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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희망분야

1. 바이오 칩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액상진단칩, 암진단키트, 플렉서블 배터리, 약물 전달 시스템 등)

2. DNA에 반도체 포토 공정 적용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박막 전극, 반도체 장비, 반도체 공정, 유전자 분석 키트 등)

3. 셀룰로오스 투명 전극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바이오 필름 등)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바이오 전자 분야

Ÿ 칩 만들어서 나노 파티클 정렬 및 자가조립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

Ÿ 나노 마이크로 크기의 배터리 물질 패터닝하여 플렉서블 배터리 개발

Ÿ 유전자 분석 칩을 통한 유전자 분석 키트 개발, 액상진단칩(혈액 내 유전자 분석) 개발 

Ÿ 전기를 통해 타겟 유전자 분류, 주파수(AC전압) 변화를 통한 나노 파티클 분류

     (암, 백혈병 진단 키트)

2. DNA UV photolithography  

Ÿ 반도체 공정을 DNA에 적용하여 high resolution 패턴 구현 

Ÿ 반도체 공정 및 반도체 장비에 적용하여 기존의 비싼 반도체 장비 대체 가능한 기술 

Ÿ 패터닝을 통해 금선, 박막 전극 구성 가능 

Ÿ 질병 진단 위한 유전자 분석 키트 개발

3. 셀룰로오스 투명 전극

Ÿ 친환경 소재인 셀룰로오스 사용하여 투명 전극 구현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서블 장치, 바이오 필름)

Ÿ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하여 친환경적 전기 장치 구현 가능

Ÿ 에어백 안전사고시 플라스틱 부분 대체, 차량의 유기용매(VOC) 대체 가능한 기술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DNA 컴퓨팅

•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사

용하지 않고 DNA, 생화학, 분자생물

학을 사용하여 컴퓨팅

• Momery 컴퓨팅, Boolean 논리 컴

퓨팅, Thiol DNA 결합, 낮은 분자 

검출에 응용



• DNA UV photolithography

• 반도체 공정 중 포토공정을 사용

하여 DNA에 자외선을 쪼아 high 

resolution 패턴 구현

• 셀룰로오스 투명 전극

• 친환경적인 셀룰로오스를 사용하

여 투명 전극 구현

•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활용

• 차량 유기용매 대체, 친환경적인 

전기 장치 구현 가능 

• 암 진단 키트 

• 유연한 PCB 칩에 high resolution 

패터닝 구현, 암 세포 분비 물질 타

겟팅, 조기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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