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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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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유리의 열적 성능 측정 시스템 및 그 방법
기 술 명 창호유리의 열적 성능 측정 시스템 및 그 방법

등록번호

10-1700865

발 명 자 이응신, 이명주

등록일자

2017년 1월 23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창호유리의 열적 성능 측정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창호 유리의 실내외 표면
온도 및 실내외 각각의 대기 온도를 기초로 정해진 관계식을 이용하여 시공 완료된 창호 유리의 열적 성능을 정밀하
게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기술은 창호 유리의 열적성능 측정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구획 영역 별 창호 유리의 실내외
표면 온도와 실내외 대기 온도를 기초로 정해진 관계식을 토대로 창호 유리의 열적성능을 연산한 후 연산된 창호 유
리의 열적 성능을 열관류율로 변환한 후 변환된 열관류율을 기 정해진 열전달저항 보정 계수로 보정함에 따라, 시공
완료된 창호 유리의 열적성능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창호 유리의 열적성능 측정 시스템 및 방법은, 구획 영역 별 창호유리의
실내외 표면 온도와 실내외 대기 온도를 기초로 정해진 관계식을 토대로 창호 유리의 열적성능을 연산한 후 연산된
창호유리의 열적성능을 열관류율로 변환한 후 변환된 열관류율을 기 정해진 보정 계수로 보정함에 따라, 시공 완료
된 창호유리의 열적성능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 본 발명의 따르면, 이미 건물에 설치된 창호유리
의 열관류율을 측정하여 시험성능서에 나오는 열적성능의 창호가 실제로 설치되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공함으
로써 입주자에게 열적성능을 증명하여 설계단계에서 선정한 창호가 제대로 설치되었는가를 안내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시공 완료된 창호의 열적성능에 대한 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업주자로 하여금 성능검
사서와 동일 열적성능을 가진 창호 제품을 설치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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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한옥용 접합철물을 이용한 한옥부재 연결구조

등록번호

10-1639276

발 명 자 김왕직, 김상협

등록일자

2016년 7월 7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한옥용 접합철물을 이용한 한옥부재 연결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볼트 회전식 접합철물을 이용하여 한옥
부재의 기둥과 초석, 기둥과 보 등을 연결하여 고정하는 한옥용 접합철물을 이용한 한옥부재 연결구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한옥부재 간의 구조강성을 높이고, 상하좌우의 외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 한옥용 접합철물을 이용한 한옥
부재 연결구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한옥용 접합철물을 이용한
한옥부재 연결구조는 지반 상에 배치되는 초석과; 상기 초석에 관통 삽입되는 앵커볼트와; 상기 앵커볼트에 나사 결합
되는 한옥용 접합철물과; 상기 한옥용 접합철물에 씌워지는 기둥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한옥용 접합철물을 이용한 한옥부재 연결구조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본 발명은 한옥부재
간의 구조강성을 높이고, 상하좌우의 외력에 저항하는 이점이 있다. 둘째, 본 발명은 압착판에 의한 원터치 조작에 의
해 기둥이 조립되기 때문에 시공성이 향상되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본 발명은 한옥용 접합철물의 해체가
가능하므로 한옥의 유지보수에 효율적인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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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용 접합철물을 이용한 한옥부재 연결방법
기 술 명 한옥용 접합철물을 이용한 한옥부재 연결방법

등록번호

10-1639267

발 명 자 김왕직, 김상현

등록일자

2016년 7월 7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한옥용 접합철물을 이용한 한옥부재 연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볼트 회전식 접합철물을 이용하여 한옥
부재의 기둥과 초석, 기둥과 보 등을 연결하여 고정하는 한옥용 접합철물을 이용한 한옥부재 연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따른 한옥용 접합철물을 이용한 한옥부재 연결방법은 지반(G)에 초석(B)을 배치하는 단계; 상기 초석(B)
에 앵커공(H)을 천공하고, 상기 앵커공에 앵커볼트를 삽입하는 단계; 상기 앵커볼트(A)에 한옥용 접합철물(J)을 나
사 결합하여 체결하는 단계; 상기 한옥용 접합철물에 기둥(C)을 씌우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한옥부재 연결방법에 있
어서, 상기 한옥용 접합철물은 소정의 직경 및 길이를 갖는 원통(10)과; 상기 원통에 내장되는 스프링(20)과; 상기
원통의 외주면 소정의 위치에 고정 설치되는 압착판(30)과; 상기 원통의 상부에 수평하게 고정 설치되는 상부마감
판(40)과; 상기 원통의 하부에 수평하게 고정 설치되는 하부마감판(50)으로 구성되고, 상기원통의 외주면에 상부에
서 하부에 걸쳐 수직으로 일정한 길이 및 폭을 갖는 절취부(12)가 형성되며, 상기 스프링은 판스프링으로 구성되며,
상기 압착판의 상부는 원통의 절취부 상단에 힌지(32)를 매개로 고정되는 고정단으로 구성되고, 하부는 원통(10)의
절취부에 출몰되는 자유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상부마감판(40)에는 가운데에서 상향으로 돌출되는 돌출부(42)가 설
치되며, 상기 돌출부의 외주면에 나사산(44)이 형성되며, 상기 하부마감판(50)에는 가운데에서 하향으로 일정한 직
경 및 깊이로 요입되는 오목홈(56)이 형성되고, 상기 오목홈(56)의 내주면에 나사산(58)이 형성되게 하거나, 상기 상
부마감판과 하부마감판(50)에는 가운데에서 상향으로 돌출되는 돌출부(42, 52)가 설치되며, 상기 돌출부의 외주면
에 나사산(44, 54)이 형성되며, 상기 상부마감판과 하부마감판에는 가운데에서 하향으로 일정한 직경 및 깊이로 요
입되는 오목홈(46, 56)이 형성되고, 상기 오목홈의 내주면에 나사산(48, 58)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한옥용 접합철물을 이용한 한옥부재 연결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본 발명은 한옥부재
간의 구조강성을 높이고, 상하좌우의 외력에 저항하는 이점이 있다. 둘째, 본 발명은 압착판에 의한 원터치 조작에 의
해 기둥이 조립되기 때문에 시공성이 향상되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본 발명은 한옥용 접합철물의 해체가
가능하므로 한옥의 유지보수에 효율적인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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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충격하중 실험과 고유치 해석을 이용한 한옥
접합부의 회전 강성 평가 시스템 및 그 방법
발 명 자 김영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15285

등록일자

2016년 4월 19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통 한옥 전체 골조에 대한 충격하중 실험과 구조해석 소프트웨어에 의한 고유치 해석만으로 전통 한옥
에 적용된 대표적인 접합부의 회전 강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전통 한옥
접합부의 개별적인 실험에 의하지 않고도 문화재와 같이 이미 지어진 전통 한옥 접합부의 상대 회전 강성값을 신뢰
할 만한 수준으로 도출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충격하중 실험과 고유치 해석을 이용한 한옥 접합부의 회전 강성 평가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서, 전통 한옥 접합부에 대한 개별적인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단 한 번의 충격가력실험과 구조해석 소프트웨어에
의한 반복적인 고유치 해석만으로 기존에 완공된 전통 한옥 주요 접합부의 상대 회전 강성값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
로 도출하며, 수치적으로 신뢰할 만한 전통 한옥 접합부의 상대 회전 강성값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 한옥의 안전성 및 사용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본발명은, 실물 한옥에 가력한 후, 실물 한옥의 고유 진동수 및 고유 모드 방향을 도출하는 충격하
중 실험부; 상기 실물 한옥 전체 골조에 대한 구조해석 모델을 구성하고, 구성된 구조해석 모델의 고유치 해석을 수
행하며, 해석 수행 결과로부터 구조해석 모델의 고유 진동수 및 고유 모드 방향을 산출하는 고유치 해석부; 및 상기
고유치 해석부를 통해 산출된 고유 모드 방향과 상기 충격하중 실험부를 통해 도출된 고유 모드 방향을 비교하여 예
비 후보 대안값을 선정하며, 선정된 예비 후보 대안값별 고유 진동수의 오차율에 따라 최적 대안값을 선정하고, 선정
된 최적 대안값에 입력된 상대 회전 강성값을 해당 주요 접합부의 상대 회전 강성값으로 평가하는 회전 강성 평가부;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전통 한옥 접합부의 개별적인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단 한 번의 충격가력실험과 구조해석 소프
트웨어에 의한 반복적인 고유치해석만으로 기존에 완공된 전통 한옥 주요 접합부의 상대 회전 강성값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에 지어진 전통 한옥 접합부의 상대 회전 강성값을
수치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을 확보하면서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하게 제시함으로써, 문화재 및 전통 한옥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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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토목/ 교통

충격하중 실험과 고유치 해석을 이용한
한옥 접합부의 회전 강성 평가 시스템 및 그 방법

01 건축/토목/ 교통

태양광 발전식 조립형 한식 담장
기 술 명 태양광 발전식 조립형 한식 담장

등록번호

10-1586783

발 명 자 김왕직, 김상협, 김성찬

등록일자

2016년 1월 13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태양광 발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경사각도를 조작하여 상하 및 좌우로 회전시키고 임의위
치로 펼치며 태양에 대향하여 조사받도록 조작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장치로서 태양광 전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조립
형 한식 담장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태양광 발전식 조립형 한식 담장에 관한 것으로, 공장에서 대량생산하여 현장에 운반, 설치 및 시공함으로
써 규격화된 태양광 발전장치의 제작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담장 유휴면의 설치로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
고 단순한 형태이나 구조물의 손쉬운 조작만으로 태양광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성되
는 본 발명은 일 측면에 일정 깊이의 설치 홈이 형성된 담장(100); 설치 홈에 결합고정되는 고정 브라켓; 고정 브라
켓에 일단이 고정지지되어 신축 가능한 지지수단; 지지수단의 끝단에 결합지지되어 태양광 집열판의 상하 및 좌우
각도를 조절하는 각도조절수단; 각도조절수단의 끝단에 결합지지되어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집열판을 포함한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태양광 집열판은 설치 홈상에 대응되는 크기로서 설치홈 상에 안착되거나 태
양측으로 대향하도록 이격시켜 회전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식 조립형 한식 담장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태양을 향해 구조물을 설치홈에
서 꺼내어 펼치지 않고 담장에 안착된 상태에서도 태양관 집열판으로서 일정한 집열기능이 구현될 수 있음은 물론,
계절별·시간별 변하는 태양의 일중고도와 관련하여 고정형 태양광 집열방식에 비해 집광판 발전량을 증대시킬 수 있
고, 잔고장 발생빈도가 높고 설치비용상의 부담이 큰 추적형 태양광 집열방식과 달리 필수구성품이 단순하며 손쉬운
사용방법으로 공간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갖는다. 둘째, 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 사용함으로써 전력난 해
소에 도움이 되고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 요금체계에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 등에 설치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완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설치부지 매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활용도가 적은 담벼락의 공간활용이 가능
하며 유휴면적이 적은 도심에서도 단독주택의 담벼락은 물론 아파트 단지나 관공서의 펜스, 옥상, 벽체 등의 활용분
야가 다양한 효과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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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다기능 한식담장 및 제작방법과 시공방법

등록번호

10-1586005

발 명 자 김왕직, 김상협, 김성찬

등록일자

2016년 1월 11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기능 한식담장 및 제작방법과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일반적인 한식담장을 구성하는 담장부재를
개량하고, 상기 담장부재를 이용하여 다기능 한식담장을 조립하며, 상기 한식담장에 다양한 용도의 개구부 또는 공간
을 형성하여, 상기 개구부 또는 공간에 다양한 수납함을 설치하여 담장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한식담
장 및 제작방법과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전통 한식담장의 기능을 살림과 동시에 담장의 제작 및 운반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상기 담장에 다양한 용
도를 공간을 형성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기능 한식담장 및 이의 제작방법과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기능 한식담장은 소정의 두께 및 폭을 갖는 벽체
(100); 상기 벽체(100) 상부에 고정 설치되는 용마루상(200), 상기 용마루상(200) 상부에 고정 설치되는 지붕(300)
으로 구성되고, 상기 벽체(100)는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으로 형성되되, 상기 벽체(100)의 일측면 외측에는 세
로로 돌출부(110)가 형성되고, 상기 벽체(100)의 타측면 내측으로 세로로 요홈부(120)가 형성되며, 상기 벽체(100)
의 상부를 따라서 용마루상 결합부(130)가 구비되고, 상기 용마루상 결합부(130) 양측을 따라서 암기와 안착홈(132)
이 형성되며, 상기 용마루상(200)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긴 보(210)로 구성되고, 상기 보(210)의 양측면에 날개(220)
가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용마루상(200)의 하부가 상기 벽체(100)의 상면에 결합되고, 상기 용마루상(200)의 상부
는 지붕(300)의 내측으로 삽입 고정되며, 상기 지붕(300)은 암기와 안착홈(132)의 양측면을 따라 고정설치되는 암
기와 (310), 상기 암기와(310) 상에 설치되는 숫기와(320), 상기 보(210)의 상부를 따라서 수키와 (320) 상에 설치되
는 착고(330), 상기 보(210)의 양측을 감싸는 형태로 설치되는 부고(340), 상기 부고(340)의 상부에 걸쳐서 고정 설
치되는 암마룻장기와(350), 상기 암마룻장기와(350) 상에 길이방향으로 고정 설치되는 숫마루장기와(360)로 이루어
지며, 상기 암기와 안착홈(132)은 그 상면에 설치되는 암기와(310)와 수키와(320)의 곡선값에 대응되는 맞춤값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기능 한식담장 제작방법은 벽체(100)
를 제작하는 단계; 용마루상(200)을 제작하는 단계; 지붕(300)을 제작하는 단계; 상기 벽체(100)에 용마루상(200)
을 고정 설치하는 단계; 상기 용마루상(200)에 지붕(300)을 고정 설치하여 한식담장(F)을 제작하는 단계로 이루어지
되, 상기 한식담장(F)은 소정의 두께 및 폭을 갖는 벽체(100); 상기 벽체(100) 상부에 고정 설치되는 용마루상(200),
상기 용마루상(200) 상부에 고정 설치되는 지붕(300)으로 구성되고, 상기 벽체(100)는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으
로 형성되되, 상기 벽체(100)의 일측면 외측에는 세로로 돌출부(110)가 형성되고, 상기 벽체(100)의 타측면 내측으로
세로로 요홈부(120)가 형성되며, 상기 벽체(100)의 상부를 따라서 용마루상 결합부(130)가 구비되고, 상기 용마루상
결합부(130) 양측을 따라서 암기와 안착홈(132)이 형성되며, 상기 용마루상(200)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긴 보 (210)
로 구성되고, 상기 보(210)의 양측면에 날개(220)가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용마루상(200)의 하부가 상기벽체 (100)
의 상면에 결합되고, 상기 용마루상(200)의 상부는 지붕(300)의 내측으로 삽입 고정되며, 상기 지붕(300)은 암기
와 안착홈(132)의 양측면을 따라 고정 설치되는 암기와(310), 상기 암기와(310) 상에 설치되는 숫기와(320), 상기 보
(210)의 상부를 따라서 숫기와(320) 상에 설치되는 착고(330), 상기 보(210)의 양측을 감싸는형태로 설치되는 부고
(340), 상기 부고(340)의 상부에 걸쳐서 고정 설치되는 암마룻장기와(350), 상기 암마룻장기와(350) 상에길이방향

15

01 건축/토목/ 교통

다기능 한식담장 및 제작방법과 시공방법

01 건축/토목/ 교통

으로 고정 설치되는 숫마루장기와(360)로 이루어지며, 상기 암기와 안착홈(132)은 그 상면에 설치되는 암기와(310)
와 수키와(320)의 곡선값에 대응되는 맞춤값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그리고,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
명에 따른 다기능 한식담장 시공방법은 한식담장(F)을 제작하는 단계; 상기 제작된 한식담장(F)을 현장으로 운반하는
단계; 상기 한식담장(F)을 설치할 대상 지반(G)을 일정한 폭 및 깊이로 굴착하여 터파기(T) 하는 단계; 상기 터 파기(T)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기초(B)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기초(B) 상에 한식담장(F)을 설치하는 단계로 이
루어지되, 상기 한식담장(F)은 소정의 두께 및 폭을 갖는 벽체(100); 상기 벽체(100) 상부에 고정 설치되는 용마루상
(200), 상기 용마루상(200) 상부에 고정설치되는 지붕(300)으로 구성되고, 상기 벽체(100)는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으로 형성되되, 상기 벽체(100)의일측면 외측에는 세로로 돌출부(110)가 형성되고, 상기 벽체(100)의 타측면 내
측으로 세로로 요홈부(120)가 형성되며, 상기 벽체(100)의 상부를 따라서 용마루상 결합부(130)가 구비되고, 상기 용
마루상 결합부(130) 양측을 따라서 암기와 안착홈(132)이 형성되며, 상기 용마루상(200)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긴 보
(210)로 구성되고, 상기보(210)의 양측면에 날개(220)가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용마루상(200)의 하부가 상기 벽체
(100)의 상면에 결합되고, 상기 용마루상(200)의 상부는 지붕(300)의 내측으로 삽입 고정되며, 상기 지붕(300)은
암기와 안착홈(132)의 양측면을 따라 고정 설치되는 암기와(310), 상기 암기와(310) 상에 설치되는 숫기와(320), 상
기 보(210)의 상부를 따라서 숫기와(320) 상에 설치되는 착고(330), 상기 보(210)의 양측을 감싸는 형태로 설치되는
부고 (340), 상기 부고(340)의 상부에 걸쳐서 고정 설치되는 암마룻장기와(350), 상기 암마룻장기와(350) 상에 길
이방향으로 고정 설치되는 숫마루장기와(360)로 이루어지며, 상기 암기와 안착홈(132)은 그 상면에 설치되는 암기와
(310)와 수키와(320)의 곡선값에 대응되는 맞춤값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다기능 한식담장 및 이의 제작방법과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본 발명은 한식담장의
운반의 편리성을 위해 한식담장을 기본 사이즈로 담장부재를 제작한 후, 상기 담장부재를 공장 또는 현장에서 용이하게
상호 조립하여 한식담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본 발명은 운반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담장부재 및 한식담
장을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셋째, 본 발명은 한식담장의 벽체에 일정한 크기를 갖는 개구부 또는 공간을
형성하고, 상기 개구부 또는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우편함, 신문함, 택배함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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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이동식 한옥 협문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

등록번호

10-1522380

발 명 자 김왕직, 김상협, 김성찬

등록일자

2015년 5월 15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식 한옥 협문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공장에서 한옥 협문을 제작하고, 상기 한
옥 협문을 용이하게 현장으로 운반하며, 현장에서 상기 한옥 협문을 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이동식 한옥 협문
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공장에서 제작함으로 균일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제작된 한옥 협문을 설치현장으로 용이하게 운반할
수있 을 뿐만 아 니라 외부로 강재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이동식 한옥 협문과 이의 제작 및 시
공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식 한옥 협문은 종부재와 횡
부재가 격자형상으로 조립된 받침프레임과; 상기 받침프레임 상에 고정 설치되는 협문과; 상기 협문의 상단에 고정
설치되는 기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식 한옥 협문 제
작방법은 이동식 한옥 협문을 구성하는 받침프레임과 협문 및 기와를 각각 제작하는 단계; 상기 각각 제작된 협문 상
에 기와를 고정 설치하는 단계; 상기 기와가 설치된 협문을 받침 프레임 상에 고정 설치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
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식 한옥 협문 시공방법은 이동식 한옥 협문을
설치할 대상 지반을 일정한 깊이 및 너비로 터파기하는 단계; 상기 터파기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시켜 기초
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기초 상에 이동식 한옥 협문을 배치함과 동시에 하부 일정두께를 시멘트, 모르타르, 현지토
로 메워서 마감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이동식 한옥 협문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있다. 첫째, 본 발명은 받침프레임
의 삽입홈이 형성됨으로써, 상기 삽입홈에 지게차의 지게발을 삽입하여 용이하게 이동식 한옥 협문을 운반할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둘째, 본 발명은 지지대를 문설주가 감싸는 형태로 설치됨으로 외부에서는 지지대를 전혀 볼 수 없
으므로 목재의 천연미감을 연출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본 발명은 문짝에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방문객의 편
의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본 발명은 초인종이 문양에 의해 덮여 있으므로 장식적인 기능을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본 발명은 문양이 자성체로 형성됨으로써, 초인종을 사용 후에 문양을 덮는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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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토목/ 교통

이동식 한옥 협문과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

01 건축/토목/ 교통

이동식 한옥 문간채와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
기 술 명 이동식 한옥 문간채와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

등록번호

10-1508518

발 명 자 김왕직, 김상협, 김성찬

등록일자

2015년 3월 30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식 한옥 문간채와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제작이 용이하고, 운반이 용이하며, 시공이 용이한 이동식 한옥 문간채와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을 제공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식 한옥 문간채는 종부재와 횡부재가 격자형
상으로 조립된 받침프레임과; 상기 받침프레임의 소정의 위치에 나사결합으로 설치되는 초석과; 상기 초석 상에 고
정 설치되는 기둥과; 상기 기둥의 상단에 고정 설치되며 길이방향으로 배치되는 도리와; 상기 도리에 직각으로 고
정 설치되는 대들보와; 상기 도리 상에 대들보와 동일방향으로 고정 설치되는 서까래와; 상기 받침프레임의 가운데
에 고정 설치되는 협문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식 한
옥 문간채 제작방법은 종부재와 횡부재를 격자형상으로 받침프레임을 조립하는 단계; 상기 받침프레임의 소정의 위
치에 초석을 나사 결합으로 설치하는 단계; 상기 초석 상에 기둥을 고정 설치하는 단계; 상기 기둥의 상단에 길이방
향으로 도리를 고정 설치하는 단계; 상기 도리에 직각으로 대들보를 고정 설치하는 단계; 상기 도리 상에 대들보와
동일방향으로 서까래를 고정 설치 하는 단계; 상기 받침프레임의 가운데에 협문을 고정 설치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식 한옥 문간채 시공방법은 한옥 문간채를
현장으로 운반하는 단계; 상기 한옥 문간채를 설치할 대상 지반을 일정한 폭 및 깊이로 굴착하여 터파기하는 단계;
상기 터파기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기초 상에 한옥 문간채를 설치하는 단
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이동식 한옥 문간채와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본 발명은 횡부재의
측면에 일정한 크기를 갖는 삽입홈을 형성함으로써, 삽입홈에 지게차의 지게발(F)이 삽입되어 지게차에 의해서 이동
식 한옥 문간채를 용이하게 운반시킬 수 있다. 둘째, 본 발명은 마루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하므
로 이동식 한옥 문간채를 현장으로 운반시에는 마루를 분리시킨 상태로 하여 운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셋째,
본 발명은 지지대를 문설주가 감싸는 형태로 협문이 설치됨으로 외부에서는 지지대를 전혀 볼 수 없으므로 목재의
천연미감을 연출할 수 있다. 넷째, 본 발명은 협문에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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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황토구들용 데크패널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426829

발 명 자 김왕직, 김상협

등록일자

2014년 7월 30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황토구들용 데크패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응집력이 없는 황토를 축열체로 사용할 수 있
는 바탕이 되는 황토구들용 데크패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경화제를 섞지 않고, 응집력이 없는 황토를 축열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성 및 구조성능을 향상시킨 황
토구들용 데크패널 및 이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황
토구들용 데크패널은 일정간격 반복되도록 접어 형성되는 강판과; 상기 강판 상에 배치되면서 다수개의 파이프로 이
루어진 배관으로 구성되고, 상기 강판은 아연도금강판으로 형성되고, 상기 아연도금강판을 45°각도로 접어서 산형
과 골형이 일정간격 반복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아연도금강판의 일측에는 요홈이 형성되고, 타측에는 철부가 형성
되며, 상기 아연 도금강판의 길이방향의 직각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산형을 관통하여 방지턱이 끼워지며, 상
기 산형에는 좌우측 경사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홀이 다수개 형성되고, 상기 원형홀 간의 산형 정부에 삼각형
홀이 형성되며, 상기 원형홀과 삼각형홀 사이에 반달홈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본 발명에 따른 황토구들용 데크패널 제조방법은 강판을 제조하되, 상기 강판은 아연도금강판을 45°각도로 접어
산형과 골형이 일정간격 반복되도록 제조하고, 상기 아연도금강판의 일측에 요홈을 형성하고, 타측에 철부를 형성하
며, 상기 아연도금강판의 길이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산형을 관통하여 방지턱을 삽입하며, 상기
산형에는 좌우측 경사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홀을 다수 개천공 형성하며, 상기 원형홀 간의 산형 정부에 삼각
형홀을 천공 형성하며, 상기 원형홀과 삼각형홀 사이에 반달홈을 천공 형성하는 한편, 상기 아연도금강판 상에 다수
개의 파이프를 설치하여 배관을 형성하여 황토구들용 데크패널을 제조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황토구들용 데크패널 및 이의 제조방법은 플레이트에 파이프를 배치하여 데크패널을 구성함으로써,
경화제를 섞지 않은 순수황토를 사용하면서도 황토블록과 황토 미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정을 단일공정으로 묶
을 수 있어서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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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토목/ 교통

황토구들용 데크패널 및 이의 제조방법

01 건축/토목/ 교통

한옥 구조부재 단면조견표 생성 시스템 및 그 방법
기 술 명 한옥 구조부재 단면조견표 생성 시스템 및
그 방법
발 명 자 김영민, 김장희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309083

등록일자

2013년 09월 10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한옥 구조부재 단면조견표 생성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신한옥의 주요구조부
재에 대해 기둥, 대들보, 도리, 서까래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건축설계자의 초기설계단계와 구조전문가의 초기 구조검
토시 기준자료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제작이 용이하고, 운반이 용이하며, 시공이 용이한 이동식 한옥 문간채와 이의 제작 및 시공방법을 제공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식 한옥 문간채는 종부재와 횡부재가 격자형
상으로 조립된 받침프레임과; 상기 받침프레임의 소정의 위치에 나사결합으로 설치되는 초석과; 상기 초석 상에 고
정 설치되는 기둥과; 상기 기둥의 상단에 고정 설치되며 길이방향으로 배치되는 도리와; 상기 도리에 직각으로 고
정 설치되는 대들보와; 상기 도리 상에 대들보와 동일방향으로 고정 설치되는 서까래와; 상기 받침프레임의 가운데
에 고정 설치되는 협문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식 한
옥 문간채 제작방법은 종부재와 횡부재를 격자형상으로 받침프레임을 조립하는 단계; 상기 받침프레임의 소정의 위
치에 초석을 나사 결합으로 설치하는 단계; 상기 초석 상에 기둥을 고정 설치하는 단계; 상기 기둥의 상단에 길이방
향으로 도리를 고정 설치하는 단계; 상기 도리에 직각으로 대들보를 고정 설치하는 단계; 상기 도리 상에 대들보와
동일방향으로 서까래를 고정 설치 하는 단계; 상기 받침프레임의 가운데에 협문을 고정 설치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식 한옥 문간채 시공방법은 한옥 문간채를
현장으로 운반하는 단계; 상기 한옥 문간채를 설치할 대상 지반을 일정한 폭 및 깊이로 굴착하여 터파기하는 단계;
상기 터파기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기초 상에 한옥 문간채를 설치하는 단
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설계자가 초기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기둥, 대들보, 도리 및 서까래를 포함하는 주요구조부재의
단면 크기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르면, 구조적 수치적으로 최적화된 단면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단가조절, 신공법 및 신재료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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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한옥 구조부재 설계 자동화 시스템 및 그 방법

등록번호

10-1309082

발 명 자 김영민, 이슬기

등록일자

2013년 9월 10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한옥 구조부재 설계 자동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구조전문가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실무자 즉, 구조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도 구조계산에 대한 특별한 지식 없이 부재 및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
보를 토대로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설계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한옥 구조부재 설계 자동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설계 개요, 목재정보 및 부재정보를 포함하
는 구조부재 정보를 입력받는 입력부(100); 구조부재정보를 토대로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하고, 계산한 하중
값을 토대로 기준허용응력과 설계허용응력을 산출하는 구조계산부(200); 및 설계허용응력이 기준허용응력을 만족
하는지 여부에 따라 안전성 평가 정보를 생성하고, 계산된 처짐 값을 허용된 처짐 값과 비교하여 사용성 평가 정보를
생성하는 구조검토부(300);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부재에 사용되는 목재의 종류와 등급, 부재
의 단면크기 및 길이와 구조형식을 포함하는 구조부재정보를 입력받아 관리함으로써, 신한옥 및 한옥의 주요 구조부
재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신한옥 보급이 가능하게 하고, 입력받은 구조부재정보를 토대로 부재에 작
용하는 하중을 계산하고, 단일 부재 단위로 구조검토를 수행함으로써, 변경되는 설계에 대해 전체 구조물의 구조해
석모델링 없이 구조검토가 용이하며, 부재의 단면상수, 부재력, 및 보정계수에 대한 계산식을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
능한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부재에 사용되는 목재의 종류와 등급, 부재의 단면크기 및 길이와 구조형식을 포함하는 구조부재
정보를 입력받아 관리함으로써, 신한옥 및 한옥의 주요 구조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안전성과 사용성이 확보된 신한옥
보급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입력받은 구조부재정보를 토대로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
을 계산하고, 단일부재 단위로 구조검토를 수행함으로써, 변경되는 설계에 대해 전체 구조물의 구조해석모델링 없이
구조검토가 용이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르면, 부재의 단면상수, 부재력, 및 보정계수에 대한 계산식을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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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토목/ 교통

한옥 구조부재 설계 자동화 시스템 및 그 방법

01 건축/토목/ 교통

가첨 서까래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가첨 서까래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307524

발 명 자 김왕직, 김상협

등록일자

2013년 9월 5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가첨 서까래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한옥의 처마도리를 경계로 하여 그 바깥쪽을 가첨 서까
래로 하는 가첨 서까래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처마도리를 경계로 하여 외측에만 가첨 서까래를 설치하여, 서까래에 사용되는 목재량을 현격히 줄이면서
도 구조적으로 강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공사비의 절감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가능하도록 한 가첨 서까래 및 이
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가첨 서까래는 소정의 길이
및 형상으로 이루어진 형강과; 상기 형강의 외측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수 개가 용접 설치되는 삽입봉과; 상기 삽
입봉이 삽입되는 서까래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가첨 서까래
제조방법은 소정의 길이 및 형상으로 이루어진 형강을 배치하고, 상기 형강의 외측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삽입봉을
용접 설치하며, 상기 삽입봉에 서까래를 삽입하여 제조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가첨 서까래 및 이의 제조방법은 처마도리를 경계로 하여 외측에만 가첨 서까래를 설치함으로써, 서
까래에 사용되는 목재량을 현격히 줄이면서도 구조적으로 강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공사비의 절감과 효율적인 유
지관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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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한옥의 개량형 당골막이

등록번호

10-1302873

발 명 자 김홍식

등록일자

2013년 8월 27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한옥의 개량형 당골막이에 관한 것으로, 황토와 회반죽을 이용하여 당골막이를 제작하던 기존의 습식 시
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치목장에서 기계가공으로 제작된 당골막이 모듈을 건식으로 서까래와 결합하여 시공성,단열
성, 기밀성 및 한옥구조의 견고성을 개선한 한옥의 개량형 당골막이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조립형 상단부와 하단부로 구성된 당골막이를 제작하고 상단부 당골막이의 상면에 볼트 삽입부와 상단부
당골막이의 저면부에는 돌출부, 하단부 당골막이의 삽입부를 제작하여 외측에 홈이 있는 서까래를 상하단부 당골막
이의 결합부에 설치하여 서까래-당골막이 결합 모듈을 제작한 후 한옥의 도리에 서까래-당골막이 모듈을 볼트를 사
용하여체결함으로서 회반죽이나 황토를 이용한 기존의 습식 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건식으로 모듈형 당골막이와
서까래를 조립하여 한옥의 도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습식 방식에서의 문제점이었던 목재의 건조수축으
로 인한 이질 재료간의 이격을 방지하며 기밀성을 확보하고 시공절차를 간편화하여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한옥
의 개량형 당골막 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건식으로 당골막이와 서까래를 결합시킴으로서 기존의 황토나 회반죽을 이용할 필요 없이 목재 당골막이
를 제작하여 서까래와 일체형으로 조립함으로서 기존 습식시공 방법과 대비하여 시공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모듈화된 건식시공은 목재의 건조수축으로 인한 이질 재료간에 이격을 방지함으로서 한
옥 구조체의 기밀성 및 견고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그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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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토목/ 교통

한옥의 개량형 당골막이

01 건축/토목/ 교통

당골막이
기 술 명 당골막이

등록번호

10-1294357

발 명 자 김왕직, 김상협

등록일자

2013년 8월 1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당골막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통적으로 황토에 의해 만들어진 당골막이의 내구성과 단열성, 신축에 의
한 기밀성을 보강한 신축이 있는 당골막이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당골의 시공성과 기밀성을 확보하고, 공기를 단축하며 내구성과 단열성능이 뛰어난 신축에 대응하도록 한
당골막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당골막이는 일측면이 서까래
의 외면과 대응되는 형태로 반원통형으로 형성된 제1함몰부와, 타측면이 서까래의 외면과 대응되는 형태로 반원통형
으로 형성된 제2함몰부로 이루어진 본체에 있어서, 상기 본체는 2개의 분할체로 구성되고, 상기 일측의 분할체와 타
측의 분할체 사이에 탄성부재가 설치되며, 상기 일측의 분할체와 타측의 분할체는 장부맞춤으로 결합되며, 상기 본
체의 양측면에 신축부재가 설치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당골막이는 당골막이의 신축작용으로 서까래와 당골 사이의 기밀성이 확보되고, 한옥의 단열성을 높
이는데 크게 기여하며, 특히 건식공법으로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한옥의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
감에 기여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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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한옥의 디지털 영상 합성 변형 측정 시스템 및
그 방법
발 명 자 김영민, 이창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294356

등록일자

2013년 8월 1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한옥의 디지털 영상 합성 변형 측정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한옥 구조체의 변
형을 측정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한옥의 디지털 영상 합성 변형 측정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측정대상 한옥 구조물을 촬영하는
카메라(100); 및 기 촬영된 기준 촬영영상에 포함된 한옥 구조물의 기준거리 측정값을 도출하고, '기준 촬영 영상'과
카메라(100)로부터 재차 수신한 '후속 촬영영상' 각각의 평균정지영상 변화를 분석하여 한옥구조물의 변형정도 분
석을 통해 '변형정도 측정정보'를 생성하는 분석서버(200);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한옥 구조물
에 대해 기 촬영된 초기 영상 정보와 기준거리 측정값을 기준으로, 촬영된 촬영영상의 평균정지영상 변화를 분석함
으로써, 구조물 상의 센서 설치가 필요없고, 고정된 카메라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지속적으로 핸드헬드 촬
영을 통해 한옥 구조물의 변형정도 측정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한옥 구조물에 대해 기 촬영된 초기 영상 정보와 기준거리 측정값을 기준으로, 촬영된 촬영영상의
평균정지영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구조물 상의 센서 설치가 필요없고, 고정된 카메라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도 지속적으로 핸드헬드 촬영을 통해 한옥 구조물의 변형정도 측정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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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토목/ 교통

한옥의 디지털 영상 합성 변형 측정 시스템 및 그 방법

01 건축/토목/ 교통

ＢＩＭ 객체분류체계 생성 시스템 및 그 방법
기 술 명 ＢＩＭ 객체분류체계 생성 시스템 및 그 방법

등록번호

10-1293662

발 명 자 정영수, 이윤섭, 김예솔, 김민

등록일자

2013년 7월 31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BIM 객체분류체계 생성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도형과 비도형을 연결하는 분
류체계를 '도형정보에서 설정'하여 비도형으로 연계하는 객체분류체계를 생성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BIM 객체분류체계 생성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기 생성된 BIM 프레임워크 변수들을 토대로
OBS(Object Breakdown System)의 범위를 설정하는 OBS범위 설정모듈(100); 공종분류와 위치분류를 관리하는 '표준
정보분류 속성정보'를 생성하고,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와, 원가분류체계 (Cost Breakdown
Structure: CBS) 및 품셈분류체계(SMM Breakdown Structure: MBS) 관리를 위한 '사업번호체계 (Project Numbering
System: PNS) 속성정보'를 생성하고, 도형정보(3D-CAD 또는 IFC Viewer 프로그램의 속성값) 정의를 위한 '부위분류체
계(Object Breakdown System: OBS) 속성정보'를 생성하는 OBS요소 정의모듈(200); 및 '표준정보분류 속성정보' 및 '
사업번호체계(PNS) 속성정보'와 대응하도록 도형 객체를 매칭시키고, 매칭된 도형 객체 각각에 '부위분류체계(OBS) 속
성정보'와 대응하는 번호를 부여하는 OBS 도형객체 부호화모듈 (300)을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Object 분류특성에 부합하도록 사업번호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연계 요건을 함께 도출함으로써,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원가분류체계(Cost Breakdown Structure: CBS)의 포괄적인 통합이 가능한 도형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번호체계
(Project Numbering System: PNS)의 틀을 생성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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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최단경로를 이용한 출발점 기반의 통행 배정방법

등록번호

10-1347603

발 명 자 조중래

등록일자

2013년 12월 27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최단경로를 이용한 출발점 기반의 통행 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실제도로에 차량이 얼마
나 통과할 것인지 예측하고 도로계획 분야에 활용하여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확장함에 따라 해당 도로 및주변 도
로의 교통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최단경로를 이용한 출발점 기간의 통행 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a) 최단경로를 이용한 출발점 기반의 통행 배정 서버의 제어부가 데이터 베이스부의 기본 네트워크DB에
저장된 모든 경로에 대한 기본 네트워크로부터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기종점을 읽는 단계; (b) Bush 네트워크 생
성부가 기본 네트워크에서 출발점을 기준으로 교통수요가 존재하는 도착지점까지의 경로만을 추출하여 Bush 네트
워크를 생성하는 단계; (c) Bush-Branch 전이부가 링크 리스트로 구성되는 Bush 네트워크에서 분류, 합류되는 노
드만으로 구성되는 Branch 네트워크로 전이하는 단계; (d) 최대 및 최소 경로 탐색부가 Branch 네트워크에서 통행
시간이 짧은 최소경로(min-path)와 통생시간이 긴 최대경로(max-path)를 탐색하는 단계; (e) 교통량 전이부가 최
소경로와 최대경로 상의 통행시간이 같아지도록 교통량을 전이 배정시키는 단계; (f) 제어부(120)가 `(e)`단계에서
교통량 전이로 최소 경로와 최대경로의 통행시간이 동일해지는 균형점에 도달했는지 판단하는 단계; 및 (g) 위 (f)단
계에서 최소경로와 최대 경로의 통행시간이 동일한 균형점에 도달한 경우, 균형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부가 최
소경로와 최대경로를 탐색하는`(d)`단계와 교통량을 전이시키는 `(e)`단계를 반복 수행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
하여 탐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발명에 따른 최단경로를 이용한 출발점 기반의 통행 배정방법은 종래 기술에 비하여 탐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현
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교통계획 등의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
을 단축시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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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토목/ 교통

최단경로를 이용한 출발점 기반의 통행 배정방법

01 건축/토목/ 교통

복합 환승 경로 탐색 방법 및 그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기 술 명 복합 환승 경로 탐색 방법 및 그 방법에 대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등록번호

10-1254708

기록매체

등록일자

2013년 4월 9일

발 명 자 조중래

기술분야
복합 환승 경로 탐색 방법 및 그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자동차, 버스, 전철 등의 복합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 정보를 포함하여 복합 환승경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 환승 경로 탐색 방법 및 그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1) 중앙처리장치에서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2) 상기 중앙처리장치에서 네트워크를 하
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처리하는 복합네트워크 처리 단계와 (3) 상기 통합 네트워크의 각 환승센터에서 상기 목적지까
지 대중교통 노선의 조합을 생성하는 라인매칭 대중교통 노선 검색 단계와 (4) 상기 중앙처리장치에서 출발지에서 각
환승센터까지 최단경로를 생성하는 자동차 최단 경로 탐색 단계; 및 (5) 상기 중앙처리장치에서 환승 경로 조합 및 처
리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환승 경로 탐색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
여 이동한 후 특정 지점에서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고 이동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복합 경
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사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특정 지점에서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고 이동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최
적의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복합 경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사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차와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승센터의 설치가 필요한 최적의 위치를 결
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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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최단경로 탐색 휴대단말 및 방법

등록번호

10-1199428

발 명 자 조중래

등록일자

2012년 11월 2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최단경로의 탐색을 수행하는 휴대단말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특정 지역의 도로망을 나
타내는 네트워크를 복수 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분할하고, 복수 개의 서브 네트워크에서 탐색된 최단경로를 통합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최단경로 탐색 휴대단말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특정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들을 저장하고 있는 중앙시스템에 유선이나 무선으로 접
속하여 네트워크 및 구성요소들을 전송받는 유무선통신부, 중앙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네트워크 및 구성요소들을
저장하는 저장부, 네트워크 및 구성요소들을 표시하는 출력부, 외부로부터 수신된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 탐색요청에 따른 요청신호를 생성하는 입력부, 요청신호에 따라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복수 개의 서브 네트워크
로 생성하고, 생성된 복수 개의 서브 네트워크 각각에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탐색한 후, 복수 개의 서브 네
트워크 및 탐색된 경로를 통합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재생성하고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를 생성한
후, 최단경로를 표시하는 경로관리모듈, 유무선통신부, 저장부, 출력부, 입력부, 경로관리모듈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구조를 따르면 본 발명은 방대한 크기의 네트워크를 복수 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분할하여 멀티태스킹 기
능으로 최단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최단경로 탐색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좌회전 금지,
U-turn, P-turn을 포함하는 회전제약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복수 개
의 서브 네트워크로 분할하여 각각의 서브 네트워크를 복수 개의 CPU에 적용하여 최단경로의 탐색이 가능함으로써,
최단경로 탐색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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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토목/ 교통

이진셀을 이용한 미시적 교통류 분석 방법
기 술 명 이진셀을 이용한 미시적 교통류 분석 방법

등록번호

10-0405202

발 명 자 조중래

등록일자

2003년 10월 30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진셀을 이용한 미시적 교통류 분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가로망을 차량한대가 점유
할 수 있는 공간적 셀단위로 나눈 다음 셀내부의 차량 점유상태와 셀속도를 가지고 차량추종모형과 차로변경모형을
적용하여 개별 차량들을 연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면서 차량흐름을 확산시킴으로써 짧은 컴퓨팅시간으로 여러 교통
현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차량의 움직임을 차량 점유상태인 「0,1」로 표현함으로써 적은 컴퓨팅메모리로 대규모 네트
워크에 적 용가능하도록 한 이진셀을 이용한 미시적 교통류 분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이진셀을 이용한 미시적 교통류 분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가로망을 차량 한 대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
적셀단위로 나눈 다음 셀내부의 차량 점유상태와 셀속도를 가지고 차량추종모형과 차로변경모형을 적용하여 개별
차량들을 연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면서 차량흐름을 확산시킴으로써 짧은 컴퓨팅시간으로 여러 교통현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차량의 움직임을 차량 점유상태인 「0,1」로 표현함으로써 적은 컴퓨팅메모리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용 가
능한 이점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가로망을 차량 한 대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적 셀단위로 나눈 다음 셀 내부의 차량 점유 상태와 셀속도를 가지
고 차량추종모형과 차로변경모형을 적용하여 개별 차량들을 연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면서 차량흐름을 확산시킴으로써
짧은 컴퓨팅시간으로 여러 교통현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차량의 움직임을 차량 점유상태인「0,1」로 표현함으로써 적은
컴퓨팅메모리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용가능하도록 한 이진셀을 이용한 미시적 교통류 분석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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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기종점 기반 대규모 가로망 교통류 분석방법

등록번호

10-0405201

발 명 자 조중래

등록일자

2003년 10월 30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기종점 기반 대규모 가로망 교통류 분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기종점 기반 대규모 가로
망에 셀 전이 모형을 적용하여 다양한 가로망 기하구조에 따른 차량의 전이 규칙 모듈을 뱅크로 설계하여 다양한 가
로망에 적용하여 계산할 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분의 가로망 구조를 교차로 정지선의 일정부분 앞에서만 방향별 회전
차로를 방향별 셀로 구분지어 포크형으로 분석함으로써 대규모 가로망 교통류를 짧은 컴퓨팅 시간에 분석할 수 있도
록 한 기종점 기반 대규모 가로망 교통류 분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기종점 기반 대규모 가로망 교통류 분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기종점 기반 대규모 가로망에 셀 전이 모
형을 적용하여 다양한 가로망 기하구조에 따른 차량의 전이 규칙 모듈을 뱅크로 설계하여 다양한 가로망에 적용하여
계산할 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분의 가로망 구조를 교차로 정지선의 일정부분 앞에서만 방향별 회전차로를 방향별 셀
로 구분지어 포크형으로 분석함으로써 대규모 가로망 교통류를 짧은 컴퓨팅 시간에 개별차량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
는 교통류 영향과 교통시설의 추가로 인한 통행패턴변화 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교통 대기오염 분석이나 ITS의 효과
분석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기종점 기반 대규모 가로망에 셀 전이 모형을 적용하여 다양한 가로망 기하구조에 따른 차량의 전이 규칙
모듈을 뱅크로 설계하여 다양한 가로망에 적용하여 계산할 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분의 가로망 구조를 교차로 정지선
의 일정부분 앞에서만 방향별 회전차로를 방향별 셀로 구분지어 포크형으로 분석함으로써 대규모 가로망 교통류를
짧은 컴퓨팅 시간에 개별차량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류 영향과 교통시설의 추가로 인한 통행패턴변화 등을 판
단할 수 있으며, 교통 대기오염 분석이나 ITS의 효과분석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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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토목/ 교통

멀티센서 기반의 웨어러블 실내공간정보 구축시스템
기 술 명 멀티센서 기반의 웨어러블 실내공간정보
구축시스템
발 명 자 김창재, 정동기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82822

등록일자

2019년 5월 21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멀티센서 기반의 웨어러블 실내공간정보 구축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스테레오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와 같은 다수의 센서를 이용해 대용량의 실내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멀티센서 기반의
웨어러블 실내공간정보 구축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스테레오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와 같은 다수의 센서를 이용해 대용량의 실내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
할 수 있는 멀티센서 기반의 웨어러블 실내공간정보 구축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실내 공간의 정보를 인지하여 스
캐닝하는 레이저 스캐너; 상기 웨어러블 기기의 위치를 인지하고 시스템 시간을 제공하는 GPS; 상기 실내 공간 내부
에서 획득된 이미지를 촬상하여 색깔을 인지하는 어안카메라; 상기 GPS 신호에 동기되어 레이저 스캐너 및 상기 어
안카메라에서 획득된 이미지를 공간정보로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내 공간의 이미지 및 색상을 재현하는 제어부;
및 상기 레이저 스캐너, 상기 어안카메라 및 제어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레이저 스캐
너의 배치를 직각보다는 수평 또는 예각이 되도록 구성하여 공간에서도 돌출부, 모서리 및 코너점에 대한 해상도를
높인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멀티센서 기반의 웨어러블 실내공간정보 구축시스템은 백팩 형태의 웨어러블 공간 인지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 레이저 스캐너의 배치를 직각보다는 수평 또는 예각이 되도록 구성하여 공간에서도 돌출부, 모서리 및 코너점
에 대한 해상도를 높인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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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콘크리트 압송 마찰특성 측정 시스템

등록번호

10-1814994

발 명 자 권승희, 장경필, 이정수

등록일자

2017년 12월 28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콘크리트 압송 마찰특성 측정 시스에 관한 것으로, 특히 회전하는 실린더와 콘크리트와의 이격을 제거하
고 실린더 밑면의 마찰을 감소시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특성의 콘크리트에 대해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한 콘크리
트 압송 마찰특성 측정 시스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실린더 회전 시 실린더와 콘크리트와의 이격을 제거하여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종래의 측정을 2번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콘크리트 압송 마찰특성 측정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콘크리트 압송 마찰특성 측정시스템은 소정의 형상으로 형성된
용기(10)와; 상기 용기(10)의 가운데 바닥으로부터 일정간격 이격된 상태로 배치되는 실린더(20)와; 상기 실린더(20)의
상단에 고정 설치되는 회전축(30)으로 구성되고, 상기 용기(10)는 상면의 폭은 하면의 폭에 비해 넓은 상광하협의 단면
형상 또는 상면의 폭과 하면의 폭이 동일한 단면형상으로 형성되어, 상부콘크리트의 중량에 의해 실린더와 콘크리트 간
의 이격을 제거하고, 상기 용기(10)의 상광 부분에 홈을 형성하여 콘크리트가 더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실린더(20)는 상면과 하면의 폭이 동일한 형상, 상광하협의 단면형상, 상협하광의 단면형상, 상면과 중심부의 폭이 동일
하고 중심부를 기준으로 하면이 좁은 형상, 하면과 중심부의 폭이 동일하고 중심부를 기준으로 상면이 좁은 형상, 또는
상면과 중심부의 폭이 동일하고 중심부를 기준으로 하면이 넓은 형상, 상면과 하면이 원형상 또는 요철을 가지는 원형상
중에 어느 하나의 형상으로 구성되며, 상기 실린더(20)는 바닥면으로부터 상향으로 일정한 곡률을 갖는 오목면(22)이
형성되며, 상기 실린더(20)는 둘레면은 실제 콘크리트 압송 시 압송관 내부면에 굵은골재와 같은 거친 입자로 인해 발생
하는 길이방향 긁힘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철을 가지는 형상이거나 요철을 갖지 않는 매끈한 형상 중에 어느 하나
의 형상으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콘크리트 압송 마찰특성 측정
방법은 소정의 형상으로 형성된 용기(10)와; 상기 용기(10)의 가운데 바닥으로부터 일정간격 이격된 상태로 배치되는 실
린더(20)와; 상기 실린더(20)의 상단에 고정 설치되는 회전축(30)으로 구성되고, 상기 용기(10)는 상면의 폭은 하면의
폭에 비해 넓은 상광하협의 단면형상 또는 상면의 폭과 하면의 폭이 동일한 단면형상으로 형성되어, 상부콘크리트의 중
량에 의해 실린더와 콘크리트 간의 이격을 제거하고, 상기 용기(10)의 상광 부분에 홈을 형성하여 콘크리트가 더 잘 흘러
내릴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실린더(20)는 상면과 하면의 폭이 동일한 형상, 상광하협의 단면형상, 상협하광의 단면형
상, 상면과 중심부의 폭이 동일하고 중심부를 기준으로 하면이 좁은 형상, 하면과 중심부의 폭이 동일하고 중심부를 기준
으로 상면이 좁은 형상, 또는 상면과 중심부의 폭이 동일하고 중심부를 기준으로 하면 이 넓은 형상, 상면과 하면이 원형
상 또는 요철을 가지는 원형상 중에 어느 하나의 형상으로 구성되며, 상기 실린더(20)는 바닥면으로부터 상향으로 일정
한 곡률을 갖는 오목면(22)이 형성되며, 상기 실린더(20)는 둘레면은 실제 콘크리트 압송 시 압송관 내부면에 굵은골재
와 같은 거친 입자로 인해 발생하는 길이방향 긁힘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철을 가지는 형상이거나 요철을 갖지 않
는 매끈한 형상 중에 어느 하나의 형상으로 형성된 콘크리트 압송마찰특성 측정시스템(A)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용기
(10)에 콘크리트(C)를 일정높이로 충전하는 단계; 상기 회전축(30)을 중심으로 실린더(20)를 회전시켜 회전력을 측정하
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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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토목/ 교통

콘크리트 압송 마찰특성 측성 시스템

01 건축/토목/ 교통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콘크리트 압송 마찰특성 측정 시스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본 발명은 실린더 회전 시 콘크리
트가 실린더의 바닥면에 닿지 않게 에어포켓을 발생시켜 콘크리트와의 마찰력을 무시할 수 있고, 상기 오목면에 에어포
켓의 발생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압송 마찰특성 측정을 일회 실시로 측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둘째, 본 발명은 용기를
상광하협 형상으로 제작함으로써, 상부콘크리트의 중량에 의해 실린더와 콘크리트 간의 이격을 제거할 수 있고, 상기
용기의 상광 부분에 홈을 형성하여 콘크리트가 더 잘 흘러내릴 수 있다. 셋째, 본 발명은 실린더를 상협하광의 단면형상
으로 형성함으로써, 실린더 회전시 콘크리트의 상면이 쉽게 무너져 실린더와 콘크리트와의 이격이 발생되지 않는다. 넷
째, 본 발명은 용기의 단면형상이 상협하광으로 형성되며, 상기 용기의 상광 부분에 홈을 형성하여 실린더 회전 시 실린
더 주위로 용기에 충전된 콘크리트가 잘 흘러내리도록 유도하여 실린더와 콘크리트 간의 이격을 제거할 수 있다. 다섯
째, 본 발명은 원형 실린더의 측면 형상을 상면과 하면의 폭이 동일한 형상, 상광하협의 단면형상, 상협하광의 단면형상,
상면과 중심부의 폭이 동일하고 중심부를 기준으로 하면이 좁은 형상, 하면과 중심부의 폭이 동일하고 중심부를 기준으
로 상면이 좁은 형상, 또는 상면과 중심부의 폭이 동일하고 중심부를 기준으로 하면이 넓은 형상 중에 어느 하나의 형상
으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콘크리트의 유동특성 및 실제 콘크리트 압송 상태에 따른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여섯
째, 본 발명은 실린더의 단면형상이 원형 또는 요철이 있는 원형형상으로 [0043] 형성되며, 콘크리트 압송관의 내부 표
면이 매끄러울 경우 원형형상을 압송관 내부 표면이 마모 또는 국부적인 콘크리트 경화로 인한 단면 변화를 충분히 고
려할 수 있다. [0044] 일곱째, 본 발명은 실린더의 둘레방향으로 요철이 있는 형상과 없는 형상으로 형성되며, 콘크리
트 압송관의 내부 표면에 콘크리트 압송 시 굵은 골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길이방향 긁힘을 고려하여 실제 콘크리트
압송 능력 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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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강우 침투 특성을 이용한 산사태 예측 시스템
및 그 방법
발 명 자 송영갑, 김영욱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08464

등록일자

2016년 3월 28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산사태 붕괴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GIS 기반의 단 위격
자 경사주제도를 작성하고, 불포화 지반의 수리/역학적 특성(설계 물성치)을 반영할 수 있는 무한사면모델을 이용하
여 강우 강도 및 강우 지속시간 등의 강우 특성에 따른 침투안정해석 수행하고, 침투안정해석을 통해 산정된 안전율을
GIS(단위격자 경사주제도)에 접목하여 광역적인 지역에 대한 붕괴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강우 침투 특성을 이용한 산사태 예측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산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강우와 기하학적 특성(경사), 산지 구성물질의 공학적 특성(불포화 특성)을 고려하여 산사태 위험성을 정량적으
로 예측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우도비, 로지스틱회귀, 인공 신경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산사태 발생 위치를 해석하던 종
래와 달리, 산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우(강우 강도 및 강우 기간)와 기하학적 특성 (경사), 산지 구성물질의
공학적 특성(불포화 특성)을 고려하여 산사태 발생을 예측함으로써, 현장 상태를 보다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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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토목/ 교통

강우 침투 특성을 이용한 산사태 예측 시스템 및 그 방법

01 건축/토목/ 교통

슬럼프형 실험을 이용한 시멘트계 건설재료의 유동특성 측정방법
기 술 명 슬럼프형 실험을 이용한 시멘트계 건설재료의
유동특성 측정방법
발 명 자 권승희, 장경필, 이정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556688

등록일자

2015년 9월 23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슬럼프형 실험을 이용한 시멘트계 건설재료의 유동특성 측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현장에서 슬럼프형
실험을 통해 시멘트계 건설재료의 유동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슬럼프형 실험을 이용한 시멘트계 건설재
료의 유동특성 측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시멘트계 건설재료의 유동특성과 슬럼프형 실험의 시간-직경 관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여, 슬럼프형
실험만으로 시멘트계 건설재료의 유동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슬럼프형 실험을 이용한 시멘트계 건
설재료의 유동특성 측정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슬럼프형 실험을 이용한 시멘트계 건설재료의 유동특성 측정방법은, 시멘트계 건설재료의 유동특성과
슬럼프형 실험의 시간-직경 관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여, 슬럼프형 실험만으로 시멘트계 건설재료의 유동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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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부정류 수리실험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수문곡선
재현방법과 ＨＥＣ－ＲＡＳ 수치모형의 검증방법
발 명 자 윤병만, 이용선, 김서준, 홍상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354973

등록일자

2014년 1월 17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부정류 수리실험 장치, 이를 이용한 수문곡선 재현방법 및 HEC-RAS 수치모형의 검증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오프라인형 강변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부정류 흐름 해석에 적합한 유량조절장
치가 구비된 부정류 수리실험 장치와, 이를 이용한 수문곡선 재현방법 및 HEC-RAS 수치모형의 검증방법에 관한 것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부정류 수리실험 장치에 관한 것으로, 밸브의 개폐율을 변화시켜 공급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절장치와,
상기 유량조절장치를 통해 조절된 유량을 측정하는 전자유량계를 포함하는 유량 조절 ·측정부와; 상기 유량조절장치
를 통해 공급되는 물이 저수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상기 위어의 위어턱 이상으로 수위가 올라가면 저수조의
물이 위어를 넘어 정류장을 거쳐 실험수로로 공급되도록 이루어진 유량 공급부와; 상기 유량 공급부로부터 공급되는
유량이 흐르며, 수로 내 특정 단면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초음파 수위계가 설치된 실험수로와, 상기
전자유량계 및 초음파 수위계와 각각 연결되어 공급유량과 관련한 데이터 및 측정 수위데이터를 전송받아 상기 수로
내 특정 단면에서 시간에 따른 유량관계 그래프를 생성하는 유량조절장치 제어모듈을 구비하는 수문곡선 재현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부정류 수리실험 장치, 이를 이용한 수문곡선 재현방법 및 HEC-RAS 수치모형의 검증방법에 의하면,
수자원 설계시 부정류 흐름 분석을 위한 부정류 수리실험이 가능해짐으로써, 실제 홍수사항에 대한 흐름 특성 예측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강변저류지 홍수조절효과 분석에 사용되는 1차원 부정류 수치모형인 HECRAS에 의한 수치모
의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게 되며, 강변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37

01 건축/토목/ 교통

부정류 수리실험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수문곡선 재현방법과
ＨＥＣ－ＲＡＳ 수치모형의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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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무기산을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 막, 이를 이용한 수전해 장치,
연료 전지 및 연료 전지 시스템
기 술 명 고정된 무기산을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 막,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를 이용한 수전해 장치, 연료 전지 및 연료

등록번호

10-2012213

전지 시스템

등록일자

2019년 8월 13일

발 명 자 정장훈,김민진,김보영,윤영요,차진산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고정된 무기산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 막 및 이를 이용한 수전해 장치, 연료 전지 및 연료 전지 시스템에 관
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에 무기산인 다양성자 산(heteropoly acid, HPA)을
첨가하고 화학적으로 공유 가교 결합 시켜 수소 이온 전도도와 기계적 물성, 내구성을 향상시킨 고분자 전해질 막과
이를 이용한 수전해 장치, 연료 전지 및 연료 전지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고정된 무기산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 막 및 이를 이용한 수전해 장치, 연료 전지 및 연료 전지 시스템
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에 무기산인 다양성자 산 (Hetero polyacid,
HPA)를 화학적으로 공유 가교 결합 시켜 수소 이온 전도도와 기계적 물성, 내구성을 향상시킨 고분자 전해질 막과
이를 이용한 수전해 장치, 연료 전지 및 연료 전지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고분자 모체에 무기산을
화학적으로 가교 결합시켜 무기산의 용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더욱 우수한 이온 전도도
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 및 물리적 성능(인장 강도 등)도 개선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고분자 전해질 막은 수소 이온 교환기를 단위 블록에 의해 수소 이온 교환성을 가지되, 가교 결합되
어 있는 단위 블록에 의해 높은 열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바, 고온에서도 이온 전도도, 이온교환용량 등의 전기화
학적 특성 및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다. 특히 고분자 모체에 무기산을 화학적으로 가교 결합시켜 무기산의 용출 현상
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더욱 우수한 이온 전도도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 및 물리
적 성능(인장 강도 등)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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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디페닐옥타-2,4,6-트리엔디알 화합물,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페닐 치환체를 함유하는 카로틴 화합물의 제조 방법
기 술 명 2,7-디페닐옥타-2,4,6-트리엔디알 화합물, 이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페닐 치환체를 함

등록번호

10-1937960

유하는 카로틴 화합물의 제조 방법

등록일자

2019년 1월 27일

발 명 자 구상호, 유혜빈, 김민수

본 발명은 2,7-디페닐옥타-2,4,6-트리엔디알 화합물,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페닐 치환체를 함유하는 카로틴
화합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메틸 치환체를 함유하는 천연 카로틴 화합물에 비해 항산화에
서 개선된 효능을 보이고, 치환체의 전자적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기 전도도 값을 제공하는 페닐 치환체를 함유하는
카로틴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합성하는데 필요한 신규의 화합물, 이의 제조 방법과 이를 이용한 페닐치환체를 함유하
는 카로틴 화합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페닐 치환체를 함유하여 개선된 항산화 능력을 보여주고, 페닐 치환체의 전자적 성격에 따라 다양한 물리·
화학적, 전기·전자적 특성을 갖는 카로틴 화합물의 폴리엔 구조를 단일 단계 반응으로 제조하는데 필요한 중간체, 이
들의 합성 방법, 및 이들을 이용한 페닐 치환체를 함유하는 카로틴 화합물의 효율적인 합성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규의 화합물인 화학식 1의 2,7-디페닐-2,4,6-트리엔디알과 화학식 2의 2-((3-(5,5-디메틸-1,3-디옥산-2닐)-3-페닐알릴)설포닐)벤조티아졸, 및 이들의 합성법을 공통의 중간체를 이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상기 신규 화합물들은 쥴리아-코시엔스키 반응 또는 비티히 반응을 통하여 다양한 페닐 치환체를 함유하는 카로틴
화합물의 합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신규 제조된 화학식 1의 2,7-디페닐-2,4,6-트리엔디알은 비티히 염과의 비티히 반응을 이용하거나, 벤조티
아졸릴 설폰 등과의 쥴리아-코시엔스키 반응을 이용하여 단일 단계 반응으로, 개선된 항산화 능력을 보이며, 페닐 치환체
의 전자적 성격에 따라 전기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페닐 치환체를 함유하는 카로틴 화합물의 합성에 효율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다. 본 발명에 따라 신규 제조된 화학식 2의 2-((3-(5,5-디메틸-1,3-디옥산-2-닐)-3-페닐알릴)설
포닐)벤조[d]티아졸과 상기 화학식 1의 트리엔디알 화합물은 2:1 몰 당량비로 쥴리아-코시엔스키 반응을 진행하여 페닐치
환체를 함유하며 체인이 확장된 화학식 3으로 나타내는 폴리엔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한편, 화학식 3의 아
세탈기를 가수분해하여 얻어지는 화학식 4의 폴리엔디알 화합물은 화학식 5의 비티히 염과 1:2 몰비로 반응하여 화학식
6으로 나타내는 테트라-페닐 치환체를 함유하는 카로틴 화합물의 합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화학식 4의
폴리엔디알 화합물은 화학식 2의 페닐 치환체를 함유하는 벤조티아졸릴 설폰 화합물과 1:2의 몰 당량비로 쥴리아-코시엔
스키 반응 및 아세탈의 가수분해 반응을 진행하여 페닐치환체를 함유하며 체인이 확장된 폴리엔디알 화합물을 반복적으
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7-디메틸-2,4,6-옥타트리엔디알과 비티히 반응으로 베타-카로틴을 제공하는 화
학식 7의비티히 염, 3-메틸-5-(2,6,6-트리메틸-1-씨클로헥센-1-닐)펜타-2,4-디엔-1-닐)트리페닐포스포니움 브로마이드
는 화학식 1의 2,7-디페닐-2,4,6-옥타트리엔디알과 2:1 몰 당량비로 비티히 반응을 통해서 화학식 8로 나타내는 페닐 치환
체를 함유하는 베타-카로틴 유도체 화합물을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제조되는 신규의 페닐 치환체
를 함유하는 중간체 화합물들을 이용하여 단일 단계 반응으로 올레핀화 반응을 진행하여 항산화 및 에너지 전달에서 개선
된 효능을 보이는 페닐 치환체를 함유하는 다양한 카로틴 화합물들을 효율적으로 제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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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살균처리용 나노 광열소재 어레이와 이의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살균처리 시스템 및 살균처리 방법
기 술 명 살균처리용 나노 광열소재 어레이와 이의 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조방법, 이를 이용한 살균처리 시스템 및 살균

등록번호

10-1702328

처리 방법

등록일자

2017년 1월 26일

발 명 자 이동기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살균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광열 변환을 이용하여 빠르게 살균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살균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살균처리용 나노 광열소재 어레이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살균처리용 나노 광열소재 어레이는,
기판; 및 상기 기판에 배열된 나노 광열소재로 구성되며, 광 조사에 의한 광열 변환에 의해서 살균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살균처리용 나노 광열소재 어레이를 제조하는 방법은 미세공간 대류 조립법
(confined convective assembly)을 사용하여 표면 개질된 기판에 나노 광열소재가 배열된 나노 광열소재 어레이
를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살균처리용 나노 광열소재 어레이 제조방법은, 미세공간 대류 조립법을
사용하여 매우 빠르게 나노 광열 소재 어레이를 제조하되 배열된 나노 광열소재의 밀도를 조절함으로써, 나노로드가
수직방향으로 세워서 배열되어 광열 변환 효율이 매우 뛰어난 살균처리용 나노 광열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살균처리 시스템은, 광열 변환을 통해 발생된 열을 이용하여 액체를 빠르게 가열함과 동시에
뛰어난 살균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속적인 액체의 살균처리에 특히 적합한 성능을 나타낸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살균처리용 나노 광열소재 어레이 제조방법은, 미세공간 대류 조립법을 사용하여 매우 빠
르게 나노 광열소재 어레이를 제조하되 배열된 나노 광열소재의 밀도를 조절함으로써, 나노 광열소재의 배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기한 살균처리용 나노 광열소재 어레이는, 나노로드가 수직방향으로 세워서 배
열되어 있기 때문에, 광열 변환 효율이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다. 나아가 상기한 살균처리용 나노 광열소재 어레이를
이용한 살균처리 시스템은, 광열 변환을 통해 발생된 열을 이용하여 액체를 빠르게 가열함과 동시에 뛰어난 살균력
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속적인 액체의 살균처리에 특히 적합한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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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누스 입자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살균용 야누스 입자 제조방법
및 살균용 야누스 입자
기 술 명 야누스 입자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살균용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야누스 입자 제조방법 및 살균용 야누스 입자

등록번호

10-1670671

등록일자

2016년 10월 25일

발 명 자 이동기

본 발명은 야누스 입자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살균용 야누스 입자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두 가지 특성을 갖
는 야누스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 및 살균기능과 동시에 수집을 위한 자성을 갖는 살균용 야누스 입자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살균기능과 동시에 수집을 위한 자성을 갖는 살균용 야누스 입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판에 소재
입자를 단일층으로 배열하는 단계; 단일층으로 배열된 상기 소재 입자의 노출된 위쪽 표면에 광열 나노입자가 분산
된 용액을 뿌리고 열처리하여, 상기 소재 입자의 위쪽 표면에 광열 나노입자를 부착하는 단계; 광열 나노입자가 부착
된 소재 입자를 상기 기판에서 분리하는 단계; 기판에서 분리된 소재 입자의 광열 나노입자가 부착되지 않은 반대쪽
표면에 자성 나노입자를 부착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광열 나노입자와 상기 자성 나노입자가 양전하
또는 음전하의 특성을 동일하게 나타내며, 상기 광열 나노입자가 부착된 소재 입자에서, 상기 광열 나노입자가 부착
되지 않은 반대쪽 표면은 상기 광열 나노입자와 반대되는 전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기 자성 나노입자가 정전
기적 인력에 의해서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야누스 입자의 제조방법은, 단일층으로 배열된 소재 입자의 위쪽 표면에 제1나노입자를 부
착한 다음에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에 제2나노입자를 부착함으로써, 소재 입자의 서로 다른 영역에
다른 특성을 갖는 2종류의 나노입자가 부착된 야누스 입자를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술한 구조의
살균용 야누스 입자는, 광열변환을 통해서 살균처리를 수행하는 광열 나노입자와 자성을띄는 자성 나노입자가 나누
어 부착됨으로써, 광열변환을 통한 살균처리 이후에 자석을 이용하여 손쉽게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효
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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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 나노입자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고분자수지 매트릭스 제조방법 및 용도
기 술 명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 나노입자 제조방법,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를 이용한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고분자

등록번호

10-1607481

수지 매트릭스 제조방법 및 용도

등록일자

2016년 3월 24일

발 명 자 이동기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 나노입자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고분자 수지 매트릭스 제
조방법 및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실리카 코팅 두께가 조절되는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 나노입자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고분자 수지 매트릭스 제조방법 및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 나노입자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고분자 수지 매트릭스
제조방법 및 용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실리카 코팅 두께가 조절되는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 나노입자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고분자 수지 매트릭스 제조방법 및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산화아연 나노입자의 표면을 적절한 두께의 실리카로 코팅함으로써 나노입자의 광부식(photocorrosion)을
방지할 수 있고, 우수한 광촉매 활성 억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 나노
입자는 우수한 UV 흡수 기능 뿐 만 아니라 가시광선 투과 기능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실리카 코
팅된 나노입자에 고분자 수지를 용융 혼합함으로써 나노입자의 분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나노입자의 실리
카로 코팅된 표면에 존재하는 기공의 차단이 가능하여 산에 의해 나노입자가 분해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산화아연 나노입자의 표면을 적절한 두께의 실리카로 코팅함으로써 나노입자의 광부식
(photocorrosion)을 방지할 수 있고, 우수한 광촉매 활성 억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실리카
코팅된 산화아연 나노입자는 우수한 UV 차폐 기능 뿐 만 아니라 가시광선 투과 기능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
에 따르면 실리카 코팅된 나노입자에 고분자 수지를 용융 혼합함으로써 나노입자의 분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
고, 나노입자의 실리카로 코팅된 표면에 존재하는 기공의 차단이 가능하여 산에 의해 나노입자가 분해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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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점-그래핀 옥사이드 나노복합체, 환원된 양자점-그래핀 옥사이드
나노복합체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양자점-그래핀 옥사이드 나노복합체, 환원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자점-그래핀 옥사이드 나노복합체 및 이의

등록번호

10-1561841

제조방법

등록일자

2015년 10월 14일

발 명 자 이동기, 모니카 사멀

본 발명은 인화인듐을 코어로 하는 양자점을 이용한 양자점-그래핀 옥사이드 [0001] 나노복합체, 환원된 양자점-그
래핀 옥사이드 나노복합체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독성성분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에 영향이 없어 광전자소자용 재료로 이용될 수 있는 알킬화된 그
래핀 옥사이드와 InP가 코어인 양자점이 결합된 양자점-그래핀 옥사이드 나노복합체 및 환원된 양자점-그래핀 옥사
이드 나노 복합체를 개시한다. 또한 본 발명은 양자점-그래핀 옥사이드 나노복합체 및 환원된 양자점-그래핀 옥사이
드 나노복합체의 제조방법을 개시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종래의 카드뮴 또는 카드뮴셀레나이드를 코어로 하는 양자점 대신 인화인듐(InP)을 코어로 하는 양자점
으로 대신하여 양자점-그래핀 옥사이드를 제조함으로써 독성성분이 없어 광전자 소자용 재료로 활용 시에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인화인듐(InP)을 코어로 하는 양자점은 유기용매에
용해 가능하나 그래핀 옥사이드는 유기용매에 용해되지 않아 이들을 합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핀 옥사이
드를 알킬화함으로써 유기용매 내에서 이들의 합성이 가능한 효과를 갖는다.

45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자기정렬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자기정렬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
시장치 및 이의 제조방법
발 명 자 이준협, 김재홍, 손인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74162

등록일자

2019년 4월 24일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기정렬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
의 폴리이미드 배향막 없이 액정층의 액정분자들을 균일하게 수직 배향시키고 우수한 전기광학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액정 배향층과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액정 배향층 및 이를 이용한 수직 배향 액정표시장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수소 결합
을 통해 액정층의 액정분자들을 균일하게 수직 배향할 수 있는 액정 배향층 및 이를 이용한 액정표 시장치의 제조방
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액정 배향층 및 액정표시장치는 기판과 결합할 수 있는 수소 결합 단위를 포함하
는 지방족 유기분자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없이 액정분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고 우수한
전기광학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폴리이미드 배향막이 적용된 액정표시장치에 비해 더 높은 문턱 전압값
(threshold voltage, Vth)을 구현할 수 있으며, 라이징 타임과 풀링 타임이 2~4배 정도 빨라지는 개선된 수준의 액
정 반응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액정 배향층 및 액정표시장치는 기판과 결합할 수 있는 수소 결합 단위를 포함하는 지방족 유기분자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없이 액정분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고 우수한 전기광학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폴리이미드 배향막이 적용된 액정표시장치에 비해 더 높은 문턱전압 값(threshold voltage, Vth)을 구
현할 수 있으며 라이징 타임과 풀링 타임이 2~4배 정도 빨라지는 개선된 수준의 액정 반응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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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립 다관능성 광반응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
시장치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자기조립 다관능성 광반응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이의 제조방법
발 명 자 이준협, 손인태, 김춘호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70588

등록일자

2019년 4월 15일

본 발명은 자기조립 다관능성 광반응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다관능성 광반응 유기분자를 이용하여 액정 분자들의 수직 배향성과 우수한 선경사각을 구현할 수 있는
액정 배향층과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자기조립 다관능성 광반응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다관능성 광반응 유기분자를 이용하여 액정 분자들의 수직 배향성과 우수한 선경사각을 구현할 수 있는
액정 배향층과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다관능성 광반응 유기분자를 이용하여 액정 분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하는 액정 배향층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배향막보다 우수한 응답특성과 액정 배향 제어력을 가지는 저원가 및 고속응답 액정표지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다관능성 광반응 유기분자를 액정 배향층에 적용함으로써 액정 분자들의 수직 배
향성과 우수한 선경사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액정의 방향자 제어를 위한 선경사각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응
답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배향막없이 액정의 수직 배향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관
능성 작용기의 광반응으로 인해 우수한 장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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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볼텍스 기반 적층조립법을 적용한 투명 전극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볼텍스 기반 적층조립법을 적용한 투명 전극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967622

발 명 자 염봉준, 김창호, 안효진, 정아름

등록일자

2019년 4월 4일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볼텍스 기반 적층조립법을 적용한 투명 전극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유연성을
갖는 투명 기재 상에 금속 나노와이어를 균일하게 적층시킬 수 있는 투명 전극의 제조방법과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투명 전극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볼텍스 기반 적층조립법을 적용한 투명 전극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유연성을
갖는 투명 기재 상에 금속 나노와이어를 균일하게 적층시킬 수 있는 투명 전극의 제조방법과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
된 투명 전극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투명 전극은 볼텍스 기반 적층조립법을 통해 금속 나노와이어를 투명
기재 상에 균일하게 적층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금속 나노와이어의 적층 횟수에 따라 투명 전극의 투명도와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여러 번 접혀져도 전극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투명 전극은 볼텍스 기반 적층조립법을 통해 금속 나노와이어를 투명 기재 상에 균일하게 적층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금속 나노와이어의 적층 횟수에 따라 투명 전극의 투명도와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여러 번 접혀져
도 전극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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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부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방법
기 술 명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부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방법
발 명 자 김태옥, 장서일, 신동민, 신서윤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812522

등록일자

2017년 12월 20일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부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고압 독
성 가스 관련 시설이나 정유 공장 및 석유 화학 공장 등의 플랜트(plant) 설비에서 부식의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
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식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부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부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설비의 부식 위험도를 평
가하는 부식 위험성 평가 툴; 상기 부식 위험성 평가 툴에서 평가된 부식 위험도에 기초하여 부식 위험등급을 평가하
는 부식 위험등급 평가 툴; 상기 부식 위험등급 평가 툴에서 평가된 부식 위험등급을 사업장 내에 설치된 설비와 매
칭시켜 목록화하는 설비-위험등급 매칭 툴; 설비의 잔여 수명을 평가하는 잔여 수명 평가 툴; 사업장내에 설치된 각
설비에 부착되고, 각 설비의 인식 정보가 기록된 인식 태그(Tag); 사업장 내의 설비가 설치된 위치에서, 상기 각 설비
에 부착된 인식 태그로부터 각 설비의 인식 정보를 인식하여 메인 서버로 송신하고, 메인 서버로부터 수신된 각 설비
의 부식 위험등급 및 잔여 수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 및 상기 설비-위험등급 매칭 툴 및 잔여
수명 평가 툴로부터 각 설비의 부식 위험등급 및 잔여 수명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각 설비의 부식 위험등급 및 잔
여 수명을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 송신하는 메인 서버를 포함하는 실시간 부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부식
위험 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설비의 부식 위험성을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각 설비의 설치 위치에
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식으로 인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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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다관능성 광반응 유기분자를 이용하여 액정 분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하는 액정 배향층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배향막보다 우수한 응답특성과 액정 배향 제어력을 가지는 저원가 및 고속응답 액정표지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다관능성 광반응 유기분자를 액정 배향층에 적용함으로써 액정 분자들의 수직 배
02 화학공학 /신소재

향성과 우수한 선경사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액정의 방향자 제어를 위한 선경사각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응
답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배향막없이 액정의 수직 배향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관
능성 작용기의 광반응으로 인해 우수한 장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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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802182

발 명 자 이준협, 손인태, 김재홍

등록일자

2017년 11월 22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과 비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기능성 유기분자를 이용한 액정 배향층을 형성함으로써 액정층의 액정분자들을 보다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는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과 비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기능성 유기분자를 적용한 액정 배향층을 형성함으로써 액정층의 액정분자들을 보다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는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알킬기, 고리 구조 및 수소결합 단위를 포함하
는 유기분자를 적용한 액정 배향층을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으로 제조된 액정표시장치보다 액정분
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고 우수한 전기 광학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알킬기, 고리 구조 및 수소결합 단위를 포함하는 유기분자를 적용한 액정 배향층을 구현함으로써 기
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으로 제조된 액정표시장치보다 액정분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고 우수한 전기광학특성
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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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메조기공성 저항변화 복합체 제조용 조성물, 이를 이용한
메조기공성 저항변화 복합체와 저항변화 소자의 제조방법
기 술 명 메조기공성 저항변화 복합체 제조용 조성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를 이용한 메조기공성 저항변화 복합체와

등록번호

10-1793163

등록일자

2017년 10월 27일

발 명 자 저항변화 소자의 제조방법
이현호, 윤성훈, 정헌상, 김다은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압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는 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조성물과 이를 이용한 저항변화 복합체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재현성과 신뢰성이 향상된 저항변화 복합체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저항변화 복합체 제조용 조성물은, 용매; 자기조립 특성으로 구조를 형성하는 양친매성 폴리머; 상기 양친
매성 폴리머와 함께 소프트 주형을 형성하는 레졸; 복합체의 기공을 형성하는 실리카를 형성하기 위한 실리카 전구
체; 및 복합체에 티타니아를 형성하기 위한 티타니아 전구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저항변화 복합체를 제조하
는 방법은, 상기한 저항변화 복합체 제조용 조성물을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조성물을 300~400℃ 범위에서 소성
하여 중합함으로써, 메조기공성의 나노복합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메조기
공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복합체 박막을 통해서 재현성과 신뢰성이 향상된 새로운 저항변화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비진공적 제조방법으로 메조기공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저항변화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재현성과 신뢰성이 향상된 저항변화 소자를 제조할 수 있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전압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는 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조성물과 이를 이용한 저항변화 복합체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재현성과 신뢰성이 향상된 저항변화 복합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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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스위칭 및 이력현상의 변화를 이용한 코티솔 검출용 바이오센서,
이의 제조방법 및 응용
기 술 명 저항 스위칭 및 이력현상의 변화를 이용한 코티
솔 검출용 바이오센서, 이의 제조방법 및 응용
발 명 자 이현호, 김요한, 정헌상, 이경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66659

등록일자

2017년 8월 3일

본 발명은 코티솔 검출용 바이오센서, 이의 제조방법 및 응용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저항 변화(저항 스위칭)
와 이 현상을 이용하여 측정되는 이력현상의 변화나 차이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cortisol)을 검출(센싱)하는 바
이오센서, 이의 제조방법 및 응용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코티솔 검출용 바이오센서, 이의 제조방법 및 응용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저항 변화(저항 스위
칭) 현상과 이력현상 변화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cortisol)을 검출(센싱)하는 바이오센서, 이의 제조
방법 및 응용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매우 간단한 공정으로 우수한 소자 재현성, 신뢰성 및 고감도를 가지
는, 코티솔 검출용 바이오센서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바이오센서는 저항변화소자 작동원리를 이용하여 구현된 것
으로, 저항상태의 변화(저항 스위칭)로 타겟 물질(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검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매우 간단한 공정으로 우수한 소자 재현성, 신뢰성 및 고감도를 가지는, 코티솔 검출용 바이오센서
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바이오센서는 저항변화소자 작동원리를 이용하여 구현된 것으로, 저항 상태의 변화(저항 스
위칭)와 이력현상의 변화로 타겟 물질(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검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
른 바이오센서 제조 시에 사람의 침, 오줌, 혈액 샘플이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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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코티솔 결합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저항변화 복합재료 및
이를 사용한 기억소자
기 술 명 코티솔 결합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저항변화
복합재료 및 이를 사용한 기억소자
발 명 자 이현호, 정지희, 권다혜, 정현상, 김요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54678

등록일자

2017년 6월 30일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압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는 물질과 이를 이용한 기억소자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새로운 구성의
저항변화 복합재료와 이를 사용한 저항변화형 기억소자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새로운 종류의 저항변화 복합재료에 관한 것으로, 코티솔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전이금속 산화물 나노입자
가 절연성 매트릭스에 분산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기억소자는, 하부전극; 상기 하부전극 위에
형성되며, 코티솔이 결합된 전이금속 산화물 나노입자가 절연성 매트릭스에 분산된 복합재료로 구성된 활성층; 및
상기 활성층 위에 형성된 상부전극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은, 전이금속산화물에 코티솔을 결합한 뒤에 매트
릭스에 분산시킴으로써, 아날로그 특성을 가지되 전압이 증가할수록 히스테리시스가 비례하여 감소하는 특유의 거
동을 나타내는 새로운 저항변화 복합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러한 복합재료를 사용한 본 발명의
기억소자는 저항변화형 특성 및/또는 비휘발성 특성을 나타내는 기억소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비휘발성 기억소자를 멤리스터로서 포함하는 뇌신경모사 소자를 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전이금속산화물에 코티솔을 결합한 뒤에 매트릭스에 분산시킴으로써, 아날로그 특성을 가지되 전압이 증가
할수록 히스테리시스가 비례하여 감소하는 특유의 거동을 나타내는 새로운 저항변화 복합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
가 있다. 이러한 복합재료를 사용한 본 발명의 기억소자는 저항변화형 특성 및/또는 비휘발성 특성을 나타내는 기억소
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비휘발성 기억소자를 멤리스터로서 포함하는 뇌신경모사 소자를
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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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결합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저항변화 복합재료 및
이를 사용한 기억소자
기 술 명 도파민 결합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저항변화
복합재료 및 이를 사용한 기억소자
발 명 자 이현호, 권다혜, 정지희, 정헌상, 김요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54675

등록일자

2017년 6월 30일

본 발명은 전압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는 물질과 이를 이용한 기억소자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새로운 구성의
저항변화 복합재료와 이를 사용한 저항변화형 기억소자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새로운 종류의 저항변화 복합재료에 관한 것으로, 도파민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전이금속 산화물 나노 입
자가 절연성 매트릭스에 분산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기억소자는, 하부전극; 상기 하부전극 위
에 형성되며, 도파민이 결합된 전이금속 산화물 나노입자가 절연성 매트릭스에 분산된 복합재료로 구성된 활성층;
및 상기 활성층 위에 형성된 상부전극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은, 전이금속산화물에 도파민을 결합한 뒤에 매
트릭스에 분산시킴으로써, 아날로그 특성을 가지되 전압이 증가할수록 히스테리시스가 증가하는 특유의 거동을 나
타내는 새로운 저항변화 복합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러한 복합재료를 사용한 본 발명의 기억소
자는 저항변화형 특성 및/또는 비휘발성 특성을 나타내는 기억소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비휘발성 기억소자를 멤리스터로서 포함하는 뇌신경모사 소자를 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전이금속산화물에 도파민을 결합한 뒤에 매트릭스에 분산시킴으로써, 아날로그 특성을 가지되 전압이 증
가 할수록 히스테리시스도 증가하는 특유의 거동을 나타내는 새로운 저항변화 복합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이러한 복합재료를 사용한 본 발명의 기억소자는 저항변화형 특성 및/또는 비휘발성 특성을 나타내는 기억소자
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비휘발성 기억소자를 멤리스터로서 포함하는 뇌신경모사 소자를
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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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폐기물을 이용한 폐유의 정제방법
기 술 명 폐기물을 이용한 폐유의 정제방법

등록번호

10-1727541

발 명 자 김태옥, 손민일

등록일자

2017년 4월 11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폐기물을 이용한 폐유의 정제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폐기물로서 제지공장에서 발생된 폐제
지 슬러지의 회분(ash)을 이용하여 우수한 흡착 성능을 가지면서 높은 경제성을 가지는 흡착제를 제조한 다음, 상기
흡착제를 이용하여 폐유를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폐유의 정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제지슬러지를 이용한 흡착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제지공장에서 발생된 제지슬러지를 건조시키
는 건조 공정; 상기 건조된 제지슬러지를 연소시켜 제지슬러지 회분(ash)을 얻는 연소 공정; 상기 얻어진 제지 슬러
지 회분(ash)에 황화합물과 공극 형성제를 혼합하는 혼합 공정; 상기 혼합에서 얻어진 혼합물을 소성하는 소성 공정;
및 상기 소성에서 얻어진 소성물을 나노미터(nm) 크기의 미립자로 분쇄하는 분쇄 공정을 포함하는 흡착제의 제조방
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흡착제를 이용한 폐유의 정제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
명에 따르면, 제지공장에서 발생된 제지슬러지의 회분(ash)이 이용되어 우수한 흡착 성능을 가지면서 높은 경제성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폐유에 함유된 중금속 등은 물론, 카본 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어 폐유를 고순도
로 정제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흡착제의 제조 원료로서 제지공장에서 발생된(폐기된) 제지슬러지가 이용되어, 우수한 흡착성능을
가지면서 폐기물의 재활용에 의해 높은 경제성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중금속은 물론 폐유에 함유된 카본
성분이 효과적으로 제거되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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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방법
기 술 명 부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방법

등록번호

10-1717560

발 명 자 김태옥, 장서일

등록일자

2017년 3월 13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발명은 부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고압 독성가스 관련 시설이나 정유 공장
및 석유 화학 공장 등의 플랜트(plant) 설비에서 부식의 위험성을 체계적이고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식
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부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설비의 부식 위험도를 평가하는 부식 위험성 평
가 툴; 상기 부식 위험성 평가 툴에서 평가된 부식 위험도에 기초하여 부식 위험등급을 평가하는 부식 위험 등급 평
가 툴; 상기 부식 위험등급 평가 툴에서 평가된 부식 위험등급을 사업장 내에 설치된 설비와 매칭시켜 목록화하는 설
비-위험등급 매칭 툴; 설비의 잔여 수명을 평가하는 잔여 수명 평가 툴; 사업장 내의 설비가 설치된 위치에서 각 설
비의 부식 위험등급 및 잔여 수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 및 상기 설비-위험등급 매칭 툴, 잔여
수명 평가 툴 및 휴대용 단말기와 연동되고, 각 설비의 부식 위험등급 및 잔여 수명을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 송신하
는 메인 서버를 포함하는 부식 위험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부식 위험 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설비의 부식 위험성을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각 설비의 설치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식으로 인한 사
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설비의 부식 위험성을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각 설비의 설치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각 설비가 설치된 사업장 내의 현장에서 각 설비에 대한 부식 위험
정보로서의 부식 위험등급 및 잔여 수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본 발명에
따르면, 설비-위험등급 매칭을 통해, 각 설비별 부식 위험등급을 실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본 발명에 따르면, 부식 위험성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식으로 인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 시도되지 않았던 고압 독성가스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독성가스 사고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부식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방법(사고결과 분석방법)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독성가스 시설의부식안전관리기술을 정립하여 독성가스 시설에서의 부식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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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반응성 유기분자 배향막,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반응성 유기분자 배향막, 이를 이용한 액정표
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
발 명 자 이준협, 손인태, 김재홍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04400

등록일자

2017년 2월 2일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응성 유기분자 배향막,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액정표시패널의 제조시에 액정분자의 배향을 위해 사용되는 반응성 유기분자 배향막, 이를 이용한 액정표 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TFT 어레이 기판; 컬러필터 기판; 및 상기 어레이 기판과 컬러기판 사이에 개재된 액정층을 포함하여 구성
되는 액정표시소자로서, 상기 어레이 기판 또는 컬러필터 기판 중 하나 이상의 기판과 액정층 사이에는 액정배향막
이 형성되고, 상기 액정 배향막은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반응성 유기분자와 폴리이미드계 배향제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 폴리이미드배향제와 동등한 수직 배향력으로 빛샘(light leakage) 없이 검은(black) 화면을
구현하고, 자외선을 조사하여 낮은 문턱 전압(threshold voltage)으로 선경사각이 형성됨으로써 액정의 고속응답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8

컬러 스위칭이 가능한 발광 액정 조성물,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컬러 스위칭이 가능한 발광 액정 조성물,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
발 명 자 이준협, 손인태, 김춘호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82376

등록일자

2016년 11월 29일

본 발명은 발광 액정 조성물,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액정에 발광
특성이 있는 생분자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컬러 스위칭을 구현할 수 있는 발광 액정 조성물,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컬러 스위칭이 가능한 발광 액정 조성물,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액정에 발광 특성이 있는 생분자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컬러 스위칭을 구현할 수 있는 발광 액정 조
성물,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발광 특성이 있는 생분자를 이용한 액정 조성
물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액정표시장치에 포함되는 컬러필터층 없이도 우수한 광학특성 및 전기광학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원발명에 따르면, 컬러필터층 없이도 컬러 스위칭이 가능한 표시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발광 특성이 있는 생분자를 이용한 액정 조성물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액정표시장치에 포함되는
컬러필터층 없이도 우수한 광학특성 및 전기광학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원발명에 따르면, 컬러
필터층 없이도 컬러 스위칭이 가능한 표시특성을 구현할 수 있어 기존 대비 패널 두께가 얇은 초박막의 디스플레이
를 구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없이 간단한 도핑 방법으로 색특성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패널 원가절감을 구현할 수 있는 점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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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양친성 블록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양친성 블록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
발 명 자 이준협, 손인태, 김재홍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75936

등록일자

2016년 11월 8일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양친성 블록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서, 보다 상세하게는 액정표시소자의 제조 시에 액정분자의 배향을 위해 사용되는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
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TFT 어레이 기판; 컬러필터 기판; 및 상기 어레이 기판과 컬러기판 사이에 개재된 액정층을 포함하여 구성되
는 액정표시소자로서, 상기 액정층은 액정 및 액정 배향층을 포함하고, 상기 액정 배향층은 하나 이상의 소수성 단위와
하나 이상의 친수성 단위를 포함하는 양친성 블록공중합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 시소자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양친성 블록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은 기
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 없이 액정분자들의 배향성과 우수한 전기광학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양친성 블록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은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 없이 액정분자들의 배향성과 우수한 전기광학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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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특성을 갖는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발광특성을 갖는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672403

등록일자

2016년 10월 28일

발 명 자 이준협, 손인태, 김재홍

본 발명은 발광특성을 갖는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 없이 액정분자들의 배향성을 구현하고 동시에 발광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액정 배향층, 이
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발광특성을 갖는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 없이 액정분자들의 배향성을 구현하고 동시에 발광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액정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판과 결합할 수 있는 비공유결합 단
위 및 발광 특성을 갖는 강직한 고리 구조를 포함하는 유기분자를 이용하여 액정 배향층을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폴
리이미드 배향막 없이 액정분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고 동시에 발광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발광 특성을 구현
함으로써 기존의 컬러필터층 없이 컬러를 구현할수 있게 되어 패널 제조원가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패널 투과율 또
한 개선되는 점에 있어서 이점들을 가질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기판과 결합할 수 있는 비공유결합 단위 및 발광 특성을 갖는 강직한 고리 구조를 포함하는 유기
분자를 이용하여 액정 배향층을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 없이 액정분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
고 동시에 발광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발광 특성을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컬러필터층 없이 컬러를 구현할 수 있게
되어 패널 제조원가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패널 투과율 또한 개선되는 점에 있어서 이점들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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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고유전율을 갖는 반도체 소자용 절연막 재료 및
이를 이용한 절연막의 제조방법
기 술 명 고유전율을 갖는 반도체 소자용 절연막 재료 및
이를 이용한 절연막의 제조방법
발 명 자 이현호, 이효선, 정지희, 권다혜, 정헌상, 김요한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670672

등록일자

2016년 10월 25일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고유전율을 갖는 반도체 소자용 절연막 재료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높은 유
전 상수를 갖는 전이금속 전구체와 시클로실록산을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용 절연막 재료 및 이를 이용하여 고유전율
의 반도체 소자용 절연막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하프늄, 지르코늄, 탄탈륨 등의 전이금속 전구체와 시클로실록산을 포함하는 고유전율을 갖는 반도체 소자
용 절연막 재료 및 이를 적용한 고유전율을 갖는 반도체 소자용 절연막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반
도체 소자용 절연막은 유전율이 높은 전이금속 전구체와 시클로실록산을 포함함으로써 커패시터 등에 적용 시 에너
지 축적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여 고집적화 반도체 소자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저온
공정을 통해 제조가 가능하여 플렉시블 반도체 소자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하프늄, 지르코늄 및/또는 탄탈륨 전구체와 시클로실록산을 포함하는 코팅액을 기판에 도포하여 형성
된 절연막은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고 큰 유전상수(k)를 나타내므로 커패시터에 적용시 축전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절연막은 액상 코팅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저온 열처리 공정을 통해 제조가 가능
하므로, 플렉시블 반도체 소자에 적용이 가능하고 제조공정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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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선 경화형 자가치유 투명 광학 점착소재 및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가시광선 경화형 자가치유 투명 광학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점착소재 및 그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663479

등록일자

2016년 9월 30일

발 명 자 이준협, 손인태

본 발명은 가시광선 경화형 자가치유 투명 광학 점착소재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고분자의
자가 치유 반응을 이용한, 가시광선 경화형 자가치유 투명 광학 점착소재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가시광선 경화형 자가치유 투명 광학 점착소재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고분자의
자가치유 반응을 이용한 가시광선 경화형 자가치유 투명 광학 점착소재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
르면, 디스플레이의 반복적인 휨 변형에 의한 점착 소재의 파괴에도 자가치유를 통해 디스플레이의 우수한 신뢰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바, 점착 소재의 파괴로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저하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다 구
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점착소재에 균열이 가해지는 경우 캡슐 내의 단량체가 흘러나와 광개시제와 접촉하게 되
고 가시광에 의해 중합반응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점착소재의 균열 부분이 자가치유 되게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의 반복적인 휨 변형에 의한 점착 소재의 파괴에도 자가치유를 통해 디스플레이의 우
수한 신뢰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바, 점착 소재의 파괴로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저하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점착소재에 균열이 가해지는 경우 캡슐 내의 단량체가 흘러나와 광개시제와
접촉하게 되고 가시광에 의해 중합반응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점착소재의 균열 부분이 자가치유 되게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가시광에 의해 중합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별도 처리 과정 없이 백라이트 조사만으로 자가 치유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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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수직배향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수직배향 액정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618785

등록일자

2016년 4월 29일

발 명 자 이준협, 손인태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초고속 응답속도를 위한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수직배향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
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의 폴리이미드 고분자를 사용하는 배향막 공정없이 액정층의 액정분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는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수직배향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수직배향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
의 폴리이미드 고분자를 사용하는 배향막 공정없이 액정층의 액정분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는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수직배향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판과 결합할 수 있는 수소
결합 단위 및 액정분자들과 π-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강직한 방향족 고리 구조를 포함하는 방향족 저분자 화합물
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 없이 액정분자들을 수직배향할 수 있고 우수한 전기광학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을 이용한 방식 대비 라이징 타임(rising time)이 10배 빨
라지는 초고속 응답속도 구현이 가능하다(기존 16 ms, 본 발명 1.5 ms).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기판과 결합할 수 있는 수소결합 단위 및 액정분자들과 π-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강직한 방향족
고리 구조를 포함하는 방향족 저분자 화합물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 없이 액정분자들을 수직배향
할 수 있고 우수한 전기광학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상기 방향족 저분자 화합물은 기존의 액정 배향을 위해 필요한 지
방족 사슬을 함유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을 이용한 방식 대
비 라이징 타임(rising time)이 10배 빨라지는 초고속 응답속도 구현이 가능하다(기존 16 ms, 본 발명 1.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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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 및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607479

발 명 자 이준협, 손인태

등록일자

2016년 3월 24일

본 발명은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의 폴리이
미드 배향막 없이 액정층의 액정분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는 액정 배향층,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액정 배향층 및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의 폴리이 미
드배향막 없이 액정층의 액정분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는 액정 배향층 및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의 제조방
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의 폴리이미드 배향막 없이 액정분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고 우수한
전기광학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알킬리, 고리 구조 및 수소결합 단위를 포함하는 유기분자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폴리이미드 배향
막 없이 액정분자들을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고 우수한 전기광학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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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반도체 소자용 절연막 재료 및 이를 사용한 절연막의 제조방법
기 술 명 반도체 소자용 절연막 재료 및 이를 사용한
절연막의 제조방법
발 명 자 이현호, 정현상, 김민근, 오세욱, 김예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393695

등록일자

2014년 5월 2일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규한 반도체 소자의 절연막 재료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시클로실록산을 포함하는 반도체 소
자용 절연막 재료 및 이를 사용한 절연막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시클로실록산을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용 절연막 재료 및 이를 사용한 절연막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시클로실록산을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용 절연막 재료는 기계적 물성 및 고유전성이 우수하여 고집적
화 반도체 소자의 절연막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저온 공정을 통해 제조가 가능하여 플렉시블 반도체 소자
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시클로실록산 함유 코팅액을 기판에 도포하여 형성된 절연막은 기계적 물성 및 고유전성이 우수하여
고 집적화 반도체 소자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시클로실록산으로 이루어진 절연막은 저온
공정을 통해 제조가 가능하여 플렉시블 반도체소자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시클로실
록산으로 이루어진 절연막은 가교제의 첨가 혹은, 가교제 첨가 없이도 우수한 성능의 절연막을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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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투과형 마이크로니들, 이의 제조방법,
경피투과형 마이크로니들용 몰드 및 이의 제조방법
기 술 명 경피투과형 마이크로니들, 이의 제조방법, 경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투과형 마이크로니들용 몰드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103612

등록일자

2012년 1월 2일

발 명 자 이현호, 김형준, 정성목, 김봉진

본 발명은 경피 약물전달방법으로 사용되는 약물전달시스템 중 하나인 경피투과형 마이크로니들, 이의 제조방법, 경
피투과형 마이크로니들용 몰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경피 약물전달방법으로 사용되는 약물전달시스템 중 하나인 경피투과형 마이크로니들, 이의 제조방법,경
피투과형 마이크로니들용 몰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종래의 경피투과형 마이크로니들을 제조
하기 위한 방법에 비해 간단한 공정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재현성 또한 우수한 경피투과형 마이크로니들의 제조방법
및 경피투과형 마이크로니들용 몰드의 제조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종래의 경피투과형 마이크로니들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비해 간단한 공정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재현성
또한 우수한 경피투과형 마이크로니들의 제조방법 및 경피투과형 마이크로니들용 몰드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효과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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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광택투명 및 유백색 항균 유약 및 이를 이용하는 도자기의 제조 방법
기 술 명 광택투명 및 유백색 항균 유약 및 이를 이용
하는 도자기의 제조 방법
발 명 자 황동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94246

등록일자

2019년 6월 24일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택투명 및 유백색 항균 유약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항균 유약을 이용한 도자기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
로서, 특히 은나노 용액이 첨가된 광택투명 및 유백색 항균 유약 및 이를 이용한 도자기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광택투명 및 유백색 항균 유약을 이용하는 도자기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광택투명 항균 유약의 제조 방법은, 베이스 원료로서 장석, 석회석 및 탄산바륨을 포함하고, 서브 원료로서 카올린 및
규석을 포함하되, 베이스 원료 및 서브 원료의 혼합물에 은나노 용액을 첨가하여 구성되는 광택투명 항균 유약인 것
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유백색 항균 유약 제조 방법은, 베이스 원료로서 장석, 석회석
및 활석을 포함하고, 서브 원료로서 규석을 포함하되, 베이스 원료 및 서브 원료에 산화티탄, 천연본 및 은나노 용액
을 첨가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도자기 특유의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투명도와 매끄러운 유
면을 갖게 되고, 이에 더하여 포도상구균과 대장구균을 99.9% 감소시킬 수 있어서 광택투명 항균 유약으로 적합하
게 이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광택투명 항균 유약은, 소량의 은나노 용액을 첨가됨으로써 도자기 특유의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투명도와 매끄러운 유면을 갖게 되고, 이에 더하여 포도상구균과 대장구균을 99.9% 감소시킬 수 있어서
광택투명 항균 유약으로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유백색 항균 유약은 소
량의 은나노 용액을 첨가됨으로써 도자기 특유의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발색이 우수한 유백색을 띠며, 매끄러운 유
면을 갖게되고, 이에 더하여 포도상구균과 대장구균을 99.9% 감소시킬 수 있어서 유백색 항균 유약으로 적합하게 이
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일 실시 예에 따르면, 별도의 조성물을 첨가하여 항균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약 자체에 항균성이 부여된 것으로써, 사용자가 유약에 적정비율로 맞춘 별도의 조성물을 첨가하는 번거로
움 없이도 항균성이 부여된 항균 유약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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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 및 컬러유약 및 이를 이용한 아트타일의 제조 방법
기 술 명 유약 및 컬러유약 및 이를 이용한 아트타일의
제조 방법
발 명 자 황동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94272

등록일자

2019년 6월 24일

본 발명은 유약 및 컬러유약 및 이를 이용한 아트타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도자기 소지를 사용하여 유약 및
컬러유약을 사용하여 건물의 외벽, 바닥 면 및 담장 등에 작품으로 시공될 수 있는 타일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유약 및 컬러유약 및 이를 이용하는 아트타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유
약은, 베이스 원료로서 장석, 석회석 및 백운석을 포함하고, 서브 원료로서 카올린 및 규석을 첨가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컬러유약은, 베이스 원료로서 장석, 석회석 및 백운석을 포함하
고, 서브 원료로서 카올린 및 규석을 첨가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되, 베이스 원료 및 서브원료에 적어도 발
색 산화물 및 발색 안료 중 어느 하나를 첨가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다른 한편,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
에 따른 컬러유약을 이용하는 아트타일의 제조 방법은, 도자기용 소지를 이용하여 타일을 제작하는 타일 제작 단계;
타일 제작 단계에서 제작된 타일을 700℃ 내지 900℃에서 50분 내지 180분 동안 소성하는 초벌 소성 단계; 초벌
소성 단계에서 소성된 타일에 컬러유약을 이용하여 채색하는 채색 단계; 채색 단계에서 채색된 타일을 재벌 소성하
는 재벌 소성 단계;를 포함하여 아트타일을 완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들에 의하면,
일반타일에 비하여 내균열성, 내동해성, 내약품성, 흡수율 및 내 마모성에 있어서 일반 타일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구현하여 고품질의 아트타일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타일 소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도자기 소지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아트타일을 제
조할 수 있으며, 상술한 아트타일은 미술품과 같은 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
에 따르면, 일반타일에 비하여 내균열성, 내동해성, 내약품성, 흡수율 및 내 마모성에 있어서 일반 타일에 비하여 우
수한 성능을 구현하여 고품질의 아트타일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일반 타일의 소성 온도보다 낮은 온
도에서 소성되어 공정되고, 고압 공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정이 단순화되어 공정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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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게이트 절연층과 산화물 반도체층 사이의 이온이동을 이용한
ＭＯＳ 구조 소자 및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게이트 절연층과 산화물 반도체층 사이의 이온
이동을 이용한 ＭＯＳ 구조 소자 및 그 제조방법
발 명 자 윤태식, 박종성, 양바울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834507

등록일자

2018년 2월 26일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MOS 구조의 소자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게이트 절연층과 반도체층 사이의 이온이동을 이용하여
특성을 제어하는 새로운 MOS 구조 반도체 소자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게이트 절연층과 반도체층 사이의 이온이동을 이용하여 특성을 제어하는 새로운 형태의 MOS 구조 소자에
관한 것으로, 산화물 반도체층; 상기 산화물 반도체층 위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층; 및 상기 게이트절연층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산화물 반도체층이 산소 공공을 도펀트로 사용하는 산화물반도체 재질이고,
상기 게이트 절연층은 산소 공공을 포함하는 산화물 재질로 구성되어, 상기 산화물 반도체층과 상기 게이트 절연층
사이에서 산소 이온이 이동함으로써 상기 산화물 반도체층의 도핑농도가 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게
이트 절연층과 산화물 반도체층을 적층하여 게이트 절연층과 산화물 반도체층 사이에서 산소 이온이 이동하도록 함
으로써, 산화물 반도체층의 도펀트 농도가 변하고 그에 따라서 문턱전압과 드레인전류가 변하는 새로운 형태의 MOS
트랜지스터 소자 또는 게이트 절연층의 유전율을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전기용량이 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멤캐패
시터 소자로서 기능을 하는 MOS 구조 소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MOS 구조 소자의 새로운
트랜지스터 특성 또는 멤캐패시턴스 특성을 메모리 소자나 논리 소자 또는 신경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게이트 절연층과 산화물 반도체층을 적층하여 게이트 절연층과 산화물 반도체층 사이에서 산소 이온이 이
동하도록 함으로써, 산화물 반도체층의 도펀트 농도가 변하고 그에 따라서 문턱전압과 드레인전류가 변하는 새로운
형태의 MOS 트랜지스터 소자 또는 게이트 절연층의 유전율을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전기용량이 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멤캐패시터 소자로서 기능을 하는 MOS 구조 소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MOS 구조
소자의 새로운 트랜지스터 특성 또는 멤캐패시턴스 특성을 메모리 소자나 논리 소자 또는 신경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MOS 구조 소자를 적용한 메모리 소자나 논리 소자 또는 신경소자의 경우에, 종래의 전
하 저장 방식에서 발생하던 정보 손실 문제와 방사선에 의해 파괴되는 문제가 해결된 뛰어난 특성을 나타낸다.

70

산소 활성 전극을 구비한 ＭＯＳ 구조 멤캐패시터 소자 및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산소 활성 전극을 구비한 ＭＯＳ 구조
멤캐패시터 소자 및 그 제조방법
발 명 자 윤태식, 양바울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818019

등록일자

2018년 1월 8일

본 발명은 멤캐패시터 소자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MOS 구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멤캐패시터 소자에 관
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새로운 형태의 멤캐패시터 소자에 관한 것으로,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된 산화물층; 및
상기 산화물층 위에 형성된 산소 활성 전극으로 구성되며, 상기 산소 활성 전극에 전압이 인가되면, 상기 산화물층의
산소 이온이 상기 산소 활성 전극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전기용량이 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산소 활
성 전극을 구비함으로써 산화물층 내에 위치하는 산소 이온의 이동을 유발하여 유전율을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전
기용량이 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멤캐패시터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멤캐패시터 소자의 멤
캐패시턴스 특성을 메모리 소자나 논리 소자 또는 신경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멤캐패
시터 소자를 적용한 메모리 소자나 논리 소자 또는 신경소자의 경우에, 종래의 전하 저장방식에 발생하던 정보 손실
문제와 방사선에 의해 파괴되는 문제가 해결된 뛰어난 특성을 나타낸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산소 활성 전극을 구비함으로써 산화물층 내에 위치하는 산소 이온의 이동을 유발하여 유전율을 변화시
키고 최종적으로 전기용량이 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멤캐패시터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멤
캐패시터 소자의 멤캐패시턴스 특성을 메모리 소자나 논리 소자 또는 신경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나아
가 본 발명의 멤캐패시터 소자를 적용한 메모리 소자나 논리 소자 또는 신경소자의 경우에, 종래의 전하 저장방식에
발생하던 정보 손실 문제와 방사선에 의해 파괴되는 문제가 해결된 뛰어난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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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아날로그 멤리스터 및 멤캐패시터 특성을 갖는 전자소자와
그 제조방법
기 술 명 아날로그 멤리스터 및 멤캐패시터 특성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갖는 전자소자와 그 제조방법

등록번호

10-1803740

등록일자

2017년 11월 27일

발 명 자 윤태식, 노영준

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본 발명은 회로 소자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메모리 소자, 로직 소자 및 신경 소자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아날
로그 멤리스터 및 멤캐패시터 특성의 전자소자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새로운 개념의 전자소자에 관한 것으로, n형 또는 p형 반도체 물질로 구성된 제1층; 상기 제1층과 p-n접합
다이오드를 구성하는 동시에 전하를 저장하는 전하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제2층; 및 p-n접합을 구성한 상기 제
1층과 상기 제2층에 각각 연결된 제1전극과 제2전극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p-n 접합을 형성한 다이오드 구조를 기
반으로 전하 저장특성을 추가함으로써, 아날로그적으로 전기저항 및 전기 용량이 동시에 변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
소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전자소자는 전기 저항과 전기 용량의 변화를 동시에 기억하는
비휘발성 특성을 나타내어, 멤리스터와 멤캐패시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전자소자는 아날로
그적인 전기 저항 변화와 전기 용량 변화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멤리스터 소자 또는 멤캐패시터 소자로서 메모리
소자와 논리 소자 및 신경모사 소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종래의 소자보다 더욱 뛰어난 성능의 메모리 소자와 논리
소자 및 신경모사 소자를 구성할 수 있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p-n 접합을 형성한 다이오드 구조를 기반으로 전하 저장특성을 추가함으로써, 아날로그적으로 전기 저항과
전기 용량이 변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소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전자소자는 전기 저항과
전기 용량의 변화를 기억하는 비휘발성 특성을 나타내어, 멤리스터와 멤캐패시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전자소자는 아날로그적인 전기 저항 변화과 전기 용량 변화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멤리스터 소자 또는 멤캐
패시터 소자로서 메모리 소자와 논리 소자 및 신경모사 소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종래의 소자보다 더욱 뛰어난 성능
의 메모리 소자와 논리 소자 및 신경모사 소자를 구성할 수 있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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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게이트 구조를 이용한 시냅틱 트랜지스터 소자
기 술 명 이중게이트 구조를 이용한 시냅틱
트랜지스터 소자
발 명 자 윤태식, 빅종성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85949

등록일자

2017년 10월 10일

본 발명은 트랜지스터 소자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시냅틱 거동을 보이는 트랜지스터 소자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새로운 형태의 트랜지스터 소자에 관한 것으로, 반도체층; 상기 반도체층에 접하고 서로 이격된 소스전극
과 드레인 전극; 상기 반도체층의 일면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상기 게이트 절연막에 접하여 형성된 게이트 전극;
상기 반도체층의 상기 게이트 절연막이 형성된 반대면에 형성된 특성변화 유도층; 및 상기 특성변화 유도층에 접하
여 형성된 제2게이트 전극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2 게이트 전극에 인가된 전압에 의해서, 상기 특성변화 유도
층과 상기 반도체층 사이에 이온이 이동하거나 상기 특성변화 유도층 내부에 이온 분포에 변화가 발생하여, 상기 반
도체층의 물리적 특성이 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별도의 제2 게이트 전극을 구비하고 제2 게이트 전
극에 인가된 전압에 의해서 반도체층의 물리적 특성 자체가 변화함으로써, 반도체층의 물리적 특성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트랜지스터 소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트랜지스터 소자는 반도체
층의 물리적 특성의 변화가 시냅스의 학습과 신호처리 방식과 매우 유사하여, 시냅스와 같은 거동을 수행하는 시냅
틱 트랜지스터 소자를 제공할 수 있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별도의 제2 게이트 전극을 구비하고 제2 게이트 전극에 인가된 전압에 의해서 반도체층의 물리적 특성 자
체가 변화함으로써, 반도체층의 물리적 특성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트랜지스터 소자를 제공할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트랜지스터 소자는 반도체층의 물리적 특성의 변화가 시냅스의 학습과 신호처리 방
식과 매우 유사하여, 시냅스와 같은 거동을 수행하는 시냅틱 트랜지스터 소자를 제공할 수 있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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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공학 /신소재

기술분야

03 기타

0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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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실리콘광증배소자 기반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기 술 명 다중 실리콘광증배소자 기반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발 명 자 주관식, 박혜민, 김정호, 백희균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2018177

등록일자

2019년 8월 29일

기술분야
실시예는 방사능 측정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현장에서 수중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
한 다중 실리콘광증배소자 기반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실시예에 의한 다중 실리콘광증배소자 기반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시된다. 상기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은 수
중의 방사선 입사에 의해 섬광체에서 발생된 가시광을 복수개의 실리콘광증배소자를 이용하여 검출하여 복수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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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출력된 복수의 검출 신호를 합산하여 하나의 다중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섬광 검출 장치;
상기 출력된 다중 검출 신호를 분석하여 방사선 정보를 측정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및 상기 측정된 방사선 정보를 표
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실시예에 따르면, 수중의 방사선 입사에 의해 섬광체에서 발생된 광을 복수개의 실리콘광증배소자를 각각 이용하여
검출하여 복수의 검출 신호를 출력하고, 출력된 복수의 검출 신호를 기초로 방사능 정보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현
장에서 수중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광전자증배관 대신 복수개의 실리콘광증 배소자를 사용
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르면, 실리콘광증배소자의 인가 전압이 작아 소비 전력을 낮출 수 있고,
이로 인해 장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르면, 실리콘광증배소자의 사용으로 크기가 작아져 휴대
가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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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형 방사능 검출 장치
기 술 명 배관형 방사능 검출 장치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발 명 자 주관식, 박혜민, 김정호, 백희균

등록번호

10-2009667

등록일자

2019년 8월 6일

기술분야
실시예는 방사능 검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수중 내에 설치하지 않고 배관을 따라 흐르는 유체의 방
사능을 실시간으로 검출하기 위한 배관형 방사능 검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실시예에 의한 이 개시된다. 상기 배관형 방사능 검출 장치는 내부에 유체가 통과하는 배관 형태의 내측 하우징;상
기 내부 하우징을 통과하는 유체의 방사선을 흡수하여 가시광으로 변환시켜 방출하는 섬광체; 상기 섬광체로부터 방

가시광을 기초로 방사선 데이터를 출력하는 검출기를 포함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실시예에 따르면, 유체가 흐르는 배관의 중간에 결합되는 배관 형태로 형성되고, 내부를 통과하는 유체의 방사선을 섬
광체가 흡수하여 가시광으로 변환하여 출력하고, 출력된 가시광을 기초로 방사선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함으로써, 수
중에 배치하지 않고도 수질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르면, 수중에 배치하지 않고 기존
의 배관 경로 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 같이 케이블로인한 전기적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실시예
에 따르면, 수중에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배관 경로 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적 장비의 투습 현상이 발생하
지 않아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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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가시광을 가이드하는 광 가이드부; 및 상기 광 가이드부에 의해 가이드된 상기 가시광을 감지하고, 상기 감지된

쏠라셀 기반 핵전지 및 그 제조 방법
기 술 명 쏠라셀 기반 핵전지 및 그 제조 방법

등록번호

10-1799791

발 명 자 주관식, 박혜민

등록일자

2017년 11월 15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쏠라셀 기반 핵전지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방사선 입사시 이를 가시광선으로 변환
시키는 섬광체에 의해 쏠라셀을 구동시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핵전지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쏠라셀 기반 핵전지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에 방사선원을 포함하고 상기 방사선원으로부
터 방사되는 방사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하여 방출시키는 광원 모듈; 및 상기 광원 모듈의 가시광선이 방출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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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치되며 상기 가시광선에 의해 전력을 발생시키는 쏠라셀을 포함하고, 상기 광원 모듈은 상기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사되는 방사선이 상기 광원 모듈 외부로 방사되는 것을 차폐하는 차폐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쏠라셀
기반 핵전지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쏠라셀 기반 핵전지는 감마선 입사시 이를 가시광선으로 변환시키는 섬광체에 의해 쏠라셀을 구동시
켜 기전력을 발생시키므로, 보다 높은 출력 전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섬광체에 의해 감마선의 고에너지가 가시광선
으로 변환되므로 감마선에 의한 쏠라셀 손상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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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전기 천공을 위한 탐침 제조 방법 및 이를 위한 홀더
기 술 명 세포 전기 천공을 위한 탐침 제조 방법 및
이를 위한 홀더
발 명 자 강치중, 이태성, 박미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702323

등록일자

2017년 1월 26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세포 전기 천공을 위한 탐침 제조 방법 및 탐침 제조를 위한홀더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SPM 탐침
에 딥 코팅(dip coating)을 수행할 때 SPM 탐침의 후면까지 코팅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홀더에 관
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세포 전기 천공을 위한 탐침 제조 방법 및 탐침 제조를 위한 홀더에 관한 것으로서, SPM 탐침에 선택적 나

SPM 탐침의 지지대 상측을 거치하는 지지대 거치부; 및 상기 지지대 거치부의 일측에 연결되어 상기 나노 입자가 분
산된 분산액에서 상기 SPM 탐침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홀더 암을 포함하는 탐침 홀더를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딥 코팅을 수행할 때 SPM 탐침의 캔틸레버 후면은 홀더에 결합되므로, 캔틸레버 후면에 나노입자가
코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SPM 탐침에 의한 측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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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입자 코팅을 수행하는 홀더로서, 상기 SPM 탐침의 프로브 팁과 캔틸레버 상측을 거치하는 캔틸레버 거치부; 상기

캡슐형 방사선 내시경 및 그 제어 방법
기 술 명 캡슐형 방사선 내시경 및 그 제어 방법

등록번호

10-1585014

발 명 자 주관식, 박혜민

등록일자

2016년 1월 7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캡슐형 방사선 내시경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CCD 카메라, 방사선 검출기 및 무선통
신 제어부를 내장하여 피검자의 내부의 방사선량을 탐지할 수 있는 캡슐형 방사선 내시경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캡슐형 방사선 내시경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피검자의 체내 영상을 획득하는 CCD 카메라; 상기 체
내로부터 방사되는 방사선을 검출하는 방사선 검출기; 및 상기 방사선 검출기로부터 검출된 방사선 선량 및 상기 CCD
03 기타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을 제어 단말로 송출하는 무선통신 제어부를 포함하는 캡슐형 방사선 내시경을 제공한다. 또
한, 피검자의 체내 영상을 획득하는 CCD 카메라, 상기 체내로부터 방사되는 방사선을 검출하는 방사선 검출기 및 상기
방사선 검출기로부터 검출된 방사선 선량 및 상기 CCD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을 제어 단말로 송출하는 무선통신 제
어부를 포함하는 캡슐형 방사선 내시경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CCD 카메라가 피검자의 체내영상을 획득하
는 단계; (b) 상기 방사선 검출기가 상기 피검자의 체내로부터 방사선을 측정하는 단계;및 (c) 상기 영상및 측정된 방사선
선량을 제어 단말로 송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캡슐형 방사선 내시경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개시된 기술의 실시예들은 다음의 장점을 포함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개시된 기술의 실시예들이 이를 전부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시된 기술의 권리범위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캡슐형 방사선 내시경은, CCD 카메라, 방사선 검출기 및 [0015] 무선통신 제어부를 내장하
므로 방사선 침착 지점 관찰 및 방사선 선량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캡슐형 방사선 내시경은 무선 통
신부를 통하여 영상 및 방사선 선량을 실시간으로 계측자 에게 전송하므로 내시경 회수후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 및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캡슐형 방사선 내시경은 CCD 카메라, 방사선 검출기 및
무선통신 제어부를 피검자의 체내조직의 방사선 투과율과 동일한 방사선 투과율을 가지는 인제등가 피막으로 패키
지 하여 보다 정확한 선량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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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구배 제어 장치 및 이를 갖는 방사선 검출 센서
기 술 명 온도구배 제어 장치 및 이를 갖는 방사선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검출 센서

등록번호

10-1445152

발 명 자 주관식, 전상준, 박혜민

등록일자

2014년 9월 22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온도구배 제어 장치 및 이를 갖는 방사선 검출 센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방사선 센서 내부의 온
도를 일정하게 설정함으로써 외부 온도에 따른 방사선 검출 특성 분석이 가능한 온도구배 제어 장치 및 이를 갖는 방
사선검출 센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센서용 온도구배 제어장치 및 이를 갖는 방사선 검출 센서에 관한 것으로, 센서에 장착되며, 외관을 형성

및 조절하는 열전소자; 상기 하우징의 내부에 장착되어 상기 열전소자로부터 전달된 열을 분산시키는 열평형판; 및
상기 하우징 내부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온도 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온도구배 제어 장치 및 이를 갖는 방사선 검출 센서는 소형의 센서에 적합한 크기를 가짐으로써 구동
을 위한 전력 소비가 적고 방사선 검출 센서의 크기를 소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온도구배
제어 장치 및 이를 갖는 방사선 검출 센서는 열전소자를 이용함으로써 방사선 검출 센서 내부의 온도구배를 균일하게
조절할 수 있어 방사선 검출 센서의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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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의 내부에 장착되며, 전류량에 따라 발열 또는 흡열하여 상기 하우징 내부의 온도를 유지

4륜 브레이크 장치를 장착한 쇼핑카드
기 술 명 4륜 브레이크 장치를 장착한 쇼핑카트

등록번호

10-1707094

발 명 자 반상우, 김태양, 최선희, 목주희, 김기연

등록일자

2017년 2월 9일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브레이크 장치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쇼핑카트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브레이크 장치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쇼핑카트 관한 것으로 앞
바퀴와 뒷바퀴가 마련된 쇼핑카트에 있어서, 상기 쇼핑카트의 뒷바퀴를 제동하는 제1 제동수단;과 상기 제1 제동수단과
독립하여 구동하며 앞바퀴 각각을 제동하는 제2 제동수단을; 포함하는 4륜 브레이크 장치를 장착한 쇼핑카트 이다.
03 기타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4륜 브레이크 장치를 장착한 쇼핑카트는, 손잡이에 포함된 브레이크 버튼으로 제동이 가능하며, 또
한 평소에는 뒷바퀴에 브레이크가 항시 채워져 있어 홀로 움직이지 않은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앞바퀴 각각에 브레
이크가 작동하여 무거운 물건을 적재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방향을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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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장입력과 높은 고정력을 가지는 유리병 홀더
기 술 명 낮은 장입력과 높은 고정력을 가지는
유리병 홀더
발 명 자 박강, 한영근, 강경식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0516362

등록일자

2005년 9월 14일

기술분야
본 발명은 유리병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홀더에 관한 것으로서, 분리 가능한 코어를 이용함으로써 고정력을 높이면서
도장입력을 크게 낮춘 홀더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상면에는 장비 결합홈이 형성되고, 하면에는 유리병 삽입홈이 형성되며, 상기 장비 결합홈과 상기 유리병
삽입홈은 관통홀에 의하여 연결되는 홀더 몸체와; 상기 관통홀을 통해 삽입되며, 일단에는 상기 관통홀보다 큰 직경

을 낮출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은 힘으로도 유리병을 홀더에 장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리병 내부로 깊숙이 삽
입되는 코어의 존재로 인하여 이송시에 유리병을 보다 안정되게 고정할 수 있다. 또한 종래에는 홀더의 높은 장입력
(밀폐압력) 때문에 작업자의 작업강도가 높아지고 부식공정을 자동화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는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홀더를 이용하게 되면 장입력을 낮출수 있기 때문에 작업강도를 낮추어 산업재해의 위험을 대폭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식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도 훨씬 용이해진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홀더의 밀폐압력을 낮출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은 힘으로도 유리병을 홀더에 장착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유리병 내부로 깊숙이 삽입되는 코어의 존재로 인하여 이송시에 유리병을 보다 안정되게 고정할 수 있다. 또한 종
래에는 홀더의 높은 장입력(밀폐압력) 때문에 작업자의 작업강도가 높아지고 부식공정을 자동화하기가 용이하지않았는
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홀더를 이용하게 되면 장입력을 낮출수 있기 때문에 작업강도를 낮추어 산업재해의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식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도 훨씬 용이해진다. 또한 홀더와 코어가 분리될 수 있고, 강
성재질의 코어는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마모된 홀더만을 교체함으로써 자원절약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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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타

의 코어헤드를 가지는 봉(棒) 형상의 코어를 포함하는 유리병 홀더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홀더의 밀폐압력

ACD 인스턴스 하드닝 방법 및 하드닝 복구 방법과 이를
이용하는 장치
기 술 명 ACD 인스턴스 하드닝 방법 및 하드닝 복구
방법과 이를 이용하는 장치
발 명 자 서재홍, 김창진

권 리 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

10-1906363

등록일자

2018년 10월 2일

기술분야
ACD 인스턴스 하드닝 방법 및 하드닝 복구 방법과 이를 이용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ACD 문제
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보다 짧은 암호문을 갖는 대칭키 기반 동형암호를 설계하도록 하는 ACD 인스턴스 하드닝 방법
및 하드닝 복구 방법과 이를 이용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기술은 ACD 인스턴스 하드닝 방법 및 하드닝 복구 방법과 이를 이용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기술의 구현예
03 기타

에 따르면, ACD 인스턴스의 링 구조를 무너뜨려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ACD 인스턴스의 길이를 줄일 수 있으며 암호
문 또한 짧게 할 수 있어 암호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면

발명의 효과
상기된 바에 따르면, ACD 문제를 어렵게 하는 하드닝 연산을 통해 보다 짧은 길이의 암호문으로도 높은 보안성을 제
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 복호화 연산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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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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