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기계공학부 | 교수 강보영
출원번호 | 10-2019-0087294
등록번호 | 10-2226842

대분류

자율주행

분류

자율주행 인지 및 판단시스템

응용분야

실시간 데이터마이닝

주행경로정보, 주행속도정보, 주행시간정보, 비접촉 적외선 센서 등으로 차량 내 운전자의 거동을
측정하여 위험상황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람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거동에 따른 운전자의
위험을 도출하여 추정하는 기술

의료

종래의 기술 등은 과속이나 제한적인 시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춤

차량 운전중인 운전자의 위험도를 도출하여
운전자에게 제공
미래형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기술 등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물
에너지

<발명 실시예에 따른 운전자 위험도 추정시스템 중
적외선 센서가 차량 센터 콘솔에 배치된 예시>

<운전자 위험상황 추정시스템 개략도>

실험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무관 이승원

시작품 단계

053-757-4155
053-950-2381

sung@ttp.org
won@knu.ac.kr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운전자 인식시스템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27.
기계자동차학부 | 교수 김용대
출원번호 | 10-2018-0126658
등록번호 | 10-2129474

대분류

미래형자동차

분류

기계･소재

응용분야

기판제조, 플렉서블 디바이스 제조

고온 안정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박막형 금속기판을 적용한 플렉서블 디바이스 및 작은 크기의 플렉서블
디바이스를 보다 쉽게 핸들링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렉서블 디바이스의 제조 기술

플라스틱 기판은 고온 안정성과 각종 화학 용제에
대한 내화학성 등이 기존 실리콘, 유리 기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기존의 반도체 공정 또는 MEMS 공정을 통해
금속박막 기판을 원하는 모양으로 패터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의료

초박형 유리기판의 경우 고온 안정성, 내화학성,
반도체공정 적합성 등이 우수하지만 박막화
공정의 구현과 재현에 어려움이 있고, 작은 곡률
반경을 얻기 위해 너무 얇게 제작할 경우 쉽게
깨진다는 단점이 있음

화학적 에칭 또는 세정공정에서 금속박막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절연막이 금속박막과 캐리어 웨이퍼 상에 걸쳐서
증착되어 고온 공정에서 상기 금속박막이 캐리어
웨이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함

미래형자동차
물
에너지

<플렉서블 디바이스 개념도>

<플렉서블 디바이스가 웨이퍼상에 제작된 예>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장 박청연 053-600-4591 cypark@kiu.kr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기기 소형화, 경량화

28.
화학공학전공 | 교수 한윤수
출원번호 | 10-2019-0050829
등록번호 | 10-2167415

대분류

스마트 에너지

태양전지

분류

신재생 에너지

응용분야

금속칼코지나이드를 물과 반응시킨 후 이 용액에 *N형 반도체를 침적시킴으로써, 화학반응에 의해 N형
반도체 표면에 음이온이 형성되어 태양전지의 개방전압 및 효율을 향상
*n형 반도체: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는 전자의 수가 양공의 수에 비해서 훨씬 많이 있는 반도체

의료

금속칼코지나이드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떨어지는 효율을 극대화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효율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들이 대부분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의 내구성이 떨어짐

Encapsulation 공정을 통해, 수분과 산소에 의해
내구성이 감소하는 태양전지 열화현상을 차단함

미래형자동차

실리콘 반도체 태양전지는 원자재 가격이 높고
제조공정이 복잡함

물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단면도>

<미개질(Bare), 개질(Modified)
태양전지의 전류-전압 특성>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김아름 053-850-2685 arem12@cu.ac.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유기태양전지, 광전소자 등

에너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조도>

29.
화학과 | 교수 심준호
출원번호 | 10-2018-0072009
등록번호 | 10-2183156

대분류

ICT

전극

분류

전극촉매

응용분야

백금을 대체하여 비대칭인 코어(금)-쉘(팔라듐) 나노입자를 사용함으로써, 산소 환원 반응의 효율, 안전성 등을
향상시킨 산소환원용 전극촉매

특히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전구체의 세척이 어려움

자발적 환원반응인 갈바닉 반응으로 합성함으로써,
금속함량을 줄일 수 있고 합성이 용이하여 다양한
금속과 조합할 수 있음

미래형자동차

기존에 알려진 대칭 형 코어-쉘 구조를 탈피하고,
비대칭 코어-쉘 구조의 합성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촉매로서의 우수성 증명

의료

기존의 전극촉매 제조방법은 팔라듐이 코팅된
다공성 금 나노입자와 팔라듐 자체가 혼합되는
문제점이 있음

물
에너지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팀장 김아름 053-850-5576 arkim@daegu.ac.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전극촉매

30.
전자전기공학부 | 교수 이강현
출원번호 | 10-2015-0122005
등록번호 | 10-1790781

대분류

ICT

SW

분류

배터리 충전

응용분야

차량의 전후방 유리창을 통해 전계효과 방식의 전기장을 이용하여 배터리를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무접점 충전장치

구성이 간단하여 장치의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며, 고장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음

미래형자동차

기존 무선 충전방식은 짧은 충전거리, 높은 발열성,
낮은 충전효율과 같은 문제점이 있고,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도 상용화에 장애가 됨

충전소 측에 고주파 전력 송신부와 평면 전극판을
설치하고, 전계효과 방식의 전기장을 이용하여
차량의 유리창을 통해 무선으로 배터리를 충전

의료

기존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방식은 플러그나
소켓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번거로움

물
에너지

전기자동차 무접점 충전장치
로봇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팀장 김아름 053-850-5576 arkim@daegu.ac.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31.
전기공학과 | 교수 양종렬
출원번호 | 10-2019-0144981
등록 심사중

대분류

미래차

전기공학

분류

응용분야

레이더 센서

심장박동과 심박변이 생체신호 정보를 원격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술로서 레이더를 사용해 대상자의
위험을 감지함으로써 돌연사 및 졸음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

비접촉 센서로 측정한 신호로부터 접촉 센서 생체
정확도 레벨 까지 정보를 복원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을 해결함

미래형자동차

ECG(심전도)와 레이더 신호 간 직접적인 특성
비교 불가

접촉 또는 비접촉 센서로 측정한 신호에서
잡음 제거 및 손실, 왜곡된 영역을 복원할 수 있음

의료

기존 원격 생체신호 측정 기술은 졸음, 각성,
심근경색, 스트레스 정보 등 다양한 신호를 알 수
없어 획득 가능한 정보가 제한됨

물

<최종 출력되는 진단데이터>

<심장신호 처리장치의 구성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주)영남대학교기술지주 과장 김종일 053-810-4326 jongil@yu.ac.kr

실용화 단계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심장신호 등 생체신호 측정 및 처리
운전 중 졸음 및 생체 위험 감지

에너지

<심장신호 처리 방법 중 입력신호 가공>

32.
IT융합공학과 | 조교수 조현우
출원번호 | 10-2015-0013069
등록번호 | 10-1651621

대분류

IT

스마트 운전

분류

응용분야

자율주행, 보안, 카메라

복수의 레이저 빔을 활용한 3차원 장애물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일반/협로 주행 편의성을 높인
운전 보조 장치 및 시스템

악천 후 혹은 야간 주행 시, 운전자의 육안 혹은
주차보조 카메라로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려움

미래형자동차

운전자에게 장애물의 차량에 대한 접근상황을
음성 혹은 경고음(청각적 어시스트), 스티어링 휠
진동(촉각적 어시스트),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를
(시각적 어시스트) 통한 주변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

의료

기존 초음파를 사용하는 방식의 운전 보조 시스템의
경우 단순한 거리측정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차량
주변의 입체적인 지형 및 장애물을 파악하기 어려움

본 기술에 따른 운전 보조 장치는 야간, 어두운
실내, 또는 악천후 등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2방향 이상으로 레이저 빔을 방사한 후
검출함으로써 차량 주변의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인식하여 차량의 주차 또는 운행을 보조할 수 있음

물
에너지

<운전 보조 장치의 동작 모습>

<운전 보조 장치의 작동 방법>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대구TP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김성혜 053-757-4155 sung@ttp.org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동헌 054-279-8492 bizman@postech.ac.kr

사업화

ICT융합

기초연구 단계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 관련 분야: 영상감시

33.
한국재료연구원 | 박사 조영희
출원번호 | KR10-1468957
등록 심사중

대분류

스마트 에너지

태양전지

분류

응용분야

신재생 에너지

LED조명, 디스플레이 등 배터리 에너지 효율 및 자동차 성능향상이 가능한 열전도도가 향상 된
고상+액상 이중소재접합 신주조 공정

고강도가 요구되는 경량 방열부품으로 적용
가능하며, 고강도 및 주조성, 고열전도도 등을 확보함

미래형자동차

접속 기기의 수가 늘어날 경우 트래픽 오버헤드
(traffic overhead)를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음

고상판재와 주조재 사이의 접합성이 향상되고,
하이브리드 주조공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알루미늄
주조재에 높은 열전도도 적용 가능

의료

현재 사용되고 있는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MQTT(Message
Queueing Telemetry Transport) 등의
프로토콜들은 확장성(scalability)이 낮음

물

<하이브리드 신공정기술>

<응용부품>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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