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대학교 STAR 연구실 소개서

Organic Material Synthesis(OMS) Laboratory

책임교수

성명 김태현

주요 

학력

경력

인천대학교 교수 (2004-현재)

이스트만 선임연구원 (2003-2004)

박사후과정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hemistry 

(2001-2003) 

소속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박사 Univ. of Cambridge, Chemistry 

(2001)

석사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1997)

학사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1995)

구 성 원

직 책 인 원 성 명 (담당분야)

연구원 1 최욱(기체분리)

박 사 2

IQUBAL HOSSAIN(기체분리), 

MD ABU ZAFAR ALMUNSUR(연료전지)

Mayadevi KK(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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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수, 남재빈(배터리)

산학협력

희망분야

1. 연료 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의 고분자 소재 막 합성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수소연료전지차, 노트북, 핸드폰, 약물 전달 시스템 등)

2. CO2 기체 제거 등을 위한 기체 분리막 연구 분야 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보일러, 자동차 엔진, 의료기기 등)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연료 전지 주요 구성 요소인 고분자 전해질 막 소재 개발

Ÿ 이온 전도도 향상을 위한 고분자 구조 미세 튜닝 

Ÿ 다양한 기기를 통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 수행 (수소자동차 적용) 

2. 리튬 이온 배터리 전해질 및 바인더용 고분자 소재 개발

Ÿ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음극 소재인 카본 그라파이트의 용량 개선 위한 실리콘 소재 연구

Ÿ 용량 높으나, 안정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실리콘에 적용할 고분자 합성 (바이오, 약물전

달시스템 적용 가능) 

Ÿ 배터리 폭발 사고 방지할 수 있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 연구 (고분자 구조 미세튜닝)

3. 이산화탄소(CO2) 분리용 기체 분리막 소재 개발

Ÿ 아민을 이용한 CO2 분리, 회수 기술인 습식 공정법 대체 가능

Ÿ 친환경적, 에너지 효율 높은 기술로서 선택성, 투과성 높이기 위한 연구

Ÿ CO2 분리막을 통해 대기 중 CO2를 해양 물질에 공급하는 기술 연구

Ÿ 해양 쓰레기를 유용한 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recycle) 시스템 연구

     (게 껍질의 키토산 등, 미역의 알기네이트, 홍합 도파민 추출)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7-0108691 2017-08-28 연료전지용 음이온 교환막 및 그 제조방법

2 10-2017-0163985 2017-12-01 리튬 이차전지 및 리튬 이차전지 음극용 바인더

3 10-2014-0170787 2014-12-02
선택적 이산화탄소 분리용 고분자 분리막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4 10-2012-0100844 2012-09-12
술폰산 기를 갖는 이온성 액체가 함유된 고분자 

전해질 막 및 이의 제조방법

5 10-2016-0095042 2016-07-26 실리콘 음극용 고분자 바인더 및 이의 제조 방법



연구 실적

1. 제어된 분자구조를 갖는 알칼리연료전지와 Li전지용 이온성액체계 고분자전해질의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5.11.01 ~ 2018.10.31

2. 자가 복원 고분자를 이용한 실리콘 음극 소재용 고분자 바인더의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8.06.01 ~ 2022.05.31

3. 분자구조의 제어를 통한 고성능 음이온교환막 원천소재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5.08.31 ~ 2020.10.18

4. 열경화성수지 개선을 통한 LPM 함침지의 광택 향상

Ÿ 지원기관: (주)서한안타민

Ÿ 과제기간: 2017.06.19 ~ 2018.09.18.

5. 실리콘 전극용 고분자 바인더 소재 개발

Ÿ 지원기관: ㈜현대/기아자동차

Ÿ 과제기간: 2016.03 ~ 2017.02

논문 70여편 / 특허 3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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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장비

 MPLC (medium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glove box FT-IR (infrared spectrum)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충방전기



GPC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밀도측정기

DSC time leg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inuoms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