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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ES 소개

NSF I/UCRC GRAPES 연구센터
GRAPES Center
(GRid-Connected Advanced Power Electronic Systems)

from NSF I/UCRC Program
(United State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 Research Center)
송전 시스템

계통연계 전력전자 시스템 연구센터

2 개 협력 대학

태양광
시스템

배전 시스템

지능형 기상
시스템

수요 관리
시스템

15 개 협력 산업체
미 과학재단 (NSF) 지원

ESS
* U.S. Department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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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 I/UCRC 프로그램이란?
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 Research
Center (I/UCRCs)
Funded by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연구 센터 개요

•
•
•

연구 센터 현황

학계-산업체-정부간 장기적 신뢰관계 구축
공유된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 연구 수행
산업 연구 자문 위원회 (Industrial Advisory
Board: IAB) 운영

•
•
•
•

68 개 센터, 192 사이트
1000개 이상의 정부/민간 협력 업체
4개 국제 사이트 (러시아, 독일, 인도, 벨기에)
한국: 5번째 국제 사이트 승인*

*연세대, 고려대의 연구능력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 최초로 예외적 해외 사이트로 승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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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 GRAPES 연구센터 참여대학

•

최신 전력전자 연구시설 구축(소자 개발, 패키징)

•

전기전자 공학분야 전미 7위 대학원 프로그램

•

고밀도 전력전자 인터페이스

•

연구진 연구 생산성 순위 6위(남부지역 대학 1위)

•

전력전자 소자 개발 및 모델링 및 패키징

•

전력전자 기반 전기추진선박 컨트롤 연구개발

NCREPT (National Center for Reliable
Electric Power Transmission)
전력계통 보호 소자 및 FACTS 평가 및 실증

▶ NCREPT 연구센터

▶ 연구센터 내부

• 750 kVA 가변전압/가변주파수형 운영
• 2.5 MVA 3상 방전 저항기
• 600 V/750 kW 직류 전원장치
HiDEC (High Density Electronics Center)
전력전자 소자 설계 및 패키징

▶ 전력전자 소자 개발

▶ 연구센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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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소성세라믹(LTCC) facilities
• 85/85 챔버 및 오토클레이브
• Reliability 테스트 시스템

해외 연구진 소개
Executive Director: Dr. Alan Mantooth







Distinguished Professor, University of Arkansas
NSF GREEN Research Center for Nanoplasmonic solar Cells, Director
Ozark Integrated Circuits, Fayetteville, AR, Co-Founder and Board Member
NSF Vertically-Integrated Center on Transformative Energy Research (VICTER),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Reliable Electric Power Transmission (NCREPT), Executive Director
NSF I/UCRC GRAPES Center, Executive Director
President-elect in 2017 of IEEE Power Electronics Society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cademic societies in the field of electrical engineering)

Co-Director: Dr. Roger Dougal
 Distinguished Professor,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Department Chair, Electrical Engineering
 IEEE Fellow
 United States Office of Naval Research (ONR) Electric Ship Research & Development Consortium
(ESRDC),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SysEDA, Inc., Columbia, SC, Chief Scientist
 Prof Dougal has overseen development of the Virtual Test Bed software (SysEDA)
 NSF I/UCRC GRAPES Center, Co-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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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ES 연구센터 참여 산업체
ABB

American
Transmission
Company

Arkansas
Public Service
Commission

Central
Electric Power

DRS
Technologies

EATON

Electric
Cooperatives
of Arkansas

EPRI

Fort Smith,
AR

Waukesha, WI

Little Rock,
AR

Columbia, SC

Arlington, VA

Moon
Township, PA

Little Rock,
AR

Hillview
Avenue, Palo
Alto, CA

South
Carolina
Power Grid
Operation

U.S. based
Defense
Contractor
with produce
and sell
Military
Technology
and
Equipment

Provide
Solutions to
manage
Electric,
Hydraulic and
Mechanical
Power

Provide power
for Arkansas’
17 Electric
Distribution
Cooperatives

R&D relating
to the
Generation,
Delivery and
Use of
Electricity

기업 로고

위치

특징

Design and
Manufacture
Electric
Machinery
and Power
Electronics

Transmissiononly Utility in
the United
States

Regulate the
intrastate
rates and
services of the
public utilities
in Arkansas

ITRI

Koontz Electric
Company

Proton on Site

S&C Electric
Company

Sothern
Company

Southwest
Power Pool

Wolfspeed

위치

San Jose, CA

Morrilton, AR

Wallingford, CT

Chicago, IL

Atlanta, Georgia

Little Rock, AR

Research
Triangle Park,
NC

특징

Nonprofit R&D
Organization
Engaging in
Applied Research
and Technical
Services

Perform a Wide
Array of
Contracts
Specifically
Chosen for
Technical and
Installation
Complexities

Manufacture
Hydrogen,
Nitrogen, and
Zero Air
Generators

Design and
Manufacture
Switching and
Protection
Products

Regional Energy
Company
focused in the
Southeast

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
(RTO)

Manufacture
Semiconductor,
MOSFETs, and
Power Modules

기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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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ES 센터 운영 현황 (미국)
산업 연구 자문 위원회 (IAB)
 산학협력 연구 과제 선정
 연구 과제 진행 및 결과 평가
 연구 지원비 및 지식재산권 분배
 연 2회 정기 회의 실시
프로그램 운영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 연구재단으로부터
Innovative Managing Director Grant 추가지원

5, 11월 두 차례 정기 회의 ▶
GRAPES 정식 홈페이지 (https://grapes.uark.edu/)

GRAPES 센터 수행 프로젝트

 수행 중 프로젝트
•
•
•

Sub-Synchronous Resonance Mitigation in Wind Farms Using FACTS-based Series Compensation
PV Inverter Control to Sustain High Quality of Service
Optimization and Reliability Assessment of Power Electronic Modules 외 8개 프로젝트

 수행 완료 프로젝트
•
•
•

Power System State Estimation Using Power Converter Front-Ends
Impact of Grid-Connected Renewable Energy Sources on Power Quality
Flexible Research Control Platform for Grid-Connected Converters 외 11개 프로젝트
-9-

IIII

GRAPES-KOREA 소개

GRAPES-KOREA 개요 (계획 안)

현재 참여기업 모색중에 있음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연구를 통해 계통연계 전력전자 기술 및 스마트그리드 연구 실시
GRAPES-KOREA 에 국내 우수 산업체를 초빙하여 국내외 대학, 산업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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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책임자 (센터장): 장길수 교수
경력





장길수 교수

2000 - 2008 조교수 및 부교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2008 - 현재 정교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부장)
2007 - 2008 객원 부교수, Cornell University, NY, USA
IEEE Senior Member, Editor of IEEE T Smart Grid, MKE Minister Citation,
Yeonam Foundation Fellowship,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학력




B.S.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1991)
M.S.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1994)
Ph.D. Iowa State University, Ames, Iowa (1997)

연구분야





주요 연구분야

전력계통 동적 특성 및 제어
신재생 에너지 연계
전력 품질
전력전자 계통연계

연구그룹: Power & Energy LAB.
 박사과정: 8, 박사후: 1, 석사과정: 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Power Generation & Electricity Delivery Core Technology
Program
 한국연구재단 국가지정연구실: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NRL) Program

HVDC 응용 및 제어

Multi-Frequency Operation

풍력발전단지 모델링 및 제어

HVDC Interaction and
Operation Scheme

Flexible Frequency Operation

Runtime Wind Farm Forecasting

- 12 -

참여연구원 (Power & Energy Lab.)

고보경 (박사 8)

정승민 (Post-Doc)

신병윤 (석박 16)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자동차 예측

실시간 시뮬레이션

황성철 (통합 10)

이재형 (통합 8)

김현욱 (통합 8)

유연태 (통합 7)

신재생에너지 연계

송전 설비

특수설비

김기석 (박사 8)

계통 분활

서재완 (석박 12)

DC 마이크로그리드

주파수 안정도

송성윤 (통합 4)
전기자동차 예측

한창희 (석사 4)

전인영 (석사 2)

김태형 (석사 1)

ZHANG ZICONG (석사 1)

고장 해석

특수설비

주파수 안정도

특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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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책임자 (해외 간사): 신용준 교수
경력





신용준 교수

2004 - 2010 조교수,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11 - 2012 부교수,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12 - 현재 부교수,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NSF CAREER Award, IEEE Senior Member
IAEA CRP Chief Scientific Investigator
학력





B.S.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1996)
M.S. Univ. of Michigan, Ann Arbor (1997)
Ph.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4)*

연구그룹: Power IT LAB.

연구분야







주요 연구분야

스마트 그리드(PMU)
전력전자(FACTS)
전력 품질
전력 케이블 진단 및 예측
전기추진 선박
응용 신호처리 (시간-주파수분석법)

*군복무 휴학05/15/2001~01/10/2003

 박사과정: 17
석사과정: 3
 한국연구재단 국가지정연구실: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NRL) Program

전력계통 모니터링

케이블 상태진단

PMU (Phasor Measurement Units)
based Monitoring

TFDR (Time-Frequency Domain)
Diagnostics / Progno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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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력망

IoT Technique Application
ESS Operation, Smart Grid

연구인력 (Power IT Lab.)

장승진 (통합14)

전태윤 (박사10)

김호준 (박사8)

정문강 (통합8)

김동현 (박사7)

이춘권 (통합8)

케이블 진단

제어, PMU 모니터링

제어, 케이블 진단

케이블 진단

변압기

케이블 진단

김종민 (석사4) 정주영 (석사4)
군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추진선박

김도인 (통합6)

한예진 (통합6)

이형민 (통합6)

김선혁 (통합6)

이건석 (통합5)

윤성화 (통합5)

이 결 (통합4)

PMU 모니터링

지중케이블 진단

케이블 진단, 배터리

ESS, IoT 응용

초전도 케이블

송전선로 모니터링

빅데이터 관리, ESS

권구영 (통합4)

이용구 (통합4)

방수식 (통합4)

김용환 (통합4)

이영호 (통합4)

지경환 (통합2)

우태건 (석사1)

HVDC 케이블

풍력발전 모델

초전도 케이블

발전기 동적 모델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케이블 진단

한국 연구재단 글로벌 박사 장학생 (NRF Global Ph.D.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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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책임자 (국내 간사): 허 견 교수
경력

허견 교수







2008 - 2010 Project Manager,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CA, USA
2007 - 2008 Operations Analyst, ERCOT, TX, USA
1998 – 2003 R&D Engineer, Samsung Electronics, Kyunggi-do, Korea
2010 - 현재 부교수,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IEEE Senior Member, Cigre Member, Associate Editor of Journal of Power
Electronics,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학력





B.S.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1996)
M.S.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1998)
Ph.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7)

연구그룹: Smart Grid LAB.

연구분야
 MMC-HVDC 모델링, 제어, DC-protection, Sizing of
MMC-energy Storage Requirements (전력 품질 및 계통
안정도에 영향)
 신재생 에너지 및 Controllable Load 연계: 컨버터 기반 발
전설비 및 부하의 증가가 전력계통 안정도 및 제어에 미치는
영향 (고조파)

주요 연구분야

Modular Multilevel Converter
(MMC) – 설계 및 운용

MMC-HVDC Design, Control,
Operation, and Protection

 박사과정: 11, 박사후: 1
석사과정: 6
 HULab (Hyosung-University Lab)
 Next Generation Super Grid Research Center

풍력발전 연계 시 전력품질

Improved Modeling and Analysis of
Stochastic Harmonics and Resonance
Issues of Wind Energy Grid
Inter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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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 기반 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영향

Grid services to AC/DC Grid,
impact on frequency and smallsignal stability and controls

참여연구원 (Smart Grid Lab.)

김희진 (박사후3)

안경성 (통합12)

민다함 (통합11)

조영호 (통합9)

김재경 (통합9)

김세현 (통합9)

MMC-HVDC

전압 안정도

하이브리드 시뮬레이터

고조파 안정도

부하 모델링

HVDC/FACTS

강재식 (박사5)
MMC-HVDC

N. Helay (박사5)
컨버터 컨트롤

Ph. D.

김상민 (통합7)

전경한 (통합6)

이현재 (통합6)

이충만 (통합6)

MMC-STATCOM

FACTS

EMS

능동전력필터

김우철 (석사4)

이지훈 (통합4)

이영준 (석사4)

ESS

하이브리드 시뮬레이터

EMS/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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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서 (통합2)

서해원 (통합2)

신우영 (통합1)

능동전력필터

고조파 안정도

SSTI

III
III

연구개발 계획

(1) MVDC (연구 배경)
Medium Voltage DC(MVDC)

분산전원, DC 부하의 증가, DC 배전, DC 마이크로 그리드
 MVDC 활용: 효율 증가, 전력 품질 증가, 역률에 영향 받지 않음, 사고 전류 제한, 분산 전
원 투입 용이, 전체 MVDC 시스템의 높은 제어 능력, 고주파수 기기(모터/가스 터빈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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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VDC (연구 내용)
Medium Voltage DC(MVDC)

AC/DC, DC/DC 전력 변환 기술
-

멀티레벨 컨버터를 이용한 전력 변환
Front-to-Front(FtF) 형태의 DC/DC 전력 변환
컨버터 파라미터 설계 및 능력 (Capability)
설정

계통 접속 컨버터의 Grid-Service
-

-

MVDC 통합 제어 및 안정도
-

MVDC 시스템 안정도
MVDC 협조 제어
MVDC 보호: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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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DC 접속 마이크로 그리드 컨버터의
Grid-Forming
높은 비율의 전력전자 기반 발전/송배전 전력
기기 구성 그리드의 전력 계통 안정도를 위한
부가 서비스
비선형 부하의 증가에 의한 고조파 영향성 저
감을 위한 계통 접속 컨버터의 능동형 고조파
Damping 기능 및 이를 위한 컨버터 설계 및
제어
다수의 계통 접속 컨버터 에 의한 전력 계통 관
성 증가 제어와 전력 계통 안정도 증가

(2) ESS/Smart Inverter (연구 배경)
ESS/Smart Inverter
• 계통 안정도 및 전력품질
제고를 위한 인버터 기능
(그리드 서비스) 필요성

• 인버터 보조서비스의 가
치 극대화를 위한 국내외
전력 환경 및 시장 운영
기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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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S/Smart Inverter (연구 내용)
ESS/Smart Inverter

계통 주파수 조정을 위한 ESS 제어
-

Smart Inverter의 그리드 서비스

계통 주파수 조정 기능과 ESS의 SOC를 복합적
으로 고려한 Droop and SOC Feedback을 사
용한 ESS의 그리드 서비스 연구
∆f

-

0

SOCcen
fofs,1

SOC1

∆Pβ,1

∆fβ

PDaSOF

0
Pev,C-ref Pev,ref

1
K
KEs SOCev,ref f

Kp

fofs

+

∆f

1
KEs

∆fref − fofs

−

+

∆fref

+

Pev,C-ref Pev,ref

SOC

Kf

1
KEs

fchrg

∆f

(b)

-

SOC

DaSOF Method
PESS
DroopESS

(a)

-

DaSOF Method

SOC

SOCev,ref

1
R

Pev

1
KEs

Kp
1
Kf

+

∆SOCFR,ref

+

+

SOCref

−

Kf

∆f −fofs

1
R

P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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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력 계통에서 인버터는 단순한 에너지
교환 이상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Smart 인버터를 통하여 전력 계통에서 끼치는
악영향은 줄이고,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보조하는 기능에 대한 제어 및 영향 연구
미래 전력 계통에서 Smart 인버터의 그리드 서
비스를 통한 부가 이익 창출 가능성

(2) ESS/PV 진단 스크리닝 & AI 스케줄링 (연구 내용)
ESS 진단 및 AI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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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 맞춤형 비동기 전력망 연계 기술 개발(연구 배경)
발전 및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에 따른 취약성
 발전지역과 송전지역간의 거리 증대
 사회적 이슈로 인한 신규 선로 건설 지연
 장거리 선로 고장에 따른 높은 파급효과

 대규모 부하의 수도권 집중


계통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성 확대

 계통 상황을 고려한 수도권 계통 연계 기술 필요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정 운영 방안 검토 필요

<국내 전력계통 및 발전량 분포도>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투입 증대에 따른 주파수 품질 저하
 신에너지 환경 하 고품질 전력 유지 제한
 전기자동차의 충전 패턴 예측의 어려움
 전기 부하 패턴에 무관한 現 공급 체계

 현 주파수 품질 수준 이하에서의 경제적
운영방안 필요
 개별 부하의 신뢰도 요구 수준 충족 필요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공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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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 맞춤형 비동기 전력망 연계 기술 개발(연구 내용)
수요 맞춤형 비동기 전력망 신뢰도 유지 기술 개발
비동기 연계설비 운영전략 수립
 환상망 비동기식 연계에 대한 신기술
확대적용 방안 개발
 계통 상황을 고려한 연계설비 운영전략
수립
 BTB VSC HVDC feasibility study
 수도권 환상망의 HVDC 운영전략 검토

주파수 유지 기준 유연화 기술 개발

유연 주파수 환경 통합 해석 시뮬레이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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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수용 향상 방안 개발(연구 배경)
제주도 Carbon Free 조성사업
 제주지역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
 송전선로 경과지 및 변전소 연계 용량 제약

 송변전 접속이용규정 : 변전소 당 40MW 까지만 22.9kV 배전선로로 연계 가능
 제한된 송전선 용량 → 접속비용 상승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가능한 새로운 설비 구성방안 필요
수용한계 개선을 위한 변전∙변전소 구성
 허브변전소 중심 분산전원 연계 및 관리기법 개발
계통연계관련
핵심 필요기술 연구
- 변전 설비 운영
- 변환 설비 설계

 DC 설비 기반 허브변환소 설비 제어기법 연구
변동성·안정성 분석
기반 보상기법 개발
- 한계 원인 분석
- 출력 보상 연구

 수용한계 개선을 위한 보상설비 운영계획 수립

신재생 수용 한계 향상 및 출력 영향 완화
<제주풍력 설비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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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수용 향상 방안 개발(연구 내용)
허브시스템 구성방안 및 운영 전략 개발

 부하 응답/제어 강화
 소규모 분산 전원 부하 공급 능력 확대
 계통 안정적 운영 알고리즘 개발
 DC 선로 / 제어 능력 활용

 해상풍력∙태양광 계통연계 검토
 과도 안정도 및 전력 과부하 모의

<허브변전·변환소의 운영 전략>



MVDC 계통 구성 및 운영방안 검토



BTB (계통 분할) 개념 도입

 직류 설계 요소 도출



신재생 에너지 제한 요소 분석

 허브 시스템 요소 활용
<허브변전·변환소의 구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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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시간 송배전 협조 수요 예측 기법 (연구 배경)
미래 전력망의 시간동기 데이터 측정 기반 실시간 계통 운영

 각 전력망 계층(송전망, 배전망)의 실시간 데이터 측정기기 도입 → 실시간 전력 빅데이터 발생
 신재생 에너지, ESS, 마이크로그리드 도입에 따른 계통의 지역적/독립적 특성 증대
 지역화된 전력망의 최적화된 운용을 위한 PMU와 AMI 협조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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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시간 송배전 협조 수요 예측 기법 (연구 내용)
심층신경망 기반 실시간 송배전 협조 수요 예측 기법 개발

1. 인공신경망 기반 수요패턴 분류기 설계 및 학습

2. 순환신경망(RNN: Recurrent Neural Network) 구조를 이용한 실시간 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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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력기기 자산관리 기술 개발 (연구 배경)
비파괴적 케이블 고장 검출 기술 개발

 시간-주파수 영역 반사파 계측법 [TFDR]
 케이블 특성을 반영한 최적 신호 설계
 상호 상관 함수를 통한 고장점 검출
 고장 종류 분류를 통한 상태 분석

방사형 통합 수명지표 개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적 수명 산출
 운영 데이터 기반 노화 함수 정립
 잔존 수명 및 교체/보수 기준 정립
 케이블의 상태 직관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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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력기기 자산관리 기술 개발 (연구 내용)
데이터 기반 전력기기 자산관리 기술 확대 적용

전력기기 관련
데이터 취득

PD 측정

운영 데이터

케이블2)

환경 데이터

•

부하 전류

•

Pulse Per Second

•

절연 오일 온도

•

정격 용량

•

PD 피크 값

•

외부 온도 및 습도

•

운영 기간

•

PD 패턴

•

주변 열원

•

점검 및 보수 이력

•

PD 발생 위치

•

접근성

현재 이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전력
기기

현재 이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변압기1)
고압차단기1)

 운영/진단/환경 데이터를 고려한 전력기기의 노화 함수 개발
 고장 데이터 분석 및 보유 PD장비를 이용한 전력기기 진단기술 연구
 전력기기 특성에 맞게 상태를 추정하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Tool) 개발
1) 출처 : 현대중공업-전기전자시스템사업-변압기/고압차단기

2) 출처 : http://new.abb.com/cables/cables/hvdc-extruded-c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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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V

GRAPES-KOREA 운영계획

GRAPES-KOREA 운영계획

신규 프로젝트
선정

연구성과
평가

연구성과
발표 및 공유

연구성과
활용 논의

국내외 정기미팅 개최 및 참여를 통한 협력연구 체계 및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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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식재산권 개요

예산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인력교류
복수학위제도

대학

대학

연간 2500만원 지원

GRAPES-KOREA
산업체
산업체
멤버별 연간 4천만원

연구성과

원천기술 개발

관련협약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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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약

연구성과물 (지적재산권) 관리규정

연구 결과물 발생에 따른 IAB 운영 방침

지식재산권 공유 방안

연구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사이트 참여 대학에 귀속

NSF I/UCRC 규정에 의거,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각 참여 대학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학회 및

IAB의 접근 승인을 통하여 공유될 수 있음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권리를 가짐

접근 승인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로열티는 부과되지

한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참여 대학이 여러 곳일 경우,

않음

IAB를 통하여 소유권을 결정

상업적 독점권 또는 공동 권한을 원하는 구성원은 IAB

IAB의 연구결과물 소유권 결정은 한미 양국이 독립적

에 협상을 요청할 권한을 가짐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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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설립 추진현황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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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미팅 운영계획 (국내)
순서

일정 / 장소
2월 /
한국

연세대학교
8월 /
고려대학교
5월 / USC

미국

참여 구성원
GRAPES-KOREA 구성원 전원

1

2

참여 및
일부 GRAPES 구성원 참여

GRAPES 및 GRAPES-KOREA

3

4

구성원 참여
11월 / UA

(5개 대학 20 여개 IAB 구성원 참여)

5

6

IAB 회의주제
IAB 대표선정

신규 프로젝트
선정

비즈니스 회의

회의내용
IAB 멤버 전체의 협의하에 1년 단위로
IAB 대표자 및 실무자를 선정함

7

8

대학 제외 IAB 멤버의 투표권 행사로
신규 프로젝트 선정

9

(프로젝트 지원금에 따라 투표권 차등 부여 가능)

지식재산권의 상업화와 관련 독점, 공유
권리와 로열티에 관한 회의 진행

10

11

내용

참여대학, IAB 구성원 소개
[참석자 전원 소개, 연락처 공유]

GRAPES-KOREA 현황 발표
[GRAPES-KOREA 현황, 예산집행 보고, IAB 현황 및 비전 발표]

IAB 연구진행 발표
[IAB 구성원에 의한 연구진행 현황 발표]

프로젝트 평가서 공유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 개설 및 평가서 교부]

신규 프로젝트 계획 발표
[신규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연구계획 발표]

연구결과 발표
[포스터/오랄 발표를 통한 연구결과 발표]

평가서 및 질의응답 작성
[프로젝트 평가서 작성 및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 등록]

평가서 리뷰 및 논의
[프로젝트 평가내용 공유 및 질의응답 공유]

IAB 회의
[IAB 구성원만 참여하는 프로젝트 선정/평가를 위한 회의]

IAB 회의 결과 발표
[신규 프로젝트 선정 결과, 프로젝트 평가 결과 발표]

IAB 비즈니스 회의
[지식재산권, 사업화, 기타 투표안건 등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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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장길수 교수

신용준 교수

IAB

IAB
장길수, 신용준,
허견 교수
대학 연구진

IAB

대학 연구진

IAB

IAB

IAB

센터설립 관련 협약
센터설립 관련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센터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

정기미팅 참석 승인
기술교류 협약

GRAPES의 재정지원 협약

복수학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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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AB 멤버 협약

IV
V

비전 및 참여제안

비전 및 참여제안

선진 연구기술 개발 및
우수 연구설비 보유

해외 기업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GRAPES-KOREA

국내외 참여 연구진 등
우수인력 확보

산업현장에 적용가능한
기술개발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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