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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이전

1.1. “기술이전”이란?

u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은 실시자(일반적으로 기업체)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함

1.2. 기술이전 형태

기술이전 형태 내용

기술매매(양도양수)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실시권 

허여

(라이센스)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하는 이전방식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M&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기 타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2. 기술이전 관련 문의

u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기술사업화(TLO_BI)센터 : 창지선(041-580-480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이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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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 MEMS 마이크로폰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지향성 MEMS 마이크로폰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MEMS 마이크로폰에 대한 것으로서, MEMS 
기술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폰의 크기를 소형화시킴과 동시에 음성방향을 안
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음성방향 측정이 가능한 마이크로폰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MEMS, 마이크로폰, 지향성, 소리, 증폭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병기 교수

소속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멤스 마이크로폰
2) 그래핀 나노 복합재료
3)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 거리 또는 

진동 측정
4) 멤스 분광기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4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3-07-08 10-1478970 음성방향 측정이 가능한 마이크로폰

관련기술 등록 2015-01-08 10-1605476 음성 측정용 마이크로폰

관련기술 등록 2015-01-08 10-1604663 자체 점검이 가능한  마이크로폰

관련기술 등록 2015-02-10 10-1605170 음원의 위치측정이 가능한 마이크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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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본 기술은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MEMS 마이크로폰에 대한 것으로서, MEMS 기술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폰의 크기를 소형화시킴과 동시에 음성방향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음성방향 측정이 가능한 마이크로폰에 대한 것임

§ 기존의 지향성 마이크로폰의 경우 2개의 독립적인 마이크로폰을 일정거리로 이격시켜 
음파가 오는 방향에 따른 음압의 차이 및 음파의 위상차를 측정하여 소리의 방향성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2개의 마이크로폰 사이의 거리가 매우 근접하면 소리의 신호가 
유사하게 되어 소리의 방향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본 기술은 음성에 의해 진동하는 진동부재의 진동을 위치 별로 감지하여 음성의 세기 및 
방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지향성 MEMS 마이크로폰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해 제작된 지향성 마이크로폰 구조 및 SEM

음성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45도로 왔을 때 진동판 좌우의 진동폭의 주파수 응답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지향성 마이크로폰 구조

기능 기술 내용

양쪽 힌지에 시소와 같이 매달린 구조로 
음파의 방향에 따라 힌지 좌우의 진동판의 
진동폭이 변하는 구조의 지향성 마이크로폰

진동판 밑의 도체를 통한 정전용량/압전 
방식의 지향성 마이크로폰

도체 진동판과 이 진동판 밑에 위치한 도체 
간에 교류전압을 가해 진동판의 동적 특정의 

자체 검사가 가능

두 개 또는 세 개의 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음원의 방향 벡터 또는 음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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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음파에 의해 진동하는 진동부재의 진동을 위치별로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파의 세기 
및 위치를 계산함으로써 마이크로폰의 소형화와 음성 방향 측정을 동시에 수행 가능함

② 혁신성

§ 음파에 의해서 진동하는 진동부재 및 이를 지지하는 케이스상에 각각 한 쌍의 전극을 
구비하고 전극 사이의 정전용량 변화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진동부재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음

기술 동향

§ MEMS 마이크로폰의 핵심 기술인 MEMS 음향센서 칩 시장 기준에서는 놀스, 인피니언 
(독일), 옴론(일본), NJRC(일본) 순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MEMS 마이크로폰 모듈 시장 선두주자는 미국의 놀스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놀스의 출하량은 2위인 중국의 고어텍(Goertek) 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연이어 3위 중국의 ACC, 4위 프랑스와 이탈리아 합작 기업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STMicroelectronics), 5위 국내 기업인 BSE 등이 시장에서 독보적임

§ 국내 기업 중 눈에 띄는 행보로는 ECM 마이크로폰에서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에스이(BSE)가 ETRI의 기술을 이전 받아서 MEMS 마이크로폰 개발을 시작 
하였으며, 2017년 6월 음성 전처리를 내장한 음성인식 모듈 개발에 성공해 하반기에 
상용화하였음

시장 동향

§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기술 성장과 더불어 정확한 음성 인식을 돕는 필수 반도체인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마이크로폰’이 주목받고 있으며, MEMS 
마이크로폰은 2002년에 미국의 놀스(Knowles)가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애플이 2012년 
아이폰5에 ‘시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놀스의 MEMS 마이크로폰을 
채택하면서 시장이 급부상했음

§ 이후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기능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보다 정확한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폰의 MEMS 마이크로폰의 탑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아이폰 6에 3개가 탑재됐던 MEMS 마이크로폰은 아이폰 6S 시리즈부터 4개로 
증가했으며, 삼성전자, 샤오미, 화웨이, LG전자 등도 아이폰에 영향을 받아 스마트폰에 
4개의 MEMS 마이크로폰을 탑재하기 시작하였음

§ 시장조사기관 욜(Yol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MEMS 마이크로폰과 더불어 기존에 
각광 받았던 전자콘덴서마이크(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ECM), 오디오 IC 시장은 
2016년 1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2022년까지 연평균 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지향성 MEMS 마이크로폰은 소형화가 가능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음성인식 개인용 휴대전자기기에 적용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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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MEMS 마이크로폰은 2016년 9억 3300만 달러 시장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10억 
달러 이상 시장을 형성하며, 약 50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에 탑재될 것으로 발표하였음

§ 또 MEMS 마이크로폰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1.3% 성장하며 가장 높은 
성장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에 코덱, DSP, 증폭기를 포함하는 오디오 IC 
시장은 2016 년 43억 달러 시장 규모를 형성하였음

[그림] MEMS마이크로폰 시장 전망

※ 자료 : Yole

§ 전 세계 대화형 인공지능(AI) 시장은 종류에 따라 챗봇과 지능형 가상비서(IVA)로 
분류되며, 지능형 가상비서(IVA)는 2019년 16억 2,98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0.9%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62억 6,6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대화형 인공지능(AI) 시장의 종류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Conversational AI Market, 2019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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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차가 있는 광학 회절 격자를 이용한 디지털 거리 센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위상차가 있는 광학 회절 격자를 이용한 디지털 거리 센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광학 회절 격자를 투과하여 서로 다른 위상으로 진행하는 광들을 
병합하여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소형화 및 정밀도 향상이 가능한 디지털 거
리 센서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광학, 회절 격자, 위상차, 거리, 센서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병기 교수

소속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멤스 마이크로폰
2) 그래핀 나노 복합재료
3)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 거리 또는 

진동 측정
4) 멤스 분광기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4-02-13 10-1606838 튜너블  레이저와 거리 변조를 이용한 거리 
측정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거리 측정방법

관련기술 등록 2013-05-16 10-1497209 광학 회절격자 및 이를  이용한 거리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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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간섭계란 동일한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광을 두 갈래 이상으로 분할하여 진행경로의 
차이를 발생시킨 후, 분할된 광들이 다시 모였을 때 일어나는 간섭현상을 이용한 
측정기로로서 물체의 변위를 측정하는데 사용됨

§ 기존의 간섭계는 기준이 되는 거울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로부터 오는 레이저의 
광간섭을 이용하여 물체의 변위를 측정하며, 광원으로 헬륨 네오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 
한 주기의 파장이 대략 640nm가 되므로 320nm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지만 이러한 
정밀도로는 물체의 미세 진동이나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려움

§ 본 기술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광학 회절 격자를 투과하여 서로 다른 
위상으로 진행하는 광들을 병합하여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소형화 및 정밀도 향상이 가능한 
디지털 거리 센서에 대한 것임

[그림] 위상차가 있는 회절 격자를 이용한 고정밀도 디지털 센서 구현

여섯 개의 회절 격자를 이용한 경우 그림 (b)와 같은 형상을 가지며, 반파장의 1/26의 
정밀도를 가지게 되고, 이는 HeNe 레이저의 경우 5nm 이하의 정밀도가 됨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한 위상차가 있는 회절 격자를 이용하면 거리 센서의 동작 원리가 
간단해지고 소형화가 가능함

§ 회절 격자를 많이 둘수록 정밀도가 향상될 수 있으며, 프로세스가 간단하여 디지털로의 
구현이 용이함

§ 광원을 튜너블 레이저(tunable laser)로 마련함으로써 측정대상물을 움직일 필요 없이 
광원과 측정대상물 사이의 절대거리를 측정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기존의 간섭계가 빔스프리터와 reference 거울이 필요하여 크기가 컸지만, 본 기술에 의한 
센서는 매우 컴팩트한 디자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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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그림] 본 기술에 의한 디지털 거리 센서의 소형화 디자인

기술 동향

§ 레이저 간섭계 관련 연구는 각국의 표준 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나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노미터보다 작은 영역의 측정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EURAMET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일본 표준연구기관인 NMIJ/AIST에서도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시간 비행법 및 
광학간섭계를 적용한 정밀 절대거리측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의 위성군 
비행프로그램 등에 기술자문을 하고 있음

§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정밀 변위 측정에 대한 연구는 표준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파장 안정화 레이저 개발 및 레이저 주파수 측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장거리에서 나노미터 분해능을 구현함

§ 이오시스템은 전기광학거리측정기(Electro-opticaldistance meter, EDM)를 자체 개발하여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음

시장 동향

§ 국내 시장은 변위 레이저 간섭계만의 시장 규모는 약 200억 원/년 미만이지만 반도체와 
LCD 장비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간섭계를 고려하면 1000억 원/년 정도임

§ 국내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 부품의 형상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표면형상 측정기가 설치됨으로서 시장이 급속히 증가함

§ 글로벌 시장에서 레이저 간섭계는 Zygo, Agilent 양사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후발 주자인 Renishaw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음

§ 광학거리측정기는 Trimble, Leica, Sokia 등이 시장을 삼분하고 있으며 연 1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전 세계 거리 측정 산업은 2016년 3억 3,19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6.3%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6억 2,4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서로 다른 위상차를 가지는 2개의 간섭 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광학 
회절격자를 이용함으로써 장치를 소형화시킴과 동시에 측정 정밀도도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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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글로벌 거리 측정 장치의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World LiDAR Market Opportunities and Forecasts, 213-2020”, Allied Market Research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디지털 거리센서는 대형 구조물의 정렬, 공작기계 모니터링, 안전시절의 
장기 안전 모니터링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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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스캐너를 이용한 가상 작업 공간 모델링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3D 스캐너를 이용한 가상 작업 공간 모델링

기술 개요
본 기술은 3D 스캐너를 통해 얻어진 물체의 3차원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가
상현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에 대한 것으로서, 작업 공간 모델링에서 뎁
스 이미지를 이용한 버텍스 최적화 방법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3D 스캐너, 가상현실, 뎁스, 이미지, 버텍스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상연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휴대용기기에서의 햅틱 인터랙션
2) 투명 액츄에이터
3) 임베디드 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7-07-02 10-1998397 작업 공간 모델링에서 뎁스 이미지를 이용한 
버텍스 최적화 방법 및 시스템

관련기술 등록 2017-07-02 10-1998396
3D 스캐너를 이용한 가상 벽면 기반의 작업 

공간 모델링 방법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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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가상현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각화와 가상의 물체와의 상호작용이라는 두 
기술이 필요함

§ 3D 스캐너를 이용하면 주변 환경을 센서로 감지하고 공간을 매핑함으로써 작업 공간을 
3D로 모델링이 가능함

§ 3D 모델링에서 버텍스는 기본 단위로서 점을 의미하며, 3개 이상의 버텍스가 모여 하나의 
폴리곤을 형성하게 되고 폴리곤의 조합을 통해 오브젝트를 3D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3D 매핑을 할 때 물체의 음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버텍스의 수가 매우 
많으며, 버텍스의 생성 위치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본 기술은 가상의 면을 만들어 뎁스 이미지를 생성하고 버텍스가 생성되지 않은 틈새를 
메우고 리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현저히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동일한 3D 모델링이 가능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작업 공간 모델링에서 뎁스 이미지를 이용한 버텍스 최적화 방법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3D 스캐너를 통해 스캔된 공간 데이터를 가상 벽면에 프로젝션한 버텍스 이미지로부터 
뎁스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불균일한 버텍스를 균일하게 정렬시키고, 버텍스가 생성되지 
않은 틈새를 메워 신속하게 가상의 작업 공간을 모델링할 수 있음

§ 작업 공간 모델링에서 요구되는 버텍스의 수를 현격하게 감소시키고, 버텍스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량을 감소시키며, 그래픽 처리를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첨단기술연구소는 2018년부터 9년간 정부지원금 약 53억원을 들여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본 첨단기술연구소는 초고해상도 가상환경시스템과 가상 촉감 시스템(햅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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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해 생성된 가상현실 콘텐츠를 교육훈련에 활용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실습용 
장비를 대체하면서 유사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기술 동향

§ 세계 가상현실 시장에서 가상현실용 콘텐츠 시장의 주요 기업은 아래와 같음 

[표] 가상현실용 콘텐츠 시장의 주요 업체 및 현황

기업명 현황

① 360 Labs

Ÿ VR, 데스크탑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360도 몰입형 파노라마 이
미지 및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음

Ÿ 구글지도와 연계된 실내 가상 투어 스트리트 뷰를 구글의 인증을 받고 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② Netflix Ÿ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Gear VR용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③ 삼성전자
Ÿ Gear VR용 콘텐츠 및 앱을 구글스토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Ÿ Gear 360 카메라는 Gear VR용 360 회전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음

④ Google
Ÿ Google Play 무비 및 TV를 통해 온라인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Ÿ 유튜브를 통해 2015년부터 360도 회전 동영상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음

Koncept VR
Ÿ 가상현실 비디오 카메라를 제작하는 ‘Freedom 360’의 자회사로서 가상현실

용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

Jaunt

Ÿ 가상현실 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가상현실 영화 제작용 앱 개발업체임
Ÿ 가상현실용 콘텐츠를 Google Cardboard, Oculus Rift, HTC VIVE 등의 모바

일 디바이스에서 재생 가능하도록 변환시켜 주는 ‘ Jaunt Cloud Services’를 
제공하고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가상현실 시장은 2016년 76억 7,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8.89%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561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Virtual Reality Market, 2017



- 12 -

§ 가상현실 콘텐츠는 최종 소비자 유형에 따라 판매 산업(예. 가상 의류 착용 프로그램 등),, 
교육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게임 산업 및 기타 산업으로 분류되며 교육 산업에서의 
가상현실은 2016년 1억 2,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00.31%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8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의 최종 소비자 유형에 따른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 TechNavio, Global Virtual Reality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증강 현실 및 가상현실 기술은 의료, 국방, 엔터테인먼트, 건축. 디자인, 제조업,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

ü (의료) 의료교육, 진단 및 치료계획, 가상 수술 시뮬레이션, 원격 로봇 수술 시스템 뿐 
아니라 심리치료 등의 치료요법으로도 활용됨

ü (국방, 로봇, 제조) 비행 및 항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 기계 등의 안전도 테스트 
등으로 활용됨

ü  (엔터테인먼트) 게임, 문화산업 등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가상 유적지, 
박물관, 영화관람, 가상현실 기반 게임 등으로 활용됨

[표] 교육, 훈련 적용 사례

※ 자료 : Goog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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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틱 휠을 이용한 가상현실 시스템 및 게임 콘트롤러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햅틱 휠을 이용한 가상현실 시스템 및 게임 콘트롤러

기술 개요
본 기술은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정교한 촉감을 제공할 수 있도
록 직접 가상현실(VR) 조종기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가상현실, 촉감, 촉각, 햅틱, 콘트롤러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상연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휴대용기기에서의 햅틱 인터랙션
2) 투명 액츄에이터
3) 임베디드 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3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9-05-08 10-2019-0053880
햅틱 휠을 이용한 VR 또는 게임 컨트롤러 및 그 

제어 방법, 이를 구비한 VR 시스템

관련기술 등록 2017-07-02 10-1998396
이동 진동파를 제공할 수 있는 VR 또는 게임 
컨트롤러 및 그 제어 방법, 이를 구비한 VR 

시스템

관련기술 등록 2017-12-22 10-2026703 햅틱 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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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본 기술은 가상현실 또는 게임 콘트롤러에 사용자가 회전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햅틱 
휠을 형성하여 가상현실에서 발생된 이벤트를 감지하여 사용자가 햅틱 휠의 감각을 회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햅틱 휠의 동작 프로세스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종래의 햅틱 디바이스는 진동 모터를 이용하여 시청각 정보와 함께 진동을 전달함으로써 
단순하고 고정된 형태의 진동 햅틱만 제공하여 보다 사실적인 진동 감각을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본 기술에 의하면 가상현실 또는 게임 환경에서 상황별 회전 감각을 보다 사실적인 진동 
감각으로 다양하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음

② 혁신성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첨단기술연구소는 2018년부터 9년간 정부지원금 약 53억 원을 들여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본 첨단기술연구소는 초고해상도 가상환경시스템과 가상 촉감 시스템(햅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가상현실 조종기에 온도 감각과 팽창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햅틱 콘트롤러를 개발하였으며, 
온도 센서와 열전도율이 높은 소자, 수냉식 방열판과 냉각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도감을, 
소형 압축기와 진공펌프 등을 이용해 팽창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 완료하였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해 개발된 햅틱 콘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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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세계 가상현실 시장에서 가상현실용 글로브 시장의 주요 기업 및 주요 제품은 아래와 같음 

[표] 가상현실용 글로브 시장의 주요 업체 및 주요 제품

기업명 주요 제품 현황

CyberGlove Systems

Ÿ CyberGlove III
Ÿ CyberGlove II
Ÿ CyberTouch II
Ÿ CyberTouch.

MANUS VR Ÿ HTC VIVE

NeuroDigital Technologies
Ÿ Avatar VR
Ÿ Gloveone.

Virtalis Ÿ PlayStation VR headset

Zebronics Ÿ Zeb VR headset

FOVE Ÿ Gear VR

Dexta Robotics Ÿ LG 360 VR

Synertial Ÿ Carl Zeiss VR

시장 동향

§ 전 세계 가상현실 시장은 2016년 76억 7,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8.89%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561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Virtual Reality Market, 2017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햅틱 콘트롤러에 의하면 사용자는 가상현실이나 게임 환경 기반 
서비스에서 최적화된 속도를 갖는 회전 감각을 보다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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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가상현실 시장은 플랫폼 유형에 따라 컴퓨터 부분, 콜솔 부분, 모바일 디바이스 
부분으로 분류되며, 가상현실의 콘솔 부분은 2016년 12억 7,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5.14%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81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의 플랫폼 유형에 따른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 TechNavio, Global Virtual Reality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증강 현실 및 가상현실 기술은 의료, 국방, 엔터테인먼트, 건축. 디자인, 제조업,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

ü (의료) 의료교육, 진단 및 치료계획, 가상 수술 시뮬레이션, 원격 로봇 수술 시스템 뿐 
아니라 심리치료 등의 치료요법으로도 활용됨

ü (국방, 로봇, 제조) 비행 및 항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 기계 등의 안전도 테스트 
등으로 활용됨

ü  (엔터테인먼트) 게임, 문화산업 등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가상 유적지, 
박물관, 영화관람, 가상현실 기반 게임 등으로 활용됨

[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개념

증강현실 가상현실

개념 Ÿ 현실의 상황에 가상의 정보를 추가
Ÿ 현실/허구의 상황을 100% 가상으로 

구현

예

포켓몬 고
가상 군사훈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국내외 Ar/VR 산업 현황 및 시사점, 2017



 

- 17 -

자기유변 탄성체 기반의 강성가변장치 및 이를 이용한 햅틱 콘트롤러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자기유변 탄성체 기반의 강성가변장치 및 이를 이용한 햅틱 콘트롤러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자기유변 탄성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강성 변화를 줌
으로써, 가상의 물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가상현실 또는 게임의 몰입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자기유변, 탄성체, 가상현실, 햅틱, 콘트롤러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상연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휴대용기기에서의 햅틱 인터랙션
2) 투명 액츄에이터
3) 임베디드 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3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7-02-21 10-1922097 자기유변유체 기반 리니어 액추에이터

관련기술 등록 2018-11-22 10-2052657 형상 변형 햅틱장치

관련기술 출원중 2019-01-22 10-2019-0007824
자기유변 탄성체 기반의 강성가변장치 및 그를 

포함하는 햅틱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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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햅틱이란 피부가 물체에 닿았을 때 느끼는 촉감이나 관절의 근육 움직임이 방해받을 때 
느껴지는 감각적인 힘을 통한 인간과 장치의 정보 교환 시스템 또는 장치에 사용되는 
기술을 말함

§ 본 기술은 자기장 또는 전기장에 의해 점성이 변화하는 자기유변 유체를 활용하여 
자기유변 유체의 점성변화에 의해 스페이서에 형성된 홀을 이동하는 유변 유체의 변화되는 
저항력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햅틱을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것임

§ 본 기술은 더욱 상세하게는 자기유변 탄성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강성 변화를 
줌으로써 가상의 물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가상현실 또는 게임의 몰입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자기유변 탄성체의 자기장에 대한 변형을 나타낸 단면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자기유변탄성체 기반의 강성 가변장치를 구비하는 햅틱 컨트롤러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통상적인 햅틱 디바이스는 진동 모터를 이용하여 시청각 정보와 함께 진동을 
전달함으로써 단순하고 고정된 형태의 진동 햅틱만 제공함에 따라 보다 사실적인 진동 
감각을 사용자가 느끼지 목하는 문제점이 있음

§ 본 기술에 의하면 자기유변 탄성체 주머니에 자기장을 인가하면서 자기유변 탄성체 
주머니 내부 공간에 공기, 자기유변체 및 전기유변유체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주입물 
주입으로 형상이 변하는 자기유변 탄성체 주머니를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햅틱 감각을 
제공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첨단기술연구소는 2018년부터 9년간 정부지원금 약 53억원을 들여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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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 본 첨단기술연구소는 초고해상도 가상환경시스템과 가상 촉감 시스템(햅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자기유변 탄성체 주머니의 디자인을 변경 및 교체하지 않고서도 자기장 생성부의 제어를 
통해 자기유변 탄성체 주머니의 다양한 형상 변형이 가능하여, 제품에 적용하기가 용이함

기술 동향

§ 물체의 재질감(미세한 돌기, 부드러운/거친 정도 등)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피부 감각 
햅틱 장치가 사용되고 있음

§ 피부 감각 햅틱 장치는 일반적으로 전기적인 방식이나 기계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전기적 자극 방법은 에너지 소비가 적고 빠른 응답과 작은 부피를 가지며, 피부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 오작동이 비교적 적임

§ 기계적인 방식은 선형공진모터 또는 피에조 모터와 같은 작은 구동기를 이용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사용자가 얇고 유연한 가상현실 기기(햅틱 장갑)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햅틱 
구동기 및 햅틱 장치를 얇고 유연하게 개발하려는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가상현실 시장은 2016년 76억 7,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8.89%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561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Virtual Reality Market, 2017

기술의 기대 효과

§ 기존 공압 제어 방식의 형상 변형 햅틱 장치들은 다양한 형상을 형성하기 위해 공기 
주머니의 디자인을 변경 또는 교체하여야 하지만 본 기술에 의한 자기유변 탄성체 
주머니는 다양한 형상 변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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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가상현실 시장은 플랫폼 유형에 따라 컴퓨터 부분, 콘솔 부분, 모바일 디바이스 
부분으로 분류되며, 가상현실의 콘솔 부분은 2016년 12억 7,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5.14%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81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의 플랫폼 유형에 따른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 TechNavio, Global Virtual Reality Market, 2017

§ 사용자에게 촉감을 전달하는 햅틱 인터페이스 시장은 모바일, 자동차, ATM, 병원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2025년 13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의 플랫폼 유형에 따른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Lux Research, 2013.8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증강 현실 및 가상현실 기술은 의료, 국방, 엔터테인먼트, 건축. 디자인, 제조업,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

[그림] 햅틱 인터페이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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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염화비닐 겔 기반 햅틱 액추에이터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폴리염화비닐 겔 기반 햅틱 액추에이터 및 이를 이용한 햅틱 콘트롤러

기술 개요
본 기술은 물결무늬 형상을 가지는 폴리염화비닐 겔을 이용하여 유연한 필
름타입의 진동 촉감 엑추에이터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폴리염화비닐, 겔, 플렉서블, 햅틱, 액추에이터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상연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휴대용기기에서의 햅틱 인터랙션
2) 투명 액츄에이터
3) 임베디드 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5-03-08 10-1627155 햅틱 액추에이터 구조를 갖는 햅틱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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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최근 모바일 장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얇고 유연한 형태로 연구 및 
개발되고 있으며, 유연 장치에서 촉감을 생성하기 위한 유연 진동 촉감 액추에이터들이 
연구되고 있음

§ 본 기술은 1차적으로 전도성 폴리우레탄을 이용하여 얇고 유연한 진동 촉감 액추에이터를 
개발하였으며, 본 기술은 기존 금속 기반 액추에이터에 비해 가볍고 제작이 간편하지만 
휘거나 눌렸을 때 진동의 세기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2차적으로 물결무늬 형상을 가지는 
폴리염화비닐 기반의 겔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필름타입의 진동 촉감 
액추에이터를 개발하였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전도성 폴리우레탄 필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물결무늬 형상의 PVC 겔 기반 유연 촉감 액추에이터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한 진동 촉감 액추에이터는 폴리우레탄 기반 액추에이터와 달리 휘거나 눌린 
상태에서도 진동의 세기가 감소하지 않아 유연한 장치에 적용이 용이함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한 진동 촉감 액추에이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워치 등에 용이하게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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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물체의 재질감(미세한 돌기, 부드러운/거친 정도 등)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피부 감각 
햅틱 장치가 사용되고 있음

§ 피부 감각 햅틱 장치는 일반적으로 전기적인 방식이나 기계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전기적 자극 방법은 에너지 소비가 적고 빠른 응답과 작은 부피를 가지며, 피부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 오작동이 비교적 적임

§ 기계적인 방식은 선형공진모터 또는 피에조 모터와 같은 작은 구동기를 이용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사용자가 얇고 유연한 가상현실 기기(햅틱 장갑)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햅틱 
구동기 및 햅틱 장치를 얇고 유연하게 개발하려는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6년 37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5.11%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66억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Flexible Displays Market, 2017

§ 사용자에게 촉감을 전달하는 햅틱 인터페이스 시장은 모바일, 자동차, ATM, 병원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2025년 13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기술의 기대 효과

§ 최근 활발하게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 워치의 손목 밴드나 유연 디스플레이 장치 등에 
탑재되어 사용자에게 진동 촉감 피드백을 제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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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의 플랫폼 유형에 따른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Lux Research, 2013.8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증강 현실 및 가상현실 기술은 의료, 국방, 엔터테인먼트, 건축. 디자인, 제조업,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

[그림] 햅틱 인터페이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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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센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정전용량형 압력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유천제 사이 가로 또는 세로 전극행열을 배치하여 정밀한 변화량
을 파악할 수 있는 정전용량형 압력 센서에 관한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정전용량, 압력센서, 로봇암, 햅틱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상연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휴대용기기에서의 햅틱 인터랙션
2) 투명 액츄에이터
3) 임베디드 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9-08-12 10-2019-0098043 정전용량형 압력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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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종래에 압력으로 휘어진 다이어프램이 대향면으로 접촉해 압력을 검지하는 정전용량형 
압력센서가 개발되었지만, 이는 구조가 복잡하고 압력이 인가된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려움

§ 본 기술은 전극과 유전체를 이용하여 정밀한 변화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전용량형 압력 
센서에 관한 기술임

§ 외부 압력 인가에 따라 압출되는 제 1 전극층과 제 1 전극층의 위 및 아래에 배치되는 제 1, 
2 유전체층, 제 2 유전체층 아래 배치되는 제 2 전극층, 제 2 전극층 아래 배치되는 제 3 
유전체층 및 제 3 유전체층 아래 배치되고 제 2 전극층과 직교하는 제 2 방향을 따라 
배치되는 제 3 전극층으로 구성됨

§ 로봇암의 손가락에 에레이 형태로 배치되어 인공 피부 형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손가락이 
물체에 접촉 시 압력센서의 정전용량 변화를 감지하여 접촉 여부, 접촉 강도 등을 정밀하게 
센싱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압력센서가 적용된 로봇암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유전체 사이에 가로 또는 세로 전극 행열을 교대로 배치시켜 구간별 압력 인가 위치 및 
그에 따른 변화량을 구간별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압력센서를 인공 근방추, 인공 피부 및 디스플레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접촉 
여부, 강도 등을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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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압력센서는 반도체 기술과 MEMS 기술의 발전에 의해 초소형화 디지털화 저전력화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

§ 전 세계 압력센서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Honeywell International (미국), Robert Bosch 
(독일), General Electric (미국), STMicroelectronics (미국), Emerson Electric (미국) 등이 
있음

§ 정전용량형 MEMS 압력센서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전극판의 간격을 외부로부터의 
응력에 의하여 변화되어 전극 간의 정전용량이 변화함

§ 정전용량형은 매우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고 미세한 변화도 회로에서 감지할 수 있어 
고감도이나, 전극의 형성, 외부 회로와의 연결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응답성이 나빠 
수요는 적은 실정임

시장 동향

§ 전 세계 압력센서 시장은 2017년 83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2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압력센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Pressure Sensor Market, 2017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압력센서는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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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압력센서 시장은 2017년 4억 1,4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58%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5억 4,1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압력센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Pressure Sensor Market, 2017

§ 전 세계 로봇 외골격 시장은 2017년 8,560대에서 연평균 성장률 30.38%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만 2,25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로봇 외골격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Robotic Exoskeleton Market, 2018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압력 센서는 로봇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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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가변형 초박막 인공수정체(마이크로 렌즈)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초점 가변형 초박막 인공수정체

기술 개요

본 기술은 랩 내에서 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온도(유리전이온도)를 저
하시켜 유연성을 부여하고 전압을 가하여 랩의 변형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초점이 자동으로 변화하는 80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초박막 인공수정
체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폴리염화비닐, 겔, 인공수정체, 초박막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상연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휴대용기기에서의 햅틱 인터랙션
2) 투명 액츄에이터
3) 임베디드 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9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5-03-08 10-1686442 폴리머 기반 가변 렌즈 및 렌즈 초점거리 조절 
방법

관련기술 등록 2015-03-08 10-1740987 이온 고분자 금속  복합물 기반 가변 렌즈 및 
가변 렌즈의 제조 방법

관련기술 등록 2016-11-25 10-1880110 마이크로 렌즈

관련기술 등록 2017-04-10 10-1922098 가변 초점 양볼록 렌즈

관련기술 출원중 2018-07-17 10-2018-0083123 스마트 광학계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이를 
구비한 안경

관련기술 출원중 2018-07-17 10-2018-0083170 가변초점거리와 가변초점방향의 조정이 가능한 
광학렌즈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이를 구비한 안경

관련기술 출원중 2018-08-30 10-2018-0102949 자기 가변 조리개

관련기술 등록 2018-08-31 10-1986756 렌즈 작동 액추에이터를  갖는 가변 렌즈 장치

관련기술 출원중 2018-10-11 10-2018-0120939 가변렌즈 어레이를  이용한 광각 촬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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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본 기술은 음식물을 보관할 때 흔히 사용하는 랩에 다량의 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온도를 떨어뜨려 유연성을 부여하는 물질인 가소제에 소량의 폴리염화비닐 고분자를 
추가하여 젤(Gel) 상태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전기를 걸어주어 형상을 변화시켜 초점이 
자동으로 변화하는 80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초박막 인공수정체에 대한 것임

§ 본 기술에 의한 초박막 인공수정체는 인간 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초점을 가짐으로써, 
사람의 눈보다 훨씬 가깝거나 더 멀리, 그리고 다양한 초점으로 물체를 볼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초점 가변형 초박막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생체모방렌즈의 구조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한 초점 가변형 초박막 인공수정체는 전압의 인가에 따라 수축 또는 
팽창하는 특성을 가지고 전압 인가에 따라 특정 극성 방향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고분자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렌즈 작동 액추에이터를 통해 렌즈의 초점거리 또는 시야각을 
가변할 수 있음

§ 또한, 원하는 대로 형상이 변화하며 사람의 눈보다 초점거리를 더욱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빠른 응답 속도와 저 전력 구동이 가능함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한 초점 가변형 초박막 인공수정체는 렌즈나 망원경 등에 접목하는 데서 
나아가 드론에 적용하는 경우 대상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선명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조첨 가변형 초박막 인공수정체는 광학 분야 원천기술로서 일반 로봇 
뿐만 아니라 초소형 비행 로봇에 장착되어 넓은 재난 현장을 빠짐없이 정찰 가능함

§ 또한, 내시경이나 복강경에 장착하면 통증 없이 더 넓고 정확한 관찰이 가능하며, 
전기전자, 의료, 군사 분야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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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마이크로 렌즈는 마이크로 광학의 분야에 있어 광의 집광 및 평행광으로의 변환에 빠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소자로서, 마이크로 렌즈의 종류로는 마이크로 볼 렌즈, 비구면 
렌즈와 GRIN 렌즈가 대표적으로 있음

§ 마이크로 볼 렌즈는 미세한 유리알을 렌즈로서 이용한 것으로 보통 반지름이 일정하며, 
양산성이 뛰어나고 고정밀도를 가진 것이 제작되고 있으며, 저전력 분야, 저가격 통신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가격이 저렴하고 모듈 비용도 하락하는 추세여서 폭넓게 
이용하고 있음

§ 비구면 렌즈분야에서 일본 알프스 전기의 V홈 소형 비구면 글래스 렌즈는 직경 1.0mm를 
실현하고 있으며, 또한 「FLA 시리즈」는 경통일체형으로 업계 최소인 직경 1.8 mm의 
소형화를 이루었음

시장 동향

§ 렌즈 부품 시장 중 가장 큰 비구면 렌즈시장은 2015년 약 4조 760억 원으로, 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까지 약 12.8%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광학장비의 첨단화로 렌즈의 고성능화, 소형화, 대구경화, 경량화 등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실현할 비구면 렌즈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DVD,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프로젝터, 프린터 등의 물량 확대로, 비구면 렌즈의 시장은 
매년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음

[그림] 글로벌 비구면 렌즈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KISTI

§ 국내 비구면 렌즈 시장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휴대폰에 카메라가 적용되면서 급속히 
시장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 기준 1조 5,643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2조 7,692억 원 규모의 사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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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성장세는 현재 수출주력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스마트폰, 프로젝션 TV, DVD, 
Camera, 프로젝터 등의 물량확대로 비구면 렌즈의 시장은 매년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임

§ 세계 최고 수준인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렌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주력산업의 ICT융합화에 따라 적용분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 국내 비구면 렌즈 시장의 성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우리나라 비구면 렌즈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KISTI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조첨 가변형 초박막 인공수정체는 드론 촬영용 카메카 렌즈, 의료용 
카메라 렌즈에 적용 가능함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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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틀니를 이용한 건강관리 시스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스마트 틀니를 이용한 건강관리 시스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틀니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스마트 틀니에 대
한 것으로서, 틀니에 치아 건강 관리 센서를 부착하여 사용자의 알코올 섭취
양, 저작 횟수, 저작 속도 및 음식 섭취 후 일정시간 이후 틀니에 있는 세균
의 양을 측정하여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틀니에 대
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틀니, 건강, 관리, 모니터링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원태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CPS(Cyber-Physical Systems)
2) IoT
3) Dependable Computing
4) Neuromorphic computing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6-10-11  10-1839344 스마트 틀니 및 이를 이용한 건강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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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 중심에서 꾸준한 관리 및 사전 예방 중심인 새로운 건강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 본 기술은 틀니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스마트 틀니에 대한 것으로서, 
침 성분 분석, 세균 감지, 저작 회수 측정, 알코올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며, 스캐너를 통해 사용자가 섭위한 음식의 영양분 및 
칼로리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체계적인 식습관 관리 및 식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틀니에 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스마트 틀니 및 건강관리 시스템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한 스마트 틀니 및 이를 이용한 건강관리 시스템은 사용자가 스마트 틀니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식습관 관리 및 식단을 조절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사용자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저작 횟수를 측정하는 센서가 켜져 
저작 횟수를 측정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스마트폰을 통해 보여주며, 사용자가 그에 따라 
식사 속도를 알맞게 조절 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 침 성분 분석을 통해 혈당량을 체크해, 당뇨나 각종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스마트 틀니는 건강관리에 따로 투자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한 헬스 케어를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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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치과용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업체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150여 업체 이상으로 
추정되며,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Nobel Biocare, 3i, Zimmer, ITI, Straumann, Bicon, 
Lifecore Biomedical, Dentsply, Friadent, ACE 등이 있음

§ 2011년 기업별 치과용 임플란트 점유율을 살펴보면 Straumann Holding, Nobel Biocare 
Holding, Dentsply International 세 업체가 전체 시장의 50.1%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업체인 Ostem Implant은 3.8%의 점유율로 상위 6개 업체에 포함됨

[그림] 기업별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011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라인치과기공㈜이 새롭게 선보인 ‘스마트 틀니’가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 틀니’는 틀니에 작은 칩이 삽입돼 있는 형태로, 스마트의 NFC기능 활성화 
후 틀니에 가까이 접촉하면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임

시장 동향

§ 2019년 현재 우리나라 틀니 인구는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2명 중 1명은 틀니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전 세계 구강위생 시장은 2017년 479억 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29%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563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구강위생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Oral Hygiene Marke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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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구강관리 및 구강위생 시장은 제품에 따라 치약, 칫솔 및 부속품, 구강 
세정제/린스, 치과용 부속품/보조용품, 의치용 제품, 치과 보철 세척액으로 분류됨

[그림] 글로벌 구강관리 및 구강위생 시장의 제품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Oral Care/Oral Hygiene Market, 2017

§ 전 세계 의료용 IoT 시장은 2015년 338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6.5%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60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의료용 IoT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Internet of Things Market in the Healthcare Sector, 2016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틀니 및 임플란트 제품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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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분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분산 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객체를 인식하고 객체와의 거
리를 판단하여 자동차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술에 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자동차, 분산, 시뮬레이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원태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CPS(Cyber-Physical Systems)
2) IoT
3) Dependable Computing
4) Neuromorphic computing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9-01-30  10-2019-0011958 분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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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주행 중인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해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영상에서 상대 차량 및 
보행자 등 움직이는 물체와 배경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많은 데이터 량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상대 차량 및 보행자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리 판단하지 못하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

§ 본 기술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객체를 인식하고 객체와의 거리를 
판단함으로써 자동차의 움직임을 사전에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프레임워크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기존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들과 달리 고성능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저가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이용하여 객체 인식률,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차선유지지원 시스템을 검증 가능함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대한 시험에 의하면 객체 인식률은 보행자는 93.81%, 자동차는 90.73%, 
신호등(빨간색)은 93.26%로 나타났고,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의 방어율을 100%로 
나타났으며, 차선유지지원 시스템(211)의 정확도는 교차로를 포함한 환경에서 약 83.04%, 
교차로를 포함하지 않은 환경에서 약 95.73%로 측정되었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객체를 인식하고 객체와의 
거리를 판단함으로써, 자동차의 움직임을 사전에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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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전자콘트롤유닛(ECU)의 유럽 및 북미 지역 개발회사-2017년 

순번 개발회사 내용

1 Mitsubishi 
Electric

• 미쓰비시전기의 1세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전자콘트롤유닛(ECU)는 마
이크로컴퓨터에서 프로세싱 유닛으로 L2 등급의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함

• 2021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한된 L3 등급의 2세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전자콘트롤유닛(ECU)는 마이크로컴퓨터, 고성능 SoC를 프로세싱 유
닛으로 채택할 예정임

2 Autoliv

• 'Autoliv'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전자콘트롤유닛(ECU)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자콘트롤유닛(ECU)에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더 높은 성능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전자콘트롤유닛(ECU)를 개
발하기 위해 'NVIDIA'와 협력하고 있으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소프트
웨어는 'Autoliv' 및 'Volvo'의 자회사인 'Zenuity'에 의해 개발하고 있음

3 Hitachi 
Automotive

• 'Nissan'은 'ProPILOT'에 자동 주차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Hitachi Automotive’
의 솔루션을 사용하였음

• 'ProPILOT'은  고속도로의 단일 차선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약 
30km/h~100km/h 속도 범위 내에서 스티어링,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을 제어함

4 TTTech
• 'Renesas'와 반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였음
• 이 솔루션은 'Renesas'의 SoC 및 마이크로콘트롤유닛(MCU)와 'TTTech'의 소프

트웨어 및 결정적 이더넷을 통합한 프로토 타입 전자콘트롤유닛(ECU)임

※ 자료 : Automotive ECUs for ADAS and Autonomous Driving Systems, North America and Europe, 2017, Frost & Sullivan

시장 동향

§ 전 세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은 2017년 283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1.93%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762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Automotive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Market, 2018

§ FCW(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는 2018년 23억 3,2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7.07%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70억 2,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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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S(보행자 감지 시스템)는 2018년 13억 6,04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3.88%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60억 7,2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CTA(접근 차량 경고 시스템)는 2018년 11억 3,48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3.48%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49억 6,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의 시스템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ADAS Market, 2018

§ 우리나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은 2018년 13억 3,16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7.93%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42억 2,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ADAS Market, 2018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같은 차량 안전 시스템은 차량 사용자를 위한 안전 
솔루션으로, 차량 충돌을 피하고 충돌로 인한 부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 기술을 
포함하며, 이중 특히 FCW(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및 PDS(보행자 감지 시스템)에 특화되어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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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CPS 제어 장치의 기능 검증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분산 시뮬레이션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자율형 CPS 제어 장치의 기능 검증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분산 시뮬레이션

기술 개요

사이버-보안 시스템(CPS : Cyber- Physical Systems)은 컴퓨팅 장치와 같은 
사이버 시스템을 통해 실세계의 사람, 운영환경, 기계장치와 같은 물리 시스
템을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신뢰성 있게 자율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본 
기술은 CPS를 개발하기 위한 검증 및 성능 평가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
제 환경이 아닌 M&SS(Modeling and Simulation) 기술을 활용하여 검증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분산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사이버 보안 시스템, CPS, 검증, 성능, 평가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원태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CPS(Cyber-Physical Systems)
2) IoT
3) Dependable Computing
4) Neuromorphic computing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9-10-23  10-2019-0131575 자율형 CPS 제어 장치의 기능 검증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분산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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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사이버-보안 시스템(CPS : Cyber- Physical Systems)은 컴퓨팅 장치와 같은 사이버 
시스템을 통해 실세계의 사람, 운영환경, 기계장치와 같은 물리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신뢰성 있게 자율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함

§ 최근 센싱 기술과 컴퓨팅 기술 및 이에 기반한 제어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의 자율 주행 
기술, 무인드론의 자율 비행 기술, 자율형 제조 시스템 등과 같은 자율형 CPS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본 기술은 CPS를 개발하기 위한 검증 및 성능 평가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 환경이 
아닌 M&SS(Modeling and Simulation) 기술을 활용하여 검증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분산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프레임워크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자율형 CPS 제어 장치에 대한 기능 검증 및 성능 평가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되어도 제어 장치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성능 결과의 정밀한 분석 및 성능 
개선을 위한 튜닝 과정 등의 과정을 필요로 해 많은 시간적, 인적, 금전적 자원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본 기술은 고정밀의 안전한 자율형 CPS 제어 장치 개발을 위해서 시행착오 과정 기능 
분석 등을 지능화 및 자동화하였음

② 혁신성

§ 프레임워크 내에서 자율형 CPS 제어 장치에 대한 기능 검증 및 성능 평가 과정을 
반복하면서 선순환 성능 개선 구조 루프를 구성하여 이를 통하여 자율형 CPS 제어 장치의 
기능 강화 및 성능 개선 과정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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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발 대상 제어 장치에 대한 기능 검증 및 성능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제어 로직 수정을 통해 제어 로직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개발 대상 제어 장치의 성능을 개선하고 성능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음

기술 동향

§ CPS에 대한 장율제어, 통합 연동 미들웨어, 산업용 네트워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임베디드 시스템, 설비 연결 표준화 통신, OS 및 플랫폼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CPS의 고신뢰도 확보를 위해 오류 분석 모델링에 의한 지식베이스를 생성하고 자율제어 
활용방법과 자율관리자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기반 자율제어 기술 연구도 진행 중임

§ CPS 분산 환경의 시스템 간 실시간 제어를 위해 시뮬레이션의 시간 동기화 알고리즘 
설계와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검증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음

§ 최근의 연구중점은 과거의 WSN을 더 신뢰적이고 쉽게 수행하기 위해 CPS 구축 환경의 
시너지 효과에 따른 이익 구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신뢰도 개선을 위해 가상 및 현실의 
센서네트워크(CPSN) 응용분야와 다양한 센싱 정보의 가상공간 연결 방법, CPSN 구조 
설계이슈 등이 제시되고 있음

[그림] 대규모 CPS 네트워크용 미들웨어

시장 동향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세계 주요 국가의 정부 주요 기업들의 참여로 CPS 시장은 
향후 가파른 성장이 예상됨

§ 글로벌 CPS 시장 규모는 향후 2020년 약 1.9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가파른 
성장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등 자동차 관련 시스템을 제외한 전통적 임베디드 시스템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



- 44 -

[그림] CPS 분야의 글로벌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 자료 : IDC, Worldwide Embedded and Intelligent Systems 2014-2019

§ 산업 제조 분야에서는 기존의 공장 자동화 기술과 산업용 임베디드 시스템이 결합된 
CPS로 기술적 진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른 시장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됨

§ 산업 제조 전체 시장은 연평균 3.75% 성장하는 반면 산업용 임베디드 시스템 시장 (PLC 
등)은 2019년까지 연평균 2.3%씩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CPS 기반의 지능형 제조 시스템 시장은 산업 제조 분야의 성장을 이끌며 연평균 4.4%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산업/제조 분야의 글로벌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 자료 : IDC, Worldwide Embedded and Intelligent Systems 2014-2019

§ 국내 시장은 2015년 약 4.1조 원에서 2020년 약 17.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관련 기술 개발 현황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 연구소나 학교를 위주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그림] CPS 분야의 우리나라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조원, %)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시큐리티 발전 전략, 2015.4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국가 인프라, 운송, 전력망, 국방, 공장 등의 다양한 분야에 CPS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어 새로운 차원의 부가가치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임베디드 시스템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인 쳰 기술은 전력망 국가 인프라 
헬스 케어 등 매우 복잡한 핵심 인프라에 모두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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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자율주행 이동체의 통신 방법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군집 자율주행 이동체의 통신 방법

기술 개요

본 기술은 무인 이동체의 제어를 위한 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지향성 빔포
밍 기술을 무인 이동체와의 초고속 통신에 사용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변하
는 무인 이동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촬영 영상을 분석하여 지향성 빔포
밍을 해석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군집, 자율주행, 무인 이동체, 위치, 통신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원태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CPS(Cyber-Physical Systems)
2) IoT
3) Dependable Computing
4) Neuromorphic computing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9-12-31  10-2019-0178437 무인 이동체와의 군집화 기반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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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본 기술은 무인 이동체의 제어를 위한 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지향성 빔포밍 기술을 무인 
이동체와의 초고속 통신에 사용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변하는 무인 이동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촬영 영상을 분석하여 지향성 빔포밍을 해석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무인이동체의 위치파악 개념도 및 프로세스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기지국이 무인 이동체를 찾기 위해 모든 방향으로 지향성 빔 포밍을 하는 것은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이고 통신 간섭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빔포밍 외의 영상촬영을 통해 무인 
이동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군집화된 무인 이동체들에 지향성 빔포밍을 할 수 있어서 무인 
이동체의 군집과 효율적으로 초고속 통신을 할 수 있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기지국 주변의 전 방향으로 지향성 빔포밍을 하지 않고도 촬영 
영상만을 분석하여 무인 이동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무인 이동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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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무인항공기 관제(UTM)는 드론(무인기) 분야에 속하는 기술로, 낮은 고도의 공역에서 유인 
및 무인 항공기의 운영을 안전하게 하는 통합 솔루션임

§ 전 세계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Thales (프랑스), AirMap (미국), Altitude Angel(영국), 
Leonardo (이탈리아), Frequentis (오스트리아) 등이 있음

[표] 무인항공기 관제(UTM) 제품출시 현황

일자 기업명 내용

2018.02 Nova Systems
• Nova Systems, AGI 및 NTU-Air Traffic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ATMRI)는 UAS(UAS Traffic Management) 프로토 타입 시스템을 공동 개발함

2018.02 PrecisionHawk • 드론 조종사 네트워크인 Droners.io를 출시함

2018.01 AirMap • 새로운 딥 링크 기능이 추가된 미국 관제공역에서 디지털 영공 인증을 시작함

2017.11 Terra Drone • LG U+와 파트너십을 맺고 U+ Smart Drone UTM 시스템을 출시함

2017.11 DJI
• 기업 및 드론 서비스 제공업체가 단일 플랫폼에서 드론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Flighthub를 출시함

2017.10 AirMap
• 미국연방항공청(FAA)의 LAANC (Low Altitude Authorization and Notification 

Capability)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여 디지털 영공 인증을 시작함

2017.10 DJI • 항공용 드론 식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솔루션 AeroScope를 출시함

2017.09 Unifly
• Unifly와 uAvionix는 무인 교통 관리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소형 트랜스폰더를 

공동 개발함

2017.06 uAvionix • 전천후 자동종속감시시설 방송(ADS-B) 수신기인 PingStation을 출시함

2017.04 Terra Drone
• KDDI와 Terra Drone은 LTE 네트워크를 통해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4G LTE 

제어 시스템 발명을 완료함

2017.03 Leonardo
• 무인항공기 항공 교통 관리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시작함
• 도시 영공에서 지상 150m까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무인 민간 항공 교통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으로 예상됨

2017.03 Thales
• 파트너 Unifly의 핵심기술로 구축된 무인항공기 관제(UTM)를 위한 고급 솔루

션 ECOsystem을 출시함

2016.10 Altitude Ange
• 무인 항공 교통 관제 및 중앙 정보를 드론과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GuardianUTM을 출시함 

2016.09 AirMap
• 지역 환경에서 유인 항공기의 위치 및 궤도에 대해서 드론 운영자에게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실시간 교통 경보를 시작함

2016.09 PrecisionHawk
• 실시간 유인 항공기 데이터가 포함된 낮은 고도의 교통 및 항공 안전 플랫폼 

LATAS를 출시함

2016.05 Harris 
Corporation

•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드론 및 기타 무인항공기 시스템(UAS)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Xtend 드론 안전 시스템을 출시함

2016.03 Unifly
• 드론, 드론 사용자, 항공편의 데이터가 포함된 Unifly 무인 교통 관리 시스템 

플랫폼을 출시함

2016.01 Altitude Angel
• 드론 운전자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 안전지도 (Drone Safety 

Map)를 출시함

2015.12 DJI • 북미와 유럽에서 새로운 지오펜싱(Geo-fencing) 시스템을 출시함

2015.08 Lockheed Martin
• 드론 운영자와 조종사가 서로의 위치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무인항공기 시

스템(UAS) 교통 관리(UTM) 시스템을 개발함

2015.04 Airware
• 드론의 안전 운영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한 상

업용 드론 운영체제인 Aerial Information Platform을 출시함

※ 자료 : MarketsandMarkets, Unmanned Traffic Management (UTM) Marke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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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향

§ 전 세계 무인항공기 관제(UTM) 시장은 2018년 5억 3,82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0.28%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19억 6,06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무인항공기 관제(UTM)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Unmanned Traffic Management (UTM) Market, 2018

§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관제(UTM) 시장은 2020년 295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8.83%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69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관제(UTM)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Unmanned Traffic Management (UTM) Market, 2018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무인 항공기 관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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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자세 유도 시스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바른 자세 유도 시스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압력센서를 통해 자세를 모니터링하고, 자세에 따라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자세 교정, 모니터링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윤상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가상현실
2) HCI
3) 햅틱인터페이스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8-02-07 - 바른 자세 유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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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본 기술은 잘못 앉은 자세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줌으로써 올바르게 앉는 
자세를 유도하는 기술임

§ 등받이부와 안착부에 부착되는 압력센서를 통해 압력분포를 측정하며, 측정된 압력분포를 
이용하여 자세 판별 알고리즘을 통해 자세를 판별하고,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경우 진동 
모터를 통해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며,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센서별 
압력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한 바른 자세 유도 시스템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올바른 자세로 착석하지 않은 경우 의자의 진동을 통해 피드백 받을 수 있으며,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자신의 자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 

§ 사용자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각 자세별 유지 비율을 도식화하여, 사용자의 나쁜 
습관을 확인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아두이노에 적층한 블루투스 실드를 통해 각 센서의 압력분포와 자세판별 알고리즘을 통해 
판별한 자세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출력할 수 있음

§ 신뢰성 있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형식을 지정하여 전송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바른 자세 유도 시스템은 의자에 부착된 압력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자세를 판별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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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재활 및 보조기기는 신체의 노화와 선천적 질병, 사고 등으로 저하된 인체 근골격 기능의 
회복 또는 보조를 위한 의지/보조기기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이동 및 일상생활의 신체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모든 기기를 말함

§ 재활 및 보조기기는 최첨단 기술에 의해 개발되기보다는 지속적인 품질 개량을 통해 
발전시키거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유형·정도·목적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품화함

§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인공장기 등 대체 제품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IT 기술의 발달로 단순 보조용구에서 U-Healthcare와 같은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이동 
지원기기와 같은 원격지원 의료 서비스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

[표] 글로벌 의료보조기기 시장에서 주요 제품 및 세부기술

제품분류 세부기술

감각 모니터링 
기기

• 낙상 모니터링 기기, 평형감각 모니터링 기기, vital 생
체신호 모니터링기기, 이상보행 검출기 가스검출 기기

신체보호/보조
 및 회복기기

• 시력 회복 운동 시스템, 감각 치료기기, 초음파 세정 시
스템, 근력 보조 장갑, 척추 보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상지 및 하지 재활훈련기

일상생활 
지원기기

• 전동휠체어, 보행보조기 목발, 리프트, 스마트변기 등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보고서(의료서비스ž기기), 2017

시장 동향

§ 전 세계 재활 및 보조기기 시장은 2016년 470억 9,9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31%로 성장하여, 2021년 609억 6,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그림] 글로벌 재활 및 보조기기 분야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보고서(의료서비스ž기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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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재활 및 보조기기 시장은 2016년 1조 2,801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4.1%로 
성장하여, 2021년 1조 5,4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그림] 우리나라의 재활 및 보조기기 분야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보고서(의료서비스ž기기),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따른 바른 자세 유도 시스템은 자세 교정을 위한 장치 뿐만아니라, 허리 질환의 
예방을 위한 장비로 활용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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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운동 시스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재활 운동 시스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재활 운동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인식된 움직임에 따른 게임 동작을 나타내서 재활 운동을 보조하는 재활 운
동 시스템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재활, 운동, 게임, 웰빙, 의료기기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윤상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가상현실
2) HCI
3) 햅틱인터페이스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9-01-31 10-2019-0012669 재활 운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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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본 기술은 모션 반응 게임을 이용한 재활 운동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인식된 움직임에 따른 게임 동작을 나타내서 재활 운동을 보조하는 
재활 운동 시스템에 대한 것임

§ 본 기술에 의한 착용기기에는 움직임 감지부가 포함되며, 관절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해 
초음파를 출력하는 초음파 출력부를 통해 관절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재활운동 시스템 착용기기 및 게임 메뉴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게임을 하면서 카메라 영상, 소리, 진동, 초음파를 감지해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함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개인에 따라 가능한 운동 동작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약력, 하지 
운동을 세분화하여 사용자 맞춤형 재활 운동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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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전 세계 재활장비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Medline Industries, Inc. (미국), Invacare 
Corporation (미국), Dynatronics Corporation (미국), Drive Devilbiss Healthcare (미국), 
Changzhou Qian Jing Rehabilitation Co., Ltd. (미국) 등이 있음

§ 재활의료기기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의료재활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손실된 
근골격계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연구임

§ 제품화,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시장경제 원리에 만 
맡겨도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 부문의 기반 기술에 해당하는 재활의료 기술은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높은 발전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활치료 및 훈련 기기들도 고자유도 치료기기로 발전하고 있으며, 높은 정밀도의 
생체신호 계측은 생체신호 계측이 가능한 체내 삽입형 전극 및 센서를 사용하는 
치료/훈련 기술로 발전하고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재활장비 시장은 2016년 98억 6,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6%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49억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재활장비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Rehabilitation Equipment Market, 2017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요양병원 등의 노인 환자의 근력 증강 등을 위한 재활 운동을 보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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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재활장비 시장은 종류에 따라 일상생활 지원 장비, 이동 장비, 운동 장비, 
신체지지 디바이스 장비로 분류되며, 2016년을 기준으로 일상생활 지원 장비가 44.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운동 장비는 2016년 15억 9,02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9%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22억 1,7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재활장비 시장의 종류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Rehabilitation Equipment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이 속한 재활의료기기는 재활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로봇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기능 및 일상생활활동을 보조하여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음

§ 재활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신경학적 재활치료 비용증가 문제와 치료기간 및 강도유지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기기로서 고령화 
되고 있는 미래에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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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영상 마커 장치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증강현실 영상 마커 장치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증강현실을 위한 영상의 보안을 위해 사용자가 앱을 통해 마커를 
가지는 자물쇠를 인식하여 마커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하여 사용자의 기기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강현실 영상 마커 장
치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증강현실, 마커, 자물쇠, 보안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윤상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가상현실
2) HCI
3) 햅틱인터페이스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7-11-27 10-2043995 영상 촬영  및 마커 기능을 제공하는 증강현실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 방법

관련기술 출원중 2019-01-31 10-2019-0012743　 증강현실 영상 마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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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증강현실 서비스는 사물에 등록된 마커를 식별하여 마커에 대응하는 영상을 출력하게 
되는데 증강현실 서비스에 사용되는 마커에는 다양한 도안이 사용될 수 있음

§ 본 기술은 증강현실을 위한 영상의 보안을 위해 사용자가 앱을 통해 마커를 가지는 
자물쇠를 인식하여 마커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사용자의 기기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강현실 영상 마커 장치에 대한 것임

§ 예컨대, 남산 공원 등에서 연인 간에 추억을 새기는 기념품으로 사용되는 자물쇠를 영상 
마커 장치로 사용하여 자물쇠의 마커를 인식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여 증강현실 장치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기술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증강현실 영상 마커장치의 인증 프로세스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한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잠금 기능을 가지는 증강현실 장치에 
저장된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이 영상을 볼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스마트폰이 처음 마커를 인식하면 잠금 기능을 가지는 증강현실 장치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두번 이상 인식하면 비밀번호를 확인해서 잠금 기능을 가지는 
증강현실 장치로부터 영상을 수신하는 효과가 있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관광지 등에서 본 증강현실 영상 마커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관광 
상품으로의 개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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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임

§ 증강현실은 가장 유망한 기술 중 하나이며,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음

§ 전 세계 증강현실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PTC Inc. (미국), Google, Inc. (미국), Microsoft 
Corporation (미국), Wikitude GmbH (오스트리아), Blippar (영국) 등이 있음

[그림] PTC Inc.의 Vuforia ™ Studio Enterprise

시장 동향

§ 전 세계 증강현실 시장은 2017년 43억 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5.71%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613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증강현실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Augmented Reality Marke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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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증강현실 시장은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핸드헬드 디스플레이로 분류됨

[그림] 글로벌 증강현실 시장의 디바이스 종류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Augmented Reality Market, 2017

§ 우리나라의 증강현실 시장은 2017년 2억 3,7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8.41%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37억 5,5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증강현실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Augmented Reality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증강현실 기술은 소비자용, 상업용, 기업용, 의료용, 항공우주&방위용, 에너지용, 자동차용, 
기타용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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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이미지 카운팅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캐니 에지 검출을 이용한 트랙 이미지 카운팅 방법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이진화된 이미지의 트랙 영역에 캐니 에지 검출을 적용하여 트랙
을 보정 및 검출하고, 손상된 트랙을 복구한 후 트랙의 수를 카운팅하는 방
법에 관한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캐니 에지 검출, 트랙 이미지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윤상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가상현실
2) HCI
3) 햅틱인터페이스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5-05-04 10-1679968 캐니 에지 검출을 이용한 트랙 이미지 카운팅 
방법 

관련기술 등록 2014-09-02 10-1646838 트랙 이미지 카운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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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트랙 이미지 카운팅은 단순히 촬영된 이미지의 점들에 대한 분포를 분석하여 임계값과 
비교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동으로 핵 트랙 이미지를 직접 관찰하여 
트랙 분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음

§ 본 기술은 나노단위의 트랙을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카운팅하는 캐니 에지 검출을 
이용한 트랙 이미지 카운팅 방법에 관한 기술임

§ 최적화된 이미지를 이진화하여 트랙 보정 및 검출 후 손상된 트랙을 복구하고, 검출된 트랙 
수 및 복구된 트랙 사이즈 정보를 이용해 겹침 트랙의 수를 포함한 전체 트랙 수를 
카운팅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트랙 이미지 카운팅 방법의 이미지 최적화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이미지 품질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손상된 트랙 형상을 복구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트랙의 형상과 상관없이 윤곽을 검출하여 그 형상을 기초로 트랙을 검출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트랙을 검출할 수 있음

§ 겹침이 발생한 트랙의 수를 겹쳐진 트랙의 모든 수대로 카운팅하며, 육안으로 확인한 
트랙의 수와 거의 유사하게 검출하여 정확도가 향상됨

② 혁신성

§ 나노 단위의 트랙의 수를 분석하는데 있어 육안분석방법에 비해 빠르고 일정한 정확도로 
분석할 수 있으며, 손상된 트랙 형상을 복원하여 검출오류를 최소화함

§ 이미지 품질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트랙 형상의 소실에도 형상을 복구하여 검출하므로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킴

§ 오버 카운팅하지 않고 육안으로 카운팅하는 트랙의 수와 거의 유사하게 카운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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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영상처리 기술은 20세기 중반까지 아날로그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광학과 연관된 방법 
이었음

§ 이런 영상처리는 현재까지도 홀로그래피 등에 사용되지만, 컴퓨터 처리속도의 향상으로 인해 
이런 기법들은 디지털 영상처리 기법으로 많이 대체되었으며, 디지털 영상 처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으면서 정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표] 영상처리 시스템의 공급망 관점 기술범위

공급망관점 세부기술

빅데이터 기술 • 객체인식을 위한 이미지, 영상 대규모 학습 데이터
• 상황감지를 위한 상황정보, 사용자 상황정보, 물리적 상황정보 데이터

개발

객체인식 • 네트워크 객체인식 기술, 보안경비 객체인식 기술, 이미지 분류 기술, 
의료 보조진단 기술 등

상황감지 • 자율주행 인식 기술, 도로교통 상황분석 기술, 상황정보 추론 기술 등

모션인식 • 헬스케어 기술, 재활보조 기술, 3D 센서기술, IR 센서기술, 초음파 센싱 
디바이스 기술

응용 H/W, S/W 
기술

• 소셜네트워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제품(IoT), 보안장비 제품, 자율주행 
산업, 헬스케어 산업, 의료산업, 게임산업 등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데이터인텔리전스), 2016

시장 동향

§ 전 세계 영상처리 시스템 시장은 2015년 90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8%로 증가하여, 
2020년 1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영상처리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트랙 이미지 카운팅 방법을 검출오류를 최소화하며, 트랙 형상이 
소실되어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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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영상처리 시스템 시장은 2015년 986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4.0%로 
증가하여, 2020년 1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영상처리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 전 세계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7년 26억 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2%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8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Medical Image Analysis Software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트랙 이미지 카운팅 방법은 철강분야의 핀홀 분석, 의료분야의 천공 분석, 
미용 분야의 피부표면 검사와 같이 촬영된 이미지의 점을 분석해야 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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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하부 물체 탐지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차량 하부 물체 탐지 방법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차량 하부를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물체를 검출하고, 검출된 물
체의 위험성 여부를 판별하는 차량 하부 탐지장치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차량, 물체탐지, 영상분석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김윤상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가상현실
2) HCI
3) 햅틱인터페이스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3-12-27 10-1531313 차량 하부의 물체 탐지장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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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차량 하부에 깔려 어린이들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 및 후방 센서 등을 장착하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차량 하부 물체는 
탐지하지 못함

§ 본 기술은 차량 하부를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물체를 검출하고, 검출된 물체의 위험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술임

§ 차량 하부에 대한 깊이 영상 생성하는 깊이 센서, 깊이 센서를 수평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회전 모듈, 깊이 변화를 측정하여 물체를 검출하는 제어 모듈로 구성됨

§ 제어모듈은 검출된 물체의 중심점 및 방향각 검출을 통해 위험 거리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 물체와의 사고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차량 하부 탐지장치 동작 방법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종래 기술은 차량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사각지대 탐지용 전방, 후방 측면 센서를 
장착하나, 차량 하부의 물체는 탐색하기 어려움

§ 본 기술에 의하면,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 경고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차량 하부에 
딸려 상해를 입는 사고 위험을 절감함

② 혁신성

§ 차량 하부의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용자가 차량 하부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차량 하부에 장애물 유무 및 위험 여부를 자동 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림으로써, 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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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자동차 부품 회사는 물론 정보기술(IT) 회사들까지 차량용 카메라와 영상처리 기술 확보 
진행 중임

§ 특히 사이드미러와 룸미러 등 후사경이 없는 '미러리스(Mirrorless)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차량용 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되는 추세로 차량용 
카메라 시장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시장 동향

§ 세계 차량 사고 방지용 차량 제어 시스템 시장의 경우 2017년 20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0% 성장률로 2022년 507억 6,1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임

[그림] 글로벌 사고 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자료 : Frost&Sullivan, Analysis of the Advanced Drive Accident System Market in Europe

§ 국내 차량 사고 방지용 차량제어 시스템 시장의 경우 2017년 4,608억 원에서 연평균 20% 
성장률로 2022년 1조 1,466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 국내 전체 교통사고 수는 2017년 216,335건에서 2018년 217,14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차량 하부 탐지장치는 차량 하부의 위험 물체를 검출하여 사고 예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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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수 현황

※ 자료 : 통계청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차량 하부 탐지장치는 자동차의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하부에 적용 
가능함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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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리 시스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리 시스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복수의 발전소들의 출력전류를 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
에 있어서, 연축전지와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장치
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에너지저장장치, ESS, 하이브리드, 연축전지, 리튬이온전지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노대석 교수

소속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스마트그리드 계통연계 기술개발
2) 태양광전원 보수유지 개발
   (상태진단, 열화진단 등)
3) 2차 전지 응용기술 개발
   (BMS, 계통연계)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5-11-04  10-1744560 하이브리드 전기저장장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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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함

§ 리튬이온 배터리, 첨단 납산 배터리, 플로우 배터리, 나트륨 유황(NaS) 배터리, 기타 배터리 
등 다양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종류가 있음

§ 기존 도서지역의 독립계통에서는 대용량 연축전지가 사용되고 있지만 연축전지는 급격한 
출력변동에 대한 제어나 유지보수, 수명 등에서 약점을 가지기 때문에 기후조건에 따라서 
출력 또한 변화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수급하기에는 단점이 있음

§ 본 기술은 복수의 발전소들의 출력전류를 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에 있어서, 
연축전지와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여 출력전류의 상태에 따라 출력전류를 적합한 유형의 
배터리로 충전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 및 관리 프로세스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전기저장장치 관리시스템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출력전류들을 분석하고, 
충전부의 상태를 파악하여 제1 충전지 및 제2 충전지 중에서 출력전류가 충전되기 적합한 
충전지를 선택하여 제1 및 제2 충전지들의 전지수명을 연장시키며 리튬이온전지와 같은 
고가의 충전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음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제1충전지가 리튬이온전지인 경우 충전량의 초기값을 추정하여 이후 
실시간 충전량 측정하고, 제2충전기가 연축전지인 경우 케이스 온도와 주변 공기온도를 
바탕으로 제2충전기의 실시간 충전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ESS가 설치된 시험 현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설치된 ESS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ESS에 대한 주기적인 성능평가 수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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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s)은 생산된 잉여 에너지를 그 자체로 
또는 변환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말하며, 발전소, 
송․배전, 최종 소비자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전력 시스템에 설치하여 피크 수요 관리, 
전력 보조 서비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됨

§ 세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ABB(스위스), CISCO System Inc(미국), 
General Electric Company(미국), Honeywell International(미국), IBM(미국), Siemens 
AG(독일), Schneider Electric SE(프랑스), Emerson Process Management(미국) 등이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은 2016년 10억 3,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6.96%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68억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Market, 2016

[그림] 우리나라의 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의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 Advanced Energy Storage Systems Marke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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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은 배터리 종류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 첨단 
납산 배터리, 플로우 배터리, 나트륨 유황(NaS) 배터리, 기타 배터리로 분류됨

ü 리튬이온 배터리는 2016년 4억 6,3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6.19%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29억 5,4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첨단 납산 배터리는 2016년 3억 45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8.23%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21억 2,4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의 배터리 종류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Market, 2016

§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용 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은 2017년 1억 6,82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4.64%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억 3,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의 용도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 Advanced Energy Storage Systems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관리하고 충전하는 발전소에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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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이동형 성능평가 장치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ESS용 이동형 성능평가 장치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이동형 성능평가 장치에 관한 것으로, 시험 현장에 설치된 ESS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성능을 평가하고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ESS 
용 성능평가 장치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에너지저장장치, ESS, 성능, 평가, 이동형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노대석 교수

소속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스마트그리드 계통연계 기술개발
2) 태양광전원 보수유지 개발
   (상태진단, 열화진단 등)
3) 2차 전지 응용기술 개발
   (BMS, 계통연계)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8-07-17  10-2018-0082762 ESS용 이동형 성능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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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우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에너지관리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설치 및 운용 시 이에 대한 성능평가 및 안전성에 대한 현장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현재까지는 필드 단위에서의 시험성능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설치 현장에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기술은 도입되고 있지 않으며, 각 현장마다 서로 다른 
구조로 설치된 ESS에 대한 성능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범용 성능평가 장치에 대한 
개발이 미흡한 상태임

§ 본 기술은 이동형 성능평가 장치에 관한 것으로, ESS가 설치된 다양한 현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시험 현장에 설치된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는 ESS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성능을 평가하고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ESS용 성능평가 장치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이동형 성능 평가 장치의 구성 및 블록도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계통에서 발생하는 각종 외란을 모의할 수 있는 계통 모의 장치를 구비하여 노이즈컷 
변압기와 가변형 변압기를 포함하여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사용전압에의 대응성을 
향상시켰음

§ 수배전반이 단락사고전류에 따라 동작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계전기를 포함함으로써 
사고 상황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이 가능함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RLC 부하인 모의 부하를 구비함으로써, 계통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ESS가 지속적으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단독운전의 상황에서, 단독운전 방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의 시험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운전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른 성능 평가의 수행이 가능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ESS가 설치된 시험 현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설치된 ESS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ESS에 대한 주기적인 성능평가 수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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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s)은 생산된 잉여 에너지를 그 자체로 
또는 변환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말하며, 발전소, 
송․배전, 최종 소비자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전력 시스템에 설치하여 피크 수요 관리, 
전력 보조 서비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됨

§ 세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ABB(스위스), CISCO System Inc(미국), 
General Electric Company(미국), Honeywell International(미국), IBM(미국), Siemens 
AG(독일), Schneider Electric SE(프랑스), Emerson Process Management(미국) 등이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시장은 2016년 324억 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8.8%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767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Energy Management System Market, 2016 

§ 전 세계 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은 2017년 127억 3,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38%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90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의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 Advanced Energy Storage Systems Marke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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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은 2017년 4억 2,31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4.44%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8억 3,0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의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 Advanced Energy Storage Systems Market, 2017

§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용 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은 2017년 1억 6,82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4.64%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억 3,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그리드 에너지용 첨단 에저지 저장 시스템 시장은 2017년 2억 5,49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4.31%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4억 9,7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의 용도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 Advanced Energy Storage Systems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에너지 관리는 사회적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모두 충족시키는 공급 
대안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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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상태 진단 평가 시스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태양광 발전 상태 진단 평가 시스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태양광 발전 상태진단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태양광 모듈 각
각에 구비된 센서를 통해 태양광 모듈의 발전량 및 일사량을 포함하는 데이
터를 수집하여 모듈 각각의 이상상태 또는 발전량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
도록 한 태양광 발전 상태 진단 평가 시스템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태양광, 유지보수, O&M, 진단, 평가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노대석 교수

소속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스마트그리드 계통연계 기술개발
2) 태양광전원 보수유지 개발
   (상태진단, 열화진단 등)
3) 2차 전지 응용기술 개발
   (BMS, 계통연계)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4-01-15  10-1532163 태양광발전 상태진단 평가시스템

관련기술 출원중 2018-10-29 10-2018-0129893 태양광전원의 운용효율 향상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태양광전원의 운용효율 향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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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태양광 유지보수(O&M, Operation & Maintenance)는 태양광 발전소 감시 및 점검을 통해 
예상되는, 또는 발생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처리하여 고객 태양광 자산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 서비스를 말함

§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요구되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운영유지보수(O&M : 
Operation & Maintenance)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기존에는 웹캠 또는 드론을 통해 단순 현장 모니터링만을 수행하고 있어 운전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능저하와 운전정지 원인, 고장위치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본 기술은 태양광 발전 상태진단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태양광 모듈 각각에 구비된 
센서를 통해 태양광 모듈의 발전량 및 일사량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선형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모듈 각각의 이상상태 또는 발전량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태양광 발전 상태 진단 평가 시스템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태양광 발전 상태 진단 평가 시스템 및 동작 프로세스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태양광 어레이를 구성하는 태양광 모듈 각각에 대한 고장 또는 이상상태를 원격으로 
용이하게 파악하여 대응 가능함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복잡한 정보 대신에 일사량 정보만을 이용하여 태양광 모듈의 발전량 
예측치를 구하여 태양광 모듈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태양광 유지보수를 위해 태양광 모듈의 일시적인 비정상적인 동작 및 
고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상태 진단 평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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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과거에는 단순 계측을 통한 확인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시스템의 손실분석, 진단 등의 기능을 부여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음

[그림] 태양광 모니터링과 O&M 통한 태양광발전 연구 개발의 일 예

※ 자료 :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김용신, 2017.06.17.

[표] 태양광 O&M 시스템 기술의 주요 기업 현황

기업명 주요내용

First Solar(미국)

• ‘16년 북미 태양광 O&M 시장 점유율의 26% 차지
• 총 4.5GW 용량규모의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중
• 유지 보수 조정 및 통신, 실시간 감시, 이벤트 감지 및 통신, 이벤트의 원

격 진단, 정전 통신 및 관리, 지속적인 성능 추적 기술을 이용한 O&M 서
비스 제공

Sun Power(미국)

• ‘16년 북미 태양광 O&M 시장 점유율의 7% 차지
• 총 3GW 용량규모의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중
• 모듈 세척 로봇,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상관측소 및 위성 데이터, 수십 

년의 설계, 제작, 유지관리 노하우 기술을 이용한 O&M 서비스 제공

Meteocontrol
(독일)

• 일본의 FIT 제도 개정 이후 일본 태양광발전 시장 진출
• 총 13GW 용량규모의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중
• 원격감시 시스템, 40여 년간 유지관리 노하우 기술을 이용한 O&M 서비

스 제공

Greentech(독일)
• 고객중심적인 태양광 발전소
• 총 600MW 용량규모의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자산관리 포털 운영, 모바일 데이터 제공

Photovoltaik 
buero(독일)

• 고장식별 장치를 통한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IV curve 분석, 마이크로 크랙 검출 기술, 모듈 단선 검출 기술을 통한 효

과적인 고장진단 서비스 제공

Sinfonia 
technology(일본)

•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을 통한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태양광 패널 청소를 하는 자율 주행식 로봇 ‘리솔라’는 휴대가 가능하며, 

물을 뿌리면서 회전 브러쉬와 와이퍼를 사용해 시간당 100 m2를 처리

NTTFA 
CILITIES(일본)

• 총 600MW 용량규모의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고장 발견 및 수리 뿐 아니라 보험 청구까지 담당하는 손해보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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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향

§ 최근 태양광발전과 관련하여 PR(Performance Ratio, PR) 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유지∙보수(Operation & Maintenance, O&M)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의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O&M이 조명 받고 있음

§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장은 2016년 5,526억 8,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0.73%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조 4,176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태양광 발전은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분산형 에너지 자원 관리 시스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글로벌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SOLAR PV SYSTEMS MARKET, 2017

§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장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총 설비 용량은 2016년 
3,030억 와트(W)에서 연평균 성장률 20.72%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7,767억 6,000만 
와트(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그림] 글로벌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비 용량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SOLAR PV SYSTEMS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관리하고 충전하는 발전소에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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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LED 패널 제작을 위한 픽셀 코팅용 슬롯 다이 헤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AMOLED 패널 제작을 위한 픽셀 코팅용 슬롯 다이 헤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AMOLED 패널 제작을 위한 미세 스트라이프 패턴 형성을 위한 
슬롯 다이 코팅 기술에 대한 것으로서, 슬롯 다이의 듀얼 플레이트 구조로 
인해 슬롯 다이 헤드 조립시 발생 가능한 정렬에 따른 오차를 방지하고 클
리닝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스크린 프린팅 기법을 이용하여 심 플레
이트없이 백 플레이트에 도수로를 형성하는 필섹 코팅용 슬롯 다이 헤드 내 
백 플레이트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AMOLED, 패널, 픽셀, 코팅, 슬롯 다이 헤드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박종운 교수

소속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차세대 반도체 광원
2) 터치 패널 설계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6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7-12-29 10-2024561 픽셀 코팅용  슬롯 다이 헤드 내 백 플레이트 
제조 방법 및 슬롯 다이 헤드

관련기술 등록 2017-12-29 10-2031631 고 해상도용 슬롯 다이  헤드

관련기술 등록 2017-12-29 10-2048775 복수 방식 배열의 픽셀  코팅용 슬롯 다이 헤드 
장치 및 코팅 방법

관련기술 출원중 2018-12-07 10-2018-0157133 슬롯 다이 헤드

관련기술 출원중 2018-12-17 10-2018-0163133 스트라이프 코팅용 슬롯  다이 헤드

관련기술 출원중 2018-12-24 10-2018-0168683 화소 형성용 슬롯 다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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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미세 스트라이프 패턴은 용액 공정 기반 OLED 디스플레이 패널, 보조 전극을 갖는 대면적 
OLED 조명 패널, 메탈 메쉬를 갖는 터치 스크린 패널, 용액 공정 스트립 안테나, 센서 등 
여러 분야에서 요구됨

§ 슬롯 다이 코팅 기술은 수십 나노 미터 박막 코팅이 가능하며 R2R 확장에 따른 연속 코팅, 
저점도에서 고점도 잉크까지 코팅이 가능함

§ 슬롯 다이는 만년필에서 잉크가 펜촉 끝 단으로 나오듯이 슬롯 다이 두 쪽으로 나뉜 끝 
단의 틈으로 코팅액이 배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슬롯 다이 코팅이 갖는 픽셀화, 패터닝 
어려움을 극복하여 잉크젯 프린팅에 필적하는 슬롯 코팅 공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픽셀 코팅 전용 슬롯 다이 헤드가 필요함

§ 본 기술은 AMOLED 패널 제작을 위한 미세 스트라이프 패턴 형성을 위한 슬롯 다이 코팅 
기술에 대한 것으로서, 슬롯 다이의 듀얼 플레이트 구조로 인해 슬롯 다이 헤드 조립시 
발생 가능한 정렬에 따른 오차를 방지하고 클리닝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스크린 
프린팅 기법을 이용하여 심 플레이트없이 백 플레이트에 도수로를 형성하는 필섹 코팅용 
슬롯 다이 헤드 내 백 플레이트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픽셀 코팅용 슬롯 다이 헤드의 분해 사시도 및 심 플레이트의 정면도

 

[그림] 본 기술에 의해 제작된 픽셀 코팅용 슬롯 다이 헤드의 실제 이미지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인쇄 잉크량이나 메탈 페이스트의 두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목적이나 디자인에 따라 손쉬운 수동 커팅 제판 및 수용 인쇄가 가능하여 제조 공정 및 
단가의 절감을 이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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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② 혁신성

§ 백 플레이트의 복수개의 마이크로 팁이 밀접하게 배치되더라도 백 플레이트는 친수성 
표면 처리되어 캐비티로부터 분배되는 코팅액을 전달받아 유체 유동을 통하여 원활하게 
마이크로 팁 방향으로 토출시킬 수 있고, 헤드 립이 소수성 표면 처리되어 코팅액이 서로 
잘 분리되게 하여 크로스 토크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

§ 150 μm 폭과 250 μm 길이의 마이크로 팁을 이용하여 153 μm 폭과 94 nm 두께를

§ 갖는 PEDOT:PSS 스트라이프를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미세 스트라이프는 1.5 μm 높이의 
단차가 있는 경우에도 라인 끊김없이 코팅될 수 있음을 OLED 발광 소자를 제작하여 
입증하였음

기술 동향

§ 삼성디스플레이가 기존 투명테이프(OCA) 공정 대비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OCR 
(투명접착제) 공정을 올해 유기발광디스플레이(OLED) 모듈 생산라인에 확대 적용 예정임

§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더블 OLED에 잉크젯 프린팅 OCR 공정을 적용하려 하고 있음

§ 에스티아이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폴더블 OLED 모듈 공정용 잉크젯 프린팅 OCR 
장비를 수주하였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6년 1,097억 3,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5%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691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Display Market, 2017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슬롯 다이 코팅을 이용하여 bank가 있는 픽셀 기판에서도 미세 
스트라이프를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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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기술별로 LED-백라이트 LCD, OLED, 전자종이, LPD, 퀀텀닷 
LED로 분류되며, OLED는 2016년 188억 9,3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6.8%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480억 7,7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기술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Display Market, 2017

§ 세계 디스플레이용 인쇄전자 시장 규모는 2013년 1,843백만 달러이고 연평균 성장률 
27.2%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9,986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기술별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OLED 패널 제조공정의 장비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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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노와이어를 함유한 압력센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은 나노와이어를 함유한 압력센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전도성 물질인 은 나노와이어를 함유하여, 신축성을 가지며 낮은 
압력에서도 높은 감도변화를 가지는 은 나노와이어를 함유한 압력센서에 대
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은, 나노, 와이어, 압력 센서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박종운 교수

소속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차세대 반도체 광원
2) 터치 패널 설계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7-11-08 10-2024559 은나노와이어 함유 압력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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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압력 센서는 외부에서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전기적인 성질인 저항이 변하는 성징인 
압저항 특성을 이용하며, 최근 다양한 전자소자에 응용되기 위해 구부린 또는 인장 
상태에서도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

§ 본 기술은 전도성 물질인 은 나노와이어를 함유하여, 신축성을 가지며 낮은 압력에서도 
높은 감도변화를 가지는 은 나노와이어를 함유한 압력센서에 대한 것임

§ 본 기술에 의하면 신축성 기판인 유연층에 은 나노와이어를 직접 도포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종래의 용액 공정 기술보다 효과적으로 압력 
센서의 제조가 가능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은 나노와이어 함유 압력센서의 제조순서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은 나노와이어의 낮은 표면 접착력을 향상시켜 기판에서 떨어지면서 
저항이 커지는 문제를 방지하여, 은 나노와이어의 우수한 저항 및 투과도 특성을 유지시킬 
수 있음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신축성이 있는 고분자에 은 나노와이어 및 전도성 고분자가 증착되어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저항에 대한 응답특성을 나타내어 터치 인터페이스, 헬스 모니터링, 
인공 피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신축성이 있는 고분자에 은 나노와이어 및 전도성 고분자가 증착되어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저항에 대한 응답특성을 나타내어 터치 인터페이스, 헬스 모니터링, 
인공 피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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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신축성 센서 소자를 제조하기 위하여 전도성 고분자(conductive polymer), 
그래핀(graphene),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 및 은 나노와이어(silver 
nanowires; AgNWs)과 같은 가격이 낮고 유연하여 용액공정에 적용이 가능한 소재들이 
연구되고 있음

§ 전 세계 압력센서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Honeywell International (미국), Robert Bosch 
(독일), General Electric (미국), STMicroelectronics (미국), Emerson Electric (미국) 등이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압력센서 시장은 2017년 83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2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압력센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Pressure Sensor Market, 2017

§ 전 세계 압력센서 시장은 기술에 따라 피에조저항 압력센서, 용량 압력센서, 공명 고체 
압력센서, 전자 압력센서, 광학 압력센서, 기타 압력센서로 분류되며, 2016년을 기준으로 
피에조저항 압력센서가 36.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그림] 글로벌 압력센서 시장의 기술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Pressure Sensor Marke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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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압력센서 시장은 2017년 4억 1,4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58%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5억 4,1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압력센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Pressure Sensor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자동차 산업은 압력센서의 주요 사용자중 하나이며, 자동차 산업 시장에서 압력센서는 
상당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압력센서는 자동차용, 의료용, 산업용, 유틸리티용, 항공용, 석유&가스용, 선박용, 
가전제품용, 기타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그림] 유연 디스플레이 개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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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인식 시스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딥러닝 기반 영상 내 객체 인식 시스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개인별 맞춤형 객체 인식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Fast R-CNN 
알고리즘을 적용하며, TensorFlow를 이용해 데이터 머신러닝(ML)을 수행하는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딥러닝, 빅데이터, 머신러닝, 객체 인식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서희석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네트워크 보안
2) 침입탐지시스템
3) 보안 시뮬레이션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8-12-28 10-2018-0172481 딥러닝 기반 영상 내 객체 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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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현재 국내 미용 분야의 이러닝 학습시스템은 아직 종합적인 체계로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시험의 이론 및 실기시험 과목에 대한 불합격 요인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보완 지원 
시스템이 없는 실정임

§ 본 기술은 객체 머신러닝을 통한 딥러닝 기반의 영상 내 자동 객체 인식 및 분석 
시스템으로, 다중 객체들의 빠르고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 Fast R-CNN 알고리즘을 
적용하며, TensorFlow를 이용해 데이터 머신러닝을 수행함

§ 학습자 정보, 문제정보, 동영상 등 미용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한 최초의 빅데이터 구성을 
통한 스마트 이러닝 플랫폼 구촉과 이를 기반으로 취약 부분 분석 도출 알고리즘 
구현하고, 분야별 표준적 동영상 이미지 커트 대비 학습자의 실습 동영상 이미지 자동 
비교 분석 및 접합률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 시스템을 구현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TensorFlow-GPU 구성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수준별, 계층별, 단계별 정보(이론, 사진, 동영상)를 종합 관리하여, 개인별 학습자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형 시스템으로 구현됨

§ 종합된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구성을 통하여 지능형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 개인별 취약 
부분 분석을 제공해주는 빅데이터, 딥러닝 시스템을 구현함

② 혁신성

§ 사용자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확정성이 우수한 솔루션으로, 객체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 객체 인식 딥러닝 솔루션 개발과 원하는 객체를 자유롭게 연속시켜 연상 내에서 검출 
가능함

§ CCTV 내 객체 인식 시스템으로 침입탐지, 사람계수 등 보안/마케팅 분야에 활용 가능하며, 
교통/재해감시 등의 공공분야와 기업 내 보안, 고객관리 등 민간분야 등으로 범위 확대가 
용이함

§ 상태감지를 통해 사람이나 물체의 움직임과 더불어 관제 구역에 대한 상태 감지 기능을 
추가하여 부가적인 보안 기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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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객체인식 기술은 딥러닝으로 미리 학습을 한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물체의 영상을 통해 
물체의 종류, 크기, 방향, 위치 등 3차원적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알아내는 기술임

§ 과거의 객체 인식 연구는 SIFT, SURF, Haar, HOG 등과 같이 객체가 가지는 특징을 
설계하고 검출함으로서 객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됨

§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개발되며 객체 인식 기술은 합성곱 
신경망(CNN)의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 객체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R-CNN 및 이를 보완하는 Fast R-CNN, Faster R-CNN, 
R-FCN, SSD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음

[그림] Fast R-CNN 및 Faster R-CNN 객체 인식 시스템

Fast R-CNN Faster R-CNN

※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 기술 동향, 2018

시장 동향

§ 전 세계 영상처리 시스템 시장은 2015년 90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8%로 증가하여, 
2020년 1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객체 인식 시스템은 개인의 특성 및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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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글로벌 영상처리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 전 세계 영상 감시 시장은 2016년 24억 1,04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1%로 
증가하여, 2022년 30억 6,5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Frost&sullivan, Global City Surveillance Market, Forecast to 2022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객체 인식 시스템은 지능형 영상 감지 시스템으로 보안 산업, 의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함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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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공기청정기 원격 제어 기술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복수의 공기청정기 원격 자동 제어 방법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복수의 원격 위치의 공기오염도 정
보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각각의 공기청정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공기청정기, 원격 제어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서희석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네트워크 보안
2) 침입탐지시스템
3) 보안 시뮬레이션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8-12-21 10-2018-0167709 복수의 공기청정기 원격 자동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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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기청정기는 필수 제품이 되어가고 있으며, 대규모 
시설에 복수 개의 공기청정기를 설치 및 운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복수의 공기청정기를 운용하는 경우, 각 위치별 공기오염도에 따른 구동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력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본 기술은 복수 개의 공기청정기를 공기오염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기술임

§ 통신망을 통해 각각의 공기청정기 센서에 의해 측정된 공기오염도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공기오염도 정보를 기준값과 비교하며,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청정기를 가동 
또는 강도를 강하게 하라는 명령을 생성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공기청정기 제어 시스템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복수의 분산 위치의 공기오염도를 기초로 하여, 공기오염도가 높은 위치의 공기청정기 
만이 선택적으로 구동되도록 제어함

② 혁신성

§ 각 시간대별로 각각의 분산 위치의 공기오염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공기청정 효과 확인, 미세먼지 환경지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공기오염도가 높은 위치의 공기청정기만 선택적으로 구동할 수 있어 전기 사용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관리의 편의성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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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은 수용가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모니터링 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함

§ 최근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기술은 첨단 분석과 통신기술에 힘입어 수용가에게 취할 수 
있는 정보와 제어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가용성 및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게 함

§ 에너지 관리는 사회적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모두 충족시키는 공급 
대안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함

§ 세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ABB(스위스), CISCO System Inc(미국), 
General Electric Company(미국), Honeywell International(미국), IBM(미국), Siemens 
AG(독일), Schneider Electric SE (프랑스), Emerson Process Management(미국) 등이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시장은 2016년 324억 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8.8%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767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Energy Management System Market, 2016

§ 전 세계 공기 정화 시스템 시장은 2016년 136억 7,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53%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78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공기청정기는 통신망을 통해 위치별 오염도에 따라 각각의 공기청정기를 
가동 및 설정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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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글로벌 공기 정화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Air Purification Systems Market, 2017

§ 우리나라의 공기 정화 시스템 시장은 2015년 6억 8,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97%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공기 정화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Air Purification Systems Market, 2015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공기청정 시스템은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 관리 솔루션, 특히, 빌딩 
에너지 관리 솔루션에 적용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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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뽑기 기계용 다지형 그리퍼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인형 뽑기 기계용 다지형 그리퍼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인형 뽑기 기계 등의 크레인에 적용 가능한 다지형 그리퍼에 대
한 것으로 크레인 게임 장치의 구조 및 기능의 개선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물품의 파지 전략을 다양화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집게 다리 모양 및 
파지력을 맞춤형으로 조절하면서 물품의 인출 확률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흥미를 더욱 유발하는데 있어서,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센싱 기술' 및 '서비
스 인터페이스 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에 적용 가능한 다지형 그
리퍼 기계의 파지력 조절 방법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크레인, 그리퍼, 사물인터넷,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서희석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네트워크 보안
2) 침입탐지시스템
3) 보안 시뮬레이션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3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7-06-30 10-1976826 사물인터넷에  적용 가능한 다지형 그리퍼 
기계의 파지력 조절 방법

관련기술 등록 2017-08-21 10-1923387 아두이노를 이용한  다지형 그리퍼 기계

관련기술 등록 2017-05-31 10-1976825 개별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다지형 그리퍼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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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사용자의 조작 등에 의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품 배출 게임장치가 인형 뽑기장 
등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경품 중에 자신이 원하는 경품을 크레인 장치를 
조작하여 획득하는 게임이 있음

§ 상기 기계들의 경우 비정형적인 경품의 외형에 의해 게임장치 관리자가 게임장치의 
난이도를 조절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본 기술은 인형 뽑기 기계 등의 크레인에 적용 가능한 다지형 그리퍼에 대한 것으로 
크레인 게임 장치의 구조 및 기능의 개선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물품의 파지 전략을 
다양화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집게 다리 모양 및 파지력을 맞춤형으로 조절하면서 
물품의 인출 확률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흥미를 더욱 유발하는데 있어서,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센싱 기술' 및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에 적용 
가능한 다지형 그리퍼 기계의 파지력 조절 방법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이 적용되는 게임장치 및 다지형 그리퍼 구성도 및 작동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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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사물인터넷 기기와 연동되어 물품의 파지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편리하게 복수개의 집게 다리 모양 및 파지력을 맞춤형으로 조절할 
수 있음

§ 복수개의 집게 다리의 파지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파지력 조절부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여, 특별한 기술 없이도 상품을 용이하게 인출 가능함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푸시되는 해당 조절 버튼뿐 아니라 푸시되지 않는 복수개의 조절 
버튼과 연동되는 복수개의 집게 다리들도 함께 파지력의 세기가 조절되는 실시예의 경우, 
복수개의 집게 다리 조절 동작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되는 집게 다리의 
파지력 세기의 총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특정 집게 다리의 파지력의 세기만 급격하게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기술 동향

§ 중국의 어뮤즈먼트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본 사업 관련 기업의 80%로 중국 
광저우에 집중되어 있음

§ 증강현실(AR)과 3차원(3D)영상 등 기술을 접목시킨 `스크린스포츠`도 새로운 놀이터로 
급부상 중임

시장 동향

§ 국내 게임시장은 모바일게임의 성장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시장 규모가 연평균 7.6% 
증가하였으며, 국내 게임 시장은 2013년 9.7조 원에서 2018년 14조 원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음

§ 플랫폼별로 보면 이중 어뮤즈먼트(아케이드 게임장) 시장의 경우 2013년 639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7.6%로 성장하여 2018년에는 875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그림] 국내 게임 시장 규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사물인터넷 기기의 제어권을 가지지 않는 동일 통신망 또는 다른 
통신망의 사용자로 하여금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제어권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사물인터넷 기기 제어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고, 기 구축된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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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문화오락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중국 내 실내 어뮤즈먼트 시장 규모만 
120억 위안, 우리 돈 20조원을 넘기고 있으며, 실외 게임장 시장은 제외한 수치임

§ 현지 어뮤즈먼트 산업 규모가 매년 커지는데다 가상현실(VR) 등과 접목해 콘텐츠까지 
다양해지는 등 질적 발전도 이뤄가고 있음

§ 대만의 경우 “당초 법령에 따라 허가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인형뽑기를 자동판매기로 분류, 장소와 시간 구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면서 산업이 급속도 성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대만 내 인형뽑기 기계 
생산·제조 연매출 규모는 1억5000만 달러임

§ 세계에 퍼진 전체 인형뽑기 가운데 70%에는 대만 부품이 들어갔으며, 대만에는 10만여대 
상당 인형뽑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7만대는 무인으로 작동되도록 하여 대만 기업은 
무인점포와 IT를 결합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음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어뮤즈먼트 기계 특히 경품 배출 장치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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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유인 시스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물고기 유인 시스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발광파장 또는 음향주파수를 통해 다양한 어종을 유인할 수 있는 
물고기 유인 시스템에 관하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물고기 유인, 집어기, 파장, 음향주파수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설순욱 교수

소속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의 품질 측정, QoS 
보장방법, 수용량 개선 연구

2) 최신 네트워크 기술 기반, 
상황인지 기반의 융합 서비스 연구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8-12-10 - 물고기 유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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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종래 집어기는 유선으로 전원을 공급받으며, 광원 및 주파수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물고기는 어종 마다 다른 가청 주파수 대역을 인지하며, 인식 가능한 색 영역 역시 차이가 
있어 색상에 대한 선호가 상이함

§ 본 기술은 어종에 따른 상이한 발광파장 또는 음향주파수를 설정하여 다양한 어종을 
유인할 수 있는 물고기 유인 시스템에 관하 기술임

§ 어종을 유인하기 위해 어종에 대응하여 발광파장 및 음향주파수를 가변하고, 촬영부를 
통해 어종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발광파장 및 음향주파수를 가변할 수 있으며, 실제 
물고기가 유인되는지 여부 또한 수중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의 물고기 유인 시스템 구성도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어종에 따라 음향주파수 및 발광파장을 가변할 수 있으며, 수중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물고기의 유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다양한 어종 각각에 따라 해당 어종을 유인하기 위한 발광파장 및 음향주파수를 다르게 
설정함

§ 집어기 하부에 촬영부를 설치하여 수중 영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물고기 
유인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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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집어기는 소리, 빛 등으로 물고기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낚시 또는 소규모 조업에 사용되고 
있음

§ 유선으로 전원을 공급받는 전구 및 스피커로 구성된 제품이 대부분이나, 유선 방식의 경우 
레저용 낚시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음

§ eMinnow fishing lure는 특정 물고기가 행동할 때 나타나는 움직임을 모방하기위해 
모터를 이용한 진동으로 일정한 주파수만을 발생시킴

§ Fish Call은 물고기의 청각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유인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음향 진동 
기술을 이용하여 물고기가 먹이를 먹을 때 발생되는 소리를 모방하는 방식임

시장 동향

§ 해양바이오, 해양레저산업 등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 전 세계 해운 산업은 2010년 4,602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1%로 증가하여, 2020년 
6,87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해운사업 시장의 매출 규모 및 전망

※ 자료 : KDB산업은행, 해양 신성장 산업의 현황과 전망

§ 전 세계 수산업은 2010년 4,743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9%로 증가하여, 2020년 
5,8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물고기 유인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어종에 맞는 발광파장 및 
음향주파수를 가변하여 원하는 어종을 포획하기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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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글로벌 수산업 시장의 매출 규모 및 전망

※ 자료 : KDB산업은행, 해양 신성장 산업의 현황과 전망

§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장 발달 된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8~2.2억 
달러의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관련 사업의 경제, 
사회, 군사 및 과학적 측면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방대함

[그림] 글로벌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무선 IT 기술에 기반한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물고기 유인 시스템은 물고기를 포획하기 위한 용도로 적용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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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하나의 NFC 리더 장치로 NFC 태그 및 모바일 단말과 양방향 통
신하여 경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근거리 무선통신, NFC, 네비게이션, 경로, 안내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설순욱 교수

소속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의 품질 측정, QoS 
보장방법, 수용량 개선 연구

2) 최신 네트워크 기술 기반, 
상황인지 기반의 융합 서비스 연구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8-01-16 10-2051203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시스템

관련기술 등록 2018-04-26 10-2044684 연락처 정보에 기초한 경로 안내 방법 및 이를 
위한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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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일반적으로 차량의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사용자가 직접 목적지의 주소나 전화번호 및 
명칭 등을 입력하여 경로를 탐색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며, 목적지를 네비게이션에 화면 
터치로 입력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본 기술은 하나의 NFC 리더 장치로 NFC 태그 및 모바일 단말과 양방향 통신하여 경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경로 정보가 미리 저장된 NFC 태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의 경로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한 근거리 무선 통신(NFC)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경로 입력방법 
및 제작된 시제품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하나의 NFC 리더 장치로 NFC 태그 및 모바일 단말과 양방향 통신하여 
경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음

§ 경로 정보가 미리 저장된 NFC 태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의 경로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어 외국인 승객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운전자의 휴대폰 등에 입력되어 있는 경로 정보를 별도의 입력장치 
없이 차량의 네비게이션에 입력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운전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의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해 제작된 NFC/RFID 통합 리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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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차량용 IoT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됨

ü (네비게이션) GPS와 통신수단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길안내를 수행함과 
아울러, 실시간 데이터 캡쳐 및 도로와 차량의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됨

ü (텔레매틱스) 차량 관리, 지능형 교통 시스템, 차량 충돌 회피, 주차 관리 시스템, 승객 
정보 시스템, 긴급 차량 통보 시스템 및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이에 포함됨

ü (인포테인먼트) 차량 내 오락 및 통신 기능이 이에 포함되며, 통신 기능은 차량의 인터넷 
접속 기능과 스마트 장치의 사용 가능 콘텐츠와 정보 등으로 세분화됨

§ 스마트 카,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라 차량용 IoT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IT 
기업과 자동차업체 간의 제휴와 협력이 증가하고 있음

§ 차량용 IoT 시장에서 주요 기업으로는 Texas Instruments Inc(미국), Intel Corp(미국), NXP 
Semiconductors N.V.(네덜란드), TOMTOM N.V.(네덜란드), IBM Corporation(미국), Cisco 
Systems Inc.(미국), Microsoft Corp.(미국) ,Thales SA (프랑스), AT&T Inc.(미국), Vodafone 
Group(영국), Robert Bosch GmbH(독일), Google Inc.(미국), Apple Inc.(미국), General 
Motors(미국.), Audi AG(독일), Ford Motor Company(미국) 등이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차량용 IoT 시장은 2016년 199억 6,74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7.6%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827억 9,4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세계 차량용 IoT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MarketsandMarkets, Automotive IoT Market, 2017

§ 전 세계 차량용 IoT 시장을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구분하면 인포테인먼트 부분, 네비게이션 
부분, 텔레매틱스 부분으로 나누어 지며, 네비게이션 부분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사용자의 휴대폰 단말기와 차량의 네비게이션의 NFC 통신을 통해 
네비게이션의 조작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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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인포테인먼트 부분은 2016년 92억 3,04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6.3%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74억 1,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네비게이션 부분은 2016년 77억 5,74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8.3%로 높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346억 7,6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텔레매틱스 부분은 2016년 29억 7,96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3.7%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06억 9,9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세계 차량용 IoT 시장의 어플리케이션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MarketsandMarkets, Automotive IoT Market, 2017

§ 우리나라의 차량용 IoT 시장은 2016년 6억 8,62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1.8%로 
증가하여, 2022년 36억 5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현대자동차는 커넥티드 카의 개발을 위해 2016년 Cisco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고, 
네이버는 웹 기반 자동차 쉐어링 업체인 Green Car와 협력하여 차량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그림] 우리나라의 차량용 IoT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 MarketsandMarkets, Automotive IoT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휴대폰과 차량의 통신에 적용되는 자동차용 IoT 기술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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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와 센서 기반 실시간 연주 제어 및 교육 장치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LED와 센서 기반 실시간 연주 제어 및 교육 장치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연주 관련 기호(음표 등)를 포함하는 악보가 미리 정의된 텍스트 
형태로 변환되도록 하여, 별도의 악보 없이도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악기 
연주(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주제어장치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연주, 제어, 기타, 교육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설순욱 교수

소속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의 품질 측정, QoS 
보장방법, 수용량 개선 연구

2) 최신 네트워크 기술 기반, 
상황인지 기반의 융합 서비스 연구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7-02-20 10-1877852 연주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연주 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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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일반적으로 현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악보와 악기를 번갈아 보면서 코드를 습득하고 
그 코드에 해당하는 적합한 운지법에 따라 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혼자 
독학으로 연주 연습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름

§ 본 기술은 연주 관련 기호(음표 등)를 포함하는 악보가 미리 정의된 텍스트 형태로 
변환되도록 하여, 별도의 악보 없이도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악기 연주(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주제어장치에 대한 것으로서, 연주 관련 기호에 대응하여 기타 넥의 
운지위치에 해당 LED가 제어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연주시점 및 
연주속도를 자유롭게 변경되도록 하여 다양한 버전으로 악기 연주(연습)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연주제어장치 및 작동 프로세스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악기만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악보 없이도 다양한 기능(되감기, 
빨리감기, 연주위치 이동)을 지연 없이 이용하여 악기 연주를 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연주 내용을 실시간으로 앱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나만의 연주 
악보를 저장하고 콘텐츠 서버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LED와 센서를 활용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다양한 연주법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실시간 레슨 기능을 수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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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중국 위안 인 테크놀로지는 AI 피아노 레슨 서비스 ‘01yinue.com’를 제공 중임

[그림] 위안 인 테크놀로지는 AI 피아노 레슨 서비스 ‘01yinue.com’

※자료 : 유안 인 테크 홈페이지

§ 모바일 앱과 서비스 플랫폼이 결합하여 커뮤니티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온라인 협연, 음악 
교육, 연주 훈련, 음원 공유 및 유통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

시장 동향

§ 음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뷰브에 하루 49억회 이상 조회, 매분 약 
50시간에 이르는 동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음

§ 전국 실용음악학과는 90여개로서 대중음악의 발전과 K-Pop 붐 등의 영향으로 장래희망이 
가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음악 소비 시장은 PC에서 모바일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음악 레슨 
시장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 세계 음악시장은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음원시장과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공연음악시장의 영향으로 2013년 
전년대비 0.4% 감소한 474억 1,500만 달러의 규모를 보임 

§ 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중국의 음악교육 시장은 그 규모가 3년 후인 2022년에 
4000억 위안(약 67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온라인 부문이 전체의 약 4분의 
1인 1000억 위안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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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리나라 음악 시장 현황

※자료 : MarketsandMarkets, Automotive IoT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연주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능과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 
및 플랫폼 구축에 적용 가능함



 

스마트 창문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스마트 창문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자동 개폐가 가능한 스마트 창문에 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스마트, 자동, 개폐, 창문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안채헌 교수

소속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제어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8-06-29 10-2018-0075380 스마트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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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건축기술 및 건축자재의 기술 발달에 따라 기밀성이 향상되고 냉난방 효율이 우수한 
창문이 사용되고 있는데, 창문이 적절하게 개방되어 실내 공기의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먼지, 가스, 세균 등에 의해 실내 공기의 오염이 발생하여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최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의 급증에 의해 실내 공기의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내 공간의 환기를 위해 기존에는 창호를 직접 개방하였으나, 사용상 편의를 위해 
자동으로 창호가 개방되어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음

§ 본 기술은 외부 공기의 질,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통해 감지된 정보를 이용하여 창문이 
자동으로 개폐가 이루어지며, 조도 센서를 통해 감지된 정보에 따라 블라인드가 동작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스마트 창문의 구성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제어부는 외부 공기 중의 습도, 먼지, 가스를 감지하는 센서모듈에서 
감지된 정보에 따라 제1모터를 구동시켜 이동형 창문을 개폐시킴

§ 센서모듈에 의해 감지된 외부 공기 중의 습도, 먼지, 가스가 기설정된 수치 이상인 경우 
제어부는 제1모터를 정방향으로 구동시켜 이동형 창문이 개구부를 폐쇄하도록 하고, 
기설정된 수치 이하인 경우 제1모터를 역방향으로 구동시켜 이동형 창문이 개방되도록 함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외부의 다양한 환경을 감지하고 이에 따라 창문의 개폐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적절한 환기로 실내의 공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외부의 환경에 따라 창문이 자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 사용상 편리하고, 
적절한 환기에 의해 실내 공기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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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한화 L&C의 브리웰에는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유해먼지 저감 방충망인 ‘먼지잼’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노 화이버 기술을 적용해 만든 방진망을 부착해 미세먼지 포집률을 
높였으며 창문을 닫지 않아도 외부 미세먼지를 약 86% 차단할 수 있고 창 상단에 환기 
키트가 설치돼 있어 창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를 할 수 있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음

§ 휘발성 유기화합물, 알레르기성 물질, 세균 등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들의 가속화로 
볼 때 공기청정 기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내 공기청정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 동향

§ 전 세계 공기 정화 시스템 시장은 2016년 136억 7,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53%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78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공기 정화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Air Purification Systems Market, 2017

§ 전 세계 공기 정화 시스템 시장은 최종사용 부문에 따라 자동차 부문, 건설 부문, 
헬스케어&의료 부문,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제조 부문, 기타 부문으로 분류됨

ü 자동차 부문은 2015년 54억 6,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44%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78억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건설 부문은 2015년 26억 9,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42%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38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헬스케어&의료 부문은 2015년 21억 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38%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30억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에너지&유틸리티 부문은 2015년 17억 7,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26%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5억 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제조 부문은 2015년 14억 3,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31%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116 -

ü 기타 부문은 2015년 10억 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17%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4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공기 정화 시스템 시장의 최종사용 부문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Air Purification Systems Market, 2015

§ 우리나라의 공기 정화 시스템 시장은 2015년 6억 8,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97%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 공기 정화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Air Purification Systems Market, 2015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실내외 온습도 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공기 오염을 감지하고 제거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건축&건설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함

[그림] 스마트 창문의 일 예



 

점자 입력 장치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점자 입력 장치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점자 교육에 이용될 수 있고 점자를 통한 일반 문자 표시의 입력
을 지원할 수도 있는 점자 입력 장치에 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점자, 입력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안채헌 교수

소속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제어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8-12-28 10-2018-0171399 점자 입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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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기록해 둔 문자를 판독하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각 등을 문자로 기록하여 그 기록을 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로 되는 행위임

§ 따라서, 자신의 생각 등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그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게 됨

§ 그러므로, 시각 장애인의 경우 그 자신이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점자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점자를 모르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점자가 아닌 일반 문자에 의해 그러한 생각을 기록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점자가 아닌 일반 문자의 교육을 따로 받기 힘든 시각 장애인으로서는 일반 
문자를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음

§ 본 기술은 시각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로, 
점자만을 아는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를 이용해서 일반 문자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점자 입력 장치의 구성도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제어부는 동작 모드가 일반 문자 입력 모드인 경우 키패드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점자 점형을 수신하고, 입력된 점자 점형에 대응하는 일반 문자 
표시를 문자표 저장부로부터 검색하며, 검색된 일반 문자 표시를 시각 신호 출력부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도록 제어함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일반 문자 입력 모드와 점자 교육 모드를 활용하여 일반 문자를 모르는 
시각 장애인이 출력된 점자 점형을 통해 점자로 일반 문자를 기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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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동향

§ 점자는 6개의 점자용 도트를 이용하여 한글을 포함한 영문, 숫자등을 표현할 수 있는데 
6개의 점자용 도트를 이용하여 시각 장애인이 원하는 문장 또는 글을 작성 하게 개발 
되었지만 많은 비율의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점자학습장치의 
개발이 필요함 

§ 전국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3분의 2이상이 탭틸로를 이용해 점자교육을 시행중임

시장 동향

§ 전 세계 음성 및 언어 인식 시장은 2018년 750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9.18%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2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음성 및 언어 인식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Speech And Voice Recognition Market, 2019

§ 전 세계 음성 및 언어 인식 시장은 기술에 따라 음성인식, 언어 인식으로 분류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시각 장애인들은 간단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생활의 편의 및 품격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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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글로벌 음성 및 언어 인식 시장의 기술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Speech And Voice Recognition Market, 2019

§ 전 세계 음성 및 언어 인식 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지역이 
43.6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8.09%, 유럽 지역이 
20.77%, 기타 지역이 7.51%로 나타남

[그림] 글로벌 음성 및 언어 인식 시장의 지역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Speech And Voice Recognition Market, 2019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시각 장애인의 교육 및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점자 입력 장치에 적용 가능함

[그림] 점자 입력 장치의 적용 예

  



 

고속 픽 앤 플레이스 작업을 위한 복합형 로봇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고속 픽 앤 플레이스 작업을 위한 복합형 로봇

기술 개요
본 기술은 고속으로 픽 앤 플레이스(pick and place)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에 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작업, 로봇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유승열 교수

소속 기계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공정설계 및 제어 개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8-01-19 10-2019-0088772 고속 픽 앤 플레이스 작업을 위한 복합형 로봇

관련기술 등록 2011-04-12 10-1242225 부품 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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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최근 산업계에서는 공정 자동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 중 
스카라 로봇(scara robot)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며 조립, 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레퍼런스(reference)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픽 앤 플레이스(pick and place) 공정을 
구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픽 앤 플레이스 작업은 스택 앤 폴딩 방식의 배터리 제조방법에서 사용될 수 있음

§ 스카라 로봇은 배터리 제조 시 선형 모터상에 위치한 절연재 상측으로 자재를 이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 그러나 배터리 제조공정은 생산성 측면에서 왕복 1초 이하의 택 타임(tack time)을 
요구하지만, 일반적으로 스카라 로봇은 택 타임이 델타 로봇(delta robot)의 택 타임보다 
느리기 때문에 상기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어려움

§ 따라서 택 타임에 대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스카라 로봇 대신 델타 로봇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델타 로봇은 일반적으로 베이스가 작업 공간의 상부에 위치해야 하나 
배터리 제공 공정에 있어서 자재가 적층되는 부분의 상부는 절연재의 공급 등의 작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작업 공간의 구조적인 변경 없이는 델타 로봇을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본 기술은 제한된 작업 공간에서도 고속으로 픽 앤 플레이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한 복합형 로봇의 구성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베이스 상에 구비되는 중심축, 중심축과 수직 방향으로 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1 암, 제1 암의 일측에 구비되는 지지부, 지지부의 하측에 구비되는 복수개의 
제2 암, 복수개의 제2 암에 대해 각각 회동 가능하게 결합되는 복수개의 링크 암 및 
적어도 하나의 링크 암과 결합되는 엔드 이펙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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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스카라 로봇의 일부가 델타 로봇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형 로봇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기술 동향

§ 스마트 로봇 시장은 전문 서비스를 위한 자율로봇 채택 증가 로봇 분야의 기술진출 증가 
산업 자동화에 대한 투자 증가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 추진 요인에 의해 급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초기 연구개발비가 높은 것이 스마트 로봇 시장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스마트 로봇 시장의 기회 중 일부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광범위한 사물 
인터넷(IoT) 채택,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엄청난 잠재력이며 게다가 복잡한 고도의 
인터페이스로 인한 안전 우려는 스마트 로봇 시장이 직면한 주요 과제임

시장 동향

§ 전 세계 스마트 로봇 시장은 2017년 34억 1,74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1.64%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35억 7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스마트 로봇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Smart Robots Market, 2018

§ 전 세계 스마트 로봇 시장은 산업 용도별로 자동차용, 일렉트로닉스용, 음료 및 식품용, 
기타로 분류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스카라 로봇의 일측이 델타 로봇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작업 공간에서도 고속으로 픽 앤 플레이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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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글로벌 스마트 로봇 시장의 산업 용도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Smart Robot Market, 2018

§ 우리나라 스마트 로봇 시장은 2018년 1억 4,44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5.2%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4억 4,4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 스마트 로봇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Smart Robot Market, 2018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배터리 제작에 사용되는 작업 로봇에 적용 가능함

[그림] 스카라 로봇의 컨베이어 트래킹



 

실시간 운전성향 검출 장치 및 방법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실시간 운전성향 검출 장치 및 방법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실시간으로 연산하여 검출할 수 있도록 하
는 실시간 운전성향 검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실시간, 운전, 연산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유승열 교수

소속 기계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공정설계 및 제어 개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9-02-19 10-2019-0019017 실시간 운전성향 검출 장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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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저마다 다른 다양한 운전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평균 주행 속도가 높은 운전자, 감가속 특성이 다른 운전자에 비해 낮은 운전자, 
연비 운전을 하는 운전자, 주로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장거리 운행을 하는 운전자 
등의 다양한 운전성향이 있음

§ 차량의 주행 성능과 관련된 운전자의 만족도는 차량이 얼마나 운전자의 성향에 맞게 
주행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운전자의 성향은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반면 
동일한 차종에 대해서는 차량의 성능 특성이 하나의 성능 특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운전성향과 차량의 반응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운전자는 종종 차량의 주행 성능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게 됨. 즉,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파악하고, 운전자의 운전성향에 적합하게 차량이 반응하도록 변속을 제어하면 
주행 성능과 관련한 운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운전자의 주행 성능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파악하고 파악된 운전자의 운전성향에 적합하게 차량을 제어하는 차량 제어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음

§ 본 기술은 운전성향을 정량화하여 운전성향지수를 산출하되, EWMA(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를 이용하여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운전성향지수를 
실시간으로 연산하여 검출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실시간 운전성향 검출 장치의 구성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행 정보를 검출하는 센서부와, 센서부에서 검출된 
주행 정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운전성향을 검출하되 EWMA(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기법을 통해 운전성향을 검출하는 운전성향 산출부를 포함함

② 혁신성

§ EWMA를 이용함으로써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실시간으로 
연산하여 검출할 수 있게 되며, 연비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에게 현재 
운전성향지수를 피드백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주행 습관을 개선할 수 있게 됨



 

- 127 -

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 또한, 주행을 즐기는 운전자들을 위해 운전성향지수에 따른 차량 개별 샤시 시스템을 개별 
운전자에게 최적/맞춤화된 차량 응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주행상황예측 로직과 
운전성향검출 로직을 융합하여 평소 운전자의 주행 특성대로 차량 개별 샤시 시스템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율주행의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됨

기술 동향

§ 최근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자동차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를 기존의 기계적인 차량 보조 시스템보다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스마트 자동차는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에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한 
자동차로,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ICT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운전자 편의”와 
“차량 안전” 관련 기술들을 개발중에 있음

§ 특히, 국내는 현대기아차, 만도, 모비스 등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완성차 및 부품업체와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네이버 등 네트워크･콘텐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ICT  업체 들을 기반으로 스마트자동차 관련 신규사업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우리나라는 스마트 자동차의 핵심기술인 차량용 센서 및 알고리즘, 정밀지도 
구축기술 등에서 기술 선도국인 독일, 미국, 일본 대비 큰 기술격차를 드러내고 있고, 향후 
법･제도적 규제나 기준의 수립이 늦어질 경우,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스마트 자동차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프라, 
법･제도, 국제협력 분야를 주도하고 R&D 및 사업화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여 스마트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육성전략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 동향

§ 시장조사 전문기관 야노경제연구소는 2030년까지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생산 규모가 
6.500만 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다양한 요소 기술 중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HVI(Human 
Vehicle Interface), 인포테인먼트, 운전자 모니터링 등의 기술 등을 언급함으로 차세대 
운전자 편의 시스템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전 세계 스마트카 시장 규모가 13년 2,100억 달러에서 18년까지 연평균 6.7%씩 증가함에 
따라 인포테인먼트 등 차량 편의 시스템 판매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실시간으로 연산하여 운전자들의 주행 습관을 
개선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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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 세계 스마트카 시장규모 추이

※ 자료 : KDB산업은행, 2014, 스마트카 시장 확대와 국내 ICT 업계의 대응과제

§ 세대 운전자 편의 시스템 중 인포테인먼트 부분은 통신 및 IT 기술의 발달로 점점 그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5년 예상 시장규모는 2013년 대비 11.2% 성장한 4조 
5,698억 엔 수준으로 예상됨

§ 지능형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 국내 안전 및 편의 부품의 시장 전망을 보면 2012년 약 
39억 달러 규모로 형성되었으며, 연평균 성장률 약 5.9% 수준으로 2017년 52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차세대 운전자 편의 시스템 시장은 2020년까지 4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차세대 운전자 편의 시스템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국내시장(자동차산업편람, 2013, 국내자동차 총생산대수 기준 계산)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운전자의 주행거리, 주행시간, 급가속횟수, 급감속 횟수, 공회전시간, 과속시간 
등의 운전자 정보 획득에 적용 가능함

[그림] 본 기술의 적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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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 방법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방법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근사화하여 발전정보 
및 고장진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전송 방법에 
관한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모니터링, 데이터 전송, 고장진단, 정보 전송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유승열 교수

소속 기계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공정설계 및 제어 개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7-06-30 10-1928739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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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대용량의 모니터링 데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압축 처리하는 방법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 본 기술은 수집한 센싱 정보를 토대로 사각형, 아크형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근사화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생성하여 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기술임

§ 센싱 정보의 연속적 패턴을 기 설정된 샘플링 구간으로 나눈 후 샘플링 구간의 데이터 
변화량과 기 설정된 임계값의 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샘플링 구간의 
데이터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근사화하며, 근사화한 정보를 참조하여 각각의 샘플링 구간별 
모니터링 데이터를 생성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토대로 모니터링 대상 기기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동작 제어를 수행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전송 과정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관리서버에서 각각의 태양광 발전설비로부터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받아 발전정보 및 
고장진단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대량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양을 기하학적 형태로 근사화학 모니터링 데이터로 제공 받아 
데이터 관리에 따른 부하를 경감 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각종 센서를 통해 측정한 정보를 소정의 샘플링 구간으로 나눠 사각형, 아크형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 기하학적 형태로 근사화한 데이터를 서버로 제공하여 데이터양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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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데이터를 압축하지 않으면 통신망의 한정된 전송 대역폭 문제로 효율적인 전송이 
곤란해지며, 저장 측면에서도 저장 공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압출이 필수적임

§ 데이터 압축 방식으로는 팩형 십진수(Packed decimal), 상대 인코딩(Relative encoding), 
문자 단축(Charater suppresion), 호프만 코딩(Huffman coding) 등이 있음 

§ 타깃DB로 데이터를 옮길 필요가 있을 때 흔히 CDC와 함께 고려되는 것은 ETL(Extract, 
Transform, Load) 솔루션이

§ ETL 솔루션은 소스DB에 SQL 쿼리문을 보내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기에 소스DB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소스DB에 과도한 부하를 주게 되며, 따라서 
CDC와는 달리 실시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CDC는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닌 트랜잭션을 옮기는 것이다 보니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작고, 네트워크 비용 부담도 덜한 편임

§ 따라서 상대적으로 먼 곳으로 데이터를 보내기에 유리하며, 일부 글로벌 기업에서는 
데이터의 이동 거리를 고려해 CDC를 함께 도입하는 경우도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데이터 산업 시장은 2015년 13조 3,555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4.3%로 
증가하여, 2018년 15조 1,545억 원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글로벌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2019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데이터 전송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근사화하여 
과부화 없이 전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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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 산업 시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데이터 
서비스 분야로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분야는 4.09%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임

§ 데이터 솔루션 분야는 1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글로벌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2019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데이터 전송 방법은 데이터 처리, 전송 등 데이터산업용으로 적용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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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행 상황에 견실한 차량 롤 각 추정 로직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다양한 주행 상황에 견실한 차량 롤 각 추정 로직

기술 개요

본 기술은 별도의 고가 센서 장착 없이 양산 차량에서 가용한 센서 정보만
을 이용하여 롤 전복 상황 및 종/횡 경사로 주행과 같이 기존 추정 방법으로
는 추정이 어려운 악의적 주행 조건에서도 강건한 롤 각 추정 로직에 대한 
것으로 차량의 전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자동차, 전복, 안전, 롤, 추정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유승한 교수

소속 기계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시스템 모델링 및 제어
2) 시스템 식별, 추정기 설계
3) 샤시통합제어, 지능형 자동차 제어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4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7-01-10 10-1899912 차량의 롤링  전복 판단방법

관련기술 출원중 2017-12-06 10-2017-0166806  차량의 롤각 산출 장치 및 방법 

관련기술 출원중 2017-12-06 10-2017-0166782  차량 전복 감지 방법 및 장치 

관련기술 출원중 2016-12-14 10-2016-0170610 차량의거동산출시스템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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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차량이 코너를 선회하면 차체는 코너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고 핸들링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며 이때 차량이 기울어지는 양을 롤 각이라고 하며, 이러한 차량의 롤 각은 횡 
슬립각과 더불어 차량의 횡방향 제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태 변수 혹은 제어 변수로 
작용함

§ 본 기술은 별도의 고가 센서 장착 없이 양산 차량에서 가용한 센서 정보만을 이용하여 롤 
전복 상황 및 종/횡 경사로 주행과 같이 기존 추정 방법으로는 추정이 어려운 악의적 주행 
조건에서도 강건한 롤 각 추정 로직에 대한 것으로 차량의 전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것임

§ 본 기술에 의한 차량 롤 각 추정 로직은 정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횡 가속도, 요 레이트 
센서 계측치를 주로 이용하여 롤 각을 추정하고, 횡 방향 동적 거동이 큰 상황에 대해서는 
롤 레이트 적분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여 롤 각을 추정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다양한 주행 상황에 견실한 차량 롤 각 추정 알고리즘 개요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한 차량 롤 각 추정 알고리즘은 평지 주행 상황 뿐만 아니라 횡 경사로 주행, 
주차타워 주행, 롤 전복 상황과 같은 다양한 실차 주행 시나리오에서 검증되었으며, 그 
결과 제안된 롤 각 추정 로직이 여러 악의 주행 조건들에서도 추정 성능을 견실하게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② 혁신성

§ 차량이 전복된 상황을 자동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차량용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으나, 종래의 차량 전복 판단 시스템은 전복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장비들이 
차량에 더 구비되어야 하지만 본 기술에 의하면 별도의 고가 센서 장착 없이 양산 
차량에서 가용한 센서 정보만으로 롤 전복을 방지할 수 있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다양한 주행 상황에 견실한 차량 롤 각 추정 로직은 일반적으로 차량에 
장착되는 장비만으로 차량의 롤링 전복을 용이하고 정확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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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실시간 추정된 롤 각을 사용하여 롤 전복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어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음

§ 차량의 롤 각을 추정하기 위해 차량의 횡 가속도 센서 계측치를 이용하는 방법, 롤 레이

§ 트 적분을 통한 방법, 차량 횡 방향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롤 각 추정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음

§ 전 세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Robert Bosch (독일), ZF 
Friedrichshafen (독일), Aptiv (영국), Continental (독일), Intel (미국) 등이 있음

[표] 글로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에서 주요 기업의 시장 위치

시장 위치 기업명

우세
(Dominant)

• Bosch
• Continental
• Delphi
• ZF Friedrichshafen

강력
(Strong)

• Autoliv
• Magna International
• Valeo

※ 자료 : TechNavio, Global Automotive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Market, 2018

시장 동향

§ 전 세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은 2017년 283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1.93%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762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Automotive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Market, 2018

§ 우리나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은 2018년 13억 3,16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7.93%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42억 2,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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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리나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ADAS Market, 2018

§ 자동차 안전 및 제어장치용 센서 시장은 2017년 45억 7,69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98%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72억 5,6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자동차용 센서 시장의 센서 용도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Automotive Sensors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차량 롤 각 추정 알고리즘은 자동차의 롤 각 추정 알고리즘에 적용 
가능함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스마트 캐리어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스마트 캐리어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따라 스스로 이동하면서 장애
물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캐리어에 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자율, 주행, 스마트, 캐리어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이상순 교수

소속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디지털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8-12-06 10-2018-0156291 스마트 캐리어

관련기술 등록 2018-02-13 10-1996752 스마트 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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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로봇의 연구가 진행되며, 상용화된 로봇 중에 여행용 캐리어에 로봇이 접목되어 사용자가 
팔찌나 열쇠고리 등의 추적 장치를 휴대하고 있으면 사용자를 따라 이동하는 로봇 
캐리어가 상용화 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 하지만 시중에 나온 로봇 캐리어 제품은 단순히 사용자를 따라다닐 뿐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능에 대해 만족스럽게 작동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단순히 정지하거나 기능이 아예 없는 제품이 대부분임

§ 여행용 가방은 그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율주행로봇이나 이동 로봇의 
장애물 회피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기존 자율주행로봇이나 이동 로봇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움

§ 본 기술은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함으로써, 스마트 캐리어가 장애물을 유연하게 
회피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스마트 캐리어의 장애물 회피 방법 및 바퀴 제어 방법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초음파 센서의 수신기에서 수신한 신호를 분석하여 외부의 타겟에 
부착된 초음파 센서의 송신기와 스마트 캐리어 간의 거리와 각을 산출함

§ 이를 기초로 바퀴의 각과 속도를 변화시켜 스마트 캐리어가 외부의 타겟을 따라 
이동하도록 구성됨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5개의 초음파 센서가 구비되며, 5개의 초음파 센서는 본체 전방의 
중앙부 다면체에 부착하여 각 방향으로 초음파 센서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됨

§ 초음파 센서를 통해 장애물의 존재와 위치를 인식하면 바퀴를 제어하여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음



 

- 139 -

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객체 인식 감지 기술, 인공지능, 동작 기술, IoT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 요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 분야임

§ 일부 자율주행 로봇은 가정, 재난 현장 등에 활용되며 이미 일상생활에 공존하고 있으며, 
군사, 장난감 및 취미 등의 전통적인 틈새시장에서 벗어나 가사 지원, 교육, 의료/재활, 
물류, 국방/재난, 해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음

§ 자율주행 로봇은 가정 지원 분야, 교육/의료/업무 지원 분야, 물류 지원 분야, 국방/재난 
대응 분야, 해양/환경 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자율주행 로봇 시장은 2016년 41억 6,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4.31%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81억 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자율주행 로봇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Autonomous Mobile Robots Market, 2017

§ 전 세계 자율주행 로봇 시장을 제품 용도에 따라 항공우주/군사용, 광업/광물 산업용, 
석유/가스 산업용, 산림/농업 산업용, 물류/창고 산업용, 전력/에너지 산업용, 
의료/헬스케어 산업용으로 분류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스마트 캐리어가 장애물을 유연하게 회피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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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글로벌 자율주행 로봇 시장의 제품 용도에 따른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 TechNavio, Global Autonomous Mobile Robots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여행 시 사용되는 캐리어에 적용 가능함

[그림] 자율주행 스마트 캐리어의 활용 예



 

지능형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 곡면 모듈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지능형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 곡면 모듈

기술 개요
본 기술은 구체적으로 라인 트레이싱 방식으로 이동하며 곡면을 포함하는 
태양광 패널을 청소할 수 있는 지능형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에 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이상순 교수

소속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디지털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8-12-26 10-2018-0169605 지능형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 곡면 모듈

관련기술 출원중 2018-12-26 10-2018-0169613 지능형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 라인 트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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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최근 건축물 등의 외벽에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대 효율을 
이끌기 위해 곡면으로 설계된 패널이 있으며 가정용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지붕 위나 축사 
위에도 설치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음

§ 하지만 단순히 태양광 패널의 설치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전력 발전 효율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그 원인으로는 주로 먼지 및 이물질 또는 내부결함이나 핫스팟 등이 있음

§ 특히, 태양광 발전은 먼지, 황사 및 분진 등이 쌓여 패널의 집광률이 떨어지면 최대 
35%까지 발전 효율이 감소함

§ 본 기술은 태양광 발전 효율의 저하를 막고자 평면 및 곡면 패널 위를 자유롭게 이동하여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의 블록도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라인 패턴을 따라 이동하는 라인 트레이싱 방식으로 평면뿐만 아니라 
곡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패널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유지보수를 
진행함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실시간 점검 및 청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태양광 패널의 최대발전효율을 유지하고,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무인으로 태양광 패널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 인건비를 낮출 수 있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평면뿐만 아니라 곡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점검 및 청소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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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청소 로봇은 지능형 로봇 분야에 속하는 기술로 주거, 상업 및 산업 분야의 청소 목적으로 
설계됨

§ 청소용 로봇은 바닥, 수영장, 창문, 잔디밭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장치로, 
로봇공학 분야의 기술혁신 및 현대화, IoT의 진화, 기존 로봇 대비 소형화된 청소 로봇의 
등장 등은 청소 로봇 시장의 성장을 촉진함

§ 청소 로봇은 매우 유연하게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계로 집안일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분야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청소 로봇 시장은 2018년 20억 9,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6.21%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44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청소 로봇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 Marketsandmarkets, Cleaning Robot Market, 2018

§ 우리나라의 청소 로봇 시장은 2018년 1억 2,52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6.64%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억 7,0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청소 로봇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 Marketsandmarkets, Cleaning Robot Market, 2018



                                                                                                  

§ 전 세계 청소 로봇 시장은 용도에 따라 주거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의료시설, 기타로 
분류됨

[그림] 글로벌 청소 로봇 시장의 용도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 Marketsandmarkets, Cleaning Robot Market, 2018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태양광 패널의 결함을 점검하거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먼지, 분진 등의 
이물질을 청소할 수 있는 자율주행 청소 로봇으로 적용 가능함

[그림] 태양광 패널의 청소로봇 활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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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차량 충돌 예방 방법 및 장치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지능형 차량 충돌 예방 방법 및 장치

기술 개요
본 기술은 후방으로부터의 충돌을 예측하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지능형 
차량 충돌 예방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차량, 충돌, 경고, 예방, 방지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이상순 교수

소속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디지털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8-02-02 10-2018-0013291 지능형 차량 충돌 예방 방법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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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운전자의 졸음운전 후방 충돌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앞차의 운전자는 쉽게 
후방 차량의 위험을 감지할 수 없어 미리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짐

§ 현재 나와 있는 앞차와의 거리를 통한 충돌 경보는 이미 졸고 있는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경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보를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기존에는 초음파신호를 여러 번 발생시켜 장애물에 반사되는 신호로 거리와 가속도를 
계산하여 경보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보를 발생하는 방법이 있음

§ 그러나, 단순히 후방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기초로 경고를 발생하는 것은 차선을 이탈 
등의 경우는 검출할 수 없고, 또한 바로 뒤 차량의 속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데 미흡함

§ 그러므로 예기치 않게 피해를 겪는 전방 차량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이 필요함

§ 본 기술은 후방 차량의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전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차량 충돌 예방 시스템의 기능적 구성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제1 차량에서 제2 차량의 주행상태를 판단하고 제2 차량의 주행 상태가 
이상주행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제1 차량 및 적어도 하나의 제3 차량에 경고를 전송함

§ 주행 상태는 제2 차량의 속도 및 가속도를 계산하고, 제2 차량의 불규칙적인 차선 이탈을 
감지함

② 혁신성

§ 후방 차량의 속도 및 가속도와, 차량의 불규칙적인 차선 이탈 등을 감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전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고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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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자동충돌예방 시스템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적용되고 성숙한 기술로, 
대표적인 기술은 자동차 충돌예방시스템(Collision Avoidance System, CAS)이 있음

§ 자동차의 충돌예방시스템은 차량 여러 곳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에서 레이더나 초음파를 
보내 전방의 거리와 장애물을 감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브레이크와 조항장치 등록 직접 제어함

§ 충돌예방시스템 유형은 레이더로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간거리제어시스템’과,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 위험성에 따라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 모터로 안전벨트를 최적의 위치로 제어하여 
에어백에 의한 운전자의 충돌상해를 경감할 수 있는 ‘충돌피해경감시스템’ 과, 후방 차량의 
운전자가 선행 차량의 급제동 등 상황을 늦게 인지한 경우 충돌사고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통보하는 ‘교차로충돌경보시스템’ 등이 있음

§ 이에 자동차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하며 주행 경로를 인식해 안전하게 
달리는 자율주행차 적용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은 2017년 283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1.93%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762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Automotive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Market, 2018

§ FCW(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는 2018년 23억 3,2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7.07%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70억 2,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CTA(접근 차량 경고 시스템)는 2018년 11억 3,48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3.48%로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전방 차량의 운전자가 후방 차량의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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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2025년에는 49억 6,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의 시스템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ADAS Market, 2018

§ 우리나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은 2018년 13억 3,16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7.93%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42억 2,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ADAS Market, 2018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전방 차량을 인식하여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 충돌 방지 시스템에 적용 가능함

[그림] 전방 차량의 충돌방지시스템의 일 예



 

그래핀 옥사이드를 포함하는 고무 복합체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그래핀 옥사이드를 포함하는 고분자 복합체 및 이의 합성 방법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카르복실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에 그래핀 옥사이드가 
분산된 고무 복합체 및 이의 합성 방법에 관한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그래핀 옥사이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복합체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조을룡 교수

소속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탄성체(고무) 합성 및 가공
2) 점,접착제 합성 및 가공
3) 아크릴 중합체 연구
4) 유화중합 연구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7-02-13 10-2017-0019616 그래핀 옥사이드를 포함하는 고무 복합체 및 이의 
합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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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종래에 사용되던 카본블랙은 불완전연소 시켜 그을음을 모으거나, 열분해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를 대체할 물질이 필요한 
실정임

§ 본 기술은 그래핀 옥사이드를 포함하는 고무 복합체 및 이의 합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카르복실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carboxylated styrene-butadiene rubber, XSBR)에 
그래핀 옥사이드(grepheneoxide)가 분산된 고무 복합체에 관한 기술임

§ 팽창 흑연으로부터 그래핀 옥사이드(grephene oxide)를 제조하는 단계, 그래핀 옥사이드를 
증류수에 분산시키는 단계, 분산된 그래핀 옥사이드 및 액상의 원료 고무를 혼합하여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 및 혼합물을 후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원료고무는 
카르복실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carboxylated styrenebutadiene rubber, XSBR)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카르복실화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복합체의 SEM

§ XSBR의 경우 모폴로지가 매우 매끈하게 나타나나 GO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이 거칠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고무 복합체는 GO가 비교적 응집되지 
않고 균일하게 XSBR matrix에 분산되어 있음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고무 보강제로 사용하는 카본블랙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친환경 물질인 그래핀 옥사이드가 카르복실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에 균일하게 
분산되므로 가교도, 기계적 물성 및 열 안정성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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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탄소섬유(carbon fiber), 그래핀(graphene) 등의 탄소계 
충전제를 고분자 수지에 충전시켜 고기능성 고분자 나노복합재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 전 세계 나노 복합재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NANOCOR INC. (미국), ARKEMA INC. (독일), 
EVONIK INDUSTRIES AG (독일), SHOWA DENKO K.K. (일본), ZYVEX TECHNOLOGIES INC. 
(미국) 등이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나노 복합재 시장은 2016년 18억 8,304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3.66%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54억 4,514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나노 복합재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Automotive Sensors Market, 2017

§ 전 세계 나노 복합재 시장은 재료 종류에 따라 탄소 나노 튜브, 금속 산화물, 나노 섬유, 
나노 클레이, 그래핀, 기타로 분류되며, 그래핀은 2019년 4,8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4.6%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9,4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고무 복합체는 카본블랙이 함유된 고무 복합체의 대체대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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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글로벌 나노 복합재 시장의 재료 종류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Automotive Sensors Market, 2017

§ 전 세계 그래핀 시장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그래핀 나노플라트렛, 산화그래핀 및 기타로 
구분됨

[그림] 글로벌 그래핀 시장의 종류별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Technavio, Global Graphene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고무 복합체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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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를 포함하는 고분자 필름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반응성 라텍스 입자를 포함하는 고분자 필름

기술 개요
본 기술은 환경 친화적인 고분자 필름 제조를 위해 유화중합 기술을 이용한 
수용성 소재를 개발하고, 필름 형성 시 입자들을 서로 융합시킬 수 있도록 
한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라텍스, 고분자 필름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조을룡 교수

소속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탄성체(고무) 합성 및 가공
2) 점,접착제 합성 및 가공
3) 아크릴 중합체 연구
4) 유화중합 연구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4-12-30 10-1698054 반응성 라텍스 입자를 포함하는 고분자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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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합성고무 라텍스를 유화중합 공정을 이용하여, 고분자 라텍스를 
고분자 분체로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입도 분포도가 넓고, 탈수 및 
건조 능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본 기술은 유화중합 반응에 의해 제조되는 라텍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환경 친화적인 
고분자 필름 제조를 위해 유화중합 기술을 이용한 수용성 소재를 개발하고, 고분자 입자로 
잘 분산된 균일한 상태로 존재하며 필름 형성 시 열에 의한 분산매의 증발로 입자들을 
서로 융합시켜 얇은 필름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한 기술임

§ 본 기술은 반응성 라텍스 입자를 포함하는 고분자 필름에 관한 것으로 제1 반응성 라텍스 
입자를 포함하는 베이스 수지층과 금속 산화물 및 제2 반응성 라텍스 입자로 이루어진 
금속 산화물 수지층을 포함하여 계층화된 다층 구조를 이룸 

§ 카르복실기를 포함하는 불포화 단량체 및 에폭시기를 포함하는 불포화 단량체의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제1 반응성 라텍스 입자를 포함하는 베이스 수지층 및 금속 
산화물과, 불소 및 실란을 포함하는 불포화 단량체의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제2 반응성 
라텍스 입자를 포함하는 금속 산화물 수지층을 포함하여 다층 구조를 가짐

[그림] 본 기술에 의한 고분자 필름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유화 중합 반응에 의해 제조되는 라텍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환경 친화적 고분자 필름을 
제조하기 위해 반응성 라텍스 입자를 포함함

② 혁신성

§ 제1 반응성 라텍스 입자 및 금속 산화물, 제2 반응성 라텍스 입자를 포함하여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낮은 계면 에너지를 가져 휨강도, 내수성 및 인장강도가 높음

§ 제2 반응성 라텍스 입자는 금속 산화물 입자를 포함하여 경화에 의한 고분자 필름의 물성 
변화를 방지하며, 종래 제조된 고분자 필름에 비해 항균력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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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필름의 평탄성과 전자변환 특성을 해치지 않고 미끄럼성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사진용 필름에 대한 동향은 prime coating제에 대한 개발 및 TAC 필름 제조 시 사용되는 
유해한 염소계 용매를 염소를 포함하지 않는 1,3-디옥솔란 혼합물 용매로 사용하는 기술 
등이 개발됨

§ 광학용 필름 분야로는 위상차 필름이나 시야각 확대 필름 외에 고기능성을 목적으로 한 
각종 광학 필름을 편광판에 부착한 제품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LCD의 박형화, 
경량화 및 저가격화 요구에 따라 유리 기판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특수필름에 대한 동향은 나노 크기의 미세한 층상 규소 화합물을 고분자에 분산시켜 
필름으로 제조한 차단성 나노복합 필름 개발 및 나노 크기의 은입자를 함유한 항균 
필름이나 나노 TiO2를 사용한 기능 필름 등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고성능 폴리머 시장은 2016년 131억 7,53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33%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87억 6,8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고성능 폴리머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High-performance Polymers Market, 2017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라텍스를 함유하는 고분자 필름은 유화중합으로 제조된 라텍시 입자를 
적용하여 친환경 적이며, 화학적ž물리적 특성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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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고성능 폴리머 시장은 종류에 따라 플루오로폴리머, 폴리아미드, 술폰 폴리머, 
방향족 케톤 폴리머(AKP), 액정폴리머(LCP), 기타로 분류되며, 플루오로폴리머는 2016년을 
기준으로 33.46%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폴리아미드는 20.20%, 술폰폴리머는 15.80%, 
방향족 케톤 폴리머(AKP)는 13.47%, 액정폴리머(LCP)는 9.77%, 기타는 7.30%로 나타남

[그림] 우리나라의 고성능 폴리머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TechNavio, Global High-performance Polymers Market, 2017

§ 전 세계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 시장은 2015년 18억 9,42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2.2%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51억 6,157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Polymer Nanocomposites Market, 2015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고분자 필름은 내수성, 인장강도 및 항균력이 우수한 환경 친화적인 
고분자 필름으로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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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 현상이 감소된 실란트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접착력이 우수하고 황변 현상이 감소된 실란트 및 이의 제조 방법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아미노에틸 아미노프로필 메톡시 실란트(Aminoethyl Aminopropyl 
Methoxy Sealant) 및 아미노프로필 트리에폭시 실란트(Aminopropyl 
Triephoxy Sealant)를 포함하는 접착력이 우수하고 황변 현상이 감소된 실란
트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접착, 실란트, 실링재, 황변현상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조을룡 교수

소속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탄성체(고무) 합성 및 가공
2) 점,접착제 합성 및 가공
3) 아크릴 중합체 연구
4) 유화중합 연구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8-11-27 10-2018-0148587 접착력이 우수하고 황변 현상이 감소된 실란트 및 
이의 제조방법

관련기술 심사증 2018-10-31 10-2018-0132153 노말 프로필 아세테이트를 이용한 친환경 
폴리우레탄 접착제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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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아미노프로필 트리에폭시 시란트는 황변현상은 적으로 접착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아미노에틸 아미노프로필 메톡시 실란트는 접착력은 좋으나 황변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

§ 본 기술은 아미노에틸 아미노프로필 메톡시 실란트 및 아미노프로필 트리에폭시 실란트를 
적절한 배합 비율로 혼합하여 접착력이 우수하고 황변 현상이 감소된 실란트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임

§ 접착력은 우수하나 황변 및 Polycarbonate가 녹아 발생하는 갈라짐 현상이 심한 
아미노에틸 아미노프로필 메톡시 실란트와 황변 현상은 적으나 접착력이 약한 아미노에틸 
아미노프로필 메톡시 실란트를 혼합하여 제조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제작된 실란트 샘플 1 내지 3의 접착력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아미노에틸 아미노프로필 메톡시 실란트는 20 내지 80 중량%이고, 아미노프로필 
트리에폭시 실란트는 20 내지 80 중량%을 포함함

② 혁신성

§ 종래 사용되는 폴리우레탄계 실란트의 두가지 원료를 혼합하여 접착력이 우수하면서도 
황변 현상이 덜한 우수한 물성의 실란트를 제조할 수 있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실란트는 갈라진 틈에 대한 수밀 및 충전 접합 등의 실링재로 접착력이 
우수하고 황변 현상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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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최근 환경 유해 물질의 규제에 따라 접착제 중에서도 특히 실내 건축자재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친환경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함으로 인해 고가의 특화된 베이스 수지 및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각종 첨가제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가 상승 요인을 줄이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서, 유기용제계, 포름알데히드계 등의 접착제만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성능, 
작업성, 접착력 등을 발현하면서 원가적인 면에서 큰 상승이 없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접착제 산업의 과제임

§ 점·접착제는 전방산업인 건설,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포장 등 광범위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요의 약 50%를 차지하는 건축산업의 
호황으로 점·접착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건축용 실링 소재 및 제품은 건축 시공 시 건물 외벽의 이격 부위를 충전하는 소재로, 
건축용 다기능성 실링 제품은 스위스의 Sika社가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시장에서 매우 큰 시장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접착제 및 실란트 시장은 2018년 565억 9,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93%로 증가하여, 2023년 719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접착제 및 실란트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Adhesive & Sealants Market, 2019

§ 종이 & 포장, 건축 & 건설, 목공 등 다양한 용도로부터의 수요 확대가 이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북미ㆍ유럽 국가에서 화학ㆍ석유 유래 제품의 제조에 관한 환경 규제는 
접착제 및 실란트 시장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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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점·접착제 시장은 2016년 기준 총 63만 톤으로 조사되었으며, 범용인 초산비닐, 
에폭시, 합성고무 접착제는 건설, 섬유 등 전방산업의 성장 둔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됨

[그림] 우리나라의 점ž접착제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만 톤)

※ 자료 : 환경경제연구원, 점ž접착제 시장 분석 및 전망, 2017

§ 점·접착제는 건축, 목공/합판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목공/합판용 
점·접착제 수요는 2012년 약 32만 톤에서 2016년 약 34만 톤으로 신장함

§ 그러나, 점·접착제 수요의 용도별 비중에서 목공/합판, 건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5.8%에서 2016년은 54.7%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자동차 수송장비 및 전기/전자용 
등 스페셜티 용도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점착제는 건축, 포장 등 다양한 분야의 실란트로 적용 가능함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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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성 탄성 소재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난연성 탄성 소재를 포함하는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유해성 환경 규제를 만족하고 내한성을 가지며, 인장강도, 경도 
등의 물성을 유지하도록 제조한 탄성 소재에 관한 기술로 비코팅형 무기계 
난연제, 과산화물 가교제 및 윤활제를 포함하고 있음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난연, 탄성, 케이블, 비코팅형 무기계 난연제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조을룡 교수

소속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탄성체(고무) 합성 및 가공
2) 점,접착제 합성 및 가공
3) 아크릴 중합체 연구
4) 유화중합 연구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6-02-11 10-1821482 난연성 탄성 소재를 포함하는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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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금속 수산화물을 사용하여 할로겐 함량에 대한 규제 수준 및 난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 중이나 실란 코팅형 금속수산화물을 비용적 부담이 있으며, 저가인 비코팅형 
금속 수산화물은 인장강도 설비 가동 시 부하성 등의 물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 본 기술은 유해성 환경 규제를 만족하여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내한성을 
가지고 인장강도, 경도 등의 물성을 유지하도록 제조한 탄성 소재에 관한 기술임

§ 베이스 폴리머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비코팅형 무기계 난연제 100 내지 200 중량부, 
과산화물 가교제 1 내지 5 중량부, 윤활제 0.2 내지 5 중량부를 포함하며, 베이스 폴리머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Ethylene Vinyl Acetate, EVA)와 에틸렌프로필렌디엔 
모노머 공중합체(Ethylene-Propylene-Diene-Monomer, EPDM)의 혼합물이고, 베이스 폴리머 
총 중량에 에틸렌프로필렌디엔 모노머 공중합체(EPDM)가 20 내지 30 중량% 함유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탄성 소재 조성물의 난연성을 측정한 결과

* V10, V9, V8, V7은 EPDM을 각 0wt%, 10wt%, 20wt%, 30wt% 함유
* A100, A150, A200은 동일 조건에서 ATH를 각 100phr, 150phr, 200phr 함유

§ 난연성은 수산화알루미늄(ATH)의 양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EPDM 비율과 난연성은 
큰 연관성이 없음이 확인됨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난연제에 대한 환경 규제를 만족하면서 –40℃ 이상의 극지방의 기후를 견딜 수 있는 
내한성을 가짐

§ 인장강도, 경도 등의 물성을 유지하는 난연성 및 내한성이 부여된 탄성 소재 조성물로, 
베이스 폴리머, 비코팅형 무기계 난연제, 과산화물 가교제 및 윤활제를 포함함

② 혁신성

§ 저가의 코팅형 무기계 난연제인 수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함으로써 난연성 조성물의 
제조원가를 낮춤

§ 바람직하게는 수산화알루미늄 100~150phr을 사용하여 난연성 및 인장강도 등의 물성이 
증가 된 조성물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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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친환경 전선 기술은 인체에 유해한 일부 중금속과 할로겐 난연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전선용 
컴파운드 재료 기술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재료들 중 폴리염화비닐의 
열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납계 안정제와 비교할 때 미흡한 점이 있음

§ 브롬계 난연제의 대체는 이미 할로겐 프리 난연 재료 개발을 통하여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가공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ABB, General Cable, Nexans, NKT Cables, 
Prysmian, Sumitomo, Fujitsu, Huawei Marine Networks, NEC 등이 있음

[표] 글로벌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주요 기업 현황

시장 위치 기업명

1 ABB

2 General Cable

3 Nexans

4 NKT Cables

5 Prysmian

※ 자료 : Marketsandmarkets, Cables & Connectors Market for Satellite & Submarine Industries, 2017

시장 동향

§ 전 세계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은 2016년 40억 6,1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89%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58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Cables & Connectors Market for Satellite & Submarine Industries, 2017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탄성 소재는 난연성을 향상시켰으며, 내한성을 가져 극한의 환경에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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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난연제 시장은 2016년 93억 8,5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4%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28억 1,3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난연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Flame Retardants Market, 2016

§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절연 전선 생산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연평균 약 18.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탄성 소재는 해저, 선박 등에 설치되는 케이블에 적용 가능함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검수부를 통해 생성되는 이미지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서버에
서 불량이 발생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
트공장 시스템에 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ICT, 스마트, 공장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조재수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머신비젼을 이용한 공장자동화, 

검사장비 개발
2) 지능적인 화상 감시 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9-01-31 10-2019-0012658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관련기술 출원중 2018-11-28 10-2018-0149601 스마트 로봇 비전모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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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일반적으로 컨베이어는 공장 등에서 재료나 화물 등을 일정한 거리 사이를 자동적,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로 이용되며 부품의 운반, 반제품의 이동, 광산ㆍ항만 
등에서의 석탄ㆍ광석ㆍ화물의 운반, 건설 현장에서의 흙과 모래의 운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여기에서, 컨베이어는 단순한 반제품의 이송뿐만 아니라 조립ㆍ가공 라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의 모든 생산현장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으며, 컨베이어 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작업자가 직접 눈으로 식별하여 결함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컨베이어 상을 이동하는 제품을 사람이 식별하는 경우에는 검사 속도가 더디며 
제품의 불량검출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본 기술은 검수부를 통해 생성되는 이미지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서버에서 불량이 
생겼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장된 이미지를 관리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그림] 본 기술에 의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구성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검수부는 이송되는 제품을 촬영하고 제어하며 촬영된 이미지를 
송신하고 판별결과를 수신하고, 서버부는 검수부로부터 수신한 이미지를 판별하고 
판별결과를 송신하며, 관리부는 서버부로부터 판별결과를 수신하여 정보를 확인함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검수부를 통해 생성되는 이미지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서버에서 
불량이 발생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사람이 검사하는 것에 비하여 검사 속도가 
더 빠르고, 불량검출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저장된 이미지를 관리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공장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관리자가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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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산업 제어 및 공장 자동화는 모든 산업에서 다양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의 수동 
작업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된 장비, 컴퓨터 및 IT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말함

§ 산업 제어 및 공장 자동화를 통해 수동 작업에 의한 작업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시킬 수 있고, 작업의 정확성과 반복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제조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산업 제어 및 공장 자동화 시장은 제조업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 인구 증가에 따라 소비 
증가로 인한 양산의 필요성, 다양한 산업에서의 자동화 공정 채택을 위한 정부의 계획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음

§ 제조 분야의 기술 활성화, 산업용 로봇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 양산과 연결 공급망의 
필요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산업 자동화 채택을 향한 정부의 시도가 산업 제어 및 
공장 자동화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산업 제어 및 공장 자동화 시장은 2017년 1,552억 6,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5%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391억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산업 제어 및 공장 자동화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Industrial Control And Factory Automation Market, 2017

§ 전 세계 산업 제어 및 공장 자동화 시장은 솔루션에 따라 분산 제어 시스템(DCS),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기(PLC), 생산 관리 시스템(MES), 감시 제어&데이터 수집(SCADA), 
플랜트 설비 관리(PAM), 기능 안전, 제품 수명 주기 관리(PLM)으로 분류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관리자가 제품의 불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작업의 
효율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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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분산 제어 시스템(DCS)은 2017년 147억 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16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기(PLC)은 2017년 127억 4,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4%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55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생산 관리 시스템(MES)은 2017년 92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3.8%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99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감시 제어&데이터 수집(SCADA)은 2017년 49억 6,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5%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72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플랜트 설비 관리(PAM)는 2017년 47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0.3%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84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기능 안전은 2017년 30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6%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49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ü 제품 수명 주기 관리(PLM)는 7억 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6%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9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산업 제어 및 공장 자동화 시장의 솔루션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Industrial Control And Factory Automation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부품 관리부터 유지보수 등에 이르기까지 공장 
자동화 분야에 적용 가능함

[그림] 스마트 팩토리의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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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밑창 선별 장치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신발 밑창 선별 장치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신발 밑창의 광학 이미지를 분석해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신발 
밑창 선별 시스템 및 선별 방법에 관한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신발, 이미지, 선별, 품질관리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조재수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머신비젼을 이용한 공장자동화, 

검사장비 개발
2) 지능적인 화상 감시 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6-11-22 10-1880489 신발 밑창 선별 시스템 및 선별 방법

관련기술 등록 2016-11-22 10-1858446 신발 밑창 선별 정확도 향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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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작업자가 자, 소정길이의 막대, 지그 등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신발 밑창을 측정하고, 
생산된 신발 밑창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여 작업자에 따라 속도 및 신뢰도에 차이가 있음

§ 본 기술은 안착된 다수개의 신발 밑창을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밸트와, 컨베이어 밸트에 
안착된 신발 밑창을 촬영하는 광학장치, 광학장치로부터 촬영이미지를 전송 받고, 신발 
밑창의 불량을 판단하는 판단 로직부를 포함하며, 컨베이어 밸트를 통해 이동 중인 신발 
밑창의 촬영 이미지로부터 신발 밑창의 치수를 산출하고,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임

§ 광학 장치로부터 다수개의 촬영 이미지를 전송받아 신발 밑창의 불량을 판단하는 판단 
로직부는 미리 저장된 이미지와 다수개의 촬영 이미지를 각각 대조하는 대조부 및 신발 
밑창의 불량 여부를 미리 저장된 이미지와 다수개의 상기 촬영 이미지의 대조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판단부를 통해 불량 여부를 판단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신발 밑창 선별 장치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이동 중인 신발 밑창을 촬영한 광학 이미지를 분석해 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이미지 분석을 통해 신발 밑창의 치수를 계측하여 불량 여부 판단 정확도를 향상시킴

§ 대조부를 통해 다수개의 촬영 이미지에 포함된 신발 밑창의 이미지를 이동시켜 미리 
저장된 이미지에 중첩시키고, 촬영범위에는 신발 밑창을 하나 이상 촬영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신발 밑창 촬영 이미지로부터 신발 밑창의 치수를 산출하고 불량 여부를 판단하므로 
생산성이 증대되며, 이송되는 상태로 촬영 및 판단이 가능하여 공정의 단절 없이 효율적인 
불량 여부 판단이 가능함

§ 광학 장치를 통해 생성된 다수개의 촬영 이미지로부터 각각의 신발 밑창 규격을 산출하고, 
다수개의 산출 값 중 중간값 또는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산출하므로 계측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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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세계 비파괴검사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ABB, General Cable, Nexans, NKT Cables, 
Prysmian, Sumitomo, Fujitsu, Huawei Marine Networks, NEC 등이 있음

[표] 글로벌 비파괴검사 시장에서 주요 기업의 시장 위치

시장 위치 기업명

1 General Electric

2 Olympus Corporation

3 MISTRAS Group Inc

4 Ashtead Technology Ltd

5 Nikon Metrology Inc

※ 자료 : Marketsandmarket, Non-Destructive Testing and Inspection Market, 2017

시장 동향

§ 전 세계 산업 제어 및 공장 자동화 시장은 2017년 1,552억 6,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5%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391억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산업 제어 및 공장 자동화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Industrial Control And Factory Automation Market, 2017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신발 밑창 촬영 장치는 기존 생산라인에 적용하여 이송 중인 신발의 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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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영상 감시 시장은 2016년 24.1억 달러에서 연평균 4.1% 성장하여 2022년에 30.6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글로벌 자동차용 센서 시장의 센서 용도별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Frost & sullivan , Global City Surveillance Market, Forecast to 2022,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신발 밑창 선별 시스템은 불량 검사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에 적용 가능함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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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러 도포 검사 방법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실러 도포 품질 검사 방법, 장치,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기술 개요
본 기술은 한번 생성된 실러 도포 검사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실러 도포 이후 부품의 품질 검사 시 해당 부품을 폐기하지 않아도 부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음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실러 도포, 품질 검사, 컴퓨터 판독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조재수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머신비젼을 이용한 공장자동화, 

검사장비 개발
2) 지능적인 화상 감시 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출원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출원중 2018-03-12 10-2018-0028539
실러 도포 품질 검사 방법, 장치, 시스템, 및 컴
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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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기존에는 실러 도포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도 최종 납품처에는 품질 검사시 해당 부품을 
해체 검사하고 있어 해체 검사 이후 해당 부품을 폐기해옴

§ 본 기술은 한번 생성된 실러 도포 검사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실러 도포 이후 
부품의 품질 검사 시 해당 부품을 폐기하지 않아도 부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음

§ 서버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실러 도포 현장의 실러 도포 
검사 장치와 이에 접속된 서버에서 생성된 양품 데이터를 취합하고, 취합된 양품 데이터를 
빅 데이터화 하고 이로부터 실린터 도포 관련 통계 데이터를 연산하며, 연산된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러 도포 검사 장치에서의 검사 영상의 양품 여부를 판단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실러 도포 품질 검사 시스템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종래에는 소정의 생산 로트(lot)가 종료되면, 해당 생산 로트에서 생성된 실린더 도포 
데이터는 폐기되고 있음

§ 본 기술은 실러 도포 공정 이후에 부품을 폐기하지 않고도 품질 검사를 할 수 있음

§ ② 혁신성

§ 실러 도포 공정 이후에도 부품을 폐기하지 않기 때문에 부품의 폐기에 따른 폐기 비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한번 생성된 실러 도포 검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통계 데이터를 통해 도포된 실린더의 밝기 값, 면적, 높이, 실러양 등을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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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품질관리 소프트웨어(QMS) 솔루션들은 불만족, 불만 처리, 
문서관리, 조정, 변화 관리와 같이 기업의 전체적인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다수의 기능들을 제공함

§ 더불어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빅 데이터와 같은 최근 기술의 진보는 QMS 솔루션의 
기능들을 더욱 향상시켜옴

§ 그 결과로, 제조업, 생명과학, IT 및 통신 등의 산업에서의 QMS 솔루션 적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는 Autodesk Inc, MasterControl Inc, Sparta Systems Inc., SAP SE, 
Dassault Systemes SE, Aras Corporation, Arena Solutions Inc, PSC Biotech Corp, 
Parasoft Corporation, Oracle Corporation, Microsoft Corporation, Hewlett-Packard 
Enterprise Co 등이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2016년 286억 5,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8.4%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667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빅 데이터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Big Data Market, 2016

§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소프트웨어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탐색 및 가시화, 
데이터 관리로 분류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실러 도포 품질 검사는 부품 폐기를 억제하여 환경오염 및 폐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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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의 소프트웨어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Big Data Market, 2016

§ 품질관리 소프트웨어 세계시장은 2016년 기준 60.34억 달러의 규모로 집계되었고, 향후 
8년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글로벌 품질 관리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U.S. quality management software market, 2014-2025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실러 도포 품질 검사는 자동차의 실러 도포 검사장비에 적용 가능함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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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인식 및 거리 추정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차간 거리 추정 방법

기술 개요
본 기술은 하나의 카메라로 차선인식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차간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주행 보조, 차선 인식, 차간 거리 추정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조재수 교수

소속 컴퓨터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머신비젼을 이용한 공장자동화, 

검사장비 개발
2) 지능적인 화상 감시 시스템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4-12-30 10-1609819 차간거리 추정장치

관련기술 등록 2015-01-26 10-1603293 차선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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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차간 거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개의 카메라에 인식된 영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 및 카메라 간 이격 거리 확보를 위한 여유 공간 필요 등의 문제가 있음

§ 본 기술은 하나의 카메라를 이용한 차선 검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카메라, 차선 검출부와 
거리 추정부 및 보정부를 포함하는 정보처리장치, 데이터베이스, 출력장치로 구성됨 

§ 카메라로부터 복수의 프레임 동안 이미지 데이터를 인가받아 차선 검출부를 통해 차선 
데이터를 검출하며, 거리 추정부를 통해 앞차의 y축 화소 위치를 검출하여 차선 데이터 및 
기저장된 차선규격 데이터와 비교하여 앞차와 운행 차량 사이의 거리를 추정하고, 추정된 
거리를 복수개의 프레임 동안 수집하여 보정 한 후, 추정된 거리를 출력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차간 거리 추정 방법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은 차선 인식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고 정확성이 향상된 차간 거리 추정 장치를 
제공함

② 혁신성

§ 하나의 카메라를 사용하므로 제조비용이 감소하고, 좁은 설치 공간에도 사용이 가능함

§ 또한, 단순히 차선 인식하는 방법이 아니라 차량의 y축 절대 위치를 이용한 방법, 특징점 
및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차간 거리 추정의 정확도를 높임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차선 인식을 통한 차간 거리 추정은 주행 보조 기술로 주행 중인 차량에 
차선 이탈 경보, 졸음 경보 등으로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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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컴퓨터 비전 기반 시스템이 적용된 자동차 산업은 용도에 따라 운전자 안전개선, 자동차 
환경의 개인화, 보안 및 보안강화, 자율주행의 미래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음 

[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컴퓨터 비전에 의한 변화

시장 위치 기업명

운전자 
안전 개선

• 비전 기반 자동차는 차선 표시, 물체 감지 및 교통 표지 감지와 같은 
외부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충돌 및 기타 경고를 발생시켜 운전자의 
안전을 개선

•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는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운전자의 주
의가 산만해지거나 졸음을 감지한 경우 경고를 발생시킴

자동차 
환경의 
개인화

• 비전 기반 시스템은 자동차 내의 특정 탑승자를 기준으로 음악, 온
도, 시트 높이, 도로 상의 맛집 탐색 등 자동차의 내부 환경을 설정할 
수 있음

• 컴퓨터 비전은 자동차 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정 인식 인공지능을 통합할 것으로 전망됨

보안 및 
보안강화

• 비전 기반 시스템은 자동차의 무단 사용자를 감지하여 자동차 도난 
및 자동차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보험 회사들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임

자율주행의 
미래

• 컴퓨터 비전은 카메라 기반이며 LiDAR 및 레이더 시스템보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자동차 개발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임

• 컴퓨터 비전은 심층 학습과 결합되어 물체 감지에 대한 올바른 결정
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공함

※ 자료 : Frost & Sullivan, ICT Technologies Transforming the Future of Automotive Sector, 2018.4

시장 동향

§ 전 세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은 2017년 283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1.93%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762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Automotive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Marke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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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은 2018년 13억 3,16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7.93%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42억 2,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ADAS Market, 2018

§ 전 세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은 부품에 따라 레이더 센서, 카메라 유닛, 라이다 
센서, 초음파 센서로 분류되며, 카메라 유닛은 2018년 34억 7,65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2.26%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141억 9,4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차간 거리 추정은 첨단 차선 인식, 차간 거리 분석, 졸음운전 방지, 사고 
방지 등에 적용 가능함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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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와이어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SiC 나노 와이어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적층결함(Stacking faults)과 같은 결정 결함(defects)이 없는 단결
정 SiC 나노 와이어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나노 와이어, SiC, 탄화규소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최순목 교수

소속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2) 고온 산화물 연료전지용 
소재(전해질 및 전극 개발) 및 
시스템 연구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6-10-27 10-1934162 SiC 나노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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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종래에는 촉매를 이용하여 나노 와이어 끝단에 촉매가 잔존하였으며, 촉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높은 공정 온도에서 제조하여 결함(defects)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본 기술은 적층결함(Stacking faults)과 같은 결정 결함(defects)이 없는 단결정 SiC 나노 
와이어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임

§ 탄소 또는 탄소화합물 기재 상에 실리콘을 증착하여 실리콘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실리콘 박막이 형성된 기재를 0 초과 0.1 mol% 이하의 산소를 함유한 불활성 가스 
존재하에서 열처리하여, 실리콘에서 산화된 실리콘 산화물과 상기 기재에서 배출된 
탄소와의 반응에 의한 단결정 탄화규소 나노 와이어를 제조함

[그림] 본 기술에 따른 탄화규소 기재를 이용한 단결정 탄화규소 나노 와이어 제조 방법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적층결함(stacking faults)과 같은 결정 결함(defects)이 없는 단결정 
탄화규소 나노 와이어를 제공함

§ 간소한 공정으로 고품질의 탄화규소 나노 와이어를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촉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6H-SiC와 같은 단결정 탄화규소 나노와이어를 제공할 수 있음

§ 10 내지 50nm 두께 범주를 갖는 실리콘 박막은 탄소와 실리콘 산화물과의 급격한 
결합반응을 억제하므로, 적층결함(stacking faults)과 같은 결함(defects)의 생성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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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나노 반도체 소자 개발에서 나타난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 나노 
와이어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적 기술 수요가 큼

§ 따라서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의 차세대 메모리, 중점육성 기술 분야에서 나노급 소재 
공정 기술, 국가 기술 로드맵에서 나노선 공정과 나노 전자소자, 국가 전략 기술의 일차원 
나노구조 소자 등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소자 개발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택적 배향을 통한 단일 나노선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는 수준이며, 다양한 집적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 세계 나노 와이어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ACS Material, Blue Nano, Cambrios Technology 
Corp, Kemix, Novarials, Nanostructured & Amorphous Materials 등이 있음

시장 동향

§ 전 세계 나노 와이어 시장은 2016년 7,508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0.91%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2억 8,863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나노 와이어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Nanowire Market, 2017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탄화규소 나노 와이어는 촉매 없이 결합(defects)없는 단결정 탄화규소 
나노 와이어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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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나노 와이어 시장을 재료별로 살펴보면, 금속 및 합금, 반도체, 산화물, 카본 및 
기타로 구분됨

[그림] 글로벌 나노 와이어 시장의 재료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BCC, Nanowire based Devices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탄화규소 나노와이어는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함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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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나노 구조체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그래핀 나노 구조체 제조 방법

기술 개요
본 기술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단일 공정으로 그래핀 나노구체를 제조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화학기상증착법(CVD)으로 그래핀이 코팅된 탄화규
소 나노구체를 제조한 후 로냉하여 그래핀 나노 중공구체를 제조함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그래핀, 나노, 탄화규소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최순목 교수

소속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2) 고온 산화물 연료전지용 
소재(전해질 및 전극 개발) 및 
시스템 연구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7-08-18 10-2031413 그래핀 나노구체 제조방법

관련기술 출원중 2019-08-26 10-2019-0104146 그래핀 나노볼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그래핀 나노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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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은 금속 입자와 같은 주형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형을 이용한 방법은 
재현성 있는 그래핀 나노구체를 제조할 수 있으나, 후속 공정으로 주형으로 사용된 금속을 
제거해야하는 단점이 있으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량 생산과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정 간소화가 필요함

§ 본 기술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된 단일 공정으로 그래핀 나노구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임

§ 실리콘 소스와 탄소 소스 함유하는 가스를 공급하여 2100℃ 이상 내지 3000℃의 온도 및 
100Torr 내지 760Torr의 압력 조건 하에서 화학기상증착법(CVD)으로 그래핀이 코팅된 
탄화규소 나노구체를 제조한 후 로냉하여 그래핀 나노 중공구체를 제조함

[그림] 본 기술에 따른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그래핀 나노구체 제조방법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탄화규소(SiC) 나노결정을 포함하는 코어와 코어 상에 형성된 그래핀층을 포함하는 그래핀 
나노구체는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여 구조용 강화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그래핀 
중공구체는 슈퍼커패시터, 리튬 배터리, 촉매 지지체 등으로 적용될 수 있음

② 혁신성

§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단일 공정으로 그래핀 나노구체를 제조함

§ 공정 조건 제어를 통해 그래핀 중공 나노구체와 내부에 탄화규소 나노결정을 코어로 갖는 
그래핀 나노구체의 제조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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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그래핀은 차세대 신소재로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나 기대되는 뛰어난 물성을 
구현한 원소재 양산기술은 아직 미개발 상태임

§ 응용제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신뢰성이 높은 그래핀 
원소재 제조기술은 개발되지 않아 원소재 공급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세계 그래핀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Advanced Graphene Products, Graphenea, Group 
NanoXplore, Haydale 등이 있음

[표] 그래핀의 우수한 물리적 특성

물리적 성질 그래핀 비교재료

두께 가장 얇은 물질 -

인장강도 130Gpa 강철의 200배

열전도율 5,300W/mK 구리의 13배

허용 전류밀도 108A/㎠ 구리의 100만배

전지 이동도 200,000㎠/Vs 실리콘의 100배

※ 자료 : KDB산업은행, 차세대 신소재 그래핀의 기술동향

시장 동향

§ 전 세계 그래핀 시장은 2016년 2,941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9.22%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억 5,381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그래핀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Technavio, Global Graphene Market, 2017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그래핀 중공 나노구체는 공정을 간소화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기계적ž 
전기적 특성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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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그래핀 시장을 최종 사용자별로 살펴보면, 반도체·전자·광전자, 에너지, 항공우주 
및 방위, 복합재료, 코팅제·잉크·페인트, 자동차 및 기타로 구분되며, 2016년을 기준으로 
반도체·전자·광전자가 27.3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에너지가 19.82%, 
항공우주 및 방위가 17.00%, 복합재료가 12.00%, 코팅제·잉크·페인트가 11.02%, 자동차가 
2.75%, 기타가 10.11%로 나타남

[그림] 글로벌 그래핀 시장의 종류별 시장 점유율

※ 자료 : Technavio, Global Graphene Market, 2017

§ 그래핀 기반 산업은 우리나라가 R&D 단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산업과 융합하여 상용화 
기술을 획득할 때 세계시장의 높은 점유율 달성이 가능할 것임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그래핀 중공 나노구체는 투명전극, 복합소재, 장열소재, 리튬 배터리 등에 
적용 가능함

[그림] 본 기술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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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 박막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나노입자가 분산된 열전박막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열전 박막

기술 개요
본 기술은 산화물 나노입자의 함량을 조절하여 열전박막의 결정 성장을 제
어하는 나노입자가 분산된 열전박막에 관한 기술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나노, 열전박막, 열전 소재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최순목 교수

소속 에너지심소재화학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2) 고온 산화물 연료전지용 
소재(전해질 및 전극 개발) 및 
시스템 연구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2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6-11-24 10-1944160 나노입자가 분산된 열전박막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열전박막

관련기술 등록 2016-11-22 10-1953955 열전 박막 나노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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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기존 열전소자 성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소자로서 나노 와이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이고 있으며, 나노 와이어를 단독 또는 네트워크로 형성하여 열전소자를 
제조하는 경우 외부 환경에 따라 열화되거나, 충격에 의해 손상되는 문제가 있음

§ 본 기술은 산화물 나노입자의 함량을 조절하여 열전 박막의 결정 성장을 제어하는 
나노입자가 분산된 열전 박막에 관한 기술임

§ 기판상에 산화가 잘 되는 금속 타겟과 금속 타겟보다 산화가 잘되지 않는 열전 합금 
타겟을 동시에 사용하여 박막을 증착하되, 박막은 열전 박막에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가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의 분산함량을 조절하여 열전 박막의 결정 
성장 방향 또는 결정 성장 형태를 조절함

[그림] 본 기술에 의한 시료.. 0 들의 FESEM 이미지

§ 알루미나 나노입자 함량이 많은 경우 BiTe박막의 결정 성장의 방향성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아, 알루미나 나노입자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이 성장하는 형상이 달라짐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산화가 잘되는 금속 재료와 금속과 상대적으로 산화가 잘되지 않는 열전 합금 각각을 
동시에 증착함

② 혁신성

§ 산화물 나노입자의 함량 조절이 가능하며, 산화물 나노입자의 함량에 따라 열전재료 
박막의 결정 성장 제어가 가능함

§ BiTe박막 내의 산화물(알루미나) 나노입자의 함량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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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열전소자(Therm-electric Materials)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소자로 에너지 절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부응하는 
소재이자 기술

[표] 글로벌 열전소자 연구 현황

국가 연구내용

미국

• NASA: 파이오니아, 아폴로, 보이저 Ⅰ, Ⅱ호에 수백W급 RTG 사용
• 버클리대: 실리콘 나노선 성장 및 열전특성 분석-단일 나노선(상향식)
• 칼텍: 실리콘 나노선 성장 및 열전특성 분석-단일 나노선(상향식)
• 펜실바니아주립대: 에너지 수확베낭을 개발행보행시 진동으로 에너지 얻음
• 오하이오大/캘리포니아공대: 연비향상 가능케하는 신소재 개발(2008)
• 퍼듀大/GM: 폐열로부터 전기를 얻는 자동차 열전발전기 개발(2010)
• GM: 차량용 TEG개발-TEG모듈 개발 중
• Amerigon-BSST: 자동차 폐열을 이용한 열전 발전소자 제작 연구 중
• Nexteme: 2㎜ 이하의 박막형 열전소자 제작

일본

• 무라타제작소: 에너지 하베스팅 TEG 개발
• 고마쓰/KELK: 폐열회수 TEG 시스템 개발
• 야마하: 미니 사이즈 TEG 시스템 개발
• 파나소닉: 열전교환소자를 사용해 발전량 늘린 열전교환모듈 개발(2012)
•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열전교환소자와 연료전지 조합 배기가스 발전시스템 개발(2013)
 - 물을 이용해 절연체로부터 효율 좋은 연전재료 제조(2010)
• 쇼와전선케이블: 폐열을 이용해 전기 발생시키는 열전변환소재 개발(2009)
• TDDI(열전소자개발): 펠티어냉장고 및 와인셀러 개발
• Z-Max: 페르체 모듈로 작고 소음 없는 미래 냉장고 개발(2012)

독일
• BMW: 차량용 TEG개발-5 시리즈에 장착, 시범 운행 중
• 폭스바겐: 열전발전기 개발해 디젤 수송차량에 장착
• Micropelt: 열전발전을 이용한 환경발전용 소자 및 모듈 개발(2012) 

영국 • 페브리칸: 인체 형태 그대로 옷이 되는 ‘분무형 옷’ 개발(2010)

※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열전소자 시장 및 개발동향

시장 동향

§ 열전소자 시장은 발전소자를 이용한 응용시장과 냉각소자를 이용한 응용시장으로 구분됨

§ 열전소자는 자동차 온도조절 시트(Climate C-ntr-l), 반도체(순환기, 냉각판), 바이오 
(혈액분석기, PCR, 시료 온도 싸이클 테스터기), 광학 분야(CCD 쿨링, 냉각), 컴퓨터(CPU 
냉각), 가전제품(냉온수기, 냉장고, 쌀통, 제습기 등), 발전(폐열 발전기, 리모트 파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한 나노입자가 분산된 열전 박막은 산화 나노입자의 함량에 따라 결정 성장 
방향 및 형태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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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용도별 열전 에너지 하베스트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열전소자 시장 및 개발동향

§ 에너지 하베스팅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269백만 달러에서 연평균성장률 19.6%로 
성장하여 2022년 974백만 달러 시장 규모로 확대될 전망임

[그림] 글로벌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ADAS Market, 2018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에 의한 열전 박막 소재는 반도체, 바이오, 광학, 가전제품, 발전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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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 기반 디바이스 원격 제어 시스템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강화학습 기반 디바이스 원격 제어 시스템

기술 개요

본 기술은 복수의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해 생성한 각각의 학습모델을 통
해 디바이스를 제어하고 수행한 결과 등의 상태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학습
모델에 대한 강화학습을 수행함으로써 디바이스들을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사물인터넷, IoT, 머신러닝, 강화학습, 원격, 제어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한연희 교수

소속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주요 연구분야
1) 차세대 인터넷
2) IPv6/v4 Mobility
3) Web Service Computing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8-12-31 10-2055141 강화학습 기반 디바이스 원격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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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최근 산업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ICT 분야에서 머신러닝을 적용한 
다양한 IoT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연결된 각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시스템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명령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수신 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실시간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본 기술은 복수의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해 생성한 각각의 학습모델을 통해 디바이스를 
제어하고 수행한 결과 등의 상태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학습모델에 대한 강화학습을 
수행함으로써 디바이스들을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디바이스 원격 제어 장치를 통해 물리 환경에 위치하는 복수의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방법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물리적 환경에 위치하는 복수의 디바이스를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는 디바이스 제어용 학습모델을 각각 생성하여, 상기 각 디바이스의 
고유기능에 대한 에피소드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어 가능함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수신한 상태 정보에 따라 학습모델에 대한 강화학습을 수행하여, 
학슴모델을 고도화시킴과 동시에 상태정보와 제어명령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지연시간을 
최소화하여 원격에서 디바이스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제어 가능함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복수의 디바이스를 원격에서 제어하기 위한 
디바이스 제어용 학습모델을 상기 디바이스를 제어한 제어결과에 따른 디바이스 
상태정보를 토대로 강화학습을 수행하여 고도화함으로써, 상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상기 디바이스를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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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전 세계 딥러닝 시장에서 주요 기업은 Intel(미국), NVIDIA(미국), IBM(미국), Google(미국), 
Microsoft(미국) 등이 있음

§ 전 세계 딥러닝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고객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출시, 확장, 인수, 파트너십/협정/협력 등의 전략을 
채택하였음

[표] 딥러닝 시장의 신제품 개발 및 출시 현황

일자 기업명 내용

2017.12 IBM
•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교육 시간을 거의 4배 향상시켜 기업에서보다 정확한 AI 

응용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 설계된 POWER9 
프로세서를 통합한 차세대 Power Systems Server를 출시하였음

2017.12 Microsoft
• Seeing AI 응용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통화 감지, 필기 인식 및 색상 인식과 

같은 추가 기능을 추가하였음

2017.12 Microsoft
• Power BI에 이전 버전에 비해 최대 10GB 크기의 Power BI Desktop(.PBIX) 파일 

업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음

2017.12 NVIDIA 
•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GPU 아키텍처인 NVIDIA Volta에 의해 구동되는 PC용 

GPU인 TITAN V를 출시하였음

※ 자료 : Marketsandmarkets, Deep Learning Market, 2018

시장 동향

§ 전 세계 딥러닝 시장은 2018년 31억 8,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1.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81억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글로벌 딥러닝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Deep Learning Market, 2018

§ 전 세계 딥러닝 시장은 하드웨어에 따라 프로세서, 메모리, 네트워크로 분류되며, 
네트워크는 2018년 6,81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4.0%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4억 
2,0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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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글로벌 딥러닝 시장의 하드웨어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Deep Learning Market, 2018

§ 우리나라의 딥러닝 시장은 2018년 1억 4,8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3.4%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9억 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우리나라의 딥러닝 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 Deep Learning Market, 2018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제어시스템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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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용 노즐 유닛

1 기술의 개요

기술 정보

기술명 3D 프린터용 노즐 유닛

기술 개요
본 기술은 3D 프린터용 노즐 유닛에 대한 것으로 3D 프린터에 사용되어 용
융된 재료를 유입량의 정밀 제어 및 유입된 재료의 효과적으로 혼합하여 분
사하기 위한 노즐 유닛에 대한 것임

상용화단계 □아이디어 □연구단계 ■개발단계 □개발완료 □제품화 단계

핵심키워드 한글 강화학습, 원격 제어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홍주표 교수

소속 디자인공학전공

주요 연구분야
1) 차세대 인터넷
2) IPv6/v4 Mobility
3) Web Service Computing

지식재산권 정보

특허현황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출원 1건

구분 상태 출원일 권리번호 특허명

관련기술 등록 2016-01-14 10-1765055 3D 프린터용 노즐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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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내용

기술의 내용

(1) 기술 개요

§ 최근 3D 프린터는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 중 FDM(fused deposition 
modeling)은 재료를 녹여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3차원 형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3D 프린팅 방식 중 하나임

§ FDM 방식의 3D 프린팅에서는 필라멘트의 색상이나 재질에 의해 최종 제작물의 색상이나 
재질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색상이나 재질을 갖는 제작물의 제작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음

§ 본 기술은 3D 프린터용 노즐 유닛에 대한 것으로 3D 프린터에 사용되어 용융된 재료를 
유입량의 정밀 제어 및 유입된 재료의 효과적으로 혼합하여 다양한 색상 및 재질의 재료를 
분사하기 위한 노즐 유닛에 대한 것임

[그림] 본 기술에 의한 3D 프린터용 노즐 헤드 디자인

[그림] 본 기술에 의한 3D 프린터용 노즐 유닛 시제품

(2) 기술 특징
① 차별성

§ 본 기술에 의하면 필라멘트들이 주입되는 노즐의 헤드부를 통해 필라멘트 주입량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음

② 혁신성

§ 본 기술에 의하면 복수의 노즐을 통해 다양한 색상 및 재질의 필라멘트들이 주입된 후 
혼합유닛을 통해 혼합되어 분사되므로 보다 다양한 색상 및 재질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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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기술 동향

§ 세계 3D 프린터 시장은 스트라타시스(Stratasys)와 3D시스템즈(3D Systems) 양사가 세계 
판매량 55%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소수 상위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임 

§ 업계 1위 스트라타시스는 2011년 Solidscape, 2012년 Objet를 인수하며, 전체 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Objet 인수를 통해 기존의 FDM 및 polyjet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음

§ 업계 2위 3D Systems는 SLA와 SLS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에만 25건의 기업 인수합병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산업용 3D 프린터 부분에서 스트라타시스, 3D시스템즈 양사가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판매량의 6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도 약 14억 달러를 기록하여 약 
50%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음

§ 국내 3D 프린팅 산업에서는 캐리마, 인스텍, 프로토텍 등의 업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해외제품 유통과 솔루션, 인쇄 대행 서비스업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 국내 민간 3D 프린터 기업 사업추진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추진 현황

캐리마

• 2017 인사이드 3D 프린팅 컨퍼런스&엑스포’에서 고내열 170도 이상인 광조형 실리콘 
수지와 아크릴 복합 수지의 프린팅을 선보임

• 마스크 투영 이미지 경화방식(DLP)* 기반의 고속 프린팅 기술 'C-CAT'을 개발
 * 액체 상태인 광경화성 수지에 빔 프로젝터를 투사하는 방식으로 조형하려는 모양을 프

로젝터로 투사해 그대로 굳히면서 적층

인스텍

• 국내 최초 DMT(Direct Metal Tooling) 방식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
으로서 독일과 러시아에 장비를 수출하며 우주항공, 의료, 자동차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
받음

• 한국투자파트너스와 한화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신기술 개발 중

프로토텍

• Stratasys의 국내 최대 파트너사로, FDM 및 Polyjet방식 3d 프린터 판매와 기술지원을 책
임지고 있음

• 자동차, 건축, 의료, 완구, 가전제품 등 전 방위 산업 분야 설계 데이터의 시작모델 제작 
시 활용 가능하며, 내열과 내약품성 기능 테스트, 제조현장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 가능

• 3D 프린팅 전 과정을 하나로 묶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

기술의 기대 효과

§ 본 기술에 의하면 3D 프린터를 통해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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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향

§ 전 세계 3D 프린팅 시장은 2017년 82억 8,4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5.76%로 
증가하여, 2023년에 327억 6,1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우주 항공 및 국방, 의료, 소비재 제품, 교육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3D 
프린팅의 채택 증가로 인해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세계 3D 프린팅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MarketsandMarkets, 3D Printing Market, 2017

§ 3D 프린팅 시장은 3D 프린터, 소재,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구분되며, 3D 프린터 
부분이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3D 프린팅 시장에서 43.87%를 점유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부분이 연평균 성장률 29.56%로 가장 높게 성장하여 2023년 
27.34%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세계 3D 프린팅 시장의 구성요소별 시장 점유율 전망
(단위: %)

 ※자료 : MarketsandMarkets, 3D Printing Market, 2017

기술의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본 기술은 3D 프린터에 적용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