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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현황

(2020년 9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월별 국내 조선사 특허 등록 현황

주요 등록 특허

발명의 명칭 : 평형수 결빙 방지장치

- 등록번호 : 10-2154876

- 등록일자 : 2020. 09. 04

- 특허권자 :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요약 : 본 발명은 밸러스트 탱크에 저장된 평형수를 흡입하

기 위해 상기 밸러스트 탱크에 저장된 평형수에 잠

기도록 상기 밸러스트 탱크에 설치되는 흡입부, 상

기 흡입부가 흡입한 평형수를 배출시키기 위해 상기 

흡입부에 연결되게 상기 밸러스트 탱크에 설치되는 

배출부, 및 상기 흡입부가 흡입한 평형수를 상기 배

출부로 이동시키기 위한 이송부를 포함하고, 상기 

흡입부는 상기 밸러스트 탱크에 저장된 평형수를 흡

입하기 위한 흡입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배출부는 

상기 흡입부재를 통해 흡입된 평형수를 배출시키기 

위한 배출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배출부재가 상기 

흡입부재에 비해 상기 밸러스트 탱크에 저장된 평형

수의 표면에 가까운 위치에 위치되게 상기 밸러스트 

탱크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형수 결빙 

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발명

은 밸러스트 탱크 내부에 저장된 평형수의 표면에 

결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현됨으로

써, 선박 운항에 대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극저온 유체 저장탱크의 단열 구조

- 등록번호 : 10-2160477

- 등록일자 : 2020. 09. 22

- 특허권자 :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 요약 : 본 발명은 극저온 유체 저장탱크의 단열 구조에 관

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코러게이션 멤브레

인의 주름부가 하방으로 볼록하게 형성됨으로써 저

장탱크 내의 극저온 유체 유동으로 인한 주름부 등

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고, 고가의 재질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게 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코러게이션 멤브레인 상에 추가적인 구조재

의 설치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구조재의 설치에 의

해 슬로싱(sloshing)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구조재가 열수축을 허용하도록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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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설치됨으로써 형상 및 배치에 대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극저온 유체 저장탱크의 단열 구조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극저온 유체 저장

탱크의 단열 구조는 저장탱크의 내부에 다수로 배열

되도록 설치되고, 주름부가 하방을 향하도록 형성되

는 코러게이션 멤브레인; 상기 코러게이션 멤브레인 

상에 돌출되도록 다수로 마련되는 고정부 및 상기 

고정부에 측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고정되어, 

상기 코러게이션 멤브레인 상에 다수로 설치되는 안

티슬로싱구조재를 포함한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스크러버

- 등록번호 : 10-2161753

- 등록일자 : 2020. 09. 24

- 특허권자 :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 요약 :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크러버는 엔진 또는 보

일러로부터 유입되는 배기가스가 처리되는 처리공

간이 형성된 스크러버본체; 배기가스가 유동하는 상

기 처리공간의 적어도 일부에 처리액을 공급하여 배

기가스가 처리되도록 하는 처리액공급부 및 상기 스

크러버본체에 연결되는 엔진 또는 보일러의 부하나, 

상기 스크러버본체에 연결되는 복수개의 엔진 또는 

보일러 중 작동되는 엔진 또는 보일러의 개수에 따

라, 상기 처리공간 중 배기가스가 처리되는 부분의 

크기를 조절하는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압력탱크 및 이를 구비하는 선박

- 등록번호 : 10-2162517

- 등록일자 : 2020. 09. 25

- 특허권자 :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 요약 : 본 발명은 압력탱크 및 이를 구비하는 선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압력탱크는, 전방벽이 평면부재

로 형성되고, 제1좌우측벽 및 제1상하부벽이 2차원 

곡면부재로 형성되고, 제1 내지 제4코너벽이 3차원 

곡면부재로 형성되며, 내부에 고압의 유체를 수용하

는 제1탱크본체부; 후방벽이 평면부재로 형성되고, 

제2좌우측벽 및 제2상하부벽이 2차원 곡면부재로 

형성되고, 제5 내지 제8코너벽이 3차원 곡면부재로 

형성되며, 내부에 고압의 유체를 수용하는 제2탱크

본체부; 상기 제1,2탱크본체부의 상기 제1,2상부벽 

각각에 형성되는 제1,2돔; 상기 제1,2탱크본체부의 

내부에 설치되며, 상기 전후방벽을 인장력으로 구속

하는 탱크보강부 및 상기 제1,2탱크본체부의 회전 

방지 및 하중을 지지하는 탱크유지부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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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선박

- 등록번호 : 10-2168941

- 등록일자 : 2020. 10. 16

- 특허권자 :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요약 : 본 발명은 선박에 관한 것으로서, 선미에 결합되어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프로펠러의 후방에 마련되며, 

선박의 추진 방향을 조절하는 러더; 상기 러더를 선

체에 연결하는 스케그 및 상기 스케그에 인접하게 

마련되며 트랜섬의 하면에서 하방으로 돌출되는 웨

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선박의 공기 윤활 시스템 및 그의 제어 

방법

- 등록번호 : 10-2170044

- 등록일자 : 2020. 10. 20

- 특허권자 :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현대글로벌서비스 주식회사

- 요약 : 본 발명은 선박의 공기 윤활 시스템 및 그의 제어 방

법에 관한 것으로서, 제어 방법은, 선박의 운항 정보

를 수집하는 단계, 상기 운항 정보를 기초로 상기 공

기 윤활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구동 조건을 설정

하는 단계 및 기설정된 주기 동안 수집된 운항 정보

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구동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

부에 따라, 상기 공기 윤활 시스템의 구동 여부를 제

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적어도 하나의 구동 

조건은, 상기 공기 윤활 시스템의 구동에 따른 전체 

연비 감소량에 대한 임계 범위, 기설정된 기간 내에 

발생할 상기 공기 윤활 시스템의 온/오프 전환 횟수

에 대한 임계 범위, 상기 공기 윤활 시스템의 노후화 

정도에 관한 임계 범위, 상기 공기 윤활 시스템의 이

상 발생 유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추락 감지 장치

- 등록번호 : 10-2186064

- 등록일자 : 2020. 11. 27

- 특허권자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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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대상체의 추락을 감지하기 위한 추락 감지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추락 감지 장

치는 기둥 형상을 가지는 복수개의 지지부재; 상기 

지지부재 사이에 수평 방향으로 설치되는 와이어; 

상기 지지부재에 설치되고, 상기 와이어의 방향을 

상기 지지부재의 길이 방향으로 전환하는 도르래 

및 상기 지지부재의 상기 도르래와 상기 지지부재

의 길이 방향으로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고, 상기 와

이어의 장력을 기반으로 대상체의 추락을 감지하는 

추락 감지부를 포함한다.

- 대표도 : 

백 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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