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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희망분야

1. 저차원 나노 소재 합성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디스플레이, 열 해소 위한 전자제품, 반도체 장비 중 웨이퍼, 센서, 스마트 윈도우 등)

2.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슈퍼 커패시터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전기차, 풍차, 지게차, LED, 호신 용품 구비된 패션 잡화 분야 등)

3. 생체 적합한 소자 또는 회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생체이식형 임플란트 장치 등)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저차원 소재 합성

Ÿ 디스플레이 관련 마이크로 LED, 트랜지스터, 구동 관련 기술 연구

Ÿ 빠른 열 해소를 위한 소재 연구

Ÿ 정전기(ESD)의 대전 방지 재료 연구

Ÿ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탄소나노튜브 관련 초고주파 기반의 수평으로 정렬된 탄소나노튜

브 대면적 정제 기술 연구(열 이동 방식) 

Ÿ 무질서한 탄소나노튜브를 전기영동법 통해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전기영동 기술 사용하

여 탄소나노튜브를 위한 웨이퍼 개발

2. 슈퍼커패시터 연구

Ÿ 저가의 저차원 나노 재료 사용하여 고성능 및 신뢰성 높은 순간적 고출력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Ÿ 전기차, 풍차, 지게차 적용

Ÿ 유아, 여성을 위한 호신물품 

   (전기충격기, 호신용 비상벨을 구비한 핸드백, 지갑, 휴대폰 등)

Ÿ 복수의 카드끼리 간섭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원하는 카드만 인식하도록 하는 기술

3. 생체 적합한 임플란트 소자 또는 회로 관련 기술 연구

Ÿ 나노 소재 이용하여 생체 적합하도록 박막으로 얇고 유연하게 전자 소재 구성

Ÿ 생체 이식 후 치료가 완료되면 수술 없이 전자 소재가 몸속에서 녹아 없어지도록 하는 

기술 연구

4. 투명 재료 연구 

Ÿ 자동으로 변색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또는 변색 가능한 안경, 투명 전극 적용

5. 가스 센서, 광센서 연구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저차원 나노 소재 합성 기술 연구

  (정렬된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 열 모세관 유동 방식을 통한 차세

대 반도체 소재인 탄소나노튜브의 

핵심 기술 연구



• 과도 전자에 적용되는 저차원 나

노 소재 연구

• 슈퍼커패시터 연구

• s - SW 탄소나노튜브와 산화 인

듐의 헤테로 구조에 의한 슈퍼커패

시터 연구

• 광센서 연구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5-0056186 2015-04-21
비결정질 이그조(IGZO) TFT 기반 트랜젼트 

반도체의 제조 방법

2 10-2015-0150753 2015-10-29

용액공정 기반 탄소나노튜브 정렬 방법, 정렬형 

반도체 탄소나노튜브 웨이퍼 제조 방법 및 정렬형 

반도체 탄소나노튜브 웨이퍼

3 10-2015-0082379 2015-06-11
단일 벽 나노 튜브를 기반으로 한 트랜젼트 

반도체의 제조 방법

4 10-2016-0106806 2016-08-23
탄소나노튜브 기반의 고정세 새도우 마스크 및 그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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