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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정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문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 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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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감속기
기 술 명 와이어 감속기

등록번호

10-1967507

발 명 자 이범주, 김정훈

등록일자

2019년 4월 3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와이어 감속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와이어 감속기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와이어 감속기는 모터축에 연결된 제 1 입력축, 상기 모터축
의 상부 또는 하부 방향으로 이격되어 상기 모터축과 평행하게 형성된 지지축, 상기 지지축에 형성되며 상기 제 1 입
력축과 상부 또는 하부 방향으로 이격되어 배열된 적어도 하나의 제2 입력축, 상기 제 2 입력축과 동일한 축에 형성되
어 상기 제 2 입력축과 결합되는 제 1 출력축, 상기 제 1 입력축과 동일한 축에 형성되며, 상기 제 1 입력축의 외곽에 배
열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 2 출력축, 상기 제 2 출력축과 동일한 축에 형성되어 상기 제 2 출력축과 결합되는 제 3 입력
축 및 상기 제 2 입력축과 동일한 축에 형성되며 상기 제 3 입력축과 상부 또는 하부 방향으로 이격되어 상기 제 2 입
력축의 외곽에 배열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 3 출력축을 구비하되, 하나의 와이어가 상기 제 1 입력축으로부터 상기 제
1 출력축으로 연결되어 상기 제 1 출력축에 감기며, 상기 제 1 출력축에 감겨진 와이어는 상기 제2 입력축으로 감기고,
상기 제2 입력축에 감겨진 와이어는 상기 제2 출력축으로 순차적으로 감김으로써, 상기 모터축이 회전함에 따라 상기
제1 입력축, 상기 제 1 출력축, 상기 제 2 입력축 및 상기 제 2 출력축이 회전하며, 상기 제 2 출력축에 감겨진 와이어는
상기 제 3 입력축으로 감기며, 상기 제 3 입력축에 감겨진 와이어는 상기 제 3 출력축에 순차적으로 감김으로써, 상기
모터축이 회전함에 따라 상기 제 3 입력축과 상기 제 3 출력축이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감속기의 경량화 및 소형화를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속도제어를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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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역률 개선 컨버터

등록번호 10-1937013

발 명 자 이준영, 최승원, 김윤재, 이병권

등록일자 2019년 1월 3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역률 개선 컨버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고내압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절연형 전압원 역률 개선 컨버터가 개시된다. 상기 역률
개선 컨버터는 변압기, 상기 변압기의 1차측 전단에 사용되는 전단 회로 및 상기 변압기의 1차측 후단에 사용되는 후단
회로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전단 회로는 인덕터를 포함하지 않고 상기 후단 회로는 인덕터를 사용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역률 개선 컨버터는 인덕터를 변압기의 1차측 전단에 위치시키지 않고 1차측 후단에 위치시키는 회로
로 구현한다. 결과적으로, 고내압의 스위치가 필요치 않고 일반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스너버 회로가 필요치 않
아서 컨버터의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변압기의 1차측 스위치를 Back-to-Back(B2B) 구조로 구현하여 1차측에
브리지 다이오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3상 구조인 경우, 3상이 변압기의 2차측 회로를 공통으로 사용하
고 특정 상에만 출력 캐패시터 및 부하를 추가하는 회로 구조를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컨버터의 사이즈가 감소하고
출력 캐패시터로 필름 캐패시터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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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역률 개선 컨버터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주파수 측정장치 및 그 방법
기 술 명 주파수 측정장치 및 그 방법

등록번호

10-1916820

발 명 자 강상희, 서우석

등록일자

2018년 11월 2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주파수 측정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개선된 삼단 이산 푸리에 변환과 위상지연 보
상 기법을 이용한 주파수 측정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실시예는, 개선된 삼단 이산 푸리에 변환과 위상 지연 보상 기법을 이용하여 전력 계통의 주파수를 측정함으로써
고조파 및 노이즈에 강인한 특성을 보이면서도 단시간에 정확한 주파수 측정이 가능토록 하는 주파수 측정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측정장치가 개선된 삼단 이산 푸리에 변환과 위상 지연 보상 기법을 이용하여 전력 계통의
주파수를 측정함으로써 고조파 및 노이즈에 강인한 특성을 보이면서도 단시간에 정확한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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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위상잡음 보상에 의한 좁은 선폭 레이저 광원
구현장치 및 방법
발 명 자 서동선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2004918

등록일자

2019년 7월 23일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위상잡음 보상에 의한 좁은 선폭 레이저 광원 구현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전기적 부궤환과 위상잡음 보상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높은 동작 안정성과 좁은 스펙트럼 선
폭을 갖는 레이저 광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광원의 유형에 관계 없이 적용할 수 있어 광통신 또는 광신호 전송 시스템,
각종 광 계측 및 신호처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위상잡음 보상에 의한 좁은 선폭
을 갖는 레이저 광원 구현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동작 안정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선폭이 좁은 레이저 광원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광원의 유형에 관계 없이 적용할 수 있어 광통신 또는 광신호 전송 시
스템, 각종 광 계측 및 신호처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 위상잡음 보상에 의한 좁은 선폭 레이
저 광원 구현장치 및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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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위상잡음 보상에 의한 좁은 선폭 레이저 광원 구현장치 및 방법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신호 출력 감도 조절 및 위상차 보정이 가능한 알에프 센서
기 술 명 신호 출력 감도 조절 및 위상차 보정이 가능한
알에프 센서
발 명 자 홍상진, 이준용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17516

등록일자

2018년 11월 5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호 출력 감도 조절 및 위상차 보정이 가능한 RF 센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신호 출력 감도 조절 및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 보정이 가능한 RF 센서가 개시된다. RF 피드 쓰루를 통하여 흐르는 RF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RF 센서는 상기 RF 신호에 따른 전류를 감지하는 전류 센서 및 상기 RF 신호에 따른 전압을 감
지하는 전압 센서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전류 센서와 상기 전압 센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기 전류 센서
와 상기 전압 센서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RF 피드 쓰루 사이의 거리가 조절 가능하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RF 센서는 신호 감지 거리 조절, 전류 센서의 루프 길이 조절 또는 전압 센서의 캐패시티브 회로 면적
조절이 가능하므로, 신호 출력 감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전류 센서 또는 상기 전압 센서를 회전시킴에 의해
상기 전류 센서에 의해 감지된 전류와 상기 전압 센서에 의해 감지된 전압의 위상차를 보정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RF 센서는 기존 장비의 RF 피드 쓰루의 변경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며, 따라서 상기 RF 센서의 입력과 출력을 위한 커
넥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게다가, 상기 RF 센서는 기존의 선로에 체결부들을 이용하여 설치하므로, 상기 RF 센서를
설치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작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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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신호 출력 감도 조절이 가능한 알에프 센서

등록번호

10-1917523

발 명 자 홍상진, 이준용

등록일자

2018년 11월 5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호 출력 감도 조절이 가능한 RF 센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신호 출력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RF 센서가 개시된다. RF 피드 쓰루의 전력을 감지하는 RF 센서는 상기 RF 피드 쓰루로
흐르는 RF 신호의 전압을 감지하는 전압 센서 및 상기 RF 피드 쓰루로 흐르는 RF 신호의 전류를 감지하는 전류 센서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전압 센서와 상기 전류 센서는 상호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보드부에 함께 형성되고, 상기
전압 센서 및 상기 전류 센서 중 적어도 하나는 패턴을 절단하는 방식을 통하여 신호 출력 감도를 조절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RF 센서는 개스킷 및 패턴 절단 방법을 이용하여 신호 출력 감도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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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신호 출력 감도 조절이 가능한 알에프 센서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스마트 바이크 시스템 및 이의 동작 방법
기 술 명 스마트 바이크 시스템 및 이의 동작 방법

등록번호

10-1911632

발 명 자 강태익, 원용석, 이동효, 송용국, 조훈상

등록일자

2018년 10월 18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마트 바이크 시스템 및 이의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스마트 바이크 시스템 및 이의 동작 방법이 개시된다. 스마트 바이크 시스템은, 오토바이에 장착되는 오토바이 장치,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착용하는 헬멧에 장착되는 헬멧 장치 및 운전자가 구비한 사용자 단말을 포함하되, 오토바이 장
치는, 헬멧 장치와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는 제1 근거리 통신부, 사용자 단말과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는 제2 근거리 통
신부, 오토바이의 전자 장치와 연결되어 전자 장치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 오토바이의 조작에 따른 오토바이 표시등
신호를 수신하는 오토바이 인터페이스부 및 수신된 오토바이 표시등 신호가 상기 제1 근거리 통신부를 통해 헬멧 장
치로 전송되도록 제어하는 제1 제어부를 포함하고, 헬멧 장치는, 오토바이 장치와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는 제3 근거리
통신부, 헬멧의 후면에서 좌측 영역 및 우측 영역에 한 쌍으로 장착되는 헬멧 표시등 및 오토바이 표시등 신호에 따라
헬멧 표시등이 점등되도록 제어하는 제2 제어부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바이크 시스템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착용하는 헬멧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을 위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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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레이저 광 출력 안정화 장치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발 명 자 서동선, 원용욱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897364

등록일자

2018년 9월 4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레이저 광원(펄스 및 CW 광원) 안정화 장치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광 출력 안정화 장치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된다. 광원의 외부에 설치되는 안정화 장치는 안정화 소자 및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력된 광의 일부와 다른 일부가 상기 안정화 소자를 교차하여 통과하도록 제어하는 안정화 제어
부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광 안정화 장치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광원으로부터 출력된 광원의 일부와 다른 일부
를 안정화 소자(주기적 손실 장치)에 교차 통과하도록 제어하며, 그 결과 광 출력의 안정도가 향상될 수 있다.

19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레이저 광 출력 안정화 장치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전기/전자/정보통신/IT
0101전기/전자/정보통신/IT

슬라이딩 모드 외란 관측기와 제어기를 이용한
외란 분리 보상 제어 시스템 및 방법
기 술 명 슬라이딩 모드 외란 관측기와 제어기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858338

이용한 외란 분리 보상 제어 시스템 및 방법
발 명 자 손영익,김인혁

2018년 5월
9일
등록일자 2018년
05월
09일

등록일자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슬라이딩 모드 외란 관측기와 제어기를 이용하여 외란을 분리하여 보상하는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채터링 현상을 완화하면서 강인한 성능을 확보하는 제어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제어 시스템은 슬라이딩 모
드 제어기 및 오프셋 외란을 보상하는 슬라이딩 모드 외란 관측기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는 외
란 중 상기 오프셋 외란을 제외한 나머지 외란을 보상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제어 시스템 및 방법은 외란 중 오프셋 외란을 슬라이딩 모드 외란 관측기를 이용하여 보상하고 나머지
외란을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로 보상하며, 따라서 채터링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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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DC 차단기 및 이의 동작 방법
기 술 명 하이브리드 DC 차단기 및 이의 동작 방법

등록번호 10-1843640

발 명 자 한병문, 김도현, 김재혁, 김교민

등록일자 2018년
03월
23일
2018년 3월
23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하이브리드 DC 차단기 및 이의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하이브리드 DC 차단기가 개시된다. DC 차단기는, 기계식 차단기(CB); 상기 기계식 차단기와 병렬로 연결된 충전소
자; 및 정상동작시 상기 충전 소자의 극성을 반전시켜서 상기 DC 차단기 고장시 상기 기계식 차단기로 흐르는 전류의
적어도 일부를 상쇄시키는 반전 회로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기계식 차단기, 사이리스터 스위치, 다이오드 및 LC 공진 회로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DC
차단기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작동시 도통손실이 적고, 고장 시 차단 손실이 적은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충전된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고장전류와 역방향으로 방전전류를 주입하여 고장전류를 감소시켜 기계식 차단기의 차단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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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시스템에서 컨버터 선충전 방법 및 이를 위한 제어기
기 술 명 송전 시스템에서 컨버터 선충전 방법 및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840117

이를 위한 제어기
발 명 자 한병문, 김교민

등록일자 2018년
03월
13일
2018년 3월
13일
등록일자

기술분야

본 발명은 송전 시스템에서 선충전시 추가 회로나 캐리어 요구없이 과도 전류를 최소시킬 수 있는 컨버터 선충전 방법
및 이를 위한 제어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선충전시 추가 회로나 캐리어 요구없이 과도 전류를 최소화하는 송전 시스템에서 컨버터 선충전 방법 및 이를 위한 제
어기가 개시된다. 각기 캐패시터를 가지는 N(2이상의 정수임)개의 서브 모듈들을 포함하는 서브 모듈부를 가지는 송전
시스템에서 컨버터를 선충전하는 방법은 (a) 상기 N개의 서브 모듈들을 모두 활성화시키는 단계,(b) (a) 단계 후 상기
N개의 서브 모듈들 중 일부를 스위칭 동작시키고 나머지 서브 모듈을 활성화시키는 단계 및 (c) (b) 단계 후 상기 N개
의 서브 모듈들 중 일부는 비활성화시키고, 다른 일부 서브 모듈은 스위칭 동작시키며, 나머지 서브 모듈을 활성화시키
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송전 시스템에서 컨버터 선충전 방법 및 이를 위한 제어기는 선충전시 SM 캐패시터의 전압을 서서히
충전하며, 그 결과 과도 전류가 최소화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회로나 캐리어 요구없이 레퍼런스만을 이용하므로, 추
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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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전 상태 기반의 드룹 제어 방법 및 장치
기 술 명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85825

위한 충전 상태 기반의 드룹 제어 방법 및 장치
발 명 자 한병문, 김현준, 유승영

2017년 9월
29일
등록일자 2017년
09월
29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SoC(State of Charge)기반의 드룹(droop) 제어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전 상태 기반의 드룹 제어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
시예에 따른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드룹(Droop) 제어 장치는 배터리로부터의 출력 전류 값을 이용하여 충전 상태
(State of Charge;SoC) 값을 획득하는 충전 상태 계산부, 고정된 게인(gain) 값을 제공하며, 상기 획득된 충전 상태
값과 상기 게인 값을 이용하여 전압 변화량을 출력하는 이득부 및 상기 전압 변화량을 이용하여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의 제어 전압인 출력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전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출력 DC 전압의 안정도가 크게 향상되므로 유지 보수 및 교체의 회수를 감소시킬 수 있
다. 또한, 유지 보수 및 교체의 회수가 감소되므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주된 장점인 미래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보호와 수명 관리가 보다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어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에너
지 저장 장치의 드룹(Droop) 제어의 시퀀스가 간단해지므로 속응성이 향상되어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변동성이 심한 부하로 인해 안정도나 신뢰성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소형의 섬이나 도서 산간 지역
에 적용하는 경우, 종래의 드룹 제어 방식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효과는 상기한 효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추론 가능한 모든 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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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룹 제어 장치 및 방법
기 술 명 드룹 제어 장치 및 방법

등록번호 10-1763071

발 명 자 한병문, 김현준, 양원모

2017년 7월
24일
등록일자 2017년
07월
24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불균등 임피던스 선로를 갖는 인버터기반 분산전원의 부하전압 불평형을 보상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전압 불평형을 보상하는 드룹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드룹 제어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드룹 제어 장치는, 인버터의 출력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는 측정부, 출력전압 및 전
류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드룹 제어 주파수값을 산출하는 주파수 제어부, 측정값과 드룹 제어 주파수값을 이용하여 직류
성분의 전압값 및 전류값을 산출하는 추출부, 직류 성분의 전류값 중 정상분 유무효 직류 전류값과 측정값을 이용하여
정상분 유무효 전압 보상값을 산출하는 정상분 전압 제어부 및 직류 성분의 전류값 중 역상분 유무효 직류 전류값과 측
정값을 이용하여 역상분 유무효 전압 보상값을 산출하는 역상분 전압 제어부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드룹 제어 장치는, 유효 전력 및 무효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드룹 제어로 사용되는 정상분 전압 제
어부와 역상분 전압을 감소시켜 전압 불평형을 보상하는 역상분 전압 제어부가 독립적으로 구성됨으로써, 병렬 운전시. 전
송선로의 불균등 임피던스에 의해 야기되는 무효 전력 분담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간단한 사칙연산을
통해 정상분 및 역상분 선로 전압 강하를 전압 지령치에 보상해줌으로써, 무효 전력 분담 정확성이 제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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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단 변환 기능을 가지는 분산 전원 장치
기 술 명 무순단 변환 기능을 가지는 분산 전원 장치

등록번호 10-1734661

발 명 자 한병문, 김현준, 신은석

2017년 5월
2일
등록일자 2017년
05월
02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분산 전원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연계 운전 모드에서 단독 운전 모드로 모드 변
화 시 끊임없는(seamless)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무순단 변환 기능을 가지는 분산 전원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무순단 변환 기능을 가지는 분산 전원 장치가 개시된다. 개시된 분산 전원 장치는 전력 계통과 연결되어 부하로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 전원 장치에 있어서, 소정의 전원공급원에서 출력된 전력 신호를 조정하는 3상 인버터; 및 상기 3상 인
버터에 인버터 제어 신호를 인가하여 상기 3상 인버터가 상기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제어하되, 연계 운전인 경우
상기 분산 전원 장치가 전류 제어 모드로 동작하고 단독 운전인 경우 상기 분산 전원 장치가 전압 제어 모드로 동작하도
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 PI 제어를 통한 적분값을 이용
하여 상기 인버터 제어 신호를 생성하되, 연계 운전 시의 상기 전력 계통에서 상기 부하로 공급되는 전류값과 대응되는
전류값을 이용하여 상기 적분값을 생성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분산 전원 장치는 연계 운전 모드에서 단독 운전 모드로 모드 변화 시 끊임없는(seamless) 전력을 제
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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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토크 보상기 및 이를 이용하는 로봇 암
기 술 명 가변 토크 보상기 및 이를 이용하는 로봇 암

등록번호 10-1706513

발 명 자 김갑일, 김정훈, 오성남, 이범주

2017년 2월
7일
등록일자 2017년
02월
07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일자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관절형 로봇 암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가변 토크에 대응하기 위한 가변 토크 보상기 및 이를 이용
한 로봇 암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가변 토크 보상기 및 이를 이용하는 로봇 암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른 로봇 암은, 제1 링크; 제1 링크에 대
하여 회전가능하게 결합된 제2 링크; 제2 링크를 제1 링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회전시키도록 구성된 구동모터부; 일
단이 제2 링크에 결합된 탄성 부재; 탄성 부재의 타단에 형성되는 기어 부재; 기어 부재와 치합하여 제1 링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기어 부재의 위치 또는 회전각을 조절하도록 구성되고 제1링크에 결합된 보상모터부; 및 구동모터부와 보
상모터부의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르면 로봇 암에 가해지는 다양한 토
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로봇 암을 구동하는 모터가 로봇 암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변 토크 보상기 및 이를 이용한 로봇 암이 제공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르면 로봇 암에 가해지는 다양한 토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변 토크 보상기 및 이를
이용한 로봇 암이 제공된다. 또한, 로봇 암을 구동하는 모터가 로봇 암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변 토크 보상기 및 이를 이용한 로봇 암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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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분 전류 주입을 이용한 분산 전원 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
기 술 명 역상분 전류 주입을 이용한 분산 전원 장치 및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95100

이의 제어 방법
발 명 자 한병문, 김현준

2017년 1월
4일04일
등록일자 2017년
01월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분산 전원 시스템 및 이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무효 전력 주입에 따른 계통
전압의 고조파 발생 및 이로 인한 전력 품질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분산 전원 시스템 및 이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역상분 전류 주입을 이용한 분산 전원 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개시된 분산 전원 장치는 소정의 전원공급원
에서 출력된 전력 신호를 조정하는 3상 인버터; 및 상기 3상 인버터에 인버터 제어 신호를 인가하여 상기 3상 인버터
가 상기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분산 전원 장치가 단독 운전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주입 역상분 전류 신호 및 주입 정상분 전류 신호를 인가받아 상기 인버터 제어 신호를 생성
하고, 상기 인버터 제어 신호에 의해 상기 3상 인버터는 정상분 전류 신호와 역상분 전류 신호를 모두 출력하되, 상기 제
어부는, 상기 부하, 상기 3상 인버터 및 상기 전력 계통이 연결된 제1 노드에서 상기 부하로 흐르는 역상분 전류 신호 및
정상분 전류 신호의 비가 상기 주입 역상분 전류 신호 및 상기주입 정상분 전류 신호의 비보다 작은 경우, 상기 분산 전
원 장치가 단독 운전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분산 전원 시스템 및 이의 제어 방법은 무효 전력 주입에 따른 계통 전압의 고조파 발생 및 이로 인한 전
력 품질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계통의 불평형 상태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단독 운전 검출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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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변압기를 구비하는 UPFC 장치
기 술 명 하나의 변압기를 구비하는 UPFC 장치

등록번호 10-1687913

발 명 자 윤영두, 이상훈

2016년 12월
등록일자 2016년
12월13일
13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일자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UPFC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하나의 변압기를 구비하여 전력 조류 제어
(power flow control) 기능 및 무효 전력 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UPFC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하나의 변압기를 구비하는 UPFC 장치가 개시된다. 개시된 UPFC 장치는 3상에서 동작하는 UPFC 장치로서, 각각의
상에서의 UPFC 장치는, 제1 전압을 변압하는 다출력 변압기; 및 상기 다출력 변압기의 출력 전압을 변환하여 제2 전
압을 출력시키는 전력 변환기;를 포함하되, 상기 다출력 변압기는 1차측 권선 및 M개의 2차측 권선들을 포함하되, 상
기 1차측 권선의 일단 및 M개의 2차측 권선들의 일단은 제1 노드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M개의 2차측 권선들
의 타단은 상기 전력 변환기와 연결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UPFC 장치는 하나의 변압기를 구비하여 전력 조류 제어(power flow control) 기능 및 무효 전력보
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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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계통의 비동기 신호에 대한 기본 주파수 추정 장치 및 방법
기 술 명 전력 계통의 비동기 신호에 대한 기본 주파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81145

추정 장치 및 방법
발 명 자 남순열, 문준혁, 강상희, 장재림, 유동훈

2016년 11월
등록일자 2016년
11월24일
24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력 계통의 비동기 신호에 대한 기본 주파수 추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전력 보호시스템에 적
용 가능한 동기식 사인 필터를 이용한 기본 주파수의 추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전력 계통의 비동기 신호에 대한 기본 주파수 추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전력 보호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동기식 사인 필터를 이용한 기본 주파수의 추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력 계통으로부터 검출한
비동기 신호를 기본 주파수의 추정치로 동기화시켜 연속적 신호를 출력하는 동기식 사인 필터부; 연속적 신호를 크기
응답의 추정치, 위상 응답의 추정치 및 주파수 응답의 추정치로 표현되는 행렬로 변환하고 행렬을 계수 행렬과 의사
역행렬을 이용하여 크기 응답의 추정치, 위상 응답의 추정치 및 주파수 응답의 추정치를 계산하는 행렬 계산부; 및
크기 응답의 추정치, 위상 응답의 추정치 및 주파수 응답의 추정치로부터 주파수 응답의 추정치의 변화량을 산출하고,
기본 주파수의 추정치를 업데이트하는 주파수 추정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주파수 추정치를 적용한
시간보간법을 이용하여 비동기 신호를 재구성하고, 동기식 사인 필터를 통해 연속적 신호로 변환시켜 고조파 제거 및
주파수 응답의 추정치의 변화량을 산출하여 보다 정밀한 기본 주파수를 추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주파수 추정치를 적용한 시간보간법을 이용하여 비동기 신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동기식 사인 필터를 통해 연속적 신호로 변환시켜 고조파를 제거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주파수
추정부를 통해 주파수 응답의 추정치의 변화량을 산출하여 보다 정밀한 기본 주파수를 추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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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 H-bridge Multi-level 구조의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의 SOC 균형 제어 방법
기 술 명 Cascade H-bridge Multi-level 구조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65436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의 SOC 균형 제어 방법
발 명 자 정종규, 한병문, 윤영두

2016년 10월
등록일자 2016년
10월6일
06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Cascade H-bridge Multi-level 구조의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의 SOC 균형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
욱 상세하게는, 적은수의 H-bridge 모듈을 이용하여 Sine에 가까운 출력전압을 형성하고, 고조파 저감 알고리즘을 통
해 출력전압과 전류의 고조파를 줄이며, 각 모듈에 연계된 배터리의 SOC 불균형을 능동적으로 억제하여 배터리의 이
용률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Cascade H-bridge Multi-level 구조의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의 SOC 균형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2
상한 인터리브방식의 21-레벨 컨버터가 동작하여 각 모듈의 DC link전압비를 1:2:3:4 비로 제어하는 (a) 단계; 21레벨 컨버터가 전류제어기에 의해 생성된 출력전압 기준값을 round() 함수로 입력받아 제어주기마다 출력해야 하는
전압레벨의 기준값을 출력하는 (b) 단계; 게이트 패턴의 룩업테이블이 21-레벨 컨버터의 기준값 전압레벨형성을 위
한 게이트 패턴을 선정하는 (c) 단계; 및 제어기가 각 모듈에 연계된 배터리의 SOC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가장 큰
SOC를 갖는 배터리가 연계된 모듈의 전류 도통시간을 기 설정된 시간 동안 유지시키는 게이트 패턴을 이용해 각 모듈
을 동작시켜 출력전압을 형성하는 (d)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1:2:3:4 의 전압비를 갖는 4
개의 H-Bridge 모듈을 직렬로 연결하여 21-레벨 출력전압을 형성하고, 게이트 패턴의 적절한 선택에 따라 각 모듈에
연계된 배터리의 SOC 불균형을 억제시킴으로써, 적은수의 H-Bridge 모듈을 이용하여 Sine에 가까운 출력전압을 형
성하고, 고조파 저감 알고리즘을 통해서 출력전압과 전류의 고조파를 저감시키며, 각 모듈에 연계된 배터리의 SOC 불
균형을 능동적으로 억제하여 배터리의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 본 발명에 따르면, 1:2:3:4 의 전압비를 갖는 4개의 H-Bridge 모듈을 직렬연결하여 21-레벨 출력전압을 형성하
고, 출력전압의 각 레벨을 형성하기 위한 게이트 패턴의 적절한 선택에 따라 각 모듈에 연계된 배터리의 SOC 불균형을
억제시킴으로써, 적은수의 H-Bridge 모듈을 이용하여 Sine에 가까운 출력전압을 형성할 수 있으며, 고조파 저감 알고
리즘을 통해서 출력전압과 전류의 고조파를 저감시키고, 각 모듈에 연계된 배터리의 SOC 불균형을 능동적으로 억제하
여 배터리의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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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단선도 기반의 배전계통 시각화 장치

등록번호

10-1656730

발 명 자 최면송, 이승재, 임일형, 임희택

등록일자

2016년 9월 6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단선도 기반의 배전계통 시각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배전선로의 고장구간과 정전 구간, 부
하절체의 위치 및 방향을 계산하고 이를 단선도 상에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가 구비되어 배전계통 운영자가 고장구간과
정전구간, 부하절체의 위치 및 방향을 용이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한 단선도 기반의 배전계통 시각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와이어 감속기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와이어 감속기는 모터축에 연결된 제 1 입력축, 상기 모터축의 상
부 또는 하부 방향으로 이격되어 상기 모터축과 평행하게 형성된 지지축, 상기 지지축에 형성되며 상기 제 1 입력축과 상
부 또는 하부 방향으로 이격되어 배열된 적어도 하나의 제2 입력축, 상기 제 2 입력축과 동일한 축에 형성되어 상기 제 2
입력축과 결합되는 제 1 출력축, 상기 제 1 입력축과 동일한 축에 형성되며, 상기 제 1 입력축의 외곽에 배열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 2 출력축, 상기 제 2 출력축과 동일한 축에 형성되어 상기 제 2 출력축과 결합되는 제 3 입력축 및 상기 제 2
입력축과 동일한 축에 형성되며 상기 제 3 입력축과 상부 또는 하부 방향으로 이격되어 상기 제 2 입력축의 외곽에 배열
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 3 출력축을 구비하되, 하나의 와이어가 상기 제 1 입력축으로부터 상기 제 1 출력축으로 연결되어
상기 제 1 출력축에 감기며, 상기 제 1 출력축에 감겨진 와이어는 상기 제2 입력축으로 감기고, 상기 제2 입력축에 감겨진
와이어는 상기 제2 출력축으로 순차적으로 감김으로써, 상기 모터축이 회전함에 따라 상기 제1 입력축, 상기 제 1 출력축,
상기 제 2 입력축 및 상기 제 2 출력축이 회전하며, 상기 제 2 출력축에 감겨진 와이어는 상기 제 3 입력축으로 감기며,
상기 제 3 입력축에 감겨진 와이어는 상기 제 3 출력축에 순차적으로 감김으로써, 상기 모터축이 회전함에 따라 상기 제
3 입력축과 상기 제 3 출력축이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배전선로의 고장구간과 정전구간을 계산하고 이를 단선도 상에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가 구성됨으로써, 배전 계통 운
영자가 배전선로에 발생된 고장구간과 정전구간을 단선도 상에서 용이하게 식별 가능하다. 정전복구를 위한 부하절체
의 위치와 방향을 계산하고 이를 단선도 상에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가 구성됨으로써, 배전계통 운영자가 정전복구
실행계획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배전계통 운영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배전선로 단선도 상에 배전선로의 연결
관계(토폴로지) 또는 개폐기의 위치 변경 시 이를 동적으로 표시하는 동적표시부가 구성됨으로써, 배전계통 운영자가
배전선로의 변경과정을 중간과정과 함께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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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16. 오전 10:58

단선도 기반의 배전계통 시각화 장치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발명의 효과
배전선로의 고장구간과 정전구간을 계산하고 이를 단선도 상에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가 구성됨으로써, 배전 계통 운
영자가 배전선로에 발생된 고장구간과 정전구간을 단선도 상에서 용이하게 식별 가능하다. 정전복구를 위한 부하절체
의 위치와 방향을 계산하고 이를 단선도 상에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가 구성됨으로써, 배전계통 운영자가 정전복구
실행계획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배전계통 운영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배전선로 단선도 상에 배전선로의 연결
관계(토폴로지) 또는 개폐기의 위치 변경 시 이를 동적으로 표시하는 동적표시부가 구성됨으로써, 배전계통 운영자가
배전선로의 변경과정을 중간과정과 함께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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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4_

기 술 명 높은 감속비 구현을 위한 기어형 감속기 및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13362

이를 구비한 구동기
발 명 자 이범주

01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높은 감속비 구현을 위한 기어형 감속기 및 이를 구비한 구동기

등록일자 2016년
2016년4월
04월
11일
11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감속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높은 감속비를 제공하기 위한 기어형 감속기 및 이를 구비한 구동기
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기어형 감속기 및 이를 구비한 구동기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구동기의 출력단에 장착하는 기어형 감
속기로서, 제1 기어부; 제1 기어부와 치합하여 회전하도록 구성된 제2 기어부; 제2 기어부의 일측에 결합되어 제2 기
어부와 같은 회전속도로 회전하며 제2 기어부의 반경과 상이한 반경을 가지는 제3 기어부; 제3 기어부와 치합하여 회
전하도록 구성된 제4 기어부를 포함하되, 제2 기어부는 구동기의 구동력에 의해 회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어형
감속기가 제공된다. 이러한 기어형 감속기는 매우 높은 감속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른 기어형 감속기 및 이를 구비한 구동기는 높은 감속비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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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전지 전력 저장 시스템의 순환전류 저감형 DROOP 제어 시스템
기 술 명 전지 전력 저장 시스템의 순환전류 저감형
DROOP 제어 시스템
발 명 자 한병문, 김현준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592454

등록일자

2016년 2월 1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지 전력 저장 시스템(BESS)의 순환전류 저감형 DROOP 제어 시스템에 [0001] 관한 것으로, 불균형 선
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차이 때문에 전지 전력 저장 시스템에 발생하는 순환전류를 저감하여 배터리의 충전 및 수명
효율을 높이는 전지 전력 저장 시스템의 순환전류 저감형 DROOP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전지 전력 저장 시스템(BESS)의 순환전류를 저감형 DROOP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불균형 선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차이 때문에 전지 전력 저장 시스템에 발생하는 순환전류를 저감하여 배터리의 충전 및 수명 효
율을 높이는 전지 전력 저장 시스템의 순환전류 저감형 DROOP 제어 시스템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에 의한 전지 전력 저장 시스템(BESS)[0011] 의 순환전류 저감형 DROOP
제어 시스템은 불균형 선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차이 때문에 전지 전력 저장 시스템에 발생하는 순환전류를 저감하
여 배터리의 충전 및 수명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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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전기 차량용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인버터

등록번호

10-11591161

발 명 자 이준영, 윤영두, 한영문, 이병권

등록일자

2016년 1월 27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전기 차량용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 구동시스템에 포함되는 인버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구조 단순화와 고속 구속모터에 적합한 가변 출력 전압을 갖는 인버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전기 차량용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인버터가 제공된다. 개시된 인버터는 다수의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고, 전기 차량용
배터리에 충전된 전압을 모터로 출력하기 위한 N(1 이상의 정수임)개의 인버터부; 및 N개의 인버터부에 포함된 다수
의 스위칭 소자의 온/오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인버터부는 N(1 상기 N개의 인버터부 각각은,
일단이 상기 배터리의 일단과 연결되는 제1 스위칭 소자; 일단이 상기 제1 스위칭 소자의 타단 과 연결되는 제2 스위칭
소자; 일단이 상기 배터리의 일단 및 상기 제1 스위칭 소자의 일단과 연결되는 제3 스위칭 소자; 일단이 상기 제3 스위
칭 소자의 타단과 연결되는 제4 스위칭 소자; 일단이 상기 제4 스위칭 소자의 타단과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제1 스위
칭 소자의 타단 및 상기 제2 스위칭 소자의 일단과 연결되는 제5 스위칭 소자; 및 일단이 상기 제3 스위칭 소자의 타단
및 상기 제4 스위칭 소자의 일단과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제1 스위칭 소자의 타단, 상기 제2 스위칭 소자의 일단 및 상
기 제4 스위칭 소자의 타단과 연결되는 캐패시터;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인버터는 구조 단순화와 고속 구속모터에 적합한 가변 출력 전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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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차량용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인버터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대용량 고전압 하이브리드 DC 차단기 및 그 구동 방법
기 술 명 대용량 고전압 하이브리드 DC 차단기 및
그 구동 방법
발 명 자 한병문, 김도현, 윤영두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586003

등록일자

2016년 1월 11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대용량 고전압 하이브리드 DC 차단기 및 그 구동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계식 차단기,
Thyristor 스위치, 다이오드 및 LC 공진회로를 구성하여 정상동작시 도통손실이 적고, 고장시 차단손실이 적으며,
직류송전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DC 차단기의 새로운 회로구성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대용량 고전압 하이브리드 DC 차단기 및 그 구동 방법에 관한 것으로, Thyristor(T1)를 턴-온시켜 커패시
터(C)를 충전하여 커패시터(C) 양단의 전압이 공급전압과 동일해지는 경우, Thyristor(T1)가 자동으로 턴-오프되고
Thyristor(T2)를 턴-온되어 L-C 공진에 의해 커패시터(C) 전압의 그 극성을 반전시키되, 직류선로 에서 고장이 일어
난 경우, Thyristor(T1)를 턴-온하여 역방향으로 충전되어 있는 커패시터(C)의 전압에 의해 Surge Arrester(Zn02)를
도통시켜 Thyristor(T1) -> 커패시터(C) -> 인덕터(L) -> Surge Arrester(Zn02) -> 다이오드(D1) -> 기계식 차단기
(CB)의 경로와, Thyristor(T1) -> 커패시터(C) -> 인덕터(L) -> SurgeArrester(Zn02) -> 다이오드(D1) -> 다이오드
(D2)의 경로로 순환전류를 흐르도록 하여 고장전류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본 발명에 따르면, 기계식 차단기, Thyristor 스위치, 다이오드 및 LC 공진회로를 구성함으로써, 저렴한 설치비용으로
정상동작시 도통손실이 적고, 고장시 차단손실이 적으며, 과도전압에 강인하고, 직류송전에 적용 가능한(4ms 이내의
차단) 하이브리드 DC 차단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 본 발명에 따르면, 기계식 차단기, Thyristor 스위치, 다이오드 및 LC 공진회로를 구성함으로써, 저렴한 설치비용
으로 정상동작시 도통손실이 적고, 고장시 차단손실이 적으며, 과도전압에 강인하고, 직류송전에 적용 가능한(4ms 이
내의 차단) 하이브리드 DC 차단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르면, 정상동작시 도통손실이 적
고, Fault시 차단속도 또한 4ms 이내에서 가능한바, ABB사가 제안하는 차단기에 비해 규모가 작고 손실이 적으며,
Alstom사 및 Siemens사가 고안한 차단기에 비해서도 그 성능과 효율성이 뛰어남에 따라, 현재 급속히 증가하고 있
는 직류송전수요에 시기적절하게 적용 가능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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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양극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평형회로
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
발 명 자 한병문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559331

등록일자

2015년 10월 5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양극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평형회로 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양
극형 DC 마이크로그리드에서 부하나 전원의 불평형에 따른 전압의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압평형회로의 구성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의 구성을 제안하는 양극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평형회로 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
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양극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평형회로 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양
극형 DC 마이크로그리드에서 부하나 전원의 불평형에 따른 전압의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압평형회로의 구성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의 구성을 제안하는 양극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평형회로 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양극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평형회로의 양단전압 Vp, Vn을 측정하여 그 합에서 전
압 Vn을 감한 후, 제1 PI제어기를 통과하여 리액터에 흐르는 기준전류를 생성하는 기준전류 생성부; 상기 기준전류 생
성부의 기준전류와, 실측한 리액터 전류를 비교하여 그 차를 제2 PI제어기를 통과하여 전압변동값을 생성하는 전압변
동값 생성부; 상기 전압변동값에 전압 Vn을 합한 결과를 양단 전압의 합(Vp+Vn)으로 나누어 기준신호를 생성하는 기
준 신호 생성부; 및 상기 기준신호와 삼각파 신호를 비교하여 시비율이 고려된 PWM펄스를 생성하는 펄스 발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에 의하면, 양극형 DC 마이크로그리드에서 부하나 전원의 불평형에 따른 전압의 불균등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고, 기존 반-브리지 전압평형회로 제어방식과 Dual-Buck 전압평형회로 제어방식에 비해 영전압 스위칭에 의한 높
은 효율을 갖는 반-브리지 전압평형회로와 제어방식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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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구성의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
기 술 명 1단 구성의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

등록번호

10-1553147

발 명 자 이준영, 김승주, 권순만, 이병권

등록일자

2015년 9월 8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고용량의 전해 캐패시터를 사용하지 않으
면서도, 입력의 역률 제어와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고역률로 동작 가능한 1단 구성의 전기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1단 구성의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가 제공된다. 개시된 전기 차량용 배터리의 충전 장치는 입력 전압을 인가받
아 전기 차량용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압(충전 전압)을 출력하는 컨버터부;를 포함하되, 상기 컨버터부는 제1 스위칭 소
자, 일단이 제1 스위칭 소자의 타단과 연결되는 제2 스위칭 소자, 일단이 제1 스위칭 소자의 일단과 연결되는 제3 스위
칭 소자 및 일단이 상기 제3 스위칭 소자의 타단과 연결되는 제4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며, 상기 입력 전압을 인가받는
제1 스위칭부; 1차측 권선의 일단이 상기 제1 스위칭 소자의 타단 및 상기 제2 스위칭 소자의 일단과 연결되고, 1차측
권선의 타단이 상기 제3 스위칭 소자의 타단 및 상기 제4 스위칭 소자의 일단 과 연결되는 변압기; 및 제1 입력단이 상
기 변압기의 2차측 권선의 일단과 연결되고, 제2 입력단이 상기 변압기의 2차측 권선의 타단과 연결되며, 출력단이 상
기 충전 전압을 출력하는 제2 스위칭부;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고용량의 전해 캐패시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입력의 역률 제어와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고역률
로 동작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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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양방향 동작이 가능한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
발 명 자 이준영, 박승희, 김원용, 신철준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359264

등록일자

2014년 1월 28일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양방향 동작이 가능한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고용량
의 전해 캐패시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입력 전류 왜곡의 보상이 가능하며 고역률로 동작 가능한 양방향 전기 차량
용 배터리 충전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양방향 동작이 가능한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가 개시된다. 개시된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는 입력 전압
을 정류하여 제1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정류부; 상기 제1 전압을 승압하여 제2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제1 컨버터; 및 상
기 제2 전압을 변화시켜 전기 차량용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제3 전압을 생성하여 출력하는 제2 컨버터;를 포함하되,
상기 제2 컨버터부는 상기 제1 컨버터부의 출력단과 병렬로 연결되는 제1 스위칭부 및 제2 스위칭부를 포함하고, 상
기 제1 스위칭부 및 상기 제2 스위칭부 각각은 일단이 상기 제1 컨버터부의 출력단과 연결되는 인덕터; 일단이 상기 인
덕터의 타단과 연결되고 타단이 접지와 연결되는 제1 스위칭 소자; 및 일단이 상기 인덕터의 타단 및 상기 제1 스위칭
소자의 일단과 연결되는 제2 스위칭 소자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양방향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는 고용량의 전해 캐패시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입력전류 왜
곡의 보상이 가능하며 고역률로 동작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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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에너지 저장용 계통연계형 전력변환기
기 술 명 배터리 에너지 저장용 계통연계형 전력변환기

등록번호

10-1338921

발 명 자 한병문, 이준영

등록일자

2013년 12월 3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충방전 전력변환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2단 DC-DC 컨버터로 구성된 배터리 에너지 저장용 계통연계형
전력변환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충방전 전력변환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2단 DC-DC 컨버터로 구성된 배터리 에너지 저장용 계통연계형
전력변환기에 관한 것이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인버터와 배
터리 사이에 삽입하는 DC-DC 컨버터로 LLC Half-Bridge 공진형 컨버터와 하이브리드 스위칭 2상 chopper를
2단 결합한 2단 DC-DC 컨버터로 구성된 배터리 에너지 저장용 계통연계형 전력변환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단 DC-DC 컨버터로 구성된 배터리 에너지 저장용 계통연계형 전력변환기는 시스템
효율 향상, 전력품질과 전력밀도 제고, 시스템외형 축소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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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다중 포텐시오스타트 회로 및 이를 이용하는
분석 시스템
발 명 자 김용상, 샌딥 쿠말 자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333410

등록일자

2013년 11월 20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복수의 채널들을 각기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포텐시오스타트 회로 및 이를 이용하는 분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복수의 채널들을 각기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포텐시오스타트 회로 및 이를 이용하는 분석 시스템이 개시된다.
상기 포텐시오스타트 회로는 제 1 채널과 연결된 제 1 서브 포텐시오스타트 회로 및 제 2 채널과 연결된 제 2 서브
포텐시오스타트 회로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제 1 서브 포텐시오스타트 회로는 적어도 하나의 OP 앰프로 구현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포텐시오스타트 회로가 복수의 채널들과 연결된 복수의 서브 포텐시오스타트 회로들을 포함하며, 각 서브
포텐시오스타트 회로들은 각기 채널들의 물질들의 반응 결과를 측정한다. 따라서, 분석 시스템은 하나의 포텐시오스
타트 회로를 이용하여 복수의 채널들의 물질들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포텐시오스타트 회로가 저가의 OP 앰
프들로 구현되므로, 상기 포텐시오스타트 회로의 비용 및 상기 포텐시오스타트 회로를 이용하는 분석 시스템의 구축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분석 시스템은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서브 포텐시오스타트 회로들을
제어하므로, 상기 포텐시오스타트 회로의 하드웨어가 간단하여지고 비용이 절감되며 분석 감도가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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ＰＦＣ 컨버터의 출력전압 리플 보상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
기 술 명 ＰＦＣ 컨버터의 출력전압 리플 보상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
발 명 자 이준영, 유광민, 김원용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321236

등록일자

2013년 10월 16일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고용량의 전해 캐패시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PFC(Power Factor Correction) 컨버터의
출력 전압에서 발생하는 리플 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PFC 컨버터의 출력전압 리플 보상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PFC 컨버터의 출력전압 리플 보상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가 개시된다. 개시된 PFC 컨버
터의 출력전압 리플 보상 장치는 일단이 상기 PFC 컨버터의 출력단을 구성하는 2개의 출력단자 중 접지와 연결되지
않은 출력단자와 연결되는 제1 스위칭 소자; 일단이 상기 제1 스위칭 소자의 타단과 연결되고, 타단이 접지와 연결되는
제2 스위칭 소자; 일단이 상기 제1 스위칭 소자의 타단 및 상기 제2 스위칭 소자의 일단과 연결되는 보상 인덕터; 및
일단이 상기 인덕터의 타단과 연결되고, 타단이 접지와 연결되는 보상 캐패시터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전기 차량용 충전 장치에 있어 고용량의 전해 캐패시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PFC(Power
Factor Correction) 컨버터의 출력 전압에서 발생하는 리플 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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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

등록번호

10-1288230

발 명 자 이준영, 유광민, 박승희

등록일자

2013년 7월 15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긴 수명을 보장할 수 있고
고전력 밀도의 전기 차량용 배터리의 충전에 적합한 충전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가 개시된다. 개시된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는 정류 전압을 입력받으며, 변압기,
공진 인덕터 및 공진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직렬 공진부; 제1 입력단이 상기 변압기의 2차측 권선의 일단과 연결되고,
제 2 입력단이 상기 변압기의 2차측 권선의 타단과 연결되며, 출력단이 전기 차량용 배터리와 연결되는 정류부; 및 일
단이 상기 변압기의 2차측 권선의 일단 및 상기 정류부의 제1 입력단과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변압기의 2차측 권선의
타단 및 상기 정류부의 제2 입력단과 연결되며, 상기 변압기의 2차측 권선으로부터 상기 정류부로의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온/오프되는 스위칭부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의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 입력 전류의 dead-zone을 제거하여
역률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의 수명을 연장하고, 고전
력 밀도의 전기 차량용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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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위칭 구조를 가지는 전력 변환기
기 술 명 하이브리드 스위칭 구조를 가지는 전력 변환기

등록번호

10-1288206

발 명 자 이준영, 채형준, 유광민, 윤수영, 이윤재

등록일자

2013년 07월 15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높은 효율을 구현하는 전력 변환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높은 효율을 구현하는 전력 변환기가 개시된다. 상기 전력 변환기는 입력된 제 1 전압을 제 2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제
1 전력 변환부 및 상기 제 1 전력 변환부와 연결되며, 상기 제 2 전압을 제 3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제 2 전력 변환부
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제 1 전압, 상기 제 2 전압 및 상기 제 3 전압은 순차적인 크기를 가지고, 상기 제 2 전력 변
환부는 FET 트랜지스터와 IGBT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며, 충전 모드시 또는 방전 모드시 상기 FET 트랜지스터와 상기
IGBT 트랜지스터가 모두 동작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전력 변환기는 IGBT 트랜지스터와 FET 트랜지스터를 병렬로 구성하고 [0009] FET 트랜지스터를 IGBT
트랜지스터가 턴-오프될 때 동작시킨다. 결과적으로, Tail current 현상이 방지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전력 변환기는 FET
트랜지스터와 직렬로 연결되고 IGBT 트랜지스터와 병렬로 연결되는 다이오드를 사용하므로, 역기전력으로 인한 FET 트
랜지스터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고 리커버리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역기전력이 순환하는 길은 FET 트
랜지스터의 내부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IGBT 트랜지스터의 외부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FET 트
랜지스터의 내부 다이오드의 리커버리보다 IGBT 트랜지스터와 병렬로 연결된 외부 다이오드의 리커버리 좋기 때문에,
FET 트랜지스터와 직렬로 연결된 다이오드로 FET 트랜지스터의 내부 다이오드의 패스를 막고 리커버리가 우수한 IGBT
트랜지스터의 외부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리커버리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게다가, 상기 전력 변환기는 상기 다이오드
와 병렬로 저항을 구성하므로, 라인 인덕턴스로 인한 링잉(Ringing)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욱이, 상기 전력변환기는 2단
의 전력 변환부들로 구성되되, 전단의 전력 변환부를 고주파로 스위칭시킨다. 결과적으로, 전단의 전력 변환부에 사용되
는 변압기의 사이즈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전력 변환기의 사이즈 또한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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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

등록번호

10-1211234

발 명 자 이준영, 윤수영, 김경동

등록일자

2012년 12월 5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0001] 상세하게는 소형화가 가능하고
긴 수명을 보장할 수 있는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가 개시된다. 개시된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는 전파 정류되어 입력되는 제1 전압
을 제2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제1 컨버터부; 상기 제1 컨버터부의 출력단과 연결되며, 상기 제2 전압을 직류화하여 전
기 차량용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제3 전압으로 변화시켜 출력하는 제2 컨버터부를 포함하되, 상기 제1 컨버터부의
출력단은 제1 출력단자 및 제2 출력단자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컨버터부는 일단이 상기 제1 출력 단자와 연결된 제1
노드에 연결되는 제1 스위칭 소자; 일단이 상기 제2 출력단자와 연결된 제2 노드에 연결되는 제2 스위칭 소자; 일단이
상기 제1 스위칭 소자의 타단과 직렬로 연결되는 제1 출력 캐패시터; 및 일단이 상기 제2 스위칭 소자의 타단과 직렬로
연결되는 제2 출력 캐패시터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스위칭 소자 및 상기 제2스위칭 소자는 온/오프(on/off)되고, 상기
제1 스위칭 소자가 온되는 시간과 상기 제2 스위칭 소자가 온되는 시간은 서로 겹치지 않다. 본 발명에 따른 전기 차량
용 배터리 충전 장치는 소형화가 가능하고 긴 수명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는 소형화가 가능하고 긴 수명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는 간단한 구성을 가지는 제어기를 이용하여 전류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45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전기 차량용 배터리 충전 장치

전기/전자/정보통신/IT
0101전기/전자/정보통신/IT

지수 감쇄하는 직류 옵셋 영향을 제거한 푸리에 변환 기반페이져
추정 방법 및 그 장치
기 술 명 지수 감쇄하는 직류 옵셋 영향을 제거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0978902

푸리에 변환 기반페이져 추정 방법 및 그 장치
발 명 자 강상희, 이동규

2010년 8월
등록일자 2010년
08월24일
24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푸리에 변환 기반 페이져 추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류 옵셋을 포함하는
입력 신호에서 직류 옵셋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여 신호의 페이져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지수 감쇄하는 직류 옵셋
영향을 제거한 푸리에 변환 기반 페이져 추정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지수 감쇄하는 직류 옵셋 영향을 제거한 푸리에 변환 기반 페이져 추정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
시예에 따른 푸리에 변환 기반 페이져 추정 방법은 입력 신호를 샘플링하여 한 주기 데이터에 대한 샘플들을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샘플 그룹들로 분리하는 단계; 분리된 상기 샘플 그룹들 각각에 대한 이산 푸리에 변환(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샘플 그룹들 각각에 대한 DFT를 기초로 상기 입력신호에 포함된 직류 옵
셋(offset)을 연산하고, 연산된 상기 직류 옵셋을 이용하여 상기 직류 옵셋에 의한 오차를 연산하는 단계; 및 상기 입력
신호에 대한 DFT로부터 연산된 상기 직류 옵셋에 의한 오차를 제거하여 상기 입력신호에 포함되는 기본파 성분의 페이
져를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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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1850 기반의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에서
온라인 IED 고장 진단 장치 및 방법
기 술 명 IEC 61850 기반의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0843130

에서 온라인 IED 고장 진단 장치 및 방법
발 명 자 이승재, 임성정, 임성일

등록일자 2008년
26일
2008년 06월
6월 26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IEC61850 기반의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를
검사하는 동안에 IED를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거나 그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
록 하면서도, IED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추가 없이 시스템 외부에서 IEC61850 표준 규격의 특징을 이용
하여 IED를 온라인으로 검사하여 IED 내부에 고장이 있는 지를 진단하는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에서 온라인 IED 고장
진단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IED를 검사하는 동안에 IED를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거나 그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역할을 지
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IED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추가 없이 시스템 외부에서 IEC61850 표준
규격의 특징을 이용하여 IED를 온라인으로 검사하여 IED 내부에 고장이 있는 지를 진단하는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에
서 온라인 IED 고장 진단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의 베이 IED의 고장을 진단
하는 장치는, 백업 정보에 따라 피 시험 IED을 대체하여 동작하는 백업 IED; 및 상기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의 스테이션
장치로부터 수신되는 SCD 파일을 참조하여 상기 피 시험 IED를 지정하고 상기 피 시험 IED에 대한 상기 백업 정보를
상기 백업 IED로 전송하며, 상기 피 시험 IED로의 시험 패턴의 전송에 따른 응답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피 시험 IED의
고장 여부를 판정하는 온라인 IED 진단 장치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IED 고장 진단 장치 및 방법에서는, IED를 검사하는 동안에 IED를 시스템으로 부터 분
리하거나 그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IED에 발생 가능한 고장에 대
하여 진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IED 고장 진단 장치 및 방법에서는, IED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추가 없이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IED의 고장을 진단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IED 고장 진단 장치 및 방법에서는, 온라인으로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의 외부에서
IED의 고장을 진단할 수 있고,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의 일부로서 기능하여 IED의 건전성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변전소
유지 보수 등의 운영에 상당히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IED 고장 진단 장치 및 방법
에서는, 어떤 IED가 고장으로 판정된다면 백업 IED가 그 고장 IED의 기능을 대체하여 그 고장 IED의 수리 및 교체 전까
지 대신 동작하도록 백업역할을 하므로 백업 IED를 통하여 고장 진단 및 백업의 이중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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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의 이득차를 이용한 주파수 측정방법
기 술 명 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의 이득차를 이용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0839436

주파수 측정방법
발 명 자 남순열, 강상희, 박종근

2008년06월
6월 12일
12일
등록일자 2008년

등록일자

기술분야

본 발명은 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의 이득차를 이용한 주파수 측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전력 시스템
의 전압신호에 대한 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 각각의 출력신호의 이득차를 이용하여 주파수를 측정하는 주파수 측정 방
법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의한 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의 이득차를 이용한 주파수 측정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코사
인 필터와 사인 필터를 통해 산출된 각각의 출력신호에 대한 이득차를 이용하여 주파수를 측정하므로 정확한 주파수
측정이 가능하고 고조파 성분 및 잡음에 강인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코사인 필터와 사인 필터를 통해 산출된 각각의 출력신호에 대한 이득차를 이용하여 주파수를 측정하
므로 정확한 주파수 측정이 가능하고 고조파 성분 및 잡음에 강인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코사인 필
터와 사인 필터로 두 개의 FIR 필터를 사용하여 DFT와 동일한 결과를 구현하므로 필터의 설계가 용이하고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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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왜곡된 변류기의 2차 전류 보상 방법

등록번호

10-0580428

발 명 자 강상희, 이동규, 현승호, 강용철

등록일자

2006년 5월 9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변류기의 왜곡된 2차 전류를 보상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철심 변류기의 자성적 특성
에의한 포화에 의해 2차 전류가 왜곡되는 경우의 왜곡된 2차 전류를 보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왜곡된 변류기의 2차 전류 보상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왜곡된 변류기의 2차 전류보상 방법은, 변류기의
포화구간을 검출하는 단계, 변류기의 포화에 의한 전력계통의 고장시 발생하는 전류를 지수 감쇄하는 직류 오프셋 성
분과 기본파 및 고조파 성분의 조합으로 가정하여 AR 모델로 표현하고 AR 모델의 계수를 추정하는 단계, 및 추정된
AR모델의 계수에 기초하여 변류기의 포화시의 정상적인 2차 전류를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왜곡된 변류기의 2차 전류 보상방법은 변류기 포화에 의해 왜곡된 2차 전류를 보상하기 위해 변류
기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샘플링된 전류 데이터만을 사용하므로, 초기에 잔류 자속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
라 잔류 자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왜곡된 변류기의 2차 전류의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변류
기의 잔류 자속이 크고 변류기의 포화가 심한 경우에도 최대 과도에러에 의한 별다른 영향 없이 변류기의 2차 전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변류기의 포화되지 않은 구간으로부터의 샘플링된 전류 데이터
의 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왜곡된 변류기의 2차 전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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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피부 관리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기 술 명 얼굴 피부 관리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등록번호

10-1763021

발 명 자 김정국

등록일자

2017년 7월 24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얼굴 피부 관리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얼굴 피부 관리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이 개시된다. 얼굴 피부 관리 장치는 구강에 삽입 가능한 형태를 가지며, 구강
내 피부와 접촉하는 적어도 하나의 구강 전극을 구비한 구강 삽입 기구 및 얼굴 피부의 외측 표면에서 구강 전극 중 적
어도 하나와 통전되는 주전극 및 주전극과 연결되며, 얼굴 피부에 전기 자극을 가하기 위한 전류를 발생시키는 전류
발생부를 구비한 본체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얼굴 피부 관리 장치는 초음파와 LED광을 구강 안쪽으로부터 안면 피부 외측을 향하여 방사하게 하여
안면 피부 내측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 미소전류가 안면 피부의 외측으로부터 내측으로, 또는 안면 피
부의 내측으로부터 외측으로 안면 피부를 관통하여 흐르게 함으로써, 엘라스틴과 콜라겐 사슬구조와 같은 종방향으로
미소전류를 흐르게 하여, 전기 자극에 의한 피부 근육 재생과 피부미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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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약병 홀더 및 이의 동작 방법
기 술 명 스마트 약병 홀더 및 이의 동작 방법

등록번호 10-1756530

발 명 자 김정국, 민병선, 한명희, 윤환주, 최소연

2017년 7월
4일
등록일자 2017년
07월
04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마트 약병 홀더 및 이의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스마트 약병 홀더 및 이의 동작 방법이 개시된다. 스마트 약병 홀더는 미리 설정된 크기로 구획된 적어도 하나의 수납홀
을 가지는 약병 수납부, 약의 복용 정보를 입력받는 입력부 및 약을 복용하라는 알람을 시각 또는 청각 신호로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 약병 홀더는 처방에 따른 복용시간이 되면 약의 복용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복용자로 하여금 복
용시간을 놓치거나 다른 약을 잘못 복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스마트 약병과는 달리 복수의
약병들을 관리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약의 관리가 가능하고 사용이 용이하며, 나아가 비용 절감도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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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 부재, 이를 이용하는 전자파 차단 차폐막 형성 방법 및 그 장치
기 술 명 승강 부재, 이를 이용하는 전자파 차단 차폐막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04164

형성 방법 및 그 장치
발 명 자 홍상진, 남창우, 유충곤

2017년 2월 1일
등록일자 2017년02월01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파 차단 차폐막 형성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발명의 요약
전자파 차단 차폐막 형성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차폐막 형성 장치는 챔버 바디; 상기 챔버 바디 내에 위치되고, 타
겟 및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마그넷 유닛을 포함하는 타겟 모듈; 및 상기 타겟 모듈을 스퍼터링함에 따라
피증착물의 상면과 측면들 중 적어도 하나에 차폐막 형성시 상기 피증착물을 승강시켜 이송트레이와 분리하는 승강부
재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파 차단 차폐막 형성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필링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여 칩
의 외주면에 차폐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발명은 공정상의 불량을 최소화하도록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칩의
불량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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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퍼터링을 이용한 전자파 차단 차폐막 형성 방법 및 그 장치
기 술 명 스퍼터링을 이용한 전자파 차단 차폐막 형성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86318

방법 및 그 장치
발 명 자 홍상진, 남창우, 유충곤

2016년 12월
등록일자 2016년
12월7일
07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퍼터링을 이용한 전자파 차단 차폐막 형성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발명의 요약
스퍼터링을 이용한 전자파 차단 차폐막 형성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스퍼터링을 이용한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한
차폐막 형성 장치는, 챔버 바디; 및 상기 챔버 바디 내에 위치되고, 타겟 및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마그넷
유닛을 포함하는 타겟 모듈을 포함하되, 상기 타겟 모듈을 스퍼터링함에 따라 피증착물의 상면과 측면들 중 적어도 하
나에 차폐막이 형성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퍼터링을 이용한 전자파 차단 차폐막 형성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칩의 상면뿐
만 아니라 측면에도 고르게 차폐막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칩의 측면을 통해 유입되는 전자파 를 차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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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링 트랜지스터 및 이의 제조 방법
기 술 명 터널링 트랜지스터 및 이의 제조 방법

등록번호 10-1684798

발 명 자 조일환, 서동선

2016년 12월
12월2일
02일
등록일자 2016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일자

기술분야
본 발명은 터널링 트랜지스터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터널링 트랜지스터 및 이의 제조 방법이 개시된다. 터널링 트랜지스터는, 소정의 깊이를 가지는 리세스(recess) 채널
을 포함하는 기판; 상기 리세스 채널 이면에 절연막이 개재되어 형성되는 게이트; 및 상기 리세스 채널 표면에 고농도
도펀트를 도핑하여 형성되는 소스와 드레인을 포함하되, 상기 리세스 채널의 제1 측면을 절곡하여 제2 측면과 상이한
비대칭 구조로 형성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널링 트랜지스터 및 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비대칭적 리세스 채널 구조를 갖는
터널링 트랜지스터를 제조함으로써 소자 면적의 증가 없이 동작 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터널링이 발생하는 소스와 기판 사이의 영역이 소자 면적의 증가 없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전류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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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브리 페롯 에탈론의 자유 동작 영역 측정 시스템 및 방법
기 술 명 훼브리 페롯 에탈론의 자유 동작 영역 측정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74795

시스템 및 방법
발 명 자 서동선

2016년 11월
등록일자 2016년
11월3일
03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훼브리 페롯 에탈론의 자유 동작 영역 측정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정밀하게 훼브리 페롯 에탈론의 자유 동작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자유 동작 영역 측정
시스템은 저주파로 스캐닝하는 CW 레이저를 PM 변조시켜 훼브리 페롯 에탈론(Fabry-Perot Etalon, FPE)으로 인
가하는 PM 변조부, 상기 인가에 따라 상기 훼브리 페롯 에탈론을 투과한 투과 신호 또는 상기 훼브리 페롯 에탈론에 의
해 반사된 반사 신호를 검출하는 광 검출기 및 상기 검출 결과 및 상기 PM 변조를 위해 사용된 변조 신호를 이용하여 상
기 훼브리 페롯 에탈론의 자유 동작 영역(Free Spectral Range, FSR)을 측정하는 FSR측정부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기존 방법은 저주파로 스캐닝 광(CW 광)을 훼브리 페롯 에탈론(FPE)에 인가하고 FPE의 주기적인 광 투과특성을 관
측하여 자유 동작 영역을 관측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본 발명에 따른 훼브리 페롯 에탈론의 자유 동작 영역 측정
시스템 및 방법은 저주파로 스캐닝되는 광 출력을 PM 변조시켜 훼브리 페롯 에탈론으로 인가하는 방법을 통하여 상기
자유 동작 영역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자유 동작 영역 측정 시스템 및 방법은 훼브리 페롯 에탈론
을 통과한 투과 신호와 훼브리 페롯 에탈론으로부터 반사된 반사 신호 모두를 이용하여 자유 동작 영역을 측정하므로,
상기 자유 동작 영역의 측정 정확도가 더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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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중 방식의 통신 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
기 술 명 전이중 방식의 통신 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

등록번호

10-1584481

발 명 자 김용화, 송성주

등록일자

2016년 1월 5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전이중 방식으로 동작하는 통신 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자기 간섭(self-interference)를 제거할 수 있는 통신 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전이중 방식의 통신 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이 개시된다. 개시된 통신 장치는 파일럿 신호를 생성하는 전송부; 상기 파
일럿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 안테나; 상기 파일럿 신호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 간섭(self-interference) 신호를 포함하
는 제1 수신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안테나; 상기 제1 수신 신호를 이용하여 자기 간섭 채널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추
정부; 상기 추정된 자기 간섭 채널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전송부가 전송할 데이터 신호에 대한 자기 간섭 신호
를 예측하는 예측부; 및 상기 예측된 자기 간섭 신호를 전달받은 수신부;를 포함하되, 상기 수신 안테나는 상기 데이터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수신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부는 상기 예측된 자기 간섭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제2 수신 신
호에서 자기 간섭을 제거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자기 간섭(self-interference)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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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필름 진동기

등록번호

10-1387822

발 명 자 김정국, 김대선, 김민규, 김영욱

등록일자

2014년 4월 15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진동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필름을 이용한 진동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피브이디에프 필름을 이용하는 진동기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필름 진동기는 외부 전
원을 입력받는 입력부; 및 필름을 포함하며, 상기 필름을 이용하여 상기 입력부로부터 출력된 전압을 진동에너지로 변
환시키는 진동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PVDF 필름을 진동기로 사용할 때 입력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 임피던
스 값이 급변하더라도 PVDF 필름에 최대한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PVDF 필름을 진동기로 사용할 때 입력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 임피던스 값이 급변하더라도 PVDF
필름에 최대한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PVDF 필름이 가지는 높은 기계적인 제작성을 이
용하여 종래의 압전 재료로는 제작이 어려운 복잡하거나 소형인 진동기를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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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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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내부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기기, 이를 이용한
혈액검사 및 질병치료 방법
기 술 명 혈관 내부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기기, 이를 이
용한 혈액검사 및 질병치료 방법
발 명 자 김정국, 서동선, 김민규, 서욱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099641

등록일자

2011년 12월 21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빛을 이용한 의료기기에 관한 것이며, 더욱 자세하게는 혈관 내부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기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인체에 삽입된 정맥주사를 이용하여 혈관의 내부에서 직접 혈액에 대하여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발명의 혈관 내부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기기는, 링거튜브를 통하여 유입된 링
거액을 인체 혈관 내부로 주입하는 정맥주사바늘; 상기 정맥주사바늘과 상기 링거튜브사이에 위치하며, 내부가 비어
있는 몸체; 상기 몸체 내부에 위치하고, 내부에 광섬유가 위치되고 상기 정맥주사바늘의 뒤쪽에 길이방향으로 배열된
광섬유부와 링거액이 지나가는 유로가 형성된 유로부를 포함하며, 전후로 이동가능하게 구성되는 이동체; 및 상기 광
섬유부와 광학적으로 연결된 광학장비를 포함하며, 상기 이동체가 앞으로 이동하면 상기 광섬유부가 상기 정맥주사바
늘의 내부로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인체에 미리 삽입된 정맥주사바늘을 통하여 광섬유 다
발이 혈관 내부에서 직접 혈액을 향하도록 함으로써, 채혈과정 없이 광선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혈당 등의 혈액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인체에 미리 삽입된 정맥주사바늘을 통하여 광섬유 다발이 혈관 내부에서 직접 혈액을 향하도록 함
으로써, 채혈과정 없이 광선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혈당 측정 등의 혈액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잦
은 채혈의 문제가 없어 잦은 측정이 가능하고, 자동적으로 일정시간마다 혈당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중환자의 혈
당 관리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의료기기를 이용하면 혈관 내부의 혈액에 직접 적외선 또
는 자외선 등을 조사함으로써, 혈액 내에 존재하는 자외선에 약한 병원균을 죽이거나 기능을 약화시키고 혈액의 온도
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8

기 술 명 고주파 대역용 광학빔 형성시스템

등록번호

10-1999589

발 명 자 유철우, 김성철, 한사랑

등록일자

2019년 7월 8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는 고주파 대역용 광학빔 형성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는, 5G 이동통신에서 사용될 고
주파 대역에서 OBFN을 이용하여 빔포밍을 수행하기 위한 광학빔 형성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실시예는 mmWave 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빔포머 구현을 위해 OBFN 기술을 활용하되, 그 성능 및 타당성을 위
해 칩 사이즈의 소형화 및 칩 내부에서 발생하는 광 손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고주파 대역용 광학빔 형성시 스템
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mmWave 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빔포머 구현을 위해 OBFN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BW를 필터링하기 위해 OBFN 보다 더 큰 사이즈의 OSBF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해
결함에 따라 OBFN 칩 사이즈를 소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의하면, mmWave 대역에서 사용하
기 위한 빔포머 구현을 위해 OBFN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OBFN 칩 사이즈의 소형화가 가능함에 따라 칩 내부에서
발생하는 광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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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대역용 광학빔 형성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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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R 프로토콜에서의 프레임 멀티캐스팅 방법
기 술 명 HSR 프로토콜에서의 프레임 멀티캐스팅 방법

등록번호

10-1979433

발 명 자 이종명, 사드알라위나자이프, 김세목

등록일자

2019년 5월 10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HSR 프로토콜에서의 프레임 멀티캐스팅 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더 자세하게는, HSR 프로토콜에서 프레임
을 멀티캐스팅함에 있어서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HSR 프로토콜에서의 프레임 멀티캐스팅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두 개의 상기 DANH 노드를 그룹으
로 묶어, 적어도 하나의 그룹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그룹에 포함되는 한 DANH 노드가 소스 노드로서 목적 노드에 프
레임을 송신하는 단계; 상기 소스 노드에서 송신한 프레임은 상기 소스 노드가 속하는 서브 링에 형성된 쿼드박스 노
드 및 상기 메인 링에 형성된 다른 쿼드박스 노드를 통해 네트워크로 멀티캐스팅되되, 상기 메인 링에 형성된 다른 쿼
드박스 노드는 자신에 연결된 서브 링이 상기 소스 노드가 속하는 그룹과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DANH 노드를 포함하
는 경우에만 상기 소스 노드에서 송신한 프레임을 자신에 연결된 서브 링으로 멀티캐스팅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
어진다. 이에 따라, HSR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DANH 노드들을 그룹으로 묶고, 그룹으로 지정된 DANH 노드를 포함하
는 쿼드박스(QuadBox) 노드를 통해서만 프레임을 멀티캐스팅함으로써 네트워크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네트워크에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이러한 특징에 따르면, 본원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HSR 프로토콜에서의 프레임 멀티캐스팅 방법은 HSR 프로토콜을 구
성하는 DANH 노드들을 그룹으로 묶고, 그룹으로 지정된 DANH 노드를 포함하는 쿼드박스(QuadBox) 노드를 통해서만
프레임을 멀티캐스팅함으로써 네트워크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네트워크에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감소시킴에 따라 네트워크의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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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스위치박스를 이용한 무결절 프레임 전송방법

등록번호

10-1974991

발 명 자 이종명, 응우옌수안티엔, 김세목

등록일자

2019년 4월 26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위치박스를 이용한 무결절 프레임 전송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스위치박스를 이용한 무결절 프레임 전송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a) 소스 노드, 목적 노드, 소스 노드와 목적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스위치박스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에서, 상기 소스 노드가 송신한 프레임을 상기 스위치박스가
전달받아 상기 프레임의 목적지인 목적 노드의 맥 주소를 포함하는 맥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 (b) 상기 스위
치박스는 수신한 프레임의 목적지인 목적 노드의 맥 주소를 상기 맥 테이블에서 탐색하여 상기 맥 테이블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프레임을 상기 스위치박스의 출력 포트로 전달하고, 상기 수신한 프레임의 목적지인 목적 노드의 맥 주소가
상기 맥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수신한 프레임을 상기 스위치박스에 형성된 모든 포트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소스 노드에서 상기 목적 노드로 전달되는 중복 프레임을 제거한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에서의 불
필요한 초과 트래픽을 감소시켜 네트워크의 성능이 향상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이러한 특징에 따르면, 본원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스위치박스를 이용한 무결절 프레임 전송방법은 자신에 연결된
HSR 터미널 노드의 맥 주소를 학습하여 맥 테이블을 생성하고 중복된 HSR 프레임을 제거함으로써, 네트워크에서의
불필요한 초과 트래픽을 감소시켜 네트워크의 성능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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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스위치박스를 이용한 무결절 프레임 전송방법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PTP(precision time protoco)
기 술 명 PTP(precision time protoco)

등록번호

10-1973264

발 명 자 이종명, 김세목, 알파로크

등록일자

2019년 4월 22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PTP 시스템에서의 시간 동기 장애 복구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PTP(precision time protocol) 시스템에서의 시간 동기 장애 복구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PTP(Precision Time
Protocol)에서 슬레이브 노드의 시간 동기 장애 복구 방법은, 특정 포트로 시간 동기화가 수행되는 동안 장애가 발생
한 경우 나머지 표토들로 시간 동기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시간 동기 신호들 중 최적의 시간 동기 신호를 통하여 시
간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발명은 장애를 빠른 시간에 감지하여 복구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시간 동기
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PTP(precision time protocol) 시스템에서의 시간 동기 장애 복구 방법 및 그 장치를 제
공함으로써, PTP 시스템에서 특정 포트로의 시간 동기화 도중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포트를 통해 시간 동기화를 수행
하여 시간 장애를 복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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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평면 집광형 태양광 발전 장치

등록번호

10-1968964

발 명 자 신서용, 부녹하이, 팜탄투안

등록일자

2019년 4월 9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평면 집광형 태양광 발전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태양광 발전 패널을 회전시킬 필요없이, 수평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높은 집광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지붕에 설치할 수 있고, 대면적으로 제작할 수 있어 대량 생산성이 높은 평면 집광형 태양광
발전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두께가 얇고, 무게가 가벼워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평면 집광형 태양광 발전 장치를 제
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 패널을 회전시킬 필요없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높은 집광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평면 집광형 태양광 발전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높은 태양광 집광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대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평면 집광형 태양광 발전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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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평면 집광형 태양광 발전 장치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일별 태양추적이 필요없는 집광형 태양전지모듈
기 술 명 일별 태양추적이 필요없는 집광형 태양전지모듈

등록번호

10-1954245

발 명 자 신서용, 부녹하이, 김병욱

등록일자

2019년 2월 26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별 태양추적이 필요없는 집광형 태양전지모듈에 관한 것으로서, [0001] 구체적으로는 일별 태양추적 없
이도 집광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광형 태양전지모듈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일별 태양추적 없이도 집광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광형 태양전지모듈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실
시 예에 따른 집광형 태양전지모듈은, 태양광을 집광하여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집광형 태양 전지모듈
에 있어서, 중공홀을 가지는 원통형의 몸체와, 상기 몸체의 외주면 또는 내주면에 형성되어 상기 몸체의 일측으로 입
사된 빛을 상기 중공홀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상기 몸체의 반대측 외측으로 집광하는 패턴부를 구비하는 집광렌즈; 및
상기 집광렌즈에서 집광된 빛이 입사되도록 상기 집광렌즈의 외측에 다수의 태양전지가 배열되어 이루어지는 태양전
지 어레이;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집광형 태양전지모듈에 의하면, 일별 태양추적 없이도 집광효
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효과들은 이상에서 언급된 효과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
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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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이중경로 생성을 이용한 HSR 네트워크의 잔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여 트래픽 감소 방법

등록번호

10-1937387

발 명 자 이종명, 응우옌수안티엔, 김세목

등록일자

2019년 1월 4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중경로 생성을 이용한 HSR 네트워크의 잔여 트래픽 감소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이중경로 생성을 이용한 HSR 네트워크의 초과 트래픽 감소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HSR 터미널 노드,
DANH 노드, RedBox 노드, Quad-Box 노드를 포함하여 형성된 HSR 네트워크에서 수행되고, (a) 상기 Quad-Box 노
드가 상기 HSR 터미널 노드에서 송신한 감시프레임과 이중경로 탐색 메시지 및 이중경로 응답 메시지를 이용하여,
HSR 링간의 송신 쿼드박스 노드간 경로와 수신 쿼드박스 노드간 경로인 이중경로를 탐색 및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b) 소스 노드에서 목적 노드로 프레임 전송 시 상기 (a) 단계에서 수립된 이중경로를 통해 상기 프레임을 포워딩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된다. 이로 인해, 기존의 HSR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대비 유니캐스트 트래픽을 8088%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하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 성능이 향상되게 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이러한 특징에 따르면, 본원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이중경로 생성을 이용한 HSR 네트워크의 초과 트래픽 감소 방
법은 HSR 링에 연결된 이중경로를 탐색하고 세팅하고, 정의된 이중경로를 통해 소스 노드에서 목적 노드로 전달되는
프레임을 포워딩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모든 부분으로 프레임 사본을 포워딩하는 기존의 HSR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네
트워크보다 트래픽 성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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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이중경로 생성을 이용한 HSR 네트워크의 잔여 트래픽 감소 방법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선형 프레넬 렌즈를 사용한 집광형 태양광 발전용 집광장치
기 술 명 선형 프레넬 렌즈를 사용한 집광형 태양광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전용 집광장치

등록번호

10-1909228

발 명 자 신서용, 팜탄투안

등록일자

2018년 10월 11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집광형 태양광 발전용 집광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선형 프레넬 렌즈 두개를 선형 돌기의 축
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교차하여 배치하고, 선형 돌기를 통과한 태양광이 태양전지의 사각형 표면에 맞게 모아지도록
구성하여, 저렴하면서도 높은 집광률과 균일한 방사조도 분포를 얻을 수 있는 집광형 태양광 발전용 집광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집광형 태양광 발전용 집광장치에 관한 것으로, 선형 프레넬 렌즈 두개의 선형 돌기들의 방향이 서로 직각
이 되도록 교차하여 배치하거나, 선형 프레넬 렌즈 하나의 양면에 설치된 선형 돌기들의 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교차하여 배치한다. 태양광이 선형 프레넬 렌즈 면에 수직으로 입사할 때 선형 돌기를 통과한 빛이 태양 전지 표면에
균일하게 비출 수 있도록, 선형 프레넬 렌즈의 선형 돌기가 복수의 초점을 가지도록 구성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차
광학요소가 없어도 되므로, 집광장치의 설계와 제작이 쉽고, 저렴하면서도 높은 집광률과 균일한 방사조도 분포를 얻
을 수 있는 집광형 태양광 발전용 집광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균일한 방사조도 분포를 얻을 수 있어서, 고집광
시 발생하는 고열에 의한 태양전지 효율의 열화를 감소시켜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태양전지 온도편차에
의한 수명 감소도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선형 프레넬 렌즈 두개를 선형 돌기의 축이 서로 교차하도록 배치하고, 선형 돌기가 복수의 초점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선형 돌기를 통과한 태양광이 태양전지의 사각형 표면에 균일하게 모아지도록 구성하여, 저렴하
면서도 높은 집광률과 균일한 방사조도 분포를 얻을 수 있는 집광형 태양광 발전용 집광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이차 광학요소가 없어도 되므로, 집광장치의 설계와 제작이 쉽다. 뿐만 아니라 균일한 방사조도 분포를 얻을 수 있어
서, 고집광시 발생하는 고열에 의한 태양전지 효율의 열화를 감소시켜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태양전지 온
도편차에 의한 수명 감소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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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이더넷 스위치의 무결절 프레임 전송 방법

등록번호

10-1823977

발 명 자 이종명, 사드 알라위 나자이프, 김세목

등록일자

2019년 1월 4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더넷 스위치의 무결절, 즉, 고장 복구시간이 0인 프레임 전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이더넷 스위치의 무결절 프레임 전송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더넷 스위치가 자신에 연결된 트렁크 포트의
송신노드에서 송신하는 프레임에 대해 포인터를 생성하는 단계; 이더넷 스위치가 송신노드에서 송신한 새로운 프레임
에 대해 상기 단계에서 생성한 포인트보다 증가한 포인터 값을 생성하는 단계; 이더넷 스위치가 포인터를 전달받고,
상기 포인터에 대한 프레임의 목적지인 수신노드가 자신에 연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이더넷 스위치가 프레임의
목적지인 수신노드가 자신에 연결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프레임을 수신노드로 포워딩하는 단계; 프레임과 동일한
포인터 값을 갖는 중복된 프레임을 삭제하는 단계; 그리고 이더넷 스위치가 프레임의 목적지인 수신노드가 자신에 연
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프레임을 자신에 연결된 스위치로 플러딩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프레임의 송신 중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수신노드에 연결된 스위치가 프레임을 목적지인 수신노드에 전달함으로
써, 프레임의 목적지 전달 신뢰성이 보장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 약병 홀더는 처방에 따른 복용시간이 되면 약의 복용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복용자로 하여금
복용시간을 놓치거나 다른 약을 잘못 복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스마트 약병과는 달리 복
수의 약병들을 관리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약의 관리가 가능하고 사용이 용이하며, 나아가 비용 절감도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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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스위치의 무결절 프레임 전송 방법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안전 전원 소켓
기 술 명 안전 전원 소켓

등록번호

10-1804709

발 명 자 이종명, 김세목, 사드 알라위 엔세이프

등록일자

2017년 11월 28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안전 전원 소켓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안전 전원 소켓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플러그를 수용하는 플러그 수용부, 상기 플러그에 구비된 플
러그 봉을 수용하는 하나 이상의 소켓 바-상기 소켓 바는 양 전압이 연결되는 제1 소켓 바 및 음전압이 연결되는 제2
소켓바를 포함함-, 전원부의 양전압 입력부에 연결되며, 제1 포트를 통해 제어 신호가 인가되는 경우에만 상기 제1 소
켓바와 연결되는 스위치 박스 및 상기 플러그가 상기 플러그 수용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하여 상기 스위치 박
스에상기 제어 신호를 인가하는 감지부를 포함하는 안전 전원 소켓이 제공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간단한 구조로 전기 관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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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순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사용자 단말기 및 서비스 서버
기 술 명 대기 순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44683

사용자 단말기 및 서비스 서버
발 명 자 이종명, 김영주, 조예나, 이예진,

2016년 7월
26일
07월
26일
등록일자 2016년

등록일자

류효실, 김성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대기 순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사용자 단말기 및 서비스 서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대기 순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사용자 단말기 및 서비스 서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사용자 단말기가 대기순번 서
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상기 대기 순번 서비스가 이용될 업무 장소에 대한 선택을 입력 받는 단계, 서비스 서버로 상기
선택된 업무 장소의 업무에 대한 대기자 정보를 요청하여, 상기 서비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대기자 정보를 표시하는 단
계, 상기 업무에 대한 대기 순번 발급 요청을 입력 받는 단계 및 상기 서비스 서버로 대기 순번 발급을 요청하여 상기 서
비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대기 순번 발급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온라인을 이용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기 순번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
가 방문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여 대기 순번을 발급 받을 수 있어 현장에서 대기하는데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
다. 또한, 사용자의 대기 순번이 호출되는 것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순서를 지나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한번 사용으로 폐기되는 종이 번호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자원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효
과는 상기한 효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추론가능한 모든 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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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잠금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 방법
기 술 명 포트 잠금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491791

트래픽 감소 방법
발 명 자 이종명, 이브라힘 라이드 압둘살람

2015년 2월
3일
등록일자 2015년
02월
03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양한 구조의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방법, 특히 연결된 링(Connected Ring) 토폴로지의
HSR(High Availability Seamless Redundancy) 표준을 이용하는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방법
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쿼드박스 노드의 DANH(Doubly Attached Node for HSR) 측면(Side)의 인터
페이스를 해당 DANH 링 내에 목적지 노드가 포함되지 않는 프레임에 대해 잠금으로써 HSR 네트워크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다양한 구조의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방법, 특히 연결된 링 토폴로지의 HSR 표준을 이용하는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쿼드박스 노드가, 연결된 링 토폴로지 네트워크 상에
서 전송되는 프레임의 목적지 노드를 포함하지 않는 DANH 링으로 연결되는 측면의 포트를, 상기 프레임에 대하여 잠
그는 제1 학습 단계 및 잠기지 않은 포트를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 상기 프레임의 카피가 목적지 노드로 전송되는 실행
단계를 포함하고 본 발명에 따르면, 연결된 링 토폴로지의 HSR 네트워크 내의 트래픽 생성을 경감함으로써 네트워크
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연결된 링 토폴로지의 HSR 네트워크 내의 트래픽 생성을 경감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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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단서 지수화를 통한 진로 선택 시스템
기 술 명 재능단서 지수화를 통한 진로 선택 시스템

등록번호 10-1482531

발 명 자 최창석

2015년 1월
8일08일
01월
등록일자 2015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일자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재능단서 지수화를 통한 진로 선택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0001] 상세하게는, 재능단서의 특징을 분류
하고, 분류된 특징 각각과 부합하는 속성 값을 지수화하며, 지수화된 재능단서와 부합하는 직업군을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재능단서 지수화를 통한 진로 선택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얼굴, 체형, 선호 의복, 그림, 글씨, 목소리, 행동,
취미 또는 성격에 따른 ‘재능단서’의 특징을 입력받아 ‘특징 입력정보’를 생성하는 특징 입력부(100); ‘특징 입력정보’
에 포함된 ‘재능단서’의 특징들 중 재능단서DB(210)에 기 저장된 남방형 또는 북방형 특징에 따라 기 분류된 ‘재능단
서 표본’의 특징범위 이내에 포함되는 값을 갖는 ‘재능단서 표본’의 속성 값을 ‘재능단서’의 속성 값으로 부여하는 속성
부여부(200); ‘재능단서’ 각각에 부여된 속성 값들을 인가받고,‘재능단서’의 속성 값과 재능변환DB(310)에 기 저장된
‘재능 변환 데이터’에 포함된 지수 값을 매칭하여 ‘재능속성 지수정보’를 생성하는 재능 변환부(300); 및 ‘재능속성 지수
정보’를 인가받으며, 직업DB(410)에 기저장된 복수개의 직업정보들 중에 ‘재능속성 지수정보’의 지수와 유사한 군에
속하는 직업정보를 색인하여 ‘진로 선택정보’를 생성하는 진로 매칭부(400);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
면, 재능단서의 특징을 분류하고, 분류된 재능단서의 특징 각각과 부합하는 속성 값을 지수화하며, 개개인이 선택한 재
능단서를 지수화하고, 지수화 값 각각을 매칭시킴으로써, 개개인의 재능을 사전에 발굴하고, 진로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얼굴, 체형, 선호 의복, 그림, 글씨, 목소리, 행동, 취미 또는 성격에 따른 재능단서의 특
징을 분류하고, 분류된 재능단서의 특징 각각과 부합하는 속성 값을 지수화하며, 개개인이 선택한 재능단서를 지수화하
고, 그 지수화 값 각각을 재능속성 지수로 변환함으로써, 개개인의 재능을 사전에 발굴하고, 진로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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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특징을 이용한 몽타주 작성 시스템 및 그 방법
기 술 명 얼굴특징을 이용한 몽타주 작성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418878

시스템 및 그 방법
발 명 자 최창석

2014년 7월
7일
등록일자 2014년
07월
07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얼굴특징을 이용한 몽타주 작성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계층적 속성 통계에
따른 얼굴 특성을 이용하여 용의자의 얼굴에 대한 후보군을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를 선택하여 몽타주를 작성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얼굴특징을 이용한 몽타주 작성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몽타주DB(10)에 기 저장되어 각기 속
성 값을 갖는 얼굴표본 영상들을 표시하되, 목격자가 표시된 얼굴표본 영상들 중에 용의자와 유사한 얼굴표본 영상을
선택하는 얼굴형 선택부(100); 얼굴형 선택부(100)에 의해 선택된 얼굴표본 영상들을 동일한 비율 또는 목격자의 조
작을 통해 입력받은 비율로 합성하여 1차 몽타주(F1)를 생성하는 얼굴형 합성부(200); 얼굴형 합성부(200)에 의해
생성된 1차 몽타주(F1)의 속성 값과 유사한 속성 값을 갖는 얼굴표본 영상을 몽타주DB(10)로부터 색인하고, 색인된
얼굴표본 영상과 1차 몽타주(F1)를 합성하여 1차 몽타주F1과 유사한 속성 값을 갖는 다수의 주변 얼굴영상을 생성하
는 얼굴형 조정부(300); 및 얼굴형 조정부(300)에 의해 생성된 주변 얼굴영상들 중, 목격자의 조작을 통해 선택된 복
수개의 주변 얼굴영상들을 동일한 비율 또는 목격자의 조작을 통해 입력받은 비율로 합성하여 2차 몽타주(F2)를 생성
하는 얼굴형 선정부(400);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계층적 속성 통계에 따른 얼굴 특성을 이용하여
용의자의 얼굴에 대한 후보군을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를 선택하여 몽타주를 작성함으로써, 목격자의 진술이 충분하지
않거나 말로써 자신의 기억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몽타주를 생성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계층적 속성 통계에 따른 얼굴 특징을 이용하여 용의자의 얼굴에 대한 후보군을제시하
고, 목격자가 이를 선택하여 몽타주를 작성함으로써, 목격자의 진술이 충분하지 않거나 말로써 자신의 기억을 쉽게 표
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몽타주를 생성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르면, 몽타주에서 수정하고
자 하는 부위의 합성 결과를 5단계로 제시하여 목격자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수정을 위한 선택 횟수를 줄여 몽타주
작성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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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얼굴 영상의 계층적 특징 분류를 이용
한 진로 선택 시스템 및 그 방법
발 명 자 최창석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374164

등록일자

2014년 7월 7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얼굴 영상의 계층적 특징 분류를 이용한 진로 선택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얼굴
영상의 계층적 특징을 분류하고, 분류된 특징 각각과 부합하는 속성 값을 지수화하며, 지수화된 얼굴영상과 부합하는
직업군을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얼굴 영상의 계층적 특징 분류를 이용한 진로 선택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입력받은 얼굴 영
상의 각 부위를 분류하고, 분류된 각 부위를 개별적인 속성을 갖는 '특징 분류정보'를 생성하는 특징 분류부(100); '특
징 분류정보'에 포함된 얼굴 영상과 표본DB(210)에 기 저장된 표본 영상을 정규화하고, 복수개의 표본 영상들 중 얼굴
영상과 유사도 연산을 수행하여 가장 가까운 값을 갖는 표본 영상의 속성 값을 얼굴 영상의 속성 값으로 생성하는 속
성 부여부 (200); 얼굴 영상에 부여된 복수개의 속성 값에 대한 평균값을 '얼굴전체 특징 속성 지수정보'를 생성하는
속성 지수화부 (300); 및 직업DB(410)에 기 저장된 복수개의 직업정보들 중에 '얼굴전체 특징속성 지수정보'의 지수
와 유사한 군에 속하는 직업정보를 색인하여 '진로 선택정보'를 생성하는 진로 매칭부(400);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북방형과 남방형이 갖는 얼굴의 특징을 기준으로 얼굴 영상의 계층적 특징을 분류하고, 분류된 얼
굴 영상의 특징과 표본 영상의 특징을 매칭하여 각각의 특징에 속성 값을 부여하여 지수화하며, 지수화된 얼굴 영상과
대응하는 직업군을 도출함으로써, 얼굴형에 따라 내재된 개개인의 재능을 사전에 발굴하고, 진로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북방형과 남방형이 갖는 얼굴의 특징을 기준으로 얼굴 영상의 계층적 특징을 분류하
고, 분류된 얼굴 영상의 특징과 표본 영상의 특징을 매칭하여 각각의 특징에 속성 값을 부여하여 지수화하며, 지수화
된 얼굴 영상과 대응하는 직업군을 도출함으로써, 얼굴형에 따라 내재된 개개인의 재능을 사전에 발굴하고, 진로선택
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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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16. 오전 10:59

얼굴 영상의 계층적 특징 분류를 이용한 진로 선택 시스템 및 그 방법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반도체 공정에서 아크 검출 방법 및 시스템
기 술 명 반도체 공정에서 아크 검출 방법 및 시스템

등록번호

10-1324346

발 명 자 한승수, 김민우, 김승균, 전성익

등록일자

2013년 10월 25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공정에서 공정 챔버 내에서 발생하는 아크를 검출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반도체 공정에서 공정 챔버 내에서 발생하는 아크를 검출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개시된다. 상기 아크 검출 방법은
공정 챔버로부터 출력되는 공정 로우 데이터를 정규화하여 정규화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획득된 정규화 데
이터를 처리하여 상기 공정 챔버 내에 아크가 발생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아크 검출 방법 및 시스템은 공정 챔버로부터 출력되는 공정 로우 데이터(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정
챔버 내에 아크가 발생되었는 지를 검출하므로, 아크 검출을 위하여 공정 챔버에 추가적으로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 따
라서, 반도체 공정 시스템 구축 비용이 증가되지 않으며, 종래 기술에 비하여 절감될 수 있다. 또한, 공정 챔버로부터 출
력되는 공정 로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므로, 상기 아크 검출 시스템은 공정 진행 중의 아크 발생뿐만 아니라 RF
파워가 인가되는 시점에서의 아크 발생도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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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자원 공유 제어 시스템

등록번호

10-1987257

발 명 자 신민호, 염대현, 이수정

등록일자

2019년 6월 3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자원 공유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자원요청 디바이스의 요청
에 대응하는 작업을 수행한 자원대여 디바이스로 보상을 지급하되, 보상과정에서 어떤 작업에 대한 보상인지에 관한
정보의 누출을 차단함으로써, 작업대여 디바이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자원 공유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다수의 자원대여 디바이스로 자원공유 요
청신호를 전송하고, 자원공유 요청신호에 대응하는 작업수행 결과정보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발급요청서(h)를 자원대
여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며, 보상발급요청서(h)와 자신의 비밀키(x)를 통해 블라인드서명(ψ)을 수행하여 생성한 보
상정보(σ)를 자원대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자원요청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자원요청 디바이스의 요청에 대응하는 작업을 수행한 자원대여 디바이스로 보상을 지
급하되, 보상과정에서 어떤 작업에 대한 보상인지를 알 수가 없게 함으로써, 작업대여 디바이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르면, 자원요청 디바이스가 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을 블라인드 서명 형태로 자
원대여 디바이스에게 발급하고, 보상 서버가 유효성 검증을 통해 자원대여 디바이스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특정 작
업에 따른 보상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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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자원 공유 제어 시스템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비밀분산을 이용한 보안 및 익명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기 술 명 비밀분산을 이용한 보안 및 익명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발 명 자 한승철, 김정운, 한영훈, 이제혁, 권유진, 임태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50073

등록일자

2019년 2월 13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비밀분산을 이용한 보안 및 익명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그룹 대화에서 메시지들 중 적어도 일부를 익명 메시지로 입력하고 공개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자의 실명을 공개
할 수 있는 보안 및 익명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익명 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메시지 서버는 익명
메시지를 작성한 작성자의 작성자 단말기, 수신자 단말기, 공개요청자 단말기 또는 검증 서버와의 연결 통로를 제공하
는 통신부 및 익명 메시지 제공 및 상기 작성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동작을 위한 데이터를 상기 작성자 단말기, 상기 수
신자 단말기, 상기 공개요청자 단말기 또는 상기 검증 서버로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메시지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익명 메시지를 작성한 작성자의 실명이 상기 작성자가 아닌 공개요청자의 실명 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보안 및 익명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은 익명 메시지를 대화창으로 입력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노
출시키길 원하지 않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대화 서비스에 새로운 흥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 관점
에서는, 익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새로운 흥미의 창출로 가입자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시스템
이 모든 익명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메시지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메시지 서버와 검증 서버를 분리
하여 구성하므로,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익명성(anoymity), 재전송 공격(replay attack) 방지 및
중간자 공격(man-in-the-middle attack) 방지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상기 시스템은 공개요청자의 실명 공개 요
청에 따라 작성자의 실명을 공개시킬 수 있으므로, 작성자는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룹의 다른 멤버들은 상기 작
성자의 실명을 원할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실명 공개 요청에 따른 작성자의 실명 공개는 예를 들어 멤버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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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자원 공유 제어 시스
템 및 그 방법
발 명 자 신민호, 염대현, 이수정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23424

등록일자

2018년 11월 23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자원 공유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자원요청 디바이
스의 요청에 대응하는 작업을 수행한 자원대여 디바이스로 보상을 지급하되, 보상과정에서 어떤 작업에 대한 보상인지
에 관한 정보의 누출을 차단함으로써, 작업대여 디바이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자원
요청 디바이스는 자원대여 디바이스의 보상발급요청에 따라 블라인드 서명된 보상정보를 자원대여 디바이스에게 발급
하고, 자원대여 디바이스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요청받은 보상서버가 유효성 검증을 통해 자원대여 디바이스로 보상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 작업에 따른 보상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은 특
정 자원대여 디바이스가 서로 다른 시점에 또는 동시에 보상서버에게 제출한 복수의 보상 지급요청이 갖는 상호 연관성
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서, 자원대여 디바이스의 프라이버시를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자원 공유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자원요청 디바이스가 다수의 디바
이스로 자원공유 요청신호를 전송하는 (a) 단계; 자원대여 디바이스가 자원공유 요청신호와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수
행하여 생성한 작업수행 결과정보 및 보상발급요청서를 자원요청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b) 단계; 자원요청 디바이스
가 블라인드 서명을 통해 생성한 보상정보를 자원대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c) 단계; 자원대여 디바이스가 수신한 보
상정보를 토대로 생성한 보상요청서를 보상서버로 전송하는 (d) 단계; 보상서버가 공개키, 인증서 및 시리얼을 통해
보상요청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e) 단계; 및 보상서버가 보상정보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갱신한 보상지급정보를 자
원대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f)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자원요청 디바이스의 요청에 대응하는 작업을 수행한 자원대여 디바이스로 보상을 지
급하되, 보상과정에서 어떤 작업에 대한 보상인지를 알 수가 없게 함으로써, 작업대여 디바이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르면, 자원요청 디바이스가 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을 블라인드 서명 형태로 자
원대여 디바이스에게 발급하고, 보상 서버가 유효성 검증을 통해 자원대여 디바이스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특정 작
업에 따른 보상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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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자원 공유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시그니처 트리를 이용한 시퀀셜 데이터 클러스터링 방법 및 시스템
기 술 명 시그니처 트리를 이용한 시퀀셜 데이터 클러스
터링 방법 및 시스템
발 명 자 한승철, 한동호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17501

등록일자

2018년 11월 5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시그니처 트리를 이용한 시퀀셜 데이터 클러스터링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시그니처 트리를 이용하여 유사 데이터 검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특정 액션의 추천 및 예측 기능을 제공하는
시퀀셜 데이터 클러스터링 방법 및 시스템이 개시된다. 상기 시스템은 시퀀셜 데이터(Sequential data)를 구성하는 원
소들의 시그니처들(Signature)을 생성하는 시그니처 생성부 및 상기 생성된 시그니처들을 유사도에 따라 계층적으로
클러스터링하여 시그니처 트리를 생성하는 시그니처 트리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시그니처 트리의 최하위 계층
은 상기 시그니처들을 유사도에 따라 그룹핑함에 의해 형성되는 복수의 하위 계층 노드들을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시퀀셜 데이터 클러스터링 방법 및 시스템은 시퀀셜 데이터에 의해 생성된 시그니처들을 계층적으로
클러스터링하여 시그니처 트리를 구성하므로, 시그니처 트리를 이용하여 유사 데이터 검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특정 액션을 추천하거나 사용자의 특정 액션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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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쓰기 영역 할당 회수를 고려한 메모리의 주소
공간 난수화 장치 및 방법
발 명 자 류연승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06034

등록일자

2018년 10월 1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쓰기 영역 할당 회수를 고려하는 메모리의 주소 공간 난수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쓰기 영역 할당 회수를 고려하는 메모리의 주소 공간 난수화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메모리의 주소 공간 난수화
장치는 맵핑 테이블을 관리하는 맵핑 테이블부 및 상기 맵핑 테이블에 기초하여 복수의 프레임들로 구분된 메모리 영역
을 할당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메모리 영역은 쓰기 영역 및 읽기 영역을 가지며, 상기 프로세서는 하나
이상의 프레임별 쓰기 영역의 할당 회수(쓰기 영역 할당 회수)에 따라 상기 메모리 영역을 재할당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메모리의 주소 공간 난수화 장치 및 방법은 메모리의 프레임별 쓰기 동작의 할당 회수가 평준화되도록 쓰기
영역 할당 회수를 고려하여 메모리 영역을 재할당한다. 결과적으로, 상기 메모리의 수명이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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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쓰기 영역 할당 회수를 고려한 메모리의 주소 공간 난수화 장치 및 방법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보안 및 익명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기 술 명 보안 및 익명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권 리 자

10-1897342

발 명 자 한승철, 조종환, 김정운, 한영훈, 이제혁, 우희태,

등록번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일자

2018년 9월 4일

김도형, 권유진, 성목경, 정은영, 하동욱

기술분야
본 발명은 보안 및 익명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그룹 대화에서 메시지들 중 적어도 일부를 익명 메시지로 입력할 수 있는 보안 및 익명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익명 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메시지 서버는 익명 메시지를 작성한 작성자 단말기, 수신자 단말기 또는
검증 서버와의 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통신부, 익명 메시지 요청을 위한 데이터, 상기 익명 메시지를 배포하기 위한 데
이터 또는 익명 메시지 실명 공개를 위한 데이터를 상기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작성자 단말기, 상기 수신자 단말기 또
는 상기 검증 서버와 송수신하는 메시지부 및 상기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암호화하는 암호화부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보안 및 익명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은 익명 메시지를 대화창으로 입력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노
출시키길 원하지 않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대화 서비스에 새로운 흥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 관점
에서는, 익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새로운 흥미의 창출로 가입자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시스템
이 모든 익명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메시지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메시지 서버와 검증 서버를 분리
하여 구성하므로,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익명성(anoymity), 재전송 공격(replay attack) 방지 및
중간자 공격(man-in-the-middle attack) 방지를 제공할 수 있다.

80

기 술 명 데이터 히든 장치 및 이에 있어서 프로그램
구동 방법
발 명 자 류연승, 신정미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30596

등록일자

2018년 12월 12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 히든 장치 및 이에 있어서 프로그램 구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악의의 공격자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히든 장치 및 이에 있어서 프로그램 구동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데이터 히든 장치는 정보를 기록한 히든 영역을 관리하는 히든 영역 관리부 및 프로그램 명령을 실행시키는 프로그
램 구동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CALL 명령에 따라 실행된 함수 내의 RETURN 명령 실행시, 상기 프로그램 구동부는 상
기 히든 영역에 해당하는 주소가 아닌 상기 히든 영역 외의 영역에 해당하는 주소를 호출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히든 장치 및 프로그램 구동 방법은 RETURN 명령시 히든 영역의 주소 다음의 주소를 호출시
키며, 따라서 악의의 공격자로부터 히든 영역 내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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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데이터 히든 장치 및 이에 있어서 프로그램 구동 방법

전기/전자/정보통신/IT
0101전기/전자/정보통신/IT

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방법 및 장치
기 술 명 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방법 및 장치

등록번호 10-1868740

발 명 자 김상균, 임용철, 김민우

2018년 6월
11일
06월
11일
등록일자 2018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일자

기술분야
본 발명은 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방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 이미지
(image1) 및 제2 이미지(image2)를 획득하고, 기울기를 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각 이미지에 대한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이미지의 x축, y축 및 z축의 회전각을 산출하는 단계, 산출된 x축, y축 및 z
축의 회전각을 이용하여 제1 이미지와 제2 이미지의 위치를 서로 맞추는 보정을 수행하여 각 이미지의 전처리를 수행
하는 단계, 전처리된 각 이미지에서 특징점을 추출하는 단계 및 추출된 특징점을 이용하여 제1 이미지와 제2 이미지를
스티칭(stitiching)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방법 및 장치는, 기울기를 탐지하는 센서와 카메라를 탑재한 전자기기
를 이용하여 동시에 수집된 센서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3가지 자유도에 강인한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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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모바일 단말의 보안 감시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모바일 단말의 보안 감시 방법
기 술 명 모바일 단말의 보안 감시 시스템 및 이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78960

이용한 모바일 단말의 보안 감시 방법
발 명 자 신민호, 이준희, 김진성

2017년 9월
11일
등록일자 2017년
09월
11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모바일 단말의 보안 감시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모바일 단말의 보안 감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모바일 단말의 보안 감시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모바일 단말의 보안 감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모바일 단
말에 설치된 앱에서 모바일 단말의 자원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스템 콜을 수집하는 시스템 콜 인터셉터; 상기 시
스템 콜의 안전성을 정책으로 저장하고 있는 정책 관리부; 그리고 상기 시스템 콜 인터셉터에서 수집한 상기 시스템 콜
을 전달받고, 상기 시스템 콜이 상기 정책 관리부에 저장된 상기 정책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스템 콜이 정책
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 콜을 실행하여 상기 시스템 콜에서 요청하는 상기 모바일 단말의 자원을 추출하여 상기
시스템 콜을 발생한 해당 앱으로 자원을 전달하지만,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스템 콜의 실행을 거부하는 보
안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로 인해, 모바일 단말에 설치된 프로그램에서 모바일 단말의 자원에 접근
하는 시스템 콜을 감시하여 모바일 단말의 정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시스템 콜을 실행하거나 거부하는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모바일 단말의 자원을 보호하여 보안성을 향상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이러한 특징에 따르면, 본원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단말의 보안 감시 시스템은 모바일 단말에 설치된 프로
그램에서 모바일 단말의 자원에 접근하는 시스템 콜을 감시하여 모바일 단말의 정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시스템 콜을 실행하거나 거부하는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모바일 단말의 자원을 보호하여 보안성을 향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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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전기/전자/정보통신/IT

실감 효과 처리 시스템 및 방법
기 술 명 실감 효과 처리 시스템 및 방법

등록번호 10-1746453

발 명 자 한승주, 한재준, 방원철, 김도균, 김상균

06월
07일
등록일자 2017년
2017년 6월
7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일자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실감 효과 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컨텐츠에 포함된 실감 효과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실감 효과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르면 실감 효과 정보 및 실감 장치에 대한 특
성 정보에 기반하여 실감 장치를 제어하는 명령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컨텐츠에 포함되는 실감 효과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를 이진 형태로 인코딩하여 전송하거나, XML 형태로 인코딩하여 전송하거나, XML
형태로 인코딩한 후에 다시 이진형태로 인코딩하여 전송함으로써,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높이고 낮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실시예들은 실감 효과 정보 및 실감 장치에 대한 특성 정보에 기반하여 실감 장치를 제어하는 명령 정보를 생성함으로
써, 컨텐츠에 포함되는 실감 효과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실시예들은 메타데이터를 이진 형태로 인코딩
하여 전송하거나, XML 형태로 인코딩하여 전송하거나, XML 형태로 인코딩한 후에 다시 이진형태로 인코딩하여 전송
함으로써,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높이고 낮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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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 구성 방법 및 장치,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 재생 방법 및 그 장치
기 술 명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 구성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방법 및 장치, 실감 효과 미디어

등록번호 10-1732803

데이터 파일 재생 방법 및 그 장치

2017년 4월
26일
등록일자 2017년
04월
26일

발 명 자 김상균, 오정엽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중 감각 효과 정보를 포함하는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의 구성/재생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 구성/재생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 구성 방법은,
복수의 단위 실감 효과 데이터를 포함하는 실감 효과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단위 실감 효과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 미디어 데이터의 속성을 나타내는 제1 구성 정보 및 실감 효과 메타데이터의 속성을 나타내는 제2 구성 정보를
구성하는 단계; 상기 분리된 각 단위 실감 효과 데이터와 상기 미디어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단계; 및 상기 인코딩된 단
위 실감 효과 데이터, 상기 인코딩된 미디어 데이터, 상기 제1 구성 정보 및 상기 제2 구성정보를 이용하여 실감 효과 미
디어 데이터를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 구성 방법 및 장치,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 재생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실감 효과 데이터를 샘플로 나누고, 나누어진 실감 효과 데이터의 샘플과 미디어
데이터의 샘플을 동일 필드에 삽입하여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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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전기/전자/정보통신/IT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 구성 방법 및 장치,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 재생 방법 및 장치 및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 구조
기 술 명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 구성 방법 및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치,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 재생 방법

등록번호 10-1681835

및 장치 및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 구조

2016년 11월
11월25일
25일
등록일자 2016년

발 명 자 김상균, 오정엽, 김민우, 주용수

등록일자

기술분야
본 발명은 미디어 데이터를 구성/재생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실감 효과 정보를 포함하는 실
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의 구성/재생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실감 효과 정보를 포함하는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의 구성/재생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의 구성 방법은 미디어 데이터의 속성을 나타내는 제1 구성정보
를 구성정보 컨테이너 필드에 삽입하는 단계; 실감 효과 데이터의 속성을 나타내는 제2구성정보를 상기 구성정보 컨
테이너 필드에 삽입하는 단계; 상기 미디어 데이터의 샘플을 미디어 데이터 필드에 삽입하는 단계-상기 샘플은 하나의
타임스탬프(timestamp)와 연관된 데이터를 의미함-; 및 상기 실감 효과 데이터의 샘플을 상기 미디어 데이터 필드에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실감 효과 데이터와 미디어 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구성하여 처리함으로써,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 재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실감 효과 데이터를
샘플로 나누고, 나누어진 실감 효과 데이터의 샘플과 미디어 데이터의 샘플을 동일 필드에 삽입하여 실감 효과 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구성함으로써, 스트리밍 서비스나 방송 서비스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92
86

181014_명지대특허_내지(최종취합3).indd 92

2018. 10. 16. 오전 10:59181014_

01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QVT 기반 통합모델 변환방법
기 술 명 QVT 기반 통합모델 변환방법

등록번호 10-1547848

발 명 자 장혁수, 양효식, 윤석열, 김대규, 허버트 포크

2015년 8월
21일
등록일자 2015년
08월
21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QVT 기반 통합모델 변환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스마트그리드에서의 IEC 61850기반 모델을
IEC 61850/61970 통합모델로 변환하기 위한 QVT 기반 통합모델 변환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QVT 기반 통합모델 변환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스마트그리드에서의 IEC 61850기반 모델을 IEC
61850/61970 통합모델로 변환하기 위한 QVT 기반 통합모델 변환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술한 바에 의하면, 스마트그
리드에서의 QVT 변환을 이용하면 IEC 61850 데이터와 IEC 61970 데이터를 UM 데이터로 변환 가능하며, 나아가
UM 모델을 통한 IEC 61850과 IEC 61970의 데이터교환이 가능하다. IEC 61850 데이터 소스(필드장치, 변류기, 변
압기,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 상태감시 등) 및 모든 IEC 61970 어플리케이션 (EMS, SCADA, Asset, Planning,
상태감시 등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 간 상호연동성 확보가 쉬워지고, IEC 표준이 수정되어도 이를 유연하게 반영한
단일 UML모델을 참조하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에 의하면, 스마트그리드에서의 QVT 변환을 이용하면 IEC 61850 데이터와 IEC [0008] 61970 데이터
를 UM 데이터로 변환 가능하며, 나아가 UM 모델을 통한 IEC 61850과 IEC 61970의 데이터교환이 가능하다. IEC
61850 데이터 소스(필드장치, 변류기, 변압기,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 상태감시 등) 및 모든 IEC 61970 어플리케
이션 (EMS, SCADA, Asset, Planning, 상태감시 등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 간 상호연동성 확보가 쉬워지고,
IEC표준이 수정되어도 이를 유연하게 반영한 단일 UML모델을 참조하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능동
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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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전기/전자/정보통신/IT

QVT 기반 통합모델 변환시스템
기 술 명 QVT 기반 통합모델 변환시스템

등록번호 10-1547846

발 명 자 장혁수, 양효식, 윤석열, 김대규, 하버트 포크

등록일자 2015년
08월
21일
2015년 8월
21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일자

기술분야
본 발명은 QVT 기반 통합모델 변환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스마트그리드에서의 [0001] IEC 61850
기반 모델을 IEC 61850/61970 통합모델로 변환하기 위한 QVT 기반 통합모델 변환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QVT 기반 통합모델 변환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스마트그리드에서의 IEC 61850기반 모델을
IEC61850/61970 통합모델로 변환하기 위한 QVT 기반 통합모델 변환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술한 바에 의하면,
스마트그리드에서의 QVT 변환을 이용하면 IEC 61850 데이터와 IEC 61970 데이터를 UM 데이터로 변환 가능하며, 나
아가 UM 모델을 통한 IEC 61850과 IEC 61970의 데이터교환이 가능하다. IEC 61850 데이터 소스(필드장치, 변류기,
변압기,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 상태감시 등) 및 모든 IEC 61970 어플리케이션(EMS, SCADA, Asset, Planning,
상태감시 등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 간 상호연동성 확보가 쉬워지고, IEC 표준이 수정되어도 이를 유연하게
반영한 단일 UML모델을 참조하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스마트그리드에서의 QVT 변환을 이용하면 IEC 61850 데이터와 IEC 61970 데이터를 UM 데이터로 변환 가능하며, 나
아가 UM 모델을 통한 IEC 61850과 IEC 61970의 데이터교환이 가능하다. IEC 61850 데이터 소스(필드장치, 변류기,
변압기,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 상태감시 등) 및 모든 IEC 61970 어플리케이션(EMS, SCADA, Asset, Planning,
상태감시 등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 간 상호연동성 확보가 쉬워지고, IEC 표준이 수정되어도 이를 유연하게
반영한 단일 UML모델을 참조하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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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공을 위한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과 이에 관한 단말
기 술 명 컨텐츠 제공을 위한 서버 및 이의 동작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512891

방법과 이에 관한 단말
발 명 자 한승철, 김현수, 김광동, 김영곤, 조종환

2015년 4월
10일
등록일자 2015년
04월
10일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컨텐츠 제공을 위한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과 이에 관한 단말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컨텐츠 제공을 위한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과 이에 관한 단말이 개시된다. 개시된 컨텐츠 제공을 위한 서버는 컨텐츠 제
공을 위한 서버에 있어서, 제1 단말과 공유되는 제1 대칭키로 암호화되며 상기 제1 단말로 컨텐츠를 제공할 제2 단말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제1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수신부; 랜덤값, 제1 일회성 대칭키 및 티켓을 생성하는 생성부-상기 제1 일
회성 대칭키는 상기 랜덤값 및 상기 제2 단말과 공유되는 제2 대칭키를 이용하여 생성되며, 상기 티켓은 상기 제1 단말
정보, 제2 단말 정보, 랜덤값, 및 타임스탬프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제2 대칭키로 암호화됨-; 및 상기 제1 일회성
대칭키를 상기 제1 대칭키로 암호화하여 상기 티켓과 함께 상기 제1 단말로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
르면, 컨텐츠를 주고받는 단말장치간 상호인증이 가능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
면, 공개키 방식 대비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공개키 기반에서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컨텐츠를 주고받는 단말장치간 상호인증이 가능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공개키 방식 대비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공개키 기반에서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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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키 관리 장치 및 방법과 이에 관한 기록매체
기 술 명 그룹키 관리 장치 및 방법과 이에 관한 기록매체

등록번호 10-1494510

발 명 자 한승철, 김영곤, 김현수, 김광동, 이광식, 김선화

11일
등록일자 2015년
2015년2월
02월
11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그룹 내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위한 그룹키 관리 장치 및 방법과 이에 관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그룹키 관리 장치 및 방법과 이에 관한 기록매체가 개시된다. 개시된 그룹키 관리 장치는 그룹 내 통신을 위한 그룹키 관
리 장치에 있어서, 소정의 그룹에 속하는 n(2 이상의 자연수)개의 단말장치들의 대칭키들 및 랜덤값을 이용하여 그룹키
를 생성하는 그룹키 생성부; 및 상기 그룹키를 상기 단말장치들 중 적어도 하나로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되, 상기 그
룹키는 상기 그룹의 구성원이 변화되면 갱신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단말장치들이 수시로 그룹에 가입 및 탈퇴하는 환
경에서도 효율적으로 그룹키를 생성 및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그룹키에 대한 전 방향 안
전성과 후 방향 안전성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단말장치들이 수시로 그룹에 가입 및 탈퇴하는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그룹키를 생성 및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그룹키에 대한 전 방향 안전성과 후 방향 안전성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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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ISO/IEC 15118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서버와 IEC 61850 서버가 내장된 전기차

등록번호

10-1477527

충전장치시스템

등록일자

2014년 12월 23일

발 명 자 장혁수, 신민호, 김인택, 김석진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ISO/IEC 15118 서버와 IEC 61850 서버가 내장된 전기차 충전장치시스템에 관한 것
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ISO/IEC 15118 기반의 전기차 계통과 IEC 61850 기반의 전력망 계통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을 위한 ISO/IEC 15118 서버와 IEC 61850 서버가 내장된 전기차 충전장치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ISO/IEC 15118 서버와 IEC 61850 서버가 내장된 전기차 충전장치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ISO/IEC 15118 기반의 전기차 계통과 IEC 61850 기반의 전력망 계통간의 원활한 정
보교환을 위한 ISO/IEC 15118 서버와 IEC 61850 서버가 내장된 전기차 충전장치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
은 ISO/IEC 15118 기반의 전기차 계통과 IEC 61850 기반의 전력망 계통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ISO/IEC
15118 서버와 IEC 61850 서버가 내장된 전기차 충전장치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에 의하면, 전기차 충전장치를 통하여 전기차 계통의 ISO/IEC 15118과 전력망 계통의 IEC 61850간 연계
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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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ISO/IEC 15118 서버와 IEC 61850 서버가
내장된 전기차 충전장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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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메인 메모리와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의 버퍼 캐시 방법
기 술 명 하이브리드 메인 메모리와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의 버퍼 캐시 방법
발 명 자 류연승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443678

등록일자

2014년 9월 17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하이브리드 메인 메모리와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의 버퍼 캐시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DRAM/MRAM 하이브리드 메인 메모리의 제한적인 쓰기 연산 성능을 고려하고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의 삭제 연산
횟수를 최소화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하이브리드 메인 메모리와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의 버퍼 캐시 방법에 관한 것으로, HAC가 플래시 메모
리의 블록에 페이지가 처음 참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a) 단계; (a) 단계의 판단결과,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에 페이
지가 처음 참조되는 경우, HAC가 새로운 버퍼를 할당하고, 블록의 헤더에 페이지의 버퍼를 연결하는 (b) 단계; HAC
가 프리(free) DRAM 버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c) 단계; (c) 단계의 판단결과, 프리버퍼가 존재하는 경
우, HAC가 새로운 버퍼를 DRAM에서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d) 단계; HAC가 각 블록의 메모리 유형(DRAM 또는
MRAM)을 유지하고 블록에 동일한 메모리 유형의 버퍼를 할당하는 (e) 단계; HAC가 할당된 버퍼에 피이지를 저장하
는 (f) 단계; 및 HAC가 페이지가 참조될 때마다 같은 블록에 모든 페이지를 MRU 위치로 이동시키는 (g) 단계;를 포
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DRAM/MRAM하이브리드 메인 메모리의 제한적인 쓰기 연산 성능을 고려하
여 버퍼캐시를 제어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의 삭제 연산 횟수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 본 발명에 따르면, DRAM/MRAM하이브리드 메인 메모리의 제한적인 쓰기 연산 성능을 고려하여 버퍼 캐시를
제어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의 삭제 연산 횟수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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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메타모델링 통합방법

등록번호

10-1397381

발 명 자 장혁수, 양효식, 윤석열, 김대규, 허버트 포크

등록일자

2014년 05월 14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메타모델링 통합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스마트그리드에서 IEC 61850 기반 시스템과 IEC
61970 기반 어플리케이션 간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 및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UML 메타모델 레벨에서 두 표
준을통 합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메타 모델링 통합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스마트그리드에서 IEC 61850의 UML 모델과 61970
의 UML 모델에 대한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타 모델링 통합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IEC
61850 데이터소스를 이용하는 모든 IEC 61970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단일 UML IEC 61850/61970
통합모델을 참조하여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간 상호연동성 확보가 쉬워지고, IEC 표준이 지속적으
로 수정되어도 이를 동적으로 반영한 단일 UML모델을 참조하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IEC 61850 데이터소스를 이용하는 모든 IEC 61970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두 표준간
데이터 교환을 위해 1:1 데이터 매핑을 구현하던 이전과 달리, 발명하는 단일 UML IEC 61850/61970 통합모델을 참조하
여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간 상호연동성 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IEC 표준의 지속적인 수정에도 이를 동적
으로 반영한 단일 UML 모델을 참조하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IEC 61850 시스템(필드장치, 변류기, 변압기,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 상태감시 등) 및 IEC 61970 어플리케이션(EMS,
SCADA, Asset, Planning, 상태감시 등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은 두 표준의 통합모델을 기반으로 정의되는 정보베
이스(GWIB: Grid Wise Information Base)을 참조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보장받는다. 이는 거의 모든 스마트그리드 어
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 표준이라도 쉽게 적용 가능하여 상호운용성
을 확보할 수 있으며 UML 기반으로 자동화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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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모델링 통합시스템
기 술 명 메타모델링 통합시스템

등록번호

10-1397380

발 명 자 장혁수, 양효식, 윤석열, 김대규, 하버트 포크

등록일자

2014년 5월 14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메타모델링 통합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스마트그리드에서 EC 61850 기반 시스템과 IEC 61970
기반 어플리케이션 간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 및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UML 메타모델 레벨에서 두 표준을 통합
하는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메타 모델링 통합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스마트그리드에서 IEC 61850의 UML 모델과 61970
의 UML 모델에 대한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타 모델링을 통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IEC 61850 데이터소스를 이용하는 모든 IEC 61970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단일 UML IEC 61850/61970
통합모델을 참조하여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간 상호연동성 확보가 쉬워지고, IEC 표준이 지속적으로
수정되어도 이를 동적으로 반영한 단일 UML모델을 참조하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IEC 61850 데이터소스를 이용하는 모든 IEC 61970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두 표
준간 데이터 교환을 위해 1:1 데이터 매핑을 구현하던 이전과 달리, 발명하는 단일 UML IEC 61850/61970 통합모
델을 참조하여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간 상호연동성 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IEC 표준의 지속적인 수정
에도 이를 동적으로 반영한 단일 UML 모델을 참조하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효과
가 있다. 이에 따라 IEC 61850 시스템(필드장치, 변류기, 변압기,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 상태감시 등) 및 IEC 61970
어플리케이션(EMS, SCADA, Asset, Planning, 상태감시 등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은 두 표준의 통합모델을 기
반으로 정의되는 정보베이스(GWIB: Grid Wise Information Base)을 참조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보장받는다. 이는
거의 모든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 표준이라도 쉽
게 적용 가능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UML 기반으로 자동화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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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ISO/IEC 15118과 IEC 61850의 스키마 기반
매핑 시스템 및 그 방법
발 명 자 장혁수, 신민호, 김인택, 김석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377214

등록일자

2014년 3월 17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ISO/IEC 15118과 IEC 61850의 스키마 기반 매핑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ISO/IEC 15118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전기차와 IEC 61850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전력망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 매핑을 지원하는 ISO/IEC 15118과 IEC 61850의 스키마 기반 매핑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ISO/IEC 15118과 IEC 61850의 스키마 기반 매핑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ISO/IEC 15118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전기차와 IEC 61850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전력망간의 데이터 교
환을 위한 데이터 매핑을 지원하는 ISO/IEC 15118과 IEC 61850의 스키마 기반 매핑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상술한 바에 의하면, 표준의 확장 및 변환에 따라 프로그램 코드의 수정이 필요한 게이트웨이 형식의 1:1 매핑 방
법에 비해, 스키마 기반 매핑은 XSL 파일의 일부만 변경할 뿐 프로그램 코드는 수정할 필요가 없어 유지보수비용을 절
약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시스템에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ISO/IEC 15118과 IEC 61850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
는 모든 전기차와 전력망 간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닌 XSL 파일의 전달만으로도 매핑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에 의하면, 표준의 확장 및 변환에 따라 프로그램 코드의 수정이 필요한 게이트웨이 형식의 1:1 매핑방법에
비해, 스키마 기반 매핑은 XSL 파일의 일부만 변경할 뿐 프로그램 코드는 수정할 필요가 없어 유지보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시스템에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ISO/IEC 15118과 IEC 61850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모
든 전기차와 전력망 간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닌 XSL 파일의 전달만으로도 매핑이 가능
하므로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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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피투피 네트워크에 있어서 등급별 차별화된 컨텐츠 서비스 제공 방법
기 술 명 피투피 네트워크에 있어서 등급별 차별화된
컨텐츠 서비스 제공 방법
발 명 자 한승철, 이관섭, 이광훈, 유태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338696

등록일자

2013년 12월 2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P2P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등급별로 차별화된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피투피 네트워크에 있어서 등급별 차별화된 컨텐츠 서비스 제공 방법이 제공된다. P2P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멤버쉽
서버의 컨텐츠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제1 피어로부터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요청 받는 단계; 상기컨텐츠를 보유
하고 있는 복수의 제2 피어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상기 수집된 제2 피어들의 정보를 n개-n은 2이상의 자연수-의
그룹으로 그룹핑(grouping)하는 단계; 상기 n개의 그룹에 대한 그룹핑 정보를 상기 제1 피어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
하되 상기 그룹핑 하는 단계는 상기 제1 피어의 등급에 따라 상기 그룹의 개수를 달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IEC 61850 데이터소스를 이용하는 모든 IEC 61970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두 표
준간 데이터 교환을 위해 1:1 데이터 매핑을 구현하던 이전과 달리, 발명하는 단일 UML IEC 61850/61970 통합모
델을 참조하여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간 상호연동성 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IEC 표준의 지속적인 수정
에도 이를 동적으로 반영한 단일 UML 모델을 참조하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효과
가 있다. 이에 따라 IEC 61850 시스템(필드장치, 변류기, 변압기,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 상태감시 등) 및 IEC 61970
어플리케이션(EMS, SCADA, Asset, Planning, 상태감시 등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은 두 표준의 통합모델을 기
반으로 정의되는 정보베이스(GWIB: Grid Wise Information Base)을 참조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보장받는다. 이는
거의 모든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 표준이라도 쉽
게 적용 가능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UML 기반으로 자동화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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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병렬 다운로드를 위한 서버장치의 선택 방법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발 명 자 한승철, 이광식, 김보라, 이관섭,

등록번호

10-1338689

등록일자

2013년 12월 2일

김영곤, 박인호, 표세진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서버장치의 선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많은 수의 서
버장치로부터 단말장치가 병렬 다운로드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단말장치에서 동시에 데이
터를 전송받을 서버장치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병렬 다운로드를 위한 서버장치의 선택 방법이 제시된다. 제시된 서버장치의 선택 방법은 단말장치, 2 이상의 중계장
치 및 다수의 서버장치를 포함하는 트리 구조의 제1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상기 제1 네트워크의 루트노드인 상기 단말
장치가 병렬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받을 서버장치의 개수, 상기 단말장치의 직계자식노드인 중계장치
(직계자식 중계장치)의 개수 및 상기 단말장치의 직계자식 중계장치 각각의 자식노드인 서버장치(자식 서버장치)의
개수에기초하여 상기 단말장치의 직계자식 중계장치 각각을 통해 상기 단말장치로 상기 데이터를 전송할 자식 서버장
치의 개수를 상기 단말장치의 직계자식 중계장치에 각기 할당하는 단계; 및 상기 단말장치의 직계자식 중계장치 별로
상기 할당된 개수만큼의 상기 자식 서버장치를 선택하여 병렬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상기 단말장치로 동시에 데이터
를 전송할 2 이상의 서버장치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병렬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단말장치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버장치 간의 간섭현상 및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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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피투피 네트워크에 있어서 컨텐츠 서비스 제공 방법
기 술 명 피투피 네트워크에 있어서
컨텐츠 서비스 제공 방법
발 명 자 한승철, 이광훈, 유태민, 장수한, 이관섭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215802

등록일자

2012년 12월 18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P2P 네트워크에서 서버와 사용자의 상호 인증과 유료 컨텐츠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특
히 보안 프로토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P2P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노드의 부하를 감소시키면서 컨텐츠 전송 시간을 단축시키는 컨텐츠
서비스 제공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컨텐츠 서비스 제공 방법은 멤버쉽 서버로 컨텐츠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요
청에 따라 상기 멤버쉽 서버로부터 제 1 티켓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티켓 정보에 따라 제 2 피어로 컨텐츠
를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제 1 티켓 정보는 상기 제 1 피어, 파일명, 파일 내의 오프셋에 대한 정보를
가지며, 상기 제 1 티켓 정보가 상기 제 1 피어로 전송될 때 상기 제 1티켓 정보는 상기 제 2 피어와 상기 멤버쉽 서버
사이의 비밀키로 암호화되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P2P 네트워크의 컨텐츠 서비스 제공 방법에서, 사용자는 멤버쉽 서버로부터 컨텐츠를 전송할 서버들
과 멤버쉽 서버 사이의 비밀키들로 암호화된 티켓 정보들을 한번에 제공받아 활용하며, 따라서 상기 서버들이 사용자
를 인증하기 위하여 상기 멤버쉽 서버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상기 멤버쉽 서버의 부하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고, 보안 및 컨텐츠 전송을 위한 신호들(메시지들)의 교환 횟수가 감소에 따라 컨텐츠 서비스 지연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컨텐츠 서비스 제공 방법은 피어들이 수시로 참여/탈퇴하는 P2P 네트워크나 애드혹(Ad
hoc) 방식의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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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센서 정보, 사용자 선호 정보, 가상 객체 성능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 및 가상 객체 명령 정보를 이용한

등록번호

10-1141979

멀티미디어 응용 방법 및 시스템

등록일자

2012년 4월 25일

발 명 자 김상균, 주용수

기술분야
본 발명은 현실 세계의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 세계의 가상 객체들로 재구성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현실 세계의 각종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메타데이터를 구성함으로써, 가
상세계의 가상 객체들을 제어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센서 정보, 사용자 선호 정보, 가상 객체 성능 정보, 가상 객체 명령 정보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응용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가상 객체 명령 정보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참조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참조메타데이터생성
단계; 실/가상 세계 적응 엔진부가 상기 참조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가상 객체 명령 정보를 생성하는 명령정보생성단
계; 상기 가상 객체 명령 정보에 따라 가상객체 명령 메타데이터 생성부가 가상객체 명령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명령
메타데이터생성단계 및, 상기 가상 객체 명령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상 객체 제어부가 가상 객체를 제어하는 제어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본 발명은 각종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가상 세계의
객체들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메타데이터에 기반을 둔 콘텐츠 활용 방
법적 도구들을 포함함으로써, U-헬스, 반도체 등 각종 장비 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의 선호
도와 가상객체의 정보를 고려한 소비자 중심의 가상 세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본 발명은 각종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가상 세계의 객체들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
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이러한 메타데이터에 기반을 둔 콘텐츠 활용 방법적 도구들을 포함함
으로써, U-헬스, 반도체 등 각종 장비 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의 선호도와 가상 객체의 정보
를 고려한 소비자 중심의 가상 세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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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센서 정보, 사용자 선호 정보, 가상 객체 성능 정보 및 가상 객체
명령 정보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응용 방법 및 시스템

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스왑 저장장치에서의 스왑공간 관리방법
기 술 명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스왑 저장장치에서
의 스왑공간 관리방법
발 명 자 류연승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0992079

등록일자

2010년 10월 29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왑공간 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플래시 메모리를 스왑공간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필
요한 메모리 용량을 줄이고 시스템의 종료시간과 기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스왑공간 관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스왑공간 관리방법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플래시 메모리를 스왑 저장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 스왑공
간을 복수개의 세그먼트(100)로 구성하되, 세그먼트(100) 각각은 복수개의 블록(101)으로 구성하고, 블록(101) 각각
은 복수개의 페이지 슬롯(102)으로 구성하여, 세그먼트(100) 단위로 상기 스왑공간을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종료 또는 기동 시에 상기 스왑공간의 세그먼트들(100) 중에서 일부를 선별적으로 선택
하여 그 선택된 세그먼트(100)의 블록들(101)을 삭제하여 초기화하고, 이 때 초기화되지 않은 세그먼트(100)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기동 후 시스템의 사용 중에 백그라운드로 초기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시스
템의 종료 또는 기동 시에 몇 개의 세그먼트만 선택하여 삭제하여 초기화하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세그먼트들을 시
스템 사용 중에 백그라운드로 초기화하기 때문에 종래에 비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종료 또는 기동 시간(start-up time)
이 줄어들게 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세그먼트 단위로 스왑공간이 관리되기 때문에 블록단위로 스왑공간을 관리하는 종래의 경우에 비
해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시스템의 종료 또는 기동 시에 몇 개의 세그먼트만 선택하여 삭제하여
초기화하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세그먼트들을 시스템 사용 중에 백그라운드로 초기화하기 때문에 종래에 비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종료 또는 기동 시간(start-up time)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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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플래시 메모리 삭제 블록을 고려한
선반입 스왑 인 방법
발 명 자 류연승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0973496

등록일자

2010년 7월 27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선반입 스왑 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플래시 메모리를 스왑 공간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플래시 메모리의 삭제연산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선반입 스왑 인(read-ahead swap-in)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선반입 스왑 인 방법은, 플래시 메모리를 스왑 저장장치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스왑 인 요청에 대하여 여러 개의 페이지를 동시에 선반입 스왑 인 할 때 스왑 인 요청된 페이지를 포함하는 삭제블록
내의 페이지들(120)만을 선반입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선반입이 하나의 삭제블록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의 삭제연산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 프로세스의 속도 및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 측면
에서 종래에 비하여 유리하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선반입이 하나의 삭제블록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의 삭제연산 횟수가 줄어들
게 되어 프로세스의 속도 및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 측면에서 종래에 비하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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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전자/정보통신/IT

플래시 메모리 삭제 블록을 고려한 선반입 스왑 인 방법

02 기계

02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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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필름용 폴딩테스트 장치
기 술 명 플렉서블 필름용 폴딩테스트 장치

등록번호

10-2017564

발 명 자 박용태

등록일자

2019년 8월 28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02 기계

기술분야
본 발명은 플렉서블 필름용 폴딩테스트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폴딩방식의 필름 테스트장치를 사용하
여 다양한 곡률반경을 구현하여 반복 폴딩 테스트를 통해 폴딩 부위에 대한 내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플렉서블 필름
용 폴딩테스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플렉서블 필름용 폴딩테스트 장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에 결합되며 필름의 일단을 고정하
는 고정부, 상기 고정부와 이격 배치되며, 상기 하우징에 결합되는 폴딩축 및 상기 폴딩축을 중심으로 상기고정부와
대향되게 구비되고, 상기 필름의 타단을 고정하며, 상기 폴딩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상기 필름을 절곡시키는 회전부
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플레서블 필름용 폴딩테스트 장치는 다양한 곡률반경의 폴딩축을 사용하여 다양한 곡률반경
에서의 필름의 성능을 정밀하게 테스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효과들은 상기 언급한 효과에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
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04

전기습윤을 이용하는 차량용 클리닝 구조체 및 이에 있어서
액적 제거 방법
기 술 명 전기습윤을 이용하는 차량용 클리닝 구조체
및 이에 있어서 액적 제거 방법
발 명 자 정상국, 이강용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2010634

등록일자

2019년 8월 7일

본 발명은 전기습윤을 이용하는 차량용 클리닝 구조체, 특히 유리 구조체 및 이에 있어서 액적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전기습윤을 이용하는 차량용 클리닝 구조체, 특히 유리 구조체 및 이에 있어서 액적 제거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클리닝
구조체는 기저층 및 상기 기저층 위에 배열되는 전극을 포함한다. 여기서, 특정 전압이 상기 전극으로 인가됨에 따라 상
기 클리닝 구조체의 표면에 부착된 액적이 진동하고, 상기 진동에 따라 상기 액적이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클리
닝 구조체로부터 상기 액적이 제거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차량용 클리닝 구조체는 전기습윤을 이용하여 표면의 액적을 제거하므로, 액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클리닝 구조체에서 전극의 결이 상기 액적의 이동 방향과 동일하므로, 상기 액적의 제거 속
도가 더 빨라지고 상기 전극으로 인가되는 전압이 낮아질 수 있다. 게다가, 클리닝 구조체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
성이 없으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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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계

기술분야

전기습윤을 이용하는 차량용 클리닝 구조체 및 이에 있어서
액적 제거 방법
기 술 명 전기습윤을 이용하는 차량용 클리닝 구조체 및
이에 있어서 액적 제거 방법
발 명 자 정상국, 이강용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2010635

등록일자

2019년 8월 7일

02 기계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습윤을 이용하는 차량용 클리닝 구조체, 특히 유리 구조체 및 이에 있어서 액적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전기습윤을 이용하는 차량용 클리닝 구조체, 특히 유리 구조체 및 이에 있어서 액적 제거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클리닝
구조체는 기저층 및 상기 기저층 위에 배열되며, 적어도 하나의 서브 전극을 가지는 전극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서브
전극은 빗살 형상을 가지며, 특정 전압이 상기 서브 전극으로 인가됨에 따라 상기 클리닝 구조체의 표면에 부착된 액적
이 상기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클리닝 구조체로부터 상기 액적, 먼지 및 서리 중 적어도 하나가 제거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차량용 클리닝 구조체는 전기습윤을 이용하여 표면의 액적을 제거하므로, 액적, 먼지 및 서리 중 적어
도 하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클리닝 구조체에서 전극의 결이 상기 액적의 이동 방향과 동
일하므로, 진동 방식의 경우 상기 액적의 제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상기 전극으로 인가되는 전압이 낮아질 수 있다. 게
다가, 클리닝 구조체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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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버블을 이용한 세정 시스템 및 방법
기 술 명 미세 버블을 이용한 세정 시스템 및 방법

등록번호

10-1988116

발 명 자 정상국, 장대성

등록일자

2019년 6월 4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발명은 미세 버블을 이용한 세정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버블을 이용한 세정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세정 시스템은 물이 채워진 챔버 및 상기 챔버 내에서 물에 담가
진 세정 장치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세정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세정시 상기 채널 내에는 버블이 형
성되며, 상기 버블의 진동에 의해 세정 대상물 상의 파티클이 제거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세정 시스템은 버블의 진동을 이용하여 기판의 나노 파티클을 제거한다. 따라서, 상기 세정 시스템은
기판의 패턴 또는 구조물을 손상시키지도 않고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나노 파티클을 제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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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계

기술분야

전기습윤으로 구동하는 가변 액체 셔터
기 술 명 전기습윤으로 구동하는 가변 액체 셔터

등록번호

10-1967989

발 명 자 정상국, 이정민

등록일자

2019년 4월 4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02 기계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습윤으로 구동하는 가변 액체 셔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전기습윤으로 구동하는 가변 액체 셔터가 개시된다. 가변 액체 셔터는, 상부판, 복수의 전극이 형성된 하부판, 상부판
과 하부판 사이에 결합되어 액체 유동 공간을 형성하는 스페이서(Spacer), 액체 유동 공간에 채워지며, 서로 혼합되지
않는 렌즈 가림용 액체 및 공간 채움용 액체를 포함하되, 복수의 전극에 전압이 순차적으로 인가되어 렌즈 가림용 액
체가 이동함으로써, 개폐 동작이 수행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 액체 셔터는 전기습윤(Electrowetting)을 이용하여 구동되어 입사광의 양을 빠른 속도
로 제어할 수 있으며, 기계적 구동장치가 필요 없어 소형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적은 전력 소모로 다양한 광학기기
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전후면에 위치한 카메라, 조도 센서, 플래시 등과 같은 다양한 소자를
사용 시간 외에 가려줌으로써,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디자인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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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하베스팅 장치 및 방법
기 술 명 에너지 하베스팅 장치 및 방법

등록번호

10-1932854

발 명 자 정상국, 장대성

등록일자

2018년 12월 19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02 기계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에너지 하베스팅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에너지 하베스팅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에너지 하베스팅 장치는, 수용액을 포함하는 용기 내에 위치하며, 충격이
가해지면 압전 효과에 의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압전소자 및 용기 내에 위치하며, 음파에 의하여 진동하는 미세
버블(micro bubble)이 유발하는 마이크로 스트리밍(microstreaming)을 추진력으로 회전하여 충격을 가하는 회전체
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에너지 하베스팅 장치 및 방법은, 음파에 의하여 진동하는 미세버블(micro bubble)을 이용
하여 음향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수확함으로써, 이식형 의료기기(implantable medical device)의 전원 공급 장
치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음향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소형 센서나 소형 전자기기의 구동 동
력원으로 사용되는 기존 화학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전원을 무선으로 전달 및 충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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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박막 스프레이 코팅 장치
기 술 명 다층박막 스프레이 코팅 장치

등록번호

10-1897079

발 명 자 박용태, 서성민, 성용현, 이승현, 이준호, 조윤식

등록일자

2018년 9월 4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02 기계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층박막 스프레이 코팅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대면적에 걸쳐 미세 코팅막을 균일하게 성형
하기 위한 다층박막 스프레이 코팅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피코팅물에 미세하고 균일하게 박막 코팅하며, 일정 두께의 박막을 대량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층박막 스
프레이 코팅 장치에 관한 것으로, 서로 다른 2 이상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 마련되고, 상기 공간에 대응되는 복수 개
의 노즐(110)이 나란하게 일 방향으로 배열 마련된 이류체 스프레이 노즐 조립체(10); 상기 이류체 스프레이 노즐 조
립체(10)의 노즐을 개폐하는 노즐 개폐부(20); 피코팅물의 전 범위 면적에 대응되도록 상기 이류체 스프레이 노즐 조
립체(10)를 수평 이동시키는 노즐 이동부(30); 및 상기 노즐 개폐부(20)와 노즐 이동부(30)를 제어하는 마이컴(40)
을 포함하는 다층박막 스프레이 코팅 장치(1)에 있어서, 상기 노즐 개폐부(20)는, 상기 노즐(110)마다 대응되게 마련되
어, 노즐(110)의 개폐여부와 분사물질의 공급량을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솔레노이드밸브(210); 및 상기 마이컴(40)의
구동신호에 의해 상기 솔레노이드밸브(210)에 공급되는 전원을 단속하는 릴레이(22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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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층박막 스프레이 코팅 장치는, 피코팅물의 표면을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고, 코팅 공정을
대량생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층박막 스프레이 코팅 장치는, 스프레이 건을
이용한 스프레이 코팅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적은 에너지로도 원하는 대면적의 제품에 박막가능이 가능해 산업분야
에 널리 응용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층박막 스프레이 코팅 장치는, 노즐 이동부를 구비하
여 피코팅물 자체가 이동하지 않고 이류체 스프레이 노즐 조립체가 이동함으로써, 대면적 박막을 평탄히 적층시키고
박막을 균일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층박막 스프레이 코팅 장치는, 솔레노이드밸브를
노즐개폐부에 도입함으로써, 각각의 노즐에 별도의 펌프와 같은 장치 없이도 압축공기를 공급해 노즐을 작동시킬 수
있어, 다층박막 스프레이 코팅 장치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의 수를 줄이며 그 자체로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층박막 스프레이 코팅 장치는, 후드부를 구비함으로써, 기능성 재료 수용액의
증기로부터 작업자가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작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층박막 스프레이 코팅 장치는, 코팅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부를 구비함으로써, 작업자가 현재의 진
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작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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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계

발명의 효과

전기습윤과 전자기력을 이용한 유체 광학 장치 및 이의 구동 방법
기 술 명 전기습윤과 전자기력을 이용한 유체 광학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치 및 이의 구동 방법

등록번호

10-1871046

발 명 자 정상국, 오상훈, 이정민

등록일자

2018년 6월 19일

02 기계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습윤과 전자기력을 이용한 유체 광학 장치 및 이의 구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전기습윤과 전자기력을 이용한 유체 광학 장치 및 이의 구동 방법이 개시된다. 유체 광학 장치는, 렌즈부 및 렌즈부 상
부에 결합된 조리개부를 포함하되, 렌즈부는, 전자기 코일, 전자기 코일 상부에 결합되며, 전기 전도성을 가진 하부 투
명전도막, 하부 투명전도막 상부에 결합되며, 내부에 액체 수용 공간이 형성된 금속 재질을 가진 금속 렌즈 챔버 및 액
체 수용 공간에 채워지며, 렌즈 역할을 수행하는 투명의 전기 전도성 액체를 포함하고, 금속 렌즈 챔버의 내주면으로
부터 절연층 (Dielectric Layer) 및 제1 소수성층(Hydrophobic Layer)이 순서대로 적층되어 형성되며, 하부 투명전도
막과 금속렌즈 챔버 사이에 절연층이 형성되고, 조리개부는, 액체가 유동하는 채널 및 채널의 테두리에 채워지며, 조리
개 역할을 수행하는 광흡수성을 가진 자성유체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습윤과 전자기력을 이용한 유체 광학 장치는, 전기습윤(Electrowetting)을 이용하여 구
동되는 유체 렌즈와 전자기력(electromagnetic force)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유체 조리개를 모두 구비함으로써, 초소
형 카메라에 장착되는 광학 장치의 성능을 개선하고, 광학 장치의 크기를 소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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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렌즈부를 클리닝하는 장치 및 방법
기 술 명 카메라 렌즈부를 클리닝하는 장치 및 방법

등록번호

10-1851435

발 명 자 정상국, 이강용

등록일자

2018년 4월 17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발명은 카메라 렌즈부를 클리닝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소형 카메라의 렌즈부 표면에
형성된 액적(droplet)을 제거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카메라 렌즈부를 클리닝하는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커버 글래스(Cover Glass;
Substrate), 상기 커버 글래스의 상면에 연속으로 배치되는 복수의 전극(Electrode), 상기 전극의 상면에 적층되
는 절연 층(Dielectric Layer) 및 상기 절연 층의 상면에 적층되며, 액적(droplet)이 표면에 형성되는 소수성 층
(Hydrophobic Layer)을 포함하되, 서로 다른 직류 전압을 상기 전극들 중 복수의 전극들에 인가하는 방식을 통하여
상기 액적이 상기 커버 글래스의 중앙으로부터 외측 방향으로 이동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구동되는 세척 장치 대비 소형화가 용이하여, 다양한 용도의 카메라 모듈
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에 설치되는 소형 카메라 또는 무인 항공기(드론)에 설치되는 카메라와 같이, 운행
중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렌즈부에 액적이 형성 시 자동으로 액적을 제거할 수 있으며, 항시 깨끗한 영상
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효과는 상기한 효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특허청구범위
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추론 가능한 모든 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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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계

기술분야

클리닝 장치 및 방법
기 술 명 클리닝 장치 및 방법

등록번호

10-1816480

발 명 자 정상국, 이강용, 이대영

등록일자

2018년 1월 2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02 기계

기술분야
본 발명은 클리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표면에 형성된 액적(droplet)을 제거하는 클리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클리닝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클리닝 장치는, 기판(Substrate), 기판 위에 배열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극
(Electrode), 전극에 미리 설정된 기준 주파수를 기준으로 고주파 교류 전압을 인가하는 전압 인가부 및 기준 주파수
를 기준으로 저주파수로 인가되는 고주파 교류 전압을 온오프(on/off) 스위칭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하되, 스위칭에 따
라 전도성 액적(droplet) 및 비전도성 액적이 모두 제거 가능하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클리닝 장치 및 방법은, 전기습윤 원리 및 유전영동 원리를 이용하여 표면에 형성된 전도성
액적 뿐만 아니라 비전도성 액적까지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전기습윤 기술 및 유전영동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응답속
도가 빠르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장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차량용이나 모바일용의 소형 카메라뿐만 아니라 차량 전면
유리, 사물인터넷 기기의 이미지 센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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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넘 휠 지게차 및 그 제어 방법
기 술 명 메카넘 휠 지게차 및 그 제어 방법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발 명 자 박용태, 김민재, 염병진, 강가람, 성진우,

등록번호

10-1812570

등록일자

2017년 12월 20일

박찬웅 외 6명

본 발명은 메카넘 휠이 구비되어 협소한 공간에서도 조향제어가 용이하게 되는 메카넘 휠 지게차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메카넘 휠이 구비되어 협소한 공간에서도 조향제어가 용이하게 되는 메카넘 휠 지게차 및 그 제어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메카넘 휠 지게차는, 운전석과 마스트조립체를 포함하는 본체; 상기 본체의 하측에 설치되는
복수의 메카넘 휠; 상기 메카넘 휠에 각각 개별적으로 결합되어 상기 메카넘 휠을 구동시키는 복수의 전동모터; 상
기 전동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및 상기 본체 및 전동모터를 동작시키는 동작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동작
제어부는, 사용자로부터 고정 IP(Internet Protocol) 주소 및 제어 명령을 입력 받는 입력부; 상기 제어 명령에 매칭
(matching) 되는 제어 신호가 저장되는 저장부; 상기 제어 신호를 입력받아 각각의 전동모터들을 개별적으로 구동하
여 메카넘 휠이 구동되게 하는 구동부; 상기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제어 명령을 판단하여 상기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제어 신호로 상기 구동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협소한 공간에서도 조향제어가 용이하도
록 함으로써 사용이 용이하고, 주변 작업자에 대한 충돌재해의 위험을 감소시켜 작업자의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효과
가 있다.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추가적인 시야 범위를 확보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메카넘 휠 지게차 및 그 제어 방법은 협소한 공간에서도 조향제어가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이 용이
하고, 주변 작업자에 대한 충돌재해의 위험을 감소시켜 작업자의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추가적인 시야 범위를 확보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작업중에 조향제어를
위한 구동거리가 단축됨으로써 에너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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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계

기술분야

전기습윤을 이용한 유체 광학 장치 및 이의 구동 방법
기 술 명 전기습윤을 이용한 유체 광학 장치 및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의 구동 방법

등록번호

10-1810785

발 명 자 정상국, 오상훈

등록일자

2017년 12월 13일

02 기계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습윤을 이용한 유체 광학 장치 및 이의 구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전기습윤을 이용한 유체 광학 장치 및 이의 구동 방법이 개시된다. 유체 광학 장치는, 렌즈부 및 렌즈부 상부에 결합
된 조리개부를 포함하되, 렌즈부는, 내부에 액체 수용 공간이 형성된 렌즈 챔버, 액체 수용 공간에 수용되며, 렌즈 역
할을 수행하는 투명의 전기 전도성 액체 및 렌즈 챔버의 내주면으로부터 제1 전극(Electrode), 제1 절연층(Dielectric
Layer) 및 제1 소수성층(Hydrophobic Layer)이 순서대로 적층되어 형성되는 렌즈용 전극막을 포함하고, 조리개부는,
액체가 유동하는 채널, 조리개 역할을 수행하는 광흡수성 액체 및 채널의 일측면에서 내부 방향으로 복수의 제2 전극,
제2 절연층 및 제2 소수성층이 순서대로 적층되어 형성되는 조리개용 전극막을 포함하고, 복수의 제2 전극은 채널의
테두리에서 중심으로 연속으로 배치되고, 렌즈부와 조리개부 사이에는 액체 이동 통공이 형성되되, 액체 이동 통공은
채널의 테두리와 액체 수용 공간을 연결하며, 광흡수성 액체는 채널의 테두리와 액체 이동 통공에 채워진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습윤을 이용한 유체 광학 장치는, 전기습윤(Electrowetting)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유체
렌즈와 유체 조리개를 모두 구비함으로써, 광학 장치의 각 소자가 소비하는 전력을 줄이고, 광학 장치의크기를 소형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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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바퀴용 마찰용액 자동 스프레이 시스템
기 술 명 차량 바퀴용 마찰용액 자동 스프레이 시스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민재, 박용태, 이경민, 엄병진, 유탁경,

등록번호

10-1801555

발 명 자 이창현, 정병교, 우영민, 서상기, 남훈식,

등록일자

2017년 11월 21일

이시형, 이치훈, 김두수, 최원석, 장태성
02 기계

기술분야
본 발명은 차량 바퀴용 마찰용액 자동 스프레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물센서를 통해 노면의 상태
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노면 상태에 따라 마찰용액이 차량 바퀴에 자동으로 분사되도록 한 차량 바퀴용 마찰용액 자동
스프레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차량 바퀴용 마찰용액 자동 스프레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물센서를 통해 노면의 상태
가 자동으로 감지된 후, 바퀴와 노면 간에 마찰계수를 높여주는 마찰용액이 차량 바퀴에 자동으로 분사될 수 있도록
한 차량 바퀴용 마찰용액 자동 스프레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바퀴를 갖는 차량이 제공되고, 바퀴와 노면
간에 마찰력을 높이기 위한 마찰용액이 담기며, 이송관로를 포함하는 마찰용액조;세정용액이 담기며, 이송관로를 포
함하는 세정용액조;상기 마찰용액조의 이송관로 및 세정용액조의 이송관로가 취합되며, 바퀴를 향해 설치된 분사노즐
을 포함하는 배출관로;상기 이송관로 각각에 설치되어 이송관로를 개폐시키는 밸브;상기 배출관로에 설치되며, 밸브
가 개방된 측의 이송관로를 통해 용액을 펌핑하여 분사노즐을 통해 분사시키는 펌프;상기 펌프 및 밸브의 작동을 제어
하는 제어부;상기 차량 하부에 설치되며, 노면의 물을 감지하여 제어부로 하여금 펌프 및 밸브 작동을 제어하게 한 물
센서(rainsensor):를 포함하여 구성된 차량 바퀴용 마찰용액 자동 스프레이 시스템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차량 바퀴용 마찰용액 자동 스프레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물센서를 통해 노면의
상태가 자동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제어부가 이를 통해 마찰용액을 차량 바퀴에 자동 분사시킬 수 있으므로, 노면과
바퀴 간에 마찰계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즉, 비가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의 주행
중에, 물 센서의 측정을 통해 마찰 용액이 바퀴에 자동으로 분사됨으로써, 바퀴의 마찰계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위
해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거나 하차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윈드실드를 세척하기 위한 워
셔액 저장조를 포함하는 자동차의 경우, 세정액을 워셔액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설치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셋째, 온도센서 및 가열부가 더 마련됨으로써, 온도 강하시에 분사노즐이 동결되어 분사노즐의 관로가
폐색되었을 때 세정액을 데워 폐색된 분사노즐의 관로를 해빙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넷째, 콤프레서가 마련됨으로
써, 분사노즐에 이물질이 끼어 막혀 있는 경우, 콤프레서를 통한 고압의 에어 분사를 통해 이물질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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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립화된 수용액 방울의 증발냉각을 이용한 미소유체 냉각장치
기 술 명 미립화된 수용액 방울의 증발냉각을 이용한
미소유체 냉각장치
발 명 자 김도현, 송진, 김이연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87407

등록일자

2017년 10월 12일

02 기계

기술분야
본 발명은 미립화된 수용액 방울의 증발냉각을 이용한 미소유체 냉각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미소 유체
디바이스에서 수용액을 분산시켜 만든 미소 액적을 진공에서 증발을 통해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냉각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한 미립화된 수용액 방울의 증발냉각을 이용한 미소유체 냉각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미립화된 수용액 방울의 증발냉각을 이용한 미소유체 냉각장치에 관한 것으로,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냉
각 디바이스를 이용함으로써 냉각 및 냉동을 위해 에너지 소비가 큰 외부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도 냉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성되는 본 발명은 수용액 기반의 냉매가 충진되어 저장되는 용액 저장탱크;
용액 저장탱크로부터 공급된 냉매를 진공상태에서 미세한 액적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미소유체 진공챔버; 용액 저장
탱크와 미소 유체 진공챔버를 연결하여 미소유체 진공챔버 내부의 진공시 용액 저장탱크에 저장된 냉매가 유동되도록
유로가 형성된 피펫관; 피펫관과 미소유체 진공챔버 사이에 형성되어 분사되는 공기제트를 통해 냉매를 미세액적으로
분산시키는 오리피스; 및 미소유체 진공챔버를 진공화시키는 진공펌프를 포함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기술에 따르면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냉각 디바이스를 이용함으로써 냉각 및 냉동을 위해 에너지 소비가
큰 외부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도 냉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기술은 간단하
면서도 효율적인 냉각 디바이스를 이용하되 사용되는 냉매를 초순수를 사용함으로써 독성이면서 가연성인 냉매를 사
용하는 경우 고압의 가스탱크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을 해소할 수가 있다. 아울러, 본 발명에 따른 기술은 간단하면서
도 효율적인 냉각 디바이스를 이용하되 사용되는 냉매를 초순수를 사용하는 구조의 냉각장치에서 미소채널 칩의 디자
인을 1자 미소채널로 간단하게 제작함으로써 집적도를 더 높일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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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력으로 구동되는 유체 프리즘 소자 및 이의 제어 방법
기 술 명 전자기력으로 구동되는 유체 프리즘 소자 및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의 제어 방법

등록번호

10-1691727

발 명 자 정상국, 서희원

등록일자

2016년 12월 26일

본 발명은 전자기력으로 구동되는 유체 프리즘 소자 및 이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전자기력으로 구동되는 유체 프리즘 소자 및 이의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전자기력으로 구동되는 유체 프리즘 소자는,
액적; 및 양단 중 적어도 일단에 자석이 배치되고, 상기 액적 위에 배치되는 계면 구동체를 포함하되, 상기 계면 구동체
의 하단부에서 인가된 전류의 방향 및 세기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 발생된 전자기장에 의해 상기계면 구동체가 기울어
질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전자기력으로 구동되는 유체 프리즘 소자 및 이의 제어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기계 및 전기적으로 구
동되는 프리즘에 비해 구동이 단순하며 제작 공정이 간단한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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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계

기술분야

마이크로 로봇, 그의 제작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바이오 셀의 핵 적출 방법
기 술 명 마이크로 로봇, 그의 제작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바이오 셀의 핵 적출 방법
발 명 자 정상국, 박일송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72593

등록일자

2016년 10월 28일

02 기계

기술분야
본 발명은 마이크로 로봇, 그의 제작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바이오 셀의 핵 적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마이크로 로봇, 그의 제작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바이오 셀의 핵 적출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바
이오셀의 핵을 적출하는 마이크로 로봇은 몸체 및 상기 몸체에 하나 이상 배치되는 마그네틱(magnetic)부를 포함하
되, 상기 몸체의 일단에는 인접한 바이오 셀의 핵을 적출하는 적출 수단이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세포 내의 핵을 적출 시 세포 표면(membrane) 및 적출되는 핵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체세포 복제, DNA 복제 등과 같은 바이오 메디컬(Bio Medical)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본 발명
의 효과는 상기한 효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으로
부터 추론 가능한 모든 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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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습윤 현상을 이용한 광 경로 제어 및 관련 장치
기 술 명 전기습윤 현상을 이용한 광 경로 제어 및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장치

등록번호

10-1559193

발 명 자 정상국, 원정민, 채정병

등록일자

2015년 10월 2일

본 발명은 광 경로를 조절하는 장치와 이를 구비하는 광학 입출력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전기습윤 현상을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촬영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전기습윤 현상을 이
용한 광 경로 조절 장치는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상에 구비되고,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에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전력이 공급된 전극의 위치에 대응하는 부분의 특성이 친수성으로 변환되는 제1 소수성 레이
어; 상기 제1 소수성 레이어와 평행하게 구비되는 제2 소수성 레이어; 상기 제1 소수성 레이어와 상기 제2 소수성 레이
어 사이에 구비되는 불투명 비극성 유체; 및 상기 불투명 비극성 유체 내에 구비되는 투명 극성 액체;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전기습윤 현상을 이용한 광학 입출력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렌즈와 comb-drive로 만들어진 장치보
다 구조가 단순하고, 생산성과 작동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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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계

기술분야

전기습윤을 이용한 유체 렌즈 및 이에 있어서 줌 및 초점 가변 방법
기 술 명 전기습윤을 이용한 유체 렌즈 및 이에 있어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485670

줌 및 초점 가변 방법

발 명 자 정상국, 채정병

등록일자 2015년 1월 16일

02 기계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습윤을 이용하는 유체 렌즈 및 이에 있어서 줌 및 초점을 가변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전기습윤을 이용한 유체 렌즈 및 이에 있어서 줌 및 초점을 가변시키는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유체 렌즈는 렌즈부; 및
구동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구동부의 내부 공간인 구동부 공간으로부터 상기 렌즈부의 내부 공간인 렌즈 공간으
로 유체가 배열되고, 상기 구동부 공간 내의 유체의 높이 변화에 응답하여 상기 렌즈 공간 내의 유체의 높이가 가변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유체 렌즈는 유체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렌즈부의 유체의 높이를 변화시켜 줌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
다. 또한, 상기 유체 렌즈는 렌즈부의 유체의 계면을 변화시켜 초점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특히, 상기 유체 렌즈는
구동부로 상기 렌즈부를 제어하여 줌을 가변시키고 상기 렌즈부 내측면에 형성된 렌즈 전극부로 전원을 인가하여 초
점을 가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줌 및 초점의 가변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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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 서까래 가공장치
기 술 명 자동제어 서까래 가공장치

등록번호

10-1452773

발 명 자 박강, 박응순

등록일자

2014년 10월 14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발명은 전통 한옥의 서까래를 자동으로 가공하기 위한 자동제어서까래 가공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서까래 가공장치는, 원목의 양선단을 고정하여 축중심 회전시키는 클램핑수단와, 원목을 스캐닝하여
3차원 형상데이터를 형성하는 스캐닝수단과, 스캐닝수단에 의해 파악된 원목의 형상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모델링데
이터와 비교하여 툴패스를 결정하는 연산장치와, 클램핑수단에 의해 회전되는 원목을 툴패스를 따라 절삭하는 절삭수
단으로 이루어진다. 클램핑수단은 한쌍의 클램핑블럭과, 양 클램핑블럭에 내장되어 돌출되는 고정핀과, 클램핑블럭을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시키는 서보모터로 이루어진다. 스캐닝수단은 원목에 대하여 라인레이저를 투사하여 원목의 표
면에 레이저마크를 형성하는 레이저투사기와, 레이저마크를 촬상하는 디지털카메라로 이루어진다. 절삭수단은 상기
원목의 길이방향으로 이동되는 케이지와, 케이지내에서 원목의 길이방향과 수직으로 교차하는 상하방향 및 원목의 중
심축에 대한 전후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지지되는 황삭툴과, 케이지내에서 원목의 길이방향과 수직으로 교차하는 상
하방향 및 원목의 중심축에 대한 전후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지지되는 정삭툴로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서까래 가공장치에 의하면 원목을 가공하여 특정한 형태의 서까래로 만드는 서까래 가공작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옥 건축 작업의 효율이 향상된다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자동제어 서까래 가공장치에 의하면 원목에 대한 황삭 가공과 정삭가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황삭툴
과 정삭툴의 개별제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원목을 가공하여 서까래로 만드는 서까래 가공작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옥 축조에 따른 효율이 향상된다는 이점이 있다.

123

02 기계

기술분야

기포 제거가 가능한 전기습윤 장치 및 이를 구비한 전기습윤 렌즈
기 술 명 기포 제거가 가능한 전기습윤 장치 및 이를
구비한 전기습윤 렌즈
발 명 자 정상국, 원정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452723

등록일자

2014년 10월 14일

02 기계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습윤 장치 내에서 발생한 기포를 제거하는 장치와 이를 이용한 기포 제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전기습윤 장치 내에서 발생한 기포를 제거하는 장치와 이를 이용한 전기습윤 렌즈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
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전기습윤 렌즈는 각각 평행하게 구비되는 한 쌍의 투명 플레이트; 상기 한쌍의 투명 플레이트 사
이에 구비되고, 내측에 공간부를 형성하는 구동부; 및 상기 공간부 내에 구비되며 상호 계면을 형성하는 투명 극성 유
체 및 투명 비극성 유체;를 포함하되, 상기 구동부는 전기장을 생성하는 전극쌍과, 상기 전극쌍을 절연하는 절연부재
와, 상기 전극쌍에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친수성으로 변환되는 소수성 부재와, 촉매 반응에 의하여 상기 극성 유체와
비극성 유체 내의 버블을 이온화시키는 촉매부재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플레티늄 또는 팔라듐에 의한 촉매부재
는 전기습윤 장치 내에서 절연체 파괴 또는 절연체의 복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포를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촉매부재
의 구조적 특징과 테플론 코팅층을 형성함으로써 촉매부재와 극성 유체(물)의 접촉면적을 증가시켜 기포의 제거 효율
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플레티늄 또는 팔라듐에 의한 촉매부재는 전기습윤 장치 내에서 절연체 파괴 또는 절연체의 복구 과정
에서 발생하는 기포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촉매부재의 구조적 특징과 테플론 코팅층을 형성함으로
써 촉매부재와 극성 유체(물)의 접촉면적을 증가시켜 기포의 제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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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용
기 술 명 혈당측정용 센서 스트립과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모니터링 장치
발 명 자 정상국, 이정현, 양지선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447970
2014년 9월
등록일자 2014년
09월30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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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포하는
챔버
내에 반응물질이
위치하도록
제1 구조층과
제2 구조층을
결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혈
하는
단계; 및단계;
챔버 및
내에
반응물질이
위치하도록
제1 구조층과
제2 구조층을
결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혈액이 충진
액이
챔버의
체적을
높은 제작하여
정밀도로 혈당측정의
제작하여 혈당측정의
신뢰도를수
증가시킬
되는 충진되는
챔버의 체적을
높은
정밀도로
신뢰도를 증가시킬
있다. 수 있다.

03 건축/토목/교통/기계

혈당측정용
센서 스트립,
스트립, 그
그 제조방법,
제조방법, 및
및 이를
이를이용하는
이용하는모니터링
모니터링장치가
장치가개시된다.
개시된다.본본발명의
발명의일측면에
일측면에따른
따른센서
센서
스
혈당측정용 센서
스트
트립
제조방법은
제1
기판에
전극을
형성하여
제1
구조층을
형성하는
단계;
제2
기판에
챔버형
인서트를
형성하는
단
립 제조방법은 제1 기판에 전극을 형성하여 제1 구조층을 형성하는 단계; 제2 기판에 챔버형 인서트를 형성하는 단계;

대표도면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효과
발명의
본 발명의
발명의 실시예에
혈당측정의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본
실시예에 따르면,
따르면, 혈액이
혈액이충진되는
충진되는챔버의
챔버의체적을
체적을높은
높은정밀도로
정밀도로제작하여
제작하여
혈당측정의
신뢰도를
증가시킬
있다.
또한,
MEMS
공정을
사용하여
챔버의
부피를
감소시킴으로써
혈당혈당
측정에
사용되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킬
수있
수
있다.
또한,
MEMS
공정을
사용하여
챔버의
부피를
감소시킴으로써
측정에
사용되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킬
다.있다.
이로 이로
인해 사용자는
혈액을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피부를
찌를 때
그 침습
작게 할작게
수 있고,
경감시
수
인해 사용자는
채취하기
위해 피부를
찌를
때 그크기를
침습 크기를
할 수이에
있고,따른
이에고통을
따른 고통을
킬 수 있다.
경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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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약물전달용
약물전달용 마이크로
마이크로 로봇,
로봇, 그의
그의 제어장치
제어장치 및
및 이를
이를이용한
이용한
체내
약물전달 방법
방법
약물전달
기 술 명 체내 약물전달용 마이크로 로봇, 그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441739

제어장치 및 이를 이용한 약물전달 방법
발 명 자 정상국, 권준오, 양지선

2014년 9월
11일
등록일자 2014년
09월
11일

02 기계

기술분야
기술분야
본
체내 약물전달용
약물전달용 마이크로
마이크로 로봇과
로봇과이를
이를제어하는
제어하는장치
장치및및이들을
이들을이용하여
이용하여체내에서
체내에서약물을
약물을전달하는
전달하는
방법
본 발명은
발명은 체내
방법에
에
관한
것이다.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발명의 요약
요약

03 건축/토목/교통/기계

본
로봇과 이를
이를 제어하는
제어하는 장치
장치및
및이들을
이들을이용하여
이용하여체내에서
체내에서약물을
약물을전달하는
전달하는방법에
방법
본발명은
발명은 체내
체내 약물전달용
약물전달용 마이크로
마이크로 로봇과
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발명에
따른
체내
약물전달을
마이크로
로봇은
외부의
전자기장에
의하여
이동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본본
발명에
따른
체내
약물전달을
위한위한
마이크로
로봇은
외부의
전자기장에
의하여
이동하는
하는
마그네틱부;
및 상기
마그네틱부에
부착되고,
초음파에
진동하여
마이크로
플로우를
형성시켜
마그네틱부;
및 상기
마그네틱부에
부착되고,
초음파에
의하여의하여
진동하여
주위에주위에
마이크로
플로우를
형성시켜
인근의 인
미
근의
미소물체를
견인하는
버블;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마이크로
로봇의
위치
제어와
약물의
포획,
릴리즈를
소물체를 견인하는 버블;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마이크로 로봇의 위치 제어와 약물의 포획, 릴리즈를 독립적으
독립적으로
조작할
있도록 함으로써
로봇의
위치보다
제어를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다.
로 조작할 수
있도록수함으로써
마이크로마이크로
로봇의 위치
제어를
정밀하게
할 수 있다.

대표도면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효과
발명의
본 발명에
발명에 따르면,
본
따르면, 마이크로
마이크로 로봇의
로봇의 위치
위치 제어와
제어와약물의
약물의포획,
포획,릴리즈를
릴리즈를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조작할
조작할수수있도록
있도록함으로써
함으로써마이크
마이
로 로봇의
위치
제어를
보다
정밀하게
할할
수수
있다.
또한
본본
발명에
따르면
초음파를
이용하여
약물의
포획
및및
릴리즈
등
크로
로봇의
위치
제어를
보다
정밀하게
있다.
또한
발명에
따르면
초음파를
이용하여
약물의
포획
릴리즈
의 조작을
함으로써
응답성이
좋고,
정밀한
조작이
가능하다.
등의
조작을
함으로써
응답성이
좋고,
정밀한
조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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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습윤 현상을 이용한 다중 버블 제어기술 및 이를 이용한
미소물체 제어방법
기 술 명 전기습윤 현상을 이용한 다중 버블 제어기술 및
이를 이용한 미소물체 제어방법
발 명 자 정상국, 채정병, 이정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337131

등록일자

2013년 11월 28일

본 발명은 EWOD에 의한 버블 제어장치 및 이를 이용한 미소물체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교류 전기습윤을 이용하
여 미소물체 또는 생화학적 미소물체의 이동 및 위치를 제어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EWOD에 의한 버블 제어장치 및 이를 이용한 미소물체 제어방법 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EWOD에 의한 버블 제어장치는 순차적으로 구비되는 전극, 유전체 레이어 및 제1 소수성 레이어를 포함하는 제1
레이어; 제2 소수성 레이어와 그라운드 레이어를 포함하는 제2 레이어; 상기 제1 소수성 레이어와 상기 제2 소수성 레
이어 사이에 구비되는 수용액; 및 상기 수용액 내에 구비되고, 상기 전극에 교류 전력 공급 시 진동함으로써 주위의 수
용액에 마이크로 스트림을 형성시키는 버블;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EWOD에 의하여 진동하는 버블을 이용하
여 미소물체 또는 생화학적 미소물체를 이동시키거나 위치를 제어함으로써 제어되는 미소물체 또는 생화학적 미소물
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여 접촉에 따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EWOD에 의하여 진동하는 버블을 이용하여 미소물체 또는 생화학적 미소물체를 이동시키거나 위
치를 제어함으로써 제어되는 미소물체 또는 생화학적 미소물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여 접촉에 따른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EWOD에 의하여 버블의 이동을 제어함으로써 미소물체의 위치 제어, 연속적인 이
동 및 방향의 전환 등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버블을 이용하여 미소물체의 이동 및 위치
를 제어함으로써 수중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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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계

기술분야

기술이전 안내

기술이전 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사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
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

기술이전 대상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반도체 직접회로배치설계 등
이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술이전 절차

01

- 기술평가(특허자산실사)

02

- 기술수요기업 조사

03

- 발명자, 수요자간 이전 대상기술 확정

04

- 기술이전 형태, 조건, 기술료, 지불방법 등 거래조건 확정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경제성 등

기술발굴

- 기술설명회/상담회 개최

기술마케팅

- 기술이전 형태, 조건, 기술료, 지불방법 등 협의

기술확정 및 협상

기술계약

05

사후관리

- 계약서 작성
- 발명자 보상

- 계약조건 성실이행 여부 검토
- 계약갱신 및 변경조건 검토
- 경상기술료 관리

기술지주회사 및
및 자회사
자회사 소개
소개
기술지주회사
설립목적
설립목적
기술지주회사가 주도적으로 산학협력 기술사업화를 추진하여 신규 수익모델을 확보함으로써 대학 재정에
기여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업) 창출을 유도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성과 생산
- 자체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
- 우수 교원 확보 등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운영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

산학협력 연구
수월성 제공

- 자회사 M&A 등을 통한 수익(EXIT)
- 자회사 운영을 통한 배당 수익

대학 재정 기여,

명지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자회사-명지대학교 산학협력
연구를 통한 연구재원 확보

신규 재원
확보

- 상용화 연구개발 컨소시엄 구축
-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 확보

가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운영을
통한 신규 재원 확보

보유기술
사업화

본교가 보유한 우수기술의 산업계 확산
산학협력 기반 우수 기술 상용화 체제 구출

지주회사 및 자회사 운영 수입 자회사 공동 연구

자회사 경영지원시스템
기술지주회사 사업의 가치와 사업적 실익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전문성 강화와 자회사에 대해 대·내외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자회사 설립 지원
- 우수기술발굴 및 시장수요 반영
- 발굴기술 사업화 검증지원

명지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컨설팅 지원
- 전문가의 기술자문
- 사업계획, 기업IR, 인증 및 컨설팅

-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금융 및 정책자금 연계
- 투자자금 연계(자기자본 성격)

- 선별 유망기술의 자회사 출자

- 기술/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경영 및 운영지원
- 우수기술 패키징, 시제품완성도 제고

-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 자회사 홍보/마케팅/교육
- 대학 연구 인프라 활용

- 특허/포트폴리오, 기술자산활용
- 공동연구개발 파트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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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소개
자회사 설립 프로세스

투자대상 자회사로 선정된 기술수요자와 협의하여
자회사 설립 모형 및 시기, 금액, 지분율 등
투자조건을 결정

5-2-1
투자대상 자회사
발굴 및 선정
5-2-2
투자유형 및
조건 결정

투자심의위원회

기업 Value-up을 위해 신규사업 진출이 필요한 국내상장 기업, 비상장
중견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모델
사업화 모델
자문

투자심사
보고서 작성
5-2-4

국내합작창업형

투자유형 및
조건 협의

5-2-3

기술 자문

NO

자회사 설립 모형

합작투자
계약서 체결

한국시장 진출희망 해외기업, 국내 합작법인 설립희망 기업과의 국내 합작
법인 설립 또는 Low Tech 기술을 가지고 아시아 후발국에 진출코자 하는

기업설명회
(IR)

YES

5-2-5

해외합작창업형

국내기업과의 해외 합작법인 공동 설립 모델

기술지주공동설립형
기술지주회사간 사업화기술을 클러스터링(7개 ~ 10개)하여 공동으로 국내

합작투자
계약서 체결

5-2-6
자회사 설립

중견, 대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모델

단순출자형
사업화기술의 자본화 평가 후 벤처기업에 출자하고, 자본 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거나 실험실창업기업, 학교기업, 개인기업 등의 자회사 전환 설립 모델

단독창업형
파트너기업 없이 사업화기술을 통한 기술지주회사 독자적 설립방식

자회사 현황
자회사명 : 주식회사 엠피스
대표이사 :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이종명
자본금 : 3500만원
업종(생산품) : 정보통신장치, 광반도체, 센서장치, IT 융합
관련특허 :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 방법 (특허등록번호 : 10-1328355)
기술가치평가금액 : 115,000,000원
기술지주회사 지분 : 30%

자회사명 : 주식회사 만방 바이오
대표이사 : 진잉유
자본금 : 100,000,000원
업종(생산품) : 연구개발, 바이오 소재 개발 및 제조
관련특허 : 리타크롤리무스 생산 균주 및 이로부터 얻어진 타크롤리무스 생합성 유전자 (특허등록번호 : 10-1197026)
기술가치평가금액 : 103,000,000원
기술지주회사 지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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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명 : (주)솔라팜
대표이사 : 김월영
자본금 : 100,000,000원
업종(생산품) : 태양광 기반 전력공급시스템 연구개발, 설계·제조
관련특허 : 톡립형(stand-alone)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가변 저항 방식의 드룹 제어 장치 및 방법
기술지주회사 지분 : 20%

자회사명 : (주)마이크로시스템
대표이사 : 정상국
자본금 : 50백만 원
업종(생산품) : 제조업(Drop Free Glass)
관련특허 : 전기습윤 장치 및 전기습윤 장치의 응답속도 개선 방법
기술지주회사 지분 : 20%

자회사명 : (주)명지생활건강
대표이사 : 청진화, 진잉유
자본금 : 5천만원
업종(생산품) : 서비스업(연구개발업 등)
관련특허 : 감잎 발효차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지주회사 지분 : 20%

자회사명 : (주)드론포월드
대표이사 : 김희화
자본금 : 1억원
업종(생산품) : 예찰업 및 방재업, 드론 제조 및 판매업
관련특허 : 복수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관리하는 영상 처리 장치 및 방법 / 등록특허 / 10-1748139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지분 : 30%

자회사명 : (주)단예
대표이사 : 서인선
자본금 : 100,000,000원
업종(생산품) : 점토식 천영광물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천연 클렌징 바 및 화장품, 파우더
관련특허 : 비타민 E와 레티놀산을 함유하는 신기능성 글리세롤 유도체 화합물들과 상기 화합물의 위치 선택적 합성 방법
기술지주회사 지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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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명 : 영일아이씨티(주)
대표이사 : 이창은
자본금 : 1억원
업종(생산품) : 비자동화설비, 진동설비
관련특허 : 진동 검출 장치 (등록특허 10-1734667/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지분 : 20%

자회사명 : (주) 스위머스
대표이사: 노유석
자본금 : 2억원
업종(생산품) : 스마트 수영분석 시스템
관련특허: 스마트 관리 시스템 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지분: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