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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센터 연락처

2014년 기술년보 생명의학

발명의 명칭

1

비침습적 대뇌 관류 증강 장치(Noninvasive cerebral perfusion enhancing device)

출원 일자

2013-04-26

출원 번호

2013-0046870

등록 일자

2014-10-27

등록 번호

1456938

주발명자

홍지만

소

의학과

속

본 발명은 장착된 부분을 압박할 수 있는 4개의 커핑 패드부; 및 상기 커핑 패드부에 연결되며,
혈압 감지 모듈 및 압박 제어 모듈을 구비한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커핑 패드부는 각각 압박
패드, 압박 제어 부재 및 혈압 감지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혈압 감지 모듈은 상기 혈압 감지 부
재를 이용하여 상기 장착된 각 사지부분의 수축기 혈압치를 감지하고, 상기 압박 제어 모듈은

요

약

상기 감지된 혈압치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으로 상기 압박 제어 부재를 제어함으로써
압박 패드의 압박 정도를 제어하여, 사지로 가는 혈류를 막아 우회적으로 대뇌 관류를 증강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침습적 대뇌 관류 증강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여, 침습적으
로 이루어질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을 방지하고, 장기간 사지가 압박되어도 환자를 편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대뇌 관류를 증강시킬 수 있다.
장착된 부분을 압박할 수 있는 4개의 커핑 패드부(10, 20, 30, 40); 및상기 커핑 패드부(10, 20, 30,
40)에 연결되며, 혈압 감지 모듈(110) 및 압박 제어 모듈(120)을 구비한 제어부(100)를 포함하며,
상기 커핑 패드부(10, 20, 30, 40)는 각각 압박 패드(11), 압박 제어 부재(12) 및 혈압 감지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혈압 감지 모듈(110)은 상기 혈압 감지 부재를 이용하여 상기 장착된 부분의 혈
압치를 감지하고,상기 압박 제어 모듈(120)은 상기 감지된 혈압치를 바탕으로 수축기 혈압을 기
설정된 혈압수치로 입력하고 상기 압박 제어 부재(12)를 제어함으로써 상기 압박 패드(11)의 압
박 정도 및 압박 시간을 조절하여 대뇌 혈류 증강 정도를 제어하며, 상기 혈압 감지 부재는 압

대표 구성

력 센서를 포함하고,상기 압력 센서는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던 상기 커핑 패드부(10, 20, 30,
40)의 압력을 줄이기 시작할 때, 압진동이 처음 측정되는 지점의 압력을 상기 수축기 혈압으로,
압진동이 사라지는 지점을 이완기 혈압으로 감지하여 혈압 측정 속도 및 상기 커핑 패드부(10,
20, 30, 40)의 공기 제어 속도를 증가시키며, 혈류의 차단 기간 내에서 상기 압력 센서의 압진동
으로 측정된 수축기 혈압에 따라 설정된 혈압수치를 반영하여 상기 차단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
으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상기 압박 패드(11)는 일회용으로 제작되어, 치료가 완료되면
사용되었던 압박 패드(11)는 버리고 새로운 압박 패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침습적
대뇌 관류 증강 장치.

대표 도면

3

발명의 명칭

2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걸음검출장치

및

방법(STEP COUNTER DETECTION

APPARATUS AND METHOD USING ACCELEROMETER)

출원 일자

2012-09-19

출원 번호

2012-0104004

등록 일자

2014-04-25

등록 번호

1391162

주발명자

조위덕

소

전자공학과

속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걸음검출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걸
음검출장치는, 사용자의 보행에 따른 가속도 신호를 발생하는 가속도 신호 발생부; 상
기 가속도 신호를 이용하여 에너지 신호를 구하는 계산부; 상기 에너지 신호를 기준
걸음 주파수로 저역 통과 필터링 하는 필터링부; 및 상기 필터링된 에너지 신호에서
요

약

순차적인 기울기의 변화들을 이용하여 걸음을 검출하는 검출부를 포함한다.

사용자의 보행에 따른 가속도 신호를 발생하는 가속도 신호 발생부; 상기 가속도 신호
를 이용하여 에너지 신호를 구하는 계산부; 상기 에너지 신호를 사람의 초당 최대 걸
음수를 나타내는 기준 걸음 주파수로 저역 통과 필터링 하여 사람의 걸음과 무관한 잡
음을 제거하는 필터링부; 및상기 필터링 된 에너지 신호에서 기울기의 변화가 하강에
서 상승할 때의 가장 낮은 에너지값인 선행 최저치, 상기 선행 최저치 이후 기울기의
대표 구성

변화가 상승에서 하강할 때의 가장 높은 에너지값인 최고치 및 상기 최고치 이후 기울
기의 변화가 하강에서 상승할 때의 가장 낮은 에너지값인 후행 최저치가 순차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이를 한걸음으로 검출하는 검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속
도 센서를 이용한 걸음검출장치.

대표 도면

4

3
발명의 명칭

프로테아좀 저해제와 로페라마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treating or preventing cancer
disease comprising proteasome inhibitor and loperamide)

출원 일자

2013-12-31

출원 번호

2013-0168439

등록 일자

2014-12-26

등록 번호

1478925

주발명자

최경숙

소

의학과

속

본 발명은 로페라마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암활성 보조제에 관한 것으로, 보
다 상세하게는 프로테아좀 저해제 단독으로는 고형암과 일부 혈액암에서 항암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지만, 로페라마이드를 함께 투여하거나, 로페라마이드를 함께 포함하는
조성물로 제공되면 프로테아좀 저해제의 암세포 사멸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향상된
요

약

항암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고농도의 프로테아좀 저해제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키
면서 고형암과 혈액암의 항암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프로테
아좀 저해제 및 로페라마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은 암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로페라마이드는 프로테아좀 저해제를 사용하는 암
질환 치료 시 항암 보조제로 제공될 수 있다.
로페라마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며, 보르테조밉, 칼필조밉, MLN9708, 에폭소마이

대표 구성

신, MG132, 커큐민 및 셀라스트롤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프로테아좀 저해제의 항
암활성을 증진시키는 항암활성 증진용 약학조성물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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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의 명칭

이매티닙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관 투
과성 관련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vascular permeability disease comprising imatinib or pharmaceutically
acceptable salts thereof as active ingredient)

출원 일자

2012-06-18

출원 번호

2012-0065193

등록 일자

2014-04-11

등록 번호

1386697

주발명자

서원희

소

약학과

속

본 발명은 종래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이매티닙 또는 이의 약학
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관 투과성 관련 질환의 치료 또는 예
방용 약학 조성물 및 상기 조성물을 이용하여 혈관 투과성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혈관 투과성 관련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약학 조성물은
요

약

종래의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이매티닙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여,
이매티닙의 새로운 용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혈관 투과성 관련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므로, 새로운 혈관 투과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매티닙(imatinib,
4-(4-methylpiperazin-1-ylmethyl)-N-[4-methyl-3-((4-pyridin-3-yl)pyrimidin-2-yl-amino)p

대표 구성

henyl]-benzamid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당뇨
망막병증(diabetic retinopathy)의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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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명의 명칭

고온용융

압출을

이용한

저함량

약제학적

조성물의

제조방법(Preparation

Method of Low Dose Pharmaceutical Composition Using Hot Melt Extrusion
Method)

출원 일자

2012-07-23

출원 번호

2012-0080062

등록 일자

2014-04-24

등록 번호

1390946

주발명자

이범진

소

약학과

속

본 발명은 녹는점이 70℃ 이하인 중합체 100 중량부에 약제학적 활성 성분 0.0001 내
지 2 중량부를 혼합하는 단계; 상기 혼합액을 30 내지 70℃ 에서 고온-용융 압출시켜
압출물(extrudate)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압출물을 약제학적 조성물로 제제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고온용융 압출을 이용한 저함량 약제학적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요

약

것이다.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활성 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용
융점을 갖는 중합체를 사용하여 중합체는 고온-용융 압출방법에 의해 녹고, 활성성분
은 녹지 않는 방식을 통해 활성성분의 분해와 변화를 방지하며 약물의 제제화가 가능
하며, 이를 통해 대표적인 저함량 약물인 리마프로스트, 탐슐로신, 글리메피리드 등의
함량균일성을 유지하며 제제화가 가능하다. .
중합체 100 중량부에 약제학적 활성 성분 0.0001 내지 1 중량부를 혼합하는 단계;상기
혼합한 혼합액을 40 내지 50℃ 에서 400 내지 800psi의 압력으로 용융 압출시켜 압출
물(extrudate)을 형성하는 단계; 및상기 압출물을 약제학적 조성물로 제제화하는 단계

대표 구성

를 포함하며,상기 중합체는 폴록사머(poloxamer),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겔루시르
(Gelucire) 44/14, 겔루시르(Gelucire) 50/13 또는 이들의 혼합이며, 상기 약제학적 활성
성분은 리마프로스트(Limaprost), 탐슐로신(Tamsulosin) 및 글리메피리드(Glimepiride)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것인, 저함량 약제학적 조성물의 제조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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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명의 명칭

우슬과 희렴의 혼합 추출물을 함유하는 골대사 질환 예방 및 골 기능 개선을 위
한 조성물(A composition for preventing bone metabolism-related diseases and
increasing bone function comprising mix extracts of Achyranthes bidentata and
Siegesbeckia glabrescens)

출원 일자

2013-08-05

출원 번호

2013-0092481

등록 일자

2014-09-19

등록 번호

1444760

주발명자

정선용

소

의학과

속

본 발명은 우슬과 희렴의 혼합 추출물을 함유하는 골대사 질환 예방 및 골 기능 개선
을 위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우슬과 희렴의 혼합 추출물을 포함하
는 조성물은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면서 조골세포 분화 활성을
유도함으로써 뼈 형성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본 발명
요

약

의 우슬과 희렴의 혼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은 골대사 관련 질환,
예를 들어 골다공증, 골감소증, 골연화증, 칼슘조절 이상, 즉 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의
예방 및 골기능 개선을 위한 약학적 제제 또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슬 추출물과 희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다공증 예

대표 구성

방 및 치료를 위한 약학 조성물.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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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명의 명칭

홍삼 추출물을 포함하는 이독성 약물-유도 전정기능 손상 치료 또는 예방용 조
성물(Composition for treatment or prevention of ototoxic drug-induced
vestibular dysfunction comprising Red Ginseng extracts)

출원 일자

2011-02-24

출원 번호

2011-0016762

등록 일자

2014-01-22

등록 번호

1356395

주발명자

정연훈

소

의학과

속

본 발명은 홍삼 추출물을 포함하는 이독성 약물-유도 전정기능 손상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홍삼 추출물을 이용하여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
제와 같은 이독성 약물에 의하여 유도된 전정 기능 손상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
로, 결핵, 심부감염 등과 같이 이독성을 가지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를 장기간
요

약

투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여 감염성 질환을 치료
할 수 있다. 또한, 이독성 약물로 알려져 있는 항암제의 부작용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전정신경염과 같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전정 기능 손상도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다.

홍삼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젠타마이신에 의해 유도된 전정 기능 손상 치
대표 구성

료 또는 예방용 약학 조성물.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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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명의 명칭

상심자와 독활의 혼합 추출물을 함유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성
물(A composition for preventing bone metabolism-related diseases and
increasing bone function comprising mix extracts of Mori Fructus and Aralia
Continentalis)

출원 일자

2013-08-05

출원 번호

2013-0092483

등록 일자

2014-10-10

등록 번호

1451755

주발명자

정선용

소

의학과

요

약

본 발명은 상심자와 독활의 혼합 추출물을 함유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상심자와 독활의 혼합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
물은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면서 조골세포 분화 활성에 효과가
있으며, 골다공증 동물 모델인 난소 절제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골밀도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뼈 형성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가
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상심자와 독활의 혼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
물은 골대사 관련 질환, 예를 들어 골다공증, 골감소증, 골연화증, 칼슘조절 이상, 즉
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의 예방 및 골기능 개선을 위한 약학적 제제 또는 기능성 식품
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구성

상심자 추출물과 독활 추출물을 2 : 1 내지 1 : 2의 중량비로 혼합한 혼합 추출물을 유
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성물로서,
상기 상심자 또는 독활 추출물이 하기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성물:(S1) 상심자 또는 독활을 50 내지
60℃에서 열풍건조시킨 다음, 60메쉬 이하의 크기로 분쇄하는 단계;(S2) 상기 분쇄된
상심자 또는 독활에 중량비로 6 내지 10배의 물, 에탄올 수용액, 또는 이들의 혼합물
을 가하고, 70 내지 80℃에서 2 내지 6시간 동안 추출하는 과정을 2 내지 3회 반복하
여 추출액을 제조하는 단계;(S3) 상기 수득된 상심자 또는 독활 추출액을 12,000 내지
15,000rpm에서 10 내지 15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60 내지 80℃에서 1차 감압농축하는
단계; 및(S4) 상기 농축된 상심자 또는 독활 추출물을 여과한 후 2차 감압농축하여 상
심자 추출물 또는 독활 추출물을 수득하는 단계.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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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명의 명칭

지골피와 속단의 혼합 추출물을 함유하는 골대사 질환 예방 및 골 기능 개선을
위한 조성물(A composition for preventing bone metabolism-related diseases
and increasing bone function comprising mix extracts of lycium root bark and
dipsacus asper wall)

출원 일자

2013-08-05

출원 번호

2013-0092479

등록 일자

2014-10-10

등록 번호

1451754

주발명자

정선용

소

의학과

속

본 발명은 지골피와 속단의 혼합 추출물을 함유하는 골대사 질환 예방 및 골 기능 개
선을 위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지골피와 속단의 혼합 추출물을 포
함하는 조성물은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면서 조골세포 분화 활
성에 효과가 있으며, 골다공증 동물 모델인 난소 절제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
요

약

에서 골밀도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뼈 형성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 및 치
료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지골피와 속단의 혼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
함하는 조성물은 골대사 관련 질환, 예를 들어 골다공증, 골감소증, 골연화증, 칼슘조절
이상, 즉 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의 예방 및 골기능 개선을 위한 약학적 제제 또는 기
능성 식품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골피 추출물과 속단 추출물을 1 : 4 내지 1 : 6의 중량비로 혼합한 혼합물을 유효성분
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성물로서, 상기
지골피 또는 속단 추출물이 하기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성물:(S1) 지골피 또는 속단을 50 내지 60℃
에서 열풍건조시킨 다음, 60메쉬 이하의 크기로 분쇄하는 단계;(S2) 상기 분쇄된 지골

대표 구성

피 또는 속단에 중량비로 6 내지 10배의 물, 에탄올 수용액,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가
하고, 70 내지 80℃에서 2 내지 6시간 동안 추출하는 과정을 2 내지 3회 반복하여 추
출액을 제조하는 단계;(S3) 상기 수득된 지골피 또는 속단 추출액을 12,000 내지
15,000rpm에서 10 내지 15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60 내지 80℃에서 1차 감압농축하는
단계; 및(S4) 상기 농축된 지골피 또는 속단 추출물을 여과한 후 2차 감압농축하여 지
골피 추출물 또는 속단 추출물을 수득하는 단계.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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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톨 유사 수용체 2를 포함하는 백질 뇌졸중 검출용 바이오마커 및 톨 유사 수용
체 2의 의학적 용도(Biomarker for detecting white matter stroke comprising
Toll-like receptor 2 and medical use thereof)

출원 일자

2013-02-08

출원 번호

2013-0014520

등록 일자

2014-12-24

등록 번호

1478426

주발명자

김병곤

소

의학과

속

본 발명은 톨 유사 수용체 2(TLR2)를 포함하는 백질 뇌졸중 검출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및 TLR2를 이용한 의학적 용도에 관한 것으로, 상기 TLR2가 허혈성 탈수초화 및 올리
고덴드로사이트사에 대한 방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백질 뇌졸중의 바이오마커로서 이
요

약

용할 수 있고, TLR2를 표적으로 하여 허혈성 백질 뇌졸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
다.

톨 유사 수용체2(Toll-like receptor 2; TLR2)를 포함하며, 상기 TLR2가 허혈성 탈수초화
및 올리고덴드로사이트사에 대한 방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질 뇌졸
대표 구성

중 검출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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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항암제-링커-알부민 결합체, 이의 제조방법 및 상기 결합체를 포함하는 약물 전
달용 조성물(Anticancer Agent-Linker-Albumin Conjugate, Preparation Method
Thereof and Drug Delivery Composition Comprising the Conjugate)

출원 일자

2012-07-23

출원 번호

2012-0080061

등록 일자

2014-08-21

등록 번호

1435261

주발명자

이범진

소

약학과

속

본 발명은 친수성 알부민과, 하이드록시기를 갖는 소수성 항암제가 링커를 통해 결합
되며, 수용액에서 자기 집합체(self-aggregate)를 형성하는 항암제-링커-알부민 결합체,
이의 약물전달 용도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항암제-링커-알
부민 결합체는 수계에서 자기집합체를 형성하여 암조직에 대한 선택성이 높을 뿐만 아
요

약

니라, 약물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고, 또한 자기집합체의 내부에 항암제를
추가적으로 첨가하여 화학적 결합으로 제한되어 있는 약물 함유량을 늘릴 수 있기 때
문에 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알부민과, 이리노테칸(Irinotecan)이 N-[p-말레이미도페닐]이소시아네이트(PMPI)를 통해
결합되며, 수용액에서 자기 집합체(self-aggregate)를 형성하는 이리노테칸-PMPI-알부민
대표 구성

결합체.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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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절염 치료 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Therapeutic product for the arthritis, and
method for preparing thereof)

출원 일자

2012-12-20

출원 번호

2012-0149750

등록 일자

2014-10-17

등록 번호

1454363

주발명자

김문석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약물을 함유하는 고분자 매트릭스의 표면에 생리활성물질을 고정화시킨 관
절염 치료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약물을 함유하는
고분자 매트릭스의 표면에 생리활성물질을 고정화시킨 치료제제는 상기 약물과 생리활
요

약

성물질이 모두 각각의 서방형 방출 거동을 나타내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상기 서방
형 방출된 약물은 관절염의 염증 치료에 기여하고, 상기 서방형 방출된 생리활성물질
은 손상된 연골의 분화/재생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진다.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피록시캄, 코티졸, 클로닉신리시레이트, 덱시부프로펜, 에토
돌락, 이부프로펜, 세레콕시브, 멜록시캄, 아세크로페낙, 잘토프로펜, 록소프로펜, 케토프
로펜, 나프록센 및 티아프로펜산 중에서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의 약물을, 주사슬에
C1~C10의 알코올 또는 중량평균분자량(Mw) 350~5,000 g/mole인 폴리에틸렌글리콜
또는 폴리프로필렌글리콜 중에서 선택되는 폴리알킬렌글리콜 단위; β-프로피오락톤, β부티로락톤, δ-발레로락톤, β-에틸-δ-발레로락톤, 1,4-디옥산-2-온, 글라이콜라이드, 1,4디티안-2,5-디온, 트리메틸렌카보네이트, 네오펜틸렌카보네이트, 에틸렌옥살레이트, 프로

대표 구성

필렌옥살레이트, ε-카프로락톤, α-메틸-ε-카프로락톤, β-메틸-ε-카프로락톤, γ-메틸-ε-카프
로락톤, 4-메틸-7-이소프로필-ε-카프로락톤, 및 3,3,5-트리메틸-ε-카프로락톤 중에서 선
택되는 고리형 에스터 단위; 및 락타이드 단위 중에서 선택되는 2종 이상으로 구성되
는 생분해성 고분자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고분자 매트릭스에 함유하며,상기 고분자 매
트릭스의 표면에 fibroblast growth factors (FGFs),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nerve

growth

factor

(NG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transforming growth factors (TGFs), bone morphogenetic proteins (BMPs), epidermal
growth factor (EGF),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 및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생리활성물질을 고정화시킨 관절염 치료 제제.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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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ＵＢＡＰ２를 포함하는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효과 평가용 바이오 마커 조성물
(Biomarker composition comprising UBAP2 for diagnosis and evaluation of
clinical therapeutic effect for osteoporosis)

출원 일자

2013-02-06

출원 번호

2013-0013280

등록 일자

2014-11-13

등록 번호

1463505

주발명자

정선용

소

의학과

속

본 발명은 UBAP2를 포함하는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효과 평가용 바이오 마커 조성물,
UBAP2를 이용한 골다공증 유발물질의 스크리닝 방법, 골다공증 치료물질의 스크리닝
방법, 및 골다공증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UBAP2
의 발현량에 따른 골다공증 발생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골다공증 세포모델, 골다공증
유발 마우스 모델, 및 환자의 혈액 세포 내에서 UBAP2의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각각
요

약

의 모델 및 환자에서 UBAP2의 발현량이 매우 증가되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발명
의 UBAP2는 골다공증의 발생을 예측, 또는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실험대상에 피검물질을 처리하기 전, 후의 UBAP2 발현량의 증감을 측정함
으로써 골다공증의 유발, 또는 예방 또는 치료용 물질의 스크리닝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에서 UBAP2의 발현량을 측정함으로써 골다공증의
진단 및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에 따른 예후를 분자 수준에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UBAP2 (Ubiquitin-Associated Protein 2)를 포함하는 골다공증의 진단 및 치료효과 평가

대표 구성

용 바이오 마커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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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ＳＣＦ 또는 이의 수용체를 억제하는 물질을 포함하는 혈관 투과성 관련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vascular
permeability disease comprising inhibitors of stem cell factor or a receptor
thereof)

출원 일자

2012-05-04

출원 번호

2012-0047750

등록 일자

2014-04-04

등록 번호

1384360

주발명자

서원희

소

약학과

속

본 발명은 SCF(stem cell factor) 또는 이의 수용체를 억제하는 물질을 포함하는 혈관
투과성 관련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a) 혈관
투과성 관련 질환 의심환자의 시료에 후보물질을 처리하는 단계; 및 (b) SCF 또는 이의
수용체의 발현 수준을 대조군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혈관 투과성 관련 질환 치
료제의 스크리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혈관 투과성의 조절에 대한 새로운
요

약

표적으로서의 SCF를 규명하였으며, 본 발명의 SCF 또는 이의 수용체를 억제하는 조성
물을 이용하는 경우, 혈관 투과성이 증가된 안구질환에 있어서 혈관 투과성을 감소시
켜 혈관 투과성 관련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조성
물을 이용하여 혈관 투과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SCF 및 C-Kit의 발현
조절을 측정하여 혈관 투과성 관련 질환 치료제의 스크리닝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공될 수 있다.
SCF(stem cell factor) 또는 SCF의 수용체에 특이적인 siRNA 및 항체로 이루어진 군으
로부터 선택되는 SCF를 억제하는 물질 또는 SCF의 수용체를 억제하는 물질을 포함하

대표 구성

는 혈관 투과성 증가로 인한 당뇨 망막병증(diabetic retinopathy)의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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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5
발명의 명칭

생체 조직 내 일산화질소 활성 감지를 위한 이광자 형광 프로브 및 이의 제조
방법과 이를 이용한 생체 조직 내 일산화질소 활성의 영상화 방법(two-photon
fluorescent probes for nitric oxide, biological imaging methode of nitric oxide
using the same and synthesis methode of the same)

출원 일자

2012-03-02

출원 번호

2012-0022014

등록 일자

2014-03-31

등록 번호

1381767

주발명자

김환명

소

에너지시스템학과

속

본 발명은 생체 내에 존재하는 일산화질소 이미징용 이광자 형광 프로브 및 이의 제조 방법 및 이의 생체
조직 세포 내 일산화 질소의 이미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이광자 형광 프로브는 생체 조직

요

약

내부에 선택적으로 염색됨과 동시에 일산화질소와 반응하여 강한 이광자 형광을 나타내며, 60분 이상의 시
간에 걸쳐 생체 세포 및 100~200 μm 깊이의 생체 조직에서 선택적으로 일산화질소를 탐지할 수 있으므로
생체 세포 또는 온건한 생체 조직에서 일산화질소의 분포 및 활성을 고해상도로 이미징할 수 있다.
하기 화학식 1 내지 화학식 4로 표시되는 화합물 중에서 선택되는 일산화질소 이미징용 이광자 형광 프로브.
[화학식 1]

[화학식 2]

대표 구성
[화학식 3]

[화학식 4]

상기 화학식 1 및 2에서 X는 각각 독립적으로 O 또는 S이다.

대표 도면

17

16
발명의 명칭

바이오-메디컬 응용을 위해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질환세포 및 병원성 미생물의
사멸 방법(APOPTOSIS METHOD OF ABNORMAL CELL USEING ATMOSPHERIC
PRESSURE PLASMA FOR BIO-MEDICAL APPLICATIONS)

출원 일자

2012-02-29

출원 번호

2012-0021092

등록 일자

2014-06-12

등록 번호

1409390

주발명자

양상식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바이오-메디컬 응용을 위해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질환세포 및 병원성 미생
물의 사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기
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대기압 플라즈마 젯(Plasma Jet)을 통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단계; 상기 플라즈마를 용액에 조사하여 플라즈마 처리하는 단계; 상기 플라즈마 처리
요

약

된 용액에 세포를 노출시키는 단계; 및 상기 용액에 노출된 세포 중 질환세포 및 병원
성 미생물를 불활성화(inactivation)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플라즈
마를 완충 용액 또는 물 등과 같은 용액에 조사한 후 이 용액을 미생물 또는 동, 식물
세포 등과 같은 처리 대상에 노출시켜 처리함으로써, 바이오(Bio) 및 메디컬(Medical)
분야에 모두 응용 가능하고, 간접 처리에 의해 저전력으로 질환세포 및 병원성 미생물
을 효율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대기압 플라즈마 젯
(Plasma Jet)을 통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단계;상기 플라즈마를 용액에 조사하여 플
라즈마 처리하는 단계;상기 플라즈마 처리된 용액에 세포를 노출시키는 단계; 및상기
용액에 노출된 세포 중 질환세포 및 병원성 미생물을 불활성화(inactivation)시키는 단
계;를 포함하며,상기 플라즈마 처리 단계는 미생물 처리시 간접 처리 방법이 적용되되,

대표 구성

상기 간접 처리 방법은 완충 용액인 PBS(phosphate buffer saline, 인산완충식염수)를
상기 대기압 플라즈마 젯에서 발생되는 플라즈마로 처리한 후 미생물과 혼합시켜 수행
하고,상기 플라즈마 발생 단계 수행시 상기 대기압 플라즈마 젯에 인가하는 전압은 5.5
kVp-p 내지 9.5 kVp-p 인 바이오-메디컬 응용을 위해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질환세포
및 병원성 미생물의 사멸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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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발명의 명칭

생체 내 분해기간 조절이 가능한 생체적합성 소장점막하조직 시트, 및 이의 제
조방법(Biocompatible

small

intestinal

submucosa

sheet

with

adjustable

degradation time in vivo, and method for preparing the same)
출원 일자

2012-09-06

출원 번호

2012-0098560

등록 일자

2014-06-12

등록 번호

1409312

주발명자

김문석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소장점막하조직을 가교제와 반응시켜 가교결합이 형
성된 생체 내 분해기간이 조절가능한 생체적합성 소장점막하조직 시트 및 이의 제조방
요

약

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생체적합성 소장점막하조직 시트는 가교제의 가교결합
에 의해 생체 내 분해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가교제의 종류 및 가교 시간에 따른
가교결합의 형성 정도에 따라 분해기간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조직공학용 지지체, 약
물전달체, 창상드레싱 또는 지혈제로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소장점막하조직을 하기 화학식 2로 표시되는 가교제와 반응시켜
가교결합이 형성된, 생체 내 분해기간이 조절가능한 생체적합성 소장점막하조직 시트
를 제조하는 방법.
[화학식 2]

대표 구성

상기 화학식 2에서, n은 1~20의 정수이고, m은 1~10의 정수이다.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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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18

산화중합반응에 의한 소장점막하조직 가교 젤의 제조방법(Preparing Method of
Small Intestinal Submucosa Cross-linked Gel by Oxidative Coupling Reaction)

출원 일자

2012-06-13

출원 번호

2012-0063337

등록 일자

2014-02-12

등록 번호

1364591

주발명자

김문석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소장점막하조직 파우더를 수용액화 후 가교제를 혼합하여 산화중합반응에
의한 가교 반응 시키는 소장점막하조직 하이드로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에 따른 생체적합성인 소장점막하조직 젤은 산화중합반응에 의한 가교 결합의 형성
요

약

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 젤 형성이 가능하며, 젤화 시간, 팽윤 정도, 분해 및 기계
적 물성과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은 과산화수소 농도에 따라 조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어 지혈제, 약물전달체 및 조직공학용 지지체로서의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다.

소장점막하조직 파우더를 수용액화 후 가교제를 혼합하여 산화중합반응에 의한 가교
대표 구성

반응 시키는 소장점막하조직 하이드로젤의 제조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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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19

약물저장용 다층 구조체 및 이를 포함한 약물방출형 스텐트(Multi-layered
structure for drug reservoir and drug eluting stent including the same)

출원 일자

2013-06-20

출원 번호

2013-0071248

등록 일자

2014-11-24

등록 번호

1467102

주발명자

박기동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약물저장용 다층 구조체 및 이를 포함한 약물방출형스텐트에 관한 것에 관한 것으로,
상기약물방출형 스텐트는 종래 약물방출형 스텐트의 문제점인 재협착과 혈전형성을 방지하기 위

요

약

하여 페놀이 도입된 헤파린 유도체와 같은 생리활성물질 유도체를 적층시키고, 더불어 약물의
방출제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페놀이 도입된 다수의 마이셀층을 적층시킴으로써 스텐트 재
협착 및 혈전형성을 방지하면서도 약물의 방출제어가 가능한 약물방출형 스텐트를 제공한다.
스텐트;상기

스텐트

위에

적층되며,

4지-폴리프로필렌옥사이드-폴리에틸렌옥사이드

(4arm-PPO-PEO), 티라민(TA) 및 도파민(DA)으로 이루어진 하기 화학식 1에서 R이 티라민이고 R'
가

도파민인

4arm-PPO-PEO-TA/DA

결합체에

파클리탁셀(PTX)을

함유시킨

PTX-4arm-PPO-PEO-TA/DA 결합체로 구성되며, 상기 PTX-4arm-PPO-PEO-TA/DA 결합체가 상기
티라민에 의해 스텐트와 가교 결합되며 상기 PTX-4arm-PPO-PEO-TA/DA 결합체가 상기 도파민
에 의해 스텐트에 점착되는 가교 및 점착용 제1마이셀층;상기 제1마이셀층 위에 적층되며, 4지폴리프로필렌옥사이드-폴리에틸렌옥사이드(4arm-PPO-PEO) 및 티라민(TA)으로 이루어진 하기 화
학식 1에서 R 및 R'가 티라민인 4arm-PPO-PEO-TA 결합체에 파클리탁셀(PTX)을 함유시킨
PTX-4arm-PPO-PEO-TA 결합체로 구성되며, 상기 PTX-4arm-PPO-PEO-TA 결합체의 티라민과 제1

대표 구성

마이셀층의 티라민 간의 가교 결합된 층이 10층, 20층 또는 30층으로 이루어진 가교용 제2마이
셀층; 및상기 제2마이셀층 위에 적층되며, 폴리에틸렌글리콜(PEG) 및 티라민(TA)으로 이루어진
PEG-TA 결합체에 헤파린을 함유시킨 헤파린-PEG-TA 결합체로 구성되며, 상기 헤파린-PEG-TA 결
합체의 티라민과 제2마이셀층의 티라민 간의 가교 결합된 생리활성물질층을 포함하는 약물방출
형 스텐트:
[화학식 1]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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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20

풍선

카테터

및

그

제조방법(BALOON

CARTETER

AND

METHOD

FOR

PRODUCING THE SAME)

출원 일자

2012-02-20

출원 번호

2012-0016967

등록 일자

2014-05-23

등록 번호

1401632

주발명자

박기동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허브; 상기 허브에 연결된 하이퍼 튜브; 상기 하이퍼 튜브에 연결된 디스탈
튜빙; 상기 디스탈 튜빙의 첨단에 형성된 소프트팁; 상기 소프트팁 후단에 형성되어서
혈관을 확장하는 벌룬; 및 상기 벌룬 외면에 부착되는 점착성 마이셀 및 상기 점착성
마이셀 위에 부착되어서 약물을 함유하는 다층의 가교성 마이셀을 포함하는 마이셀 멀
요

약

티 레이어;를 포함하는 풍선 카테터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허브;상기 허브에 연결된 하이퍼 튜브;상기 하이퍼 튜브에 연결된 디스탈튜빙;상기 디
스탈 튜빙의 첨단에 형성된 소프트팁;상기 소프트팁 후단에 형성되어서 혈관을 확장하
는 벌룬; 및상기 벌룬 외면에 부착되는 점착성 마이셀 및 상기 점착성 마이셀 위에 부
착되며 약물을 함유하는 다층의 가교성 마이셀을 포함하는 마이셀 멀티 레이어;를 포
함하는, 풍선 카테터.
대표 구성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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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21

청각보호 작용을 하는 신규 화합물(Novel compound having hearing protection
effects)

출원 일자

2011-06-13

출원 번호

2013-7000866

등록 일자

2014-04-16

등록 번호

1388372

주발명자

김철호

소

의학과

속

본 발명은 난청을 유발하는 다양한 이독성에 대해 청각유모세포의 세포사멸기전을 억
요

약

제하고, 청각기관과 청력을 보호하는 본 명세서의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화합물,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대표 구성

상기 식에서,R은 수소 또는 할로겐이다.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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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22

유방암 암 마커 측정을 위한 항체―렉틴 샌드위치 측정 방법(Antibody-Lectin
Sandwich Assay for the Measurement of Breast Cancer Marker)

출원 일자

2012-07-19

출원 번호

2012-0078787

등록 일자

2014-04-25

등록 번호

1391319

주발명자

윤현철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유방암 마커의 측정을 위한 항체-렉틴 샌드위치 측정 방법 및 유방암 진단
스크리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항체와 렉틴을 이용한 암 마커 측정법은 항
원에 O-linked glycan가 노출되어있다면 종류에 관계없이 다양한 항원을 측정할 수 있
요

약

으며, 본원 발명의 항체/렉틴을 이용한 마커의 측정 방법은 기존의 효소결합 면역분석
법에 상응하는 측정 결과를 얻어, 이를 바탕으로 효소결합 면역분석법의 대용으로 사
용이 가능하다.

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는 유방암 또는 유방암 전이의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
법:(a) 지지체에 고정된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원에 대하여, 항원의 O-linked
대표 구성

glycan을 인식하는 광학적 표지 물질이 부착된 렉틴과 접촉시켜 항원과 결합하는 광학
적 표지 물질이 부착된 렉틴의 양을 측정하는 단계; 및(b) 상기 광학적 표지 물질이 부
착된 렉틴과 항원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광학적 표지 물질의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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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23

항생제-인혈청 단백질 접합체를 포함하는 항생제 알레르기 진단 키트(Antibiotics
allergy diagnosis kit comprising antibiotics-human serum protein conjugate)

출원 일자

2012-05-31

출원 번호

2012-0058842

등록 일자

2014-11-26

등록 번호

1468272

주발명자

박해심

소

의학과

속

본 발명은 항생제 알레르기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생제-인혈청 단백질 접합
체, 상기 항생제-인혈청 단백질 접합체가 코팅된 기판을 포함하는 항생제 알레르기 진
단용 단백질 칩, 상기 단백질 칩 및 표지된 검출용 물질을 포함하는 항생제 알레르기
진단용 키트 및 상기 키트를 이용하여 항생제 알레르기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

약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항생제-인혈청 단백질 접합체를 이용할 경우, 항생제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항생제 알레르기
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항생제 치료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카르보디이미드(carbodiimide)/N-하이드록시석신이미드(N-hydroxysuccinimide)를

가교

제로 사용하여 세포티암(cefotiam), 세프티족심(ceftizoxime), 세파클로(cefaclor) 및 오플
록사신(ofloxacin)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항생제의 카르복실기와 인혈청 알
대표 구성

부민의 아민기가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된 항생제-인혈청 알부민 접합체를 포함하는,
항생제 알레르기 진단용 조성물.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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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인간

혈액응고인자

Ⅷ

도메인

특이적

항체

및

이의

제조방법(Human

coagulation factor Ⅷdomain specific antibody and method for producing
thereof)

출원 일자

2012-07-10

출원 번호

2012-0075221

등록 일자

2014-05-09

등록 번호

1395736

주발명자

김혜선

소

생명과학과

속

본 발명은 인간 혈액응고인자 Ⅷ 도메인 특이적 항체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인간 혈액응고인자 Ⅷ 도메인 특이적 항체는, 효과적인 인간 혈액 응
고인자 Ⅷ 도메인과 특이적인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인간 혈액
요

약

응고인자 Ⅷ 도메인 특이적 항체에 비하여 항체 역가가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DNA
수준이 아닌 단백질 수준에서 혈우병을 진단할 수 있어, 혈우병 진단 효과가 매우 우
수하다.
서열번호 12, 13 및 14의 폴리펩티드로 이루어진 군에서 1종 이상의 폴리펩티드를 특

대표 구성

이적으로 인지하는 다클론 항체.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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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25

수크로오스 대사 회로가 재구축된 대장균(Recombinant E. coli with sucrose
metabolic pathways)

출원 일자

2011-11-01

출원 번호

2011-0112974

등록 일자

2014-10-21

등록 번호

1455360

주발명자

이평천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대사회로를 재구축하여 수크로오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형질전환된 대장균
에 관한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수크로오스로부터 2차 대사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요

약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수크로오스

인산전달효소(sucrose

phosphotransferase),

수크로오스

가수분해효소

(sucrose hydrolase) 및 프룩토키나아제(fructokinase) 유전자를 발현하는 pAC-AAK 플라
스미드로
대표 구성

형질전환

되고,

PTS(phosphoenolpyruvate

(PEP)-dependent

phosphotransferase transport system) 시스템이 도입되며; 카르테노이드 생성하는 수크
로오스 이용 대장균을 사용하여 수크로오스로부터 2차 대사 산물인 카르테노이드를 생
산하는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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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발명의 명칭

Ｓｅｌｅｎｉｕｍ을 이용한 인간 만능줄기세포의 혈액전구세포, 혈관전구세포,
내피세포 및 평활근세포로의 분화방법(Selenium-based differentiation method of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into hematopoietic progenitor, vascular progenitor,
endothelial and smooth muscle cells)

출원 일자

2012-03-16

출원 번호

2012-0027285

등록 일자

2014-04-23

등록 번호

1390613

주발명자

서원희

소

약학과

속

본 발명은 인간 만능줄기세포의 혈액 및 혈관전구세포, 혈관내피세포 및 혈관평활근세
포로의 분화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selenium
이 첨가된 배지를 사용하여 인간 만능줄기세포를 분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인간 만능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중배엽 줄기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으며, 높은
요

약

효율로 혈액전구세포, 혈관전구세포, 혈관내피세포, 및 혈관평활근세포 등으로 분화시
킬 수 있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인간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심혈
관계 질환 세포치료제 또는 혈액질환 세포치료제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 만능줄기세포로부터 중배엽 줄기세포로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상기 중배

대표 구성

엽 줄기세포로의 분화 촉진은 셀레늄(selenium)에 기인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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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간세포 성장인자 유전자 및 염기성 나선-고리-나선 계열의 신경형성 전사인자
유전자가 도입된 성체 줄기세포주 및 그의 용도(An adult stem cell transfected

발명의 명칭

with hepatocyte growth factor gene and neurogenic transcription factor gene
with basic helix-loop-helix motif and uses thereof)

출원 일자

2011-05-23

출원 번호

2011-0048628

등록 일자

2014-09-25

등록 번호

1446711

주발명자

서해영

소

의학과

속

본 발명은 간세포 성장인자(HGF) 유전자 및 염기성 나선-고리-나선(bHLH) 계열의 신경
형성 전사인자 유전자가 도입된 성체 줄기세포주, 상기 성체 줄기세포주의 제조 방법,
상기 성체 줄기세포주를 포함하는 신경계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및 상기 조
성물을 신경계 질환 환자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신경계 질환 예방 또는 치료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간세포 성장인자 유전자 및 염기성 나선-고리-나
요

약

선 계열의 신경형성 전사인자 유전자가 도입된 성체 줄기세포를 사용하면, 뇌졸중 후
수반되는 세포사멸에 의한 만성적인 신체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치료제로
서 개발되거나, 뇌졸중을 비롯하여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척수손상 등의 신경계 질
환에 적용가능한 세포 대체 요법 및 유전자 치료 요법의 근간이 되는 등 임상 및 각종
연구를 위해 폭넓게 이용될 수 있다.

성체 줄기세포주에 간세포 성장인자(hepatocyte growth factor; HGF) 유전자,및 염기성
나선-고리-나선(basic helix-loop-helix; bHLH) 계열의 신경형성 전사인자인 뉴로제닌
대표 구성

1(Neurogenin 1), 뉴로제닌 2(Neurogenin 2), 뉴로 D1(neuro D1), MASH1 및 MATH3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의 유전자가 도입된 형태인 변이된 성체 줄기세포
주.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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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28

나노입자의 독성 여부 진단용 바이오마커 조성물(Biomarker Composition for
Diagnosis of Nanoparticles Toxicity)

출원 일자

2012-07-23

출원 번호

2012-0080203

등록 일자

2014-12-02

등록 번호

1470692

주발명자

김재호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나아제(aldehyde dehydrogenase), 글루타믹-피루베
이트 트랜스 아미나아제(glutamic-pyruvate transaminase), 글루타메이트 디하이드로게
나아제(glutamate

dehydrogenase),

(glutamicoxaloacetic

transaminase),

글루타믹옥살로아세틱
글루탐산

트랜스아미나아제

디카복실라아제(glutamic

acid

decarboxylase) 및 글루타메이트-암모니아 리가아제(glutamate-ammonia ligase)로 이루
요

약

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나노입자의 노출에 의해 발현 변
화를 일으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입자의 독성 여부 진단용 바이오마커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바이오마커는 나노입자의 독성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유
전자 마커로서, 이를 이용하면 나노입자의 독성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우수한 검출 감
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나노입자의 유해성을 모니터링 하거나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나노입자에 노출시 유발되는 각종 질병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유전자 등록번호(Genebank) NM_001161504.1(ALDH4H1, aldehyde dehydrogenase 4
family member A1), 유전자 등록번호(Genebank) NM_133443.2(GPT2, glutamic-pyruvate
transaminase
dehydrogenase

대표 구성

2),
1),

유전자
유전자

등록번호(Genebank)
등록번호(Genebank)

NM_005271.3(GLUD1,
NM_002080.2(GOT2,

glutamate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2), 유전자 등록번호(Genebank) NM_013445.3(GAD1, glutamic
acid decarboxylase 1) 및 유전자 등록번호(Genebank) NM_002065.5(GLUL, glutamate
ammonia ligase)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코팅하는 핵산 서열을
포함하는, 나노입자의 노출에 의해 발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입
자의 독성 여부 진단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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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중간엽줄기세포 렙틴분비능을 이용한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물질 스크리닝
방법(Screening method of the materials for prevention or treatment of
osteoporosis using leptin production in mesenchymal stem cell)

출원 일자

2011-12-08

출원 번호

2011-0131255

등록 일자

2014-01-16

등록 번호

1354826

주발명자

노민수

소

약학과

속

본 발명은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를 이용한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
료용 물질 스크리닝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분
비되는 렙틴(leptin)의 양을 측정하여 단시간 내에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골다공
요

약

증 예방제 또는 치료제의 스크리닝 방법, 및 골다공증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의 스크리닝 방법은 약 3일 내에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제의 후보 물질을 선
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최소 10일 이상 소요되던 기존의 선별 방법과 비교하여 그
효율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으며, 실험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대량의 물질
을 스크리닝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에 시험물질을 처리하고 배양하는 단계;상기
세포 배양액의 렙틴(leptin)양을 효소결합항체부착반응으로 측정하는 단계; 및시험물질

대표 구성

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렙틴양을 증가시키는 후보 물질을
선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골다공증 예방제 또는 치료제의 스크리닝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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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독성

예측

및

치료

타겟으로서의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3(ATF3)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3(ATF3) as a Novel Therapeutic Target and for
Predicting Toxicity)

출원 일자

2012-03-06

출원 번호

2012-0022806

등록 일자

2014-01-22

등록 번호

1356811

주발명자

최상돈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독성을 예측하거나 치료 타겟으로 사용되는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3 (ATF3)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ATF3는 독성을 나타내는 부작용이
있는 항암 화학요법 치료제인 독소루비신(doxorubicin), 시스플라틴(cisplatin), 또는 면
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이 처리된 세포에서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요

약

특징이 있으므로,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또는 독성물질의 독성을 예측하거나 치료 타겟
으로 사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신장을 비롯한 각종 인체 장기에서 항암
제, 면역억제제, 약물 또는 독성물질들에 의한 독성 예측 마커로 ATF3를 활용할 수 있
으며, ATF3의 발현을 억제할 경우 독성물질 및 약물들의 독성이 완화됨을 확인함에 따
라 ATF3를 억제하여 세포 독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항암 치료제, 면역억제제 및 기
타 약물 개발을 위한 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기 단계를 포함하는, 사이클로스포린에 의한 정상 신장 세포 독성을 예측하는 방
법:(a) 정상 신장 세포에 존재하는 ATF3(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3) 유전자의 발

대표 구성

현양 또는 ATF3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는 단계; 및(b) 상기 (a) 단계의 측정결과를 대조
군 시료의 ATF3 유전자의 발현양 또는 ATF3 단백질의 양과 비교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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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전자의무기록과 약물/질환 네트워크 정보 기반의 신약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
(Systematic identification method of novel drug indications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in network frame method)

출원 일자

2013-07-02

출원 번호

2013-0077255

등록 일자

2014-10-07

등록 번호

1450784

주발명자

이기영

소

의학과

요

본 발명은 전자의무기록과 약물/질환 네트워크 정보 기반의 신약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
다 상세하게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신약 재창출 후보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의무기록과 약물/질환 네트워크 정보 기반의 신약 재창출 후보를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신약 재
창출 예측 시스템이 약물 적응증 정보에 기초하여 약물-질병의 이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와; b)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임상정보(EMR 또는 clinical physiomic)와 유전체 정보(genomic signatures)에 기
초하여 약물 및 질환의 검체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c)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약물-약물/질병-질병
유사도 매트릭스를 임상정보에 따라 구성하는 단계; d)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유사도 매트릭스에
따라 임상 정보 기반의 약물-질환 엣지(edge) 점수(P_c)를 계산하는 단계; e)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
이 임상정보(EMR 또는 clinical physiomic)와 유전체 정보(genomic signatures)에 기초하여 약물 및 질환의 유
전자 연관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f)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약물-약물/질병-질병 유사도 매트릭스
를 유전체 정보에 따라 구성하는 단계; g)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유사도 매트릭스에 따라 유전체
정보 기반의 약물-질환 엣지(edge) 점수(P_g)를 계산하는 단계; h)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상기 P_c
와 P_g를 사용하여 엣지(edge)의 최종 예측 점수 f(e_ij)를 계산하는 단계; 및 i)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
템이 상기 f(e_ij)를 기준값(cut-off)에 따라 참/거짓(True/False) 라벨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이에 따라,
본 발명은 대규모 EMR 데이터에 포함된 환자의 검체 수치(laboratory test value)와 공개되어 있는 약물 및
질환 관련 다양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시판 약물의 적응증 정보를 약물-질환의 이분 네트워크 또는 그
래프(bipartite network/graph)로 구성하고, 다양한 임상 및 오믹스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질환-질환 및 약
물-약물의 유사도 측정을 통하여 약물의 신규 적응증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약

대표 구성

속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신약 재창출 후보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과 약
물/질환 네트워크 정보 기반의 신약 재창출 후보를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a)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
템이 약물 적응증 정보에 기초하여 약물-질병의 이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와;b)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임상정보(EMR 또는 clinical physiomic)와 유전체 정보(genomic signatures)에 기초하여 약물 및 질
환의 검체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c)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약물-약물/질병-질병 유사도 매트릭스
를 임상정보에 따라 구성하는 단계;d)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유사도 매트릭스에 따라 임상 정보
기반의 약물-질환 엣지(edge) 점수(P_c)를 계산하는 단계;e)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임상정보(EMR
또는 clinical physiomic)와 유전체 정보(genomic signatures)에 기초하여 약물 및 질환의 유전자 연관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f)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약물-약물/질병-질병 유사도 매트릭스를 유전체 정보에
따라 구성하는 단계;g)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유사도 매트릭스에 따라 유전체 정보 기반의 약물질환 엣지(edge) 점수(P_g)를 계산하는 단계;h)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상기 P_c와 P_g를 사용하여
엣지(edge)의 최종 예측 점수 f(e_ij)를 계산하는 단계; 및i) 상기 신약 재창출 예측 시스템이 상기 f(e_ij)를 기
준값(cut-off)에 따라 참/거짓(True/False) 라벨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의무기록과 약물/질환 네트
워크 정보 기반의 신약 재창출 후보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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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올레핀 트리머리제이션용 촉매, 이를 이용한 알파-올레핀 트리머리제이션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윤활유의 제조 방법(CATALYST FOR TRIMERIZATION OF

발명의 명칭

ALPHA-OLEFIN, METHOD FOR TRIMERIZATION OF ALPHA-OLEFIN COMPRISING
USING

THE

SAME

AND

METHOD

FOR

PREPARING

LUBRICATING

OIL

COMPRISING USING THE SAME)
출원 일자

2012-11-23

출원 번호

2012-0133963

등록 일자

2014-10-02

등록 번호

1449474

주발명자

이분열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무기 담지체; 상기 무기 담지체에 담지된 알킬 알루미녹산; 및 상기 알킬 알
요

약

루미녹산에 결합된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알파-올레핀 트리머리제이션용
촉매, 이를 이용한 알파-올레핀 트리머리제이션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윤활유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무기 담지체;상기 무기 담지체에 화학 결합에 의해 담지된 알킬 알루미녹산(alkyl
aluminoxane); 및상기 알킬 알루미녹산으로 활성화되는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을 포
함하는,알파-올레핀 트리머리제이션(trimerization)용 촉매.
<화학식 1>

대표 구성
(상기에서, X1 내지 X3는 동일하거나 다르고, 각각 독립적으로 할로겐; 탄소수 1-20의
알킬기; 탄소수 2-20의 알케닐기; 탄소수 2-20의 알키닐기, 탄소수 3-20의 시클로알킬
기, 탄소수 6-20의 아릴기, 탄소수 1-20의 알킬기로 치환된 탄소수 6-20의 아릴기, 탄
소수 6-20의 아릴기로 치환된 탄소수 1-20의 알킬기; 알릴기; 또는 탄소수 1-20의 알
킬리덴기이고,R1 내지 R9는 동일하거나 다르고,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탄소수 1-20의
알킬기; 탄소수 2-20의 알케닐기; 탄소수 1-20의 알킬기로 치환된 탄소수 6-20의 아릴
기; 탄소수 6-20의 아릴기로 치환된 탄소수 1-20의 알킬기; 또는 탄소수 1-20의 실릴
기이거나, 또는R1 내지 R9는 2개 이상이 서로 연결되어 탄소수 3-20의 고리를 형성해
도 된다).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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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입자 코팅 기판(COATING
METHOD USING PARTICLE ALIGNMENT AND PARTICLE COATED SUBSTRATE
MANUFACTURED BY THE SAME)

출원 일자

2012-11-29

출원 번호

2012-0137171

등록 일자

2014-06-05

등록 번호

1407080

주발명자

김재호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실시예에 따른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은, 매끈한면을 가지는 밀착성 고분자
기판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 및 상기 밀착성 고분자 기판의 상기 매끈한면 위에 복수
의 입자를 압력을 가하여 상기 밀착성 고분자 기판의 상기 매끈한면에 상기 복수의 입
요

약

자에 각기 대응하는 복수의 오목부를 형성하면서 상기 복수의 입자와 상기 밀착성 고
분자 기판 사이의 결합특성을 강화하며 상기 복수의 입자를 코팅하는 코팅 단계를 포
함한다.

밀착성 고분자 기판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 및상기 밀착성 고분자 기판 위에 복수의
입자를 압력을 가하여 코팅막을 형성하는 코팅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코팅 단계는 상
기 밀착성 고분자 기판에 상기 복수의 입자에 각기 대응하는 복수의 오목부가 형성되
대표 구성

면서 코팅하는 코팅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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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34

판상 입자 코팅 기판 및 이의 제조 방법(PHOTOCATALYSTIC SUBSTRATE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출원 일자

2012-12-10

출원 번호

2012-0143047

등록 일자

2014-02-12

등록 번호

1364626

주발명자

김재호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실시예에 따른 판상 입자 코팅 기판은, 기판;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는 판상 입자
요

약

코팅층; 및 상기 판상 입자 코팅층 위에 위치하며 상기 판상 입자 코팅층을 부분적으
로 노출하는 미세 지지체층을 포함한다.
기판;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는 판상 입자 코팅층; 및상기 판상 입자 코팅층 위에 위치
하며 상기 판상 입자 코팅층을 부분적으로 노출하는 미세 지지체층을 포함하는 판상

대표 구성

입자 코팅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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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금속산화물-그래핀 나노복합체의 제조방법 및 금속산화물-그래핀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전극 제조방법(MANUFACTURING METHOD OF METAL OXIDE/GRAPHENE
NANOCOMPOSITES AND ELECTRODE MANUFACTURING METHOD OF METAL
OXIDE/GRAPHENE NANOCOMPOSITES)

출원 일자

2013-09-09

출원 번호

2013-0107919

등록 일자

2014-11-21

등록 번호

1466310

주발명자

김창구

소

에너지시스템학과

속

본 발명은 금속산화물-그래핀 나노복합체의 제조방법 및 금속산화물-그래핀 나노복합
체를 이용한 전극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나노복합체의 합성 재료를 준비
하는 단계; 상기 합성 재료를 전처리하여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전처리한 합성 재료를 수열합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의 산화제와 환원제, 고온의 열을 이용한 그래핀 방법에서 벗어나 계면활성제만을
이용하여 한 번의 공정(one-step)으로 값싼 그래파이트로부터 금속산화물-그래핀 나노
복합체를 제조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이는 공정단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공정비용
요

약

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극 제조시 기존의 활물질, 도전재,
바인더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그래핀으로 인한 낮은 전기저항을 그대로 살려 도
전재를 첨가하지 않는 공정을 통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순도
가 높은 그래핀을 단시간에 제조함과 동시에 에너지 저장장치에 응용 가능한 다양한
금속산화물 활물질을 단성분계, 이성분계, 다성분계 금속산화물을 한 번의 공정으로 제
조가능하며, 원하는 중량비, 필요로 하는 산화물{산화코발트(CoO), 사산화삼코발트
(Co3O4), 수산화코발트[Co(OH)2] 등}을 손쉽게 제조할 수 있어 매우 넓은 응용범위(이
차전지 및 가스 센서 등)를 기대할 수 있다.
나노복합체의 합성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상기 합성 재료를 전처리하여 그래핀 플레이
크(graphene flake)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전처리한 합성 재료를 수열합성하는 단

대표 구성

계를 포함하며,상기 나노복합체의 합성 재료 준비 단계는 그래파이트 분말, 수산화 나
트륨, 도데실 황산나트륨, 금속 전구체로 사용된 염화코발트 6수화물 및 이차증류수를
준비하는 단계인 금속산화물-그래핀 나노복합체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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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36

아세틸렌 카르복실화 반응을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처리방법(Processing Method
of Carbon Dioxide by Using Carboxylation of Acetylene)

출원 일자

2012-11-16

출원 번호

2012-0130455

등록 일자

2014-09-25

등록 번호

1446758

주발명자

장혜영

소

에너지시스템학과

속

본 발명은 숙신산 및 고분자 단량체 등의 수급에 있어 탈석유 루트 확보를 통해 고유
가 시대의 안정적인 화학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여 고부가가치
물질의 대량생산을 위한 친환경적인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아세틸렌 카르복실화
반응을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아세
요

약

틸렌 카르복실화 반응을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처리방법은 유기 염기의 존재하에 이산
화탄소와 아세틸렌을 이용하여 디카르복실산 유도체를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디카르복실산 유도체는 숙신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유기 염기로서 1,5,7-트리아자바이시클로[4.4.0]덱-1-엔의 존재하에 이산화탄소와 아세
틸렌을 사용하여 아세틸렌 카르복실화 반응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세틸렌
카르복실화 반응을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처리방법.
대표 구성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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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온 첨가제를 이용하여 파이결합 화합물의 정제 및 결정성장을 동시에 수행하
는 결정공학 방법(Simultaneous crystal growth method with purification of π

발명의 명칭

-conjugated compound by using ionic additives)
출원 일자

2011-10-21

출원 번호

2011-0108174

등록 일자

2014-03-06

등록 번호

1373831

주발명자

권오필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전자 주개 및 전자 받개를 포함하는 폴리엔 화합물의 결정 성장 방법에 있어서, 불순물이 제거된

요

약

순수한 결정 성장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결정 성장 방법에 의하여 광
대역 THz 발생원으로서 적합한, 순수한 폴리엔 화합물을 포함하는 결정을 수득할 수 있다.
용매 중 하기 화학식 2로 표시되는 이온 첨가제의 존재 하에서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전자 주개 및 전
자 받개를 포함하는 폴리엔 화합물의 결정을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정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정의 성
장 방법:

상기 화학식 1에서,n은 1 내지 4의 정수이며,R1과 R2는, 동일 또는 상이하며, H 및 C1~C4 알킬기로 이루어
진 군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며;R3는 -OH, -NH2 또는 -NHR7 이며,여기서, 상기 R7은 C1 내지 C4의 알킬이
고,

대표 구성

상기 화학식 2에서, R11 ~ R15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히드록실, 할로겐, 슈도할로겐, 포르밀, 카르복실, 알
킬, 장쇄알킬, 알콕시, 장쇄 알콕시, 시클로알킬, 할로알킬, 아릴, 아릴렌, 할로아릴, 헤테로아릴, 헤테로아릴렌,
헤테로시클로알킬렌, 헤테로시클로알킬, 할로헤테로아릴, 알케닐, 할로알케닐, 알키닐, 할로알키닐, 케토, 케토
아릴, 할로케토아릴, 케토헤테로아릴, 케토알킬, 할로케토알킬, 케토알케닐, 할로케토알케닐, 포스포알킬, 포스
포네이트, 포스페이트, 포스핀, 포스핀 옥시드, 포스포릴, 포스포아릴, 술포닐, 술포알킬, 술포아레닐, 술포네이
트, 술페이트, 술폰, 아민, 폴리에테르, 실릴알킬 및 실릴알킬옥시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이다. R10은

이다.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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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유기술폰산계 화합물, 이를 포함하는 도판트, 및 상기 도판트를 포함하는 전도성
고분자

복합체(ARYLSULFONIC

CONTAINING

THE

SAME,

AND

ACID-BASED
CONDUCTIVE

COMPOUNDS,
POLYMER

DOPANT
COMPOSITE

CONTAINING THE DOPANT)
출원 일자

2011-04-25

출원 번호

2011-0038650

등록 일자

2014-02-13

등록 번호

1365014

주발명자

이석현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원은 유기술폰산계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이를 포함하는 도판트 및 상기 도판트
를 포함하는 전도성 고분자 복합체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치환기를 갖는 벤
젠고리에 술폰산기가 유연한 사슬로 연결된 유도체 화합물을 포함하는 도판트를 제공
요

약

함으로써, 일반 용매에서의 용해도와 분산성이 증가하고 내환경성도 향상되어 전기 전
도도가 증가하고 가공성은 물론 기계적 특성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제공한다.

치환기를 가지는 아릴기가 유연한 탄화수소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하기 화학식 2로서
표시되는 유기술폰산계 화합물:

대표 구성

상기 식 중,R1은 C1-C20알킬렌, C2-C20알케닐, 할로-C1-C20알킬렌, 할로-C2-C20알케닐,
또는 -(CH2CH2O)n-이고, R2 와 R3 는 각각 -H, -OH, -CH3, -C6H5, -C6H4OCH3,
-OCH2C6H5, C1-C20의 알킬, C2-C20알케닐, 할로-C1-C20알킬, 할로-C2-C20알케닐, 및
-(CH2CH2O)n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며, 단, R2 와 R3는 동시에 -H 는 아니
고, Z는 -H이며, n 는 1 이상의 정수임.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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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항산화 활성을 갖는 3,4,5-치환 광학 활성 피페리딘 화합물 및 그 합성방법
(3,4,5-substituted optical active piperidine compounds as antioxidant and
synthetic method thereof)

출원 일자

2012-12-05

출원 번호

2012-0140515

등록 일자

2014-10-29

등록 번호

1458094

주발명자

장혜영

소

에너지시스템학과

속

본 발명은 하기의 화학식 1로 표현되는 항산화 활성의 3, 4, 5-치환 광학 활성 피페리딘 화합물
을 제공한다.

요

약

하기의 화학식 1로 표현되는 항산화 활성의 3,4,5-치환 광학 활성 피페리딘 화합물.

대표 구성

(여기서, R1은 탄소수 1~20의 지방족 탄화수소기이거나, 탄소수 5~30의 방향족 탄화수소기이며,
R4는 수소이거나, 탄소수 1~20의 지방족 탄화수소기이거나, 탄소수 5~30의 방향족 탄화수소기
이거나, 탄소수 1~20의 알킬아민기이거나, 탄소수 3~20의 시클로알킬아민기이며, R5, R6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이거나, 탄소수 1~20의 지방족 탄화수소기이거나, 탄소수 5~30의 방향족 탄화
수소기이며, C=X, C=Y는 각각 독립적으로 C=O 또는 CH2이다.)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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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안사-메탈로센 촉매를 이용한 알파-올레핀 올리고머의 제조방법(METHOD FOR
PREPARING

OF

ALPHA-OLEFIN

OLIGOMER

USING

ANSA-METALLOCENE

CATALYST)
출원 일자

2013-12-31

출원 번호

2013-0168866

등록 일자

2014-08-06

등록 번호

1429746

주발명자

이분열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의 알파-올레핀 올리고머의 제조방법은 알파-위치에만 치환체가 있는 안사-메
요

약

탈로센 화합물(화학식 1) 및 조촉매 화합물로 구성된 촉매 조성물을 탄소수 6 내지 20
의 알파-올레핀 단량체와 접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조방법은 윤활유용
알파-올레핀 올리고머 제조에 유용하다.
하기 화학식 6으로 표시되는 안사-메탈로센 화합물, 및 조촉매 화합물을 포함하는 촉
매 조성물과 탄소수 6 내지 20의 알파-올레핀 단량체를 접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알파-올레핀 올리고머의 제조방법:
[화학식 6]

대표 구성

상기 화학식 6에서, R1은 각각 독립적으로 페닐기 또는 tert-부틸기이고, R2 및 R3는
메틸기이며, Q1 및 Q2는 각각 독립적으로 할로겐 원자, 탄소수 1 내지 20의 알킬기,
탄소수 2 내지 20의 알케닐기, 탄소수 2 내지 20의 알키닐기, 탄소수 6 내지 20의 아
릴기, 탄소수 7 내지 40의 알킬아릴기, 탄소수 7 내지 40의 아릴알킬기, 탄소수 1 내지
20의 알킬아미도기, 탄소수 6 내지 20의 아릴아미도기, 또는 탄소수 1 내지 20의 알킬
리덴기이다.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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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스타필로잔틴 대사회로의 완성 및 대장균을 통한 신규 구조의 스타필로잔틴 유
사 카로틴노이드의 생합성(Construction of staphyloxanthin metabolic pathway
and biosynthesis of staphyloxanthin like carotenoids through E.coli)

출원 일자

2013-06-20

출원 번호

2013-0071042

등록 일자

2014-02-12

등록 번호

1364590

주발명자

이평천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스타필로잔틴 대사회로의 완성 및 대장균을 통한 신규 구조의 스타필로잔틴
유사 카로틴노이드의 생합성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
레우스(Staphylococcus aureus)로부터 유래한 카로틴노이드 생합성 관련한 서열번호 1
로 표시되는 신규 유전자, 상기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 상기 벡터를 이용하여
요

약

형질전환된 대장균 및 상기 대장균을 이용한 신규 카로틴노이드 유사 물질의 생합성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대장균과 같은 외래 숙주에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Staphylococcus aureus)로부터 유래한 스타필로잔틴 대사회로를 완성함으로써, 스타필
로잔틴을 비롯한 신규한 스타필로잔틴 유사 물질의 합성할 수 있으며, 유용물질의 대
량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서열번호

1로

표시되는

염기서열을

(Staphylococcusaureus)로부터
diapophytoene

synthase)

유래된

갖는

유전자와

유전자(서열번호

2),

스타필로코쿠스
디아포파이토엔
디아포파이토엔

아우레우스
신타제(CrtM;

디새튜라제(CrtN;

diapophytoene desaturase) 유전자(서열번호 3), 디아포뉴로스포렌 옥시다아제(CrtP;
대표 구성

diaponeurosporene

oxidase)

유전자(서열번호

4),

글리코실

트랜스퍼라아제(CrtQ;

glycosyl transferase) 유전자(서열번호 5) 및 아실 트랜스퍼라아제(CrtO; acyl transferase)
유전자(서열번호 6)를 포함하는 테트라데카노일-글루코실-4,4'-디아포뉴로스포레노익산
또는 헥사데카노일-글루코실-4,4'-디아포뉴로스포레노익산 생산용 재조합 벡터.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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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아밀로이드 제조방법(Preperation Method for Amyloid
Using Ionic Liquids)

출원 일자

2012-01-19

출원 번호

2012-0006077

등록 일자

2014-03-06

등록 번호

1373661

주발명자

김두헌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아밀로이드의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써, 단백질
에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이온성 액체 화합물(1-부틸-3-메틸 이미다졸리움을 양이온으
로 기반하는 화합물, 식 중 X는 음이온 화합물을 대표함)을 처리하여 인큐베이션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아밀로이드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요

약

본 발명은 아밀로이드의 생체 재료로서의 활용 및 아밀로이드-연관 퇴행성 신경질환
연구를 위해 상기 방법을 거쳐 아밀로이드 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1) 칼슘-포화 알파-락타알부민, 트립신, 및 인슐린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
느 하나의 단백질에,화학식 1로 표시되는 이온성 액체 화합물을 처리하여 pH 5 내지
10에서 2일 내지 8일 동안 인큐베이션하여 아밀로이드를 제조하는 단계, 및 2) 상기
제조된 아밀로이드의 형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아밀로이드의 제조 방법:

대표 구성
상기 화학식 1에서, X는 비스(트리플루오로메틸설포닐)이미드, 테트라 플루오로 보레이
트, 헥사플루오로 포스페이트, 또는 메틸설포네이트이다.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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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발명의 명칭

고(high) 트랜스 1,4-폴리부타디엔 제조를 위한 신규 코발트-알루미늄 이중 금속
부가물 촉매 시스템(New bimetallic cobalt-aluminum adduct catalyst system for
preparing high trans 1,4- Polybutadiene)

출원 일자

2012-11-01

출원 번호

2012-0123151

등록 일자

2014-10-22

등록 번호

1455839

주발명자

이분열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비극성 용매와 신규 코발트 알루미늄 이중 금속 부가물의 형태의 촉매 시스템으로부
터 1,3-부타디엔 또는 부타디엔 유도체를 중합하여 겔을 방지하며, 분자량 조절이 가능한 높은
Trans 전환율 갖는 1,4-트랜스 폴리부타디엔 제조에 관한 것이다. 코발트 알루미늄 부가물

요

약

(Aluminum adduct) 형태의 신규 촉매종을 합성하여 산화 상태 및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
한 알킬 알릴록시 알루미늄을 통한 신규 활성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촉매의 반응성을 조절한다.

하기 반응식 3으로 나타내는 코발트화합물과 유기 알릴록시 알루미늄으로 형성된 코발트-알루미
늄 이중금속 부가물, 및 하기 반응식 4로 나타내는 유기 알릴록시 알루미늄 화합물로 이루어진
1,4-트랜스 폴리부타디엔 제조용 촉매 시스템.
반응식3

대표 구성

R3는

메틸

(acetate),

t-부틸

(versatate),

헵틸

(octoate),

C10H7(naphthenate),

또는

C17H39(stearate)이다:
반응식 4

R4는

C6H5C6H4,

(CH3)2CH(CH3)C6H4,

CH3C6H4,

(C2H5)C6H4,

(C8H17)C6H4,

(C12H25)C6H4 이다: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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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2CHC6H4,

(CH3)3CC6H4,

(CH3)3CCH2C(CH3)2C6H4,

(CH3)2C6H3,

(C9H19)C6H4

또는

44
발명의 명칭

다양한 관능기가 곁사슬 또는 말단에 도입된 기계적 물성 및 생분해 기간이 조
절 가능한 폴리에스터 블록 공중합체(Polyester block copolymer having various
functional groups in side chain or chain-end position of which mechanical
strength and biodegradation period is adjustable)

출원 일자

2013-09-25

출원 번호

2013-0113935

등록 일자

2014-10-21

등록 번호

1455359

주발명자

김문석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다양한 관능기가 곁사슬 또는 말단에 도입된 기계적 물성 및 생분해 기간이
조절 가능한 폴리에스터 블록 공중합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폴리에스터 블
요

약

록 공중합체는 생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기계 물성이 조절 가능하며, 생체 분해 반
감기가 조절되므로 체내적용시 체내 단백질이 블록 공중합체 표면으로의 흡착 그리고
가수분해 산물의 체내 국부적인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락타이드(LA), 카프로락톤(CL), 관능기를 가지는 락타이드
(fLA) 및 관능기를 가지는 카프로락톤(fCL)을 포함하는, 기계적 물성 및 생분해 기간이
조절 가능한 폴리에스터 블록 공중합체.
[화학식 1]
대표 구성
상기 화학식 1에서, R은 메틸기, 벤질 에테르기, 수산화기, 카복실기, 아민기, 펩타이드
이고; a, b, c, d는 단량체의 몰 비율이며, a + b + c + d = 1이다.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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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발명의 명칭

장쇄 분지를 갖는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및 이의 방향족 폴리에스터 공중합체
(Aliphatic polycarbonate and its aromatic polyester copolymers having long
chain branches)

출원 일자

2013-10-30

출원 번호

2013-0129810

등록 일자

2014-05-09

등록 번호

1396110

주발명자

이분열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OAO-의 반복 단위체 및 Z(O-)a의 반복 단위체를 포함하며, 상기 -OAO-의 반복 단위
체 및 상기 Z(O-)a의 반복 단위체가 카보닐[-C(O)-] 및 -C(O)YC(O)- 연결기에 의하여
연결된 장쇄 분자를 갖는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방향족 폴리에스터 공중합체가 제공
된다. 또한 -OAO-의 반복 단위체 및 Z(O-)a의 반복 단위체를 포함하며, 상기 -OAO-의
요

약

반복 단위체 및 상기 Z(O-)a의 반복 단위체가 카보닐[-C(O)-] 연결기에 의하여 연결되
고, 무게평균 분자량이 3만 이상인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공중합체가 제공된다. 여기
서, A는 하나 또는 두 종 이상의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 수 3 내지 60의 알킬렌이고;
a는 3이상 정수이고, Z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 수 4 내지 60의 a가 라디칼이고; Y
는 하나 또는 두 종 이상의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수 5내지 20의 아릴렌, 또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수 5 내지 20의 헤테로아릴렌이다.
-OAO-의 반복 단위체 및 Z(O-)a의 반복 단위체를 포함하며,상기 -OAO-의 반복 단위
체 및 상기 Z(O-)a의 반복 단위체가 카보닐[-C(O)-] 및 -C(O)YC(O)- 연결기에 의하여
연결되고,무게 평균 분자량이 8만 이상이며, 분자량 분포 값이 2.0 이상인 지방족 폴리
카보네이트-방향족 폴리에스터 공중합체.[여기서, A는 하나 또는 두 종 이상의 치환 또

대표 구성

는 비치환된 탄소 수 3 내지 60의 알킬렌이고; a는 3이상 정수이고, Z는 치환 또는 비
치환된 탄소 수 4 내지 60의 a가 라디칼이고; Y는 하나 또는 두 종 이상의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수 5내지 20의 아릴렌, 또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수 5 내지 20의 헤
테로아릴렌이다.]

대표 도면

50

46
발명의 명칭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및 이의 방향족 폴리에스터 공중합체로 구성된 매크로폴리올(Macro-polyols composed of aliphatic polycarbonate and its aromatic
polyester copolymers)

출원 일자

2013-10-15

출원 번호

2013-0122688

등록 일자

2014-09-24

등록 번호

1446443

주발명자

이분열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OAO-의 반복 단위체 및 Z(O-)a의 반복 단위체를 포함하며; 상기 -OAO-의 반복 단위
체 및 상기 Z(O-)a의 반복 단위체가 카보닐[-C(O)-]에 의하여 연결되거나 또는 수소와
결합하여 -OH 단말기를 형성하고; 상기 -OH 단말기 몰 수가, 상기 Z(O-)a의 반복 단
위체 몰 수를 Z이라고 했을 때, aZ 내지 aZ+0.2Z의 값을 갖는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요

약

매크로-폴리올이 제공된다. 또한, -OAO-의 반복 단위체 및 Z(O-)a의 반복 단위체를 포
함하며, 상기 -OAO-의 반복 단위체 및 상기 Z(O-)a의 반복 단위체가 카보닐[-C(O)-] 연
결기와 -C(O)YC(O)- 연결기에 의하여 연결되거나 또는 수소와 결합하여 -OH단말기를
형성한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방향족 폴리에스터 공중합체 매크로-폴리올이 제공된다.
-OAO-의 반복 단위체 및 Z(O-)a의 반복 단위체를 포함하며;상기 -OAO-의 반복 단위
체 및 상기 Z(O-)a의 반복 단위체가 카보닐[-C(O)-]에 의하여 연결되거나 또는 수소와
결합하여 -OH 단말기를 형성하고; 상기 -OH 단말기 몰 수가, 상기 Z(O-)a의 반복 단
위체 몰 수를 Z이라고 했을 때, aZ 내지 aZ+0.2Z의 값을 갖는 지방족 폴리카보네이트
매크로-폴리올.[여기서, A는 하나 또는 두 종 이상의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 수 3 내

대표 구성

지 60의 알킬렌이고; a는 2 내지 4의 정수이고, a가 2일 경우 Z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 수 3 내지 60의 알킬렌이며, a가 3일 경우 Z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 수 3 내
지 60의 트리알킬렌이며, a가 4일 경우 Z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탄소 수 4 내지 60의
또는 테트라알킬렌이다. 또한, 상기 "치환"은 탄화수소 내의 수소 원자 하나 이상이 서
로 독립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치환기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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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발명의 명칭

에테르 결합 단위체를 함유한 이산화탄소/에폭사이드 공중합체의 제조 방법
(Preparation method for carbon dioxide/epoxide copolymers containing ether
linkages)

출원 일자

2011-03-08

출원 번호

2011-0020143

등록 일자

2014-05-30

등록 번호

1404702

주발명자

이분열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4차 암모늄 염을 포함하는 살렌(Salen) 유형의 리간드로부터 제조된 금속 3
가 착화합물 및 더불메탈시아나이드(DMC) 촉매를 혼용하여 사용하여 에폭사이드 화합
요

약

물과 이산화탄소를 공중합하여 에테르 결합 단위체를 함유하는 폴리(알킬렌 카보네이
트)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두 촉매의 비와 이산화탄소 압력을 조절하여 에테르
결합 단위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하기 화학식 1의 착화합물과 이중금속시아나이드(DMC) 촉매를 혼용하여, 할로겐,
(C1-C20)알킬옥시, (C6-C20)아릴옥시 또는(C6-C20)아르(C1-C20)알킬(aralkyl)옥시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C2-C20)알킬렌옥사이드; 할로겐, (C1-C20)알킬옥시, (C6-C20)아릴옥시
또는(C6-C20)아르(C1-C20)알킬(aralkyl)옥시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C4-C20)사이클로알
킬렌옥사이드; 및 할로겐, (C1-C20)알킬옥시, (C6-C20)아릴옥시, (C6-C20)아르(C1-C20)알
킬(aralkyl)옥시 또는 (C1-C20)알킬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C8-C20)스타이렌옥사이드 이
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에폭사이드 화합물 및 이산화탄소를 공중합하여,

대표 구성

에테르 결합 단위체를 함유하는 폴리(알킬렌 카보네이트)의 제조 방법.
[화학식 1]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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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교차연결된 분자량이 큰 사슬을 포함하는 폴리(알킬렌 카보네이트)의 제조 방법
(Preparation

of

Poly(alkylene

cabonate)

Containing

Crrosslinked

High

Molecular-Weight Chains)
출원 일자

2010-09-09

출원 번호

2010-0088631

등록 일자

2014-08-14

등록 번호

1432506

주발명자

이분열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이산화탄소와 에폭사이드의 교대 공중합에 의한 폴리(알킬렌 카보네이트)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4차 암모늄 염을 포함하는 살렌(Salen)-유형의
리간드로부터 제조된 금속 3가 화합물을 촉매로 이용하여 에폭사이드 화합물과 이산화
요

약

탄소를 교대 공중합함에 있어서, 다이에폭사이드 화합물을 추가로 투입하여, 일부 고분
자 사슬을 교차연결시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공중합체의 평균 분자량을 키우고 또한
분자량 분포를 넓힐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수지는 기계적 강도가 강하고
유변학적 이득이 있다.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금속 촉매 및 사슬연결제로서 에폭사이드 작용기를 두개 이
상 포함하는 화합물 존재 하에, 할로겐, (C1-C20)알킬옥시, (C6-C20)아릴옥시 또는
(C6-C20)아르(C1-C20)알킬(aralkyl)옥시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C2-C20)알킬렌옥사이드;
할로겐, (C1-C20)알킬옥시, (C6-C20)아릴옥시 또는 (C6-C20)아르(C1-C20)알킬(aralkyl)옥
시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C4-C20)사이클로알킬렌옥사이드; 및 할로겐, (C1-C20)알킬옥
시, (C6-C20)아릴옥시, (C6-C20)아르(C1-C20)알킬(aralkyl)옥시 또는 (C1-C20)알킬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C8-C20)스타이렌옥사이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에폭

대표 구성

사이드 화합물 및 이산화탄소를 교대 공중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폴리(알킬렌 카보네
이트)의 제조방법.
[화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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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난연

이산화탄소/에폭사이드

공중합체

및

이의

제조

방법(Flame-ratarding

carbon dioxide/epoxide copolymers and preparation thereof)

출원 일자

2011-02-10

출원 번호

2011-0011754

등록 일자

2014-06-30

등록 번호

1415574

주발명자

이분열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4차 암모늄 염을 포함하는 살렌(Salen) 유형의 리간드로부터 제조된 금속 3
가 착화합물을 촉매로 사용하여 에폭사이드 화합물과 이산화탄소를 교대 공중합함에
있어서,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인 함유 화합물을 분자량 조절제로 첨가하여, 분자량 및
요

약

고분자 사슬 구조가 정밀하게 제어된 폴리(알킬렌 카보네이트)를 제조하는 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고분자 화합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폴리(알킬
렌 카보네이트)는 포스페이트(phosphate) 또는 포스포네이트(phosphonate) 기를 고분
자 사슬 내에 포함함에 의해 난연 성질이 있다.
하기 화학식 1의 착화합물을 촉매로 이용하여, 하기 화학식 5의 화합물 존재 하에,할로
겐, (C1-C20)알킬옥시, (C6-C20)아릴옥시 또는 (C6-C20)아르(C1-C20)알킬(aralkyl)옥시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C2-C20)알킬렌옥사이드; 할로겐, (C1-C20)알킬옥시, (C6-C20)아릴
옥시 또는 (C6-C20)아르(C1-C20)알킬(aralkyl)옥시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C4-C20)사이
클로알킬렌옥사이드; 및 할로겐, (C1-C20)알킬옥시, (C6-C20)아릴옥시, (C6-C20)아르
(C1-C20)알킬(aralkyl)옥시 또는 (C1-C20)알킬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C8-C20)스타이렌
옥사이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에폭사이드 화합물 및 이산화탄소

대표 구성

를 교대 공중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폴리(알킬렌 카보네이트)의 제조방법.
[화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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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50

벤질알콜

용매를

사용한

폴리케톤의

제조방법(A

precess

for

preparing

polyketone using benzyl alcohol)

출원 일자

2012-03-23

출원 번호

2012-0030191

등록 일자

2014-03-06

등록 번호

1373832

주발명자

이분열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벤질알콜과 일산화탄소/올레핀 공중합 촉매를 이용하여 현탁 중합에 의한
폴리케톤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드로포빅한 그룹
을 가진 알킬 또는 아릴 설포네이트 음이온(RSO3-)을 포함하는 하기 화학식 1로 표시
되는 화합물을 벤질알콜에 녹인 용액을 물에 분산시켜 일산화탄소/올레핀 공중합 반응
요

약

을 현탁 중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탁 중합을 구현함에 의하여 과립형 또는 구형
의 폴리케톤 입자를 반응기 파울링 없이 제조할 수 있어 효율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하
다. 또한 현탁 중합 후 물 층을 제거하여 얻어진 벤질알콜 함유 폴리케톤 입자를 승온
시켰을 때 폴리케톤의 벤질알콜 혼합 용액이 얻어져 이를 가공 및 블렌드 제조에 직접
이용할 수 있어 폴리케톤 자체가 가지는 가공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벤질알콜에 녹여 얻어진 용액을 물에 분산시켜 일
산화탄소와 탄소수 2-20의 올레핀을 공중합시키는 폴리케톤의 제조방법:
[화학식 1]

대표 구성

.

대표 도면

55

발명의 명칭

51

전도성 고분자 블랜드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CONDUCTIVE POLYMER BLEND
COMPOSITION AND PRODUCING METHOD THEREOF)

출원 일자

2013-01-31

출원 번호

2013-0011240

등록 일자

2014-08-25

등록 번호

1436089

주발명자

이석현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원은 고분자 응집방지제를 포함하는 전도성 고분자 블랜드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
요

약

법에 관한 것이다.

전도성 고분자 및 고분자 응집방지제 (Polymer Deaggregating Agent; PDA)를 혼합하여
분자 복합체(molecular composite)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고분자 응집 방지
제는 폴리알킬렌카르보네이트 고분자; 또는, 폴리알킬렌카르보네이트 고분자와 폴리에
틸렌글리콜의 공중합체 또는 폴리알킬렌카르보네이트 고분자와 폴리프로필렌글리콜과
대표 구성

의 공중합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인,전도성 고분자 블랜드 조성물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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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 내 과산화수소 활성 감지를 위한 가변색 이광자 형광 프로브 및
이의 제조 방법과 이를 이용한 미토콘드리아 내 과산화수소 활성의 영상화 방법

발명의 명칭

(Changeable Color Two-photon Fluorescent Probes for Hydrogen Peroxide in
Mitochondria and Biological Imaging Methode of Hydrogen Peroxide using the
same and synthesis meth

출원 일자

2012-03-21

출원 번호

2012-0028854

등록 일자

2014-02-12

등록 번호

1364592

주발명자

김환명

소

에너지시스템학과

속

본 발명은 미토콘드리아 내에 존재하는 과산화수소 이미징용 이광자 형광 프로브 및 이의 제조 방법 및 이
의 미토콘드리아 내 과산화수소의 이미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가변색 이광자 형광 프로브

요

약

는 생체 조직 내부에 선택적으로 염색됨과 동시에 과산화수소와 반응하여 강한 이광자 형광을 나타내며, 60
분 이상의 시간에 걸쳐 생체 세포 및 90~180 μm 깊이의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선택적으로 과산화수소를 탐
지할 수 있으므로 생체 세포 또는 온건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과산화수소의 분포 및 활성을 고해상도로 이
미징할 수 있다.
하기 화학식 1 내지 화학식 2로 표시되는 화합물 중에서 선택되는 과산화수소 이미징용 가변색 이광자 형광
프로브:
[화학식 1]

대표 구성
[화학식 2]

상기 화학식 1 및 2에서 X는 각각 독립적으로 O 또는 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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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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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ｎＰ／ＧａＰ／ＺｎＳ

양자점과

이를

이용한

백색

ＬＥＤ(InP/GaP/ZnS

quantum dot and white LED using it)

출원 일자

2012-01-04

출원 번호

2012-0001181

등록 일자

2014-01-17

등록 번호

1355120

주발명자

김상욱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InP/GaP/ZnS 양자점과 이를 이용한 백색 LED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
하게는 InP 코아에 GaP와 ZnS가 차례로 쉘 구조를 이루는 나노 결정상의 양자점으로
요

약

서 양자수율이 높고, 높은 형광을 내며 광학적 안정성과 열 안정성, 수중 분산성 및 좁
은 방출 밴드를 가짐으로써 백색 LED에 이용하는 경우 우수한 발광효과를 나타내는
InP/GaP/ZnS 나노 결정과 이를 이용한 백색 LED에 관한 것이다.
인듐 전구체 및 아연 전구체와 팔미트산 및 옥타데센(ODE)을 반응시켜 ZnInP 코어 용
액을 제조하는 단계; 갈륨 전구체, 올레산 및 옥타데센(ODE)의 혼합용액에 상기 ZnInP
코어 용액을 넣고 반응시켜 InP/GaP의 코어/쉘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 및 InP/GaP의

대표 구성

코어/쉘 구조가 형성된 용액에 아연 전구체와 도데칸사이올을 넣고 반응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InP/GaP/ZnS 양자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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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미세구조의 세포배양 기판(Fine-structured Substrate For Cell Culture)

출원 일자

2011-10-21

출원 번호

2011-0108110

등록 일자

2014-01-17

등록 번호

1355001

주발명자

김재호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의 세포배양 기판은, 3차원적 세포 배양 환경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관점을 만족시키는 미세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미세구
조는 꽃 유사 형상의 3차원 미소 펠렛 형태로 세포 배양 및 응집이 일어나며, 세포 배
양시 탈분화를 억제하고 재분화를 촉진하고, 세포 골격 구조의 발달을 억제하며, 세포
요

약

의 유동성 및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기재상에 미세입자가 배열되어 형성된 박막이 구비된 세포 배양기판으로서, 구형의 미
세입자 배열에 의해 얻어지는 표면 특성이 다음을 만족하는 세포 배양기판.Rq ≤
0.13D(여기서, Rq는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이며, D는 미세입자의 평균입경을
나타낸다.)

대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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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온도감응성 하이드로젤 내에서의 중간엽 줄기세포의 신경분화 및 신경분화용 조
성물(neurogenesis of mesenchymal stem cells on thermo sensitive hydrogel and
composition for neural differentiation)

출원 일자

2012-02-09

출원 번호

2012-0013054

등록 일자

2014-02-12

등록 번호

1364624

주발명자

김문석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온도 감응성 하이드로젤 내에서의 중간엽 줄기세포의 신경분화 유도 및, 신
경세포로의 분화 유도에 필요한 신경분화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온도감응성 하이드로젤에서 중간엽 줄기세포의 배양과 신경세포로의 분화 유도를 통하
요

약

여 주사제형 세포전달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온도감응성 하이드로젤을 분주하여 젤화하는 단계;상기 온도감응성 하이드로젤에 중간
엽 줄기세포를 파종하고 신경전구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는 단계; 및신경전구세포를
신경세포로 유도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상기 신경전구세포로의 분화를 유도
하는 단계와 상기 신경세포로 유도하는 단계에서 각각 사용되는 유도물질이 다르며,상
기 신경전구세포를 신경세포로 유도하는 단계에서는 발프론산을 유도물질로 사용하는
대표 구성

온도감응성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신경세포 수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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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56

나노입자의 독성 평가방법(Evaluation Method of Toxicity of Nanoparticles)

출원 일자

2012-07-23

출원 번호

2012-0080204

등록 일자

2014-03-27

등록 번호

1381079

주발명자

김재호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나노입자의 독성 평가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나노입자에 노
출된 포유동물의 조직 또는 세포 샘플을 얻는 단계; 상기 샘플 내에서 글루탐산 함량,
피루베이트 함량,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손상여부, ROS(활성산소종) 함량, 및 ATP 함량;
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을 조사하는 단계; 및 대조군과 비교하는
요

약

단계;를 포함하는 나노입자의 독성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나노입자
의 독성 평가방법은 나노입자의 독성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인자를 분석함으로서, 이
를 이용하면 나노입자의 독성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우수한 검출 감도로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나노입자의 유해성을 모니터링 하거나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나노입자에 노출시 유발되는 각종 질병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하
는 도구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나노입자에 노출된 포유동물의 조직 또는 세포 샘플을 얻는 단계;상기 샘플 내에서 글
루탐산 함량 또는 피루베이트 함량을 조사하는 단계; 및 대조군과 비교하는 단계;를 포

대표 구성

함하는 나노입자의 독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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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삼무늬 형태의 포획자 구획을 구비한 정량적 면역크로마토그래피 분석용 검정
스트립

및

이를

이용한

정량적

면역크로마토그래피

분석방법(Strip

for

quantitative immunoassay analysis having herringbone pattern signaling and
quantitative immunoassay analysis method using the same)

출원 일자

2013-03-04

출원 번호

2013-0023059

등록 일자

2014-06-05

등록 번호

1406923

주발명자

윤현철

소

분자과학기술학과

속

본 발명은 정량적 면역크로마토그래피 분석용 검정스트립 및 이를 이용한 정량적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검정스트립에서는 측정패드에 제1포획
자로 구성된 점(spot)이 능삼무늬 형태로 정렬되어 있고 다양한 농도의 제1포획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정성분석용 검정스트립의 선형 포획자 정렬 방법보다 더
요

약

명확한 정량 신호화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각각 점(spot)에서 발색입자가 발색을 하게
되고, 분석물의 농도가 높으면 많은 점이 발색하고 농도가 낮으면 적은 점이 발색하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점의 개수를 직접 계수함으로써 육안으로 분석물의 농도를 정량할
수 있다.
샘플패드, 콘주게이트 패드, 측정패드 및 흡수패드로 이루어져 구성되고, 상기 측정패
드는 제1포획자를 포함한 검사부와 제2포획자를 포함하는 대조부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포획자의 점(spot)을 능삼무늬 형태로 정렬하여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량적

대표 구성

면역크로마토그래피 분석용 검정스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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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경사 형태의 구리 나노 로드 제작방법(METHOD FOR FABRICATING SLANTED
COPPER NANO ROD STRUCTURES)

출원 일자

2013-01-16

출원 번호

2013-0005075

등록 일자

2014-06-12

등록 번호

1409387

주발명자

김창구

소

에너지시스템학과

속

본 발명은 경사 형태의 구리 나노 로드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웨이퍼에
식각 중지층(etch stop layer)을 포함하는 구조로 시편을 제작하는 단계; 상기 시편을 경
사형태로 위치시켜 식각하는 단계; 상기 경사형태의 시편에 구리(Cu)막을 도금하여 형
성하는 단계; 상기 구리막에서 과도금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시편 표면에서
요

약

구리를 제외한 폴리 실리콘(Poly Si)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기
존의 방식에 비해 대면적 제조가 가능하여 공정 수율이 우수하고, 균일한 배열(array)을
갖는 나노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고, 구리 나노 로드의 각도와 직경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 그 응용가능성이 매우 큰 효과가 있으며, 반도체,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광소자, 가스탐지장치, 디스플레이(Display) 소자 등 다양한 소자
제조공정에 응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웨이퍼에 식각 중지층(etch stop layer)을 포함하는 구조로 시편을 제작하는 단계;상기
시편을 경사형태로 위치시켜 식각하는 단계;상기 경사형태의 시편에 구리(Cu)막을 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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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금법에 의해 형성하는 단계;상기 구리막에서 과도금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시편 표면에서 구리를 제외한 폴리 실리콘(Poly Si)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사 형태의 구리 나노 로드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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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정성 고용량 고속방전 가능 양극 활물질, 그 제조방법 및 이를 구비한 리튬
이차전지(cathode active material,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and lithium
secondary battery)

출원 일자

2013-07-19

출원 번호

2013-0085148

등록 일자

2014-02-12

등록 번호

1364625

주발명자

모선일

소

에너지시스템학과

속

본 발명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양극 활물질의 제조방법과 양극 활물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전도성 고분자의 코팅 방법을 포함한다. 양극 활물질, 인산철리튬
(LiFePO4)의 입자크기 조절은 물론, 형태(morphology) 조절, 결정성의 조절 방법도 포
함한다. 상기 입자에는 1차 입자가 응집되어 형성된 응집체를 포함한다.. 인산철리튬을
제조하기 위한 반응 화합물의 선택과 건조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해서 제조된
요

약

인산철리튬은 균일한 입자분포, 균일한 입자모양, 우수한 결정성을 갖는다. 또한 이 발
명으로 제조한 전도성 고분자를 코팅한 인산철리튬을 양극 활물질로 제조한 전지는 우
수한 방전특성을 나타낸다. 기준 방전 속도(1C)로 방전한 경우 이론 용량값을 나타내며,
그 보다 낮은 방전속도로 방전한 경우에는 전도성 고분자의 기여로 인해 인산철리튬의
이론용량 값보다 더 큰 용량을 나타낸다. 특히 고속방전에서도 높은 방전용량을 유지
하며, 장기간(1000회 충방전)의 고속 방전속도(10C)에서도 비용량의 초기 값을 적어도
85% 이상 유지하는 매우 성능이 우수한 양극 전극물질의 제법이다.
인산철리튬 입자, 상기 인산철리튬 입자에 균일하게 코팅된 전도성 고분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상기 인산철리튬 입자는 나노플레이트가 응집된 마이크로 크기의 도넛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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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또는 실패 다발 형상으로 존재하며, 상기 전도성 고분자가 코팅된 인산철리튬 입자
는 150 ~ 250℃ 범위에서 열처리되는 양극 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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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게임이 적용되는 스마트 단말기와, 이를 이용한 아날로그 게임 방법
(Smart Terminal for Applicable Analog Game and Analog Game Method Using
Smart Terminal)

출원 일자

2012-12-04

출원 번호

2012-0139884

등록 일자

2014-07-15

등록 번호

1421708

주발명자

최영준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은 오프라인 상의 아날로그 보드 게임 진행을 위한 외부 화상을 획득하여 영상
인식 처리하는 영상 획득 처리부, 상기 아날로그 보드 게임의 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키입력을 수행하는 키 패드, 상기 영상 획득 처리부의 획득 화상에 대한 영상 인식 처
리 결과를 근거로 상기 아날로그 보드 게임의 진행 관리 상태를 화면 디스플레이하는
요

약

디스플레이 및, 상기 키 패드의 키입력에 의한 상기 아날로그 보드 게임의 관리 기능
수행 하에서, 상기 영상 획득 처리부의 획득 화상에 대한 영상 인식 처리 결과에 따라
게임의 진행 상태를 관리 제어하고, 게임의 진행 상태가 상기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오프라인 상의 아날로그 보드 게임 진행을 위한 외부 화상을 획득하여 영상 인식 처리
하는 영상 획득 처리부; 상기 아날로그 보드 게임의 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키입력을
수행하는 키 패드; 상기 영상 획득 처리부의 획득 화상에 대한 영상 인식 처리 결과를
근거로 아날로그 보드 게임의 진행 관리 상태를 화면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및
상기 키 패드의 키입력에 의한 상기 아날로그 보드 게임의 관리 기능 수행 하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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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영상 획득 처리부의 획득 화상에 대한 영상 인식 처리 결과에 따라 게임의 진행 상
태를 관리 제어하고, 게임의 진행 상태가 상기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 디스플레이되
도록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상기 영상 획득 처리부는, 상기 아날로그 보드 게임의 진
행을 위해 필요한 각각의 외부 화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및, 상기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외부 화상을 영상 인식 처리하여 게임 플레이어의 등록 및 구별, 게임의 진행 관리에
필요한 영상 인식 정보를 추출하는 영상 인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날
로그 게임이 적용되는 스마트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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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요구량 검증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시스템(Charging demand
verification method of a Electric Vehicle and the system thereof)

출원 일자

2013-11-19

출원 번호

2013-0140346

등록 일자

2014-11-03

등록 번호

1459968

주발명자

손태식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요

본 발명은 전기자동차 충전 요구량 검증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의 통신 컨트롤
러(Communication Controller of Electric Vehicle; EVCC)로부터 충전요구를 전기충전소(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 EVSE)가 수신받는 단계, 통신 컨트롤러로부터 식별코드값(PEVID), 이동거리값 및 요구 충전치
(ChargingProfileMaxPower)를 전기충전소가 전달받는 단계, 전달받은 식별코드값를 전기충전소가 세컨더리
액터(Secondary Actor; SA)로 전달하는 단계, 세컨더리 액터로부터 차종 정보, 기본최대충전치
(ChargingProfileEntryMaxPower), 이전 충전 시점의 충전 당시 누적 이동거리값 및 충전량을 전기충전소가
전달받는 단계, 전기충전소가 전기자동차의 통신 컨트롤러로부터 전달받은 기본최대충전치의 값과 세컨더리
액터로부터 전달받은 요구 충전치의 값을 비교하는 단계, 기본최대충전치의 값이 요구 충전치의 값보다 크
면 전기자동차의 충전 요구를 전기충전소가 거부하고, 기본최대충전치의 값이 요구 충전치의 값보다 작으면
전기충전소가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허용하는 단계, 세컨더리 액터로부터 전달받은 차종 정보의 연비값(Mile
Per Gallon; MPG), 이전 충전 당시 누적 이동거리와 전기자동차의 통신 컨트롤러로부터 전달받은 이동거리값
을 이용하여 전기충전소가 전기자동차의 소비 전력의 예측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 전기자동차의 소비 전력의
예측값과 전기자동차의 실제 소비 전력의 차이가 기설정된 오차범위에 있는 경우,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허
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약

대표 구성

속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의 통신 컨트롤러(Communication Controller of Electric Vehicle; EVCC)로부터
충전요구를 전기충전소(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 EVSE)가 수신받는 단계;상기 통신 컨트롤러로부터
식별코드값(PEVID), 이동거리값 및 요구 충전치(ChargingProfileMaxPower)를 상기 전기충전소가 전달받는 단
계;전달받은 상기 식별코드값를 상기 전기충전소가 세컨더리 액터(Secondary Actor; SA)로 전달하는 단계;상
기 세컨더리 액터로부터 차종 정보, 기본최대충전치(ChargingProfileEntryMaxPower), 이전 충전 시점의 충전
당시 누적 이동거리값 및 충전량을 상기 전기충전소가 전달받는 단계;상기 전기충전소가 상기 전기자동차의
통신 컨트롤러로부터 전달받은 요구 충전치의 값과 상기 세컨더리 액터로부터 전달받은 기본최대충전치의
값을 비교하는 단계;상기 요구 충전치의 값이 상기 기본최대충전치의 값보다 크면 상기 전기자동차의 충전
요구를 상기 전기충전소가 거부하고, 상기 요구 충전치의 값이 상기 기본최대충전치의 값보다 작으면 상기
전기충전소가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허용하는 단계;상기 세컨더리 액터로부터 전달받은 차종 정보의 연비값
(Mile Per Gallon; MPG), 이전 충전 당시 누적 이동거리와 상기 전기자동차의 통신 컨트롤러로부터 전달받은
이동거리값을 이용하여 상기 전기충전소가 차량 소비 전력의 예측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상기 차량 소비 전
력의 예측값과 상기 전기자동차의 실제 소비 전력의 차이가 기설정된 오차범위에 있는 경우, 상기 전기자동
차의 충전을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 요구량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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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 메타 물질을 이용한 이물질 검출 장치(APPARATUS AND METHOD
FOR DETECTING FOREIGN MATERIAL USING TERAHERTZ METAMATERIALS)

출원 일자

2013-02-05

출원 번호

2013-0013009

등록 일자

2014-08-18

등록 번호

1433268

주발명자

안영환

소

의학과

속

본 발명의 일 실시예와 관련된 테라헤르츠 메타 물질을 이용한 이물질 검출 장치는 테
라헤르츠 주파수 영역에서 반응하는 테라헤르츠 메타 물질과, 테라헤르츠 주파수를 생
성하여 상기 테라헤르츠 메타 물질로 조사하는 테라헤르츠파 생성부와, 상기 테라헤르
요

약

츠 메타 물질을 통과한 테라헤르츠파를 분석하여 공명 주파수를 추출하는 추출부 및
추출된 공명 주파수와 기준 공명 주파수가 다른 경우, 테라헤르츠 메타 물질 내부에
이물질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판단부를 포함한다.

이물질 검출 대상 물질이 도포된 테라헤르츠 메타 물질;테라헤르츠파를 생성하여 상기
테라헤르츠 메타 물질로 조사하는 테라헤르츠파 생성부;상기 테라헤르츠 메타 물질을
통과한 테라헤르츠파를 분석하여 공명 주파수를 추출하는 추출부; 및추출된 공명 주파
수와 기준 공명 주파수가 다른 경우, 이물질 검출 대상 물질에 이물질이 존재한다고
대표 구성

판단하는 판단부;를 포함하고,상기 테라 헤르츠 메타 물질은, 캐패시턴스를 형성하는
제 1 패턴 영역 및, 인덕턴스를 형성하는 제 2 패턴 영역을 포함하는 테라헤르츠 메타
물질을 이용한 이물질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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ＨＬＡ／ＲＴＩ 기반의 분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위한 페더레이션 및 그 운영
방법(FEDERATION FOR DISTRIBUTED SIMULATION SYSTEM BASED ON HLA/RTI
AND OPERATING METHOD THEREOF)

출원 일자

2012-10-16

출원 번호

2012-0115086

등록 일자

2014-02-12

등록 번호

1364602

주발명자

박상철

소

산업공학과

속

본 발명에 의한 HLA/RTI 기반의 분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위한 페더레이션 및 그 운
영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HLA/RTI 기반의 분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위한
페더레이션은 시뮬레이션 초기 정보를 기반으로 기 수집된 로우 환경 데이터로부터 유
요

약

효 환경 데이터를 추출하는 환경 페더레이트; 추출된 상기 유효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
로 탐지 확률 테이블을 작성하는 탐지 체계 페더레이트; 및 작성된 상기 탐지 확률 테
이블을 기반으로 표적의 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뮬레이션 페더레이트를 포함할 수 있
다.
시뮬레이션 초기 정보를 기반으로 기 수집된 로우 환경 데이터로부터 전장 공간에 해
당하는 맞춤 환경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상기 맞춤 환경 데이터로부터 레이더의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유효 환경 데이터를 추출하는 환경 페더레이트;추출된 상기 유
효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탐지 확률값을 계산하고 그 계산한 탐지 확률값을 이용하

대표 구성

여 탐지 확률 테이블을 작성하는 탐지 체계 페더레이트; 및작성된 상기 탐지 확률 테
이블을 기반으로 탐지 거리에 따른 탐지 확률값을 확인하여 그 확인한 결과에 따라 표
적의 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뮬레이션 페더레이트;를 포함하되, 상기 탐지 확률 테이
블은 기 설정된 탐지 거리 범위와 탐지 확률값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LA/RTI 기반의 분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위한 페더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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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k-최근접 질의를 위한 안전한 모니터링 기법(A
SECURE MONITORING TECHNIQUE FOR MOVING K-NEAREST NEIGHBOR
QUERIES IN ROAD NETWORKS)

출원 일자

2013-02-13

출원 번호

2013-0015276

등록 일자

2014-12-30

등록 번호

1479498

주발명자

정태선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은 도로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k-최근접 질의 결과 및 안전 출구 위치를 계산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클라이언트 단말의 요청을 수신하여 k-최근
접 질의 결과와 안전 지역 및 안전 출구 위치를 함께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요

약

것이다. 본 발명은 서버에서 질의 처리뿐만 아니라 질의 사용자의 질의 요청과 위치
정보를 LBS에서 수신하여, 질의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익명화하여 질의 요청을 서버로
전달하고, 서버로부터 질의 사용자의 익명화된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질의 결과를 수
신하여 질의 사용자로 전달하여, 질의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질의 사용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객체에 대한 k-최근접 질의에 대한 요청과 상
기 질의 사용자의 위치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질의 사용자의 위치를 익명화하여 익명
화된 위치 영역을 생성하는 단계;상기 익명화된 위치 영역과 상기 k-최근접 질의에 대
한 요청을 서버로 전달하는 단계;상기 익명화된 위치 영역에 대응하여 계산된 k-최근접
질의 결과를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익명화된
위치 영역에 대응하여 계산된 k-최근접 질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질의 사용자의 위

대표 구성

치에 대한 k-최근접 질의 결과를 계산하는 단계; 및상기 질의 사용자의 위치에 대한 k최근접 질의 결과를 상기 질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질의 사용
자의 위치에 대한 k-최근접 질의 결과를 계산하는 단계는,상기 질의 사용자의 위치에
대하여 계산된 k-최근접 질의 결과와 동일한 k-최근접 질의 결과를 가지는 안전구역
정보를 생성하고,상기 질의 사용자의 위치에 대한 k-최근접 질의 결과를 상기 질의 사
용자에게 전달하는 단계는상기 질의 사용자의 위치에 대한 k-최근접 질의 결과와 함께
상기 안전 구역 정보를 상기 질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안전한 k-최근접 질의 결과 제
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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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국간 항법신호 송신간격 조정을 통한 위치오차 보정방법(Position error
correction method using transmission interval adjustment of navigation signals
among reference stations)

출원 일자

2012-11-29

출원 번호

2012-0137187

등록 일자

2014-08-14

등록 번호

1432901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수신단말에서 별도의 위치보정시스템을 구비하지 않고, 다수의 기준국에서 송신된 항
법신호를 통해 수신자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국간 항법신호 송신간격 조
정을 통한 위치오차 보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구상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적
어도 4개의 기준국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항법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단계와, 상기 기준국간에 주기

요

약

적으로 시각 동기화를 위한 동기제어를 수행하는 동기단계, 각 기준국은 상기 수신단계에서 수
신한 항법신호를 이용한 위치계산값과 실제 좌표를 비교하여 위치오차를 계산하는 오차계산단계,
상기 오차계산단계에서 계산된 위치오차를 반영하여 수신단말의 위치계산을 위한 항법신호를 재
전송하는 전송단계, 그리고 상기 전송단계에서 전송된 항법신호를 수신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위
치계산단계를 포함하는 기준국간 항법신호 송신간격 조정을 통한 위치오차 보정방법이 개시된다.
수신단말이 지구상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적어도 4개의 기준국으로부터 송신된 항법신호를
중계노드로부터 중계받아 주기적으로 항법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단계와; 상기 기준국간에 주기적
으로 시각 동기화를 위한 동기제어를 수행하는 동기단계;각 기준국은 상기 수신단계에서 수신한
항법신호를 이용한 위치계산값과 실제 좌표를 비교하여 위치오차를 계산하는 오차계산단계;상기

대표 구성

오차계산단계에서 계산된 위치오차를 반영하여 수신단말의 위치계산을 위한 항법신호를 재전송
하는 전송단계; 그리고상기 수신단말이 상기 전송단계에서 전송된 항법신호를 수신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위치계산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기준국간 항법신호 송신간격 조정을 통한 위치오차
보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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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패턴 학습을 이용한 냉/난방기기 제어 방법 및 장치(Control method and
Device for Cooing/Heating With Come Home Pattern Recognition)

출원 일자

2012-10-23

출원 번호

2012-0117633

등록 일자

2014-06-12

등록 번호

1409376

주발명자

조위덕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학습된 귀가 패턴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냉/난방기기의 온도를 제어하여 목표 지점의 온도를 사용자
가 설정한 목표 온도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에
요

약

쾌적한 온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냉/난방기기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학습된 귀가 패턴을 이용하여 목표 지점의 온도
를 최적화하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휴대 기기의 사용자의 귀가 패턴을 학습하는 단계;상기 휴대 기기를 이용하여 상기 사
용자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목표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
라서 단계별로 상기 목표 지점의 냉/난방기기의 하나 이상의 목표 온도 후보를 설정하
대표 구성

는 단계; 및상기 사용자의 현재 위치, 현재 시간, 및 상기 학습된 귀가 패턴을 고려하
여 상기 사용자의 상기 목표 지점의 상기 냉/난방기기의 온도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냉/난방기기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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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레벨 평행 플래시 메모리를 위한 정보 분별 방법 및 장치(Data Distinguish
Method and Apparatus Using Algorithm for Chip-Level-Parallel Flash Memory)

출원 일자

2012-05-23

출원 번호

2012-0054551

등록 일자

2014-03-07

등록 번호

1374065

주발명자

정태선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은 정보 분별 알고리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속성 정보 페이지-셋
버퍼와 사용자 정보 페이지-셋 버퍼를 활용하여,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페이지-셋 또는
블록-셋 방식의 플래시 메모리로 전송되는 쓰기 연산정보를 분별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페
요

약

이지-셋 또는 블록-셋 방식의 플래시 메모리로 전송되는 쓰기 연산정보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버퍼링 계층(buffering layer)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쓰기 연산정보 분별 장치는 크기 판정부, 논리 주소 판정부, 속성 정보 페이지-셋 버퍼,
사용자 정보 페이지-셋 버퍼, 부분 사용자 정보 페이지-셋 버퍼, 풀 페이지-셋(Full
Page-set) 판정부, 및 세션 종료 판정부를 포함한다.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페이지-셋 또는 블록-셋 방식의 플래시 메모리로 전송되는 쓰기
연산정보를 분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제1 쓰기 연산
정보의 크기가 기설정된(predetermined) 기준 크기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1 쓰기 연산
정보를 속성 정보 페이지-셋 버퍼에 저장하는 단계;상기 제1 쓰기 연산정보의 크기가

대표 구성

상기 기준 크기 이상인 경우 상기 제1 쓰기 연산정보의 논리 주소와 사용자 정보 페이
지-셋 버퍼에 저장된 제2 쓰기 연산정보의 논리 주소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단계;
및상기 제1 쓰기 연산정보의 논리 주소와 상기 제2 쓰기 연산정보의 논리 주소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 상기 제1 쓰기 연산정보를 상기 사용자 정보 페이지-셋 버퍼에 저
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 연산정보 분별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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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페이지 주소 사상 방법 및 시스템(Method for Page-level
address mapping using flash memory and System thereof)

출원 일자

2013-03-25

출원 번호

2013-0031375

등록 일자

2014-10-15

등록 번호

1453313

주발명자

정태선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은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페이지 단위 주소 사상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
로, 보다 상세하게는 순차적인 논리 주소와 데이터 정보의 크기를 이용해 사상 정보의
크기 및 페이지 사상 테이블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읽기 연산의 횟수를 줄여 시스템 부
팅 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요

약

따른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페이지 주소 사상 방법은 상기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읽기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읽기 명령에서 요구된 논리 주소와 일치하거나 또는 작으
면서 가장 근접한 시작 논리 주소를 상기 FTL 사상 테이블에서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시작 논리 주소와 상기 읽기 명령에서 요구된 논리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읽기
명령에 대응하는 물리 주소를 계산하는 단계 및 플래시 메모리의 상기 계산된 물리 주
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는 단계를 포함한다.
부팅 시 플래시 메모리의 시스템 영역에 읽기 연산을 수행하여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
간의 제1 사상 정보를 조회하는 단계;상기 조회된 제1 사상 정보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논리 주소와, 상기 순차적인 논리 주소에 대응하는 순차적인 물리 주소를 검출하는 단
계; 및상기 검출된 순차적인 논리 주소 및 물리 주소의 순차적인 크기를 이용하여, 시
작 논리 주소, 상기 시작 논리 주소에 대응하는 시작 물리 주소 및 순차적인 데이터

대표 구성

정보의 크기를 포함하는 제2 사상 정보를 플래시 변환 계층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상기 순차적인 논리 주소와 상기 순차적인 물리 주소를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조회된 제1 사상 정보의 현재 항목과 다음 항목의 논리 주소 및 물리 주소가 순
차적인지 여부를 판정하고,상기 제2 사상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는상기 현재 항목과 상
기 다음 항목의 논리 주소 및 물리 주소가 순차적이면, 상기 현재 항목과 상기 다음
항목을 하나의 항목으로 축약하여 축약된 제2 사상 정보를 생성하는 플래시 메모리 기
반의 페이지 주소 사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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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시간 표현을 고려한 추론 엔진 개발(Rule-based Inference Engine with Temporal
Reasoning)

출원 일자

2007-01-19

출원 번호

2007-0006278

등록 일자

2014-01-17

등록 번호

1354978

주발명자

김민구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시간 표현을 고려한 규칙-기반 추론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추론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파서, 작업 메모리, 규칙 베이스, 및 추론 엔진
을 포함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추론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된다. 파서는 상기 입
력된 정보들을 분석하여 출력한다. 작업 메모리는 상기 정보들 중 팩트(fact)들을 저장
한다. 규칙 베이스는 상기 정보들 중 규칙들을 저장한다. 추론 엔진은 상기 정보들 중
상기 팩트들과 상기 규칙들을 상기 작업 메모리와 상기 규칙 베이스로 각각 전송하고,
요

약

상기 정보들과 상기 작업 메모리에 저장된 팩트들, 및 상기 규칙 베이스에 저장된 규
칙들을 이용하여 상기 규칙들이 만족되는지 추론한다. 이 때 상기 팩트들은 시간 팩트
들을 포함하고, 상기 추론 엔진은 상기 시간 팩트들을 더 이용하여 상기 규칙들이 만
족되는지 추론한다. 추론 시스템은 시간 인덱스와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 추론을 제공
하는 동시에 레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추론을 빠르게 할 수 있으므로 유비쿼터스 환
경에 적합한 추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됨으로써 전체 시
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론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기 입력된 정보들을 분
석하여 출력하는 파서; 상기 정보들 중 팩트(fact)들을 저장하는 작업 메모리; 상기 정
보들 중 규칙들을 저장하는 규칙 베이스; 상기 정보들 중 상기 팩트들과 상기 규칙들
을 상기 작업 메모리와 상기 규칙 베이스로 각각 전송하고, 상기 정보들과 상기 작업
메모리에 저장된 팩트들, 및 상기 규칙 베이스에 저장된 규칙들을 이용하여 상기 규칙

대표 구성

들이 만족 되는지 추론하는 추론 엔진을 포함하며, 상기 규칙들이 만족되는 경우, 상기
추론 엔진은 상기 만족되는 규칙들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들을 충돌 세트로서 출력하며,
상기 충돌 세트를 수신하여, 상기 규칙들의 상세한 정도 또는 순서에 기초하여 수신된
충돌 세트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상기 결과들을 출력
하는 아젠다를 포함하며, 상기 팩트들은 시간 팩트들을 포함하고, 상기 추론 엔진은 상
기 시간 팩트들을 더 이용하여 상기 규칙들이 만족되는지 추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추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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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형 데이터의 단순화 방법, 장치 및 이를 수록한 기록 매체(Method and
apparatus for simplifying a height map and storage medium storing the same)

출원 일자

2012-06-22

출원 번호

2012-0067515

등록 일자

2014-03-31

등록 번호

1381811

주발명자

박상철

소

산업공학과

속

본 발명은 지형데이터의 단순화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지형데이터 상의 위치 정
보를 정의하는 점(vertex)들의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로서 통합 비용의 계산을 위
한 상기 점들에 대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상기 점들에 대한 통합 비용에 따라
상기 지형데이터 상의 점들 중 서로 이웃하는 복수의 점들의 쌍에 대하여 상기 이웃하
요

약

는 점들 중 어느 하나의 점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통합 여부에 따른 상기
점들간의 통합 또는 피통합 정보를 저장 또는 관리하는 통합 정보 관리 단계를 포함한
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단순화에 따른 점들 간의 관계로서 위상(topology) 변화 정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삼각 망을 통하지 않고 높이 맵 기반으로 단순화를 수행할 수 있으
며, 단순화 이후 유효한 삼각 망을 추출 할 수 있다. 또한 지형데이터를 다중 해상도
(Multi-resolution)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형데이터의 단순화를 위하여 상기 지형데이터 상에서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점
(vertex)들의 통합으로 발생하는 상기 지형데이터의 오차를 정의하는 통합 비용에 따라
상기 지형데이터 상의 점들 중 서로 이웃하는 점들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통합여부
결정 단계; 및상기 이웃하는 점들에 대하여 상기 결정된 통합 여부에 따른 상기 점들

대표 구성

간의 통합 또는 피통합 정보를 저장 또는 관리하는 통합 정보 관리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통합여부 결정 단계는 상기 이웃하는 점들 중 미리 설정된 최대 허용 오차
(Maximum tolerance) 내의 통합 비용을 가지는 점으로 다른 점들을 통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지형데이터의 단순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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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영역 질의의 안전 출구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A
METHOD FOR COMPUTING SAFE EXIT POINTS OF MOVING RANGE QUERIES IN
ROAD NETWORKS)

출원 일자

2013-04-29

출원 번호

2013-0047441

등록 일자

2014-10-07

등록 번호

1450525

주발명자

정태선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은 도로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영역 질의 결과 및 안전 출구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움직이는 클라이언트 단말의 영역 질의 요청을
수신하여 영역 질의 결과와 함께 그 영역 질의 결과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안전 지역
및 안전 출구 위치를 함께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서버에서
요

약

질의 처리뿐만 아니라 질의 결과와 동일한 영역 질의 결과를 제공하는 안전구역을 함
께 제공하여 클라이언트 단말이 안전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
말간의 통신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개발한다. 이러한 기법을 통하여 서버의 계산 비용
을 줄이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통신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질의 위치를 기준으로 질의 거리 내에 위치하는 객체
에 대한 영역 질의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상기 서버에서 상기 영역 질의 요청에 응답
하여, 상기 질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영역 질의 결과를 연산하는 단계;상기 서버에서
상기 질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영역 질의 결과와 동일한 영역 질의 결과를 제공하는

대표 구성

안전 구역을 연산하는 단계; 및상기 서버에서 상기 질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영역
질의 결과 및 상기 안전 구역에 대한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영역 질의 결과를 연산하는 단계는상기 질의 위치를 기준으로 상기 질의 거리 내
에 위치하는 도로 세그멘트가 양방향 통행이 허용되는지 또는 일방통행인지를 고려하
여 수행되는 영역 질의 결과 연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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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컬 패스워드 인증기법을 활용한 확장된 ＯＴＰ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모바
일 단말기 및 그 방법(MOBILE TERMINAL FOR PERFORMING EXTENDED OTP
AUTHENTICATION USING GRAPHICAL PASSWORD AUTHENICATION SCHEME
AND METHOD THEREOF)

출원 일자

2012-06-21

출원 번호

2012-0066959

등록 일자

2014-03-31

등록 번호

1381799

주발명자

홍만표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에 의한 그래픽컬 패스워드 인증기법을 활용한 확장된 OTP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모바일 단말기 및 그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컬 패스워드 인증
기법을 활용한 확장된 OTP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모바일 단말기는 다수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기 설정된 개수의 이미지 그룹을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하되, 상기 이미지
요

약

그룹 내의 이미지 각각에 매핑된 OTP(One Time Password) 문자를 함께 디스플레이하
는 표시 수단; 및 디스플레이된 상기 이미지 그룹을 기반으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OTP 문자와 기 생성된 사용자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제어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수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기 설정된 개수의 이미지 그룹을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하
되, 상기 이미지 그룹 내의 이미지 각각에 매핑된 OTP(One Time Password) 문자를 함
께 디스플레이하는 표시 수단; 및디스플레이된 상기 이미지 그룹을 기반으로 사용자로
부터 입력받은 OTP 문자와 기 생성된 사용자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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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이미지 그룹 내의 이미지 각각에 랜덤하게 생성된
OTP 문자를 매핑시키고,매핑된 상기 OTP 문자를 상기 이미지의 소정 영역에 표시하되
사용자 이외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픽 처리되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래
픽컬 패스워드 인증기법을 활용한 확장된 OTP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모바일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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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큐알 코드 인식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RECOGNIZING
QUICK RESPONSE CODE)

출원 일자

2012-12-31

출원 번호

2012-0158136

등록 일자

2014-08-01

등록 번호

1427715

주발명자

최영준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은 큐알 코드 인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기존의 큐알
코드에서 제공하는 일차적인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가 처한 상황 또는 사용자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함께 획득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큐알 코드 인식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정보 제공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
요

약

에 따른 큐알 코드 인식 장치는 큐알 코드 인식부, 제1 정보 추출부, 제2 정보 추출부
를 포함한다. 상기 큐알 코드 인식부는 큐알(QR) 코드가 포함된 데이터를 획득한다. 상
기 제1 정보 추출부는 상기 획득된 상기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상기 큐알 코드에 저장
되어 있는 제1 정보를 추출한다. 상기 제2 정보 추출부는 상기 획득된 상기 데이터로
부터 상기 큐알 코드와 상기 큐알 코드 인식부 간의 상대적인 방향 정보를 포함하는
제2 정보를 추출한다.
큐알(QR) 코드가 포함된 데이터를 획득하는 큐알 코드 인식부;상기 획득된 상기 데이
터를 디코딩하여, 상기 큐알 코드에 저장되어 있고 상기 큐알 코드와 상기 큐알 코드
인식부 간의 상대적인 방향 정보에 따라 제공될 복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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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는 제1 정보 추출부;상기 획득된 상기 데이터로부터 상기 큐알 코드와 상기 큐
알 코드 인식부 간의 상대적인 방향 정보를 포함하는 제2 정보를 추출하는 제2 정보
추출부; 및상기 제1 정보에 포함된 상기 복수의 데이터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제2 정
보를 선택 조건으로 하여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데이터를 디코딩 데이터로 생성하는
디코딩 데이터 생성부를 포함하는 큐알 코드 인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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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용자 일정 제공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ding a schedule
to user)

출원 일자

2012-09-12

출원 번호

2012-0101178

등록 일자

2014-07-15

등록 번호

1421599

주발명자

조위덕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일정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일정 제공 방법은 수집된 사용
자의 일정과 관련된 일정 관련 정보 또는 상기 일정의 구성에 이용되는 부가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제공자로

요

약

부터 상기 일정의 구성을 위한 정보를 일정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을 포함하는 일정 속성에 따라 분석하여 구
성된 일정 및 상기 일정을 구성하는 일정 기본 정보로부터 추출되는 부가 관련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
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사용자에 대한 이
해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반영시킨 일정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일정 구성을 위한 정보를 정보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의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 제공자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일정과 관련된 일정 관련 정보와 상기 일정의 구성에 이용되는
부가 정보를 입력부가 상기 일정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로서 입력받는 단계, - 여기에서, 상기 일정 관련 정
보와 상기 부가 정보를 입력받는 것은, 상기 정보 제공자가 관리하는 상기 일정 관련 정보와, 상기 부가 정
보의 생성을 감지하는 정보 중계자를 통해 상기 정보 소비자가 수집한 정보를 입력 받는 것이며, 상기 일정
관련 정보는 일정 구성 요소로서 일정의 시간, 장소, 목적 및 관련 주체에 관한 정보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
고,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일정 관련 정보에 피기백(piggyback)되는 정보로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 상기 정
보 제공자로부터 추출되는 IP 주소, 사용 환경 정보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정보 소비자는 수집 서
버이며, 상기 정보 제공자는 상기 수집 서버에 등록된 컴퓨팅 장치로서 상기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 상기 사
용자 단말을 포함하는 복수의 컴퓨팅 장치를 관리하는 서버 및 상기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
는 벤더 중 적어도 하나이며, 상기 정보중계자는 상기 정보 제공자 각각에 따라 상기 수집 서버와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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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됨 -; 상기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정보와, 상기 사용자의 일정 수행과 관련된 상황을 나타내는 상황 정
보를 입력 받고, 상기 입력된 정보들로부터 상기 일정 구성을 위한 정보를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추
출하기 위해 미리 구축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상기 입력된 정보들로부터 구조체로 정의되는 일정의 구성
을 위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일정의 구성을 위한 정보를 이용하여 레이블, 제목, 시작시간,
종료시간, 위치, 타입, 사용자, 디스크립션, 상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일정 생성 요소를
일정 구성부가 생성하는 단계;상기 일정 생성 요소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시간적측면 또는 공간적측면에
서 일정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상기 일정이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일정의 구성을 위
한 정보를 시간에 따라 배치하는 단계;차후의 일정 구성시 상기 배치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기 일정
의 구성을 위한 정보의 배치 정보를 저장하여 일정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상기 설정된 일정과, 상기 일정으
로부터 예측되는 사용자의 활동과 관련된 부가 정보로서 상기 사용자의 운동량과 관련된 부가 정보를 상기
정보 제공자에게 제공하되, 상기 제공되는 일정과 관련된 다른 사용자에게 상기 일정을 상기 정보 제공자를
통해 공유시키고, 상기 다른 사용자의 상기 일정의 참여 여부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사용자 일정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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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피트니스 지수 측정 방법, 장치 및 이를 기록한 기록매체(Method and
Apparatus for measuring physical fitness, and storage medium for the same)

출원 일자

2012-10-25

출원 번호

2012-0118889

등록 일자

2014-12-02

등록 번호

1470593

주발명자

조위덕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사용자의 기초 체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피트니스 지수의 측정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피트니스 지수 측정 방법은 사용자의 기초 체력을 측정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체력 요소에 대한 상기 사용자의 신체 능력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신체 능력 정보를 상기 체력 요소

요

약

별 신체 능력 지수화하는 단계; 및 상기 체력 요소에 대하여 미리 결정된 비중을 상기 신체 능력 지수에 적
용하여 상기 사용자의 피트니스 지수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초 체력과 관련한
정보를 정리하여 지수로 모델링하여 지수를 보면 일반인도 손쉽게 자신의 체력 요소 별 기초체력상태를 파
악할 수 있다. 나아가, 인바디와 같은 장비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하여 측정 수치들을 종합하여 지수를 제공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체 능력 정보 입력부, 신체 능력 지수 변환부 및 피트니스 지수 측정부를 포함하는 사용자 피트니스 지수
측정 장치를 이용한 사용자 피트니스 지수 측정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신체 능력 정보 입력부가 사용자의 기
초 체력을 측정하기 위해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유연성, 및 신체구성으로 이루어진 체력 요소
에 따라 결정된 체력 측정 종목에 대한 사용자의 상기 체력 측정 종목의 수행 능력 정보인 상기 사용자의
신체 능력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상기 신체 능력 지수 변환부가 상기 신체 능력 정보를 상기 체력 요소별
신체 능력 지수화하는 단계; 및 상기 피트니스 지수 측정부가 상기 체력 요소 중 상기 심폐지구력에 대해
25% 내지 35%의 비중을, 상기 근력 및 상기 근지구력에 대해 각각 15% 내지 25%의 비중을, 상기 평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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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연성 및 상기 신체구성 각각에 대해 5% 내지 15%의 비중을 상기 신체 능력 지수에 적용하여 상기
사용자 피트니스 지수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심폐지구력에 대한 상기 체력 측정 종목은 계단
오르기이고, 상기 근력에 대한 상기 체력 측정 종목은 일정 높이의 다리를 올린 채 팔굽혀펴기 또는 앉았다
일어나는 횟수를 측정하는 스쿼트(squat) 중 하나이고, 상기 근지구력에 대한 상기 체력 측정 종목은 일정
시간 동안의 반복 수행 횟수를 측정하는 윗몸일으키기 또는 반복하여 수행되는 팔굽혀펴기 중 하나이고, 상
기 평형성에 대한 상기 체력 측정 종목은 자세의 유지 시간을 측정하는 외발서기이고, 상기 유연성에 대한
상기 체력 측정 종목은 상체의 굽혀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체전굴이며, 상기 신체구성에 대한 상기 체력 측
정 종목은 체질량 지수를 측정하는 BMI(Body Mass Index)측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피트니스 지수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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ＧＰ－ＧＰＵ를 이용한 3Ｄ 의료 영상 정합의 병렬처리방법(Parallel processing
of 3D medical image registration by GP-GPU)

출원 일자

2012-08-21

출원 번호

2012-0091184

등록 일자

2014-12-04

등록 번호

1471646

주발명자

민병현

소

의학과

속

본 발명은 같은 환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간에 획득한 의료영상으로부터 질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영상의 정합기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분할기반의 기법과

요

약

화소값기반 기법의 장점을 취합하여, 3차원 의료영상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GP-GPU 기반 병렬처리를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P-GPU를 이용한 3D 의료영상
정합의 병렬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대표 구성

서로 다른 시간에 획득한 동일한 환자의 2개의 영상을 CPU(Central Processing Unit)와
GPU(Graphics Processing Unit)에 의해 병렬처리하여 정합하는 영상 정합의 병렬처리방법에 있어
서,서로 다른 시간에 획득된 동일한 환자의 2개의 영상을 각각 입력받는 입력 단계; 상기 입력받
는 단계에서 입력된 영상들의 복셀 사이즈(voxel size)에 대한 정보를 입력 영상들의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이미지 헤더 파일로부터 얻고, 상기 복
셀 사이즈를 x-y 평면에서 픽셀 스페이싱(pixel spacing)을 통해 추출하며, z-평면에서는 입력
DICOM 영상의 헤더 파일 정보의 슬라이스(slice)로부터 얻고, 제 1 입력영상 V1의 복셀 사이즈
가 제 2 입력영상 V2의 복셀 사이즈보다 작을 경우, 이하의 수학식을 기초로 산출된 스케일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스케일링(scaling) 하는 스케일링 단계; 상기 V1을 스케일 다운하고, 상기
V2을 기준 볼륨(reference volume)(Vr)으로 설정하며, 상기 V1을 부동 볼륨(float volume)(Vf)으로
설정하는 단계;상기 스케일링된 영상들로부터 초기 변환 파라미터(initial transformation
parameter)를 추출하는 초기화 단계(initialization step); 상기 초기화 단계에서 추출된 상기 초기
변환 파라미터들을 상기 부동 볼륨 및 상기 기준 볼륨 사이의 유사성 스코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최종 파라미터를 산출하는 최적화 단계(optimization step); 및 상기 최적화 단계에서 산출
된 상기 최종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된 영상들을 정합하고 표시장치를 통하여 표시하는
시각화 단계(visualization step)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정합의 병렬처리방법:여기
서, V1i는 볼륨 V1의 복셀 사이즈이고, V2i는 볼륨 V2의 복셀 사이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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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움직이는 영역 내 최근접 질의 처리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Continuous Range Neighbor Queries in
Vehicular Ad Hoc Networks)

출원 일자

2013-02-13

출원 번호

2013-0015270

등록 일자

2014-10-15

등록 번호

1453315

주발명자

정태선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은 차량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움직이는 영역에 대한 최근접 질의 처리
기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차량이 이동 중에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을 생성하여
다른 차량의 이동 정보를 수신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다른 차량의 거리를 계산하여 근
요

약

접 차량을 감지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차량 운전 중 근접 차량의 움
직임을 감지하여 안전 운행을 지원하는 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질의 차량과
질의 영역 내에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연산한 결과 값을 사
용하여 질의 차량에 가장 근접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량을 결정하여 운전자에게 안
전 운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른 차량의 위치를 제공한다.
질의 영역 내에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차량에 대한 이동 정보를 수신하는 이
동 정보 수신부;상기 수신한 다른 차량에 대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질의 차량과 상
기 질의 영역 내에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연산하는 연산부;
상기 질의 영역 내에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연산한 결과 값
을 이용하여 상기 질의 차량에 가장 근접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량을 결정하는 제1

대표 구성

결정부;상기 이동 정보가 수신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차량과의 거리에 따라서 상
기 수신된 이동 정보를 리브로드캐스팅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2 결정부; 및상기 질
의 영역 내에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차량에게 상기 질의 차량 자신의 이동 정
보를 브로드캐스팅하되, 상기 수신된 이동 정보를 리브로드캐스팅할 지 여부의 결정에
따라서 상기 수신된 이동 정보를 리브로드캐스팅하는 브로드캐스팅부를 포함하는 차량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움직이는 영역 내 최근접 질의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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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ｋ-최근접 질의의 안전 출구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
(A METHOD FOR COMPUTING SAFE EXIT POINTS OF MOVING K-NEAREST
NEIGHBOR QUERIES IN ROAD NETWORKS)

출원 일자

2012-08-22

출원 번호

2012-0091566

등록 일자

2014-07-15

등록 번호

1423031

주발명자

정태선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은 도로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k-최근접 질의 결과 및 안전 출구 위치를 계산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클라이언트 단말의 요청을 수신하여 k-최근
접 질의 결과와 안전 지역 및 안전 출구 위치를 함께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서버에서 질의 처리뿐만 아니라 질의 결과와 동일한 k-최근접 질의
요

약

결과를 제공하는 안전구역을 함께 제공하여 클라이언트 단말이 안전 구역 내에 위치하
는 경우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말간의 통신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개발한다. 이러한 기
법을 통하여 서버의 계산 비용을 줄이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통신비용을 줄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객체에 대한 k-최근접 질의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도로 상의 거리에 기초하여 상기 단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k-최근접 질의 결과를 연산하는 단계;상기 단말의 위치와 인접하는 하나
이상의 교차점 각각에 대한 k-최근접 질의 결과를 연산하는 단계;상기 단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k-최근접 질의 결과와 동일한 k-최근접 질의 결과를 제공하는 안전구역

대표 구성

을 연산하는 단계; 및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단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k-최근
접 질의 결과 및 상기 안전구역에 대한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
고,상기 안전구역을 연산하는 단계는상기 단말의 위치와 인접하는 하나 이상의 교차점
각각에 대한 k-최근접 질의 결과와 상기 단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k-최근접 질의
결과를 비교하여 상기 안전구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k-최근접 질의 연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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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슈퍼커패시터용

전극

및

이의

제조방법(Electrode for supercapacitor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출원 일자

2012-10-26

출원 번호

2012-0119419

등록 일자

2014-07-23

등록 번호

1424680

주발명자

김창구

소

에너지시스템학과

속

본 발명은 슈퍼커패시터용 전극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도성 전극기판 및
전도성 전극의 적어도 일면에 금속산화물과 보조전해질을 포함하는 금속산화물 용액이
전착된 금속산화물층을 포함함으로써, 종래에 비하여 공정단계를 줄일 수 있으며 전극
요

약

의 비축전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산화물의 전착시간을 줄일 수 있
다.

전도성 전극기판; 및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전도성 전극기판의 적어도 일면에 전착된 1
종의 금속산화물과 보조전해질을 포함하는 금속산화물층;을 포함하되,상기 전도성 전극
기판은 니켈 호일 또는 그라파이트 전극기판이며, 상기 니켈 호일은 상기 니켈 호일을
아세톤에 침지하는 단계, 상기 침지된 니켈 호일을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는 단계 및
상기 세척기로 세척된 니켈 호일을 메탄올 및 증류수로 세척한 후 공기 중에 건조하는
대표 구성

단계를 포함하여 전처리되며,상기 그라파이트 전극기판은 표면의 거칠기를 증가시키는
연마단계, 상기 연마된 표면을 에칭하는 단계 및 상기 에칭된 그라파이트 전극기판을
메탄올 및 증류수로 세척한 후 오븐으로 건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전처리되고,상기
보조전해질은 상기 금속산화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0.5 내지 20 중량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슈퍼커패시터용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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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파이트에 금속 산화물이 전착된 슈퍼커패시터 전극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
용한 슈퍼커패시터(Method for manufacturing graphite film electro-deposited
metal oxide for supercapacitor electrode and supercapacitor comprising the
same)

출원 일자

2012-05-17

출원 번호

2012-0052519

등록 일자

2014-04-25

등록 번호

1391136

주발명자

김창구

소

에너지시스템학과

속

그라파이트 상에 금속 산화물층을 전기화학적으로 전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슈퍼커패
시터용 금속 산화물/그라파이트 전극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도전제와 바인더를 사용하여 전극을 제조하는 방법과 달리 그라파이트에 직접
요

약

금속 산화물을 전착하여 금속산화물/그라파이트 복합재 전극을 제조하고, 이를 전극으
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동시에 공정비용을 절감 효
과를 가져온다. 또한, 그라파이트 전극 위에 전착되는 금속 산화물의 종류, 크기와 두
께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성능이 보다 향상된 전극의 제조가 가능하여, 슈퍼커패시터와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그라파이트 시트에 망간-니켈 복합 산화물을 전기화학적으로 전착하는 단계; 및 상기
그라파이트 시트에 전착된 망간-니켈 복합 산화물을 열처리하여 망간-니켈 복합 산화
물을 결정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전기화학적으로 전착하는 단계는, (a) 망간-니
켈 복합 산화물 전구체 용액을 포함하는 욕(bath)에 Ag/AgCl을 기준전극으로 하고, 작

대표 구성

업전극과 대전극에 그라파이트 시트를 연결하여 3 전극계 욕(bath)을 구성하는 단계;
및(b) 상기 욕(bath)에서 30-180 초간 -1.2 V의 전원을 인가하여 망간-니켈 복합 산화
물을 그라파이트에 직접 전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열처리는 200-300 ℃에서
2-4 시간 동안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슈퍼커패시터용 금속 산화물/그라파이트
전극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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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집광용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구비한 태양전지(SOLAR CELL WITH MICROLENS
ARRAY FOR CONDENSING LIGHTS INTO THE CELL)

출원 일자

2012-08-22

출원 번호

2012-0091702

등록 일자

2014-08-05

등록 번호

1429106

주발명자

양상식

소

전자공학과

속

집광용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구비한 태양전지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집광용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구비한 태양전지는, 하부전극; 상단에 상부 불투명 금속
격자 전극이 형성되고, 하단이 상기 하부전극 상에 배치되며, Ⅲ-Ⅴ족 화합물 반도체로
요

약

이루어져 태양광이 흡수되어 광전변환이 일어나는 광활성층; 및 상기 광활성층의 상단
으로부터 일정의 갭을 이루어 배치되어 입사되는 태양광을 굴절하여 상기 광활성층에
전달하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포함한다.
하부전극;상단에 상부 불투명 금속 격자 전극이 형성되고, 하단이 상기 하부전극 상에
배치되며, Ⅲ-Ⅴ족 화합물 반도체로 이루어져 태양광이 흡수되어 광전변환이 일어나는
광활성층; 및상기 광활성층의 상단으로부터 일정의 갭을 이루어 배치되어 입사되는 태
양광을 굴절하여 상기 광활성층에 전달하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포함하며,상기 마
이크로 렌즈 어레이의 각 마이크로 렌즈의 크기가 상기 상부 불투명 금속 격자 전극
간의 간격과 상부 불투명 금속 격자 전극의 크기를 합한 값 또는 상기 상부 불투명 금
속 격자 전극 간의 간격과 일치하도록 형성되고, 이와 동시에 상기 광활성층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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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간 일정의 갭이, 상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에 입사된 태양광이
상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에서 굴절되어 상기 광활성층의 상단에 형성되는 스팟(spot)
의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상기 광활성층의 상단으로부터 상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위치한 높이와 동일하게 형성됨으로써, 상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에서 굴절된 태양광
이 상기 상부 불투명 금속 격자 전극에 의해 반사되는 손실을 줄이며 상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에서 굴절된 태양광이 광활성층 내부로 골고루 도달하여 상부 불투명 금속
격자 전극 아랫부분에서의 그림자 효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광활성층의 광전 효
율을 증가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광용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구비한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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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반도체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Light Emitting Deviceand Manufacturing

Method of the same)

출원 일자

2012-05-04

출원 번호

2012-0047402

등록 일자

2014-03-06

등록 번호

1375107

주발명자

고경현

소

신소재공학과

속

본 발명은 제 1도전성 반도체층;상기 제 1도전성 반도체층상에 형성된 활성층;상기활성
층상에 형성된 제 2도전성 반도체층; 상기 제2도전성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제2전극층
요

약

을 포함하는 반도체 발광소자에 있어서, 상기 각 층 중 적어도 하나의 일면은 분말의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거칠기면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1도전성 반도체층;상기 제1도전성 반도체층상에 형성된 활성층;상기활성층상에 형성
된 제2도전성 반도체층; 상기 제2도전성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제2전극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발광소자에 있어서, 상기 각 층 중 적어도 하나의 일면은 평균지름이 500 nm
내지 5㎛인 분말이, 헬륨, 질소, 아르곤 및 공기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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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온도 15℃ 내지 700 ℃의 압축가스와의 유동에 의해 비용융상태로 200
내지 1500 ㎧의 분말속도로 상기 일면과 충돌하여 형성하는 패턴의 거칠기면으로 형
성되며, 상기 분말입자와 압축가스가 분사되는 노즐과 상기 일면간의 거리는 10 내지
50mm 인 반도체 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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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폴디드 코러게이티드 기판 집적 도파관(FOLDED CORRUGATED SUBSTRATE
INTEGRATED WAVEGUIDE)

출원 일자

2013-03-25

출원 번호

2013-0031457

등록 일자

2014-08-05

등록 번호

1429105

주발명자

이해영

소

전자공학과

속

폴디드 코러게이티드 기판 집적 도파관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폴디드
코러게이티드 기판 집적 도파관에 따르면, 길이방향으로 양측에 각각 상면 스터브들이
형성된 제1도체판; 상기 제1도체판의 하면에 상면이 부착되는 제1유전체 기판; 상기
제1유전체 기판의 하면에 상면이 부착되는 제2도체판; 상기 제2도체판의 하면에 상면
요

약

이 부착되는 제2유전체 기판; 및 일정거리만큼 떨어져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상기
제2유전체 기판의 하면에 부착된 두 개의 스터브(stub) 도체 열을 포함하며, 상기 두
개의 스터브 도체 열의 스터브 도체들 각각은 상기 제1유전체 기판, 제2도체판 및 제2
유전체 기판을 수직 관통하는 비아홀을 통하여 위치가 대응되는 상기 제1도체판의 상
면 스터브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길이방향으로 양측에 각각 상면 스터브들이 형성된 제1도체판;상기 제1도체판의 하면
에 상면이 부착되는 제1유전체 기판;상기 제1유전체 기판의 하면에 상면이 부착되는
제2도체판;상기 제2도체판의 하면에 상면이 부착되는 제2유전체 기판; 및일정거리만큼
떨어져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상기 제2유전체 기판의 하면에 부착된 두 개의 스터브
(stub) 도체 열을 포함하며, 상기 두 개의 스터브 도체 열의 스터브 도체들 각각은 상
대표 구성

기 제1유전체 기판, 제2도체판 및 제2유전체 기판을 수직 관통하는 비아홀을 통하여
위치가 대응되는 상기 제1도체판의 상면 스터브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디드 코러게이티드 기판 집적 도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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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역 ＧＰＳ안테나(MULTI-BAND GPS ATTENNA)

출원 일자

2013-05-31

출원 번호

2013-0062767

등록 일자

2014-06-13

등록 번호

1409768

주발명자

박익모

소

전자공학과

속

다중대역 GPS 안테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중대역 GPS 안테나는
기판; 상기 기판의 상면에 형성되는 상면 다이폴; 상기 기판의 하면에 형성되는 하면
다이폴; 상부면이 개방되어 있는 상자형태를 가지며 상기 상면 다이폴 및 하면 다이폴
의 후방으로 복사되는 GPS 주파수 대역의 원형편파(circularly polarized)의 전자기파를
상기 상부면 방향으로 반사하는 반사부; 및 상기 상면 다이폴 및 하면 다이폴을 급전
요

약

(feed)하는 급전부를 포함하며, 상기 상면 다이폴은 직각구조를 형성하는 제1다이폴 암
(dipole arm) 및 제2다이폴과, 상기 제1다이폴 암 및 제2다이폴 암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에 형성되고 일부가 개방된 상면 링(ring)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하면 다이폴은 직
각구조를 형성하는 제3다이폴 암 및 제4다이폴 암과, 상기 제3다이폴 암 및 제4다이폴
암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에 형성되고 일부가 개방된 하면 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다이폴 암, 제2다이폴 암, 제3다이폴 암 및 제4다이폴 암 각각은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브랜치(branch)들로 이루어진다.
기판;상기 기판의 상면에 형성되는 상면 다이폴;상기 기판의 하면에 형성되는 하면 다
이폴;상부면이 개방되어 있는 상자형태를 가지며 상기 상면 다이폴 및 하면 다이폴의
후방으로 복사되는 GPS 주파수 대역의 원형편파(circularly polarized)의 전자기파를 상
기 상부면 방향으로 반사하는 반사부; 및상기 상면 다이폴 및 하면 다이폴을 급전(feed)
하는 급전부를 포함하며,상기 상면 다이폴은 직각구조를 형성하는 제1다이폴 암(di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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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및 제2다이폴과, 상기 제1다이폴 암 및 제2다이폴 암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에
형성되고 일부가 개방된 상면 링(ring)으로 이루어지며,상기 하면 다이폴은 직각구조를
형성하는 제3다이폴 암 및 제4다이폴 암과, 상기 제3다이폴 암 및 제4다이폴 암이 직
각으로 만나는 부분에 형성되고 일부가 개방된 하면 링으로 이루어지며,상기 제1다이
폴 암, 제2다이폴 암, 제3다이폴 암 및 제4다이폴 암 각각은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브랜치(branch)들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대역 GPS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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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 스트립라인 안테나(TERAHERTZ STRIPLINE ANTENNA)

출원 일자

2013-06-25

출원 번호

2013-0073198

등록 일자

2014-12-12

등록 번호

1474318

주발명자

박익모

소

전자공학과

속

테라헤르츠 스트립라인 안테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테라헤르츠 스트
립라인 안테나는, 테라헤르츠 파를 발생하는 테라헤르츠파 발생부; 와 상기 테라헤르츠
파 발생부에 연결되는 제 1 안테나 선로 및 제 2 안테나 선로를 구비하며, 상기 제 1
안테나 선로는, 일단이 상기 테라헤르츠파 발생부와 연결되는 제 1 중앙 다이폴과, 상
요

약

기 제 1 중앙 다이폴의 타단에서 상기 제 1 중앙 다이폴과 수직을 이루는 제 1 기준
축과 제 1 각도 및 제 2 각도를 가지고 각각 분기 되는 제 1 바이어스 라인 및 제 2
바이어스 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 2 안테나 선로는, 일단이 상기 테라헤르츠파
발생부와 연결되는 제 2 중앙 다이폴과, 상기 제 2 중앙 다이폴의 타단에서 상기 제 2
중앙 다이폴과 수직을 이루는 제 2 기준 축을 기준으로 제 3 각도 및 제 4 각도를 가
지고 각각 분기 되는 제 3 바이어스 라인 및 제 4 바이어스 라인으로 이루어진다.
기판;상기 기판에 마련되고, 테라헤르츠 파를 발생하는 테라헤르츠파 발생부; 및상기
기판에 마련되고, 상기 테라헤르츠파 발생부에 연결되는 제 1 안테나 선로 및 제 2 안
테나 선로를 구비하며,상기 제 1 안테나 선로는, 일단이 상기 테라헤르츠파 발생부와
연결되는 제 1 중앙 다이폴과, 상기 제 1 중앙 다이폴의 타단에서 상기 제 1 중앙 다
이폴과 수직을 이루는 제 1 기준 축과 제 1 각도(여기서, 0°＜제 1 각도≤90°) 및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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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기 제 1 각도를 감산하여 얻어지는 제 2 각도를 가지고 각각 분기 되는 제 1
바이어스 라인 및 제 2 바이어스 라인으로 이루어지며,상기 제 2 안테나 선로는, 일단
이 상기 테라헤르츠파 발생부와 연결되는 제 2 중앙 다이폴과, 상기 제 2 중앙 다이폴
의 타단에서 상기 제 2 중앙 다이폴과 수직을 이루는 제 2 기준 축을 기준으로 제 3
각도(여기서, 0°＜제 3 각도≤90°) 및 180°에서 상기 제 3 각도를 감산하여 얻어지는
제 4 각도를 가지고 각각 분기 되는 제 3 바이어스 라인 및 제 4 바이어스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라헤르츠 스트립라인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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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모 패턴 학습을 이용한 가전기기 판단 시스템 및 방법(Decision Method
and system for Consumer Electronic with Electric Power Consume Pattern
Recognition)

출원 일자

2012-11-22

출원 번호

2012-0132880

등록 일자

2014-06-12

등록 번호

1411254

주발명자

조위덕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전력소모패턴 학습을 이용한 가전기기 판단 시스템, 방법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기존의 가전기기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가전기기별 전력소모패턴을 분석 할 수 있고, 본
발명은 각각의 가전기기의 전력소모패턴을 분석하여 각각의 가전기기를 자동적으로 식
요

약

별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일별, 시간 별 학습을 통하여 가전기기의
전력 소모량을 분석하여 전력소모패턴의 정확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고, 본 발명
은 전력소모패턴을 인식하여 유휴 시간의 가전기기의 전력을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다
시 전력을 공급하여 전력 소비를 절약 할 수 있다.
전력소모패턴 학습을 이용한 가전기기 판단 시스템에 있어서,가전기기가 연결되는 콘
센트 각각의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전류 및 전압의 측정값을 기초로
상기 콘센트 각각에 대하여 상기 측정값을 수집하는 수집부;상기 수집된 측정값을 저
장하고, 상기 저장된 측정값으로부터 상기 콘센트 각각에 연결된 가전기기가 소모하는
전력소모패턴을 학습하는 학습부; 상기 학습된 전력소모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콘센트

대표 구성

각각에 연결된 가전기기의 종류 및 특징을 식별하는 인식부; 및상기 콘센트 각각에 대
하여 학습된 전력소모패턴 및 상기 식별된 가전기기의 종류 및 특징을 참고하여 상기
콘센트 각각의 측정값이 차단 조건을 충족하면 상기 콘센트 각각의 전원 공급을 차단
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상기 제어부는, 상기 콘센트 각각에 대하여 학습
된 전력소모 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식별된 가전기기의 유휴 시간대와 활동 시간대를
구분하고 상기 유휴 시간대와 상기 활동 시간대 각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차단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판단 시스템.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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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공진 제어기를 이용한 계통연계 인버터의 고조파 왜곡보상 회로 및 그 방
법(CIRCUITARY

AND

METHOD

FOR

COMPENSATION

OF

HARMONIC

DISTORTION FOR GRID-CONNECTED INVERTER SYSTEM USING A PROPORTION
RESONANT CONTROLLER)

출원 일자

2012-01-31

출원 번호

2012-0009684

등록 일자

2014-03-31

등록 번호

1381599

주발명자

이교범

소

전자공학과

속

계통 전압의 왜곡으로 발생한 계통전류의 고조파를 보상하기 위한 계통연계 인버터의
고조파 왜곡보상 회로로서, 비례적분 제어기를 이용한 비례 적분 전류 제어를 통해 기
본파의 전류 제어를 수행하는 비례적분 제어부; 및 비례공진 제어기를 이용한 비례 공
요

약

진 전류 제어를 통해 상기 계통전류의 저차 고조파 보상을 수행하는 비례공진 제어부
를 포함하는 비례공진 제어기를 이용한 계통연계 인버터의 고조파 왜곡보상 회로가 제
공된다.
계통 전압의 왜곡으로 발생한 계통전류의 고조파를 보상하기 위한 계통연계 인버터의
고조파 왜곡보상 회로로서,비례적분 제어기를 이용한 비례 적분 전류 제어를 통해 기
본파의 전류 제어를 수행하는 비례적분 제어부; 및제한된 주파수 대역범위에서 정상상

대표 구성

태 오류를 없도록 만들어 주는 이득을 갖는 비이상적인 고조파 보상기인 비례공진 제
어기를 이용한 비례 공진 전류 제어를 통해 상기 계통전류의 저차 고조파 보상을 수행
하는 비례공진 제어부를 포함하는 비례공진 제어기를 이용한 계통연계 인버터의 고조
파 왜곡보상 회로.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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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예상시간 협상을 통한 핸드오버 단절 시
간 감소를 위한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REDUCTION OF
HANDOVER

INTERRUPTION

TIME

USING

ESTIMATED

HANDOVER

TIME

NEGOTIATION IN BROADBAND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출원 일자

2008-04-11

출원 번호

2008-0033642

등록 일자

2014-10-15

등록 번호

1453458

주발명자

김재현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예상시간 협상을 통한 핸드오버 단절 시간 감
소를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서빙 기지국에서 단말의 핸드오버를 지
원하기 위한 방법은,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잔여 핸드오버 예상 시간을 포함하는 핸드오버 사전

요

약

통보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잔여 핸드오버 예상 시간을 이용하여 현재의 잔여
핸드오버 예상 시간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잔여 핸드오버 예상 시간을 상기 타겟 기
지국과 교환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서빙 기지국에서 단말의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타겟 기지국으로부터 잔여 핸
드오버 예상 시간을 포함하는 핸드오버 사전 통보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잔여
핸드오버 예상 시간을 이용하여 현재의 잔여 핸드오버 예상 시간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계산

대표 구성

된 잔여 핸드오버 예상 시간을 상기 타겟 기지국과 교환하는 과정을 포함하며,상기 현재의 잔여
핸드오버 예상 시간은 상기 핸드오버 사전 통보 응답 메시지가 수신된 시간과 상기 핸드오버 사
전 통보 응답 메시지가 생성된 시간을 기반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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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통신 시스템에서 자원 이용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USING
RESOURCE IN A COMMUNICATION SYSTEM)

출원 일자

2007-07-25

출원 번호

2007-0074514

등록 일자

2014-07-16

등록 번호

1422141

주발명자

오성근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자원 이용 방법에 있어서, 통신 영역의 각 섹터들을 상기
요

약

각 섹터들 간의 경계 영역과 상기 각 섹터들의 중심 영역 및 상기 각 섹터들의 공통
영역으로 분할하고, 상기 분할한 각 영역들에 소정의 자원을 할당한다.
통신 시스템에서 자원 이용 방법에 있어서, 한 개의 사용자 단말기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통신 노드 집합을 결정하는 과정과,상기 통신 노드 집합이 포함하는 통신 노드들
중 적어도 2개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게 적어도 한 개의 동일한 자원을 공통으로 할
당하는 과정을 포함하고,상기 통신 노드 집합이 포함하는 통신 노드들 중 적어도 2개
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게 적어도 한 개의 동일한 자원을 공통으로 할당하는 과정은;

대표 구성

상기 통신 노드 집합이 포함하는 통신 노드들 중 적어도 1개가 변경되어 신규 통신 노
드 집합이 생성되면, 상기 신규 통신 노드 집합이 포함하는 통신 노드들 중 적어도 2
개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게 적어도 하나의 신규한 동일 자원을 공통으로 할당하는
제1과정과,상기 신규 통신 노드 집합이 포함하는 통신 노드들 중 적어도 2개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이용중인 자원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게 공통으로
할당하는 제2과정 중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자원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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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 링크 자원 할당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ALLOCATING UPLINK RESOURCES IN A COMMUNICATION SYSTEM)

출원 일자

2007-08-24

출원 번호

2007-0085488

등록 일자

2014-05-02

등록 번호

1393954

주발명자

김재현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상향링크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션이 설정되면, 이동국으로 제 1 상향링크 자원 할당 정보
를 송신하고, 제 1 상향링크 자원을 전용으로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제1 상향링크 자원의 변경을 요청하는 상향링크 자원 할당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
요

약

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에게 할당할 제 2 상향링크 자원이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과정
과, 상기 제 2 상향링크 자원이 존재하면, 상기 이동국으로 제 2 상향링크 자원 할당
정보를 송신하고, 상기 제 2 상향링크 자원을 전용으로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제 1 상
향링크 자원의 할당을 해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기지국의 상향링크 자원 할당 방법이
다.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상향링크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있어서,이동국으로 제 1
상향링크 자원에 대한 제1 자원 할당 정보를 송신하고, 미리 설정된 제1주기 동안 상
기 제 1 상향링크 자원을 상기 이동국에게 고정적으로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제1주기
이내에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기 할당된 제1 상향링크 자원보다 많은 양의 자원 또는
상기 기 할당된 제1 상향링크 자원보다 적은 양의 자원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자원 할

대표 구성

당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자원 할당 요청 메시지에 따라, 상기 이동국
에게 새로이 할당할 제 2 상향링크 자원이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제 2 상
향링크 자원이 존재하면, 상기 이동국으로 제 2 상향링크 자원에 대한 제2 자원 할당
정보를 송신하고, 미리 설정된 제2주기 동안 상기 제 2 상향링크 자원을 상기 이동국
에게 고정적으로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기 할당된 제 1 상향링크 자원에 대한 자원
할당을 해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기지국의 상향링크 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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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네트워크에서의 라우팅 기반 효율적 통신 교란 방법 및 그 장치(METHOD
AND APPARATUS OF ROUTING-BASED EFFECTIVE JAMMING FOR WRIELESS
NETWORKS)

출원 일자

2012-05-22

출원 번호

2012-0054059

등록 일자

2014-03-07

등록 번호

1374061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한 통신 교란 방법에 관한 것으
로, 보다 상세하게는 노드들로 구성된 멀티홉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계층 또는 라우
팅 계층에서 통신의 교란이 이루어지는 통신 교란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
요

약

명은 통신 교란 지역 내의 제1 이웃노드가 정상적으로 통신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오
인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펄스 주기를 도출한다. 이 때 본 발명은 라우팅 프로토콜
에서 이웃노드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웃노드 발견 메시지의 주기, 상태유효기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의 펄스 주기를 도출한다.
통신 교란 방법에 있어서,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변 노드의 통신 과정을 모니터하여 상
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변 노드의 이웃노드 발견 메시지의 주기값과 상태유효기간을
판별하는 단계;상기 판별된 상기 주기값과 상기 상태유효기간을 이용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변 노드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손실을 유도하는 최적의 펄스 주기를
도출하는 단계; 및상기 펄스 주기를 이용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변 노드 중

대표 구성

통신 교란 지역 내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 이웃노드 주변에 펄스형 교란 신호를 발
생하여 교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최적의 펄스 주기를 도출하는 단계는,상기 적
어도 하나 이상의 주변 노드로부터 상기 이웃노드 발견 메시지가 상기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제1 이웃노드에 성공적으로 전송되는 평균적인 시간 간격에 대한 모델링을 이용
하여 상기 최적의 펄스 주기를 도출하는 통신 교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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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연속적인 정보 전송을 위한 데이터 패킹 장치 및 슬롯 할당 장치(Data packing
and slot allocation apparatus for continuous data transmission)

출원 일자

2012-12-14

출원 번호

2012-0146666

등록 일자

2014-06-26

등록 번호

1414835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연속적인 정보 전송을 위한 데이터 패킹 장치 및 슬롯 할당 장치에 관한 발
명으로서, Link-16 전술환경에서 이미지와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
기 위한 연속적인 정보 전송을 위한 데이터 패킹 장치 및 슬롯 할당 장치에 관한 발명
요

약

이다. 이를 위해 음성 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데이터의 연속적인 정보
전송을 위해 기 정의된 길이의 타임 슬롯 내에 싱크 및 헤드를 포함한 데이터 정보 이
외의 정보와 데이터 정보 순으로 데이터를 패킹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연속적인 정보
전송을 위한 데이터 패킹 장치가 개시된다.
각 노드가 타임 슬롯 단위로 나누어진 서로 다른 넷(Net)에 가입되어 있는 환경에서
연속적인 정보 전송을 위한 넷에 가입된 노드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타임 슬롯을 연속
적인 정보 전송을 위한 넷에 사용 가능한 타임 슬롯으로 할당하는 슬롯 할당 수단; 그
리고 상기 슬롯 할당 수단에 의해 할당된 타임 슬롯이 단속적 또는 연속적인 경우 각
각 데이터를 패킹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패킹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패킹 수단은, 상기
슬롯 할당 수단에 의해 할당된 타임 슬롯이 단속적인 경우에, 기 정의된 길이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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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내에 싱크 및 헤드를 포함한 데이터 정보 이외의 정보와, 상기 데이터 정보와, 가
드 타임 순으로 패킹하여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슬롯 할당 수단에 의해 할당된 타임
슬롯이 연속적인 경우에, 기 정의된 길이의 타임 슬롯 내에 싱크 및 헤드를 포함한 데
이터 정보 이외의 정보와, 상기 데이터 정보 순으로 데이터를 패킹하여 정보를 전송하
며, 상기 데이터 정보의 길이는,기 정의된 타임 슬롯 길이에서 상기 데이터 정보 이외
의 정보 길이와 데이터 패킹에 따라 남는 길이를 제외한 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적인 정보 전송을 위한 슬롯 할당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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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들 간의 전파 지연 시간을 이용한 시간 동기 획득 방법 및 그 장치(Method
for acquisition of timing synchronization using propagation delay time among
nodes and apparatus therefor)

출원 일자

2013-12-30

출원 번호

2013-0167595

등록 일자

2014-11-28

등록 번호

1468936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시간 동기 획득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간 동기 획득 방법은 제1 노드
와 복수의 노드들 간의 전파 지연 시간을 연산하는 단계; 제1 프레임에서 코디네이터 노드로부터 브로드캐
스팅(broadcasting)된 시간 동기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제1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노드들 중
어느 하나의 노드로부터 브로드캐스팅되고 상기 제1 노드가 다음 메시지 전송 순서로 결정된 시간 동기 요
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연산된 상기 복수의 노드들 간의 전파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그 다음 메시지를

요

약

전송할 제2 노드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제1 프레임에서 상기 결정된 상기 제2 노드를 포함하는 시간 동기
요청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단계; 제2 프레임에서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로부터 브로드캐스팅된 제2 메
시지 - 상기 제2 메시지는 상기 제1 노드와 상기 복수의 노드들 각각의 시간 동기 요청 메시지의 수신 시간
을 포함함 - 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프레임에서 상기 제2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와의 전파 지연 시간을 연산하고, 상기 연산된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와의 전파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와 시간을 동기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코디네이터 노드, 제1 노드 및 복수의 노드들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제1 노드에서의 시간 동기 획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노드와 상기 복수의 노드들 간의 전파 지연 시간을 연산하는 단계;제1 프레임에서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로부터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된 시간 동기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제1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복수의 노드들 중 어느 하나의 노드로부터 브로드캐스팅되고 상기 제1 노드가 다음 메
시지 전송 순서로 결정된 시간 동기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연산된 상기 복수의 노드들 간의 전파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그 다음 메시지를 전송할 제2 노드를 결정하는 단계;상기 제1 프레임에서 상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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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기 제2 노드를 포함하는 시간 동기 요청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단계;제2 프레임에서 상기 코디네
이터 노드로부터 브로드캐스팅된 제2 메시지 - 상기 제2 메시지는 상기 제1 노드와 상기 복수의 노드들 각
각의 시간 동기 요청 메시지의 수신 시간을 포함함 - 를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제2 프레임에서 상기 제2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와의 전파 지연 시간을 연산하고, 상기 연산된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와의 전파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와 시간을 동기화시키는 단계를 포함
하는 시간 동기 획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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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기

획득

방법

및

그

장치(Method

for

acquisition

of

timing

synchronization and apparatus therefor)

출원 일자

2013-12-30

출원 번호

2013-0167576

등록 일자

2014-11-28

등록 번호

1468934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시간 동기 획득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간 동기 획득 방법
은 코디네이터 노드와 복수의 노드들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복수의 노드들 각각에서의 시
간 동기 획득 방법에 있어서, 제1 프레임에서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로부터 브로드캐스팅
(broadcasting)된 제1 메시지 - 상기 제1 메시지는 상기 복수의 노드들에 대한 노드 식별자(ID),
상기 복수의 노드들에 대한 메시지 전송 순서 정보를 포함함 - 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프

요

약

레임에서 상기 제1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복수의 노드들 중 앞선 순서의 노드로부터 브로드
캐스팅된 시간 동기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자신의 시간 동기 요청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단계; 제2 프레임에서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로부터 브로드캐스팅된 제2 메시지 - 상기 제2 메시
지는 상기 복수의 노드들 각각의 시간 동기 요청 메시지의 수신 시간을 포함함 - 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프레임에서 상기 제2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기초하여 전파 지연 시간을 연
산하고, 상기 연산된 상기 전파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와 시간을 동기화시
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코디네이터 노드와 복수의 노드들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복수의 노드들 각각에서의 시간
동기

획득

방법에

있어서,제1

프레임에서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로부터

브로드캐스팅

(broadcasting)된 제1 메시지 - 상기 제1 메시지는 상기 복수의 노드들에 대한 노드 식별자(ID),
상기 복수의 노드들에 대한 메시지 전송 순서 정보를 포함함 - 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제1 프레
임에서 상기 제1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복수의 노드들 중 앞선 순서의 노드로부터 브로드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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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팅된 시간 동기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자신의 시간 동기 요청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단계;제2 프레임에서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로부터 브로드캐스팅된 제2 메시지 - 상기 제2 메시
지는 상기 복수의 노드들 각각의 시간 동기 요청 메시지의 수신 시간을 포함함 - 를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제2 프레임에서 상기 제2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기초하여 전파 지연 시간을 연
산하고, 상기 연산된 상기 전파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코디네이터 노드와 시간을 동기화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간 동기 획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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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지연 측정과 시간동기 획득을 통한 가드타임 제어 방법(Guard time control
method through propagation delay estimation and time synchronization
acquisition)

출원 일자

2012-11-29

출원 번호

2012-0137185

등록 일자

2014-06-10

등록 번호

1408433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전파지연 측정과 시간동기 획득을 통한 가드타임 제어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단일홉 분산 TDMA 환경에서 각 노드간의 시간 동기를 획득하고 인접 타임 슬롯 소
유 노드간의 전파지연을 측정함으로써 가드타임을 줄이기 위한 시간동기 획득 및 전파지연 측정
과 시간동기 획득을 통한 가드타임 제어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이를 위해 각 노드의 전송순서
가 기 결정되어 있고, 각 노드의 시간 동기가 맞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전송순서에 따라 각 노

요

약

드가 패킷을 전송 시 자신의 전송 시간정보와 이전 노드로부터 패킷을 수신한 수신 시간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각 노드간의 전파지연 값을 계산하는 초기화 모드 단계, 및 전송순서에 따라 각
노드가 패킷을 전송 시 자신의 전송 시간정보와 초기화 모드 단계에서 계산된 다음 타임 슬롯
소유 노드와의 전파지연 값을 전송함으로써 전파지연 값에 상응하는 가드타임 값이 적용되는 노
멀 모드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파지연 측정과 시간동기 획득을 통한 가드타임
제어 방법이 개시된다.
각 노드의 전송순서가 기 결정되어 있고, 각 노드의 시간 동기가 맞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상
기 전송순서에 따라 각 노드가 패킷을 전송 시 자신의 전송 시간정보와 이전 노드로부터 패킷을
수신한 수신 시간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각 노드간의 전파지연 값을 계산하는 초기화 모드 단계,
및상기 전송순서에 따라 각 노드가 패킷을 전송 시 자신의 전송 시간정보와 상기 초기화 모드
단계에서 계산된 다음 타임 슬롯 소유 노드와의 전파지연 값을 전송함으로써 상기 전파지연 값
에 상응하는 가드타임 값이 적용되는 노멀 모드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초기화 모드 단계는,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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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순서에 따라 최초의 타임 슬롯을 소유한 노드가 자신의 전송 시간정보를 브로드캐스팅을 통
해 전송하는 단계,다음 차순의 타임 슬롯을 소유한 노드가 자신의 전송 시간정보와 이전 노드로
부터 패킷을 수신한 수신 시간정보를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상기 전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송하는 단계, 및이전 타임 슬롯을 소유한 노드가 다음 차순의 타임 슬롯을 소유한 노드로부터
패킷을 수신한 수신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인접 타임 슬롯을 소유한 노드간의 전파지연 값을 계
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파지연 측정과 시간동기 획득을 통한 가드타임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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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이용한 모바일 디바이스 간의 인증 방법(Authentication method
between mobile devices using image)

출원 일자

2011-11-16

출원 번호

2011-0119836

등록 일자

2014-03-31

등록 번호

1381813

주발명자

홍만표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디바이스 간의 인증 방법은, 제1 디바이스가 이미지와 공개키
를 함께 해쉬하여 해쉬값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해쉬값을 제2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이미지와 상기 공개키를 상기
요

약

제2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2 디바이스가 상기 제1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이미지와 공개키를 함께 해쉬하여 해쉬값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디바이스가,
상기 제1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해쉬값과 자신이 생성한 해쉬값이 일치하면, 상기 공
개키를 이용하여 비밀키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모바일 디바이스 간의 인증 방법에 있어서,제1 디바이스가 이미지와 공개키를 함께 해
쉬하여 해쉬값을 생성하는 단계;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해쉬값을 제2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이미지와 상기 공개키를 상기 제2 디바이스
로 전송하는 단계;상기 제2 디바이스가 상기 제1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이미지와 공
개키를 함께 해쉬하여 해쉬값을 생성하는 단계;상기 제2 디바이스가, 상기 제1 디바이

대표 구성

스로부터 수신한 해쉬값과 자신이 생성한 해쉬값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상기 수
신한 해쉬값과 상기 생성한 해쉬값이 일치하면, 상기 제1 디바이스는, 상기 제1 디바이
스의 사용자가 상기 제2 디바이스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상기 이미지에 관한 설명을
상기 제2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제2 디바이스는, 상기 설명을 전달받은 상
기 제2 디바이스의 사용자로부터의, 상기 전송된 이미지와 상기 이미지에 관한 설명의
일치 여부에 대한 입력에 따라, 상기 공개키를 이용하여 비밀키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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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웹

서비스

사용자

인증

방법(METHOD

FOR

WEB

SERVICE

USER

AUTHENTICATION)

출원 일자

2012-05-24

출원 번호

2012-0055413

등록 일자

2014-03-31

등록 번호

1381789

주발명자

홍만표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은 높은 보안 강도를 제공하면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웹 서비스 사용자 인증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웹 서비스 사용자 인증 방법은, 웹 서비스의 웹 서버는 웹
브라우저 화면 상에 웹 서비스의 인증 서버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포함하는 코드를
표시하는 단계; 사용자가 인증 기기를 이용해 상기 웹 브라우저 화면 상의 코드를 촬영하면, 상

요

약

기 인증 기기는 상기 코드에 있는 웹 서비스의 인증 서버 URL을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의 인증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인증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인증 기기
는 인증 정보를 암호화한 인증 토큰을 생성하여 상기 코드에 있는 웹 서비스의 인증 서버 URL
로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웹 서비스의 인증 서버는 수신한 인증 토큰을 복호화한 결과를 확인
하여 정상적인 메시지이고 정상적인 사용자의 로그인 시도라고 확인되면 웹 서비스의 웹 서버에
정상 인증되었음을 알리는 단계; 를 포함한다.
웹 서비스의 웹 서버는 웹 브라우저 화면 상에 웹 서비스의 인증 서버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포함하는 코드를 표시하는 단계;사용자가 인증 기기를 이용해 상기 웹 브라우저 화면
상의 코드를 촬영하면, 상기 인증 기기는 상기 코드에 있는 웹 서비스의 인증 서버 URL을 확인
하여 상기 사용자의 인증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인증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인증 기기는 인증 정보를 암호화한 인증 토큰을 생성하여 상기 코드에 있는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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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인증 서버 URL로 전달하는 단계; 및상기 웹 서비스의 인증 서버는 수신한 인증 토큰을
복호화한 결과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메시지이고 정상적인 사용자의 로그인 시도라고 확인되면
웹 서비스의 웹 서버에 정상 인증되었음을 알리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코드는 웹 서비스의 인
증 서버의 URL, 웹 서비스의 공개 키, 및 임의의 비트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서비스 사용자 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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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중심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 거부 공격 탐지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OF DETECTING DENIAL OF SERVICE IN CONTENT CENTRIC
NETWORK)

출원 일자

2013-05-28

출원 번호

2013-0060327

등록 일자

2014-06-13

등록 번호

1409758

주발명자

노병희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 거부 공격 탐지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서비스 거부공격 탐지장치는 단위시간마다 Interest 수신 개수 및 Data 발신 개수를
저장하는 저장부; n번째 단위시간에서의 Interest 수신 개수 및 Data 발신 개수에 따른 수신
Interest 확률분포 및 발신 Data 확률분포와, n-1번째 단위시간까지의 Interest 수신 개수 및 Data
발신 개수에 따른 수신 Interest 확률분포 및 발신 Data 확률분포 각각의 집합인 수신 Interest
확률분포 시퀀스 및 발신 Data 확률분포 시퀀스를 이용하여, 상기 n번째 단위시간에서의

요

약

Interest 및 Data의 유입비율 변화를 나타내는 헬링거 거리(Hellinger Distance)의 제곱 값을 계산
하고 상기 헬링거 거리의 제곱 값을 지수가중이동평균하는 유입 비율 변화 계산부; 상기 n-1번
째 단위시간까지의 Interest 및 Data의 유입변화를 나타내는 헬링거 거리의 제곱 값들의 산술평
균, n-1번째 단위시간에서의 Interest 및 Data의 유입비율 변화인 헬링거 거리의 제곱 값을 지수
가중이동평균한 값 및 n-1번째 단위시간에서 Interest 수신 개수 및 Data 발신 개수의 비율을 이
용하여, 상기 n번째 단위시간에서의 서비스 거부 공격 여부 판단 기준인 동적 임계치를 계산하
는 임계치 계산부; 및 상기 동적 임계치와 상기 지수가중이동평균 된 헬링거 거리의 제곱 값을
비교하여 서비스 거부 공격의 발생 여부를 탐지하는 탐지부를 포함한다.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Content Centric Network)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 탐지장치에 있어서, 단위
시간마다 Interest 수신 개수 및 Data 발신 개수를 저장하는 저장부; n번째 단위시간에서의
Interest 수신 개수 및 Data 발신 개수에 따른 수신 Interest 확률분포 및 발신 Data 확률분포와,
n-1번째 단위시간까지의 Interest 수신 개수 및 Data 발신 개수에 따른 수신 Interest 확률분포
및 발신 Data 확률분포 각각의 집합인 수신 Interest 확률분포 시퀀스 및 발신 Data 확률분포
시퀀스를 이용하여, 상기 n번째 단위시간에서의 Interest 및 Data의 유입비율 변화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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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링거 거리(Hellinger Distance)의 제곱 값을 계산하고 상기 헬링거 거리의 제곱 값을 지수가중
이동평균하는 유입 비율 변화 계산부;상기 n-1번째 단위시간까지의 Interest 및 Data의 유입변화
를 나타내는 헬링거 거리의 제곱 값들의 평균, n-1번째 단위시간에서의 Interest 및 Data의 유입
비율 변화인 헬링거 거리의 제곱 값을 지수가중이동평균한 값 및 n-1번째 단위시간에서 Interest
수신 개수 및 Data 발신 개수의 비율을 이용하여, 상기 n번째 단위시간에서의 서비스 거부 공격
여부 판단 기준인 동적 임계치를 계산하는 임계치 계산부; 및상기 동적 임계치와 상기 지수가중
이동평균 된 헬링거 거리의 제곱 값을 비교하여 서비스 거부 공격의 발생 여부를 탐지하는 탐지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 탐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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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

필터를

이용한

ＳＩＰ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장치

및

방법

(COUNTERMEASURE APPARATUS AND METHOD AGAINST SIP FLOODING
ATTACKS USING A BLOOM FILTER)

출원 일자

2012-10-24

출원 번호

2012-0118408

등록 일자

2014-03-31

등록 번호

1381614

주발명자

노병희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블룸필터를 이용한 SIP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P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장치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서버
를 통하여 세션이 정상적으로 맺어질 때마다 해당 세션의 세션 정보를 블룸필터
(Bloom filter)에 기록하여 화이트리스트(whitelist)를 구성하는 화이트리스트 관리부; 네
요

약

트워크로부터 단위 시간주기(time period)마다 SIP 서버로 유입되는 SIP 메시지들 각각
에 포함된 세션 정보가 상기 화이트리스트에 비 포함되는 횟수에 기초하여 SIP 서비스
거부 공격의 발생 여부를 탐지하는 공격탐지부; 및 상기 SIP 서비스 거부 공격 발생
후에 SIP 서버로 유입되는 SIP 메시지 내 세션정보가 상기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는가
여부로써 상기 공격 발생 후에 SIP 서버로 유입되는 SIP 메시지를 선별(filtering)하는
선별부를 포함한다.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서버를 통하여 세션이 정상적으로 맺어질 때마다 해당
세션의 세션 정보를 블룸필터(Bloom filter)에 기록하여 화이트리스트(whitelist)를 구성
하는 화이트리스트 관리부;네트워크로부터 단위 시간주기(time period)마다 SIP 서버로
유입되는 SIP 메시지의 총 수와, 상기 단위 시간주기마다 SIP 서버로 유입되는 SIP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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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들 각각에 포함된 세션 정보가 화이트리스트에 비 포함되는 횟수인 비멤버쉽 발생
횟수의 비율에 대한 가중평균값에 기초하여 SIP 서비스 거부 공격의 발생 여부를 탐지
하는 공격탐지부; 및상기 SIP 서비스 거부 공격 발생 후에 SIP 서버로 유입되는 SIP 메
시지 내 세션정보가 상기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는가 여부로써 상기 공격 발생 후에 SIP
서버로 유입되는 SIP 메시지를 선별(filtering)하는 선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블룸 필터를 이용한 SIP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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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중심 네트워크 노드 및 그 노드의 서비스 거부공격 탐지방법(CONTENT
CENTRIC NETWORK NODE AND METHOD OF DETECTING DENIAL OF SERVICE
THEREIN)

출원 일자

2013-05-28

출원 번호

2013-0060328

등록 일자

2014-03-31

등록 번호

1381606

주발명자

노병희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 노드 및 그 노드의 서비스 거부공격 탐지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 노드는, Interest 및 Data의 유출입정보와
Interest 플러딩(flooding)으로 인한 서비스 거부공격의 발생판단기준인 임계치를 비교
하여 서비스 거부공격의 발생을 탐지하며,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로 Interest가 전송된
요

약

후 해당 Data가 도달될 때까지의 시간을 네트워크 혼잡 지표인 왕복시간으로 하고 상
기 왕복시간을 지수가중이동평균(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하여 재계산하
는 네트워크 혼잡지표 계산부; 와 상기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로 전송된 Interest가 상
기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 노드에 저장되는 한계시간인 타임아웃시간, 상기 재계산된
왕복시간 및 사용자가 설정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상기 임계치를 보정하는 임계치 보정
부를 포함한다.
Interest 및 Data의 유출입정보와 Interest 플러딩(flooding)으로 인한 서비스 거부공격
의 발생판단기준인 임계치를 비교하여 서비스 거부공격의 발생을 탐지하는 콘텐츠 중
심 네트워크 노드에 있어서,콘텐츠 중심 네트워크로 Interest가 전송된 후 해당 Data가
도달될 때까지의 시간을 네트워크 혼잡 지표인 왕복시간으로 하고 상기 왕복시간을 지

대표 구성

수가중이동평균(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하여 재계산하는 네트워크 혼잡
지표 계산부; 와 상기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로 전송된 Interest가 상기 콘텐츠 중심 네
트워크 노드에 저장되는 한계시간인 타임아웃시간, 상기 재계산된 왕복시간 및 사용자
가 설정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상기 임계치를 보정하는 임계치 보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 노드.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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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의 혼잡 상황을 통지/회피하는 방법 및 이
를

위한

메쉬

노드(METHOD

FOR

NOTIFYING/AVODING

CONGESTION

SITUATION OF DATA TRANSMISSION IN WIRELESS MESH NETWORK, AND MESH
NODE FOR THE SAME)

출원 일자

2010-08-20

출원 번호

2010-0080974

등록 일자

2014-10-29

등록 번호

1458245

주발명자

고영배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의 QoS(Quality of Service)를 지원하는 다중 경로 라
우팅 기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의 혼
잡 상황을 통지하고 회피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메쉬 노드에 관련된다. 본 발명의 실
시 예는 현재 멀티홉 경로상의 경로 혼잡도를 획득하여 데이터 전송을 다중 경로에 차
요

약

등 전송함으로써,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는 혼잡한
경로를 회피하여 이전보다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는 네트
워크의 전송 경로의 혼잡 상황에 따라 다중 큐를 분할하여 다중 경로로 차등 전송함으
로써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게이트웨이간의 경로 상에 존재하는 메쉬 노드에서 데
이터의 전송 혼잡 상황을 통지 및 회피하는 방법에 있어서,상기 다수의 게이트웨이로
부터 RANN(Route Announcement)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큐
에 상기 데이터가 누적된 정도에 따라 데이터 혼잡도를 산출하는 단계;상기 RANN 메
시지 내 경로 혼잡도와 상기 데이터 혼잡도를 비교하는 단계; 및상기 비교결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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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혼잡도가 상기 경로 혼잡도보다 큰 경우 상기 데이터 혼잡도를 상기 RANN 메
시지의 경로 혼잡도로 설정하여 상기 메쉬 노드와 동일 경로상의 다음 메쉬 노드로 송
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RANN 메시지는, RANN 플래그 필드 포맷 부분에 상기
메쉬 노드가 상기 데이터 혼잡도를 상기 경로 혼잡도로 설정할 수 있는 특정 필드를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의 혼잡 상황 통지/회피 방법.

대표 도면

108

발명의 명칭

102

사이버 물리시스템의 실시간 스케줄링 방법(REAL TIME SCHEDULING METHOD
OF CYBER PHYSICAL SYSTEM)

출원 일자

2013-01-30

출원 번호

2013-0010447

등록 일자

2014-07-15

등록 번호

1421603

주발명자

김재훈

소

산업공학과

속

사이버 물리시스템의 실시간 스케줄링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
이버 물리시스템의 실시간 스케줄링 방법은, 컴퓨팅 노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상대 노드들로부터 각각 물리적 요소정보 및 사이버 요소
요

약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컴퓨팅 노드가 상기 물리적 요소정보 및 사이버 요소정보들을
이용하여 다수의 상대 노드들에 대한 타스크 수행 순서를 스케줄링하는 단계; 및 컴퓨
팅 노드가 상기 스케줄링에 따라 다수의 상대 노드들에 대한 타스크를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컴퓨팅 노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상대 노드들로부터
각각 물리적 요소정보 및 사이버 요소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컴퓨팅 노드가 상기 물리
적 요소정보 및 사이버 요소정보들을 이용하여 다수의 상대 노드들에 대한 타스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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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순서를 스케줄링하는 단계; 및컴퓨팅 노드가 상기 스케줄링에 따라 다수의 상대 노
드들에 대한 타스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물리시스
템의 실시간 스케줄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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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물리시스템의 분산연장마감시간을 고려한 실시간 스케줄링 방법(REAL
TIME SCHEDULING METHOD OF CYBER PHYSICAL SYSTEM)

출원 일자

2013-01-30

출원 번호

2013-0010448

등록 일자

2014-07-15

등록 번호

1421601

주발명자

김재훈

소

산업공학과

속

사이버 물리시스템의 분산연장마감시간을 고려한 실시간 스케줄링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이버 물리시스템의 분산연장마감시간을 고려한 실시간 스
케줄링 방법은,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서비스 노드(Service Node)들이 네트
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사이버 물리시스템에 적용되며,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 중 임의
요

약

의 서비스 노드가 자신의 서비스(Service) 구역에서 이동하는 서비스 상대 노드
(Serviced Node)에게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서비스 구역에 설정된 서비스 수행
마감시간 내에 상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 와 임의의 서비스
노드가 상기 서비스를 서비스 수행 마감시간 내에 수행가능한 경우 상기 서비스를 처
리하며 수행가능하지 못한 경우 자신을 제외한 서비스 노드들에게 상기 서비스의 수행
을 요청하여 상기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서비스 노드(Service Node)들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사이버 물리시스템의 분산연장마감시간을 고려한 실시간 스케줄링 방법에 있어
서, 다수의 서비스 노드들 중 임의의 서비스 노드가 자신의 서비스(Service) 구역에서
이동하는 서비스 상대 노드(Serviced Node)에게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서비스
구역에 설정된 서비스 수행 마감시간 내에 상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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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 와임의의 서비스 노드가 상기 서비스를 서비스 수행 마감시간 내에 수행가능
한 경우 상기 서비스를 처리하며, 수행가능하지 못한 경우 상기 서비스 상대 노드의
이동방향에 위치한 서비스 노드들 중 상기 서비스 상대 노드의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행마감시간이 가장 긴 서비스 노드에게 상기 서비스의 수행을 요청하여 상기
서비스가 수행 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연장마감시간을
고려한 실시간 스케줄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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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음 구간과 무음 구간에서의 전송 주기가 변화하는 음성패킷 망 서비스에 적합
한 스케줄링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ADAPTIVE VOIP
SCHEDULING ACCORDING TO THE PACKET INTERARRIVAL PERIOD IN SILENCE
PERIOD AND TALKSPURT)

출원 일자

2007-09-03

출원 번호

2007-0088984

등록 일자

2014-02-25

등록 번호

1369342

주발명자

김재현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유음 구간과 무음 구간에서의 전송 주기가 변화하는 음성 패킷 망(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이하 'VoIP'라 칭함) 서비스에 적합한 스케줄링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유음
구간에서는 기지국으로부터 폴링 기법으로 음성 패킷의 전송을 위한 자원을 할당받고, 데이터
전송률의 변화에 따라 필요 대역폭을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필요한 만큼의 대역폭을 할당받는 과

요

약

정과, 무음 구간에서는 패킷 전송이 필요할 때마다 랜덤 접속을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필요 대
역폭이 포함된 음성 대역폭 요청 헤더를 전송하여 필요한 만큼의 대역폭을 할당받는 과정을 포
함하며, 상기 음성 대역폭 요청 헤더는, 하나 이상의 레인징 서브 채널 중 선택된 하나의 레인징
서브 채널에서 하나의 레인징 코드를 기반으로 변종된 후,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무선
자원에서의 추가적인 무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여 VoIP 사용자 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음 구간에서의 MAP 메시지의 오버헤드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단말의 대역폭 요청 방법에 있어서, 유음 구간에서는 기지국으로부터 폴링 기법으로 음성 패킷
의 전송을 위한 자원을 할당받고, 데이터 전송률의 변화에 따라 필요 대역폭을 기지국으로 전송
하여 필요한 만큼의 대역폭을 할당받는 과정과, 무음 구간에서는 패킷 전송이 필요할 때마다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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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 접속을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필요 대역폭이 포함된 음성 대역폭 요청 헤더를 전송하여 필요
한 만큼의 대역폭을 할당받는 과정을 포함하며,상기 음성 대역폭 요청 헤더는,하나 이상의 레인
징 서브 채널 중 선택된 하나의 레인징 서브 채널에서 하나의 레인징 코드를 기반으로 변종된
후,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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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위치기반 컨텐츠를 위한 위치기반 컨텐츠 중심 네트워킹 방법(LOCATION-BASED
CONTENT-CENTRIC NETWORKING METHOD FOR LOCATION-BASED CONTENTS)

출원 일자

2013-02-04

출원 번호

2013-0012476

등록 일자

2014-12-12

등록 번호

1474320

주발명자

고영배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위치기반 컨텐츠를 위한 위치기반 컨텐츠 중심 네트워킹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위치기반 컨텐츠 중심 네트워킹 방법은, 수집된 위치기
요

약

반 컨텐츠에 포함된 정보에 대응하는 계층적인 프리픽스(Prefix) 정보를 포함하도록 위
치기반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명명(Content Naming)을 수행하는 단계와, 위치기반 컨
텐츠의 프리픽스 정보를 기초로 위치기반 컨텐츠를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위치기반 컨텐츠를 위한 위치기반 컨텐츠 중심 네트워킹 방법에 있어서,수집된 상기
위치기반 컨텐츠에 포함된 정보에 대응하는 계층적인 프리픽스(Prefix) 정보를 포함하도
록 상기 위치기반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명명(Content Naming)을 수행하는 제1단계;상
기 위치기반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Interest)를 수신하는 제2 단계; 및상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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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컨텐츠의 프리픽스 정보를 기초로 상기 위치기반 컨텐츠를 전달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제3 단계는,상기 위치기반 컨텐츠를 주위에 광고하기 위하여 주변 노드
에 상기 위치기반 컨텐츠를 전송하거나,상기 사용자가 요청한 위치기반 컨텐츠의 획득
을 위하여 상기 사용자의 요청(Interest)을 주변 노드에 전송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컨텐츠 중심 네트워킹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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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컨텐츠 중심 네트워킹 환경에서 노드들 사이의 통신 방법 및 노드(A node and a
method of communicating among a plurality of nodes in content-centric
networking environment)

출원 일자

2013-11-29

출원 번호

2013-0146863

등록 일자

2014-12-11

등록 번호

1473868

주발명자

고영배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컨텐츠 중심 네트워킹 환경에서 노드들 사이의 통신 방법 및 노드를 제공한다. 특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 중 일부 노드를 릴레이 노드로 선정하여 인터레스트 메시
지 및 데이터 메시지가 상기 릴레이 노드를 집중 경유하여 전달되도록 하고, 상기 릴
요

약

레이 노드 중에서 퍼블리셔 릴레이 노드를 선정하여 상기 퍼블리셔 릴레이 노드만이
상기 네트워크 전체로 플러딩되는 멀티홉 컨테츠 어나운스 메시지를 생성 및 브로드캐
스트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하며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킬 수 있
는 컨텐츠 중심 네트워킹 환경에서 노드들 사이의 통신 방법 및 노드를 제공한다.
복수의 노드들이 각각, 자신으로부터 2홉 내에 인접하는 이웃노드에 대한 토폴로지 정
보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릴레이 노드를 선정하는 단계;상기 선정된 릴레이 노드
들이 각각, 자신이 퍼블리셔(publisher) 릴레이 노드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및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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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된 퍼블리셔 릴레이 노드들이 각각, 자신의 1홉 이웃노드의 컨텐츠 정보를 포함하
는 멀티홉 컨텐츠 어나운스(multi-hop content announce) 메시지를 생성하고, 상기 선
정된 릴레이 노드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노드들로 상기 멀티홉 컨텐츠 어나운스 메시
지를 브로드캐스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컨텐츠 중심 네트워킹 환경에서 노드들 사이
의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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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다중채널 다중라디오 다중레이트 다중세션 무선 다중홉 네트워크에서의 네트워
크 코딩 및 자원 할당 방법(NETWORK CODING AND RESOURCE ALLOCATION
METHOD FOR MULTICHANNEL MULTIRADIO MULTIRATE MULTISESSION
WIRELESS MULTIHOP NETWORK)

출원 일자

2014-05-09

출원 번호

2014-0055921

등록 일자

2014-11-27

등록 번호

1468694

주발명자

윤원식

소

속

전자공학과

본 발명은 다중채널 다중라디오 다중레이트 다중세션 무선 다중홉 네트워크에서의 네
트워크 코딩 및 자원 할당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다중채널 다중라디오 다중
레이트 다중세션 무선 다중홉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 유틸리티 최적화 프레임워
크를 라그랑주 이중 함수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제어부가 상기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
드에서 모든 세션에 대해 듀얼 변수의 합 정보를 구하는 제1 단계와, 상기 듀얼 변수
요

약

의 합 정보를 바탕으로 값이 가장 큰 노드부터 채널 할당을 시작하는 제2 단계와, 상
기 채널이 할당된 전송 노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디오의 수가 0이 될 때까지 라디오
를 하나씩 감소시키며 채널 할당을 수행하는 제3 단계 및 상기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
드가 종료될 때까지 상기 제2 단계로 돌아가 상기 듀얼 변수의 합 정보를 바탕으로 다
음 우선순위의 노드에 대하여 채널 할당을 수행하고 상기 제3 단계를 반복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한다.
다중채널 다중라디오 다중레이트 다중세션 무선 다중홉 네트워크 환경에서,네트워크
유틸리티 최적화 프레임워크를 라그랑주 이중 함수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제어부가 상
기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에서 모든 세션에 대해 듀얼 변수의 합 정보를 구하는 제1
단계;상기 듀얼 변수의 합 정보를 바탕으로 값이 가장 큰 노드부터 채널 할당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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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2 단계;상기 채널이 할당된 전송 노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디오의 수가 0이
될 때까지 라디오를 하나씩 감소시키며 채널 할당을 수행하는 제3 단계; 및상기 네트
워크상의 모든 노드가 종료될 때까지 상기 제2 단계로 돌아가 상기 듀얼 변수의 합 정
보를 바탕으로 다음 우선순위의 노드에 대하여 채널 할당을 수행하고 상기 제3 단계를
반복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채널 다중라디오 다중레이트
다중세션 무선 다중홉 네트워크에서의 네트워크 코딩 및 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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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을 가속하는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accelerating of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출원 일자

2012-08-24

출원 번호

2012-0092708

등록 일자

2014-03-07

등록 번호

1374062

주발명자

김재현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위성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네이티브 세그먼트를 송신할 때, 여분의 네트워크 코딩된
세그먼트를 추가로 전송해서 만약 네이티브 세그먼트가 무선 채널 에러에 의해 손실되었다 할지
라도 여분의 네트워크 코딩된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복구하는 위성통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

요

약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여분의 네트워크 코딩된 세그먼트의 수(R)를 위성 통신의 여분의 자
원량와 패킷 오류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최적의 여분의 네트워크 코딩된 세그먼트의 수(R)를 결
정할 수 있다.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송신장치로부터 네이티브 세그먼트들을
수신하면 상기 네이티브 세그먼트들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위성통신 수신장치로 송신하는 단계;
위성의 자원할당 정보를 수신하고, 네이티브 세그먼트 전송에 필요한 자원을 계산해서 상기 수
신한 상기 위성의 자원할당 정보에서 여분의 자원을 계산하는 단계;상기 여분의 자원으로 생성
할 수 있는 여분의 네트워크 코딩(NC-R; Network-coded redundancy) 세그먼트의 수(R1)를 확인
하는 단계;상기 위성통신 수신장치로 상기 네이티브 세그먼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
킷 오류율을 계산하는 단계;상기 패킷 오류율에 따라 기설정된 NC-R 세그먼트의 수(R2)를 확인
하는 단계;상기 여분의 자원으로 생성할 수 있는 상기 NC-R 세그먼트의 수(R1)가 상기 패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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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율에 따라 기설정된 상기 NC-R 세그먼트의 수(R2)보다 크면 상기 패킷 오류율에 따라 기설정
된 상기 NC-R 세그먼트의 수(R2)를 NC-R 세그먼트의 수(R)로 결정하고, 상기 여분의 자원으로
생성할 수 있는 상기 NC-R 세그먼트의 수(R1)가 상기 패킷 오류율에 따라 기설정된 상기 NC-R
세그먼트의 수(R2)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여분의 자원으로 생성할 수 있는 상기 NC-R 세그먼
트의 수(R1)를 상기 NC-R 세그먼트의 수(R)로 결정하는 단계;상기 메모리에 네이티브 세그먼트
가 기설정된 수(B)만큼 저장되면 저장된 네이티브 세그먼트들을 이용해서 상기 결정된 상기
NC-R 세그먼트의 수(R)에 해당하는 개수의 NC-R 세그먼트를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생성된 상
기 NC-R 세그먼트를 상기 위성통신 수신장치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위성 통신 시스템의
위성통신 송신장치에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을 가속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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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네트워크의 제한된 영역에서 ｋ-최근접 질의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분
산

기법(A DISTRIBUTED

METHOD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CONSTRAINED k-NEAREST NEIGHBOR QUERIES IN ROAD NETWORKS)
출원 일자

2012-07-12

출원 번호

2012-0076043

등록 일자

2014-07-15

등록 번호

1421671

주발명자

정태선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은 k-최근접 질의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분산 기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
세하게는 도로 네트워크의 제한된 영역에서 클라이언트 단말이 머물고 있는 활성 도로
위에 있는 객체에 관한 정보를 요청 받은 서버의 질의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및 장치
요

약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서버가 질의 처리뿐만 아니라 단말과 임의의 객체에 대한
거리계산을 포함하는 전 과정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버가 수행했던 작업의
일부를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수행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산 기법을
통하여, 서버의 계산 비용을 줄이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통신비용을 줄이는 것
이 목적이다.
k-최근접 질의 결과를 분석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에 있어서,상기 단말이 머물고 있는 활
성 도로 위에 있는 객체에 관한 정보 및 상기 활성 도로의 양쪽 교차로에서 예비 k-최
근접 질의를 했을 때의 결과인 상기 양쪽 교차로에서의 근접 객체 정보를 서버에 요구
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객체 정보 요청부;상기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활성 도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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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객체에 관한 정보 및 상기 활성 도로의 양쪽 교차로에서 상기 예비 k-최근접
질의를 했을 때의 결과인 상기 양쪽 교차로에서의 근접 객체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활
성 도로 위의 임의의 지점에서 최종적인 k-최근접 질의를 했을 때의 결과를 분석하는
질의 결과 연산부;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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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무선 네트워크 상의 혼잡을 줄이는 네트워크 관리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of Network Management for Mitigating Conges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

출원 일자

2012-01-09

출원 번호

2012-0002396

등록 일자

2014-02-12

등록 번호

1364705

주발명자

김기형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분산시켜 혼잡을 경감하는 네트워크 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여유 버퍼 크기가 크고 클러스터 내의 센서 노드의 배
치에 따른 트래픽/패킷 수용 능력이 뛰어난 게이트웨이를 우회 게이트웨이로 선택할
요

약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우회 게이트웨이가 congestion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혼잡한 게이트웨이의 클러스터로부터 노드/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서버와 각 게이트웨이가 상호 협력하에 지능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여 보다 정교
한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하다.
각각이 하나의 클러스터에 대응하고, 상기 각각의 혼잡도를 확인하는 복수의 게이트웨
이들; 및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들로부터 상기 혼잡도를 수신하여 혼잡한 게이트웨이
를 식별하는 중앙서버;를 포함하고,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각각의 가용 버퍼 크기와 상기 각각에 대응하는 클러스터의 패킷 수용 능력을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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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기 중앙서버로 전송하고,상기 중앙서버는 상기 가용 버퍼 크기와 상기 패킷 수용
능력을 이용하여 상기 식별된 혼잡한 게이트웨이에 대응하는 우회 가능한 이웃 게이트
웨이를 선택하고, 상기 복수의 게이트웨이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상기 각각에 대응
하는 클러스터 내의 센서 노드들의 분포를 이용하여 상기 패킷 수용 능력을 계산하는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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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할당을 최적화하는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자원 할당 장치 및 방법
(RESOURCE ALLOCATION APPARATUS AND METHOD OPTIMIZING SESSION
ALLOCATION FOR WIRELESS NETWORK)

출원 일자

2013-12-12

출원 번호

2013-0155033

등록 일자

2014-11-27

등록 번호

1468693

주발명자

윤원식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멀티채널 멀티세션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자원 할당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복
수 개의 전송 세션 및 복수 개의 전송 채널 각각에 대하여 각 전송 노드의 브로드캐스트 레이트
를 산출하는 단계 및 각 노드에 채널을 할당하고 각 세션에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요

약

구성되며, 본 발명에 따르면, 멀티채널 멀티세션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각 전송 세션의 플로우
제어 계수와 각 링크의 링크 코스트 및 각 노드의 혼잡 가격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적의
유니캐스트 세션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네트워크 이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전송 노드가 동시에 복수 개의 전송 채널을 통해 패킷을 전송할
수 있고, 복수 개의 전송속도 중 어느 하나의 전송속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 개의 전송 세
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채널 멀티세션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상기 복수 개의 전송
세션 각각에 대하여 각 노드의 플로우 제어 계수를 산출하는 단계;상기 복수 개의 전송 세션 각
각에 대하여 각 전송 채널을 사용하는 각 링크의 링크 코스트를 산출하는 단계;상기 복수 개의

대표 구성

전송 세션 각각에 대하여 각 전송 채널을 사용하는 각 노드의 혼잡 가격을 산출하는 단계;상기
복수 개의 전송 세션 및 상기 복수 개의 전송 채널 각각에 대하여 상기 각 전송 노드의 브로드
캐스트 레이트를 산출하는 단계;상기 각 전송 노드에 대해 전송 채널을 할당하는 단계; 및상기
각 전송 채널의 각 세션에 대해 상기 플로우 제어 계수, 링크 코스트, 혼잡 가격, 브로드캐스트
레이트, 각 노드의 전송속도 및 각 세션 링크의 전송 확률에 근거하여 패킷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자원 할당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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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발명의 명칭

멀티채널 멀티세션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자원 할당 장치 및 방법(RESOURCE
ALLOCATION APPARATUS AND METHOD FOR MULTICHANNEL MULTISESSION
WIRELESS NETWORK)

출원 일자

2013-02-14

출원 번호

2013-0015920

등록 일자

2014-08-21

등록 번호

1435190

주발명자

윤원식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멀티채널 멀티세션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자원 할당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
으로서 복수 개의 전송 세션 및 복수 개의 전송 채널 각각에 대하여 각 전송 노드의
브로드캐스트 레이트를 산출하는 단계 및 각 노드에 채널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요

약

구성되며, 본 발명에 따르면, 멀티채널 멀티세션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각 전송 세션
의 플로우 제어 계수와 각 링크의 링크 코스트 및 각 노드의 혼잡 가격을 계산하고 이
에 기초하여 각 노드의 브로드캐스트 레이트를 결정하고 각 노드에 채널을 할당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이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멀티채널 멀티세션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a) 전송 세션 각각에 대한 플로우 제어 계
수와 각 전송 노드 간의 각 링크의 링크 코스트에 기초하여 상기 전송 세션 및 전송
채널 각각에 대하여 상기 각 링크의 플로우 레이트를 산출하는 단계; b) 상기 각 전송
노드의 혼잡 가격 및 상기 각 링크의 링크 코스트에 기초하여 상기 전송 세션 및 상기
전송 채널 각각에 대한 상기 각 전송 노드의 브로드캐스트 레이트를 산출하는 단계; c)

대표 구성

상기 각 전송 노드의 혼잡 가격에 기초하여 상기 각 전송 노드에 대해 전송 채널을 할
당하는 단계;d) 상기 전송 채널의 할당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각 링크의 상기 플로우
레이트를 갱신하는 단계;e) 상기 갱신된 각 링크의 상기 플로우 레이트와 상기 산출된
각 전송 노드의 상기 브로드캐스트 레이트에 근거하여 상기 각 링크의 상기 링크 코스
트를 갱신하는 단계; 및f) 상기 단계 a) 내지 e) 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채널
멀티세션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자원 할당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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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멀티레이트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전송방법(METHOD FOR DATA
TRANSMISSION IN MULTIRATE MULTIHOP WIRELESS NETWORK)

출원 일자

2012-05-16

출원 번호

2012-0052227

등록 일자

2014-03-11

등록 번호

1375365

주발명자

윤원식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멀티레이트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전송방법에 관한 것으로,
복수 개의 전송속도 중 어느 하나의 전송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레이트 환경에서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전송 노드가 복수 개의 전송속도 각각에 대한 유
효전송속도를 산출하는 단계 및 각 전송노드가 유효전송속도에 기초하여, 복수 개의
요

약

전송속도 중 유효전송속도가 가장 높은 전송속도를 최적전송속도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본 발명에 따르면, 멀티레이트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에서 인트라세
션 네트워크 코딩 방식을 사용하여 각 전송 노드가 유효전송속도가 최대인 최적전송속
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처리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복수 개의 전송속도 중 어느 하나의 전송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레이트 환경에서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전송 노드가 상기 복수 개의 전송속도 각각에 대
한 유효전송속도를 산출하는 단계; 및상기 각 전송노드가 상기 유효전송속도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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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기 복수 개의 전송속도 중 상기 유효전송속도가 가장 높은 전송속도를 최적전송
속도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레이트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전
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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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114

영상 통화 서비스에서 전송 자원 할당 방법 및 시스템(A method for allocation
resource in a video telephony service and a system thereof)

출원 일자

2008-10-06

출원 번호

2008-0097719

등록 일자

2014-12-24

등록 번호

1478243

주발명자

김재현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영상 통화 서비스의 자원 할당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단말의 코덱 정보를 얻는 과정과, 기지국이 코덱 정보에 따라 프레임 종류
별로 전송 자원을 할당하는 과정과, 기지국이 상기 프레임 종류별로 할당된 전송 자원
을 나타내는 맵 메시지를 상기 영상 코덱 정보의 GOP 순서에 따라 각 프레임에 대해
요

약

프레임 발생간격(Frame interval)마다 단말에 전송하는 과정과, 단말이 상기 맵 메시지
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통화 서비스의
자원 할당 방법 및, 코덱 정보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말; 및 상기 코덱 정보를 수신
하여 수신한 코덱 정보의 GOP 패턴에 따라 GOP 순서로 각 프레임에 대해 프레임 발
생간격(Frame interval)마다 전송 자원을 할당하는 기지국;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통화 서비스의 자원 할당 시스템을 제공한다.
영상 통화 서비스의 자원 할당 방법에 있어서, 단말의 코덱 정보를 얻는 과정과, 기지
국이 코덱 정보에 따라 프레임 종류별로 전송 자원을 할당하는 과정과, 기지국이 상기
프레임 종류별로 할당된 전송 자원을 나타내는 맵 메시지를 상기 영상 코덱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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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순서에 따라 각 프레임에 대해 프레임 발생간격(Frame interval)마다 단말에 전송
하는 과정과, 단말이 상기 맵 메시지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통화 서비스의 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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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115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 시스템 및 다중 경로 설정 방법(Wireless ad hoc network
system and method for setting multi-path thereof)

출원 일자

2012-11-16

출원 번호

2012-0130213

등록 일자

2014-03-31

등록 번호

1381807

주발명자

강경란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다중 경로 설정 방법은,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로의 다중 경로를 설정하기 위하여 상기 소스 노드로부터 상기 목적지 노
드로 제1 노드 및 제2 노드를 거쳐 RREQ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기 RREQ 메
시지는 네트워크 코딩 기회를 나타내기 위한 제1 필드 및 제2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노드가 상기 제2 노드로 상기 RREQ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상기 제2 노드로
요

약

부터 상기 제1 노드로의 경로가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제1 노드는 상기 RREQ 메시지
의 제1 필드를 초기값 이외의 제1 값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노드로부터 상
기 RREQ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제2 노드가 상기 RREQ 메시지를 제3 노드로 전달하
고자 할 때 상기 제3 노드로부터 상기 제2 노드로의 경로가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제
2 노드는 상기 RREQ 메시지의 제2 필드를 초기값 이외의 제2 값으로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다중 경로 설정 방법에 있어서,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로의 다중 경로를 설정하기 위하여 상기 소스 노드로부터 상기 목적지 노드로 제1
노드 및 제2 노드를 거쳐 RREQ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상기 RREQ 메시지는 네
트워크 코딩 기회를 나타내기 위한 제1 필드 및 제2 필드를 포함하고,상기 제1 노드가
상기 제2 노드로 상기 RREQ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상기 제2 노드로부터 상기
제1 노드로의 경로가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제1 노드는 상기 RREQ 메시지의 제1 필

대표 구성

드를 초기값 이외의 제1 값으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제1 노드로부터 상기 RREQ 메시
지를 수신한 상기 제2 노드가 상기 RREQ 메시지를 제3 노드로 전달하고자 할 때 상
기 제3 노드로부터 상기 제2 노드로의 경로가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제2 노드는 상기
RREQ 메시지의 제2 필드를 초기값 이외의 제2 값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상기 제1 노
드로부터 상기 RREQ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제2 노드가 상기 RREQ 메시지를 상기 제
3 노드로 전달하고자 할 때 상기 제3 노드로부터 상기 제2 노드로의 경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제2 노드는 상기 RREQ 메시지의 상기 제1 필드를 초기값으로 설정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설정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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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타임 슬롯 스케줄링 장치(Scheduling apparatus for time slot)

출원 일자

2012-11-29

출원 번호

2012-0137184

등록 일자

2014-08-14

등록 번호

1432900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타임 슬롯 스케줄링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공중 전술 네트워크 상에서 운
영되고 있는 TDMA 기반의 브로드캐스팅 시 각 노드간의 긴 거리에 따른 긴 전파지연
으로 인하여 보호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타임 슬롯 스케줄링 장치에 관한
요

약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노드의 위치정보에 따른 각 노드간의 전파지연을 계산함으로써
각 타임 슬롯 길이를 계산하는 타임 슬롯 길이 계산수단, 및 각 노드의 전송순서를 생
성하는 전송순서 생성수단을 포함하고, 타임 슬롯 길이는 전송순서에 기초하여 계산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임 슬롯 스케줄링 장치가 개시된다.
각 노드의 위치정보에 따른 각 노드간의 전파지연을 계산함으로써 각 타임 슬롯 길이
를 계산하는 타임 슬롯 길이 계산수단, 및각 노드의 전송순서를 생성하는 전송순서 생

대표 구성

성수단을 포함하고,상기 타임 슬롯 길이는 상기 전송순서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임 슬롯 스케줄링 장치.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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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발명의 명칭

무선 센서 네트워크상의 지연전송을 개선하기 위한 슈퍼프레임 스케줄링 방법
(METHOD OF SUPERFRAME SCHEDULING FOR ENHANCED TRANSMISSION
DELAY IN WIRELESS SENSOR NETWORKS)

출원 일자

2012-12-10

출원 번호

2012-0142567

등록 일자

2014-06-12

등록 번호

1409461

주발명자

김기형

소

정보컴퓨터공학과

속

본 발명은 무선 네트워크상의 지연전송을 개선하기 위한 슈퍼프레임 스케줄링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슈퍼프레임 스케줄링 프로토콜에서 슈퍼프레임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코디네이터들은 네
요

약

트워크 토폴로지에 의하여 다양한 슈퍼프레임 활성구간(SD)을 가질 수 있다. 지나치게
긴 SD는 다른 코디네이터들의 데이터 전송을 지연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발명의 네트워크 스케줄링 방법은 코디네이터의 긴 SD를 감지하여, 긴 SD를 시간 분
할하여 다른 코디네이터들에게 데이터 전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스루풋을 향상시킨다.
네트워크 상의 복수의 코디네이터들을 둘 이상의 그룹들로 그룹핑하는 단계;상기 그룹
핑된 각 그룹내에 속하는 복수의 코디네이터들 각각으로부터 슈퍼프레임 활성구간
(Superframe Duration)을 획득하는 단계;상기 복수의 코디네이터들 각각으로부터 획득
된 상기 슈퍼프레임 활성구간의 기준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상기 분할된 각 그룹 내에
서 속하는 복수의 코디네이터들 중에서, 상기 기준 길이보다 길거나 같은 길이의 긴

대표 구성

슈퍼프레임 활성구간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 코디네이터와, 상기 기준 길이
보다 짧은 길이의 짧은 슈퍼프레임 활성구간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코디네
이터를 선택하는 단계;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코디네이터의 상기 짧은 슈퍼프레
임 활성구간을 이용하여, 상기 긴 슈퍼프레임 활성구간을 제1 구간과 제2 구간으로 분
할하는 단계; 및상기 분할된 제2 구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코디네이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스
케줄링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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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118

애드혹 네트워크의 시간 슬롯 할당 방법(Time slot assignment method of
ad-hoc network)

출원 일자

2012-11-29

출원 번호

2012-0137191

등록 일자

2014-06-26

등록 번호

1414924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패킷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노드에게 시간 슬롯을 할
당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신규노드가 사용하고자 하는
타겟슬롯을 인접하는 이웃노드가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감지단계와, 타겟
슬롯을 이웃노드가 사용중인 것으로 감지되면, 신규노드의 우선순위가 타겟슬롯을 사
요

약

용중인 이웃노드의 우선순위보다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우선순위판단단계, 신규노드
의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이웃노드와 인위적인 패킷 충돌을 발생시키는 충돌발생단계,
충돌을 감지한 우선순위가 낮은 이웃노드는 자신의 슬롯사용을 중지하고, 타겟슬롯을
신규노드에게 할당하는 슬롯할당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신규노드가 사용하고자 하는 타겟슬롯을 인접하는 이웃노드가 사
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감지단계와;타겟슬롯을 이웃노드가 사용중인 것으로
감지되면, 신규노드의 우선순위가 타겟슬롯을 사용중인 이웃노드의 우선순위보다 높은
지 여부를 판단하는 우선순위판단단계;신규노드의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이웃노드와

대표 구성

인위적인 패킷 충돌을 발생시키는 충돌발생단계;충돌을 감지한 우선순위가 낮은 이웃
노드는 자신의 슬롯사용을 중지하고, 타겟슬롯을 신규노드에게 할당하는 슬롯할당단계;
를 포함하는 애드혹 네트워크의 시간 슬롯 할당 방법.

대표 도면

125

119
발명의 명칭

애드혹 네트워크의 시분할 다중접속 프레임 구조 및 이를 이용한 동적 시간 슬
롯 할당 방법(TDMA frame structure of Ad-Hoc network and dynamic time slot
assignment method using the same)

출원 일자

2012-11-29

출원 번호

2012-0137188

등록 일자

2014-06-24

등록 번호

1413777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의 충돌 발생확률을 회피하기 위한 시분할 다
중 접속 프레임 구조와 이를 이용하여 노드의 동적 시간 슬롯을 할당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시분할 다중 접속 프레임 구조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
어신호로 구성되는 시그널구간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구간을 포함하는 다수의
반복되는 서브프레임으로 구성되고, 상기 시그널구간은,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전
요

약

송노드가 슬롯할당을 요청하는 요청(request) 미니슬롯과, 해당 서브프레임에서 노드가
사용하는 슬롯정보와 1-홉 이웃노드의 슬롯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information) 미
니슬롯, 상기 정보 미니슬롯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전송노드에게 할당
할 시간 슬롯을 이웃 노드에게 제안하기 위한 제안(suggestion) 미니슬롯, 그리고 상기
제안 미니슬롯에서 상기 전송노드가 제안한 시간 슬롯 할당에 응답하기 위한 응답
(reply) 미니슬롯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어신호로 구성되는 시그널구간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구
간을 포함하는 다수의 반복되는 서브프레임으로 구성되고, 상기 시그널구간은,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전송노드가 슬롯할당을 요청하는 요청(request) 미니슬롯과;해당 서브
프레임에서 노드가 사용하는 슬롯정보와 1-홉 이웃노드의 슬롯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information) 미니슬롯;상기 정보 미니슬롯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표 구성

전송노드에게 할당할 시간 슬롯을 이웃 노드에게 제안하기 위한 제안(suggestion) 미니
슬롯; 그리고상기 제안 미니슬롯에서 상기 전송노드가 제안한 시간 슬롯 할당에 응답
하기 위한 응답(reply) 미니슬롯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전송노드가 상기 제안 미니
슬롯을 통해 제안한 시간 슬롯 할당을 인지한 이웃 노드는, 상기 시간 슬롯 할당에 동
의하면 침묵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상기 응답 미니슬롯을 통해 톤(tone) 신호를 발생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드혹 네트워크의 시분할 다중접속 프레임 구조.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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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120

슬롯 상태 정보를 사용하여 트래픽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랜덤 접속 방법
(Random access method for traffic priority using slot state information)

출원 일자

2012-11-29

출원 번호

2012-0137194

등록 일자

2014-08-14

등록 번호

1432902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프레임에서의 슬롯 상태 정보를 세분화하고, 입력
트래픽의 우선순위에 따라 랜덤 접속하는 슬롯을 다르게 선택함으로써, 랜덤 접속시
접속 확률을 높이도록 하는 랜덤 접속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로 간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는 다수의 복제 패킷을 전송한 후, 간섭 제거 방법에 의해 충돌이 발생
요

약

하는 패킷을 복구하고, 간섭 제거 후의 슬롯 상태를 세분화하여, 트래픽의 우선 순위에
따라 랜덤 선택하는 슬롯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패킷과 동일한 정보를 갖는 다수의 복제 패킷을 전송한 후, 상기 복제 패킷 각
각에 포함된 상기 복제 패킷들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간섭 제거 방법에 의해 충돌이
발생하는 패킷을 복구하고, 간섭 제거 후의 슬롯 상태를 세분화하여,트래픽의 우선 순
위에 따라 랜덤 선택하는 슬롯세트를 다르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접속 방법.
대표 구성

대표 도면

127

발명의 명칭

121

위성 통신에서의 랜덤 접속 부하 제어 방법(Random access load control method
of satellite communication)

출원 일자

2012-11-29

출원 번호

2012-0137192

등록 일자

2014-06-10

등록 번호

1408455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이전 프레임에서의 슬롯 상태 정보를 세분화하여 위성터
미널의 랜덤 접속시 접속 확률을 높이도록 하는 부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로 간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는 다수의 복제 패킷을 전송한 후, 간섭 제거 방
법에 의해 충돌이 발생하는 패킷을 복구하고, 간섭 제거 후의 슬롯 상태에 따라 입력
요

약

트래픽을 제어하도록 한다.

하나의 패킷과 동일한 정보를 갖는 다수의 복제 패킷을 전송한 후, 상기 복제 패킷 각
각에 포함된 상기 복제 패킷들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간섭 제거 방법에 의해 충돌이
발생하는 패킷을 복구하고,간섭 제거 후의 슬롯 상태를 단일 접속(Single Access), 디코
딩 성공(Successfully Decoded), 디코딩 실패(Unsuccessfully Decoded), 그리고 미접속
대표 구성

(No Access)의 상태로 구분하여 입력 트래픽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접
속 부하 제어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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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122

위성 통신 네트워크 접속 방법(Access method of 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

출원 일자

2012-11-29

출원 번호

2012-0137195

등록 일자

2014-02-20

등록 번호

1368018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랜덤접속프레임과 요구할당프레임의 주파수를 달리하여 구성하고, 요구할당
프레임에서 존재하는 프리슬롯을 랜덤접속가능하도록 하는 위성 통신 접속 방법에 관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랜덤접속을 위한 랜덤접속프레임과, 단말의 요청에 의한 요구할
당접속을 위한 요구할당프레임을 포함하고, 상기 랜덤접속프레임과 요구할당프레임은
요

약

주파수를 달리하여 구성되는 수퍼프레임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랜덤접속을 위한 랜덤접속프레임과, 단말의 요청에 의한 요구할당접속을 위한 요구할
당프레임을 포함하고,상기 랜덤접속프레임과 요구할당프레임은 주파수를 달리하여 구
성되는 수퍼프레임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위성통신 네트워크 접속방법.
대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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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미디어 접근 제어 계층에서의 실시간성 멀티미디어 서비스 방법 및 그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MEDIA ACCESS CONTROL LAYER SCHEME OF
REAL-TIME MULTIMEDIA SERVICE)

출원 일자

2012-06-08

출원 번호

2012-0061401

등록 일자

2014-02-12

등록 번호

1364707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상세
하게는 통신 네트워크의 MAC계층에서 가상 슬롯을 이용하여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
터 전송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주기적인 우선 콘
텐츠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할 때에 우선 콘텐츠 데이터의 QoS(Quality of Service)에 맞
는 주기 간격으로 가상 슬롯을 할당하고, 우선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단말
요

약

이외의 다른 단말에서는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전송 시점을 조절하여 우선 콘텐츠
데이터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할 수 있다. 한편, 본 발
명은 전송 지연변이( jitter)의 허용 범위를 고려하여 타 단말들이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우선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단말 또한 가상 슬롯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QoS를 보장하는 한편, 전체 네트워크의 스루풋(throughput)의 저
하를 방지할 수 있다.
우선 콘텐츠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QoS)을 기준 수준 이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상기
우선 콘텐츠 데이터를 위하여 할당될 가상 슬롯의 길이와 주기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길이와 주기를 포함하는, 상기 가상 슬롯에 대한 할당요청 메시지를 네트워크

대표 구성

상에 브로드캐스팅하는 단계; 및상기 결정된 길이와 주기에 따라 상기 우선 콘텐츠 데
이터를 상기 가상 슬롯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실시간성 우선 콘텐츠
데이터 전송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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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발명의 명칭

복제 패킷 전송을 제어하는 슬랏 예약 방식의 랜덤 액세스 기법을 이용하는 데
이터 전송 방법(Data Transmission Method and Apparatus using Slot Reservation
Random Access Scheme Adjusting Transmission of Packet Replicas)

출원 일자

2012-05-29

출원 번호

2012-0056730

등록 일자

2014-01-16

등록 번호

1355799

주발명자

임재성

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속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에서 랜덤 액세스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방법에 관한 것
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복제된 데이터 패킷의 수를 제어하는 위성 네트워크의 슬랏 예
약 방식을 활용하여,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랜덤 액세스를 구현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
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랜덤
요

약

액세스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방법은 한 프레임 주기 동안 통신 채널을 수신하여
슬랏의 점유 상태를 판정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빈 슬랏을 선택하고 각각의 빈 슬랏
에 데이터 패킷을 복제하여 전송하는 단계; 복제된 데이터 패킷 중 다른 데이터 패킷
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패킷이 수신된 슬랏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식별된 슬랏 중
어느 하나를 예약 슬랏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랜덤 액세스 방식의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단말국에서 상
기 통신 네트워크의 한 프레임 주기 동안 통신 채널을 수신하여 슬랏의 점유 상태를
판정하는 단계;상기 단말국에서 하나 이상의 빈 슬랏을 선택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빈
슬랏 각각에 데이터 패킷을 복제하여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단계;상기 단말

대표 구성

국에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의 각각의 슬랏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복제된
데이터 패킷 중 다른 데이터 패킷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기 복제된 데이터 패킷이
수신된 슬랏을 식별하는 단계; 및상기 단말국에서 상기 식별된 슬랏 중 어느 하나를
예약 슬랏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예약 슬랏이 결정되면 상기 단말국에서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한 복제를 중단하는 랜덤 액세스 방식의 데이터 전송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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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발명의 명칭

방열과 단열 효과를 동시 구현 가능한 전자 기기의 케이스 벽체(CASE WALL OF
ELECTRONIC APPARATUS WHICH IS SIMULTANEOUS HEAT INSULATING AND
HEAT SHIELDING EFFECT POSSIBLE)

출원 일자

2012-08-23

출원 번호

2012-0092470

등록 일자

2014-06-12

등록 번호

1409382

주발명자

고경현

소

신소재공학과

속

본 발명은 방열과 단열 효과를 동시 구현 가능한 휴대 전자 기기의 케이스 벽체에 관
한 것으로, 본 발명은, 고열전도도의 금속 재질로 형성된 한 쌍이 이격되는 플레이트;
상기 플레이트의 가장자리를 따라 밀봉하는 밀봉부재; 및 상기 밀봉된 플레이트 내부
에 충진되어 방열 및 단열 성질을 부여하는 충진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전
요

약

자 기기에 케이스 형태로 부착하여 전자 기기의 외부에서 내부의 열을 효과적으로 방
열할 수 있으므로 내부 부품 손상을 방지하면서 처리 속도가 빠른 전자 기기에 적용할
수 있고, 전자 기기 사용자에게 그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단열하여 저온
화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고열전도도의 금속 재질로 형성된 한 쌍의 플레이트;상기 플레이트의 가장자리를 따라
밀봉하며, 합성수지재로 형성되는 밀봉부재; 및상기 밀봉된 플레이트 내부에 충진되어
방열 및 단열 성질을 부여하도록 비열이 큰 액체 또는 저융점 재료인 물, 식염수, 글리
세린, 황산나트륨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되는 충진물;을 포함하며,상기 상, 하부 플레이트
는 상하 이격시켜 전자 기기의 열이 상기 전자 기기에 직접 접촉한 상기 상부 플레이

대표 구성

트를 통해 전달된 후 상기 하부 플레이를 거쳐 직접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열과 단열 효과를 동시 구현 가능한 전자 기기의 케이스 벽체.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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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발명의 명칭

히트싱크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히트싱크의 방열 성능 유지방법(HEAT SINK
DEVICE AND HEAT-EMISSION PERFORMANCE MAINTENANCE METHOD OF
HEAT SINK USING THIS)

출원 일자

2012-08-21

출원 번호

2012-0091501

등록 일자

2014-04-01

등록 번호

1382654

주발명자

이문구

소

기계공학과

속

본 발명은 히트싱크 장치에 관한 것으로, 열을 흡수하여 방출하는 방열핀이 형성된 히
요

약

트싱크와, 방열핀을 방열핀의 길이방향으로 당기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며 방열핀의 고
유진동수를 조정하는 진동수조정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열을 흡수하여 방출하는 방열핀이 형성된 히트싱크; 및상기 방열핀을 상기 방열핀의
길이방향으로 당기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며 상기 방열핀의 고유진동수를 조정하는 진동
수조정장치;를 포함하고,상기 진동수조정장치는,상기 방열핀의 길이방향 일측에 상기
방열핀과 이격되게 설치되며, 상기 방열핀을 당기는 인력을 발생시켜 상기 방열핀의
대표 구성

휨강도를 변화시키는 영구자석; 및상기 영구자석을 상기 방열핀에 근접하게 이동시키
며 상기 영구자석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 영역내에 상기 방열핀을 위치시키는 자석이동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히트싱크 장치.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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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대기 중 온실가스 저감장치(Device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출원 일자

2013-03-04

출원 번호

2013-0023060

등록 일자

2014-12-16

등록 번호

1475593

주발명자

홍민선

소

환경공학과

속

본 발명은 대기 중 온실가스 저감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관 상의 본체와, 상기 본
체의 외부에 구비되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동력발생부와, 상기 본체의 일단에 구비되
고, 상기 동력발생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동력발생부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구동하여,
대기를 상기 본체 내로 송풍하는 송풍수단와, 상기 송풍수단의 전방 또는 후방에 배치되어, 상기

요

약

송풍수단에 의해 상기 본체로 인입되는 대기 중에서 입자상 오염물인 미세먼지를 필터링하는 미
세먼지필터부와, 상기 송풍수단의 후방에 배치되어, 상기 미세먼지필터부에 의해 미세먼지가 필
터링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온실가스제거부가 포함되어, 태양광 및 풍력으로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자체 생산된 전력으로 송풍수단을 구동하여, 상기 송풍수단의 구동으로 대기를
온실가스 저감장치로 강제 인입시켜 대기 중에 포함된 아산화질소, 메탄 및 이산화탄소를 저감
하는 대기 중 온실가스 저감장치를 제공한다.
관 상의 본체와, 상기 본체의 외부에 구비되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동력발생부와, 상
기 본체의 일단에 구비되고, 상기 동력발생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동력발생부에서 생산
된 전력으로 구동하여, 대기를 상기 본체 내로 송풍하는 송풍수단과, 상기 송풍수단의 전방 또는
후방에 배치되어, 상기 송풍수단에 의해 상기 본체로 인입되는 대기 중에서 입자상 오염물인 미

대표 구성

세먼지를 필터링하는 미세먼지필터부와, 상기 송풍수단의 후방에 배치되어, 상기 미세먼지필터부
에 의해 미세먼지가 필터링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온실가스제거부가 포함되는 대기 중
온실가스 저감장치에 있어서,상기 온실가스제거부는카본필터로 대기 중 아산화질소 및 메탄을
흡착하여 제거하는 아산화질소/메탄저감부;알칼리성 물질로 이산화탄소를 이온화하여 제거하는
이산화탄소저감부가 포함되는 대기 중 온실가스 저감장치.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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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향 분사 장치 및 이를 위한 초소형 노즐의 제조 방법(SCENT INJECTION
APPARATUS AND METHOD OF MANUFACTURING A MICRO NOZZLE FOR THE
APPARATUS)

출원 일자

2011-06-20

출원 번호

2011-0059808

등록 일자

2014-01-17

등록 번호

1355294

주발명자

양상식

소

전자공학과

속

본 발명은, 향이 주입되는 주입구가 형성된 제1기판과, 상기 제1기판의 상방에 배치되고, 상기
향이 분사되는 분사구가 형성된 제2기판과, 상기 제1기판과 상기 제2기판 사이의 폐쇄된 공간
상에 고정되어 배치되고, 상기 주입구와 연통되는 하부 유입실, 상기 하부 유입실로 유입된 향이
통과되는 관통공이 형성된 중앙 분리막, 상기 통과된 향이 가열되는 상부 가열실, 상기 중앙 분
리막과 연결되어 상기 분사구를 단속하는 단속부를 구비하며, 플렉서블한 재질로 형성된 제3기
판, 및 상기 제3기판의 관통공의 상부에 들뜬 상태로 배치되고, 플렉서블한 재질로 형성된 체크

요

약

밸브막을 더 포함하고, 상기 상부 가열실의 내부 압력 증가 시 상기 체크밸브막이 하측으로 휨
변형되어 상기 관통공을 폐쇄시킨 다음, 상기 제3기판이 하측으로 휨 변형되면서 상기 단속부가
하강되어 상기 상부 가열실과 상기 분사구 사이를 개방시키는 향 분사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
명에 따른 향 분사 장치 및 이를 위한 초소형 노즐의 제조 방법에 따르면, 단순히 기판이 적층
된 형태로서 제품의 구조가 간단하고 제품의 소형화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각 기판 사이
에 향이 주입되고 통과되는 유로를 형성하되, 향 가열 시에 발생되는 압력을 통해 기판의 휨 변
형을 유도하여 분사구를 개폐 조절할 수 있어서 향 분사 동작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향이 주입되는 주입구가 형성된 제1기판;상기 제1기판의 상방에 배치되고, 상기 향이 분사되는
분사구가 형성된 제2기판;상기 제1기판과 상기 제2기판 사이의 폐쇄된 공간 상에 고정되어 배치
되고, 상기 주입구와 연통되는 하부 유입실, 상기 하부 유입실로 유입된 향이 통과되는 관통공이
형성된 중앙 분리막, 상기 통과된 향이 가열되는 상부 가열실, 상기 중앙 분리막과 연결되어 상

대표 구성

기 분사구를 단속하는 단속부를 구비하며, 플렉서블한 재질로 형성된 제3기판; 및상기 제3기판의
관통공의 상부에 들뜬 상태로 배치되고, 플렉서블한 재질로 형성된 체크밸브막을 더 포함하고,상
기 상부 가열실의 내부 압력 증가 시 상기 체크밸브막이 하측으로 휨 변형되어 상기 관통공을
폐쇄시킨 다음, 상기 제3기판이 하측으로 휨 변형되면서 상기 단속부가 하강되어 상기 상부 가
열실과 상기 분사구 사이를 개방시키는 향 분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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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복합형 스터드(COMPOSITE STUD)

출원 일자

2012-05-23

출원 번호

2012-0054861

등록 일자

2014-02-12

등록 번호

1364687

주발명자

조봉호

소

건축학과

속

본 발명은 복합형 스터드에 관한 것으로, 단열재와, 단열재가 설치되는 스터드 몸체를
포함하고, 스터드 몸체는 중앙프레임과, 중앙프레임의 일단부에서 일측 방향으로 연장
요

약

형성되고 단열재가 설치되는 제1요홈부를 구비하는 제1프레임을 포함하고, 제1요홈부
는 외측단의 폭이 내측단의 폭보다 좁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단열재; 및상기 단열재가 설치되는 스터드 몸체를 포함하고,상기 스터드 몸체는, 중앙
프레임; 및상기 중앙프레임의 일단부에서 일측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단열재가
설치되는 제1요홈부를 구비하는 제1프레임을 포함하고, 상기 제1요홈부는 외측단의 폭
이 내측단의 폭보다 좁게 형성되고,상기 제1요홈부에 설치되는 상기 단열재는, 일단부
대표 구성

의 폭이 상기 제1요홈부 내측단의 폭과 동일하고, 타단부의 폭이 상기 제1요홈부 외측
단의 폭과 동일하며,상기 제1요홈부에 설치되는 상기 단열재는, 일단부의 내측에 공간
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형 스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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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중공 구조체 및 그 제조방법(Void structures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출원 일자

2012-05-29

출원 번호

2012-0056758

등록 일자

2014-03-06

등록 번호

1373914

주발명자

김장훈

소

건축학과

속

본 발명에 따르면, 중공(中空)의 원통 쉘(Shell) 형상을 갖는 내측몰드; 상기 내측몰드에 대응하도
록 중공의 원통 쉘 형상을 갖고, 그 내측으로 상기 내측몰드가 이격 배치된 외측몰드; 상기 내측
몰드와 외측몰드의 이격 공간에 충진된 충진물; 상기 내측몰드의 외주면으로부터 이격되게 환상
으로 배열되도록 상기 내측몰드의 길이방향을 따라 설치되는 복수개의 덕트(Ducts); 상기 내측몰
드와 외측몰드의 사이에 환상으로 배열되도록 상기 각 덕트의 내측에 삽입하여 긴장시킨 복수개
의 긴장재; 및 상기 내측몰드의 외주면을 둘러싸도록 결합하고, 상기 복수개의 덕트에 대응하여
상기 각 덕트를 각각 착탈 가능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복수개의 홀더가 구비된 덕트고정수단을

요

약

포함하되, 상기 내측몰드는 분할 적층된 복수개의 단위 내측몰드를 포함하고, 상기 외측몰드는
상기 복수개의 단위 내측몰드에 각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 적층된 복수개의 단위 외측몰드를
포함하며, 분할 적층되고 상하 인접하는 상기 각 단위 내측몰드 및 상기 각 단위 외측몰드는 각
각 나사 결합 또는 슬라이딩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공 구조체 및 그 제조방법이 제공된
다.이와 같은 본 발명의 중공 구조체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면, 내부를 중공으로 형성하여 전체
적인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재료의 강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장 타설 및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구조물에 모두 적용 가능하며, 종래 스틸 구조물 등에 비하여
제작이 용이하면서도 경제적인 장점을 갖는다.
중공(中空)의 원통 쉘(Shell) 형상을 갖는 내측몰드;상기 내측몰드에 대응하도록 중공의 원통 쉘
형상을 갖고, 그 내측으로 상기 내측몰드가 이격 배치된 외측몰드; 상기 내측몰드와 외측몰드의
이격 공간에 충진된 충진물;상기 내측몰드의 외주면으로부터 이격되게 환상으로 배열되도록 상
기 내측몰드의 길이방향을 따라 설치되는 복수개의 덕트(Ducts);상기 내측몰드와 외측몰드의 사
이에 환상으로 배열되도록 상기 각 덕트의 내측에 삽입하여 긴장시킨 복수개의 긴장재; 및상기

대표 구성

내측몰드의 외주면을 둘러싸도록 결합하고, 상기 복수개의 덕트에 대응하여 상기 각 덕트를 각
각 착탈 가능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복수개의 홀더가 구비된 덕트고정수단을 포함하되,상기 내
측몰드는 분할 적층된 복수개의 단위 내측몰드를 포함하고,상기 외측몰드는 상기 복수개의 단위
내측몰드에 각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 적층된 복수개의 단위 외측몰드를 포함하며,분할 적층
되고 상하 인접하는 상기 각 단위 내측몰드 및 상기 각 단위 외측몰드는 각각 나사 결합 또는
슬라이딩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공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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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기밀형 액세스 플로어(AIRTIGHT ACCESS FLOOR)

출원 일자

2013-01-28

출원 번호

2013-0009543

등록 일자

2014-08-01

등록 번호

1428029

주발명자

조봉호

소

건축학과

속

본 발명은 기밀형 액세스 플로어에 관한 것으로, 바닥면에 설치되는 페데스탈부와, 바
요

약

닥면과 이격되도록 페데스탈부에 의해 지지되는 스트링거부와, 스트링거부에 장착되는
가스켓부와, 가스켓부에 접한 채로 스트링거부에 의해 받쳐지는 패널부를 포함한다.
바닥면에 설치되는 페데스탈부;상기 바닥면과 이격되도록 상기 페데스탈부에 의해 지
지되는 스트링거부;상기 스트링거부에 장착되는 가스켓부; 및상기 가스켓부에 접한 채
로 상기 스트링거부에 의해 받쳐지는 패널부를 포함하고,상기 가스켓부는 상기 스트링

대표 구성

거부의 상부에 형성되는 오목홈부에 안착되며,상기 가스켓부는, 상기 오목홈부에 삽입
되는 제1가스켓부; 및상기 제1가스켓부에서 상기 오목홈부의 외측 방향으로 연장 형성
되는 제2가스켓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밀형 액세스 플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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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내진 액세스 플로어(EARTHQUAKE-PROOF ACCESS FLOOR)

출원 일자

2013-01-28

출원 번호

2013-0009544

등록 일자

2014-03-14

등록 번호

1376803

주발명자

조봉호

소

건축학과

속

본 발명은 내진 액세스 플로어에 관한 것으로, 바닥면에 설치되는 페데스탈부와, 바닥
면과 이격되도록 페데스탈부에 의해 지지되는 스트링거부와, 스트링거부에 의해 받쳐
요

약

지는 패널부와, 상부는 스트링거부에 설치되고 하부는 페데스탈부에 설치되며, 상부가
스트링거부에 설치되는 부위를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스부를 포함한다.

바닥면에 설치되는 페데스탈부;상기 바닥면과 이격되도록 상기 페데스탈부에 의해 지
지되는 스트링거부; 상기 스트링거부에 의해 받쳐지는 패널부; 및상부는 상기 스트링거
부에 설치되고 하부는 상기 페데스탈부에 설치되며, 상부가 상기 스트링거부에 설치되
대표 구성

는 부위를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진 액세스 플
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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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대기 정화장치(Air cleaner apparatus for construction like tunnel)

출원 일자

2013-02-07

출원 번호

2013-0014025

등록 일자

2014-12-31

등록 번호

1480215

주발명자

홍민선

소

환경공학과

속

본 발명은, 터널 내부에 설치되어, 상기 터널 내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기와; 상기 제
습기와 연결되어, 상기 제습기로부터 유입되는 상기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집진기와;
상기 집진기와 연결되어, 상기 집진기로부터 유입되는 상기 공기 중 일산화탄소를 촉매반응으로
제거하는 촉매반응기와; 상기 촉매반응기와 연결되어, 상기 촉매반응기로부터 유입되는 상기 공
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코로나방전을 통해 제거하는 플라즈마반응기; 및, 상기 터널 내부의
상기 공기가 상기 제습기를 통해 유입된 후, 상기 집진기, 상기 촉매반응기, 상기 플라즈마반응
기로 순차 이송되도록 흡입력을 발생시키는 송풍기를 포함하되, 상기 플라즈마반응기는 상기 공

요

약

기가 유입되는 유입구 및 상기 공기가 배출되는 배출구가 형성되며, 내측에는 상호 이격되게 한
쌍의 방전전극이 구비되고, 상기 방전전극 사이에는 고유전체가 마련된 본체와, 상기 방전전극과
연결되어, 상기 방전전극으로 전압을 공급하면서 상기 고유전체 상에서 코로나 방전이 발생되게
하는 전원공급부를 포함하며, 상기 고유전체는 바륨티타네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대기
정화장치를 제공한다.이와 같이, 터널 대기 정화장치는, 제습기와 집진기를 거쳐 습기와 미세먼
지가 제거된 공기가 다시 촉매반응기와 플라즈마반응기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터널 외부로 배
출되는 공기는 촉매반응기의 촉매반응에 따른 일산화탄소의 제거 및 플라즈마반응기의 코로나
방전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분해 제거가 완료된 상태가 된다.

터널 내부에 설치되어, 상기 터널 내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기와;상기 제습기와 연결되
어, 상기 제습기로부터 유입되는 상기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집진기와;상기 집진기와
연결되어, 상기 집진기로부터 유입되는 상기 공기 중 일산화탄소를 촉매반응으로 제거하는 촉매
반응기와;상기 촉매반응기와 연결되어, 상기 촉매반응기로부터 유입되는 상기 공기 중 휘발성유
기화합물을 코로나방전을 통해 제거하는 플라즈마반응기; 및,상기 터널 내부의 상기 공기가 상기

대표 구성

제습기를 통해 유입된 후, 상기 집진기, 상기 촉매반응기, 상기 플라즈마반응기로 순차 이송되도
록 흡입력을 발생시키는 송풍기를 포함하되,상기 플라즈마반응기는,상기 공기가 유입되는 유입구
및 상기 공기가 배출되는 배출구가 형성되며, 내측에는 상호 이격되게 한 쌍의 방전전극이 구비
되고, 상기 방전전극 사이에는 고유전체가 마련된 본체와,상기 방전전극과 연결되어, 상기 방전
전극으로 전압을 공급하면서 상기 고유전체 상에서 코로나 방전이 발생되게 하는 전원공급부를
포함하며,상기 고유전체는, 바륨티타네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대기 정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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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국방용 방어 구조체(Structures for military defense)

출원 일자

2011-07-06

출원 번호

2011-0066949

등록 일자

2014-01-17

등록 번호

1355235

주발명자

김장훈

소

건축학과

속

본 발명에 의하면, 포탄이나 로켓의 충격 및 폭발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도록 지면 또는
지중으로부터 지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서, 내부가 각각 중공이고 셀 벽들에 의해 각
각 구획된 복수 개의 셀들이 3차원의 설정된 패턴으로 배열되는 중공구조체; 상기 중
공구조체의 외부를 둘러싸는 피복부; 및 상기 셀들의 중공에 채워지는 충진물을 포함
하며, 상기 셀 벽들에는 상기 셀 내부에 형성된 중공을 서로 연통하는 연통홀이 적어
도 하나 이상 각각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방용 방어 구조체가 제공된다. 본 발
요

약

명에 따른 국방용 방어 구조체는, 상기 중공구조체가 복수 개의 셀들이 셀 벽들에 의
하여 구획되고 내부에는 중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량을 감소시키면서
도 줄어든 무게에 비하여 강성 및 강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복수
개의 셀들이 3차원으로 설정된 패턴으로 배열되고 내부에 중공을 형성함에 따라, 포탄
이나 미사일 등 벽 전체로 발생되는 충격에 의해 균열의 발전을 지체시킴으로서 방어
벽의 손상을 국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게다가, 셀 벽에는 메시(Mesh)
구조 강화섬유와 같은 보강재를 삽입하여, 적의 포탄의 관성을 줄여서 벽을 관통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포탄이나 로켓의 충격 및 폭발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도록 지면 또는 지중으로부터 지상
으로 연장되는 것으로서,내부가 각각 중공이고 셀 벽들에 의해 각각 구획된 복수 개의
셀들이 3차원의 설정된 패턴으로 배열되는 중공구조체;상기 중공구조체의 외부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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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는 피복부; 및상기 셀들의 중공에 채워지는 충진물을 포함하며,상기 셀 벽들에는, 상
기 셀 내부에 형성된 중공을 서로 연통하는 연통홀이 적어도 하나 이상 각각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방용 방어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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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자전거 주행 경로 탐색 장치 및 그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SERCHING DRIVE PATH OF BICYCLE)

출원 일자

2012-11-08

출원 번호

2012-0126350

등록 일자

2014-07-15

등록 번호

1421598

주발명자

최기주

소

교통시스템공학과

속

본 발명은 자전거 주행 경로 탐색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자전거 주행 경로 탐색 장치는 사용자로부터 기 설정받은 출발지 정보와 목
적지 정보를 이용하여 자전거 주행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경로 탐색 범위를 연산하는
경로 탐색 범위 연산부와, 상기 연산된 경로 탐색 범위 내에 포함된 복수의 주행 경로
요

약

에 대하여 주행 저항도를 연산하는 주행 저항도 연산부와, 상기 복수의 주행 경로 중
상기 연산된 주행 저항도가 최소인 주행 경로를 최종 주행 경로로 선택하는 경로 선택
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자전거 주행 경로의 탐색 범위를 설정하여 경로 탐색의 연
산량을 줄일 수 있으며, 주행 저항도를 연산하여 주행 저항도를 최소로 하는 최적의
주행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로부터 기 설정받은 출발지 정보와 목적지 정보를 이용하여 자전거 주행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경로 탐색 범위를 연산하는 경로 탐색 범위 연산부;상기 연산된 경로
탐색 범위 내에 포함된 복수의 주행 경로에 대하여 주행 저항도를 연산하는 주행 저항
도 연산부; 및상기 복수의 주행 경로 중 상기 연산된 주행 저항도가 최소인 주행 경로
를 최종 주행 경로로 선택하는 경로 선택부를 포함하며,상기 주행 저항도 연산부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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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복수의 주행 경로에 대하여 각 주행 경로에 따른 구간별 도로 저항도, 교통 저항도
및 환경 저항도 중 적어도 하나를 연산하며, 상기 교통 저항도는 다음의 수학식과 같
이 상기 주행 경로의 교통량 및 보행량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연산되는 자전거 주
행 경로 탐색 장치:여기서, ritravel은 상기 교통 저항도, riw는 주행 경로의 보행자의 보
행량에 따른 저항도, rit 는 주행 경로의 교통량에 따른 저항도를 나타내며, 는 보행량
에 대한 z표준화 값, ωw는 보행량에 따른 가중치를 나타내며, 는 교통량에 대한 z표준
화 값, ωt는 교통량에 따른 가중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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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유출량 산정 장치 및 그 방법(APPARATUS FOR ESTIMATING FLOOD RUNOFF
AND METHOD THEREOF)

출원 일자

2013-05-16

출원 번호

2013-0055743

등록 일자

2014-06-12

등록 번호

1409206

주발명자

이재응

소

건설시스템공학과

속

본 발명은 홍수유출량 산정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홍수유출량 산
정 장치는 설정된 영역 내 적어도 하나의 지점에 대한 홍수유출량 관련 정보를 사용자
로부터 수신하는 정보수신부; 수신된 홍수유출량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홍수유출량 산
정을 위한 퍼지계수의 중앙값과 스프레드값을 추정하는 퍼지 추정부; 및 추정된 중앙
값이 적용된 홍수 산정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설정된 영역 내 제1 지점의 홍수유출량
산정 요청에 대응되는 홍수유출량을 산정하는 홍수유출량 산정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요

약

본 발명에 따르면, 설정된 영역 내 복수의 지점에서 측정된 정보를 이용하여 홍수유출
량 산정을 위한 변수들의 값을 추정하고, 추정된 변수값들을 이용하여 설정된 영역 내
임의의 지점에서의 홍수 유출량을 측정함으로써, 실제 홍수 유출량과 1% 내의 오차만
가질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임의의 지점에서의 홍수 유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형식으로 홍수유출량
산정 장치를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가 쉽게 임의의 지점의 홍수 유출량을 산정해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수유출량을 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설정된 영역 내 적어도 하나의 지점에 대한 홍
수유출량 관련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수신하는 정보수신부;상기 수신된 홍수유출량 관
련 정보를 이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을 위한 퍼지계수의 중앙값과 스프레드값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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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퍼지 추정부; 및상기 추정된 중앙값과 스프레드값이 적용된 홍수 산정식을 이용
하여 사용자의 상기 설정된 영역 내 제1 지점의 홍수유출량 산정 요청에 대응되는 홍
수유출량을 산정하는 홍수유출량 산정부를 포함하는 홍수유출량 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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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배출량 연산 장치 및 그 연산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CALCULATING MOBILE EMISSION)

출원 일자

2012-09-19

출원 번호

2012-0103895

등록 일자

2014-03-24

등록 번호

1379599

주발명자

최기주

소

교통시스템공학과

속

본 발명은 배기가스 배출량 연산 장치 및 그 연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량 연산 장치는, 복수의 도로구간에 대하여 측정된 차종
별 교통량 또는 통행속도를 포함하는 측정 데이터를 획득하는 측정 데이터 획득부와,
상기 복수의 도로구간에 대하여 추정된 도로 길이, 차종별 교통량 및 통행속도 중 적
요

약

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추정 데이터를 획득하는 추정 데이터 획득부와, 상기 측정 데이
터와 상기 추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상 도로구간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량을 연산하는
배기가스 배출량 연산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도로구간에서 측정된 데이터와 추정된
데이터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여 배기가스 배출량을 연산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배기가
스 배출량을 획득할 수 있다.
복수의 도로구간에 대하여 측정된 차종별 교통량 또는 통행속도를 포함하는 측정 데이
터를 획득하는 측정 데이터 획득부;상기 복수의 도로구간에 대하여 추정된 도로 길이,
차종별 교통량 및 통행속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추정 데이터를 획득하는 추정
데이터 획득부; 및상기 측정 데이터와 상기 추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상 도로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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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배기가스 배출량을 연산하는 배기가스 배출량 연산부를 포함하며,상기 배기가스
배출량 연산부는,상기 측정 데이터가 획득된 복수의 도로구간과 상기 추정 데이터가
획득된 복수의 도로구간을 기 설정된 크기의 도로구간으로 매칭시키는 배기가스 배출
량 연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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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제어

장치

및

그

제어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OF SIGNAL LIGHT)

출원 일자

2012-09-28

출원 번호

2012-0109195

등록 일자

2014-01-02

등록 번호

1349543

주발명자

이상수

소

교통시스템공학과

속

본 발명은 신호등 제어 장치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신호등 제어 장치는, 센서를 이용하여 횡단 보도의 기 설정된 검지 영역 내에 위
치하는 하나 이상의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 상태 정보, 보행자 밀도 정보 및 보행자 속
도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보행자 정보를 획득하는 보행자 정보 획득부와,
요

약

상기 획득된 보행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보행자가 상기 횡단 보도를 건너는데 소요
되는 보행 시간을 연산하는 보행 시간 연산부와, 상기 연산된 보행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횡단 보도의 신호등을 제어하는 신호등 제어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횡단 보도
보행자의 상태, 밀도, 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보행자 신호등의 가변적인 보행 시간을 설
정함으로써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다.
센서를 이용하여 횡단 보도의 기 설정된 검지 영역 내에 위치하는 하나 이상의 보행자
에 대한 보행자 상태 정보, 보행자 밀도 정보 및 보행자 속도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보행자 정보를 획득하는 보행자 정보 획득부;상기 획득된 보행자 정보를 이
용하여 상기 보행자가 상기 횡단 보도를 건너는데 소요되는 보행 시간을 연산하는 보
행 시간 연산부; 및상기 연산된 보행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횡단 보도의 신호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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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는 신호등 제어부를 포함하며,상기 신호등 제어부는,상기 횡단 보도의 신호등에 보
행 허용 신호가 표시된 후, 상기 횡단 보도의 일 측에서 타 측으로 이동하는 제1 보행
자 그룹과 상기 제1 보행자 그룹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제2 보행자 그룹 중 각
그룹에서 보행 시간이 최대로 연산된 보행자가 교차하는 지점의 거리 비율에 따라 각
그룹에 대한 상기 보행 허용 신호의 시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신호등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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