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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현황

(2020년 6월 1일 ~ 2020년 8월 31일)

월별 국내 조선사 특허 등록 현황

주요 등록 특허

발명의 명칭 :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

- 등록번호 : 10-2130716

- 등록일자 : 2020. 06. 30

- 특허권자 :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 요 약 :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이 개시된다. 본 발명

의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은, LNG를 저장하

는 LNG 저장탱크, LNG 저장탱크로부터 LNG를 공

급받아 재기화시키는 재기화부, LNG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BOG 또는 재기화부에서 재기화된 LNG를 

공급받아 발전하는 발전부가 마련되어, 재기화부에

서 재기화된 LNG 또는 발전부에서 생산된 전기를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의 외부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한 데이터 전송과 

시뮬레이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한 선박장비의 원격 

감시 진단 시스템 및 그 방법

- 등록번호 : 10-2136734

- 등록일자 : 2020. 07. 16

- 특허권자 : 주식회사 파나시아

- 요 약 : 본 발명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한 데이터 전송과 

시뮬레이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한 선박장비의 원

격 감시 진단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

욱 상세하게는, 원격단말유닛부가 선박의 엔진룸과 

같은 하층부에 위치해 통신연결이 어려울 경우, 모

바일디바이스를 이용해 원격단말유닛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유무선방식으로 모바일디바이스에 전송

하고, 데이터를 저장받은 모바일디바이스가 서버부

와 통신이 연결되면 모바일디바이스에서 서버부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원격단말유닛부가 서버부

와 통신연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박의 운용데

이터를 용이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한 데이터 전송과 시뮬레이터에 의

한 진단이 가능한 선박장비의 원격 감시 진단 시스

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동향

조선해양분야 신규 특허 소개
백광준(인하대학교)



백광준

BSNAK, Vol. 57, No. 3, September 2020 41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액화가스 운송선박

- 등록번호 : 10-2138916

- 등록일자 : 2020. 07. 22

- 특허권자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 요 약 : 액화가스 운송선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화가스 운송선박은 선체; 액화가스를 저장하

는 멤브레인 탱크, 액화가스를 저장하는 압력 탱크, 

적어도 하나의 압축기를 포함하고, 멤브레인 탱크 

내의 증발가스를 재액화하는 재액화 장치, 압력 탱

크로부터 액화가스를 공급받아 선체 내의 연료소모

장치로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장치 및 재액화 

장치의 압축기에 의해 압축된 증발가스 중의 적어

도 일부를 연료공급장치로 이송하는 제 1 이송라인

을 포함한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수소 생산 장치를 구비한 LNG 운반선

- 등록번호 : 10-2141970

- 등록일자 : 2020. 07. 31

- 특허권자 : 재단법인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요 약 : 본 발명에 따른 수소 생산 장치를 구비한 LNG 운반

선은, NG를 개질하여 CO2와 H2를 생성하는 개질기, 

LNG 저장탱크로부터 공급받은 LNG를 냉매로 하여 

상기 CO2를 냉각시키는 제1열교환기, 제1 열교환기

로부터 토출된 냉매를 이용하여 상기 H2를 냉각시

키는 제2 열교환기, 제1 열교환기를 거쳐 냉각된 

CO2를 저장하는 CO2 저장탱크, 제2 열교환기를 거

쳐 냉각된 H2를 저장하는 H2 저장탱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수소 생산 장

치를 구비한 LNG 운반선에 의하면, LNG 운반선의 

LNG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증발가스 및 LNG를 강

제기화한 NG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LNG 저장탱크 내 LNG의 냉열을 이용해 냉

각시켜 저장, 운송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

킴과 동시에 수소 운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해양구조물에 구비되는 잠수정 핸들링 

시스템

- 등록번호 : 10-2148044

- 등록일자 : 2020. 08. 19

- 특허권자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요 약 : 본 발명은 해양구조물에 구비되는 잠수정 핸들링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와이어가 

구비되는 복수의 윈치를 포함하고, 해양구조물의 

데크에 설치되는 윈치부, 잠수정을 수용하며, 승하

강하는 커서 및 상기 커서의 승하강을 가이드하는 

커서 가이드 구조물을 포함하고, 상기 커서 가이드 

구조물은, 상기 복수의 윈치 각각에 구비되는 와이

어에 연결되어, 해저 탐사 작업 시 상기 해양구조



특허동향 ▶▶▶ 조선해양분야 신규 특허 소개

42 대한조선학회지┃제57권 제3호

물의 측벽에 설치되고, 운항 시 철거하여 상기 해

양구조물에 보관되고, 상기 커서는, 상기 커서 가

이드 구조물에 연결되는 와이어를 따라 슬라이딩 

방식으로 승하강 이동 가능하고, 상기 커서 가이드 

구조물에 안착되며, 상기 잠수정은, 상기 복수의 

윈치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는 와이어에 별도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액화가스 운반선

- 등록번호 : 10-2150140

- 등록일자 : 2020. 08. 25

- 특허권자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요 약 : 본 발명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은, 구파나마 

운하의 통과가 가능한 32.3m 미만의 폭과 70K 미

만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용량을 갖고 복수 개의 액

화석유가스 탱크를 수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에 있어서, 선저 및 상기 액화석유가스 탱크의 하

단을 포함하는 하부와, 상갑판 및 상기 액화석유가

스 탱크의 상단을 포함하는 상부와, 상기 하부와 

상기 상부의 사이의 중앙부를 갖는 선체, 상기 상

갑판에 설치되고 액화석유가스를 로딩 또는 언로

딩하며, 상기 선체가 상기 중앙부를 상하로 늘려 

연장하여 상기 상부를 상방으로 이동시키면서 상

기 선체의 총 높이를 증가시켜 70K 이상의 액화석

유가스 저장용량을 확보함에 따라, 연결단이 외부

의 이송 암의 상하 연결가능높이의 상방에 위치하

는 매니폴드 및 일측이 상기 매니폴드의 연결단에 

연결되고 타측이 상기 이송 암에 연결되며, 상기 

일측보다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상기 타측이 상

기 이송 암의 상하 연결가능범위 내에 위치하여 상

기 매니폴드를 외부의 이송 암과 연결되도록 하는 

단차조절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대표도 : 

백 광 준

■ The Univ. of Iowa 기계공학과 박사
■ 현    재 :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선박유체역학
■ E - mail : kwangjun.paik@inh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