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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캡스톤디자인’
이란?

CUop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맨 위에 놓아 건축물을 완성하고 지지하는 캡스톤(관석)의 의미를
도입하여, 전공 과정을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전공 교육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과목

캡스톤디자인이란?

KAIST 융합캡스톤디자인의
특징

산업현장 실제문제 해결을
통한 시스템 설계 교육

교육과정구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제 운영

http://cuop.kr

참여학과
기계공학과, 기술경영학부, 문화기술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생명과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 항공우주공학과, 화학과

다양한 전공의 교수 지도를
통한 융합전문성 함양

<한국어 강의>

<디자인 및 구현>

•디자인 문제 정의 및 공학적 사양 결정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
•특허와 발명 및 출원
•발표기술 및 보고서 작성법

•팀 미팅을 통한 디자인 및 제작
•지도교수 주간 미팅
•주제별 전문가 피드백
•산업체 디자인 및 구현 협력

•3, 4학년 학부생 누구나

수강대상

•CUop 인턴십 신청시 우선권 부여

참여학생 혜택

산학협력 인턴쉽(CUop)

기업

융합팀 구성
기업

문제 정의

학생

문제의뢰

사용자 중심
시제품 구현

결과도출

니즈발굴 &
벤치마킹

기술사업화
or
창업

교수
개선반복

학과별 졸업연구 및
전공선택 인정 가능

융합캡스톤디자인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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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 테스트

<졸업연구 인정 학과>

<전공선택 인정 학과>

기계공학과,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항공우주공학
전공, 화학과

건설및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기술경영학부, 바이오
및뇌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신소재공학과, 원자력
및양자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과, 항공
우주공학전공, 화학과

융합캡스톤디자인Ⅰ(봄학기)

융합캡스톤디자인Ⅱ(가을학기)

시스템 상세 설계 및 핵심 아이디어 구현

융합캡스톤디자인Ⅰ심화주제 연계진행 및 신규주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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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캡스톤디자인
참여교수 및 기업소개

K-School

성 광 제 교수

https://kschool.kaist.ac.kr

K-school

구 제 민 교수

융합캡스톤디자인
참여교수 및 기업소개
참여기업

참여기업

(주)LS엠트론

(주)지노시스

(주)딥센트

(주)비주얼캠프

전산학부

한 동 수 교수

지능형 서비스 통합 연구실
Wi-Fi Based Indoor Positioning / Location Based App Store / Indoor/
Subway Navigation System

코액터스(주)
(주)닷네임코리아

https://kschool.kaist.ac.kr

KAIST 창업원, 아이디어팩토리

(주)에스피에스
(주)나르마

산업디자인학과

김 명 석 교수

박 민 준 교수

http://ideafactory.kaist.ac.kr

(주)유나

Product & Environmental Systems Design Research Lab
Environment system design / Emotional design and Robot design

KAIST 창업원
(주)브이픽스메디컬
신소재공학과

남 윤 성 교수

송 락 경 교수

https://startup.kaist.ac.kr

상상텃밭(주)

나노-바이오 인터페이스 연구실
Peptide-Based Nanomaterials / Nucleic Acid-Based / Nanomaterials
Micro- & Nano-Fabrication

문화기술대학원

남 주 한 교수

이모션웨이브(주)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최 문 정 교수

(주)바토너스
Music and Audio Computing Lab
Music Technology, Audio Signal Processing, Music Information Retri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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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기술복지 정책 실험실
Aging and Disability / Gerontechnology / Quality of Life Technology / Heath
Disparities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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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봄학기
융합캡스톤디자인

농인 택시 기사를 위한
안전하고 직관적인 소통 보조 장치 개발
참여기업 : 코액터스(주)
문제정의
2018년 국내 청각장애인 수는 36만여명인데 반해 근로자 수는 18000여명, 구직자 수는 1611명으로
청각 장애인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기 어렵고 고용이 되더라도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정도)
청각장애인들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고요한 택시 서비스의
도움으로 조용한 택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지도교수
K-school 구제민 교수

프로젝트 참가팀
주요내용(13팀)

현재의 고요한 택시 서비스는 메시지가 오면 화면이 깜빡이고, 모든 메시지가 텍스트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나 시각에 집중해야 하는 기사들의 운전에 방해가 되어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

참여학생

메시지가 왔음을 알리고, 좌회전 직진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확인했음을 다시 기기로
전달해야 하는 총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을 진동 모듈, LED 모듈, 버튼 모듈로
해결하고자 한다.

K-School(기술경영학부) 김진영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김범영
K-school(항공우주공학과) 선강민
기계공학과 송은석, 우태윤, 이지호

청각 장애인들의 낮은 고용 현황과 현재 택시 업계의 택시 가동률,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 등을
보았을 때 고요한 택시의 발전은 현재 청각장애인들의 사회로의 진출과 함께 택시 업계의 부족한
인력 보충과 기사들의 서비스 문제 개선, 미래 발전될 기술의 안정적인 도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에 모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프로젝트 요약
참여 기업인 코액터스(주)는 청각
장애인도 택시 운전기사를 할 수
있도록 태블릿을 통해 승객과
기사가 소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고요한 택시’를 개발한 사회적
기업이다.
우리는 고용주와 사용자 인터뷰 뿐만
아니라 승객과 기사로서 고요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결과 태블릿만을
이용하여 소통을 하는 것이 직관적
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위험
할 수 있다는 문제를 파악하였다.
이에,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하는
진동, LED, 버튼 모듈을 이용하여
택시 운행 중 필요한 정보를 간결
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문제해결
<현재 고요한 택시>

<주요 문제점 세 가지>

<고요한 택시의 내부 여러 소통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

<태블릿 이용으로 인한 주요 문제점>

<블루투스 시스템 설계>

<진동, 버튼, LED 모듈>

<진동, 버튼, LED 모듈을 연결하는 블루투스 시스템 설계>

<제작한 보조 소통 장치들의 모습>

본 안전하고 직관적인 소통 보조
장치를 통해 택시기사와 승객이
주행 중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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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을 이용한 배드민턴
인-아웃 판독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파종기 개발
참여기업 : 상상텃밭(주)

참여기업 : (주)닷네임코리아

문제정의

문제정의

스마트팜 시장의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17조로, 연평균 23.44% 성장하고 있다.

일반인이 배드민턴 경기에서 셔틀콕이 라인을 넘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스마트팜(육묘장)들에서는 암면판을 활용하며, 파종 시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력과

대중적으로 배드민턴을 치는 일반인이나 동네 대회에서는 인-아웃이 애매해 정확한 판정이 불가능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경우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기존 파종기의 경우, 크기가 크고 둥근 씨앗을 타겟팅하며, 상추 씨와 같이 크기가 작고 모양이

지도교수
신소재공학과 남윤성 교수

참여학생
기계공학과 권진호, 김태균, 송채헌
산업디자인학과 김명성
K-School(화학과) 김종민
K-School(기술경영학부) 서원준

길쭉한 씨앗은 파종기 사용이 어렵다.

심판이 존재하는 실제 배드민턴 경기라도 인-아웃 여부 판별 문제에 대한 오심이 자주 발생한다.

씨앗 종류에 따라, 파종판의 규격에 따라 다른 종류의 파종기를 사용해야 한다.

메이저 대회에서 사용되는 비디오 장치들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중적인 사용이

기존 파종기의 전체 크기가 크고 가격이 매우 비싸서 중·소 규모의 육묘장과 스마트팜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암면판에 구멍을 뚫고 씨앗까지 한번에 심을 수 있는 파종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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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HAWK EYE)의 경우, 10여대의 고속 카메라 및 영상 처리 컴퓨터 등 필요 장비가 많아서
가격이 10억원대에 이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존재한다.
타 종목에도 인-아웃을 판별해주는 기기가 존재하지만 휴대폰 이외의 기기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

기계공학과 곽지호, 양승훈
K-school(기술경영학부) 김우진, 김지훈
전기및전자공학부 박준규

<흡입식 주사 바늘로 씨앗 집기>

<씨앗을 정확하게 집기 위한 판>

<움직이는 물체 인식>

<셔틀콕 인식>

<움직이는 물체 인식 및 좌표화>

<셔틀콕 인식 및 위치 좌표화>

<셔틀콕 경로 분석 및 코드 작성>

<궤도 분석을 통해 인-아웃 판단>

프로젝트 요약
현재 일반인이 배드민턴 경기에서
셔틀콕이 라인을 넘었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올림픽 경기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가격이 높고, 심판이 존재하더라도
부정확함 때문에 일반인들의 인아웃 판독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배드민턴 경기를
촬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간격 조절식 슬라이더 방식>

과정

<구멍 뚫고 씨앗을 심기 위한 가이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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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고 심판을 둔다고 해도 정확성이 떨어지고 모든 경기에 심판을 둘 수도 없다.

문제해결

현재 기업에서 씨앗을 파종할 때
암면판이라는 규격이 균일한 판에
씨앗을 하나씩 심고자 하나, 상추
씨의 경우 적합한 파종기가 없어
시간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
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노동시간을 단축
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추
씨 파종기를 개발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씨앗들에 공통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격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파종기로 확장시켰다.

창업원 박민준 교수

참여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 요약
상상텃밭(주)는 24시간 균일한 환경
제어가 가능한 수경재배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적의 상품을 수확하는
스마트팜 농업 경영체다.

지도교수

<가이드 판을 설치한 모습>

<씨앗을 가이드 판에 떨어뜨리는 모습>

Line In

<셔틀콕 인식 및 위치 좌표화>

<셔틀콕 궤도 분석을 통해 라인 기준으로 인-아웃 판단>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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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 현미경의 내구성 증진을 통한
이미지 퀄리티 확보 방법 제시

맵핑기반 알고리즘을 통한
자율주행 트랙터 최적 경로 표현
참여기업 : (주)LS엠트론

참여기업 : (주)브이픽스메디컬
문제정의

문제정의

최근 암 수술의 경우, 1cm 미만의 초소형 의료용 장비를 사용하여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최소침습수술이 선호되고 있다.

현재 추정되는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은 연평균 20%의 성장을 하며 자율주행자동차 보다 빠른
성장이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주)브이픽스메디컬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초소형 현미경을 개발하였고, 그 핵심 기술이 되는
PZT probe 역시 직경 2.4mm 길이 30mm를 만족해야 한다는 구속 조건이 있다.

현재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에 앞서 있는 미국의 기술은 한국의 논, 밭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

PZT probe는 압전소자로서 전압을 걸어줘야 probe로서의 기능을 구현하고, 현재 이 전압을
걸어주기 위해 손수 납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불규칙한 모양과 물 작업을 자주 하는 한국식 논의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트랙터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하나의 Probe 에 총 4개의 전선이 연결되어야 하며, 각 납땜의 범위가 1m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PZT의 성공 확률과 부품의 내구성을 감소시킨다.

지도교수
창업원 송락경 교수

PZT 하나의 가격이 50만원에 육박하는 만큼 한 번의 실수가 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고,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획득한 이미지의 퀄리티와 직결된다.

지도교수
K-school 성광제 교수

K-school(기술경영학부) 김유승
K-school(전산학부) 심성일
기계공학과 이건, 이지섭
생명화학공학과 이동섭

위성 사진을 통해 미리 논의 형태를 파악하고 트랙터가 이동할 최적 경로를 입력하여 트랙터가
따라가게 한다면 농업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정밀한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메커니즘을 통해 위의 제시된 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참여학생

따라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최적 농작 경로 생성 기술이 필요하다.

참여학생

문제해결

K-School(항공우주공학과)
손병욱
기계공학과 시경수, 이우진, 이후곤

문제해결
<Project Flow>

<위성 사진>

<위성 사진으로부터 path planning>

<위성사진>

<path planning>

<Display를 통한 표현>

<입력된 맵에 따른 Path planning 알고리즘>

<디스플레이를 통한 표현>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요약

<Original PZT with soldering>

<1st prototype: simple partition>

참여 기업인 (주)브이픽스메디컬은
‘실시간 암세포 진단을 위한 초소형
형광 현미경 개발’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다.
현재 (주)브이픽스메디컬은 핵심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제품화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Driving Force를
제공하는 PZT와 Power Cable의
연결의 ‘내구성’의 문제가 존재했다.

현재 (주)LS엠트론은 GPS를 기반
으로 하는 자율주행 트랙터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2nd prototype: partition + stability>

<Final prototype: partition + stability>

이러한 문제점은 제품의 영상 퀄리티
저하 문제를 발생시켰다.
안정적인 현미경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핵심 부품인 PZT와
Power Cable의 새로운 결합 방식을
고안했고, 실현에 성공하였다.

<PDMS based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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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인 (주)LS엠트론은 ‘자율
주행 트랙터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회사이다.

이에 우리는 위성 사진 등의 맵
데이터를 이용해 자율주행 트랙터의
최적 경로를 표현해주는 기술을
개발하여 현재 농업인들이 트랙터를
운행하며 경작한 곳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며 이후 농업
자동화로의 연계성을 향상하고자
Agricultural Machine Path Planning
Algorithm(AMPPA)을 제안한다.

<Silicon based mold>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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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테라피 기반
개인 맞춤형 수면 솔루션

지하 열배관 안전 경보 시스템 개발

참여기업 : (주)딥센트

참여기업 : (주)지노시스

문제정의

문제정의

국내 수면 산업 규모는 2013년 1.5조 원에서 2019년 3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온수관 총 2164km 가운데 20년 이상 사용된 것이 32%에 달한다.

아로마 향을 이용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라벤더 등의 향이

점검인력 2명이 하루에 123km 온수관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며 점검한다.

실제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밝혀졌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당일 점검 기록에는 이상무라고 되어 있었다.

필요 이상의 아로마 농도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노후된 온수관은 많지만 점검 인력과 비용은 부족하다.

기존 방향 제품들은 농도 조절이 어렵고, 환경 요소에 의해 농도가 변화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적은 비용의 온수관 경보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였다.

지도교수

없다.

지도교수

K-School 성광제 교수

사용자의 수면 개선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 농도를 주변 요소들에 구애받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산학부 한동수 교수

주변 향기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

문제해결

참여학생

사용자의 수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연동하여, 개인 맞춤형 아로마 발향 장치를 개발함

참여학생

생명화학공학과 강승모
기계공학과 김선희, 박정찬, 천세인
K-School(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
송태민

으로써 사용자에게 질 높은 수면을 제공한다.

기계공학과 김정현, 한승헌
기계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이동현

문제해결
<프로토타입 설계>

<향기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요약

참여 기업인 (주)딥센트는 ‘향기 및
후각 콘텐츠와 데이터를 생산·유통
하는 기업’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다.
현재 (주)딥센트는 아로마 향을 기반
으로 개인 맞춤형 수면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사용자의 수면 데이터와
주변 향기 정보를 바탕으로 발향
정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개인 맞춤형 수면 솔루션을 만들
고자 한다.

2019 봄학기 KAIST 융합캡스톤디자인 성과집

<카이스트 온수관>

<지하 온수관 모습>

<지하 굴착>

현재 (주)지노시스는 열배관 파열에
대한 안전 시스템 개발을 원하고
있다.
<아두이노와 TGS 센서들로 프로토타입 구성>

<패턴 분석에 필요한 향기 데이터 수집>

<패턴 분석>

<유저 테스트>

<수집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패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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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 페인트>

참여기업인 (주)지노시스는 안전과
교육 전문 ICT 벤처기업이다.

이에 우리는 값이 덜 들고 인력이
덜 필요하며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안전사고 예측이 가능해지는 열배관
경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진행>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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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시스템 개발

드론의 착륙을 위한 안전 솔루션
참여기업 : (주)나르마

참여기업 : (주)바토너스

문제정의

문제정의

2012년까지 3천만대가 넘는 일반 소비자용 드론이 제작되고 산업용 드론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인자율주행 드론의 개발도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영유아 및 어린이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러한 시대에 드론의 안전한 착륙은 단순히 자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전에도 중요한

2018년에 신설된 도로교통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지만,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률은 낮은 상태이다. 특히,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55명 중 34명(62%)만이

요소가 되었다.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법적 강제만으로는

기존의 드론 착륙 솔루션(랜딩패드 등)은 너무 비싸거나, 지상 이착륙에 적절하지 않거나, 공기

사회문제 해결이 어려워 다른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영유아 및 어린이 차량 방치>

저항을 많이 일으키거나, 이동보관에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착륙 패드 활용, 드론 자체의 구조 개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수 있으나, 저렴하고, 이동에

지도교수 / 조교

2018년 영유아 및 어린이가 차량에 갇혔다가 구조된 사건은 총 384건이다. 그중 85%는 혼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어린 영유아가 주된 희생자여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9년에 도로교통법의

용이하고, 한 번의 개발로 수많은 드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드론의 랜딩 스키드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최문정 교수

개정으로 하차 확인 장치인 안전벨이 의무화되었지만 그 실효성이 적어, 사용자 중심적(user-centered)

드론의 착륙을 위한 안전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는 소프트웨어 제어, 모터의 역추진개발,

지도교수
창업원 박민준 교수

(skid) 부분의 재질과 모양, 물리적 구조를 연구/개발하기로 하였다.

참여학생
K-School(전기및전자공학부) 박일훈
산업디자인학과
오혜진, PIAO YINZHU
기계공학과 윤유상, 이경훈

참여학생
항공우주공학과 박도형
기계공학과 김민우, 김성욱, 오지열
K-school(문화기술대학원) 황민영

문제해결

접근으로 이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문제해결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요약
참여기업인 (주)나르마는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의 틸트로터 무인기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 기업이다.

<연결 부품>

<레그 부품>

현재 (주)나르마는 무인기를 연구
개발 하는 단계에 있으며, 드론의
안전한 착륙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피스톤 댐퍼와 스프링
댐퍼를 활용한 안전 착륙 스키드를
개발하여 (주)나르마의 드론 개발과
추후 다른 회사들에서도 사용하는
드론의 안전 착륙의 기반이 될
기술로 제안하였다.
<완성품 (정면)>

<완성품>

통학 차량 내 영유아 방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몇몇 사건
들은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도로교통법(제
67조 제1항, 제53조 제5항)이 2018년
9월 28일과 같은 해 10월 16일에
개정되면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 설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인 안전벨은
사용에 불편하여 개조를 통해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본 프로젝트는 Aging &
Technology Policy Lab의 최문정
교수님 지도하에,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기업 바토너스와 국제아동인권
센터와 협력하여 영유아 통학 차량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1. 홀센서를 이용해 안전띠 버클의 탈착을 인식합니다.
2. 이 정보를 블루투스를 통해 동승 교사의 휴대폰(모바일 기기)으로 전송합니다.
3-1. 전송된 정보를 토대로 아이들이 안전띠를 잘 착용했는지 알림을 통해 확인합니다.
3-2. 안전띠 착용 감지 센서를 통해 아이의 안전한 착석 여부 확인, 출석부 체크를 통해 확인.
총 두 번의 확인작업을 통해 어린이 및 영유아의 차량 내 방치를 예방합니다.
4. 이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 시설장 및 원장, 시설에 소속된 보육교사가 열람 및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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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Guitar : 새로운 형태의
어쿠스틱 로봇 기타 모듈

스마트폰 Eye-tracking
Calibration 알고리즘 개선

참여기업 : 이모션웨이브(주)

지도교수
문화기술대학원 남주한 교수

참여기업 : (주)비주얼캠프

문제정의

문제정의

자동 연주 악기 시장은 점점 발전해가고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현재 세계 Eye-tracking 시장 규모는 2017년에 2억 8,560만 달러로 평가되었다.

많은 자동 연주 악기들은 기존의 악기를 로봇이 연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악기는 연주하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6.3%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간의 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구현하기에는 오히려 더 어렵다.

기존의 스마트폰 Eye-tracking은 아이트라이브, 토비테크놀로지와 같은 일부 기업들에 의해 부착형

신체의 제약이 없는 로봇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장비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지만 별도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자동 연주 악기들의 경우 전자기타/전자피아노를 위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어쿠스틱 악기에 대한

(주)비주얼캠프의 기존 Eye-tracking 기술은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를 활용하며 실제 시선 데이터와 대략

수요도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지도교수

기존의 형태에 제약받지 않는 새로운 모양의 어쿠스틱 로봇 기타 모듈이 필요하다.

전산학부 한동수 교수

1.7cm의 큰 오차를 보인다. 따라서 본 기술의 활용 분야는 한정적이다.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지 않은 시선을 구분하여 기존 데이터를 가공하고, 사용자의 시청 자세 변경에
따라 데이터 가공 방식을 달리하여 1cm 이내 오차로 개선된 real-time Eye-tracking이 가능할 것이다.

참여학생
기계공학과
김경욱, 지원희, 황철현
기술경영학부 송시호
전산학부 정은석

참여학생

문제해결
<Rapid Prototpying>

<3d modelling>

프로젝트 요약

문제해결

프로젝트 요약

참여기업인 이모션웨이브(주)는
‘혁신적인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다.
이에 걸맞게, 기존의 기타에 부착
하는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어쿠스틱 로봇 기타 모듈을 핵심
기술로 제안하였다.

K-school(전기및전자공학부)
이정우
전기및전자공학부 정정수
기계공학과 문정현, 오창균
전산학부 박윤주

<현 연주의 음향항적 특성 파악>

<1개 모듈 제작>

<n개 모듈 프로토타입 모델링 (SolidWorks 사용)>

<n개 모듈 확장>

참여 기업인 (주)비주얼캠프는 ‘VR/
AR/Mobile Eye-tracking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원본 동영상>

<Raw Data>

<Transform Data>

<개선된 Tracking Data를 포함한 동영상>

현재 (주)비주얼캠프가 공개한 Mobile
Eye-tracking 모듈은 USB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에 우리는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를
활용한 실시간 Eye-tracking Calibration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광고 분야의
소비자 관심도 측정 분야’에 기반이
될 핵심 기술로 제안하였다.

<모델을 바탕으로 1개 현 모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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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반 도서관 안내 로봇 개발

물 분사식 공기청정기 개발

참여기업 : (주)에스피에스

참여기업 : (주)유나

문제정의

문제정의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도서 배가 규칙의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현재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약 10억 달러 규모이며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

원하는 도서를 찾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었다.

지도교수
K-school 구제민 교수

기존 공기청정기는 지속적인 오염에 노출되는 넓은 공간에 취약하며, 필터를 사용할수록 공기 정화율이

특히 노인, 어린이와 같은 정보 약자의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 없이 원하는 도서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감소한다.

기존의 안내 서비스는 단순히 검색 서비스만 지원하기 때문에 책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에게

공기 정화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필터를 교체해야 하며, 기존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였다.

현재의 필터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책 위치를 안내받는 것을 넘어서 책과 연관된 컨텐츠를 소개받는 큐레이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지도교수
산업디자인학과 김명석 교수

따라서, 자율 주행과 RFID가 결합된 안내 로봇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킴과

기계공학과
김성재, 전진환, 조용준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박종현
전기및전자공학부 허수민

생명과학과 박종현, 이재혁
기계공학과 배준한, 오동현, 조석주

<SLAM>

프로젝트 요약

참여기업인 (주)에스피에스는 RFID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작에 관한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ROS와 RFID를 아우르는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고자 하였다.

참여기업인 (주)유나는 연구실험실
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흄후드, 안전
시약장, 안전실험대 등을 만드는
회사이다.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서비스 로봇>

<자동 맵핑 기술 및 자율주행>

<RFID>

<User interface>

<맑은 날의 서울의 모습>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서울의 모습>

<2019년 겨울 날씨>

<2019년 겨울 미세먼지>

현재 (주)유나는 신속한 유해가스
포집 기술과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포말식 물 입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해가스를 용해시킴으로써, 대용량의
공기 중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주)유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 실험실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공간, 상업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
분사식 공기청정기를 제작하고자
한다.

<장거리 정보 수신이 가능하고 지형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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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하여도 공기 정화율이 떨어지지 않는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학생

동일한 기반 기술을 가지고 쉽게 확장할 수 있다.

<ROS based robot>

중심 아이디어는 UI를 포함하는
로봇이 직접 자율 주행하여 고객을
안내하고 RFID 태그를 통해 부가
정보를 취득 및 안내하는 것이다.
핵심 기술로는 자율 주행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SLAM 기술, 책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인식하는
RFID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응용 예시를 갖는 높은
수요의 기술이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공기청정기의 필터에 대한 부담이라는
단점을 없앰과 동시에, 물 분사식을 택하게 되면서 이러한 단점이 없어질뿐더러 넓은 공간 및 긴 시간을

동시에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추가로, 미술관이나 과학관처럼 다양한 장소에서도

참여학생

비가 온 뒤에 미세먼지 농도가 95% 이상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의 UI와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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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봄학기
융합캡스톤디자인

코액터스(주)
제품/서비스 소개
청각장애인 운전기사와 승객 간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태블릿 PC 애플리케이션

대 표 자 송민표

사업분야
ICT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장애인 취업영역 개발

설 립 일 2019. 04. 18.
홈페이지 www.goyohantaxi.com
이 메 일 goyohantaxi17@gmail.com
연 락 처 070-7114-0418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10 충무창업큐브
지하 2층 B206

참여기업 소개
(13기업)

대표제품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 ‘Goyohan’

특징 및 활용분야
고요한택시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택시 운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승객과의 의사소통 기기입니다. 운전원
좌석과 승객 좌석에 거치한 태블릿을 통해 택시 내에서 소통하며, 탑승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목적지 설정 / 하차 요청 등을
포함해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상상텃밭(주)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제품/서비스 소개
AI가 탑재된 정밀 스마트팜을 보급형 스마트팜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장치를 다층으로 쌓은 수직형
식물공장에 IoT를 적용하여 시설 제어를 자동화하고, 온실 내부 시스템을 AI가 정밀하게 제어하여 식물의 생장속도를 2
배까지 가속합니다. 인공지능은 농경지식을 이미 학습하고 있어 초보자도 어려운 작물을 쉽게 경작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습관과 노하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제품을 사용할수록 성능이 더욱 높아집니다.

대 표 자 김수빈
설 립 일 2017. 09. 01.
홈페이지 http://sangsang.farm
이 메 일 sbkim@sangsang.farm
연 락 처 010-4406-6170

사업분야
작물 재배 및 판매, 재배시설 시공 및 판매, 농업용 AI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대표제품
특수 기능성 채소 패키지(노화방지, 피부미용 등)

농업용 원예시설 제어 인공지능

인공지능 탑재 수직형 식물공장 시설

특징 및 활용분야
가장 진보한 기술로 가장 오래된 산업에 혁신을!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지역산학협력관
706호(송천동, 안동
대학교)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므로, 소위 상속받을 농지가 있는
금수저만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기피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장년 귀농인이 부족한 인프라와 경험으로 인해 큰 좌절을 겪습니다.
상상텃밭은 좁은 땅에서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경작
실패 리스크를 덜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보급형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간편하게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화학공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집약
하여 성능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도, 많은 공정을 생략할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어 단가는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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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닷네임코리아

(주)LS엠트론

제품/서비스 소개

제품/서비스 소개

IT 보안 인프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농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용 트랙터,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제작하는 사출성형기, 방위산업 관련 궤도, 휴대폰용
및 FPD용 커넥터 및 안테나, 고밀도 에너지 저장장치 Ultra Capacitor

SSL 보안인증 분야 1위
한글.KR 국가표준 도메인 체계 개발

대 표 자 강희승
설 립 일 2000. 05.
홈페이지 www.dotname.co.kr
이 메 일 daniel@dotname.co.kr
연 락 처 070-7090-0811
주

클라우드 보안 서버 인프라 서비스

사업분야
도메인, 클라우드서버, 통합 보안 서버

대표제품
dotname.co.kr / anycert.co.kr

소 서울 테헤란로 234 3층

대 표 자 김연수
설 립 일 2008. 07.
홈페이지 www.lsmtron.co.kr
이 메 일 joohyun.lee@lsmtron.com
연 락 처 031-689-8288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특징 및 활용분야

11층

통합 해킹 보안 클라우드 인프라 - 해킹에 대한 통합 보안이 필요한 기업, 대학, 공공기관

사업분야
기계사업(트랙터, 사출기, 방산용 궤도), 부품사업(전자부품, Ultra Capacitor) 연구개발 및 제조

대표제품
트랙터 XP Series(86~102마력)

프리미엄식 사출기(500~3000톤)

모바일 기기용 커넥터, 안테나

LSUC 및 모듈

특징 및 활용분야
LS엠트론의 대표제품인 트랙터는 힘, 작업성은 기본으로, 차별화된 디자인 및 편의성을 강조합니다. 스타일리쉬한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운전석 설계를 통해 작업자에게 최상의 작업 환경을 경험하게 해 드립니다.
마력에 따라 Compact형은 과수원, 비닐 하우스, 정원등 좁은 공간에서도 로타리, 쟁기 등을 장착하여 작업이 가능하며,
Utility급 이상급 트랙터는 논, 밭 등에서 경운·파종·중경·제초·수확·운반 작업을 제공합니다.

SSL 보안서버 - 데이터 전송구간 암호화 국제표준, 대학, 기업, 공공기관 법적 의무화

(주)브이픽스메디컬

(주)딥센트

제품/서비스 소개

제품/서비스 소개
사용자의 취향/상황에 맞는 향기를 제공해주는 IoT 스마트 아로마 스타일러 arom

암 수술 중 원격 진단을 위한 핸드헬드 레이저 현미경

사업분야

사업분야
대 표 자 황경민

환자의 in-vivo 이미징을 위한 초소형 현미경 개발 및 제조

설 립 일 2016. 12. 01.
홈페이지 www.vpixmedical.com

대 표 자 권일봉, 정기백
설 립 일 2018. 03. 15.

대표제품

홈페이지 www.deepscent.shop

인공지능 향기플랫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대표제품
아로마 스타일러 arom, 아롬 향기 캡슐

핸드헬드 타입의 초소형 공초점 레이저 형광 현미경

이 메 일 contact@vpixmedical.com
연 락 처 042-385-0545
주

소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카이스트 나노
종합기술원 9층

22

이 메 일 contact@deepscent.io

특징 및 활용분야
암 수술 중 절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동결 조직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샘플링 에러의 확률이 있습니다. 브이픽스메디칼은
조직을 떼어내어 가공하는 과정 없이, 환자의 의심 부분의 세포 수준 이미지를 획득 in-vivo로 획득할 수 있는 초소형
현미경을 개발합니다. 이는 병리과의 원격 진단을 가능하게 하여 외과 수술 전문의와 병리과 의사의 실시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써 환자는 수술 중 조직검사 시간과 샘플링 오류가 줄어들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암 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봄학기 KAIST 융합캡스톤디자인 성과집

특징 및 활용분야

연 락 처 070-4190-0099

스마트 아로마 스타일러 arom은 사용자가 원하는 향기를 설정하여 기분, 상황, 컨디션, 날씨 등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향기를 손쉽게 만들어 체험할 수 있는 IoT 전자 방향기기입니다.

주

arom은 IoT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arom과 연동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arom을
구동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arom은 기존 제품으로 체험할 수 없던 새로운 향기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간 레시피
공유가 가능하여 다른 사용자의 향기 레시피를 내 arom에서 직접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는 향기 SNS로 기능을 하여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유저들끼리 자체 향기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여 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요인이 됩니다.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2층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23

(주)지노시스

(주)바토너스

제품/서비스 소개

제품/서비스 소개

IoT 센서, 비콘, QR코드, NFC, 어플등으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 설비이력관리, 예방점검, 아차사고관리등 사고 발생요인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사용자중심의 시스템입니다.

대 표 자 박영진
설 립 일 2009. 12. 24.
홈페이지 www.jinosys.com
이 메 일 pyj@jinosys.com
연 락 처 042-824-8858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242번길
15-10 한아름빌딩
201호

시각장애인이 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림/그래프/표/수식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
영, 유아 차량 갇힘 사고 예방 디바이스

대 표 자 이지수

사업분야
IoT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및 플랫폼개발, IoT 센서 개발

설 립 일 2019. 01. 23.
홈페이지 www.batoners.com

대표제품
삼성전자 안전관리시스템, 현대자동차 IoT 소방안전시스템, IoT 안전플랫폼, 한국원자력연구소 오프라인 장비안전관리시스템,
한화에너지 안전관리 앱

특징 및 활용분야

이 메 일 info@batoners.com

사업분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기술 개발 및 공급 (HW/SW)

대표제품
sLv Author / sLv Converter / sLv Reader
Safe Bee (영, 유아 차량 갇힘 사고 예방 디바이스)

연 락 처 010-2162-5515
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충남도청, 한국도로공사등 공공기관
납품실적과 삼성전자, 삼성전자 판매, 삼성전자 로지텍, 삼성전자 서비스, 한화에너지, 현대자동차 그룹, 이랜드그룹, LS
산전, KT cs등 대기업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많은 유사 프로젝트의 커스터마이징
노하우와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징 및 활용분야

대학로 291, E19동

시각장애인이 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림/그래프/표/수식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

9층 901호

전자책, 전자교과서, 특수교육 분야에 활용 가능
저가의 적정기술로 영, 유아 차량 갇힘 사고 예방 가능

이모션웨이브(주)
(주)나르마

제품/서비스 소개
오토스틱 (AutoStick)
자동으로 어쿠스틱 비트를 연주하여 음악 연주에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드럼 및
타악기에 특화된 엑츄에이터 모듈

제품/서비스 소개
틸트로터형 스마트 무인기 개발 및 제작 사업
제어 및 계측을 기반으로 한 System integration Service 사업

대 표 자 권기정
설 립 일 2018. 10. 08.
홈페이지 www.narma.co.kr
이 메 일 kijung.kwon@narma.co.kr

사업분야
틸트로터 기술을 적용한 유틸리티 무인기 제작

대표제품
산악 실종자 탐색용 무인기
배송용 무인기

연 락 처 042-860-2318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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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활용분야
RPM을 통해 기체를 제어하는 기존 드론과는 달리 세밀한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한 틸트로터 드론입니다.
소형 전동 드론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며 날개가 있어 무거운 짐을 좀 더 멀리까지 운반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산악과 도서 지역에서 수색과 배송용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2019 봄학기 KAIST 융합캡스톤디자인 성과집

대 표 자 장순철
설 립 일 2013. 04. 27.
홈페이지 www.emotionwave.com
이 메 일 rio@emotionwave.com
연 락 처 010-3004-0884
주

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 P1

사업분야
방송/미디어, VR/MR, 음악 테크놀로지, 로보틱스, 인공지능, IOT

대표제품
오토스틱 (AutoStick) - 드럼 및 타악기용, 오토탭 (AutoTab) - 기타(Guitar)용, 오토픽 (AutoPick) - 기타(Guitar)용, 오토키
(AutoKey) - 피아노용

대표 제품 특징
주요 기능 - BPM 190 수준의 드럼 스트로크 연주
성능 - Dynamic Range DC5v~DC24v
연주 높이 - 25mm
지원스틱 - 표준 5A
인터페이스 - Audio XLR Connector 1EA
특징
- 개개인의 수준에 상관없는 높은 접근성
- 제어가능성
- 안정적인 견고성
- 오락과 엔터테인먼트성
- 개인 맞춤성

활용분야
DJing, 전문 뮤지션, 아티스트
방송, 엔터테인먼트, 어뮤즈먼트
교육, 취미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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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주얼캠프

(주)유나
제품/서비스 소개

제품/서비스 소개

(주)유나는 연구 실험실 안전 환경 전문기업으로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한국기계연구원과 SGS에서
내진실험을 통과한 연구 실험실 안전기자재 토탈브랜드 ‘세이프존’을 개발하였음

시선 추적 기술을 사용한 난독증 진단 VR 애플리케이션

안전시약장, 안전실험대, 안전흄후드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실험실 환경조성을 선도하고 있음

사업분야
대 표 자 석윤찬
설 립 일 2014. 11. 19.
홈페이지 http://visual.camp
이 메 일 contactus@visual.camp
연 락 처 070-7945-7799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319호

VR/AR/스마트폰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공급

대 표 자 윤윤하
설 립 일 2001. 10. 26.

대표제품
VR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www.saferack.co.kr

시선 데이터 분석 솔루션

이 메 일 yoonacall@hanmail.net

특징 및 활용분야

연 락 처 042-274-0400

난독증 환자들은 시선 처리 과정에서 환자가 아닌 그룹과 분명히 다른 불안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연구에 기반하여, 시선 추적 기술을 활용한 난독증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

기존의 어렵고 비용이 높은 난독증 진단 방법에 비해, 아이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시선 움직임 분석을 통하여 더 정확한 난독증 진단 솔루션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업분야
연구실험실 안전기자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세이프존 제품 라인업 납품/설치

대표제품
안전시약장, 안전실험대, 안전시약보관대, 안전시약보관함, 안전흄후드 등

특징 및 활용분야
안전시약장

유성대로 1205번길

- 강력한 지진을 대비한 전도방지기구 장착

6-2

- 충돌, 파손, 낙하방지기구 장착으로 화재, 폭발 등 2차 피해 예방
- 유해가스 정화기능, 유해가스 자동배기, 공기정화컨트롤시스템 장착
안전실험대
-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 및 제작됨
- 안전성/편의성/실용성 모두를 충족하는 고품격 실험대
안전시약보관대
-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효율적 공간활용에 효과가 있는 보조시약장

(주)에스피에스

안전흄후드(스크러버)
- 이화학 실험 중에 발생하는 Fume 및 작업환경을 저해시키는 유해물질, 유해가스, 오염된 공기 등을 중화하여 배기하는
실험실 안전장비
- 다단계 정화방식을 통한 오염물질의 완벽한 정화가 가능

제품/서비스 소개

- PH 농도 자동조절 기능, 누수방지 기능 보유, 방음 및 방수설계

자율주행 로봇과 RFID 시스템을 결합한 로봇으로 도서관의 도서관리 및 위치 안내의 서비스를 제공함

[참고] 제품 라인업

원하는 도서 검색, 위치 안내
재고 관리 기능 (자율 주행을 통해 RFID로 도서인식)

대 표 자 김현준
설 립 일 2000. 09. 18.
홈페이지 www.sps-ltd.com
이 메 일 robin@sps-ltd.com
연 락 처 070-4891-5944
주

도서 추천 및 도서 상세 정보 제공

사업분야
RFID, Barcode, IOT 제품 연구 및 솔루션 공급
RFID ROBOT

대표제품

안전시약장(SF-03)

안전실험대(SZ-TM01S)

안전시약보관대(SZ-SR05S)

흄후드(SHDWB1800)

4FOTDBO3'*%3PCPU

3PCPUJOUFSGBDF

아이폰/안드로이드폰 용 RFID 리더기, 바코드 리더기, 물류센터 재고관리 솔루션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징 및 활용분야

테크노 8로 70

도서관의 인공지능 사서 도우미
일반 물류창고의 재고 관리

"VUPNBUJD
*%5SBDLJOH1PTJUJPOJOH
GPS8) 3FUBJM4IPQ

"QQMJDBUJPOT

SPS Inc.

Retail

 5FDIOPSP

공공장소의 안내 로봇

Warehousing

Asset Management

ZVTFPOHHV

Inventory Management

%BFKFPO
LPSFB

5FM 

'BY 

3'*%3FBEFS

무인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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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캡스톤디자인 특허 출원 현황(2019)

융합캡스톤디자인 특허 출원 현황(2015~2018)
구분

2015
가을

2016
봄

2016
가을

2017
봄

2017
가을

2018
봄

2018
가을

출원번호

공동/단독

현재상태

참여기업

1 마이크로니들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출원 후 발명의 명칭

10-2015-0176283

단독

출원

스몰랩

2 촉각자극 제공 손잡이

10-2015-0176287

공동

공개

비햅틱스

3 사용자의 수면환경을 제어해주는 스마트 매트

10-2015-0176073

공동

공개

퍼티스트(피에조랩앤컴퍼니)

4 복원 광원 모듈을 가지는 카메라 접사용 기구

10-2015-0152236

공동

등록

아이디에스

5 Wifi 라디오 맵 자동 구축 시스템

10-2015-0175788

단독

공개

브이아이소프트

1 자전공전 복합회전 운동을 하는 자동 세척술

10-2016-0070907

단독

공개

휴롬

2 객담도말검사 기반의 결핵 진단 시스템

10-2016-0070908

단독

공개

인스페이스

3 향기 발산 장치

10-2016-0070925

단독

공개

누에보컴퍼니

4 산소 호흡기 시스템

10-2016-0071108

단독

공개

카이렌

5 복원 광원 모듈을 가지는 카메라 접사용 기구 및 이를 이용한 지문 시편 촬영방법

10-2016-0035413

공동

등록

아이디에스

1 솔라-엔진 발전 유닛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10-2017-0022557

단독

공개

삼영기계

2 영상의 지리정보화 방법

10-2017-0022556

단독

공개

엘리스원더랩

3 명함 인식을 이용한 개인적인 프로파일링 방법

10-2017-0023161

단독

공개

코아비즈

4 멤스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인용한 게임용 인터페이스 장치

10-2017-0078941

공동

등록

에스엠인스트루먼트

5 휴대용 지문 현출장치

10-2017-0030803

공동

공개

아이디에스

1 모듈형 휴대용 지문 현출 장치

10-2017-0104529

공동

공개

아이디에스

2 모듈형 차량용 공기청정기

10-2017-0098076

단독

공개

퓨어시스

3 동영상 보정 시스템 및 방법

10-2017-0106050

단독

공개

메타파스

4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한 회의록 자동작성장치

10-2017-0100909

공동

공개

에스엠인스트루먼트

5 프로젝트 과정공유 시스템 및 방법

10-2017-0098077

단독

공개

창업_프로젝트공유플랫폼

6 샐러브리티 스케쥴 제공 시스템 및 방법

10-2017-0099864

단독

공개

창업_콘서트서비스

7 진동 분석을 이용한 용접 불량 검사시스템

10-2017-0082252

공동

출원

씨앤테크

8 휠체어 브레이크 시스템

10-2017-0101267

공동

등록

(주)와이비소프트

1 스마트 디퓨저 시스템

10-2018-0013023

단독

출원

(주)데일리아로마

2 향수 제조 시스템

10-2018-0013024

단독

출원

(주)데일리아로마

3 IoT기반 전통시장 화재 확장 예방시스템

10-2018-0034247

공동

등록

(주)레딕스

4 음원 위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움직임이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및 그 제어 방법

10-2018-0020591

단독

출원

(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

5 휠체어 안전바와 연동된 발걸이대 자동 제어 장치

10-2018-0095926

공동

출원

(주)와이비소프트

6 가정용 식물 재배기

10-2018-0013025

단독

출원

(주)트리앤링크

7 딥 러닝 기반 식물수경재배기 배양액의 세균 오염 검출장치 및 방법

10-2018-0013026

단독

출원

(주)트리앤링크

8 미세먼지 정화와 환기가 동시에 가능한 공기청정기

10-2018-0013027

단독

출원

(주)퓨어시스

9 스택형 필터 모듈화 공기청정기

10-2018-0013028

단독

출원

(주)퓨어시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기의 물리적 프로그래링을 위한 텐저블 코딩 블록 시스템

10-2018-0090082

공동

출원

(주)미래융합정보기술

2 가상현실 시선 추적을 통한 난독증 위험도 검사방법 및 검사 앱의 실행방법

10-2018-0094073

단독

출원

(주)비주얼캠프

3 사진 위변조 및 도용 방지 방법

10-2018-0094074

단독

출원

(주)차칵

4 수경재배용 양액 관리 자동화 시스템 및 그 방법

10-2018-0094076

단독

출원

상상텃밭(주)

5 스피치 피드백을 위한 웹 서비스 시스템

10-2018-0094195

단독

출원

(주)하얀마인드

6 가스 누출 탐지용 초음파 카메라

10-2018-0094194

단독

출원

(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

7 압력 및 수위 감지기능을 갖는 휴대용 온수히터 구조

10-2018-0094075

단독

출원

(주)포시

8 체성분 측정 장치 및 상기 체성분 측정 장치가 부착된 쇼핑 카트

10-2018-0118182

공동

출원

(주)인바디

1 공기청정기 키트 및 공기청정기 키트를 활용한 미세먼지 경각심 교육 프로그램 방법

10-2019-0034564

단독

출원

SJP Elec

2 이동식 독립형 태양광 발전 모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10-2019-0034569

단독

출원

디엔비하우징

3 냄새 시각화 커뮤니케이팅 장치

10-2019-0021105

단독

출원

(주)딥센트랩스

4 김서림 방지 고글

10-2019-0034570

단독

출원

(주)엠시케이테크

5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터리팩 온도 제어 시스템 및 방법

10-2019-0034565

단독

출원

(주)이트라이언

6 저연령층의 컴퓨팅적 사고 증진을 위한 코딩용 블록 교구

10-2019-0034566

단독

출원

(주)미래융합정보기술

7 조명 관리 장치

10-2019-0034567

단독

출원

(주)상상텃밭

8 음성 감정 인식 기술을 이용한 IoT 향수 시스템

10-2019-0034568

단독

출원

(주)휴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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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
봄

공동/단독

현재상태

참여기업

1 스마트폰 Eye-tracking Calibration 알고리즘 개선

특허출원 후 발명의 명칭

단독

출원 진행중

비주얼캠프

2 농인 택시 기사를 위한 안전하고 직관적인 소통 보조 장치 개발

단독

출원 진행중

코액터스

3 RFID 기반 도서관 안내 로봇 개발

단독

출원 진행중

에스피에스

4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시스템 개발

단독

출원 진행중

바토너스

5 다양한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파종기 개발

단독

출원 진행중

상상텃밭

6 물 분사식 공기청정기 개발

단독

출원 진행중

유나

7 형광 현미경의 내구성 증진을 통한 이미지 퀄리티 확보 방법 제시

단독

출원 진행중

브이픽스메디컬

8 지하 열배관 안전 경보 시스템 개발

공동

출원 진행중

지노시스

9 딥러닝을 이용한 배드민턴 인-아웃 판독 어플리케이션

공동

출원 진행중

닷네임코리아

10 드론의 착륙을 위한 안전 솔루션

공동

출원 진행중

나르마

11 아로마 테라피 기반 개인 맞춤형 수면 솔루션

공동

출원 진행중

딥센트

12 AutoGuitar : 새로운 형태의 어쿠스틱 로봇 기타 모듈

공동

출원 진행중

이모션웨이브

13 맵핑기반 알고리즘을 통한 자율주행 트랙터 최적 경로 표현

협의중

LS엠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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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pstoneexpo.kaist.ac.kr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8 1층 / K-School운영팀
https://cuop.kaist.ac.kr•http://kschool.kaist.ac.kr•042-350-6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