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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BT/NT분야 기술이전 전담
연락처 : 031-219-3747
이메일 : jmsun@ajou.ac.kr

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생체 작용 관능기가 곁사슬에 도입된 온도감응성
폴리에틸렌글리콜/폴리에스터 블록 공중합체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 특징

• 폴리에틸렌글리콜로 구성된 친수성부; 및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소수성부를 포함하며, 소수성부의

출원번호

2011-0011278

출원일

2011-02-08

각 세그먼트는 랜덤하게 공중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능기가 도입된 폴리에틸렌글리콜/폴리에스터

등록번호

KR 1236198

등록일

2013-02-18

블록 공중합체;상기 화학식 1에서, x는 1 ~ 1,000이며, y는 1 ~ 1,000이고, R은 -CH2O-R1-C6H5,

소 속

김문석

Main IPC

C08G-063/08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

-CH2-R1-OH, -CH2O-R1-COOH, -CH2O-R1-NH2, -CH2O-R1-NH-R2, -CH2O-R1-NH-R1NH2 또는 -CH2O-R1-NH-peptide이다(여기에서 상기 R1은 각각 독립적으로 카보닐기를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는 (C1-C20)알킬렌, (C2-C20)알케닐렌 또는 (C2-C20)알키닐렌이며; R2는 각각
독립적으로 카보닐기를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는 (C1-C20)알킬기, (C2-C20)알케닐기 또는 (C2-

기술개요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생명/의학

(Polyethyleneglycol/polyester block copolymers with side functional group as
biocompatible thermo-sensitive materials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C20)알키닐기이다).

구 성
• 조성을 달리하여 제조된 블록 공중합체와 관능기의 도입에 따른 블록 공중합체 용액을 제조하여 온도에 따른 상전이
거동을 측정한 도표이다.

기술의 효과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곁 사슬에 다양한 관능기를 가짐으로써, 온도감응성 거동을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온도감응성의
약물전달체로 사용할 경우 온도 변화에 의해 쉽게 약물이나 생물학적 활성 성분을 함유할 수 있어
주사제형의 약물전달체로서 응용이 가능하며, 관능기와 약물간의 상호 작용을 유도하여 서방형
제제로 구현할 수 있다.
• 생 분해성과 생체적합성을 가지기 때문에 약물의 확산을 조절하는 매트릭스로서 역할을 하고 인체
내에서 가수분해에 의해 분해가 되어 약물의 방출 거동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조 직 공 학 에 응 용 함 에 있 어 곁 사 슬 에 펩 타 이 드 를 도 입 함 으 로 써 체 내 또 는 체 외 에 서 세 포 와
조직배양을 위한 여러 형태의 기질로 사용하여 세포의 부착과 성장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지지체로 사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

• 곁 사슬에 벤질 에테르기가 도입된 락타이드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온도감응성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에스터 블록 공중합체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 약물전달체, 조직공학용 지지체

건축/ 환경

패밀리 특허

관련 키워드
•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에스터 블록 공중합체

-2-

-3-

기계

• US 2013-0331526 A1 TEMPERATURE-SENSITIVE POLYETHYLENE GLYCOL / POLYESTER BLOCK
COPOLYMER IN WHICH BIOACTIVE FUNCTIONAL GROUP IS INTRODUCED INTO SIDE CHAIN
THEREOF
• WO 2012-108614 A1 TEMPERATURE-SENSITIVE POLYETHYLENE GLYCOL / POLYESTER BLOCK
COPOLYMER IN WHICH BIOACTIVE FUNCTIONAL GROUP IS INTRODUCED INTO SIDE CHAIN
THEREOF

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약물의 초기 과다 방출 제어를 위한
약물전달 제형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 특징

• 생 분해성 고분자와 약물을 함유하는 과립; 및온도감응 하이드로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2011-0003271

출원일

2011-01-12

하는 약물전달 제형에 있어서, 상기 온도감응 하이드로젤은 플루로닉(Poly(ethylene

등록번호

KR 1331136

등록일

2013-11-13

oxide)poly(propylene oxide)poly(ethyleneoxide), Pluronic),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met

A61K-009/16

hylcellulose),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와 폴리에틸렌이민(PEI)의 혼합물, 및 키토산(chitosan)

대표발명자
소 속

김문석

Main IPC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으로부터 제조되는 것이고, 상기 생분해성 고분자는 폴리락타이드-co글라이콜라이드(PLGA)와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glycol, PEG), 카프로락톤(Caprolactone,
CL), 글리콜라이드(Glycolide, GA) 및 락타이드(Lactide, LA)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Drug delivery formulation for release controlled initial burst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약물전달 제형.

기술 차별성
• 종래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단일 공정법에 의하여 제조가 가능함
• 약물이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방출되어 혈중 약물 농도를 장시간 일정하게 유지시켜줌

구 성

정보통신

• 생 분해성 고분자와 약물을 함유하는 과립; 및 온도감응 하이드로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전달 제형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 과립 및 온도감응 하이드로젤 모식도 및 이를 통한 1차적 2차적 약물 방출 제어의 모식도임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의약품, 약물전달체, 과립제조

패밀리 특허
• US 2012-0177740 A1 DRUG DELIVERY FORMULATION FOR CONTROLLING OF INITIAL BURST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약물전달제형, 과립, 생분해성, 의약품

-4-

-5-

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온도감응성의 고분자 중합체를 이용한 약물
함유 고분자 미립구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 특징
• C2 ~ C10 의 알코올 또는 분자량이 350 ~ 5,000 g/mole인 폴리알킬렌글리콜로 구성된 친수성부와,

2010-0013109

출원일

2010-02-12

고리형 에스터 세그먼트와 락타이드 세그먼트가 70 : 30 - 95 : 5 비율로 동시에 함유된 생분해성

등록번호

KR 1270159

등록일

2013-05-27

폴리에스터계 소수성부로 구성된 중합체에 상기 중합체의 용융점이 가까운 온도 범위 40 - 60℃에서 약물

Main IPC

A61K-009/16

분산체와 교반하여 약물을 혼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 함유 고분자 미립구에

대표발명자
소 속

김문석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

있어서, 상기 고리형 에스터는 β-프로피오락톤, β-부티로락톤, α,α-비스클로로메틸 프로피오락톤, α,α디메틸-β-프로피오락톤, δ-발레로락톤, β-에틸-δ-발레로락톤, 3,4,5-트리메톡시-δ-발레로락톤,
글라이콜라이드, 1,4-디티안-2,5-디온, 트리메틸렌카보네이트, 네오펜틸렌카보네이트, 에틸렌옥살레이트,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icrosphere containing drug using temperature
sensitive copolymer and preparing method thereof)

프로필렌옥살레이트, ε-카프로락톤, α-메틸-ε-카프로락톤, β-메틸-ε-카프로락톤, γ-메틸-ε-

구 성

카프로락톤, 4-메틸-7-이소프로필-ε-카프로락톤, 3,3,5-트리메틸-ε-카프로락톤, 시스-디살리실리드,
트리살리실리드 및 디-O-크레소티드 중에서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 함유 고분자 미립구.

기술 차별성

• 고분자 미립구의 제조 방법 모식도임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알 코 올 - 폴 리 에 스 터 중 합 체 또 는 폴 리 알 킬 렌 글 리 콜 / 폴 리 에 스 터 블 록 공 중 합 체 를 제 조 하 고
용융점 부근으로 가열하여 고분자의 분자 운동을 증가시켜 유연성을 확보하고, 유기 용매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분산 용매와의 용해도 문제를 해결하여 미립구의 수율과 약물의 봉입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한편 세그먼트의 비율을 조절하여 다양한 용융점을 얻을 수 있다.

정보통신

• C2 ~ C10 의 알코올 또는 분자량이 350 ~ 5,000 g/mole인 폴리알킬렌글리콜로 구성된 친수성부와, 고리형
에스터 세그먼트와 락타이드 세그먼트가 동시에 함유된 생분해성 폴리에스터계 소수성부로 구성된 중합체에
약물이 혼입된 약물 함유 고분자 미립구 및 상기 중합체의 용융점을 제어하여 유기 용매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미립구의 수율 및 약물의 봉입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기 미립구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 생분해 기간의 조절과 용매와 약물의 선택을 통하여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요구되는 의약품,
• 특정 부위에 국소적으로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야하는 의약품 등 약물전달 분야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미립구, 농도 조절, 기간 조절

-6-

-7-

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탄성력과 생분해 기간이 조절되는 블록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심혈관 이식구조체

기술 특징
• 탄성력과 생분해 기간이 조절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폴리에스터 블록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약물 서방화

2011-0067575

출원일

2011-07-07

등록번호

KR 1242392

등록일

2013-03-06

Main IPC

A61F-002/06

대표발명자
소 속

강휘주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

기술개요

구 성

기술 차별성
• 스 텐트의 인장강도와 연신율의 조절이 가능하며, 생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약물을 함유할 수
있으며, 생분해 기간의 조절을 통한 단계적인 약물 방출이 가능하다.
• 또 한 시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생분해되어 별도의 제거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고,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며, 재협착 억제 약물을 비롯한 생물학적 활성 치료 물질을 인체에서 서서히 방출하여
장기간 전달할 수 있다.

정보통신

• 폴 리에틸렌글리콜로 이루어진 친수성부 및 락타이드, 글리콜라이드 및 카프로락톤을 함유하는
폴리에스터로 이루어진 소수성부를 포함하는 폴리에틸렌글리콜/폴리에스터 블록 공중합체를 이용한
심혈관 이식구조체에 관한 기술이다.

심혈관 이식구조체.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Cardiovascular graft structure having elasticity and
biodegradation period adjustable copolymer)

기술 응용 분야
• 심장질환, 스텐트 수술, 혈관

• 심혈관 이식 구조체의 작용에 관한 개략도이다.

화공/신소재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스탠트, 스텐트, 심혈관, 심장질환, 심장혈관

-8-

-9-

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생체내 분해기간이 조절 가능한 생체적합성
소장점막하조직 하이드로젤의 제조방법
기술 특징

•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소장점막하조직을 화학적 가교제를 이용하여 화학적 가교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2011-0092202

출원일

2011-09-09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장점막하조직 하이드로젤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화학적 가교제는 생분해 속도

등록번호

KR 1288088

등록일

2013-07-15

조절을 위하여 이용량이 정해지는 것인 소장점막하조직 하이드로젤의 제조방법.

Main IPC

A61L-027/52

대표발명자
소 속

김문석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

기술 차별성
• 가 교제의 농도에 따라 화학적 가교에 의해 분해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가교 결합의 형성
정도에 따라 분해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주사제형으로 이용되어 약물전달체 및 조직공학용 지지체로서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기술개요

구 성

기술 응용 분야

정보통신

• 생 체 적 합 성 인 소 장 점 막 하 조 직 파 우 더 를 수 용 액 화 하 여 화 학 적 가 교 결 합 을 형 성 시 키 는 방 법 에
의하여 용액 상으로 형성되며 생체 내 주사시 가교의 정도에 따라 젤의 분해기간을 조절
가능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장점막하조직 하이드로젤의 제조방법 및 상기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소장점막하조직 약물전달체 및 지지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 method of preparing hydrogel of biocompatible small intestinal
submucosa of which the degradation time in body is adjustable)

• 약물 전달 시스템, 바이오 조직 공학

패밀리 특허
• WO2013-035957 A1 METHOD FOR PREPARING BIOCOMPATIBLE SMALL INTESTINAL MUCOSA
HYDROGEL CAPABLE OF CONTROLLING IN-VIVO DEGRADATION PERIOD

화공/신소재

• 소장점막하조직 하이드로젤을 쥐의 피하에 주입후 시간경과 후에 젤을 적출한 사진임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소장점막하조직, 하이드로젤, 젤분해

- 10 -

- 11 -

생명/의학

(Novel FⅧ gene mutants inducing haemophilia A and uses thereof)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기술 특징
• 서열번호 1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천연 FⅧ 유전자의 5860번 내지 5865번 위치의 염기 GCTCAG가

2010-0009008

출원일

2010-02-01

등록번호

KR 1228224

등록일

2013-01-24

Main IPC

C12N-015/12

대표발명자
소 속

김혜선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기술개요

결손되는 결손 돌연변이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FⅧ 유전자의 돌연변이체.

기술 차별성
• 혈우병 A의 진단과 보인자(carrier)의 검출에 적용가능한 8개의 새로운 F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혈우병 Ａ를 야기하는 신규한 Ｆ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및 이의 용도

기술 응용 분야

구 성
• 8번 혈액응고인자의 인트론 22 와 인트론 1의 역위 분석을 수행한 분석도이다.

• 혈우병 A의 진단, 보인자(carrier) 검출, 진단키트

정보통신

• 혈 우 병 A 의 진 단 에 이 용 가 능 한 8 개 의 F Ⅷ 유 전 자 돌 연 변 이 체 , 상 기 F Ⅷ 유 전 자 의
돌연변이체를 검출하는 방법, 상기 FⅧ 유전자의 돌연변이체를 이용하여 혈우병 A를 진단하는
방법, 상기 FⅧ 유전자의 돌연변이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제제를 포함하는 혈우병 A
진단용 조성물 및 상기 조성물을 포함하는 혈우병 A 진단용 키트에 관한 기술이다.

패밀리 특허

화공/신소재

• KR 1228219 B1 혈우병 Ａ를 야기하는 신규한 Ｆ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및 이의 용도(Novel FⅧ gene
mutants inducing haemophilia A and uses thereof)
• KR 1228193 B1 혈우병 Ａ를 야기하는 신규한 Ｆ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및 이의 용도(Novel FⅧ gene
mutants inducing haemophilia A and uses thereof)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혈우병, 진단용 조성물, 진단 키트

- 12 -

- 13 -

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Novel FⅧ gene mutants inducing haemophilia A and uses thereof)

기술 특징
• 서열번호 1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천연 FⅧ 유전자의 6406번 위치의 염기 G가 A로 치환되는 미스센스

2012-0069542

출원일

2012-06-28

등록번호

KR 1228193

등록일

2013-01-24

Main IPC

C12N-015/11

대표발명자
소 속

김혜선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돌연변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FⅧ 유전자의 돌연변이체.

기술 차별성
• 혈우병 A의 진단과 보인자(carrier)의 검출에 적용가능한 8개의 새로운 F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기술 응용 분야

기술개요

구 성
•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통한 전체 엑손 결손 검출법을 표시한 사진이다.

• 혈우병 A의 진단, 보인자(carrier) 검출

패밀리 특허

화공/신소재

• KR 1228219 B1 혈우병 Ａ를 야기하는 신규한 Ｆ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및 이의 용도(Novel FⅧ gene
mutants inducing haemophilia A and uses thereof)
• KR 1228224 B1 혈우병 Ａ를 야기하는 신규한 Ｆ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및 이의 용도(Novel FⅧ gene
mutants inducing haemophilia A and uses thereof)

정보통신

• 혈 우병 A의 진단에 이용가능한 8개의 F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상기 FⅧ 유전자의 돌연변이체를
검출하는 방법, 상기 FⅧ 유전자의 돌연변이체를 이용하여 혈우병 A를 진단하는 방법, 상기 FⅧ
유전자의 돌연변이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제제를 포함하는 혈우병 A 진단용 조성물 및 상기
조성물을 포함하는 혈우병 A 진단용 키트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혈우병 Ａ를 야기하는 신규한 Ｆ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및 이의 용도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혈우병, 진단용 조성물, 진단 키트

- 14 -

- 15 -

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인간 혈액응고인자 ＶＩＩＩ 도메인 특이적인
재조합 단백질 및 이의 이용

기술 특징
• 서 열번호 3의 포워드 프라이머 및 서열번호 4의 리버스 프라이머의 염기서열로 증폭되는 인간

출원번호

2011-0138593

출원일

2011-12-20

등록번호

KR1340806

등록일

2013-12-05

소 속

김혜선

Main IPC

C07K-014/755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교수

기술 차별성
• 혈우병의 진단 또는 치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기술 응용 분야

기술개요

• 혈우병 진단,치료

정보통신

• 혈우병의 원인 단백질인 인간 혈액응고인자 VIII 도메인 특이적인 재조합 단백질 및 이의 이용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혈액응고인자 VIII (FVIII) 도메인 특이적인 재조합 단백질을 포함하는, 혈우병 진단용 조성물.

생명/의학

(Human coagulation factor VIII domain specific recombinant
protein and use thereof)

구 성
• 혈장 내 FIX과 FVIII 재조합 단백질 간의 결합을 나타낸 도식도이다.

화공/신소재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혈우병,혈액응고인자, VIII, 단백질 재조합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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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Novel FⅧ gene mutants inducing haemophilia A and uses thereof)

기술 특징
• 서열번호 1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천연 FⅧ 유전자의 5471번 위치의 염기 A가 결손되는 결손 돌연변이인

2012-0069544

출원일

2012-06-28

등록번호

KR 1228219

등록일

2013-01-24

Main IPC

C12N-015/12

대표발명자
소 속

김혜선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기술개요

것을 특징으로 하는 FⅧ 유전자의 돌연변이체.

기술 차별성
• 혈우병 A의 진단과 보인자(carrier)의 검출에 적용가능한 8개의 새로운 F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혈우병 Ａ를 야기하는 신규한 Ｆ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및 이의 용도

기술 응용 분야

구 성

패밀리 특허
• KR 1228193 B1 혈우병 Ａ를 야기하는 신규한 Ｆ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및 이의 용도(Novel FⅧ gene
mutants inducing haemophilia A and uses thereof)
• KR 1228224 B1 혈우병 Ａ를 야기하는 신규한 Ｆ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및 이의 용도(Novel FⅧ gene
mutants inducing haemophilia A and uses thereof)

화공/신소재

•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통한 전체 엑손 결손 검출법을 표시한 사진이다.

• 혈우병 A의 진단, 보인자(carrier) 검출

정보통신

• 혈 우병 A의 진단에 이용가능한 8개의 FⅧ 유전자 돌연변이체, 상기 FⅧ 유전자의 돌연변이체를
검출하는 방법, 상기 FⅧ 유전자의 돌연변이체를 이용하여 혈우병 A를 진단하는 방법, 상기 FⅧ
유전자의 돌연변이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제제를 포함하는 혈우병 A 진단용 조성물 및 상기
조성물을 포함하는 혈우병 A 진단용 키트에 관한 기술이다.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혈우병,진단용 조성물,진단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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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가변색 이광자 형광프로브, 이를 이용한 미토콘드리아
내 티올 활성의 영상화 방법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번호

2011-0045878

출원일

2011-05-16

등록번호

KR1270160

등록일

2013-05-27

소 속

김환명

Main IPC

기술 특징

G01N-033/58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생명/의학

(Ratiometric two-photon fluorescent probes for mitochondrial-thiols, biological
imaging method of thiols using the same and synthesis method of the same)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교수

기술개요

기술 차별성

구 성

화공/신소재

• (a) SSH-Mito(5 μM) 및 (b) 마이토트랙커 레드(MitoTracker Red FM) 5 μM로 37 ℃에서 30 분 동안 표지화된
HeLa 셀의 (a) TPM 및 (b) OPM 이미지이며, (c)는 (a)와 (b)가 함께 로컬라이즈된(Co-localized) 이미지이다.

• 한 분 자 내 에 두 개 의 탐 침 을 도 입 시 킴 으 로 써 미 토 콘 드 리 아 에 선 택 적 으 로 염 색 됨 과 동 시 에
티올과 반응하여 강한 형광을 나타낸다. 또한 물에 대한 우수한 용해도와 작은 분자량으로
인하여 세포에 쉽게 로딩될 수 있다.
• 6 0 분 이 상 에 걸 쳐 생 체 세 포 및 9 0 ~ 1 9 0 μ m 깊 이 의 생 체 조 직 에 서 선 택 적 으 로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티올을 탐지할 수 있으므로, 생체 세포 또는 온전한 생체 조직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티올의 분포 및 활성을 이미징할 수 있다.

정보통신

• 세 포 내부의 대표적인 활성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선택적으로 위치하고 티올과 결합하여 이광자
형광의 색이 변화하는 가변색 형광 프로브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높은 감도와 선택성으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존재하는 티올의 활동성을 낮은 에너지 여기원의 이광자 현미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화 할 수 있는 핵심 소재인 이광자 형광 프로브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 응용 분야
• 미생물,바이오

패밀리 특허

관련 키워드

기계

• 이광자,프로브,세포,미토콘드리아

건축/ 환경

• U S 2014-0127737 A1VARIABLE COLOR TWO-PHOTON FLUORESCENT PROBE, METHOD
FOR IMAGING THIOL ACTIVATION IN MITOCHONDRION USING SAME,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VARIABLE COLOR TWO-PHOTON FLUORESCENT PROBE
• WO2012-157821 A1VARIABLE COLOR TWO-PHOTON FLUORESCENT PROBE, METHOD FOR IMAGING
THIOL ACTIVATION IN MITOCHONDRION USING SAME,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VARIABLE COLOR TWO-PHOTON FLUORESCENT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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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왕겨초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기술 특징

• 왕겨초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출원번호

2011-0104186

출원일

2011-10-12

등록번호

KR1278390

등록일

2013-06-18

소 속

남석현

Main IPC

A61K-036/899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교수

기술개요
• 왕 겨초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기술이다.

• 왕겨초액의 식이가 alloxan으로 유도한 췌장 랑게르한스섬 손상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 그림임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왕겨초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
• 일 구현예에서, 상기 왕겨초액은 세포의 활성산소종(Oxidative Reactive Species, ROS)생산을 억제
• 하는효과가 있다.
• 왕 겨초액은 세포의 산화질소(nitric oxide, NO) 생산과 종양괴사인자-α(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인터루킨-1β(InterLeukin-1β, IL-1β) 또는 인터루킨-6(InterLeukin-6, IL-6)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왕겨초액은 인슐린(insulin)의 생산량을 회복시켜 혈당 수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상기 왕겨초액은 간 글리코겐(glycogen) 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 왕 겨초액은 당대사 조절 효소 글루코즈-6-포스파타제(Glucose-6-Phosphatase, G6Pase)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 왕 겨 초 액 은 당 대 사 조 절 효 소 포 스 포 에 놀 피 루 브 산 카 르 복 시 키 나 아 제 ( P h o s p h o e n o l p y r u v a t e
carboxykinase, PEPCK) 또는 포도당인산화효소(Glucokinase, GCK)를 감소시키며 랑게르한스섬의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조 성물은 정제, 산제, 캡슐제, 과립, 액제, 현탁액, 유탁액, 또는 주사제로 제형화되어 적용처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여 투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정보통신

구 성

기술 차별성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생명/의학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chaff vinegar for
preventing or treating diabetes)

• 당뇨병,간 수치 회복,혈당 조절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왕겨초액,당뇨,혈당조절,종양괴사인자,인터루킨, 인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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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Immobilization method of bioactive molecules using polyphenoloxidase)

기술 특징
• 페 놀 또는 카테콜 분자를 포함하는 생리활성 물질을 준비하는 단계(제1단계); 및 페놀 또는 카테콜

2010-0107782

출원일

2010-11-01

분자를 포함하는 생리활성 물질과 폴리페놀산화효소를 기재 표면에 처리하여 폴리페놀산화효소가 페놀

등록번호

KR1257996

등록일

2013-04-18

또는 카테콜 분자를 산화시켜 형성된 도파 또는 도파 퀴논을 배위 결합을 통해 기재 표면에 결합시키는

Main IPC

A61L-027/34

단계(제2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페놀 또는 카테콜 분자를 포함하는 생리활성 물질은 수용성

대표발명자
소 속

박기동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교수

고분자를 링커로 사용하여 아미노기, 하이드록실기 또는 카르복실기를 지닌 고분자 주사슬에 화학식 2로
표기되는 페놀 유도체 또는 카테콜 유도체를 아마이드, 우레탄, 우레아 또는 에스터 결합시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페놀산화효소를 이용한 생리활성 물질의 표면 고정화 방법:상기 화학식 2에서, R3 및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폴리페놀산화효소를 이용한 생리활성
물질의 표면 고정화 방법

R4는 하이드록실기 또는 수소이고, X는 카르복실기 또는 아민기임.

구 성
• 생리활성 물질의 기재 표면 고정화 방법에 관한 모식도이다.

기술 차별성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폴 리페놀산화효소 특히, 티로시네이즈를 이용한 생리활성 물질의 표면 고정화 방법은 의료용
금속 또는 고분자 소재 표면에 생리활성 물질을 간단한 방법으로 고정화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서, 예를 들어, 정형외과 또는 치과용 임플란트 소재에 세포 부착 생리활성 물질을 쉽게
고정화하여 임플란트 후 빠른 골조직 형성 유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스텐트
및 인공혈관과 같은 혈관계 의료용 소재에 항혈전성 생리활성 물질을 표면에 쉽게 고정화하여
혈액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

• 폴 리페놀산화효소(PPO)를 이용하여 페놀 또는 카테콜 분자를 포함하는 생리활성 물질 예를 들어,
세포부착 펩타이드 또는 성장인자, 성장 호르몬, 단백질, 항혈전성 물질 등을 침지 또는 분무 등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금속 또는 고분자 기재 표면에 안정적으로 고정화하는 기술이다.

• 치과용 임플란트,정형외과,스텐트,인공혈관

• US 2013-0224795 A1IMMOBILIZATION METHOD OF BIOACTIVE MOLECULES USING POLYPHENOL
OXIDASE
• WO2012-060544A1IMMOBILIZATION METHOD OF BIOACTIVE MOLECULES USING POLYPHENOL
OXIDASE

건축/ 환경

패밀리 특허

기계

관련 키워드
• 생리활성 물질,티로시네이즈,폴리페놀산화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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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웰빙 인덱스를 활용한 건강 검진 방법
기술 특징

•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을 검진하기 위한 웰빙 인덱스를 활용한 건강 검진 방법에 있어서,(a)

2011-0038050

출원일

2011-04-22

설문 항목 입력부를 통해 설문 항목이 입력되는 단계;(b) 상기 입력된 설문 항목에 따른 설문 결과가

등록번호

KR1221675

등록일

2013-01-07

설문 결과 입력부를 통해 입력되는 단계;(c) 제 1 가중치 연산부에서 상기 설문 항목별로 ANP(Analytic

G06Q-050/22

Network Process)에 의해 미리 결정된 수치인 제 1 가중치가 결정되는 단계;(d) 제 2 가중치 연산부에서

대표발명자
소 속

박래웅

Main IPC

입력 가능한 상기 설문 결과에 상응하도록 0 초과 1 이하의 범위에서 미리 결정된 수치인 제 2 가중치가

아주대학교 의학과교수

항목별로 결정되는 단계;(e) 가중치적용값 연산부에서 상기 제 1 가중치와 상기 제 2 가중치의 곱으로
가중치적용값이 항목별로 연산되는 단계; (f) 정규화 연산부에서 상기 가중치적용값이 정규화처리되어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ethod of health examination using wellbeing index)

정규화값이 얻어지며, 수준 결정부에서 상기 정규화값에 따라 수준이 항목별로 연산되는 단계; 및(g) 상기
연산된 수준에 따라 미리 결정된 피드백이 피드백 메시지 출력부를 통해 출력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f) 단계에서의 정규화처리는 ROC 곡선(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을 이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웰빙 인덱스를 활용한 건강 검진 방법.

구 성

정보통신

• 개 인의 생활 습관을 다양한 가중치를 통해 정교하고 정확하게 수치화하여 생활 습관 정도에 따른
대사증후군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기술 차별성

• 건강검진을 수행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 S210 : 결정된 설문 항목을 설문항목 입력부를 통해 설문 항목 입력

화공/신소재

• 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른 대사증후군 또는 기타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경고할 수있다.
• 제 1 가중치 및 제 2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생활 습관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정규화 단계를 거침으로써, 통계적으로 보다 우수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기술 응용 분야

▷▷ S220 : 검진자가 설문 결과를 각 항목별로 입력
▷▷ S230, S240: 항목별로 제1가중치 및 제2가중치를 결정

• 질병예방, U-헬스, 원격진단

건축/ 환경

▷▷ S250 : 제1가중치와 제2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로 가중치 적용값을 연산
▷▷ S260 : ROC 곡선을 통해 가중치 적용값을 정규화하여 항목별로 연산
▷▷ S270 : 정규화 값에 따라 항목별로 정상, 경고,위험수준 여부 결정
▷▷ S280 : 미리 결정된 매핑 테이블에서 항목별로 피드백 메시지 출력

기계

관련 키워드
• 전자의료,원격검진,대사증후관,생활습관,질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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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락토페린 발현 수준 측정 제재를 포함하는
알러지성 비염 진단용 조성물
기술 특징

• (1) 개체로부터 수득한 샘플에서 락토페린 발현 수준을 측정하는 단계

출원번호

2010-0054052

출원일

2010-06-08

등록번호

KR1242797

등록일

2013-03-06

소 속

박해심

Main IPC

알러지성 비염으로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제공방법.

G01N-033/53

기술 차별성

아주대학교 의학과교수

• 항 염증 및 항알러지성 활성을 갖는 조성물로, 알러젠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에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기술개요

기술 응용 분야

정보통신

• 락 토 페 린 발 현 수 준 측 정 제 재 를 포 함 하 는 알 러 지 성 비 염 진 단 용 조 성 물 및 이 를 포 함 하 는
알러지성 비염 진단을 위한 정보제공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 (2) 상기 락토페린의 발현 수준을 측정한 결과 락토페린의 농도가 307ng/ml 미만인 경우 상기 개체를

생명/의학

(Composition for diagnosis of allergic rhinitis comprising agents
determining lactoferrin expression level)

• 아토피,피부질환, 알러지비염

구 성

화공/신소재

• 락토페린(a)의 혈청 값과 락토페린과 혈청 Dpt-특이적 IgE(b)의 값을 조합한 수용 반응 특성(ROC) 커브는
다른 그룹으로부터 그룹 1을 구별하기 위해 최적 분리로 측정한 값으로, 화살표는 락토페린과 조합(락토페린
307 ng/mL 미만과 Dpt-특이적 IgE 0.35 kU/L초과)한 값의 최적 값을 나타낸다.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알러지,비염,락토페린, 집진드기, 알러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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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유기인산계 화합물의 검출을 위한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
및 이를 이용한 유기인산계 화합물의 정량 분석 방법
기술 특징

•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 및 시료를 포함하는 유기인산계 화합물 검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기화학적

2011-0069111

출원일

2011-07-12

바이오 센서는금 박막이 패턴화된 고정 전극을 포함하는 하부 기판; 시료 투입구, 상기 고정 전극에 시료가

등록번호

KR1340522

등록일

2013-12-05

접촉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제공하는 채널을 포함하는 상부 기판; 및자성입자를 고정화하는 자석을

G01N-027/327

포함하는 자석부를 포함하는 것이고, 상기 금 박막 표면에 자기조립 단층막이 형성된 것이고, 상기 시료는

대표발명자
소 속

윤현철

Main IPC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교수

콜린 옥시다아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아제 자성입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상기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아제
자성 입자는 철 산화물(Iron oxide), 니켈 산화물(Nickel oxide) 및 철-니켈 산화물(Iron-nickel oxide)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것인 유기인산계 화합물 검출 시스템.

기술개요

기술 차별성
• 외부 반응 없이 하나의 소자만으로 0.05 ppm 수준의 유기인산계 화합물을 검출할 수 있다.

구 성
• 바이오센서의 고정 전극에 콜린 옥시다아제가 고정화된 형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농업,식품,국방

100 : 하부 기판 110 : 고정 전극
111 : 자기조립 단층막
112 : 콜린 옥시다아제
120 : 측정장치 연결용 패드 200 : 상부 기판
210 : 시료 주입구 220 : 제어부
230 : 신호 검출부 240 : 세척 용액 주입구
250 : 폐용액 저장소 260 : 공기 배출구

건축/ 환경

•
•
•
•
•
•
•

정보통신

• 다 중 의 효 소 반 응 을 유 도 하 여 전 기 화 학 적 신 호 를 분 석 할 수 있 는 유 기 인 산 계 화 합 물 검 출 용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 및 이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 시료 내 유기인산계 화합물을 정량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Electrochemical biosensor for analyzing organophosphorus compounds
and analytic method of organophosphorus compounds using it)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기계

관련 키워드
• 바이오 센서,유기인산계, 독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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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정량분석이 가능한 측방 유동 검정 스트립

기술 특징
• 베이스 부재 상에 샘플 패드, 콘주게이트 패드, 측정 패드, 흡수 패드가 측방향으로 배열되고, 인접한 패드

2011-0050953

출원일

2011-05-27

간에 접촉되게 구성된 것으로,상기 측정 패드의 검사부는 목표 항원과 각기 결합가능한 다수의 포획자가

등록번호

KR1270512

등록일

2013-05-28

대조부 앞쪽에 고정화되어 형성되고, 상기 검사부의 포획자 중 발색된 포획자를 계수함에 의해 항원의

G01N-033/538

정량적인 농도 측정이 가능하며,상기 검사부의 각 포획자는 스팟(spot) 형상으로 형성되고, 상기 검사부는

대표발명자
소 속

윤현철

Main IPC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교수

다수의 포획자가 측정 패드의 폭방향을 따라 정렬되어 하나의 포획 라인을 형성함과 더불어 상기 포획
라인이 다수 열로 구성되어 상기 측정 패드의 길이방향을 따라 이격 배열된 형태로 형성되며, 상기
검사부에서 상기 측정 패드의 폭방향을 기준하여 뒤쪽 열에 배열된 포획자가 앞쪽 열에 배열된 포획자의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Lateral flow assay strip for quantitative analysis)

좌우 양측으로 이격되게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량분석이 가능한 측방 유동 검정 스트립.

구 성
• 정량분석이 가능한 측방 유동 검정 스트립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 당 뇨병 진단 마커인 당화혈색소(HbA1c) 또는 골 관절염 마커인 Cartilage oligomeric matrix
protein(COMP), 종양표지자(PSA,CA19-9) 등과 같이 정상인에게도 어느 정도 그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질병 마커를 통한 질병 진단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임 신 여부 또는 질병의 감염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었던 종래의 측방 유동 검정 디바이스의
측정한계를 극복하여, 별도의 광학적 분석장비 및 추가적인 실험 과정이나 진단 과정 없이도
샘플 내 항원의 농도를 직접 측정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질병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플 패드
▷▷2 : 콘주게이트 패드
▷▷3 : 측정 패드
▷▷4 : 흡수 패드
▷▷5 : 베이스 부재
▷▷6,6-1 : 제1포획자
▷▷7,7-1 : 제2포획자
▷▷8 : 발색 입자
▷▷9 : 탐지자
▷▷10 : 차단제

기술 차별성

정보통신

• 베이스 부재 상에 샘플 패드, 콘주게이트 패드, 측정 패드, 흡수 패드가 측방향으로 배열되고 인접한 패드
간에 접촉되게 구성된 것으로, 상기 측정 패드의 검사부는 목표 항원과 각기 결합가능한 다수의 포획자가
대조부 앞쪽에 고정화되어 형성되며, 상기 검사부의 포획자 중 발색된 포획자를 계수함에 의해 항원의
정량적인 농도 측정이 가능한 측방 유동 검정 스트립에 관한 기술이다.

• 질병 진단, 임신 테스트,항원 항체 반응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면역 크로마토그래피,측방유동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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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for the Diagnosis of Hemoglobin)

기술 특징
• 혈색소가 응집된 혈액 시료가 적하 되는 다공성 멤브레인; 및상기 다공성 멤브레인과 결합 되어 상기

2010-0102232

출원일

2010-10-20

다공성 멤브레인을 회전시키는 회전체;를 포함하며, 상기 회전체의 회전에 의해 상기 다공성 멤브레인

등록번호

KR1233636

등록일

2013-02-08

상의 혈액에서 응집 혈색소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색소 측정용 혈액 성분 분리 장치.

Main IPC

G01N-033/72

대표발명자
소 속

윤현철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교수

기술개요

구 성
• 혈색소 측정용 혈액 성분 분리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구성도.

• 혈 색 소 응 집 체 의 분 리 및 세 정 과 정 에 서 회 전 체 를 이 용 함 으 로 원 심 력 에 의 해 성 분 분 리 능 을
극대화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분리된 혈색소 성분에 대한 임의적 농도로의 농축을 통해
혈색소의 효율적 진단에 적용할 수 있다.
• 당 화혈색소의 경우 측정과정에서 혈당 성분 및 당화 단백질들이 신호를 방해하거나 간섭하기 때문에
이들 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 시 간편하고 신속하게 상기 전처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 혈색소 자체를 정량화하는 분석장치에도 응용될 수 있다.
• 고 순도의 혈색소 분리를 수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더욱 높은 신뢰도를 갖는 혈색소 정량에 사용될
수 있다.
• 당뇨병의 진단물질인 당화혈색소의 검출을 위한 현장진단용 혈액시료 전처리 장치로 이용 가능하다.

화공/신소재

기술 응용 분야

정보통신

• 금속 양이온과 혈색소 간의 특이적 결합으로 혈색소를 응집시키고, 이를 다공성 멤브레인 상에 원심분리
함으로 혈색소 응집체를 제외한 기타 혈액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혈색소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혈색소 측정용혈액 성분 분리 장치 및 분리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 차별성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혈색소 측정용 혈액 성분 분리 장치 및 분리
방법(Blood Component Separation Device and Method

• 혈액분석, 당화색혈소, 혈액시료

건축/ 환경

▷▷100 : 다공성 멤브레인 110 : 연결부1 : 혈색소 2 : 항체, 3 : 단백질 4 : 포도당
▷▷200 : 회전체6 : 금속 양이온 10 : 혈액 시료

기계

관련 키워드
• 혈색소,원심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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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단백질의 위치 변화 확인을
신경교종의 진단 및 치료 방법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통한
기술 특징

• 진단하고자 하는 개체로부터 분리된 세포에서 GFRα4(GDNF receptor alpha 4)의 세포막 및 소포체에서의

출원번호

2011-0037728

출원일

2011-04-22

발현율을 측정하는 단계; 및진단하고자 하는 개체로부터 분리된 세포에서 GFRα4의 소포체에서 발현율이

등록번호

KR1324773

등록일

2013-10-28

세포막에서 발현율보다 높은 지 여부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신경교종 진단을 위한 정보제공방법.

소 속

이기영

Main IPC

G01N-033/68

기술 차별성

아주대학교 의학과교수

기술개요

구 성

기술 응용 분야
• 줄기세포,신경질환, 유전자

패밀리 특허

건축/ 환경

• US2014-0106376 A1 METHOD FOR DIAGNOSING GLIOMA AND SCREENING FOR THE THERAPEUTICS
OF GLIOMA THROUGH IDENTIFYING PROTEIN RELOCATION
• W O2012-144871A2DIAGNOSTIC AND THERAPEUTIC METHOD FOR GLIOMA THROUGH
IDENTIFICATION OF PROTEIN RELOCATION

화공/신소재

• PSPN, GFRα4 및 RET의 조건에 따른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신경교종세포에서 PSPN 및 GFRα4가
세포막에서 소포체로 이동하는 반면, RET는 조건에 상관없이 세포막에 위치함을 확인하며 A-F는 PSPN,
G-L은 GFRα4, M-R은 RET의 공초점 이미지(녹색)를 세포막 및 소포체의 위치 마커(붉은색)와 함께
나타낸사진이다.

정보통신

• G FRα4의 소포체에서 발현율이 세포막에서 발현율보다 높은 경우 신경교종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신경교종 진단방법 및 신경교종 치료제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 G FRα4, PSPN, KIF13A, RNF138, TLX3, ATIC, DIP2A, STAT3, DLX2, TBX19,AGAP1, CPB1,
NFRκB, ARHGEF15, CLK2 및 SYT9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단백질은
신경교종에서 세포 내 위치가 변화되므로, 상기 단백질의 세포내 특정 위치에서의 발현율을
비교함으로써 신경교종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신경교종의 진행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 또 한 단 백 질 들 의 세 포 내 위 치 뿐 만 아 니 라 , 단 백 질 간 의 결 합 력 을 측 정 하 여 , 신 경 교 종 발 달
과정에서 관여하는 단백질의 기능 및 매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다.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생명/의학

(Method for diagnosing and treating glioma through identifying
protein relocation)

기계

관련 키워드
• 신경교종세포,GFR

- 36 -

- 37 -

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시간 및 외부자극 조건에 따른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
정보를 포함한 동적 기능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
기술 특징

• (a) 대상 단백질의 정적 특성(static characteristics)이 입력되어 정적 피쳐(static feature)가 생성되는

2011-0001977

출원일

2011-01-07

단계;(b) 정적 단백질 상호작용(static protein-protein interaction) 정보가 입력되어 정적 네트워크(static

등록번호

KR1255437

등록일

2013-04-10

network)가 생성되는 단계; (c) 상기 대상 단백질의 이웃 단백질(neighborhood protein)의 정적 특성이

Main IPC

G06F-019/16

상기 정적 네트워크에 인가되어 네트워크 피쳐(network feature)가 생성되는 단계; (d) 상기 정적 피쳐 및

대표발명자
소 속

이기영

상기 네트워크 피쳐를 이용하여 위치-피쳐 모델(location-feature model)이 생성되는 단계; (e) 소정의

아주대학교 의학과교수

외부자극 조건(stressful condition)에서의 시간별 발현 프로파일(expression profile)을 이용하여 밀착성
점수(coherence score)가 연산되는 단계; (f) 상기 밀착성 점수가 상기 정적 네트워크에 가중치(weight)로서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ethod for predicting dynamic protein function including
subcellular localization of protein under stressful conditions)

부여되어 동적 네트워크(dynamic network)가 생성되는 단계; (g) 상기 동적 네트워크에 상기 대상 단백질의
정적 특성 및 위치 정보가 인가되어 상기 소정의 외부자극 조건에서의 단백질 피쳐(protein feature)가
생성되는 단계; 및(h) 상기 단백질 피쳐와 상기 위치-피쳐 모델을 이용하여 소정의 시간 및 상기 소정의
외부자극 조건에서의 상기 대상 단백질의 위치가 결정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발현 프로파일은

구 성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의 타임-시리즈(time-series)로 표현되는 결과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 효모 단백질을 이용하여 본 기술에 따른 방법을 검증한 사진이다.

정보통신

• 개별 단백질 또는 유전자의 정적 특성, 이웃 단백질과의 단백질 상호작용 정보, 단백질 또는 유전자의 발현
프로파일 등을 입력함으로써 소정의 시간 및 외부자극 조건에서ㅍ 대상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 정보를
포함한 동적인 기능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및 외부자극 조건별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

• 대 상 단 백 질 의 정 보 , 단 백 질 의 상 호 작 용 정 보 및 특 정 외 부 자 극 조 건 에 서 의 단 백 질 또 는
유전자의 발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특정 시간 및 외부자극 조건에서 대상 단백질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동적인 생물학적 작용(dynamicbiological process) 또는 동적인 분자
기능(dynamic molecular function) 등을 예측할 수 있다

건축/ 환경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기술 차별성

• 유전자,생물,바이오

패밀리 특허

관련 키워드
• 단백질,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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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K R1310419 B1 세포 분화에 따른 조건별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Method for
predicting cell differentiation―stage dependent condition―specific subcellular localization of protein)
• K R 1255443 B1조건별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Method for predicting
condition―specific subcellular localization of protein)
• W O2012-093869 A2METHOD FOR PREDICTING LOCATION OF PROTEIN WITHIN CELL AND
MOLECULAR FUNCTION OF PROTEIN FOR EACH CONDITION

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세포 분화에 따른 조건별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

기술 특징
• (a) 대상 단백질의 정적 특성(static characteristics)이 입력되어 정적 피쳐(static feature)가 생성되는

2011-0001976

출원일

2011-01-07

단계;(b) 상기 정적 피쳐를 이용하여 위치-피쳐 모델(location-feature model)이 생성되는 단계; (c) 소정의

등록번호

KR1310419

등록일

2013-09-12

조건에서의 발현 수준(expression level)을 이용하여 밀착성 점수(coherence score)가 연산되는 단계; (d)

G01N-033/68

상기 밀착성 점수가 상기 정적 피쳐에 가중치(weight)로서 부여되어 동적 네트워크(dynamic network)가

대표발명자
소 속

이기영

Main IPC

생성되는 단계; (e) 상기 동적 네트워크에 상기 대상 단백질의 정적 특성 및 위치 정보가 인가되어 상기

아주대학교 의학과교수

소정의 조건에서의 단백질 피쳐(protein feature)가 생성되는 단계; 및(f) 상기 단백질 피쳐와 상기 위치-피쳐
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소정의 조건에서의 상기 대상 단백질의 위치가 결정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ethod for predicting cell differentiation―stage dependent
condition―specific subcellular localization of protein)

조건은 세포 분화에 따른 조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포 분화에 따른 조건별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구 성
•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순서도 및 참고도이다.

예측하기 위한 방법.

기술 차별성
• 특정 조건에서의 발현 프로파일의 수가 하나이더라도 대상 단백질의 정보와 특정 조건에서의 단백질 또는
유전자의 발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특정 조건에서 대상 단백질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세포의 분화에 따른 단백질의 특정 조건에서 대상 단백질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화공/신소재

기술 응용 분야
• 바이오,생명공학,유전자공학

관련 키워드
• 단백질,프로틴,유전자,프로파일

- 41 -

기계

• K R 1255437 B1 시간 및 외부자극 조건에 따른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 정보를 포함한 동적 기능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Method for predicting dynamic protein function including subcellular localization of
protein under stressful conditions
• K R 1255443 B1조건별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Method for predicting
condition―specific subcellular localization of protein)
• W O2012-093869 A2METHOD FOR PREDICTING LOCATION OF PROTEIN WITHIN CELL AND
MOLECULAR FUNCTION OF PROTEIN FOR EACH CONDITION

건축/ 환경

패밀리 특허

- 40 -

정보통신

• 개별 단백질 또는 유전자의 정적 특성, 단백질 또는 유전자의 발현 수준 등을 입력함으로써 세포 분화와
같이 발현 프로파일 샘플이 하나인 경우에도 소정의 조건에서 대상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subcellular localization of protein)

기술 특징
• (a) 대상 단백질의 정적 특성(static characteristics)이 입력되어 정적 피쳐(static feature)가 생성되는

2011-0001975

출원일

2011-01-07

단계;(b) 정적 단백질 상호작용(static protein-protein interaction) 정보가 입력되어 정적 네트워크(static

등록번호

KR1255443

등록일

2013-04-10

network)가 생성되는 단계; (c) 상기 대상 단백질의 이웃 단백질(neighborhood protein)의 정적 특성이

Main IPC

G06F-019/16

상기 정적 네트워크에 인가되어 네트워크 피쳐(network feature)가 생성되는 단계; (d) 상기 정적 피쳐 및

대표발명자
소 속

이기영

상기 네트워크 피쳐를 이용하여 위치-피쳐 모델(location-feature model)이 생성되는 단계; (e) 소정의

아주대학교 의학과교수

조건에서의 발현 프로파일(expression profile)을 이용하여 밀착성 점수(coherence score)가 연산되는
단계; (f) 상기 밀착성 점수가 상기 정적 네트워크에 가중치(weight)로서 부여되어 동적 네트워크(dynamic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조건별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 (Method for predicting condition―specific

network)가 생성되는 단계; (g) 상기 동적 네트워크에 상기 대상 단백질의 정적 특성 및 위치 정보가
인가되어 상기 소정의 조건에서의 단백질 피쳐(protein feature)가 생성되는 단계; 및(h) 상기 단백질 피쳐와
상기 위치-피쳐 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소정의 조건에서의 상기 대상 단백질의 위치가 결정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건별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

구 성
• 특정 단백질의 조건에 따라 예측된 위치 정보를 검증한 결과 사진이다.

정보통신

• 개별 단백질 또는 유전자의 정적 특성, 이웃 단백질과의 단백질 상호작용 정보, 단백질 또는 유전자의 발현
프로파일 등을 입력함으로써 소정의 조건에서 대상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 차별성
화공/신소재

• 대상 단백질의 정보, 단백질의 상호작용 정보 및 특정 조건에서의 단백질 또는 유전자의 발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특정 조건에서 대상 단백질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단백질의 특정 조건에서 모든 단백질에 거쳐서(proteome-wide)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도(conditionwide) 대상 단백질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기술 응용 분야
건축/ 환경

• 바이오,생명공학,유전자공학

패밀리 특허

관련 키워드
• 단백질,프로틴,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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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K R1310419 B1 세포 분화에 따른 조건별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Method for
predicting cell differentiation―stage dependent condition―specific subcellular localization of protein)
• K R 1255437 B1 시간 및 외부자극 조건에 따른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 정보를 포함한 동적 기능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Method for predicting dynamic protein function including subcellular localization of
protein under stressful conditions
• W O2012-093869 A2METHOD FOR PREDICTING LOCATION OF PROTEIN WITHIN CELL AND
MOLECULAR FUNCTION OF PROTEIN FOR EACH CONDITION

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페리오스틴의 신규한 용도
기술 특징

• 자 살유전자인 사이토신 데아미네이즈(cytosine deaminase)의 유전자에 의해 형질전환되어 사이토신

2011-0137189

출원일

2011-12-19

데아미네이즈를 발현하는 인간 신경줄기세포와,상기 자살유전자인 사이토신 데아미네이즈에 의해

등록번호

KR1339489

등록일

2013-12-03

항암물질인 5-FU(5-fluorouracil)로 전환되는 항암제 전구물질인 5-FC(5-fluorocytosine)와,상기 인간

A61K-035/30

신경줄기세포의 이동을 유도하는 페리오스틴의 유전자에 의해 형질전환되어 페리오스틴을 과발현시키고

대표발명자
소 속

이명애

Main IPC

분비하는 페리오스틴 과발현 세포로서, 신경교종 암세포들 주위에 국소적으로 존재하는 페리오스틴

아주대학교 의학과교수

과발현 세포를 포함하고,상기 페리오스틴 과발현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페리오스틴의 증가된 양에 따라
상기 인간 신경줄기세포의 신경교종 암세포들에 대한 표적화를 강화시키고, 이에 따라 상기 페리오스틴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New use of periostin)

과발현 세포 및 신경교종 암세포들 주위로 이동된 상기 인간 신경줄기세포에서 발현하는 사이토신

구 성

데아미네이즈에 의해 5-FC로부터 전환된 5-FU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상기 표적화된 신경교종 암세포들에
대해 제3자 효과(bystander effect)에 의한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교종 치료용 키트.

기술 차별성
• 신경줄기세포의 이동을 유도하는 페리오스틴 또는 페리오스틴을 분비하는 세포를 이용하여 신경질환
및/또는 뇌질환을 치료 및 예방하는 조성물 및 키트를 제공할 수 있다
• 또 한 신경줄기세포의 이동을 유도하는 페리오스틴 또는 페리오스틴을 분비하는 세포, 자살유전자를
발현하는 신경줄기세포 및 항암제 전구물질을 포함하는 암치료용 키트, 예를 들어 뇌암 치료용 키트를
제공할 수 있다.

기술 응용 분야

건축/ 환경

• 신경질환,암치료,치매

화공/신소재

• C6 쥐 신경교종 모델을 5개 그룹(A, B, C, D, E)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측정한 생존 그래프이다. 그룹 A는 HBSS
및 증류수를 투여한 그룹이고, 그룹 B는 자살유전자 발현 신경줄기세포(F3-CD) 및 증류수를 투여한그룹이며,
그룹 C는 자살유전자 발현 신경줄기세포(F3-CD) 및 5-FC를 투여한 그룹이며, 그룹 D는 페리오스틴 발현
세포(P-NIH3T3)(0.5×), 자살유전자 발현 신경줄기세포(F3-CD) 및 5-FC를 투여한 그룹이고, 그룹 E는
페리오스틴 발현 세포(P-NIH3T3)(2×), 자살유전자 발현 신경줄기세포(F3-CD) 및 5-FC를 투여한 그룹이다.

정보통신

• 페 리오스틴(periostin)의 신규한 용도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페리오스틴(periostin)이
신경줄기세포의 이동을 유도한다는 새로운 기능을 이용한 페리오스틴의 신규한 용도에 관한 것이다.

기계

관련 키워드
• 줄기세포,페리오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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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젖산균으로부터 유래된 신규 플라스미드 및
이를 포함하는 젖산균-대장균 셔틀 벡터
기술 특징

• 서열번호 1로 표시되는 염기서열을 갖는 플라스미드 pMBLT00.

2011-0060320

출원일

2011-06-21

등록번호

KR1249460

등록일

2013-03-26

Main IPC

C12N-015/63

대표발명자
소 속

이평천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교수

기술 차별성
• 대 장균 및 젖산균에서 유전물질 또는 단백질 등을 안정적으로 발현시키는 효율성 높고 편리한 발현
시스템으로 이용될 수 있다.
• 또한 세타(theta) 형태의 안정적인 복제 방식을 지니며, 젖산균에서 항생제와 같은 부가적 추가물질 없이
100 세대 이상에 걸쳐 안정하게 복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 novel plasmid from lactic acid bacteria and LAB-E.coli shuttle
vector comprising the same)

기술개요
기술 응용 분야
• 유제품,김치류, 발효식품

정보통신

• 젖 산균인 류코노스톡에서 분리된 플라스미드 pMBLT00 및 이를 이용하여 대장균과 젖산균에서
상호복제가 가능한 셔틀 벡터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구 성
• 류코노스톡에서 분리된 신규 플라스미드 pMBLT00의 지도이다.

화공/신소재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셔틀벡터, pMBLT02, 플라스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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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신규 디젤 분해 미생물의 동정 및 이를
이용한 디젤 분해 방법

기술 특징
• C9 ~ C30디젤을 분해하는 신규한 미생물 고르도니아 A-2(Gordonia sp. A-2)(수탁번호: KCTC 11900BP).

2011-0042099

출원일

2011-05-03

등록번호

KR1263774

등록일

2013-05-07

Main IPC

C12N-001/20

대표발명자
소 속

이평천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교수

기술개요

구 성
• 고르도니아 A-2의 16s Rdna 서열을 나타낸 도면이다

• 산 업 시설 및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디젤을 분해할 수 있어, 친환경적으로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유류로 오염된 토양 등을 효과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
• 또 한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법으로 오염 처리 비용이 저렴하며 기존에 알려진 유류 분해 미생물들에
비해서 다양한 탄소수의 디젤을 분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디젤을
분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그 리고 생육 조건에 있어 기존에 발견된 고르도니아 속의 미생물들과 비슷하지만 고르도니아
브론키알리스(Gordonia bronchialis)처럼 뭉쳐서 자라는 단점을 보이지 않으며, 고르도니아
아미칼리스(Gordoniaamicalis)에 비해서 생장 속도가 빠르다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기술 응용 분야

정보통신

• 디젤을 분해하는 신규한 미생물 고르도니아 A-2(Gordoniasp. A-2), 상기 미생물을 활성성분으로 함유하는
디젤 분해 조성물 및 상기 미생물을 이용하여 디젤을 분해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 차별성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Isolation of diesel-degrading microorganism Gordonia sp. A-2
and the diesel-degradation method use the same)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 토양환경, 오염 방제

화공/신소재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오일,기름,디젤,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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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스타필로잔틴 대사회로의 완성 및 대장균을 통한 신규
구조의 스타필로잔틴 유사 카로틴노이드의 생합성
기술 특징

• (i) 서열번호 1로 표시되는 염기서열을 갖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Staphylococcusaureus)로부터

2011-0042098

출원일

2011-05-03

유래된 유전자와 디아포파이토엔 신타제(CrtM; diapophytoene synthase) 유전자(서열번호 2),

등록번호

KR1293076

등록일

2013-07-30

디아포파이토엔 디새튜라제(CrtN; diapophytoene desaturase) 유전자(서열번호 3), 디아포뉴로스포렌

Main IPC

C12N-015/31

옥시다아제(CrtP; diaponeurosporene oxidase) 유전자(서열번호 4), 글리코실 트랜스퍼라아제(CrtQ;

대표발명자
소 속

이평천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교수

glycosyl transferase) 유전자(서열번호 5) 및 아실 트랜스퍼라아제(CrtO; acyl transferase)
유전자(서열번호 6)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를 대장균에 형질전환시키는 단계; (ii) 형질전환된
대장균을 배양액에서 배양하는 단계; 및(iii) 상기 배양액에서 테트라데카노일-글루코실-4,4'-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Construction of staphyloxanthin metabolic pathway and
biosynthesis of staphyloxanthin like carotenoids through E.coli)

디아포뉴로스포레노익산(tetradecanoyl-glucosyl-4,4'-diaponeurosporenoic acid) 및 헥사데카노일-

구 성

글루코실-4,4'-디아포뉴로스포레노익산(hexadecanoyl-glucosyl-4,4'-diaponeurosporenoic acid)인
카로틴노이드를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분리 및 정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대장균으로부터 카로틴노이드를
생산하는 방법.

정보통신

• 스 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Staphylococcus aureus)로부터 유래한 카로틴노이드 생합성 관련한
서열번호 1로 표시되는 신규 유전자, 상기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 상기 벡터를 이용하여
형질전환된 대장균 및 상기 대장균을 이용한 신규 카로틴노이드 유사 물질의 생합성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 차별성
• 대 장균과 같은 외래 숙주에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Staphylococcus aureus)로부터 유래한
스타필로잔틴 대사회로를 완성함으로써, 신규한 스타필로잔틴 유사 물질의 합성할 수 있으며,
유용물질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하는 효과가 있다.
• 또 한 상기 대사회로는 다른 작용기의 선택적 첨가 등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러한
새로운 작용기의 첨가는 물질의 용해도와 생리활성을 크게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화공/신소재

• 대장균에 구축한 스타필로잔틴(staphyloxanthin) 대사회로와 생합성된 카로틴노이드(carotenoid) 물질들을 나타낸
그림이다[(A)는 재구축한 스타필로잔틴 대사회로를 통해 대장균에서 생합성이 확인된 카로틴노이드 대사회로이며,
(B)는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메틸로모나스(Methylomonas) sp. strain 16a와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Staphylococcus
aureus)의 C30 카로틴노이드(carotenoid)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를 비교한 그림이다].

기술 응용 분야
건축/ 환경

• 합성식물, 대사공학

기계

관련 키워드
• 카로틴노이드, 대장균,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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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아젤라잔틴Ａ 대사회로의 구축 및 대장균을
통한 아젤라잔틴Ａ의 합성
기술 특징

• 서열번호 5로 표시되는 베타-카로틴 디새튜라아제(β-carotene desaturase; CrtU) 유전자 및 서열번호

2010-0122196

출원일

2010-12-02

6으로 표시되는 베타-카로틴 하이드록실라제(β-carotene hydroxylase; CrtZ) 유전자를 포함하는 하기

등록번호

KR1299567

등록일

2013-08-19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아젤라잔틴 A(agelaxanthin A) 생산용 대장균의 형질전환용 벡터.

Main IPC

C12N-015/70

대표발명자
소 속

이평천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교수

기술 차별성
• 자연계에서 얻기 힘든 카로틴노이드인 아젤라잔틴 A를 대장균을통해 높은 효율로 생산할 수 있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Construction of agelaxanthin A metabolic pathway and synthesis
of agelaxanthin A through E.coli)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기술개요
기술 응용 분야
정보통신

• 자연계에서 희귀한 카로틴노이드인 아젤라잔틴 A(agelaxanthin A)를 생산하기 위한 대장균의 형질전환용
벡터, 상기 벡터로 형질전환된 대장균 및 상기 대장균으로부터 아젤라잔틴 A(agelaxanthin A)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열번호 5로 표시되는 베타-카로틴 디새튜라아제(β-carotene
desaturase; CrtU) 유전자 및 서열번호 6으로 표시되는 베타-카로틴 하이드록실라제(β-carotene hydroxylase;
CrtZ) 유전자를 포함하는 형질전환용 벡터 및 이로 형질전환된 대장균과 상기 대장균으로부터 아젤라잔틴
A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 식품색소,기능성 식품,화장품 원료,약학

화공/신소재

구 성
• 대장균 내에 구축된 브레비박테리움 리넨스(Brevibacterium linens)의 카로틴노이드 생합성 회로(실선)및
브레비박테리움 리넨스(Brevibacterium linens)에서 발견되는 카로틴노이드(carotenoid) 생합성 회로(점선)를
나타낸 그림이다.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아젤라잔틴,카로틴노이드,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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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후두하 지역에서 탐침 밀착을 위한
단순화된 고정장치

기술 특징
• 전두부의 전방에 위치하는 전두 지지대 및 후두부의 후방에 위치하는 후두지지대를 포함하는 지지대;상기

2011-0113172

출원일

2011-11-02

전두 지지대에 일단이 연결되고 머리의 좌측 및 우측에 위치하는 한 쌍의 측면 고정부;상기 후두 지지대와

등록번호

KR1333911

등록일

2013-11-21

연결되는 후면 고정부;상기 측면 고정부의 타단에 각각 일단이 연결되어 다수의 조절부에 의해 길이가

A61B-005/026

조절되는 한 쌍의 연결 벨트;상기 후면 고정부에 고정되고 상부 연결바 및 하부 연결바로 이루어진 다수의

대표발명자
소 속

홍지만

Main IPC

연결바; 및상기 다수의 연결바 중 어느 하나의 타단에 탐침을 고정하기 위해 제공되는 탐침 고정부;를

아주대학교 의학과교수

포함하고,상기 다수의 연결바는 서로 다른 길이의 상기 상부 연결바 및 상기 상부 연결바와 소정의
각도를 이루는 상기 하부 연결바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어느 하나의 연결바가 선택됨으로써 서로 다른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Simply-designed probe fixation device for the tight
contracts in the suboccipital area)

형상의 상기 후두부에 밀착하도록 착탈 가능하며,상기 후두 지지대는 상기 후두부와 접하는 중앙부와

구 성

상기 중앙부보다 곡률이 큰 측면부로 이루어지는 라운딩처리된 원호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후두하

정보통신

• 상부 연결바와 하부 연결바가 이루는 각의 크기 및 상부 연결바의 길이가 다른 연결바를 탈부착할 수 있는
후두하 지역에서 탐침 밀착을 위한 단순화된 고정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지역에서 탐침 밀착을 위한 단순화된 고정장치.

기술 차별성

• 밀착형 후두하 탐침 고정장치의 일 방향에서의 사시도.

건축/ 환경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10 : 지지부
▷▷ 11 : 전두 지지대
▷▷ 12 : 후두 지지대
▷▷ 20 : 고정부
▷▷ 21 : 측면 고정부
▷▷ 22 : 후면 고정부
▷▷ 30 : 체결부

• 상 부 연결바와 하부 연결바가 이루는 각의 크기 및 상부 연결바의 길이가 다른 연결바의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두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탈부착이 가능하여 생산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또한, 후두 지지대를 원호 형태로 제작함에 따라 후두가 후두 지지대에 밀착되어 탐침을 통한 시술을보다
효율적으로 진행과 함께 안정감 있게 시술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 아울러, 후두 지지대의 양측면에 다수의 조절부를 설치하여 다양한 두상의 둘레에 맞게 조절함에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뇌의학, 의료기구

패밀리 특허
• WO2013-065902 A1 SIMPLIFIED SUBOCCIPITAL PROBE FIXING DEVICE FOR CLOSE CONTACT

기계

관련 키워드
• 뇌,수술,후두하, 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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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기술이전 전담
연락처 : 031-219-3734
이메일 : jhbae98@ajou.ac.kr

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규칙기반 개체 인식을 이용한 스케줄
자동 관리 시스템 및 방법
기술 특징

• 적어도 하나의 개체를 포함하는 전달 정보에 대한 스케줄을 관리하는 스케줄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2011-0042393

출원일

2011-05-04

개체의 의미 인식을 위한 제1 설정 정보와 상기 전달 정보가 스케줄 정보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제2

등록번호

KR 1271088

등록일

2013-05-29

설정 정보를 정의하는 설정 정보 정의부;상기 전달 정보에 포함된 개체의 형태소 정보 및 상기 제1 설정

Main IPC

G06F-017/27

정보를 기초로 상기 개체의 의미를 인식하고, 상기 개체의 의미에 대응되는 속성정보를 생성하는 속성

대표발명자
소속

김민구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정보 생성부;상기 제2 설정 정보에 따라 상기 전달 정보가 사용자의 스케줄과 관련된 스케줄 정보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스케줄 판별부; 및상기 스케줄 판별부에서 스케줄 정보로 판별된 상기 전달 정보 중
스케줄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스케줄 관리부를 포함하고,상기 스케줄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N AUTOMATIC SCHEDULE MANAGEMENT SYSTEM AND METHOD
USING RULE-BASED ENTITY RECOGNITION)

판별부는,상기 제2 설정 정보는 스케줄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의하여 미리 설정된 필수 타입 정보와 요구
• 규칙기반 개체명 인식을 이용하여 전달 정보로부터 스케줄 정보를 자동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타입 정보를 더 포함하고,상기 제2 설정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전달 정보에 포함된 개체 중에서 스케줄과

상기 전달 정보에 포함된 개체 중에서 요구 타입 정보와 관련된 개체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상기 전달

구 성

정보가 스케줄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스케줄 템플릿 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

• 스케줄 자동 관리 시스템을 나타내기 위한 참고도이다.

정보통신

관련된 개체를 선별하고, 상기 전달 정보가 스케줄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스케줄 매칭 판단부; 및

자동 관리 시스템.

• 전달 정보가 수신된 경우, 전달 정보로부터 개체를 인식하여 스케줄에 관련된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 100 : 설정정보 정의부

이를 스케줄에 추가시켜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된다.

▷▷ 200 : 속성정보 생성부

화공/신소재

기술의 효과

▷▷ 300 : 스케줄 판별부

기술 응용 분야

▷▷ 400 : 스케줄 관리부

건축/ 환경

• 일정관리, 예약관리

관련 키워드
기계

• 일정관리, 스케줄

- 58 -

- 59 -

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지식 관리 시스템
기술 특징

• 온톨로지 언어로 표현된 입력을 해석하여 지식 선언과 지식 검색으로 분류하는 입력 해석부; 상기 입력 해석부의

2006-0111969

출원일

2006-11-14

해석 결과 상기 입력이 지식 선언인 경우, 상기 지식 선언을 저장하는 지식 베이스; 상기 입력 해석부의 해석

등록번호

KR 1289127

등록일

2013-07-17

결과 상기 입력이 지식 검색인 경우, 상기 지식 베이스에 저장된 지식을 검색하여 상기 입력에 대한 응답을

G06F-017/30

출력하는 질의 응답부; 및 상기 입력에 대해 상기 지식 베이스에 저장된 개념들과의 관계를 추론하는 지식

대표발명자
소속

이건수

Main IPC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추론부를 포함하며,상기 지식 추론부는, 입력된 개념을 원자 개념으로 전개하는 전개부; 전개된 원자 개념
중 중복되는 개념을 삭제하여 정규화하는 정규화부; 및 정규화된 개념이 상기 지식 베이스에 저장된 개념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충돌 검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 관리 시스템

기술개요

기술의 효과
•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저사양 장치들의 지식 관리에 효율적으로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
•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순화된 프레임 기반 지식 표현 및 처리 엔진을 제공한다

구 성
• 지식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정보통신

• 유 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순화된 프레임 기반의
지식 표현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식 표현을 처리하는 지식 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Knowledge managing system)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유비쿼터스, 빅데이터, 마이닝, 온톨로지

▷▷ 100 : 지식 관리 시스템
▷▷ 110 : 입력해석부
▷▷ 120 : 지식 베이스
▷▷ 130 : 질의 응답부
▷▷ 140 : 지식 추론부

건축/ 환경

▷▷ 142 : 전개부
▷▷ 144 : 정규화부
▷▷ 146 : 충돌검사부

기계

관련 키워드
• 유비쿼터스, 지식관리, 추론,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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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커뮤니티 컴퓨팅을 위한 정책 기반 충돌 해결 방법
기술 특징

• 커뮤니티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2007-0006234

출원일

2007-01-19

커뮤니티 컴퓨팅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커뮤니티 컴퓨팅 시스템 모델이 각각의 컴퓨팅 요소에

등록번호

KR 1288137

등록일

2013-07-15

배치되도록 모델스크립트(model script)를 각각의 컴퓨팅 요소로 출력하는 커뮤니티 개발부를 포함하며,

G06Q-050/00

상기 정보는 상기 커뮤니티 컴퓨팅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하며,

대표발명자
소속

김민수

Main IPC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CML(community computing modeling language) 형태 또는 CIM-PI(community implement model-platform
independent) 형태로 기술되며,상기 커뮤니티 개발부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입력된 정보가 CML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Policy based conflict resolution in community computing)

형태인지 또는 CIM-PI 형태인지 판단하고, 판단된 결과에 따라 커뮤니티 모델을 생성하는 모델 구축부; 상기
생성된 커뮤니티 모델을 저장하는 커뮤니티 모델 저장부; 및 상기 커뮤니티 모델 저장부에 저장된 커뮤니티
모델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스크립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모델 변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뮤니티 컴퓨팅 개발 시스템.

구 성

기술의 효과

• 커뮤니티 컴퓨팅 시스템의 블록도임

정보통신

• 커뮤니티 컴퓨팅 시스템에서의 충돌 방지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커뮤니티 컴퓨팅 개발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 커 뮤니티 컴퓨팅 시스템에서 동적으로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하여 커뮤니티 컴퓨팅 시스템의 장점을

• 종래의 커뮤니티 컴퓨팅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기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관한

▷▷ 610 : 사용자 인터페이스

코드를 자동적으로 생성함으로써 기존의 커뮤니티 컴퓨팅 시스템에 비해 생산성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 620 : 커뮤니티 개발부

사용자의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621 : ,커뮤니티 모델 저장부

화공/신소재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600 : 커뮤니티 컴퓨팅 시스템

▷▷ 623 : 모델 구축부

▷▷ 6233 : PI 구축부

건축/ 환경

기술 응용 분야

▷▷ 6231 : CML구축부

• 로봇제어, 커뮤니티 컴퓨팅,

▷▷ 625 : 모델 변환부
▷▷ 6251 : CML 변환부
▷▷ 6253 : PI 변환부
▷▷ 6255 : PS 변환부

기계

▷▷ 630 : 모델 스크립트

관련 키워드
• 로봇제어, 커뮤니티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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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리튬니오베이트 기판의 표면개질방법
기술 특징
• SAW 센서 제조시 PMMA 재질의 도파관(waveguide) 박막의 부착성 향상을 위하여, 건식표면처리 및

출원번호

2011-0008080

출원일

2011-01-27

등록번호

KR 1298050

등록일

2013-08-13

소속

김재호

Main IPC

C01G-033/00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

기술의 효과
• 기 존 리튬니오베이트 및 리튬탄탈레이트 기판 상에서, 표면 결정구조의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서
용액반응만으로는 표면개질이 잘 안되거나, 표면개질 반응을 위해 반응성이 너무 큰 화합물을

기술개요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습식표면처리를 통해 화학적 기능기를 표면에 도입하는 리튬니오베이트 기판의 표면개질방법.

생명/의학

(Method for modifying surface of lithium niobate plate)

사용함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소자의 금속 패턴손상 및 공정의 복잡성 등을 배제할 수 있다.
• 건식 활성화 방법을 통해 리튬니오베이트 및 리튬탄탈레이트 기판 표면의 결정구조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종전에는 진행되지 않았던 훨씬 안정되고 용이한 용액 환경에서의 표면개질 및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이 와 같은 공정상의 이득은 기판과 유기박막의 표면결합력을 현저히 증대함으로 해서 러브파(love

구 성
• 표면 개질을 위한 건식 및 습식 혼합공정 예시도이다

정보통신

• 표 면탄성파 소자용 기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리튬니오베이트 기판 상에서, 유기박막과 기판 간의
표면 결합력을 증대시키거나 특정 작용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판의 표면을 개질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wave)로의 안정적인 형성 및 보다 복잡한 형태의 구조적 변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화공/신소재

기술 응용 분야
• 기판제조,공정, 바이오센싱
▷▷ 110 : 건식 표면 처리 단계
▷▷ 111 : 건식 표면 처리 장치

건축/ 환경

▷▷ 112 : 리튬니오베이트 기판
▷▷ 120 : 습식 표면 처리 단계
▷▷ 121 : 표면 개질 용액
▷▷ 122 : 오븐

기계

관련 키워드
• PCB, 기판 표면, 리튬니오베이트, 표면개질, 습식표면처리, 건식표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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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반도체 장치의 콘택홀 형성방법
기술 특징

• 절 연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상에 마스크 패턴을 형성하는 제1단계;상기 마스크의 벽면 및 상부에

2011-0074044

출원일

2011-07-26

불화탄소 함유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제1 보호막을 증착하는 제2단계; 상기 제1 보호막을 식각 마스크로

등록번호

KR 1263666

등록일

2013-05-07

하여 불화탄소 함유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상기 절연막을 식각하여 콘택홀을 형성하는 제3단계; 및상기

Main IPC

H01L-021/28

제1보호막과 콘택홀 벽에 불화탄소 함유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제2 보호막을 증착하는 제4단계;를

대표발명자
소속

김창구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

포함하고, 상기 제1단계의 마스크 패턴은 무정형탄소막(amorphous carbon layer, ACL) 이며, 상기
제3단계와 상기 제4단계는 순차적으로 2회 이상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콘택홀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ETHOD FOR FABRICATING CONTACT HOLE FOR
SEMICONDUCTOR DEVICE)

형성방법.

기술의 효과
• 복잡한 공정이나 새로운 설비를 적용하지 않고도 광학적 lithography을 사용하면서 100 nm이하의 선폭,
높은 종횡비(aspect ratio) 및 높은 비등방성(anisotropy)을 가지며, narrowing 현상이 개선됨

구 성
• 콘택홀 형성방법의 공정도이다.

정보통신

• 반도체 장치의 콘택홀 직경을 수십 나노미터로 최소화할 수 있고, 종횡비가 높은 콘택홀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반도체, PCB, 기판, 전자소자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반도체 장치, 콘택홀, 마스크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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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원가 회계 게임 교구 및 원가 회계 게임 방법
기술 특징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의 내용을 기록한

2011-0003101

출원일

2011-01-12

복수개의 카드;회사의 각 부서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 복수개의 전표;상기 카드와 상기 전표를

등록번호

KR 1331026

등록일

2013-11-13

놓는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회사의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를 포함한 상기 제품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A63F-003/00

제조 원가 게임 보드;상기 제품의 원가를 중심점별로 계산할 수 있는 원가 중심점 설계 보드; 및상기 계산된

대표발명자
소속

박재일

Main IPC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중심점별 원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원가 배부 보드를 포함하는 원가 회계 게임 교구에 있어서,상기 각 부서는
생산관리부, 설계부, 제조부, 자재부, 총무부, 구매부, 품질관리부, 인사부 및 회계부를 포함하고,상기 복수개의
카드는 기초재고 카드, 구매카드, 임율카드, 인원카드, 경비카드를 포함하여 구성되고,상기 복수개의 전표는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Cost accounting game model and Cost accounting game mothod)

생산계획서, 작업의뢰 및 확인서, 자재명세서, 작업시간보고서, 재료출고청구서, 재료구입청구서, 자재주문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계산된 중심점별 원가는 상기 각 부서의 수행 업무를 기초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출하는 지원 중심점과 상기 제품의 제조 공정을 기초로 원가를 산출하는 제조 중심점을 포함하여
산출되고,상기 지원 중심점은 제 1 관리 중심점,제2 관리 중심점 및 엔지니어링 중심점을 포함하고, 상기 생산
관리부, 상기 총무부, 상기 자재부, 상기 구매부는 상기 제 1 관리 중심점에, 상기 인사부, 상기 회계부는 상기

구 성

정보통신

• 실 제 원가회계를 기준으로 구성된 교육 기자재로서 복수의 카드, 룰랫, 케이스, 조립도구, 케이싱을
포함하고, 가상 회사의 경영, 제조, 판매, 구매 업무에 관한 게임을 수행케 함에 따라 원가 회계
입문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각 기업의 특징에 맞게 부서, 공정들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지, 휴대, 유지 관리가 용이한 원가 회계 교구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제 2관리 중심점에, 상기 설계부, 상기 품질관리부는 상기 엔지니어링 중심점에 포함되고,상기 원가 회계 게임
교구는, 상기 회사의 매출 이익을 최대화시키도록 상기 생산계획서에서 제시되는 제품의 개수에 따라 제품별
생산 비율이 결정되고, 부품별 자재를 명시해 놓은 상기 자재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양이 결정되고, 상기
복수개의 카드에 기재된 정보와 상기 제조 원가 게임보드에서 노무비 획득 게임을 통해 획득된 직접작업시간 및
간접작업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원가 배부 보드에 제시된 중심점별로 원가를 배부하여 제품 출고 단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가 회계 게임 교구.

• 회사의 부서별 실시사항과 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가 획득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교육자가 직접 원가정보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 전반에 걸쳐 현실적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건축/ 환경

기술의 효과

화공/신소재

• 원가 회계 게임 교구의 제조 원가 게임 보드가 도시된 개략도이다.

장점이 있다.

기계

기술 응용 분야
• 교육, 게임, 회계,

관련 키워드
• 보드게임, 원가, 재무, 회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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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움직임 추정 방법 및 움직임 추정 장치
기술 특징

• 마스크 방식을 이용한 제 1 탐색위치들의 탐색여부 정보들 및 상기 제 1 탐색위치들 중 탐색을 수행할

2011-0112897

출원일

2011-11-01

위치들의 개수 정보가 저장되는 제 1 레지스터;탐색시작위치로부터 제 2 탐색위치들까지의 거리정보들 및 상기

등록번호

KR 1323863

등록일

2013-10-24

거리정보들 중 상기 탐색시작위치로부터 탐색을 원하는 상기 제 2 탐색위치들까지의 거리정보들의 개수 정보가

H04N-007/32

저장되는 제 2 레지스터;상기 탐색시작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명령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명령어에

대표발명자
소속

선우명훈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따라 상기 제 1 레지스터의 정보들 또는 상기 제 2 레지스터의 정보들을 참조하여 쉬프트 인에이블신호,
선택신호 및 PEG 인에이블신호를 생성하는 제어부;상기 쉬프트 인에이블신호에 응답하여 기준프레임의
탐색영역 내의 기준데이터를 쉬프트하여 출력하거나 상기 수신된 기준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는 쉬프트부;상기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otion estimation method and motion estimation apparatus)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쉬프트부의 출력 데이터 중 일부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전부를 출력하는
선택부;현재프레임의 현재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PEG 인에이블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현재데이터와 상기
선택부의 출력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연산하는 복수의 PEG(Process Element Group)들을 포함하는 PE(Process
Element) 어레이; 및상기 복수의 연산 결과들을 이용하여 블록 크기별 연산결과들을 생성하고, 상기 블록 크기별

구 성
• 2D SAD(Sum of Absolute Different) 연산기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움직임 추정 장치

기술의 효과

▷▷ 210 : 기준데이터 버퍼

• 명령어에 응답하여 탐색모드에 따라 동시에 복수의 블록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탐색원점으로부터

▷▷ 220 : 현재 데이터버퍼

가까운 정방형의 탐색패턴인 경우 또는 넓은 영역에 패턴들이 펼쳐져 있는 탐색패턴들인 경우에 따라

▷▷ 230 : 제 1 레지스터

효율적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변블록에 대한 연산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공/신소재

▷▷ 200 : 움직임 추정 장치

연산 결과들을 서로 비교하여 최적 연산값과 움직임벡터를 출력하는 비교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

• 탐 색 모 드 에 따 라 동 시 에 복 수 의 블 록 들 을 병 렬 적 으 로 처 리 하 고 가 변 블 록 에 대 한 적 응 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움직임 추정 방법 및 움직임 추정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 240 : :제 2 레지스터

▷▷ 260 : 쉬프트부

• 미디어, IPTV, 영상 콘텐츠, 모션감지, 프레임 보정

▷▷ 270 : 선택부
▷▷ 280 : PE(Process Element) 어레이

패밀리 특허

▷▷ 290 : 비교부

건축/ 환경

기술 응용 분야

▷▷ 250 : 제어부

• WO2013-065977 A1 METHOD AND APPARATUS FOR ESTIMATING MOTION

기계

관련 키워드
• 미디어, 영상, 화소, 프레임,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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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다중 루프 탈출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가속장치
기술 특징

• 하나 이상의 다중루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에서 각각의 루프에 대한 탈출 조건을 저장하는 탈출 조건

출원번호

2011-0109404

출원일

2011-10-25

저장부; 및상기 루프의 탈출조건과 상기 다중 루프 중 적어도 하나의 루프에 대하여 상기 루프의 탈출과

등록번호

KR 1340459

등록일

2013-12-05

관련된 변수를 비교하여 루프 탈출여부를 결정하는 탈출여부 판단부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가속장치

소속

선우명훈

Main IPC

G06F-009/46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기술의 효과
• 상기된 본 발명에 의하면 루프 탈출 조건에 대해 부가적인 명령어 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루프 탈출 조건에
따라 각 다중 루프별 루프 초기 조건을 제어할 수 있어 다중 루프 내 중도 탈출 조건이 필요한 응용 구현 시

기술개요

구 성

프로세서의 처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저전력 구현이 가능하다.

정보통신

• 디 지 털 신 호 처 리 시 스 템 에 관 한 것 으 로 , 특 히 프 로 그 램 가 능 한 프 로 세 서 에 서 다 중 루 프 를
구현하는 시스템 및 실행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생명/의학

(An accelerator supporting multiple loop escape)

기술 응용 분야
• DSP, 디지털 신호처리

• 다중루프를 포함한 프로세스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화공/신소재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다중루프, DSP, 디지털 신호처리, 하드웨어 가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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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동영상 신호의 프레임율을 증가 변환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
기술 특징

• 정방향 움직임 벡터 필드와 역방향 움직임 벡터 필드에 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블록의 예상 움직임 벡터를

2011-0094876

출원일

2011-09-20

구하고, 그 구한 예상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정방향 움직임 벡터 필드와 상기 역방향 움직임 벡터

등록번호

KR 1299196

등록일

2013-08-16

필드 각각에 대한 평탄화를 수행하여 평탄화된 정방향 움직임 벡터와 평탄화된 역방향 움직임 벡터를 구하는

대표발명자

선우명훈

Main IPC

H04N-007/32

평탄화 수행부;상기 평탄화된 정방향 움직임 벡터와 상기 평탄화된 역방향 움직임 벡터 각각에 대한 보간을

소속

수행하여 정방향 보간 프레임과 역방향 보간 프레임을 생성하는 보간 수행부;상기 정방향 보간 프레임과 상기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역방향 보간 프레임을 조합하는 프레임 조합부; 및인트라 예측을 이용하여 조합된 하나의 보간 프레임에 대한
홀 보간을 수행하는 홀보간 수행부;를 포함하는 동영상 신호의 프레임율을 증가 변환하기 위한 장치.

기술개요

기술의 효과
• 이전에 연산된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 평탄화 결과를 이용하여 예상 움직임 벡터를 구하고 그 구한 예상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움직임 벡터를 평탄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아웃라이어(outlier)를 제외시킬 수

구 성

정보통신

• 이 전에 연산된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 평탄화 결과를 이용하여 예상 움직임 벡터를 구하고
그 구한 예상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움직임 벡터를 평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동영상 신호의
프레임율을 증가 변환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PPARATUS FOR UP-CONVERTING FRAME RATE OF VIDEO
SIGNAL AND METHOD THEREOF)

있는 효과가 있다.

• 다중루프를 포함한 프로세스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 S120 : 정방향과 역방향 움직임 백터 필드 각각에 대한
평탄화를 수행하여 정방향 또는 역방향 움직임
벡터를 구함
▷▷ S130 : 정방향 움직임 벡터 필드와 역방향 움직임 벡터

• 또 한, 움직임 벡터를 통한 프레임 보간에 있어 화소 위치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평균 보간을
수행함으로써, 중첩영역에 의해 발생되는 블록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그리고 홀 보간 과정에서 수직, 수평, 좌하, 우하 네 가지 방향에 대한 주변 화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홀 보간을 수행함으로써, 물체의 경계나 특정 패턴이 있는 영역에서도 부드러운 보간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화공/신소재

▷▷ S110 :정방향과 역방향 움직임 백터 필드를 구함

필드 각각으로부터 구한 평탄화된 정방향 움직임

보간을 각각 수행하여 정방향 보간 프레임과 역방향

기술 응용 분야

건축/ 환경

벡터와 평탄화된 역방향 움직임 벡터에 대한 영상

• IPTV, 미디어, 영상콘텐츠, 디스플레이, LCD

보간 프레임을 생성함
▷▷ S140 : 정 방 향 보 간 프 레 임 과 역 방 향 보 간 프 레 임 을
조합한다
▷▷ S150 : 인트라 예측(intra prediction)을 이용하여 조합된

기계

하나의 보간 프레임에 대한 홀 보간을 수행한다

관련 키워드
• 벡터, 모션, 움직임, 평탄화, 화소, 프레임벡터, 모션, 움직임, 평탄화, 화소,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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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ＱＰＳＫ전송 시스템을 위한 반송파 복원
장치 및 그 방법
기술 특징

• 수신된 신호에서 데이터에 의해 발생된 위상 정보를 제거하여 상기 위상 정보가 제거된 신호를 출력하는

2011-0082119

출원일

2011-08-18

데이터 의존성 제거 모듈;상기 위상 정보가 제거된 신호를 일정 개수만큼 누적하여 그 누적된 신호들의

등록번호

KR1257357

등록일

2013-04-17

평균값을 출력하는 평균화 모듈;상기 평균값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된 신호의 각도를 측정하는 각도측정

대표발명자

선우명훈

Main IPC

H04L-027/18

모듈; 및측정된 상기 각도를 기반으로 상기 수신된 신호의 위상 오차를 추정하는 페이즈 언래핑 모듈;을

소속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교수

포함하는 QPSK 전송 시스템을 위한 반송파 복원 장치

기술의 효과

기술개요

• 고속 광통신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QPSK 변조방식에 대해 곱셈기를 대신하여 비교기를 이용하여 데이터
의존성을 제거하여 위상 오차를 추정하고 그 추정된 위상 오차를 이용하여 반송파 위상을 복원함으로써,
하드웨어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고속 광통신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QPSK 변조방식에 대해 곱셈기를 대신하여 비교기를 이용하여데이터

구 성

의존성을 제거하여 위상 오차를 추정하고 그 추정된 위상 오차를 이용하여 반송파 위상을 복원함으로써,

• 반송파 복원 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정보통신

• 고 속 광통신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변조방식에 대해
곱셈기를 대신하여 비교기와 덧셈기를 이용하여 데이터 의존성을 제거하고 위상 오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QPSK 전송 시스템을 위한 반송파 복원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CARRIER RECOVERY APPARATUS FOR QPSK TRANSMISSION
SYSTEM AND METHOD THEREOF)

동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화공/신소재

기술 응용 분야
• 고속 광통신,무선통신,QPSK

건축/ 환경

▷▷ 110: 데이터 의존성 제거 모듈
▷▷ 120: 평균화 모듈
▷▷ 130: 각도측정 모듈
▷▷ 140: 페이즈 언래핑 모듈
▷▷ 150: 곱셈기

기계

관련 키워드
• QPSK, 반송파 복원,위상오차,곱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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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ＯＦＤＭ시스템을 위한 ＭＲＭＤＣ구조의
고속 푸리에 변환 장치
기술 특징

• Radix-4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제1 스테이지, Radix-8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제2 스테이지와

2011-0037861

출원일

2011-04-22

제3 스테이지를 포함하는 MRMDC 구조의 고속 푸리에 변환 장치에 있어서,상기 제1 스테이지에 입력으로

등록번호

KR1249371

등록일

2013-03-26

들어온 다수의 데이터 열들을 서로 다른 8개의 데이터 경로로 나누어 출력하는 스위치;상기 8개의 데이터

대표발명자

선우명훈

Main IPC

H04L-027/26

경로로부터 입력된 8개의 데이터 열을 기반으로 Radix-4 알고리즘에 따라 버퍼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소속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교수

2개의 Radix-4 버터플라이;상기 Radix-4 버터플라이로부터의 8개의 데이터 경로 중 인접한 2개의 데이터
경로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2개의 데이터 경로로 입력된 데이터 열 중 어느 하나의 데이터 열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멀티플렉서;상기 멀티플렉서로부터의 4개의 데이터 경로를 포함하는 12개의 데이터 경로 중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FAST FOURIER TRANSFORM PROCESSOR USING MRMDC
ARCHITECTURE FOR OFDM SYSTEM)

10개의 데이터 경로 상에 구비되어 입력된 데이터 열 각각에 서로 다른 트위들 팩터를 곱하여 출력하는
복소 곱셈기; 및상기 제2 스테이지에서의 버터플라이 연산을 위해 상기 트위들 팩터에 곱해진 데이터 열을
포함하는 12개의 데이터 열을 서로 다른 12개의 데이터 경로로 나누어 출력하는 교환기를 포함하되, 상기
복소 곱셈기는 상기 12개의 데이터 경로 중 순차적으로 제2 데이터 경로, 제3 데이터 경로, 제4 데이터
경로, 제5 데이터 경로, 제6 데이터 경로, 제8 데이터 경로, 제9 데이터 경로, 제10 데이터 경로, 제11 데이터
경로 상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RMDC 구조의 고속 푸리에 변환 장치

교환기를 거쳐 두 번째 스테이지로 입력시킴으로써, 복소 곱셈기의 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대표도면은 ~에 관한 기술임[대표도면에 해당하는 항목 설명

•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수행되던 곱셈 연산을 앞의 교환기 이전에서 미리 연산하여 그 연산된 결과를

화공/신소재

기술의 효과
•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수행되던 곱셈 연산을 앞의 교환기 이전에서 미리 연산하여 그 연산된 결과를

구 성

정보통신

• O F D M 시 스 템 을 위 한 M R M D C 구 조 의 2 5 6 - 포 인 트 F F T 알 고 리 즘 처 리 에 있 어 서 M R M D C
구조의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수행되던 곱셈 연산을 앞의 교환기 이전에서 미리 연산하여 그
연산된 결과를 교환기를 거쳐 두 번째 스테이지로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한 OFDM 시스템을
위한 MRMDC 구조의 고속 푸리에 변환 장치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 또 한 첫 번 째 스 테 이 지 에 서 필 요 한 버 터 플 라 이 연 산 부 를 하 나 의 R a d i x - 2 / 4 버 터 플 라 이
구조로 구현하여 선택적으로 Radix-2 또는 Radix-4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수행되던 곱셈 연산을 앞의 교환기 이전에서 미리 연산하여 그 연산된 결과를
교환기를 거쳐 두 번째 스테이지로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한 OFDM 시스템을 위한 MRMDC
구조의 고속 푸리에 변환 장치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교환기를 거쳐 두 번째 스테이지로 입력시킴으로써, 연산 싸이클을 증가시키지 않고 하드웨어 복잡도를

▷▷ 110: 버터플라이 연산부,

•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필요한 버터플라이 연산부를 하나의 Radix-2/4 버터플라이 구조로 구현하여

▷▷ 112: 제1 지연소자,

선택적으로 Radix-2 또는 Radix-4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수행되던 곱셈 연산을

▷▷ 113: Radix-2/4 버터플라이

앞의 교환기 이전에서 미리 연산하여 그 연산된 결과를 교환기를 거쳐 두 번째 스테이지로 입력시킴으로써,

▷▷ 114: 제2 지연소자

건축/ 환경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111: 스위치,

버터플라이 연산기와 복소 곱셈기의 수를 모두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115a, 115b, 115c: 제1 멀티플렉서
▷▷ 116a, 116b, 116c, 116d: 제2 멀티플레서

기계

기술 응용 분야

▷▷ 117: 복소 곱셈기

• OFDM, 연산기,곱셈기

▷▷ 118: 교환기, 119: 제3 지연소자

관련 키워드
• OFDM, 직교분할 다중 통신, MRMDC, 버터플라이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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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ＯＦＤＭ 시스템을 위한 ＭＲＭＤＣ 구조의
고속 푸리에 변환 장치
기술 특징

• Radix-2 또는 Radix-4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제1 스테이지, Radix-8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제2

2011-0037862

출원일

2011-04-22

스테이지와 제3 스테이지를 포함하는 MRMDC 구조의 고속 푸리에 변환 장치에 있어서,상기 제1 스테이지에

등록번호

KR1249372

등록일

2013-03-26

입력으로 들어온 다수의 데이터 열들을 서로 다른 4개의 데이터 경로로 나누어 출력하는 스위치;상기

대표발명자

선우명훈

Main IPC

H04L-027/26

스위치로부터의 서로 다른 4개의 데이터 경로 중 3개의 데이터 경로에 구비되어, 서로 다른 지연시간을

소속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교수

이용하여 상기 4개의 데이터 열의 거리를 조정하는 제1 지연소자;상기 4개의 데이터 경로로부터 입력된 4개의
데이터 열을 기반으로 Radix-2 알고리즘 또는 Radix-4 알고리즘에 따라 버퍼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Radix-2/4
버터플라이;상기 Radix-2/4 버터플라이로부터의 서로 다른 4개의 데이터 경로 중 3개의 데이터 경로에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FAST FOURIER TRANSFORM PROCESSOR USING MRMDC
ARCHITECTURE FOR OFDM SYSTEM)

구비되어, 서로 다른 지연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4개의 데이터 열의 거리를 조정하는 제2 지연소자;상기 Radix-2
알고리즘 또는 Radix-4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멀티플렉서;상기 제2 스테이지에서의 버터플라이 연산을 위해
상기 Radix-2/4 버터플라이로부터 출력된 4개의 데이터 열을 서로 다른 8개의 데이터 경로로 나누어 출력하는
교환기; 및상기 교환기로부터의 서로 다른 8개의 데이터 경로 중 7개의 데이터 경로에 구비되어, 서로 다른
지연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8개의 데이터 열의 거리를 조정하는 제3 지연소자;를 포함하는 MRMDC 구조의 고속

구 성

정보통신

• O FDM 시스템을 위한 MRMDC 구조와 관련하여 상기 MRMDC구조의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필요한 버터플라이 연산부를 하나의 Radix-2/4 버터플라이 구조로 구현하여 선택적으로
Radix-2 또는 Radix-4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한 OFDM 시스템을 위한 MRMDC 구조의
고속 푸리에 변환 장치에 대한 기술이다.

푸리에 변환 장치

기술의 효과
•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필요한 버터플라이 연산부를 하나의 Radix-2/4 버터플라이 구조로 구현하여 선택적으로
▷▷ 110: 버터플라이 연산부

Radix-2 또는 Radix-4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버터플라이 연산기의 수를 줄여 하드웨어 복잡도를 감소시킬

▷▷ 111: 스위치

화공/신소재

• FFT/IFFT 프로세서의 구조 중 버터플라이 연산부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112: 제1 지연소자

•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필요한 버터플라이 연산부를 하나의 Radix-2/4 버터플라이 구조로 구현하여 선택적으로
Radix-2 또는 Radix-4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128, 256-포인트 FFT 연산이 모두 가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114: 제2 지연소자
▷▷ 115a, 115b: 멀티플렉서

기술 응용 분야

▷▷ 116: 교환기

건축/ 환경

▷▷ 113: Radix-2/4 버퍼플라이

• OFDM, 연산기,곱셈기

▷▷ 117: 제3 지연소자

기계

관련 키워드
• OFDM, 직교분할 다중 통신, MRMDC, 버터플라이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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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트리맵 제어 시스템 및 방법
기술 특징

• 가중치 값을 가지는 계층화된 복수의 노드들로 구성된 원천데이터(raw data)를 수신하는 원천데이터

2012-0116622

출원일

2012-10-19

수신부;상기 각 노드에 대응하는 노드 영역을 볼록한 곡면의 표면에 형성시키는 노드 영역 형성부;상기 각

등록번호

KR 1277487

등록일

2013-06-17

노드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각 노드 영역의 돌출 방향을 결정하고, 결정된 돌출 방향으로 상기 노드 영역을

G06F-017/00

평행이동 시켜 상기 노드 영역을 돌출시키는 노드 영역 돌출부; 및상기 평행이동된 노드 영역의 측면을

대표발명자
소속

이경원

Main IPC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형성하고, 상기 측면에 각 노드 영역에 대응되는 노드 정보를 표기하는 라벨링 처리부를 포함하는 트리맵
가시화 시스템.

기술개요

기술의 효과
• 노드의 면적을 왜곡 없이 실제 가중치 값과 같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 노드가 많거나 차수가 높은
복잡한 계층 구조의 정보도 왜곡 없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구 성

• 게다가,노드와 노드 사이에 자연스럽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어 계층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보통신

• 노 드 크기의 왜곡 없이, 계층 구조를 강조하여 시각화한 3차원 트리맵을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트리맵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SYSTEM FOR CONTROLLING TREEMAP AND METHOD THEREOF)

• NPC 인버터 스위칭 소자 고장진단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인터페이스, 빅데이터, 계층구조

▷▷ 100 : 트리맵 가시화 시스템
▷▷ 110 : 원천데이터 수신부

패밀리 특허

▷▷ 120 : 데이터 저장부
▷▷ 130 : 노드 영역 형성부

• US 2014-0229879 A1 TREEMAP VISUALIZATION SYSTEM AND METHOD
• WO 2013-058608 A2 TREEMAP VISUALIZATION SYSTEM AND METHOD

▷▷ 140 : 노드 영역 돌출부

건축/ 환경

▷▷ 150 : 라벨링 처리부

기계

관련 키워드
• 트리맵, 인터페이스, UI, 3D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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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ＤＰＷＭ을 이용한 3-레벨 인버터의 중성점
전압 제어장치 및 방법

기술 특징
• 제 1직류링크에 연결된 제1직류링크 커패시터와 제2직류링크에 연결된 제2직류링크 커패시터가 직렬

2012-0084301

출원일

2012-08-01

연결되며, 3개의 상(leg)마다, 다수의 역병렬 다이오드 및 다수의 스위치가, 상기 제1직류링크 및 제2

등록번호

KR 1343428

등록일

2013-12-13

직류링크 사이에 연결되도록 구성된 3-레벨 인버터;상기 제1 직류링크 커패시터의 전압과 상기 제2

H02M-001/12

직류링크 커패시터의 전압 차를 계산하는 전압 계산부;상기 3-레벨 인버터에서 출력되는 3상 전류 및

대표발명자
소속

이교범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계통전압 위상각을 이용하여 각 상의 지령전압을 생성하는 지령전압 생성부;상기 각 상의 지령전압의
공간전압벡터에서의 위치에 따라 존재하는 각 상의 스위칭 상태를 이용하여, 상기 제1직류링크 커패시터
및 제2직류링크 커패시터 간 연결 노드인 중성점의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DPWM(Discontinous Pulse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NEUTRAL POINT VOLTAGE CONTROLLER AND METHOD OF THREELEVEL INVERTER USING DPWM)

Width Modulation) 스위칭 시퀀스를 생성하는 시퀀스 생성부;상기 DPWM 스위칭 시퀀스에서 각 상의
스위치 온(On) 시간을 구하는 시간 계산부; 및 상기 각 상의 스위치 온 시간 중 최소의 스위치 온 시간
및 상기 제1 직류링크 커패시터의 전압과 제2 직류링크 커패시터의 전압의 차를 이용하여, 상기 각 상의
스위치 온 시간을 변형하고 상기 변형된 각 상의 스위치 온 시간으로 상기 DPWM 스위칭 시퀀스를

구 성
• DPWM을 이용한 3-레벨 인버터의 중성점 전압 제어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변형하여 상기 각 상의 다수의 스위치에 인가하는 스위칭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PWM을
이용한 3-레벨 인버터의 중성점 전압제어장치.

• 복 잡한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한 제어기를 설계하거나 공간벡터전압변조 방식을 변형 없이
간단하게 3-레벨 인버터의 중성점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 10 : 전압 계산부
▷▷ 20 : 지령전압 계산부

화공/신소재

기술의 효과
▷▷ 1 : 3-레벨 인버터

정보통신

• 3상 전류를 이용하여 스위치의 온(On) 시간의 최소값을 구하고 2개의 직류단 커패시터 전압의 차이에 따라 상기
최소값을 3상의 스위치 온(On) 시간에 더하거나 빼줌으로써 상기 스위치 온 시간을 변형하는 DPWM을 이용한
3-레벨 인버터의 중성점 전압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 응용 분야

▷▷ 30 : 시퀀스 생성부

건축/ 환경

• 전자기기, 스위치

▷▷ 40 : 시간 계산부
▷▷ 50 : 스위칭 제어부

관련 키워드
기계

• DPWM, 3-레벨 인버터, 전압제어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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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3―레벨 Ｔ타입 인버터의 스위치 고장진단장치 및 방법
기술 특징

• 제 1직류링크에 연결된 제1직류링크 커패시터와 제2직류링크에 연결된 제2직류링크 커패시터가 직렬

2012-0055258

출원일

2012-05-24

연결되며, 3개의 상(leg)마다, 다수의 역병렬 다이오드 및 스위치가 상기 제1직류링크 및 제2 직류링크,

등록번호

KR 1331028

등록일

2013-11-13

상기 제1직류링크 커패시터 및 제2직류링크 커패시터 간 연결 노드인 중성점에 T타입으로 연결된 3-레벨

G01R-031/327

T타입 인버터;상기 제1 직류링크 커패시터의 전압과 상기 제2 직류링크 커패시터의 전압 차를 계산하는

대표발명자
소속

이교범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전압 계산부;상기 3-레벨 T타입 인버터의 출력되는 3상 전류를 이용하여 상기 각 상마다 표준화된 전류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평균값 계산부;상기 평균값 계산부에서 계산된 각 상마다 표준화된 전류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상기 각 상의 고장 여부를 진단하는 고장 레그 진단부; 및 상기 고장 레그 진단부의 진단결과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FAULT SWITCH DIAGNOSIS APPARATUS AND METHOD OF 3 LEVEL
T TYPE INVERTER)

고장이 발생한 상의 표준화된 전류의 평균값, 상기 제1직류링크 커패시터의 전압과 상기 제2직류링크

구 성

커패시터의 전압 간 차이 값을 이용하여, 상기 고장이 발생한 상 내의 고장 스위치를 판별하는 고장스위치
판별부를 포함하는 3-레벨 T타입 인버터의 스위치 고장진단장치.

기술의 효과

• 3―레벨 T타입 인버터의 스위치 고장진단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 계통연계시의 3-레벨 T타입 인버터에 추가적인 전압센서와 복잡한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없이 간단하게

화공/신소재

스위치의 고장을 진단할 수 있다.
▷▷ 1 : 3-레벨 T타입 인버터

기술 응용 분야

▷▷ 2 : 제1직류링크 커패시터
▷▷ 3 : 제2직류링크 커패시터

정보통신

• 계통연계시의 3-레벨 T타입 인버터에 추가적인 전압센서와 복잡한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없이 간단히
표준화된 전류의 평균값과 커패시터 전압의 측정을 통해 스위치의 고장을 진단하는 3-레벨 T타입
인버터의 스위치 고장진단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 계진기, 스위치, 전자기기

▷▷ 10 : 전압 계산부

패밀리 특허

▷▷ 30 : 고장레그 계산부

• WO 2013-176348 A1 APPARATUS AND METHOD FOR DIAGNOSIS OF FAULT OF 3-LEVEL T TYPE
INVERTER SWITCH

▷▷ 40 : 고장스위치 판별부
▷▷ Da1, Da2, Da3, Da4 : 역병렬 다이오드

건축/ 환경

▷▷ 20 : 평균값 계산부

▷▷ Sa1, Sa2, Sa3, Sa4 : 스위치

기계

관련 키워드
• 3-레벨 인버터, 전압측정, 고장진단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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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불연속 펄스폭 변조 방식을 이용한 3-레벨 ＮＰＣ
인버터의 중성점 전압 제어 장치 및 그 방법

기술 특징
• 직렬 연결된 제1 직류링크 커패시터와 제2 직류링크 커패시터, 역병렬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스위칭 소자와

2012-0049787

출원일

2012-05-10

클램핑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3-레벨 NPC 인버터;상기 제1 직류링크 커패시터와 제2 직류링크 커패시터

등록번호

KR 1309290

등록일

2013-09-10

사이의 중성점 불평형 전압을 계산하는 중성점 불평형 전압 계산부;상기 계산된 전압 불평형 전압에 따라

H02M-007/48

P-타입 불연속 스위칭 구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만큼 N-타입 불연속 스위칭 구간을 감소 또는

대표발명자
소속

이교범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증가시키도록 불연속 스위칭 구간을 조절하여 중성점 불평형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불연속 스위칭 구간 조절부;상기 불연속 스위칭 구간 조절부의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3-레벨 NPC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에 출력될 지령전압을 불연속 펄스폭 변조 방식으로 스위칭하여 상기 3-레벨 NPC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pparatus and method for Neutral-Point Voltage Control of three-level
Neutral Point Clamped Inverter using Discontinuous Pulse Width Modulation)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에 출력할 DPWM 신호를 발생시키는 DPWM 신호 발생부를 포함하며,상기 불연속
펄스폭 변조 방식은 60°불연속 펄스폭 변조방식(60°DPWM)이며, 상기 60°불연속 펄스폭 변조방식은
상전압의 한 주기 중에 그 크기가 가장 큰 60°구간 동안 스위칭하지 않고 계속 턴온 상태로 있도록 하거나
턴오프 상태로 있도록 함으로써 스위칭 주파수를 감소시키는 불연속 펄스폭 변조 방식을 이용한 3-레벨

구 성
• 불연속 펄스폭 변조 방식을 이용한 3-레벨 [0018] NPC 인버터의 중성점 전압 제어장치의 구성도이다.

NPC 인버터의 중성점 전압 제어 장치.

정보통신

• 3-레벨 NPC(Neutral Point Clamped) 인버터에서 중성점 전압을 제어하는 장치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의 효과
스위칭 손실과 높은 변조지수에서 고조파특성이 우수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

▷▷ 110 : 제1 직류링크 커패시터
▷▷ 120 : 제2 직류링크 커패시터

화공/신소재

• 본 발명에 의하면, 3-레벨 NPC 인버터의 중성점 전압 제어에 불연속 전압 변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 100 : 3-레벨 NPC 인버터

기술 응용 분야

▷▷ 130 : 상위 스위칭 소자
▷▷ 130 : 하위 스위칭 소자

건축/ 환경

• DPWM, 전자기기, 스위치

▷▷ 200 : 중성점 불평형 전압 계산부
▷▷ 300 : 불연속 스위칭 구간 조절부
▷▷ 400 : DPWM 신호 발생부

관련 키워드
기계

• NPC, 인버터, DP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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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계통 연계형 전력변환장치의 직류단 전압 센서 고장
진단 및 고장 허용 제어 장치 및 그 방법

기술 특징
• 계통 연계형 전력 변환 장치내에 구비된 직류단 전압 센서의 고장 진단 및 고장 허용 제어를 수행하기

2012-0009679

출원일

2012-01-31

위한 장치로서,상기 계통으로부터 감지된 q축 지령 전류와 q축 전류로부터 직류단 전압을 추정하는 직류단

등록번호

KR1309287

등록일

2013-09-10

전압 추정부;상기 추정된 직류단 전압과 직류단 전압 센서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직류단 전압 센서의

G05F-005/00

고장여부를 판단하는 고장 판단부; 및상기 고장 판단부에서 상기 직류단 전압 센서의 고장으로 판단되는

대표발명자
소속

이교범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교수

경우, 상기 전력 변환에 대한 고장 허용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상기 추정된 직류단 전압을 상기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제어 전압으로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계통 연계형 전력변환장치의 직류단 전압 센서
고장 진단 및 고장 허용 제어 장치

기술개요

기술의 효과
• 추정된 전압값과 실제 전압값에 의해 직류단 전압 센서의 고장이 진단되고 고장이 검출되면 실제값을
추정값으로 대체하여 고장 허용 제어가 구현될 수 있다.

구 성
• * 직류단 전압 센서 고장 진단 및 고장 허용 제어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복잡한 수학적모델링 필요없이 비례 적분 제어기를 통한 추정값으로 고장 진단 및 고장 허용 제어를
구현함으로써, 종래의 모델링에 따른 계산량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할

• 직류단 전압 센서의 고장을 판별하여 유지보수 비용절감이 되고 즉시 시스템을 정지 시키지 않아도 되는
고장 허용 제어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20 : 위상 동기 루프부
▷▷ 30 : 전류 축변환부

화공/신소재

수 있다.
▷▷ 10 : 전압형 인버터

정보통신

• 계통 연계형 전력 변환 장치내에서 계통 연계형 전력 변환장치에서 변환된 2차원 전류(id, iq)를 이용해
직류단 전압 센서의 고장 진단 및 고장 허용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PPARATUS AND METHOD FOR A FAULT DIAGNOSIS OF DIRECT
CURRENT TERMINAL VOLTAGE SENSOR OF GRID CONNECTED POWER
TRANSFORMER AND FAULT-TOLERANT CONTROL)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기술 응용 분야

▷▷ 40 : 전압 축변환부

• 계통연계형 전력변환장치, 태양광 발전기,전압센서

▷▷ 51 : 데드비트 전류 제어부
▷▷ 52 : 직류단 전압 추정부
▷▷ 53 : 고장 판단부 54 : 제어부, 60 : SVPWM

건축/ 환경

▷▷ 50 : 고장 진단 및 고장 허용 제어부

관련 키워드
기계

• 전압센서,고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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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엔피시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 고장진단장치 및 방법
기술 특징

• 3상마다 역방향 다이오드를 포함한 복수의 스위칭 소자와 복수의 클램핑 다이오드를 구비하여, 직류전류를

2011-0065822

출원일

2011-07-04

3상 교류 전류로 변환하여 계통에 인가하는 NPC 인버터; 와 상기 3상 교류 전류의 정지 좌표계상 2차원

등록번호

KR 1242250

등록일

2013-03-05

전류벡터의 반지름 및 각도에 기초해, 상기 NPC 인버터 내 고장이 발생한 상의 스위칭 소자들을 확인하고,

Main IPC

G01R-031/42

계통전압의 극성상태에 따라 상기 확인된 스위칭 소자들의 스위칭동작을 다르게 제어하여, 상기 고장이

대표발명자
소속

이교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발생한 상에서 전류의 흐름 여부로써 고장 스위칭 소자를 판단하는 고장진단 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PC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 고장진단장치.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PPARATUS AND METHOD FOR FAULT DIAGNOSIS OF SWITCHING
DEVICE IN NEUTRAL POINT CLAMPED INVERTER SYSTEM)

기술의 효과
• 계통연계된 NPC 인버터에 추가적인 전압센서를 추가하지 않으며 복잡한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없이
간단하게 NPC 인버터 내 스위칭 소자들의 고장을 진단할 수 있게 된다.

구 성
• NPC 인버터 스위칭 소자 고장진단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기술 응용 분야

정보통신

• 계 통 연 계 상 황 에 서 3 - 레 벨 N P C 인 버 터 스 위 칭 소 자 의 고 장 진 단 장 치 및 방 법 에 관 한
기술이다.

• 전자기기, 계전기, 고장감지기

화공/신소재

▷▷1 : NPC 인버터
▷▷ 2 : 고장진단 판단부
▷▷ 20 : 좌표 변환부
▷▷ 21 : 반지름 계산부
▷▷ 22 :각도 계산부

건축/ 환경

▷▷ 23 : 고장스위칭 소자 판별부
▷▷ Da1, Da2, Da3, Da4, Db1, Db2, Db3, Db4, Dc1, Dc2,
Dc3, Dc4 : 역병렬 다이오드
▷▷ Sa1, Sa2, Sa3, Sa4, Sb1, Sb2, Sb3, Sb4, Sc1, Sc2,
Sc3, Sc4 : 복수의 스위치 소자
▷▷ D1,D2, D3, D4, D5, D6 : 복수의 클램핑 다이오드

기계

관련 키워드
• NPC, 인버터, 스위치, 고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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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사용자 경험 기반 모바일 앱 검색 시스템 및 방법
기술 특징

Applications)

• 앱 (application) 실행 중에 모바일 디바이스의 센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가 소정의 로그파일 형태로

2011-0114834

출원일

2011-11-04

가공된 상황정보(context)를 이용하여 앱(application)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메타데이터 생성부;상기 앱

등록번호

KR 1277987

등록일

2013-06-17

메타데이터를 기초로 앱(application)을 검색하거나 자동으로 추천하는 검색부; 및새로운 앱(application)

G06F-017/30

메타데이터와 상기 앱(application) 메타데이터를 비교하는 비교부를 포함하고,상기 상황정보는,사용자의

대표발명자

이정원

소속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움직임 정보를 포함한 행동기반정보, 상기 사용자의 일정관리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날씨 정보를
포함한 환경정보, 상기 사용자의 주소 및 위치를 포함하는 위치정보, 계절 및 날짜, 시각을 포함하는
시간정보 및 상기 앱(application)의 패키징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상기 메타데이터 생성부는,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User-Experienced Search System and Method for Mobile

통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상기 행동기반정보로부터 상기 앱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상기 검색부는 상기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앱(application)을 상기 새로운 앱(application) 메타데이터를 전송한 모바일
단말기에 자동으로 추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경험 기반 모바일 앱 검색 시스템.

기술의 효과

구 성

• 앱(application) 사용자는 보다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앱을 검색할 수 있고, 또한 자신에게 특화된 앱을
검색,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애플이나 구글등의 회사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분류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카테고리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됨으로서 넘쳐나는 앱(application)들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신뢰할 수 없는 앱들과 가치가 있는

▷▷ 100 : 사용자 경험 기반 모바일 앱 검색

앱을 구별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화공/신소재

• 사용자 경험 기반 모바일 앱 검색 시스템의 개요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정보통신

• 모바일 디바이스등의 센서로부터 수집된 상황정보(context)를 인지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 앱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개인 맞춤형 앱(apllication)을 검색하거나 추천받을 수 있는 사용자 경험
기반 모바일 앱 검색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 앱 개발자는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어있는 앱(application)의 영역과 사용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시스템

•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앱의 사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망부하에 대한 예측을 미리 수행하여

▷▷ 120 : 검색부

트래픽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에게 필요한 성격의 통신인프라에 집중투자함으로서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건축/ 환경

피드백 받는 것이 가능하여 기존의 마켓에서 이루어지던 단순한 평가이상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110 : 메타 데이터 생성부

기술 응용 분야
기계

• 모바일, 앱 스토어

관련 키워드
• 모바일, 앱 검색,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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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도파관 및 도파관의 제조 방법
기술 특징

• 일면에 일정 모양의 홈이 형성된 도체 판;상기 홈에 삽입되며 상기 홈과 맞닿는 면 이외의 면에 도체 층이

출원번호

2011-0033163

출원일

2011-04-11

형성된 유전체 블록; 및상기 도체 층과 상기 도체 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연결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등록번호

KR 1264106

등록일

2013-05-08

특징으로 하는 도파관.

소속

이해영

Main IPC

H01P-003/08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기술의 효과
• 일 정 패턴의 홈을 형성하고 그 홈에 맞추어 유전체 블록을 삽입함으로써 자가정렬(self-align)이
가능하고, 원하는 형태의 회로 구현이 용이하며 집적화가 가능하다.

기술개요

• 또한 낭비되는 유전체 블록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제조 비용이 절감되고 홈이 형성된 도체 판에 의해
열이 방출되므로 효과적인 열 방출 구조를 가진다.
• 그리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다층 기판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기판 집적 도파관은
한가지 유전율을 가진 기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본 기술은 서로 다른 유전율을 가지는 유전체
블록들을 삽입함으로써 기타 응용에 있어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구 성

화공/신소재

• 도파관의 사시도 및 측면도를 나타낸다.

정보통신

• 일면에 일정 모양의 홈이 형성된 도체 판의 홈에 삽입되며 상기 홈과 맞닿는 면 이외의 면에 도체 층이
형성된 유전체 블록을 포함하고, 상기 도체 층과 상기 도체 판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도파관 및 도파관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생명/의학

(Waveguide and method of manufacturing the waveguide)

기술 응용 분야
• 도파관, 안테나
▷▷ 10 : 일 면에 일정 모양의 홈이 형성된
도체판
▷▷ 20 : 유전체 블록

건축/ 환경

▷▷ 30 : 도체층
▷▷ 40 : 도 체 층 과 도 체 판 을 전 기 적 으 로
연결하는 연결수단

기계

관련 키워드
• 공진상자, 도파관, 안테나, 전송로, 전파,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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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Method for distinguishing write data of solid state drive and controller thereof)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기술 특징
• 다수의 싱글 레벨 셀(SLC)과 다수의 멀티 레벨 셀(MLC)을 포함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의

2011-0080361

출원일

2011-08-12

쓰기 데이터 분별 방법에 있어서,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제1 쓰기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상기

등록번호

KR 1319589

등록일

2013-10-08

제1 쓰기 명령의 제1 논리 주소를 확인하는 단계; 및상기 확인된 상기 제1 논리 주소를 기초로 상기 제1 쓰기

G06F-012/02

명령의 데이터를 상기 싱글 레벨 셀과 상기 멀티 레벨 셀 중 어느 하나의 쓰기 데이터로 분별하는 단계를

대표발명자
소속

정태선

Main IPC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포함하고,상기 분별하는 단계는상기 확인된 상기 제1 논리 주소와 상기 멀티 레벨 셀과 상기 싱글 레벨 셀의
쓰기 데이터로 분별하기 위한 제1 버퍼에 기 저장된 논리 주소, 상기 멀티 레벨 셀을 위한 제1 레지스터에
기 저장된 논리 주소, 상기 싱글 레벨 셀을 위한 제2 레지스터에 저장된 논리 주소 간에 기 설정된 규칙성이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쓰기 데이터 분별
방법 및 그 컨트롤러

없거나 동일한 논리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1 버퍼에 저장된 복수의 데이터 중 가장 먼저 수신된
데이터를 상기 싱글 레벨 셀의 쓰기 데이터로 분별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쓰기 데이터 분별 방법.

기술의 효과
구 성
• 본 발명의 SSD 컨트롤러를 구비한 장치에 대한 일 실시예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술 응용 분야

▷▷ 110 : SSD 컨트롤러

•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MP3 플레이어, PDA, 포터블 컴퓨터(portable computer)

▷▷ 130 : 제1버퍼

화공/신소재

•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되는 쓰기 명령의 논리 주소가 일정 규칙성을 가지는 경우 해당 쓰기 명령의
데이터를 사용자 정보로 판단하고, 동일 논리 주소를 갖는 쓰기 명령이 수신되면 해당 쓰기 명령의
데이터를 빈번한 정보 갱신이 이루어지는 속성 정보로 판단함으로써, 속성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있다.

정보통신

•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하이브리드 SSD로 전송되는 쓰기 명령의 데이터를 싱글 레벨 셀(SLC: Single-LevelCell, 이하 "SLC"라 칭함)과 멀티 레벨 셀(MLC: Multi-Level-Cell, 이하 "MLC"라 칭함)의 특성에 맞게 분별하여
하이브리드 SSD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SSD의 쓰기 데이터 분별 방법 및 그 컨트롤러에 관한 기술이다.

▷▷ 150 : 하이브리드 SSD

건축/ 환경

▷▷ 151 : MLC(multilevel cell)
▷▷ 153 : SLC(Single level cell)
▷▷ 155 : 제1레지스터
▷▷ 157 : 제2레지스터

기계

관련 키워드
• SSD, 하이브리드 SLC, M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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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메모리 컨트롤러 및 이의 데이터 관리방법
기술 특징

• 복 수의 페이지들을 포함하는 블록을 복수개 포함하는 메모리의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 간의 대응을

2011-0080360

출원일

2011-08-12

관리하는 메모리 컨트롤러에 있어서,블록 내 페이지들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핫 페이지(hot page)와 콜드

등록번호

KR 1257691

등록일

2013-04-18

페이지(cold page)로 구분하는 핫 페이지 판정부; 및상기 구분된 핫 페이지가 복수개인 경우 상기 구분된

Main IPC

G06F-013/16

핫 페이지들 각각을 서로 다른 타겟 블록들에 배치하는 주소 변환부를 포함하며,상기 주소 변환부는상기

대표발명자
소속

정태선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구분된 핫 페이지가 복수개이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빅팀 블록 - 상기 빅팀 블록은 핫 페이지를 포함하지
않음 - 을 선택하고, 상기 빅팀 블록의 콜드 페이지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복수의 타겟 블록들에 분산하여
배치하는메모리 컨트롤러.

기술개요

기술의 효과
• 합병 연산 시, 핫 페이지와 콜드 페이지를 구별하여, 핫 페이지들 각각을 빈 블록들에 분배함으로써, 특정

구 성

물리 블록에 집중될 수 있는 소거 연산을 피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마모도 평준화를 수행할 수 있다.
• 또한, 합병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모도 평준화가 고려되므로, 마모도 평준화를 위한 합병 연산 이후의

• 플래시 메모리의 구성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정보통신

•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합병 연산 시, 핫 페이지와 콜드 페이지를 구별하여, 핫 페이지들 각각을 빈 블록들에
분배함으로써, 특정 물리 블록에 집중될 수 있는 소거 연산을 피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EMORY CONTROLLER AND DATA MANAGEMENT METHOD)

불필요한 정보 조회가 없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성능을 최대화하고, 그 사용 연한을 늘릴 수 있다.

빅팀 블록(victim block)을 선택하고, 상기 빅팀 블록의 콜드 페이지의 적어도 일부를 복수의 타겟 블록들에

▷▷ 11 : 어플리케이션

분산하여 배치함으로써, 데이터 저장의 효율과 마모도 평준화 효과를 높일 수 있어,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 12 : 파일시스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 100: 메모리
▷▷ 200: 메모리 컨트롤러

화공/신소재

• 그리고 구분된 핫 페이지가 복수개이면, 핫 페이지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 블록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의
▷▷ 10 : 호스트

기술 응용 분야
건축/ 환경

▷▷ 210 : 인터페이스

• 플래시 메모리, 기억장치, USB

▷▷ 220 : RAM
▷▷ 230 : 핫 페이지 판정부

패밀리 특허

▷▷ 240 : 주소변환부

• US 2014-0164687 A1 MEMORY CONTROLLER AND DATA MANAGEMENT METHOD THEREOF
• WO 2013-024952 A1 MEMORY CONTROLLER AND DATA MANAGEMENT METHOD THEREFOR

▷▷ 300: 플래시 메모리 장치

기계

관련 키워드
• 메모리, 연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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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섹터 기반의 액티브 트랙킹 가능한 멀티 카메라
제어 장치 및 방법
기술 특징

• 서 로 이웃하는 영상 입력부의 각각에 대해서는 중복영역이 존재하도록 배분된 전체 감시영역 내의

2011-0094877

출원일

2011-09-20

할당영역에 대한 영상을 획득하고,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할당영역 내에 존재하는 목적 객체를 감시하는

등록번호

KR 1318835

등록일

2013-10-10

적어도 2 이상의 영상 입력부를 구비한 이동객체 감지부; 및 상기 전체 감시영역을 섹터단위로 분할하고,

H04N-007/18

상기 분할된 섹터단위의 액티비티를 산출하여 상기 영상 입력부의 각각에 상기 산출된 액티비티에

대표발명자
소속

조위덕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기반하여 상기 적어도 2 이상의 영상 입력부로 상기 목적 객체의 감시를 위한 상기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섹터 기반의 액티브 트랙킹 가능한 멀티 카메라 제어 장치.

기술개요

구 성

기술의 효과
• 기존에 개발된 동일 객체 파악에 의한 정보 관리 및 다중 객체 위치 파악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간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 얼굴 중심의 영상획득, 영상 보정 및 안개 제거와 같은 기능을 탑재하여 오탐지를 줄일 수 있다

• 섹터 기반의 액티브 트랙킹 가능한 멀티 카메라 제어 장치의 개념도 블록도이다.

정보통신

• 멀티 카메라에 대한 액티브 트랙킹을 이용하여 인접 카메라가 영상을 중복되게 획득하여 동일 객체를 중복된
추적을 방지하기 위한 섹터 기반의 액티브 트랙킹 가능한 멀티 카메라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Multiple Cameras with
Sector Based Active Tracking)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방재, 보안, 방범, 지역 감시

▷▷ 100: 제어 장치

건축/ 환경

▷▷ 110: 제어부
▷▷ 120: 영상 입력부

기계

관련 키워드
• 카메라 제어, 지역감시, 다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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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장애물 트랩을 회피하는 자율 이동 로봇 및 그 제어 방법
기술 특징

• 로 봇 주위의 장애물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부;상기 로봇을 이동시키는 구동부; 및상기 로봇과 목표

2010-0095250

출원일

2010-09-30

지점을 연결하는 일직선을 따라 상기 로봇이 상기 목표 지점을 향하여 이동하는 동안, 상기 로봇과 상기

등록번호

KR 1233714

등록일

2013-02-08

목표 지점 사이에 상기 장애물이 감지되고, 상기 로봇으로부터 상기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가 커짐에 따라

Main IPC

B25J-013/08

커지는 값을 갖는 유인력 및 상기 로봇으로부터 상기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커짐에 따라 작아지는 값을

대표발명자
소속

조위덕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갖는 반발력을 계산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유인력의 크기가 상기 반발력의 크기보다
큰 경우 상기 일직선의 전후 배열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상기 로봇이 이동하도록 상기 구동부를 제어하는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UTONOMOUS MOBILE ROBOT AVOIDING OBSTACLE TRAP
AND CONTROLLING METHOD FOR THE SAME)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봇.

기술의 효과
• 로봇의 주행에 대해 임의 단위 합력(RUTF)를 적용하여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 로봇의 주행에 대해 임의 단위 합력을 적용하여 로봇이 특정 경로에 갇혀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장애물 트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구 성
• 로봇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화공/신소재

기술 응용 분야

정보통신

• 로 봇 과 장 애 물 사 이 의 충 돌 을 방 지 하 고 , 로 봇 이 특 정 경 로 만 을 무 한 히 반 복 적 으 로 주 행 하 는
장애물트랩 문제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로봇 및 그것의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 자율로봇, 로봇 제어

건축/ 환경

관련 키워드
기계

• 장애물, 로봇,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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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객체 추적 로봇 및 그 방법
기술 특징

• 객체 또는 촬영시 이미지가 블로어(blur) 되거나 초점이 맞지 않은 경우에 디코딩을 용이하게 해주는 구성을

2010-0082996

출원일

2010-08-26

가지며 객체에 부착되는 마커를 촬영하는 카메라;객체의 RFID 태그로부터 RFID 정보를 수신하는 RF

등록번호

KR 1233938

등록일

2013-02-08

리시버; 레이저 신호를 수신하는 레이저 센서; 및상기 카메라에서 수신된 객체 이미지, 마커 이미지 및 RFID

Main IPC

B25J-013/08

태그로부터 수신된 RFID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해당 객체가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인가를 확인하고,

대표발명자
소속

조위덕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인 경우 상기 레이저 센서에 수신된 레이저 신호를 이용하여 객체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객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구동모터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객체 추적 로봇..

기술개요

기술의 효과
• 객체 이미지, 마커 이미지 및 RFID 태그로부터 수신된 RFID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해당 객체가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인가를 확인하고,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인 경우 레이저 센서에서 수신된 객체와의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객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구동모터를 제어해서 구동모터에 연결된 바퀴의

구 성

회전수를 제어함으로써, 실내에서도 물체 또는 사람의 추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

• 객 체의 형상정보, 객체에 부착된 마커 정보, 객체의 RFID 태그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객체를 인식하고, 인식된 객체와의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모터의 구동을 제어해서 인식된
객체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추적하는 객체 추적 로봇 및 그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ROBOT AND METHOD OF TRACING OBJECT)

• 로봇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화공/신소재

기술 응용 분야
• 실내 위치측위, 위치기반 서비스, 로봇제어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위치추적, 객체이미지, 로봇, 위치측위

- 106 -

- 107 -

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REAL-TIME STEP COUNTER DETECTION APPARATUS AND METHOD)

기술 특징
• 3축 가속도 센서에서 최대 임계치보다 큰 에너지가 입력된 후에 상기 3축 가속도 센서에서 입력되는 제 1

2010-0110645

출원일

2010-11-08

에너지가 최대 임계치보다 작은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제 1 에너지가 최대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제 1

등록번호

KR 1219947

등록일

2013-01-02

에너지에 상응하는 동작을 걸음으로 판단하여 걸음 수를 증가시키고, 크면 상기 제 1 에너지를 이용하여 최대

G01C-022/00

걸음 에너지를 갱신하는 단계;상기 큰 에너지가 입력된 시점과 상기 제 1 에너지의 입력시점 간 시간간격인 현재

대표발명자
소속

조위덕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스텝 인덱스가, 이전 스텝 인덱스보다 큰가를 확인하는 단계;상기 현재 스텝 인덱스가 이전 스텝 인덱스보다
크면 상기 현재 스텝인덱스에서 걸음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걸음 수를 증가시키고, 작으면 3축 가속도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걸음 수
검출장치 및 그 방법

센서에서 입력되는 제 2 에너지가 최소 임계치보다 작은가를 확인하는 단계;상기 제 2 에너지가 최소 임계치보다
작으면 이후 3축 가속도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제 3 에너지가 최소 임계치보다 큰가를 확인하는 단계; 및상기 제
3 에너지가 최소 임계치보다 작으면 제 3 에너지를 이용하여 최소 걸음 에너지를 갱신하고, 크면 상기 최대 걸음
에너지 및 최소 걸음 에너지가 갱신되기 전의 최대 걸음 에너지 및 최소 걸음 에너지들을 이용하여 최대 임계치
및 최소 임계치와 현재 스텝 인덱스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걸음 수

구 성

검출방법.

•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걸음 수 검출장치의 구성도와 방법의 순서도이다

• 다 양한 걸음에 따른 에너지 변화에 따라 걸음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치 및 에너지가 입력되는
시간간격을 조절하고 누락된 걸음을 검출함으로써, 다양한 걸음 속력에서 걸음 수를 정확하게 검출해낼
수 있다.

화공/신소재

기술의 효과

정보통신

• 3 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걸음 속력에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걸음 수를 검출하기
위한 걸음수 검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 응용 분야
건축/ 환경

• 유비쿼터스, 동작기반 인터페이스, u-health

기계

관련 키워드
• 가속도, 센서, 센싱, U-health,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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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뇌파 분석기의 제어 방법 및 뇌파 분석 시스템
기술 특징

• 뇌파 측정기 및 상기 뇌파 측정기로부터 수신한 뇌파를 분석하는 뇌파 분석기를 포함하는 뇌파 분석 시스템에

2011-0088142

출원일

2011-08-31

있어서,상기 뇌파 측정기는, 생체의 적어도 하나 부착되어 상기 뇌파를 검출하는 전극부; 상기 전극부의 신호를

등록번호

KR 1270634

등록일

2013-05-28

ADC(analog to digital converting)하는 신호 처리부; 및 상기 ADC된 신호를 상기 뇌파 분석기로 송신하는

A61B-005/0476

송신부;를 포함하며,상기 뇌파 분석기는, 상기 뇌파 측정기로부터 상기 뇌파를 수신하는 송수신부; 상기 뇌파

대표발명자
소 속

최영준

Main IPC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및 상기 뇌파에 대응하는 감정상태 사이의 관계 사이의 룩업테이블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저장부로부터
독출한 상기 룩업테이블에 기초하여 상기 뇌파를 분석하여 상기 감정상태를 분석하는 분석부;를 포함하며,상기
송수신부는 상기 분석부가 분석한 상기 감정상태를 상기 뇌파 측정기로 피드백하여 송신하며,상기 뇌파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ETHOD FOR CONTROLLING ELECTROENCEPHALOGRAPHY
ANALYZER AND ELECTROENCEPHALOGRAPHY ANALYZING SYSTEM)

분석기는, 복수 개의 뇌파 측정기 집단으로부터 복수 개의 뇌파를 수신하며,상기 분석부는, 상기 집단의 각각의
뇌파 측정기로부터 수신한 뇌파를 분석하여, 상기 집단의 전체 감정상태를 분석하며,상기 분석부는, 상기 집단의
각각의 뇌파 측정기로부터 수신한 뇌파를 분석하여, 특정 뇌파로 분석된 뇌파 측정기의 개수가 기설정된 값

구 성

이상인 경우에, 상기 특정 뇌파에 대응하는 감정상태를 상기 전체 감정상태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뇌파

• 복수개의 뇌파 측정기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은 경우의 데이터 처리 플로우 챠트

분석 시스템.

• 집단 전체의 감정상태를 분석하여 사용자들이 이를 공유함으로써, 집단 중 일부 사용자가 표출한 감정상태를
집단 사용자 전체가 공유할 수 있어, 군사 작전과 같은 상황에서 긴장을 요구하는 상황을 사용자 전체가
공유하여 대비할 수 있다

화공/신소재

기술의 효과

정보통신

• 복수 개의 뇌파 분석기를 포함하는 집단의 전체 감정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뇌파 분석기 및 제어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 응용 분야
건축/ 환경

• 뇌의학, 국방, 정신의학

기계

관련 키워드
• 뇌파, 생체신호, 바이오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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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보 통신 분야 기술목록
복수개의 게이트웨이들을 포함하는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114

사용자 단말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인접 기지국 스캐닝장치 및 방법

116

오디오 신호 방송 시스템 및 방법

118

멀티 로그인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동 단말기 및 그 방법

120

고속 광전류 영상 측정 장치

122

이동 통신 단말기의 모뎀 상태를 제어하는 장치 및 그 방법

124

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 무선 프레임 생성 방법

126

차량의 정속 주행장치 및 그 제어방법

128

지상기준국 기반 우주항공 노드중계 측위 시스템

130

아날로그 네트워크 코딩 기반의 위성통신 방법 및 그 장치

132

이동 셀룰러망에서의 무선 인지 기반 비협력 동적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

134

직교주파수분할다중 기반 다중접속방법 및 이를 제어하는 통신장치

136

양방향 중계시스템에서의 선택적 분산 빔포밍 방법

138

인체 위험 상황 감시 장치 및 방법

140

ＧＰＳ 기능 및 복수의 센서들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장치 및 그 방법

142

운동 보조 장치 및 그 방법, 그리고 운동보조 장치를 이용한 회원들의 운동능력 통합관리 시스템

144

실내 측위 시스템 및 그 방법

146

교통사고 경보 서비스 서버 및 그 방법

148

인지 펨토셀 네트워크에서 단말 분류 장치 및 방법

150

가시광선을 이용한 자동차 운행 제어 시스템

152

가시광선 통신을 이용하는 조명탄 및 그 제어 방법

154

폭발 또는 급속 방전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통신 장치

156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서버 및 그 시스템

158

배준현

매니저
IT분야 기술이전 전담
연락처 : 031-219-3734
이메일 : jhbae98@ajou.ac.kr

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복수개의 게이트웨이들을 포함하는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특징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센서 노드 및 복수의 게이트웨이들을 포함하고,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들 각각은 상기

2008-0127076

출원일

2008-12-15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센서 노드에 게이트웨이 등록 요청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하여 게이트웨이 등록 응답

등록번호

KR1287573

등록일

2013-07-12

메시지를 수신하고,상기 수신된 게이트웨이 등록 응답 메시지를 기초로 해당 센서 노드까지의 홉 카운트 및/또는

H04L-012/28

QoS 레벨을 포함하는 이웃 테이블을 구축하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게이트웨이로부터 이웃 테이블을

대표발명자
소 속

김기형

Main IPC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교수

입력받아 최종 이웃 테이블을 구축하고,외부 노드가 목적지 노드(상기 목적지 노드는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센서 노드 중 다른 하나에 상응함)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상기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한 제1 게이트웨이는 상기
구축된 최종 이웃 테이블을 기초로 (i) 상기 제1 게이트웨이와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들 중 상기 목적지 노드를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SENSOR NETWORK SYSTEM HAVING A PLURALITY OF
GATEWAYS)

관할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ii)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들 대신 상기 적어도

구 성

▷▷ 100 :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차별성
•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은 센서 네트워크의 통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하트비팅(heartbeating)을 이용하여 안정된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 센서 노드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지 또는 다른 센서 노드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 게이트웨이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동작되지 않는 경우에도 센서 네트워크의 통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복 수의 게이트웨이들 각각에 의하여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센서 네트워크의 통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화공/신소재

•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임

하나 이상의 센서 노드를 통하여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는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정보통신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센서 노드 및 복수의 게이트웨이들을 포함하고, 소스 노드(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센서 노드 중 하나, 외부 노드 또는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들 중 하나에 상응함)가 목적지 노드(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센서 노드 중 하나에 상응함)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상기 소스 노드는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들 중 상기 목적지 노드를 관할하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는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 110 : 센서 네트워크 관리자
▷▷ 120 : 센서 네트워크
▷▷ 122a : 게이트웨이

건축/ 환경

기술 응용 분야
• 센서 네트워크,유비쿼터스

▷▷ 1222b, 122c, 122d : 다른 게이트웨이
▷▷ 124e : 센서노드

패밀리 특허

▷▷ 130 : 인터넷

관련 키워드
• 센서,센싱,네트워크,유비쿼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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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원출원 KR 10-2007-0092350 (2007.09.12)
• KR 1059517 B1 복수개의 게이트웨이들을 포함하는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SENSOR NETWORK SYSTEM
HAVING A PLURALITY OF GATEWAYS)

▷▷ 132 : 라우터

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사용자 단말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인접 기지국
스캐닝장치 및 방법

기술 특징
• 이동체에 설치되어 기지국과의 통신을 수행하는 이동 릴레이와 상기 이동 릴레이에 종속된 복수의 사용자

2011-0033505

출원일

2011-04-11

단말에 의해 구성되는 이동 릴레이 네트워크에서 상기 이동 릴레이가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방법에

등록번호

KR1233718

등록일

2013-02-08

있어서,상기 종속된 복수의 사용자 단말로부터 서빙 기지국 및 적어도 하나의 인접 기지국의 무선 채널

H04W-036/30

품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상기 수집한 무선 채널 품질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서빙

대표발명자
소 속

김재현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교수

기지국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기지국 별로의 무선 채널 품질을 예측하는 과정과,상기 예측한 무선
채널 품질을 기반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기지국 중 핸드오버를 수행할 타깃 기지국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과,상기 타깃 기지국이 존재할 시, 상기 서빙 기지국에게 상기 타깃 기지국으로의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PPRATUS AND METHOD FOR SCANNING NEIGHBOR
BASE STATION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핸드오버를 요청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이동 릴레이에서의 핸드오버 수행방법.

기술 차별성
• 핸드오버를 위한 인접 기지국의 스캐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서비스 단절 및 자원 사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구 성

정보통신

• 이동 릴레이 및 상기 이동 릴레이를 통해 서빙 기지국과의 통신을 수행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을 포함하는 이동 릴레이 네트워크에 대한 핸드오버 지원에 관한 기술이다.

• 이동 릴레이 네트워크의 핸드오버를 결정하기 위한 동작들의 예시도이다.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모바일,이동통신, LTE,

건축/ 환경

▷▷ 210 : 사용자 단말이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 220 : 사용자 단말이 주기/비주기적으로 인접 기지국에 대한 스캐닝을 수행하는 단계

기계

▷▷ 230 : 사용자 단말이 채널 파라미터와 스캐닝 결과를 서빙 기지국으로 전달하는 단계
▷▷ 240 : 이 동 릴레이가 서빙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신호에 의해 CQI 정보를 생성하여
서빙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계
▷▷ 250 : 서빙기지국이 타깃 기지국을 선택하면 타깃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지시하는 단계

관련 키워드
• 핸드오버,스캐닝, 통신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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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오디오 신호 방송 시스템 및 방법
기술 특징

• 적어도 하나의 멀티미디어 기기와 연결되며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로부터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오디오

2011-0109410

출원일

2011-10-25

신호 수신부;상기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려는 적어도 하나의 제1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네트워크 정보를

등록번호

KR1242516

등록일

2013-03-06

획득하는 네트워크 정보 획득부; 및상기 제1 클라이언트 단말 및 네트워킹(networking) 가능한 적어도

H04B-007/26

하나의 제2 클라이언트 단말로 상기 오디오 신호를 방송(broadcasting)하며, 상기 오디오 신호로 상기

대표발명자
소 속

손태식

Main IPC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교수

멀티미디어 기기에 의해 출력되는 영상과 관련된 오디오 신호를 방송하는 오디오 신호 방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방송 시스템.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System and method for broadcasting audio signal)

기술 차별성

구 성
• 오디오 신호 방송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 하나의 사운드를 다수에게 멀티캐스트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운드를 들을 수 있으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있다.
• AP(Access Point)와 같은 무선 중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멀티캐스트가 가능하며, 영상과음성이
매칭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도 없앨 수 있다.

기술 응용 분야

▷▷ 110 : 제1 클라이언트 단말

패밀리 특허

▷▷ 111 : 무선 중계기 탐색부
▷▷ 112 : 무선 중계기 선택부

• US 2012-0177740 A1 DRUG DELIVERY FORMULATION FOR CONTROLLING OF INITIAL BURST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 115 : 신호 세기 측정부

건축/ 환경

▷▷ 116 : 측정 결과 기반 선택부

화공/신소재

• Broadcast, 멀티미디어,오디오 공유

▷▷ 100 : 오디오 신호 방송 시스템

정보통신

• 멀티미디어 기기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 신호를 다수의 수신자에게 방송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 117 : 매칭 여부 판별부
▷▷ 120 : 제2 클라이언트 단말
▷▷ 130 : 제1 서버 단말
▷▷ 131 : 오디오 신호 수신부
▷▷ 132 : 네트워크 정보 획득부, 133 : 오디오 신호 방송부

기계

관련 키워드
• 오디오,방송,다중중계,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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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멀티 로그인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동 단말기 및 그 방법

기술 특징
• 사용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입력부;입력된 상기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비밀번호가 블랙 리스트로

2011-0098511

출원일

2011-09-28

설정된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에 따라 기 설정된 블랙리스트 차단정보를 검색하고 그 검색된 블랙리스트

등록번호

KR1242515

등록일

2013-03-06

차단정보에 따라 이동 단말기의 환경을 설정하는 제어부; 및상기 블랙리스트 차단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H04W-012/02

포함하되, 상기 제어부는 상기 블랙리스트 차단정보에 포함된 전화번호를 착신번호로 하는 착신호 또는 문자

대표발명자
소 속

손태식

Main IPC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교수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착신호 또는 상기 문자 메시지의 수신을 차단하고,수신이 차단된 상기 착신호 또는
상기 문자 메시지를 별도의 차단기록 보관함에 저장하며, 상기 차단기록 보관함에 저장된 정보들은 마스터
키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확인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로그인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OBILE TERMINAL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USING MULTI-LOGIN AND METHOD THEREOF)

위한 이동 단말기.

구 성
•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기술 차별성
계정을 등록시켜 놓고 그 계정에 대해 설정된 비밀번호를 통해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따라 기 설정된 블랙리스트 차단정보를 기반으로 이동 단말기의 환경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개인
선택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계정을 등록시켜 놓고 그 계정에 대해 설정된 비밀번호를 통해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따라 기 설정된 블랙리스트 차단정보를 기반으로 이동 단말기의 환경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제3
알려주고 싶지 않은 정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다수의
계정에
정보를
• 다수의
계정에
자에게

정보통신

• 다수의 계정을 등록시켜 놓고 그 계정에 대해 설정된 비밀번호를 통해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계정에 따라 기 설정된 블랙리스트 차단정보를 기반으로 이동 단말기의환경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로그인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동 단말기 및 그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 이동통신 분야,원격 보안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모바일, 보안,시큐리티,수신 차단, 계정 잠금,원격제어

- 120 -

- 121 -

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고속 광전류 영상 측정 장치
기술 특징

• 광원 발생부에서 생성된 광원을 고주파의 광 펄스 신호로 변조하는 광 변조부;상기 광 펄스 신호의 출사

2012-0013503

출원일

2012-02-10

각도를 조절하고, 조절된 광 펄스 신호를 대물렌즈로 입사시키는 갈바노 스캐너;상기 갈바노 스캐너로부터

등록번호

KR1276609

등록일

2013-06-13

입사된 광 펄스 신호를 광전소자로 출사시키는 대물 렌즈;상기 대물 렌즈로부터 입사된 광 펄스 신호에 의해

G01R-015/24

상기 광전소자의 일부 영역에서 생성된 광 전류를 AC 전압으로 변환하고 증폭하는 전류 전치증폭부(curent

대표발명자
소 속

안영환

Main IPC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교수

preamplifier); 및상기 전류 전치 증폭부로부터 출력된 AC 전압 중 설정된 AC 전압만을 측정하고, 그에
비례하는 DC 전압을 출력하는 락인증폭부(lock-in amplifier)를 포함하는 고속 광전류 영상 측정 장치.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HIGH SPEED MEASUREMENT APPARATUS OF
PHOTOCURRENT IMAGE)

기술 차별성
• 갈바노 스캐너를 이용함으로써, 광 펄스 신호가 광전소자에 조사되는 위치를 짧은 시간내에 변경함으로써
광전 소자의 각 영역에서 생성되는 광전류에 대한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획득할 수 있다.

기술 응용 분야

구 성
• 고속 광전류 영상 측정 장치의 블록 구성도(block diagram)이다.

정보통신

• 광 펄스 신호가 광전소자에 조사되는 위치를 짧은 시간 내에 변경함으로써 광전 소자의 각 영역에서
생성되는 광전류에 대한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구성을 포함함으로써 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속 광전류 영상 측정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 광통신,광통신 모니터,오류 측정

화공/신소재

▷▷ 100 : 고속 광전류 영상 측정 장치
▷▷ 110 : 광원 발생부
▷▷ 120 : 광 변조부
▷▷ 130 : 갈바노 스캐너

건축/ 환경

▷▷ 140 : 대물렌즈,150 : 광전소자
▷▷ 160 : 전류 전치 증폭부
▷▷ 170 : 락인 증폭부
▷▷ 180 : 임시 저장부
▷▷ 190 : 영상 생성부
▷▷ 200 : 디스플레이부

기계

관련 키워드
• 광전류,측정,모니터링,고주파 광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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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이동 통신 단말기의 모뎀 상태를 제어하는
장치 및 그 방법
기술 특징

• 통신 시스템에서 적어도 1개의 모뎀기능블록을 구비한 단말기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상기 단말기에 대한

2011-0111566

출원일

2011-10-28

상황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와;상기 단말기에 대한 상기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적어도 1개의 모뎀기능블록

등록번호

KR1318836

등록일

2013-10-10

개별 동작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모뎀기능블록 개별 동작 상태는 on 상태와 off 상태를

H04W-088/02

포함하거나,on 상태와 off 상태를 포함하고 sleep 상태와 wake-up 제어 모드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대표발명자
소 속

오성근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교수

것을 특징으로 하고,상기 wake-up 제어 모드는 일정시간이 지난 후 on 상태 이외의 상태(off 상태 또는 sleep
상태)에서 on 상태로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기의 모뎀 상태를 제어하는 방법.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PPARATUS FOR CONTROLLING MODEM STATES OF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AND METHOD THEREOF)

기술 차별성

구 성
• 이동 통신 단말기의 모뎀 상태를 제어하는 장치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 적 어 도 1 개 의 모 뎀 기 능 블 록 을 운 용 하 는 이 동 통 신 단 말 기 에 대 한 상 황 정 보 를 수 집 하 고
그 수집한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모뎀기능블록 각각의 동작 상태를 결정함으로써,
적어도 1개의 모뎀기능블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또 한 , 적 어 도 1 개 의 모 뎀 기 능 블 록 을 운 용 하 는 이 동 통 신 단 말 기 에 대 한 상 황 정 보 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모뎀기능 블록 각각의 동작 상태를
결정함으로써, 단말기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정보통신

• 이동 통신단말기가 적어도 1개의 모뎀기능블록을 운용하는 경우에 이동 통신 단말기에 대한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모뎀기능블록 각각의 동작 상태를 결정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모뎀 상태를 제어하는 장치 및 그 방법에관한 기술이다.

화공/신소재

기술 응용 분야
• 이동통신,모바일,무선통신기기
▷▷ 110: 모뎀기능블록들
▷▷ 120: 상황 정보 처리부
▷▷ 130: 단말기 모뎀 상태 제어부

건축/ 환경

▷▷ 131: 결합 기능부
▷▷ 132: 결정 기능부

기계

관련 키워드
• 이동통신, 모바일,모뎀기능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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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 무선 프레임 생성 방법
기술 특징

• 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 무선 프레임 생성 방법에 있어서,상기 통신 시스템에서 기 사용하고 있는 업링크

2006-0083848

출원일

2006-08-31

무선 프레임이 포함하는 L개의 제1서브 프레임들 각각이 M개의 데이터 블록들과, 상기 데이터 블록들 각각과

등록번호

KR1249942

등록일

2013-03-27

함께 송신되는 M개의 사이클릭 프리픽스(CP: Cyclic Prefix)들과, N개의 파일럿 블록들과, 상기 파일럿 블록들

Main IPC

H04J-013/14

각각과 함께 송신되는 N개의 CP들을 포함할 경우,상기 M개의 데이터 블록들 중 Q개의 데이터 블록들과,

대표발명자
소 속

오성근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교수

상기 Q개의 데이터 블록들과 함께 송신되는 Q개의 CP들과, 상기 Q개의 CP들과 동일한 길이를 가지는
블록을 포함하는 신규 영역을 생성하는 과정과,상기 신규 영역을 개의 파일럿 블록들과 상기 개의 파일럿
블록들 각각과 함께 송신되는 개의 CP들로 생성하는 과정과,M-Q개의 데이터 블록들과, 상기 M-Q개의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ETHOD FOR GENERATING UPLINK RADIO FRAME IN A
COMMUNICATION SYSTEM)

데이터 블록들 각각과 함께 송신되는 M-Q개의 CP들과, 개의 파일럿 블록들과, 상기 개의 파일럿 블록들

• 파일럿 블록들의 개수를 확장 가능한 업링크 무선 프레임생성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각각과 함께 송신되는 개의 CP들을 포함하는 제2서브 프레임을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정보통신

업링크 무선 프레임 생성 방법.

구 성
• 일반적인 3GPP LTE 통신 시스템의 업링크 무선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기술 차별성

기술 응용 분야

▷▷ 310 : 데이터 영역
▷▷ 311 : CP

화공/신소재

• 3GPP LTE 통신 시스템에서 종래의 업링크 무선 프레임이 포함하는 파일럿 블록들의 개수보다 증가된
개수의 파일럿 블록들을 포함하는 업링크 무선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 업 링크 무선 프레임은 종래의 업링크 무선 프레임과의 호환성을 유지시키는 것이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 LTE, 3GPP

▷▷ 313 : 데이터 블록

건축/ 환경

▷▷ 315 : 블록
▷▷ 320 : 신규영역
▷▷ 330 : 파일럿 영역, 331 : CP, 333 : 파일럿 블록
▷▷ 340 : 파일럿 영역, 341 : CP, 343 : 파일럿 블록

기계

관련 키워드
• LTE, 무선통신, 3GPP, 데이터 블록,업링크, 무선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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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차량의 정속 주행장치 및 그 제어방법
기술 특징

• GPS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GPS 수신부; 차량의 차속을 감지하기 위한 차속감지부; 정속주행 제어를

2011-0008439

출원일

2011-01-27

위한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부; 상기 차량을 정속으로 주행시키기 위해 엔진출력 토크를

등록번호

KR1241783

등록일

2013-03-05

제어하고 감속 및 제동 제어를 수행하는 구동부; 주행할 도로의 각 지점간 고도 및 거리를 포함하는

B60W-030/14

지리정보 데이터 및 설정된 상기 파라미터와 차량의 특성값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사용자 입력부를

대표발명자
소 속

이종화

Main IPC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교수

통해 입력된 상기 파라미터 및 상기 차속감지부의 차속을 기반으로 상기 구동부를 제어하여 정속주행
제어를 수행하면서 상기 GPS 수신부에서 수신된 현재의 위치정보와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지리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지점과 다음지점과의 경사각에 따라 상기 다음지점에서의 속도를 예측하고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UTO CRUISE SYSTEM IN VEHICLE AND METHOD FOR
CONTROLLING THEREOF)

예측속도를 반영하여 정속주행 제어를 수행하되, 상기 경사각이 상기 차량의 주행에 따른 구름저항과
공기저항의 합이 등판저항과 같아지는 임계각을 초과하는 하강경사로이거나 상승경사로에서 상기
예측속도를 반영하여 상기 정속주행 제어를 수행하는 주행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정속주행 장치.

구 성

정보통신

• 차 량의 정속 주행장치에서 설정된 규정속도로 정속주행 제어를 수행하면서 다음 지점의 지리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사로를 주행할 경우 다음지점의 속도를 예측하여 예측속도에 의해 정속주행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차량의 정속 주행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 차별성

• 차량의 정속주행장치를 나타낸 블록구성도이다.
▷▷ 10 : GPS 수신부
▷▷ 20 : 차량 감지부
▷▷ 30 : 사용자 입력부

기술 응용 분야

▷▷ 40 : 주행 제어부

화공/신소재

• 차 량 의 정 속 주 행 장 치 에 서 설 정 된 규 정 속 도 로 정 속 주 행 제 어 를 수 행 하 면 서 다 음 지 점 의
지리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사로를 주행할 경우 다음지점의 속도를 예측하여 예측속도에
의해 정속주행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상황에 따라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차량제어,네비게이션

▷▷ 50 : 구동부

건축/ 환경

▷▷ 52 : 엔진 제어 장치
▷▷ 54 : 제동장치
▷▷ 60 : 저장부

관련 키워드
기계

• 자동차,차량,주향,정속,속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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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지상기준국 기반 우주항공 노드중계 측위 시스템
기술 특징

• 복수의 지상기준국들로부터 전송되어 복수의 위성항공 중계국들에 의하여 전달되는 기준신호를 수신하는

2011-0144427

출원일

2011-12-28

단계;상기 수신된 기준신호의 수신시간차를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위성항공 중계국들 각각의 위치를 계산하는

등록번호

KR1219467

등록일

2013-01-02

단계; 및상기 계산된 상기 복수의 위성항공 중계국들 각각의 위치와 상기 수신된 기준신호의 도달시간을

Main IPC

G01S-019/01

이용하여 수신국의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지상기준국 기반의 측위 방법.

대표발명자
소 속

임재성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교수

기술개요

• 악 의적인 신호교란에 취약한 종래 GPS 시스템에 비해 악의적 신호교란 대응 능력을 지상기준국을
이용하여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본 발명을 국방분야 무기체계에 적용함으로써 GPS의 의존 심화도를 낮추고,
GPS 신호교란 상황에서도 무기체계의 정확한 측위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 또한 위성항공 통신 중계에 따른 저속 메시지를 수신국에 방송할 수 있으ㄹ므로 수신국과 지상 기준국,
또는 중심국 간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난방송시스템과 같이 운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그리고 수신국이 송신능력을 갖춘다면, 수신국은 저속메시지 통신을 통해 센서노드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정보통신

• 지상기준국과 위성항공중계국을 활용하여, 수신국의 위치를 계산하는 측위 시스템, 측위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측위 방법은 수신국의 측위 방법에 있어서, 중심국에 의해
동기화된 3개 이상의 지상기준국에서 할당된 코드신호를 전송하고, 위성항공 중계국을 통해 중계된 신호의
수신시간차(TDOA)를 이용하여, 수신국에서는 위성항공 중계국 위치 및 수신국과의 거리를 자체적으로 계산
가능하여,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기술 차별성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Ground Positioning System based on Terrestrial Reference Node
to Aerospace Relay Node)

기술 응용 분야

구 성

• 민간분야, 해상 상선/어선의 위치식별, 항만/항공/교통 관제, 시설물 관리, 국방,방공,위성

패밀리 특허
• WO2013-100574 A1 GROUND CONTROL STATION-BASED AERONAUTICAL SATELLITE NODE RELAY
POSITIONING SYSTEM

화공/신소재

• 지상기준국 기반 위성항공 통신 중계 측위시스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건축/ 환경

▷▷ 100 : 지상기준국 기반의 위성항공 중계노드를 이용한 측위 시스템
▷▷ 111, 112, 113 : 지상기준국

기계

▷▷ 121, 122, 123 : 위성항공 중계국
▷▷ 130 : 수신국
▷▷ 140 : 중심국

관련 키워드
• 위성통신,위치측정,위성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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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아날로그 네트워크 코딩
위성통신 방법 및 그 장치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기반의
기술 특징

• 위성 단말의 위성통신 방법에 있어서,위성으로 전송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피더(feeder)로부터 상기 전송

2011-0130766

출원일

2011-12-08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전송 데이터와 상기 전송 데이터에 대응하는 수신 데이터가 아날로그 네트워크

등록번호

KR1270008

등록일

2013-05-27

코딩된 중첩 신호를 상기 위성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중첩 신호와 상기 수신된 상기 전송 데이터를

H04B-007/185

이용하여 상기 중첩 신호로부터 상기 수신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위성통신 방법.

대표발명자
소 속

임재성

Main IPC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교수

기술 차별성
기술개요

구 성
• 위성통신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통신

• 아날로그 네트워크 코딩 방식을 이용하여 다대다 위성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아날로그 네트워크 코딩
기반의 위성통신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 피더 주변에 위치하는 수신 단말 즉, 위성 단말(RCST)에서 피더로부터 전송되는 전송 데이터를 수신하고,
위성으로부터 아날로그 네트워크 코딩 방식으로 전송하는 중첩신호를 수신한 후 중첩신호로부터 전송
데이터에 대응하는 수신 데이터를 획득함으로써, 아날로그 네트워크 코딩 방식의 다대다 위성통신 수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위상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
• 또한 위성방송 시스템과 같이 큰 지연시간을 갖는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주파수 효율 및 통신 지연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PPARATUS FOR COMMUNICATING WITH SATELLITE BASED ON
ANALOG NETWORK CODING AND METHOD THEREOF)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위성통신, GPS, 국방,위성방송

패밀리 특허

▷▷ 210 : 위성
▷▷ 215 : 전송데이터가 아날로그 네트워크 코딩된 중첩 신호

건축/ 환경

• W O2013-085122 A1 METHOD FOR ANALOG NETWORK CODING-BASED SATELLITE
COMMUNICATION AND APPARATUS FOR SAME

▷▷ 220 : 제1피더
▷▷ 225 : 제1피더에서 전송하는 데이터(s1)을 인코딩한 전송신호인 x1신호
▷▷ 230 : 위성단말

기계

▷▷ 245 : 제2피더에서 전송하는 데이터 s2를 인코딩한 전송신호인 x2신호

관련 키워드
• 위성통신,다중통신,아날로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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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이동 셀룰러망에서의 무선 인지 기반 비협력
동적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

기술 특징
• 서로 다른 기준으로 채널을 선택하도록 하는 우선순위 순열을 생성하여 각 이동기지국에 할당하는 단계;

2011-0031403

출원일

2011-04-05

상기 각 이동기지국에서 무선 인지 기능을 이용하여 비점유 채널 정보를 획득하고 동일 채널간 간섭을

등록번호

KR1257034

등록일

2013-04-16

탐지하는 단계; 및상기 동일 채널간 간섭이 탐지되면, 상기 간섭이 발생한 채널을 상기 비점유 채널 정보에

H04W-016/10

따른 비점유 채널 집합 내에서 가장 먼저 탐색된 채널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채널을 탐색하는

대표발명자
소 속

임재성

Main IPC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교수

순서는 {PSi(n), PSi(n)+1,...N, 1, ... , PSi(n)-1}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i는 이동기지국의 식별자이고,
PSi(n)는 이동기지국i의 우선순위 순열의 n번째 요소이며, N은 총 채널 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셀룰러망에서의 무선 인지 기반 비협력 동적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

기술개요

기술 차별성
• 동적 분산 방식의 스펙트럼 할당 관리를 통해 동일 채널 간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 수행되는 이동기지국 간
연속적인 스펙트럼 변경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구 성
• 이동 셀룰러망에서의 무선 인지 기반 비협력 동적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의 순서도이다.

정보통신

• 본 발명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채널을 선택하도록 하는 우선순위 순열을 생성하여 각 이동기지국에
할당하고 각 이동기지국에서 동일 채널간 간섭이 발생하면, 우선순위 순열을 바탕으로 간섭이 발생한 채널을
변경하는이동 셀룰러 망에서의 무선 인지 기반 비협력적 동적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UNCOORDINATED DYNAMIC FREQUENCY ALLOCATION SCHEDULES
BASED ON COGNITIVE RADIO IN MOBILE CELLULAR NETWORKS)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무선통신, 위성통신

▷▷ S10 : U D C A - P S - I A 모 델 에 서 모 든
이동기지국이 채널의 우선 순위를
의미하는 서로 다른 우선 순위

건축/ 환경

순열을 할당 받는 단계
▷▷ S20 : 할당 받은 우선 순위 순열에 따라
채널을 변경하는 단계

관련 키워드
기계

• 이동통신,우선순위,간섭,채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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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직교주파수분할다중 기반 다중접속방법 및
이를 제어하는 통신장치
MULTIPLEXING(OFDM) AND COMMUNICATION EQUIPMENT FOR CONTORING THE SAME)

기술 특징
•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기반 다중접속방법에 있어서,불특정 다수의 단말에 대하여 미리 결정된 동기제어

2010-0077862

출원일

2010-08-12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다수의 단말로부터 상기 동기제어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테스트 메시지를 수신하는

등록번호

KR1270021

등록일

2013-05-27

단계;상기 동기제어 신호의 송신 후 미리 결정된 기준시로부터 제1 단위시간 내에 상기 테스트 메시지가

Main IPC

H04J-011/00

수신되는 단말을 제1 그룹으로 분류하고, 상기 기준시로부터 임의의 n 번째 단위시간 내에 상기 테스트

대표발명자
소 속

임재성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교수

메시지가 수신되는 단말을 제n 그룹으로 분류하는 단계;서브채널들의 사용 허용 시간을 상기 그룹별로
할당하는 단계; 및상기 제n 그룹에 분류된 단말들이 해당 그룹에 할당된 시간에 상기 서브채널들 및 심볼들을
부분적으로 점유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단위시간은 일 사이클릭 프리픽스(Cyclic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ULTIPLE ACCESS BASED ON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Prefix)이고, 상기 동기제어 신호는 비컨(beaco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OFDM 기반 다중접속 방법.

구 성
• MAC프로토콜을 나타내는 도표이다

기술 차별성
• 종래 WiMAX 대비 시간 동기에 대한 오버헤드를 대폭 감소시켜 데이터 처리량 및 동시 서비스 이용자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 종래 무선랜 기술과 대비할 때에도 전송 채널의 사용 효율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전송할 때 발생하는 충돌
확률을 감소시켜 다수의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정보통신

•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방법을 기반으로 시간 동기를 맞추는데 요하는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고, 많은
수의 사용자가 접속하더라도 단번에 시간 동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처리량을 크게 향상시키는
OFDM 기반의 다중 접속 방법 및 이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화공/신소재

기술 응용 분야
• OFDM, 이동통신, 무선통신

패밀리 특허
건축/ 환경

• US2013-0142179A1 OFDM-BASED MULTIPLE ACCESS METHOD AND COMMUNICATION DEVICE
CONTROLLING THE SAME
• WO2012-020873 A1 METHOD FOR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BASED
MULTIPLE ACCESS AND COMMUNICATION DEVICE FOR CONTROLLING SAME

기계

관련 키워드
• OFDM, 직교주파수분할다중 방법,시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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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양방향 중계시스템에서의 선택적 분산 빔포밍 방법
기술 특징

• 다수의 중계기를 통해 복수의 단말기가 아날로그 네트워크 코딩을 사용하는 양방향 중계시스템에서의

2011-0095355

출원일

2011-09-21

선택적 분산 빔포밍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단말기의 시스템 커패시티를 최대로하는 빔포밍 가중치

등록번호

KR1298083

등록일

2013-08-13

벡터를 레일레이-리츠 정리에 의해 수학식 9와 같이 산출하는 단계; 및 산출된 상기 빔포밍 가중치

H04B-007/14

벡터 중 상기 시스템 커패시티를 최대로 하는 가중치를 수학식 12와 같이 하나를 선택하여 빔포밍 하는

대표발명자
소 속

임재성

Main IPC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교수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중계시스템에서의 선택적 분산 빔포밍 방법. 이 때, , 는
빔포밍 가중치 벡터이고, PR은 다수 중계기의 총 전력합이고, ,는 수학식 10과 같은 벡터이다.이때,
h, g는 채널상태 정보이고, a는 수신신호의 세기를 정규화하기 위한 계수이다. 여기서 는 복소수의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ETHOD FOR SELECTIVE DISTRIBUTED BEAMFORMING IN TWO
WAY RELAYING SYSTEM)

컨쥬게이트(conjugate)로써, 와 는 각각 hK와 gk의 켤레복소수이다. 이때, v(w)는 시스템 커패시티이다.

구 성
• 양방향 중계시스템에서의 중첩 수신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이다.

기술 차별성

기술 응용 분야
• 무선통신,모바일,이동통신

화공/신소재

• 두 단 말 이 다 수 의 중 계 기 를 통 해 네 트 워 크 코 딩 을 이 용 하 여 양 방 향 통 신 을 수 행 하 는 양 방 향
중계시스템에서 부분적인 채널 정보만을 이용하여 분산적 빔포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널 정보
획득에 필요한 피드백 오버헤드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최대 다이버시티 이득과 상계(uuper bound)에
매우 근접한 시스템 커패시티를 얻을 수 있다.
• 빔포밍 가중치 계산을 위한 연산양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단말기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다.

정보통신

• 두 단말이 다수의 중계기를 통해 네트워크 코딩을 이용하여 양방향 통신을 수행하는 양방향 중계시스템에서
부분적인 채널 정보만을 이용하여 분산적 빔포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중계시스템에서의 선택적
분산 빔포밍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건축/ 환경

▷▷ U1 : 제1단말기, U2 : 제2단말기, R : 중계기

기계

관련 키워드
• 중계, 빔포밍,양방향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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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인체 위험 상황 감시 장치 및 방법
기술 특징

• 피 에조 센서에 의해 획득된, 인체의 제 1 상태의 생체 신호 및 제 2 상태의 생체 신호로부터, 상기

2011-0106536

출원일

2011-10-18

인체의 심장 박동 또는 호흡의 진폭 신호를 추출하는 검출부; 및상기 제 1 상태에서 상기 제 2 상태로

등록번호

KR1270312

등록일

2013-05-27

변화한 때 상기 심장 박동 또는 상기 호흡 진폭 신호의 변화량을 기초로 상기 인체의 위험 상황 여부를

G08B-021/04

판단하는 위험상황 판단부;상기 피에조 센서에 의해 획득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대표발명자
소 속

조위덕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교수

디지털 변환부; 및 상기 디지털 신호의 기준 주파수 성분을 통과시키는 대역 통과 필터;를 포함하며,상기
제 1 상태 및 상기 제 2 상태의 생체 신호는 상기 피에조 센서에 의해 획득된 신호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상기 대역 통과 필터를 통과한 후의 생체 신호이며,상기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Dangerous condition observation apparataus and method for
human body)

대역 통과 필터는 상기 인체의 호흡 신호를 제거하고 상기 인체의 심장박동 신호만을 통과시키는

구 성
• 인체 위험 상황 감시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저대역 제거 고대역 통과 필터이거나 상기 인체의 심장박동 신호를 제거하고 상기 인체의 호흡
신호만을 통과시키는 고대역 제거 저대역 통과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위험 상황 감시 장치.

기술 차별성

기술 응용 분야
▷▷ 100 : 인체 위험 상황 감시 장치

화공/신소재

• 본 발명에 의한 인체 위험 상황 감시 장치 및 방법에 의하면 인체의 심장 박동 또는 호흡 진폭
신호의 변화량에 기초하여 인체의 무호흡, 질식사등의 위험 상황을 판단하여 유선 또는 무선
단말로 전송함으로써 수면상태등에 있는 인체의 위험 상황을 감시함으로써 인체의 사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정보통신

• 본원 발명은 인체 위험 상황 감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인체의 심장 박동 또는 호흡 진폭 신호의
변화량에 기초하여 인체의 무호흡, 질식사등의 위험 상황을 판단하여 유선 또는 무선 단말로 전송함으로써
수면상태등에 있는 인체의 위험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 환자관리,병동관리, 원격진료

건축/ 환경

▷▷ 110 : 검출부
▷▷ 120 : 위험상황판단부

패밀리 특허
• WO2013-058565 A2 APPARATUS AND METHOD FOR MONITORING SITUATIONS DANGEROUS TO
THE HUMAN BODY

기계

관련 키워드
• 호흡,심장박동,환자,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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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ＧＰＳ 기능 및 복수의 센서들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장치 및 그 방법

기술 특징
• GPS 기능 및 복수의 센서들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장치에 있어서,GPS 이용 경로 및 복수 센서 이용 경로 중

2011-0084513

출원일

2011-08-24

어느 하나를 운동량 측정 경로로 선택하는 사용자 입력부;상기 사용자 입력부에 의하여 GPS 이용 경로가 선택된

등록번호

KR1288351

등록일

2013-07-16

경우, GPS 기능을 이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는 제1 운동량 측정부;상기 사용자 입력부에 의하여 복수 센서 이용

G01C-022/00

경로가 선택된 경우, 복수의 센서들을 이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는 제2 운동량 측정부;상기 제1 운동량 측정부에

대표발명자
소 속

조위덕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교수

의하여 운동량을 측정하는 경우, GPS 신호 크기와 기준값을 주기적으로 비교한 결과, 상기 GPS 신호 크기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제2 운동량 측정부에 의하여 운동량이 측정되도록 운동량 측정 경로를 변경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PS 기능 및 복수의 센서들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장치.

기술개요

• GPS 기능 및 복수의 센서들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장치의 구성 블럭도이다.

• GPS 기능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경로와 복수의 센서들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경로를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장치의 성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뿐 아니라 GPS 기능 및 센서
중 일방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또한, GPS 기능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과정에서 GPS 수신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복수
센서들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경로로 자동 변환시키기 때문에, 열악한 주변 환경하에서도 운동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 응용 분야
• U-헬스,유비쿼터스, 경로감지,환자감시

화공/신소재

구 성

기술 차별성
정보통신

• GPS 기능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경로와 복수의 센서들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경로를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측정 장치의 성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뿐 아니라 GPS 기능 및 센서 중
일방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GPS 기능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과정에서 GPS 수신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복수 센서들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경로로 자동 변환시킴으로써, 열악한
주변 환경하에서도 운동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GPS 기능 및 복수의 센서들을 이용한 운동량 측정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pparatus and method for measuring physical exercise using
ＧＰＳ and sensors)

▷▷ 10 : 사용자 입력부

건축/ 환경

▷▷ 20 : 제1 운동량 측정부
▷▷ 21 : 거리 계산부, 23 : 시간 계산부
▷▷ 25 : 운동량 계산부
▷▷ 30 : 제2 운동량 측정부
▷▷ 31 : 센서부
▷▷ 33 : 센싱 데이터 가공부
▷▷ 40 : 제어부

기계

관련 키워드
• GPS, 운동경로,운동량,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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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운동 보조 장치 및 그 방법, 그리고 운동보조
장치를 이용한 회원들의 운동능력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 특징

• 사용자의 운동을 보조하는 운동 보조 장치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또는 개발자로부터 입력받은 운동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2011-0084511

출원일

2011-08-24

운동 프로그램 저장부;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저장된 운동 프로그램 중, 적어도 하나의 운동 프로그램이 선택되면, 상기

등록번호

KR1277177

등록일

2013-06-10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운동 프로그램을 상기 운동 프로그램 저장부로부터 입력받으며, 상기 입력된 적어도 하나의 운동

A63B-024/00

프로그램을 상기 사용자가 사용할 운동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운동 프로그램 설정부;적어도 하나의 센서를 통해 상기

대표발명자
소 속

조위덕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교수

사용자의 움직임 관련 정보 및 생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움직임 및 생체 정보 수집부;상기 수집된 사용자의 움직임 관련
정보 중, 상기 설정된 운동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특정 움직임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특정 움직임에 대한 결과 정보와
함께 상기 생체 관련 정보를 출력하는 운동 패턴 검출부;상기 검출된 특정 움직임에 대한 결과 정보 및 생체 관련 정보를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pparatus and method assisting exercise，system for managing
exercise ability of the members)

입력받아 저장하고,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운동 능력 향상 정도를 분석하며, 상기 사용자의 일별, 주별, 월별 및

구 성

연별 운동 결과를 저장 관리하고, 일별, 주별, 월별 및 연별 운동 능력 향상 정도를 저장 관리하는 정보 분석부;상기 검출된
특정 움직임에 대한 결과 정보 및 생체 관련 정보 또는 상기 분석된 사용자의 운동 능력 향상 정도를 출력하는 입출력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 보조 장치.

정보통신

• 사 용자에게 특성화된 운동프로그램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한편,복수의 회원들에게 상기
운동보조장치를 소지한 상태로 각 종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고, 운동 결과 정보 및 생체 정보를
획득하여 상기 복수의 회원들의 운동능력 향상 수준을 통합적으ㅍ로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들의 운동능력 통합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 차별성

▷▷ 110 : 운동 프로그램 저장부
▷▷ 130 : 운동 프로그램 설정부

• 개인이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원하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운동할 수 있고, 자신의 움직임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장점이 있다.
• 많은 전문 강사를 이용하지않음에 따라 헬스 클럽 등의 운영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 회원들은 자신의 운동 능력 및 운동
습관에 대하여 수시로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회원들이 자신의 운동 능력 및 운동습관과 함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공/신소재

• 제1 실시예에 따른 운동 보조 장치의 구성 블럭도이다.

▷▷ 150 : 움직임 및 생체 정보 수집부
▷▷ 170 : 운동 패턴 검출부

기술 응용 분야
건축/ 환경

▷▷ 190 : 입출력부

• U-헬스,원격진단,

▷▷ 195 : 정보 분석부
▷▷ 200 : 운동보조장치의 무선 모듈부
▷▷ 210 : 중앙관리장치의 무선 모듈부
▷▷ 230 : 정보 저장부
▷▷ 250 : 분석 모듈부,
▷▷ 270 : 전송 모듈부

기계

▷▷ 290 : 회원 관리부

관련 키워드
• 운동,운동 보조 장치,운동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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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실내 측위 시스템 및 그 방법
기술 특징

• 가속도 센서와 각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가속도 및 각가속도를 측정하는 관성 측정 장치;

2010-0064256

출원일

2010-07-05

와상기 측정된 가속도 및 각가속도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하는 저주파 통과 필터, 상기 저주파 통과

등록번호

KR1309291

등록일

2013-09-10

필터에서 출력된 가속도 및 각가속도에 포함된 레퍼런스 전압을 제거하는 고주파 통과 필터, 상기

Main IPC

G01C-021/10

고주파 통과 필터에서 출력된 가속도 및 각가속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이동거리 및 방향을 산출하고,

대표발명자
소 속

김태겸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교수

산출된 이동거리 및 방향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위치 추정부 및 간소화된 지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위치 추정부에서 추정된 위치의 오차를 보정 하는 맵 보정부를 구비한 모바일 단말을
포함하되,상기 맵 보정부는, 설정된 교차로, 복도, 목적지 도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간소화된 지도의 모든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INDOOR LOCALIZATION SYSTEM AND METHOD)

도트(dot)의 종류를 정의하고, 교차로, 복도, 목적지 중 어느 하나로 정의된, 간소화된 지도의 각 도트를

• 관성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실내측위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는 기술이다.

주변 도트와의 일치 여부를 판별해서 통합하고 간소화된 각 구성 요소간의 연결관계를 그래프로 저장하는

추정부에서 추정된 위치를 보정지점(Fixing point)으로 매핑 하는 위치 보정부를 포함하며,상기 맵 인식부는,

구 성

상기 간소화된 지도의 모든 도트(dot)에 대해서, 검은색인가를 판단하여 검은색이면 해당 도트를 중심으로

• 실내 측위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정보통신

맵 인식부; 와사용자의 움직임 이벤트 발생시, 상기 구성 요소간 연결관계의 정보 검색을 통해서 상기 위치

상하좌우 8개의 검은색 점의 수를 카운트하고 상기 해당 도트 및 상하좌우 8개를 포함한 9개 중에 검은색

포함한 9개 중에 검은색 점이 3개이고 상기 3개의 검은색 점이 수직이나 수평으로 나란한 경우 해당
▷▷ 1 : 관성 측정 장치

도트를 복도로 정의하고 나란하지 않고 꺾여 있으면 교차로로 정의하고, 해당 도트를 중심으로 상기 해당

▷▷ 2 : 가속도 센서
▷▷ 3 : 각가속도 센서

도트 및 상하좌우 8개를 포함한 9개 중에 검은색 점이 3개보다 많으면 해당 도트를 교차로로 정의하고,

▷▷ 10 : 모바일 단말

상기 해당 도트가 검은색이 아니면 해당 도트를 빈공간으로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기 간소화된 지도의

▷▷ 11 : 저주파 통과 필터

모든 도트의 종류를 정의하는 실내 측위 시스템.

▷▷ 13 : 위치 추정부

기술 차별성

▷▷ 14 : 웹 보정부
▷▷ 15 : 웹 인식부

• 가속도 및 각가속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고, 간소화된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사용자의 위치를 보정 함으로써, 실내에서의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16 : 위치 보정부

건축/ 환경

▷▷ 12 : 고주파 통과 필터

화공/신소재

점이 2개이면 해당 도트를 목적지로 정의하고, 해당 도트를 중심으로 상기 해당 도트 및 상하좌우 8개를

기술 응용 분야
기계

• 실내 지도 구축,방범

관련 키워드
• 측위,위치측정,위치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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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교통사고 경보 서비스 서버 및 그 방법

기술 특징
• 교차로 상의 복수의 객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부;상기 복수의 객체 중 상기 교차로에 서로

2012-0019642

출원일

2012-02-27

교차하는 경로로 진입하는 진입 객체들 간의 안전제동을 위한 임계 가시거리가 장애물에 의해 차단되는지를

등록번호

KR1258037

등록일

2013-04-18

판단하는 가시거리 판단부;상기 임계 가시거리가 상기 장애물에 의해 차단되는 경우, 상기 진입 객체들 간의

G08G-001/0968

충돌 가능성을 판단하는 충돌 가능성 판단부; 및상기 진입 객체들 간의 충돌 시간이 기 설정된 범위를 벗어난

대표발명자
소 속

최기주

Main IPC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교수

경우 상기 진입 객체들로 충돌 경보를 하는 충돌 경보부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경보 서비스 서버.

기술 차별성

기술개요

• 교차로에 진입하는 객체들 간의 가시거리가 장애물에 의해 차단되는지에 따라 객체들 간의 충돌 여부를
판단하고,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객체들에 경보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정보통신

•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에 안전제동 거리를 확보하였는지에 따라 교통사고 가능성을 판단하여 경보하는
기술이다.

기술 응용 분야
구 성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CCIDENT ALARMING SERVICE SERVER, AND METHOD THEREOF)

• 교통, 물류, 차량

• 교통사고 경보 서비스 서버의 구성도.

화공/신소재

▷▷ 100 : 교통사고 경보 서비스 서버
▷▷ 110 : 정보 수집부
▷▷ 120 : 가시거리 판단부

건축/ 환경

▷▷ 130 : 충돌 가능성 판단부
▷▷ 140 : 충돌 경보부

기계

관련 키워드
• 교통사고,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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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인지 펨토셀 네트워크에서 단말 분류 장치 및 방법
기술 특징

• 인지 펨토셀 네트워크(Cognitive Femtocell Network)에서 게이트웨이의 단말 분류 장치에 있어서,데이터를

2011-0099429

출원일

2011-09-29

송수신하는 송수신부와,상기 인지 펨토셀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단말을 상기 인지 펨토셀

등록번호

KR1264360

등록일

2013-05-07

네트워크로의 접속 모드에 따라 분류하는 분류부와,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상기 분류된 단말의 접속

H04W-088/16

모드에 따라 큐 스케줄링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상기 접속 모드는폐쇄형 접속 인지 펨토셀 접속

대표발명자
소 속

최영준

Main IPC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교수

모드(Closed Access Cognitive Femtocell, CACF), 하이브리드 접속 인지 펨토셀 접속 모드(Hybrid Access
Cognitive Femtocell, HACF) 또는 개방형 접속 인지 펨토셀 접속 모드(Open Access Cognitive Femtocell,
OACF)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분류 장치.

기술개요

기술 차별성
•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인지 펨토셀 네트워크에서 단말을 분류하고, 다중 펨토셀 접속 모드에서
구동되는 인지 펨토셀 게이트웨이에서 단말 분류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펨토셀 접속 모드와
성능 분석을 할 수 있다.

구 성
• 인지 펨토셀 네트워크를 도시한 구성도

정보통신

• 인 지 펨토셀 네트워크에서 단말을 분류하고, 다중 펨토셀 접속 모드에서 구동되는 인지 펨토셀
네트워크에서 단말 분류 장치 및 방법에 관한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PPARATUS AND METHOD FOR CLASSFING TERMINAL OVER
COGNITIVE FEMTOCELL NETWORK)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펨토셀,모바일,이동통신, LTE

▷▷ 110 :펨토셀 네트워크
▷▷ 111-113 : 라우터
▷▷ 120 : 펨토셀 게이트웨이

건축/ 환경

▷▷ 130 : 매크로 셀 기지국
▷▷ 140-160 : 펨토셀 기지국들
▷▷ 141-147 : 단말기들
▷▷ 170 : IP Back-haul 네트워크

기계

관련 키워드
• 펨토셀, LTE, 단말 분류,모바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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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가시광선을 이용한 자동차 운행 제어 시스템
기술 특징

• 자동차로부터 발광되는 가시광선을 이용한 정보 송신 수단에 있어서,기설정된 파장의 가시광선을 발광하는

2011-0088160

출원일

2011-08-31

발광부;상기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입력받는 인터페이스부;상기 운행 정보에 대응하는 신호 패턴을 생성하여

등록번호

KR1340943

등록일

2013-12-06

출력하는 신호 생성부; 및상기 신호패턴을 상기 가시광선과 믹싱하여 출력하는 믹서부;를 포함하고,상기 운행

H04B-010/116

정보는, 자동차의 운행 속도 및 운행 가속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상기 신호 생성부는,상기 신호 패턴을

대표발명자
소 속

최영준

Main IPC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교수

생성하는 제 1 서브 신호 생성부; 및상기 정보 송신 수단으로부터 송신되는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 수단과의
동기화를 위한 동기화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서브 신호 생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송신 수단.

기술개요

구 성

기술 차별성
• 자동차의 운행량이 많거나, 끼어들기가 심한 운행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자동으로 자동차의 운행이
제어될 수 있다.

기술 응용 분야

• 운행 제어 시스템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정보통신

• 가시광선 통신을 이용하여 수신한 선행 자동차의 속도에 기초하여 후행 자동차의 운행을 제어하는 자동차
운행 제어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UTOMOBILE DRIVING CONTROLLING SYSTEM USING VISIBLE LIGHT)

• 교통 흐름 제어,자동차 운전 제어,속도제어,운행제어

화공/신소재

▷▷ 110 : 선행자동차
▷▷ 111 : 정보 송신 수단
▷▷ 120 : 후행자동차

건축/ 환경

▷▷ 121 : 정보 수신 수단

관련 키워드
기계

• 자동차,승용차,운행,운전,자동제어, 교통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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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가시광선 통신을 이용하는 조명탄 및 그 제어 방법
기술 특징

• 발광되는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조명탄에 있어서,기설정된 파장의 가시광선을 발광하는 발광부;사용자

2011-0088154

출원일

2011-08-31

입력 정보를 입력받는 인터페이스부;상기 사용자 입력 정보에 대응하는 신호 패턴을 생성하여 출력하는 신호 생성부; 상기

등록번호

KR1318785

등록일

2013-10-10

신호 패턴을 상기 가시광선과 믹싱하여 출력하는 믹서부; 및GPS 신호를 수신하는 GPS 신호 수신부;를 포함하며, 상기

F42B-004/26

사용자 입력 정보는, 상기 조명탄의 위치에 관한 것이며,상기 신호 생성부는, 상기 GPS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조명탄에

대표발명자
소 속

최영준

Main IPC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교수

대응하는 신호 패턴을 생성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탄.

기술 차별성

기술개요
• 발광되는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조명탄에 관한 기술임

• 조명탄의 위치, 즉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송신함에 따라 재난 등에 의한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좀 더
효율적인 구조 요청이 가능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 응용 분야

구 성
• 조명탄 데이터 전송기 및 조명탄 데이터 수신기 사이의 신호 송수신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FLARE USING VISIBLE LIGHT COMMUNICATION AND METHOD
FOR CONTROLLING THEREOF)

• 재난 시스템,방재 분야

화공/신소재

▷▷ 101 : 사용자
▷▷ 102 : 조명탄 데이터 전송기

건축/ 환경

▷▷ 103 : 조명탄 데이터 수신기

기계

관련 키워드
• 조명탄,가시광선, 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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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폭발 또는 급속 방전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통신 장치
기술 특징

• 폭발물을 포함하며, 데이터를 전송 가능한 발사체에 있어서,상기 발사체의 외부 환경 정보를 센싱하는

2011-0087827

출원일

2011-08-31

센서부;상기 발사체가 운용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공급부;상기 외부 환경 정보 및 상기 폭발물의 폭발

등록번호

KR1318781

등록일

2013-10-10

이벤트 중 적어도 하나를 검출하여 기설정된 이벤트의 발생 여부를 검출하며, 상기 기설정된 이벤트가

F42B-012/00

검출된 경우 상기 전력 공급부가 급속 방전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및상기 급속 방전된 전력을 이용하여,

대표발명자
소 속

최영준

Main IPC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교수

상기 외부 환경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부;를 포함하며,상기 송신부는,상기 기설정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제 1 송신부; 및상기 기설정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상기 외부 환경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제 2 송신부;를 포함하며,상기 제어부는 상기 급속 방전된 전력을 상기 제 2 송신부로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COMMUNICATING DEVICE ENABLING DATA TRANSMMITION
USING RAPID DISCHARGE OR EXPLOSION)

출력하여, 상기 급속 방전된 전력으로 상기 외부 환경 정보를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사체.

기술 차별성
구 성

• 위급 시 또는 재난 시 효과적인 구호 활동 및 전장에서 유효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 발사 타겟이 되는 지역의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원거리에서도 전송할 수 있으며, 또한 폭발 전에 잔류
전력을 소모할 수 있어, 전력 낭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창출될 수 있다.

• 통신 장치의 블록도이다.

정보통신

• 폭발 또는 기설정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급속 방전을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통신 장치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기술임

화공/신소재

기술 응용 분야
• 국방,재난,방재,긴급통신
▷▷ 100 : 통신장치
▷▷ 110 : 센서부

건축/ 환경

▷▷ 120 : 제어부
▷▷ 130 : 전력공급부
▷▷ 140 : 송신부

기계

관련 키워드
• 폭탄,폭발물,급속방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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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서버 및 그 시스템
기술 특징

• 단 말 기 경 로 정 보 수 신 부 가 이 동 통 신 단 말 기 의 이 동 에 따 른 단 말 기 경 로 정 보 를 수 신 하 는

2010-0052278

출원일

2010-06-03

단계;사용자경로정보생성부가 상기 수신한 단말기 경로정보에 포함된 경로의 위치정보만을

등록번호

KR1222429

등록일

2013-01-09

가지고 전자지도, 음성 또는 문자형태의 교통정보로 가공하여 사용자 경로정보로 생성하는

G06Q-050/30A0

단계; 사용자경로정보공유부가 상기 사용자 경로정보를 교통정보DB에 저장하여 공유하는

대표발명자
소 속

최영준

Main IPC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교수

단계;교통정보제공부가 이동통신단말기로부터 교통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사용자 경로정보를
포함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메시지처리부가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로부터 상기 사용자 경로정보를
사용한 사용자들의 평점, 상기 사용자 경로정보에 대한 교통상황, 일시적 혼잡 상황을 상기 제공한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ethod, server and system for providing traffic report)

교통정보에 대한 추가 메시지로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메세지처리부가 상기 추가 메시지를 교통정보에
반영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의 사용자 경로정보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사용자들이 등록한 평점 순서, 최소시간 또는 최소거리를 포함한 일정한 기준별로 정렬하여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구 성
• 과립 및 온도감응 하이드로젤 모식도 및 이를 통한 1차적 2차적 약물 방출 제어의 모식도임

기술 차별성

▷▷ 110 단말기경로정보수신부
▷▷ 130사용자경로정보생성부
▷▷ 150 사용자경로정보공유부
▷▷ 170 교통정보제공부
▷▷ 200이동통신단말기
▷▷ 210 단말기경로정보생성부

기술 응용 분야

▷▷ 230 송수신부 250 교통정보수신부

건축/ 환경

▷▷ 190 메시지처리부

화공/신소재

• 교통정보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교통정보 요청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된 최적경로가 이에, 사용자들만이
아는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 교 통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경로 이외에 사용자들이 경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다양한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 제공되는 교통정보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평점을 포함한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고, 메시지를 공유함으로써
사용자가 등록한 교통정보에 대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기존의 일방적으로 교통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서, 교통정보 시스템으로 경로 및 의견
메시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교통정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 100 서버

정보통신

• 교통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경로를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용자 경로정보로
생성하고, 상기 사용자 경로 정보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여 그에 대한 평점, 의견 등을 수신하여 새로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서버 및 그 시스템

• 교통,네비게이션

▷▷ 270 메시지등록부 300 교통정보DB

기계

관련 키워드
• 도로교통,경로공유, 교통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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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화공/신소재 분야 기술목록
스틸바죠리늄-염 결정의 성장 방법

162

주석 기반 다상 나노 구조체 및 비정질 카본의 나노 복합체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음극활물질

164

철-텅스텐 산화물을 포함하는 신규의 음극 활물질 및 이의 제조 방법

166

그래파이트로부터 금속-그래핀 나노복합체를 제조하는 방법

168

Ｎ-아세틸레이티드 키토산-탄소노나노튜브 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170

패터닝 형성용 탄소나노튜브-고분자 복합체 및 이를 이용하여 기판에 패터닝을 형성하는 방법

172

합성 천연 가스 생성 장치 및 방법

174

고안정성 고용량 고속방전 가능 양극 활물질, 그 제조방법 및 이를 구비한 리튬이차전지

176

고분자량의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공중합체 및 이의 제조 방법

178

염기 촉매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분자량의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180

폴리비닐계 공중합체, 상기를 포함하는 도판트, 및 상기 도판트를 포함하는 전도성 고분자 복합체

182

ＩｎＧａＡｓＳｂＮ를 이용한 초고효율 저가형 다중접합 박막 태양전지 제작 방법

184

다중접합 태양전지 및 그 제작방법

이은정

매니저
BT/NT분야 기술이전 전담
연락처 : 031-219-3747
이메일 : jmsun@ajou.ac.kr

화 공 /신 소 재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스틸바죠리늄-염 결정의 성장 방법
기술 특징

• 메 탄 올 및 아 세 토 나 이 트 릴 용 매 에 서 순 차 적 으 로 성 장 하 는 스 틸 바 죠 리 늄 - 염 결 정 의 성 장

2011-0076103

출원일

2011-07-29

방법으로서, 상기 스틸바죠리늄-염 결정은 N,N-디메틸아미노-N'-메틸스틸바죠리늄

등록번호

KR1289851

등록일

2013-07-19

2,4,6-트리메틸벤젠설포네이트(N,N-dimethylamino-N'-methylstilbazolium 2,4,6-trimethylbenzenesulf

C07D-213/06

onate, DSTMS), N,N-디메틸아미노-N'-메틸스틸바죠리늄 4-메틸벤젠설포네이트(N,N-dimethylamino-

대표발명자
소속

권오필

Main IPC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교수

N'-methyㅣstilbazolium 4-methlybenzenesulfonate, DAST), N,N-디메틸아미노-N'-메틸스틸바죠리늄
2-나프탈렌설포네이트(N,N-dimethylamino-N'-methyㅣstilbazolium 2-naphthalenesulfonate,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ethod of growing stilbazolium-salt crystals)

DSNS), N,N-디메틸아미노-N'-메틸스틸바죠리늄 2,4-디메틸벤젠설포네이트(N,Ndimethylamino-N'-methyㅣstilbazolium 2,4-dimethylbenzenesulfonate), N,N디메틸아미노-N'-메틸스틸바죠리늄 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N,N-dimethylamino-N'methylstilbazolium 4-hydroxybenzenesulfonate), 및 N,N-디메틸아미노-N'-메틸스틸바죠리늄
4-메톡시벤젠설포네이트(N,N-dimethylamino-N'-methlystilbazolium 4-methoxybenzenesulfonate)

구 성

중에서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틸바죠리늄-염 결정의 성장 방법.

기술의 효과
• 스틸바죠리늄-염 결정을 서로 다른 용매에서 순차적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선택적으로 결정의 두께 및 형태를 최적의
상태로 조절할 수 있다.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사 진(a)는 아세토나이트릴로부터 사다리꼴형 시드 DSTMS결정을 이용하여 메탄올에서 성장한
벌크 DSTMS 결정을 나타내며 사진 b는 메탄올로부터 판형 시드 DSTMS결정을 이용하여 아세토
나이트릴에서 성장한 벌크 DSTMS결정을 나타낸 것임

정보통신

• 서 로 다른 용매에서 순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틸바죠리늄-염 결정의 성장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 광대역 THz 발생 및 검출원 등 결정의 특정 두께 및 형태가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에 적용 가능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스틸바죠리늄, DSTMS, 성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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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 /신 소 재

주석 기반 다상 나노 구조체 및 비정질 카본의 나노
복합체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음극활물질
기술 특징

• 1) 표면에 음이온을 띠는 박테리아를 배양 후 박테리아의 농도를 탈이온수로 조절하여 박테리아 분산

출원번호

2012-0054458

출원일

2012-05-22

등록번호

KR1340523

등록일

2013-12-05

소속

김동완

Main IPC

B82B-003/00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교수

• 2) 주석 전구체를 탈이온수에 용해시킨 주석 전구체 용액을, 상기 1)의 용액에 첨가하면서 20∼30 ℃에서
0.5∼2 시간 동안 스터링(stirring)하여 바실러스 박테리아와 주석 전구체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하는 단계
• 3) 하이드라진(N2H4ㆍH2O)을 탈이온수에 용해시킨 용액을, 상기 2)의 용액에 첨가하면서 반응시켜 상기
박테리아 표면에 주석산화물이 고르게 부착되도록 유도하는 단계
• 4) 상기 3)의 반응 용액을 원심분리 후 세척하여 석출물을 수득하는 단계

기술개요

• 5) 상기 석출물을 진공 건조하여 박테리아/주석산화물 복합체 분말을 수득하는 단계
• 6) 상기 수득된 복합체 분말을 350∼500 ℃의 온도 및 수소 분위기 하에서 열화학적 환원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주석 기반의 나노구조체/비정질 카본 나노복합체의 제조방법

기술의 효과

구 성

• 그 제조 과정이 단순하고, 경제적이며, 사용되는 박테리아 템플릿의 형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복합체
수득이 가능하다.
• 저온 합성 및 중간 매개체의 합성과 대량생산이 용이하다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 박 테리아 템플릿 및 주석 전구체의 사용을 통해 제조되는 비정질 카본/주석 원소 기반 다상의
나노구조체들로 이루어진 튜브 형상의 나노복합체 제조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정보통신

• 바 실러스 박테리아 표면에 주석 산화물을 직접적으로 결합시켜 획득된 박테리아/주석 산화물의
분말을 수소 분위기 하에서 열화학적 환원시키는 것에 의해 0 차원 형상을 갖는 다상의 주석
산화물들 및 주석 금속과 박테리아로부터 유도된 비정질 카본과의 복합화를 이루는 튜브 형상의
나노복합체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용액을 제조하는 단계

생명/의학

(Method for Multiphasic Tin-based Nano Structures/Amorphous Carbon
Nano Composite and Anode Active Materials Comprising the Same)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 리튬 이차전지, 전기 이중층 슈퍼 커패시터

• W O2013-176363 A1 METHOD FOR PREPARING NANOCOMPOSITE COMPRISING TIN-BASED
MULTIPHASE NANOSTRUCTURE AND AMORPHOUS CARBON, AND CATHODE ACTIVE MATERIAL
CONTAINING SAME

건축/ 환경

패밀리 특허

기계

관련 키워드
• 나노복합체,나노구조체,박테리아 템플릿,주석전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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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 /신 소 재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철-텅스텐 산화물을 포함하는 신규의 음극
활물질 및 이의 제조 방법
기술 특징

• 철 전구체 및 텅스텐 전구체를 각각 용매에 용해시켜 분산시키는 1 단계;각각의 전구체 용액을 혼합하여

2010-0122814

출원일

2010-12-03

혼합 용액을 제조하는 2 단계;상기 혼합 용액의 pH를 7 ~ 12로 조절하는 3 단계;상기 혼합 용액을

등록번호

KR1233701

등록일

2013-02-08

수열합성 반응시키는 4 단계; 및반응이 끝난 용액에서 석출물을 분리 후, 세척, 건조하는 5 단계;를

H01M-004/52

포함하는 철-텅스텐 산화물 나노구조체의 제조 방법.

대표발명자
소속

김동완

Main IPC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교수

기술의 효과
• 음극 활물질은 전기화학적인 측면에서 리튬과의 전환 반응을 통해 충ㆍ방전간 높은 용량의 특성을 갖는다.

기술개요

• 벌크 철-텅스텐 산화물에 비해 높은 비표면적을 갖는 특징을 지니며, 충ㆍ방전 사이클 테스트 이후에도 큰 부피 변화 없이
나노구조체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음극 활물질로써 리튬과의 반응을 통해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 pH조절에 의해 나노구조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반응기의 용량 증대에 따라 획득되는 수율의 증대가 가능하여 대량
생산이 용이할 뿐 아니라, 복잡한 중간 과정 없이 저온에서 간단하게 한 번의 수열합성 반응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구 성
• 철-텅스텐 산화물 나노구조체의 전계방출 주사 현미경 이미지이다.

정보통신

• 철-텅스텐 산화물을 포함시켜 우수한 사이클 특성 및 높은 용량을 갖는 음극 활물질을 높은 비표면적을
갖는 나노구조로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New Anode Active Materials Comprising Iron-Tungstate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of the same)

것으로 인해 그 과정이 단순하고, 사용되는 전구체들의 재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시간 절약

• 무엇보다도, 반응 용액의 간단한 pH 조절만을 통해 높은 비표면적 특성을 갖는 다양한 형상의 철
• 텅스텐 산화물 나노구조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효과의 강점을 갖는다.

• 리튬 이차전지,전기이중층 슈퍼 커패시터,슈퍼 커패시터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이차전지,음극활물질,슈퍼 커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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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 /신 소 재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그 래 파 이 트 로 부 터 금 속 - 그 래 핀
나노복합체를 제조하는 방법
기술 특징

• 입자크기가 1-20um인 그래파이트 분말을 수중에서 초음파 처리하고 계면활성제와 금속이온을 첨가한 다음 빛을

출원번호

2011-0119859

출원일

2011-11-16

등록번호

KR1340524

등록일

2013-12-05

소속

김상욱

Main IPC

B82B-003/00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교수

기술의 효과
• 금속-그래핀 나노복합체를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산화와 환원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래파이트로부터 직접 나노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어서 제조공정이 매우 간단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기술개요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조사하여 금속-그래핀 나노복합체를 제조하는 방법

생명/의학

(A Method for preparing matal-graphene nanocomposites
from graphite)

• 제조과정 이후 나노 복합체에 계면활성제가 잔존하지 않고 환원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아
전기적 활성이 매우 우수한 효과가 있다

기술 응용 분야
• 알콜 산화 반응촉매, 유기 반응 촉매, 전기화학 반응 촉매, 바이오 센서

구 성

화공/신소재

• 백금(a), 금(b), 은(c) 그래핀 복합체에 대한 투과 전자 현미경 사진과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도시한
사진이다

정보통신

• 그래파이트로부터 금속 나노복합체를 제조함에 있어 그래파이트를 산화시키는 과정과 산화 그래파이트를
환원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고 빛을 조사하여 직접 제조함으로서 활성이
우수한 금속-그래핀 나노복합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그래파이트,계면활성제,그래핀 플레이크,나노복합,금속-그래핀,메탈-그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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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 /신 소 재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Ｎ-아세틸레이티드 키토산-탄소노나노튜브
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기술 특징

• 탄 소나노튜브에 N-아세틸레이티드 키토산이 초음파 처리로 분산되고 원심분리되어 탄소나노튜브에

출원번호

2010-0048660

출원일

2010-05-25

N-아세틸레이티드 키토산이 비공유결합되어 있으며, p-타입의 반도체 특성을 가지며 직경이 5nm이하인

등록번호

KR 1242391

등록일

2013-03-06

것을 특징으로 하는 N-아세틸레이티드 키토산-탄소나노튜브 복합체.

소속

김재호

Main IPC

B82B-003/00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

기술의 효과
•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며, 10nm이하의 직경으로 개별화되어 다양한 분야에 기반 기술로 응용이 가능함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생명/의학

( N - a c e t y l a t e d C h i t o s a n - C a r b o n N a n o t u b e Complex
and M a n u f a c t u r i n g M e t h o d o f t h e S a m e )

기술개요
기술 응용 분야
• 생체의료소재,약물전달 시스템,전자소자,센서

정보통신

• N -아세틸레이티드 키토산에 탄소나노튜브를 적용하여 생체적합성이 뛰어나며 탄소나노튜브의 직경
10 nm이하에서 개별화가 이루어진 N-아세틸레이티드 키토산-탄소나노튜브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과
상기 N-아세틸레이티드 키토산-탄소나노튜브 복합체를 전자소자에 적용하여 p-type의 반도체성 소자
특성을 가지는 소자 제작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구 성
• N-아세틸레이티드 키토산-탄소나노튜브 복합체의 모식도이다

화공/신소재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탄소나노튜브,반도체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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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 /신 소 재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패터닝 형성용 탄소나노튜브-고분자 복합체 및
이를 이용하여 기판에 패터닝을 형성하는 방법
기술 특징

• 수 용액상의 탄소노나노튜브 분산용액, 계면활성제 및 폴리에틸렌이민(polyethyleneimine)을 포함하는

출원번호

2009-0116493

출원일

2009-11-30

등록번호

KR1267218

등록일

2013-05-16

소속

김재호

Main IPC

B82B-001/00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교수

기술의 효과
• 탄소나노튜브-고분자 복합체는 그 자체로써 뿐 아니라 고분자가 제거된 순수한 탄소나노튜브만이 존재하는
상태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아세톤, 메탄올, 에탄올 등의 다양한 유기용매 및 H2O를 통한 제거가

기술개요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기판에 특정 방향으로 배향성을 가지는 패터닝을 형성하기 위한 탄소나노튜브-고분자 복합체.

생명/의학

(A CARBON NANOTUBE-POLYMER COMPOSITE FOR PATTERNING FORMATION
AND THE METHOD FOR PATTERNING FORMATION USING THE COMPOSITE)

가능하다.

기술 응용 분야

정보통신

• 수용액상의 탄소나노튜브 분산용액, 계면활성제 및 폴리에틸렌이민으로 이루어지는 기판에 특정 방향으로
배향성을 가지는 직접 패터닝을 형성하기 위한 탄소나노튜브-고분자 복합체에 관한 기술이다

• 바이오센서,화학적 센서

구 성

화공/신소재
건축/ 환경

관련 키워드
기계

• 탄소 나노 튜브,패터닝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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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 /신 소 재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합성 천연 가스 생성 장치 및 방법
기술 특징

• 다수의 반응로를 포함하는 반응부;상기 다수의 반응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반응로 내부를 합성 천연 가스 생성

2012-0104202

출원일

2012-09-19

반응의 반응 온도로 유지하는 전기로;를 포함하며,상기 다수의 반응로는 제1 반응로 및 제2 반응로를 포함하고,상기 제1

등록번호

KR1318980

등록일

2013-10-10

반응로는 탄소 포함 물질을 포함하는 원료 물질이 위치하는 메쉬부가 내부 공간에 형성되고, 상기 제1 반응로 내에서

C10L-003/08

상기 탄소 포함 물질로부터 합성 천연 가스를 포함하는 혼합 가스가 직접 생성되는 합성 천연 가스 생성 장치.

대표발명자
소속

김형택

Main IPC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교수

기술의 효과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APPARATUS AND METHOD FOR GENERATING SYNTHETIC
NATURAL GAS)

• 단일 공간 내에서 비교적 낮은 반응 온도에서 탄소 포함 물질로부터 합성 천연 가스를 직접 생성할 수 있다.
특히, 화력 발전 및 가스화의 연료로 부적합한 저급탄을 합성 천연 가스를 포함하는 혼합 가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때, 혼합 가스 내의 합성 천연 가스(일례로, 메탄 가스)의 부피 비율은 높은 수준(일례로, 30% 이상, 좀더
구체적으로 35 내지 38%)일 수 있다.
• 간단한 공정 및 설비를 이용하여 탄소 포함 물질로부터 높은 부피 비율로 합성 천연 가스를 포함하는 혼합

구 성

정보통신

• 합성 천연 가스를 단일 공간 내에서 단일 공정에 의하여 생성할 수 있는 합성 천연 가스 생성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가스를 직접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합성 천연 가스 생성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개략도이다

• 반응로가 위치되는 전기로 내부의 온도를 반응온도로 상승시킨 후 탄소 포함 물질이 놓여있는 반응로를

▷▷ 100: 합성 천연 가스 생성 장치

기술 응용 분야

▷▷ 10: 원료 가스 공급부
▷▷ 20: 온도 조절부

• 에너지, 가스합성,

화공/신소재

전기로에 넣음으로써 탄소 포함 물질의 반응온도를 급격하게 올림으로써 고농도의 메탄을 얻을 수 있다

▷▷ 30: 반응로 덮개
▷▷ 40: 반응부

건축/ 환경

▷▷ 42: 제1 반응로
▷▷ 44: 제2 반응로
▷▷ 50 : 가스응축기
▷▷ 52 : 가스 필터
▷▷ 54 : 가스분석기
▷▷ 56 : 기록계

기계

관련 키워드
• 메탄올 추출,합성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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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 /신 소 재

고안정성 고용량 고속방전 가능 양극 활물질,
그 제조방법 및 이를 구비한 리튬이차전지
기술 특징

• 인산철리튬 입자, 상기 인산철리튬 입자에 균일하게 코팅된 전도성 고분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상기

출원번호

2011-0099801

출원일

2011-09-30

전도성 고분자가 코팅된 인산철리튬 입자는 150 ~ 250℃ 범위에서 열처리되어 코팅의 균일성이

등록번호

KR1308145

등록일

2013-09-06

유지되면서 구조적으로 안정화된, 양극 활물질

소속

모선일

Main IPC

H01M-004/58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교수

기술의 효과
• 기준 방전속도(1C)에서는 인산철리튬의 이론적인 방전 용량 (171 mAh/g)과 유사 또는 보다 큰 170 - 175 mAh/

기술개요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생명/의학

(cathode active material,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and lithium secondary battery)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g의 범위의 값을 유지한다.
• 기준 방전속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도성 고분자에 의한 용량 기여로 인산철리튬 이론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성능을 유지한다. 또한, 전지를 고속방전 (10C 부터 100C에 걸쳐서 방전)하는 경우에도 높은 용량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우수한 방전 특성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구 성

기술 응용 분야
• 이차전지,배터리,에너지 충방전

패밀리 특허
• K R 1 3 6 4 6 2 5 B 1 고 안 정 성 고 용 량 고 속 방 전 가 능 양 극 활 물 질 , 그 제 조 방 법 및 이 를 구 비 한
리튬이차전지(cathode active material,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and lithium secondary battery)

화공/신소재

• 나노크기 LiFePO4/PEDOT 양극을 사용한 전지의 비용량 변화(방전속도: 10, 20, 60, 100C rate,
• 전압범위: 2.0 V ~ 4.3 V)(1000회 충방전 결과)이다.

정보통신

• 재 현 성 있 는 고 용 량 의 인 산 철 리 튬 을 제 조 하 고 , 입 자 가 균 일 하 면 서 도 , 다 양 한 형 태 를 가 지 는
인산철리튬 입자를 제조하여 양극 활물질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양극 활물질,전지,배터리, 전지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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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 /신 소 재

고분자량의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공중합체
및 이의 제조 방법
기술 특징

• 하기 화학식 1의 반복 단위체를 포함하는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공중합체.

출원번호

2013-0030785

출원일

2013-03-22

등록번호

KR1326916

등록일

2013-11-01

소속

이분열

Main IPC

C08G-064/02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생명/의학

(High molecular-weight aliphatic polycarbonate copolymer
and preparation method thereof)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교수

기술개요
• 분자량이 큰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공중합체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헤테로알킬렌이고,한 고분자 사슬 안에 각 O-A-O 단위체는 서로 같거나 다르며,상기 B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수 5
내지 20의 아릴렌, 또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수 5 내지 20의 헤테로아릴렌이고,한 고분자 사슬 안에 각 -C(O)-B-C(O)-

구 성

단위체는 서로 같거나 다르며,x 및 y는 몰 분율을 나타내는 실수이다.)

기술의 효과
• 다이메틸카보네이트와 지방족 다이올의 축합 반응에 방향족 다이에스터 화합물을 추가로 투입하여 제조된 분자량이 큰
공중합체는 기존에 공개가 되지 않은 새로운 구조의 화합물로 다양한 용도 개발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화공/신소재

• 1,4-부탄다이올, 다이메틸테레프탈레이트이고, 및 다이메틸카보네이트를 축합하여 제조된 무게평균
분자량 149,000인 공중합체(실시예 6)의 1H NMR 스펙트럼이다 (1,4-부탄다이올 : 다이메틸테레프탈레이트
= 100:2).

정보통신

• (여기서, 상기 A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 수 3 내지 60의 알킬렌, 또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 수 3 내지 60의

기술 응용 분야
건축/ 환경

• 응용화학,공업화학

패밀리 특허
• WO2014-073764A1ALIPHATIC POLYCARBONATE COPOLYMER HAVING HIGH MOLECULAR WEIGHT,
AND PREPARATION METHOD THEREFOR

관련 키워드

기계

• 폴리카보네이트, 공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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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 /신 소 재

염기 촉매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분자량의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기술 특징

• 금속 양이온 또는 오늄 양이온과 pKa 값이 3이하인 음이온으로 구성된 염이 분산되어 있는, 하기 화학식 1의 반복 단위체를

출원번호

2013-0005886

출원일

2013-01-18

등록번호

KR1346516

등록일

2013-12-23

소속

이분열

Main IPC

C08G-064/02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포함하는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생명/의학

(High molecular-weight aliphatic polycarbonates prepared
using base catalysts)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교수

기술개요
• 염기 촉매를 이용하여 제조된 분자량이 큰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헤테로알킬렌이고,한 고분자 사슬 안에 각 O-A-O 단위체는 서로 같거나 다르며,상기 B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수 5

구 성
• 1,4-부탄다이올과 다이메틸카보네이트를 축합하여 제조된 무게평균 분자량 162,000인 공중합체의 1H
NMR 스펙트럼이다

내지 20의 아릴렌, 또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수 5 내지 20의 헤테로아릴렌이고,한 고분자 사슬 안에 각 -C(O)-B-C(O)-

정보통신

• (여기서, 상기 A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 수 3 내지 60의 알킬렌, 또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 수 3 내지 60의

단위체는 서로 같거나 다르며,x 및 y는 몰 분율을 나타내는 실수이다.)

•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는 생분해성이 있고 또한 이의 제조에 사용되는 다이메틸카보네이트가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 가능하여 환경 친화적인 고분자이다. 또한 일부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는 결정성 고분자로서 물성 구현에 매우

화공/신소재

기술의 효과

매력적이다. 현재까지 분자량이 큰 고분자를 제조할 수 없어, 분자량이 작은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다이올을 제조하여
폴리우레탄 제조에 일부 양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발명을 통하여 분자량이 큰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를 제조할 수

기술 응용 분야

건축/ 환경

있는 길을 열어 환경친화적인 이 고분자의 다양한 용도 개발을 통한 상업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응용화학,고분자공학,공업화학

관련 키워드

• WO2014-112697A1 HIGH-MOLECULAR WEIGHT ALIPHATIC POLYCARBONATE PREPARED USING
BASE CATALYST

• 염기 촉매,폴리카보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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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패밀리 특허

화 공 /신 소 재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폴리비닐계 공중합체, 상기를 포함하는 도판트, 및
상기 도판트를 포함하는 전도성 고분자 복합체
기술 특징

• 하기 구조식 1로 표시되는, 폴리비닐계 공중합체:[구조식 1]-[(CH2-CH(R1))x-(CH2-CH(R2))y-(CH2-CH(R3))z]p-

2011-0038577

출원일

2011-04-25

;상기 식에서,상기 공중합체에 포함된 상기 (CH2-CH(R1))x, 상기 (CH2-CH(R2))y, 및 상기 (CH2-CH(R3))z은 각각

등록번호

KR 1307893

등록일

2013-09-06

서로 독립적으로 선택되며, R1 은 -OH 또는-C6H5-OH이며, R1가 -OH인 경우, R2 와 R3 는 각각 -O-R-SO3H

Main IPC

C08F-216/06

과 -O-R-SO3-M+이고; R1이-C6H5-OH 인 경우, R2 와 R3 는 각각 -C6H5O-R-SO3H 과 -C6H5O-R-SO3-

대표발명자
소속

이석현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

M+이며,상기 -O-R-SO3H 에 있어서 치환기R은 C1-C20 알킬기, 할로겐에 의하여 치환된C1-C20 알킬기,
C2-C20 알케닐기, 할로겐에 의하여 치환된 C2-C20 알케닐기, 또는 -(CH2CH2O)n이고,상기 M+는 금속의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POLYVINYL COPOLYMER, DOPANT CONTAINING THE SAME, AND
CONDUCTIVE POLYMER COMPOSITE CONTAINING THE DOPANT)

양이온이며, x, y, z 및 n 은 음이 아닌 정수이며, 단, y 및 n 는 각각 독립적으로 최소 1이고,x 및 z는 동시에 0이
아니고, p는 1 내지 500,000의 정수임.

기술의 효과
• 폴리비닐계 공중합체를 합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구고분자의 분자량과 술폰산의 치환도, 및 치환기의 길이뿐만
아니라 술폰산과 그 금속염의 상대적 비율을 조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성 고분자와 반응시킴으로써 상용성,

구 성

내열환경성, 전도도 및/또는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전도성 고분자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다.
• 특히 저분자형 종래의 도판트에 비하여, 고분자에 유연한 곁가지로서 도판트로서 작용하는 기능기가 부착되어 있어
전도성 고분자와의 상용성과 용해도가 향상되고,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기전도도10S/cm수준인 전도성 고분자
복합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공온도가 약 200℃ 이상까지도 안정하기 때문에 가공성과 내환경성이 향상된다.
• 그리고 분자 수준의 잘 섞이는 고분자와 블랜딩하면 분산성을 높이고 구조의 균일성을 유지하는데 좋으며, 섞이지
않는 고분자를 택하면 연속상을 형성할 정도의 전도성고분자 복합체만을 사용하여도 높은 전도도를 실현시킬 수

화공/신소재

• 폴리아닐린(ES)의 UV-Vis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고, 도 1b는 SUPPVA+CSA(7:3), SuPPVA, SuBPPVP,
및 CSA로 각각 도핑된 ES의 UV-Vis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정보통신

• 폴 리 비 닐 알 콜 또 는 폴 리 비 닐 페 놀 의 하 이 드 록 시 기 에 하 나 이 상 의 곁 가 지 술 폰 산 이 부 착 된
폴리비닐계 공중합체 및 이의 제조방법, 이를 포함하는 도판트 및 상기 도판트와 전도성
고분자를 포함하는 전도성 고분자 복합체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있어 적은 양으로 고 전도도를 얻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축/ 환경

기술 응용 분야
• 박막필름, 섬유, 전도성 고분자 복합체 제품

관련 키워드
기계

• 폴리비닐계 공중합체, 도판트, 전도성 고분자 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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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 /신 소 재

(Very high efficiency low-cost multijunction solar cells using InGaAsSbN)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기술 특징
• 준 비된 지지층(substrate)에 InGaP 또는 AlInGaP 태양전지를 성장시키는 (Al)InGaP 태양전지 성장

2012-0045108

출원일

2012-04-30

단계;상기 (Al)InGaP 태양전지 성장 단계에서 성장된 InGaP 또는 AlInGaP 태양전지에 GaAs 또는

등록번호

KR 1293120

등록일

2013-07-30

InGaAs 태양전지를 성장시키는 (In)GaAs 태양전지 성장 단계; 및상기 (In)GaAs 태양전지 성장 단계에서

H01L-031/0725

성장된 GaAs 또는 InGaAs 태양전지에 협폭 밴드갭(Narrow Bandgap)을 갖는 0.8 내지 1.2 eV 물질

대표발명자
소속

이재진

Main IPC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태양전지를 성장시키는 0.8 내지 1.2 eV 물질 태양전지 성장 단계를 포함하는 다중 접합 태양전지 제작
방법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ＩｎＧａＡｓＳｂＮ를 이용한 초고효율 저가형
다중접합 박막 태양전지 제작 방법

기술의 효과
• 삼중접합 태양전지의 하층 태양전지를 Ge 대신 0.8~1.2 eV(바람직하게는 1.0 eV) 물질인InGaAsSbN를
사용하면 삼중접합 태양전지의 총 개방 전압(Voc)이 증가하게 되어 초고효율 삼중접합 태양전지의 실현이
가능하고, InGaAsN보다 소수 케리어 확산 길이가 길고, 탄소 결합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비교적 넓은

구 성

공핍영역을 갖기 때문에 internal quantum efficiency(IQE), photoluminescence intensity, carrier lifetime과

• 다중 접합 태양전지 제작 방법에 의하여 제작되는 태양전지의 구조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정보통신

• 1.0 eV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는 물질을 이용하여 초고효율 다중접합 박막 태양전지를 형성하는 다중접합
태양전지 및 그 제작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같은 태양전지의 근본적인 특성이 개선된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전 변환효율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Inverted 성장기술로 제작된 (Al)InGaP/(In)GaAs/InGaAsSbN 및 (Al)InGaP/(In)GaAs/InGaAsSbN/Ge
다중접합 태양전지 구조는 GaAs 기판 제거를 통한 박막태양전지로의 제작이 가능하여 기판 재사용을 통한

화공/신소재

• 또한 (Al)InGaP/(In)GaAs/InGaAsSbN/Ge 사중접합 구조를 제작하면 태양광 스펙트럼을 보다 효과적으로

뛰어난 가격 경쟁력 구현이 가능하다.

• 태양전지, 모바일, 휴대용 전자기기, 태양광 발전,

건축/ 환경

기술 응용 분야

기계

관련 키워드
• 태양전지, 다중접합, 박막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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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 /신 소 재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다중접합 태양전지 및 그 제작방법
기술 특징

• 기 판;상기 기판 상에 배치된 InGaP층;상기 InGaP층 상에 배치된 GaAs층; 및상기 GaAs층 상에

출원번호

2011-0047860

출원일

2011-05-20

유기금속 중 IBuGe(Iso-Butyl Germane)을 화학 기상 증착법에 따라 에피탁시얼 성장된 Ge층;을

등록번호

KR 1278117

등록일

2013-06-18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접합 태양전지

소속

이재진

Main IPC

H01L-031/072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기술의 효과
• 본 발명에 따르면, 삼중접합 태양전지의 하층 태양전지를 Ge 대신 0.8~1.2 eV(바람직하게는 1.0
eV) 물질인 InGaAsSbN를 사용하면 삼중접합 태양전지의 총 개방 전압(Voc)이 증가하게 되어

기술개요

초고효율 삼중접합 태양전지의실현이 가능하고, InGaAsN보다 소수 케리어 확산 길이가 길고, 탄소
결합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비교적 넓은공핍영역을 갖기 때문에 internal quantum efficiency(IQE),
photoluminescence intensity, carrier lifetime과 같은 태양전지의 근본적인 특성이 개선된다.
• 또한 (Al)InGaP/(In)GaAs/InGaAsSbN/Ge 사중접합 구조를 제작하면 태양광 스펙트럼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 성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전 변환효율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다중 접합 태양전지 제작 방법에 의하여 제작되는 태양전지의 구조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정보통신

• 다 중접합 태양전지를 인버티드(inverted) 성장 방식으로 형성하고, IBuGe를 이용한 MOCVD를
적용하여 태양전지 층간 계면에서 발생하는 역위상 경계 결함을 방지할 수 있는 다중접합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생명/의학

(Multi-Junction Solar Cells and Fabrication Method thereof)

• Inverted 성장기술로 제작된 (Al)InGaP/(In)GaAs/InGaAsSbN 및 (Al)InGaP/(In)GaAs/InGaAsSbN/Ge

뛰어난 가격 경쟁력 구현이 가능하다.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다중접합태양전지 구조는 GaAs 기판 제거를 통한 박막태양전지로의 제작이 가능하여 기판 재사용을 통한

• 모바일, 태양전지, 태양광발전, 휴대용 전자기기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태양전지, 다중접합, 박막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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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njpark@ajou.ac.kr

건 축 /환 경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방사성 폐기물 보관용 구조체
기술 특징

• 내부가 각각 중공이고 셀 벽들에 의해 구획된 복수 개의 셀들이 3차원의 설정된 패턴으로 배열되어,

2013-0067257

출원일

2013-06-12

방사성 폐기물을 내부에 밀폐되게 보관하기 위한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중공구조체; 상기 중공구조체의

등록번호

KR1341307

등록일

2013-12-06

외부를 둘러싸는 피복부; 및 상기 셀들의 중공에 선택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상기 방사성 폐기물의

G21F-007/00

핵반응을 억제하거나 상기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조사되는 방사능을 차폐하는 충진물을 포함하며,상기

대표발명자
소속

김장훈

Main IPC

아주대학교 건축학과교수

셀 벽들에는, 상기 셀 내부에 형성된 중공을 서로 연통하는 연통홀이 적어도 하나 이상 각각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성 폐기물 보관용 구조체.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Structure for the storage of radioactive wastes)

기술개요
기술의 효과
• 중공구조체는 복수 개의 셀들이 셀 벽들에 의하여 구획되고 내부에는 중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균열의 발전경로를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내부 및 외부 요인에 의한 충격으로 인하여 구조체가 파손될 경우

구 성

그 손상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방사성 폐기물 보관용 구조체의 부분 절개 사시도이다

• 지진이나 기타 충격에 의해 중공 구조체가 붕괴되더라도 핵폐기물 보관용기의 셀에 충진된 붕소가 함유된

정보통신

• 방사성 폐기물을 내부에 밀폐되게 보관하기 위하여 복수개의 셀들이 3차원 패턴으로 배열되어 형성된
방사성 폐기물 보관용 구조체이다

유체가 쏟아져 핵반응을 지연시키는 일차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 셀의 중공에 채워진 붕소가 함유된 유체를 펌프로 순환시켜 부수적으로 냉각효과를 얻을 수 있다.
▷▷ 100 : 방사성 폐기물 보관용 구조체

• 지진이나 기타 충격에 의해 중공 구조체 일부가 붕괴된 경우에도 방사능의 영향이 크지 않은 원거리

▷▷ 110 : 중공구조체

지점으로부터 냉각수 및 핵반응 지연용 유체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111 : 중공
▷▷ 112 : 셀

화공/신소재

• 셀 벽들에 의해 형성된 중공에 납을 채움으로서, 방사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기술 응용 분야

▷▷ 120 : 피복부

• 방공호,건설,건축,핵 폐기물 보관,방사능 차단, 방공호

패밀리 특허

건축/ 환경

▷▷ 113 : 셀벽

• US 2014-0224677 A1 STRUCTURE FOR STORING RADIOACTIVE WASTE
• WO 2012-173388 A2 STRUCTURE FOR STORING RADIOACTIVE WASTE

기계

관련 키워드
• 핵 폐기물,누클리어,방사능,방사성 폐기물,보관,저장,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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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환 경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건설 구조체용 몰드 및 이를 이용한 건설
구조체의 제조방법
기술 특징

• 내 부가 중공이고, 3차원의 설정된 패턴으로 배치되는 복수개의 몰드유닛(Mold unit);상기 복수개의

2012-0014818

출원일

2012-02-14

몰드유닛을 서로 착탈 가능하게 연결시키고, 상기 복수개의 몰드유닛의 내부를 서로 연통시키는 복수개의

등록번호

KR1331283

등록일

2013-11-13

연결유닛; 및 상기 복수개의 몰드유닛 중에서 외곽에 배치된 몰드유닛을 고정 지지하는 외벽부를

E04B-001/02

포함하며,상기 각 연결유닛은,서로 인접하는 한 쌍의 상기 몰드유닛으로부터 각각 내부가 연통되고 서로

대표발명자
소속

김장훈

Main IPC

아주대학교 건축학과교수

대면하도록 각각 외측으로 연장된 적어도 한 쌍의 연장부와,서로 대면하는 상기 한 쌍의 연장부를 착탈
가능하고 내부가 연통되도록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의 연결커플러(Coupler)를 포함하는 건설 구조체용 몰드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Mold for construction structures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using the same)

기술개요
기술의 효과
• 종래 형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전체적인 공기(工期)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 구조체용 중공 구조체의 대량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화의 근간을 제공할 수 있다.

구 성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엘리먼트(Precast concrete elements)를 제조한다면, 소요되는 장비 등의 부대설비에
대한 소요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 건설 구조용 몰드의 개략도임

정보통신

• 내부가 중공인 복수의 단위 셀들이 3차원 패턴으로 배열되어 고층의 건물이나 대규모 구조물등에 적용이
가능한 건설 구조체를 제조하기 위한 몰드 및 이를 이용한 건설구조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 극한의 외부 온도조건(북극, 남극, 사막지역 등)에서도 양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전체적인 공기를

기술 응용 분야
▷▷ 10 : 몰드

• 건축설계,토목,건설

▷▷ 100 : 복수개의 몰드 유닛

화공/신소재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 200 : 복수개의 연결 유닛

패밀리 특허

▷▷ 210 : 한 쌍의 연장부

• WO 2013-122295 A1 MOLD FOR CONSTRUCTION STRUCTURE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CONSTRUCTION STRUCTURE USING SAME

건축/ 환경

▷▷ 300 : 외벽부

기계

관련 키워드
• 몰드,건설 구조체,연결 커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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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환 경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건설용 구조체 및 그 제조방법
기술 특징

• 내 부가 중공이며 설정된 패턴으로 배열되는 복수 개의 셀들이 셀 벽들에 의해 구획되는 중공구조체

2011-0108067

출원일

2011-10-21

및 상기 중공구조체의 외부를 둘러싸는 피복부를 포함하는 건설용 구조체에 있어서,복수 개의 셀들이

등록번호

KR1319140

등록일

2013-10-10

전체적으로 육면체의 3차원 패턴으로 배열되고, 상기 복수 개의 셀들이 각각 정사각형의 단면을 가지며, 셀

E04B-001/02

벽의 두께(t)에 대한 순 길이(L)의 상대비가 하기의 수학식에 의해 제한되는 건설용 구조체.(여기서, L은 셀

대표발명자
소속

김장훈

Main IPC

아주대학교 건축학과교수

벽의 순 길이를 나타내며, t는 셀 벽의 두께를 나타내며, E는 상기 중공구조체의 재료에 따른 탄성계수를
나타내며, Fy는 상기 중공구조체의 재료에 따른 강도를 나타냄.)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Structures for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method
of the same)

기술개요
기술의 효과
• 중공구조체는 복수 개의 셀들이 셀 벽들에 의하여 구획되고 내부에는 중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량을 감소시키면서도 줄어든 무게에 비하여 강성 및 강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구 성

• 3 차원 패턴으로 설치된 셀들로 인하여 균열이 발전하거나 충격에 의하여 파괴되는 것을 국부적인
부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

• 건설용 구조체의 부분 절개 사시도이다.

정보통신

• 복수의 셀들을 3차원 패턴으로 배열되도록 형성하여 고층의 건물이나 대규모 구조물 등에 적용이 가능한
건설용 구조체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 중량이 감소되므로, 물류비 및 운반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화공/신소재

기술 응용 분야
• 건축설계,건설, 토목

▷▷ 100 : 건설용 구조체
▷▷ 110 : 중공구조체

패밀리 특허

▷▷ 111 : 중공
▷▷ 112 : 복수개의 셀들
▷▷ 120 : 피복부

건축/ 환경

• US 2014-0227480 A1 STRUCTURE FOR CONSTRUCTION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SAME
• WO 2013-058444 A1 STRUCTURE FOR CONSTRUCTION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SAME

▷▷ 113 : 다수의 셀 벽

기계

관련 키워드
• 중공구조체,건설구조체,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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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환 경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지역난방 네트워크의 열공급량 결정방법
기술 특징

• 임계지점의 배관망에 공급되는 열유체의 온도 및 압력을 예측 할 수 있는 배관망에 따른 시간-온도 신경망

2011-0079752

출원일

2011-08-10

모델(neural network model)을 수립하는 단계와; 수립된 배관망에 따른 시간-온도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등록번호

KR1295098

등록일

2013-08-05

임계지점의 열유체의 온도에 알맞은 열 공급량을 예측하도록 시뮬레이션하는 단계와; 시뮬레이션에 따른

F24D-003/00

결과로서 미래 열 공급량의 예측값을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배관망에 따른 시간-온도 신경망 모델을

대표발명자
소속

신치범

Main IPC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교수

수립하는 단계는 각 배관에서의 유량 및 압력을 계산하는 단계와, 난방수가 배관에 도달되는 시간 및
온도를 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난방 네트워크의 열공급량 결정방법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HEATING SUPPLY DETERMINATION METHOD FOR
DISTRICT HEATING NETWORK)

기술개요
기술의 효과
• 네트워크로 사용된 배관망에 따라 임계지역에 공급되는 시간과 온도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최적의 열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 성

• 또한, 임계지역의 외기온도와 연동하여 변화되는 외기온도를 예측하여 미리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 지역난방 네트워크에서의 배관망에 따른 유체의 흐름을 공급관 및 회수관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다이어그램 예시도이다.

열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보통신

• 지역난방 네트워크의 각 임계지점에서 요구되는 온도에 적합하게 열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공급할
수 있는 지역난방 네트워크의 열공급량 결정방법에 관련된 기술이다.

화공/신소재

기술 응용 분야
• 지역난방,열공급 제어,원격관리,

건축/ 환경
기계

관련 키워드
• 난방,열공급량,에너지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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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환 경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블록 교각
기술 특징

• 교각 기둥의 평단면을 분할한 형상의 평단면을 가지는 다수의 기둥블록이 상호 측면이 밀착되는 상태로

2012-0114344

출원일

2012-10-15

결합되어 하나의 단을 이루고,상기 단이 다수 적층되어 상기 교각 기둥을 형성하며, 상기 다수의 단 사이에

등록번호

KR1228034

등록일

2013-01-24

판형의 연결블록이 결합되고, 상기 연결블록의 테두리에 상기 연결블록의 상면과 하면에 비해 각각 상방

E01D-019/02

및 하방으로 돌출된 보강벽체가 형성되고,상기 보강벽체는 기둥블록과 연결블록의 경계면을 둘러싸는

대표발명자
소속

한만엽

Main IPC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교수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교각

기술의 효과

기술개요
• 다수의 프리캐스트 블록으로 이루어진 블록 교각에 관한기술이다

• 교각 기둥용 블록을 소형으로 규격화하여 미리 생산해 두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0030] 사용하므로 교각 설계 후, 설계

• 교각의 기둥 조립에 이용되는 블록 즉, 기둥블록과 연결블록들이 소형이어서 운반 및 시공이 용이하다.
• 소형화 및 규격화된 블록을 조합하여 기둥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교각의 크기, 높이, 지지하중 등 다양한 설계 사양 변화에

정보통신

사양에 맞춘 교각 블록을 제작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설계 후 즉시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구 성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block pier)

신속하고 용이하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설계 변경에 따른 축소 및 확장 시공이용이하다.

• 조립식 교각의 분해 사시도이다

• 기둥 조립에 있어서, 전단키 및 강선을 매개로 한 건식 접합이 가능하다.

화공/신소재

기술 응용 분야
• 건축구조체, 건설,토목
▷▷ 10 : 기둥블록

패밀리 특허

▷▷ 20 : 연결블록

건축/ 환경

• KR 1288293 B1 블록 교각(block pier)
• KR 1284198 B1 블록 교각(block pier)

기계

관련 키워드
• 교각기둥,건축구조체,기둥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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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환 경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블록 교각
기술 특징

• 교 각 기둥의 평단면을 등분할한 형상의 평단면을 가지는 다수의 기둥블록이 상호 측면이 밀착되는

2012-0114348

출원일

2012-10-15

상태로 결합되어 하나의 단을 이루고,상기 단이 다수 적층되어 상기 교각 기둥을 형성하며, 상기

등록번호

KR1288293

등록일

2013-07-15

기둥블록들이 상호 상하방향으로 단차지게 어긋난 형태로 결합되고, 상기 기둥블록은 상면과

E01D-019/02

하면에 각각 전단키와 전단키홈이 형성되고,일측면과 타측면에 각각 전단키와 전단키홈이

대표발명자
소속

한만엽

Main IPC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교수

형성되며, 상기 기둥블록의 일측면과 타측면에 각각 형성된 전단키와 전단키홈은 상기 기둥블록의
상면에서 하면까지 연속하여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교각.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block pier)

기술의 효과

• 다수의 프리캐스트 블록으로 이루어진 블록 교각에 관한 기술이다

설계후, 설계사양에 맞춘 교각 블록을 제작할 필요가 없게됨 으로써 설계후 즉시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 기간이 단축 된다.

구 성

• 교각의 기둥 조립에 이용 되는 블록 즉, 기둥 블록과 연결 블록들이 소형이어서 운반 및 시공이 용이하다.

• 조립식 교각의 분해 사시도이다

정보통신

• 교 각 기둥용 블록을 소형으로 규격화 하여 미리 생산해두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므로 교각

• 소형화 및 규격화 된 블록을 조합하여 기둥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교각의 크기, 높이, 지지하중등 다양한

시공이 용이하다.
• 기둥조립에 있어서, 전단키 및 강선을 매개로 한건식 접합이 가능하다.

기술 응용 분야

▷▷ 50,60 : 클립
▷▷ 51,61 : 플랜지

화공/신소재

설계사양변화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설계변경에 따른 축소 및 확장

• 건축구조체, 건설,토목

▷▷ 63 : 돌출부

건축/ 환경

▷▷ 52,62 : 볼트

패밀리 특허

▷▷ 70,71 : 장주형 기둥블록

• KR 1284198 B1 블록 교각(block pier)
• KR 1228034 B1 블록 교각(block pier)

기계

관련 키워드
• 교각기둥,건축구조체,기둥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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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환 경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세그먼트 거더 조립용 가이드 프레임
기술 특징

• 서 로 이격되게 배치되고, 사이 공간에 받침대가 위치하는 한 쌍의 받침부재;상기 받침부재와

2011-0039598

출원일

2011-04-27

결합되고, 세그먼트 거더의 일측을 가이드하는 제1조절부재; 및상기 제1조절부재와 이격되게

등록번호

KR1263665

등록일

2013-05-07

배치되도록 상기 받침부재와 결합되고, 상기 세그먼트 거더의 타측을 가이드하는 제2조절부재를

E01D-002/00

포함하고,상기 받침부재에는 일정 간격으로 복수의 받침홀부가 구비되고,상기 제1조절부재는 상기

대표발명자
소속

한만엽

Main IPC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교수

받침홀부와의 나사 결합을 통해 상기 받침부재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그먼트 거더 조립용
가이드 프레임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GUIDE FRAME FOR COMBINING SEGMENT GIRDER)

기술개요
• 길이 조절이 가능한 세그먼트 거더 조립용 가이드 프레임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의 효과
있다.

구 성

• 제2조절부재를 통해 제1조절부재와의 이격거리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가이드프레임으로 다양한

• 세그먼트 거더 조립용 가이드 프레임의 받침부재가 배치된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폭의 세그먼트 거더의 이동을 가이드 할 수 있다.

정보통신

• 조립 및 설치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세그먼트 거더간 조립의 정확성을 확보 할 수

• 세 그 먼 트 거 더 는 제 2 조 절 부 재 와 제 1 조 절 부 재 에 의 해 가 이 드 되 면 서 이 동 되 므 로 , 분 절 된

기술 응용 분야

▷▷ 10 : 받침부재
▷▷ 11 : 받침홀부

• 건축자재,건설 받침대,받침대

화공/신소재

세그먼트거더사이의 결합의 정확성이 향상 된다.

▷▷ 12 : 받침눈금
▷▷ 20 : 제1조절부재

건축/ 환경

▷▷ 25, 35 : 나사
▷▷ 30 : 제2조절부재
▷▷ 40 : 받침대

기계

관련 키워드
• 건축골재,세그먼트 거더,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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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환 경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블록 교각
기술 특징

• 교각 기둥의 평단면을 분할한 형상의 평단면을 가지는 다수의 기둥블록이 상호 측면이 밀착되는 상태로

2010-0116241

출원일

2010-11-22

결합되어 하나의 단을 이루고,상기 단이 다수 적층되어 상기 교각 기둥을 형성하며, 상기 다수의 단 사이에

등록번호

KR1284198

등록일

2013-07-03

판형의 연결블록이 결합되고, 상기 연결블록의 테두리에 상기 연결블록의 상면과 하면에 비해 각각 상방

Main IPC

E01D-019/02

및 하방으로 돌출된 보강벽체가 형성되고,상기 보강벽체는 기둥블록과 연결블록의 경계면을 둘러싸는

대표발명자
소속

한만엽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교수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 교각

기술의 효과

기술개요

• 교각 기둥용 블록을 소형으로 규격화하여 미리 생산해 두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0030] 사용하므로 교각
설계 후, 설계 사양에 맞춘 교각 블록을 제작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설계 후 즉시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 교각의 기둥 조립에 이용되는 블록 즉, 기둥블록과 연결블록들이 소형이어서 운반 및 시공이 용이하다.
• 소형화 및 규격화된 블록을 조합하여 기둥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교각의 크기, 높이, 지지하중 등 다양한

정보통신

• 본 발명은 블록 교각에 관한 것으로, 기둥의 평단면을 등분할한 평단면을 가지는 기둥블록(10)들이
상호 측면이 밀착되는 상태로 결합되어 하나의 단을 이루고, 그러한 단이 직접 적층되거나 또는
판상의 연결부재(20)를 매개로 적층되어 기둥을 형성한다. 상기 기둥블록(10)과 연결부재(20)는
상호 전단키로 결합되고, 상하방향으로 관통 형성된 강선구멍으로 강선을 연결하여 상호 연결된다.
대량 생산된 기둥블록 및 연결블록을 이용하여 교각 기둥을 건설함으로써 교각 기둥의 시공 시간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block pier)

설계 사양 변화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설계 변경에 따른 축소 및 확장
시공이용이하다.

• 조립식 교각의 분해 사시도이다

• 기둥 조립에 있어서, 전단키 및 강선을 매개로 한 건식 접합이 가능하다.

기술 응용 분야

화공/신소재

구 성

• 건축구조체, 건설, 토목

▷▷ 20 : 연결블록

건축/ 환경

패밀리 특허

▷▷ 10 : 기둥블록

• KR 1288293 B1 블록 교각(block pier)
• KR 1228034 B1 블록 교각(block pier)

기계

관련 키워드
• 교각기둥,건축구조체,기둥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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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환 경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강거더 구조체
기술 특징

• 상, 하부판 및 상기 상, 하부판을 연결하는 측판으로 형성되는 강거더와;상기 강거더의 양 단부측 상,

2010-0096003

출원일

2010-10-01

하부판의 외측과 내측에 돌출되게 구비되는 상, 하부판 키부재와;상기 상, 하부판 키부재와 대응되는 키

등록번호

KR1233686

등록일

2013-02-08

형상으로 형성되고. 상기 강거더와 강거더의 연결시 상기 강거더 간의 연결부에 설치되고 상기 상, 하부판

E04C-003/04

키부재와 결합되어 강거더 자체가 휨에 대한 큰 저항력을 갖도록 하는 휨 연결부재를 포함하고,상기 상,

대표발명자
소속

한만엽

Main IPC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교수

하부판 키부재는 상기 상, 하부판에 일체화되어 상기 상, 하부판을 보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거더
구조체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Steel Girder Structure)

기술의 효과

• 휨과 전단,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에 대한 강성을 증가시킨 강거더 구조체에 관한 기술이다.

키부재의 키와 대응되는 키형상을 갖는 휨 연결부재를 결합하여 볼트로 체결함으로써 강거더 자체가 휨에
대한 큰 저항력을 갖도록 한다.

구 성

• 강거더의 양 단부측 복부에 도측판 키부재를 미리 설치하고, 강거더간의 연결시 측판 키부재의 키와

• 강거더 및 강거더 구조체의 측면도

정보통신

• 강 거더의 양 단부측상, 하부판에 상, 하부판 키부재를 미리 설치하고, 강거더간의 연결시 상, 하부판

대응되는 키형상을 갖는 전단연결부재를 결합하여 볼트로 체결함으로서 강거더 자체가 전단응력에 대한

• 이는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강거더간 접합면에 작용하는 전단과 휨에 대해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볼트의 수를 대폭 절감시키고, 강거더교의 지간을 늘리며, 시공성과 경제성을 개선할 수
▷▷ 10:강거더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 11:측판
▷▷ 13:상판

화공/신소재

큰 저항력을 갖도록 한다.

기술 응용 분야

▷▷ 15:하판

건축/ 환경

▷▷ 17:볼트홀

• 교각,토목, 건축

▷▷ 19:고정홀
▷▷ 21:스티프너

기계

관련 키워드
• 강거더,구조체,교각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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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계 분야 기술목록
비산재 조성 환경 분석을 위한 비산재 포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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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평행 싸이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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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njpark@ajou.ac.kr

기계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비산재 조성 환경 분석을 위한 비산재 포집 시스템
기술 특징

• 석 탄의 성분을 검출하여, 운전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비산재 포집 시스템에 있어서,석탄이 통과하는

2011-0102828

출원일

2011-10-10

인젝터;상기 인젝터를 통과한 석탄을 산화시키는 발열체;산화된 석탄의 비산재와 배기가스를 수용하기

등록번호

KR1285557

등록일

2013-07-08

위한 포집부;상기 포집부를 관통하는 비산재 및 배기가스를 냉각시키는 수냉관;상기 포집부의 온도를

G01N-033/22

측정하기 위한 온도 분석기;상기 냉각된 비산재를 포집하는 사이클론과; 냉각된 배기가스의 불순물을

대표발명자
소속

김형택

Main IPC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교수

제거하는 집진필터;상기 집진필터를 거쳐 배출되는 가스의 유량을 확인하는 유량계;가스화 반응에서
생성되는 가스의 양만큼을 흡입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진공펌프;상기 진공펌프의 출력단에 결속되어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DEPOSIT EQUIPMENT OF FLY ASH FOR ANALYSING
ENVIRONMENT OF MAKING THE FLY ASH)

생성가스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는 생성가스 분석기; 및상기 포집부에 포집된 비산재를 강제 제거하도록

구 성

공기압 또는 스팀 압력을 상기 포집부로 분사시키는 에어 브로윙 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산재 조성 환경 분석을 위한 비산재 포집 시스템.

기술의 효과

• 포집장치의 설치 예시도이다

정보통신

• 파울링의 포집 및 분석과, 투입탄의 성분별 운전 조건에 따른 파울링의 융착 경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비산재 조성 환경 분석을 위한 비산재 포집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 탄종별 가스화 운전 조건에 의해 생성된 파울링의 포집 및 분석과, 투입탄의 성분별, 운전 조건에 따른
파울링의 융착 경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에어 브로윙 장치와 연계하여 비산재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고,

▷▷ 201 : 원통형 관로

▷▷ 321 : 에어 공급관로

▷▷ 203 : 설치관

▷▷ 323 : 노즐

▷▷ 205 : 포집원통

▷▷ 331 : 생성가스 분석기

▷▷ 207 : 덮개

▷▷ 341 : 온도 분석기

▷▷ 211 : 열전대

▷▷ 351 : 수냉관

▷▷ 300 : 인젝터

▷▷ 353 : 관체(353)

▷▷ 301 : 발열체

▷▷ 361 : 배기관

▷▷ 311 : 에어 브로윙 장치

▷▷ 363 : 사이크론

▷▷ 313 : 컨트롤러

▷▷ 365 : 집진 필터

▷▷ 315 : 팬모터

▷▷ 367 : 유량계

▷▷ 317 : 압력 게이지

▷▷ 369 : 진공펌프

생성된 배기 가스 분석 장치와 연동함으로써, 배기가스 분석을 토대로 비산재의 제어 조건을 도출할 수
있어, 비산재의 융착 경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기술 응용 분야
• 환경,비산재, 포집장치

건축/ 환경

▷▷ 319 : 압력전달장치

화공/신소재

▷▷ 200 : 포집부

기계

관련 키워드
• 집진,파울링,비산재,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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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장착형 진동감쇠장치
기술 특징

• 진동 감쇠의 대상이 되는 대상체에 장착되는 본체;상기 본체의 측면에서 외팔보 형상으로 연장되는 바;

출원번호

2011-0109556

출원일

2011-10-25

및상기 바의 단부에 질량을 부여하여, 상기 바와 함께 상기 대상체의 가진주파수와 동일한 고유주파수를

등록번호

KR1233418

등록일

2013-02-07

가지는 진동시스템을 형성하는 질량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착형 진동감쇠장치

소속

이문구

Main IPC

A63B-022/02

기술의 효과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교수

• 진동을 감쇠하고자하는 대상체에 장착하는 간단한 설치에 의해 주진동체(대상체)의 진동을 흡수하여 감쇠시킬 수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생명/의학

(MOUNTABLE VIBRATION DAMPING STRUCTURE)

있는 흡진기를 구현할 수 있다

기술개요
• 대상체에 장착되어 대상체의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착형 진동 감쇠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정보통신

구 성

기술 응용 분야
• 흡진기, 운동,헬스기구, 진동감쇠

• 장착형 진동감쇠장치를 운동기구에 장착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화공/신소재

▷▷ 212 : 액츄에이터

▷▷ 222 : 연장부

▷▷ 252 : 권취재

▷▷ 200 : 진동감쇠장치

▷▷ 213 : 고정대

▷▷ 223 : 걸림부

▷▷ 253 : 탄성부재

▷▷ 210 : 본체

▷▷ 220 : 바

▷▷ 230 : 질량추

▷▷ 261 : 회전축

▷▷ 211 : 장착케이스,

▷▷ 221 : 결합부 보빈

▷▷ 251 : 보빈

▷▷ 262 : 진동가이드구

건축/ 환경

▷▷ 10 : 대상체

기계

▷▷ 211a : 가이드홀

관련 키워드
• 진동감쇠, 운동

- 212 -

- 213 -

기계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휠체어

기술 특징
•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에 설치되는 좌석과, 상기 프레임에 설치되되, 상기 좌석의 하방에 위치하는 발

출원번호

2011-0113916

출원일

2011-11-03

받침대과, 상기 프레임의 양 측에 각각 설치되어, 상기 프레임을 이동시키는 한 쌍의 구동바퀴들과, 상기

등록번호

KR 1308219

등록일

2013-09-06

프레임의 양 측에 각각 설치되어, 상기 좌석의 탑승자에 의해 양손으로부터 회전되어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소 속

홍민선

Main IPC

A61G-005/06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손잡이들과, 상기 손잡이들에 전달되는 회전력을 상기 구동바퀴들에 전달하도록, 상기 손잡이와 동축으로
회전하는 구동기어를 구비하고, 상기 구동기어에 맞물리는 전도기어 및 상기 구동바퀴와 동축으로 회전하며,
상기 전도 기어에 맞물리는 연동기어를 포함하는 한 쌍의 기어 메커니즘들 및 상기 발 받침대에 설치되며,
상기 구동바퀴들에 전방에 위치하고, 상기 발 받침대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내부에 공기가 채워진

기술개요

전기전자

대표발명자

생명/의학

(Wheel chair)

고무바퀴가 구비되는 보조바퀴를 포함하는 휠체어에 있어서,상기 보조바퀴는 상기 고무바퀴의 양 측면에

구 성

각각 설치되며, 강성 소재로 형성되고, 상기 고무바퀴의 각 측면에서 원주 방향을 따라 상기 고무바퀴의
각 측면의 복수 부분들이 외부로 노출되도록 상기 고무바퀴의 양 측면들을 커버하는 커버 플레이트들을

정보통신

• 보조바퀴의 양 측면에 노출된 커버 플레이트들로 인하여 홈 또는 턱의 이동이 가능하며, 작은 회전력에도
주행이 용이한 휠체어에 관한 기술이다

포함하는 휠체어

기술의 효과

• 휠체어의 사시도이다

▷▷ 100: 휠체어 110: 프레임
▷▷ 111: 좌석 112: 발 받침대

화공/신소재

• 보조바퀴의 양 측면에 노출된 커버 플레이트들이 턱이나 홀 등의 장애물과 걸림 되어 넘어감으로써, 턱의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 기어 메커니즘은 작은 회전력에도 연동기어를 회전시킴으로서, 장애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용이하게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 페달방식의 손잡이를 사용함으로서, 탑승자의 양쪽 손 및 소매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제작비용이 저감되어 사용자의 가격부담을 줄여주므로,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다

▷▷ 113: 구동바퀴들 114: 손잡이들

기술 응용 분야

▷▷ 120: 기어 메커니즘 121: 구동기어

건축/ 환경

▷▷ 122: 전도기어 123: 연동기어

• 의료기구, 보조기구

▷▷ 130: 보조바퀴 131: 고무바퀴
▷▷ 132: 커버 플레이트

기계

관련 키워드
• 보조기구,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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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술 특징 및 기대효과

평행 싸이클론
기술 특징

• 원 통형상의 실린더 형상으로 일측에는 미세입자를 포함하는 공기를 유입하는 유입구가 형성되고,

2011-0047809

출원일

2011-05-20

상면에는 삽입홀이 형성되는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의 하부에 위치되며 상부보다 하부의 폭이 좁은

등록번호

KR1250687

등록일

2013-03-28

원뿔 형상으로 미세입자와 분리된 공기를 상부로 이동시키는 상승기류를 형성하는 원뿔부와, 상기

B04C-005/24

원뿔부의 하부에 위치되어 공기와 분리된 미세입자를 집진하는 후퍼로 이루어진 외곽 하우징;상기 외곽

대표발명자
소속

홍민선

Main IPC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교수

하우징의 몸체부 내부에 위치하고 원통의 실린더 형상을 가지며 일측에는 상기 외곽 하우징의 내부로
유입된 미세입자가 포함된 공기를 유입하는 제1유입구가 형성되고, 상면에는 제1삽입홀이 형성되며,

기술개요

전기전자

출원번호

생명/의학

(Parallel cyclone)

하부에는 공기와 분리된 미세입자를 상기 외곽 하우징의 후퍼로 배출하는 제1배출부가 형성되는
제1내부 하우징;상기 제1내부 하우징의 내부에 위치하고 원통의 실린더 형상을 가지며 일측에는 상기

• 공기 속에 포함된 미세입자를 분리하여 집진하도록 하는 평행 싸이클론.

제2삽입홀이 형성되며, 하부에는 공기와 분리된 미세입자를 상기 외곽 하우징의 후퍼로 배출하는

구 성

제2배출부가 형성되는 제2내부 하우징; 및상기 외곽 하우징의 삽입홀과 상기 제1내부 하우징의 제1삽입홀

• 평행 싸이클론의 구성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및 상기 제2내부 하우징의 제2삽입홀에 연통되게 삽입되며, 상기 제2내부 하우징의 내부로 상승되는

정보통신

제1내부 하우징의 내부로 유입된 미세입자가 포함된 공기를 유입하는 제2유입구가 형성되고, 상면에는

미세입자와 분리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유출부를 포함하는 평행 싸이클론.
▷▷ 100 : 외곽 하우징

기술의 효과

▷▷ 110 : 몸체부
▷▷ 310 : 제2유입구

▷▷ 114 : 삽입홀

▷▷ 320 : 제2삽입홀

▷▷ 120 : 원뿔부

▷▷ 330 : 제2배출부

▷▷ 130 : 후퍼

▷▷ 400 : 유출부

▷▷ 200 : 제1내부 하우징

▷▷ 500 : 제3내부 하우징

▷▷ 210 : 제1유입구

▷▷ 510 : 제3유입구

▷▷ 220 : 제1삽입홀

▷▷ 520 : 제3삽입홀

▷▷ 230 : 제1배출부

▷▷ 530 : 제3배출부

▷▷ 300 : 제2내부 하우징

• 외곽 하우징의 내부에 제1내부 하우징과 제2 내부 하우징을 구비하여 집진 효율이 낮은 외곽 하우징의 유입구
안쪽의 공기를 추가로 집진 할 수 집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 제작이 용이하여 소형청소기등의 제품에 접목이 가능하며, 외곽 하우징의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건축/ 환경

▷▷ 112 : 유입구

화공/신소재

▷▷ 10 : 평행 싸이클론

기술 응용 분야
• 청소기,집진기

기계

관련 키워드
• 평행 싸이클론,청소기,집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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