 피부 상태를 
분석할 수 있으며, 피부 상태에 따라 피부 관리 정보를 피드백 할 수 있다. 또한 미러 장
치는 감시 모드시 집안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이미지 및 사운드를 획득하여 저장할 수 있
으며, 또한 전자 장치에 그 결과를 전송하여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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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업용 무인 비행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대표)발명자 박현수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전기공학과
출원번호 10-2017-0116364 출원일자 2017.09.12.
등록번호 10-1929129 등록일자 2018.12.07.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9.12. 10-2017-0

116364 2018.12.07. 10-1929129 농업용 무인  비행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01 기술요약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에 따른 농업용 무인 비행 장치는 무선 통신기에서 송신되는 
비콘 신호를 수신하는 통신모듈과, 이동 제어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정된 재료 살포 영역
을 자율 비행하는 이동 모듈과, 농업 재료를 살포하도록 농업 재료를 공급하는 재료 공
급 모듈 및 통신 모듈을 통해 수신되는 비콘 신호들에 기반하여 비콘 수를 확인하며, 비
콘 수에 기반하여 재료 살포 영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재료 살포 영역의 비행 정보를 생
성하여 이동 모듈에 이동 제어 데이터로 제공하며, 자율 비행 중인 상태에서 농약이 살
포되도록 농약 공급 모듈을 제어 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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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곡물, 야채 및 과일들을 재배하는 농민은 농지에 씨앗 및 비료를 뿌리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민은 농약을 담은 장치
를 직접 휴대하거나, 기계들을 이용하여 재배 식물에 직접 분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수동으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민이 분사되는 농약을 흡입하게 될 
수 있으며, 또한 방제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 또한 농약을 살포하기 위하여 유인 비행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유인 비행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농약 살포 작업을 위하여 조종
사 및 부조종사와 현지 살포 지역을 아는 작업 관리자 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유인 비
행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방제 지역이 넓은 곳에서 유익할 수 있으며, 방제 지역이 넓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은 무인 비행 장치를 이용하여 농업 재료들을 살포할 수 있
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은 농업 재료를 살포하
기 위한 지역에 적어도 하나의 비콘 장치를 위치시키고, 무인 비행 장치가 수신되는 비
콘 신호에 기반하여 재료 살포 영역을 설정한 후, 설정된 원료 살포 영역을 무인 비행 
하면서 농업 재료를 살포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무인 비행 장치는 무인 농업 재료 살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비행 고
도가 낮고 농업 재료 살포량이 적어서 농업 재료의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무인 농업 재료 살포 작업을 할 수 있어 작업자의 노동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농업용 무인 비행 장치를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 이용한 병해충 방제는 농촌 노동력
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반 방제기에 비해 시간당 방제면적이 넓으며 유인 항공
기와 광역방제기에 비해 정밀한 방제능력을 보유하고 소규모 지역 방제작업에 우위를 가
질 수 있다. 또한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친환경농업 지역과 일반 재배지역이 혼재하고 다
양한 작물이 재배되는 지역에서의 선택적 방제에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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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정기현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7-0183980 출원일자 2017.12.29.
등록번호 10-1979863 등록일자 2019.05.13.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6.09.21. 10-2016-
0120623 2018.02.28. 10-1835991

스마트카에서  생체 인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
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9.21. 10-2016-
0120633 2018.07.27. 10-1884991

스마트카에서 양방향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31. 10-2016-
0143595 2018.05.09. 10-1858359 영상 공유를 위한 전자 장치와 그의 동작 방법 및 그를 갖는 

시스템

2016.12.30. 10-2016-
0183963 2019.04.03. 10-1967512

스마트카에서 임시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장치, 이를 우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
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2.30. 10-2016-
0183641 2018.09.19. 10-1902657

스마트카에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
한 방법 및 이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19 2019.05.09. 10-1979115 실시간 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20 2019.05.31. 10-1986912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가 은닉된 영상을 탐지 및 추출
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
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09. 10-2018-
0002968 2019.03.22. 10-1963527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차량장치 및 사용자장치와 통신을 위한 통신을 위한 
통신모듈과, 사용자의 발에 착용된 센서장치에 의해 측정되며, 차량을 운전 중인 사용자
의 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센서 데이터와, 상기 차량장치에 의해 측정되며, 상기 발의 
움직임을 통해 조작되는 상기 차량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차량 데이터를 포함하는 운행 
데이터가 누적되어 생성된 사용자 프로파일을 저장하는 저장모듈과, 실시간으로 상기 통
신모듈을 통해 운행 데이터를 수신하면, 수신된 운행 데이터와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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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사용자의 운전 상황에 대한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장치로 전송하도록 제어
하는 제어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
템과,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
록매체를 제공한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현재 자동차 분야는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0003] 발전되고 있으
며, 자동차용 엔터테인먼트 기술인 인포테인먼트 기술이 접목되어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
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가진 자동차로 수시로 바꾸는 것은 비용
적인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존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차량의 주행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발에 착용되는 IoT 기반 스마트 장
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의 발의 움직임을 관절을 기준으로 하는 복
수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운전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운전 
상황이 정상 상황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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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
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정기현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출원번호 10-2018-0002968 출원일자 2018.01.09.
등록번호 10-1963527 등록일자 2019.03.22.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6.09.21. 10-2016-
0120623 2018.02.28. 10-1835991

스마트카에서  생체 인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
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09.21. 10-2016-
0120633 2018.07.27. 10-1884991

스마트카에서 양방향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0.31. 10-2016-
0143595 2018.05.09. 10-1858359 영상 공유를 위한 전자 장치와 그의 동작 방법 및 그를 갖는 

시스템

2016.12.30. 10-2016-
0183963 2019.04.03. 10-1967512

스마트카에서 임시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IoT 보안장치, 이를 우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
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2.30. 10-2016-
0183641 2018.09.19. 10-1902657

스마트카에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IoT 보안 장치, 이를 위
한 방법 및 이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19 2019.05.09. 10-1979115 실시간 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1.20. 10-2017-
0155020 2019.05.31. 10-1986912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가 은닉된 영상을 탐지 및 추출
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
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12.29. 10-2017-
0183980 2019.05.13. 10-1979863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안전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IoT 기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
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차량장치 및 사용자장치와 통신을 위한 통신을 위
한 통신모듈과, 사용자의 발에 착용된 센서장치에 의해 측정되며, 차량을 운전 중인 사용
자의 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센서 데이터와, 상기 차량장치에 의해 측정되며, 상기 발의 
움직임을 통해 조작되는 상기 차량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차량 데이터를 포함하는 운행 데
이터와 사용자 데이터를 누적하여 저장하는 저장모듈과, 상기 운행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로 하여 사용자 운전 습관을 학습하는 인공신경망과, 실시간으로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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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데이터를 수신하면, 상기 인공신경망을 통해 수신된 운행 데이터가 상기 학습된 사용자
의 운전 습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 결과, 수신된 운행 데이터가 상기 
사용자의 운전 습관에 부합하지 않으면, 도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도난 발생 상황을 상기 사용자장치로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서 시동 버튼 만 누르면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키나 차량 내부에는 차량 소유주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할 경우 소유주가 아닌 제3자의 접근이 가능
하며, 이는 범죄 및 차량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차량 
소유주의 피해로 이어진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학습하고, 학습된 운전 습
관에 따라 운전 중인사용자를 식별하여, 정당한 운전자가 아닌 경우, 정당한 운전자에게 차
량의 도난을 알리기 위한 차량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사용자의 발의 움직임을 관절을 기준으로 하는 복수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분석
할 수 있어, 사용자의 운전 습관을 정밀하게 학습할 수 있고, 차량의 속도 및 가속도 등을 
통해 차량의 속도에 따른 운전 상황 별로 사용자의 운전 습관을 정밀하게 학습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운전 중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따
라서 정당한 사용자가 운전중이 아닌 경우, 즉시, 정당한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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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모드 전환을 위한 장치, 이
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유병용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53829 출원일자 2018.05.10.
등록번호 10-2000395 등록일자 2019.07.09.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8.05.10. 10-2018-
0053829 2019.07.09. 10-2000395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모드 전환을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5.14. 10-2018-
0054737 2019.09.30. 10-2029584

차량의 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
록매체

2018.07.19. 10-2018-
0084321 2020.02.14. 10-2079628 자율 주행 자동차 제어방법 및 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모드 전환을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
명은 상기 차량의 운전자를 촬영하는 카메라부와, 상기 차량의 외부를 복수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복수의 영역의 객체를 감지하는 복수의 센서를 포함하는 센서부와, 상
기 차량의 종방향 및 횡방향 운행을 제어하기 위한 복수의 계통을 제어하는 구동부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 DGPS(Differential GPS) 신호 및 관성센서 신
호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위치 정보를 도출하는 위치정보부와, 상기 카메라부 상기 센
서부, 상기 구동부, 및 상기 위치정보부를 포함하는 상기 차량을 제어하는 2 이상의 프
로세서를 포함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차량의 주행이 상기 프로세
서에 의해 제어되는 완전자율주행 레벨 및 상기 차량의 주행이 운전자의 조작 및 상기 
프로세서 양자에 의해 제어되는 반자율주행 레벨 중 어느 하나의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모드에 서 상기 센서부, 상기 구동부, 상기 위치정보부 및 
상기 제어부 중 적어도 하나의 기능이 정상 상태가 아닌 패일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
고, 상기 패일 상태이면, 재부팅을 수행하는 차량장치와,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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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본 발명은 자율주행 차량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모드 전환을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
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
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인간 운전자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 
교통정체의 감소를 가져오고 교통경찰과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반면, 크래
킹이나 버그 등으로 인한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2년 발표된 IEEE의 보고
서에 의하면, 2040년에는 전 세계 차량의 약 75%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자율주행 차량의 적어도 일부의 기능이 불능인 경우, 불능인 기능의 
상태 및 종류에 따라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운행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장치, 이
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자율주행의 레벨 및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각 종 모듈의 상태에 따라 
운행 모드를 전환할 수있다. 특히, 차량의 각 종 모듈의 상태를 진단하여 상황에 맞게 운
전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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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차량의 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
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
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유병용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54737 출원일자 2018.05.14.
등록번호 10-2029584 등록일자 2019.09.30.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8.05.10. 10-2018-
0053829 2019.07.09. 10-2000395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모드 전환을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5.14. 10-2018-
0054737 2019.09.30. 10-2029584

차량의 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
록매체

2018.07.19. 10-2018-
0084321 2020.02.14. 10-2079628 자율 주행 자동차 제어방법 및 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차량의 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상기 
도어의 개방 여부 및 상기 도어가 개방되는 각도를 조절하는 도어구속부와, 상기 도어와 
상기 도어 외부의 객체와의 거리를 감지하는 센서부와, 상기 도어를 개방하는 조작이 있
으면, 상기 조작이 상기 차량의 외부로부터 이루어졌는지 혹은 상기 차량의 내부로부터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조작 위치를 판별하는 조작위치판별부와, 상기 조작위치
판별부를 통해 상기 조작 위치를 판별하여 상기 조작 위치가 내부이면, 상기 센서부가 
감지한 상기 객체와의 거리에 따라 상기 객체와의 충돌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 결
과, 충돌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도어구속부를 통해 도어의 개방을 구속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와,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차량의 도어 제어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차량의 도어 개방 시, 
도어가 차량 도어 외측의 객체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
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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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차량의 도어는 전체가 충격에 의해 변형되기 쉬운 금속제로 이루어져 있다. 차량이 주, 
정차된 상태에서 차량의 도어를 열 경우에는 개방되는 도어가 가까이 위치한 타 차량이
나 구조물에 접촉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
로 구입한 신차에 스펀지 등의 완충부재를 차량도어의 바깥쪽 끝부분에 직접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완충부재는 영구적으로 사용되기 어렵고 차
량의 미관에도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차량 도어 외측의 객체를 감지하여 차량의 도어 개방 시, 차량 도어 
외측의 객체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의 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
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르면, 차량의 도어 개방 시, 사용자별로 도어의 최소개방각도를 설정하고, 
최소개방각도로 도어를 개방하는 경우에 차량 도어 외측의 객체와 충돌 여부를 판단하여 
차량의 도어를 제어한다. 이에 따라, 과도하게 차량 도어의 개방을 제한하지 않고, 개인
의 체형에 맞춰 도어 개방을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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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율 주행 자동차 제어방법 및 장치

(대표)발명자 유병용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84321 출원일자 2018.07.19.
등록번호 10-2079628 등록일자 2020.02.14.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8.05.10. 10-2018-
0053829 2019.07.09. 10-2000395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모드 전환을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5.14. 10-2018-
0054737 2019.09.30. 10-2029584

차량의 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
록매체

2018.07.19. 10-2018-
0084321 2020.02.14. 10-2079628 자율 주행 자동차 제어방법 및 장치

01 기술요약

자율 주행 자동차의 제어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자율 주행 자동차 제어방법은, 주행 경로 
상에 존재하는 횡단보도와 인접한 영역에 소정의 관심 영역을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관
심 영역에서 객체가 감지되는 경우, 상기 객체의 이동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객
체가 정지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객체의 개수 또는 상기 객체가 사람인지 여부에 대응
하여 자동차의 속도 및 경로를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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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자율 주행 자동차는 실시간으로 차량 주변의 장애물 인식하고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위
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일반
적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는 주행 환경을 인식하여 운전을 스스로 주행함으로써 주행 안
전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자동차를 의미 한다. 이러한 자율 주행 자동차는 
나침반과 같은 자동차 내부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위치 및 진행 방향을 추정하고, 
카메라와 같은 객체 식별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 또는 보행자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
만, 일반적으로 보행자 또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는 일정한 감지 영역이 정해
져 있고, 이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보행자 또는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 자율 주행 자동차
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객체 센서 구성에 따라 주변 보행
자 인식 및 차량 거동판단을 차별화할 수 있는 자동차 제어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자동차 속도 및 경로를 제어하는 관심 영역을 차
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하는 자동차 제어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
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관심 영역에 객체가 감지되는 경우 객체의 이동 여부, 객체
의 개수 또는 객체가 감지된 영역 등에 따라 자동차의 속도 및 경로를 단계적으로 제어하
는 자동차 제어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자동
차에 구비된 카메라로 감지되지 않으나 거리 센서에 의하여 감지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서 
자동차의 속도 및 경로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 제어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자율 주행 자동차의 객체 센서 구성에 따라 주변 보행자 인
식 및 차량 거동 판단을 차별화할 수 있는 자동차 제어방법 및 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 및 경로를 제어하는 관심 영역을 차도의 상황
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하는 자동차 제어방법 및 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관심 영역에 객체가 감지되는 경우, 객체의 이동 여부, 객체의 개수 또는 
객체가 감지된 영역 등에 따라 자동차의 속도 및 경로를 단계적으로 제어하는 자동차 제
어방법 및 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자동차에 구비된 카메라
로 감지되지 않으나 거리 센서에 의하여 감지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서 자동차의 속도 및 
경로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 제어방법 및 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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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개체 자율로봇의 자동 복원 제어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김동길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9-0011982 출원일자 2019.01.30.
등록번호 10-2095582 등록일자 2020.03.25.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9.01.30. 10-2019-
0011982 2020.03.25. 10-2095582

다개체  자율로봇의 자동 복원 제어를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
독 가능한 기록매체

01 기술요약

본 발명의 다개체 자율로봇 시스템의 자동 복원 제어를 위한 장치는 하나의 임무를 수행
하는 로봇그룹에 포함된 복수의 로봇 각각의 고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고장상태지수 및 
고장에 대한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고장 정보를 입력 받고, 가중치가 학습된 인공신경망
의 복수의 연산을 통해 로봇그룹의 건강상태지수를 출력하는 고장상태판단부와, 상기 고
장상태지수, 상기 건강상태지수 및 상기 임무의 난이도를 입력받고, 퍼지 추론 연산을 통
해 임무달성지수를 도출하는 임무달성추정부와, 상기 임무달성지수에 따라 상기 로봇그
룹(100)에 대한 자동 복원 제어 여부를 결정하는 복원제어부를 포함한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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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자율로봇은 인간을 대신하여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다개체 자율로봇 시스
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자율로봇의 고장은 인간에게 물리적인 위해
를 가할 수 있으며, 다개체 자율로봇 시스템에서 일부 자율로봇의 고장은 시스템의 임무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개체 자율로봇 시스템에서 일부 자율로 봇의 고장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04 기술의 내용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개체 자율
로봇의 자동 복원 제어를 위한 장치는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그룹에 포함된 복수
의 로봇 각각의 고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고장상태지수 및 고장에 대한 부가 정보를 포함
하는 고장 정보를 입력 받고, 가중치가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복수의 연산을 통해 로봇그
룹의 건강상태지수를 출력하는 고장상태판단부와, 상기 고장상태지수, 상기 건강상태지수 
및 상기 임무의 난이도를 입력받고, 퍼지 추론 연산을 통해 임무달성지수를 도출하는 임
무달성추정부와, 상기 임무달성지수에 따라 상기 로봇그룹에 대한 자동 복원 제어 여부
를 결정하는 복원제어부를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개체 자율로봇의 자동 복원 제어를 위한 방법은 상기 고장상
태판단부가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그룹에 포함된 복수의 로봇 각각의 고장의 정도
를 나타내는 고장상태지수 및 고장에 대한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고장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와, 상기 고장상태판단부가 상기 고장 정보에 대해 가중치가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복수의 연산을 통해 로봇그룹의 건강상태지수를 출력하는 단계와, 임무달성추정부가 상
기 고장상태지수, 상기 건강상태지수 및 상기 임무의 난이도를 입력받고, 퍼지 추론 연산
을 통해 임무달성지수를 도출하는 단계와, 복원제어부가 상기 임무달성지수에 따라 상기
로봇그룹에 대한 자동 복원 제어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등을 포함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다개체 자율로봇 시스템에서 개별 로봇 그리고 전체 로봇 
시스템의 고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상태에 따라 임무 재분배를 통해 임무 수행이 가
능한 경우, 자동 복원 제어를 수행하여 다개체 자율로봇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효율
적으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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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비색감정테이블

(대표)발명자 이인희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사진영상학부
출원번호 10-2014-0020387 출원일자 2014.02.21.
등록번호 10-1590160 등록일자 2016.02.29.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2.21. 10-2014-

0020387 2016.02.29. 10-1590160 비색감정테이블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사진이나 그림 또는 고미술품 등을 감정할 때 사용되는 비색감정테이블에 관
한 것으로, 표준적 분광특성을 가진 가시광원과 불가시광선인 자외선 및 적외선 광원을 
테이블 상부에 지지대를 이용하여 일정거리 이격시켜 설치하되, 상기 지지대에 설치된 
거치대에 의하여 입사광에 대한 반사광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광원의 조사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육안 및 사진 감정시 대상물의 표준색과 비교하여 진
위여부 및 색상 판독이 정확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비색감정 테이블에 관한 것
이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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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유의 밝기와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고유의 밝기와 
색상은 그 대상물 고유의 특성이 되고, 이것으로 대상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 대상물
의 진위 여부 감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대상물의 예로 그림, 사진, 조각품 등의 예
술품들이 있으며, 이들 대상물들 역시 빛의 상태에 따라 밝기와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도 있고 같게 보일 수도 있기에 어떠한 빛 상태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 색의 비교 및 미
술품의 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는 광원의 선택과 조사각 및 
촬영 방법 등을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나, 종래에는 이러한 감정을 위
하여 설계된 비색감정 테이블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감정시마다 다른 조명을 설치하고 
조사각을 조정하여야 하므로 불편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이 설치된 곳으로 감성대상을 옮겨야 하므로, 작업이 불편하였다.

04 기술의 내용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육안 판독과 사진 촬영이 모두 가능한 전
용 작업 테이블을 제공하고, 관찰 대상물을 판독함에 있어 광원과 조사각의 조절이 용이하도
록 하여 보다 정확하게 색 비교 및 판독이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관찰 대상물에게 다양한 
종류의 조명이 조사될 필요가 있더라도 한자리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하여 작업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비색감정 테이블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광원과 조사각의 조절이 용이
하도록 하여 관찰자의 위치에 대응시켜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게 되므로 반사광이 관찰자의 
시선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게 되어 정확한 감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다른 목적이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상기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에 의하면 관찰대상물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테이
블에서 해당 관찰대상물에 요구되는 조명 및 조사각을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작업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정확한 감정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조사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조사된 빛이 관찰자의 눈에 영향을 주시 않도록 조정할 수 있어 정
확한 관찰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테이블의 상부면이 확장가능하게 되므로 관찰 대상
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관찰이 가능하게 되고, 확장된 테이블 상에 관찰대상물을 수평으
로 위치시킬 수 있어 관찰 중 관찰대상물을 접거나 찢는 등 회손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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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문개폐장치

(대표)발명자 조현덕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5-0105036 출원일자 2015.07.24.
등록번호 10-1687551 등록일자 2016.12.13.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7.24. 10-2015-

0105036 2016.12.13. 10-1687551 수문개폐장치

2015.08.26. 10-2015-
0120432 2017.07.25. 10-1763355 수문인양장치

2015.09.10. 10-2015-
0128574 2017.01.20. 10-1700170 전동밸브 구동장치

01 기술요약 02 대표도면
전동모터(40); 수동핸들(50) 및 상기 전동모터(40)
와 상기 수동핸들(50)이 설치되는 전동수동연결박
스(100)가 구비되어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 게이트
(10)를 승강 동작시키는 수문인양장치에 있어서, 
전동모터(40)와 연결 되는 전동축(110); 수동핸들
(50)과 연결되는 웜축(120); 전동축(110)에 결합되
고, 편심부(134)가 형성되는 편심축(130); 편심부
(134)상에 결합되는 매개디스크(140); 매개디스크
(140) 후방에 위치되고, 웜축(120)과 맞물리는 수
동입력디스크(150); 매개디스크(140)와 수동입력디
스크(150) 사이에 위치되는 중간디스크(160); 매개
디스크(140) 전방에 위치되는 출력디스크(170); 및 
제1, 제2 사이클로이드 홈(172), 제1 병진운동홈
(144) 및 제2 병진운동홈(154)에 각각 배치되는 다
수 개의 볼(18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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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일반적으로 수문은 전동 인양방식을 기본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전동 방식만으로 이루어
진 수문은 전동 모터 고장과 같이 비상 시에는 수문을 개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전동 인양과 수동 인양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
는 수문이며, '특허문헌 1'은 이러한 수문 중 하나이다. 도 1은 종래의 수문을 도시한 구
성도로서, 종래의 수문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동구동부(1); 전동구동부 (2); 상기 
수동구동부(1) 및 상기 전동구동부(2)와 연결되고, 전동수동전환레버(4)가 설치되어 상기 
수동구동부 (1) 또는 상기 전동구동부(2)으로부터 선택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수동
변환부(3); 상기 전동수동변환부 (3)와 연결되는 주감속부(6); 상기 주감속부(6)와 연결되
는 부감속부(7); 및 수문과 연결되는 스핀들부(8)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종래의 수문은 전
동수동변환부(3)가 수동구동부(1)와 전동구동부(2)를 선택적으로 연결할 시 클러치 방식으
로 연결하며, 수동구동부(1)와 전동수동변환부(3)가 체인(5)을 통해 연결되어 고장 발생 
확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클러치 방식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고장 
발생 시에도 수리과정이 번거롭고, 시간 소요가 많아 비상시에 수동구동부(1)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클러치와 같이 전동과 수동을 전환하는 장치 없이 전동모터 및 수동핸들과 
상시 연결되는 전동수동연결박스가 구비되어 별도의 조작 없이 전동과 수동을 전환할 수 
있는 수문인양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전동수동연결박스에 볼 감속기를 
활용함으로써 백래시가 전혀 발생되지 않으면서 전동과 수동을 전환할 수 있는 수문인양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른 수문인양장치는 전동과 수동이 상시로 연결되어 있어 별도의 전동수동 
변환 클러치가 불필요하고, 볼감속기 원리로 감속되기 때문에 전동모터의 회전속도가 높
더라도 기어 감속방식에 비해 소음이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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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수문인양장치

(대표)발명자 조현덕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5-0120432 출원일자 2015.08.26.
등록번호 10-1763355 등록일자 2017.07.25.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7.24. 10-2015-

0105036 2016.12.13. 10-1687551 수문개폐장치

2015.08.26. 10-2015-
0120432 2017.07.25. 10-1763355 수문인양장치

2015.09.10. 10-2015-
0128574 2017.01.20. 10-1700170 전동밸브 구동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전동밸브 구동장치에 관한 것으로, 전동모터(30)와 연결되는 전동축(110); 전
동축(110)에 결합되고, 중심축이 상기 전동축(110)의 중심축으로부터 떨어진 제1편심부
(124)가 형성되는 편심축(120); 상기 제1편심부 (124)상에 결합되는 제1매개디스크(130); 
상기 제1매개디스크(130) 후방에 위치되는 고정디스크(140); 상기 제1매개디스크(130)와 
상기 고정디스크(140) 사이에 위치되는 제1중간디스크(150); 상기 제1매개디스크(130) 전
방에 위치되고, 중심축이 상기 전동축(110)의 중심축으로부터 떨어진 제2편심부(166)가 
전면에 형성되는 출입력 디스크(160); 수동핸들(40)과 연결되는 웜축(210); 제2편심부
(166)상에 결합되는 제2매개디스크(220); 제2매개디스크(220) 후방에 위치되고, 웜축(210)
과 맞물리는 수동입력디스크(230); 제2매개디스크(220)와 수동입력디스크(230) 사이에 위
치되는 제2중간디스크(240); 제2매개디스크(220) 전방에 위치되는 출력디스크(250); 및 
다수 개의 볼(300)을 통해 볼 감속기를 구현하고, 전동구동 시 두 차례에 걸쳐 감속을 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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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밸브의 구동을 위해서는 모터를 이용하여 전동으로 구동시키거나, 핸들을 이용하여 수동
으로 구동시키는데, 근래에는 ‘특허문헌 1’과 같이 평상시에는 모터를 이용하다가 모터가 
고장 나는 등 비상시에는 핸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전동 수동 밸브가 주로 이용되나 종래
의 밸브는 전동과 수동을 전환하기 위한 클러치가 구비되는데, 클러치를 이용할 경우 전
동과 수동을 전환하는데 별도의 조작이 필요하여 전동 수동 전환이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특허문헌 1’의 클러치의 경우 기어방식으로 구조가 복잡하여 수리과정이 
번거롭고, 백래시가 크며,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은 전동 입력과 수동 입력을 전환해야 하는 클러치 없이 전동모터 및 수동핸들과 
상시 연결되는 전동수동연결박스가 구비되어 별도의 조작 없이 전동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전동밸브 구동장치를 제공하는 것과 전동수동연결박스에 볼 감속기를 활용함으
로써 백래시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전동밸브 구동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른 전동밸브 구동장치는 전동과 수동이 상시로 연결되어 별도의 전동 수동 
변환 클러치가 불필요하고, 볼 감속기 원리로 감속이 이루어지므로 전동모터의 회전속도
가 빠르더라도 기어 감속방식에 비해 소음이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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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전동밸브 구동장치

(대표)발명자 조현덕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5-0128574 출원일자 2015.09.10.
등록번호 10-1700170 등록일자 2017.01.20.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7.24. 10-2015-

0105036 2016.12.13. 10-1687551 수문개폐장치

2015.08.26. 10-2015-
0120432 2017.07.25. 10-1763355 수문인양장치

2015.09.10. 10-2015-
0128574 2017.01.20. 10-1700170 전동밸브 구동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전동밸브 구동장치에 관한 것으로, 전동모터(30)와 연결되는 전동축(110); 전
동축(110)에 결합되고, 중심축이 상기 전동축(110)의 중심축으로부터 떨어진 제1편심부
(124)가 형성되는 편심축(120); 상기 제1편심부 (124)상에 결합되는 제1매개디스크(130); 
상기 제1매개디스크(130) 후방에 위치되는 고정디스크(140); 상기 제1매개디스크(130)와 
상기 고정디스크(140) 사이에 위치되는 제1중간디스크(150); 상기 제1매개디스크(130) 전
방에 위치되고, 중심축이 상기 전동축(110)의 중심축으로부터 떨어진 제2편심부(166)가 
전면에 형성되는 출입력 디스크(160); 수동핸들(40)과 연결되는 웜축(210); 제2편심부
(166)상에 결합되는 제2매개디스크(220); 제2매개디스크(220) 후방에 위치되고, 웜축(210)
과 맞물리는 수동입력디스크(230); 제2매개디스크(220)와 수동입력디스크(230) 사이에 위
치되는 제2중간디스크(240); 제2매개디스크(220) 전방에 위치되는 출력디스크(250); 및 
다수 개의 볼(300)을 통해 볼 감속기를 구현하고, 전동구동 시 두 차례에 걸쳐 감속을 진
행한다. 이에 따라, 전동과 수동이 상시로 연결되어 별도의 전동 수동 변환 클러치가 불
필요하고, 볼 감속기 원리로 감속이 이루어지므로 전동모터의 회전속도가 빠르더라도 기
어 감속방식에 비해 소음이 현저히 낮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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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밸브의 구동을 위해서는 모터를 이용하여 전동으로 구동시키거나, 핸들을 이용하여 수동
으로 구동시키는데, 근래에는 ‘특허문헌 1’과 같이 평상시에는 모터를 이용하다가 모터가 
고장 나는 등 비상시에는 핸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전동 수동 밸브가 주로 이용된다. 그러
나 종래의 밸브는 전동과 수동을 전환하기 위한 클러치가 구비되는데, 클러치를 이용할 
경우 전동과 수동을 전환하는데 별도의 조작이 필요하여 전동 수동 전환이 번거로운 문
제점이 있다. 더욱이 ‘특허문헌 1’의 클러 치의 경우 기어방식으로 구조가 복잡하여 수리
과정이 번거롭고, 백래시가 크며,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은 전동 입력과 수동 입력을 전환해야 하는 클러치 없이 전동모터 및 수동핸들과 
상시 연결되는 전동수동연결박스가 구비되어 별도의 조작 없이 전동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전동밸브 구동장치를 제공하는 것과 전동수동연결박스에 볼 감속기를 활용함으
로써 백래시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전동밸브 구동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른 전동밸브 구동장치는 전동과 수동이 상시로 연결되어 별도의 전동 수동 
변환 클러치가 불필요하고, 볼 감속기 원리로 감속이 이루어지므로 전동모터의 회전속도
가 빠르더라도 기어 감속방식에 비해 소음이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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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작물의 가공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방법

(대표)발명자 김정현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6-0008827 출원일자 2016.01.25.
등록번호 10-1638623 등록일자 2016.07.05.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6.01.25. 10-2016-0

008827 2016.07.05. 10-1638623 공작물의 가공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방법

01 기술요약 02 대표도면
본 발명은 CNC 밀링머신과 같은 공작기계를 이
용하여 금형과 같은 공작물을 가공하기 전에 
CNC 프로그램을 입력 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작물의 가공 정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공작물의 
가공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의 공작물의 가공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공구의 형상, 공작물의 형상, 그리고 절
삭조건과 CNC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블록의 코드, 
공구의 X, Y, Z의 좌표값, 공구의 이송속도, 그리
고 스핀들 회전속도 데이터를 입력받는 입력부, 
입력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절삭력을 계산하는 
제어부, 제어부에 의해 입출력되며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또는 최적화된 CNC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기본 데이터 저장부, 제어부
에서 계산된 절삭력을 이용하여 공작물의 가공 시
뮬레이션형상을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며, 제
어부는 CNC 프로그램의 각각의 블록에서 날 당 
칩체적을 계산하여 계산된 날 당 칩체적을 소거하
여 절삭력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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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일반적으로 가상 CNC 밀링머신은 CNC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작물
의 가공 형상을 예측할 수있다. 이러한 종래의 가상 CNC 밀링머신은 CNC 프로그램에서 
좌표를 읽어들여 수학적으로 블리안(Boolean) 연산을 처리하여 공작물의 가공형상을 시
뮬레이션한다. 도 6은 기존의 가상 CNC 밀링머신을 통해 가공 형상을 검증하는 예를 도
시한 순서도이다. 가상 CNC 밀링머신에 공구형상, 공작물 형상, 및 절삭 조건을 입력한
다(S101). 그리고 CNC 프로그램에서 한 블록의 G 코드, X, Y, Z 좌표값을 입력한다
(S103). 그러면 가상 CNC 밀링머신은 CNC 프로그램 한 블록 전체의 체적을 계산하고 
계산된 체적을 소거한다(S105). 즉,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공작물(W)의 소거할 체적
(V)을 계산하여 계산된 체적 (V)을 소거한다. 그리고 가상 CNC 밀링머신은 가공형상을 
화면으로 출력한다(S107). 그러면 작업자는 가공형상이 목적에 맞게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CNC 프로그램의 전체 블록이 끝났는지를 판단(S109)하여 CNC 프로그램 
전체의 블록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상술한 S103 단계에서 S107 단계를 반복하여 수행
한다. 이러한 종래의 가상 CNC 밀링머신은 실제 가공 현상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절삭으
로 인한 공구의 파손, 마모 및 진동에 의해 발생한 공작물의 가공불량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04 기술의 내용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본 발명의 목적은 CNC 프로
그램의 한 블록에서 날 당 체적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절삭력을 계산하여 CNC 프로
그램의 가공조건 최적화, 공구의 마모도, 공구에 작용하는 진동을 예측하여 실제 가공 중
에 공작물의 과도한 절삭에 의한 공구의 파손, 마모 및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공작물의 
가공불량을 줄이고, 동시에 가공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공작물의 가공 시뮬레이션 시스
템과 이를 이용한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기존에는 단지 가공물의 형상만을 예측하였으나,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는 실제 밀
링머신의 절삭상황과 동일하게 날 당 칩 체적을 제거하여 가공 형상을 시뮬레이션하고, 
공구의 절삭력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 공작 물의 가공 전에 절삭상황을 정밀하게 검
증하고 CNC프로그램을 최적화하여 가공 후의 공작물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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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착탈식 유도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
장치

(대표)발명자 권성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전자공학과
출원번호 10-2017-0070596 출원일자 2017.06.07.
등록번호 10-1980434 등록일자 2019.05.14.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6.30. 10-2014-0

081204 2016.03.22. 10-1606758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

2014.10.06. 10-2014-0
134279 2016.07.21. 10-1643195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헬멧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4.10.06. 10-2014-0
134286 2016.07.18. 10-1642004 D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수중 객체 탐색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5.11.26. 10-2015-

0166762 2017.10.13. 10-1788105 수중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
법

2016.11.09. 10-2016-
0148996 2018.05.29. 10-1864502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을 수색하기 위한 장
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
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1.09. 10-2016-
0149018 2018.11.16. 10-1921383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04.10. 10-2017-
0045979 2018.07.02. 10-1876125 전자장치와 연동하는 미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17.07.11. 10-2017-0
087657 2019.07.23. 10-2005145 랙 장치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의 표시 장치 및 방법

2017.11.07. 10-2017-0
147558 2019.08.05. 10-2009572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 및 방법

2018.10.12. 10-2018-0
122011 2020.04.22. 10-2105503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평가 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착탈식 유도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전원공급장치로부터 교류 전류가 공급되어 형성되는 자기장이 피가열체에 유
도되어 피가열체가 가열되는 코일 형태의 몸체 및 몸체에 일체로 구비되며, 전원공급장
치의 리드부에 연결되어 몸체에 공급되는 교류 전류를 인가받는 접속 단자를 포함하며, 
접속 단자는 리드부에 결합 또는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탈식 유도가열코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피가열체의 모양 및 크기 등에 맞게 유도가열코일을 용
이하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호환성 및 범용성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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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전기를 이용한 가정용 발열장치들은 산소를 소비하지 않기에 쾌적
하고 신선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는 특성과 사용상의 간편성 때문에 사용이 점점 더 늘어
나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발열장치들은 저항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되는 줄열(joule's 
heat)을 이용하고, 발열체로는 주로 니크롬선 발열체, 세라믹 발열체, 피티씨(PTC,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발열체와 탄소 발열체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전기 발
열장치들 중에서 유도가열을 이용한 발열장치는, 발열효율이 다른 전기를 사용하는 발열
장치들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전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도가열방식
은 피가열체가 여유있게 관통하여 지나가도록 나사모양으로 감겨진 원통 파이프 형상의 
유도가열코일의 양단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여 형성되는 교류 지가장에 의해 내부를 지나
는 피가열체를 유도 가열하도록 구성된다. 종래의 유도가열코일은 전원공급장치의 리드선
에 일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도가열코일만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었다. 이는 한정된 크
기나 모양으로 이루어진 피가열체만을 유도가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환성 및 범용성
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피가열체의 형상에 따라 유도가열코일을 교체할 수 있는 착탈식 유도
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은, 피가열체의 모양 및 크기 등에 맞게 유도가열코일을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
기 때문에 높은 호환성 및 범용성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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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
수 방법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7-0085831 출원일자 2017.07.06.
등록번호 10-1914614 등록일자 2018.10.29.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이 개시된다. 개시된 크랙 유지보수 드
론은 드론에 장착 되어 건물 외벽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드론에 장착되어 건물 외벽의 크랙에 보
수제를 주입하는 보수제 주입부 및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건물 외벽 영상을 분석하여 크랙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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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여부를 판단하고, 촬영된 크랙이 기 설정된 크랙 유지보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수제 주입
부가 크랙에 접촉하도록 드론의 비행을 제어한 후, 보수제 주입부가 건물 외벽의 크랙에 접촉한 
상태에서 보수제가 크랙 내부로 주입되도록 보수제 주입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작업자가 직접 건물 외벽의 크랙을 보수하는 작업은 항상 추락 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수작업으로 인해 일정 이상의 시공효율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한편 크랙의 발생을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관계로 외벽을 유지보수하는 시점에는 크랙이 이미 상당한 크기로 
성장한 상태여서 건물 수명 향상에 근원적 대처방안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건물 외벽 보수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함과 동시에 작업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크랙 발생 초기에 건물 외벽을 유지보수함으로써 건물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크랙 유지보수 방법이 절실히 요청된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에 따른 크랙 유지보수 드론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서, 
건물 외벽 보수 작업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
른 크랙 유지보수 드론은 건물 외벽 보수작업의 작업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크랙 유지보수 드론은 크랙 발생초기에 건물 외
벽을 유지보수함으로써 건물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른 크랙 유지보수 드론은 건물 외벽 보수 작업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효
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크랙 유지보수 드론은 건물 외벽 보수작업의 작업 효율
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크랙 유지보수 드론은 크
랙 발생초기에 건물 외벽을 유지 보수함으로써 건물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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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랙 장치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의 표시 장치 및 
방법

(대표)발명자 권성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전자공학과
출원번호 10-2017-0087657 출원일자 2017.07.11.
등록번호 10-2005145 등록일자 2019.07.23.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6.30. 10-2014-0

081204 2016.03.22. 10-1606758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

2014.10.06. 10-2014-0
134279 2016.07.21. 10-1643195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헬멧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4.10.06. 10-2014-0
134286 2016.07.18. 10-1642004 D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수중 객체 탐색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5.11.26. 10-2015-

0166762 2017.10.13. 10-1788105 수중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
법

2016.11.09. 10-2016-
0148996 2018.05.29. 10-1864502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을 수색하기 위한 장
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
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1.09. 10-2016-
0149018 2018.11.16. 10-1921383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04.10. 10-2017-
0045979 2018.07.02. 10-1876125 전자장치와 연동하는 미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17.06.07. 10-2017-0
070596 2019.05.14. 10-1980434 착탈식  유도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장치

2017.11.07. 10-2017-0
147558 2019.08.05. 10-2009572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 및 방법

2018.10.12. 10-2018-0
122011 2020.04.22. 10-2105503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평가 장치

01 기술요약

렉 장치의 전원 공급장치가, 전원부와 제1 전원케이블 사이에 연결되며, 케이블 표시정보
를 생성하며, 생성된 케이블 표시정보를 제1 전원케이블에 전송하는 주장치와, 제1 전원 
케이블을 통해 수신되는 케이블 표시 정보를 저장 및 전송하며, 케이블 식별정보에 포함
된 케이블 식별정보를 표시하는 제1연결장치와, 제1 연결장치와 연결되며, 제1 연결장치
에서 전송되는 케이블 식별정보를 저장 및 전송하며, 케이블 식별정보에 포함된 케이블 
식별 정보를 표시하는 제2 연결장치와, 렉 장치에 연결되고 제2 전원 케이블을 통해 제 
2연결장치에 연결되며, 제2 연결장치에서 전송되는 케이블 식별정보를 저장하는 부장치
를 포함할 수 있다. 주장치, 부 장치, 제1 연결장치 및 제2 연결장치는 각각 제1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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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케이블을 통해 전력선 통신을 수행하며, 부장치는 주장치에서 전송되는 케이블 표
시 정보에 기반하여 제2 연결장치에 표시되는 케이블 식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랙 장치는 서버(server)나 네트워크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연
결할 수 있는 콘센트 및 발열을 제어하기 위한 환풍기들을 포함할 수 있다. 랙 장치는 서버 
랙(server rack)이 될 수 있다. 랙 장치가 설치된 실내 공사를 하거나 랙들의 위치를 재배
치하는 경우, 랙 장치의 전원 케이블들의 연결한 후 다시 연결시켜야 한다. 이때 랙들에 연
결되는 전원 케이블들을 잘 못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배전반과 랙 장치에 
전원케이블을 일일이 연결하면서 전원 공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은 교류 전원단과 랙장치 사이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에 식
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
은 전원단 측에 연결되는 제1 전원 케이블 및 랙장치에 연결되는 제2 전원 케이블이 연
결될 때, 주 장치에서 설정되는 식별정보를 제1 및 제2 전원 케이블에 각각 표시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랙장치의 다수의 랙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 랙들을 독립적으로 동작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전원공급 장치들은 전원부와 랙들에 연결되는 각 전원 케이블들에 각각 식별 
정보를 부여하고, 각 전원케이블의 연결장치들에 부여된 식별정보들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전원케이블의 연결을 해제한 후 재연결할 때, 사용자는 전원부 측의 전원케이블
에 표시되는 식별 정보와 랙측의 전원케이블에 표시되는 식별 정보를 확인한 후, 동일한 
식별 번호를 표시하는 전원케이블을 연결하여, 전원 케이블의 오연결을 방지할 수 있다.



- 105 -

53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7-0091342 출원일자 2017.07.19.
등록번호 10-2009249 등록일자 2019.08.05.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
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가 개시된다. 개시된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
비된 볼바는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를 측정하는 기능이 구비된 볼바에 있어서, 하나 이상
의 파이프로 형성되며 절첩 가능하도록 결합되어 길이 조절이 가능한 바아; 제2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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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거리를 측정하는 센서; 오차를 산출하는 제어부; 데이터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며, 측정대상 이송계의 주축이 정사면체 네 꼭지점의 위치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상태에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센서에 의해 측정된 상기 네 꼭지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여
섯 개 데이터로부터 상기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저가의 측정장치만으로 이송계에 대한 주요한 기하학적 오차를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측정장치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며, 이러한 실용적 측정장치가 개발된다
면이송계의 주기적 검사에 널리 활용되어 정밀 보정대상 이송계의 판정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에 따른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는 볼바(ball bar)만으로 이송계의 
주요 기하학적 오차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기하학적 오
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는 가상 표준 사면체를 사용하여 일관성 있는 측정결과를 제
공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른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는 레이져 간섭계 등의 전통적인 오
차측정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인 볼바만으로 이송계의 주요 기하학적 오차를 측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볼바는 가상 표준 사면체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측정에도 일관성 있는 측
정결과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볼바는 다양한 크기의 이송체에 유연하게 적용가능한 
효과가 있다. 볼바는 추가적인 도구없이 3차원 좌표 측정기에 적용가능한 효과가 있다. 상술
한 효과와 더불어 본 발명의 구체적인 효과는 이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면서 함께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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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
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7-0091344 출원일자 2017.07.19.
등록번호 10-1809473 등록일자 2017.12.11.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이 개시된다. 개시된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은 
가상의 정사면체를 이루는 네 꼭지점의 좌표를 이송계에 입력하는 단계; 이송계의 주축 단
부에 꼭지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지시체를 장착하는 단계; 이송계의 주축을 입력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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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점의 위치로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입력된 네 꼭지점 중 주축이 이동된 네 번째 꼭
지점을 제외한 세 꼭지점의 위치 각각에 꼭지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센터 마운트(center 
mount)를 장착하는 단계; 더블 볼 바(ball bar)를 사용하여 네 꼭지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세 개의 센터 마운트 및 주축 단부에 장착된 툴 볼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 측정된 
네 꼭지점 사이의 거리로부터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정밀 이송계는 부품의 가공오차와 조립 오차 등에 의해 이송축에 필연적으로 기하학적 
오차가 동반되게 된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이송축의 기하학적 오차를 주기적으로 측정하
여 보정함으로써(calibration) 생산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하고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에 따른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은 더블 볼바(double ball bar)만으로 
이송계의 주요 기하학적 오차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
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은 가상 표준 사면체를 사용하여 일관성 있는 측정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른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은 더블 볼바만으로 이송계의 주요 기하
학적 오차를 측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가상 표준 사면체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측정에도 
일관성 있는 측정결과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이송체에 유연하게 적
용가능한 효과가 있다. 또한추가적인 도구없이 3차원 좌표 측정기에 적용 가능한 효과가 
있다. 상술한 효과와 더불어 본 발명의 구체적인 효과는 이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
적인 사항을 설명하면서 함께 기술한다.



- 109 -

55 도전성 스프링을 적용한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 접
속재

(대표)발명자 곽동순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소방방재학과
출원번호 10-2017-0139149 출원일자 2017.10.25.
등록번호 10-1975674 등록일자 2019.04.29.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
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6.25. 10-2015-
0090699 2017.01.06. 10-1695853 소방관창

2017.10.25. 10-2017-
0139149 2019.04.29. 10-1975674 도전성 스프링을 적용한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 접속재

2018.11.30. 10-2018-
0152672 2020.02.24. 10-2083099 전자파 차폐용 케이블 커넥터

01 기술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외주면의 일측에 형성된 나사산과 케이블의 차폐부에 접하고 나사산
의 단부에서 외주면의 일측 말단까지 평활면으로 형성되는 접속재 바디부, 평활면에 접
하여 케이블의 차폐부를 고정하는 도전성 스프링 및 도전성 스프링을 수용하는 홈을 내
주면에 포함하고, 평활면이 형성된 측의 접속재 바디부와 결합을 위하여 내주면의 일측 
단부에 나사산이 형성된 클램프부를 포함하는 케이블 접속재가 제공된다. 이에 의하면, 
탄소섬유를 적용한 케이블의 차폐부가 케이블 접속재의 평활면과 접하고 클램프부의 내
주면에 구비된 홈에 수용된 도전성 스프링이 평활면에 접한 차폐부를 압착함으로써 케이
블 차폐부의 손상이 없이 우수한 압착력을 유지하고 접촉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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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일반적으로 선박에는 각종 전자기기나 통신기기 등의 다양한 기기들이 설치되며, 이 기
기들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통신을 위하여 다양한 케이블이 연결된다. 이때, 케이블의 말
단 측과 연결된 전원 및 신호 처리부의 함체로부터 케이블을 인출하기 위해 케이블 접속
재가 사용된다. 케이블은 함체에 형성된 관통구를 경유하여 인출되는데, 케이블 접속재는 
함체의 관통구에 설치되어 케이블을 보호하고, 관통구와 케이블 사이에 방수 구조를 형
성한다. 종래의 케이블 접속재(20)는 함체의 관통구에 설치된 바디(23)와, 바디(23)의 일
측에 결합되는 보호캡(21, boot) 및 바디(23)와 보호캡 (21) 사이에 개재되는 압착링(22, 
crimp ring)을 포함하며, 바디(23)와 압착링(22) 및 보호캡(21)에 축 방향으로 형성되는 
각각의 관통구에 연속적으로 내장 설치되는 케이블(10)을 보호하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
은 구조에 의하면, 종래의 케이블 접속재(20)는 케이블(10)의 코어(11)와 절연층(12)을 바
디(23)의 관통로에 삽입하고, 케이블(10)의 차폐층(13)이 바디(23)의 일측을 감싸도록 형
성된다. 또, 압착링(22)을 케이블(10)의 외피층(14)과 차폐층(13)을 포함하도록 체결한 후, 
압착링(22)을 압착하면 케이블(10)이 바디(23)에 고정되고, 보호캡(21)을 바디(23)에 결합
하면 케이블(10)은 케이블 접속재(20)에의해 결합됨과 동시에 보호된다. 그러나, 탄소섬유
는 길이 방향의 인장강도는 높으나 폭 방향의 전단강도가 낮아 압착링을 압착하여 접속
할 경우, 압착구조로 인해 케이블 접속재 체결 후 차폐층의 단선이 발생하여 차폐 효과
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케이블 차폐부의 손상없
이 우수한 압착력을 유지하고 접촉 저항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케이블 접속재를 제공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케이블 접속재에 의하면, 탄소섬유를 적용한 케이블의 
차폐부가 케이블 접속재의 평활면과 접하고 클램프부의 내주면에 구비된 홈에 수용된 도
전성 스프링이 평활면에 접한 차폐부를 압착함으로써 케이블 차폐부의 손상이 없이 우수
한 압착력을 유지하고 접촉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클램프부가 커넥터를 매개로 
접속재 바디부에 원터치로 결합하여 도전성 스프링이 케이블의 차폐부를 탄성 압착할 시 
케이블 차폐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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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 및 방법

(대표)발명자 권성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전자공학과
출원번호 10-2017-0147558 출원일자 2017.11.07.
등록번호 10-2009572 등록일자 2019.08.05.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6.30. 10-2014-0

081204 2016.03.22. 10-1606758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

2014.10.06 10-2014-0
134279 2016.07.21. 10-1643195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헬멧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4.10.06. 10-2014-0
134286 2016.07.18. 10-1642004 D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수중 객체 탐색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5.11.26. 10-2015-

0166762 2017.10.13. 10-1788105 수중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
법

2016.11.09. 10-2016-
0148996 2018.05.29. 10-1864502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을 수색하기 위한 장
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
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1.09. 10-2016-
0149018 2018.11.16. 10-1921383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04.10. 10-2017-
0045979 2018.07.02. 10-1876125 전자장치와 연동하는 미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17.06.07. 10-2017-0
070596 2019.05.14. 10-1980434 착탈식  유도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장치

2017.07.11. 10-2017-0
087657 2019.07.23. 10-2005145 랙 장치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의 표시 장치 및 방법

2017.11.07. 10-2017-0
147558 2019.08.05. 10-2009572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 및 방법

2018.10.12. 10-2018-0
122011 2020.04.22. 10-2105503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평가 장치

01 기술요약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가, 초음파를 발생하는 초음파 발생기와, 송신 어레이 및 수신어레이
로 구성되는 초음파 센서 어레이를 포함하고, 수신 어레이는 피용접재의 스팟 용접된 면적의 
크기를 가지는 어레이로 배열되는 초음파 수신센서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송신 어레이가 용접 
접합 부위에 초음파를 방사하고, 용접 면적에서 반사되는 초음파 에코신호들을 수신하여 병렬 
출력하는 탐촉 프로브와, 탐촉 프로브에서 병렬출력되는 초음파 에코 신호들을 2차원 이미지로 
생성하며, 2차원 이미지를 분석하여 용접 면적을 설정하고, 설정된 용접 면적에 기반하여 용접 
품질을 판정하는 프로세서와, 용접 이미지 및 판정 결과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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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종래의 초음파 비파괴 검사 방법은 에코 및 투과 신호의 크기 성분을 시간축 상에 표시
하는 A-스캔 모드 검사 방법을 사용하고, A-모드 검사방법에 의해 구해진 용접부의 너
겟(nugget) 크기를 확인하여 용접 품질을 판정하였다. A-스캔 모드는 점 탐사방법으로 
A-스캔 모드를 통해 얻어진 신호는 용접 부위의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므로 용
접 품질 판정은 비파괴 검사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판정하였으며, 전문 지식이 없
는 현장 엔지니어들이 용접부의 너겟 크기 등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04 기술의 내용

초음파 신호에 의한 스팟 용접의 비파괴 결함 검사(non-destructive flaw inspection)
는 A-스캔모드의 신호에 기반하여 용접 접합 부위의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
고 있다. A-스캔 모드를 통해 얻어진 신호는 고도의 정밀 검사자를 통해 검사가 이루어
지며, 검사자의 주관에 따라 상이한 검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은 스팟 용접의 접합 품질을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은 복수 채널들의 어레이 배열들을 가지는 탐촉 [0005] 
프로브를 통해 용접 부위를 면 탐사하고, 면 탐사 결과를 2차원 이미지로 생성하여 자동
으로 용접 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스팟 용접 부위를 면탐사하여 2차원 이미지를 획득하고, 획득
된 2차원 이미지를 분석하여 용접 품질을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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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단열셀을 구비한 소형 추력기 및 이를 구비한 비
행체

(대표)발명자 김용대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7-0178633 출원일자 2017.12.22.
등록번호 10-1969901 등록일자 2019.04.11.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12.22. 10-2017-

0178633 2019.04.11. 10-1969901 단열셀을  구비한 소형 추력기 및 이를 구비한 비행체

2018.07.02. 10-2018-
0076615 2019.11.20. 10-2049176 플렉셔블 디바이스 및 그 디바이스의 제조 방법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 상기 분사된 연료가 분해되는 공간을 형성하는 챔버, 
추력을 증폭시키도록 상기 챔버와 연통되는 노즐을 포함하며, 상기 챔버 및 상기 노즐은 
각각 내벽과 외벽을 구비하고, 상기 챔버 및 상기 노즐을 복수의 단열셀들이 감싸도록, 
상기 내벽과 외벽은 서로 이격 배치되고, 복수의 격벽들이 상기 내벽과 상기 외벽 사이
에서 순차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형 추력기 및 이를 구비하는 비행체를 
제공한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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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본 발명은 성능을 향상시킨 소형 추력기 및 이를 구비하는 비행체에 관한 것이다. 대형 
인공위성의 경우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인공위성의 단가는 매우 높으며, 사소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수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위성 고유의 임무가 제한될 수 있다. 초소형 인공위성 외에도 대공 유도탄
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대공 유도탄은 지상에서 발사하여 적의 항공기, 유도탄, 포탄 등 
공중비행체를 요격하는 유도탄이다. 대공 유도탄은 보통 종말유도 시 측추력기를 작동하
여 높은 기동 성능을 확보한다. 특히 요격 고도가 낮은 소형 대공 유도탄의 경우, 소형 
대공 유도탄에 적합한 크기의 추력기가 요구된다. 초소형 인공위성 또는 소형 유도탄에 
적용 가능한 추력기의 경우, 크기가 작을수록 단위체적당 표면적의 비인 비표면적 값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 생성되는 열에 비해 외부로 손실되는 열손실량이 많
아지게 되며, 열 손실량이 많아질수록 챔버 내의 화염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압력이 감소
하며, 결론적으로 추력기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열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추력기 구조가 고려된다. 또한, 이와 더불
어 소형 추력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챔버 내부에서 연료가 미립화될 수 있도
록 균일하게 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형 추력기는 가공상의 한계로 크기가 작으면서
도 연료를 균일하게 분산 시킬수 있는 인젝터의 구현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킨 소형 추력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연료의 분산 성능이 개선된 소형 추력기를 제공
하기 위한 것이다.

05 기술의 특/장점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관련된 소형 추력기는 단열셀을 구비하여 단열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단열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열손실이 감소되어 추력성능이 향상된 소형 
추력기가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련된 소형 추력기는,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경량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구조에 따라, 기능이 보다 향상된 비행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관련된 소형 추력기는, 연료를 단순한 구조를 통
해 효과적으로 미립화시켜 보다 성능이 향상된 소형 추력기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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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소화전 밸브 개방 장치

(대표)발명자 김화영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소방방재학과
출원번호 10-2018-0001119 출원일자 2018.01.04.
등록번호 10-2052813 등록일자 2019.11.29.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8.01.04. 10-2018-

0001119 2019.11.29. 10-2052813 소화전 밸브 개방 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일측이 개폐밸브가 마련된 방수구와 결합될 수 있는 일정 길이의 소
방호스; 소방호스의 일측에 결합되어 소방호스의 내부 유로를 개폐시키는 볼밸브를 조작
할 수 있는 조작레버; 소방호스의 타측에 결합되는 방사노즐; 일단이 조작레버에 연결되
며, 소방호스의 길이를 따라 곧게 지지되는 와이어; 및 방사노즐과 소방호스의 타측 사이
에 결합되며, 와이어의 타단이 연결되어 소방호스의 내부 유로를 개방하도록 조작레버를 
당길수 있는 방사수단;을 포함하는 소화전 밸브 개방 장치가 제공된다. 이에 의하면, 관
창수 단독으로 소화전을 운용할 수 있어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이 신속한 장점이 있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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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일반적으로 옥내 소화전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 소화설비이다. 이러한 옥내 
소화전은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소화전함, 방수구, 소방호스, 방사노즐 등으로 이루
어진다. 소화전함은 발신기(2), 위치 표시등(4), 기동 표시등(6), 도어(14)가 외관을 이루
고 있으며, 도어(14)를 열면 내부에 소방호스(8), 방사노즐(10) 및 개폐밸브(12)가 있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옥내 소화전은 이를 운용하는데 관창수와 보조수, 최소 2인 이상이 
필요하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전함의 도어(14)를 열고 소방호스(8)와 방사노즐(10)
을 꺼낸다. 다음, 관창수는 방사노즐(10)과 소방호스(8)를 잡고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달
려가 대기한다. 그리고 보조수는 화재의 발생을 알리기 위해 발신기(2)의 스위치를 누르
고, 방수구의 개폐밸브(12)의 핸들을 회전시켜 완전히 개방시키게 된다. 따라서, 방사된 
물은 소방호스(8)를 따라 이동하여 방사노즐(10)을 통해 화원을 소화시키는 것이다. 소화
가 완료되면, 보조수는 방수구의 핸들을 돌려 개폐밸브(12)를 닫고, 소방호스(8)를 원 위
치시킨다. 이와 같이, 현재의 소화전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최소 2인이 운용하여야 하
므로 1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혼자서도 소화전을 신속
히 운용할 수 있는 소화전 밸브 개방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소화전 밸브 개방 장치는, 일측이 개폐밸브가 
마련된 방수구와 결합될 수 있는 일정 길이의 소방호스; 소방호스의 일측에 결합되어 소
방호스의 내부 유로를 개폐시키는 볼밸브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레버; 소방호스의 타측
에 결합되는 방사노즐; 일단이 조작레버에 연결되며, 소방호스의 길이를 따라 곧게 지지
되는 와이어; 및 방사노즐과 소방호스의 타측 사이에 결합되며, 와이어의 타단이 연결되
어 소방호스의 내부 유로를 개방하도록 조작레버를 당길 수 있는 방사수단;을 포함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소화전 밸브 개방 장치에 의하면, 관창수 단독으로 소
화전을 운용할 수 있어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이 신속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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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08757 출원일자 2018.01.24.
등록번호 10-2009594 등록일자 2019.08.05.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
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세탁기 내부의 오염 
상태를 사용자가 직접 간편하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수조(2) 내면과 
세탁조(3)의 외면 및 구동부의 구동축(4)을 물리적으로 세척할 수 있게 되어 세탁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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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결하게 세척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저수조와 세탁조를 포함하는 세탁기 내부 세척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과 전문 기술자의 
방문에 따른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다. 세척한 후,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내구성
이 약한 플라스틱 부품 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세탁기의 내구성이 현저히 저하
되는 단점이 있다. 상기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학성분을 이용해 오염물을 제거
하는 것으로써, 오염물을 깨끗하게 세척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성분인 세
정제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04 기술의 내용

착탈가능한 오염확인부재와 세척부재를 이용해 세탁기 내부의 오염 상태를 사용자가 직
접 확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세탁기 내부를 물리적으로 세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또한, 저수조의 내면과, 세탁조의 외면을 동시에 세척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저수조의 바닥면과, 세탁조의 저면 및 구동부의 구동축도 한꺼번에 세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는 내부의 오염 상태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
고, 친환경적이며, 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탁 기 내부 세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성이 우수한 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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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23614 출원일자 2018.02.27.
등록번호 10-2053516 등록일자 2019.12.02.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
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에 관한 것으로서, 고층 
구조물의 균열부에 보수제를 도포하는 각도 조절 가능한 보수장치부를 비행체에 구비함
으로써, 고층 구조물에 발생한 다양한 경사도의 균열부에 대한 유지 보수 작업을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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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고층 구조물에 설치되는 로프를 타고 작업자가 고층 구조물에 매달려 작업하는 작업 방
식의 특성 상,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층 구조물에서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다가 작업자가 추락하여 발생하는 인명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근래에는 구조물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부에 보수제를 도포할 수 있
게 한 드론이 개발된 바 있으나, 이러한 종래의 드론은 보수재를 도포함에 있어서, 그림
과 같이 구조물의 수직면(A1)에만 보수제의 도포가 가능함으로써, 구조물의 경사면(A2)이
나 수평면(A3) 등에 발생한 균열부에 보수제를 도포하는 것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
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안한 것으로서, 고층 구조물에 있어서 유지 보수가 필요
한 균열부에 보수제를 도포하는 보수장치부의 각도 조절이 가능케 하여 다양한 경사도의 
균열부에 대한 보수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보수제를 도포하는 보수장치부의 각도 조절이 가능케 되어, 수직면, 수평면, 경사면 등 
다양한 경사도의 균열부에 대한 보수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또한, 드론의 자동 비행과, 보수제의 자동 도포가 가능케 되어 고층 구조물에 대한 
유지 보수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있는 이점이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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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27302 출원일자 2018.03.08.
등록번호 10-1977531 등록일자 2019.05.03.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
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고층 건축물의 창호에서 노후화된 실리콘을 제거하고, 제거된 실리콘
을 청소한 후, 작업면에 프라이머와 실리콘을 도포하는 실리콘 유지 보수 작업을 안전하
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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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작업자의 안전상 문제점으로 인해, 고층 건축물의 창틀 실리콘 재시공은 인건비가 상당
히비싸서, 아파트, 빌라, 맨션 등 다층 건축물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경우에는 창틀에 시
공된 실리콘의 노후화로 인해 실리콘 재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 때
문에 실리콘 재시공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안한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의 창호에 시공된 실리콘에 대한 유
지 보수 작업을 드론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고층 건축물의 창호
에 시공된 실리콘에 대한 유지 보수 작업을 드론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리콘 
유지 보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고층 건축물의 창호에 시공된 실리콘 유지 보수 작업을 드론으로 수행하여 수작업을 배
제함으로써, 고층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층 건축물의 창호에 시공된 실리콘 유지 보수 작업을 드론으로 수행함에 
따라 인건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실리콘 유지 보수에 따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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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
진 드론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29025 출원일자 2018.03.13.
등록번호 10-2053519 등록일자 2019.12.02.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
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에 관한 것으로서, 
고층 구조물의 유리에 대한 청소 및 발수 코팅 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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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작업자의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작업은 작업시간뿐만 아니
라, 안전상 문제로 인해,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서 유리 청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단
점이 있다. 아울러, 상업용 고층 빌딩과 같이 건물의 외관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고려되거
나, 태양광 패널과 같이 표면 오염이 전력 생산 효율성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제
적 부담에 불구하고, 유리 청소를 용역업체에 정기적으로 의뢰하여 수행해야 함으로써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단점이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안한 것으로서, 고층 구조물의 유리에 대한 청소 및 
발수 코팅 작업을 드론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고층 구조물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고층 구조물의 
유리에 대한 청소 및 발수 코팅 작업을 드론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리의 청
소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고층 구조물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은, 고층 구조물의 유
리에 대한 청소 작업뿐만 아니라, 유리의 발수 코팅 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에 대한 수작업을 배제함으로써, 안전사고
를 방지하는 효과와 인건비와 청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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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29040 출원일자 2018.03.13.
등록번호 10-2053520 등록일자 2019.12.02.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에 관한 것으로서, 고압선 표면의 
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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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공중에 설치되는 고압선의 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크레인이나 사다리차 
등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고압선의 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압선
에 의한 감전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단점도 있으며, 그에 따라 매우 신중한 작업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도 많이 걸리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은 높은 위험도와 오랜 작업 시간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근래에는 드론을 이용해 고압선을 점검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종래 기술은 드
론을 이용하여 고압선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고압선의 청소나 유지보수를 
가능케 하는 드론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04 기술의 내용

가공선로의 고압선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고압선의 피복 표면에 유지보수제를 도포하여 피복의 노화를 
방지함으로서 고압선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송전 효율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은, 가공선로의 고압선에 대한 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압선 청소 및 유
지보수에 대한 수작업을 배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또한, 고압선의 
표면에 유지보수제를 도포하여 고압선의 부식이나, 피복의 노화, 균열 등을 방지함으로
써, 고압선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송전 효율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
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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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41308 출원일자 2018.04.10.
등록번호 10-2066345 등록일자 2020.01.08.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에 관한 것으로서, 드론의 비행 중 타 물체와의 접촉을 감지
하고, 그에 따른 비행 제어가 가능케 되어 장애물과의 접촉에 따른 파손과 추락을 방지
하면서 구조물에 대한 각종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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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종래의 드론에는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전방으로 한정된 각도의 시야만
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야각을 벗어난 위치에서 드론이 각종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에, 
조종자는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드론과 장애물의 접촉이 반복되면서, 드론이 파손
되어 추락하는 사례가 빈번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드론의 비행 중 타 물체와의 접촉
을 감지하여, 그에 따른 비행 제어가 가능케 함으로써, 타 물체와의 접촉에 따른 파손이
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드론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하여 창안한 것으로서, 비행 중 타 물체와의 접촉을 감지하여, 그에 따른 비행 제어가 가
능케 한 드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드론의 비행 중 타 물체와의 접촉 
시, 접촉 위치를 조종자에게 무인조종기를 통해 알려주어 조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또한, 드론의 비행 중 타 물체와의 접촉 시 충격을 흡수, 완화함으로써 드
론의 파손과 추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비행 중 타 물체와의 접촉을 감지하여, 그에 따른 비행 제어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 물체와의 접촉에 따른 파손이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드론의 비행 중 타 물체와의 접촉 시, 접촉 위치를 조종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원격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자로 하여금 타 물체에 대한 인지와 회피가 용이하게 하
여 드론의 조정 편의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협소한 공간 내에서도 안전한 비행이 가능한 
효과가 있고, 드론의 비행 중 타 물체와의 접촉 시 충격을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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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41310 출원일자 2018.04.10.
등록번호 10-2066346 등록일자 2020.01.08.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구조물 외벽에 페인트를 도포하는 페인트도포부(60);를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고층 구
조물 외벽의 도색 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래픽 이미지를 도색할 수 있는 효과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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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그래픽 이미지를 사람이 직접 아파트 외벽에 도색하여 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
렵기 때문에 근래에는 아파트 외벽에 도장로봇을 설치하여 도장로봇을 이용해 그래픽 이
미지를 도색하기도 하지만, 도장로봇의 경우 크기가 크고, 수직 벽면에만 제한적으로 설
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제약이 많은 단점이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안한 것으로서, 드론에 페인트도포부를 구비하여 고층 구조물 
외벽의 도색 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도포툴의 각도 조절이 가능케 함으로써 다양한 각도로 형성된 구조물 외벽에 
대한 도색이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도포툴을 교체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도색이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은 구조물 외벽에 페인트를 도포하는 도포툴을 각도 조절 가능한 [0046] 도포암
에 착탈 가능케 결합함으로써, 도포암의 각도 조절을 통해 수직면, 수평면, 경사면, 곡면 
등 다양한 각도를 이루는 구조물 외벽에 대한 도색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롤러, 붓, 스프레이 등 다양한 도포툴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도색이 이루어지는 구조물 외벽의 표면 상태에 따라 최적의 도포툴을 사용할 수 있
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도색 작업이 가능케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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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60134 출원일자 2018.05.28.
등록번호 10-2053531 등록일자 2019.12.02.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원활한 신축성을 유지하면서도 튜브체의 틸팅을 억제하고, 튜브체의 
중심축선을 기준으로 튜브체의 회전을 방지하며, 길이 조절 시 튜브체간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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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텔레스코핑 튜브는 단일 튜브체의 길이가 길게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단일 튜브체의 길
이 보다 짧은 길이를 측정할 수 없다는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더블 볼바, 레이저 트레이서 등과 같은 정밀기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텔레스코
핑 튜브의 원활한 신축을 위해 제1튜브체의 내경과, 제2튜브체의 외경 간에 원활한 신축
을 위한 조립공차를 가지면서도 신축되는 길이에 따라 튜브체의 틸팅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텔레스코핑 튜브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는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하여 창안한 것으로서, 신축되는 길이에 비례하여 튜브체 간 예압이 가변되게 함으로써 
튜브체의 틸팅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튜브체의 중심축
선을 기준으로 튜브체의 회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튜브의 
신축되는 길이 조절 시 튜브체간 분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는 신축되는 길이에 비례하여 튜브체간 예압이 가
변됨으로써, 원활한 신축성을 유지하면서도 튜브체의 틸팅을 억제하여 진직도와 정밀도
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튜브체의 중심축선을 기준으로 튜브체의 회전을 방지함
으로써, 튜브체 간 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길이 조절 시 
튜브체간 분리를 방지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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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
독 가능한 기록매체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60138 출원일자 2018.05.28.
등록번호 10-2093556 등록일자 2020.03.19.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이 개시된다. 개시된 이송게의 기하
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은 이송계의 작업 영역 내에서 가상의 육면체를 이루는 8개 
꼭지점의 좌표를 입력하는 단계; 가상의 육면체를이루는 8개 꼭지점들에서 대각 방향으
로 위치하는 두 꼭지점 사이 대각선거리들을 순차적으로 측정하는 단계; 및 측정된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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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위치하는 두 꼭지점 사이 대각선거리들로부터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squarenesserror)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생산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저가의 측정장치만으로 이송계에 대한 주요한 기하학적 오
차를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측정방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며, 이러
한 실용적 측정방법이 개발된다면 이송계의 주기적 검사에 널리 활용되어 정밀 보정대상 
이송계의 판정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에 따른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은 더블 볼바(double ball bar)
만으로 이송계의 주요기하학적 직각도 오차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상 표준 
육면체의 크기 및 더블 볼바의 길이를 변경하여 다양한 크기의 이송계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육면체에서 대각 방향으로 위치하는 두 꼭지점 사이 대각선거리만을 
측정함으로 측정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른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은 레이져 간섭계 등의 전통적
인 오차측정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인 더블 볼바만으로 이송계의 주요 기하학적 직
각도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가상 표준 육면체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측정에도 일관성 있는 측정결과를 제공하고, 다양한 크기의 이송계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추가적인 도구없이 3차원 좌표 측정기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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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플렉셔블 디바이스 및 그 디바이스의 제조 방법

(대표)발명자 김용대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76615 출원일자 2018.07.02.
등록번호 10-2049176 등록일자 2019.11.20.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12.22. 10-2017-

0178633 2019.04.11. 10-1969901 단열셀을  구비한 소형 추력기 및 이를 구비한 비행체

2018.07.02. 10-2018-
0076615 2019.11.20. 10-2049176 플렉셔블 디바이스 및 그 디바이스의 제조 방법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플렉서블 디바이스 및 그 플렉서블 디바이스의 제조 방법에 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복수의 플렉서블 디바이스는, 평판 형태의 제1 영역들 및 상기 
제1 영역들 사이를 연결하는 복수의 제2 영역, 그리고 상기 복수의 제2 영역을 통해 서
로 연결된 상기 제1 영역들의 일단 또는 양단에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릴리즈 태그를 
포함하는 금속박막 기판과, 상기 복수의 제1 영역 상에 각각 적층되는 절연층과, 상기 
절연층이 적층된 제1 영역들 각각의 상부에 형성되는 박막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며, 상기 
박막 디바이스가 형성된 각각의 제1영역은, 각각 별개의 플렉서블 디바이스를 형성하고, 
상기 릴리즈 태그는, 상기 복수의 플렉서블 디바이스가 캐리어 웨이러로부터 분리되는 
릴리즈 공정이 수행될 때, 상기 서로 연결된 복수의 제1 영역보다 먼저 분리되며, 상기 
릴리즈 태그가 당겨지는 힘에 따라 상기 릴리즈 태그와 가까운 플렉서블 디바이스부터 
순차적으로 상기 캐리어 웨이퍼로부터 분리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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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센서, 액츄에이터와 같은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디바이스의 경
우, 기판 위에 형성된 소자뿐만 아니라 기판도 에칭공정을 통해 특정 형상으로 제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존 방식의 금속호일 기판은, 상술한 바와 같이 에칭 공
정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판을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MEMS 디바이스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기존 금속호일을 이용한 방식에
서는 공정 진행 후 릴리즈(release) 공정을 통해 금속호일 기판을 캐리어기판(캐리어 웨
이퍼)으로부터 떼어내야 하는데, 크기가 작은 디바이스의 경우 핸들링이 어렵기 때문에 
상기 캐리어 웨이퍼로부터 떼어내기 어렵고, 재현성, 수율 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 고온 안정
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박막형 금속기판을 적용한 플렉서블 디바이스 및 그 플렉서블 디
바이스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캐리어 웨이퍼 상에 형성
된 MEMS 디바이스와 같이 작은 크기의 플렉서블 디바이스를 보다 쉽게 핸들링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렉서블 디바이스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른 플렉서블 디바이스 및 그 다바이스의 제조 방법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실시 예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하면, 본 발명은 금속박막 기판을 
유기 접착제를 이용해 캐리어 웨이퍼 상에 접착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반도체 공정 또는 
MEMS 공정을 통해 금속박막 기판을 원하는 모양으로 패터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금속박막 위에 절연막을 형성함으로써 화학적 에칭 또는 세정공정에서 금속박
막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들 중 적어
도 하나에 의하면, 본 발명은 상기 절연막이 금속박막과 캐리어 웨이퍼 상에 걸쳐서 증
착되어 상기 금속박막을 캐리어 웨이퍼 상에 고정함으로써, 고온 공정에서 상기 금속박
막이 캐리어 웨이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기존 
반도체 또는 MEMS 공정에서 수행하던 공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하면, 본 발명은 띠 형태 또는 시트 형태
로 복수의 플렉서블 디바이스가 서로 연결되므로 각 플렉서블 디바이스 사이를 순차적으
로 절단하여 상기 복수의 플렉서블 디바이스를 보다 손쉽게 핸들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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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82024 출원일자 2018.07.16.
등록번호 10-2084853 등록일자 2020.02.27.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에 관한 것으로서, 시중에서 시판되는 다
양한 종류의 캔스프레이를 장착하여 원격으로 분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종 건축물이
나 구조물에 대한 부분보수 또는 부분시공 작업을 간편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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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시중에는 도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캔스프레이(can spray) 타입의 발수제나 방수제 등
이 시판되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부분적 방수는 저층 건축물인 경우에 건물주가 시중에
서 시판되는 캔스프레이 발수제나 방수제 등을 이용해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고층 건
축물이나, 작업자의 접근이 쉽지 않은 위치인 경우에는 기술자를 고용해 부분적 방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중에서 널리 시판되는 캔스프레이 타입의 발수
제나 방수제, 페인트, 방청제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이나 각종 구조물에 대한 부분보수 및 
부분시공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치나 방법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하여 창안한 것으로서, 드론에 캔스프레이를 장착하여 원격으로 분사할 수 있
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캔스프레이에서 분사되는 내용물이 바람에 
날리지 않고, 보수 지점에 정확하게 분사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은 시중에서 시판되는 다양한 종류의 캔
스프레이를 장착하여 원격으로 분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종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
한 부분보수 및 부분시공 작업을 간편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캔스프레이에서 분사되는 내용물이 자연풍이나, 드론의 로터에 의한 회전풍에 
의해 날리지 않고,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분사되어 작업의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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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93940 출원일자 2018.08.10.
등록번호 10-2095643 등록일자 2020.03.25.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에 관한 것으로서, 센서모듈을 무인비행체를 이
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견고하게 설치 및 해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의 신속성과 안전성 및 정확성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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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센서모듈의 탈부착 과정을 작업자가 직접 이동하여 수행함으로써, 대형 구조물의 경우에 
작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센서모듈을탈부착하여 센싱값을 측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교량의 주탑이나 현수케이블 등과 같이 점검자의 접근이 용이
하지 않은 구조물 주요 부분의 경우에는 센서모듈을 부착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 구조식
별기법에 의한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수행하기 곤란한 단점도 있다.

04 기술의 내용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에 사용되는 센서모듈을 무인비행체에 탈부착 가능케 하여 무인비
행체를 이용해 센서모듈을 구조물에 설치 및 해체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한,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에 사용되는 센서모듈이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간편하
게 탈착되게 하고, 무인비행체를 이용해 다수의 센서모듈을 한꺼번에 운반하여, 다양한 
위치 상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거나, 개별적으로 설치된 다수의 센서모듈을 해체하여 한꺼
번에 회수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은 구조안전진단에 사용되는 센서모듈을 무인비
행체에 탈부착 가능케하여, 무인비행체를 이용해 센서모듈을 구조물의 원하는 위치상으
로 운반하여 설치 및 해체가 가능케 됨으로써, 대형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에 사용되는 
센서모듈의 설치 및 해체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적은 인력으로
도 대형의 건축 구조물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하며 정확한 구조안전진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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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093942 출원일자 2018.08.10.
등록번호 10-2095644 등록일자 2020.03.25.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9.05. 10-2018-
0105647 2020.03.23. 10-2094613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에 관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
에 사용되는 센서모듈(2)을 무인비행체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견고하게 부착 
및 수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의 신속성과 안전성 및 정확성
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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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무인비행체를 이용해 센서모듈을 구조물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센서모듈을 무인비행체나 
구조물에 탈부착하기 위한 기구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구부의 동작을 위해서는 모터
와 같은 전동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용량 배터리를 이용해 단시간 비행이 가
능한 통상의 무인비행체에전동장치를 구비한 기구부가 부가되는 경우에 무인비행체의 중
량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모량도 대폭 증가하여 무인비행체의 비행가 능
시간이 크게 단축됨으로써 실용화되기 곤란한 단점이 있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하여 창안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에 사용되는 센서모듈을 무인비행
체에 도킹 또는 언도킹 가능케 하여 무인비행체를 이용해 센서모듈을 구조물에 부착 및 
수거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에 사용되는 센서모듈이 마그네틱베이스에 의해 구조물에 견고하
게 부착되고, 간편하게 탈착됨으로써, 센서모듈을 부착 또는 수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견고한 고정을 통해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측정값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짐
으로써, 센서모듈에 의해 측정된 측정값을 이용한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의 정확성과 신
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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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

(대표)발명자 이광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기계자동차학부
출원번호 10-2018-0105647 출원일자 2018.09.05.
등록번호 10-2094613 등록일자 2020.03.23.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7.07.06. 10-2017-

0085831 2018.10.29. 10-1914614 크랙 유지보수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크랙 유지보수 방법

2017.07.19. 10-2017-
0091342 2019.08.05. 10-2009249 기하학적 오차  측정기능이 구비된 볼바

2017.07.19. 10-2017-
0091344 2017.12.11. 10-1809473 이송계의 기하학적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1.24. 10-2018-

0008757 2019.08.05. 10-2009594 세탁기 내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2018.02.27. 10-2018-
0023614 2019.12.02. 10-2053516 크랙 유지 보수를 위한 틸팅 보수장치를 구비한 드론

2018.03.08. 10-2018-
0027302 2019.05.03. 10-1977531 고층 건축물 창호의 실리콘 유지 보수용 드론

2018.03.13. 10-2018-
0029025 2019.12.02. 10-2053519 고층 구조물의 유리 청소 및 발수 코팅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3.13. 10-2018-
0029040 2019.12.02. 10-2053520 가공선로의 고압선 청소 및 유지보수 드론

2018.04.10. 10-2018-
0041308 2020.01.08. 10-2066345 접촉 감지 기능을 가진 드론

2018.04.10. 10-2018-
0041310 2020.01.08. 10-2066346 페인팅 드론 및 이를 이용한 페인팅 시스템

2018.05.28. 10-2018-
0060134 2019.12.02. 10-2053531 예압 구조 텔레스코핑 튜브

2018.05.28. 10-2018-
0060138 2020.03.19. 10-2093556 이송계의 기하학적 직각도 오차 측정방법 및 그 방법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8.07.16. 10-2018-

0082024 2020.02.27. 10-2084853 건축물 보수용 캔스프레이 분사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0 2020.03.25. 10-2095643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용 드론

2018.08.10. 10-2018-
0093942 2020.03.25. 10-2095644 구조안전진단용 센서모듈 설치 드론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르면, 
메인컨트롤러와 연동하는 서브컨트롤러를 이용해 한 손으로도 드론의 비행과 보수장치부
의 동작을 동시에 정밀 조종할 수 있게 하여 드론을 이용한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의 편
의성과 정확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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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드론을 이용해 건축물에 대한 유지 보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비행 제어와, 유지 
보수를 위한 보수장치부의 동작 제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으로써, 양손 모두를 이용
해 드론의 비행 제어가 이루어지는 종래의 스틱형 컨트롤러로는 드론의 비행과 보수장치
부의 동작을 동시에 정밀하게 조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건축 구
조물의 유지 보수가 현업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는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안한 것으로서, 메인컨트롤러와 연동하는 서브컨트롤러를 이용해 한 
손으로도 드론의 정밀 제어가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 드론용 조종장치는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드론의 메인컨트롤러와 연동하는 펜 타입의 서브컨트롤러를 이용해 한 손으로도 드론의 
정밀 제어가 가능케 됨으로써 드론의 비행 제어가 용이한 효과가 있다. 또한, 서브컨트롤
러를 이용해 한 손으로도 드론의 비행과 보수장치부의 동작을 동시에 정밀 조종할 수 있
게 되어 드론을 이용한 건축 구조물 유지 보수의 편의성과 정확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
다. 또한, 서브컨트롤러가 한 손으로도 쉽게 파지 가능한 형상으로 형성되어 조작 중 서
브컨트롤러가 손에서 이탈하면서 파손되거나, 드론의 오작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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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평가 
장치

(대표)발명자 권성근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전자공학과
출원번호 10-2018-0122011 출원일자 2018.10.12.
등록번호 10-2105503 등록일자 2020.04.22.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4.06.30. 10-2014-0

081204 2016.03.22. 10-1606758 연관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데이터 추출방법 및 시스템

2014.10.06. 10-2014-0
134279 2016.07.21. 10-1643195 수중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헬멧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4.10.06. 10-2014-0
134286 2016.07.18. 10-1642004 D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수중 객체 탐색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2015.11.26. 10-2015-

0166762 2017.10.13. 10-1788105 수중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 및 이의 통신 방
법

2016.11.09. 10-2016-
0148996 2018.05.29. 10-1864502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을 수색하기 위한 장
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
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6.11.09. 10-2016-
0149018 2018.11.16. 10-1921383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난 사고 현장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2017.04.10. 10-2017-
0045979 2018.07.02. 10-1876125 전자장치와 연동하는 미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17.06.07. 10-2017-0
070596 2019.05.14. 10-1980434 착탈식  유도가열코일 및 이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장치

2017.07.11. 10-2017-0
087657 2019.07.23. 10-2005145 랙 장치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의 표시 장치 및 방법

2017.11.07. 10-2017-0
147558 2019.08.05. 10-2009572 스팟 용접 품질 판정 장치 및 방법

01 기술요약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은 점용접이 수행
된 용접 부분에 대한 그레이 영상 및 컬러 영상을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그레이 영상을 
소정의 임계값을 기준으로 이진화하는 단계와; 상기 용접 부분과 외접하는 외접원을 생
성하는 단계와; 상기 용접 부분과 내접하는 내접원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내접원 및 
상기 외접원의 크기를 비교하여 상기 점용접의 용접 상태를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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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도면

     

03 기존기술 현황

A-스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스캔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A-스캔 방식에
서 사용되는 탐촉자를 가로 및 세로 배열 형태의 2차원으로 배치하여 용접 부위를 2차원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C-스캔 방식의 NDT 장비는 고가이므로 생산 현장에서 보
편화되지 않고 C-스캔 영상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용접품질 평가 전문가
의 도움 없이 용접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용접 품질 평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용접 품질을 자
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 평가 장치를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평가 과정이 단순하면서도 오차가 크
지 않으며 용접 품질 평가자의 주관이 배제된 객관적인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
접 품질 자동 평가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용접 품질 평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용접 품질을 자동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용접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 평가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평가 과정이 단순하면서도 오차가 크지 않으며 용접 품질 
평가자의 주관이 배제된 객관적인 용접 품질 자동 평가 방법 및 용접 품질 자동 평가 장
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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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전자파 차폐용 케이블 커넥터

(대표)발명자 곽동순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소방방재학과
출원번호 10-2018-0152672 출원일자 2018.11.30.
등록번호 10-2083099 등록일자 2020.02.24.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6.25. 10-2015-

0090699 2017.01.06. 10-1695853 소방관창

2017.10.25. 10-2017-
0139149 2019.04.29. 10-1975674 도전성 스프링을 적용한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 접속재

2018.11.30. 10-2018-
0152672 2020.02.24. 10-2083099 전자파 차폐용 케이블 커넥터

01 기술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접속함에 관통 고정되되, 접속함의 외측으로 연장된 일측 선단에 외경
확장부가 마련되며, 접속재 바디부; 도전성 스프링; 클램프; 연결부;를 포함하며, 연결부
는 탄성지게 당겨져 클램프의 일측 외주면에 걸림되어 고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자파 차폐용 케이블 커넥터가 제공된다. 이에 의하면, 탄성 이동된 연결부를 클램프 
상에 당겨진 상태로 고정시킴으로써 케이블의 접속 과정에서 힘(당김력)이 적게 들어 케
이블의 접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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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종래의 케이블 커넥터는 케이블의 코어와 절연층을 바디)의 관통로에 삽입하고, 케이블의 
차폐층이 바디의 일측을 감싸도록 형성된다. 또, 압착링을 케이블의 외피층과 차폐층을 
포함하도록 체결한 후, 압착링을 압착하면 케이블이 바디에 고정되고, 보호캡을 바디에 
결합하면 케이블은 케이블 커넥터에 의해 결합됨과 동시에 보호된다. 그러나, 탄소섬유는 
길이 방향의 인장강도는 높으나 폭 방향의 전단강도가 낮아 압착링을 압착하여 접속할 
경우, 압착구조로 인해 케이블 커넥터가 체결된 후 차폐층의 단선이 발생하여 차폐 효과
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케이블 차폐부의 단선을 
방지하여 접속시킬 수 있는 전자파 차폐용 케이블 커넥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전자파 차폐용 케이블 커넥터
는, 코어, 코어를 수용하는 절연부, 절연부의 외측에 배치되는 탄소섬유 재질의 차폐부 
및 차폐부를 보호하는 외피부가 일체로 결합된 케이블을 접속함에 연결시킬 수 있는 전
자파 차폐용 케이블 커넥터에 있어서, 접속함에 관통 고정되되, 접속함의 외측으로 연장
된 일측 선단에 외경확장부가 마련되며, 외경확장부의 단부에는 외경 축소된 평활면이 
형성된 접속재 바디부; 접속재 바디부의 평활면에 접하여 케이블의 차폐부를 고정시킬 
수 있는 도전성 스프링; 관 형상으로 내주면에 케이블이 관통될 수 있는 관통로가 형성
되고, 관통로의 중간 측에는 도전성 스프링을 수용하는 홈이 형성되는 클램프; 및 관 형
상으로 클램프의 일측 외주면에 탄성 지지되며, 케이블의 차폐부 일부가 접속재 바디부
의 평활면을 감싼 상태에서 클램프를 접속재 바디부의 외경확장부에 걸림 결합시킬 수 
있는 연결부;를 포함하며, 연결부는 탄성지게 당겨져 클램프의 일측 외주면에 걸림되어 
고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자파 차폐용 케이블 커넥터에 의하면, 케이블의 차
폐부의 손상없이 우수한 압착력을 유지하고 접촉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탄성 
이동된 연결부를 클램프 상에 당겨진 상태로 고정시킴으로써 케이블의 접속 과정에서 힘
(당김력)이 적게 들어 케이블의 접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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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중 체인 전도성 고분자 및 이의 제조 방법

(대표)발명자 강광선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화학공학부
출원번호 10-2015-0038022 출원일자 2015.03.19.
등록번호 10-1655744 등록일자 2016.09.02.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3.19. 10-2015-

0038022 2016.09.02. 10-1655744 이중 체인 전도성 고분자 및 이의 제조 방법

2016.06.14. 10-2016-
0073892 2018.01.11. 10-1819648 나노복합형 난연제 및 그 제조방법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이중 체인 전도성 고분자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이중 체
인 전도성 고분자는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반복 단위를 포함하는 제1 폴리머 체인, 
및 하기 화학식 2-1 내지 2-3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전도성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제2 폴리머 체인을 포함한다. 상기 화학식 1 및 
화학식 2-1 내지 2-3은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기 이중 체인 전도성 고분자는 전도성 고분자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아세톤, 
물 등의 범용 용매에 가용성이고, 간단한 공정으로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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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전도성 고분자는 금속의 전기적, 자기적, 및 광학적 성질과 함께 고분자의 기계적 특성 
및 가공성을 동시에 갖는 물질로서, 가볍고 유연하며, 전기전도도 및 전자 상태의 조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금속 및 반도체 재료가 적용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이들이 적용되기 어려운 특수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
능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도성 고분자는 알코올류, 케톤류, 에테르류, 물 등의 범용 용매에 쉽게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가공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도성 고분자 중에서도 용해성이 우수한 것으
로 알려져 있는 폴리티오 펜과 폴리아닐린조차 전기적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분자량을 높
이게 되면, 범용 용매에 쉽게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용매로서 할로겐류의 유독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전도성 고분자의 취약성을 개선하여 제품화한 
것으로 바이엘(Bayer)사의 바이트론 피(Baytron P ⓡ)가 있다. 바이트론 피는 폴리티오
펜의 유도체인 폴리에틸렌디옥시티오펜을 친수성 용매에 분산시켜 비교적 안정한 상
(phase)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바이트론 피는 그 제조비용이 고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조비용도 저렴하고, 합성 및 유도체의 제조가 용이하며, 전기 
전도도와 열적, 대기안 정성이 높은 전도성 고분자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전도성 고분자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아세톤, 물 등의 범용 
용매에 가용성이고, 간단한 공정으로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이중 체인 전도성 고분자
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이중 체인 전도성 고분자의 제조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의 이중 체인 전도성 고분자는 전도성 고분자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아
세톤, 물 등의 범용 용매에 가용성이고, 간단한 공정으로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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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소방관창

(대표)발명자 곽동순 교수 (대표)발명자 소속 소방방재학과
출원번호 10-2015-0090699 출원일자 2015.06.25.
등록번호 10-1695853 등록일자 2017.01.06.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6.25. 10-2015-

0090699 2017.01.06. 10-1695853 소방관창

2017.10.25. 10-2017-
0139149 2019.04.29. 10-1975674 도전성 스프링을 적용한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 접속재

2018.11.30. 10-2018-
0152672 2020.02.24. 10-2083099 전자파 차폐용 케이블 커넥터

01 기술요약 02 대표도면
본 발명은 제1 몸체부, 제2 몸체부 및 개폐부
를 포함한다. 제1 몸체부는 소방호스에 연결
되며, 소화액의 이동방향을 따라 장구형이며, 
장구형 유로는 제1 몸체부의 내주면에서 외주
면을 향해 관통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공기
구멍을 구비한다. 제2 몸체부는 제1 몸체부의 
종단 외주연에 연결되어 유로를 연장한다. 개
폐부는 제2 몸체부의 종단에 배치되어 유로를 
개폐한다. 유로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낮아지도록 내주면에서 외주면을 향해 관통 
형성되는 공기구멍을 구비하여 소화액 분사 
시 소화액과 공기가 혼합되어 외부로 토출되
므로 소화액의 분사강도를 고압으로 유지하면
서 소화액의 분사시간을 늘릴 수 있어 후속으
로 도착하는 소방차 도착에도 강력한 수압을 
유지하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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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 연결금속구 등에 연결되어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위
하여 소화액을 분사하는 소방관창은 소방차로부터 전달된 소화액을 화재 발생지점에 토
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있으며, 직사형과 방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사형 관창은 토출되는 방수액이 봉상으로 방사되고, 방사형 관창은 봉상 및 120ㅀ 내
지 150ㅀ로 방사되는 방사 구조로 형성되어 화재의 성격과 화재 발생지점과의 이격거리
에 따라 분사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저압 분사 방식으로 소화액을 분사하
는 경우, 소화액의 분사 지속시간을 증가시켜 후속으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까지 소화액
을 분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사 압력이 작기 때문에 소화액을 먼 곳 까지 
분사하기 어려운 화재 발생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분사해야 하며, 소방대원이 화재 발생
지점에 근접해서 화재를 진압할 때, 소방대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토
출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가연물을 화재 발생 지점으로부터 제거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국 공개특허 제10-2013-0020041호에는 소방용 관창을 개
시한 바 있다. 한국 공개특허 제 10-2013-0020041호에 개시되어 있는 소방용 관창은 
공기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공기구멍이 형성된 유로의 내부 압
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유로를 따라 소화액이 분사될 때 공기의 흐름이 
유로 내부에서 바깥으로 형성되어 소화액이 유출되고 토출압력이 작아지는 문제점이 발
생할 수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공기구멍을 형성하여 소화액 분사 시 소화액과 공기를 혼합하여 소화
액의 분사강도를 고압으로 유지하면서 소화액의 분사시간을 늘릴 수 있 소방관창을 제공
함에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의한 소방 관창은 유로의 내주면에서 외주면을 향해 관통 형성되는 공기구멍
을 이용하여 유로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낮아지도록 압력차를 유발함으로써, 
소화액 분사 시 공기가 소화액과 혼합되어 외부로 토출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
화액의 분사강도를 고압으로 유지하면서 소화액의 분사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후속 소
방차의 도착이 지연되어도 강력한 수압을 유지하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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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MgAl204 Spinel 성형체의 제조방법

(대표)발명자 함성원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화학공학부
출원번호 10-2015-0161768 출원일자 2015.11.18.
등록번호 10-1746128 등록일자 2017.06.05.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11.18. 10-2015-0

161768 2017.06.05. 10-1746128 MgAl204 Spinel 성형체의 제조방법

01 기술요약 02 대표도면
본 발명은 MgAl2O4 나노분체의 분산 단계에서 분
산제 외에 모노머 류의 유기물을 추가로 첨가하여 
MgAl2O4 입자의 수화에 따른 입자들의 응집 및 
침강이 거의 없는 안정한 슬러리을 만들고, 이 용
액을 본 발명의 독특한 성형 법인 필터 프레싱+젤 
캐스팅의 복합기술로 성형하여, 투명한 MgAl2O4 
세라믹을 얻는데 필수적인 국부적으로 기공 들의 
불균일 분포가 없는 매우 균일한 성형체를 제공하
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에서 첨가하는 모노
머는 나노입자 표면에 흡착하여 기하학적으로 입자 
침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며, 정전기적 반발력을 
부여하는 분산제와 더불어 MgAl2O4 슬러리의 안
정성을 배가시킨다. 이러한 슬러리의 배가된 안정
성과 필터 프레싱+젤 캐스팅 성형법의 조합은 투
명 세라믹 제조에 필수적인 매우 균일한 MgAl2O4 
성형체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 154 -

03 기존기술 현황

종래의 투명 MgAl2O4 Spinel 세라믹은 0.5~5㎛ 의 마이크론 원료를 사용하고, 소결촉
진로 LiF를 첨가하여 1,650℃ 이상의 온도에서 소결하여 제작(US2006021726A1)하여 왔
다. 최근에는 소결특성이 매우 좋은 나노 원료를 출발물질로 이용함으로써, LiF 같은 소
결 촉진제를 첨가하지 않고서도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투명한 MgAl2O4 Spinel 세라믹
을 제작 하려는 기술들이 소개 되고 있다. 투명한 MgAl2O4 세라믹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종 제품 내부에 기공을 완벽히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입자 응집체로 인해 발생하는 큰 기공이 없는 균일한 성형체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나노분말을 이용한 균일 MgAl2O4 성형체의 제작에는 건식성형법과 습식성형법이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은 기존 공정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습식공정을 적용하
여 투명 MgAl2O4 세라믹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균일한 성형체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MgAl2O4 나노 분체의 분산 단계에서 분산제 외에 모노머류의 유기
물을 추가로 첨가하여 MgAl2O4 입자의 수화에 따른 입자들의 응집 및 침강이 거의 없
는 안정한 슬러리를 만들고, 이 용액을 본 발명의 독특한 성형법인 필터 프레싱+젤 캐스 
팅의 복합기술로 성형하여, 투명한 MgAl2O4 세라믹을 얻는데 필수적인 국부적으로 기공
들의 불균일 분포가 없는 매우 균일한 성형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
서 첨가하는 모노머는 나노입자 표면에 흡착하여 기하학적으로 입자 침강을 방해하는 역
할을 하며, 정전기적 반발력을 부여하는 분산제와 더불어 MgAl2O4 슬러리의 안정성을 
배가시킨다. 본 발명은 슬러리의 배가된 안정성과 필터 프레싱+젤 캐스팅 성형법을 이용
하여 투명 세라믹 제조에 필수적인 균일한 MgAl2O4 성형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05 기술의 특/장점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Acrylamide와 Methylenebisacrylamide로 구성된 
모노머 수용액에 분산제인 Citric Acid를 첨가하고 평균입경이 d 50 =57㎚인 MgAl2O4 
Spinel 나노원료를 분산시킨 슬러리를 필터 프레스+젤 캐스팅 방법으로 성형함으로써 투
명한 MgAl2O4 Spinel 세라믹 제조에 필수적인 균일한 성형체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효
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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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나노복합형 난연제 및 그 제조방법

(대표)발명자 강광선 교수 외 (대표)발명자 소속 화학공학부
출원번호 10-2016-0073892 출원일자 2016.06.14.
등록번호 10-1819648 등록일자 2018.01.11.

(대표)발명자 보유 특허 리스트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2015.03.19. 10-2015-

0038022 2016.09.02. 10-1655744 이중 체인 전도성 고분자 및 이의 제조 방법

2016.06.14. 10-2016-
0073892 2018.01.11. 10-1819648 나노복합형 난연제 및 그 제조방법

01 기술요약

본 발명은 나노복합형 난연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나노 
실리카구를 제조하는 단계; 상기 나노 실리카구와 금속염화물을 혼합하는 단계; 및 상기 
나노 실리카구의 표면에 금속수산화물이 형성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나노복합형 난연제
의 제조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나노복합형 난연제는 매우큰 비표면적을 
갖고 있어 적은 양의 수산화알루미늄으로도 최대의 난연 성능을 구현할 수 있고, 우수한 
열적 안정성을 갖는다.

02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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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존기술 현황

일반적으로 난연제는 연소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과 같은 유기 물질을 물
리적 및/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연소를 억제하거나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는 
물질을 가리킨다. 현재 난연제로는 수산화알루미늄과 같은 무기계 난연제와 브롬을 함유
하는 할로겐계 난연제, 인산에스테르를 중심으로 하는 인계 난연제 등이 알려져 있다. 주
로 할로겐계 유기 난연제로 브롬계나 염소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난연제는 우
수한 난연 특성을 나타내지만,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가스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환경
이나 인체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수산화알루미늄과 같은 무기계 난연제
는 저렴한 가격과 친환경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할로겐계 난연제를 대체할 난연제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상기 난연제는 소재 대비 최대 60% 까지 혼합하여야만 원하
는 난연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재의 기계적 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난연제는 낮은 분산성으로 인해 생산속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종래 난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체 물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등록특허 제10-0896105호에서는 폴리올레핀계 수지와 극성화 반응성 올레핀
계 수지가 혼합된 기본 수지에 무기 난연제와 이산화규소를 혼합하여 난연성 수지 조성
물 제조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04 기술의 내용

본 발명은 나노 소재와 금속염화물을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금속수산화물이 표면에 코팅
되어 있는 나노복합형 난연제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
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우수한 난연성능을 갖는 나노복합형 난연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
적으로 한다.

05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에 따른 나노복합형 난연제는 매우 큰 비표면적을 갖고 있어 적은 양의 수산화알
루미늄으로도 최대의 난연 성능을 구현할 수 있고, 우수한 열적 안정성을 갖는다. 또한, 
적은 양의 난연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종제품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나노복합형 난연제는 나노 입자 형태이기 때문에 고분자 등과 혼합시 
우수한 분산성을 나타내어 균일한 난연 특성을 갖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