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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캡스톤디자인’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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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학과
기계공학과,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부, 문화기술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 항공우주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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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공학과,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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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캡스톤디자인Ⅰ(봄학기)

융합캡스톤디자인Ⅱ(가을학기)

시스템 상세 설계 및 핵심 아이디어 구현

융합캡스톤디자인Ⅰ심화주제 연계진행 및 신규주제 시작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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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캡스톤디자인
참여교수 및 기업소개
참여기업

K-School

구 제 민 교수

참여기업

K-School

성 광 제 교수
(주)키뮤(KIMU)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https://kschool.kaist.ac.kr

인문사회과학부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김 석 희 교수

https://kschool.kaist.ac.kr

KAIST 창업원
(주)딥센트

송 락 경 교수
CSP MOBILE LAB.

https://startup.kaist.ac.kr

https://hss.kaist.ac.kr
Sports science / Exercise physiology / Health promotion

전기및전자공학부

이 현 주 교수

KAIST 창업원, 아이디어팩토리

박 민 준 교수

(주)에스피에스
Biomedical Microsystems Lab.
http://bmm.kaist.ac.kr
MEMS / Bio·medical microsystems / Brain Engineering

기계공학과

이 익 진 교수

최적 설계 연구실
http://me.kaist.ac.kr
Design under uncertainties and applications / Statistical input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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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킹협동조합

http://ideafactory.kaist.ac.kr

산업디자인학과
(주)지노시스

석 현 정 교수

클루메틱

Color lab.
https://id.kaist.ac.kr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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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캡스톤디자인

학생 중심의 온라인 웹 교실
참여기업 :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문제정의
지도교수
K-School 구제민 교수

선생님 중심의
온라인 학습 공간

참여학생
K-School(전산학부) 강종혁
K-School(기술경영학부) 정원식
기계공학과 조재건

피로감

- 다양한 수업 방식(zoom, ebs, youtube)
-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학교 홈페이지, 카톡)
- 연속된 수업들과 짧은 쉬는 시간

실시간 수업 중
상호작용 부재

- 선생님의 지목(100%)으로 상호작용 이루어짐
- 채팅은 위로 움직이며 가독성이 떨어짐
- 온라인으론 학생들의 반응이 표현되지 않음

수업 외의
상호작용 부재

- 원래 친했던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전부
-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출석/평가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참가팀
주요내용(8팀)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a. 공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솔루션의 방향성 제시 :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 방식이 급격하게
바뀌어 버린 지금, 지식 전달을
우선하는 교육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학생들의 편의보다는 교사
들의 편의가 먼저 고려되고 있으며,
지식 전달 이외의 공교육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온라인 교육 솔루션을 활용한
공교육의 현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솔루션
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 보았다.
현 온라인 교육 방식이 정말 학생을
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

문제해결

<학생 중심의 학습 공간 제공>

<실시간 공지사항>

<반응 채팅방(2D 휘발성 채팅)>

<질문 채팅방과 답변 채팅방>

b. 학생들의 학습 편의성 고려 :
학생들은 과목별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수업 때 들어가야 하는
링크는 무엇인지,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선 무엇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학생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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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의 스트레스 레벨에 맞춰 상태를 분석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웨어러블 바코드 스캐너의 사용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

참여기업 : (주)딥센트

참여기업 : (주)에스피에스

문제정의
지도교수
인문사회과학부 김석희 교수

문제정의

스트레스 및 헬스케어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는 많은 문항의 자가진단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스마트밴드와
같이 지속적으로 측정 장치에 신체를 접촉할 것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행동을 추가로 해야

지도교수
전기및전자공학부 이현주 교수

산업디자인학과 윤준우, 정인찬
기계공학과 박정훈, 송명
항공우주공학과 이병호

소비자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20~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스트레스를 크게 체감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인의 증상에 의한 스트레스 감지를 판단하며 사용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비교적 쉽고 수동적인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선호하였다. 또한 기존의 방식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다른 방법을 찾는 것보다 특별한 변화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었다.

•스캐너는 스캔 기능만 하므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해야 하고 두 기기 모두를 소지해야 한다.
•상차, 하차할 때 스캐너와 스마트폰을 들고 일을 해야 하므로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하고 다칠 위험이 있다.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참여학생

스캐너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참여학생

작은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것이 불편하다.

K-School(기술경영학부) 김은주
기계공학과 안태균, 이지헌
산업디자인학과 김영우
전기및전자공학부 이승재

•장갑을 낀 채 배송 업무를 하기 때문에 터치가 불편하다.
•상차, 하차, 문자 전송하기 등의 업무를 할 때마다 모드 전환과 같은 디바이스 조작이 필요하다.
디스플레이가 손목에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때 스캐너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사진 촬영 시 각도를 맞추기 위해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프로젝트 요약
기존 스트레스 케어 서비스는 실시간
스트레스 감지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필요하거나 단순 결과
값을 통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성적인 측정과 해결
책을 통해 진입장벽이 높고 소비자의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켜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소비자
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needs를 파악
하고 기존 서비스들의 pain point를
분석하였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사용자의 표정을 분석하여 스트
레스를 측정하고 이를 일과 후
일정 관리 시스템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
하였다.

•사람마다 편안함을 느끼는 각도가 다르다.

문제해결

<머신러닝을 통한 표정인식 코드 작성 (Python 3.7)>

<PC에서 사용자 표정에 따른 스트레스 레벨 분석 프로그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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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요약

<스트레스 감지 레벨에 따른 사용자 행동추천 알고리즘 작성>

SPS의 기존 웨어러블 바코드 스캐
너의 타겟 유저를 &택배 기사&로
재설정하고,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pain point를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하여 타겟 유저의 업무
효율성과 사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였다. 택배 배송 과정
에서 기존 SPS 웨어러블 바코드 스캐
너를 사용할 경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유저가 장갑을
착용한 채로 작은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다. 두 번째는 손목에 착용하는
워치 형태의 디바이스가 고정되어
있어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자세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입력 보조 장치인
&핑거 조이스틱&과 이와 연동된 택배
배송 업무에 최적화된 &애플리
케이션’, 그리고 스캐너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다이얼 마운트’를 개발
하였다.

문제해결

<외부입력장치 핑거조이스틱>

<핑거조이스틱 앱 조작>

<택배업무에 최적화된 앱>

<각도 조절 가능한 다이얼마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챗봇을 통한 문진과 스케쥴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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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뮤 스케치 : 발달장애인의 감각 교육 및 창작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 기반 인터랙티브 스케치북

부착형 가스렌지 과열방지 시스템

참여기업 : (주)키뮤(KIMU)

참여기업 : (주)지노시스
문제정의
지도교수
기계공학과 이익진 교수

참여학생
기계공학과 김도형, 김수영, 함지원
K-School(문화기술대학원) 김지성
산업디자인학과 김혜령

문제정의

프로토타입은 가스 레인지 삼발이 위에 올리는 냄비 받침대와 인체를 센싱하는 센서부, 그리고 가스
밸브를 제어하는 제어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어부와 센서부는 단거리 통신 모듈로 통신하며 가스
레인지를 제어한다.
화구 위에 설치하는 프로토타입은 설치가 간편해야 하며, 어떤 모양의 화구에도 설치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외장형 센서이기 때문에 가스레인지의 열 또한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
또 제어부의 경우, 비상시를 위해서 서보 모터가 가스 밸브를 제어하고 있어야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는 서보 모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이 직접 가스 밸브를 돌릴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사람이 있지만 주의가 다른 곳에 있어 고열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경고음을 통해 주의를 준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지도교수
K-School 성광제 교수

발달 장애인 디자이너가 그린 원화의 누끼를 따는 작업에 소모되는 비장애인 디자이너의 노동이
너무 크다.
발달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미술/감각 교육에 대한 금전적 장벽이 존재한다.

참여학생
전기및전자공학부 김한나
문화기술대학원 염인화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김성훈
신소재공학과 김재운

발달 장애인은 좋아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발달 장애인 개개인별로 익숙한 환경에 맞는 피드백이 반영되어야 한다.

문제해결
프로젝트 요약
참여 기업인 (주)지노시스는 안전과
교육 전문 ICT 벤처기업이다. (주)지노
시스는 인재 중에서도 화재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두고 있다. ′14년
이후 가스렌지의 과열방지 센서
부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렌지 과열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해 왔다. 우리는 경제적/환경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화재 감지기
등의 기본적인 화재 예방 인프라가
보급되지 못하는 실정이 주택화재
사망 사고의 큰 원인이라고 판단
했으며, 이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기존 가스렌지를 철거하지 않고도
부착 형태로 과열방지 센서 역할을
하는 제품을 개발했다.

<시스템 주요 이용자 간의 관계망>

프로젝트 요약

문제해결

키뮤스케치(KIMUSKETCH)는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 크리에이터 간의
디자인 협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상단 케이스

보조 장치
열 감지부

모터 홀더
서보 모터
상단 톱니 기어

컨트롤 유닛

하단 톱니 기어

+ 인체 감지부
손잡이 핸들

비장애인 프로그래머가 크리에이티브
코딩 기반의 스케치를 제작하면,
발달 장애인 크리에이터가 스케치
위에 인터랙션을 더해 디자인
결과물을 완성한다. 발달 장애인은
터치, 키보드, 음성 등의 다양한
입력값과 출력값을 통해 스케치북
이자, 악기이자, 게임기처럼 활용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감각
교육과 창작, 나아가 경제 활동에
대한 비용적, 물리적, 심리적 접근
성을 높이고자 한다.

PC 또는 태블렛 : 마우스 또는 터치. 키보드
모바일 : 웹캠. 마이크. 가속도 센서 등

수익
분배

드로잉과 진동. 사운드 등 다감각적 피드백 반환

창작 결과물
이미지 DB

키
뮤

- 기업 디자인 제품
콜라보용 이미지 선별
- 판매 수익 발생시 분배

수익
분배

하단 케이스

<부착형 화재감지 시스템의 센싱 및 인체 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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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형 화재감지 시스템의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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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도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Feedforward Kiosk 디자인 및 개발

적정 기술을 활용한
몽골 게르 빈민층의 난방 문제 해결

참여기업 : CSP MOBILE LAB.

참여기업 : 메이킹협동조합

문제정의
지도교수
창업원 송락경 교수

문제정의

연령이 오를수록 더욱, 디지털과의 친화도가 부족하고 실제 키오스크 사용에서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도교수
창업원 박민준 교수

몽골의 겨울은 8~9개월가량 유지되고, 밤에는 영하 30~40도씨까지 내려간다.

참여학생

태운다.

기계공학과 제형민, 정예진, 원동희
산업디자인학과 정기항
전산학부 전하린

몽골의 미세먼지 중 80%는 난방에 의한 석탄이 원인이고,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각한 국가

기존의 키오스크의 UI 시스템 정보 구조가 복잡하여 시니어들이 이해가 어렵다.

참여학생

손가락의 감각이 무딘 시니어에게는 키오스크의 터치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

전산학부 강민수, 김정욱, 추정우
산업디자인학과 임현정, 편재훈

메뉴의 구성이 복잡하고 전체 주문 및 결제 과정이 복잡하다.
키오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사용 경험 때문에 키오스크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프로젝트 요약
참여기업인 CSP MOBILE LAB.는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전문 제작사
이다. 해당 기업과 함께 시니어도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드포워드 (Feedforward) 키오스크를
디자인하였으며, 유저 리서치 및
필드 리서치를 수행하여 핵심적인
디자인 문제를 정의하고 탐색 과정
에서 도출한 디자인 파인딩을 바탕
으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유저
테스트를 통해 팀이 설계한 디자인
이 고령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파악하였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빈민촌에서는 월 소득의 40%를 석탄 구입에 지출하고, 가구당 연간 4.2톤의 석탄을

프로젝트 요약
문제해결

<어시스턴트의 직접적인 Help Message>

몽골은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긴 기후를 가지고 있다.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촌에 거주
하는 빈민들은 석탄을 구입하기
위해 월 소득의 약 40%를 사용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흡기구가
추가된 화로와 구획 분리 장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게르의 난방 효율을
크게 올릴 수 있으며 약 40%의 연료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지에서
제작/수리/보급이 가능하기에 적정
기술의 측면을 만족하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선순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다.

중 6위이다.

문제해결

솔루션 1 - 흡기구 설치

솔루션 2 - 구획 분리

<카테고리 탭, 결제 버튼의 Wobbling>

실험 결과

기존의 화로에서 흡기구를 추가하고, 구획 분리 장치를 도입하면 기존의 게르보다 더 좋은 난방 및
보온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종합적인 난방 및 보온효과로 생각했을
<현금 결제방식과 카드결제 방식의 개선>

<터치에 대한 음성 Feedback>

때, 기존 게르(실험 1)와 비교해서 흡기구만 추가 설치한 게르(실험 2)는 50%, 구획 분리 장치만 설치한
게르(실험 3)은 56%, 그리고 두 가지 솔루션을 모두 적용한 게르(실험 4)는 난방 및 보온 효과가 12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40%의 연료 절감 효과를 의미하기에, 약 9만 원의 제품으로 월 7만 원의 난방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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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봄학기
융합캡스톤디자인

맞춤형 3D 마스크 팩을 활용한
개인화 피부관리 서비스
참여기업 : 클루메틱
문제정의
지도교수
산업디자인학과 석현정 교수

화장품 시장에 개인화의 트렌드가 들어서면서,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성분의 화장품을 쓰고
싶다는 소비자 니즈의 증가와 함께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맞춤형 화장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은 몇 되지 않고,
Toun28/릴리커버 등 관련 기업은 부정확한 피부 상태 측정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감소 문제를

참여학생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강보배
기계공학과 김태민, 이효준
문화기술대학원 오승연
산업디자인학과 진태규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인 개선을 시도해 왔다.
소비자 조사와 벤치마킹을 통해 고객은 피부 측정 과정이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의 필수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측정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에서
불쾌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의 성공 여부에는 화장품의 효능보다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전반적인 고객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key insight를 얻을 수 있었다.

프로젝트 요약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의 필수적인
과정인 피부 측정 과정에서 고객은
역설적으로 피부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쾌함을
느낀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화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제공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따라 맞춤형 3D 마스크 팩을 활용한 개인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문제해결

참여기업 소개
(7기업)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이는 곧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의
성공 여부에 화장품의 효능보다는,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전반
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3D 마스크
팩을 활용한 개인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안하며, 이는 성분뿐만
아니라 형태의 개인화를 통하여
개인화의 긍정적인 경험을 극대화
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소비자
자신에게 맞추어진 경험을 유지한
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의 얼굴 형태 모델링>

<소비자의 얼굴 형태 3D 프린팅>

<진공 성형을 통한 얼굴형 틀 제작>

<틀과 틀 사이에 하이드로겔 투입 및 경화>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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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착용 방법>

(주)딥센트

(주)지노시스

제품/서비스 소개

제품/서비스 소개

개인 취향 및 상황에 맞는 Fragrance-on-demand(FOD) 서비스 아로마 스타일러

IoT 센서, 비콘, QR코드, NFC, 어플 등으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 설비이력관리, 예방점검, 아차사고관리 등 사고 발생 요인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사업분야
대 표 자 권일봉
설 립 일 2018. 03. 09.
홈페이지 www.deepscent.shop
이 메 일 contact@deepscent.io

인공지능 향기 플랫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향기 서비스

대표제품
딥센트 아로마 스타일러, 테라피&시그니처 향기 캡슐

특징 및 활용분야

대 표 자 박영진
설 립 일 2009. 12. 24.

이 메 일 pyj@jinosys.com

아로마 스타일러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용자의 기분, 감정, 상황, 컨디션과 같은 심리/건강 요인과 날씨, 이벤트 등과 같은
환경 요인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향기를 제공해주는 Fragrance-on-demand(FOD) 서비스입니다.

연 락 처 042-824-8858

주

아로마 스타일러는 IoT 기술을 접목하여,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디퓨저, 향초 등 전통적인 제품과 달리, MZ세대를 중심으로 보여지는 ‘개인화’, ‘맞춤화’ 트렌드에 따른 On-Demand
방식의 서비스로, 후각 분야에서의 on-demand 서비스는 (주)딥센트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

대덕대로 512번길
2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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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스피에스

홈페이지 www.sps-ltd.com
이 메 일 sales@sps-ltd.com
연 락 처 042-936-4905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8로 70
(용산동 537번지)

16

산업용 모바일리더 연구 개발 및 제조

대표제품
Mobile Reader (Barcode, RFID, NFC, Battery)

특징 및 활용분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충남도청,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납품실적과 삼성전자, 삼성전자 판매, 삼성전자 로지텍, 삼성전자서비스, 한화에너지, 현대자동차그룹, 이랜드그룹,
LS산전, KT cs등 대기업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많은 유사 프로젝트의 커스터마이징
노하우와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키뮤는 서번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교육과 전시를 기획해 사회적 문제를 아티스트의 색다른 감성으로 대중에게
알리는 기업이다. 키뮤는 발달장애인이 처한 문제 중 하나인 ‘고용창출’을 해결하고자 한다.

RFID, Barcode 리더기 등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 생산

설 립 일 2000. 09. 18.

삼성전자 안전관리시스템, 현대자동차 IoT 소방안전시스템, IoT 안전플랫폼, 한국원자력연구소 오프라인장비안전관리시스템,
한화에너지 안전관리 앱

제품/서비스 소개

Laptop용 대용량 배터리팩 및 SMPS Adapter

사업분야

대표제품

(주)키뮤(KIMU)

제품/서비스 소개

대 표 자 김현준

IoT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IoT 센서 개발

홈페이지 www.jinosys.com

연 락 처 070-4190-0099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업분야

대 표 자 남장원
설 립 일 2018. 08. 03.
홈페이지 https://kimustudio.com/
이 메 일 md@kimustudio.com

사업분야
소셜 큐레이션 스토어, 아트 굿즈, 아트 시그니처, 아트 콜라보레이션

대표제품
아트 포스터

Adapter

연 락 처 070-4159-6789

특징 및 활용분야
Laptop용 대용량 배터리팩 및 SMPS Adapter를 개발, 제조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나라에 Best Buy, Walmart, Radio
Shack 등 대형 유통 체인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자성 접점을 이용한 신개념 무선 충전 기술인 맥컨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Mobile device와 IoT 제품에 적용하여 작업자에게 최상의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 봄학기 KAIST 융합캡스톤디자인 성과집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헤이그라운드 407호

특징 및 활용분야
발달장애인 디자이너가 그린 원화를 바탕으로 포스터, 그림 액자, 핸드폰 케이스, 드로잉 노트 등 다양한 아트 제품을 생산
및 판매 가능, 또한 다른 기업들과 콜라보를 통해 제품 생산 가능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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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루메틱

CSP MOBILE LAB.

제품/서비스 소개

제품/서비스 소개

세상 모든 고객의 피부 단서를 찾아주려는 비전을 가지고 창업한 회사이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학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니만큼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제품임에도 기존 시스템에선 고객이 구매 전 체험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에서 착안해 클루메틱에선 화장품 구매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솔루션입니다.

모바일 키오스크 및 모바일 서비스

사업분야
대 표 자 박찬식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전문 제작사

설 립 일 2018. 07. 31.

설 립 일 2015. 04. 28
홈페이지 cspmobilelab.com

대 표 자 오승언

대표제품

홈페이지 www.cluemetic.com

사업분야
IT/HW

버거킹 딜리버리앱

이 메 일 cspmobilelab@naver.com
연 락 처 070-4079-3230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372-1번지
ICT청년창업센터 302호

이 메 일 hoonseoh@kaist.ac.kr

특징 및 활용분야
CSP MOBILE LAB. 은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앱 전문 제작사입니다.
재미있는 생각과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CSP MOBILE
LAB.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연 락 처 010-2129-7481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대로7 (궁동), B1

대표제품
피다 플랫폼

특징 및 활용분야
특징 : 3D 마스크 팩 피부관리 플랫폼
제품 형태

제공 방식

사용 방법

3D
내부 하이드로겔 외부
필름 마스크 팩 필름

메이킹협동조합

최종 제품 형태

3D 하이드로겔 마스크 팩의 형태/제공 방식/사용 방법 모식도

활용분야 : 얼굴 정면 및 옆면 사진 업로드, 피부 상태 문진 등을 통해 피부 상태를 진단하여 마스크 팩을 제공한다. 향후
고객 피부 사진을 통해 고객 개개인 맞춤 화장품으로의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품/서비스 소개
적정기술, 메이커, 리빙랩 분야의 교육 서비스 제공
ICT 기반의 적정기술 솔루션 제공

대 표 자 유효석
설 립 일 2017. 10. 30.
홈페이지 http://www.creativethon.net/
이 메 일 dltkdgo2010@naver.com

사업분야
적정기술 ICT 연구 및 개발, 교육 서비스

대표제품
태양광 LED 가로등, 적정기술 아두이노 KIT, 적정기술/리빙랩 교육 Solution

연 락 처 042-222-7875
주

소 대전 중구 대종로
517번길 2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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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활용분야
메이킹협동조합은 메이커 공유문화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적정기술 메이커 커뮤니티
운영을 하면서 메이커 행사 주최, 프로젝트 멘토링 등을 하면서 나온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적정기술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 봄학기 KAIST 융합캡스톤디자인 성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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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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듈형 휴대용 지문 현출 장치

10-2017-0104529

공동

공개

2 모듈형 차량용 공기청정기

10-2017-0098076

단독

공개

퓨어시스

3 동영상 보정 시스템 및 방법

10-2017-0106050

단독

공개

메타파스

특허출원 후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1 eye-tracking and calibration
2 지하 열배관 누수감지 및 경보 시스템

10-2019-0156363

공동/단독

현재상태

참여기업

단독

출원 진행중

비주얼캠프

공동

출원

지노시스

3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를 위한 안전하고 직관적인 소통 보조 장치 개발

단독

출원 진행중

코액터스

4 도서관용 안내서비스 로봇 Follow Me

단독

출원 진행중

에스피에스

5 딥러닝을 이용한 배드민턴 경기의 인-아웃 판독 어플리케이션

공동

출원 진행중

닷네임코리아

6 드론의 안전한 착륙을 위한 장치

10-2019-0162619

공동

출원

나르마

7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시스템

단독

출원 진행중

바토노스

8 여러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파종기 개발

단독

출원 진행중

상상텃밭

9 AMPPA – Agricultural Machine Path Planning Algorithm

단독

출원 진행중

LS엠트론

10 미세먼지 제거용 물 분사식 공기청정기 개발

단독

출원 진행중

유나

11 형광 현미경의 내구성 증진을 통한 이미지 퀄리티 확보 방법 제시

단독

출원 진행중

브이픽스메디컬

12 아로마테라피 기반 개인 맞춤형 수면 솔루션

공동

출원 진행중

딥센트

13 AutoGuitar : 새로운 형식의 어쿠스틱 로봇 기타 모듈

공동

출원 진행중

이모션웨이브

1 진단과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는 수면 케어 시스템

단독

출원 진행중

딥센트

아이디에스

2 이온토포레시스 2 in 1마스크팩

단독

출원 진행중

레지에나

아이디에스

3 식물공장 자동 작물가공장치

단독

출원 진행중

상상텃밭

4 엑소사이즈

단독

출원 진행중

엑소시스템즈

5 피아노 독학 보조 시스템

단독

출원 진행중

이모션웨이브

6 드론을 활용한 산업시설 내 화재 더블체크 시스템

공동

출원 진행중

지노시스

7 무게 센서와 진공 포장법을 이용한 스마트 사료 보관함

단독

출원 진행중

퍼피팝

8 반려동물용 배변훈련 스마트 배변판 개발

단독

출원 진행중

펫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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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

6 가스 누출 탐지용 초음파 카메라

10-2018-0094194

단독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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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