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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희망분야

1. 수소 발생 반응 전기화학 촉매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태양전지 등) 

2. 광역학 치료제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신약 개발 등)

3. 화장품 성분 안정화 기술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수소 발생 반응 촉매 개발

Ÿ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관련하여 수소 발생 효율을 높이기 위한 촉매 중 값이 저렴

한 비백금계 촉매 개발을 완료하였음

Ÿ 전기화학 기기를 이용하여 개발한 촉매의 우수한 수소 발생 성능 확인

2. 에너지 전달을 활용한 광촉매 개발

Ÿ 식물 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을 모방하기 위해 MOF가 규칙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점에

서 착안하여 에너지 전달로 이용하였음

Ÿ 에너지 전달을 이용하여 일중항 산소 발생 반응에 사용 및 전환률 측정

Ÿ 수중 유기물질 분해 광촉매로 응용



3. 광역학 치료제 개발

Ÿ 광역학 치료에 이용되는 광감응제 합성

Ÿ 암세포에 적용하여 우수한 광역학 치료 능력 확인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수소 발생 반응 촉매 

합성 및 전기화학 성능 

측정

• 에너지 전달을 위한 

MOF 합성 및 단일항 

산소 생성 능력 확인

• 광역학 치료제 개발을 

위한 광감응제 합성

특허 및 노하우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1 10-1757050 2017-07-05
금속-유기 골격체 기반 알코올 산화반응용 촉매의 

제조방법

2 10-1846085 2018-03-30
금속-유기 골격체를 이용한 화장품 성분의 안정화 

방법



3 10-1890037 2018-08-13
보디피를 기반으로 하는 루테늄 및 이리듐 금속 

고리화합물 항암제

4 10-1936493 2019-01-02
이산화탄소 포집용 금속-유기 골격체 유래 

다공성 탄소 물질

5 10-1916543 2018-11-01

불균일 구리 촉매를 이용한 방향족 

알데히드에서 나이트릴로의 유산소 산화적 

전환법

6 10-1897899 2018-09-05
불균일 구리 촉매를 이용한 알코올에서 

나이트릴로의 유산소 산화적 전환법

7 10-1875288 2018-06-29
불균일 구리 촉매를 이용한 삼성분 짝지음 

반응을 통한 N-술폰아미딘의 합성법

8 10-1780604 2017-09-14 포피린 및 피렌 기반의 공액 미세기공 고분자

9 10-1661805 2016-09-26
금속 유기 골격체를 이용한 저온 일산화탄소 

산화반응 촉매

10 10-1573151 2015-11-24 513 MHSH의 저온상압 제조방법

연구 실적

1. 규칙적 유-무기 혼성 구조체 내에서의 여기상태 감쇠 분석 이해를 통한 광촉매 및 광역

학 치료제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9.06.01 ~ 2021.02.28.

2. 광 에너지 상향전환 나노입자/금속-유기 골격체 나노입자 혼성체의 광 역학 치료 응용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8.06.01 ~ 2021.05.31.

3. 보습제 활용이 가능한 콜레스테릭 액정 유도체 제조

Ÿ 지원기관: 중소벤쳐기업부 

Ÿ 과제기간: 2017.12.15 ~ 2018.09.14

4. 폴리글리세린 축합 리시놀레인산 에스테르의 합성시간 단축

Ÿ 지원기관: 중소벤쳐기업부

Ÿ 과제기간: 2017.05.15 ~ 2018.02.14.

5. 금속-유기 골격체 나노입자를 이용한 광음향 효과 기반 테라노스틱스 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6.06.01 ~ 2019.05.31

6. 금속-유기 골격체 나노입자를 활용한 화장품성분의 안정화 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중소벤쳐기업부

Ÿ 과제기간: 2015.06.01 ~ 2016.05.31

7. 재난 대응 다공성 소재의 친환경 합성 공정 개발 

Ÿ 지원기관: 중소벤쳐기업부

Ÿ 과제기간: 2015.05.01 ~ 2016.04.30

8. 친환경 신소재 Inorganic fiber의 합성공정 개발 및 개선

Ÿ 지원기관: 중소벤쳐기업부

Ÿ 과제기간: 2013.11.01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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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장비

• 다공성 물질인 MOF의 표면적 측정   

및 이산화탄소 흡착 수행을 위한 BET 

장비

• 수소 발생 반응 촉매 개발 중 열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퍼니스 장비

• 개발한 촉매 성능 측정을 위한 전기 화학 장비

홈페이지 http://orginorglab.wixsite.com/orginorg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