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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인 원 성 명 (담당분야)

박사 후 연구원 1 Perumal Viswanathan (Electrochemical Biosensors)

산학협력

희망분야

1. 그래핀을 이용한 슈퍼 커패시터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자동차, 생체 이식형 칩 등)

2. 체내 삽입형 의료장치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혈당 측정기 등)

3. 표면 처리 관련 초소수성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 창문 유리 등)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그래핀을 이용한 슈퍼 커패시터

Ÿ 에너지 저장장치로서, 순간적 고출력이 가능한 엔진 시동 장치 연구

Ÿ 풍력 발전, 선박, 자동차 응용

2. 마이크로 슈퍼 커패시터를 나노 필름에 적용하는 기술 

Ÿ 생체 이식형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로서, 체내 삽입 가능 

Ÿ 작고 유연한 슈퍼 커패시터 (옷 속에 장착 가능, 로봇에 응용) 



3. 표면 처리 관련 초소수성 기술

4. 혈당 측정기

Ÿ 생화학적인 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화학적 촉매 사용하여 혈당 측정 위해 몸 속에 

전극 주입 (장기간 보관 및 사용 가능)

Ÿ 생화학적 단백질 재료 대신 무기 재료를 사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칩 개발

5. 분자막 형성 및 분자막의 특성 규정

Ÿ 나노 코팅을 이용하여 반도체 표면 특성 변형, 센서 기능 부가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고분자 전해질 다층에서의 내부 

질서 생성 과정 실현

• 스핀 코팅법을 이용한 고분자 전

해질의 유기 초박막 제작법 

• 그래핀 나노시트의 제조 기술

• 그래파이트(흑연)를 그래핀 시트로 

박리할 경우, 폴리 전해질의 일종인 

폴리(p-페닐렌 비닐렌) 전구체를 안

정제로 사용하여 그래핀과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그래핀의 기능 손상 

없이 무결점 그래핀 나노시트를 수

득할 수 있는 기술



• 거대면적 그래핀 시트를 이용한 

전극용 필름 개발

• 그래파이트로부터 평균 측면크기

가 47±22㎛에 이르는 거대면적 산

화 그래핀 시트를 손상 없이 분리해

내고, 이를 전이금속 산화물 나노벨

트 또는 전도성 고분자와 소정 비율

로 혼합하여 필름을 형성한 후, 이

를 슈퍼 커패시터 등의 전극에 적용

• 슈퍼 커패시터용 그래핀 / 전도성 

고분자 필름 개발 

• 높은 에너지 밀도 및 전력 밀도를 

가지고, 에너지 저장 용량이 매우 

크며 안정적이어서 슈퍼 커패시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4-0126004 2014-09-22 그래핀 나노시트의 제조방법

2 10-2015-0021179 2015-02-11 거대면적 그래핀 시트를 이용한 전극용 필름

3 10-2013-0007075 2013-01-22
슈퍼커패시터용 그래핀 / 전도성 고분자 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

연구 실적

1. 다층 폴리전해질 멤브레인 내에 설치된 나노초 범위에서 작동하는 광학 이온 채널의 제

작 및 특성규명 연구

Ÿ 지원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

Ÿ 과제기간: 2008.07.01 ~ 2011.06.30.

2. 자기조립된 그래핀 나노복합체 필름의 제조와 특성 연구

Ÿ 지원기관: 한국과학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1.05.01 ~ 2014.04.30.

3. 생체활용성 다자극감응성 재료의 개발 연구

Ÿ 지원기관: 한국과학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7.03.01 ~ 2020.02.28.



논문 85편 / 특허 11건

논문

4. Graphene oxide induced hydrothermal carbonization of egg proteins for 

high-performance supercapacitor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PP. 17040~17047, 

2017.08.28.

5. Facile and Scalable Synthesis Method for High-Quality Few-Layer Graphene through 

Solution-Based Exfoliation of Graphite,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9권(집), 제

5호, PP. 4548~4557, 2017.01.17. 

6. Humidity sensing properties of transferable polyaniline thin films formed at the 

air-water interface, RSC Advances, 제6권(집), 제99호, PP. 96935~96941, 2016.12.01.

7. Nitrogen-Doped Holey Graphene Film-Based Ultrafast Electrochemical Capacitor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PP. 20741~20747, 2016.07.29.

8. Highly Conductive Stretchable Electrodes Prepared by InSitu Reduction of Wavy 

Graphene Oxide Films Coated onElastic Tapes, Advacned Electronic Materials, 제16000권

(집), 제22호, PP. 1~8, 2016.07.01. 

홈페이지 http://prof.incheon.ac.kr/~hong5506/ 


